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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  직

(2022. 1. 1.)

관 장

자료선정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

총무실 자료봉사실 독서문화실

2. 정․현원 현황

(2022. 1. 1.)

  가. 총괄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계
행정 사서 시설관리 소계

공공도서관운영실무원

(주말포함)

환경

미화원

당직

경비원
소계

4 12 1 17 11 1 1 13 30

  나. 실별현황 

구  분 관장 총무실 자료봉사실 독서문화실 계

지방공무원 1 5 6 5 17

교육공무직

인원 4 4 5 13

구분

공공도서관

운영실무원 2

환경미화원 1

당직경비원 1

공공도서관운영실무원

(주말포함) 4

공공도서관운영실무원

(주말포함) 5
.

계 1 9 10 10 30

 일 반 현 황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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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  산

(단위 : 천원)

  

 *본예산 편성액 기준입니다. (보조금은 제외)

세부사업명 단위업무명 소관부서 2022년
(A)

2021년
(B)

증감

증감
(C=A-B)

증감률
(C/B*100)

평생학습
운영지원

평생교육 운영 독서문화실 43,950 48,100 △4,150 △8.63%

소계 43,950 48,100 △4,150 △8.63%

도 서 관
운영지원

도서관자료실운영 자료봉사실 8,760 15,060 △6,300 △41.83%

도서관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자료봉사실 32,951 32,452 499 1.54%

도서관자료확충및
관리 자료봉사실 253,320 245,070 8,250 3.37%

독서문화행사 독서문화실 18,180 16,860 1,320 7.83%

소계 313,211 309,442 3,769 1.2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물품사무관리 자료봉사실 52,270 63,454 △11,184 △17.63%

소계 52,270 63,454 △11,184 △17.63%

기본운영비

직속기관운영 총무실 170,959 132,148 38,811 29.37%

직속기관시설관리 총무실 · 29,958 △29,958 △100%

소계 170,959 162,106 8,853 5.46%

합 계 580,390 583,102 △2,712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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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본현황

                                                         (단위 : ㎡ )     

주      소 부  지
건                  물

지  하 1  층 2  층 3  층 계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75 (침산동) 
6,598 852 1,309 1,235 1,235 4,633

  나. 실별 좌석수 현황 

   (단위 : 실, 석, ㎡ )

실  명 실수 실별내역 좌석수 좌석계 면적 면적계

자료실 2

종합자료실 230

480

1,096

1,548

452어린이자료실 250

열람실 1 자유학습실 84 84 129 129

강좌실 4

배움터 42

116

74

322
나눔터 26 54

채움터 18 46

청소년체험활동실 30 148

기타

1 GiGA Library ICT Room 12

140

44

2581 GiGA Library Kids Room 30 70

1 시청각실 98 144

계 10 820 820 2,257 2,257

4.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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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 1. 단위 : 권, 종, 부, 점)

도 서 연속간행물 전자자료 시청각자료

265,549 62종 64부 11,091 8,758

 

6. 이용 현황

  가. 총 이용자 현황

(2021. 1. 1.∼12. 31. 단위 : 명)

성인 학생 어린이 계

264,247 38,720 45,262 348,229

  나. 자료 및 기타 이용자 현황

(2021. 1. 1.∼12. 31. 단위 : 명,권,점)

※ 기타 이용자 : 일반열람자, 평생교육강좌, 각종 행사 참가자 

(2021. 1. 1.∼ 12.31. 단위 : 개, 명)

성인 청소년․어린이 영․유아 계

프로그램수 참가인원 프로그램수 참가인원 프로그램수 참가인원 프로그램수 참가인원

45 4,673 59 3,022 18 1,602 122 9,297

5. 자료 보유 현황

7.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도 서 전자자료
기타

대출자 대출권수 열람자 열람권수 대출자 대출점수 열람자 열람점수

81,013 370,334 112,516 476,952 456 983 13,866 20,459 14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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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Ⅱ
1. 책으로 삶을 가꾸는 독서문화 확산

