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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부천의 책을 선정해주세요
2017부천의 책 선정을 위핚 시민 선호도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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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동안 부천 시믺이 함께 읽을 2017 부천의 책을 선정해주세요. 총 15권(일반 5권, 아동 5권, 만화

5권)의 도서 중 시믺 선호도 조사를 통하여 최종 3권(일반 1권, 아동 1권, 만화 1권)의 책을 선정합니다.

1월 18일부터 2월 5일까지 도서관, 학교, 지하철 역사 등 부천시 곳곳에서 연리는 거리투표 및 홈페이지

투표를 통해 의겫을 수렴핛 예정이오니, 시믺 여러붂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 부천의 책 후보도서

성인

아동

맊화

부천의 책 선정 참여방법

| 조사기갂 | 2017. 1. 18.(수) ~ 2. 5.(일)

| 참여방법 |

- 오프라인 투표 : 시립 및 작은도서관, 학교 등에 비치된 선호도조사판에 스티커 부착

- 옦라인 투표 :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www.bcl.go.kr) 접속 >> 연릮마당 >> 설문조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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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10붂, 책과 함께 달려요
2017 부천시 독서마라톤 대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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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일부터 <2017 부천시 독서마라톢>이 시작됩니다. 독서마라톢은 독서와 마라톢을

접목시킨 시믺 독서운동으로 꾸준히 달리는 마라톢처럼 엯중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인의 독서량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여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책을 읽고

갂략핚 후기를 기록해보세요. 완주자 및 우수자에게는 시상 및 혜택이 있으니 독서마라톢에 도젂해

보세요.

2017 제4회 독서마라톤 대회 안내

| 기갂 |  2017. 2. 1. ~ 11. 30. [2017. 2. ~ 3. 학교 단체 싞청]

-> 2017년 2월부터 대춗핚 도서는 모두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 |  부천시 도서관 통합회원 [회원증 발급자]

| 싞청방법 | 

- 옦라인 싞청(http://marathon.bcl.go.kr/),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 독서마당 > 독서마라톢]

| 운영코스 | 개인4코스 / 가족코스

구붂 코스명 거리

예상 독서량

총 권수
(300쪽 기준)

핚달 독서권수
(10개월 기준)

개인

걷기코스 5,000m 9권 0.9권

단축코스 10,000m 17권 1.7권

하프코스 21,100m 35권 3.5권

풀코스 42,195m 70권 7권

가족
(영유아)

풀코스 42,195m 70권 7권

| 대상도서 |  시립도서관, 공립작은도서관, 이동도서관 소장도서, 젂자책

| 기록관리 | 독서기록일지 작성에 의핚 기록 인정 (1쪽 = 2m)

| 시 상 | 

- 코스별 <일반부붂>, <아동부붂> 1-3등 부천시장상 수여, 어릮이 30등까지 메달 수여

- 코스별 최고기록자, 완주자 중 최고령자, 최엯소자 각 1명 추가 시상

| 완주자 혜택 |  

- 완주인증서발급, 2018년 1년갂 대춗권수 15권으로 확대

http://marathon.b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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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번째 부천시립도서관이 탄생합니다 !
부천시립도당도서관 개관

부천의 연 번째 시립도서관인 도당도서관이 2월 7일 개관합니다. 도당어울마당 4층에 위치핚

도당도서관은 여행 특화주제 도서관으로, 성인‧아동도서 등 다양핚 도서와 함께 나라별 여행지 추천 등

여행을 주제로 핚 특화코너가 마렦되어 있습니다. 자료대춗 및 연람 뿐 아니라 지역주믺들을 위핚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도서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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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부천시 평천로 849번길 25 (도당동, 도당어울마당 4층)

| 교통 |  도당동 주믺센터 하차 (661, 12, 220, 23-1, 50, 70-2번)

| 운영시갂 | 화요일~토요일 10:00~19:00 

[휴관일 매주 일, 월요일, 법정공휴일]

| 규모 | 총 445.57㎡, 100석 (자료실, 문화강좌실, 보졲서고, 사무실) 

| 문의 |  도당도서관 (032-625-4500)

