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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정보안내



신지햇살 작은도서관은 45㎡의 면적에 15석의 열람석을 설치되어. 유아, 어
린이, 성인도서 1만 5천여 권의 도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신지면 번영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개관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7:00)운영합니다. 독서공간의 의미를
넘어 지역주민들의 생활 및 문화복합공간입니다

사립소안학교 작은도서관은 90㎡ 규모로, 1,000여권의 장서와 열람석 18석,
이용자용 PC 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사립 소안 학교는 민족 운동가를 양성
했던 역사적인 곳으로, 기존 공공시설 내 유휴 공간 시설을 활용해 조성된 도
서관입니다. 지역의 독서문화발전을 위한 장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금당섬마을 작은도서관은 49.5㎡ 규모로 1,500여권의 장서와 열람석 20석,
이용자용 PC 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이 부족한 도서지역에 문화사
랑방 공간으로써 주민들이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연계하여 조성된 도서관입니다. 
금당 섬마을 작은 도서관에서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큰 꿈을 키우고, 지역 주민
들에게는 따뜻한 문화사랑방 장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생일열린꿈터 작은도서관은 42.5㎡의 면적에 30석의 열람석을 설치되어 청
소년, 성인도서 1,200여 권의 도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생일면 생령 교회에서 관리·운영하며, 개관시간은 13시~20시까지 운영합니
다. 교회 내 유휴 공간을 이용하여 교회성도 및 마을 주민들의 독서 분위기 확
산 및 건전한 여가 생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넙도행복 작은도서관은 63.84㎡의 면적에 10석의 열람석을 설치되어 유아,
어린이, 성인도서 1,500여 권의 도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넙도 행복 작은 도서관은 청년 및 중 장년들이 귀촌하고 있으며, 마을 휴유 공
간을 이용 취학 전 아동, 초, 중등 아이들의 독서 및 문화공간으로 책 읽기를
통한 지식 정보 제공하는 도서관입니다. 노화 넙도는 7개의 자연부락이고 김,
파래, 전복이 유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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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래, 전복이 유명합니다.

약산진달래 작은도서관은 144㎡(43평)의 면적에 20석의 열람석을 설치되어
유아, 어린이, 성인도서 3,000여 권의 장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약산면 청년회에서 관리·운영하며. 약산 진달래 작은 도서관은 (사) 작은 도서
관 만드는 사람들에서 주관하고 KB국민은행에서 후원하는 공모사업인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조성한 작은 도서관입니다. 약산면 옛 이름
은 약초가 많아 조약도 였으며, 흑염소가 유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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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명도서관명 개관년도개관년도 개관일개관일 개관시간개관시간 대출권수대출권수 대출일수대출일수 주소주소 전화번호전화번호

신지햇살 작은도서관 2014 화~토요일 09:00~18:00 3권 14일 신지면 신지로 567 554-5677

사립소안학교 작은도서관 2016 화~토요일 10:00~17:00 5권 14일 소안면 소안로 263 070-8835-0516

금당섬마을 작은도서관 2016 화~토요일 10:00~17:00 3권 14일 금당면 금당해변로 133 552-9397

생일열린꿈터 작은도서관 2017 화~토요일 13:00~20:00 3권 14일 생일면 생일로 613 554-7227

넙도행복 작은도서관 2018 화~토요일 13:00~18:00 3권 14일 노화 넙도길 104

약산진달래 작은도서관 2018 화~토요일 10:00~16:00 5권 14일 약산면 장용길 32 555-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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