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을 보려면

즐겁게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건강한 학교
2021년 11월호

큰나루 소식지
발행인 교장 최희도

눈이 필요하고
세상을 보려면
책이 필요하다

편집인 사서교사 박성혜 발행처 분진중학교 도서관

벌써 한 해를 마무리 해야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올해도

♣ 집에서 E-book(전자도서관) 이용하기

반갑지 않은 코로나와 함께 1년을 보내 너무나 아쉬운 마
음이 큽니다. 내년에는 마스크 없이 학생들의 환한 웃음

‣ PC 이용방법

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자책(E-book) ➡ 전자책 클릭
원하는 책 제목 클릭, 상세 정보페이지에서 ‘대출하기’를 클릭
내 서재의 대출 중인 도서목록에서 view를 클릭

♣

수고했어, 오늘도!

하여 전자책 열람
☞ 오디오북 ➡ 멀티전자책 클릭,

최선을 다해 달려온 한 해! 그 끝에서 수고한 당신에게 보
내는 응원과 격려의 책을 소개합니다.

원하는 도서 우측의 도서대출 또는 상세정보페이지
도서대출 클릭 ➡ 도서열람 클릭 ➡ 오디오북 열람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

곰돌이 푸 원작. RHK. 2018

‣ 스마트폰 이용방법
☞ 안드로이드마켓&애플스토어에서 어플검색/설치
➡ 도서관 검색 ➡ 로그인 후 이용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

☞ 어플명: 경기도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전자도서관

한 일은 매일있어.”

☞ 로그인 : 아이디/이름
☞ PC에서 경기e-DLS 1회 접속 후 이용 가능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

☞ 이용 기기에서 스마트폰으로 표시된 책만 가능

김신회 저, 놀,2017

* 대출기간 및 권수: 7일, 5권
(연장 1회 가능, 대출기간 경과 시 자동 반납)

“틀린길로 가도 괜찮아.

‣ 독후 활동하기

다른 걸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
너의 하루를 안아줄게/ 최대호.

☞ 로그인 ➡ [독후활동하기] ➡ [독후활동도서검색] ➡
독후활동하기 (편지쓰기, 생각 키우기 등)

넥서스 북스.2018

‣ 회원가입 방법
“ 잠들기 전 예쁜 이 시간이

힘든 걱정대신 포근한 행복으로
가득 찼으면 해요”

☞ https://reading.gglec.go.kr 접속 ➡ 회원가입 ➡
약관 동의 ➡ 학생 회원가입 ➡ [독서교육 아이디(기
존)]와 [소셜 아이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아이디 만

하고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
윤정은 저, 애플북스. 2018

들기 ➡ 비밀번호, DLS 아이디 등 내용 입력 ➡ 등록
※ DLS ID를 모르면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 문의하기

“늘 남에게 애쓰기만 하느라
나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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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나루 도서관 추천도서

♣연 말 기 획
[ 도서관에서 슬기롭게 겨울보내기 ]

달러구트 꿈 백화점2/ 이미예
어느덧 페니가 달러구트 꿈 백화점에서

1. 작가와의 만남

일한 지도 1년이 넘었다. 재고가 부족한

- 12월 13일(월) 교과통합시간으로 이명랑 작가님과의

꿈을 관리하고, 꿈값 창고에서 감정으로

만남을 준비하였습니다.

가득 찬 병을 옮기고, 프런트의 수많은

‘슬기로운 중학생활 보내기’라는 주제의 강연을

눈꺼풀 저울을 관리하는 일에 능숙해진

들으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페니는 자신감이 넘친다. 게다가 꿈 산

좋겠습니다.

업 종사자로 인정을 받아야만 드나들 수
있는 ‘컴퍼니 구역’에도 가게 된 페니는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하지만 그곳

2. 크리스마스에 소원을 들어줘~

에서 페니를 기다리고 있는 건, 꿈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 사

- 도서실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람들로 가득한 ‘민원관리국’이었다. 설상가상 달러구트는 아주

트리에 받고싶은 선물 또는 내년에

심각한 민원 하나를 통째로 페니에게 맡기는데… “왜 저에게서

희망하는 소망들을 적어 걸어보세요!

꿈까지 뺏어가려고 하시나요?”라는 알쏭달쏭한 민원을 남기고

마법처럼 짠 하고 이루어질지도 모르잖아요?

발길을 끊어버린 792번 단골손님. 페니는 과연 달러구트 꿈 백
화점의 오랜 단골손님을 되찾을 수 있을까?

3. 마지막 대출 이벤트
- 21년을 마지막으로 장식할 대출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도서실에 있는 모든 간식을 여러분께 드릴 예정이오니 많

# 북트레일러:https://youtu.be/5ftBaoc1k_U
#달러구트 #꿈 백화점 #강추 #분진중 #추천도서 #많관부

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반납일은 반드시 지켜주세요!!!!!!)
●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합니다.

동물농장 법률 이야기/
한국법교육센터, 이미현, 최보선 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아동학대

♣큰나루 도서관 통계

사건, 거짓 신고로 무거운 처벌을

-1년 동안 다 대출 이용자를 발표합니다. 두둥~~!!

받은 고등학생, 초등생 락스 폭행
사건, SNS 집단따돌림, N번방 사건

이름

대출건수

학년

1

최 ㅇ영

67권

1학년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과 행복을 위

2

이 ㅇ지

59권

1학년

해 어떤 법을 알고 미리 대처해야 하

3

박 ㅇㅇ나

53권

1학년

4

방 ㅇ기

27권

2학년

5

조 ㅇ린

14권

3학년

등 실제 일어났던 사건·사고를 통해

는지 조목조목 짚어준다.
#법률이야기 #결혼 #층간소음 #동물보호 #아동학대 #많기부
-------------------------------------------------------------

- 위 학생들은 사서선생님께 선물 받으러 오세요!
- 선물증정: 12월 10일(금)입니다.

[집나간 도서실 책을 찾습니다!!]
- 학년말을 맞이하여 집에서 잠자고
있거나, 학교 사물함, 책상 속에 잠자고
있는 도서관 책을 찾습니다.
- 언제든 도서실로 반납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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