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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추운 겨울겨울 마음을마음을 따뜻하게따뜻하게 해줄해줄 힐링타임힐링타임

따뜻한따뜻한겨울을겨울을 위한위한 <<문학의문학의밤밤>> 행사행사 개최개최

상동도서관에서는 겨울을 맞이하여 젊은 작가들과 함께하는 <문학의 밤>�행사를 개최합니다.

3주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저자 강연은 12월 4일에 『아만자』,�『살아 눈부시게!』의 저자 김보통 작가를 시작으로

11일에는 『오늘처럼내가싫었던날은없다』의저자글배우작가,�18일에는 『운다고달라지는일은아무것도없겠지만』의

저자인 시인 박준 작가의 강연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세명의 작가와 함께 따뜻한 겨울 밤 힐링타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News   |�02

프로그램 안내

▶ 운영기간 :�12.�4.�~�12.�18.�매주(화)�19:00~21:00

▷ 대 상 :�부천시민 120명

▶ 장 소 :�상동도서관 문화강좌실(3층)

▷ 접 수 : 11. 14.(수)�10:00~�마감 시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bcl.go.kr)�선착순 접수

▶ 초청강사 :�김보통,�글배우,�박준

▷ 문 의 :�상동도서관 독서진흥팀 (032-625-4541)

┃부천시립도서관┃

▶ 운영기간 :�12.�4.�~�12.�18.�매주(화)�19:00~21:00

▷ 대 상 :�부천시민 120명

▶ 장 소 :�상동도서관 문화강좌실(3층)

▷ 접 수 : 11. 14.(수)�10:00~�마감 시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bcl.go.kr)�선착순 접수

▶ 초청강사 :�김보통,�글배우,�박준

▷ 문 의 :�상동도서관 독서진흥팀 (032-625-4541)

프로그램 소개

차수 운영일자 강연자 주제 강연내용

1회 12. 04.(화) 김보통 살아 눈부시게! 저서 『살아 눈부시게!』 내용을 바탕으로 김보통의 고민 상담

2회 12. 11.(화) 글배우
오늘처럼 내가 싫었던
날은 없다

저서 『오늘처럼 내가 싫었던 날은 없다』 내용을 바탕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마음수업 강연

3회 12. 18.(화) 박준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없겠지만

저서 『시, 내게 다가오다』내용을 바탕으로 작가의 경험담
및 작품 이야기



도서관도서관 & & 동네동네 서점서점 상생상생 프로젝트프로젝트

동네동네 서점과서점과 함께하는함께하는<<저자저자초청초청 강연강연>> 행사행사 개최개최

상동도서관에서는 도서관과 동네 서점 상생 프로젝트 중 하나로 부천 지역 관내 서점인 경인문고(중동점)와

신원종서점에서 이영미,�이은지 작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시민들의 생활 공간인 동네 서점으로 직접 찾아가 저자 강연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동네 서점도 알리고

동네 가까이에서 유명 작가도 직접 만날 수 있는 의미있는 프로젝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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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안내

▶ 운영기간 :�12.�6.(목)�10:30�~�12:00�/�12.�8.(토)�14:00�~�15:30�

▷ 장 소 :�경인문고 중동점 (12/6,�이영미 작가)

신원종서점 (12/8,�이은지 작가)

▶ 접 수 : 11. 16.(금)�10:00~�마감 시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bcl.go.kr)�선착순 접수

▷ 초청강사 :�이영미,�이은지

▶ 문 의 :�상동도서관 독서진흥팀 (032-625-4543)

┃부천시립도서관┃

▶ 운영기간 :�12.�6.(목)�10:30�~�12:00�/�12.�8.(토)�14:00�~�15:30�

▷ 장 소 :�경인문고 중동점 (12/6,�이영미 작가)

신원종서점 (12/8,�이은지 작가)

▶ 접 수 : 11. 16.(금)�10:00~�마감 시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bcl.go.kr)�선착순 접수

▷ 초청강사 :�이영미,�이은지

▶ 문 의 :�상동도서관 독서진흥팀 (032-625-4543)

