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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립도서관┃ 

시민시민  일상일상  속속  책책  한한  권의권의  행복행복  

심곡심곡  시민의시민의  강강  일대일대  <<물길물길  따라따라  미니미니  책방책방  > > 추가추가  설치설치  
  

상동도서관에서는 시민의 일상 속에서 독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해 심곡  

시민의 강 일대에 <물길 따라 미니 책방>을 추가 설치 및 운영합니다. 

2016년 원천공원~호수공원 구간에  7개소 설치 이후 2017년 시민의 강 진달래 마을 구간에 2개소 

추가 설치, 이번 심곡 시민의 강 일대에 3개소 추가 설치 등 시민의 이용이 활발한 곳을 중심으로 점차 

조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8월 중순 경에 설치 완료될 예정이며 심곡 시민의 강을 이용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작은 보물상자 속에 어떤 지혜가 숨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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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길 따라 미니 책방>이란? 

시민의 강을 따라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을 위해  소소한 일상 속에 항상 책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설치된 미니  

도서관입니다.  미니 책방에는 다양한 분야의 일반도서와 아동도서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길 따라 미니 책방> 설치 위치 

구분 별칭 위치 

미니책방(10호) 변영로 미니책방 봄비공원 

미니책방(11호) 펄벅 미니책방 부천시민학습원 

미니책방(12호) 목일신 미니책방 시민의 강 내 물광장 



┃부천시립도서관┃ 

유네스코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문학창의도시  부천부천  

<<시민시민  공감공감  서포터즈서포터즈> > 발대식발대식  개최개최  

상동도서관에서는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홍보 활성화 및 창의도시 사업의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시민 공감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8월 13일에는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시민 공감 서포터즈」의 공식적인 첫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개최합니다. 앞으로 시민 공감 서포터즈의 맹활약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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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시 : 2018. 8. 13.(월) 15:00 

 ▷ 참석대상 : 부천 시민 공감 서포터즈 100명 

 ▶ 장      소 : 상동도서관(추후 변경 가능) 

 ▷ 행사내용 

   - 서포터즈 공식 명칭 선포 

   - 위촉장 및 신분증 수여 

   -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사업 소개 및 오리엔테이션   

   - 축하공연 및 유네스코 동아리 활동 사례 발표 등 

 ▶ 문      의 : 상동도서관 창의도시추진팀(625-4558) 

행사 안내  



┃부천시립도서관┃ 

할 수 있는 아이, 나를 믿는 아이, 버츄프로젝트 

<<자존감자존감, , 효능감을효능감을  만드는만드는  버츄프로젝트버츄프로젝트  수업수업> > 저자저자  특강특강  운영운영  

상동도서관에서는 한국버츄프로젝트 FT로 오랜 시간 아동심리분야 공부와 인성프로그램 연구를  

지속해온 <자존감, 효능감을 만드는 버츄프로젝트 수업>의 저자 권영애 작가님을 모시고 제39회  

도서관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무력한 아이, 회피하는 아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아이에서 나를 믿는 아이, 할 수 있는 아이로  

변하게 할 수 있는 해법, 이번 도서관 아카데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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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안내  

 

▶ 일      시 : 8. 22.(수) 10:00~12:00 

▷ 강의대상 : 부천시민 130명 

▶ 장      소 : 상동도서관 시청각실 (지하 1층) 

▷ 접      수 : 7. 25. (수) 10:00~ 마감 시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bcl.go.kr) 선착순 접수 

▶ 초청강사 : 권영애 (초등학교 교사) 

▷ 준 비 물 : 양면색종이 3장 

▶ 문      의 : 상동도서관 독서진흥팀 (032-625-4541) 

강사 소개 

                                                  권권  영영  애애  
                    
                                                        <<주요이력주요이력>>  

 

                              - 25년 차 초등학교 교사 

                              - 교육부장관 상 3회 수상 

                              - 전국 1등급 푸른기장상 수상 

                              

<<저서저서>>  

 

- 「그 아이만의 단 한 사람 」 

- 「자존감, 효능감을 만드는 버츄프로젝트 수업」 

http://www.bcl.go.kr/


┃부천시립도서관┃ 

김지혜김지혜  작가와의작가와의  만남만남  

<<하루하루  한한  시간시간, , 엄마의엄마의  시간시간> > 저자저자  특강특강  운영운영  

상동도서관에서는 「제34회 도서관 아카데미」 화 코칭 강연으로 육아를 하는 엄마들의 뜨거운 호응

을 받았던 김지혜 강사님을 모시고 저자 특강을 진행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강사님의 저서 <하루 한 시간, 엄마의 시간>을 주제로 ‘한 시간’을 만드는 방법부터 

보내는 방법까지 상세한 코칭을 통해 삶과 육아의 균형을 되찾고 ‘온전한 나’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나를 잃어버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지혜 강사님과 자아를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 가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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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안내  

 