책과 사람을 잇는 

독서문화운동 

전개

 독서문화행사 개최

-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등 독서문화운동 전개 :  22개  6,157명

- 독서 관련 대회 : 2개 81명

- 기타 독서문화 행사 : 58개 44,766명 

 문화·예술 행사 운영

  - 삶에 향기를 더하는 다양한 전시회 : 9개 9,537회

 다양한 독서동아리 운영 : 6개  75명

 다자녀 가정 자료대출 우대 등 가족 독서문화 형성 : 12,546권

지식정보취약계층 
독서활동 지원

 작은 도서관 자료 지원

  - 자료기증 2개처 710권, 집단대출 2개처 1,900권

공유·협력형 

도서관 서비스 

확대

 협력형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2건, 학술정보 원문DB제공 327건

 유관기관ㆍ단체와 협력을 통한 서비스 :  23개처 62개 446회

 참여와 소통의 도서관문화 조성 : 이용자 설문조사 6회, 

홈페이지·SNS 자료제공  342회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확대

  - 자료확충 12회  696권

  - 프로그램 및 행사 : 21회 24,330명

적극적인 

자료제공 서비스 

강화

 찾아가는 도서집단대출‘책드림’서비스 : 5개처 4,100권

 시민맞춤형 자료 지원

  - 신간 인기도서 우선 제공 서비스 : 12회 966권

  - 예약자료 야간대출서비스 : 57명 107권

  - 희망도서 신청서비스 : 22회 1,891권

  - 대출중인 자료 예약대출서비스 : 7,116명 9,614권

 도서관간 협력을 통한 상호대차서비스

  -‘책바다’상호대차서비스 : 신청 78권, 제공 52권

  - 경북대학교도서관 자료 제공 : 21명 54권

 독서소외계층의 자료이용 편의 제공

  - 소외계층 무료택배대출 서비스 : 86명 374권

  - 치매자료 코너 운영 : 건강분야 50권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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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께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사회 구현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영ㆍ유아 독서흥미 유발 프로그램

- 독서습관형성 프로그램 : 16개 1,554명

- 찾아가는 영ㆍ유아 프로그램 : 2개 48명

 청소년 창의·인성함양 프로그램

평일 방과 후 및 토요도서관학교 프로그램 : 43개 2,187명

- 여름·겨울방학 프로그램 : 16개 835명

 시민 자아실현 프로그램

- 인문소양 함양 프로그램 : 16개 1,761명

- 시민 저자 양성 프로그램 : 3개 414명

- 자기계발·취미ㆍ여가 프로그램 : 17개 1,981명

 어르신 행복 프로그램

- 자기계발·취미·여가 프로그램 : 8개 473명

- 치매예방 프로그램 : 1개 44명 

건강하고 행복한  

평생학습사회 

조성

 마음치유 독서문화프로그램

 - 학생대상 프로그램 : 5개 403명 

 - 성인대상 프로그램 : 4개 550명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

 - 장애인 프로그램 : 6개 264명 

  - 다문화 프로그램 : 4개 96명

  - 취약계층 프로그램 : 20개 928명

 독서 및 인문학 프로그램

  - 영·유아프로그램 : 16개 1,554명

  - 초·중등 프로그램 : 16개 1,256명

  - 시민 인문·독서 프로그램 : 12개 1,440명

나누고 채우는 

평생학습사회 구현

 시민 재능 나눔문화 활성화 

  - 영·유아를 위한 자원봉사 : 13명 130회

  -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자원봉사 : 2명 8회

  - 기타 시민 재능기부 : 67명 294회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 7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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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 미래역량교육 지원

인문소양 함양을 

위한 학교도서관 

지원

 찾아가는 학교도서관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융합 교육과정 연계 독서프로그램 : 6개교 15회 259명

  - 찾아가는 독서교실·맞춤형 프로그램 : 4개교 7회 400명  

 학생 협력학습 및 독서활동 지원

  - 교수ㆍ학습용 자료 무료택배 대출 : 20개교 234권

  - 집단대출 : 3개교 2,200권

 학교도서관 운영 상담 및 지원

- 협력 학교도서관 : 협약 7개교, 운영위원 4개교

- 자료관리 및 업무 전반 상담·지원 : 11개교 16회

창의융합형  

학교 교육과정 

지원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 창의력·탐구심 증진 프로그램 : 4개 33회 603명