프로그램 소개

차수 운영일시 강연자 대상 주제 연내용

1회
12. 06.(목)

10:30~12:00
이영미

부천시민
30명

마흔, 여자가 체력을
키워야 할 때

- 운동이 우리 삶에 가져다 주는 것들
- 처음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

2회
12. 08.(토)

14:00~15:30
이은지

초등 1-3학년
20명

나만의 행성 만들기
-<우주에서 온 초대장>을 만들게 된 계기와
작업 과정 소개

- 나만의 행성만들기 활동



도당도서관도당도서관 야간야간 여행여행 인문학인문학 프로그램프로그램
<<먼저먼저 가는가는 우리집우리집 웃방웃방 나들이나들이>> 특강특강 운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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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안내

▶ 일 시 :�12.�7.(금)�19:30~21:30

▷ 강의대상 :�청소년 및 부천시민 50명

▶ 장 소 :�도당도서관(4층)

▷ 접 수 : 11. 1.�(목)�11:00~�마감 시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bcl.go.kr)�선착순 접수

▶ 초청강사 :�장광선(현 초등학교 교사)

▷ 문 의 :�도당도서관(032-625-4500 /�4501)

도당도서관에서는 함경도에서 태어나 탈북 후 우리나라로 입국하여 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장광선

선생님을 모시고 북한의 여행지 및 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먼저 가는 우리집 웃방 나들이>특강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북한의 숨은 관광지들과 지역의 대표 문화 및 북한 사람들의 여행과

관련된 문화를 소개하고 북한 사람들의 남한 문화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북한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놓치지 마세요.

┃부천시립도서관┃

▶ 일 시 :�12.�7.(금)�19:30~21:30

▷ 강의대상 :�청소년 및 부천시민 50명

▶ 장 소 :�도당도서관(4층)

▷ 접 수 : 11. 1.�(목)�11:00~�마감 시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bcl.go.kr)�선착순 접수

▶ 초청강사 :�장광선(현 초등학교 교사)

▷ 문 의 :�도당도서관(032-625-4500 /�4501)

강사 소개

<경력>

- 함경북도 회령 출생

- 남포사범대학교 졸업

- 경인교육대학교 졸업

- 現 인천 소재 초등학교 교사 재직 중

장광선



원미도서관원미도서관 청년청년 진로활동진로활동 지원을지원을 위한위한
청년활동공간청년활동공간 <<원미청정구역원미청정구역>>개소개소 및및 프로그램프로그램 운영운영 안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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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안내

▶ 일 시 :�12.13.(목)~12.15.(토)�14:00~16:00

▷ 강의대상 :�천직탐험대  시민 30명 /�청년공방  시민 20명

▶ 장 소 :�원미도서관 들락날락(3층)

▷ 접 수 : 11. 23.�(금)�10:00~�마감 시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bcl.go.kr)�선착순 접수

▶ 초청강사 :�윤영돈,�장희경

▷ 문 의 :�원미도서관 독서진흥팀 (032-625-4718)

원미도서관에서는청년진로및창작활동지원을위하여도서관내 3층에청년활동공간인<원미청(년)정(점)구역>을

조성하였으며 12월 중 개소할 예정입니다.�

원미청정구역은 작업공간,�체험공간,�소통공간,�열린학습공간,�공유부엌 등을 갖추었으며 부천지역 청년의 진로활

동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첫번째로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보는 <천직 탐험대>와 나무 스피커를 만드는<청년공방>�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관심 있는 청년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천시립도서관┃

▶ 일 시 :�12.13.(목)~12.15.(토)�14:00~16:00

▷ 강의대상 :�천직탐험대  시민 30명 /�청년공방  시민 20명

▶ 장 소 :�원미도서관 들락날락(3층)

▷ 접 수 : 11. 23.�(금)�10:00~�마감 시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bcl.go.kr)�선착순 접수

▶ 초청강사 :�윤영돈,�장희경

▷ 문 의 :�원미도서관 독서진흥팀 (032-625-4718)

