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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부초등학교 도서관입니다. 길었던 여름방학이

월~금 : 8시 30분 ~ 16시00분
- 학생 대출 : 2권 7일
* 연체일수만큼 대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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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행사
1학기 말에 진행했던 행사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갑자기 온

끝나고 2학기가 되었습니다. 1학기 그리고 방학중에는 어떤 소

라인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식이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과 기념

1학기 마지막 행사를 10월에 재진행합니다.

이 많은 10월의 도서관 이야기도 함께해요.

도서관 운영시간안내

행사1.“ 비밀독서 학용품교환전”
10월4일(월)~10월6일(수) 점심시
간도서관에서 교환전이 열립니다.

도서관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00분까지 개방됩니다.

지금까지 모은 독서쿠폰의 개수에

도서관에서 책도 읽을 수 있고 대출도 가능합니다. 아침 등교

따라 학용품을 골라 교환가능합니

시,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언제든 도서관에 와서 책과

다. 행사당일까지 비밀독서 활동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도서관 문이 닫혀 있으면

하여 쿠폰을 모아보세요. 모은 독

반납함에 반납도서를 넣어주세요.

서쿠폰의 개수에 따라 학용품을

1학기 다독상 및 여름방학 온라인행사

골라 교환 가능합니다. 2학기 말에
도 교환전이 있으니 비밀독서생활

2021학년도 1학기에 도서관에서 가장 많은 책을 빌려 읽은 학

은 꾸준히 해야겠죠? 쿠폰은 본인

생들에게 다독상 트로피를 전달해드렸습니다. 해당 학생은 담임

이름의 쿠폰으로만 사용 가능해요!

선생님께 전달받았겠죠? 2학기 다독상 트로피는 방학식날 전달
할 계획이니 2학기에도 열심히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읍시다.

행사2.“독서쿠폰행사”
비밀독서 학용품교환전과 함

2학기에는 트로피와 함께 상품도 증정할 계획입니다.

께

여름방학에는 온라인 도서관행사를 진행하였습니

폰이 있다면 그 쿠폰을 사용하

망도서를 신청받아 선물로 드립니다.

세요! 쿠폰을 잃어버렸다면 도

저학년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습니다. 참여

10월의 북큐레이션(한글 그리고 독도)

독서쿠폰행사도

있었습니다. 1학기에 사용한 쿠

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10회인증 학생)에게는 희

해주신 학생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진행했던

서관에서 다시 받아가시길 바
랍니다. 9월27일(월)~10월7일(금) 기간동안 책을 빌리면 하루
에 1번 도장을 찍어줍니다. 10개의 도장을 다 찍어서 모으면
10월 7일 간식을 받을 수 있어요!

북(Book)과 큐레이션(Curation)의 합성어인 '북큐레이션'은 특
정한 주제에 맞는 여러 책을 선별해

10월 퀴즈퀴즈 –도서관 퀴즈

독자에게 제안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가오는 10월은 국경일과 기념일

Q. 아래에서 말하는 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많은 달입니다. 그중에서도 한글

독섬이라고도 하며, 면적은 18만 7,554㎡이다. 울릉도에서

날(10월 9일)과 독도의 날(10월25일)

동남쪽으로 87.4㎞ 떨어진 해상에 있으며, 동도(東島)·서

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한글과 독

도(西島) 및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89개의 바위섬으로

도에 관한 도서를 전시하였습니다.
책과 함께 국경일과 기념일의 의미
를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전시된 도서를 읽고 포스트잇 메모
지에 간단하게 글을 남겨주면 간식을 드립니다. 많이 읽어주세
요!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10월 25일 oo의 날로 지정되어있으며, 일본에서 본인들
의 영토라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 참여방법: 9월 30일 (목) 까지
도서관에 준비된 종이에 정답과 이름을 적어 상자에 넣어요.
J 10명을 추첨해서 간식을 줍니다.
당첨자발표는 10월 1일(금) 도서관앞에 게시됩니다.
서부초등학교 도서관 소식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