- 도서관 자료 연계 체험 : 3개 31회 629명

- 4차 산업혁명 프로그램 : 4개 55회 1,026명

 방과후학교 및 방학중 프로그램

  - 평일 방과후 및 토요도서관학교 : 32개 180회 1,746명

  - 여름·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 : 14개 64회 798명

 학년전환기 징검다리 프로그램 : 1개 2회 408명

 학부모 역량강화 프로그램 : 10개 59회 653명

취약계층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우선배려학생 프로그램

- 장애 학생 지원 프로그램 : 2개 8회 64명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학생 지원 프로그램 : 9개 42회 366명

 다문화 교육공동체 조성

  - 다문화 어울림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 2개 8회 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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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를 여는 도서관 서비스 기반 조성

미래지향  

독서환경 조성
 도서관 시설 환경 개선

  - 급수펌프 인버터 판넬교체 및 급수배관 보수

  - 주차 차단기, 태양광가로등 설치

  - 지하보존서고 방수 

 안정적인 전산·통신시스템 운영

  - 네트워크 스위치 4대, 무정전 전원장치 1대 교체

  - 노후PC 17대, 모니터 21대, 프린터 2대 교체 

다양한 

지식정보자원 

확충

 국내·외 문헌자료 확충

  - 국내도서 : 어린이·청소년·일반도서 15,893권

  - 국외도서 : 영어·다문화도서 800권

  - 연속간행물 : 62종 66부

 시청각자료 확충 : DVD 110점

 독서소외계층을 위한 자료 확충

  - 큰글자도서 : 165권 

  - 다국어도서 : 800권

 이용자 수요 분석을 통한 자료 확충

  - 빅데이터 활용 자료확충 : 696권

 특색자료 수집 : 교과연계도서 1,420권

 이용자 중심 장서 구성

  - 자료선정위원회 개최 : 11회

  - 이용자 희망도서 우선 구입 : 22회 1,891권

  - 장서구성 만족도 조사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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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색 사업

미래사회 

창의융합 

역량 교육을 

위한 

GiGA Library 

운영

 시민 맞춤형 디지털 웰빙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 창의융합 코딩·AI 프로그램  : 8개 32회 178명

  - 엑셀, 파워포인트 자격증 과정 : 3개 49회 315명

  -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 실생활 응용프로그램 : 4개 32회 230명

  -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ICT 프로그램 : 5개 23회 161명

 학교 창의융합 역량 교육과정 지원프로그램 운영

  - 대구형 인공지능(AI) 교육 인증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 34개 107회 759명

  - 2021년 AI 자율주행 미션 챌린지 대회 : 1개 4회 69명

  - 2021년 가족이 함께하는 도전! AI·ICT 과학 독서퀴즈대회 

    : 1회 30명

  -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 로봇코딩스쿨 등 11개 

119회 2,258명

  - (중등교사 직무연수) 소통하고 참여하는 온라인 수업을 

위한 꿀팁 직무연수 : 2회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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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Ⅲ
1  책으로 삶을 가꾸는 독서문화 확산

1-1  책과 사람을 잇는 독서문화운동 전개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문화행사 개최

   도서관 주간(4.12.~4.18.), 세계 책의 날(4.23), 독서의 달(9월) 행사

    - 독서명언 한마디, 미대출도서 전시회, 도서관 개근상 등 22개

   테마가 있는 북큐레이션 및 어린이 독서퀴즈 운영

   독서 관련 대회

    - 제39회 개관기념 글짓기대회

   기타 독서문화행사 : 찾아가는 독서교실 등  35개

문화·예술 행사 운영

   인문학 영상 강연 및 우수영화 상영 

   원화전시, 작품 대관 전시 등 삶에 향기를 더하는 다양한 전시회

다양한 독서동아리 운영

  계층별 독서동아리 운영 : 5개(초등, 중·고등, 주부, 일반, 직원)

