
여름방학 독서캠프

여름방학을 맞아 8월 3,4,5일 동안 전학년 대상으로 여름방학 독서캠프
가 열렸습니다. 첫째 날에는 1~2학년 학생들이 ‘도서관에 간 여우’를 읽
고, 도서관 이용법을 알아보았으며 두 번째 날에는 3~4학년, 마지막날
에는 5~6학년이 도서관 정보교육을 받았습니다. 정보를 찾는 연습을 하
면서 웹상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상징물을 만드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로체험 
 

 

8월 18일~19일에 전학년이 다목
적실에서 진로 직업 체험 학습을 
실시했습니다. 전문 뮤지컬 배우와 
시각디자이너가 오셨는데요, 학생들
이 자신의 적성에 맞춰 자기주도적
으로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체
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드론체험 학습

9월 22(화)에 1,2,3학년,  24(목)은 4,5,6학년이 다목적실에서  드
론 체험학습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전문가를 초빙하여  드론을 통해 
미래 과학 산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직접 드론을 조종
해보고, 미니 드론을 착륙, 이륙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전문화된 체
험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미래의 과학에 대해 많은 관심을 키
워나가기를 바랍니다.

 * 2학기 학부모 상담 주간, 통일 교육주간(10.5~8)

 * 생명 사랑 교육 주간(10.12~16)

 * 박현주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10.19,21  1~4학년)  

 * 6학년 졸업앨범촬영(10.21)

 * 또래다 모임(10.26)

                                    공유마당, 서정선 ,고슴도치-가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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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를 이기는 

도서관  이용법
                             

☻ 출입 전, 후 손 소독제로 소독
☻ 1M이상 일정 거리 유지
☻ 꼭 필요한 도서만 만지기
☻ 기침, 재채기 예절 준수
☻ 책읽는 중 눈,코,입 만지지 않기
☻ 책장에 침 바르지 않기
☻ 책을 펴놓고 음식물 먹지 않기

월 화 수 목 금
좋은 책은

좋은 친구와 

같다

-생피에르

1교시
쉬는시간

1학년 1학년 2학년 2학년 4학년

2교시
쉬는시간

3학년 3학년 4학년 4학년 5학년

3교시
쉬는시간

5학년 5학년 6학년 6학년 6학년

점심시간
방과후

10분마다 10명 내외 유지

과학 행사주간

9월 21~25일은 전교생이 참여하는 과학행사주간이었습니다. 각 
학년별로 4교시에 과학탐구활동을 했는데요, 1학년은 탱탱볼을 만
들고, 2학년은 전자오르골, 3학년은 로켓 발사체, 4학년은 자석으
로 가는 자동차, led손전등을 5학년은 망원경, 조트로프,워터볼을 
6학년은 진동로봇, 진공청소기, 투석기를 만드는 등 다양한 실험과  
활동을 했습니다. 과학에 대한 흥미를 느끼며 특기와 소질을 신장
시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교안전주간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안전주간 행사가 있었습
니다. 전 학년이 참여하여 화재가 발생 시에 행동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소화기를 찾아라> 활동을 통해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재난상황을 가상
함으로써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대피통로를 실
제 체험하며 안전행동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방역의 주체는 바로 “나”임을 잊지 마세요

 

 



◾2020년 도서대출 BEST10         (2020.3.2.~9.30. 기준)

순위 서명 저자 순위 서명 저자

1 추리 천재 엉덩이 탐정v.9 트롤 글,그림 3 귀신딱지 v.3 라곰씨 글,차차 그림

2 귀신딱지 v.1 라곰씨 글,차차 그림 3 추리 천재 엉덩이 탐정 v.5 트롤 글,그림

3 장수탕 선녀님 백희나 지음 4 팥빙수의 전설 이지은 글, 그림

3 어떤 화장실이 좋아? 스즈키 노리타케 지음 4 고양이 해결사 깜냥 홍민정 글,김재희 그림

3 귀신 님! 날 보러 와요! 진수경 글, 그림 4 너나 먹어 쌀엿 강효미 글,조윤주 그림

박현주 그림책 작가님이 오십니다.(10월 19일, 21일)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면

              나다움어린이책                           행복한 아침독서 추천 도서     도서관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이까짓 거” 책이야기>
 작은 용기가 필요한 아이들에
게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초등학교 교실, 창밖에 비가 
내리고 한 아이가 고개를 돌려 
밖을 바라본다. 근심스러운 표
정이다. 책장을 넘기니 우산쓴 
어른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공을 
데리러 오는 어른은 없다.
어떡하지?

<“비밀이야” 책이야기>
“엄마가 안 된댔어, 똥싸고 털 
빠지고 짖는다고.”
“그럼 늑대는 어때?”
“안돼.”
“왜?”
“늑대는 밤마다 울잖아. 시끄럽
고 무서워 ”
“그럼 하마는?”
......

<박현주작가 소개>
쓰고 그린 책은 『나 때문
에』, 『비밀이야』, 『이까짓 
거!』 등이 있고, 그림을 그
린 책으로는 『내 꿈은 조
퇴』, 『아리야, 내 마음을 
알아줘』, 『쓰레기 산의 비
밀』 등이 있다.

전자책 보러가자! 온라인 콘텐츠 안내

독서교육종합지원 시스템에서 온라인 콘텐츠 이용방법 안내
* 이용대상: 경기도 내 학생 및 교사
* PC 이용방법 
-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로그인
- 도서검색-온라인콘텐츠 메뉴 또는 하단의 경기e-DLS 전자책 배너 클릭
- 온라인강좌: 온라인강좌 내 원하는 강좌제목 클릭, 상세정보페이지에서 view를 클릭하여 재생
- 전 자 책: E-book>전자책 클릭, 원하는 책 제목을 클릭, 상세정보 페이지에서 ‘대출하기’를 클릭
- 오디오북: E-book>멀티전자책 클릭, 원하는 도서 우측의 도서대출 또는 상세정보페이지 도서대출 
클릭 후, 도서열람을 클릭하여 오디오북 열람
* 스마트폰 이용방법 
- 안드로이드마켓&애플스토어에서 어플 검색 및 설치> 도서관검색> 로그인 후 이용 
어플명: 교보문고전자도서관/Mekia/ebook/OPMS도서관/에피루스/경기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심심한 어린이 모여라!  문화 예술 콘텐츠 안내

e-국악아카데미

국악 애니메이션

엉덩이가 들썩들썩! 

흥이 절로 나는 국악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

관

다국어동화구연

6개언어 동영상으로 

만나는 독서세상

어린이박물관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즐겁게 배울수 있는 전

시 및 영상

국립민속박물관 다문화 꾸러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ACC온라인 문화예술교육

<마음의 백신 “용기”를 주는 책> 

              

 

813.6 김73ㄷ 813.8 정68ㄷ 813.8 이94ㅍ 그843 위78ㄴ 853 엔223ㅁ 그859.3데69ㅇ 그813.8강37ㄲ 

우리 학교 가을 손님            도서관 행사         

                

 *잡지 가져가세요
 *연체 탈출 주간
 *찰칵! 함께 독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독서하는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미니 북 만들기
    :4권 이상 대출자에게 미니북
 *용기부적 키링 만들기
 *작가와의 만남
 *시 한송이 꽃 한마디
  <자세한 사항은 행사 안내문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