프로그램 소개

운영일시 강사명 대상 강연내용

12.13.(목)~12.14.(금)
14:00~16:00 [2회]

윤영돈
(윤코치연구소 대표)

부천시민
30명

- 본하트 카드를 통해 찾는 나의 강점, 어울리는 직업 찾기

12.15.(토)
14:00~16:00

장희경
(나무마음협동조합)

부천시민
20명

- 목공 가공 및 결합, 도색을 통해 나무 스피커 만들기



제제4343회회 도서관도서관 아카데미아카데미
<<자녀의자녀의 스마트폰스마트폰 과의존과과의존과 예방법예방법> > 특강특강 운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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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안내

▶ 일 시 :�12.�5.(수)�10:30~11:30

▷ 강의대상 :�부천시민 120명

▶ 장 소 :�상동도서관 시청각실 (지하 1층)

▷ 접 수 : 11. 12.�(월)�10:00~�마감 시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bcl.go.kr)�선착순 접수

▶ 초청강사 :�설지용(청소년 상담 및 학교심리전문 강사)

▷ 문 의 :�상동도서관 독서진흥팀 (032-625-4541)

상동도서관에서는청소년 상담및학교심리전문강사설지용선생님을모시고 ‘자녀의스마트폰과의존과예방법’이라는

주제로 제43회 도서관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자녀의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 조절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한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핸드폰

주 이용 콘텐츠와 특징 및 과의존 실태,�게임 과의존에 대한 요인 등에 대해 알아보고 그 예방법과 해소 방안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스마트폰·인터넷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이번 도서관 아카데미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부천시립도서관┃

▶ 일 시 :�12.�5.(수)�10:30~11:30

▷ 강의대상 :�부천시민 120명

▶ 장 소 :�상동도서관 시청각실 (지하 1층)

▷ 접 수 : 11. 12.�(월)�10:00~�마감 시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bcl.go.kr)�선착순 접수

▶ 초청강사 :�설지용(청소년 상담 및 학교심리전문 강사)

▷ 문 의 :�상동도서관 독서진흥팀 (032-625-4541)

강사 소개

<경력>

- 現 굿모닝브레인상담센터 소장

- 現 초등학생 및 학부모 대상 스마트폰 레몬교실 강의 진행

- 前 화성초등학교 상담 및 심리 검사

- 前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 및 심리 검사

설지용



20182018년년 도서관도서관 상주작가상주작가 지원사업지원사업

김경식김경식작가와작가와 함께하는함께하는<<시ㆍ수필시ㆍ수필문학문학 교실교실>> 운영운영

심곡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18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참여 문인

심사 결과 시인이자 수필가인 김경식 작가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김경식 작가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12월부터는 시와 수필 쓰는 법 및 등단에 관

한 을 알려주는 맞춤형 코칭 수업인 <시 ㆍ수필 문학 교실>을 운영합니다.�

글쓰기 및 등단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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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안내

▶ 운영기간 :�2018.12.15.~2019.4.20.�격주(토)�10:00�~�12:00�

▷ 대 상 :�성인 10명

▶ 장 소 :�심곡도서관 시청각실(4층)

▷ 접 수 : 11. 20.(화)�10:00~�마감 시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bcl.go.kr)�선착순 접수

▶ 초청강사 :�김경식(시인,�수필가)

▷ 문 의 :�심곡도서관(032-625-4581)

┃부천시립도서관┃

▶ 운영기간 :�2018.12.15.~2019.4.20.�격주(토)�10:00�~�12:00�

▷ 대 상 :�성인 10명

▶ 장 소 :�심곡도서관 시청각실(4층)

▷ 접 수 : 11. 20.(화)�10:00~�마감 시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bcl.go.kr)�선착순 접수

▶ 초청강사 :�김경식(시인,�수필가)

▷ 문 의 :�심곡도서관(032-625-4581)

강사 소개

<경력>

- 前 중등학교 교사

- 2006년 계간 『스토리문학』 신인상 수상(수필 부문)�
- 2009년 계간 『다시올문학』 신인상 수상(시 부문)�
- 2006년∼2015년 부천교사문학회 《문학동인 글샘》 활동
- 2006년 수상집 『마음에 갈린 풍경 하나』(문학공원)�출간
- 2015년 시집 『적막한 말』 출간

김경식



BucheonBucheon City of LiteratureCity of Literature

유네스코유네스코 문학문학 창의창의 도시도시 부천부천 소식소식!!

