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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의 달 행사 독서의 달 행사하반기 북큐레이션 하반기 북큐레이션

9월 북큐레이션 9월 북큐레이션

 10월 

청소년  ENFJ연설가/ENFP열정가 

 11월 

청소년  INTJ연구자/INTP사색가 

 12월

청소년  ENTP탐험가/ENTJ지도자

 겁쟁이라면, 용기모자 비대면  

일시  9.1.(목) ~ 9. 30.(금)

대상  초등 50명

내용    「용기모자」를 읽고 사서가 직접 제작한 키트와 활동 

영상을 참고하여 두려움을 떨치는 용기모자 만들기

 청소년 재능기부 「내 꿈을 밝히는 무드등 만들기」

일시  9. 28.(수) 13:00 ~ 14:30

대상  6 ~ 7세 어린이, 15명

내용    신한고등학교 학생동아리의 「shadow」영어  

그림책 스토리텔링 감상 후 나의 꿈을 담은  

무드등 만들기

 다 함께 완성하는 명작의 탄생

일시  9. 1.(목) ~ 9. 30.(금)

대상  전체

내용    도서관 이용자들이 다 함께 그림책 속 숨겨진  

힌트를 찾아 각각의 퍼즐을 색칠하고, 총 400개의 

퍼즐을 모아 하나의 그림을 완성

   혁신을 켜다

대상  일반·청소년·어린이

내용    개인부터 사회까지 발전과 관련된 상황별 도서 

추천하기

 https://lib.goe.go.kr/pt

 031-8054-8433

경기평택교육도서관

 10월

어린이  세계 속에 부는 K열풍

청소년  스테디 청소년 문학 모음

일반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원작 소설

 11월 

어린이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

청소년  과학 지문이 더 쉽게 읽히는 책

일반  알고 보면 흥미로운 세계정세 이야기

 12월 

어린이  하얀 눈이 펄펄, 눈 오는 날엔

청소년  2022년 꼭 읽었어야 할 청소년 베스트 도서

일반  레트로 베스트 도서 모음

 인형극 『여우이모』

일시  9. 3.(토) 10:00 ~ 11:30

대상  유아 6~7세 동반가족 15팀(30명 내외) 

내용    인형극 ‘여우이모’, 마술동화, 동화구연 및 손유희, 

여우풍경 만들기

 마술사 제니의 과학일까? 마술일까?

일시  9. 17.(토) 10:00 ~ 12:00

대상  초등 4~6학년 15명 

내용    씽크매직, 사이언스 매직, 마술 배우기

 아름다운 우리떡 만들기

일시  9. 24.(토) 10:00 ~ 12:00

대상  초등 1~3학년 15명 

내용    바람떡, 꽃산병, 사탕절편, 꼬리절편에 천연재료를 

이용하여 색내기

   가을에는 詩

대상  일반

내용  가을 감성에 푹 빠지게 할 시집들 살펴보기

 https://lib.goe.go.kr/gg

 031-240-4042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작가와의 만남

일시 초청 작가 주제 참여방법 작가 작품(저서) 

9. 15.(목) 
10:00 ~ 12:00

원은정 
영화로 만나는 
부모 인문학

비대면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산다는 것」

「아직 제가 누군지 알아가고 있습니다만」

「엄마는 알까?」

9. 14.(수) 
10:00 ~ 12:00

권오준 젊은 세종에게

별도 
공문접수 
(학교대상)

「새내기왕 세종」 

「사서가 된 고양이」 

「날아라 삑삑아」

9. 19.(월) 
10:00 ~ 12:00 

김동식 
글쓰기로  

바뀌는 인생

「회색인간」 

「13일의 김남우」

「세상에서 가장 약한 요괴」 

9. 30.(금) 
10:00 ~ 12:00

김리리 동화작가의 꿈

「둥실이네 떡집」 

「첫눈 오는 날 찾아온 손님」 

「 6월 1일 절교의 날」

작가와의 만남

일시 초청 작가 주제 참여방법 작가 작품(저서) 

