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 순서 

▪1부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정기 총회

1.� 개회선언
2.� 성원보고
3.� 서기�및�회의록�기명자�선출
4.� 안건�순서�의결
5.� 안건�심의�및� 의결

1) 2017년 사업평가에 관한 건

2) 2017년 결산에 관한 건

3) 2018년 사업계획에 관한 건

4) 2018년 예산에 관한 건 

5) 기타 안건

6.� 회의록�채택
7.� 폐회�선언

▪2부 同苦同樂 -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노래한다는 것”

1.� 시상식�및� 교류�시간

-� 모범�회원�상� 시상�

-� 교류�시간

2.� 마지막�인사와�마무리

▪회원 한마당

1.� 도서관�소식지와�활동�자료집�전시

� � �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소속�도서관

2.� 체험부스와�벼룩장터�



자료집 순서

▪ 함께�보는�글� 하나 �…………………………………………………………………�
▪ 총회�진행�순서�………………………………………………………………………�
▪ 안건�심의�및� 의결�자료

1.� 2017년� 사업�보고�…………………………………………………………………�

2.� 감사�보고� �…………………………………………………………………………�

3.� 2017년� 결산�보고� �………………………………………………………………�

4.� 회계�감사�보고�……………………………………………………………………

5.� 2018년� 사업�계획� �………………………………………………………………

6.� 2018년� 예산�………………………………………………………………………�

7.� 지부별�사업보고와�계획� �…………………………………………………………

8.� 정관� ��……………………………………………………………�

9.� 협회�연혁�및� 소개� � � …………………………………………………………�

10.� 회원�주소록�…………………………………………………………�



2017년 총회 사업 평가 

□ 사업목표 : 동고동락

1)협회의 20년을 회원도서관과 함께 정리한다

2)어린이들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의 역할을 바로 세운다

3)작은도서관의 역사를 정리하고 발전적 전망을 구체화 한다

□ 사업총평

1998년 전국어린이작은도서관협의회로 출발한 우리 협회는 이제 20년의 역사를 갖게 

된다.

지역에서 좋은 책을 읽고, 독서문화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며 작은도서

관의 모범을 만들어온 회원도서관들과 함께 만들어 온 역사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는 많은 대내외적 성장을 해 올 수 있었다. 

이를 되돌아보는 시간들, 우리 안에 축적된 역사와 함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작은도

서관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의식 성장을 돕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독서문화공동체를 형성해 갈 것인지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되었음

을 절실히 느낀다. 2017년과 2018년에 걸친 사업 목표를 회원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협회로 ‘동고동락’을 모토로 협회의 20년을 정리하고 무엇보다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

는 어린이서비스 분야도 함께 고민하며 작은도서관의 역사를 정리하고 발전적 전망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2017년은 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보여진다. 작은도서관아

름답다기금을 통해 작은도서관아카이브 사업을 추진하였다. 원래는 오프라인 자료 구축 

및 정비를 목표로 하였으나 계획을 수정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온라인상으로 작은도

서관 자료들을 모으고 필요한 자료들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2017년에는 

작은도서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도서실과 양서협동조합의 당시 활동가들을 만

나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졌다. 그러나 1년의 사업으로는 90년대 말부터 시

작되는 작은도서관의 본격적인 역사를 담아내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했으며 여전히 과

제로 남아 있으며 더불어 협회의 20년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계획 수립조차 논의에 포

함시키지 못했다. 

어린이도서관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목표와 관련하여서는 조직내 어린이서비스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원도서관중 어린이도서관 영역내에 있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활동 계획을 세

웠으나 올해 전혀 활동을 진행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제로 남겨져 있으며 구조적으로 

어린이서비스위원회에 어린이도서관 회원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 영역에서도 어린이서

비스에 대해 관심이 있는 회원들의 참여 방식 등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주체

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는다.

2017년 작은도서관의 발전적 전망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정책팀을 중심으로 



지부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정책포럼을 기획하고 현안 이슈에 대해 회원들과 공유하기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웹진의 지속적 발행을 목표로 하였다. 여전히 정책포럼의 중요

성과 지부가 중심이 되고 지역내 작은도서관네트워크들과 결합이 되어 의견들을 듣고 

모아나가는 자리로서의 정책포럼은 성과 및 의미가 컸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나온 정책

적 과제 및 의견들을 어떻게 사회화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있어 좀 더 모색이 필요

하다. 

더불어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기금으로 마련된 작은도서관아카데미를 통해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이 도서관이라는 틀 안에서가 아니라 도서관 밖에서 도서관 문제들을 들여다보

는 시각을 주기 위한 교육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나름 전반적 사회 인식 및 사고의 틀

을 제공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전히 수도권 중심으

로 교육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부 회원들의 참여의 기회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

하게 되었다. 

2017년은 목표한 바와는 다르게 다양하고 많은 사업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모든 사업들이 작은도서관과 관련이 된 사업들이고 작은도서관 활동의 방향성 및 실제

적 모델 제시를 위한 사업으로서는 의미가 있었으나 사업목표에 따른 관련성 및 사업

을 통한 협회의 외연을 넓히고 이를 지부 강화 및 지부 회원 확보를 통한 협회의 내적 

강화를 이루는 부분과 연계시키지 못했다. 이에 지부 회원도서관과 중앙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상호 관계되어지고 역할이 나누어지는 형태 보다는 사업 선정도서관과 협회 

회원 사업이 관계 지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갖게 되었다. 

협회에서 추진되었던 사업들이 협회의 지난 시간 해 온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새롭게 요청되어지는 사업이지만 계획에 없던 사업들과 이의 수행에 있

어 협회 중앙 사무국의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사업을 위한 인력 보충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다보니 모든 사업들이 하나로 완결된 구조와 성실한 집행 인력들의 사업 

수행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위한 사업을 수행이지 않았는가라는 평가를 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도서문화재단 씨앗 기금을 통해 작은도서관정책연구, 작은도서관아카데미, 

작은도서관아카이브, 그리고 작은도서관특화사업, 119긴급지원사업등 작은도서관에 현

안적이고 필요한 일들이며 특히 협회의 목적성에 부합된 일들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협회 내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센터를 두고 기금을 2016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업 기간 보다 하고자 하는 사업

의 영역이 너무 많고 폭넓었다는 점과 사업 수행을 위한 상근인력이 센터장과 간사 2

인 밖에 없고 부분적으로 협회의 정책팀과 아카데미 담당자가 결합되는 형태로 사업 

추진을 진행하다 보니 사업 수행에 집중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를 가졌다. 더불

어 이 사업들이 협회의 사업 목표 속 작은도서관의 역사를 정리하고 작은도서관의 향

후 전망을 내오기 위한 사업 목표들과 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작은도서관

들과 그러한 목표의 공유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협회의 한계가 있었다.  특성화사업

을 통한 작은도서관의 향후 방향성 및 지속적 운영을 위한 모색 및 지원 방향 설정, 아

카데미의 지역 확대, 작은도서관의 정책 마련 등 향후 남는 과제들에 대해 협회는 기금



의 조성과 이를 수행할 기구와 활동가 선정에 대한 고민을 2018년 그대로 가져가야 한

다.

2017년은 협회로서는 다양한 사업 집행 과정을 통해 다양한 개별 역량들이 협회와 결

합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를 통해 협회는 사업 집행과 협회의 일상적 회원 활동 사업의 

총화를 어떻게 구조화 할 것인가의 과제를 남기게 되었다.



내용 임시 이사회 참석자
박소희, 오혜자, 박정숙, 박미숙, 김경희, 

김자영, 백영숙, 마연정. 총 8명.

날짜 2017년 8월14일 16시 ~ 19시 장소 협회 아카데미실

내용

1)업무집행 관련 2047년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순회교육 입찰공모 관

련 승인. 아름다운가게 '우리들의 특별한책장' 사업 승인. 

김해작은도서관 현장실사 수의계약은 지역의 이해없이 진행 불가.

2) 사업계획에 관한 천일어린이도서관 웃는책  위탁은 향후 위탁말료일때 웃

는책이 자립한다는 조건으로 위탁 하기로 한다. 

3)2017년 재정 예결산관련 항목의 세분화 논의와 추가 조정안을 내기로 함.

▪2017년 세부 사업 보고 및 평가
 

▪ 2017년�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사업�목표�▪
작은도서관�및�어린이서비스의�정책적�대안�마련을�통해�긴�호흡을�위한�

내적�강화

하나.�작은도서관의�모범적�운영을�위한�회원�정책�역량�강화

하나.�바람직한�어린이서비스�구축을�위한�회원�역량�강화�

□ 2017년 사업 평가

○ 회원 현황

 Ÿ 목표:  지부별 2개관 신규가입도서관 확보

 현회원 : 95개관(89개관과 6개 협의회로 구성)-어린이도서관(19개관), 작은도서관(76

개관). 총 212개관(협의회 회원도서관 포함)

         

 신규회원도서관 : 

 2017년 2월 책이랑도서관(대구), 무지개작은도서관(대구)

 2017년 3월 함께하는 마을 작은도서관 (평택)

 2017년 5월 양정작은도서관 달팽이(울산)

 탈퇴회원도서관 : 강서점자도서관(강서구), 꿈마을도서관'(관악구), 품앗이도서관(인천)

 

○ 회의

Ÿ 이사회 : 임시이사회 1회 개최 



회차 날짜 안건

1차 2017.3.29일(월)

-회의비 지급관련 대구, 경상, 호남, 광주지부는 지급

하기로 함.

-2016년에 이어 포럼을 진행한다. 2017년 지부회의 

미리 정해 사무국에 공지한다.

2차 5월29일(월)
-회원워크숍 주제 '힘'으로 경주에서 진행한다. 

-회원워크숍 내용과 활동에 관한 논의함

3차 8월29일(월)
-도서관을 둘러 싼 어려가지 사안 논의와 하반기 사업

공유

4차 11월27일(월) -2018년 총회준비 관련 논의와 총회일정과 장소논의

Ÿ 운영위원회 : 총4회 개회

Ÿ 사무국 : 월1회 총 11회  개최

-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센터, 정책팀, 각 사업 담당자 참가

- 사무국 단위와 사업 단위의 혼선, 월1회로 사업 총괄을 진행하다보니 사업 보고 위

주로 진행됨

Ÿ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기금추진협의회: 총5회 개최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기금 집행에 대한 심의와 의결기구

○ 회원사업

Ÿ목표 : 신입회원교육 상하반기 2회 실시

       지부 활성화

       어린이서비스위원회 개최

       회원워크숍 개최

Ÿ 신입회원교육

 - 상반기 1회 실시, 하반기 신입회원 참여 저조로 무산

‣ 신입회원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도서관의 새로운 관장 및 활동가들도 참여하여 협회

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Ÿ 지부 활성화



시간 제목 내용(월)

15:00-15:30  모이는 힘!
접수

 만남과 벼룩시장의 콜라보.

15:30-15:40 힘내라, 힘! 인사말 및 개회선포.

15:40-17:00 함께 하는 힘!
우주 최강 자랑대회

*우리도서관을 자랑합니다!!

17:00-18:00 앞서가는 힘! 일본 독서생태계를 본다.

18:00-19:00 소통의 힘! 작은도서관 이모저모를 나누는 모둠

19:00-20:00 저녁식사 맛있게!!!

21:00~23:00  천년의 힘! 천년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23:00~ 노는 게 힘이다! 즐거운 뒷풀이

 - 지부 운영위 현황조사

 - 지부 차원의 정책포럼 진행 

 - 회원도서관편람제작, 상호협력시스템구축

 - 사무국 지부회의 참석

‣ 지부 회의의 안정화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

‣ 경상지부장(마하도서관) 도서관의 잠정적 폐쇄로 인해 경상지부장 활동 정지

‣ 사무국 지부 지원 수행하지 못함

‣ 회원도서관편람 및 상호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 진행 중

Ÿ 어린이서비스위원회

 -북컬렉션 장서개발 시행, 목록 제작배포, 프로그램 개발

 -어린이서비스위원회 참여도서관 확충

‣ 2017년 어린이서비스위원회 모임이 진행되지 못함

‣ 어린이서비스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 논의가 필요함

Ÿ 회원워크숍

 -주제 "힘" 

 - 2017.7월 3일(월) ~4일(화) 1박2일. 경주 켄싱턴리조트.

 - 회원 61명 참석

 - 일정표 

   

   2017. 7.3(월)



시간 제목 내용

07:00-08:00 기상 및 아침식사 맛있게!!!

08:00-08:40 아는 게 힘! 협회 현황 및 사업 등 공유

08:40-09:00 힘내라 힘! 마무리

  2017. 7.4(화)

‣ 회원 간 한자리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친목의 시간이 좋았음

‣ 분임토의 시간의 확보가 필요함

‣ 워크숍 장소 내 문화탐방 및 지역서점 탐방에 대한 준비가 더 갖추어져야 함

○ 정책사업(정책팀)

1.사업목적

- 작은도서관의 새로운 시기를 맞아, 제기되는 현안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모색

- 그 대안의 중심 방향으로, 작은도서관 본연의 활동인 독서활동의 중요성을 부각시키

고, 실제 작은도서관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사례들을 포럼, 웹진 등을 통해 전파 확산

- 작은도서관들 스스로가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배가할 수 있도록 

정책팀이 지원

2.사업개요

1) 회원도서관들의 작은도서관 현안 및 이슈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작은도서관 정책 포럼 추진

-> 협회 워크샵에서 작은도서관 현안 토의 기획 및 진행

-> 회의구조내에서 활동가들을 위한 정책 브리핑의 진행

2) 협회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의 정책적 역량 증진

-> 정책팀내 연구모둠 중심으로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지원센터의 정책 연구 수행-작

은도서관 인력의 문제를 중심으로-

3) 협회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의 작은도서관 관련 이슈나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소

통

-> 웹진 발행 및 정책 브리핑 등

3.사업진행결과



구분 시기 세부추진내용 성과결과

정책

포럼

2월
8차 일본의 독서생태

계를 말하다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의 독서 및 도서관운동이 어

떻게 가야하는지 찾고자 함

6월

9차 인천포럼-작은도

서관 특화를 말하다

작은도서관의 대안중 하나로 특화가 제기된 배경을 

진단하고, 현재 추진되는 특화 사례를 통해 올바른 

특화의 전망을 내보고자 함

7월 

워크샵에서의 작은도

서관 분임토의 작은도서관의 현안에 대한 분임토의를 통해 소통함.

11월

10차 서울포럼-작은

도서관의 꽃, 책

작은도서관의 재도약을 위해 작은도서관 본연의 독

서활동에 집중함으로써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도서

선정, 전시 및 배가, 독서동아리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함

11월 

11차 대구포럼-작은

도서관의 새로운 힘

작은도서관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

지 시도를 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보고, 그  대안으로 

독서활동에 집중,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시민운동

으로 전개, 새로운 이용행태를 보이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의 세가지를 이야기함

정책

연구
2월-11월

<작은도서관 10년 활

동가가 말하는 활동의 

성과와 과제>

4명의 연구원을 별도 연구모둠으로 구성, 2월부터 

10월까지 작은도서관 정책연구를 진행함. 실제 작은

도서관의 핵심 활동가들의 공공성을 위한 노력과 일

상에서의 독서운동 사례들을 취합해서 알리고자 함

-과정에서 연구모둠의 결속력, 팀웍등도 성과로 남

았음

3, 4, 7, 

10월
웹진발행

-작은도서관 현안 및 이슈를 다룬 박소희 이사장칼

럼, 좋은 책 소개를 담은 백창화 숲속작은책방 대표

의 책이야기, 협회 활동 소식들등을 게재

4. 사업성과평가

1) 정책포럼

포럼이 좀더 많은 지부가 참여해서 진행되지 못하고 중앙에서의 포럼도 이슈와 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함.

2) 정책연구

작은도서관 운영의 핵심적인 이슈인 인력을 잘 다루었고, 과정에서 연구원 활동가들을 

발굴할 수 있었던 성과가 있었음

3) 웹진 발행



역시 좀더 자주 협회 소식을 다루지 못했고 4회 발행에 그친 점이나 정책브리핑을 제

대로 진행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현안과 이슈를 계속 제기하고 소통하고자 노력함

4) 조직 평가

- 팀 인원이 3명으로 구성되어 더 적극적 활동이 요구되었지만 다소 활동이 미약함. 

- 실제 인력의 상태는 정책팀장을 비롯한 2인은 비상근 자원활동가이며, 팀원1인 또한 

협회내 다른 업무를 함께 맡고 있는 상태로 실제 정책팀 내에 상근 유급 인력은 1명이 

채 되지 않는 상태

->향후 협회 다른 인력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이면서도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활동가를 

확보하는 것이 과제

- 그러나 정책연구모둠으로 활동한 5명의 팀원 구성이 향후 정책팀내 인력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함.

*향후 과제

- 지방자치선거를 맞아 작은도서관의 지자체별 정책 제시와 장기적 전망 제시가 요구

되는 데 대한 대응 필요

- 지부별 작은도서관 현안과 이슈를 스스로 다루고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는 정책 포

럼 혹은 간담회는 여전히 필요

- 이를 위한 정책팀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필수

- 회원도서관의 주체적인 운영역량 발전을 위해, 정책사업과 교육사업의 연계가 필요

- 협회 공식 홈페이지 구축 진행 중

- 협회 홍보영상제작은 예산상의 문제로 보류

- 정책 연구 사업은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기금중 정책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 교육사업 

 Ÿ 목표 : 사람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교육사업 추진

         작은도서관 연차별 교육(안)과 강사진 정비

         도서관운영자대상 상설교육추진

 Ÿ 작은도서관아름답다기금으로 작은도서관 아카데미 추진 

 - 늦은 시간, 24주 동안 지방에서 오는 활동가들의 열정이 돋보인, 그만큼 활동가들에

게 문화교육이 절실했다고 본다. 