- 정기독서토론회, 야외 및 영화토론 진행

가족 독서문화 형성

   다자녀가정 자료대출 우대 서비스

    - 대출권수 10권→20권, 대출기간 15일→20일

    - 책 읽는 가족 선정 : 1회 2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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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식정보 취약계층 독서활동 지원
 

생활 밀착형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작은도서관 독서자료 지원 : 집단대출 2개처 1,500권, 자료기증 2개처 500권

1-3  공유·협력형 도서관 서비스 확대
 

협력형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사서에게 물어보세요, 책바다 서비스 제공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협력을 통한 학술정보 원문DB 제공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 다양화

   지방자치단체, 경북대학교도서관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등과의 협력

참여와 소통의 도서관 문화 조성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 5회

   홈페이지, SNS, 보도자료 적극 발굴을 통한 소통 및 홍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확대

   도서관 정보나루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자료확충

   전국 및 지역도서관 인기대출도서 확충, 주제가 있는 북큐레이션 운영

1-4  적극적인 자료 제공 서비스
 

찾아가는 도서집단대출 ‘책드림’서비스

   도서관 자료이용 활성화 및 독서 소외계층 지식격차 해소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장애인단체 등 

유관기관 대상 운영 : 1,000권 이하 6개월 이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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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맞춤형 자료 지원

   신간 인기도서 우선 제공 서비스 : 11회

   - 베스트셀러, 추천도서, 큰글자도서, 지역문인, 미래역량 관련 도서 

   예약자료 야간대출 서비스  

   - 주간에 대출 희망 자료를 예약한 후 야간(21:00까지) 대출

   희망도서 신청 서비스  

   - 이용자 희망도서 우선 구입·제공

   대출중인 자료 예약대출 서비스

   - 대출중인 자료 예약 시, 자료가 반납되면 대출 예약자 우선으로 대출

   테마가 있는 북큐레이션(북 솔루션) 운영

   - 매월 계층별, 주제별 다양한 테마의 도서 전시 및 대출

도서관간 협력을 통한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확대

   전국 도서관간 협력을 통한 상호대차 서비스 ‘책바다’ 운영

   - 이용도서관에 원하는 책이 없을 경우, 타도서관 소장자료 신청․이용

※ 공공도서관 1,046개관, 대학도서관 166개관 참여

   경북대학교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한 자료 제공 서비스

   - 상호대차(상시) 및 자료실 이용을 위한 출입증 발급 : 연2회(60명)

※ 경북대학교도서관과의 상호교류를 위한 협약 체결 : 2016.8.17.

독서소외계층의 자료이용 편의 제공

   장애인 무료택배대출(책나래) 서비스 지속적 제공

   고령자 및 장애인 대출기간(30일) 우대   ※ 일반인 대출기간 : 15일

  치매, 큰글자자료 코너 운영

   - 독서소외계층 자료 확충 : 치매 50권, 큰글자 120권

   - 치매극복 선도도서관(치매정보코너), 큰글자자료코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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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께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사회 구현

2-1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영․유아 독서흥미 유발 프로그램 

   독서습관형성 영 ․ 유아 프로그램 

   - 영어나라 동화나라, 엄마와 함께하는 책 속으로 송송 등 14개

청소년 창의․인성 함양 프로그램 

   방과후 및 토요도서관학교 프로그램

   - 어린이 메타버스 플랫폼, 읽go 쓰go 독서논술 등 30개

   겨울 ․ 여름방학 프로그램 

   - Talk Talk영어그림책 읽기, 교과서 속 과학실험 등 10개

시민 자아실현 프로그램 

   인문소양 함양 프로그램

   - 인생의 멘토 논어, 힐링을 위한 세계미술관 여행 등 12개

   시민 저자 양성 프로그램 

   - 일상이 특별해지는 감성 글쓰기 등 2개

   자기계발 ․ 취미 ․ 여가 프로그램 

   - 알기 쉬운 메타버스, 영어회화 기초 등 12개

어르신 행복 프로그램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 

   -  두뇌발달 캘리그라피 등 2개

   어르신 자기계발 ․ 취미 ․ 여가 프로그램 

    -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 등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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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강하고 행복한 평생학습사회 조성
 

