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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소식지17-6호 

독서퍼즐 

 책 속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 있다. 가난, 
성공, 가족, 불행, 전쟁, 좌절, 성공, 음모, 배신, 사랑, 친구, 우정, 죽음, 
삶, 결혼, 이혼, 성장, 탄생, 고독, 우애, 효도, 부부애, 박애, 갈등, 화해, 
오해, 상처 등 사람들의 삶에 관한 모든 것이 들어 있다. 사람들은 책
을 읽으며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배운
다. 부모가 가르쳐주지 못한 것, 가르쳐줄 수 없는 것을 채우는 것이 
책이다.  

 우리가 살면서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저
마다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 제한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 반면 독서
를 통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무궁무진하다. 그뿐인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 인간관계와 감정들을 경험하
고 공감할 수 있다.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을 통해 희망을 얻을 수 
있고, 꿈을 이루는 사람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계획할 수 있다. 성공을 
축하하고 함께 나누는 법과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마음을 어루만져 주
는 법도 배우게 된다. 

 이처럼 독서는 수많은 간접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자연스럽게 이해심도 자라게 해준다. 

-초등독서의 모든 것 중- 

독서삼도(讀書三到) 

讀(읽을)독 

書(쓸)서 三(셋)삼   

到(이를)도 

: 독서하는 데는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깨우쳐야 

한다. 

 슬기가 샘 솟는 도서관 

도서관 대출 안내 

*대출시간 

(월-금) 8:30 - 16:30 

 

*대출방법 

학생:2권, 7일 

학부모, 지역주민: 5권 

10일 

반납연기 신청 1회 가능 

문제를 풀고 정답을 써서 독서퀴즈함에 10월 31일(화) 까지 넣어주세요. 
정답을 맞춘 학생 중 추첨을 해서 당첨된 학생 5명에게 선물을 드려요 
 
[문제] 우리 학교도서관의 이용규칙 중 잘못된 것은? 
① 참고도서는 도감, 백과사전, 국어사전등을 말한다. 
② 대출증이 없어도 도서관에서 책을 볼 수 있다. 
③ 친구의 책을 대신 빌려다 줄 수 있다. 
④ 친구의 책을 대신 반납할 수 있다. 
 
------------------------ 자 르 는 선 ------------------------- 
 
 
      학년                     반          이름                      
  
 
정답                         

독서를 통한 간접경험은 풍부할수록 좋다 

발행인 : 이승근 

책은 한 권 한 권이 

하나의 세계다. 

-W 워즈워스- 



천사들의 행진/강무홍/양철북 

의사의 길을 버리고, 사회

가 버린 수 많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살

다 죽은 아누슈 코르착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그림

책입니다. 그의 일화 중에

서도 제2차 세계대전 당

시 나치에 의해 죽음의 수

용소로 향하는 아이들과 

가스실로 동행한 그의 마

지막 생을 다루고 있습니

다. 

똥장군/김정희/한림 

동네 공터에서 자치기를 
하며 놀던 병호는 똥 푸는 
직업을 갖은 영재 아버지
가 거름으로 넣어둔 감나
무 밑에 손이 빠져 똥벼락
을 맞습니다. 함께 놀던 친
구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
고 웃자, 병호는 씩씩거리
며 영재를 괴롭히기 시작
합니다.『똥장군』은 
'똥'을 매개체로 친구 간의 
우정을 감동적으로 그렸습
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 세
대의 추억이 고스란히 배
어 있습니다. 

인기도서  vest 5 

 

1. 놓지마 과학 

2. 당근 먹는 티라노사
우르스 

3. 어린왕자 

4. 왜 띄어  써야 돼? 

5. 구스범스 

다대출 이용자 
 

1. 3학년 서* 

2. 2학년 김*민 

3. 1학년 김*우 

4. 5학년 엄*홍 

5. 5학년 전*강 

6. 2학년 고*효 

7. 6학년 김*현 

8. 3학년 자*퍼빈 

9. 2학년 정*우 

10. 2학년  이*규 

 2 

 

 

 

 

 

도서관을 이용을 열심히 한 서빈 김지민은  사서

선생님을 찾아 주세요.  

맛있는 간식이 기다려요~ 

 

 

 

 

 

비나리달이네집/권정생/낮은산 

어린이를 위한 그림 
동화집. <몽실언니>등 6.25 
전쟁이야기를 다룬 
우리나라 대표 아동작가 . 
강아지가 말을 하는 걸 
나는 한번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나리에 살고 있는 강아지 
달이는 말을 한다는군요. 
대체 달이는 어떤 
강아지인지, 그리고 
아빠라는 신부님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모두 
그리로 가 보도록 해요. 

사금파리한조각(상,하)/린다   

수 박/서울문학사 

<2002년 전미국 도서관 협

회 뉴베리상 아동문학분야 

최우수 작품상 수상작!>  

동양인 최초로 세계 최고

의 아동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12세기 한국을 배경으로 

섬세한 문체로 쓰여진 이 

동화는 인내와 장인정신에 

바치는 감동적인 선물이다. 

한국의 장인들의 불후의 

명작 

칭찬합니다. 

1. 일시: 2017년 11월 23일 목요일 9시 50분 – 11시 30분 

2. 장소: 과학실 

3. 이용대상: 전교생 

4. 운영방법 
   가. 11월 22일까지 독서활동을 열심히 하여 담임선생님께 쿠폰을 받는다. 

   나. 11월 23일 분식류, 과자 및 음료, 문구․ 완구류, 과월호  간행물 등을 쿠폰으로 구입한다. 

   다. 뜨거운 음식과 가열기구가 있으므로 선생님의 인솔에 따른다. 

나는 독서왕!  (9월) 

함께 읽어요 

행사안내  (책과 함께하는 칭찬가게)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detail&rev=6&query=%C3%B5%BB%E7%B5%E9%C0%C7%20%C7%E0%C1%F8&from=image&ac=-1&sort=0&res_fr=0&res_to=0&merge=0&spq=0&start=12&a=pho_l&f=tab&r=12&u=http%3A%2F%2Fblog.naver.com%2Fgomunhak%3FRedirect%3DLog%26l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