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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셋!!

서부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알려드립니다.

서부초 북큐레이션
북(Book)과 큐레이션(Curation)의

안녕하세요. 서부초등학교 도서관입니다. 4월 도서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5월에는 도서관에는 어떤 소식
이 있을까요?
알림 하나
도서관 운영시간안내
도서관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00분까지 개방됩니다.
도서관에서 책도 읽을 수 있고 대출도 가능합니다. 아침 등교
시,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언제든 도서관에 와서 책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도서관 문이 닫혀 있으면
반납함에 반납도서를 넣어주세요.

합성어인 '북큐레이션'은 특정한 주
제에 맞는 여러 책을 선별해 독자
에게 제안하는 것을 말하는 신조어
입니다. 서부초 도서관에도 북큐레
이션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나요? 4월의 북큐레이션은 “친
구”였습니다. 그런데 서부초 친구들
이 많이 보지 않은 것 같아 5월
“친구”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전시
합니다.
전시된 책들은 빌려갈 수 있으며 책을 읽고 포스트잇 메모지
에 간단하게 글을 남겨주면 간식을 드립니다. 많이 읽어주세

알림 둘!

요!

세계 책의 날 도서관 행사
세계 책의 날은 국제기구 유네스코가 책 읽기를 권하기 위해
정한 날(매년 4월 23일)입니다. 책의 날을 맞이하여 4월 19일
부터 4월 23일까지 책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

알림 넷!!
도서관 신간안내
도서관에 새로운 책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신청한 희망도
서와 인기도서, 추천도서를 선정하여 도서를 구입하였습니다.
새로운 도서는 도서관 첫 번째 서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새
책이 주는 설렘도 느껴보면서 새로운 책을 빌려보는 것은 어
떨까요? 이번 신간에는 흔한남매시리즈, 마법의정원이야기 시
리즈, 스무고개탐정시리즈, 정재승인간탐구보고서, 엉덩이탐정,
복제인간 윤봉구 등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도서를 많이 구입했
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나요~

에는 도서관 포토존에서 사진찍기, 대출하고 뽑기하기, 저작권

5월 퀴즈퀴즈 –도서관 퀴즈

공부하기, 세/계/책/의/날/ 로 시작하는 책 찾기 등 많은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대출하고 뽑기하기와 포토존 사진찍

Q.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도서관에서 세계 책의 날 행사가

기가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등교하면서 도서관에

진행되었습니다. 세계 책의 날은 몇 월 며칠일까요?

들러 책을 빌려 가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뿌듯한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자주 오는 1.2.3.학년 친구들뿐만 아니라 4.5.6
학년 친구들이 도서관에 많이 오게 되는 행사가 된 것 같아 선
생님 개인적으로 뜻깊은 행사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행사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정답 :

? 월

?일

& 참여방법: 5월 13일 까지
도서관에 준비된 종이에 정답과 이름을 적어 상자에 넣어요.
J 10명을 추첨해서 간식을 줍니다.
당첨자발표는 5월 14일(금) 도서관앞에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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