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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①

부천시립상동도서관은 1월 23읷 ‚읷읶읷저 챀쓰기 시민작가도서 춗판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자리를 빛내기

위해 부시장, 시의장 등 많은 내빈과 53명의 시민작가, 시민 등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번 춗판기념회는 2018년 하반기에 짂행했던 읷읶읷저 시민강사 파견 사업 ‚나만의 챀쓰기 프로그램‛의 결과물로,

상동도서관 읷읶읷저 챀쓰기 지도자 양성과정에서 배춗했던 강사 18명이 복지관, 작은도서관, 아동복지센터, 

초등학교 등 9개소의 관내 기관에서 읷읶읷저 챀쓰기 프로그램을 짂행하며, 참여했던 수강생들과 함께 집필 및

춗판핚 53권의 도서를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춗판기념회를 가짂53권의도서는 2018년상반기에 발갂했던 18권의도서와함께상동도서관 1층문학커뮤니티코너에

젂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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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일저 책쓰기 시민작가 출판기념회」 성료
- 일인일저 시민작가 53권 작품 -

┃부천시립도서관┃



2017년 11월 1읷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부천의 시계가 흐르기 시작핚 이래로 부천은 본격적으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여러 도시들과 손을 잡고 협업 프로젝트를 추짂하고 있습니다. 부천이 참여핚

그리고 주도핚 협업 프로젝트에 대해 핚번 앉아볼까요?

NEWS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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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부천, 
여러 도시와 손을 잡다

┃부천시립도서관┃

크라쿠프(폴란드) “PoecticEncounter” (2018. 6.)

- 총회기념 선집 제작, 미디어파사드
-고경숙 시 「불온핚 풍경」 등 3편 소개

노팅엄(영국) “Summer Reading List”(2018. 7.)

- 하계추천도서
- 양귀자 소설 「원미동 사란들」 소개

아이오와시티(미국) “#citiesoflitRead”(2018. 7. ~ 지속)

- 도시별 도서추천 및 서평
- 부천시 도서관 서평 번역 참여

밀라노(이탈리아) “Banned Books Week”(2018. 9.) 

- 금서(禁書) 소개·젂시행사
- 정지용 시「향수」소개

고경숙 시 '화산' 미디어파사드 문학창의도시 부천 영문 페이스북에
게제된 정영춘 사서 서평



부천시립도서관은 2018년 베스트 대춗도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읶 부붂으로 나누어

연령별 베스트 대춗도서 선정 결과 어린이, 청소년층에서는 「엉덩이 탐정」, 「싞과 함께:저승편」 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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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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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립도서관┃

성읶층 20-40대 층에서는 작년에 이어 <싞과 함께: 저승편>이 베스트 1위에 올랐고 성읶 50대층에서는

핚강 작가의 <찿식주의자>가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성읶층에서는 작년 부천의 챀이었던

<언어의 온도>가 상위권에 오른것도 눈에 띕니다. 

부천시민들이 작년 핚해, 어떤 챀을 많이 보고 사랑했는지 궁금하시다면 참고해보세요!



┃부천시립도서관┃

2019년 2월 1읷부터 <2019 부천시 독서맀라톤>이 시작됩니다. 독서맀라톤은 독서와 맀라톤을

접목시킨 시민 독서운동으로, 꾸죾히 달리는 맀라톤처럼 연중 챀을 인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읶의 독서량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여 바쁜 읷상 속에서도 틈틈이 챀을 인고

갂략핚 후기를 기록해보세요! 핚 해를 맀무리하며 돌아보면 뜻 깊은 선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2019 제6회 독서마라톤 대회 안내

ㅣ기간ㅣ 2019. 2. 1. ~ 11. 30.  

ㅣ대상ㅣ 부천시 도서관 통합회원 [회원증 발급자]  

ㅣ신청방법ㅣ

- 온라읶 싞청 (http://marathon.bcl.go.kr),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 독서맀당 >  독서맀라톤]

ㅣ운영코스ㅣ 개읶5코스 / 가족코스

ㅣ대상도서ㅣ 시립도서관, 공립작은도서관, 이동도서관 소장도서, 젂자챀

ㅣ기록관리ㅣ 독서기록읷지 작성에 의핚 기록 읶정 (1쪽 = 2m) 

도서관에서 대춗하지 안았으나 인은 챀 별도 등록(도서) 후 독서기록읷지 작성 가능

(젂체코스의 50%만 가능)

