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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도서관 주관 행사

매년 4월,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 및 도서관 이용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행사 개최

시기 : 매년 4월 12～ 18일
내용 : 도서관주간표어 거리현수막게첨, 모범이용자표창, 기타 다양한 도서관 홍보 활동 전개
문의전화 : 061)550-5542

9월 독서의 달 행사

매년 9월, 도서관 이용의 생활화와 독서의 중요성을 고취시켜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 개최

시기 : 매년 9월 독서의 달
내용 : 독서왕선발대회독후감공모전, 다독자ㆍ모범이용자표창, 책읽는가족선정, 독서관련특강, 책읽기활동이벤트행사등

방학중 독서교실

어린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과 필요성을 알게 하고, 올바른 독서태도를 길러주어 스스로 독서하는 습관을 갖도록하는 체계적인 독서지도 프로그램으로 매년 방학기간

중에 운영

대상 : 관내초등 4.5학년 60명(학교장추천 및 도서관방문접수)
기간: 1월, 7월 방학기간중 5일간(홈페이지 및 거리현수막 사전 공지)
내용 : 매회 주제선정 후 강의 내용 추후 공지
시상: 성적우수자는 상장 및 독서활동지원품 수여
유의사항 : 운영일자와 시간을 참고하셔서 꼭 참가 할 수 있을 경우에만 신청
※중도에 불참할 경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책읽는 가족 선정

한국도서관협회 주관 가족독서운동 캠페인:책읽는 가족이이 됩시다 사업을 추진, 가족단위 독서생활화를 독려하고 도서관의 활성화 도모

대상 : 도서관가족독서회원
기간 : 상ㆍ하반기(년2회)/ 4가족 선정
내용 : 한국도서관협회장과 도서관 관장명의의 인증서 및 현판 수여 각가족별 독서활동지원품(도서상품권) 증정

열매맺는 초등 독서동아리

책읽기와 글쓰기 그리고 토론에 관삼이 있는 관내 초등 5ㆍ6학년 어린이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모임

1일 도서관 현장 체험 학습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저학년(1-3학년)을 대상으로 1일 도서관체험학습 운영

기간 : 년중
신청방법: 체험단체 년간 교육일정에 따라 자유롭게 신청
내용 : 도서관이용법, 책읽기에 대한 생활화 유도 및 독서체험활동

그림책 원화 전시

어린이출판사 발행 도서 그림책 원화 전시

기간 : 년 12회(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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