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
(경유)
제 목

전국 공공도서관
2018년 도서관「길 위의 인문학」특별 프로그램 ‘지역 인문학’ 참여관 추가모집 공모

1. 관련 : 도협-20180622-0002(2018년 도서관「길 위의 인문학」 특별 프로그
램 ‘지역 인문학’ 참여관 모집 공고)
2. 귀 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우리 협회에서는 2013년부터 전국 도서관을 대상으로 주민참여형 강연 및 탐
방(체험) 연계 인문프로그램인 도서관「길 위의 인문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금년도 특별 프로그램 ‘지역 인문학’을 진행할 공공도서관을 다음과 같이
기간 연장하여 추가 모집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사업유형 : 2018년 도서관「길 위의 인문학」사업 특별프로그램 ‘지역 인문학’
○ 사업기간 : 2018년 7월 ~ 11월 첫째주까지(도서관 사업수행 기간)
○ 공모규모 : 우리 동네 ‘지역 인문학’을 진행할 공공도서관
○ 접수기간 : ~ 7월 13일(금) 16:00까지
* 1차 마감 7월 4일(수) 16:00
○ 접수방법 : 사업 이메일(libroad@kla.kr)로만 신청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 홈페이지(www.libraryonroad.kr), 한국도서관협회
(www.kla.kr)에서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뜻있는 도서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 부 2018년 도서관「길 위의 인문학」사업 특별 프로그램 ‘지역 인문학’ 추가 모집 공고문 1부. 끝.

한 국 도 서 관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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