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도서관 평생학습관
사용설명서

152X214/ 148X210

안녕하세요.
도서관 소믈리에 도소리에요!
저와 함께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
이용 꿀팁을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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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통합대출회원 가입하기

자료
신청·예약하기

도서를 대출하려면 가장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겠죠?
서울시교육청 22개 도서관· 평생학습관은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대출권수는 기관마다 다르지만, 통합대출권수는 총30권이에요.

기관 홈페이지와 자료검색대에서 자료신청 및 예약을 할 수 있어요.
소장하지 않은 신간 책은 희망도서 신청! 현재 대출중인 자료는 다음 차례 예약!
자료 도착 시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드려요. (신청은 정회원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대출기한 연장하기: 홈페이지 > 자료신청·예약 > 대출조회 및 연기

※ 희망도서 신청: 홈페이지 > 자료신청·예약 > 희망도서신청
※ 예약하기: 홈페이지 > 자료검색 > 대출중인 책 선택 > 예약

홈페이지 URL 및 자료실 연락처

회원 가입하기
‘회원가입’

1

기관명

홈페이지

강남도서관

gnlib.sen.go.kr

3448-4741~5(내선37/39번)

3448-4741~5(내선38번)

강동도서관

gdlib.sen.go.kr

2225-9841~3

2225-9851~2

강서도서관

gslib.sen.go.kr

종합자료실 3219-7031/7033
문학간행물실 3219-7042

3219-7051

개포도서관

gplib.sen.go.kr

3460-8251~2

3460-8261~2

고척도서관

gclib.sen.go.kr

2680-2422/2426

2680-2431

본인인증
공공아이핀/휴대폰인증(본인명의)

구로도서관

grlib.sen.go.kr

6958-2910~2

6958-2920~1

※ 14세미만의 경우 어린이 본인인증과
부모님인증(동의) 2단계 필요

남산도서관

nslib.sen.go.kr

인문사회과학실 6911-0128~9
자연과학실 6911-0132~3
문학실 6911-0135~6
독서치료.어학실 6911-0181~2

2

3

성인자료실

어린이실

동의
동의

홈페이지 또는
자료검색대에서 ‘회원가입’클릭
(준회원 가입)

회원 가입
완료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보호 동의

5

4

자료실에 방문하면 본인확인 후
회원증발급 (정회원 가입)

개인정보 입력

개인정보 활용 재동의
도서관 회원은 2년 주기로 개인정보활용 재동의가 필요합니다.
대상자의 경우 홈페이지 로그인하시면 재동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꿀TIP

dblib.sen.go.kr

6714-7441~3

6714-7431~2

ddmlib.sen.go.kr

2170-1042~3

2170-1061~2

동작도서관

djlib.sen.go.kr

823-6417~9(내선302~304)

823-6417~9(내선102)

서대문도서관

sdmlib.sen.go.kr

6948-2121~2

6948-2141
3434-3337~8
2062-3941~2

동의
동의

회원 가입 완료!

도봉도서관
동대문도서관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에요
영화관, 미술관 등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어요.
도서관에서도 자료대출 권수가 확대되고 여러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문화가 있는 날 도서관에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개인정보활용 재동의

이
건
몰
랐
지

송파도서관

splib.sen.go.kr

인문사회자연과학실 3434-3328
어학문학실(간행물실) 3434-3332/3334

양천도서관

yclib.sen.go.kr

2062-3931~4

어린이도서관

childlib.sen.go.kr

용산도서관

yslib.sen.go.kr

6902-7731~7732

6902-7741~7742

정독도서관

jdlib.sen.go.kr

인문사회자연과학실 2011-5754~5
어문학·족보실 2011-5758~9

청소년관 2011-5762~3
어린이실 2011-5777/5786

종로도서관

jnlib.sen.go.kr

인문사회자연과학실 721-0721/0723
어문학실 721-0718~9

고덕평생학습관

rgdllc.sen.go.kr

6902-2637

6902-2642

노원평생학습관

nwllc.sen.go.kr

4681-6376~8

4681-6382~3

마포평생학습관

mpllc.sen.go.kr

2137-0031~4

2137-0051~3

아현분관

ahyon.sen.go.kr

6959-3006~7

6959-3009

영등포평생학습관

ydpllc.sen.go.kr

6712-7551~2

6712-7562~3

캠페인

책누리1실 731-2311~2
책누리2실 731-2300/2302
유아누리실 731-2321~2

예약하신 책이 필요 없게 되었다면, 예약을 취소해 주세요. 다음 차례 예약자에게 빠르게 전달됩니다.
예약 취소방법: 홈페이지 > 자료신청·예약 > 대출예약 및 조회 > 예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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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호대차서비스
‘책바다’
책이
없어
...

