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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고등학생 각종 장학금 지급

구분 지급대상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시기

여수시 인재육성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생, 특기 장학생,
저소득자녀 장학생, 농어촌자녀

250명 내
외

1인당 50만원~150
만원

6월, 12월

중3 우수학생 관내고 진학장
려금

관내고 진학 중 우수학생 중 성적상위
5%이내

150명내
외

1인당 500만원 수준

중3졸업(200만원), 
고1,고2,고3(100만

원)
분할지급

분야별 최우수 학생 격려금
학업성취, 예체능, 기능대회 다자격 

취득 등
분야별 최우수학생

200명 1인당 50만원 9월 ~ 10월

문의전화

교육지원과 교육지원팀 ☎ 659-4716
여수시 인재육성장학회 ☎ 665-4871

북스타트 꾸러미 선물 배부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영·유아들이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북스타트 꾸러미 선물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대상 : 출생아 ~ 취학전 어린이
기간 : 소진시까지(선착순 배부)
내용 : 그림책 2권, 가방, 안내책자 등
배부 : 이순신,쌍봉,현암,환경,돌산,소라,율촌도서관, 여수시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대상 : 엄마와 생후 12~35개월 아기
기간 : 상반기, 하반기
내용 : 아기에게 그림책 읽어주기, 독후활동, 부
모교육
진행 : 전문강사와 북스타트 도우미 (자원봉사
자)

문의전화

061-659-2868(이순신도서관 어린이자료실)

문화 프로그램 무료 수강 안내

 >  > 여수소개 여수시민되기 (전입인센티브) 교육지원교육지원

(http://www.yeosu.go.kr)

/www/yeosu
/www/yeosu/insentive
/www/yeosu/insentive/education


문화 프로그램 무료 수강 안내

지원대상 : 여수시민(개인), 관내 어린이집(단체) 등
지원내용

각종 문화교실 및 프로그램 무료 수강 독서논술, 공예 및 취미, 자격증 강좌 독서 문화프로그램(이순신, 쌍봉, 현암, 환
경)
토요체험교실, 견학 프로그램(이순신, 쌍봉, 현암, 환경)
영 · 유아 동화 들려주기(이순신, 쌍봉, 현암, 환경)
별자리 교육 및 천체망원경 관측(환경)
무료 영화 상영(쌍봉, 현암, 환경, 돌산, 율촌)

지원조건 : 여수시 거주자
신청방법 : 인터넷 및 전화 접수

문의전화

659-4775(시립도서관 운영팀)

도서 무료배달 서비스

이용대상 : 장애인(여수시민 중 1~6급 시각, 1~5급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장애인 등), 임산부, 자녀 생후 12개월 이하
유아 보호자, 도서민(남면, 화정면, 삼산면) 지역 거주자
신청방법 : 도서회원증 발급 후 서비스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 산모수첩(임산부), 주민등록등본(유아보호자, 도서민)
대출반납 : 전화 신청 → 우체국택배 도서 수령 · 반납

문의전화

659-2869(시립도서관 이순신팀)

여수학숙 입사 지원

위치 :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04길 91-19 (창동)
규모 : 35개실(2인실) / 지하1층, 지상7층
모집기간 : 매년 1월중(결원 발생시 수시 모집)
신청자격 : 보호자 또는 본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여수시 주민등록 거주자) 여수시 관내 고등학교 출신(졸업예정자 포함)
으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소재 대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
편의시설 : 인덕션, 냉장고, 세탁기, 침대, 책상 및 옷장 완비

문의전화

교육지원과 교육지원팀 ☏ 659-4712 또는 여수학숙 ☏ (02) 996-5531

(http://www.yeosu.go.kr)



사이버 외국어학습센터 '원어민 화상학습' 지원

모집기간 : 연중 기수별 운영(홈페이지 확인)
접수처 : 외국어학습센터(https://cyberedu.yeosu.go.kr/)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신청대상 : 초등학생 3학년이상 ~ 일반시민 (여수시 주민등록 거주자)
모집인원 : 1기수당 80개반 400명(영어 320, 중국어 80)
신청방법 : 회원가입 및 승인 / 레벨테스트 / 수강신청
수강료 : 전액 무료 (여수시 지원), 교육 교재는 수강생 구입