NEWS ①NEWS ①

UCCN(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부천시 관련 수록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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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현립도서관 내 부천시 홍보 코너 조성

┃부천시립도서관┃

NEWS ②NEWS ② NEWS ③NEWS ③

12월 15일 개관하는 오키나와 현립도서관 내에 부천홍보코너를 조성합니다.�

부천홍보코너는 부천문화 등 부천시 관련 도서,�부천의 책 및 만화,�부천 작가 작품,�동아시아출판인회의 소속 출판사 한국출판

물 등 1000여권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부천시와 오키나와 간 국제적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책을 기반으로 한 국제교류를 통하여 부천시립도서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상동도서관 창의도시추진팀은 창의도시 사업 추진 담당자 및

TF팀 팀원들을 대상으로 12월 5-6일 2일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한국생산성본부 연수원에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

니다.�창의도시 부천의 문화 산업 발전과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힘쓰는 부천시 문화산업 종사자를 위해 많은 응

원 부탁드립니다.

12월 31일, 부천시립상동도서관 내 유네스코 전용서가에

전세계28개유네스코문학창의도시대표작의원서/한글번역본을

동시 전시합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사업
추진 담당자 워크숍 개최

상동도서관 내 유네스코
창의도시 전용 자료 50권 확충

오키나와 현립도서관 내 부천시 홍보 코너 조성



연체도서연체도서 반납반납 독려독려 이벤트이벤트

부천시립도서관부천시립도서관 ‘‘연체연체 풀고풀고 바로바로 대출대출’ ’ 이벤트이벤트 운영운영

도서관 News   |�09

부천시립도서관에서는 연체 도서 반납 독려를 위한 ‘연체 풀고 바로 대출’�이벤트를 운영합니다.

‘연체 풀고 바로 대출’�이벤트는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운영하며,�연체 도서를 반납하거나 대출 중지 상태인

회원이 도서관에 방문하면 대출중지 기간 없이 바로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관심 있는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천시립도서관┃

⇰ 운영기간 :�2018.�12.�1.(토)�~�12.�16.(일)

⇰�운영기관 :�부천시립도서관 12개소,�공립작은도서관 21개소,�이동도서관

⇰�이용자격 :�부천시 공공도서관 통합회원증 소지자 중 현재 연체 중이거나 대출중지 상태인 회원

⇰�이용방법 :�연체 중 회원 →�연체 도서 반납 후 바로 대출,�대출중지 회원 →�도서관 방문 후 바로 대출



부천시립도서관에서는 12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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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 드립니다.  참여 신청은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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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News   |�10

부천시립도서관에서부천시립도서관에서 즐기는즐기는 1212월월 문화문화 프로그램프로그램

| | 특강특강 ||

도서관 프로그램명 운영일시 대상 회원모집

상동
(625-4543)

동네 서점과 함께하는
<마녀체력> 이영미 작가 초청 강연

-장소: 경인문고 중동점(길주로 272)-

12. 6.(목)
10:30~12:00

부천시민
30명

11.16(금)
10:00~선착순

상동

(625-4543)

동네 서점과 함께하는
<우주에서 온 초대장> 이은지 작가 초청 강연

-장소: 신원종서점(소사로 712)-

12. 8.(토)
14:00~15:30

초등1-3학년
20명

11.16(금)
10:00~선착순

(위 내용은 도서관 사정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동

(625-4543)

동네 서점과 함께하는
<우주에서 온 초대장> 이은지 작가 초청 강연

-장소: 신원종서점(소사로 712)-

12. 8.(토)
14:00~15:30

초등1-3학년
20명

11.16(금)
10:00~선착순

상동
(625-4541)