흑흑

장애인대상 대출자료
무료 배달서비스 ‘책나래’

원하는 책이 다른 도서관에 있다면?

도서관 책이 우리 집으로 날아왔다?!

‘책바다’ 서비스는 원하는 책이 다른 도서관에 있는 경우,
전국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속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있는 전국도서관자료 공동활용서비스예요.

‘책나래’는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도서관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장애인도서관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대출자료 무료 배달 서비스”입니다.

서울시교육청 도서관에 증명서류 제출

책바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1

2

3

‘회원가입’

1

2

www.nl.go.kr/nill

소속도서관 대출회원가입 하기
책바다 홈페이지 접속
www.nl.go.kr/nill

회원정보 입력 및
‘책바다 국가상호대차서비스
이용 여부’ 체크

소속도서관 조회 및
회원번호(회원증 확인) 입력

책바다 홈페이지 자료검색 후 자료 신청 (1인 3책)

02

왕복택배비 결제 공공도서관 4,500원, 대학도서관 4,900원

(직접방문 또는 팩스 발송)

무료 배달서비스

‘책나래’

※ 회원가입 후 소속도서관 (회원증에 기입된
기관) 에서 승인 처리 후 책바다 이용 가능

책바다 자료신청 및 대출
01

택배대출신청서 및 해당 등급
장애 등록증 사본을 소속도서관에 제출

책나래 홈페이지 회원가입

1.

회원가입 책나래홈페이지(dream.nl.go.kr/dream/chaeknarae) 회원가입 하기

서울시지원금 : 왕복택배비용 중 3,000원 | 회원 부담액 : 공공자료 1,500원, 대학자료 1,900원

2. 승인 소속도서관 담당자 승인
03
04
05

꿀TIP

※ 소속도서관은 회원증에 기재된 도서관입니다.

대출 이용자 소속도서관으로 배송되고 “소속도서관에서 대출”
대출기간 소속도서관 도착한 날로부터 14일
(공공도서관 자료는 1회 7일 연장가능)

3.

~예쓰
오~~ !!!!

자료 검색

자료 신청

4. 규정 대출권수는 소속도서관 규정에 따름, 최대 30일간 대출 가능

반납 "소속도서관으로 반납"하면
소속도서관에서 자료를 제공한 도서관으로 배송

묶음배송으로 신청하면 동일한 제공도서관에서 제공할 경우
1책에 대한 비용만 부과 된답니다.

대출 책나래 홈페이지

5.

꿀TIP

반납 책나래 홈페이지

나의 책나래

대출현황

반납 요청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전자도서관 사이트에서는 자료 이용이 취약한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마포평생학습관 시각장애인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녹음도서를 음성파일로 제공합니다.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전자도서관 e-lib.sen.go.kr: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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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료실
200% 활용하기
비도서(DVD) 대출
디지털자료실에서는 비도서(DVD)를 대출할 수 있습니다.
자료검색대에서 비도서를 검색 후 ‘등록번호’를 데스크에 제출하면 됩니다.

모바일 앱
리브로피아 이용하기
스마트폰 보급률 90% 시대에 모바일서비스는 필수!
‘리브로피아’는 서울시교육청의 22개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을 포함한
전국 450여개의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입니다.
※ 도서관·평생학습관 대출회원 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리브로피아(모바일 앱) 설치
앱 설치 앱스토어에서 ‘리브로피아’ 앱 설치

디지털자료실 예약시스템(웹부킹)

리브로피아 회원가입 이메일, 리브로피아 비밀번호, 닉네임 입력
로그인 이메일, 리브로피아비밀번호 입력

디지털자료실은 중학생 이상 이용 가능합니다.
디지털자료실 이용을 위해서 홈페이지 또는 웹부킹PC에서 예약합니다.
문서작업(한글, 엑셀), 국회원문DB, 인터넷이용 등 원하는 좌석을 선택합니다.
1일 2시간 이내 이용 가능합니다.

