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립도서관

9월 독서의 달 행사
도서관명

행사명

일시

장소

공 통

SNS 독서의 달 행사
참여 인증샷 올리기

9. 14.(수) ~ 10. 19.(수)

여수시립도서관
페이스북(친구추가필수)

인증샷 SNS에 올리면 기프티콘 증정 * 선착순 100명(중복 제외)

이순신도서관 1층

. 인상깊게 읽었던 도서 1권을 선정하여 나만의 방식으로 도서 리커버 그리기
. 작품(행사 참여) 인증샷 SNS 올리면 기프티콘 증정

9. 24.(토) 10:00~16:00

. 제17회 독서의 달 행사 중인 도서관에 가서 행사 참여

* 선착순(중복 제외)

이순신도서관
그림책 콘서트 및
각종이벤트

9. 24.(토) 10:00~16:00

쌍봉도서관

내가 만드는 도서박스
「꿈을 꽂는 책꽂이」

9. 18.(일) 14:00~17:00

쌍봉도서관
강의실(1층)

현암도서관

「그림책 인형극」 공연

9. 28.(수), 10. 22.(토)

현암도서관
시청각실

「환경음악회」

10. 5.(수) 19:00~21:00

환경도서관
옥상(3층)

「그림책으로 꽃 피우는
우리 문화 한바탕」

10. 15.(토) 10:00~17:00

환경도서관
1층로비, 어울마당 등

「우리 多 어울림」
대출자 증정 행사

9. 5.(월) ~ 9. 16.(금)

돌산도서관
아동자료실(1층)

북 큐레이션 대출
「초이스 날리지」

9. 19.(월) ~ 9. 30.(금)

돌산도서관 자료실(1층)

소라도서관

「나를 안아준 문장들
(필사이벤트)」

9. 1.(목) ~ 9. 30.(금)

소라도서관
자료실(2층)

율촌도서관

「전래동화 인형극 공연
‘토끼의 재판’」

9. 21.(수)

율촌도서관
다목적실(2층)

공립작은도서관

「책 읽는 시간,
꿈 익는 도서관」

9. 1.(목) ~ 10. 31.(월)

공립작은도서관 8개소

이순신도서관 1층,
다목적강당

. 그림책 콘서트 및 각종 이벤트(카이로봇 체험 등)
/ 카이로봇 체험만 사전접수 필요
* 그림책 콘서트 : 선착순60명

* 카이로봇 사전접수 : 9. 2.(금) ~ 9. 24.(토)

. 도서박스 만들기

. 아이와 보호자 10팀(20명)
. 「빨간모자와 늑대」, 「페페의 꿈」 인형극 공연
. 시 낭송, 책 소개, 작은 음악회, 별이야기 등

환경도서관

돌산도서관

* 사전접수 : 9. 1.(목) ~ 9. 24.(토)

. 우리 문화 체험 부스 운영(전통놀이,공예 등), 그림책 들려주기
. 다문화 도서 3권이상 대출 시 기념품 증정
. 관심있는 키워드 선택으로 관련 도서 블라인드 대출 및 두줄서평 작성
. 대출도서 중 마음에 남았던 문장 필사 및 공유
. 전래동화 내용을 각색한 유아대상 인형극(토끼의 재판) 공연
. 독서대 만들기,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과년도 잡지 나눔

(도서관별 날짜 정하여 실시)

※ 「나만의 책표지(리커버) 그리기」 대회 준비물 : 개인 돗자리, 필기구, 색칠용품 등 /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참고

기획 및 테마도서 전시
기
새벽일기 展

7. 26. ~ 9. 29.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행사 방식 및 일정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획

전

시

쌍봉도서관 지하 갤러리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맞으며 살아가는 주변인물 24점 전시

테 마 도 서 전 시
우리 시 역사 바로 알자! 여순사건

8. 3. ~ 10. 12.

이순신도서관 일반자료실(3층)

여순사건 관련 도서 12권 전시

읽다 잇다, 독서

9. 1. ~ 9. 30.

쌍봉도서관 어린이자료실 및 종합자료실(1, 2층)

함께하는 독서의 즐거움을 환기해줄 도서 15권 전시

영화가 있는 책, 원작이 있는 영화

9. 1. ~ 9. 30.

현암도서관 종합자료실(2층)

원작이 있는 영화를 주제로 도서 10권 전시

마음을 울리는 시(詩)

9. 5. ~ 10. 5.

환경도서관 로비(1층)

다양한 주제의 시집 12권 전시

우리 多 어울림

9. 1. ~ 9. 30.

돌산도서관 로비(1층)

다문화 도서(원서) 10권 전시

금쪽이들의 마음을 위로해줄 금쪽 같은 책

9. 1. ~ 9. 30.

소라도서관 자료실(2층)

공감과 위로, 응원이 담긴 도서 10권 전시

소곤소곤, 들려주는 옛이야기

9. 1. ~ 9. 30.

율촌도서관 로비(1층)

전래동화 관련 도서 10권 전시

여수시립도서관

https://yslib.yeosu.go.kr / ☎659-2856

ㅣ 쌍봉도서관 659-4782 ㅣ 현암도서관 659-4797 ㅣ 환경도서관 659-4813 ㅣ 돌산도서관 659-4825 ㅣ 소라도서관 659-4838 ㅣ 율촌도서관 659-4847 ㅣ

주요행사

「나만의 책표지(리커버)
그리기」 대회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