▶ 일      시 : 8. 29. (수) 10:30 ~ 12:00   

▷ 강의대상 : 부천시민 130명 

▶ 장      소 : 상동도서관 시청각실 (지하1층) 

▷ 접      수 : 7. 25. (수) 10:00~ 마감 시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bcl.go.kr) 선착순 접수 

▶ 초청강사 : 김지혜 (작가) 

▷ 문      의 : 상동도서관 독서진흥팀(032-625-4741) 

강사 소개 

                                                      김김  지지  혜혜          
  
                                                            <<주요이력주요이력>>  

 

                                - 지혜코칭센터 대표 

                                - 한국코치협회 정회원(KPC) 2008~현재 

                                - 한국코치협회 인증 심사위원 2010, 2015~현재 

                                - 한국표준협회 전문위원 2015년~현재 

                                - 국제코치협회 인증코치(PCC)  2011~2015 

http://www.bcl.go.kr/


┃부천시립도서관┃ 

아시아나아시아나  항공항공  재능기부재능기부  

<<부천씨앗길센터부천씨앗길센터  2018 2018 여름방학여름방학  직업인직업인  특강특강> > 개최개최  

원미도서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항공사 관련 직업인 특강을 진행합니다. 

이번 강연은 아시아나 항공에 근무하는 현직 조종사, 항공정비사, 승무원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졌으며 현직 종사자의 강연으로 진행되는 만큼 항공사 관련 직업 군에 대한 정보를 얻기에  

매우 유익한 강의가 될 것입니다. 항공사 직원을 꿈꾸는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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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안내  

 

▶ 일      시 : 2018. 8. 9.(목) 14:00~17:00 

▷ 강의대상 : 중ㆍ고등학생 500명 

▶ 장      소 : 부천시청 어울마당(2층) 

▷ 접      수 : 7. 12. (목) 10:00~ 마감 시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bcl.go.kr) 선착순 접수 

▶ 초청강사 : 아시아나 교육기부 봉사단 

                  항공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승무원  

▷ 문      의 : 원미도서관 독서진흥팀 (032-625-8855, 8856) 

시간 내용 비고 

14:00~14:10  ▶ 강사 및 직업 군 소개 

14:10~14:50  ▶ 항공 정비사 직업 특강 

15:00~15:40  ▶ 항공 조종사 직업 특강 

15:40~15:50  ▶ 문화공연(부천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댄스공연) 

16:00~16:40  ▶ 항공 승무원 직업 특강 

16:40~17:00  ▶ 기념촬영 및 소감 나눔의 시간 

상세 일정표 

http://www.bcl.go.kr/


┃부천시립도서관┃ 

천하의 말괄량이 자두와 함께하는 신나는 만화 그리기 체험  

  <<안녕안녕  자두야자두야,  ,  이빈이빈  만화가만화가  체험체험  강연회강연회> > 개최개최  

오정도서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절친, 명랑쾌활 소녀, 말괄량이 소녀 <안녕 자두야 시리즈>의 저자 

이빈 만화 작가님을 모시고 만화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그림 그리기가 마냥 좋은 친구, 만화책 엄청 

좋아하는 친구, 만화가가 꿈인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왁자지껄 신나게 만화도 그리고 꿈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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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안내  

 

▶ 일      시 : 2018. 9. 8.(토) 14:00~16:00 

▷ 강의대상 : 초등학생 30명 

▶ 장      소 : 오정도서관 문화강좌실 (2층) 

▷ 접      수 : 8. 16. (목) 10:00~ 마감 시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bcl.go.kr) 선착순 접수 

▶ 초청강사 : 이 빈 (만화가) 

▷ 준 비 물 : 필기도구 

▶ 문      의 : 오정도서관 (032-625-4101-2) 

강사 소개 

    이이      빈빈  

  

      <<주요이력주요이력>>  

    - 2004 오늘의 우리 만화상 수상 - YWCA 좋은 만화책 선정.  

    - 월간 만화잡지 <파티>에 연재중.  

    - 2009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  

    - 2011 <안녕 자두야> 애니메이션 제작.  - SBS 투니버스 방영.  

    - 2012 <안녕 자두야 시즌2> 애니메이션 제작.  

      <<저서저서>> 

      -  「안녕 자두야」 「엄마는 단짝 친구」, 「꼬마 농부 집에서 식물 키우기」 등 다수                                                   

http://www.bcl.go.kr/


┃부천시립도서관┃ 

한울빛도서관한울빛도서관  개관개관  1010주년주년  기념기념  

<<한울빛도서관한울빛도서관  과학놀이과학놀이  한마당한마당>>  운영운영  

한울빛도서관에서는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자연과학’ 특성화 도서관인 한울빛도서관 특성에 걸맞게 <과학놀이 한마당> 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물 로켓 발사 대회, 별자리 체험 마술쇼, 천문학 특강,  캘리그라피 소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 및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한울빛도서관의 개관 10주년을 축하해 주시고, 다양한 행사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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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안내  