철학과 문학, 사회학을 담은 교육이 생소한 만큼 강의가 다소 어렵다는 평이 있었으나 
활동가들의 인문학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도서관을 잘 몰랐던 강사들이 
작은도서관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되었다. 

- 처음 기획했던 4가지 주제가 ‘문화’ 중심의 교육으로 바뀐 점, 작은도서관에서의 응
용 교육이 약해진 점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권역 개최장소 개최일자

1 서울∙수도권∙강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강당 10월12일 (목)

2 전남권 광주광역시립 무등도서관 10월20일 (금)

3 전북권 전주 완산도서관 강당 11월3일 (금)

4 충청권 대전 한밭도서관 별관 강당 11월09일 (목)

5 경남권 부산시민도서관 강당 11월17일 (금)

6 경북권 대구시청 별관 강당 12월01일 (금)

7 제주권 제주 한라도서관 강당 대관 12월08일 (금)

- 2018년에도 진행한다면, 주옥같은 강의도 좋지만 프로그램처럼 수강자들의 참여가 
활발했던 ‘우리끼리 공부하다’ 형식의 비중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 

- 앞으로는 중앙에서의 교육을 지방권역으로도 분산해 더 많은 활동가가 질 좋은 교육
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평가가 있었다. 지방 여러 곳에서 진행할 형편이 마땅치 
않다면 ‘초롱이네도서관’ 등의 중간 거점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지원센터의 사업보다는 아카데미는 협회의 일상사업으로 상설
화되어야 한다. 센터가 교육비를 지원하더라도...

Ÿ 문체부 지원사업으로 작은도서관역량강화워크숍 (7개 권역) 시행

- 사업에 마연정, 김현실이 실무자로 참여

- 서울,경기, 강원/ 충청(대전)/ 호남(전주)/ 광주/ 경남(부산)/ 경북(대구) 

- 해당 권역별 80명~100명 참석

- 작은도서관을 향한 전국 단위의 교육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해 본 계기

- 작은도서관을 운영주체별로 분류하여 교육 내용을 잡고 현장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

록 분과 토의 방식을 도입한 점이 특이점이었으며 전반적으로 반응이 좋았음

- 지역 강사진 활용 및 지역 문화강사를 통한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부분이 좋은 평가

문화가 있는 날 사업 강사진들과의 결합 

- 공립작은도서관 실무자 및 신규 조성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참여가 많음

- 자치단체와의 협조 관계에 따라 참여도에 영향을 줌

- 사업집행이 하반기로 늦추어짐에 따라 기존 해당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교육과의 중

복성이 있으며 교육사업이 많은 수도권등 활동 경력이 많은 작은도서관의 참여가 저조

함

- 추후 작은도서관역량강화워크숍은 협회에서 계속적으로 진행하면 좋겠음

- 그러나 운영 차수에 따른 교육 계획 및 강사진 마련이 필요함



네트워크 전국 작은도서관 지역협의회  

네트워크 확장

문체부  작은도서관역량강화워크숍 전담 운영

으로 대체
문화예술활동 강사단 모임 문화예술활동  강사단 모임 추진

문화예술활동 사례와 발전방안 정리, 공유방안 

모색
도서관 및 출판 관련 협의기구 

참석

국어청/  개최 안됨/어린이청소년서비스위원회 

자문위원
대외활동 자문위원회 국어청,  서울교육청, 서울북페스티벌, 전국독

서대전

서울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교육청/김자영

서울도서관네트워크 서울도서관/백현진

해외도서관조성지원사업 문체부/캄보디아,몽골사서연수 

제3회금서읽기주간

'괜찮아,읽고싶은걸읽어"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도서과연구회, 어린이문화협의회,학교도

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등 17기관

대한민국독서대전. 주제 : 사랑

하는 힘, 질문하는 능력

호남지부  참가 및 연대

순천어린이국제교류 제3회  순천 어린이문화포럼(한일교류)

416기억 공동 행동 기억,  그리고 기록'

국제심포지엄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래를 이끄는 힘, 정보,리

터러시.독서'

54회 전국도서관대회. 고양 킨

택스

사람,  책, 창의적 공간: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

는 도서관

청주 정책포럼 공동주택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대전 작은도서관 정책간담회 대전작은도서관지원조례 마련을 위한 공청회 

파주작은도서관협의회간담회

[도서관법과공동주택관리법(29

조)에의거한아파트작은도서관문

제점]

법률적  관점에서 본 작은도서관 운영(김기영), 

아파트작은도서관 운영안정화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박소희) 대표 발언.

김해시 작은도서관 특성화 사업 관련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 토론회 작은도서관  현황과 과제' (박소희) 발제

작은도서관 발전적 성장을 위한 

정책 제안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와 함께 문체부 등 담

당기관에 정책 제안

○ 대외사업



날짜 시간 일   정 이 동

11/20
일

(월)

14:00
16:35
22:20

인천공항 집결
인천공항 출발
싱가포르 공항 도착(비행시간 06:40)
숙소 : Mi-Hotel (트윈룸-two bed)

싱 가 포 르
항공
대중교통

11/21
일

(화)

11:00

15:00
15:45

<오차드도서관 탐방 library@orchard>
   오차드 거리 문화 탐방 / 서점 등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탐방 Singapor National library>
<중앙도서관 탐방 Central Public library>
   멀라이언파크 / 가든스 바이 더 베이 관광
숙소 : Mi-Hotel (트윈룸-two bed)

대중교통

11/22
일

(수)

11:00

15:00
19:00

<에스플라나데 도서관 탐방 esplanade library>
   문화탐방 차이나 타운 / 아랍 스트리트
<부키트 공공도서관 탐방 Bukit penjang library>
  싱가포르 동물원 / 리버사파리
숙소 : Mi-Hotel (트윈룸-two bed)

대중교통

11/23
일

(목)

11:00

15:00

<센캉도서관 탐방 Sengkang Community Library>
   시내 투어 - 덕투어
<탐피네스 지역도서관 탐방 Tampiness Regional Library
   리버크루즈

대중교통

‣ 대외활동은 주관 단체 및 기관의 위원으로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주로 년2회 정도의 

자문회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이사장이 참석

‣공동사업의 제안으로 금서읽기사업과 416기억공동행사를 추진했음

‣작은도서관 지역협의회가 2016년처럼 전체 모이는 자리는 갖지 못했으나 대전, 파주, 

청주서울 등에서 사안을 가지고 간담회 및 공청회등의 참여로 연대할 수 있었으며 작

은도서관 정책 관련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자리였음

‣전국도서관대회에서도 꾸준히 섹션을 진행. 2017년은 2개의 주제로 작은도서관 평가

지표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와 작은도서관 특성화 사업의 내용을 다룸

○ 해외도서관탐방
Ÿ 해외도서관탐방 보고회 진행

-협회 중앙에서 2차 정책포럼으로 일본도서관과 지역을 주제로 보고회를 겸하여 진행

  백원근, 박미애 발제로 일본도서관과 출판 및 독서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 나눔

Ÿ 해외도서관 탐방 추진 

 - 2017년 11월20일~24일 싱가포르 지역도서관 탐방

 - 윤송현(청주초롱이네도서관) 책임 인솔 하에 22명 참가

 - 방문도서관 

  오챠드, 싱가포르국립도서관, 에스플라나데, 부키트, 센강, 탐피네스 도서관 

-진행 일정표



15:45 숙소 : Mi-Hotel (트윈룸-two bed)

11/24
일

(금)

11:00
12:00
14:35
22:00

호텔 체크아웃
싱가포르 창이공항 도착
싱가포르 공항 출발
인천공항 도착

전용차량
싱 가 포 르
항공

 ‣ 지원 없이 자비로 해외도서관 탐방단 구성

 ‣ 사전 및 사후 모임을 진행하지 못함

 ‣ 싱가포르 도서관 운영 체계에 대한 사전 이해가 부족함에 따라 각 도서관의 설명이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설명 이상이 아니었음

 ‣ 안정적인 설명 구조가 아니라 도서관 현장 방문에서 방문단의 피로감을 높였음

 ‣ 해외도서관 탐방을 좀 더 이른 시기 (6월경) 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음



마포

구

작은도서

관에서 열

리는  사

랑방인문

학

마포구9개작은도서관 9개 작은도서관 26회  

인문학프로그램 진행

서울지부 마포작은도

서관협의회에서 협회 

사무국과 사업 기획 

및 조정, 평가회의 2

차례 진행
아름
다운
가게
 
사업

별별마을

책읽는도

서관

서울지역  작은도서관 20개

관 운영지원

2017년  지원 마감 김현실 담당 (은행나

무도서관) 

서울지부 권역지기와

의 협조를 통해 사업 

수행
우리들의 

특별한책

장

4개  작은도서관 소외계층

을 위한 도서지원과 책장제

작/2017년 신규사업

2017년 신규 사업　 유수연 담당 (자람도

서관) 

선정된 도서관과 델 

기업과 아름다운가게,

협회와의 사업 조율 

문체
부 
사업

도서관  

문화가 있

는날

전국  100여개관 매월 1회. 

문화프로그램 진원

2015-2017년 3년차 

사업(문화융성위원회 

사업)

박미숙 담당

지역 권역지기 4명 

선정

(서울, 경기, 호남 , 

경상권) 
책친구 전국  35개관 진행(7개월), 

운영 프로그램 지원

　2015-2017년 3년

차 사업 (국민체육기

금) 

오은희, 이은주 담당

지부장의 도움으로 선

정도서관 관리 

작은도서

관역량강

화워크숍 

(7개권역)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2017년 신규 사업 마연정, 김현실 담당

기획 및 강사 배치, 

지역 장소 및 참여자 

모집등 실무 전담 
도서
문화
재단
씨앗
사업

작은도서
관이 
아름답다
지원센터

119긴급지원 80개관지원/41개관선

정 

김소희 센터장

송수현 간사 담당
특성화도서관 1차  7개관 지원/3개

관 선정, 2차 9개관 

지원/5개관 선정

센터 담당

선정된 도서관의 특성

화 컨설팅단 운영
작은도서관아카데미 5월  10일 ~ 11월 8

일 총24강 진행. 18

명 졸업. 11명 수료

박미숙 담당

문화관련 기획을 위한 

사전 교육 기획회의 

진행, 총괄 교육 기획
작은도서관정책연구 15건  접수. 11개팀 

선정, 3개팀 포기. 총 

8팀 연구및 발표

이은주 담당

각 연구의 지도자문위

원을 매칭하여 도움을 

○ 보조사업 ( 기금 운영 및 사업비 지원을 통한 사업을 의미함)



줌

작은도서관아카이빙 아카이빙을  위한 홈

페이지 구축, 작은도

서관의 역사찾기 좌담

회 2회 개최(서울, 부

산 각 1회)

센터 담당 



도서관 강의명 강사 진행일 회차 대상

아름드리

작은도서관
그 광고 봤어요? 김민철

토 10:30~12:30

5/20, 5/27, 6/3
3 청소년

꿈을이루는

작은도서관
성평등한 마을 만들기 조선희

금 11:00~13:00

9/22, 9/29
2 성인

해오름

작은도서관
우리동화의 초대

송미경

박선미

윤혜숙

토 13:30~15:30

9/16, 9/23. 11/4
3 성인

성메

작은도서관
그림책 사랑방 인문학

윤지회

이송현주

윤혜숙

수, 금 16:00~18:00

9/15, 9/22. 9/27
3

4세~6세 

아동과부

모

성산글마루

작은도서관

책 좀 읽는 분들을 

위한 서평쓰기

김기태

백창화

민경록

월 10:30~12:30

4/24, 5/15, 5/25
3 성인

늘푸른소나무

작은도서관

인문학 

그림책 만들기
임영화

목 10:00~12:00

9/7, 9/21, 10/12, 10/26
4 성인

용강동

작은도서관
인문학 글쓰기 박민영

금 10:30~12:30

6/2, 6/9, 6/16, 6/23
4 성인

복사골

작은도서관

나를 노래하다, 

서정시 산책
최영미

월 12:00~14:00

5/15, 5/22
2 성인

1. 마포구 작은도서관에서 열리는 사랑방 인문학 사업

1.사업목적

- 책을 매개로 지역 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작은도서관 주 이용자인 주민들의 평
생교육 기회 제공 
- 학습자의 요구와 밀착되는 인문학 강좌 개최로 시민 주도의 평생학습 문화 조성 및 

작은도서관 활성화 기회 제공

2.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04 ~2017. 11

- 사 업 명 : 작은도서관에서 열리는 사랑방 인문학 사업

- 대    상 : 마포구 9개 작은도서관 이용자 연령 모두

3.사업진행결과



마포푸르메

어린이도서관

옛이야기로 보는 

인문학
임정진

목 16:00~18:00

9/14, 9/22
2 성인

합계 26

4. 사업성과평가

1) 마포구 9개 작은도서관 이용자 누구나 참석 가능한 인문학 프로그램

 - 그림책작가와 시인, 서평전문가와 광고기획자 등 다양한 인문학 강의를 평소 이용

하는 

   작은도서관에서 진행

2) 마포구 작은도서관 이용자가 원하는 맞춤형&릴레이 인문학 프로그램 진행

 - 유아를 동반한 부모와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에 맞는 인문학 강의로 참석자의 만족

도가 

   높은 인문학 강의

3) 인문학 프로그램 진행 이후 인문학 동아리 결성으로 평생교육의 실현

 - 인문학 프로그램 후 서평동아리나 그림책 연구 모임 등 동아리 결성과 진행의 도움

4)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인문학 강의 기획 능력 함양

 - 마포구 9개 작은도서관의 운영자가 이용자와 도서관에 필요한 인문학 강의를 기획

하고 

   진행하여 기획 능력 향상

5) 지역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인문학 강좌 개설로 만족도 향상과 인문학 강좌 진행으

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

6) 2017년 작은도서관에서 열리는 사랑방 인문학은 2016년처럼 주어진 인문학이 아니

라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여 작은도서관에 필요한 인문학 프로그램

을 진행

7) 회계와 강사섭외를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에서 진행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자 

업무에 도움



날 짜 주 제 장 소 참석

5/17(수)
십대 어린이를 위한 장서개발 및 프로그

램(김성란)
늘푸른소나무작은도서관(마포) 26

5/27(수) 오래오래 책 함께 즐기는 방법(김수현) 책읽는엄마책읽는아이(성동구) 29

6/1(목) 보는 책 노는 책 만드는 책(안선화) 천일어린이도서관 웃는책(강동구) 31

2. 2017년 별별마을 책읽는도서관 사업 

1) 사업 목적 

- 지역의 소외 계층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 체험 및 책읽기 활동을 권장

- 사업수행을 위한 작은도서관의 운영자와 실무자 대상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 

2)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7. 02 ~ 12

- 사업명 : 별별마을 책읽는도서관

- 사업비 : 50,000천원

- 사업대상 : 서울지역 작은도서관

- 후원 : (사)아름다운가게 나눔사업기금

3) 사업 추진 방법

-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 작은도서관 역량강화 교육

- 사업 평가 토론회

- 작은도서관 컨설팅

- 아름다운가게 나눔장터 참여

- 결과보고회

4) 사업 추진 경과

� 작은도서관 지원

- 작은도서관 소재 지역 내 소외 계층 어린이 대상 책문화 프로그램비 총 20개관에 

지원.

총 49개관 신청 중 20개관 선정

- 공립(4개관)/사립(16개관), 기존 9개관/신규 11개관, 협회 회원 도서관 10개관/비회

원 도서관 10개관, 서울시 25개구 중 17개 구가 선정되어 사업에 참여함.

‚ 작은도서관 역량강화 교육 - 도서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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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장소가 멀고, 시간이 일러서 힘들기도 했지만 다른 작은도서관 구경도 할 수 

있어서 좋았음.

- 강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도서관에서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도움이 많이 되었음.

ƒ 사업 평가 토론회

- 별별마을 책읽는도서관 6년간 사업 평가 토론회를 2회 실시함. 여러 해 동안 참여한 

작은도서관 관장들과 간담회(5월)

- 별별마을 책읽는도서관 사업 평가 모바일 설문 조사 실시

- 별별마을 책읽는도서관 6년간 사업 평가 토론회 실시(10월) - 별별마을 기금 사업에 

대한 분임토론 진행

„ 5개 권역지기가 직접 20개관 작은도서관에 찾아가  컨설팅 실시-보다 원활한 사업 

수행되도록 함.

… 아름다운가게 나눔장터 참여

- 기부처의 이해를 위해 아름다운가게에서 진행하는 나눔장터에 참여해서 물품판매하

고 수익금의 30%를 후원했고, 버려진 책으로 팝업북 만들기 활동을 통해 작은도서관 

홍보를 함.

† 결과보고회

- ‘너는 무슨 책이 좋았니?“를 주제로 별별마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 한명을 선정하여 3분 스피치 하기

5) 사업 추진 성과

총평
- 지역에 작은도서관의 존재와 의미를 알리는 역할을 했고,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도

서관의 이용자로 남아 회원 수가 증가하는 계기 됨

- 작은도서관이 마을 속 돌봄의 장으로써의 또 다른 역할의 비젼을 제시

- 놀이터 도서관을 진행하면서 지역의 다른 도서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었으

며, 타 단체들과 함께 참여하여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과 책과 관련된 활동을 협

력하여 진행함으로써 지역활동을 풀어가는 모델을 제시

-  아이들이 독후활동을 예술 활동으로 재미있게 풀어가는 방법을 배우면서 아이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책들로 시선을 옮기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책을 가까이 하게 되는 놀라운 변

화를 봄

-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실행한 도서관에는 대상 아동들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어 매우 좋은 기회가 되었고, 사업의 대상자였던 프로그램 참여 아동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와 정서적인 안정감, 독후활동의 즐거움을 얻는 시간이 됨



도서관학교

- 도서관학교 3강에서는 작은도서관에서 필요한 십대들의 장서연구, 독서동아리, 팝업북 만

들기 등 직접 적용가능해서 반응이 좋았음.

