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카드
(2021. 12. 31. 現在)
공약제목 ‘우리 동네 종합사랑방’작은도서관 운영 관리번호
주관부서

평생교육과

담 당

사서6급

홍은경(☎5633)

담당자

사서8급

최윤실(☎5631)

2018 ~ 2022

사업기간

추진상황 (완료ㆍ추진중ㆍ미착수) 진
공약목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건강증진과

관련부서

271백만원 구

소요예산

【임기 내 완료】

3-1-3

(

도

271)

100% (=실적/추진과제)

❍ 도서관 본연의 기능에 마을공동체 활동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융합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구심점 역할 수행

❍
❍
추진과제
❍
❍

공동육아공간으로 작은도서관 활용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 등 어르신 활동가 양성
계층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1. 추진개요
❍ 육아정보 프로그램 제공 및 공동육아공간으로 작은도서관 활용
❍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 특화자료 제공 및 어르신 활동가 양성
❍ 계층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 독서문화교육, 어르신·육아대상 교육
❍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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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후

3. 추진실적
1 2018년 하반기 추진실적
□

❍ 작은도서관 계층별 독서프로그램 운영(육아정보, 어르신 정보화 등)
- 7개관(공·사립), 9개 강좌 103명 참여
❍ 찾아가는 작은도서관 체험행사 운영(9월) : 2018.9월, 2개소 200명 참여
❍ 미리 크리스마스 프로그램 운영 : 2018.12월, 2개소 460명 참여
❍ 어르신 무료영화상영 : 1개소(실버특화작은도서관), 총4회
❍ 부곡4동 작은도서관 실버특화자료(큰글자책) 비치 : 32권
❍ 노인일자리 ‘이야기보따리 할머니’시범사업 추진(금정시니어클럽 연계)
- 2018.11~12월 14명 참여, 전국 최초 작은도서관-노인일자리 연계
2 2019년 상반기 추진실적
□

❍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육아정보, 어르신 정보화 등)
- 8개관(공·사립), 14개 강좌 140명 참여
❍ 작은도서관 다문화 어학당 운영(4~10월) : 4개 강좌, 40명 참여
❍ 은빛 사랑채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4~5월) : 2개 강좌, 20명 참여
❍ 2019년 노인일자리‘이야기 돌봄 사업’운영 : 3~12월 30명 참여
❍ 이야기 돌봄 시니어 양성과정 운영 : 1개 강좌, 20명 참여
❍ 실버특화자료(큰글자책, 오디오북) 비치 : 은빛 사랑채(130권), 부곡4동(10권)
❍ 어르신 무료영화상영 : 1개관(은빛 사랑채 작은도서관) , 매월2회(’19. 4월~)
❍‘작은도서관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운영 : 평생학습관, 8차시 15명 참여
❍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책 같이가치」사업 추진 :‘19.6월~, 15개팀
- 부산시 2019년 구ㆍ군 공유경제 촉진 지원 사업 공모 선정
3 2019년 하반기 추진실적
□

❍ 금정 북파크 개관 프로그램 운영 : 7개 13,348명 참가
❍ 부산대와 함께하는 시민 인문 아카데미 운영 : 8차시 72명 참여
❍ 업사이클 제품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 3회 18명 참여
❍ 작은도서관 여름방학 독서문화 프로그램(독서논술, 코딩 등)
- 9개관(공·사립), 11개 강좌 115명 참여
36/143

❍ 작은도서관 하반기 독서문화 프로그램(독서논술, 코딩 등)
- 11개관(공·사립), 19개 강좌 202명 참여
❍ 가을 밤, 금정 북파크에서 만나는 퇴근길 인문학 운영 : 9차시 69명 참여
❍ 아이 좋아라, 소정마을 더하기 행사 참여 : 2개 프로그램 170명 참여
❍ 부산대와 함께하는 금정 북 페스티벌 행사 참여 : 1회 3,500여명 참여
❍ 작은도서관과 함께하는 북스타트 사업 시행
- 책꾸러미 210개(명) 배부, 프로그램 50명 참여
❍ 부산대와 함께하는 제2기 시민 인문 아카데미 운영 : 8차시 65명 참여
❍ 금정 북파크에서 만나는 가족 인형극 행사 시행 : 3회 447명 참여
❍ 금정 북파크에서 만나는 가족 음악회 행사 시행 : 1회 176명 참여
❍ 실버특화자료(큰글자책) 비치 : 부곡4동(10권), 선두구동(21권)
❍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책 같이가치」사업 운영 : 독서동아리 15개팀
- 부산시 2019년 구ㆍ군 공유경제 촉진 지원 사업 공모 선정
- 15개 동아리 도서 1,430권 주제도서 활용
 2020년 상반기 추진실적
❍ 작은도서관 겨울방학 독서문화 프로그램(독서 논술, 코딩, 영어동화 등) 운영
- 8개관(공·사립), 12개 강좌 159명 참여
❍‘지성에게 듣는다. 부산대 명예교수와 나누는 이야기’운영 : 7차시 401명 참여
❍ 부산대와 함께하는 제 3기 시민 인문 아카데미 운영 : 8차시 400여명 참여
❍ 작은도서관 상반기 독서문화 프로그램(스마트폰, 부동산 재테크 등) 운영
- 10개관(공·사립), 17개 강좌 730여명 참여
❍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책 같이가치」사업 추진 : 10개 팀 82명 참여
❍ 부산대와 함께하는 작은도서관 방과 후 독서 돌봄 교실 사업 추진 :‘20.6월~
❍ 작은도서관 공간 공유 「Open Library」사업 추진 :‘20.6월~, 3회
❍ 책친구와 함께하는 작은도서관 독서토론교실 운영 :‘20.6월~
- 2020년 작은도서관 책친구 지원 사업(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 선정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고용노동부 주관) : 3명 선정 국비 34백만원 지원
❍「작은도서관 순회 사서 지원 사업」(문체부 주관) : 11명 선정 국비 214백만원 지원
37/143

