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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통해 세상을 공유하며, 

마음에 거리를 좁히다!



독서의 달 9월경기중앙교육도서관 www.gglib.or.kr

접수기간 접수방법
2021. 8. 11.(수) 
마감시까지

| 9월 북큐레이션 || 독서의 달 행사 |

주제   가을에 읽으면 좋은 책

대상  모든 이용자
내용  가을과 관련된 책 소개, 전시

홈페이지 참고

| 하반기 북큐레이션 계획 |

10월  트릭 오어 트릿! 해피 핼러윈!
11월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면…
12월  크리스마스 선물

 냅킨 마스크 걸이  비대면

 2021. 9. 4.(토) 10:00~12:00

 유아 6~7세 동반 가족 20팀

 움직이는 그림책 큐브 만들기  비대면

 2021. 9. 11.(토) 10:00~12:00

 초등 1~2학년 동반 가족 20팀

 그림책, 마술을 만나다  비대면

 2021. 9. 18. (토) 10:00~12:00

 초등 3~6학년 20명

선착순

| 작가와의 만남 |

경기평택교육도서관 www.ptlib.or.kr

접수기간 접수방법
2021. 8. 11.(수) ~ 
마감시까지

| 9월 북큐레이션 || 독서의 달 행사 |

주제  당신에게 전하는 책 처방전

대상  모든 이용자
내용  일상 속 다양한 고민에 대해 공감·위로가 될 수 있는

 연령별 맞춤 도서 선정 및 목록 배부

홈페이지, 전화 접수
☎ 031-667-4207

| 하반기 북큐레이션 계획 |

10월~12월  주제는 전월에 결정

일시 초청
작가 주제 저서 참여방법

2021. 9. 2.(목)

15:00~17:00
이철환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지켜줘야 하는가

 어둠 속에서도 바다는 푸르다 1,2
 연탄길 1,2,3,
 위로

접수기간
2021. 8. 11.(수) ~
마감시까지

홈페이지 접수

비대면  

※ 문의 : ☎ 031-667-4207

 3D펜을 이용한 만들기  대면

 2021. 9. 10.(금) 15:00~17:00

 초등 10명

 야광 클레이 볼펜 만들기  비대면

 2021. 9. 5.(일) 10:00~12:00

 초등학생 20명

 인형극 공연  비대면

 2021. 9. 11.(토) 10:30~11:30

 유아, 어린이 50여명

선착순

선착순

| 작가와의 만남 |
일시 초청

작가 주제 저서 참여방법

도서관
2021. 9. 8.(수)

10:00~12:00
나태주

시를 통해 헤아리는

삶의 지혜

 꽃을 보듯 너를 본다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풀꽃

접수기간
2021. 8. 11.(수) ~
마감시까지

홈페이지 접수 

비대면

학교

찾아가는

작가의 만남

2021. 9. 3.(금)

10:00~12:00
이분희 특별한 ‘나’

 한밤중 달빛 식당
 신통방통 홈쇼핑

 대상 일월초등학교

비대면

2021. 9. 7.(화)

10:00~12:00
이희영

십대 자녀와 부모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페인트
 너는 누구니
 보통의 노을

 대상 용인한빛중학교

비대면

2021. 9. 28.(화)

10:00~12:00
진형민

이야기 속에 숨은 

진짜 이야기

‘기호3번 안석뽕’

 기호 3번 안석뽕
 꼴뚜기
 소리 질러, 운동장

 대상 현암초등학교

비대면

※ 문의 : ☎ 031-240-4042

선착순



독서의 달 9월 경기여주가남교육도서관경기광주교육도서관 www.gnlib.or.krwww.gjlib.or.kr

접수기간접수기간 접수방법접수방법
2021. 8. 18.(수) ~ 
마감시까지

2021. 8. 20.(금) ~
마감시까지

| 9월 북큐레이션 || 9월 북큐레이션 | | 독서의 달 행사 || 독서의 달 행사 |

주제  청소년을 위한 책 추천 『이달의 청춘 도서』주제  이영경·김리라 작가와의 만남 북큐레이션

대상  청소년
내용  청소년을 위한 맞춤 추천

대상  모든  이용자
내용  독서의 달 작가와의 만남 

 초청 작가님들의 작품을 미리 만나보아요!

