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기가 샘솟는 도서관 

알려드립니다 

 

-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많은 이용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홈페이지주소 

http:// dls.gglec.go.kr/ 

 

-책 분실 시 동일 도서로 

변상해야만 도서관 이용

을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혹시라도 방치되

고 있는 학교 도서관 책

이 있다면  가져다 주세

요. 

 

 

-10월 말에 신간도서가 

들어옵니다. 많은 관심 보

내주세요. 

  

까만 아기양 

글:엘리자베스 쇼 

출판사: 

푸른그림책 

우리 사회에 만연

해 있는 ‘다름’에 대한 편견

과 화합의 길, 그리고 다함

께 사는 사회의 소중함에 대

하여 이야기하며 누구나 함

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어떤 솔거의 죽음 

글:조정래 

출판사:다림 

한국 전쟁 중 불행한 

처지에 빠지는 한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민족이 경험한 비극의 기원과 극복 

방안을 제시한 <메아리 메아리>,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인간적인 

가치보다는 물질적인 것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하는가를 보여 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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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의 약속 

 사뿐사뿐 걸어요. 

 목소리는 소곤소곤 

 음식물 반입금지 

 장난치지 않아요 

 게임은 하지 않아요. 추천도서 

정교초등학교 도서관 소식지 

 슬기가 샘 솟는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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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의 설탕 두 조각 

글:미하엘엔더 

출판사:한길사 

 

엄마한테 신발 좀 

빨아 달랬더니, 세상에, 다 

컸다고 스스로 빨아 신으래요. 

아빠한테 아이스크림 좀 

사달랬더니, 많이 먹으면 배 

아파서 안 된데요. 더할 나위 

없이 온순한 아이 렝켄의 깜찍한 

응징 작전이 시작됩니다.  

무릇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책상을 잘 

정돈하고, 마음가짐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고, 책을 가져다가 

가지런히 놓고는 몸을 

바른 자세로 책을 

대하고, 자세하게 

글자를 보며, 자세하고 

분명하게 읽는 것이다. 

 

 -주희 



*행사일: 2016년 11월 29일 (화요일) 

 

*장소: 과학실 

 

*이용대상: 전교생 

 

*운영방법 

가. 10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독서활동 우수자에게 담임선생님

께서 쿠폰을 발급한다. 

나. 행사당일 분식류, 과자및 음료, 문구를 쿠

폰으로 구입한다. 

  

즐거운 독서 뒤에 따라오는 선물!!   

딩가딩가 하다가 11월 29일 행사 당일날 

후회합니다.   

우리 모두 책 속으로 퐁당~~^^ 

독서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녀에게 책을 읽어 주는 행위는 씨앗을 뿌리고 돌보는 것과 같다. 어린이가 스스로 읽고 

쓰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 어린이들이 책을 좋아하는 태도를 몸에 지닐 

수 있게끔 도와 주는 것이다. 단순히 글을 배우는 것은 쉽게 싫증을 낼 수도 있지만, 책을 

읽어 주는 것은 평생 책을 가까이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아직 책에 대한 싫고 좋음이 

명확하지 않을 때 자주 책을 읽어 주게 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책을 좋아하게 되고 책 

읽기를 생활화하게 된다. 결국 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어린이는 이미 신비한 성공의 

마법을 배운 것이다. –책 읽어주는 엄마가 자녀를 성공시킨다 중- 

11월 행사안내 (책과 함께하는 칭찬가게) 

나는 독서왕! 

1위:  이*민 (1학년) - 38권 

2위:  서* (2학년) -  31권 

3위:  유*영 ( 2학년) - 29권 

4위:  전*광 (2학년) - 23권 

5위:  정*우 (1학년) - 22권 

5위:  김*수 (2학년) - 22권 

6위:  임*영 (2학년) -  21권 

7위:  김*옥 (1학년 ) - 20권 

8위:  이*규 (2학년) -  18권 

8위:  김*정 (2학년) -  18권 

인기도서 Best 5 !  

1. 자유의 노래 

2. 숨 쉬는 항아리 

3. 퀴즈! 과학상식 

4 자동차 박물관 

5. 돼지책 

다독아 , 다독반, 인기도서(9.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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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한번 읽히면 그 구실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거듭 읽고 애독하며, 다시 손을 떼어 놓을 수 없는 애착을 느끼는 데서 그지없는 가치를 

발견할 것이다. -러스킨 

* 자기 수준에 알맞은 내용의 책 

*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 

*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저술한 책 

* 글씨, 그림, 인쇄가 깨끗하고 제본이 바르

게 된 책 

* 읽은 뒤 감동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책 

* 권위있는 출판사가 발행한  책 

도서 선택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