운영일시 내용 모집인원 회원모집 

9.15.(토) 
12:00~15:00 

▶ 나만의 캘리그라피 소품 만들기 
지역주민  

70명 
당일 선착순 

9.15.(토) 
12:00~15:00 

▶ 물 로켓 발사 대회 및 창의 체험 부스 운영 

     (창의 체험 부스 참여 프로그램 당일 선착순) 

초등 3~6학년 
40명 

※ 물로켓 발사대회 
8.29.(수) 

10:00~선착순 

9.15.(토) 
15:00~15:50 

▶ 별자리 체험 마술 쇼 
지역주민 

70명 
당일 선착순 

9.15.(토) 
19:00~21:00 

▶ 생활 속의 천문학 특강 및 달 관측 
초등 이상  

40명 
8.27.(월) 

10:00~선착순 

운영일시 내용 모집인원 회원모집 

9.6.~10.17.매주(수) 
10:00~12:00 

백정은의 ‘음악이 있는 명화 이야기’ 성인 70명 
8.13.(수) 

10:00~선착순 

9.10.(월) 
10:00~12:00 

과학저널리스트 신성욱의 
 ‘우리 아이 뇌 발달의 놀라운 비밀’ 

성인 70명 
8.20.(월) 

10:00~선착순 

행사 안내  

▶ 문      의 : 한울빛도서관 (032-625-4661, 4663) 

 



┃부천시립도서관┃ 

서늘한서늘한  여름여름  밤밤, , 작가와의작가와의  만남만남  

<<나에게나에게  다정한다정한  하루하루> > 저자저자  특강특강  운영운영  

 원미도서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조금 늦더라도 천천히 사는 삶’에 대해 이야기 하는  

「나에게 다정한 하루」의 저자인 이서현 작가를 모시고 저자특강을 운영합니다.  

 상처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을 돌아보는 10가지 매뉴얼을 소개하며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질의 응답형식의 북 토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도서관 News   |  09 

프로그램 안내  

 

▶ 일      시 : 8. 10. (금) 19:00 ~ 21:00 

▷ 강의대상 : 부천시민 50명 

▶ 장      소 : 원미도서관 씨앗길센터 (2층) 

▷ 접      수 : 7. 12. (목) 10:00~ 마감 시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bcl.go.kr) 선착순 접수 

▶ 초청강사 : 이서현 (작가) 

▷ 문      의 : 원미도서관 독서진흥팀(032-625-4718) 

강사 소개 

                                                  이이  서서  현현            
                    
                                                        <<주요이력주요이력>>  

 

                              - 에브리마인드 심리상담센터 기획자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저서저서>>  

 

-「나에게 다정한 하루」 

- 「어차피 내 마음입니다.」 

- 「제 마음도 괜찮아 질까요?」 

http://www.b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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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립도서관┃ 

이번이번  독후감독후감  공모공모  주인공은주인공은  나야나야  나나, , 나야나야  나♬나♬    

부천시부천시, 2018 , 2018 시민시민  독후감독후감  공모공모    

 부천시립도서관은 시민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책과 글쓰기 과정을 통해 치유와 기쁨을 얻고자  

독서마라톤과 연계한 독후감 공모를 실시합니다.   

문학적 감수성과 재능을 표현할 수 있는 공모전에 문화특별시 부천시민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ㅣ공모부문ㅣ공모부문  초등 / 중등 / 고등 / 성인 
 

ㅣ공모내용ㅣ공모내용  책 읽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서술한 독후감상문 
 

ㅣ응모요령ㅣ응모요령  A4 1장 ~ 2장 (글씨크기 12, 줄간격 160) 
 

ㅣ응모방법ㅣ응모방법  ① 독후감 공모 게시판 이용  

                  (부천시 독서마라톤대회 홈페이지 >내가 쓴 독후감 >독후감 공모) 

                  ② 독서마라톤 홈페이지 독서일지 1,000자 이상  

                   (초등부문 600자 이상) 작성 시, 공모 선택가능  

                  ③ 12개 시립도서관 직접 제출 

                  ④ 우편제출 : 부천시 경인로 92번길 33, 송내도서관 
 

ㅣ공모일정ㅣ공모일정  접수 (9.30. 도착 분까지)  

                  ※ 심사결과 발표 : 2018. 10.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게시) 
 

ㅣ시상내역ㅣ시상내역  

  

  

  

  
  

  

ㅣ문ㅣ문          의의    송내도서관 (032-625-4511)  

공모부문 시상 및 부상내역 비고 

초등부 
최우수상 : 1명 

우 수 상 : 1명 

장 려 상 : 2명 

훈   격 : 부천시장 

시상식 : 별도공지 

 
* 응모편수에 따라  
수상규모 변경 가능 

중등부 

고등부 

성인부 



┃부천시립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운반차량의 정기정비를 위해 7일간  

상호대차 신청을 일시 중지합니다. 매년 1회 실시하는 

차량 정기점검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상호대차서비스가 

되겠습니다. 
 

||  중지기간중지기간  | |   

2018. 7. 27. (금) ~ 8. 2. (목) [7[7일간일간]]  

||  중지대상중지대상  | |   

시립 13개소, 공립 작은 21개소, 대학 3개소  

| | 중단내용중단내용  | |   

상호대차신청 중지, 예약도서 상호대차 전환 불가 
 

※ ※ 상호대차상호대차  도서반납서비스는도서반납서비스는  정상정상  운영합니다운영합니다..  