나눔장터

- 뚝섬 나눔장터에 참여하여 나눔의 의미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 버려진 책

으로 팝업북 만드는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작은도서관에서 펼쳐지는 활동을 알

리는 계기도 되었음.



세부사업명 진행내용
시행시기/

시행횟수.시간
수행인력

참여대상
/ 인원

우리들의 다양성과 평등, 장애 등을 중심으로 9월 ~2월 3명 50여명이

3. 「아름다운 가게-DEL EMC와 함께 하는 우리들의 특별한 책장」 

1. 사업 내용

- 소외 계층 어린이와 다문화 가정어린이, 장애우들을 위한 책장을 작은 도서관에 마

련, 함께 어울리며 책을 볼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함

- 작은도서관에 특성화 주제에 맞는 도서목록을 구축하고 특성화 독서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마련, 특별한 책장에 도서를  비치하여 지역 이웃들과 도서관이 함께 나누

고자 함

- 이용자의 특성이 반영된 책장으로 소외계층, 다문화, 장애아동과 함께할 수 있는 특

별한 책장을 제작

-  작은도서관 특성화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4개의 작은도서관 선정

1) 늘푸른어린이도서관 (인천 연수구)

2) 책놀이터 (경기 고양시)

3)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서울 성동구)

4) 배고픈 사자 (서울 구로구)

2. 사업목적

-  특성화 주제에 맞는 도서목록을 구축하고 특성화 독서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마련

-  특별한 책장을 마련, 도서를 비치하여 이용하도록 함

-  특별한 책장 이용자들과 자원활동가, 동네 이웃들이 어울러져서 함께 할 수 있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3. 사업 기간

2017  년  8월  1일 ~  2018년 4월  30일 (총 9개월)

4. 각 도서관별 사업 개요

1) 늘푸른어린이도서관

다양성을 존중하는 내용을 담은 다양한 분야의 장서를 구축하고, 장애를 가진 이용자와 그 가

족, 전문적인 정보를 원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장애관련 전문서적 배가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

리지 못하는 장애우 가족을 위한 행사를 마련, 문화서비스도 제공



특별한 책장
서가 조성 및 장애우와 그 가족을 

위한 전문서적 배가 및 북큐레이팅
이후로도 상시 상

어울림프로그
램

1. 교육강좌: 

장애, 함께 더불어 사는

 또 다른 이름.

2. 우리들의 이야기여행

: 테이블인형극공연

‘제랄다와거인’

3. 새 꿈 담는 송년회

총( 3 )회 

총( 2+4+5+4=15 

)시간

이 수 정

강사

20명

15명 

장애우와 

가족들/3

0여명

세부사업명 진행내용 시행일시 수행인력
참여대상/ 

인원

우리들의 
특별한 책장

도서구입과 구입 후 배가를 위한 
포장 및 
등록활동 

2017.10 

~2018.2

총(5회)

프루스트의 

서재(동네서점)

자원봉사자

/회당 

2~3명

특별한 책장을 알리는 북 콘서트

<첼로, 노래하는 나무>

2017.9.8(금)

17~19시, 

활동가, 참여 

예술가  10여명

마을주민 

50여명

세부사업명 진행내용
시행시기/

시행횟수.시간
수행인력

참여대상
/ 인원

우리들의 
특별한 책장

자원봉사자들이 우리들의 특별한 

책장을 만들고 도서관에서는 

만들어진 책장에 다양한 책을 구비

9월 ~10월

자원봉사

자 

10-15명

목공강사. 

담당인력

-

어울림프로그
램

‘나랑 같이 놀자’ 

자원활동가와 아이들이 모두 모여 

전래놀이를 즐기는 시간 

총(1)회 

총(2.5)시간

강사, 

담당인력 

등 

저소득층 

아이들 

20여명 

자원봉사

자 

10여명

2. 책놀이터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자기만의 특별한 책장 제공으로 독서활동 지원

놀이를 통해 함께 어울리며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저소득층 아이들이 책과 친해지고 도서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 마    

련

3) 책읽는 엄마 책읽는 아이

학습지도를 받거나 문화공간에서의 체험활동을 경험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아          동을 위한 독서 공간 마련 취약계층 아이들에게‘문화누림’의 기회를 제공



세부사업명 진행내용
시행시기/

시행횟수.시간
수행인력

참여대상/ 
인원

우리들의 
특별한 책장

- 도서구입
2017.9월 ~ 

2018.11월

 배고픈사자 

   운영진
/

- 책장

2017.10월 21 

또는

2017.11.4

자원봉사자 자원봉사/10

어울림프로그
램

- 책이랑 글이랑 

  문집 만들기

총( 12 )회 

총( 24 )시간

이남지

김진희

교육복지 

대상학생/10

총(1회)

어울림
프로그램

특별한 책장 만들기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도서관)

활동내용: 사업 대상 가족과 함께 

하는

목공프로그램

2017.9.23(토)

9~13시, 

총(1회)

강사 

김정현(공익프로

그램전문기획사‘

그리고’대표이사)

외 1인

 보조강사 2명

자원봉사자 

6~10명

대상 

어린이와 

가족/20여

명

나랑같이놀자

활동내용: ‘숲에서 만나는 세상에

서 가장 작은 도서관’으로 도서관 

둘레에 의자를 두고 그림책 읽어

주기

2017.10.21(토)

11~16시, 

총(1회)

활동가 및 

이용자 10여명

마을주민

300여명

4) 배고픈 사자

구로구 오류동의 교육복지서비스 대상학생 (극빈층 아동)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함께 책을 읽고 소감을 나눈 후 그림, 글로 표현, 공동의 문집 제작

● 2018년 4월 사업 종료 예정. 



날짜 세부추진내용 성과 결과 비고

2017.2월
~12월

- 기간 : 2017.2월~12월
- 내용 : 전국 작은도서관 100개관을 

선정하여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각각 다른 문화예술강사들을 파견하
는 사업

- 원칙적으로 2015, 2016년 진행된 작
은도서관은 재선정하지 않기로 했으
나, 3개 도서관은 강사 1인이 7회 
연속 프로그램으로 진행 

- 사업비 : 300,000천원

- 전국 작은도서
관 700회 문화
예술활동 진행

- 3 개도서 관(2 1
회)는 2016년
도에 진행한 작
은 도 서 관 에 서 
진행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진행

4.  2017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1.사업목적 :

- 문화취약지역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있는날 독서문화활동 운

영지원을 통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 질 높은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활동 개발   보급.

-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의한 지역 커뮤니티센터로서 작은도서관 역할 강화.

- 작은도서관의 인력의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능력 강화

2.사업개요

-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협회가 주관하여 진행한 기금사업

-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작은도서관 100곳에 문화예술강사를 파견하여 도서관에

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벌이는 활동

- 2월에 공모사업으로 진행했으며 전국에서 총 545개 작은도서관이 지원하여, 심사를 거쳐 

100개 작은도서관을 선발. 

- 3월에 4개 권역(수도권․강원, 경상, 호남, 충청에서 사전 워크숍을 진행. 

- 2월에서 12월까지 작은도서관 100곳에서 총 700회 문화예술활동을 진행

- 3개도서관 (순천상사용암작은도서관, 안남배바우도서관, 청주은세계도서관은 2015년 또

는 2016년에 진행한 도서관이었으나 파일럿프로그램으로 강사 1인이 7회 연속성을 가진 프로

그램으로 진행. 

- 5개 권역별로 중간 매니저들이 결과보고서 취합, 중간 연락 등을 진행. 

- 2015, 2016년 중앙에서 1인 담당자 중심으로 실무를 진행하였으나 2017년에는 매니저들

이 권역별 실무를 나눠맡아 진행. 

- 마지막 수요일마다 실사 점검을 진행했으며, 이후 전체 결과보고 자료집을 제작 배포

- 충청, 경상은 참여강사를 중심으로 평가 워크숍을, 수도권과 호남권역은 ‘작은도서관 문화

예술활동 관련 포럼’으로 평가 워크숍을 진행.

3. 사업진행결과



4. 사업성과평가

-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강사들이 책과 연결된 작은도서관 책문화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했

다는 점과 작은도서관은 홍보와 진행만 담당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이 많았다.

- 다양하고 질높은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들이 발굴되었고, 협회와 작가 예술가, 문

화예술강사들이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특히, 예년과 달리 파일럿으로 진행된 3개 도서관 연속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성과물(생태

세밀화 달력, 할머니들의 그림일기 등) 을 가져오기도 했다. 

- 2017년에는 지역매니저 역할들과 많은 부분 역할 분담을 하였으나,  위수탁 사업이어서 

오는 한계, 일상업무가 다른 사업에 비해 폭주하는 점은 여전한 과제로 남는다. 

- 2015년 70개, 2016년 80개에 이어 100개 작은도서관을 선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

립작은도서관’과 평가등급이 높은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의 

준비부족과 잦은 교체, 비슷한 프로그램의 중첩으로 오는 관성화 문제는 현재 작은도서관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였다. 

- 3년차로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그간 참여했던 문화예술강사들을 중심으로 진행한 포럼과 

사업평가워크숍을 통해 앞으로 작은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활동의 방향성을 생각해보

는 계기가 되었다. 

- 그동안 협회와 관계 맺은 문화예술강사들과 어떤 형식으로 네트워크를 맺고 갈 것인가는 

이후 과제로 남는다. 



5. 2017 작은도서관 책친구

1.사업목적 :

-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 작은도서관 자관의 추천으로 ‘책친구’(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를 지원한다,

- 작은도서관을 함께 운영하는 것을 모색할 책친구를 지원한다.

- ‘책친구’의 지속적은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지역 작은도서관 사이의 네트워크를 도모한다.

2.사업개요

-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협회가 주관하여 진행한 기금사업

- 작은도서관에서 ‘책친구’를 추천하고 선정된 작은도서관에서 독서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

고 운영하는 활동.

- 6월에서 12월까지 전국 35개관 작은도서관에서 책친구들은 월 10시간 이상 독서문화프로

그램을 7개월 동안 진행하고 강사비 30만원을 지원(원천세를 제외한 금액지급)

- 2017년의 공통주제는 ‘시를 읽다.’로 총 10시간을 이상을 공통주제로 진행했음.

- 5월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17 작은도서관 책친구 지원사업 사전 워크숍 진행

- 5개 권역별로 매니저들이 결과보고서 취합, 중간 연락 등을 진행. (서울, 경기-인천,충청, 

호남, 경상) 

- 2017년 책친구 자격조건은 작은도서관 지역 내 은퇴자, 독서문화기획자, 작은도서관 경

험이 있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자로서 특히 30%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에서 지역 은퇴자

들과 함께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함 

- 매니저들이 직접 15개관 이상의 책친구 사업 대상 작은도서관을 실사했음.

- 12월 우수사례발표회 및 교육워크숍을 서울에서 진행, 40여명이 넘는 관련자들이 참여, 

강무홍 작가의 강의, 책친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나눔.

3. 사업진행결과

날짜 세부추진내용 성과�결과 비고

2017.5월

~12월

- 기간� :� 2017.5월~12월

- 내용� :� 전국� 작은도서관� 35개관

을� 선정하여� 작은도서관� ‘책친

구’를� 지원

- 사업비� :� � 00,000천원

- 전국� 35개� 작은도

서관엣� 월� 10시간�

이상의� 독서문화프

로그램이� 정기적으

로�진행.

- 은퇴자,� 자원활동

가� 등이� 주축이� 되

어� � � 작은도서관에�

머물며� 독서문화프

로그램을� 진행.� 작

은도서관들에게� 실

질적인�도움이�됨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진행



4. 사업성과평가

- 3년을 지속해온 협회주관의 지원사업으로서 작은도서관에게 실질적인 인건비 지원을 함

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사업의 목적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했다.

- 다양하고 질높은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들이 발굴되었고, 지역의 은퇴자-자원활동

가들을 작은도서관에 머물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특히 올해는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었는데, 시를 필사하는 프로그램, 

죽음에 관한 독서문화프로그램, 꼬마농부활동가 등 작은도서관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책을 중

심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좋은 사례를 공유할 수 있었다

- 권역별 매니저들이 직접 도서관을 실사 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네트워크에 기여했다. 

- 사전워크숍과 우수사례발표회 및 교육워크숍에도 많은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는

데, 사전워크숍과 교육워크숍의 강의에 큰 만족을 보였고, 작은도서솬의 우수사례 공유에도 많

은 관심을 보였다.

- 3년째 운영되오면서 정작 협회 소속 도서관들은 참여할 기회가 없었음이 아쉬웠다. 또한, 

공립작은도서관 등의 신청이 많아지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민간 사립작은도서관들이 등급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선정되지 못했다. 이는 3년차 사업으로서 과연 협회의 지원사업으로

서의 정체성에 관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 매월 보고서와 계획서를 받고, 지역 매니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신규도서관으로 끌어들여 네트워크를 맺지 못한 게 아쉽다. 향후 협회가 주관하여 진행

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숙제로 남을 듯하다.



날짜 세부추진내용 개최장소 참석인원[명]

10월12일 서울ㆍ강원ㆍ수도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강당 81

10월20일 전남권 광주광역시립 무등도서관 세미나실 78

11월 9일 충청권 대전 한밭도서관 별관 강당 107

11월17일 경남권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배움2실(3층) 93

11월30일 전북권 전북도청 중회의실 2번 33

12월 1일 경북권 대구시청별관 대회의실(101동 3층) 70

12월 8일 제주권 한라도서관 세미나실 26

7개 권역 참석자 합계 488

6. 2017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1.사업목적 : 

- 작은도서관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 기능의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

-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센터로서의 역할 제고 및 사

회적 자립도 향상 

-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관계자들의 정보 교류를 통한 인적네트워크 구축

- 현장기반 사례 중심 작은도서관 관종별 역할과 기능 모색

2.사업개요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용역사업으로 수행됨

- 2016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및 운영평가 결과 시사점 반영한 워크숍 프로

그램 특강 및 사례발표 기획

- 작은도서관 관종별 운영주체에 따른 사례발표와 분임토의 진행 

-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을 통한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

회를 마련

- 2017년 10월~12월 전국 7개 권역(서울ㆍ강원ㆍ수도권, 전남권, 전북권, 충청권, 

경남권, 경북권, 제주권) 개최 

- 작은도서관 6,000여 개관 대상 공문 발송 및 팩스, 문자 홍보, SNS, 인터넷 홍보 

등 다양한 채널의 홍보 진행

-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 동시 진행, 신청자 편의 제공

- 전국 총 7회 개최, 워크숍 신청자 665명, 실제 참석자 488명. 

3.사업진행결과

4. 사업성과평가

- 사업 수행 시기 : 2017년 9월~12월(4개월)

- 사업 목표 대비 달성률 : 87%(실제 참석인원/참석 목표인원)



권  역
목표인원

[명]
신청자[명]
(현장신청자 포함)

참석자
[명]

신청대비 
참석률[%]

목표대비 
달성률[%]

서울ㆍ강원ㆍ수도권 80 124 81 65 101

전남권 80 90 78 87 98

전북권 80 111 107 96 134

충청권 80 105 93 89 116

경남권 80 92 33 36 41

경북권 80 90 70 78 88

제주권 80 43 26 60 33

합  계 560 655 488 75 87

- 사업전담인력 1명, 보조인력 1명 구성되었으나, 사무국 지원 인력 평균 3명 추가 소

요됨

- 전담인력 및 보조인력 인건비, 출장경비 및 사업진행비 등 사업비가 최소 수준으로 

용역이 발주되기 때문에 전국 개최 시 장소 무료대관 및 지역별 협조 없이 진행하기 

어려움

- 협회의 지부장과 지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참석인원 및 진행 결과 편차가 큼

- 전국 권역으로 워크숍 진행하면서 기초지자체 등 세밀한 작은도서관 운영사례 수집 

및 여론 수렴 가능하였음

- 각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과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워크숍 개최 전 전반

적인 일정 조율과 내용 조정이 필요함

- 지역별, 운영기간별 토론의 내용이 조정되었으나 참여자 대부분 토론내용에 만족도가 

높음

- 기존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과 프로그램과 내용이 알차다고 평가됨

- 내용의 충실성을 바탕으로 워크숍이 진행되어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의 대외적 이

미지 제고가 가능했음

- 용역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선정기관이 되어야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과 

앞으로 워크숍 프로그램 기획과 수행 방법, 인력부분에 대한 고민이 과제임

7.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기금사업 :  별첨



회차 날짜 장소 내용

1차 2월 17일 협회사무실
별별책읽는마을만들기 심사 진행 및 사업일정 

결정

2차 3월 13일 협회사무실 별별참여도서관 컨설팅,  작은도서관학교 논의

3차 6월 1일
천일어린이도

서관
서울지부현황파악, 정책포럼 의견 수렴

4차 6월 29일 협회사무실 별별사업 실사 점검, 서울지부회원간담회 결정

5차 9월 25일
성산글마루작

은도서관
정책포럼 준비

6차 10월 30일 협회사무실 별별사업토론회, 정책포럼 점검

7차
2018년 

1월 5일
협회사무실 2017 사업평가와 2018 사업계획 

2017년 지부평가

서울지부

                                                        

1. 회원도서관 현황

 서울지부 회원도서관은 모두 27곳이다. 개별도서관 25개관과 마포작은도서관협의회(8

개관),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14개관)가 있다. 2016년부터 동서남북중 권역을 나누어 

권역지기를 정하고 권역별 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한 서울지부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2. 2017년 활동 보고

 1) 권역지기 회의 진행 

 2) 별별책읽는마을만들기 사업 

- 3월~12월까지 서울지역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20개관을 선정하여 진행

- 별별사업 담당자가 주관하고 권역지기가 도움을 주는 형태로 신청도서관 서류를 심

사하여 선정하고 권역별로 나누어 시행 도서관 컨설팅과 실사 진행

- 별별사업 시행도서관과 서울지부회원도서관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학교를 

3회 실시

- 아름다운가게에서 운영하는 ‘뚝섬 나눔 장터’에 참여

 3) 서울지부 간담회

 - 2017년 8월 31일 협회 사무실에서 회원도서관 20곳이 참여하여 간담회 개최

 - 권역지기들만 모이는 협소함을 개선하고자 회원들이 모두 만나는 자리 마련



 - 도서관별로 안고 있는 문제를 나누며 각 도서관 상황 공유

 - 2017년 정책포럼 주제를 정하고 진행 방법을 논의

 4) 서울지부 제3차 정책 포럼 

 - <작은도서관의 꽃, 책>을 주제로 2017년 11월 10일(금) 10시~14시에 성산글마루작

은도서관에서 진행

 - 협회 정책팀장인 김자영 관장의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책읽기>를 기조발제로 책을 

고르다(선정) 분야는 흥부네 그림책 도서관 발표, 책을 놓다(비치, 전시) 분야는 아차산

아래작은도서관 발표, 책을 읽다(독서활동)분야는 마포구립 해오름작은도서관이 발표하

고 분임토의 

 - 서울지부 회원도서관을 비롯하여 경기, 강원, 경남에서 35명 참여

 - 자관에 맞춰 소신을 갖고 운영하는 사례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올바른 책 문화 활동을 모색하는 계기가 됨

3. 총평

 서울지역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별별책읽는마을 만들기 사업이 2012년부터 6년 동안 

진행되고 2017년에 종료되었다. 별별사업이 서울지부를 운영하는 큰 중심축이 되어 회

원도서관 유대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별별사업에 권역지기들이 참여하여 권역별 

도서관을 파악하는 기회가 되었으나 참여도서관이 회원도서관으로 가입하는 효과는 얻

지 못했다. 서울지역 작은도서관 운영에 도움을 준 별별사업 종료로 2018년에 서울지

부가 함께 공유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17년은 서울지부 권역지기모임을 결성하고 2년째 접어들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

다. 권역지기 모임은 활성화되었지만 27개 지부회원 전체가 함께하는 자리가 부족하여 

보완을 위해 회원간담회를 1회 실시하였다. 