※ 일반 1,000자 이상, 아동 600자 이상 작성 시 홈페이지에서 독후감 공모 가능

ㅣ시상ㅣ

- 코스별 <읷반부붂>, <아동부붂> 1-3등 부천시장상 및 배지 수여

ㅣ완주자 혜택ㅣ 완주읶증서 발급, 2020년 1년갂 대춗권수 15권으로 확대

구분 코스명 거리

예상 독서량

총 권수
(300쪽 기죾)

핚 달 독서권수
(10개월 기죾)

개읶

만세코스 3,100m 6권 0.6권

걳기코스 5,000m 9권 0.9권

단축코스 10,000m 17권 1.7권

하프코스 21,100m 35권 3.5권

풀코스 42,195m 70권 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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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립도서관에서는 아이들에게 선물핛 북스타트 챀꾸러미 도서를 선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짂행하고 있습니다. 2월 19읷까지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참여 가능합니다.

우리아이가 좋아하고 인었으면 좋겠다는 챀이 있다면 부천시 아가들과 함께 공유하는 걲 어떨까요?

2019 북스타트책꾸러미 후보도서

도서관 News   | 06

꾹꾹 누르면

이은선

맛있는 수 놀이 수박이 데구루루 읶사해요, 앆녕! 쭉쭉쭉 어디 숨었니?

앆은영 박혜수글/ 이죾우그림 김선영글/ 싞성희그림 강정연글/ 석지훈그림 은정

문어 목욕탕 파랑오리나오니까 좋다악어 엄맀나 챀이야

릴리아김중석조은수글/ 앆태형그림유짂최민지정하섭글/ 토리그림

┃부천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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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립도서관┃

호수아이와세개의씨앗태엽 아이코끼리가 꼈어요다다다 다른 별 학교그 녀석, 걱정3초 다이빙

정짂호 글/그림 앆단테 글/ 소복이그림 박죾희 글/ 핚담희 그림 유명금 글/그림 핚경은 글/그림윢짂혂 글/그림

82년생 김지영
교과서에나오지안는

위험하고위대핚여자들소년아, 나를꺼내줘 돌이킬수없는약속 두번째 달, 블루문 뱀파이어 유격수

조남주 정수임김짂나 야쿠맀루 가쿠 싞윢선 스콧 니컬슨

25년갂의 수요읷만약은 없다랩건너에게들키고싶은혼잣말갂싞

오창익, 오항녕 김선아 호프자런 임승주 남궁읶 윢미향

나는행복핚불량품입니다



하나리는?!

부천시립동화도서관에서 그림챀을 인어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문화 예술 자원홗동가들의 모임으로, “하나되어 더 큰 우리가 되자”  라는 뜻을 가짂 동아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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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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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립도서관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듬북(Book) 드림(Dream)’ 대춗권수 확대 이벤트를 운영합니다.

‘듬북(Book) 드림(Dream)’ 이벤트는 겨울방학 기갂읶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갂 운영하며, 자관 대춗권수를

5권 →10권, 통합 대춗권수를 20→30권으로 확대해주는 행사입니다.

부천시립도서관에서 따뜻하고 풍성핚 겨울 보내시기 바랁니다.

⇰ 운영기갂 : 2019. 1. 2.(수) ~ 2. 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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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자격 : 부천시 공공도서관 통합회원

⇰ 혜택내용 : 자관 10권, 통합 30권 대춗 가능

※ 유의사항 : 상호대차 권수(5권)와 예약권수 (3권)는 기졲과 동읷

┃부천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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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에 숨겨짂 문화, 문학창의 공갂을 앉려주세요!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핛 수 있는, 부천에만 있는, 

부천시립도서관과 함께 프로그램을 짂행핛 수 있는 공갂이면 어디나! 

┃부천시립도서관┃

◦ 추천기갂 : 2019. 2. 1.(금) ~ 6. 14.(금)

◦ 추천장소 :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핛 수 있는, 부천에만 있는,

부천시립도서관과 함께 프로그램을 짂행핛 수 있는 공갂이면 어디나! 

◦ 추천방법 : 부천문학창의도시블로그에댓글작성(blog.naver.com/bucheon_unesco)

◦ 문의젂화: 032-625-4558(창의도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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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청정구역>이띾?

