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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넷!!

서부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2년 안데르센 상을 수상한 이수지 작가
2022년 이수지 작가는 한국인 최

안녕하세요. 서부초등학교 도서관입니다. 서부초 도서관에

초로 아동문학 노벨상인 안데르센

에서 발간하는 도서관 소식지 “책과 어울림”입니다. 도서관의

상을

다양한 소식, 도서 안내, 간단한 퀴즈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

수상하였습니다.(일러스트레이

터부분문)

다. 올해도 도서관 소식지와 함께 즐거운 독서를 합시다.

수상작인 '여름이 온다'는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에 모티브
를 둔 그림책으로 볼로냐 라가치

알림 하나

상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

도서관 운영시간안내

교에 이수지 작가님의 책은 그림

도서관 공사 정리와 장서점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자놀이, 그늘을 산 총각, 여름이온

틈틈이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어보아요. 도서관은 오전 8시 30

다 세 권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분부터 오후 4시 00분까지 개방됩니다. 아침 등교시, 쉬는 시
간, 점심시간, 방과후 언제든 도서관에 와서 책과 함께하는 시
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도서관 문이 닫혀 있으면 반납함에 반
납도서를 넣어주세요.

도서관에 들러 이수지 작가님의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지난해 알부
스 갤러리 온라인 전시회 중 “여름이
온다” 영상을 QR코드를 스캔하여 볼
수 있습니다. 감상해보세요!

알림 둘!

.

서부초 독서통장 저축하기!
4월부터 서부초 독서통장 저축이

4월23일은 세계 책의 날

시작됩니다. 책을 읽고 독서통장
에 읽은 책의 이름과 지은이를 적

세계 책의 날이란?

으세요. 그 후 담임선생님이나 도

4월 23일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세계

서관 사서 선생님께 확인을 받습

책의 날)입니다. '세계 책의 날' 제정을 계기로 독서 출판을 장

니다. (두 분 중 한 분에게만 확인받기)

려하고 저작권 제도를 통해 지적 소유권을 보호하는 국제적인

담임선생님께 확인은 학급의 규칙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월 23일은 책을 사는 사람에게

에 따라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꽃을 선물하는 스페인 까딸루니아 지방 축제일인 '세인트 조지

사서선생님께 확인은 독후활동지

의 날‘과, 1616년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가 동시에 사망한

를 작성하여 통장이랑 같이 보여

날이 이날인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주면 됩니다. 독후활동지는 도서관에 있어요.
4월부터 11월까지 독서통장 저축을 꾸준히 한 후 11월 도서관

** 서부초 도서관에서도 세계 책의 날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
니다. 기대 많이해주세요.**

에서 통서통장을 모아 상품을 드립니다. 상품 증정 기준은 서부
초 학생들의 독서 저축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림 셋!
다독트로피 증정
1학기 한번, 2학기 한번 학년별 다독학
생을 선정하여 다독트로피를 드립니다.
멋진 트로피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
다. 한 학기동안 열심히 도서관에서 책
을 빌려 읽으세요. 다독트로피의 주인공
이 될 수 있습니다.

4월 퀴즈퀴즈 –도서관 잔소리
Q. 아래 글자를 조합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조 서 용 도 는
관 히 도 서 에
& 참여방법: 도서관에 준비된 종이에 정답과 이름을 적어 상자에 넣어요.
J 10명을 추첨해서 간식을 줍니다.
당첨자발표는 4월 7일(목) 도서관앞에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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