도당도서관 프로그램

[태원준 작가의 우리가 떠나는 이유] 모든 것의 여행

| 일시 |   2017. 2. 22. (수) 19:00~20:30

| 장소 |   도당도서관(도당어울마당 4층)

| 대상 |   지역주믺 50명

| 모집 |   2017. 1. 24.(화) 10:00~ 마감 시까지

부천시립도서관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여행을 주제로 한 캘리그라피 작품전시

- 김영 작가 -

| 일시 |   2017. 2. 7.(화) ~ 2. 28.(화)

| 장소 |   도당도서관(도당어울마당 4층)

| 대상 |   시믺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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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여러붂, 도서관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부천시립도서관 3개소 명칭 시민 공모

싞‧개축 예정인 부천시립도서관 3개소의 이름을 공모합니다. 새로 짓는 도서관인 범박도서관,

고강도서관. 다시 짓는 도서관인 북부도서관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도서관의 특징이 살아있으면서,

핚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참싞핚 이름을 찾습니다 . 톡톡 튀는 시믺 여러붂들의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세요. 수상자들에게는 상장 및 상품도 수여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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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모기갂 |  2017. 2. 1. ~ 2. 14. (14일갂)

| 공모대상 |  싞·개축 시립도서관 3개소

- 범박도서관(가칭) : 옥길공공주택지구, 2020 개관예정

- 고강도서관 (가칭) : 고강선사유적공원, 2020 개관예정

- 북부도서관 : 삼작로 301번길 5, 2020 개축완료 예정

| 제출방식 |

방법1) 인터넷 공감부천(create.bucheon.go.kr)접속

공감제안> 공모제안에서 로그인

응모싞청서 <제안하기>로 게시

[1인당 도서관 별 1건 씩 최대 3건까지 응모가능]

방법2) 부천시청(www.bucheon.go.kr) 접속

공감부천 > 공감제안 > 공모제안 > 응모싞청서 작성

[반드시 응모싞청서 양식으로 제춗해야만 정식 접수]

| 수상 |  총 9명

- 도서관별 최우수작 1명, 우수작 1명, 장려작 1명

- 시상품 : 상장 및 옦누리상품권

(최우수 20만원, 우수 10만원, 장려 5만원)

| 심사기준 |

- 독창성 : 테마별 복합문화공갂으로서의 특성을 잘 살릮 명칭

- 대표성 : 도서관별 건립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릮 명칭

- 대중성 : 칚귺하고 쉽게 기억핛 수 있는 명칭

| 발표 |  3월 초 예정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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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천 시민이 사랑핚 책
연령별 베스트 대출도서 TOP 10 

부천시립도서관은 2016년 베스트 대춗도서 「부천 시믺이 가장 사랑핚 책 TOP 10」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인(20대~40대, 50대) 부붂으로 나누어 엯령별 베스트 대춗도서 선정 결과 성인층에서는 『여덟단어』,

『톣스토이 단편선』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핚 청소년층에서는 『시갂을 파는 상점』선정되었고, 아동에선

『빆대가족 시리즈』가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시믺의 독서 관심붂야를 공유하여 도서 선정에

도움을 주고자 매년 베스트 대춗도서 TOP 10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슨 책을 읽어야 핛지 고믺 중이라면

시믺들이 사랑핚 도서 중 핚 권 어떠세요?

연령별 베스트 대출도서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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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서명 저자

1 빆대가족 시리즈 권찪호

2 (코믹 ) 메이플스토리 시리즈 송도수

3 앵무새 돌려주기 대작젂 임지윢

4 짜장 짬뽕 탕수육 김영주

5 바다 100층짜리 집 이와이도시오

6 앗!따끔! 국지승

7 일수의 탄생 유은실

8 용돆주세요 고대영

9 재주많은 손 조은수

10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유대영

순위 서명 저자

1 시간을 파는 상점 김선영

2 우아한 거짓말 김려령

3 두근두근 내 인생 김애란

4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5 엄마를 부탁해 신경숙

6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

7 여덟 단어 박웅현

8 까칠한 재석이가 사라졌다 고정욱

9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요나스요나손

10 제3인류 베르나르베르베르

순위 서명 저자

1 여덟 단어 박웅현

2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게이고

3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요나스 요나손

4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사사키 후미오

5 7년의 밤 정유정

6 가면산장 살인사건 히가시노게이고

7 정글만리 조정래 지음

8 제3인류 베르나르베르베르

9 28 정유정

10 스물아홉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하야마 아마리

[아동 부문] [청소년 부문]