 제3차 서울지부정책포럼은 간담회에서 주제를 정하고 권역지기들이 많은 논의를 거쳐 

준비를 하였다. 지부회원도서관 사례를 듣고 분임토의를 통해 작은도서관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회원 결속력을 다지며 힘을 얻는 자리가 되었다. 

 경기남부

1. 총  평

 갓 태어난 도서관과 20년을 바라보는 도서관이 공존하는  경기남부 회원도서관은 각각의 

다양한 모습대로 여전히 바쁜, 살아있는 유기체로 변화하고 성장하였다. 나이만큼 다양한 모습

으로  책친구 와 문화가 있는 날로 지역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며,  119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도 하였다. 상반기 2회의 정기회의를 진행하며 회원도서관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었으나 하반기 정기회의 일정을 지키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책나눔과 의자도서



관, 협회의 지원을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협회의 활동내용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아름다운 

경기남부의 작은도서관의 크고 작은 고민들을 어떻게 듣고 풀 수 있을지 고민하는 새해가 되

고 싶다. 

2. 회원 도서관 현황 : 14곳

책이랑, 푸른어린이, 하늘달팽이, 민들레, 성도협, 사과나무, 굼앤휴,애기똥풀, 스프링, 하늘

소, 좋아서가는, 꿈꾸는달팽이,해님달님, 푸른어린이, 함께하는

3. 2017년 활동보고

• 지부회의 2회 실시

 

날� � 짜 장� � 소 내� � 용

3월� 20일 해님달님 지부별�소식�나눔

6월� 21일 민들레 지부별�소식�나눔     

• 지부회장: 꿈꾸는 달팽이 작은도서관 유명삼

• 지부보고: 네트워크 활동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경기북부

1. 총평

경기북부지부는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마을공동체사업과 공모사업을 진행하느라 지부의 

활동을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활동을 주로 하였다. 고도협을 통해 전체 교육

을 진행하였고 작은도서관의 미래와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2. 회원도서관현황

- 책놀이터작은도서관:제2의 도약을 위해 준비중

- 반디작은도서관: 도서관활동 재정비중

- 고양시작은도서관협의회: 지역내 문화정책에 대한 논의 및 세미나 개최예정

- 청소년책문화공간 깔깔깔:도서관등록 추진중...

3. 2017년 활동보고

-없음

인천지부 

1. 총평

바쁘고 다사다난하게 보냈던 한 해였다. 인천지부는 협회중앙에서 진행하는 총회, 포럼, 

워크숍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협회와의 관계를 다져나갔다. 인천지부 도서관들 

중 강화 자람도서관은 고제헌 관장님에서 전민성 관장님으로 관장이 바뀌었다. 인천작

은도서관협의회의 소속 도서관 중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두잉과 신나는도서관은 ‘작은도

서관이아름답다지원센터’의 특화지원사업으로 특화하여, ‘신나는도서관’은 ‘신나는여성주



인천시 연수구 늘푸른어린이도서관

인천전역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16개관)

인천시 남동구 꿈나무도서관

인천시 강화군 자람도서관

의도서관 랄라’로 변신했고,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두잉’은 청소년들이 재미있게 머물며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했다. 작은도서관아카데미에도 늘푸른어린이도서관

과 강화 자람도서관,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소속의 길벗어린이도서관, 신나는여성주의도

서관 랄라에서 참여, 도서관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혔다. 꿈나무도서관도 여전히 인천에

서의 든든한 역할을 하는 작은도서관으로 자리잡고 있는 중이다. 

 2017년 계획에 있었던 작은도서관 교육은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가 ‘책과 사람’이라는 

주제로 작은도서관학교를 진행,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정책제안의 경우, 6월 진행된 포

럼을 잘 마치고 고민도 나누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많다. 2016년과 마찬가지로 포럼을 통해 문제의식을 가졌으나 이

후 정책화까지는 진행되지 못했다. 또한 예전과 마찬가지로 각 도서관들이 바쁜 일상의 

일정에 매어있고, 강화 자람도서관의 경우, 거리도 떨어져있어서 사실 인천지부는 자주 

만나지 못한 문제가 크다. 2018년에는 이런 점을 반성하며 좀더 긴밀한 의견나눔과 정

책고민의 장을 마련해보는 것이 필요할 듯 하다.  

 그리고, 아쉽게도 꿈나래어린이도서관이 협회를 탈퇴한다. 작은도서관의 영역을 확장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셔서 탈퇴하신다고 한다. 어쩌면 이것이 작은도서관의 현실

일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씁쓸하다. 비록 협회는 떠나지만, 인천작은도서관의 미래

를 모색하고 고민할 때 의논할 것을 약속한다.  

2. 회원도서관 현황

3. 2017년 활동보고

- 지부회의 3회 개최

- 6월 포럼- 작은도서관, 특화를 말하다. 진행 약 30여명 참여

- 작은도서관아카데미 인천지부 5명 참가 (늘푸른어린이도서관 이은주, 신나는여성주의

도서관 랄라 류지현, 길벗어린이도서관 김은성, 강화 자람도서관 전민성, 유수연)

-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센터 특화지원사업 :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소속 신나는여

성주의도서관 랄라,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두잉

-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센터 119 긴급지원사업 : 늘푸른어린이도서관(월세 등), 짱

뚱이어린이도서관(공과금 등),춤추는 달팽이도서관(이사비용 등) 

-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작은도서관학교 ‘책과 사람’진행 5회 진행. 회당 40여명 이상 

참여



광주지부

1.총평:

대부분의 회원도서관이 각 지자체에서 바람직하게 운영하고 있는 우수한 도서관으로 인

정받고 있으며 광주지부에서 진행하는 온 오프 라인 회의와 모임에도 잘 참석하고 있

으나 두 곳은 자관의 사업이나 현황에 대한 공유가 부족하다.

2.회원도서관현황

 1) 강아지똥작은도서관

    보드게임교실(12강), 독서논술(8강), 마을인문학(8강),역사기행(강화도, 공주,      

전주, 광주). 영어그림책교실(4강), 놀이문화자격증과정(12강), 동천마을축제      (5월), 

추석맞이전래놀이한마당(10월)

    작은도서관활성화지원사업:어린이역사교실, 세계지리교실, 리딩푸드교실 운영

    

 2) 구름다리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활성화지원사업:도서구입, 프로그램운영, 자원봉사 실비지급. 

    긴급자금119지원사업: 1층 화장실 개보수 공사

    광산형 여성친화마을 사업: 주5일 하루 두 시간씩(17시~19시) 돌봄교실 운영.

 3) 기아꿈터어린이도서관:

    도서관 층간 이전 재개관, 

    작은도서관활성화지원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 

    긴급자금 119 지원사업: 사무용품 구매, 

    연말정산 세제혜택 시스템 가입, 

    홍보용 리플렛 발행 

  4)소꼽놀이작은도서관

  5)아이숲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활성화지원사업: 프로그램운영, 도서구입, 자원봉사실비지급

    동아리지원사업:페미니즘 강좌

    금당중학교 독서동아리수업진행

    손뜨개모임:한림출판사 캐릭터공모전 단체부분 대상 수상

  

 6)책돌이도서관:

    ‘우리동네도서관, 비로 여기’라는 기치로 주민과 이용자에게 한 발 더 다가      

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소식지에 이용자가 권하      는 



책 코너 마련

    작은도서관 활성화지원사업: 프로그램운영, 도서구입, 자원봉사실비지급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특화지원사업:그림첵특화도서관리모델링 공사와 재개관

    이에 따른 대대적인 자료정리와 새로운 배가를 위한 방법을 실험하며 모색중

    청소년도서관학교와 도서관주간, 책읽어주기, 찾아가는 책전시도 꾸준히 진행

  7)책문화공간 봄: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프로그램운영, 도서구입, 자원봉사실비지급

    마을교육 공동체: 중학교와 연계하여 아이들과 15살 내인생 책에 나를담다

                    시와 그림으로 책 출간 작업 

   인권마을 공동체: 청소년 워크샵,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그림책과 만나는 인권교     

                 육 진행  

   마을 도서관들과 학교와 연계하여 가제 ‘책마을 프로젝트 네트워크’ 운영중

3.2017년 활동보고

1)광주지부회의

6월 13일 (화) 기아꿈터어린이도서관-정책논의 

8월 14일 (월) 구름다리작은도서관-사업공유 및 회원도서관현황파악

11월 20일 (월) 책돌이도서관-정책제안간담회내용 공유

2)워크숍, 간담회, 포럼

3월 29일 (수)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사무실

10월 20일 (금)광주무등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영자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  

11월10일 (금)서울 용강주민센터작은도서관발전적성장을위한장책제안간담회 

12월 4일 (월)서울책읽는사회문화제단강의실  직은도서관정책연구지원사업성과보고회참

석 

  대구지부

1. 총평

2016년 대구지부는 워크숍 참여와 정책포럼을 진행했습니다. 

  대구지부 도서관을 배려한 경주에서의 워크샵으로 대구지부도서관이 모두 참석하여 타 

지부 도서관의 활동을 보고 배울 수 있어서 의미 있고 참 좋았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재도약을 위한 4차 정책포럼은 <작은도서관의 새로운 힘>이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주제 정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포럼을 개최하면서 도서관과의 교류활동



구분 내용

글벗작은도서관

- 프로그램: 감성독서,캘리그라피,드론,창작로봇,신문은선생님,중국

어

- 지원사업: 도서지원비, 중앙도서관평생학습지원, 국회도서관500

권도서기증

- 제2회 글벗책잔치: 로봇경진대회.독후감상문대회, 벼룩시장

마을도서관 

햇빛따라

- 아이들배움터: 북앤냠냠, 책과 노닐다, 도서관1박2일, 즐토마을

학교, 방학도서관학교, 책친 이벤트

- 어른들배움터: 주민강좌, 친환경공방교실, 찾아가는 이야기극장, 

동아리활동

- 회원사업: 신입회원모임, 회원캠프, 회원가족송년회, 소식지제작

- 마을공동체활동: 우리동네 벼룩시장, 도서산타, 날뫼유사 프로젝

트 2 (사진과 노래로 만나는 비산동 이야기)

무지개작은도서관

- 프로그램: 독서논술. 캘리그라피. 창의교육(오르다.가베.셀렉타).  

              아로마(이론,실기). 중국어

- 제1회 책잔치 및 벼룩시장

- 주민센터와 함께 하는 나눔(이웃돕기)

반야월행복한어린

이도서관 

아띠

1월- 겨울방학특강: 신문아 놀자, 한지야 놀자, 나무야 놀자, 몸으

로 놀자, 겨울방학프로젝트 돌아온 4go(도서관 오go, 책 읽go, 도

장 찍go, 선물 받go) 

4월- 장애인의 날 공동주간 행사 영화상영

   - 동극공연 ‘팥죽 끓이는 호랑이’-느티나무 동극단 

5월- 동구 어린이날 축제  

   - 그림책 깊이읽기와 스토리텔링(10주) 

6월- 작은도서관 활동가를 위한 아카데미 교실 참가

7월-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워크샵 참석(경주)  

   - 대구시 동구청 지원-자료구입비(신간서적 구입) 선정 

과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자리가 있어서 의미 있었습니다.

올해도 개별 회원도서관은 각자의 지역에서 다양한 도서관활동을 해 왔습니다. 

2018년에는 마을에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보고, 서로에게 더 큰 힘이 되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 회원도서관 현황 : 총 9곳(작은도서관 7, 사립공공도서관 2)

· 사립작은도서관 : 글벗작은도서관, 마을도서관햇빛따라, 무지개작은도서관,

                  반야월행복한어린이도서관아띠, 책마실도서관, 

                  책이랑작은도서관, 해봄작은도서관

· 사립공공도서관 : 꿈꾸는마을도서관 도토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더불어숲

3. 2017년 활동보고



   - 지역나눔활성화 프로젝트 나누기 모금학교-우수 사례 발표

   - 이경희 칼럼니스트와 함께하는 글쓰기 특강 

8월- 여름방학 특강: 바느질, 천연염색, 유리공예, 부엉이캠프, 팬

시우드, 몸으로 놀자, 아띠회원과 함께하는 박호석 선생님이 들려

주는 인문학 이야기- 점동골 탐방

10월- 대구시마을큰잔치 작은컨퍼러스 진행( 선생님: 정보화 

시대 책읽기)

책마실도서관

- 아이들이랑: 즐거운책놀이, 도서관나들이, 방학프로그램(도서관

4GO, 문화가있는도서관, 청소년북토크), 독서동아리(도서관원숭이, 

책돼지)

- 어른들이랑: 도서관학교(소소한책잔치), 책문화학교, 그림책만들

기워크숍, 독서동아리(그림책, 영어그림책, 신화, 역사, 인문학 등)

- 온가족이 함께: 가족영화제(2/4주금요일 7시반)

- 지역과 함께: 어린이날행사, 팔거천문화제

해봄작은도서관

- 그림책읽기와 색종이접기

- 낭독

- 책놀이잔치

꿈꾸는마을도서관 

도토리

- 기획사업 : 마을사서학교, 그림책 작가초청(이영경작가) 강연회,

초등 슬로 BOOK리딩, 한 마을 한 책읽기, 주제가 있는 서가 운

영,지하철3호선 열린도서관 운영

- 문화소풍‘룰루랄라’ 진행(매월1회) : 지역문화예술인의 재능기부

로 다양한 문화체험활동 진행

- 도서관1박2일 캠프진행

- 독서문화진흥행사 도토리 책놀이 한마당“책이랑 뒹굴뒹굴”

- 일상책놀이: 초등, 유아책놀이

- 지역마을축제참여: 북구 어린이날 큰잔치, 통일기원단오제, 논두

렁밭두렁 축제

- 동아리활동: 초등학교 진로탐색동아리, 인문학 책읽기 모임, 그

림책 공부 동아리

어린이청소년도서

관 

더불어숲

- 프로그램: 유아-초저-영어책놀이, 역사논술, 초등독서회, 여름-

겨울방학독서교실

- 지원사업: 길위의인문학,대구 평생교육활성화사업(실버책놀이)

- 지역사업: 지역축제참가(북구어린이날 큰잔치, 논두렁밭두렁축

제), 국우동교육마을나눔과 함께하는 벼룩시장, 도서대여(인근 소

아과)

  

  충청지부

1. 총    평

충청지부는 2017년 도서관 개보수 및 증개축등 운영자와 실무자 변경으로 다양한 변화



가 있었으며, 각 도서관들은 작은도서관의 정착화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모습으로 지

역 내 문화 복지 공간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청주초롱이네도서관을 도서문화재단 씨앗과 사단법인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쓰러져가던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였고, '같이가치 프로젝트'‘초롱이네도서

관바로세우기“등의 모금 활동을 통해 도서관 내부의 서가, 도서관 사서책상, 강의 테이

블로 도서관을 채우는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제천 작은도서관 2개관이 10

주년을 기점으로 내보물1호도서관은 증축과 장난감도서관 개관을, 한울타리도서관은 증

축 재개관을 하였다.

지부는 협회와 중간 소통하는 역할 정도로 진행되었고, 도서관별 현황과 정보교환이 주

된 활동으로 이뤄졌으나 협회 현안의 문제를 공유하기에 먼 거리에 위치해 있어 지부

회원기관들의 교류가 원할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아쉬움과 고민도 많다.