도서관회원 인증

10분 내에 해당 좌석에 로그인하지 않으면 예약이 자동취소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나의 도서관 확인 및 추가가
가능합니다.
도서관 추가

버튼

도서관 검색 및 추가

도서관 회원인증 도서관 선택 ‘도서관회원증’ 선택
해당도서관 ID, 비밀번호 인증

노트북실 무선인터넷 이용 [윈도우즈7 기준]
노트북 제어판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 ‘네트워크에 연결’ 클릭
기관 SSID 선택 (정독도서관의 경우: Jeongdok)
기관 네트워크 키 입력 (※ 키값은 디지털자료실 담당자에게 확인)
인터넷 창 실행 회원 ID/비밀번호 입력

캠페인

디지털자료실 예약(웹부킹)은 본인 계정으로만 해주세요~!!
타인 계정 사용 시 30일간 예약이 정지 됩니다.

리브로피아 기능

1.
2.
3.
4.

모바일 회원증 및 QR코드인증

스마트하
냐옹~! 다

소장자료 검색 및 예약
대출현황 조회 및 반납연기
희망도서 신청 등

꿀TIP

회원증을 두고 오셨나요?
걱정마세요! 리브로피아 앱에서 모바일 회원증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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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See 해보세요

See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CDRS)

휴관일에는 전자책을 이용해 보세요~
“See”는 ‘Seoul Education office E-library’의 약자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전자도서관 서비스입니다.

지식정보를 도서관 사서가 찾아드립니다.

※ 웹만 가입한 회원(준회원)은 가까운 도서관·평생학습관 방문하여 대출회원 등록 필요

‘사서에게 물어보세요’는 홈페이지(www.nl.go.kr/ask)를 통해 지식 및 학술정보를 질의하고
답변 받는 참고서비스입니다.
전국의 480개 도서관 사서가 도서관 소장자료 및 온라인 정보자원 등을 활용하여 답변합니다.

PC에서 전자도서관 이용하기

이용절차

1

질문하기

홈페이지(www.nl.go.kr/ask)에 접속하여 ‘질문하기’ 클릭

동의하기

답변 제한사항 및 안내사항 확인 후 ‘동의함’

질문작성

질문 내용, 이메일 등 입력 후 ‘등록’

답변받기

질문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로 답변 수신

e-lib.sen.go.kr

전자도서관 접속
e-lib.sen.go.kr

2
로그인
(도서관 대출회원
ID와 비밀번호)

3
전자책 검색
및 대출하기

See(전자도서관 모바일 앱) 이용방법
1. 앱 설치 앱스토어에서 ‘서울시교육청 전자도서관 See’ 앱 설치
2. 로그인 (도서관 대출회원ID와 비밀번호)
3. 전자책 검색 및 대출하기
4. 내서재 책 읽기
YES24, ECO, 메키아 전자책 : 바로 이용 가능
교보문고, 북큐브, Y2Books 등 전자책 : 유통사 앱 자동설치 후 이용 가능

꿀TIP

서울시교육청 전자도서관에서는 전자잡지, 오디오북, 어학강좌, IT강좌 등
온라인콘텐츠 이용도 가능합니다.

4
내서재 책 읽기
전자책 뷰어 자동설치 후
이용 가능

지식정보?
뭐든지 찾아주겠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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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강좌
신청하기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 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

다양하고 알찬 강의를 에버러닝에서 찾아보세요~!!
‘에버러닝’은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강좌를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평생학습포털입니다.
※ 도서관·평생학습관 홈페이지와 별도 회원가입이 필요해요.

'문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생의 변화이자 삶의 행복,기쁨입니다.