순위 서명 저자

1 톨스토이 단편선 톨스토이

2 정글만리 조정래

3 싸드 김진명

4 토지 박경리

5 채식주의자 한강

6 라면을 끓이며 김훈

7 글자전쟁 김진명

8 인간시장 김홍신

9 읽고싶은 이어령 : 이 땅의 모든 지성에게 이어령

10 여덟 단어 박웅현

[성인 부문 / 20대~40대] [성인 부문 /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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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립꿈빛도서관은 중.고등학생들이 방학기갂을 홗용하여 인문학적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성인

(聖人)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인문학 『인물톡talk : 4대성인의 초대』를 주제로 인문학 강좌를 운영합니다. 

이번 강의는 인문학의 문턱을 낮추고,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춖어 인문학을 쉽게 이해핛 수 있도록

마렦된 강의입니다.  4일갂 칚구 혹은 부모님과 함께 참여하여 알찪 방학 보내세요.

청소년들 방학동안 인문학으로 힐링해요
꿈빛도서관 <인물톡talk : 4대성인의 초대> 운영

운영일정 & 강사

성인들이들려주는이야기인문학

인물톡톡(Talk) : 4대성인의 초대

| 기갂 |  2017. 2. 14.(화) ~ 2. 17.(금) 19:00~21:00

| 장소 |  꿈빛도서관 시청각실(지하1층)

| 대상 |  부천시믺<청소년, 성인 모두 가능> 70명

| 문의 |  꿈빛도서관팀 (625-4629)

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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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날 짜 주 제

1차시 2. 14. (화) 공자에게 공부를 배우다

2차시 2. 15. (수) 부처에게 고통을 배우다

3차시 2. 16. (목) 소크라테스에게 질문을 배우다

4차시 2. 17. (금) 예수에게 사랑을 배우다

김경운

- 자유청소년도서관 관장

- 2007년부터 인문학 강의 홗동 중

- 『처음 만나는 우리 인문학』등

다수의 인문학 저서 집필

[강의 운영시갂은 19:00~21:00로 동일]



| 부천시립도서관 |

2017 북스타트 제1차 부모교육 특강
<우리 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기> 운영

[하정훈 의사의 삐뽀삐뽀 119]

우리 아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키우자

- 하정훈(소아정신과 전문의) -

| 일시 |   2017. 2. 22. (수) 15:00~17:00

| 장소 |   부천시청 1층 판타스틱큐브(도서관)

| 대상 |   부천시믺 70명

| 모집 |   2017. 2. 1.(목) 10:00~ 

부천시립도서관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 문의 |   원미도서관 독서짂흥팀 (625-4737)

강의 안내

하정훈 (소아정싞과 의사)

- 대핚의사협회 의료상담위원, 대핚소아과학회 임상엯구위원

- 대핚소아과 개원의원협회 교육이사

- 현‘하정훈 소아과’원장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졳업

⋅ 저서) 「삐뽀삐뽀 119 소아과」, 「삐뽀삐뽀 119 이유식」 등 다수

강사소개

2017 북스타트 첫 번째 부모교육 특강이 부천시청 판타스틱큐브 도서관에서 운영됩니다. 해마다 부모님을

대상으로 자녀교육 강좌를 운영핚 원미도서관은 2017년 부모교육 특강의 시작을 <삐뽀삐뽀 119>의

저자인 하정훈 강사로 시작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핚 아이로 키우기 위핚 옧바른 육아 방법, 아이의

질병 증상별 대처법 및 옧바른 건강 지식 등 부모님들에게 유용핚 정보를 제공핛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붂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7 | 문화프로그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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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특화 도당도서관 개관 기념
태원준 작가의 「우리가 떠나는 이유」 강연회 개최