9. 3.(토) 
10:00 ~ 12:00

정선용
경제 공부의 필요성  
및 부자 되는 방법

대면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아들아, 부동산 공부해야 한다」

9. 3.(토) 
13:00 ~ 15:00

정문정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5가지 방법

「더 좋은 곳으로 가자」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별로여도 좋아해줘」

9. 17.(토) 
18:00 ~ 20:00

이다혜
영화 분석 및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

「아무튼, 스릴러」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

「출근길의 주문」



독서의 달 행사 독서의 달 행사 하반기 북큐레이션

9월 북큐레이션 9월 북큐레이션

작가와의 만남

작가와의 만남

일시 초청 작가 주제 참여방법 작가 작품(저서) 

9. 13.(화) 
13:00 ~ 15:30

김소연

한국인의 소울 레시피

-한국 현대사를  
책임진 레시피

별도  
공문 접수  
(학교대상)

「반반 무 많이」

9. 20.(화) 
14:00 ~ 16:30

양지열
청소년을 위한  

법이야기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

 10월

어린이  청소년  일반   

가을 독서하기 좋은날, 책 한 권 손 안에

 11월

어린이  청소년  일반   

추천도서를 읽으며 동물사랑을 함께 키워요!

 12월

어린이  청소년  일반  책과 함께 즐기는 겨울,  

책읽기에 푹 빠지는 시간

 에이드 비누 만들기      

일시  9. 3.(토) 14:00 ~ 16:00

대상  초등

내용    과일 에이드를 비누로 표현하기

 미니파르페 캔들 만들기

일시  9. 24.(토) 14:00 ~ 16:00

대상  초등

내용    작은 유리용기에 왁스를 이용하여 파르페모양 

캔들 만들기

 원화전시 <고양이 해결사 깜냥 1>

일시  9. 1.(목) ~ 9. 30.(금)

대상  도서관 이용자

내용    고양이 깜냥이 경비원이 되어 아파트에서 벌어

지는 여러 문제를 유쾌하게 해결해나가는 내용

의 도서 「고양이 해결사 깜냥1」 원화전시 관람

하기

   독서

대상  일반·청소년·어린이

내용    가족과 함께 독서 즐기기

 https://lib.goe.go.kr/gn

 031-884-0594

경기여주가남교육도서관

일시 초청 작가 주제 참여방법 작가 작품(저서) 

9. 14.(수) 
10:00 ~ 13:00

임서경
충분히  

존경받을 만해

별도  
공문 접수   
(학교대상)

「내가 그런게 아니야!」

「나는 인도에서 왔어요!」

「충분히 존경받을 만해」

9. 15.(목) 
10:00 ~ 13:00

김경희
그림책으로 만나는  

긍정과 용기

「입학을 축하합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천하무적 용기맨」

9. 20.(화) 
10:00 ~ 13:00

홍민정
깜냥은 어떻게  

해결사가 되었을까?

「걱정 세탁소」

「고양이 해결사 깜냥」

「낭만 강아지 봉봉」

9. 23.(금) 
10:00 ~ 13:00

경혜원
도서 「공룡 엑스레이」로  

알아보는 공룡들의  
특징과 생활

「공룡 엑스레이」

「내가 더 커!」

「알 속으로 돌아가!」

 동물 그립톡 만들기    

일시  9월중

대상  어린이 이용자 50명

내용    원화를 감상하고 원화 속 주인공 동물 그립톡  

만들기

 세상에서 하나뿐인 책 만들기

일시  9. 3.(토) 10:00 ~ 12:00

대상  초등 4~6학년 15명

내용    어플을 통해 좋아하는 글, 문구, 이야기를 엮어  

한 권의 책 만들기

 마술은 과학이다!

일시  9. 17.(토) 14:00 ~ 16:00

대상  초등 1~3학년 15명

내용    과학을 마술과 접목해 마술 속 숨겨진 다양한  

과학의 원리를 찾고 직접 체험해보기

   인공지능(AI)과 미래사회

대상  일반·청소년·어린이

내용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게 될 미래사회 관련 

도서 전시 관람하기

 https://lib.goe.go.kr/gj

 031-768-6923

경기광주교육도서관

※홍민정 글/김재희 그림, 창비, 2020. 03. 27.

