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수신자
(경유)
제목

수신자 참조
2010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 운영도서관 공모 안내
1. 우리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소외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서관이용의 활성화 및 독서습관을 형성하고자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동 사업을 함께 운영할 공공도서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여 선정
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2) 사업기간
3) 사업주최
4) 운영계획
5) 운영방법

:
:
:
:
:

2010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2010년 2월 ~ 11월(프로그램 운영 : 3월 ~ 10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공공도서관 75개관
운영도서관에서 참여(수혜)기관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 운영

나. 공모내용
1) 공모기간 : 2010. 2. 17(화)까지
2) 공모대상 : 전국 공공도서관
3) 선정계획 : 공공도서관 75개관
4) 신청방법 : 팩스(02-3413-4759), 전자문서, 이메일(es1214@korea.kr)
※ 양식은 홈페이지(www.nlcy.go.kr) '알려드립니다' 메뉴에서 다운

5) 제출서류 : 기관장 직인이 있는 참여신청서 1부
2010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운영계획서 1부
6) 발표일자 : 2010. 2. 26(금) (홈페이지 공고)
다. 선정기준
1) 어린이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적합성
2) 사업에 대한 이해 및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도서관
3) 시ㆍ도별 지역 안배, 지역별 신청기관 수를 고려하여 선정
4) 참여기관 지정의 적합성과 사업 목적의 달성가능성
- 참여기관의 환경, 도서관 접근의 난이도, 참여인원 적절성 등
※ 2007년~ 2009년 운영 도서관 지원 가능
라. 운영도서관(공공도서관)의 역할
1) 참여 어린이 및 참여(수혜)기관 선정

2) 활동도서 및 지원도서 목록 선정
3) 독서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4) 사업결과 보고 및 평가 참여
마. 지원내역
1) 활동도서 : 관당 2,000천원 이내(도서는 참여 어린이 및 참여기관에 기증)
2) 외부강사 수당 : 회당 70,000원 이내(24회 기준)
3) 독서캠프 : 참여 어린이 대상 권역별 캠프 운영(7개 권역)
바. 문의 : 기획협력과 02-3413-4756

붙임 : 1. 운영도서관 공모 신청 안내 1부.
2. 참여신청서(양식) 1부. 끝.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수신자

강남도서관 등 699개 공공도서관장

02/01
사서주무관

신은식

사서사무관

조영주

기획협력과장

신인용

협조자
시행 기획협력과-156
우 137-702

(2010. 02. 02.)

접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북4길 21/역삼1동635-1

전화 02-3413-4756

전송 02-3413-4759

/ es1214@nl.go.kr
녹색은 생활이다

/ http://www.nlcy.go.kr/
/ 대국민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