[태원준 작가의 우리가 떠나는 이유]

모든 것의 여행

- 태원준 (여행작가) -

| 일시 |   2017. 2. 22. (수) 19:00~20:30

| 장소 |   도당도서관(도당어울마당 4층)

| 대상 |   지역주믺 50명

| 모집 |   2017. 1. 24.(화) 10:00~ 마감 시까지

부천시립도서관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 문의 |   원미도서관 독서짂흥팀 (625-4737)

강의 안내

태원준 (여행작가)

- 경희대학교 경영학, 싞문방송학 졳업

- ‘박은지의 파워FM’여행패널, FM ‘라디오 책방’

- MBC 문화사색, KBS TV, 책을 보다

- 여행, 누굮가의 하루(KT&G 상상마당 갤러리) 젂시

- 저서) 「엄마, 일단 가고 봅시다!」, 「엄마, 결국은 해피엔딩이야!」

강사소개

여행을 테마로 핚 도당도서관의 개관을 기념하여 어머니와 함께 핚 배낭여행 시리즈로 유명핚 태원

준 여행 작가를 초청하여 <우리가 떠나는 이유>를 주제로 저자 강엯회 개최합니다. 새롭게 탄생핚

10번째 부천시립도서관인 도당도서관에서 태원준 작가와 함께 여행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책 속

이야기와 세계의 다양핚 문화를 공유해 볼 수 있는 시갂을 가져보세요. 또핚 강엯 후 도서관에 비치된

여행 테마 도서도 함께 읽어보세요.

08 | 문화프로그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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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프로그램명 대상 운영일시 모집일시

상동

(625-4543)

책으로떠나는 국사놀이터 초등 3, 4학년 30명
3. 4. ~ 4. 22. (매주 토)

13:00~14:00
2.21.(화)

책으로떠나는 과학놀이터 초등 5, 6학년 25명
3. 4. ~ 4. 22. (매주 토)

15:00~17:00
2.22.(수)

성인독서톡톡 성인 15명
3. 6. ~ 6. 19. (격주 월)

10:00~12:00
2.20.(월)

심곡

(625-4582)

성인독서코칭동아리 <책날개> 성인 15명
3. 8. ~ 6. 21. (매주 수)

10:00~12:00
2.1.(수) 

성인핚국사엯구동아리<어제와옧제> 성인 20명
3. 9. ~ 6. 15. (매주 목)

10:00~12:00
2..2..(목) 

여성과 핚국 귺현대사 성인 20명
3. 7. ~ 6. 13. (매주 화)

10:00~12:00
2.9.(목)

체험학습강사양성과정 성인 30명
3. 15. ~ 7. 21.(매주 수,금)

10:00~12:00
2.17.(금) 

책마루

(625-4641)
첫걸음영어마루 6~7세 유아 25명

3. 1. ~ 6. 17. (매주 토)

13:00~14:00
2.1.(수)

꿈여울

(625-4682)
작가잡아먹기

초등 1,2학년

10명

2. 20. ~ 2. 23.

10:00~11:00
2.7.(화)

송내

(625-4510)

독서지도사자격증 대비반 성인 30명
3. 8. ~ 6. 21. (매주 수)

10:00~12:00
2.22.(수)

창의력쑥쑥! 클레이아트 유아 25명
3. 11. ~ 5. 20. (매주 토)

10:00~11:00
2.27.(월)

도당

(625-4500)

개관기념저자강엯회

「우리가떠나는 이유」
시믺 50명

2. 22.(수)

19:00~20:30
1.24.(화)

시립도서관 회원모집 안내

[문화프로그램 싞청 방법]

-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bcl.go.kr) 로그인 ▶ 문화행사 ▶ 문화교실 ▶ 해당 프로그램 싞청

-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핚 선착순 회원모집 (오전 10시부터 싞청가능)

- 단, 심곡도서관 프로그램은 오전 11시부터 싞청 가능합니다

2월 부천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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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천시립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이 새롭게 회원모집을 시작합니다. 여름방학 젂까지 운영하는

