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교전자도서관 이용안내 

1. 컴퓨터를 통한 전자책도서관 이용방법 

- 학교 홈페이지 배너(정교초등학교 전자도서관) 클릭 

- 즐겨찾기 등록 :http://jeonggyo.dkyobobook.co.kr/ 

- 아이디 비번으로 로그인(잊으셨다면 사서선생님을 찾아오세요) 

*홈페이지 접속 후 최초 이용 시 “e서재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 

2. 스마트폰 태블랫pc 이용시 

- “play store" 혹은 ”앱스토어“에 접속 

- 스마트폰 -> “교보문고 new전자도서관”어플 다운로드 후 사용 

● 태블랫pc -> “교보문고 new전자도서관 for tablet”(태블랫pc) 어플 다운로드후 

사용(대출기한 종료에 맞추어 자동 반납) 

   

  책 분실 시 동일 도서로 변상해야만 도서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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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가 샘 솟는 도서관 

정교초등학교도서관소식지

도서관에서 약속 

 말소리는 소곤소곤 

 발걸음은 사뿐사뿐 

 오락은 ~~no 

도서관 자료대출 안내 

 

 학생 : 1인 2권 

 대출기간: 7일                        

(1회 연장가능) 

 연장신청 :   

    직접방문   

    도서관홈페이지                  

 앞일을 

생각하는 건 

즐거운 

일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생각하는 건 

자유거든요.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다행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실망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소설 [빨강머리 앤] 중에서  

 

달빛이 

강물에 

반짝이고 

물결은 

커다란 

물고기처럼 

보입니다. 

씩씩한 아기 

곰이 이를 

잡으러 물 

속으로 

뛰어들고 엄마는 그것을 달빛이라 

말해줍니다. 달이 지고 밤하는 가득 

별이 반짝이면 아기 곰은 엄마 곰 

옆에서 커다란 물고기 꿈을 꿉니다. 

 

-그림동화[아기곰의 가을 나들이]   중에서 



 - 명탐정처럼 추리해요 

 그림 속에 등장하는 물건을 눈여겨 보세요. 무슨 뜻을 머금고 

있을까,왜 여기 놓였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물건은 예술가가 눈여겨 

보고 선택한 것이에요. 누군가가 그걸 통해 자기 마음을 알아주길 

은근히 바라면서 말이지요. 한번 동네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세요.  

- 예술가처럼 생각해요 

 예술가들은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사람들처럼 느껴집니다 . 놀랄 만큼 

창의적인 생각이 담긴 작품을 만들어내니까요. 고정관념과 편견처럼 

딱딱한 생각의 틀을 벗는다면 예술가처럼 말랑말랑한 생각,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예술가들은 그림언어로 생각을 합니다.  

- 작가처럼 이야기해요 

 우리는 때로 그림을 보면서 그 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읽어 내기도 

합니다. 그림을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림 속에서 화가의 

이야기를 찾아내는가 하면, 우리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요. 예술은 직접적인 나만의 경험으로 다가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인물이나 동물이 있는 그림에 말풍선 달기를 해보세요.     

-이주은 성신여대 미술교육과 교수 - 

 

누구의 발도장이 가장 많은가? 

          ★행사일: 2016년 11월 29일 (화요일) 
 

   *장소: 과학실 

*이용대상: 전교생 

 

     *운영방법 

-10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독서활동 우수자에게  

  담임선생님께서 쿠폰을 발급한다. 

 

  - 행사당일 분식류, 과자및 음료, 문구를 쿠폰으로 구입한다. 

  즐거운 독서 뒤에 따라오는 선물!!   

 딩가딩가 하다가 11월 29일 행사 당일 후회합니다.   

        (도서관을 많이 활용하는 친구) 

                       기간 : 10월 1일 – 10월 31일 

위 성명 학년반 대출권수 

1 임*영 2 37 

2 이*민 1 35 

3 서* 2 32 

4 김*옥 1 26 

5 정*우 1 22 

5 장*준 1 22 

6 남*태 1 19 

7 이*규 1 17 

7 김*수 2 17 

7 김*민 1 17 

8 김*준 1 16 

9 김*걸 4 15 

9 이*서 6 15 

   포인트를  

   모으세요 

책과 함께하는 칭찬가게 

그림 감상은 이렇게    (그림동화읽기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