홈페이지 접수홈페이지 접수

일시 초청
작가 주제 저서 참여방법

2021. 8.30.(월)

9:00~11:30

이희영

보통이어도 

보통이 아니어도 충분한 우리
 페인트
 보통의 노을
 너는 누구니

접수기간
마감시까지

접수방법

여주·이천 관내 중고등학교 
희망교 중 자체선정

비대면

2021. 8. 30.(월)

13:00~15:30
청소년 부모와 대화한다는 것은?

일시 초청
작가 주제 저서 참여방법

2021. 9. 17.(금)

10:00
이영경

이영경 작가님과

 함께하는 

그림책 피크닉

 봉지공주와 봉투왕자
 아씨방 일곱동무
 넉 점 반

접수기간
2021. 8. 20.(금)~ 
마감시까지

접수방법

온라인 : 홈페이지 접수

오프라인 : 1층 어린이실

대면

※ 코로나-19 확산상황에 따라 비대면 
강연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021. 9. 25.(토)

10:00
김리라

어릴 적 꿈, 

그림책과 인형극이 되다

 미술시간 마술시간 
 위대한 건축가 무무 
 로봇 형 로봇 동생

※ 문의 : ☎ 031-768-6923

 나무독서등 만들기  비대면

 2021. 9. 4.(토) 14:00~16:00

 초등 3~6학년

 9월엔 도서관 가자  대면

 2021. 9. 1.(수) ~ 선착순

 도서관 이용자

 수박수영장, 푸른사자 와니니원화전시  대면

 9월중

 도서관 이용자

 무지개 마크라메 만들기  대면

 2021. 9. 11.(토) 10:00~11:30

 초등 2~4학년 15명

 감정향수 만들기  대면

 2021. 9. 28.(화) 10:00~11:30

 일반 12명

 마스크 스트랩 만들기  대면

 9월중

 어린이 이용자 50명 (어린이실 현장접수)

선착순
선착순

| 작가와의 만남 || 작가와의 만남 |

선착순
선착순

| 하반기 북큐레이션 계획 |

10월~12월  이달의 청춘 도서 

- 매월 8권의 청소년 특화자료 맞춤 추천

※ 문의 : ☎ 031-884-6594



독서의 달 9월 경기김포교육도서관 www.gimpolib.or.kr

| 독서의 달 행사 |

| 하반기 북큐레이션 계획 |

10월  계절 테마(가을 - 수확)
11월  제2의 인생을 꿈꾸며(황혼의 삶)
12월  크리스마스(산타)

일시 초청
작가 주제 작가 작품(저서) 참여방법

2021. 9. 11.

10:30~13:00
이명환 삶과 예술

 미장이
 가족
 수탉 그 녀석

접수기간
2021. 8. 16.(금) ~
마감시까지

홈페이지 접수 

비대면  

※ 문의 : ☎ 031-998-3538

주제  이명환 작가 작품 

대상  모든 이용자
내용  독서의 달 초청작가 작품

 북머니를 모아랏!(미션&장터)  대면

 미션수행 : 2021. 9. 11.(토) ~ 9. 25.(토)
 장터개장 : 2021. 9. 24.(금) ~ 9. 25.(토)

 유아 및 초등학생

 참여방법: 도서관 방문후 2층 자료실에서 미션지 수령

 나만의 손거울 만들기 체험행사  대면

 9월중

 모든 이용자

 참여방법: 1층 디지털 자료실(선착순 100개)

 초콜릿 별책부록  대면

 9월중

 모든 이용자

 참여방법: 2층 자료실(선착순 300개)

| 9월 북큐레이션 || 독서의 달 행사 |

선착순

| 작가와의 만남 |

일시 초청
작가 주제 작가 작품(저서) 참여방법

2021. 9. 10.(금) 이정화
내 아이의 잠재력을 찾아주는

기질의 힘

 아이의 그릇
 초등전에 시작하는 

   엄마표 독서코칭

접수기간
2021. 8. 11.(수)~
2021. 8. 31.(화)
마감시까지
홈페이지 , 전화 접수 

비대면  

접수기간 접수방법
2021. 8. 11.(수) ~
2021. 8. 31.(화)
※사서의 비밀책방은
사전접수가 없습니다.

| 9월 북큐레이션 || 독서의 달 행사 |

주제  짧은 글로 만나는 가을

대상  일반 이용자
내용  가을에 읽기 좋은 시집모음

홈페이지, 전화 접수
☎031-531-8752

| 하반기 북큐레이션 계획 |

10월  내 손안에 한 권 재테크
11월  수고했어 오늘도
12월  다시 생각해보는 가족

 집콕독서 챌린지  비대면

 9월중

 도서관 이용자 25명

 사서의 비밀책방  비대면/대면

 9월중

 도서관 이용자 25명

 내 마스크를 지켜줘  비대면

 2021. 9. 10.(금)