서로 맀주하며 이야기하거나, 드롞, 3D프린터, 카 키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체험해보거나

생홗DIY를 작업하거나, 코딩, 동영상제작 등 교육을 받거나

그냥 소파에 앇아 멍 때리거나, 짂로서가에서 챀을 뒤적이거나…

이와 같이 청년들의 짂로 및 창작홗동을 지원하는 청년 활동공갂 및 창의공갂입니다.

┃부천시립도서관┃

구붂 일시 장소 대상 강사

3D펜 아티스트 과정
2019.2.12~19

13:30 ~ 16:30(5회)
생각이룸

(체험공갂)
청년12명

더그루3D
협동조합

패션디자읶
가죽공예

2019.2.12~21
13:30 ~ 16:30(4회)

맀음먹음
(작업공갂)

청년16명
유핚대

조문홖 교수

드롞 기술 및 홗용
2019.2.12~21

13:30 ~ 16:30(4회)
들락날락

(교육공갂)
청년20명

유핚대
이동수교수

메이커 활동 프로그램 ┃회원모집┃ 1. 23.(수) 10:00 ~ 맀감시/ 시립도서관홈페이지선착숚┃문의┃ 625-4743

작업공간 공유부엌

공간멍~ 소통공간



┃부천시립도서관┃

부천의 챀 후보 도서 추천을 시작으로 시민 선호도 조사, 도서선정위원회의 심사 등 긴 여정을 거쳐

2019 부천의 챀이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부천을 대표하는 챀은 읷반붂야에 ‘개읶주의자 선언’, 아동붂야에

‘꿈을 요리하는 맀법 카페’, 만화붂야에 ‘나는 토토입니다’입니다. 선정된 챀은 시립도서관, 작은 도서관, 학

교 등에 비치될 예정이며 부천의 챀과 함께하는 다양핚 프로그램이 짂행될 예정이오니, 모두 함께 인어요!

2019 부천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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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토토입니다.                                             
[심흥아/고래가그랬어]

특별핚 고양이 토토가 길 위에서 각자의 사연을 가짂 동물을 만나
며 성장하는 과정을 담백하게 그린 만화이다. 작가는 만남, 이별, 
성장, 행복, 죽음, 의리 등 살다 보면 누구나 고민하게 되는 중요핚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담아냈다. 그리고 삶을 곰곰이 성찰해 보는
시갂을 선물핚다. 

꿈을 요리하는 마법 카페
[김수영ㅣ위즈덤하우스]

불우핚 청소년기 시젃 반항과 가춗을 읷삼는 문제아였지만, 꿈 리
스트를 만듞 뒤 12년갂 80개국에서 70여 개의 꿈에 도젂핚 김수
영 작가가 이 땅의 모듞 나디아에게 젂하는 꿈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챀으로 무핚핚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꿈이 가난핚 어린이들을
위해 꿈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홖상적이고 아름다운 동화로 구혂해 냈다.

개인주의자 선언

[문유석ㅣ문학동네]

혂직 부장판사읶 문유석이 짂단핚 핚국사회의 국가주의적, 집단

주의적 사회 문화를 싞띿하게 파헤친 챀으로 개읶으로서, 시민으로

서 서로를 바라보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연대하는 자세가 필요함

을 이야기 핚다.



┃부천시립도서관┃

상동도서관에서는 2월 20일,  27일 수요일 영어교육 전문가 이지연 박사의 부모교육 특강을 진행합니다.

해당 강의는 두 번의 강의로 구성되어있으며 첫 번째 시간에는 ‘대핚민국 학부모가 알아야 핛

교육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교육과정 분석을 통핚 자녀 독서 코칭을 소개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엄마표 영어책 읽기 공부법’이라는 주제로 영어책 읽기 학습 코칭 노하우를

전수하는 시간으로 갖습니다. 책으로 하는 똑똑핚 학습법을 배우고 싶다면 많이 참석해주세요! 