상호대차서비스상호대차서비스  일시일시  중지중지  
  2018. 7. 27.(2018. 7. 27.(금금) ~ 8. 2.() ~ 8. 2.(목목))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부천시립도서관 통합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출권수 확대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부천시립도서관에서 풍성한 여름방학 보내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8. 7. 1. ~ 8. 31. 

 -  혜택내용 : 자관 10권, 통합 30권 대출 가능 

  ※ 유의사항 : 상호대차 권수 5권, 예약권수 3권은  

                    기존과 동일 

 -  문      의 : 상동도서관 자료봉사팀 (625-4553) 

 

듬북듬북(BOOK) (BOOK) 드림드림(DREAM) (DREAM) 대출대출  권수권수  확대확대  이벤트이벤트  실시실시  
2018. 7. 1. ~ 8.2018. 7. 1. ~ 8.  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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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립도서관┃ 

신나는신나는  여름을여름을  보내기보내기  위한위한  도서관도서관  여름방학여름방학  프로그램프로그램  

부천시립도서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각 도서관 별로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강좌 및 여러가지 주제의 특강을  

운영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 신청은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http://www.bcl.go.kr)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행사명 일시  대상 장소 

꿈빛  
(625-4629) 

언니오빠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  

8.5.~8.26. 매주(일) 
13:00~13:50  

유아 20명  유아실(1층)  

꿈빛  
(625-4632)  

그림책 극장  
8.4.~8.18. 1,3주(토) [2회] 

11:00~11:40  
유아 4세~7세  

15명  
아동실(1층) 내 
책 읽어주는 방   

송내 
(625-4511) 

<영어 인형극> 
개구리 왕자 공연 

8.9.(목) 
14:00~15:00 

시민 50명 채움늘(지하1층) 

북부  
(625-4602)  

<다문화 온 가족 공연> 
버블 매직 쇼 

8.11.(토) 
14:00~15:00  

다문화 가정 및 
시민 70명 

시청각실(3층)  

한울빛  
(625-4663) 

[원화전시]  
선생님은 몬스터 

8.1. ~ 8.31.  누구나 로비(2층) 

책마루   
(625-4642)  

책마루 책 읽기  
8.12.~8.19. 매주(일) 

11:00~12:00 
유아 및 초등  
1학년 10명  

도란도란방(1층) 

| | 도서관에서도서관에서  만나는만나는  88월의월의  문화행사문화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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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인형극, 원화전시 등은 접수가 필요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http://www.bcl.go.kr/


┃부천시립도서관┃ 

| 8| 8월에월에  모집모집  및및  운영하는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문화프로그램  ||  

도서관 프로그램명 운영일시  대상 회원모집 

꿈빛  
(625-4627)  

<시민 인문학 3기>  
팝 음악의 역사 

8.30.~09.27. 매주(목) [5회] 
19:00~21:00  

성인 60명  
8.8.(수) 

10:00~선착순 

<길 위의 인문학 2기>  
실학에게 길을 묻다  

8.22.~11.7. 매주(수) [10회] 
10:00~12:00  

성인 60명 
8.1.(수) 

10:00~선착순 

<꿈빛 아카데미>  
뮤지컬로 만나는 인문학 여행 

9.06.~9.27. 매주(목) [4회] 
10:00~12:00  

성인 60명 
8.21.(화)  

10:00~선착순 

꿈빛  
(625-4629)  

철학으로 읽는 옛집  
8.29. ~ 09.19. 매주(수) [4회] 

19:00~21:00  
시민 60명  

8.7.(화) 
10:00~선착순 

꿈빛  
(625-4632)  

생각이 쑥쑥 글짓기교실  
9.1.~11.24. 매주(토) [12회] 

11:00~12:00  
초등 3-4학년  

30명 
8.17.(금) 

10:00~선착순 

책이랑 놀자  
9.6.~11.22. 매주(목) [12회] 

16:00~17:50  
초등 1-2학년  

25명 
8.23.(목) 

10:00~선착순 

엄마랑 아가랑 책 놀이터  
9.7.~10.26. 매주(금) [8회] 

11:00~11:40  
22-30개월 15명 
(부모 1인 동반)   

8.24.(금) 
10:00~선착순 

상동  
(625-4543)   

시민 북큐레이터 양성  
9.4.~11.27. 매주(화) [11회]  

10:00~12:00  
성인 20명 

8.21.(화) 
10:00~선착순 

책으로 떠나는 과학 놀이터  
9.8.~10.27. 매주(토) [8회]  

15:00~17:00  
초등 1-2학년  

25명 
8.20.(월) 

