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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 이용 및 운영안내

어문학교육부
☎ 8026-0547

희망의 봄을 맞아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공감하며 성장하는 독서문화
조성의 토대가 되는 학교도서관 이용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부모님들의 관
심과 학생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학교도서관 이용 안내
요일

월요일~금요일
(국가공휴일 휴관)

교육부가 구축하여 지원하는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은 컴퓨터 등

아침자율독서

8:00~8:50

정보매체에 익숙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책을 읽고 컴퓨터

대출/반납

8:50~16:50

상에서 감상문 쓰기, 독서퀴즈, 감상화, 일기쓰기, 편지쓰기, 동시 쓰

대출권수 및
기간

학생

3권 7일

교직원

5권 14일

학부모

5권 14일

지역주민

5권 14일

학생

학생증 제시

학부모
및
지역주민

학교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절차 및 등록 후
대출 가능

기 등 다양한 독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독서활동 온라인 지원프로그램입니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http://reading.go.kr)접속Q회원가입
Q학생회원 가입(회원가입 시 필요한 DLS 아이디는 학교도서관
방문하여 문의하거나 또는 전화문의도 가능 ( 031-8026-0547

대출방법

가
입
방
법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도
항상 도서관이 운영됩니다.
(도서관 휴관 시 별도로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에 공지)

학교도서관 프로그램

도서관 행사 내용 및 다독자 선정

매주 목요일-친구와 함께 듣는 “아우르는 북 뮤직” 운영

북

매주 금요일-“아우르는 북 카페” 운영

카

매일 안티스트레스를 위한 컬러링북 프로그램 운영

페

학기별 다독반 선정, 분기별 다독자 선정
분기별 달력 속 의미 있는 날 지정 관련 책 전시 및 영화 상영

다

4월- “세계책의 날” 독서행사

독

7월- 다독반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놀자” 프로그램 운영

자

7월- 여름방학 독서 캠프 운영
10월- 독서의 달 행사

다

11월- 다독자 대상으로 한 독서퀴즈 대회

독

12월- 3학년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놀자” 프로그램 운영

반

책 3권 대출할 경우 è스티커1개
스티커 5개 è 카페이용권 1매
스티커10개 è 카페이용권 3매
스티커15개 è 카페이용권 6매
DLS(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근거로
분기별 다독자 선정è 대출권수 기존3
권- 5권 확대, 상품 증정, 독서퀴즈대회
참가 혜택
DLS(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근거로
학기별 다독자 선정è다독반 상품 증정
è“하루 종일 도서관 놀자” 프로그램
참가 혜택

책의 향기를 아우르는 미사강변중학교 도서관

2018. 3. 8.
미 사 강 변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