강좌 검색 및 신청

1

everlearning.
sen.go.kr

에버러닝 접속
everlearning.s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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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감면대상은
온라인감면신청서 작성하고,
3일 이내 서류 지참하여
강좌개설기관 방문

2

3

검색

기관명 또는
강좌명 검색

강좌명을 클릭하여
강의계획서, 수강료, 재료비 등 확인

5
유료강좌 경우 결제하기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4

9:00

서울시교육청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을 대상으로
학력 인정 문해교육을 운영합니다.
‘학력인정 문해교육 과정’은 성인학습자가 학습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고 가치 있는 개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인 문해 사업입니다.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력을 인정 받을 수도 있답니다.
매년 2월에는 배움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신 분들의 특별한 졸업식이 열립니다.

신청하기
(접수시작일 9:00부터 신청 가능)

배움엔
나이가 없다옹~
냐옹!

알아두면 좋은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늘배움은 전국 평생교육 정보 종합 제공 포털로,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평생교육 기관의 강좌를 한데 모아 제공합니다.

늘배움접속

교육비 무료(교과서 제공)
교육기간

www.lifelongedu.go.kr
1년과정
(3월~2월)

캠페인

강좌 예약부도(신청 후 연락없이 오지 않음)는 NO!!
신청 후 참석하지 못하게 된다면 수강취소해 주세요. 대기자에게 수강 혜택이 돌아갑니다.

운영기관

교육과정

고덕행복학교(고덕평생학습관)

초등1~3단계, 중등1~3단계

노원행복학교(노원평생학습관)

초등1~3단계, 중등1~3단계

늘푸른학교(마포평생학습관)

초등1~3단계, 중등1~3단계, 계속교육 1~4단계

영등포행복학교(영등포평생학습관)

초등1~3단계

늘배움학교(강서도서관)

초등 1단계(초등1~2학년 수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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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평생학습관
= 학부모교육원

가족이 함께 하는
행복 독서 프로그램

학부모교육원

온가족 책 잔치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은 학부모교육원으로 지정된 기관입니다.
연중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이 자녀 진로· 진학지도, 사춘기특강 부모역할 등 강의를 진행합니다.
신청은 에버러닝 및 서울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정독도서관 잔디마당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책 축제입니다.
도서관 ·평생학습관이 연합하여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울시 공공도서관에서 추천한 100가족에게 ‘책 읽는 온가족’ 인증서를
수여합니다.

학부모대학 강좌
교육과정

학부모 퍼실리테이터 양성, 학부모책 되기 등

운영기관

양천도서관, 정독도서관, 노원평생학습관, 마포평생학습관, 서울시교육연수원

신청방법

서울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 (parents.sen.go.kr) 온라인 신청

도서관
DAY

가족과 함께하는 도서관DAY
매월 첫째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하는 도서관DAY’입니다.
독서퀴즈, 책 놀이, 체험프로그램 등을 즐길 수 있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가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독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독서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부모 교육 실시
생애 도서관과의 첫 만남 ‘북 스타트’

아이들 교육에
너무 좋네요!

이런 강의를
어디서 듣겠어요~

영·유아에게 그림책이 들어있는 책꾸러미를 선물하고, 부모와 함께
그림책을 읽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접하면서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듭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5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꿀TIP

BOOK
START

청소년 북 스타트 남산·종로·정독도서관은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발달단계에 맞는 독서문화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 북스타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책을 읽고 싶은 친구와 책모임을 만들면,
도서관에서 책꾸러미와 함께 장소를 제공합니다. 친구와 고른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고, 도서관 사서 또는
마중물샘(시민자원활동가)과 상의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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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는 즐거움!
독서동아리

고전·인문학이
돌아오다

1사서 1독서동아리 운동
사서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독서토론을 활성화하고 공공도서관이 그 거점 역할을 하는 독서동아리
활성화 운동입니다.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 사서들은 독서와 독서토론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공공도서관의 본질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줄여서
고인돌이다
냐옹!

서울시교육청 독서동아리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독서동아리 수는 200여개, 회원은 2,700명이 넘습니다.
독서동아리 중 가장 오래된 동아리는 1962년 구성된 남산도서관의 ‘물망초동인회’입니다. 1981년 구성된
남산도서관의 ‘종달새’는 35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독서동아리에서
독서동아리에 참가하고 싶으신 분은 사서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 및 독서수준에 맞는 동아리를
추천해 드립니다.

내게 맞는 동아리도 찾고,
책도 읽고, 토론도 하고!
일석 삼조네!