10:00~선착순 

책으로 떠나는 한국사 놀이터  
9.8.~10.27. 매주(토) [8회] 

13:00~14:00  
초등 3-4학년  

20명 
8.21.(화) 

10:00~선착순 

성인 독서 톡톡  
9.10.~12.24. 2,4주(월) [8회] 

10:00~12:00  
성인 20명 

8.20.(월) 
10:00~선착순 

송내  
(625-4511)  

독서지도사 자격증 대비반 
8.22.~12.12. 매주(수) [12회] 

10:00 ~ 12:00  
성인 30명 

8.9.(목) 
11:00~선착순 

우리 아이 영어 동화책  
읽어주기 

9.3.~11.12. 매주(월) [10회]  
10:00 ~ 12:00  

성인 30명 
8.20.(월) 

11:00~선착순 

송내  
(625-4512)  

말하는 글쓰기 
9.6.~11.22. 매주(목) [12회] 

16:00 ~ 17:00  
초등4-6학년 

20명 
8.21.(화) 

11:00~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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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도서관 사정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접수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립도서관┃ 

| 8| 8월에월에  모집모집  및및  운영하는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문화프로그램  ||  

도서관 프로그램명 운영일시  대상 회원모집 

송내  
(625-4512)  

창의력 쑥쑥 클레이 아트 
9.8.~11.17. 매주(토) [10회]  

10:00 ~ 11:00  
유아 6-7세  

20명 
8.23.(목) 

11:00~선착순 

신나는 동화 미술 
9.8.~11.17 .매주(토) [10회] 

14:00 ~ 15:00 
초등2-3학년 

15명 
8.22.(수) 

11:00~선착순 

초등 한국사 여행 
9.8.~11.17. 매주(토) [10회] 

10:00 ~ 12:00 
초등4-6학년 

30명 
8.20.(월) 

11:00~선착순 

심곡  
(625-4582)  

미술심리상담사 자격 과정 
(3급)  

9.6.~11.15. 매주(목) [10회] 
10:00 ~ 12:00  

성인 30명 
8.14.(화) 

10:00~선착순 

생각 똑똑 미술 톡톡  
9.1.~10.27. 매주(토) [8회]  

11:00 ~ 12:00  
유아 6-7세  

20명 
8.14.(화) 

10:00~선착순 

<성인 독서동아리> 
책보리  

9.5.~11.21. 매주(수) [10회] 
10:00 ~ 12:00 

성인 15명 
8.14.(화) 

10:00~선착순 

책마루  
(625-4643) 

책이랑 놀자!  
8.7.~8.11. (화-토) [5회] 

13:00~14:00  
초등 3-4학년  

20명 
6. 27.(수) 

10:00~ 선착순  

꿈여울  
(625-4737) 

아장아장 책 놀이  
8.23.~9.20. 매주(목) [5회] 

10:00~10:40  
18~25개월 13명 
(부모 1인 동반)   

7.31.(화) 
10:00~선착순 

아장아장 책 놀이 
8.23.~9.20. 매주(목) [5회] 

11:00~11:40 
26~36개월 13명 
(부모 1인 동반)   

7.31.(화) 
10:00~선착순 

꿈여울  
(625-4683)  

Step up  
Reading  

9.3.~11.26. 매주(월) [12회] 
15:00~16:00  

초등 3-4학년 
20명  

8.16.(목) 
11:00~선착순 

Reading  
Starter  

9.4.~12.4. 매주(화) [12회] 
15:00~16:00  

초등 1-2학년 
20명  

8.16.(목) 
11:00~선착순 

Reading with 
Phonix  

9.6.~11.22. 매주(목) [12회] 
15:30~16:30  

유아 6-7세  
16명 

8.16.(목) 
11:00~선착순 

ENIE Class  
9.8.~11.10. 매주(토) [10회] 

10:30~12:00  
중학 1-3학년   

16명 
8.14.(화) 

11:00~선착순 

Intensive 
Reading  

9.8.~11.10. 매주(토) [10회] 
10:30~12:00  

초등 5-6학년  
16명 

8.16.(목) 
11:00~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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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도서관 사정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접수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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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프로그램명 운영일시  대상 회원모집 

북부  
(625-4601)  

BeBe 영어 놀이터  
9.1.~11.10. 매주(토) [10회] 

11:00~12:00  
유아 6-7세  

20명 
8. 21.(화) 

11:00~선착순 

초등 독서 나들이  
9.1.~11.10. 매주(토) [10회] 

13:00~14:00  
초등 1-2학년 

20명  
8. 22.(수) 

11:00~선착순  

오정  
(625-4102)  

엄마랑 아빠랑 쿠키 클레이 

8.26. (일) 
13:00~14:30   

유아 6-7세 13명 
(부모 1인 동반)   

8.7.(화) 
10:00~선착순 

8.26. (일) 
15:00~16:30  

초등 1-2학년 13명 
(부모 1인 동반)   