2. 회원도서관현황

청주 : 초롱이네도서관,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

세종 : 초록우산어린이도서관

제천 : 제천기적의도서관, 내보물1호도서관, 한울타리도서관

괴산 : 숲속작은책방, 솔맹이골작은도서관

증평 : 도담도담작은도서관 

옥천 : 배바우도서관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활동 담당 사서 변경 

옥천 : 배바우도서관 

증평 : 도담도담작은도서관

3. 2017 활동보고

1차 . 2월 세종초록우산어린이도서관 – 지부장 선출

      변경전 – 내보물1호도서관장 백영숙

      변경후 – 한울타리도서관장 석  진

2차 . 6월 괴산숲속작은책방 – 지부회의 및 충청지부역량강화를 위한

【 바람커피로드 】삶과 여행과 커피에 대한 이야기 나눔  

3차 . 8월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회원 워크숍 참가 및 「기울어져가는 



날짜 내용

3월 24일
장소 :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회원도서관 확대방안 논의

5월 17일 
장소 : 남원새싹작은도서관

각 도서관 운영현황 보고 및 안건 공유

초롱이네도서관을 바로 세워주세요」 초롱이네도서관 기금마련 모금활동 

    . 세상에서 가장 작은도서관 지원 – 도서수납의자 도서관 5개관 지원

    . 회원워크숍참가 우수 지부선정 빅북 지원 – 도서관 3개관 지원

    . 제주설문대도서관 어르신들이 만든 책 8권기증 – 충청지부 회원기관 전시

4차 . 12월 초롱이네도서관 – 리모델링 재개관 

호남지부

1. 총평

- 호남지부는 올해 총 4번의 지부회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지리적인 여건과 도서관 

운영상의 사정 등으로 참석은 저조한 편이다. 지부회의의 정기화라는 목표는 달성했으

나 참여율 저조로 인해 지부모임이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지부회의의 횟수만큼이나 중

요한 것은 회원도서관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우선되어야 겠다. 

2017년에 이어 올해에도 회원도서관의 소통과 회원도서관 확대를 통한 지부활성화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 모이고 나누기에 여러 어려움이 나서지만 그럼에도 함께 할 수 있

는 이유가 있어야 하겠다. 회원도서관의 현실에 기반한 공통의 의제를 만들어본다든지 

협회사업을 할 때에 회원도서관의 참여를 우선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고민해보면 좋겠

다.

2. 회원도서관 현황 : 총 7곳

• 목포 하늘을나는 도서관

• 순천 작은나무 도서관

• 순천기적의도서관

• 남원 새싹작은도서관

• 익산 삼성어린이도서관

• 전주 책마루어린이도서관

• 서천 여우네도서관

3. 2017 활동보고

• 지부회의 4회 실시



9월 22일
장소 : 순천 작은나무 도서관

각 도서관 운영현황 보고 및 운영위원회 내용 공유

12월 7일
장소 : 여우네도서관

안건 공유 및 논의

춘천시
꾸러기어린이도서관, 담작은도서관, 뒤뚜르어린이도서관, 

스무숲도서관, 앞짱도서관(5개관)

태백시 철암도서관(1개관)

• 권정생 10주기 추모 전시회(5월) / 책마루어린이도서관

• 협회 회원워크숍 참석(7월)

  - 책마루어린이도서관 / 순천기적의도서관 / 순천 작은나무도서관 

   / 남원 새싹작은도서관  / 여우네도서관

• 제 3회 순천 어린이 문화포럼(9월 22일) / 순천기적의도서관

• 싱가폴 도서관 및 서점탐방(11월) / 남원 새싹작은도서관 이경화, 

                                   순천기적의도서관 정봉남

강원지부

1. 총평

강원지부는 영동과 영서의 물리적 거리 문제로 한 해 동안 지부회의를 제대로 진행하

지 못했다. 지부회의는 영서지역에 위치한 춘천 중심으로 한 차례 진행되었으며 춘천의 

경우에도 신규 회원도서관이 많아 협회의 활동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강원지부 회원도서관 중에 춘천시에 위치한 뒤뚜르어린이도서관과 꾸러기어린이도서관

은 2017년도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119 긴급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도서관 기자재 

구입과 인건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강원지부의 개별 회원도서관의 역량 확장

이 힘든 상황에서도 협회에서 주최하는 운영위원회와 작은도서관 정책간담회 등의 일정

을 공유하고 참석해 이를 다른 회원도서관들에게 알려내려고 했지만 중앙과 지역의 온

도차는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한해는 이러한 간극을 좁혀내고 강원지부 회

원도서관들이 교육과 소통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올해 

현 강원지부장이 일신상의 이유(출산)로 지부장을 사임하게 되면서 태백에서 열심히 활

동 중인 철암도서관 박미애 관장이 새롭게 강원지부장을 맡게 되었다. 

영동지방에서 가장 활발하고 열정적으로 도서관 활동을 하고 있는 박미애 관장이 올 

한해를 맡으면서 강원지부의 사업에도 활력이 붙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 회원도서관 현황



3. 2017년 활동보고

- 지부회의 1회 개최

-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센터 119 긴급지원사업 : 꾸러기어린이도서관, 뒤뚜르어린

이도서관

경상지부

1 총평

 2017년 경상지부는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한 이유는 부산과 진주와 김천으로 넓은 지역

으로 지부의 활성화를 위해 진주 마하어린이도서관에서 지부장을 맡아 운영하려하였으

나 진주 마하어린이도서관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잠정 폐관을 결정하는 일이 발

생하여 지부의 모임과 회의 등을 진행하기 어려워 2017년은 원활한 지부 활동의 어려

움이 있었다. 

2. 회원도서관 현황

동화랑놀자(부산), 풀빛꽃빛어린이도서관(김천), 마하어린이도서관(진주), 진주달팽이(진

주), 양정작은도서관 달팽이(울산)



별첨 2017년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센타 종합평가



2017년 일정

◾1월 : 

 -1/18(수) 아름답다 지원 센타 조찬 심사

 -1/20(금) 2017년 총회 및 정기이사회

 -1/20(금) 아름답다 지원 센타 ‘특화지원사업’ 선정 발표 

◾2월 : 

 -2/8(수) 1차 전체회의 진행

-2/13(월)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지원센터 정책연구 사업 공모

-2/13(월) ~ 16(목) 박소희이사장 해외출장 : 캄보디아 사서교육

-2/15(수) 서울북페스티발 회의 참석 : 오은희 사무국장

-2/15(수) 문화가 있는 날 매니저 회의 (7시)

-2/15(수) 별별마을 책읽는도서관 모집 마감

-2/16(목) 문화가 있는 날 모집 마감

-2/20(월) 문화가 있는 날 심사 및 선정 공고

-2/20(월) 별별마을 책읽는도서관 심사

-2/21(화) 문체부 법인 변경 신고 서류 제출

-2/22(목) 별별마을 책읽는도서관 선정 공고

-2/23(목) 마포구 평생교육과 주관 ‘작은도서관에서 열리는 사랑방 인문학’ 협약

-2/24(목) 홈페이지 제작 계약

-2/28(화) e나라도움 보조시스템 교육(박미숙아카데미팀장, 오은희사무국장 참석)

▪3월 진행

-3/2(목) 문화가 있는 날 충청지역 워크숍 10시~12시- 대전 한밭도서관

         : 박소희이사장, 박미숙아카데미팀장 진행

-3/3(금) 문화가 있는 날 서울,경기,인천,강원,제주지역 워크숍 10시~12시

         - 국립중앙도서관 : 박소희이사장, 박미숙아카데미팀장 진행        

-3/6(월) 문화가 있는 날 경상지역 워크숍 10시~12시 - 부산 YMCA

         : 박소희이사장, 박미숙아카데미팀장 진행

-3/7(화) 협회 전체회의 진행

-3/7(화) 홈페이지 구축 2차 회의

-3/8(수) 문화가 있는 날 호남지역 워크숍 진행 10시~12시.전주 책마루어린이도서관

         : 박소희이사장, 박미숙아카데미팀장 진행

-3/9(목) 마포 사랑방인문학 간담회(8개 작은도서관 참석)

-3/13(월) 서울 권역지기 회의. 5시. 협회 교육실



-3/13(월) 아카데미 회의. 7시 협회 교육실

-3/15(수)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지원 센타 정책연구마감

-3/17(금)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지원 센타 긴급자금 119 마감

-3/17(금) 홈페이지 구축 3차 회의. 15시

-3/20(월) 경기남부지부 회의 진행. 수원 해님달님작은도서관

-3/20(월) 문체부 홈페이지 ‘책친구’사업 공모 공고

-3/22(수)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지원 센타 정책연구 심사

-3/24(금)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지원 센타 정책연구 발표. 11개 선정

-3/27(월)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지원 센타 2차 특화지원사업 마감

-3/29(수) 1차 운영회의 진행. 협회 교육실. 10시 ~ 12시

-3/29(수) 1차 정책포럼 진행. 협회 교육실. 14시 ~ 16시

▪4월 일정

 -4/03(월) 홈페이지 회의

 -4/04(화) 전체회의

 -4/07(금) 서울도서관 주최 작은도서관 순회사서교육 

 -4/10(월) 홈페이지 회의

 -4/11(화) 2017년 책친구사업 PT 

 -4/12(수) 경기도 따복공동체작은도서관지원사업 심사

 -4/11(화)~4/14(금) 지원센터 사업 현장 실사 

 -4/19(수) 2017년 책친구사업자로 선정

 -4/21(금) 작은도서관특성화지원사업 심사

 -4/24(월) 마포사랑방인문학 성산글마루에서 시작

   4/24(월) 생활문화시설 인증제도 도입방안 토론회 참석

 -4/25(화) 홈페이지회의/ 아름다운가게와 DELL 기업과 업무협의

 -4/26(수) 특성화지원 사업설명회/ 문화가 있는날

▪5월 일정

 -5.10(수) 아카데미 공개강좌1강

 -5.15(월) 씨앗재단 기금사업 보고회 참석

 -5.17.(수) 공개강좌 2강 

 -5.19.(금) 2017년 작은도서관 책친구 지원사업 공모 마감

 -5.22.(월) 별별 1차 토론회 : 책엄책아, 은행나무, 꿈틀도서관 참석

 -5.23.(화) 책친구 전문가 심사(엄혜숙, 박정숙, 이정민, 박소희)

 -5.24.(수) 책친구 선정 공고(35개관). 2시 이후 / 아카데미 3강 

 -5.27(토) 제천 하소아동복지관 ‘내보물1호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재개관

 -5.29.(월) 운영위원회 



 -5.30.(화) 책친구 사업설명 워크숍(10시 30분 ~16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진행

 -5.31.(수) 문화가 있는 날 / 대전작은도서관협의회 주최 토론회 / 아카데미 4강

▪6월 일정

 -6.5.(월) 5차 전체회의 / 책친구 선정 서류 제출 마감일.

 -6.7.(수) 아카데미 5강 진행

 -6.10.(토) 학도넷13주년 기념식-박소희이사장님 참석 

 -6.12.(월) 김해 팔판작은도서관워크숍-송수현간사 참석

 -6.13(화)인천지부 포럼,11시, 청소년도서관 두잉, ‘작은도서관 특화를 말하다’

 -6.14(수) 공공일자리 관련 회의, 14시 / 아카데미 6강 진행

 -6.20(화) 경기남부 회의 1시, 민들레작은도서관(성남)

 -6.21(수) 국어청 국제심포지엄, 국립중앙도서관, 2시 / 아카데미 7강 진행

 -6.28.(수) 문화가 있는 날 / 회원 워크숍 회의, 2시 / 아카데미 8강 

  / 책친구 6월보고서 마감일.

 -6.29(목) 서울권역지기 회의, 3시 

▪7월 일정

-7.3(월) ~ 4(화). 2017년 회원워크숍 ‘힘’ 진행 

-7.5(수) 아카데미 9강

-7.6(목) 팔판작은도서관 운영간담회 - 센타 참석

-7.7(금)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기금 추진 협의회 회의. 2시

-7.10(월) 6차 전체회의. 2시

-7.12(수) 아카데미 10강

-7.13(목) 대구지부 회의 - 이사장님 참석 

-7.14(금) 난곡주민도서관 간담회. 4시 ~ 7시

-7.18(화) 청주 정책포럼 3시. ‘공동주택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7.19(수) 아카데미 11강

-7.20(목) 김해작은도서관 정책포럼 - 주제: 작은도서관 특화를 말하다.

-7.22(토) 청주 초롱이네도서관 세우기 하루찻집 - 사무국장 참석

-7.26(수)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8월 일정

-8.7(월) ~ 11(금) 센타 여름휴가

-8월 7일(월), 8월 16일(수) : 이은주 휴가 

-8월 7일(월) ~ 11일(금) : 박소희 이사장님 휴가

-8.9(수) 천일 어린이도서관 ‘웃는책’ 이사장 면담

-8.9(수) 아카데미 12강



-8.14(월) 2017년 임시이사회의 16시

-8.15(화)-정책팀 회의 -협회 아카데미실

-8.16(수) 아카데미 13강

-8.21(월) ~ 23(수) 사무국장 휴가

-8.24(목)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 입찰 

-8.25(금)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 입찰 서류 접수-문체부

-8.23(수) 아카데미 14강

-8.28(월) 3차 운영위 회의. 10시 

-8.30(수) ‘우리들의 특별한 책장’ 심사

-8.30(수) 아카데미 15강, 도서관 문화가 있는날.

-8.31(목) 서울지부회의. 10시

-8.31(목) ‘우리들의 특별한 책장’ 사업 설명회. 14시

▪9월 일정

-9.1(금) ~ 2(토) : 대한민국 독서대전(전주)

-9.4(월)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 재입찰 

-9.6(수)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 문체부 서류 접수

-9.6(수) 아카데미 16강 진행

-9.7(목)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 사업 설명

-9.9(토)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15주년 개관 기념식

-9.11(월) 사무국 전체회의

-9.13(수) e나라도움 시스템 정산 교육 

-9.13(수) 특별한 책장’ 실행계획서 마감

-9.13(수) 아카데미 17강 진행

-9.15(금) ~ 20(수) 이사장님 몽골 출장

-8.20(수_ 아카데미 18강 진행

-9.22(금) 순천기적의도서관 어린이포럼

-9.25(월)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지원센타 정책연구 초안 심사

-9.27(수) 아카데미 19강 진행

▪10월 일정

-10.6(금) 2017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 준비 회의

-10.11(수) 아카데미 20강 진행

-10.12(목) 2017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 서울,수도권 강원권/서울

-10.13(금) 어린이도서연구회 사무국과 미팅

-10.16(월) 협회 전체회의

-10.18(수) 아카데미 21강 진행



-10.20(금) 2017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 전남권/광주. 무등도서관

-10.25(수) 아카데미 22강 진행

-10.25(수) ~ 26(목) 제54회 전국도서관대회 참석

-10.30(월) 별별마을 책읽는 도서관 2차 간담회 

▪11월 일정

-11.6(월) 협회 전체회의

-11.8(수) 아카데미 졸업식

-11.9(목)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 충청권(대전 한밭도서관)

-11.10(금) 서울지부 포럼, 작은도서관 정책 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마포)

-11.11(토)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센타 부산 양서협동조합등 간담회(2시~7시)

-11.17(금)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 경북권(대구 시청 별관)  

            대구지부포럼 

-11.20(월) ~ 24(금) 협회 회원 ‘싱가폴 해외 도서관 탐방’   

-11.27(월) 4차 운영위회의

-11.30(목)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 전북권(전북도청 중회의실-전주)

▪12월 일정

-12.1(금)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 경북권(대구 시청별관)

-12.4(월)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센타 정책연구보고회(책사회)

-12.5(화) 2017년 별별마을 책읽는도서관 사업 총보고회(협회 아카데미실)

-12.8(금)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 제주권(한라도서관)

-12.13(수) 2017년 작은도서관 책친구 우수사례발표 및 교육워크숍(서울NPO지원센타)

-12.14(목) 특별한 책장 산타행사 – 인천 연수구 늘푸른어린이도서관

-12.8(금)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 제주권(한라도서관)

-12.15(금)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 경남권(부산 시민도서관)

-12.18(월) 11차 전체 회의 

-12.20(수) 강원지부회의

-12.22(금) 청주 초롱이네도서관 개관식



사업감사 보고



일반�회계

비목 항목 2017결산 예산 대비 비목 항목 2017결산 예산 대비

가입비 150,000 1,000,000 15% 급여/상여금 23,200,000 36,000,000 64%

도서관회비 26,570,000 29,880,000 89% 4대보험료 1,353,950 3,400,000 40%

이사회비 8,550,000 10,200,000 84% 퇴직적립금 4,088,123 3,600,000 114%

자료회원회비 2,086,500 8,000,000 26% 소     계 28,642,073 43,000,000 67%

소     계 37,356,500 49,080,000 76% 기관운영비 930,810 1,400,000 66%

지정기부금 278,892,800 274,008,800 102% 행사진행비 5,585,900 4,500,000 124%

행사후원금 2,575,000 11,900,000 22% 후생복리비 1,507,500 1,400,000 108%

특별후원금 16,446,750 9,500,000 173% 회의비 761,100 1,460,000 52%

0 소     계 8,785,310 8,760,000 100%

소     계 297,914,550 295,408,800 101%
통신및수수료
(cms수수료)

1,885,150 1,100,000 171%

기타수입 318,374 500,000 64% 공공요금 348,780 2,400,000 15%

비품비 3,443,800 7,000,000 49%

소     계 318,374 500,000 64% 소모품비 452,100 600,000 75%

시설관리비 100,000 2,400,000 4%

소     계 6,229,830 13,500,000 46%

회원사업비 9,036,150 6,200,000 146%

정책사업비 743,950 1,300,000 57%

도서관지원(CMS) 278,410,820 274,008,800 102%

소     계 288,190,920 281,508,800 102%

홍보비 0 1,200,000 0%

기타지출 0 398,334 0%

예비비 0 500,000 0%

소     계 -                   2,098,334 0%

335,589,424 344,988,800 331,848,133 348,867,134

3,878,334 3,878,334 7,619,625 -  

339,467,758 348,867,134 97% 339,467,758 348,867,134 97%

  

