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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재단과 ㈔행복한아침독서는 전국 넥슨작은책방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도입 지원합니다. 도서관리 프로그램은 도서 유실을 방지하고 대출·반납을 

활성화하며, 체계적인 회원 관리를 통해 각 기관의 독서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월간 도서지원을 기관 맞춤 큐레이션 도서로 오는 9월과 22년 2월에 24권씩 2회 

지원함에 있어 각 기관의 도서관리프로그램 등록을 통한 도서목록을 제출한 기관에 도서지원이 

가능하오니, 기관 이용자들의 독서 관심도를 높이고 넥슨작은책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담당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Ⅰ

구분 내용 비고 

지원대상 전국 80개 넥슨작은책방 운영 시설  

지원내용 

① 작은도서관용 DB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② 핸드스캐너(1대) 

③ 바코드/청구기호 라벨지(약 2천권 분량)  

④ 회원증 라벨지 

⑤ 프로그램 이용 교육 (온라인 1회)  

각 기관이 교육 이수 

후 약 2~3주간 직접 

도서등록과 라벨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① 넥슨작은책방 네이버 카페 내 도서관리프로그램 지원 

공고 게시글에 댓글 달기 

② SMS 문자로 발송될 네이버폼 신청서에 기관명, 담당자명, 

넥슨작은책방 보유도서수 필수 기재 후 제출 버튼 누르기 

보유도서는 낡고 

오래된 책은 

제외하고, 최근 5년 

이내 구입/기증된 

도서로 수량 확인 

신청기간 2021년 4월 22일(목)~30(금) 16시까지 
*도서관리프로그램 설치 

및 교육 이수 후 도서 

라벨 작업, 도서목록 

제출까지 완료한 기관에 

맞춤도서(총 48권) 

지원 가능하며, 이후 

넥슨작은책방 유지보수 

지원 신청시에도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문의처 

지원 문의 : (사)행복한아침독서 사회공헌부  

(031-943-7560 / sr@morningreading.org) 

도서관리 프로그램 이용문의 : ㈜에스지코리아 박주현 차장 

(070-4253-7015 / c-lib@naver.com) 

   

mailto:sr@morningreadi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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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구분 내용 

진행절차 

① 지원기관 접수 (4월)  

② 지원품 구입 및 자료집 사전 배포 (5월) : 신청 기관별 스캐너, 도서관용 라벨지, 

키퍼 등 물품, 교육 자료집, 간식을 택배로 사전 배포 

③ 온라인 교육 일정 안내 (5월) : 전국에 산재한 기관 대상 온라인 교육 일정을   회

당 참가자 20명 이내로 제한하여 3~4회 일정 안내.  

④ 온라인 교육 진행 (6월) : 기관별 넥슨작은책방 담당자(기관장, 복지사, 사회복무

요원 등 3명 등록 가능) 대상으로 약 90분간 도서관리프로그램 교육. 

⑤ 기관별 도서등록 작업 (6~7월) : 교육 이수 후 2~3주 이내에 도서등록 작업     진

행. 문의사항 발생시 전화 또는 원격으로 프로그램 이용 도움 가능.  

⑥ 만족도 조사 (8월) : 온라인 만족도 설문 참여   

프로그램 명 CLIB 도서관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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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리 

프로그램 화면 

예시 

 

<작은도서관용 도서관리 프로그램 CLIB 화면> 

지원품 

이미지 

   

바코드스캐너 바코드라벨 청구기호라벨 

   

색띠라벨 라벨키퍼 회원증 라벨 

 

★ 상기 라벨지 부착 사진은 각 라벨지의 용도를 보여주는 예시이며, 도서 라벨 작업은 각 기관에서 직접 

작업하셔야 함을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