※김경희 글, 비룡소, 2019. 06. 14.



독서의 달 행사 독서의 달 행사하반기 북큐레이션 하반기 북큐레이션

9월 북큐레이션 9월 북큐레이션

작가와의 만남 작가와의 만남

일시 초청 작가 주제 참여방법 작가 작품(저서) 

9. 17.(토)

10:00 ~ 12:30
최민지

최민지 작가와의 만남

‘나, 너를 봐’
대면

「나를 봐」

「문어목욕탕」

「코끼리 미용실」 

 10월

어린이  청소년  일반  가을에 떠나는 여행

 11월

어린이  청소년  일반  진로, 진학 레시피

 12월

어린이  청소년  일반  트렌드 2023

 텀블러 가방 만들기

일시  9. 6. (화) 10:00 ~ 11:30

대상  일반 15명

내용    폐원단을 활용한 텀블러 가방 만들기 체험 

(재료비: 무료)

 북머니를 모아랏!   

일시  9. 1. ~ 9. 24.

대상  유아 및 초등

내용    도서관에서 제시하는 미션을 수행 

(미션수행: 9.1~9.22)하고  

북머니를 모아 장터에서 상품 구입 

(장터개장: 9.23.(금)~9.24.(토))

 그림책 원화전시

일시  9. 1.(목) ~ 9. 30.(금)

대상  도서관이용자

내용  <눈보라> 온·오프라인 원화전시

   도서의 재발견

대상  도서관이용자

내용    최근 2년간 미대출 도서 전시  

및 랜덤 대출하기 

 https://lib.goe.go.kr/gimpo

 031-984-3536

경기김포교육도서관

일시 초청 작가 주제 참여방법 작가 작품(저서) 

9. 22.(목)

16:00 ~ 18:00
김리리

동화작가의 꿈 &  
즐거운 책읽기

비대면
「만복이네 떡집」

「장군이네 떡집」

 10월

어린이  어린이 동시집 책

청소년    책에 빠져 느끼는 가을 감성  

- 시집, 에세이 추천

일반     책으로 만나는 지구  

- 환경과 기후변화에 관한 도서

 11월

어린이  성탄절에 관한 책

청소년    세계여행 대신 세계사 여행  

- 세계사에 대한 도서

일반    역사가 지루하다고?  

- 각 나라의 역사 도서

 12월

어린이  정리 습관에 관한 책

청소년    이런 직업은 어떨까?  

- 이색 진로, 직업에 관한 도서

일반    책과 함께 따뜻한 겨울  

- 마음이 따뜻해지는 도서

 업사이클링 팝업북 만들기 비대면

일시  9. 14.(수) 16:00 ~ 18:00 

대상  초등 3~6학년  

내용    버려지는 그림책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팝업북 

만들기 체험

 쓰담쓰담 그림책 테라피 비대면  

일시  9. 15.(목) 10:00 ~ 12:00

대상  성인 

내용    음악과 함께 만나는 그림책으로 그림책 테라피 

활동을 통해 자아 존중감을 키우며 긍정적 관계 

형성

 온라인 원화 전시

일시  9. 1.(목) ~ 9. 30.(금)

대상  도서관 이용자

내용    「쿵쿵 아파트」 온라인 원화 전시

   추석, 명절

대상  도서관 이용자

내용    우리 명절, 풍속 등에 관한 책 큐레이션 전시 

관람하기 

 https://lib.goe.go.kr/pc

 031-531-8752

경기포천교육도서관



독서의 달 행사 독서의 달 행사하반기 북큐레이션 하반기 북큐레이션

9월 북큐레이션 9월 북큐레이션

작가와의 만남 작가와의 만남

일시 초청 작가 주제 참여방법 작가 작품(저서) 

9. 23.(금) 
13:00 ~ 15:30

황보름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등장인물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대해

대면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매일 읽겠습니다」

「이 정도 거리가 딱 좋다」

 10월 

어린이  일반  지구를 지켜라

청소년  우리나라 고전 소설

 11월 

어린이  일반  집콕 취미생활

청소년  나를 찾는 인문학 여행

 12월

어린이  「널 위한 책 맞춤」 추천 도서

청소년  즐기자 방학 웹툰 이야기

일반  따뜻한 이야기

   다가올 시대, 자녀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키우는 방법 

대면·비대면 병행

일시  9. 3.(토) 14:00 ~ 15:30

대상  학부모

내용    내 자녀가 미래 시대 필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활용 능력을 잘 키우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그림책 원화전시

일시  9. 1.(목) ~ 9. 30.(금)

대상  도서관 이용자

내용    차표는 어디로 날아갔을까?

