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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인성, 도전으로
변화를 꿈꾸는
곤지암 어린이

2021 여름방학 도서관 운영 안내
- 비대면 독서캠프 슬기로운 독서 생활 본교 꿈소미 도서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여름방학 중 도서관 운영 및 독서캠프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서관 개방 시간 및 휴관 안내 ■

☆ 개방 시간: 매주 월요일~금요일

☆ 휴관일: 8월 9일 (월)~8월 10일 (화)-사서 선생님 휴가

오전 8시~오후 4시

8월 16일 (월)-대체공휴일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제한적이거나 휴관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독서캠프 『슬기로운 독서 생활』 ■

♣ 1탄! 다독다독(多讀多讀) 챌린지 ♣ ❊ 방학 동안 읽은 책의 표지 사진과 마음에 드는 문장을
적어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전송 (8월 19일까지)
❊ 개학 후 참여 학생 모두에게 네임스티커 증정
❊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곤지암초”를 검색한 후
1:1 채팅 ➜ [곤지암초 다독다독]을 선택하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2쪽에 있습니다.

♣ 2탄! 도전!! 나만의 책 만들기 ♣

❊ 도서관에서 받은 [책 만들기 키트]를 활용하여 감명
깊게 읽은 책을 나만의 책으로 만들기
❊ 7월 12일~15일 도서관에서 선착순으로 키트 증정
(카메라 스토리 책 만들기, 물레방아 책 만들기)

♣ 3탄! 꿈소미 1인 극장 ♣

❊ 방학 중 도서관을 방문하여 소장 자료(DVD) 관람
(도서관 개별 PC 사용)
❊ 1인 극장 참여 학생은 귀가 시 간식 꾸러미 증정

2021년 7월 9일

곤 지 암 초 등 학 교 장

다독다독 챌린지 이렇게 참여하세요.
무더운 여름, 코로나19로 외출도 어려운데 집에서만 보내기 답답하죠?
집에서도 재미있는 책을 통해 마음껏 여행하고, 친구들과 신나게 놀 수 있어요!!
방학 동안 우리 친구들이 읽은 책의 표지 사진과 마음에 드는 문장을 적어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개학 후 참여 학생 모두에게 예쁜 네임 스티커를 만들어
드립니다.^^ (8월 19일 금요일까지 도착한 문자만 인정)
✰ 카카오톡 1:1 오픈 채팅 참여하는 방법 ✰

❤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 곤지암초 ]를 검색하세요!!
❶ 카카오톡 채팅 탭
➜ 말풍선(새로운 채팅) 선택!
(돋보기 아님)

❷ 오픈 채팅 선택!

❸ 돋보기를 누르고
곤지암초 검색!

❹ 1:1 채팅 탭에서
곤지암초 에코 챌린지 선택!

❺ 1:1 오픈 채팅 시작! 프로필을 학년반-이름으로 설정해 주세요.
예) 1-1 홍길동, 1학년 1반 김광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