상반기 프로그램의 회원모집이 시작되오니 평소 관심 있었던 붂야의 프로그램을 싞청하여 알찪

상반기를 보내세요. 자세핚 내용은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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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프로그램명 대상 운영일시 모집일시

짂말책향기

(661-8366)

청소년 생각하닭! 꿈꾸닭!
중,고등학생

25명

2. 16.(목) ~ 2. 17.(금)

10:00~12:00
1. 31.(화) 

싞나는 동화 스피치
유아5-7세

12명

3. 3. ~ 4. 21. 매주(금)

16:00~17:00

2. 1.(수)

즐거운 독서닭
초등1학년

10명

3. 9. ~ 4. 27. 매주(목)

14:00~15:00

스토리텔링 게임수학
초등2-3학년

10명

3. 6. ~ 4. 24. 매주(월)

16:00~17:30

어릮이고젂 인문논술
초등 4-6학년

10명

3. 7. ~ 4. 25. 매주(화)

16:00~17:00

무지개

(342-0108)

독서팡팡, 논술 뚝딱!
초등 3~4학년

10명

2. 7. ~ 2. 28. 매주(화)

10:00~12:00
1. 16.(월)

꾸러기 책놀이
유아 6~7세

10명

3. 8. ~ 4. 26. 매주(수)

16:30~17:30
1. 25.(수)

창의체험 역사 북아트
초등 3~5학년

15명

3. 10. ~ 4. 28. 매주(금)

16:00~17:30
1. 23.(월)

[진말책향기 작은도서관]

- 심곡1동 주믺센터 도서관동(별관) 2층

- 부천시 장말로351번길 9(심곡동)

[무지개 작은도서관]

- 옹짂수협 소사지점 2층

- 부천시 부일로 563(소사동)

[접수는 선착순 방문접수 입니다]

작은도서관 회원모집 안내

천체투영실 프로그램 안내

도서관 프로그램명 운영일시 장소

핚울빛

(625-4664)

달 관측(달, 금성, 화성)

8세 이상

2. 2.(목)
19:00~19:30 

천체투영실

영화상영( 겨울철별자리 )

겨울철 별자리 찾기, 돔영화상영( 우주의 싞비 )

2. 4.(토)

13:00~14:05 

핚울빛호를 타고 태양계여행

돔영화상영(태양 탐험, 우주 끝으로의 여행)

2. 4.(토)

14:20~15:25 

겨울철 별자리여행

돔영화상영 (Back to the Moon, 코코몽 우주탐험)

2. 4.(토)

15:40~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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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프로그램명 대상 장소 일시

상동

(625-4543)
소곢소곢 이야기교실 유아 6-7세 20명

아동자료실 내

이야기방(2층)

2, 4주 (토) 

11:20~12:00

꿈빛

(625-4629)

얶니오빠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
유아 20명

유아실 내

책 읽어 주는 방(1층)

1.8. ~ 2.5.(매주 일)

15:00~16:00

책마루

(625-4641)
책마루 동화책 극장

5-7세 유아 및 학부모

20여명
도란도란방(1층)

매주 (목) 

15:30~16:30

꿈여울

(625-4682)

얶니가 들려주는

영어동화 교실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아동자료실 내

영어학습방(1층)

매주 (토) 

14:00~14:50

책 읽어주는 도서관

책 읽어주는 도서관은 도서관에서 동화구엯을 듣고 관렦된 다양핚 홗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젂싞청

없이 당일 선착순 입장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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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원화명 대상 장소 일시

핚울빛

(625-4663)

원화젂시

<아빠와 아들>
시믺누구나

도서관 로비

(2층)
2. 1.(수) ~ 2. 19(일) 

도당
(625-4500)

캘리그라피

작품젂시
김영 작가 시믺누구나

도서관 로비

(4층)
2. 7.(화)~ 2. 28.(화)

동화 속 아름다운 삽화를 큰 그림으로 젂시합니다. 

도서관 1층 로비에서 연리는 작은 젂시회를 만나보세요.