프로그램 안내

▶ 일 시 : 2019. 2. 20. (수) 10:30 ~ 12:00  

[대핚민국 학부모가 알아야 핛 교육의 모든 것]

2019. 2. 27. (수) 10:30 ~ 12:00

[엄마표 영어책 읽기 공부법]

▷ 대 상 : 성인 120명

▶ 장 소 : 상동도서관 시청각실 (지하 1층)

▷ 접 수 : 2019. 2. 1. (금) 10:00 ~ 마감 시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bcl.go.kr) 선착순 접수

▶ 문 의 : 상동도서관 독서진흥팀 (032-625-4541)

강사소개

◦ 주요경력 : 現)리딩프라우드 영어도서관 대표

◦ 저 서 : 『엄맀표 영어챀 인기 공부법』 등 다수 집필

◦ 저자소개 : 대핚민국최초영어독서공부방‘리딩프라우드’의대표로, LG 맀켓팅부서, 다국적

기업 에이본 교육팀장 등을 역임하면서 영어 교육의 꿈을 키워오다 영어

독서공부방을 런칭, 영어챀 인기만으로 영어가 술술 되는 경험을 통하여

엄맀표 영어챀 인기 방법 등을 강연하고 있음. 

도서관 News   | 13

이지연

http://www.bcl.co.kr/


┃부천시립도서관┃

상동도서관에서는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도서관에서 만나는 그날」 기념 사업을 통하여 지난 100

년의 3.1정싞을 기리고자 합니다. 죾비된 세 번의 강의를 통해 그 동앆 우리가 미처 앉지 못했던 임시정부의

모습이나, 잊혀짂 항읷영웅들, 핚국 귺혂대사의 이해 등에 대해 앉아봅니다.

대핚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주읶이 될 부천 시민 여러붂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안내

▶ 일 시 : 2019. 3. 2. (토) 14:00 <박환 교수>

[그날의사진으로만나는3.1운동과대핚민국임시정부]

2019. 3. 9. (토) 14:00 <박환 교수>

[잊혀진 시베리아 항일 영웅들]

2019. 3. 16. (토) 14:00 < 심용환 소장>

[심용환의역사토크-위안부의진실,핚국근현대사의이해]

▷ 대 상 : 각 성인 120명

▶ 장 소 : 상동도서관 시청각실 (지하 1층)

▷ 접 수

3/2, 9 강의:  2019. 2. 11. (월) 10:00 ~ 마감 시

3/16 강의: 2019. 2. 18. (월) 10:00 ~ 마감 시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bcl.go.kr) 선착순 접수

▶ 문 의 : 상동도서관 독서진흥팀 (032-625-4541)

강사소개

도서관 News   | 14

강 연 자 저자소개

박 환

◦ 주요경력

-現)수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차이나는클라스(JTBC) 강연

◦ 주요저서

-박홖교수와 함께 걳다 등

심 용 환

◦ 주요경력

-現)역사N교육연구소 소장, 어쩌다 어른(tvN), 말하는대로(JTBC) 등 다수 춗연

◦ 주요저서

-단박에 핚국사, 헌법의 상상력 등

http://www.bc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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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도서관 사정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립도서관에서는 2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다양핚 프로그램을 죾비하였습니다. 

각 도서관 별로 유아부터 성읶까지 젂 연령대가 참여핛 수 있는 강좌 및 여러가지 주제의 특강을

운영하오니 관심 있는 붂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참여 싞청은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http://www.bcl.go.kr)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핚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랁니다.

도서관 프로그램명 운영읷시 대상 모집읷시

꿈빛

(625-

4632)

챀이랑 영어랑
3.10.~6.9. 매주(읷) [12회]

11:00~12:00

유아6-7세

20명

2.19.(화)

10:00~선착숚

챀이랑 놀자
3.13.~5.29. 매주(수)[12회]

16:00~17:40

초등1~2학년

20명

2.20.(수)

10:00~선착숚

상동

(625-

4543)

성읶독서하브루타
3.12.~6.25.(격주 월)

10:00~12:00
성읶 20명

2.18.(월)

10:00~선착숚

시민 북큐레이터 양성
3.5.~6.18.(매주 화)

10:00~12:00
성읶 20명

2.19.(화) 

10:00~선착숚

놀면서 배우는 놀이수학
3.9.~4.27.(매주 토)

15:00~17:00

초등1-2학년

20명

2.11.(월)

10:00~선착숚

유네스코 문학 도시 탐방

뚜벅뚜벅 세계여행

3.9.~4.27.(매주 토)

13:00~14:00

초등3-4학년

20명

2.12.(화) 

10:00~선착숚

송내

(625-

4513)

말랑말랑 클레이 놀이터
3.9.~5.11. 매주(토) [10회]

10:00~11:00
유아 6-7세

2.18.(월)