원어민 화상학습

수업기간 4개월/기수당
수업시간 월 · 금요일 15:00 ∼ 22:00(수강생 선택)
A반(월,수,금) 1일 30분 수업 / B반(화, 목) : 1일 45분 수업
수업진행 원어민 1:5 실시간 화상학습, 1~6레벨 수준별 맞춤형 교육
준비사항 컴퓨터(스마트폰), 헤드셋, PC용카메라, 교재

문의전화

여수시 사이버 외국어 학습센터 ☎ 659-4732, 4765 ~ 6

도서관 무료 이용 및 도서 대출 안내

위치 및 시설현황

구 분 위치(전화번호) 시설현황

이순신도서관(웅
천동)

웅천6길 51
(659-28

50)
자료실(일반, 어린이), 이순신체험관, 3D프린터 체험존, 코딩로봇체험실, 구
내식당, 북카페 등

쌍봉도서관(학 동
)

학동서4길 18-12
(659-47

70)
자료실(종합,어린이), 학습실, 다목적실, 구내식당, 북카페 등

현암도서관(덕충
동)

충민사길 43
(659-48

10)
자료실(일반,한옥어린이), 학습실, 시청각실, 구내식당, 문화강좌실 등

환경도서관(문수
동)

문수로 53-32
(659-48

11)
자료실(일반,어린이,환경), 천체망원경, 학습실, 환경홍보관 등

돌산도서관
돌산읍 강남해안

로 129
(659-48

23)
자료실(일반, 어린이(다문화)), 학습실 등

소라도서관
소라면 덕양로 34

4
(659-48

33)
자료실(종합), 학습실 등

율촌도서관
율촌면 율촌로 10

0-11
(659-48

48)
자료실(일반,어린이), 학습실, 시청각실 등

개관시간
(http://www.yeosu.go.kr)



개관시간

구 분 자 료 실 학 습 실

이순신․쌍봉․현암
월~금 09:00~22:00

07:30~22:00

토~일 09:00~17:00

환경도서관
월~금 09:00~18:00

토~일 09:00~17:00

돌산․소라․율촌도서관

월~금 09:00~18:00

토 09:00~17:00

일 휴 실 09:00~18:00

휴관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
[정기청소일] 쌍봉·환경·돌산도서관 *매월 첫 번째 목요일 
이순신·현암·소라·율촌도서관 * 매월 첫 번째 금요일

문의전화

659-2850(이순신도서관 대표전화), https://yslib.yeosu.go.kr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지원대상 : 여수시 거주 중․고등학생
운영요일 : 토, 일요일(방학기간 매일)
운영시간 및 인원 : 1일 2시간, 도서관 당 2∼4명
참여방법

두볼사이트(dovol.youth.go.kr)  회원가입
도서관 봉사활동 검색 후 참여

활동내용 : 도서정리, 환경정비, 진로독서체험(소라도서관) 등

문의전화

이순신(659-2870), 쌍봉(659-4773), 현암(659-4796), 환경(659-4813), 돌산(659-4831), 소라(659-
4833), 율촌(659-4846)

도서관 주간(4월) · 독서의 달(9월) 다채로운 행사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http://www.yeosu.go.kr)

http://dovol.youth.go.kr


기간 :9월~10월
장소 : 시립도서관(7개관)
프로그램 : 작가초청강연회, 인형극 공연, 시 낭송회, 각종 전시회 
및 체험행사.
참여방법 : 자유참여

기간 : 9월~10월
장소 : 시립도서관(7개관) 및 공립작은도서관 8개소
프로그램 : 그리기 대회, 독서왕 선발대회, 인형극 공연, 각
종 이벤트 등
참여방법 : 자유참여

문의전화

695-2850(시립도서관)

디지털 도서관 이용 안내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책, 오디오북 무료 제공
이용대상 : 여수시민 및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웹)회원
이용방법

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yslib.yeosu.go.kr) 이용 홈페이지 로그인 → 디지털도서관 접속
스마트폰 사용 시 : Play 스토어(안드로이폰), 앱스토어(아이폰) 접속→「교보문고 전자도서관, 리브로피아」설치 → 접속
→ 여수시립도서관 검색 · 이용

문의전화

문의전화 : 659-2867(시립도서관 이순신도서관팀)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http://www.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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