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도서관


비용: ($-$$$ )



필요 시간: 진행중, 조직과 구성 위한 일주일



필요 기술: 가능한 건축 기술



필요 인력: 작은 도서관의 건축과 설치를 하고 관리인(사무장)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사람

무엇 :


작은 도서관은 작고무료이며, 원하는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집의 잔디밭에 있어도 좋고,
이웃들이 책을 가져가고 책을 놓고 갈 수 있는 공공장소 이어도 좋습니다.

목적 :


도서관을 통해 이웃들과 교류하기



성인과 아이들에게 독서 권장하기



지역사회 조합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위한 계기를마련하는걸 돕기



작은 도서관에 참여 하기를 권장 하도록 하기



지역사회와 그 소유물을 긍정적으로 사용 하도록 권장하기



적극적 자세로 지역 사회 범죄 막기

체크 항목:
사전:
□

지역사회 작은도서관을 위한 자리를 찾으세요. 작은 도서관은 집의 잔디밭에 있어도 좋고, 이웃들이
책을 가져가고 책을 놓고 갈 수 있는 공공장소 이어도 좋습니다. 만일 공공장소를 선택한다면 지역
소유주나 시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도서관을 돌볼 관리인을 선택하세요. 관리인은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어도 좋은데, 도서관이 청결하고
물품들이 보충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 웹사이트를 이용해 작은 도서관을 만들거나 사세요. www.littlefreelibraries.org . 창조적이 되세요.
작은 도서관은 공중전화 부스나 새의 집이나, 우편함 등과 같이 보여도 좋습니다.

□

알버타주 One Call 에 전화하거나 그들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www.albertaonecall.com 작은 도서관을
위한 지역이 안전한지 확인하세요.

□

가족, 친구, 이웃들로 부터 책을 모으세요.

□

한두명에게 광고를 하도록 임무를 맡기세요. 뉴스레터 기사와 광고판 또는 지역사회 조합 웹사이트를
고려하세요.

진행:
□

관리인은 도서관을 청소하고 물품재고를 책임집니다. 이것은 그들의 계속적인 책임이 될 것입니다.
관리인들은 책의 재고가 늘 있도록 여분의 책 재고를 확인 하세요.

주요 고려 항목:


작은 도서관은 국제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www.littlefreelibraries.org $34.95 의 비용이발생합니다.
작은도서관의 위치를 캘거리 지도에 무료로 넣으려면, 이 주소로 이메일하세요.

yyclittlelibraries@gmail.com


당신 지역의 작은 도서관의 개관식 파티를 계획하는걸 고려하세요.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가상 정보
센터의 지역사회 안전건설 페이지의 Love Where You Live: Host a Block Party!,

www.calgarycommunities.com 를 체크 해 보세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작은 도서관에 관한 캘거리 지역 사회 연합에 알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