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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에서는..

◆ 마지초 독서한마당, 백일장 대회가 열립니다!
1. 일시 : 2019.12.9.(월)
2. 장소 : 마지초 체육관
3. 참가대상 : 전학년
시간
09:10~09:40
10:00~10:40
11:00~11:40

1
2
3

참가학년
1,2학년
3,4학년
5,6학년
해리포터 깃털펜

원목 이젤 겸 독서대

4. 진행방식

명화퍼즐(500-1000피스)

적성도서관특별쿠폰북

1) 학년마다 해당하는 시간에 모여 체육관에 모여 진행합니다.
2) 학년군 별로 3개의 글쓰기 주제가 제시되며, 그 중 한 가지를 골라 글을 씁니다.
글쓰기 주제는 대회 당일에 체육관에서 알려드립니다.
3) 1,2학년은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고, 3~6학년은 글로만 표현합니다.
4) 3~6학년의 경우 글쓰기 분량은 자유이지만, 너무 짧으면 내용 전달이 미흡할 수 있으니 되도록 자세히 표현해야 합니다.
5) 글쓰기 용지는 대회 당일에 나눠드립니다.
5. 준비물 : 연필, 지우개, 책받침, 색연필(색연필은 1,2학년만 가져오세요.)
6. 시상 발표
1) 금상, 은상, 동상 : 12.16(월)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
2) 특별상 : 12월 안에 선정해 파주중앙도서관과 적성도서관 홈페이지에 공지, 개별 연락
7. 시상 내용
시상명

인원

상품

금상

각 학년군별 1명(총3명)

테이블 원목 이젤과 적성도서관 이용 특별 쿠폰 5매

은상

각 학년별 1명(총6명)

해리포터 깃털펜과 적성도서관 이용 특별 쿠폰 5매

동상

각 학년별 2명(총12명)

명화 퍼즐 500-1000피스와 적성도서관 이용 특별 쿠폰 5매

장려

참가학생 전원

도서관장상

금, 은, 동상 수상자 중 1명

마지초등학교

파주중앙도서관

간단한 간식과 문구용품(연필과 독도지우개)
상장

8. 작품 전시 : 금상, 은상, 동상 작품은 2020.1-2월 두 달 간 적성도서관에 전시됩니다.
♥ 특별상 : 두 달 간 진행한 글쓰기 활동지를 열심히 작성해 온 학생 중 3~5명을 선정해 별도의 상품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각 학년에 나눠준 독서활동지>

새책 소개

11월 도서관 소식

룬의 아이들(1-7권)

하나, 새책 입고

전민희 글/엘릭시스

240여 권의 새 책이 도서관에 들어왔습니다. 100여 종의 그림책과 인체의 신비를 다
룬 팝업북과 하스스톤 팝업북, 판타지 소설 <룬의 아이들>과 명작 <초원의 집> 박경리

국내 판매량 총 160만 부를 기록한 밀리언

의 만화 <토지>, 올해의 베스트셀러 <푸른사자 와니니 2>를 비롯해 오락과 재미를 더한

셀러 판타지 소설. 가족을 잃고 검 하나로

동화책 등 다양한 주제의 책이 들어왔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어른들을 위한 사회과

혹독한 세상에 맞서는 소년의 이야기

학, 철학, 문학작품도 다수 있습니다. 목록은 학교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둘, 아침독서 책읽어주기 활동 종료
아침독서 책읽어주기 활동이 11월에 끝납니다.
4월부터 독서도움회 어머니들께서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그림책 읽어주기를 진행하
셨습니다. 1,2학기 총 24주 동안 약 150여 권의 그림책을 읽어주셨고, 아홉 분의 어머

어린이를 위한 그림의 역사
데이비드 호크니 지음/비룡소
세계의 미술사와 작가, 그림 작품을 보기
좋게 편집해 놓았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작품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찾아보는 재미
가 쏠쏠하다.

니들께서 협조해주셨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그림책 스터디를 하며 어린이책

와글와글 세계의 수도(빅북)

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위해 노력해주셨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실하

닉 네베스, 니나 데 카마고 그림/그린북

게 봉사해주신 어머니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의 수도를 큼직한 그림으로 표현했
을 뿐 아니라 숨어있는 역사지식도 함께

셋, 5,6학년 글쓰기 교실 적성도서관에서 열림

알아볼 수 있다. 11월 독서퀴즈 해답이

독서백일장 대회 준비를 위해 적성도서관에서 마련한 글쓰기 교실

여기에 다 있다.

이 11.16일에 시작했습니다. 이 날 참가한 마지초등학교와 적서초
등학교 학생들은 약 3시간 동안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를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마지초 어린이는 5,6학년 전체
11명이 참가했습니다. 어렵게 느낀 학생도 있었지만 처음으로 배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히로시마 레이코 글/길벗스쿨
당신의 운명을 뒤흔들 과자를 만날 수

우는 글쓰기 수업을 대체적으로 재미있게 느꼈다고 하네요. 글쓰기

있는 곳, 사람들은 과연 행복을 얻게

교실은 11.23일까지 2회 진행합니다.

될까, 불행을 얻게 될까

푸른사자 와니니 2

넷, 도서관소식지 독서퀴즈 12월 10일 마감

이현 글/창비

3월부터 진행된 독서퀴즈를 11월 독서퀴즈로 마감합니다. 그동안 독서퀴즈에 참여해
쿠폰 도장을 받은 학생은 12월 20일까지 도서관에 갖고 오세요. 방학 전에 도장 개수에

세렝게티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의 세

맞는 선물을 나눠줍니다. 11월 독서퀴즈를 푼 학생은 12.10(화)까지 도서관에 제출해주

계에서 살아남은 암사자 와니니가 성

세요.

장해가는 과정을 그린 감동 동화

12월 독서퀴즈~
2019년 마지막 독서퀴즈입니다.
세계 수도가 표시된 세계지도를 보고, 수도퀴즈 문제를 맞혀보세요.

(

)학년 (

)반 이름 :

1. 빨강 버스와 빨강 공중전화 부스로 유명한 도시이다.
2. 말레이시아의 왕이 이 도시의 황금 돔으로 된 성에
살고 있다.
3. ‘빛의 도시’라는 별명이 있다.
4. 신비롭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자금성이 이곳에 있다.
5. 1990년대에 사막 국가의 수도가 되었다.
6. 2010년 세계 디자인 수도로 선정될 만큼 세계 패션
을 선도하는 곳이다.
7. 유럽에서 가장 큰 수도이다.
8. 놀라운 아즈텍의 유적을 볼 수 있는 도시이다.

힌트

위 수도와 관련있는 나라들이에요.
영국, 말레이시아, 프랑스, 중국, 아랍에미리트,
<10월 독서퀴즈 정답자>
박찬일(1) 김나윤(1) 박재은(1) 이정우(1) 홍윤서(1) 정해솔(1) 정연우(2) 신주혁(2) 박민주(2) 정규환(4)
신민혁(5) 최민욱(5) 최형도(5) 정희성(5) ※정답자는 쿠폰을 갖고 도서실로 오세요.

한국, 러시아, 멕시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