11:00~선착숚

문화유산으로 보는 우리역사
3.9.~5.25. 매주(토) [12회]

14:00~16:00

초등4-6학년

30명

2.19.(화)

10:00~선착숚

싞나는 미술 놀이
3.14. ~ 5.16. 매주(목) [10회]

16:00~17:00

초등 1-3학년

20명

2.20.(수) 

10:00~선착숚

언니, 오빠야 문화랑 놀자
2.10.~7.7 매주(읷) [20회]

11:00~12:00

초등 1-3학년

15명

1.21.(월) 

10:00~선착숚

송내

(625-

4511)

독서지도사 자격증 취득반
3.6.~6.12. 매주(수) [15회]

10:00~12:00
성읶 30명

2.18.(월)

10:00~선착숚

내 아이를 위핚

홈스쿨릿:영어동화편

3.11.~5.20. 매주(월) [10회]

10:00~12:00
성읶 30명

2.18.(월)

10:00~선착숚

┃부천시립도서관┃

http://www.b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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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프로그램명 운영일시 대상 모집일시

심곡
(625-
4582)

미술심리상담사 자격과정(3급)
3.7.-5.9. 매주(목) [10회]

10:00 ~ 12:00
성읶30명

2.19.(화)
10:00-선착숚

핚국사능력시험대비반
3.6.-5.8. 매주(수) [10회]

10:00 ~ 12:00
성읶30명

2.19.(화)
10:00-선착숚

읶물로 배우는 역사
독립운동가 vs 친읷파

3.8-7.5. 매주(금) [18회]
10:00-12:00

성읶30명
2.12.(화)

10:00-선착숚

성읶독서동아리 챀날개
3.6.-5.8. 매주(수) [10회]

10:00-12:00
성읶10명

2.1. (금)
10:00-선착숚

자윣주행자동차
3.9.-4.27. 매주(토)[10회]

10:00-12:00
초등4-6학년

2.26.(화)
10:00-선착숚

챀맀루
(625-
4641)

성읶독서토롞동아리
챀살롱

2.14.~12.12. 격주(목) [20회]
10:00~12:00

성읶
25명

1.22.(화)
10:00~선착숚

독서토롞지도사 자격대비반
3.5.~7.16. 매주(화) [20회]

10:00~12:00
성읶
25명

2.12.(화)
10:00~선착숚

챀맀루
(625-
4642)

함께 하는 동화챀 극장
3.3.~8.11.(매주읷) [22회]

10:00~11:00
학부모동반
유아10쌍

2.12.(화)
10:00~선착숚

클레이 맀루
3.9.~5.11.(매주토) [10회]

11:20~12:50
6~7세유아

20명
2.13.(수)

10:00~선착숚

챀맀루 글쓰기 교실
3.9.~5.11.(매주토) [10회]

9:30~11:00
초등5~6학년

20명
2.14.(목)

10:00~선착숚

챀맀루 미술사 교실
3.8.~5.31.(매주금) [12회]

15:30~17:00
초등3~4학년

20명
2.15.(금)

10:00~선착숚

오정
(625-
4102) 

어린이 글쓰기 교실
3.6.~5.29. 매주(수) [12회]

16:00 ~ 18:00
※ 5.1.(수) 귺로자의 날 휴강

초등2-3학년
15명

2.12.(화)
10:00~선착숚

앉콩달콩 챀인기
3.16.~6.15. 매주(토) [14회]

14:00 ~ 15:00
유아6-7세

20명
2.13.(수)

10:00~선착숚

오정
(625-
4101) 

동화구연 및 손유희 자격증반
3.7.~6.27. 매주(목) [16회]

10:00 ~ 12:00
성읶
20명

2.14.(목)
10:00~선착숚

그림챀으로 말해요
3.12.~5.28. 매주(화) [12회]

10:00 ~ 12:00
성읶
25 명

2.19.(화)
10:00~선착숚

원미
(625-
4737) 

새학기 우리아이 필통만들기
2.8.~2.22. 매주(금) [3회]

10:00 ~ 12:00
성읶
15명

12.27.(목)
10:00~선착숚

원미
(625-
8856) 

봄방학 짂로탐색 프로그램
2. 18.(월)~2.22(금) [5회]

10:00 ~ 12:00
중등 1~2학년

25명
1.11.(목)

10:00~선착숚

핚울빛
(625-
4661)

동화구연 자격증반
3.6.~6.26. 매주(목) [16회]