도소리

최고
캠페인

고인돌 ‘고전·인문학이 돌아오다’
서울시교육청 공공도서관·평생학습관과 중·고등학교에서
학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고인돌’ 이라는 생애주기별
고전·인문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어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역사와 경제, 문학과 영화 등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강좌를 운영
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애니메이션, 철학과 영화, 진화와 생태학 등 교과서 너머의 다양한 지식과 교양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인돌 강좌 정보는 도서관·평생학습관 홈페이지나 평생학습포털 에버러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요

모두가 같이 보는 책! 대출한 책을 소중히 다뤄주세요~
젖거나 낙서가 된 책은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줍니다.
훼손된 책을 발견하면 사서에게 말씀해 주세요. 복구가 가능한 책은 보수합니다.

인기가 많은 강좌들은 금방 마감되니, 미리 접수일자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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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독서 토론 교육

교육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서울교육박물관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 사서들은
독서 토론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어요.

서울교육박물관은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교육제도, 교육기관, 교육활동
등에 관한 각종 사진, 유물들이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 아이들에게는 교육역사를 배우는 장이 됩니다.
관람 후 “아빠가 어렸을 때는 말이지~” 하고 대화해 보는 건 어떨까요?

관람안내
여럿이 함께

[북세통] 독서 디베이트
관람시간

냐옹

냥냥

선정된 도서를 '여럿이 함께' 읽고 나누며 사고를
확장할 수 있어요.
독서토론을 통해 책의 내용과 더불어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인간으로서 삶에 대한 이해를 한층 깊고 넓게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북세통(책, 세상과의 통로)”은 학생들의 비판적·
논리적 사고력을 강화하고 논리적 말하기와 협동적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사서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독서 디베이트 프로그램입니다.
동대문도서관 주관으로 도서관·평생학습관 13개
기관에서 연합하여 운영하며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평일 9:00~18:00, 주말 9:00~17:00

관람료

무료 (단체관람은 전화예약)

휴관일

법정공휴일, 1,3주 수요일

위치
연합운영 독서토론 “여럿이 함께”는 정독도서관
주관으로 도서관·평생학습관 사서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참여하는 어린이, 청소년 대상 독서토론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관련 유물기증 안내

정독도서관 내 위치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사라져 가는 교육관련 유물을 기증받아 연구,
조사, 등록, 전시하고 있습니다.
기증 유물은 교육 관련 사진, 교과서, 상장, 성적표,
졸업앨범, 교복, 가방 등입니다. 기증자에게는
기증확인서를 발급하며 추후 별도의 기증자 관련
특별전을 개최하여 기증자의 뜻을기리고자 합니다.
※ 문의 2011-5780

서울교육박물관
오오 완전
흥미롭다!!

비판적 독서를 한 후, 찬성과 반대의 쟁점이 분명한
논제를 중심으로 찬반 두 팀이 각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빨리
보러가자옹~

꿀TIP

책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서가 추천한 도서목록을 매달 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사서 추천도서 메일링 서비스: e-lib.sen.go.kr: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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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도서관의 역사 속으로
서울시교육청 도서관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종로도서관은 개관 100주년을 앞두고 있어요.

경성도서관 (1920~1926)
경성부립도서관 종로분관 전경(현 종로도서관)

경성도서관은 종로도서관의 전신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설움을 문화 사업으로
일깨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설립된,
순수한 우리 민족의 도서관이며, 한국인에 의하여
처음으로 세워진 사립공공도서관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속에
1926년 경성부립도서관 종로분관으로 개칭되고
경성부가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경성부립도서관 (1922~1925)
경성부립도서관 전경(현 남산도서관)

경성부립도서관(남산도서관 전신)은 일제 식민지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최초의 공립공공도서관
입니다. 일제 하에서도 학문 연구와 민족 계몽의 터전
이 되었으며 우리 민족의 지적 역량을 키우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남산도서관과 종로도서관 고문헌 원문DB를 보시려면?
- 서울시교육청 고문헌/해방전 일서 아카이브 e-lib.sen.go.kr:84
- 종로도서관 고문헌검색시스템 jnliboldbook.sen.go.kr