 초등학생 20명

경기포천교육도서관 www.pclib.or.kr

선착순

| 작가와의 만남 |

※ 문의 : ☎ 031-531-8752

선착순



독서의 달 9월경기과천교육도서관 www.kwalib.kr

접수기간 접수방법
2021. 8. 17.(화) ~
마감시까지

| 9월 북큐레이션 || 독서의 달 행사 |

주제   코로나 시대의 마음 건강

대상  일반 이용자
내용  독서의 달 초청 강연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정신 건강 도서 전시

홈페이지 참고

| 하반기 북큐레이션 계획 |

10월  청렴
11월  미디어와 광고
12월  시가 있는밤

일시 초청
작가 주제 작가 작품(저서) 참여방법

2021. 9. 14.(화)

14:00-16:30
남궁인

남궁인 의사가 들려주는 

코로나 시대 마음 건강 지키기

 만약은 없다 
 지독한 하루    
 우리 사이엔 오해가 있다

접수기간
2021. 8. 17.(화) ~
마감시까지

홈페이지 접수 

비대면  

※ 문의 : ☎ 02-3677-0333

 꼬.꼬.책(꼬리에 꼬리를 무는 책책책)  비대면

 9월중

 모든 이용자

 천연이끼(스칸디아모스) 캘리 액자 만들기 비대면

 2021. 9. 7.(화) 15:00~16:30

 초등 1~4학년 학생 가족 20팀

 밤을 잊은 나를 비추는, 독서무드등 만들기 비대면

 2021. 9. 9.(목) 16:00~17:30

 중·고등학생 20명

선착순

선착순

| 작가와의 만남 |

경기성남교육도서관 www.snlib.or.kr

접수기간 접수방법
2021. 8. 17.(화) ~ 
마감시까지

| 9월 북큐레이션 || 독서의 달 행사 |

주제  도서관에서 생긴 일

대상  모든 이용자
내용  온라인 북큐레이션 도서 11권을 

 도서관 홈페이지 및 SNS에 게시

홈페이지 참고

| 하반기 북큐레이션 계획 |

10월~12월  시기 및 이슈 고려한 주제

일시 초청
작가 주제 작가 작품(저서) 참여방법

2021. 9. 15.(수)

10:00
오선화

부모와 자녀 모두 행복해지는 

내 아이 이해하기

 아이가 방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과정일 뿐이에요 
 너는 문제없어!

접수기간
2021. 8. 17.(화) ~ 
마감시까지

홈페이지 접수 

비대면

    ※ 문의 : ☎ 031-730-3554

 SNS 스토리텔링  비대면

 2021. 9. 9.(목) ~ 9. 23.(목)

 도서관 이용자

 뚝딱뚝딱 창작 놀이터Ⅰ - 클레이 작품 만들기  비대면

 2021. 9. 4.(토) 10:00 / 9. 11.(토) 10:00

 초등학생

 뚝딱뚝딱 창작 놀이터Ⅱ - 나만의 정원 만들기  비대면

 2021. 9. 4.(토) 14:00 / 9. 11.(토) 14:00

 초등학생

선착순

선착순

| 작가와의 만남 |



독서의 달 9월

| 작가와의 만남 |

경기화성교육도서관  www.hslib.or.kr

접수기간 접수방법
2021. 8. 17.(화) ~ 
마감시까지 

| 9월 북큐레이션 || 독서의 달 행사 |

주제  혼자 살기의 달인, 공간(심미, 심리)인테리어

대상  일반 이용자
내용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행복한 싱글라이프를 위한 

 모든 것, 살고 싶은 집을 꾸미는 당신을 위한 
 인테리어의 모든 것

홈페이지 접수

일시 초청
작가 주제 저서 참여방법

2021. 9. 9.(목)

