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독서 길잡이 사이트 안내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사이트명

내용
진로도서

경기평생교육
학습관

교과연계도서
‘알짬’
북큐레이션

경기중앙

사서와 함께

교육도서관

행복한 책 읽기

청소년 대상 진로에 관련된 도서 목록을 제공
중학교 1~3학년 국어, 사회, 과학교과서의 내용을 쉽고 재미
있게 돕는 교과연계도서 목록 제공

종합지원시스템

DLS 독서서평

바로가기
http://www.gglec.go.kr/n_library/book_curation.aspx

매월 테마도서 및 영화를 선정하여 스토리 형식으로 소개하는
온라인 북큐레이션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인 경기교육도서관 11개관 사서
들의 대상별 추천도서 서평과 독서정보가 담긴 e-독서

바로가기
https://www.gglib.or.kr/happy/happy03.asp?cm=9

정보지로 1년에 4번 발행되어 제공
경기도 내 사서교사, 사서, 교사로 구성된 50여명의 DLS독서

(경기)독서교육

홈페이지 주소

서평단이 초·중·고 학생 눈높이에 맞춘 주제별 추천도서
서평 매 월 50여편을 작성하여 4,200편을 독서교육종합
지원시스템을 통해 제공

방법1: 바로가기
https://reading.gglec.go.kr/r/newReading/search/recommendBookF
orm.jsp
방법2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https://reading.gglec.go.kr)-〈도서검색〉-〈추천자
료〉-〈기관권장도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들이 6개월 이내의 신착도서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

사서추천도서

중에서 어린이, 청소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공감할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하고 유아, 초등(저), 초등(고), 청소년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https://www.nlcy.go.kr) -<자료검색><사서추천도서> , <또래추천도서>

대상으로 구분하여 책소개 제공

사서추천도서

남산도서관에서 선별한 월별 사서추천도서 목록 제공

서울특별시교육
청 남산도서관
발간자료
(독서정보지)

남산도서관의 소식지인 ‘남산’과 독서정보지인 <책, 또다른
세상> 제공

바로가기
https://nslib.sen.go.kr/nslib/board/index.do?menu_idx=112&manag
e_idx=413
바로가기; 남산도서관 홈페이지-<열린공간>-ㅡ발간자료>
https://nslib.sen.go.kr/nslib/board/view.do?menu_idx=31&manage_i
dx=417&board_idx=1373353&rowCount=10&viewPage=1&search_type
=title%2Bcontent

전자자료 및 전자책(e-book) 이용 사이트 안내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사이트명

내용

이용방법

국가전자도서관은 국내 주요 전자도서관 바로가기
이 소장한 디지털 콘텐츠의 공유 및 공동 https://www.dlibrary.go.kr/
국가전자도서관

활용을 위해 개발, 개별 기관에 분산된 국립중앙도서관, 국방대 전자도서관, 국회도서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법원도서관, 질병관
국가지식정보자원을 연계하여 디지털 원 리본부 국립의과학지식센터, 한국과학기술원도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의 자료를 검색 가능
문중심 통합 검색 서비스를 제공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디지털화 자료 중
가치있는 지식, 문화자원 등을 제공

https://nl.go.kr
<디지털컬렉션>의 다양한 주제별 자료,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OAK국가리포지터리, OASIS,
온라인 전시컬렉션, 동아시아 디지털도서관(EADL) 등을 이용 가능.
* PC 이용방법
- 인터넷 웹브라우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근하여 이용
- (경기)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https://reading.gglec.go.kr) 로그인-도서검색-온라인콘텐츠
* 스마트폰 이용방법

(경기)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에서 제공하는 - 방법: 안드로이드마켓&애플스토어에서 어플 검색 및 설치> 도서관검색> 로그인 후 이용
(경기)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

전자자료는 전자책, 오디오북, 온라인 강좌

어플명

(이러닝) 총 8,300여 종으로 주제별로
카테고리를 구성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교보문고
전자도서관