씨ㅣ익

꿀TIP

지하철 타고 도서관·평생학습관 방문하기
기관명

지하철

지하철 노선도로 보는 서울시 도서관·평생학습관

휴관일

강남도서관

9호선 선정릉역 2번출구 (도보10분)

첫째, 셋째 (수)

강동도서관

5호선 길동역 2번 출구 (도보10분)

첫째, 셋째 (목)

강서도서관

9호선 등촌역 7번출구 (도보10분)

첫째, 셋째 (금)

개포도서관

분당선 개포동역 7번 출구 (도보10분)

둘째, 넷째(목)

고척도서관

1호선 개봉역 2번출구 (구로01번, 구로08번 버스)

둘째, 넷째(수)

구로도서관

2호선 대림역 4번 출구 (도보10분)

첫째, 셋째 (수)

남산도서관

1호선 서울역 (환승센터 5번정류장 402번 버스)

첫째, 셋째 (월)

도봉도서관

4호선 수유역 3번출구 (120번, 153번 버스)

둘째, 넷째 (수)

동대문도서관

2호선 신설동역 10번출구 (도보5분)

둘째, 넷째 (수)

동작도서관

7호선 장승배기역 6번 출구(도보3분)

둘째, 넷째 (금)

서대문도서관

3호선 홍제역 3번 출구 (도보 20분)

첫째, 셋째 (화)

송파도서관

5호선 개롱역 1번출구 (도보5분)

둘째, 넷째( 화)

양천도서관

5호선 오목교역 2번 출구 (도보10분)

첫째, 셋째 (월)

어린이도서관

3호선 경복궁역 1번 출구 (도보10분)

첫째, 셋째 (월)

용산도서관

1호선 서울역 (환승센터 5번정류장 402번 버스)

둘째, 넷째 (화)

정독도서관

지하철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 (도보10분)

첫째, 셋째 (수)

종로도서관

3호선 경복궁역 1번 출구 (도보10분)

둘째, 넷째 (월)

고덕평생학습관

5호선 고덕역 3번출구 (도보5분)

둘째, 넷째 (월)

노원평생학습관

7호선 하계역 1번출구 (도보5분)

둘째, 넷째 (월)

마포평생학습관

2호선 홍대입구역 9번출구 (도보10분)

둘째, 넷째 (월)

아현분관

5호선 애오개역 3번출구 (도보1분)

둘째, 넷째 (월)

영등포평생학습관

5호선 영등포시장역 2번출구 (도보7분)

둘째, 넷째 (월)

도봉도서관
서대문도서관
어린이·종로도서관

노원평생학습관

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

강서도서관

정독도서관

동대문도서관

용산·남산도서관
고덕평생학습관

양천도서관

강동도서관
영등포평생학습관

강남도서관

고척도서관
동작도서관

송파도서관

구로도서관
개포도서관

우리 동네 역 근처
도서관을 찾아볼까?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 특화자료
기관명

특화자료

강남도서관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관련자료

강동도서관

일반의학 관련 건강정보, 진료상담,
자기진단 및 치료정보자료

강서도서관

허준 및 한의학 관련자료

개포도서관

논술, 학습, 진학·진로, 심리

고덕평생학습관

특수교육(장애인)

고척도서관

다문화인을 위한 자료

구로도서관

IT, 정보통신

남산도서관

한국문학관

노원평생학습관

경제

도봉도서관
어떤 특화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냐옹~!

노원평생학습관

종로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도봉도서관

청소년 관련자료

동대문도서관

가족문화

동작도서관

진로, 취업

마포평생학습관

미술관련자료

서대문도서관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자료

송파도서관

예술, 여가, 체육 관련자료

양천도서관

여행 및 관광 관련자료

어린이도서관

교과학습관련 및 독서지도자료

영등포평생학습관

한강 관련 자료

용산도서관

다문화어린이 및 외국어자료(아동)

정독도서관

청소년관

종로도서관

노인 관련

계

21개관

서대문도서관

교과서

동대문도서관

정독도서관

마포평생학습관

고덕평생학습관

강서도서관
한국
문학

용산도서관
양천도서관

남산도서관

영등포평생학습관

강동도서관

강남도서관
고척도서관

송파도서관

이력서

동작도서관
구로도서관

개포도서관

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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