❍ 실버특화자료(큰글자책) 비치 : 은빛사랑채(17권)
❍ 자원활동가 모집‧운영 :‘20.6월~, 45명 참여 6개관 도서관 배치
 2020년 하반기 추진실적
❍ 작은도서관 여름방학 독서문화 프로그램(어린이 글쓰기, 보드게임 등) 운영
- 4개관(공립), 8개 강좌 247명 참여
❍ 하반기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독서치료, 스마트폰 교육 등) 운영
- 4개관(공·사립), 9개 강좌 356명 참여
❍ 금정 북파크 「야간 살롱」운영 : 2개 강좌, 56명 참여
❍ 부산대와 함께하는 제4기 「시민인문아카데미」운영 : 4회, 143명 참여
❍ ‘세상에 없던 예술 정거장’행사 시행(금정문화재단 주관) : 240여명 참여
- 작은도서관 「Open Library」사업 연계(금정 북파크)
❍ 부산대와 함께하는 작은도서관 방과후 독서돌봄교실 시행 :‘20.7월~
- 3개관(미리내, 책마을보드랑, 머드레), 멘토 19명 멘티 36명 참여
❍ 작은도서관 방과후 독서돌봄교실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시행 : 7가족 17명 참여
❍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 운영 : 45명 참여, 8개관 135회 활동
❍ 작은도서관 공간 공유 「Open Library」사업 시행 : 110회, 1,597명 참여
❍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책같이 가치」운영 : 공·사립 6개관, 388권 활동도서 지원
❍ 코로나19 대응 작은도서관 안심대출서비스 시행 : 공립 12개관, 1,191권 대출
❍ 「2020년 큰글자책 보급 지원사업」(한국도서관협회 주관)
- 실버특화자료(큰글자책) 27권 비치 (은빛사랑채)
❍ 협력사업 : 부산대학교와 함께하는 금정 북 페스티벌
 2021년 상반기 추진실적
❍ 작은도서관 겨울방학 독서문화 프로그램(영어로 읽는 동화이야기 등) 운영
- 3개관(공립1, 사립2), 8개 강좌 260명 참여(비대면 운영)
❍ 부산대와 함께하는 제5기 「시민인문아카데미」운영 : 4회, 132명 참여
❍ 작은도서관 공간 공유 「Open Library」사업 추진 접수 중
❍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책같이 가치」: 작은도서관 6개관, 동아리 13팀 선정
❍ 작은도서관 상반기 독서문화 프로그램(신나는 영어동화 등) 운영
- 10개관(공립6, 사립4), 17개 강좌 727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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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하반기 추진실적
❍ 작은도서관 여름방학 독서문화 프로그램(독서신문 만들기 등) 운영
- 공립 2개관, 6개 강좌 223명 참여(비대면 운영)
❍ 「엄마랑 작은도서관 가는 날」 운영 : ‘21. 7~8월, 14명 참여
❍ 독거 어르신 대상 책 배달 사업「금정 책 주이소」 운영 : 196건 대출
❍ 하반기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책 속에 풍덩 독서놀이 등) 운영
- 공·사립 7개관(공립3, 사립4), 11개 강좌, 534명 참여
❍ 하반기 작은도서관 특강 (청소년을 위한 독서 처방전 등) 운영
- 공립 2개관, 2개 강좌, 37명 참여
❍ 금정스포원어린이 작은도서관 개관 행사 운영
- 인형극 2개, 체험 부스 4개 운영, 398명 참여
❍ 작은도서관 「겨울, 작가와의 만남」운영
- 공립 2개관(금정북파크, 금정북뱅크), 2개 강연, 60명 참여
❍ 작은도서관 공간 공유 사업 「Open Library」운영 : 6개관, 135회 운영
❍ 독서돌봄교실 운영 : 5개관, 멘토 28명, 멘티 33명
❍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책같이가치」운영 : 13개팀(114명), 91회
4.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협조사항)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작은도서관 공간에 대한 이용 침체
-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실시 및 온라인 활용한 도서관 홍보 추진
5. 향후계획
❍ 작은도서관 특성에 맞는 특화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운영
▷ 수강생 설문조사, 지역 특성 파악, 타 기관 프로그램 벤치마킹 등
❍ 어르신 활동가의 지속적인 활동 지원
❍ 자원활동가 활동을 통한 주민 참여적인 작은도서관 운영
❍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독서문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 체험 키트 개별 발송, 동영상 활용 수업 및 온라인 화상 강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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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참고사항(관련사진 등)

육아정보 프로그램

북스타트 부모 독서지도 프로그램

어르신 정보화 프로그램

이야기 돌봄 사업

금정 북파크에서 만나는 가족 음악회 금정 북파크에서 만나는 가족 인형극

겨울방학 독서문화 프로그램

부산대 명예교수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

상반기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부동산 재테크 강좌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책 같이가치」

방과후 독서돌봄교실

여름방학 독서문화 프로그램

‘세상에 없던 예술 정거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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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독서문화 프로그램

자원활동가 활동

금정 북 페스티벌 개최

하반기 작은도서관 특강

작은도서관 겨울, 작가와의 만남

금정스포원어린이 작은도서관 개관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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