<문학의 밤>
김보통 작가 강연회

12.4.(화)
19:00~21:00

부천시민
120명

11.14.(수)
10:00~선착순

상동
(625-4541)

<문학의 밤>
글배우 작가 강연회

12.11.(화) 
19:00~21:00

부천시민
120명

11.14.(수)
10:00~선착순

상동
(625-4541)

<문학의 밤>
박준 작가 강연회

12.18.(화) 
19:00~21:00

부천시민
120명

11.14.(수)
10:00~선착순

상동
(625-4541)

<제43회 도서관 아카데미>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예방법

12.5.(수) 
10:30

부천시민
120명

11.12.(월)
10:00~선착순

도당
(625-4501)

<야간 여행인문학> 
먼저 가는 우리 집 웃방 나들이

12. 7.(금) 
19:30 ~ 21:30

부천시민
50명

11.01.(목)
11:00~ 선착순

원미
(625-4718)

천직 탐험대
12.13.(목)~12.14.(금)

14:00~16:00 
부천시민

30명
접수마감

원미
(625-4718)

청년 공방
12.15.(토) 

14:00~16:00 
부천시민

20명
접수마감

(위 내용은 도서관 사정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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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화구연동화구연 ||

도서관 행사명 일시 대상 장소

꿈빛
(625-4632)

그림책 극장
12.01./12.15. (토)

11:00~11:40
매월 1,3주 토요일

4-7세
15명

아동실 내
책 읽어주는 방

(사전신청 필요 없는 당일 선착순 프로그램 입니다)   

| | 원화전시원화전시 ||

도서관 행사명 일시 대상 장소

도당

(625-4500)

<훌쩍: 여행 테마도서 전시> 
훗카이도, 다녀오겠습니다.

12월 한달간
부천시민
누구나 도당도서관

북부

(625-4602)
<다문화가 열린 날>

다문화도서 전시
12.26.(수) 

09:00~22:00
부천시민

로비

(1층)

| | 인형극인형극 & & 공연공연 ||

┃부천시립도서관┃

(위 내용은 도서관 사정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접수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행사명 일시 대상 장소

상동
(625-4543)

마니마니 마술쇼
12.01.(토) 

14:00~15:00
부천시민
120명

시청각실
(지하1층)

상동
(625-4541)

<찾아가는 음악회>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현악 4중주 공연

12.19.(수)
14:00 ~ 15:00

부천시민
30명

상동도서관
1층 로비

꿈여울
(625-4683)

<영어 샌드아트 공연>
영어랑 모래랑

12.16.(일)
14:00~15:00

부천시민
70명

시청각실
(3층)

한울빛
(625-4663)

<인형극 공연>
지혜가 생겼어요

12.01.(토) 
15:00~16:00

부천시민
70명

시청각실
(지하1층)

| | 인형극인형극 & & 공연공연 ||



도서관 프로그램명 운영일시 대상 모집일시

꿈빛

(625-4632)
크리스마스 리스만들기

2018.12.13.(목)

15:00~16:30

유아 5-7세
15명

접수마감
2018.12.13.(목) 

16:40~18:10

초등 1-3학년
15명

동화

(625-4651)

마법처럼

크리스마스 팝업북 만들기

2018.12.08.(토)

10:00~12:00

초등 1-3학년
14명

접수마감
마법처럼

크리스마스 팝업북 만들기

2018.12.08.(토)

13:00~15:00

초등 4-6학년
14명

심곡

(625-4581)

<도서관상주작가지원사업>

작가와 함께 하는

시‧수필 문학교실

2018.12.15.~2019.04.20.[10회]

격주(토) 10:00~12:00

부천시민
10명

접수마감

심곡

(625-4582)
나는 꼬마 도예가

2019.01.05.~.01.26.[4회]
11:00~12:00 유아6-7세

12.18.(화)
10:00~선착순

| 12| 12월에월에 모집모집 및및 운영하는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문화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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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립도서관┃

심곡

(625-4582)
나는 꼬마 도예가

2019.01.05.~.01.26.[4회]
11:00~12:00 유아6-7세

12.18.(화)
10:00~선착순

책마루

(625-4643)
방학 보드게임 놀이

2019. 1월 9,11,16,17,18일[5회] 