Mekia
ebook

OPMS
도서관

에피루스
전자도서관

경기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전자도서관

도서관검색

경기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

로그인

(경기)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아이디/패스워드

아이디 / 이름

- PC에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로그인 후, 온라인콘텐츠 또는 경기e-DLS 1회 접속 후 이용 가능
- 상세페이지의 이용 기기에서 ‘스마트폰’으로 표시된 책만 스마트폰으로 이용가능

* PC 이용방법

경기도
사이버도서관

경기도에서 설립한 인터넷 공공도서관으로

-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등의 웹브라우저에서 전자책 열람이 가능

경기도민으로 온라인상에서 ‘전자책 회원

- 경기사이버도서관(https://www.library.kr/cyber/index.do) 로그인

가입’을 하면 전자책 이용이 가능하고

- 교보문고와 OPMS 전자책의 경우 해당 전용 뷰어프로그램 설치 파일을 다운받아 PC에 설치

다양한 주제의 책과 교과연계도서 총 2
만 여종을 온라인상에서 이용할 수 있음

한 후 전자책 이용 가능
* 모바일기기에서 이용방법
-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경기사이버도서관』앱을 설치해야만 전자책 이용이 가능

LG상남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과학교육
LG사이언스랜드

사이트로 온라인 회원가입으로 전자도서관 * 이용방법
-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
이용이 가능하고 과학분야 전자책을 이용 - LG사이언스랜드 과학전자책 (https://book.lgsl.kr/Kyobo_T3/Default.asp)
할 수 있음
학생들이 거주하는 곳 주변에 있는 대부

지자체 도서관

분의 지자체 도서관에서 전자책 이용 가 지자체 도서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이용안내 참고
능

온라인 독후활동 사이트 안내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사이트명

내용

이용방법

교육부에서 개발해서 시도별로 운영하고 * 이용방법: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
(경기)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

있는 독서교육포털 사이트로 온라인에서

- (경기)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로그인(https://reading.gglec.go.kr)

다양한 독후활동을 할 수 있고, 자신의

- 독후활동하기 클릭 > 독후활동도서 검색 > 도서명 입력 후 검색 > 도서선택> 독후활동 선택 >

독후활동 이력과 내용을 저장하고 출력
관리할 수 있음

현직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온라인 무료
학교가자닷컴

콘텐츠로 초등학교 학년별 과목별 교육
콘텐츠와 독서교육 콘텐츠인 ‘책꽃길’에서
학년별 독후활동을 할 수 있음

내용 입력 > 임시저장 또는 쓰기완료 > 마이페이지 > 나의독후활동보기 > 독후활동 내용이 보임
* 자세한 이용방법은 별첨 참조

* 이용방법: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이용 가능
- 학교가자닷컴(https://daily.gegdaegu.org)-<독서(책꽃길)>-학년별
- 초등 학년별 추천도서에 맞는 독후활동
* 이용방법: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이용 가능

참쌤스쿨

초등교사 90여명이 만든 이미지와 영상

- 참쌤스쿨(https://chamssaem.com) -참쌤스쿨 그림책 수업

기반의 디지털교육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함

- 참쌤스쿨(https://chamssaem.com)-참쌤스쿨 교육자료-온라인수업가능(https://chamssaem.com/1045)
- 그림책 활동지 제공, 길벗어린이 출판사와 콜라보 한 ‘한 학기 한 권 읽기’ 자료

전국의 현직 교사 70여명이 만든 영상기반
몽당분필

* 이용방법: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이용 가능

교육콘텐츠로 국어과 온책읽기, 미술, 창체

- 몽당분필(https://mdbftv.tistory.com) -<국어>-온책읽기 같이해요

교육자료 공유함

- 교육영상자료를 안내대로 학습하는 방식(읽기전 활동-읽기중-읽기후, PPT, 학습지 구성)
* 이용방법: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이용 가능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

초등 대상별 독서활동 도움자료를 다운받아서
이용할 수 있음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https://www.nlcy.go.kr)
- 자료검색-독서도움자료-독서활동도움자료-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