2017적립 잔액

9,984 10,019,541

4,050,120 11,210,550

3,802,040퇴직금 지급

지출합계

지출총계

수입합계

수입총계

보금자리 

퇴직연금 

차기이월

  2017년 결산표

수입부 지출부

전기이월

인건비

업무
추진비

운영비

회비

후원금

기타
수입

사업비

예비비

2017년 결산보고

* (사)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정관 제 4장 25조 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17
년 결산 보고(일반회계/특별회계)를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안 :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이사회



별도�회계

� 수입항목 금�액 지출항목 �금액

업부진행비

사업비 101,400,000 인건비 72,700,000

복리후생비 3,454,800
세금 7,036,140

소� � � � � �계 101,400,000 소� � � � � � �계 83,190,940

공간운영
유지사업

사업비 101,910,000 공간조성,�유지 67,062,460

활동비성�경비 800,000

세무관리비 1,716,000
소모성�물품구입비 1,943,330

운영비 735,950

소� � � � � � �계 101,910,000 소� � � � � � �계 72,257,740

아카이빙사업

사업비 31,700,000 홈페이지�구축비 12,500,000

활동비성�경비 3,308,520

홍보인쇄비 1,590,250

여비(출장비) 1,893,960
소모성�물품구입비 1,384,670

운영비 1,743,900

소� � � � � � �계 31,700,000 소� � � � � � �계 22,421,300

정책연구사업

사업비 28,550,000 활동비성�경비 22,910,000
홍보인쇄비 1,037,050

소모성�물품구입비 200,000

운영비 1,034,600

소� � � � �계 28,550,000 소� � � � � � �계 25,181,650

아카데미사업

사업비 22,000,000 활동비성�경비 13,600,000
홍보인쇄비 2,032,350

소모성�물품구입비 628,160

운영비 2,599,240

소� � � �계 22,000,000 소� � � � �계� � 18,859,750

특화지원사업

사업비 524,250,000 지원사업비 494,400,000
활동비성�경비 16,500,000

홍보인쇄비 1,549,000
여비(출장비) 3,883,650
운영비 623,350

소� � � �계 524,250,000 소� � � � �계� � 516,956,000

긴급지원119
사업

사업비 190,190,000 지원사업비 186,210,000

홍보인쇄비 2,830

여비(출장비) 656,800

소� � � �계 190,190,000 소� � � � �계� � 186,869,630

총합계 1,000,000,000 총합계 925,737,010



특별�회계

� 수입항목 금�액 지출항목 �금액

작은도서관
운영자역량강화
워크숍

사업비 42,249,090 인건비 7,800,000

운영비 32,440,000

일반관리비 2,009,090

소� � � � � � �계 42,249,090 소� � � � � � �계 42,249,090

별별마을
책읽는도서관

사업비 50,000,000 인건비 4,752,000

도서관지원비 40,000,000

진행비 1,198,000

역량강화�교육�및�
컨설팅비 4,050,000

소� � � � � � �계 60,000,000 소� � � � � � �계 50,000,000

도서관
문화가있는날

사업비 30,000,000 인건비 22,900,000

운영비 268,600,000

여비(출장비) 8,500,000

소� � � � � � �계 300,000,000 소� � � � � � �계 300,000,000

작은도서관
책친구

사업비 100,000,000 인건비 15,200,000

운영비 82,800,000

여비(출장비) 1,500,000

업무활동비 500,000

소� � � � �계 소� � � � � � �계 100,000,000

마포�작은도서관�
사랑방�인문학

사업비 10,000,000 강사비 7,600,000

운영비 1,500,000

기획비 900,000

소� � � �계 10,000,000 소� � � � �계� � 10,000,000

총합계 502,249,090 총합계 502,249,090



2017년 회계 감사 보고



2018년 사업계획

□ 사업목표 : 동고동락

1)협회의 20년을 회원도서관과 함께 정리 한다

2)어린이들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의 역할을 바로 세운다.

3)작은도서관의 역사를 정리하고 발전적 전망을 구체화 한다

2017년과 함께 동일한 사업목표 하에 2년차를 이어간다.

협회의 20년은 작은도서관운동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흐름을 만들어 왔기에 사업목표 1

과 3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2017년 작은도서관아카이브 사업을 통해 현재의 작

은도서관이 조성되게 된 배경의 역사를 찾아볼 수 있었다면 2018년은 협회가 작은도서

관 운동사 나아가 공공도서관 운동사에서 차지하는 내용들을 올바르게 정리하고 발전적 

전망을 구체적으로 내오는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정리하고 표출하는 한 해가 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협회의 출발에 함께했고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회원도서관

들의 주요한 서비스 대상이 어린이이고 협회 내 회원 구성 또한 작은도서관 활동의 결

과 어린이도서관을 전국적으로 100여개를 만들어 내었던 시발점이 되었다고 보여지며 

어린이도서관 나아가 작은도서관 안에서도 어린이서비스영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린이들의 성장을 돕는 어린이도서관의 역할 및 작은도서관 안에

서도 어린이서비스 영역에 대한 고민들을 모아 내기 위한 노력이 2018년 한 해 동안 

모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목표의 구현을 위한 2018년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내오고자 한다.

□ 협회 일상 업무 정비 

○ 협회 사무실 공간 이전 예상 대비 : 2018년 11월 현 사무실 계약 만료

○ 협회 아카이브 : 협회 내 보관되어 있는 자료 정비 및 목록화 

○ CMS 관리 사업 

○ 홈페이지 구축과 관리 :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운영 실무자 확충 필요

○ 사무관리매뉴얼 정비 

   - 각종 서식의 통일화

   - 회의 결과 공지 

   - 캐릭터와 로고 등 활용 방안  

○ 자문위원회 개최

○ 후원회원 관리 

□ 회원사업



◯ 신입회원교육 – 상, 하반기 각1회 실시

신입회원교육은 신입회원으로 들어온 도서관 운영자의 참여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도서

관에서도 관장 및 운영자가 바뀌는 경우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마련한다.

신입회원교육을 통해 본 협회의 정신 및 협회의 역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현재 

진행되는 협회 내 활동에 대한 보고 및 현 신입회원도서관이 협회에 가입한 동기와 운

영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지부장워크숍 – 상반기 추진

지부장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며, 지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협회에서 

지부를 향해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 고민을 나누는 자리로써 2018년 첫 운영위원회를 

지부장워크숍으로 하여 초기 사업의 목표 등을 지부장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자 한다. 

◯ 회원전체워크숍 – 상반기(6월경) 추진

회원전체가 모이는 워크숍은 해마다 추진했었다. 2018년 회원전체워크숍은 보다 많은 

회원이참여할 수 있도록 워크숍 개최 지역을 선정한다. 지역 선정은 협회 지부가 있는 

곳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지부의 도움을 받아 수행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회원 전체가 

모이는 워크숍이니 만큼 참여가 수월한 지역 선정 및 1박2일 이후 지역에서 함께 견학 

할 수 있는 기관 및 장소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도록 한다. 

◯ 지부 순회 방문 

현재 협회는 10개의 지부가 있으며 지부의 단위는 광역이다. 그러나 더 많은 회원 확대

를 통해 향후 지부를 더욱 세분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부 모임은 운영위원회 개

최 1개월 전에 이루어지며 지부 모임을 위해 모임 내용을 사무국에서 정리하여 지부에 

전달한다. 더불어 1년에 1회 사무국에서 지부 모임 시 결합할 수 있도록 하여 지부 모

임을 안정화하고 협회의 사업을 지부 회원도서관에 전달하도록 하여 협회 중앙과 지부

의 소통이 원활화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사업을 통해 선정된 작은도서관들을 지부에 

연결 시켜 협회 활동으로 안내 할 수 있도록 한다. 

◯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활성화 간담회 추진

협회 중앙 사업을 통해 선정된 작은도서관과 지역 간담회를 활성화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협회에 대한 선정도서관들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어린이서비스위원회

2018년 어린이서비스위원회 개최를 통해 신임 위원장을 선임하고, 어린이서비스위원회 

위원에 대한 재정비 및 사업에 대한 모색을 한다.

-어린이서비스위원회는 협회에서 추진했던 순천어린이문화포럼의 공동주관 단체로서의 



역할을 어린이서비스위원회와 함께 논의 구조를 가져간다.

-전국도서관대회에 어린이도서관 섹션에 주제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내에서 

내용을 잡아나가는 활동을 추진한다.

○ 회원 전체 참여하는 ‘책’ 중심 사업 전개

회원도서관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책’ 중심 사업을 전개한다. 

사례1) 매 월 회원도서관 1개 도서관 1책 추천도서 사업 추진,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도

서관 전체가 올린 도서로 매월 작은도서관 추천도서 목록 취합. 총회를 통해 1년 추천

도서목록을 공유하는 사업

사례2) 주제도서전시코너 공유 

회원도서관에서 추진하는 주제도서 코너의 주제 및 도서 목록 공유

◯ 협회 일상업무 및 회원사업의 총괄 – 협회 사무국

□ 정책사업

◯ 정책포럼 – 월1회 정책 이슈를 잡아 지속적으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작은도서관의 현안 및 지부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내용들을 정책포럼으로 잡아 지속

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협회의 주요한 사업으로 추진한다.

-중앙 과 각 지부에서 운영되는 정책포럼에 대하여 연차를 붙여나가는 형식을 취한다.

-외부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정책토론회 및 지역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정책포

럼은 별도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적극 참여하데 협회 정책포럼의 연차를 붙이지는 않

는다.

-정책포럼의 논의 내용들의 모아질 수 있도록 1년의 결과물을 정책포럼집으로 완성해 

간다.

◯ 정책연구용역

2006년 이후 작은도서관 발전 전망을 내오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연구 사업이 추진되

지 못했다. 따라서 문체부에 작은도서관정책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출하

며, 이의 시행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협회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문체부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민간기금을 통해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며 2017년 

형태의 정책연구공모의 형식이 아닌 집중된 단일 정책연구사업으로 연구 역량을 확보하

여 실질적 정책 제안의 내용을 갖는 작은도서관정책연구를 진행한다,

◯ 어린이와 작은도서관 정책뉴스레터 <백열등> 발행

정책 뉴스레터를 통해 회원들과 작은도서관에게 정보를 제공 및 다양한 시각들을 전달



◯ 정책사업의 총괄 – 정책위원회 

정책위원회 내 정책위원장을 두고, 위원을 확보한다.

□ 교육사업

◯ 작은도서관아카데미

- 협회에서 추진하는 교육 사업의 이름을 작은도서관아카데미로 한다.

- 2017년 추진되었던 작은도서관아카데미의 내용을 지방에서도 추진하길 희망하는 요

구가 많음에 따라 지방에서 1회 정도 실시가 가능하도록 지부 단위와의 협조 관계 속

에서 기획과 집행을 돕는다.

- 2018년 협회에서 추진하는 작은도서관아카데미를 기획·집행한다.

◯ 작은도서관역량강화워크숍

- 문체부에서 사업공모 용역사업으로 추진되는 작은도서관역량강화워크숍을 2018년에

도 추진

- 7개 권역 작은도서관 교육을 통한 지역 작은도서관의 운영자 및 활동가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통해 지역 작은도서관과의 네트워크의 계기 마련

- 7개 권역을 워크숍 실무 집행을 위한 별도의 인력 확보

◯ 자치단체 (기초, 광역) 작은도서관 교육 기획

- 자치단체 작은도서관 교육의 내용들을 점검하며 연차별, 운영주체별 교육 제안을 위

한 교육 기획 및 강사 확보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질적 성장을 위한 내용을 마련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교육사업의 총괄 –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내 교육위원장을 두고, 위원을 확보한다.

□ 대외활동

◯ 전국도서관대회 참가

-2개의 섹션 발표 유지

-작은도서관 주제 1, 어린이서비스 주제2

◯ 국제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제심포지엄 참가

- 국제심포지엄 발표의 내용을 확인하고 주제발표 시 참여 가능 여부 확인

- 어린이도서관을 중심으로 참여 독려



◯ 자문회의 및 기타 대외적 회의 참가

- 서울도서관 : 서울북페스티벌 추진위원 (이사장)

- 서울교육청도서관 : 자문위원회 (이사장)

- 서울공공도서관협의회 : 서울지부 내에서 참여자 확보

- 서울도서관네트워크 : 서울지부 내에서 참여자 확보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자문위원회 (이사장)

- 북스타트 실행위원회 : 상임위원 및 실행위원 (이사장)

- 기타 : 지역 현안별 대책위 참여 – 필요시 결합

- 지역작은도서관협의회 연대 활동 – 요청시 결합

○ 416기억 공동행동 추진

- 2018년에도 세월호의 희생자와 그의 가족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국가의 책임있는 안

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작은도서관 공동행동을 기획하여 회원도서관뿐 아니라 참여 

희망 작은도서관을 100곳 이상 모집하여 추모기간 동안 도서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실

천 활동을 공유하고자 한다.

○ 2018 지방선거 관련 작은도서관 정책 제안서 마련

2018 지방선거가 있는 6월 전에 각각의 기초 및 광역 출마 의원들 대상으로 작은도서

관 정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촉구하며 지방선거에 즈음한 자치단체 작은도서관 정

책 제안서를 마련하여 각 지역마다 지부 회원도서관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출마자들과

의 정책 토론 및 제안서 전달 및 향후 실천적 과제 도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해외도서관탐방

- 2017년 싱가포르 도서관 탐방 보고대회 

- 2018년 해외도서관탐방 ( 독일 예정 ) : 지역 도서 축제 등 참여를 위해 4-5월 예

상됨

- 해외도서관탐방단 모집 

- 해외도서관탐방 기록화

□ 보조사업 (예정 ) 

○ 2018년 문화가 있는 날 : 문체부

 - 매 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추진

 - 작은도서관 100곳

 - 지역 문화 강사 활용의 폭 확대

 - 단위 사업 실무자 별도 채용



 - 지부장과 선정도서관의 실사 협조 

○ 2018년 책친구 : 문체부

 - 전국 35개 작은도서관 책친구 파견 

 - 일상적 작은도서관 활동 인력 (지속적 작은도서관 활동 관계자) 지원

 - 월10시간 활동

 - 선정된 작은도서관과 지부 간담회 추진 

 - 지부장과 선정도서관의 실사 협조 

 - 단위 사업 실무자 실사 협조 

○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워크숍 : 문체부 

 - 입찰 참여

 - 교육위원회 내에서 기초 교육 (안) 및 강사단 구성

 - 7개 지역 세분화 추진 요청

 - 단위 사업 실무자 별도 채용

○ 마포 사랑방 인문학 : 마포구청

 - 마포작은도서관협의회 내 작은도서관 관장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

 - 필요한 강좌에 대한 수요 조사 및 강사 배치

○우리들의 특별한 책장 : 기업 DELLEMC 와 아름다운가게 

 - 2017년 1회차 사업으로 제안되었으며 2018년 4월 종료 예정

 - 별도의 운영 실무자 배치

 - 2018년 하반기 지원 규모 확대에 대한 의견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기금 : 도서문화재단 씨앗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센터장은 이사장이 겸임하며 센터 내 실장을 두어 보조사업 집

행도움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기금 추진의 연계성 및 향후 추진을 위해 별도의 간사를 둔다. 

간사의 채용 기간은 기금의 추진 기간으로 한정한다. 2018년 기금 선정 여부 확정 이

후 재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기금을 통해 2018년 추진할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협회 이사

회에서 논의 후 결정하여 도서문화재단 씨앗에 제출한다. 

 ▶각각의 보조사업은 사업 담당 실무를 사업 기간 내 별도로 채용한다. 채용 기간은 

사업 기간으로 한정한다. 

- 보조사업의 총괄 :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센터



2018년 지부별 사업계획

서울지부

- 별별책읽는도서관만들기 사업이 가졌던 장점을 살려갈 새로운 공동사업을 모색한다.

- 정책포럼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작은도서관 정책과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정책포럼은 2018년 11월 초에 실시한다.

- 서울지부 회원 결속력 강화를 위해 회원간담회를 진행한다. 간담회는 2018년 8월 말

에 실시한다. 

- 권역지기 회의를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로 진행하고, 권역지기는 권역별 모임 

활성화를 위해 권역회원 만남을 자주 갖는다.

- 지부장과 권역지기는 2년 임기로 2017년 담당자들이 2018년에 연임하며 빈자리인 

북부   권역지기는 새로 정한다. 

- 2018년에는 회원도서관을 두 곳 늘리는 목표로 지역 도서관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

는다.

 경기남부

- 주기적인 지부회의 실시 : 3, 6, 9, 12월

- 함께 하는 연계사업, 교육, 포럼 실시

- 회원도서관 확충

경기북부

- 정책세미나 2회 진행

- 작은도서관의 전망 논의

-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과 인력지원에 대한 논의 및 정책 만들기

인천지부 

- 지부 활성화를 위한 회의구조 정례화

- 인천지역 작은도서관 정책제안 마련을 위한 포럼 및 공청회 개최

광주지부

- 참여도가 낮은 회원도서관을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

다.

- 책을 읽지 않던 사람이 읽게 될 한 권의 책을 권하는 곳으로서 직은도서관 운영자들

이 가져할 운영철학과 자세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 방법과 

시기 등은 회원도서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충청지부



구분 내용

글벗작은도서관

- 프로그램보다 독서장려를 위한 문화공간과 컨텐츠 개발

- 독서동아리회원모집과 스터디구성에활성화

- 지역학교와 MOU체결 – 책문화 확산과 재능기부활성화

무지개작은도서관

- 독서동아리회원모집.