마음치유 독서문화 프로그램

   학생 대상 프로그램

   - 마음튼튼 책놀이, 나를 담은 그림 그리기 등 4개

   시민 대상 프로그램 

   - 힐링을 위한 세계미술관 여행, 시와 함께 떠나는 마음여행 등 3개

사회적 배려 대상자 프로그램

   장애인 프로그램 

   - 토닥토닥 책놀이 등 5개

   다문화 프로그램  

   - 마음을 여는 책놀이 등 5개

   저소득층 등 기타 취약계층 프로그램  

   - 책과 함께 떠나는 행복여행 등 13개

독서·인문학 프로그램

   놀이와 배움이 함께하는 영·유아 프로그램

   - 영어나라 동화나라, 엄마와 함께하는 책 속으로 송송 등 14개

   잠재력을 꽃피우는 초·중등 프로그램 

   - Talk Talk 영어그림책 읽기, 우리 역사 하브루타 등 15개

   시민 인문·독서 프로그램 

    - 인생의 멘토 논어, 행복한 그림 읽기 등 10개

2-3  나누고 채우는 평생학습사회 구현 
 

시민 재능 나눔문화 활성화

   책누리봉사단 운영 : 20명

   - 영․유아 독서문화행사 및 독서프로그램 운영

   기타 대학생 및 일반시민 재능기부 : 30명

   - ICT·메타버스 프로그램 등 독서문화행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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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 미래역량교육 지원

3-1  인문소양 함양을 위한 학교도서관 지원
 

찾아가는 학교도서관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그림책 미술놀이 등 융합교육과정 연계 독서프로그램 지원 : 5개 15회

   찾아가는 독서교실, 찾아가는 독서골든벨 등 독서문화행사 지원 : 2개 4회

학생 협력학습 및 독서활동 지원

   학생 희망자료 및 협력학습용 자료 무료 택배대출

   학교도서관 집단대출

   초·중·고 교과연계독서자료코너 운영

   - 초등학교(어린이자료실), 중·고등학교(종합자료실)

학교도서관 운영 상담 및 지원

   학교도서관 협력 MOU 체결, 학교도서관 운영위원 활동

   학교도서관 자료관리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2  창의융합형 학교 교육과정 지원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창의력ㆍ탐구심 증진 체험 프로그램 

   - 도전! 직업정보배틀 등 3개

   도서관 자료 연계 체험 프로그램 

    - 인성, 감성, 창의력 up! 등 3개

   코딩교육 등 4차 산업혁명 체험 프로그램

   - 메타버스 세상 체험하기, 로봇코딩스쿨 등 4개

   토론·논술 등 기타 프로그램

   - 자신만만 스피치, 우리동네 역사탐방 등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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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및 방학중 프로그램

   평일 방과후 프로그램 

   - 어린이 메타버스 플랫폼 등 8개

   토요도서관학교 프로그램 

   - 읽go 쓰go 독서논술 등 12개

   여름ㆍ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 Talk Talk 영어그림책 읽기 등 10개 

학년전환기 징검다리 프로그램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 및 건강한 학교생활 지원 프로그램 

     : 박성호 여행작가 특강 ‘나의 진로탐구 여정’ 등 1개 

학부모 역량강화 프로그램

   자녀소통 공감 프로그램

   - 자녀와 소통하는 세계사 여행 등 1개 

   자녀학습지도 프로그램

   - 질문과 토론 하브루타 교육법 등 4개 

   자기계발 프로그램

   - 학부모 메타버스 로드맵 등 4개 

3-3  취약계층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우선 배려학생 프로그램 

   장애학생 지원 프로그램

   - 토닥토닥 책놀이 등 2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 지원 프로그램 

   - 책과 함께 떠나는 행복여행 등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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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교육공동체 조성