 경기성남교육도서관과 함께하는 청렴퀴즈!

일시  9. 14.(수) ~ 9. 16.(금)

대상  도서관 이용자

내용    청렴퀴즈 풀기(도서관 SNS),  

청렴홍보물 배부(자료예약대출자)

   청소년  일반  원작이 궁금해

내용    영화나 드라마로 재탄생한 다양한 원작 소설,  

웹툰 소개하기

   어린이  내가 맺고 싶은 열매(꿈, 희망)

내용    장래 희망·진로 관련도서 등

 https://lib.goe.go.kr/sn

 031-730-3568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일시 초청 작가 주제 참여방법 작가 작품(저서) 

9. 3.(토)  
10:00 ~ 12:40

미우

(박미선) 

그림책 
「공포의 새우눈」을  
통해 나의 아름다움  

 발견

대면

「소원을 들어주는 수수께끼 비책」

「공포의 새우눈」

「사탕괴물」

 10월

어린이  소중한 우리 땅 독도 

청소년  일반  함께 걸어요(걷기의 즐거움)

 11월

어린이  위대한 식탁 

청소년  일반  겨울 이야기

 12월

어린이  어린이책 인기 작가들 

청소년  일반  도전! 새 출발  

 지구의 바다를 소개합니다.

일시  9. 21.(수) 15:00 ~ 17:00

대상  초등 4~6학년

내용    국립과천과학관 과학자 정원영 박사님이 들려주는  

바다의 다양한 특성과 지구에서 바다가 가지는  

의미와 소중함 알기, 바다유리 목걸이 만들기 체험

※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으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강사 지원

 ‘나다움’을 찾는 퍼스널컬러와 이미지메이킹

일시  9. 17.(토) 10:00 ~ 12:00

대상  청소년 

내용    퍼스널컬러와 이미지메이킹을 통한 나의 가치  

발견(퍼스널컬러 진단 시연 및 체험, 이미지 

메이킹의 필요성, 진로진학 면접 준비방법)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기간  9. 1.(목) ~ 소진 시 

대상  청소년

내용    청소년 신간도서, 학교별 추천도서「책갈피」 

도서 대출자에게 사서들이 추천하는 독서명언

(스티커)과 비타민 젤리 제공

   어린이  한국을 빛낸 역사 인물

   청소년  일반  원작의 향기

내용    영화로 재탄생한 다양한 원작 소설과  

영화 소개하기

 https://lib.goe.go.kr/kwa

 02-3677-0332

경기과천교육도서관



독서의 달 행사 독서의 달 행사 하반기 북큐레이션

9월 북큐레이션 9월 북큐레이션

작가와의 만남

작가와의 만남

일시 초청 작가 주제 참여방법 작가 작품(저서) 

9. 1.(목) ~ 9. 2.(금) 
10:30 ~ 11:30

안정은
오늘 밤, 나를 찾아올  

‘괴물’을  
상상해볼까?

별도  
공문 접수  
(학교대상)

「괴물이 오면」

9. 6.(화) ~ 9. 7.(수) 
10:30 ~ 11:30

방미진
미디어 윤리(SNS)와 

사이버 학교 폭력  
「13일의 단톡방」

 10월 

어린이  바른말 고운말

일반  여행을 떠나요 

 11월

어린이  흠뻑 빠지는 전래동화

일반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12월 

어린이  소원을 말해봐 

일반  나는 꿈을 꿉니다  

 재능기부 「언니, 오빠 와 함께 책놀이」

일시  9. 3.(토) 13:00

대상  청소년 봉사자 6명, 어린이 이용자

내용    청소년 봉사자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독후활동 

   도서관에서 책 읽고 만들기 인증 미션 대면·비대면 병행

일시  9. 6.(화) ~ 9. 16.(금)