13:00~14:30 

초등1-2학년
20명

12.18.(화)
10:00~선착순

책마루

(625-4643)

동화랑 요리랑 A
2019. 01.15./ 01.17. / 01.19.[3회]

10:00~11:30 초등 3-4학년
15명

12.27.(목)
10:00~선착순

동화랑 요리랑 B
2019. 01.16. / 01.18. [2회]

10:00~11:30

북부

(625-4601)
동화요리 푸드테라피

2018.12.05.~12.19. 매주(수)[3회]

18:30~20:00
성인 20명

11.16.(금)
11:00~선착순

한울빛

(625-4664)

별자리/태양계 여행과

천문우주 돔 영화

2018.12.01.~12.29. 매주(토)

14:00~17:30

만 5세 이상
50명

매주 목요일
선착순

한울빛

(625-4664)

겨울방학 천문교실

꼬마우주여행자

2019.01.21.~01.24.[4회]

14:00~15:00

초등 5-6학년
24명

12.27.(목)
10:00~선착순

(위 내용은 도서관 사정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접수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 추천 도서

이달의 추천도서 |�13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나!

나를 더 나답게 (원빈 /�휴)��

매일 우리는 어떤 선택의 순간에 놓인다.�감정이든 사람이든 일이든 최선이라고
생각하며자발적인 선택으로 하루하루를채워 나가지만,�매번 그 선택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때로 선택 뒤에 찾아오는 번뇌와 후회,�집착이 마음을 고통으로
물들이기 때문이다.�그래서우리는늘어설프고,�모자라고성숙하지못하다고느낀
다. 원빈 스님은 완벽한 선택이란 있을 수 없지만,�그래도 나를 더 잘 알고 내 마
음을 다독일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든 삶이 좀 더 가뿐해 질 것이라고 말한다.�

┃부천시립도서관┃

오직 토끼하고만 나눈 나의 열네살 이야기(안나 회글룬드/�우리학교)�

주인공 토끼는 태어나자마자 후회하기 시작했다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소녀인 듯 소년인 듯 독자가 토끼의 성별을 가늠하기 쉽지 않지만 문제될 것은
없다.�지금 토끼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답게,�온전히 나인 채로 사는 것이
가능한지의 문제다.�이처럼자의식분명한주인공토끼가자존감을찾고자립심을
단단히 쌓아가는 과정이 명료한 글과 개성 있는 그림을 통해 펼쳐진다.

지나치게 깔금한 아이(마릴리나 카발리에르 /두레아이들)�

엄마 말만 듣고,�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아이 파보르는 조금이라도 더럽거나
위험한 일은 하지 않는다.�그런 파보르는 어느 날부터 불면증에 시달린다.�
병원에 간 파보르와 엄마는 의사로부터 병을 고치기 위한 할 일 리스트를 받는다.�
바깥에서놀기,�친구 사귀기 등 어이없는 처방을 그대로 실천하는 파보르에게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과잉 보호하는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지나친 간섭과 보호가 아닌 마음껏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자유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책이다.
.



내 인생의 추천도서

무뚝뚝해도 괜찮습니다

이케다 준 지음 / Denstory /�2018�
189.2-이874ㅁ

마주친 문장

이달의 추천도서 |�14

┃부천시립도서관┃

마주친 문장

비굴해지지않는 모습, 그 모습이바로 무뚝뚝함이다. 무뚝뚝한 모습은 자기자신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동시에 타인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임을 나타낸다. 자신에게는 자신의 역할이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맡은 역할이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p.66)

무뚝뚝한 사람은 상대방의 호감을 얻기 위해 애쓰지 않고,�때로는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기도 하며

잘 웃지 않으며 화를 내기도 하고,�남보다 자신을 우선시할 때도 있지만 무뚝뚝한 사람일수록 담담하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한다고 이야기한다.�

무뚝뚝한 삶이란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만의 새로운 세계관을 뚜렷하게 세우는 것이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최소한만 듣겠다는 의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위해 무뚝뚝해도 괜찮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매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 2시, 시청각실 상영

부천시립도서관 12월 영화상영 안내

Library�&�Culture |�15

12월 1일 (토) 12월 8일 (토) 12월 15 (토) 12월 22일 (토) 12월 29일(토)

도당 빅 히어로 겨울왕국 해피피트 아더크리스마스 인사이드아웃

한울빛 또봇 뮨 :�달의요정 미키마우스 우주로봇 씨어

12월 2일 (일) 12월 9일 (일) 12월 16일 (일) 12월 23일 (일) 12월 30일 (일)

상동 꼬마영웅 바비 마야2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아더 크리스마스

아기곰 보보

구출대작전

도서관

상영일

상영일

도서관

┃부천시립도서관┃

(위 내용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동 꼬마영웅 바비 마야2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아더 크리스마스

아기곰 보보

구출대작전

심곡 스페이스 독 2 몬스터왕국

북부 오즈
:신기한 마법 가루

볼트 발레리나 나 홀로 집에 1 썬더와 마법저택

꿈빛
팅커벨3

:위대한 요정
구조대

고 녀석 맛나겠다 리오 개구쟁이 스머프 재스퍼

책마루 눈의 여왕/
눈사람

삐삐와 크리스마
스

피터와 늑대 더 크리스마스 나홀로 집에

꿈여울 프렌즈 스노우타임 샌드아트공연 코코
오즈

:�신기한 마법 가루



상동
문화가 있는 날, 
도서관에서 만나는 영화

-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14:00~16:00)

시청각실
(지하1층)

심곡

전체관람가

부천시민
120명

625-4543

문화가 있는 날, 
수요시네마

- 동주

(14:00~16:00)

시청각실
(4층)

12세 이상

부천시민
30명

625-4582

다문화가 열린 날

- 국가 : 방글라데시

(09:00~18:00)

프로그램 & 시간 장소 대상 및 인원 문의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상영시간

121분

110분

Library�&�Culture |�16

┃부천시립도서관┃

북부

꿈빛

다문화가 열린 날

- 국가 : 방글라데시

(09:00~18:00)

로비
(1층)

부천시민
누구나

625-4602

문화가 있는 날, 
영화로 보는 문학

- 미스 페레그린과 이상한
아이들의 집

(13:00~15:00)

시청각실
(지하1층)

12세 이상

부천시민
60명

625-4627

하루

127분

(국가 선정은 해당 시기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꿈여울
문화가 있는 날, 
특선 영화

- 굿다이노

(16:00~18:00)

시청각실
(3층)

전체관람가

부천시민
70명

625-4682101분



프로그램 & 시간 장소 대상 및 인원 문의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상영시간

송내 문화가 있는 날, 
도서관무비 여행

- 정글번치 2

(14:00~16:00)

문화강좌실
(1층)

전체관람가

부천시민
30명

625-451167분

책마루
문화가 있는 날, 
수요영화산책

- 써니

(14:00~16:00)

시청각실
(지하1층)

15세 이상

부천시민
100명

625-4642124분

Library�&�Culture |�17

오정 문화가 있는 날, 
애니 시네마

- 래빗스쿨

(16:00~17:30)

문화강좌실
(2층)

전체관람가

부천시민
30명

625-410176분

┃부천시립도서관┃

도당 문화가 있는 날

- 여행 테마 도서 전시
: < 홋카이도, 

다녀오겠습니다 >

도당도서관(4층)

여행테마코너

시민

누구나
625-450012월

한 달 간

(위 내용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애니 시네마

- 래빗스쿨

(16:00~17:30)

문화강좌실
(2층)

전체관람가

부천시민
30명

625-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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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원미, 심곡, 북부, 꿈빛, 책마루, 도당, 동화

금요일 상동, 한울빛, 꿈여울, 송내, 오정

교통편 안내

도서관명 주소 전화번호 버스편 정류장명

이용안내 |�18

※※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은 모든 도서관 휴관 입니다.

┃부천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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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