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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도서관 운영 노하우 공개
삼청감리교회 어린이도서관 '꿈과쉼' 제2회 도서관 학교개최
2011년 03월 03일(목) 송양현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삼청감리교회에는 “어린이도서관 꿈과 쉼”이 있다. 2006년 3월에 개관하여 꾸준한
사역으로 지역사회와 교회를 섬기고 있다.

"어린이도서관 꿈과 쉼"은 교회 내에 카페 운영을 통해 수익금으로 어린이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
고 있어 여타의 어린이도서관에 비해 꾸준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다. 특히 교파를 초월해 많은 교회와
작은 도서관에서 "꿈과 쉼"을 방문하고 있어 명실상부 지역사회와 이웃 교회에 작은 도서관을 뛰어넘어 다양
한 경험을 나누며 문화선교에 앞장 서고 있다.
이러한 문화선교를 확장하고자 삼청교회 어린이도서관 "꿈과 쉼"에서는 이번 3월 24일부터 4월 28일 총 6
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30분까지 제2회 도서관 학교를 열고 교회 내 도서관을 통해 문화선교
를 계획하거나 관리하는 목회자와 자원활동가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실제적인 교육을 제공할 예
정이다.

제2회 도서관 학교
1. 행사개요
기 간 : 2011. 3. 24(목) - 4. 28(목) / 총 6주 과정
시 간 : 매주 목요일 오전 10:00~12:30(2시간 강의와 질의 응답)
장 소 : 삼청교회 내 어린이도서관 꿈과 쉼
대 상 : 교회 내 도서관을 통해 문화선교를 계획 또는 관리하는 목회자와 자원활동가
수 강 료 : 5만원 (강좌별 등록 10,000원) / 이수증 발급, 카페 ‘엔’ 상품권
운영과정 : 주1회 2시간씩 (총 12시간)

접수기간 : 2011. 3. 2(수)-3. 20(주일) / 선착순 40명
문 의 : 어린이도서관 꿈과쉼(강성혜 교육사) / 02-734-1094

2. 프로그램 및 강사 소개
3.24 (목) // 문화선교의 시작 - 도서관+카페의 만남
문희수 목사 / 삼청교회 담임
여는기도, 삼청교회와 삼청동의 만남
3.31 (목) // 도서관, 희망을 나누다
고병헌교수 / 성공회대
지역을 섬기는 교회들이 도서관을 통해 새로운 희망과 꿈을 나누는 역할을 수행하기
4. 7 (목) // 자료정리에 대한 발견
최병례 선생 / 정독도서관
도서관리프로그램사용법, 한국십진분류법 소개
4. 14 (목) 어린이문학의 즐거움
여을환 선생 / 어린이도서연구회사무총장
어린이문학의 다양한 장르와 전세대가 함께 보는 책 읽기의 즐거움 나누기
4. 21 (목) // 책을 처방하다-독서치료
박연식 선생
全方向 Book Recipe Doctor, 책 읽기를 통한 몸과 마음의 치유
4.28 (목) // 어린이도서관 운영에대해교회도서관 지역을 섬기다
안성영 목사, 김인종 목사, 강성혜 교육사
도서관학교수료1호도서관, 경기도광주 “나무아래‘도서관개관, 지역사회 섬김
※ 어린이도서관 직접방문 : 매주 화요일-일요일 오전10:00-오후5:00
계좌이체 : 우리은행 / 1002-943-596809(예금주 황경희, 계좌입금시 연락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