14:00
강원국

어른다운 말, 

품격있는 삶

 어른답게 말합니다 
 나는 말하듯이 쓴다
 강원국의 글쓰기

접수기간
2021. 8. 17.(화) ~
마감시까지

홈페이지 접수 

비대면

※ 문의 : ☎ 031-369-5723

 모여라! 그림책 놀이마당  비대면

 2021. 9. 4.(토) / 9. 11.(토) 10:00~12:00

 유아, 초등 저학년 각 20명

 조금 더 건강한 지구 만들기 프로젝트  비대면

 2021. 9. 16.(목) 15:30~17:30

 초등 고학년(3~6학년) 20명

 특별기획전시『영화, 그리고 도서관』  대면

 2021. 9. 1.(수) ~ 9. 29.(수)

 모든 도서관 이용자

선착순

선착순

접수기간 접수방법
2021. 8. 17.(화) ~
마감시까지

| 9월 북큐레이션 || 독서의 달 행사 |

주제  과일과 채소는 맛있어

대상  모든 이용자
내용  과일채소 관련 도서를 통해 어린이들의 편식을 

 줄일 수 있다.

홈페이지 접수 

| 하반기 북큐레이션 계획 |

10월  일    반 | 여행을 떠나요!
 어린이 | 바른 말 고운 말

11월  일    반 | 커피에 관하여
 어린이 | 흠뻑 빠지는 전래동화
12월  일    반 | 나는 꿈을 꿉니다

 어린이 | 소원을 말해봐

일시 초청
작가 주제 저서 참여방법

2021. 9. 9.(목)

14:00~15:00 
이지현 작가님과 함께 하는 연극놀이 

 그림책이 있어서 다행이야 
 그림책으로 상상하고 몸으로 

   표현하는 그림책 연극 수업

접수기간
2021. 8. 17.(화) ~
마감시까지

홈페이지 접수 

비대면

2021. 9. 10.(금)

14:00~15:00 

 청소년독서멘토-언니오빠와 함께 스토리텔링  비대면

[강의] 2021. 9. 4.(토) 9:30~11:30 (2시간)
[재능기부] 2021. 9. 11.(토) / 9. 18.(토) 
                 오전, 오후 2시간씩 운영

 청소년 독서멘토 10명, 어린이

 도서관과 함께 하는 독서 미션!  비대면

 2021. 9. 7.(월) ~ 9. 25.(금)

 미성년자 자녀가 포함된 가족

 로봇과 친해지기  비대면/대면

 9월중 시행

 어린이·청소년 30명

선착순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www.ujblib.or.kr

선착순

| 작가와의 만남 |

※ 문의 : ☎ 031-836-9503



독서의 달 9월

독서의 달 
20219월

경기교육도서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독서의 달 9월경기평생교육학습관  www.gglec.go.kr

접수기간 접수방법
2021. 8. 20.(금) ~
마감시까지

| 9월 북큐레이션 || 독서의 달 행사 |

| 작가와의 만남 |

주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라이프 스타일

대상  일반 이용자
내용  나에게 맞는 일과 삶,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고 싶다면,  9월 독서의 달에 추천하는 책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홈페이지 접수

| 하반기 북큐레이션 계획 |

10월  새로운 세상, 미래가 온다 | 청소년, 일반 |

 내 용돈 언제 다 썼지? | 어린이 |

 현실로 다가오는 영화 속 미래  | 영화 |

11월  지금은 여행이 필요할 때 | 청소년, 일반 |

 과학을 재미있게 배워요! | 어린이 |

 독립영화의 매력 속으로 | 영화 |

12월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책 | 청소년, 일반 |

 나누면 기쁨이 두 배로 커져요! | 어린이 |

 영화사를 빛낸 클래식 무비 | 영화 |

 소확행 그림책 테라피  비대면

 2021. 9. 28.(화) 10:20~12:00

 일반 20명

 우리 아이를 위한 북큐레이션  비대면

 2021. 9. 15.(수) 10:00~12:00

 초등 학부모 30명

 토닥토닥 책읽기  비대면

 2021. 9. 8.(수) 16:00~16:50 / 17:00~17:50
  - 6~7세 30명
 2021. 9. 29.(수) 16:00~17:30

  - 초등 1~3학년 20명

선착순

일시 초청
작가 주제 저서 참여방법

2021. 9. 5.(일)

14:00~16:30
김혜정

다행히 

괜찮은 고민입니다

 다행히 괜찮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헌터걸
 하이킹 걸즈

접수기간
2021. 8. 20.(금) ~
마감시까지

홈페이지 접수

비대면
2021. 9. 8.(수)

18:30~21:00
이철환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지켜줘야 하는가

 어둠 속에서도 바다는 푸르다
 연탄길 1, 2, 3

※ 문의 : ☎ 031-259-1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