8.7.(화) 
10:00~선착순 

동화로 함께하는  클레이  
9.5.~11.21. 매주(수) [10회]  

15:30~16:30  
초등 1-2학년 

 20명 
8.13.(월) 

10:00~선착순 

책 따라 잘잘잘  
9.6.~11.22. 매주(목) [12회]  

17:00~18:00  
초등 1-2학년 

20명  
8.14.(화) 

10:00~선착순 

깔깔마녀와 신나는 책 놀이    
9.6.~11.22. 매주(목) [12회] 

16:00~17:00  
유아 6-7세 

20명 
8.14.(화)  

10:00~선착순 

알콩 달콩 책 읽기  
9.15.~12.8. 매주(토) [13회] 

14:00~15:00  
유아 6-7세 

20명  
8.20.(월) 

10:00~선착순 

<독서의 달 기념>  
한입에 꿀꺽, 냠냠 떡 만들기  

9.16.(일)  
13:00~14:20 

유아 6-7세 15명  
(부모 1인 동반)    

8.21.(화) 
10:00~선착순 

9.16.(일)  
14:40~16:00  

초등 1-3학년 15명 
(부모 1인 동반)    

8.21.(화) 
10:00~선착순 

오정  
(625-4101)   

나도 만화(웹툰)작가  
9.4.~11.6. 매주(화) [8회] 

16:20~17:50  
초등 4-5학년  

20명 
8.14.(화) 

10:00~선착순 

클릭, 아트 캘리그라피 
[자격증 대비반]  

9.6.~11.15. 매주(목) [11회]  
19:00~20:30  

성인 20명 
8.21.(화)  

10:00~선착순 

그림책으로 말해요 
[자격증 대비반]  

9.11.~11.27. 매주(화) [10회]   
10:00~12:00  

성인 25명 
8.21.(화)  

10:00~선착순 

생각을 키우는 엄마 표 독서지도 
[자격증 대비반] 

9.20.~12.20. 매주(목) [14회] 
10:00~12:00  

성인 25명 
8.28.(화)  

10:00~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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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도서관 사정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접수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립도서관┃ 

| 8| 8월에월에  모집모집  및및  운영하는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문화프로그램  ||  

도서관 프로그램명 운영일시  대상 회원모집 

원미  
(625-4718) 

창의 로봇 로키 블럭  
9.4.~10.2. 매주(수) [4회] 

15:30~16:20 
초등 1~2학년  

15명 
8.14.(화) 

11:00~선착순 

창의 로봇 로키 블럭  
9.4.~10.2. 매주(수) [4회] 

16:30~17:30  
유아 6~7세 

15명 
8.14.(화) 

11:00~선착순 

삐뚤빼뚤 생각해도 괜찮아  
9.5.~9.14. 매주(수.금) [4회]  

16:00~18:00  
초등 1-3학년 

20명 
8.14.(화)  

10:00~선착순  

한울빛  
(625-4664)  

여름방학 별자리 프로그램  
8.1.(수)~8.16.(목) [9회] 
14:00~16:30(일3회)  

5세 이상   
60명 

매주 (월) 
선착순 

한울빛  
(625-4661)  

백정은의 음악이 있는  
명화 이야기    

9.5.~10.17. 매주(수) [5회]   
10:00~12:00  

성인 70명 
8.13.(월) 

 10:00~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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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도서관 사정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접수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프로그램명 운영일시  대상 회원모집 

상동  
(625-4541) 

<제39회 도서관 아카데미>  
자존감, 효능감을 만드는 버츄프로젝트 

수업 

8.22.(수)  
10:00  

시민 120명  
7.25.(수) 

10:00~선착순  

<김지혜 저자 특강>  
엄마의 시간 

8.29.(수)  
10:30  

시민 120명  
7.25.(수) 

10:00~선착순  

원미  
(625-4718)  

<서늘한 여름밤 저자 특강> 
나에게 다정한 하루 

8.10.(금)  
19:00  

시민 50명  접수마감 

원미  
(625-8855)  

아시아나 항공과 함께하는  
여름방학 직업 특강  

8.9.(목)  
14:00  

시민 500명 
7.12.(목) 

10:00~선착순 

한울빛  
(625-4661)  

<개관 10주년 과학 특강>  
과학저널리스트 신성욱의   

우리 아이 뇌 발달의 놀라운 비밀   

9.10.(월) 
10:00~12:00  

성인 70명 
8.20.(월)  

10:00~선착순 

<개관 10주년 과학놀이 한마당>  
물 로켓 발사  

9. 5.(토) 
12:00~15:00  

초등 3~6학년  
40명 

8.29.(수) 
10:00~선착순 

한울빛  
(625-4664)  

<개관 10주년 과학놀이 한마당>  
생활 속의 천문학  

9.15.(토)  
19:00~21:00  

초등 이상  
40명 

8.27.(월) 
10:00~선착순 

오정  
(625-4102)  

