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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2019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

정현숙 (2019-10-25)

2019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내 아이가 만날 미래"라는 주제로 강

연 3차, 탐방을 마치고 후속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함께 참여해 주

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 10. 25.(금) 13:30 ~ 15:00 / 완도군립

도서관 2층 문화강좌실

2019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2019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

정현숙 (2019-10-19)

2019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내 아이가 만날 미래"라는 주제로 3

차 강연을 마치고 광주국립과학관으로 참여자 및 가족이 함께 탐방을 다

녀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우리나라의 눈부신 과학의 발전과 향

후 변화될 세상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2019. 10.

18.(금) 09:00 ~ 18:00 / 광주국립과학관

2019년 공공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2019년 공공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

정현숙 (2019-10-11)

2019년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3차 강연 일시 : 2019. 10. 04(금)

13:30~15:00

2019년 공공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2019년 공공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

정현숙 (2019-10-04)

2019년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2차 강연 - 일시 : 2019. 9.27.(금)

/ 13:30~15:00 - 장소 : 완도군립도서관 2층 문화강좌실 - 주제 : 새로

운 시대가 원하는 인간

2019년 공공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2019년 공공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

정현숙 (2019-10-04)

2019년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일시 : 2019. 9. 20.(금) /

13:30~15:00 장소 : 완도군립도서관 2층 문화강좌실 회차 : 1차시 주

제 : 부모가 알아야 할 미래 변화

2019년 공공도서관과 함께하는 책 ..2019년 공공도서관과 함께하는 책 ..

정현숙 (2019-09-17)

책읽어 주세요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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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책 속에서 여름 나기」 ..2019년「 책 속에서 여름 나기」 ..

김봉명 (2019-07-30)

2019년「 책 속에서 여름 나기」 6-7세 책놀이터 놀이쑥쑥 재미쑥쑥

2019년「 책 속에서 여름 나기」 ..2019년「 책 속에서 여름 나기」 ..

김봉명 (2019-07-30)

2019년「 책 속에서 여름 나기」 6-7세 책놀이터 놀이쑥쑥 재미쑥쑥

2019년 제55회 도서관주간(4.1..2019년 제55회 도서관주간(4.1..

정현숙 (2019-05-07)

2019년 제55회 도서관주간(4.12.~4.19) 이야기가 있는 문화체험 「팥

죽할멈과 호랑이」 목각 인형극

2018 매직버블쇼2018 매직버블쇼

이종수 (2018-12-27)

2018 매직버블쇼

2018 가족과 함께 한지 공예2018 가족과 함께 한지 공예

이종수 (2018-12-27)

2018 가족과 함께 한지 공예

2018 가족과 함께 도예교실2018 가족과 함께 도예교실

이종수 (2018-12-27)

2018 가족과 함께 도예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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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인증글쓰기

넙도행복작은도서관 개관식넙도행복작은도서관 개관식

이종수 (2018-12-27)

넙도행복작은도서관 개관식

약산진달래작은도서관약산진달래작은도서관

이종수 (2018-12-27)

약산진달래작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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