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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초등학교  

도서관 소식지17-7호 

함께 배우는 도서관 상식 

  책 읽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으며 이런 습관은 하루 

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반복해서 연습해야 한

다. 

● 책꽂이에서 읽고 싶은 책을 뽑는다. 

● 읽기 전에 표지를 훑어보고 책을 똑바로 펴게 한다. 

● 책장은 책을 읽으면서 줄거리를 이해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적

당한 시간에 넘기도록 한다. 

● 그림책을 읽는다면 글을 읽어 나가는 동안에는 그림 대신 말에 시

선을 고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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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도서관에 책이 들어오면 순서에 맞춰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컴퓨터에 

책의 서지사항을 입력함으로써 형성되는 고유번호로 책의 겉 표지에 

바코드와 함께 KM0000으로 시작되는 번호 

 

 

  

도서의 서가상의 위치를 표시해 주는 기호로 책 등에 붙여 이용자가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체계화 한 기호 

     예) 권정생 [강아지똥] 

813.8———분류번호(주제를 나타내는 번호) 

권74ㄱ——-저자기호(도서의 지은이를 숫자화한 기호) 

 

책 읽는 몇 가지 습관 

발행인 : 이승근 

등록번호란? 

청구번호란?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 

별난 도서관 별난 이야기 

매년 8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대규모 음악 문화 

축제인’시게트 페스티벌’ 

행사의 한 프로그램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그에 

해당하는 특성 직종의 

인물을 한 시간 동안 

빌려 준다고 하는데요. 이 

도서관의 ‘베스트셀러’는 

지금은 범죄자 재활 

운동을 하고 있는 전직 

은행 강도라고 합니다.  

 이 별난 도서관의 최대 

장점은 특별한 상대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 

이용자는 집시를 직접 

만나본 뒤 “모든 집시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도서관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대출하고 싶은가요? 



 

 

 

 

 

 

초대받은 아이들/황선미/웅진

주니어 

민서는 인기 많은 반장 성모

의 생일을 손꼽아 기다립니

다. 그러나 이번에도 민서는 

초대받지 못합니다. 화가 나

고 너무 속상해서 가슴 가운

데가 아프기까지 합니다. 그

런데 <내 생일에 너를 초대

해>라고 적힌 낯선 카드 한 

장이 민서 가방 속에 있네요. 

과연 누가 보낸 카드일까요? 

 

 

 

 

 

 

꺼벙이 억수/윤수천/좋은책 어

린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찬호의 눈

을 통해 본 꺼벙이 억수에 대

한 이야기입니다. 항상 싸구

려 옷만 입고 바보 같아 보이

는 억수를 찬호는 아주 싫어

하지만, 친구들은 모두들 좋

아합니다. 친구들이 왜 억수

를 좋아할까 의아해 하던 어

느날 학급회의에서 한달에 한

번 착한 일을 많이 한 친구에

게 주는 학급별을 뽑기로 결

인기도서  Best 5 

 

1. 형광고양이 

2. 엉뚱 과학 상식 

3. 종이밥 

4. 연어 

5. 엉덩이 탐정 

다대출 이용자 
 

1. 2학년 이*민 

2. 3학년 서* 

3. 3학년  임*영 

4. 2학년  이*규 

5. 2학년 김*민 

6. 2학년 정*우 

7. 1학년 권*연 

8. 1학년 이*진 

9. 2학년 이*민 

10. 5학년 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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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을 이용을 열심히 한 이소민 서빈은  

사서 선생님을 찾아 주세요.  

맛있는 간식이 기다려요~ 

 

 

 

 

 

 

내 이름은 삐삐롱 스타킹/아스

트리드 린드그렌/햇살과 나무꾼 
 

전 3권으로 완역된 삐삐 시리즈 

중 첫권에 해당하는 이 책은 

삐삐가 '뒤죽박죽 별장'으로 오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토 미 와  아 니 카 와 의  첫 만 남 , 

친구가 된 두 아이를 따라 학교로 

가게 된 삐삐의 엉뚱한 행동들, 

그리고 서커스 단장의 가슴을 

졸이고, 화가 나게 만든 삐삐의 

엄청난 행동등 삐삐의 수다를 

실었다. 

유진과 유진/이금이/푸른책들 
 

아동의 성폭력 문제를 깊이 있

게 다룬 성장소설『유진과 유

진』. 유치원 시절에 함께 성폭

력을 당한 두 중심인물 '큰유진', 

'작은유진'의 성장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저자는 이성에 대한 

고민, 세상을 뒤덮은 새로운 매

체들에 대한 관심, 수다스럽고

도 재기발랄한 대화 등을 통해 

때로는 어른보다 더 어른스러

운 사춘기 소녀들의 내면세계

를 섬세하게 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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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읽어요 

행사안내  (책과 함께하는 칭찬가게) 

책을  읽으 면 쿠 폰 이 ...  

칭찬합니다 

http://book.daum.net/detail/book.do?bookid=KOR9788959774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