<독서의 달 기념 특강>  
이빈 만화가 체험 강연회  

9.8. (토) 
14:00~16:00  

초등1-6학년 
30명  

8.16.(목) 
10:00~선착순 

| | 이이  달의달의  특강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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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추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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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에서 만나는 예술  
 
 

오늘이 마감입니다만 (크리스토퍼 니먼 / 윌북) 
 
 
<뉴요커> <타임> <뉴욕타임스>등의 대형 매체에 표지를 장식하는 
유명한 그래픽 디자이너의 반짝반짝 빛나는 생각법 노트.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에게도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가 크리
스토프 니먼의 기발한 창작품과 작품 활동 중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창작에 대
한 고민 등을 엿볼 수 있는 책! 
생각 근육을 말랑말랑하게 풀어주는 유쾌하고 통통 튀는 디자인들은 아이디어 
고갈로 갈증을 겪는 현대인들에게 당장이라도 영감을 불어넣어 줄 것 같다.  
  
 
 
 
당신이 알지 못했던 걸작의 비밀 (존 B. 니키 / 올댓북스) 
 
 
스핑크스부터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비까지 대중들에게 유명세를 타고 있는 미
술작품(회화, 조각, 사진 등) 20점을 대상으로  그것이 명성을  
얻거나 또는 명성을 잃게 되는 서로 다른 과정을 분석한 책.  
한 작품의 역사를 찬찬히 되짚어 가다 보면 한 시대의 취향과 사회적 관점에
서 보여지는 미술을 만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휩쓸리지 않고 오롯이 나의 관점에서 작품에 대한 안목
을 키우고 싶은 독자들에게 흥미를 불러 일으키는 책! 
 
-   
 
미술관 그림 도둑을 잡아라 (사가라 아츠코 / 킨더랜드) 
 
 
비싼 그림을 팔아 한몫 챙겨보려는 3인조 도둑들이 몰래 미술관에  
잠입하지만, 막상 전시실에는 흰 종이만 있을 뿐 아무것도 없다.  
도둑들은 그림을 찾기 위해 미술관 곳곳을 살펴보게 되는데...   
전시 관람이 흔해진 요즘, 단순히 작품을 보고 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미술관에 미술작품이 전시되고, 미술관이 잘 운영되기 위해 일하고 있
는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도 알 수 있는 유익하고 즐거운 책! 
 



┃부천시립도서관┃ 

내 인생의 추천도서  

세상이 어떻게 보이세요?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의 빛을 따라서  

엄정순 : 샘터  

606.3-엄74ㅅ 

  마주친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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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본질적인 물음 ‘본다’는 것의 의미에 목말라하던 저자가 앞이 안보이는 시각 장애인  

아이들과 같이 미술작업을 하면서 던졌던 무수한 질문과 답에 대한 통찰.   

안 보이는데 미술보다는 안마를 배우는 게 낫겠다는 주변의 반신반의하는 시선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 학생의 미

대진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지상에서 가장 큰 코끼리를 만져보고 이미지로 만드는 작업 등을 통해 ‘각기 다르게 봄’

을 향해 나아간 마법 같은 이야기.  

- 소윤이의 미술시간에 대한 인터뷰 中 



┃부천시립도서관┃ 

매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 2시, 시청각실 상영  

(위 내용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천시립도서관 8월 영화상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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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토) 8월 11일 (토) 8월 18일 (토) 8월 25일 (토) 

도당 호비와 엄마나무  
섬의 비밀 

드래곤 스펠: 
마법 꽃의 비밀 

아기돼지 3형제와  
매직램프 

한울빛 몬스터 섬의 비밀 부니베어: 
브램블의 신비한 모험 

부니베어: 
로거빅 컴백홈 프로젝트 빅풋주니어 

8월 5일 (일) 8월 12일 (일) 8월 19일 (일) 8월 26일 (일) 

상동 피딩턴 2 반딧불이 딘딘 몬스터 호텔 2 월-E 

심곡 픽시 레전드 오브 래빗 

북부 몬스터 하우스 극장판 요괴워치 주먹왕 랄프 바다의 노래 

꿈빛 메리다와 마법의 숲 밀림의 왕자 레오 2 토마스와 친구들 2 볼츠와 블립 

책마루 코코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니모를 찾아서 서핑업 

꿈여울 서핑업2 다이노소어 아일랜드 씽 모아나 

도서관 

상영일 

상영일 

도서관 



┃부천시립도서관┃ 

상동 
문화가 있는 날,  
도서관에서 만나는 영화 
 
-  미씽 
 
(14:00~16:00) 

시청각실 
(지하1층) 

심곡 

15세 이상 

부천시민  

120명 

625-4543 

북부 

꿈빛 

문화가 있는 날,  
수요시네마  
 
- 헬프 
 
(14:00~16:00) 

시청각실 
(4층) 

12세 이상 

부천시민  

30명 

625-4582 

다문화가 열린 날 
 
- 국가 : 태국 
 
(09:00~18:00) 

로비 
(1층) 

