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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브룩라인 (Brookline) 커뮤니티 여러분,

여름이 저물고 코로나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난 겨울에

겪었던 극심한 수준은 아니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도서관이 점진적으로 정상 운영을

재개하려던 때 또 다시 전국이 비상 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도서관 서비스가 어떤 형식으로 제공될 지에 대해 여러 차례 문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남부 지역 학교에서 코비드 확산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저를 비롯한 이사회 (The

Board of Trustees)는 경각심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저희 모두 여름 휴가 시즌이

끝나고 학부생들이 캠퍼스로 복귀하는 동시에 사회 각처에서 규제 완화가 시행되는 현 시국을

우려합니다.

본 편지는 방과 후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녀를 둔 우리 커뮤니티 가족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9월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브룩라인 공공 도서관 (The

Public Library of Brookline)의 세부 운영 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예비 가이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모든 도서관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 모든 직원과 방문객은 스터디룸 및 화장실을 비롯한 도서관 내부 모든 공간에서

반드시 안면 가리개(참조 규정)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면 가리개는 항상 반드시 입과

코를 완전히 덮어야 합니다. 2세 이상의 모든 이용자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수용인원 제한이 시행됩니다. 여름 비수기 기간동안 우리 도서관 3개 지점을 통틀어

평균 1,600명의 방문객 수가 집계되었습니다. CARES Act자금을 사용하여 전 도서관

지점에 재실 인원밀도 모니터를 구비하였고, 그 결과 실시간 실내 인원수 현황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도서관 입장 인원 제한선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지만, 최대 수용 인원 허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특히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 사이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방되는 도서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써 일부 방문객의 도서관 입장이 불가능할 수 있고, 가족

단위 방문객의 경우 방과후 학업 계획에 도서관 이용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권장됨을

알려드립니다.

https://brooklinecovid19.com/face-cove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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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룸은 앞으로도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도서관은 교실에서

시행되는 바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가능한 한 별도의 공간에서 휴식하도록

권고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안전 지침을 준수하고자 커뮤니티 룸을 직원 휴게실로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 도서관 내 음료 및 음식물 섭취가 금지됩니다. 이용자는 필요에 따라 잠시 마스크를

올리고 수분 섭취를 할 수 있지만 그 외 음료 및 간식 섭취는 전면 금지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장됩니다. 모든 서비스 데스크 전면에 거리두기 적정선을

표시할 예정입니다. 이용자들께서 서로 최소 6피트 거리를 유지하도록 당부드리며,

이를 위해 사용가능한 컴퓨터 수를 제한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 어린이 및 가족 단위 방문객은 School St. 근처 기념비 후면에 새로 개장한 정원

입구를 통해 브룩라인 빌리지(Brookline Village) 지점에 입장해야 합니다.

● 브룩라인 보호자 미동반 아동 정책 Unattended Child Policy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만 9세 이하의 어린이는 13세 이상의 보호자 없이 도서관 출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기 이용 제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멋진 장점도 있습니다.

● 브룩라인 빌리지(Brookline Village) 지점에서 아름다운 어린이 정원(Children's

Garden) 신축 공사가 시작했습니다.완공되면 벤치와 테이블을 비롯한 편안한 야외용

의자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향후 스토리타임 프로그램을 위한 독서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9월 중 일부 장난감 및 등산 구조물가 비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 도서관 3개 전 지점에 새 피크닉 테이블이 추가 설치됩니다. 이용자들께서

도서관 와이파이(Wi-Fi)망 내에서 대출하신 노트북을 야외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rooklinelibrary.org/wp-content/uploads/2021/01/policy-unattended-child-2019.pdf
https://www.brooklinelibrary.org/wp-content/uploads/2021/01/policy-unattended-child-2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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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인원 수가 초과할 경우 대기호출기를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호출기를

받으시면 내부 공간이 확보될까지 도서관 부지 내에서 대기하실 수 있습니다.이로써

도서관 출입 차례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랍니다.

● 쿨리지 코너 (Coolidge Corner) 지점에 멋진 새 벤치가 설치됩니다. 신규 벤치는

유기적인 형태로 디자인되어 중세 건축물을 연상시킵니다.

● 대출 가능한 디지털 기기를 추가 도입해서 노트북 및 iPad를 비롯한 기타 디바이스를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9월 중 쿨리지 코너 (Coolidge Corner)지점에서 툴 라이브러리(Tool Library)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회전경운기나 망치 등과 같이 집 고치기에 필요한 도구도 대출하실 수

있으므로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저는 여러분께 여러 차례 편지를 드렸지만 본 편지는 유독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이웃과 친구, 특히 취학 아동 가정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규정 아래 여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올 가을 우리 브룩라인 (Brookline)

도서관 운영이 기존과 다른 형태로 재개될 시점을 앞두고 저희의 목표와 소통이 여러분께

투명하게 전달되길 희망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 특성상 상황이 빠르게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최신

정보는 항상 우리 도서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업데이트 뉴스는

소셜미디어 채널 (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에서도 확인가능하므로 @brklib를 검색 및

팔로우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랬듯이 전례 없는 이 난국의 시기를 함께 타개해 나가기 위해 여러분께서 그동안

보내주신 변함없는 이해와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사회 (The Board of Trustees)및 우리

도서관 전 직원을 대표하여 제한 없는 도서관 서비스 이용은 물론 코로나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고대합니다.

진심을 담아,

Sara F. Slymon

https://www.brooklinelibrary.org/letters-from-the-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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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 Director

sslymon@minlib.net

도서관장 (Library Director)

사라 F. 슬라이몬 (Sara F. Slymon) 드림

sslymon@minlib.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