- 손편지쓰기교실.

- 아동.성인 중국어.

-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어수업 등

반야월행복한어린이

도서관 

아띠

1 - 겨울방학 특강: 캘리그라피, 유리공예

2월 - 정기총회

4월 - 장애인의 날 공동주간 행사

    - 회원 연대 사업- 올레길 걷기

5월 - 동구어린이날 축제

8월 - 여름방학 특강

9월 - 회원 연대 사업- 올레길 걷기

10월- 마을축제

어린이도서관 

책마실

-어린이 및 청소년 독서동아리 만들기에 주력

-생태를 주제로 그림책 선정 및 책놀이 진행(전시)

-도서관나들이 확대 진행

해봄작은도서관
-색종이접기

-그림책만들기

꿈꾸는마을도서관 

도토리

- 도서관에서 청소년 활동에 주력_강좌, 모임, 인문학 기획사업 등

- 재능강사, 자원봉사자 확대

- ‘주제가 있는 서가‘, ‘한 마을 한 책 읽기‘ 안정적 운영

어린이청소년도서관 - 성인독서회 및 초등독서회 중점 육성

- 충청지부 회의 분기별 진행 

- 충청지부 회원도서관 기관장 및 담당 사서 변동으로 인한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류를 

위한 워크숍

호남지부

- 지부회의의 적극적인 참여로 회원도서관들의 활발한 소통

- 신규회원도서관 발굴

- 협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강원지부

- 강원지부 회원도서관 간의 교류 확대

- 회원도서관의 운영 내실화와 도서관 활동가 교육프로그램 확대

대구지부



더불어숲 - 방학맞이 탐방 프로그램

경상지부

- 경상지부 활동 정상화 노력



2018년 예산

*� (사)�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정관� 제� 4장� 25조� 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18년�예산서를�제출�하오니�승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 :�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이사회



정 관

2005. 03. 제정

2007. 02. 1차 개정

2009. 04. 2차 개정

2011. 05. 3차 개정

2013. 02. 4차 개정

2015. 11. 5차 개정

2016. 01. 6차 개정

2017.01. 7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1. 이 법인은 ‘사단법인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이하 ‘우리 회’라 한다)라 한다.

 2. 우리 회의 영문 표기는 Child and Small Library Association로 하고 약자표기는 

CSLA로 한다.

제2조(소재지) 우리 회의 사무소는 서울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둔다.

제3조(목적) 우리 회는 지역의 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을 통한 독서문화운동을 펼치

며 어린이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간의 상호 협력과 교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우리 회는 제3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어린이도서관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확산하는 사업

 2. 작은도서관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확산하는 사업

 3. 어린이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캠페인, 워크숍

 4. 도서관 및 독서 관련 책과 간행물 발간

 5.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6. 도서관 운영자 및 활동가를 위한 교육

 7. 이 밖에 우리 회 목적에 맞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

 1. 우리 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때에 그 본질에 어긋나

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

광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이익의 제공) 우리 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정한 

경우를 빼고는 받는 사람의 성별, 태어난 곳, 나온 학교, 직업, 사회적 지위 따위

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회   원

제7조(회원의 구분)

 1. 우리 회 회원은 정회원과 자료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2. 회원 세부구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

 1. 회원은 우리 회의 설립 목적에 뜻을 같이 하고, 지부의 실사와 운영위원회의 승인

을 받아 그 자격이 주어진다.

 2. 명예회원의 자격과 가입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3. 우리 회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우리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자료회원, 명예회원

은 총회에 나와 의견을 낼 수 있으나 의결권과 피선거권은 가질 수 없다.

 2. 회원은 우리 회의 제반 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 회원은 우리 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

다.

 4. 정회원이 집단으로 이루어진 경우, 집단에서 한 사람을 뽑아 그 대표자를 통해 권

리를 행사한다. 

  

제10조(회원의 의무)

 1. 우리 회의 정관과 규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회원의 탈퇴) 우리 회의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냄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제12조(회원의 상벌)

 1. 우리 회의 회원으로서 우리 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

을 줄 수 있다.

 2. 우리 회의 회원으로서 우리 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또한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10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총회의 의결을 거

쳐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우리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7인 이상 21인 이내(이사장 포함)

 3. 감사 1인 이상

제14조(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뽑는다.

 2. 이사의 과반수는 현직 어린이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한다.

 3.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일어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4. 우리 회 피선거권자는 도서관 운영을 1년 이상하였고, 6개월 이상 정회원 활동을 

한 자로 한다. 

제1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우리 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2. 임원 사이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뚜렷한 부당행위

 3. 우리 회의 일을 방해하는 행위

 4. 사회의 공익에 반하는 행위

제16조(임원의 선임 제한)

 1.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이사

의 수는 이사 정족수의 3분의 1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끼리 또는 이사와 제1항에 의한 소정의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으로 뽑힌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우리 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우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4. 우리 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①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②제1호,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옳지 않은 일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일을 바로잡도록 요구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알리는 

일

  ③제3호의 일을 위해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④우리 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와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내세

우는 일

제1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1. 이사장이 총회나 이사회를 소집하고서도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우선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대행하기 어려울 때

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직무대행 기간은 이사장의 자리가 비게 된 날로부터 2개

월을 넘어설 수 없으며, 2개월이 넘을 경우,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해야 한다. 

제20조(상임이사)

 1. 우리 회의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가운데서 선임한다.

제 4 장 총   회

제21조(구성) 총회는 우리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회계연도 마감 이후 1개월을 넘지 않도록 



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4.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총회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

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제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4.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5.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

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나온 이사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뽑는다. 

제24조(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가 나오면 열리고, 나온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

다.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가 열리기 전에 의장에게 내야 한다. 

제2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우리 회의 해산과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과 결산의 승인

 5. 정관과 규칙 개정

 6. 사업계획의 승인

 7. 그 밖의 중요사항

제26조(총회의결 제척사유)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

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과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들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우리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7조(구성) 이사회는 제13조에 규정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8조(구분과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이사와 감사 모두에

게 알려야 한다.

 4.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

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

고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나온 이사 가운데 가장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뽑

아 진행한다. 

제30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제31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나오면 회의를 열고 나온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권을 참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이사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내야 한다.

제3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5.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올릴 안건의 작성

 9.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10. 기타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부의하는 사항과 중요사항

제 6 장 조   직

제33조(기구) 우리 회는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기구

와 직책을 둘 수 있다.

제34조(자문위원회)

 1. 우리 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회를 두고 이사회에서 위촉하는 자문위원

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자문위원회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연

다.

 3. 자문위원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

    ①중요 사업 또는 연구 기획에 관한 사항

    ②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제 35조(운영위원회) 

 1. 우리 회의 일상운영과 사업에 관한 사항들을 토의, 결의하는 상설 의결기구로 운영

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각 지부장 1인,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운영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36조(지부)

 1. 우리 회의 회원은 지부를 설립할 수 있다.

 2. 지부의 설립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다.

 3. 지부는 자체의 조직체계, 재정체계, 사업체계를 가진다.

 4. 지부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위원회)

 1. 우리 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해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

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

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그 설치 취지와 활동방식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38조(재산의 구분) 우리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

다.

 1. 기본재산은 우리 법인을 세울 때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

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밖의 재산으로 한다.

 3. 기본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만든다.

제39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1. 본회의 기본재산은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본회가 의무의 부담과 권리의 포기,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야 한다.

제40조(수입금)

 1.  본 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2.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41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연도마다 잉여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 사용, 기본

재산 편입과 목적사업에 쓸 수 있다.

제43조(예산편성) 우리 회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



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4조(결산) 우리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  의결을 거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46조(회계 연도) 우리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46조(임원의 보수) 우리 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뺀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주

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줄 수 있다.

제 8 장 사무부서

제48조(사무국)

 1. 우리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임면하며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4.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49조(법인 해산)

 1. 우리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여 해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우리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

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3. 우리 회 해산 뒤의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전원으로 한다.

제5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

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업무보고 등)

 1. 다음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올해의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재산목록과 업무현

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내야 한다.

 2. 우리 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 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한 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제52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우리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당시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4조의 규정이 있지만, 우리 회 설립당

초의 임원과 그 임기는 “별지2”와 같다.

제4조(창립회원) 이 정관 제8조의 규정이 있지만, 우리 회 창립당시의 회원은 “별지3”

과 같다.

제5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우리회의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

이 설립자 모두가 기명날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당시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4조의 규정이 있지만, 우리 회 설립당

초의 임원과 그 임기는 “별지2”와 같다.

제4조(창립회원) 이 정관 제8조의 규정이 있지만, 우리 회 창립당시의 회원은 “별지3”

과 같다.

제5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우리회의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

이 설립자 모두가 기명날인한다.



규칙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규칙

2016.� 1.� 29� 개정�본

2017.� 1.� 20� 개정�본

제1조(회원)�

1.� 회원은� 정회원(도서관� 회원,� 단체� 회원,� 개인회원)과� 자료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

하며�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정회원은� 기존� 정회원과� 기본교육을� 이수한� 도서

관�운영자회원,� 단체�회원,� 개인회원을�말한다.

Ÿ 도서관� 회원� :� 도서관을� 운영하는� 자로,� 해당지역� 지부실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정회원이�될�수�있다.

Ÿ 단체� 회원� :� 우리� 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지부회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승

인으로� 정회원이� 된다.� 단체� 회원은� 도서관회원� 1인의� 자격을� 가진다.� (단체� 회원

이라함은�지역�어린이�또는�작은도서관협의회�등을�말한다.)

Ÿ 개인� 회원� :� 도서관� 회원이나� 단체� 회원이� 아닌� 이사로� 한정한다.� (회비는� 이사회

비로�갈음한다)

Ÿ 자료회원� :� 우리� 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자료를�제공받을�권리가�있다.�

Ÿ 명예회원� :� 우리� 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회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운영

위원회의�동의를�얻어�명예회원이�된다.�

2.� 회원이�되고자�하는�경우,� 회원�가입서를� (별첨1)� 작성,� 사무국에�제출한다.

3.� 회원�가입에�따른�지부�실사는�가입서를�제출한� 30일�내에�진행하여야�한다.�

4.� 원칙적으로� 운영위원회는� 서면의결을� 할� 수� 없으나,� 회원� 가입에� 한� 해서는� 서면� 의

결이�가능하도록�한다.�

제2조(회비)� 이사와�회원�회비는�다음과�같다.

Ÿ 이사� :� 월5만원� CMS�또는�연� 60만원

� � � � � � � � � (도서관장일�경우�도서관�회비를�포함한다)

Ÿ 도서관운영자회원� :� 월� 2만원�이상� CMS�또는�연� 24만원�이상,� 가입비� 5만원�

Ÿ 단체�회원� :� 월� 5만원� CMS�또는�연� 60만원,� 가입비� 5만원

Ÿ 자료회원� :� 월� 1만원� CMS� 또는�연� 12만원



제3조(법인� 발전� 기금)�협회이름으로� 외부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금� 5%를� 법인� 발전

기금으로� 낸다.� 또한� 기타� 현물을� 제외한� 외부� 지원을� 받을�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일정액을�법인�발전기금으로�낸다.

제4조� (총회의�운영)

1.� 총회� 정족수에� 포함되는� 정회원� 가운데� 도서관� 회원과� 단체� 회원은� 각각� 대표성을�

가진� 1인에게�자격을�주도록�한다.�

2.� 이때� 대표� 권한은� 각� 도서관이나� 단체가� 정한� 데로� 주어지며,� 도서관회원이나� 단체�

회원은�대표성을�가진�자의�결정에�따르도록�한다.�

3.� 총회의� 의결권을�위임할� 경우� 위임의� 형식은� ①� 총회�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 ②� 의장�

③� 총회� 결과� 의� 세� 경우로� 하며� ③을� 선택한� 경우,� 출석인원에는� 포함하되� 의결�

정족수에는�포함하지�않는다.�

4.� 총회� 회의록은� 발언자가� 적힌� 회의록으로� 작성하며,� 총회에서� 정한� 5인� 이상� 10인�

이내� 정회원들의� 기명날인� 뒤� 총회가� 열리고� 난� 14일� 이내에� 정회원들에게� 공고

하도록�한다.� �

제� 5조� (이사회)

1.� 이사회의� 의결권을� 위임할� 경우� 위임의� 형식은� 이사회에�참석하는�다른� 이사에게� 서

면으로�권한을�위임하도록�한다.�

2.� 이사회� 회의록은� 발언자가� 적힌� 회의록으로� 작성하며,� 이사회� 참석� 이사� 전원의� 기

명날인�뒤� 이사회가�열리고�난� 14일� 이내에�정회원들에게�공고하도록�한다.

제� 5조� (임원의�선출�및� 구성)�

1.� 임원의� 선출에� 있어� 임원의� 결원이� 생기더라도� 정수� 안의� 범위인� 경우� 차기� 정기총

회에서�보선을�하도록�한다.�

제� 6조� (선거관리)

1.� 임원의� 선출에� 관련된� 선거� 관리� 업무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선거관리위원장의� 결정

에� 의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가� 시작되기� 전� 선거에� 관련된� 선출� 방식과� 내

용을�총회에서�승인�받아야�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피선거권을�갖지�못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운영)

� � � 1.� 운영위원장은�이사장이�겸하고�이사장�유고시�이사장이�정하는�자로�한다.�

� � � 2.� 운영위원회� 회의는� 격월� 1회로� 하되� 이사장,� 상임이사,� 운영위원회� 2/3� 이상의�

요구가�있을�때,� 임시�운영회를�소집할�수�있다.�

� � � 3.� 운영위원회는�의결권을�위임할�수�없다.�



� � � 4.�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발언자가� 적힌�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참석� 이사�

전원의� 기명날인�뒤� 운영위원회가�열리고� 난� 14일� 이내에�정회원들에게�공고하도

록�한다.

제7조(지부�운영)�협회는�지부를�구성한다.

� � � 1.� 지부�구성은� 3개�이상�도서관�회원�및� 단체�회원을�기본구성으로�한다.�

� � � 2.� 지부� 회의는� 연� 3회� 이상� 진행하여야� 하며,� 지부� 회의� 성원은� 구성원의� 1/2�

참석,� 의결은�출석인원� 1/2� 찬성으로�한다.�

� � � 3.� 지부장은�지부에서�호선으로�선출하며,� 정회원�자격이�있는자여야�한다.�

� � � 4.� 지부장�임기는� 2년으로�하며�연임할�수� 있다.�

제8조(의견�수렴�및� 의사결정)

� � � 1.� 지부장은�지부의�의견을�모아�운영위원회에�참석한다.

� � � 2.� 위의� 방법에� 의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위임한� 것으로� 판단하며� 회의결

과에�따른다.

제9조(도서관�운영규정)

� � � 1.� 회원�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에서�정하고�있는�시설과�운영조건을�갖추어야�한다.�

1. 도서관은�주� 3회� 이상�정해진�시간에�개관해야�한다.

2. 회원이� 되고자� 하는� 도서관� 실사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실사표(별첨2)에� 따른

다.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는�전국의�작은도서관과�어린이도서관의�운영� 지원�및� 컨설

팅,� 협력과�교류를� 목적으로�작은도서관�정책연구,� 공공도서관�어린이�서비스� 연구와� 더

불어� 어린이� 책� 연구,�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 연구,� 작은도서관� 기본장서� 연구,�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도서관� 수탁� 운영� 등을� 통해� 새로운� 책� 문화,� 도서관� 문화를� 만

들어가는�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살아온 길
○� 1998.�전국어린이작은도서관협의회�창립총회

○� 1999.� 어린이도서관�현황�자료집�발간

○� 2001.� 어린이도서관용�분류법�및� 도서관리�프로그램�개발

○� 2004.� 문화관광부�비영리민간단체�등록� (문광부�제3호)

○� 2005.� ‘사단법인�어린이와�도서관’� 문광부에�등록

○� 2006.� 작은도서관�운영사례집�출판� (국립중앙도서관�지원�사업)�

○� 2007.�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법인명칭�변경,� 문화관광부�승인�

○� 2008.� 마포구�작은도서관� 3개관�수탁운영,� 전국�어린이책�잔치�한마당

○�2009.�도서관의어린이자료�선정기준에관한�해외문헌�및�사례연구(어린이도서관문화재단�지원� )

○�2010.�전국어린이도서관�문화예술�프로그램�현황과�과제(문예진흥기금),�

� � � 2010~2014.�도서관�책꾸러미�돌려보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11~�작은도서관�운영자를�위한�도서관학교.�

� � � 2011.�평화를�나누는�도서관�작은음악회(서울시지원)�

○� 2012~2013.�청소년�인문학�소풍(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지원)

� � � 2012~�별별마을�책읽는�도서관(아름다운가게�지원)

○� 2013~2015.� 도봉1동�어린이도서관�수탁�운영

� � � 2013~2014.� 청소년�인문학�프로젝트�옴니버스(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 2014.� 도서관과�함께�책읽기(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보조사업)

� � � � � � � � � 작은도서관�운영매뉴얼�제작� (문화체육관광부)



○� 2015.�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로�명칭�변경�

� � � � � � � � � � � � �문화가�있는�작은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 � � � � � � � � 작은도서관�책친구� (문화체육관광부),� � � � � � � � � � � � � � � �

� � � � � � � � � 북유럽도서관탐방� (도서문화재단씨앗),�

� � � � � � � � � � 서울SH작은도서관�강남레미안포레,� 서초�포레스타3,5단지� 위탁운영 
             � (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공사)
� � � � � � � � � � 2016� 작은도서관�네트워크�포럼

○� 2016.� � 문화가�있는�작은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 � � � � � � � � � 작은도서관�책친구� (문화체육관광부),�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본도서관탐방� (도서문화재단씨앗),�

○� 2017.� � 문화가�있는�작은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 � � � � � � � � � 작은도서관�책친구� (문화체육관광부),� �

� � � � � � � � � � � � � �작은도서관�운영자�역량강화�워크숍� (문화체육관광부),� � � � � � � � � � �

� � � � � � � � � �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센타� (도서문화재단씨앗),�

� � � � � � � � � � 싱가포르�도서관탐방,

� � � � � � � � � � � � �

구성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는� 전국� 총� 10개� 지부(강원,� 경기북부,� 경기남부,� 광주,� 대구,�

경상,� 서울,� 인천,� 충청,� 호남)와� 어린이서비스� 위원회,� 총� 6개� 지역협의회(마포작은도서관

협의회,� 성북구작은도서관네트워크,� 고양시작은도서관협의회,� 성남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작

은도서관협의회,� 청주시작은도서관협의회)를� 포함� 총� 213개� 어린이도서관과� 작은도서관으

로�구성되어�있다.�



주요 활동
○�작은도서관·어린이도서관의�운영�지원�및� 운영�컨설팅

작은도서관� ·� 어린이도서관이� 마을에서�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교육,� 장서,� 책문화� 콘텐츠들을� 지원하고,� 운영� 컨설

팅을�하였다.