부천시민  
누구나 

625-4602 

문화가 있는 날,  
영화로 보는 문학 
 
- 레 미제라블 
 
(10:00~12:30) 

시청각실 
(지하1층) 

12세 이상 

부천시민  

60명 

625-4627 

프로그램 & 시간  장소 대상 및 인원 문의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상영시간 

100분 

114분 

하루 

158분 

(국가 선정은 해당 시기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꿈여울 
문화가 있는 날,  
특선 영화 
 
- 로라의 별 
 
(16:00~18:00) 

시청각실 
(3층) 

전체관람가 

부천시민  

70명 

625-4682 7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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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당 
문화가 있는 날 
 

- 훌쩍, 여행테마도서 전시 

  : < 가장 아름다운 섬 : 필리핀 > 

도당도서관(4층) 

여행테마코너 

시민  

누구나 

625-4500 

프로그램 & 시간  장소 대상 및 인원 문의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상영시간 

8월  

한 달 간 

(위 내용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송내 문화가 있는 날,  
도서관무비 여행 
 
- 개구쟁이 스머프 
 
(14:00~16:00) 

문화강좌실 
(1층) 

전체관람가 

부천시민  

30명 

625-4511 102분 

책마루 

문화가 있는 날,  
수요영화산책  
 
- 쥬라기 월드 
 
(14:00~16:00) 

시청각실 
(지하1층) 

12세 이상 

부천시민  

100명 

625-4642 1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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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 문화가 있는 날,  
애니 시네마 
 
- 코코 
 
(14:00~16:00) 

문화강좌실 
(2층) 

전체관람가 

부천시민  

30명 

625-4101 1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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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및 휴관일 안내   ※ 휴관일은 자료실, 열람실 모두 운영하지 않습니다. 

구분 이용시간 

자료실 

평일 

아동자료실  09:00~18:00 

종합자료실  
09:00~18:00 (책마루, 심곡, 동화), 09:00~21:00 (꿈여울) 10:00~19:00(도당) 

09:00~22:00 (상동, 원미, 북부, 꿈빛, 한울빛, 송내,오정) 

토/일요일 
아동실 

종합자료실 
09:00~17:00 (도당 토, 10:00~19:00) 

09:00~17:00 (동화 토, 아동자료실 운영) 

열람실 07:00~22:00 (책마루, 꿈여울, 도당, 동화 열람실 없음) 

 휴관일    

월요일 원미, 심곡, 북부, 꿈빛, 책마루, 도당, 동화  

금요일 상동, 한울빛, 꿈여울, 송내, 오정    

일요일 도당, 동화 

교통편 안내   

도서관명 주소 전화번호 버스편 정류장명 

상동도서관 상이로 12 (상동) 625-4705 66, 15, 70, 70-3, 23-1 
• 상동고등학교 
• 송내고등학교 

원미도서관 소사로 456 (원미동) 625-4723 60, 95, 3, 5-5, 56-1 
• 중앙레포츠공원 
• 춘의 아파트  

심곡도서관 성무로 24 (심곡본동) 625-4588 1, 12-1, 20, 23-2, 3, 39, 53, 88 • 부천 남부역 

북부도서관 삼작로310번길5 (도당동) 625-4605 
12, 23-1, 50, 60, 661, 70, 70-2,  
50-1, 59, 59-1, 95 

• 북부도서관  
• 도당고 

꿈빛도서관 신흥로275번길 19 (중동) 625-4622 
12-1, 5-3, 5-5, 66, 59, 59-1,  
60-1, 673, 70-3 

• 부천교육지원청 
• 부천세무서 

책마루도서관 심중로 121 (중동) 625-4645 5-4, 6, 6-2, 673, 70-3 
• 계남고교 
• 무지개마을 

한울빛도서관 소사로 107 (소사본동) 625-4670 
12-1, 23-5, 23-2, 3, 71, 57, 55, 
63 

• 한울빛도서관 
• 소사국민체육센터 

꿈여울도서관 까지로 103 (작동) 625-4688 
23, 3, 50, 60, 606, 661, 70, 70-2, 
75, 8, 95, 98, 017-1 

• 성곡동 주민센터,  
• 복지교회 앞 

송내도서관 
경인로92번길33 (송내동) 

(송내어울마당 1,2층) 
625-4515 

3, 12-1, 53, 88, 6-1, 6-2, 19, 20, 
25, 75, 3, 12-1, 53 

• 부천고, 부천공고, 
• 신한일전기  

도당도서관 
부천로 360  

(도당동, 도당어울마당 4층) 
625-4500 661, 12, 23-1, 50, 70-2 • 도당동 주민센터 

오정도서관 
성오로 172 (오정동) 

(오정어울마당  
지하1층~지상2층) 

625-4106 58, 59, 95, 98 
•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 오정어울마당 

동화도서관 
장말로 107 

(복사골문화센터 1층) 
625-4650 8, 16, 25, 606, 53, 27, 1, 70, 77 

• 복사골문화센터 
• 한아름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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