   다문화 어울림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

   - 마음을 여는 책놀이 등 2개

   대구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

4  미래를 여는 도서관 서비스 기반 조성

4-1  미래 지향 독서환경 조성
 

보존2 서고 모빌렉 설치 

모빌렉 설치를 통한 보존2 서고 자료 수용 공간 증대 

- 모빌렉 48대 설치(102,274천원, 추경예정)

안정적인 전산·통신시스템 운영

   정보 서비스 제공 환경 개선

   - 노후 PC 3대, 노트북 2대, 모니터 20대, 태블릿PC 10대 교체

선제적 재난대응 도서관 생활방역 체계 구축

   상시 방역활동 강화

   - 도서관 정기휴관일 내·외부 전문 소독업체 방역 실시

   - 자료실 및 열람실 개방 전·후 정기적 소독 방역 실시

   대구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한 재난 대응역량 제고

   - 전자출입명부 활성화, 간편전화체크인(안심콜) 운영, 방역물품 확보 등

4-2  도서관 자료 이용 편의성 확대
 

지역도서관 통합 정보 서비스 제공

   대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지역도서관 통합정보 제공

   - 대구통합도서관(KLAS) 구축으로 하나의 ID로 대구공공도서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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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공공도서관 타관반납서비스 제공

   - 스마트폰, 태블릿 PC 기반의 공공도서관 통합 모바일 서비스 제공

    ·자료 통합검색, 대출 예약, 전자자료 이용, 모바일 회원증 등

   -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소통 및 홍보 강화 

4-3  다양한 지식정보자원 확충
 

국내·외 자료 확충

   국내도서 : 어린이·청소년·일반도서 16,000권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과연계 독서자료」를 특색자료로 확충 1,200권

   - 큰글자도서 120권, 치매도서 50권 확충

   국외도서 : 영어·일본어·중국어 등 다국어도서 800권

   연속간행물 : 62종 66부(신문 20종 24부 / 잡지 42종 42부)

  시청각자료 : DVD 110점

이용자 중심 장서 확충·구성

   이용자 희망도서 우선 구입 : 매월 2회(1인 월 2회, 월 2권)

   자료선정위원회 등을 통한 합리적인 장서확충 및 시민의견 적극 반영

   장서구성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 : 1회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자료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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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색사업Ⅳ
 

메타버스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활성화

  대구시교육청 메타버스 활용교육 선도학교와 연계,‘메타버스 마켓’,

  ‘디지털 아바타 활용’등 메타버스 교실 수업 지원

  학교현장 중심의 ‘메타버스 이해’, ‘메타버스 체험 주간’등 창의

적 체험, 동아리활동, 진로체험 운영

  ㈜KT와 협력, 미래사회 역량 교육을 위한‘메타버스 아카데미’운영

   - Z세대 아이 이해를 위한 학부모 대상 ‘메타버스와 미래교육’  

   - 메타버스 교육에 특화된 교사로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 메타버스 도서관 기반을 위한 직원 맞춤형 프로그램

  게더타운, 제페토를 활용한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교육 : 8개

    ※ 메타버스 :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

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말함

미래사회 창의융합 역량 교육을 위한 GiGA Library 운영

  학교 창의융합 역량 교육과정 지원프로그램 운영

   -‘로봇코딩스쿨’,‘AI메이커스’등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 10개

   - AI 자율주행 미션 챌린지대회 운영 : 초등 4~6학년(7월) 자율주행

자동차(ZUMI)를 이용한 인공지능 활용 미션 수행

  대구교육청「인공지능(AI) 인증 프레임워크」프로그램 운영

   - 주최/주관/후원 : 대구광역시교육청/북부도서관/(주)KT

   - 초등 4~6학년 및 중학생, 대구광역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인증 

프레임워크 기준에 맞춘 AI 이해 및 윤리교육(5회, 각 10차시)

  ㈜KT 연계, 시민 맞춤형 디지털 웰빙 프로그램 운영

   - 학생 및 학부모 창의융합 코딩·AI 프로그램 : 8개

   - 스마트폰 기초 및 영상편집 등 실생활 응용프로그램 : 8개

 ※ GiGA Library (2014년 개설), 청소년체험활동실(2016년 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