대상  초등 학급

내용    교육도서관 또는 학교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독서활동 사진과 만들기 활동 사진을 SNS에  

인증

 신나는 로봇체험

일시  9. 7.(수) ~ 9. 28.(수) 15:00

대상  유아, 어린이 학급

내용    로봇 체험관을 견학하고 키트 만들기를 SNS에 

인증

   일반  사랑하며 아끼며

   어린이  다양한 사계절

대상  일반, 어린이

내용    사랑에 대해 이해하고, 사계절을 즐기기 

 https://lib.goe.go.kr/ujb

 031-836-9503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일시 초청 작가 주제 참여방법 작가 작품(저서) 

9. 7.(수)

10:30 ~ 12:00
정정혜

아이와 함께하는  
영어 그림책의 힘

비대면 

「영어 그림책 공부법」 

「첫 영어 그림책」

9. 20.(화)

10:30 ~ 12:00
김윤정

공부의 기초체력을  
길러주는 초등 문해력

「EBS 당신의 문해력」

「공부머리 만드는 초등 문해력 수업」

9. 24.(토)

 14:00 ~ 15:30
전민걸

바삭바삭 갈매기와

 나의 이야기
대면

「바삭바삭 갈매기」

「치타 자전거」

 페이퍼 플라워 공예

일시  9. 28.(수) 11:00 ~ 13:00

대상  성인 15명

내용    주름종이를 이용한 페이퍼 플라워 만들기

 동화샘이 들려주는 『신통방통 세 가지 말』

일시  9. 3.(토) 14:00 ~ 15:00 

대상  어린이 및 학부모 30명

내용    학부모 동아리‘동화샘’회원들의 인형극 공연

 과일칩 초콜릿과 도넛 만들기

일시  9. 17.(토) 10:30 ~ 12:00

대상  초등 1~3학년 15명

내용    건조 과일칩 초콜릿과 유니콘 도넛 만들기

   작가와의 만남 북큐레이션

대상  모든 이용자

내용    독서의 달 작가와의 만남 초청 작가들의 도서 

전시 관람하기

 https://lib.goe.go.kr/hs

 031-369-5723

경기화성교육도서관

※출처 : EBS 무단도용 및 재배포금지



경기교육도서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2022. 9.
독서의 달 행사 하반기 북큐레이션

9월 북큐레이션

작가와의 만남

일시 초청 작가 주제 참여방법 작가 작품(저서) 

9. 21.(수)

19:00 ~ 21:30
이희영

「챌린지 블루」를 읽고  
나만의 꿈의 색 만나보기

비대면 

「페인트」

「너는 누구니」

「챌린지 블루」

 10월

어린이  예술이 뭐예요?

청소년  일반  세계를 읽고, 보다: 아시아 작가 

 11월

어린이  나는 나를 사랑해요

청소년  일반   세계를 읽고, 보다: 북미&남미작가

 2월

어린이  겨울이 왔어요

청소년  일반  세계를 읽고, 보다: 유럽 작가     

 [특강]비주얼씽킹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다 비대면

일시  9. 15.(목) 10:00 ~ 12:00

대상  학부모, 일반 50명

내용    비주얼씽킹 독서법으로 미래 설계하기

 희망뿜뿜 드림캐처 만들기 

일시  9. 14.(수) 16:00 ~ 17:30

대상  6~7세 20명

내용    『무슨 꿈이든 괜찮아』를 읽고, 드림캐처 만들기

 나도 로봇 공학자

일시  9. 22.(목) 16:30 ~ 18:00

대상  초등 4~6학년 20명

내용    로키로봇 만들며 미래의 꿈 키우기

   일반  가족의 새로운 의미

내용    다양한 가족의 모습과 가족의 소중함 느끼기

   어린이  나의 미래직업

내용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진로ㆍ직업 소개

 www.gglec.go.kr

 031-259-1077

경기평생교육학습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