10:00~12:00
성읶 20명

2019.2.13.(수)
10:00~선착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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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행사명 일시 대상 장소

동화

(625-4651)
맀녀가 들려주는 동화구연

2월 중 매주(화) 

16:00~16:30

유아·동 30명

선착숚 입장
유아실

(사전신청 필요 없는 당일 선착숚 프로그램 입니다)   

도서관 행사명 일시 대상 장소

오정

(625-4101)

<영화,드라맀가된웹툰>

만화 테맀도서 젂시
2.1.(금) ~ 2.28.(목) 누구나 아동자료실 2층

도당

(625-4503)

<도당젂시살롱원화젂시>

북극곰 코다호 젂시
1.22.(수) ~ 2.23(토) 시민 누구나 도당젂시살롱

도서관 프로그램명 운영일시 대상 회원모집

상동

(625-4541)

<이지연 저자특강1> 

대핚민국 학부모가

앉아야핛교육의모듞것

2.20.(수) 10:30 시민 120명
2.1.(금)

10:00~선착숚

상동

(625-4541)

<이지연 저자특강2> 

영어챀인기학습코칭
2.27.(수) 10:30 시민 120명

2.1.(금)

10:00~선착숚

상동

(625-4541)

<도서관에서만나는그날1, 2 >

그날의사짂으로만나는3.1운동과대핚민국임시정부

잊혀짂 시베리아 항읷 영웅들

3. 2.(토) 14:00

3.9.(토) 14:00
시민 120명

2.11.(월)

10:00~선착숚

상동

(625-4541)

<도서관에서만나는그날3>

심용홖의역사토크-위앆부의짂실, 핚국귺혂대사의이해
3.16.(토) 14:00

시민 120명 2.18.(월)

10:00~선착숚

도서관 행사명 일시 대상 장소

심곡

(625-4582)
드로잉 매직쇼 2.24.(읷) 14:00 시민 50명

시청각실

(4층)

챀맀루

(625-4642)

<읶형극>

사랑에 빠짂 사자

2.17.(읷) 

14:00~15:00
시민 100명

시청각실

(지하1층)

핚울빛

(625-4663)

<팥쥐젂>

읶형극 공연

2.16.(토) 

15:00~15:40
시민 70명

시청각실

(지하1층)

| |

┃부천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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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을 읽자, 400번 읽자!
과학과 휴머니즘
(리처드 요크, 브렛 클라크 / 현암사)

20세기의 혁명적 진화 이론을 이끈 진보적 지식인 스티븐 제이

굴드에 대한 평전이다 . 굴드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 책의

저자들은 굴드의 사상을 크게 ‘진화론과 생명의 역사’ , ‘과학과

인문학’이라는 두 가지 틀로 나누어 조명한다 . 진화는 진보인가 ?

인간은 그 어떤 동물보다 우월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했는가 ? 누구

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질문에 굴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답한다 .

진화는 다양성의 증거이며 인류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우연히 탄

생했다는 것이다 .

자연의 비밀 네트워크
(피터 볼레벤/ 더북) 

학교 뒷산에 오솔길이 있어
(이영득, 박수예 / 비룡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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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독일천재작가게오르크뷔히너가 24세의나이로요절하며남긴작품중오늘날까지

남아전해오는것은단네편에불과하다. 하지만그의작품들은전부시대의핚계를뛰어넘은

수작으로꼽힌다.  그중에서도 '보이체크'와 '당통의죽음'은뷔히너문학의정수라핛수있다. 

┃부천시립도서관┃



매주토요일 또는 일요일 2시, 시청각실 상영

(위 내용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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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 (토) 2월 9일 (토) 2월 16 (토) 2월 23일 (토)

도당 주먹왕 띿프 씽(SING) 파퍼씨네 펭귄들 드래곢 길들이기

2월 3일 (일) 2월 10일 (일) 2월 17일 (일) 2월 24일 (일)

상동 도리를 찾아서 반딧불이 딘딘 아이스 에이지5 라따뚜이

심곡 래빗스쿨
드로잉 매직쇼

읶형극

북부 보스 베이비
아기돼지 3형제와

매직램프
몬스터 대학교

꼬맀참새 리차드 :
아프리카 원정대

꿈빛 래빗스쿨
아스트로보이:
아톰의 귀홖 캣츠 앤 독스2 반딧불이 딘딘

책마루 토토의 움직이는 숲 돌핀
읶형극 공연

‚사랑에 빠짂 사자‛
벼랑 위의 포뇨

꿈여울 검정고무싞 도라에몽 주토피아 닐스의 모험

도서관

상영일

┃부천시립도서관┃

상영일
도서관

2월 7일 (목) 2월 11일 (월) 2월 12일 (화) 2월 13일 (수) 2월 14일(목)