○�작은도서관·어린이도서관의�운영자와�실무자�양성�교육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작은도서관의� 조직,� 자원봉사자의�모집� 및� 관리,� 책� 문화프로그램�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도서관학교와� 워크샵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실무자를� 재교육

하고�전문�인력을�양성하였다.�

○�작은도서관·어린이도서관에�관한�연구와�자료�발간

1999년� 『어린이도서관�현황』

2005년� 『어린이도서관�현황�자료집』



2006년� 『작은도서관�운영사례� :� (사)어린이와�도서관』

2007년� 『우리�동네에�도서관이�있다』,� 『우리�동네�작은도서관』

2008년� 『도서관에�엄마가�있다� :� 품앗이를�위한�도서관학교』

2010년� 『도서관의�어린이자료�선정기준에�관한�해외�문헌�및� 사례�연구』

2010년� 『전국�어린이도서관�문화예술�프로그램�현황과�과제』

2013년� 『작은도서관의�이해와�실제』

2014년� 『작은도서관�운영매뉴얼』

2014년� 『도서관과�함께�책읽기』

2015년� 『별별마을�책읽는도서관』,『2015� 작은도서관�책친구』,『2015� 문화가�있는�작은도

서관�결과자료집�마지막�수요일엔�작은도서관�똑똑똑』,『북유럽도서관을�듣다』

2016년� 『별별마을�책읽는도서관』,『2016� 작은도서관�책친구』,『2016� 문화가�있는�작은도

서관』

2017년� 『별별마을�책읽는도서관』,『2017� 작은도서관�책친구』,『2017� 문화가�있는�작은도

서관』� 『2017� 작은도서관�운영자�역량강화�워크숍』�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지원센타』

○�다양한�독서�및� 도서관�사업

①�도서관�책꾸러미�돌려보기�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보조사업

농어촌,� 도서벽지� 등� 책과� 만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전교생� 150명� 이하의� 학교에� 책�

돌려보기,� 작가와의�만남�등을�진행하여�책읽기의�즐거움을�발견하는�프로그램

②�도서관과�함께�책읽기�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보조사업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문화소외계층� 어린이에게�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찾아가는� “책� 읽

어주기”� 프로그램.

③�별별마을�책읽는도서관� /� 서울�아름다운가게�배분사업

서울�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이� 독서� 및� 도서관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

여�마을의�공동체�역할을�할� 수� 있도록�하는�작은도서관�문화�프로그램�지원

④� 문화가� 있는� 작은도서관� ‘마지막� 수요일엔� 작은도서관� 똑똑똑’� /� 문화체육관광부� 보

조�사업� _� 전국에�있는�작은도서관에�작가�및� 독서�문화예술�강사들을�파견해주는�사업

⑤�작은도서관�책친구�사업� /문화체육관광부�보조�사업

전국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주� 2-3회� 독서활동가가� 독서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작은도서관�포럼�및� 연구�활동



주제�종류 주제

현안 공동주택�내�작은도서관과� SH도서관의�방향성

현안 작은도서관�기준�상향조정에�대한�방향성과�내용

현안 작은도서관�평가지표에�대한�점검과�과제

현안 작은도서관�홈페이지�활성화와�활용방안

현안 순회사서�제도에�대한�진단과�방향�

현안 작은도서관�표준조례�연구

현안 2016년� 국회의원�선거�작은도서관�관련�정책�제안� 방향과�내용

사례 공립작은도서관�모범사례�발표와�방향

사례 작은도서관�네트워크�모범사례와�방향

사례 작은도서관과�공공도서관�연계�사례와�과제

연구 작은도서관�통계에�따른� 변화와�앞으로�과제

연구 작은도서관�책문화�활동� 방향과�기획

연구 작은도서관과�마을공동체�방향과�과제

연구 작은도서관�이용자�분석과�그에�따른� 서비스�방향

연구 작은도서관�기초장서�목록�필요성과�목록의�방향

연구 작은도서관�간략�분류법�연구

작은도서관 관련 다양한 포럼 주제로 전국 각지에서 포럼을 여는 활동을 합니다.

주소 (03190)� 서울시�마포구�월드컵북로� 5가길� 8-7� 2층

전화 02-388-5933 팩스 02-388-5922

홈페이지 smalllib.org



서울지부(26) 가입 전화번호 운영자
실무자 주� � �소

곰세마리
어린이도서관

2007 02-742-3385
조영진
김은경

성북구�삼선교로54(303호)

어린이도서관�꿈틀 2007 02-2243-2315 정윤영
동대문구�한천로41길� 20-17,� 32-9� (전
농동)

날마다�
자라는�나무

2009 010-2278-0793 김미선 광진구�자양2동� 600-2� 2층

노원어린이도서관 2013 02-933-7145 김하야나 노원구� 한글비석길� 346� � (중계동,� 노원
구어린이도서관)

느티나무도서관 2012 02-3298-0918 김신아 중구�신당동�353-24�다니엘�빌딩� 2층

도봉1동�
어린이도서관

2012 02-3298-0918 허운순
도봉구� 도봉1동� 577(도봉로� � 175길�
10)� 3층

마포작은도서관
협의회

2015 02-373-2992 백현진
마포구� 월드컵북로� 235� � 대우복지관� 3
층

생글작은도서관 2007 02-992-7500
박수진
이영미

도봉구�우이천로32길35,� 2층� � (쌍문동)

성대골
어린이도서관 2011 02-817-6684 이미숙 동작구�상도� 4동� � 263-8(2층)

아차산아래
작은도서관
'놀자'

2014 02-2272-2011 박선주 광진구� 자양로50가길� 45� 2층,� (구의동
26-1)

옹기종기도서관 2012 070-8118-3474
백수현
안미경

강동구�진황도로190,� 3층� (둔촌동)

우디안
�나무그늘�
작은도서관

2015 02-3421-1413 최정희 중랑구�신내역로� 165� 203동� � 1층(신내
동�신내우디안2단지)

은행나무
어린이도서관

2012 02-892-7894 정선화 금천구�탑골로43-8

이사랑나눔도서관 2011 02-401-2822
장재완
이상호 송파구�거여2동� � 184-25번지�

작공청소년도서관 2013 070-7657-1533 이미경 은평구연서로21길16,(갈현동,1층좌층)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2005 02-2297-5935 우미선 성동구�매봉로18길� 11

천일어린이도서관 2009 02-478-8601 김자영 강동구�구천면로258(천호동)

초록나라도서관 2007 02-956-7956 김일오 도봉구�도봉산3길� 92,� 2층� � (도봉동)

함께크는우리�
작은도서관 2005 02-428-4686 정선옥

강동구� 고덕로83길� 28� (백두쇼핑� � 2
층)

다문화도서관�바오밥�
나무

2015 070-7642-0227 전명순 은평구 갈현동 467-1  역촌중앙시장
내 145호

도봉기적의도서관 2015 02-3493-7171 허운순
도봉구 마들로 797(도봉동,  도봉기적
의 도서관)

도담도담
작은도서관

2015 02-3421-9686
장재혁
최선영

중랑구 신내역로1길 85.  우디안@ 
111동1층

회원주소록



성북구작은도서관
네트워크 2015 02-6083-6747 김정숙 성북구 종암로 241--6 1층

행복한작은도서관 2015 02-2625-5279
최형묵
명수희 구로구 개봉로15길 42 2층

지혜의�숲작은도서관 2016 070-7169-4313 이권희
문세이

서울�금천구�시흥대로�90길� 25

흥부네그림책
작은도서관

2016 02-2060-1742 이남지 서울 구로구 고척로 1길 30

경기북부지부(4) 　 전화번호 운영자
실무자 주� � �소

고양시
작은도서관협의회

2009 031� 901-3213 최향숙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1동� 경의로� � 318
번지�백마역2층

책놀이터�작은도서관 2005 031-967-8777
박미숙
김은미

고양시�덕양구�마상로�108번길� � 2층

반디작은도서관 2014 031-938-3722 이은영 고양시�덕양구�토당로�78번길� � 7-20

청소년책문화공간
깔깔깔

2015 031� 901-3213 최향숙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1동� 경의로� � 318
번지�백마역2층

경기남부지부(15) 　 전화번호 운영자
실무자 주� � �소

민들레도서관 2015 031-722-3336 임은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480  (1층)

꿈꾸는�달팽이도서관 2014 031-792-6289 유명삼 하남시�하남시�산곡동로�106번길� 19

사과나무�도서관 2010 031-754-0158
장지화
이소희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58번길�
5-13

성남작은도서관
협의회 2009 070-4102-0675 이은정 성남시�분당구�정자동�65-5번지� 303호

스프링작은도서관 2012 031-567-2141 조윤영 구리시�벌말로�172� 401호

애기똥풀�도서관 2012 031� 565� 3066 한은희
구리시� 건원대로99번길99� � 성윤빌딩� 3
층�우편번호�471-833

책이랑�도서관 2006 031-732-7004 박정숙 성남시�중원구�박석로�25번길� � 44-10

푸른어린이
도서관(안양) 2013 031-464-0815 이시내

안양시� 박달동� 149-1� � 금호아파트� 관
리사무소�지층

푸른어린이
도서관(성남)

2010 031-749-3690 최성은
이정순�

성남시�수정구�산성동�158

하늘달팽이도서관 2015 070-8861-0574 최연희 성남시�수정구�양지동471

하늘소
장난감도서관

2015 031-552-2288 이기원
장은지

남양주시� 경춘로� 368� � (514호� 브릭스
타워)

해님달님작은도서관 2016 031-8025-3000 임미영 경기도�수원시�팔달구�세지로� 334,� 2층

좋아서가는도서관 2016 010-8791-0615 손영선 경기도�남양주시�와부읍�도심길� 27

꿈&휴작은도서관 2016 031-752-0226 조은주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대로� 1000�
성남센트럴타운�커뮤니티센타

함께하는�마을
작은도서관

2017 010-4682-9363 신유리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길� 10
(지하)

강원지부(6) 　 전화번호 운영자 주� � �소



실무자

꾸러기
어린이도서관 2009 033-255-2125 이선미 춘천시�백령로�214� 2층

(재)도서문화재단씨앗
담작은도서관

2009 033-256-6363 김성란 춘천시�효자문길�7번길� 10

철암도서관 2007 033-581-7701 박미애 태백시피내골길23�

뒤뚜르
어린이도서관

2012 070-8237-8754 이순애 춘천시세실로208번길8-5�

앞짱어린이도서관 2016 033-253-1592 용금예
강원도�춘천시�지석로64�
퇴계주공6차아파트�관리동� 2층

스무숲도서관 2016 070-7773-4863 홍선희
춘천시� 석사동� 현진에버빌1차� 관리사무
소� 2

인천지부(4) 　 전화번호 운영자
실무자 주소

인천작은도서관
협의회 2009 032-526-5204 최선미 부평구�경인로�749� 202호

자람도서관 2015 032-937-2596 전민성 강화군양도면�강화남로�666

늘푸른
어린이도서관

2005 032-818-0645 이은주 연수구�연수2동� 626-11� � 3층

꿈나무작은도서관 2015 032-471-6355
김광원
한미정

남동구�만수서로�37번길� � 29

충청지부(9) 　 전화번호 운영자
실무자 주소

솔멩이골�작은도서관 2015 010-9058-9801 한승주
충북�괴산군�청천면�이평리� 180-1� � (도
로명�주소� :�문장로� 2904-6)

고맙습니다
도담도담
작은도서관

2008 043-836-1690 손정아
충북� 증평군ᆞ읍� 초중리� 한라비발디� � 관
리동� 2� 층� 고맙습니다� 도담도담�작은도
서관

하소아동복지관
�내보물1호도서관

2010 043-646-7722 백영숙
충북� 제천시� 용두대로23길� 26번지� �
(하소동)

제천기적의도서관 2010 043-644-1215 강정아 충북�제천시�용두천로�38길30

신백아동복지관�
한울타리 2010 043-652-0070 석진 충북�제천시�관전로2길6� (신백동)

초롱이네�도서관 2005 043-296-5050 오혜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 4번길� �
38,(용암동)

안남�배바우도서관 2015 043-732-5600 주교종
박정호

충북�옥천군�안남면�안남로� 456

초록우산
어린이도서관

2016 044-715-5570
김선귀
안지민

세종시�조치원읍�신흥샛터�3길� 3

청주작은
도서관협의회 2016 043-218-0977 이종수

청주시� 청원구� 율중로7번길� LH� 9단지�
관리사무소� 1층

대구지부(7) 　 전화번호 운영자
실무자 주소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더불어숲

2009 053-326-0937 원수연 북구� 학남로� 17길� 2� � (국우동,� 해일빌
딩� 3층)



책마실도서관 2012 053-324-0615 손수정
북구� 구리로� � 26(동천동)우방하이츠상
가�지하

마을도서관�햇빛따라 2012 070-8821-5234 김은자 서구�북비산로�359� 5층

꿈꾸는마을도서관�
도토리 2012 053-327-0645 진은주 북구�구암로�146,� 3층

반야월어린이
도서관�아띠

2014 053-961-3307 김연희 동구율하동로23길,8-12층�

해봄도서관 2016 010-8445-8035 이향화 경북�칠곡군�지천면�신리� 511-26

글벗작은도서관 2016 053-321-8590 김혜숙 대구�북구�구암동�765-2�동재빌딩� 6층

책이랑도서관 2017 010-6555-3999 김정연 대구�동천동�922-1� 2층

무지개작은도서관 2017 053-587-0675 김정자 대구�북구�관음동�209-7� 3층

경상지부(6) 　 전화번호 운영자
실무자 주소

동화랑�놀자 2010 051-819-6150 허운영
부산시� 부산진구� 백양순환로106,� 3층� �
(부암동)

풀빛꽃빛어린이 2007 054-430-2918 강금
경북� 김천시� 부곡맛고을2길� 72� � (부곡
동)

마하어린이도서관 2013 055-753-9922 이혜진 경남�진주시�초장로�55.� 2층

진주달팽이 2008
055-761-8803
055-762-5814 박혜정

경상남도진주시도동로200-1,2층
진주여성회부설(하대동)

양정작은도서관�
달팽이

2017 052-288-3710 하현숙 울산시�북구�염포로�521-1

팔판작은도서관 2018 055-312-9822 신훈정
경남� 김해시� 덕정로� 팔판마을� 부영e그
린� 3차�관리동�지하1층

광주지부(7) 　 전화번호 운영자
실무자 주소

기아꿈터
어린이도서관

2012 062-370-1811 이미정
서구� 내방동� 700-1� � 기아스포츠문화센
터3층

소꿉놀이
작은도서관 2014 062-385-7789

조동욱
김선아

서구 금호동 743-3  금호시영 3단지 
상가 2층

강아지똥어린이 2012 062-515-9788 김태진 서구�동천로�6,� 2층� � (동천동)

아이숲어린이 2008 062-652-1279
최은아
김동숙

서구� 풍암2로� 2� � 롯데슈퍼센터4층� (풍
암로)

책문화공간�봄 2015 062-681-5432 김영주 남구노대동송화마을845번지
카페디마레2층

책돌이도서관
(어린이도서연구회
광주지부부설)

2008 062-266-7279 이향림 북구�우치로� � 235(오치동)2층

구름다리작은도서관 2016 062-971-7260
강수원
구선아 광산구�월계로59�관리동� 2층

호남지부(9) 　 전화번호 운영자
실무자 주소

하늘을�나는�도서관 2014 061-282-2344 김선실
전남� 목포시� 하당로� 68번길� � 19-1(상
동)� 530-826



작은나무도서관 2014 061� 743� 4071 곽길여 전남�순천시�중앙로�46

순천기적의도서관 2005 061-749-8899 정봉남
전남�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기적의도서
관� �길� 60

삼성동어린이작은
도서관

2007 063-834-3612 최민정 전북�익산시�부송로�125� �삼성동주민자
치센터� 2층

책마루
어린이도서관

2009 063-252-1612 김경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2길� � 21.책마
루어린이도서관

여우네도서관 2011 041-956-2020 김명희 충남�서천군�마서면�신장로� 233-27

설문대도서관 2007 064-749-0070 강영미 제주도�제주시�신대로10길� � 48-9(연동)

달리도서관 2011 064-702-0236 박진창하 제주도제주시신성로12길� � 21-2,� 2층�
(이도이동)

새싹작은도서관 2015 070-4246-2308
조용수
이경화

전북�남원시�인월면�인월로� 64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