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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 도서관 소식지 겨울호

전자도서관 이용안내

방학 중 도서관 이용 안내
▪ 이번 겨울방학 도서관 운영은 감염병 예방을 위
해 비대면 전화 예약제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겨울방학 도서관 운영 기간:
☞ 2022.1.10.(월)~2022.2.15.(화)
▪ 대출기간 및 권수: 30일, 4권(매주 1회 가능)
▪ 책 대출 전화예약 시간: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3시
▪ 도서관 직통번호:
☞ 070-7600-8777
▪ 예약도서 방문시간과 장소:
☞ 오후 3시 30분 정문앞 초소
▪도서관 휴관 안내: (매주 토, 일요일, 공휴일 휴관)
▪2022.2.16.(수)~2022.2.28.(월)-장서 점검 및 진
급 처리로 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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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독서교육종합시스템으로 전자책 보기
https://reading.gglec.go.kr 접속 → 회원가입
→ 약관 동의 체크 → 학생 회원가입→ [독서교육 아
이디(기존)]와 [소셜 아이디]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
하기 →

DLS 아이디로 인증하기

※ DLS 아이디는 학교도서관 담당 선생님께 문의하기
학교도서관 직통번호 (070-7600-8777)
이용방법 → 학교 홈페이지 알림 마당 → 독서교육
종합시스템 클릭 → 맨 밑 하단에

배너

클릭 → 로그인→ 원하는 책 제목 클릭 → 상세정보 페이
지에서 ‘대출하기’를 클릭 → 내 서재의 대출중인 도서
목록에서 view를 클릭하여 전자책 보기
<전자책 보기가 안되는 경우는 공지사항 view 설치
따라 해보기>
▶ 경기 사이버 도서관 이용 안내

<전화 예약제 도서대출 방법>
1. 대출 원하는 책 미리 생각해놓기(4권까지 가능)
2. 070-7600-8777(도서관)으로 전화
(전화예약시간: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3.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 전화하여 도서 예약
4. 오후 3시30분에 학교 정문 앞 초소에서 책 받아
가기(책 넣을 가방 가지고 오기)
* 소독 중인 책은 대출할 수 없음
* 반납 도서는 소독 후 3일 경과 후 재대출

https://www.library.kr 접속 ⇒ 회원가입 ⇒ 회원
정보 입력 ⇒ 거주지 [경기도] 체크 ⇒ 회원가입 완료
PC 이용방법
전자책 ⇒ 책 제목 검색 ⇒ 원하는 책 [대출하기] ⇒
내서재 ⇒ 도서 목록에서 [보기] ⇒ 뷰어 설치(최초
1회만 설치) ⇒ 전자책 보기
스마트폰 이용방법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마켓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설치
⇒ 전자책 대출, 다운로드

◾◾◼

방학 중 이벤트 ◼◾◾

▪ 방학 중 책을 읽고 독서 활동지 5편 채우면 개
학 후 나무 독서대 만들기 세트를 선물로 줍니다.
▪ 독서 활동 방법: 학교 홈페이지 도서관 소식란
에 올려져 있는 독서 활동지 중 5편을 채워 개
학 후 도서실로 제출하세요.(1~5학년 해당)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사이버도서관 홈페이지 이용안내 참조

11월 독서 주간 행사

-독서 명언책을 읽는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만드는 것과 같다. -에디슨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 몇 세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 -데카르트책을 읽음에 있어 어찌 장소를 가릴쏘냐 -퇴계 이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