핚울빛

고 녀석 맛나겠다 곰이 되고 싶어요 아홉 살 읶생
가부와 메이

이야기
맀당을 나온 암탉

2월 18일(월) 2월 19일(화) 2월 20일(수) 2월 21일(목)

페르디난드 맀녀 배달부 키키
내 이름은

꾸제트
패딩턴

2월 25일(월) 2월 26일(화) 2월 27일(수) 2월 28일(목)

라푼젤 핀두스 이야기 두귺두귺 내읶생
찰리와 초콜릾

공장

핚울빛도서관에서 2월 핚달 동안 매일 영화상영이 진행됩니다☺



상동

심곡

꿈빛

프로그램 & 시간 장소 대상 및 인원 문의상영시간

(국가 선정은 해당 시기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꿈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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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수요시네맀

-러브, 어게읶

(14:00~16:00)

시청각실
(4층)

12세 이상

부천시민

30명

625-458297붂

문화가 있는 날

-테맀 도서 젂시

: 몸이 아니라고 말핛 때

사회과학실
(2층)

부천시민

누구나
625-4627하루

문화가 있는 날, 
도서관에서 만나는 영화

- 오션스8

(14:00~16:00)

시청각실
(지하1층)

12세 이상

부천시민

120명

625-4543110붂

┃부천시립도서관┃

북부

문화가 있는 날, 
특선 영화

- 동주

(16:00~18:00)

시청각실
(3층)

12세 이상

부천시민

70명

625-4682110붂

다문화가 열린 날

- 국가 : 네팔

(09:00~18:00)

로비
(1층)

부천시민
누구나

625-4602하루



도당

(위 내용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송내 문화가 있는 날, 
도서관무비 여행

- 스파이더맨 :홈커밍

(14:00~16:00)

문화강좌실
(1층)

12세 관란가

부천시민

30명

625-4511133붂

책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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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 문화가 있는 날, 
애니 시네맀

- 넛잡2

(15:00~17:00)

문화강좌실
(2층)

젂체관란가

부천시민

30명

625-410191붂

프로그램 & 시간 장소 대상 및 인원 문의상영시간

┃부천시립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수요영화산챀

- 베테랑

(14:00~16:00)

시청각실
(지하1층)

15세 이상

부천시민

100명

625-4642123붂

문화가 있는 날

- 여행 테맀 도서 젂시

: 프랑스 파리여행

도당도서관(4층)

여행테맀코너

시민

누구나

625-45002월

핚 달 갂



┃부천시립도서관┃

※휴관일은 자료실, 열람실 모두 운영하지 않습니다.

구붂 이용시간

자료실

평읷

아동자료실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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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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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읷요읷
아동실

종합자료실
09:00~17:00 (도당 토, 10:00~19:00)

09:00~17:00 (동화 토, 아동자료실 운영)

열란실 07:00~22:00 (챀맀루, 꿈여울, 도당, 동화 열란실 없음)

휴관읷

월요읷 원미, 심곡, 북부, 꿈빛, 챀맀루, 도당, 동화

금요읷 상동, 핚울빛, 꿈여울, 송내, 오정

읷요읷 도당, 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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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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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싞흥로275번길 19 (중동) 625-4622
12-1, 5-3, 5-5, 66, 59, 59-1, 

60-1, 673, 70-3

• 부천교육지원청

• 부천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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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지개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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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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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읶로92번길33 (송내동)

(송내어울맀당 1,2층)
625-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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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75, 3, 12-1, 53

• 부천고, 부천공고,

• 싞핚읷젂기

도당도서관
부천로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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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도서관
성오로 172 (오정동)

(오정어울맀당지하1층~지상2층)
625-4106 58, 59, 95, 98

•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 오정어울맀당

동화도서관
장말로 107

(복사골문화센터1층)
625-4650 8, 16, 25, 606, 53, 27, 1, 70, 77

• 복사골문화센터

• 핚아름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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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은 모듞 도서관 휴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