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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렌디드 독서교육 플랫폼, 경북독서친구
http://bookfriend.info.go.kr
온라인으로 독후활동을 하고 싶을 때 경북독서친구 가 함께 합니다.
경북독서친구 는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교실, 가정 등 오프라인에서 책을 읽고
온라인에서 독후활동을 하는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독서교육 플랫폼’입니다.

■ 경북독서친구 독후활동, 어떻게 이용하나요?
회원가입/또는 로그인(마이페이지에서 현재 학년으로 수정) ➠ 학년별 권장도서 확인
➠ 읽고 싶은 책 선택 ➠ 오프라인 독서(학교 도서관, 공공도서관 등에서 책 읽기)
➠ 온라인 평가 인증 ➠ 온라인 독후활동하기

■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1. 인터넷 검색창에서 경북독서친구 검색, 사이트 이동
2. 홈페이지 우측 상단 회원가입 클릭➠ 만 14세 미만 학생회원 가입
3. 회원가입 방법은 오른쪽 QR코드 참고하기

■ 평가 인증은 어떻게 하나요?
평가 인증 >독후활동>초등학생>권장도서/인증
∙권장도서를 읽고 독후활동을 하려면 평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도서의 권수에 따라 단계 진급을 통해 메달이 주어집니다.
∙평가인증 문항은 권장도서에 한해서 제공되며, 일반도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❶ 읽은 책 인증받기 탭을 클릭
❷ 해당 학년을 클릭
❸ 읽은 책을 선택 후 인증받기 를 클릭

❹ 인증 문제를 푼 후 평가완료 를 클릭
-6문제 중 4문제 이상 맞으면 통과,
미통과 시 4시간 후 다시 인증

❶

❷

❸

따뜻한 독서 똑똑한 독서, 경북독서친구

❹

↳ 경북독서친구는 독서를 통해 마음을 따뜻하게 생각을 똑똑하게, 세상을 따뜻하게 세상을 똑똑하게 합니다.

■ 독후활동은 어떻게 하나요?
독후활동
독후활동>초등학생>권장도서 독후활동
❶ 내가 인증 받은 권장도서를 확인합니다.
❷ 독후활동을 하려는 책의 제목을 선택 후 독후활동 을 클릭합니다.
김독서

❶

❷

❸ 독후활동 창이 열리면 제목을 쓰고 시작합니다. 파일이 있다면 파일을 첨부합니다.
경북초등학교/5학년 1반

김독서

❸
찾기보기 클릭

❹ 독후활동 작성이 끝나면 저작권 준수 에 동의 후 작성완료 를 클릭합니다.

저작권 준수 ❹
임시저장된 독후활동은 매월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최종 완료하여야 합니다.

임시저장

작성완료

취소

■ 경북독서친구의 독후활동 종류는 정해져 있나요?
∙독후활동은 독후감, 독서 퀴즈, 일기, 편지, 독서 토론, 만들기, 만화, 감상화, 동영상 등
내가 하고 싶은 독후활동은 무엇이든 내 맘대로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 책 표지 액자 만들기

↳ 메모 보드 만들기

↳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등장인물 표현하기

↳ 만화로 나타내기

↳ 인상 깊은 장면 그리기

↳ 그림편지 쓰기

↳ 독후감상문 쓰기

따뜻한 독서, 똑똑한 독서, 경북독서친구
↳ 경북독서친구는 독서를 통해 마음을 따뜻하게 생각을 똑똑하게, 세상을 따뜻하게 세상을 똑똑하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