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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배우며 미래를 꿈꾸는 행복학교

함께 실천하는 삶

▫교육목표▫
1. 더불어 살아가는 어린이(인성)
2. 감수성이 풍부한 어린이(감성)
3. 즐겁게 배우는 어린이(지성)

경기도 광명시 너부대로 5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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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전자책 이용 가능 도서관 안내
02-2685-0387, FAX : 02-2060-7132)

http://www.gmseo.es.kr

담당자: 070-4858-6546

각 가정에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힘써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가정 내 독서 활동을 위해 온라인 회원가입만으로 양질의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에 대해 안내드리려 합니다. 현재 타 공공도서관의 전자책을 이용 중이시더라도 도
서관마다 구독하는 전자책의 종류가 달라 여러 도서관의 전자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
립니다.

1. 경기도사이버도서관 (https://www.library.kr/)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경기도 내 도서관의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도서관으로써, 풍부
한 전자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전자책의 경우 마법천자문, Who 시리즈와 같은
인기도서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 전자책 이용 조건 : 경기도 도민
- 이용 가능 기기 : PC, 모바일 기기
- 이용방법 : 전자책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이용
1) PC의 경우 전자책 열람 뷰어 설치하여 이용
2) 모바일의 경우 앱스토어에서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웅진 OPMS 전자도서관]을
설치하여 이용
- 전자책 이용안내 동영상 :
https://www.library.kr/cyber/contents/ebookInfoVideo/contents.do

2. 서울시 녹색장난감도서관 (http://www.seoultoy.or.kr/)

녹색장난감도서관은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으로 장난감 대여의 경우 서울시 소재,
연회비 등의 조건이 있으나 전자책은 회원가입만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일반도서뿐만 아니라
900여 종의 어린이 전자책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 이용 가능 기기 : PC, 모바일 기기
- 이용방법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이용
1) PC의 경우 전자책 열람 뷰어 설치하여 이용
2) 모바일의 경우
① 앱스토어에서 [북큐브 전자도서관]을 설치
② 전자책 도서관 홈페이지 메뉴의 [모바일 이용 안내]를 눌러 고유번호 신청하기
③ [북큐브 전자도서관] 앱의 설정에서 고유번호를 등록한 뒤 이용
- 이용방법 안내 : 전자책 도서관 페이지 상단 메뉴

3. 다국어 동화구연 (http://storytelling.nlcy.go.kr/)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한국·외국의 전래동화, 창작동화의 동화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음성은 한국어이며, 다국어 자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언어는
한국어, 영어, 몽골어, 베트남어, 중국어, 태국어, 타갈로그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입니다. 일부
동화는 활동지나 게임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용 가능 기기 : PC, 모바일 기기
- 이용방법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용 (별도의 회원가입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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