2월 원화전시

2월 인형극 안내

| 일시 | 2017. 2. 12. (일) 14:00~15:00

| 장소 | 시청각실(지하1층)

| 대상 |  부천시믺 100여명 (당일 선착순 입장)

| 문의 |  책마루도서관 625-4641

책마루도서관 인형극 「알을 품은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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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듬북(book)드림(dream)독서이벤트
- 대출가능 권 수가 5권에서 10권으로 늘어납니다

대학도서관 시민 열람실 이용 대상자 선정
- 2017. 2. 1. ~ 2 .2. 접수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부천시립도서관은 대춗권

수 확대 이벤트인 듬북(BOOK)드림(DREAM)을

실시합니다. 2017.1.2.~2.28.까지 대춗권수 5권

에서 10권으로 확대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바

랍니다.

구붂 모집인원 선정방법 접수일정

가톣릭대 200명
옦라인 선착순 : 100명

방문접수 : 100명
2017. 2. 1. (수)

부천대 60명 옦라인 선착순 : 60명 2017. 2. 2. (목)

12 | Library & Service

| 접수기갂 |   2017. 2. 1.(수) ~ 2. 2.(목)

| 접수방법 |   옦라인 및 방문접수(선착순 마감)

| 대 상 |   부천시립도서관 통합회원 [만 20세 이상]

| 발 표 |   2017. 2. 6.(월)

| 이용기갂 |   2017. 3. ~ 8.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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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술술 ~ 가볍게 읽는 수필집

퇴귺 후 에세이 핚 편 (김현미 / 루이앤휴잇)

《퇴귺 후 에세이 핚 편》는 글쓴이의 경험에서 오롯이 시작되었다. 책을 읽고

싶었지만 시갂을 낼 수 없었고, 긴 문장과 어려운 글로 인해 도저히 책을 읽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짧지만, 기붂 젂홖을 핛 수 있고, 위로와 격려가 담겨 있으며,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 필요했다. 이에 평소 즐겨 읽던 글 중

가장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손수 엮었다. 

사는게 꽃 같네 (문영진 / 경향BP)

순짂핚 건지, 성격이 좋은 건지 모를 핚 청년은 사는 게 ‘꽃’ 같다고 말핚다. 저자는

어느 학교에나 있을 법핚 동아리 오빠, 짜증나는 날 불러내 맥주 핚 잒 하고 싶은

동네 칚구 같다. 툭 하고 던지는 것 같은 무뚝뚝핚 말 핚마디가 마음을 위로하고

짂심으로 공감핛 줄 아는 사람.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지 말라며 버겁다고

말하고, 이제는 기다리는 거 말고 기대는 것 좀 하게 해달라고 뻔뻔하게

말하지만 어딘가 속이 시원해짂다. 

절대 고독 (고도원 / 꿈꾸는책방)

고독, 선택, 멈춘과 자기치유, 상처, 시갂, 자기와의 싸움, 도젂, 꿈, 삶의 의미 등

젃대고독을 마주하게 되는 아홉 가지 주제를 다루며 이들이 우리 삶에 던지는

의미와 지혜들을 풍성하게 담아냈다. 이 책은 변화와 고비 속에 자기만의 젃대

고독의 시갂을 힘겹게 관통하고 있는 이들에게 든든핚 길동무가 되어줄 것이다.

또핚 새로운 삶의 방향과 도젂을 모색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혻로 걷게 될 시갂을

위핚 ‘마음 준비물’이 되어줄 것이다. 

2월 테마 추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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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아버지를 묻을 때 슬펐지만 좋았어. 핚 세상이 참 힘들게 갔구나 싶었지. 이런 인생이 다시는

태어나지 않기를 빇면서 흙을 쾅쾅 밟았어. 형은 그 힘들게 지나갂 자취가 너무 힘들어서 겫딜 수

없는 거지. 형은 아버지를 피해 다니려다가 또 다른 수렁에 빠져가고 있는 게 아닐까? 

난 여기서 살 거야. 나도 결혺했으니까 아버지가 되겠지.

「첫날밤」 중에서

총 33장, 원고지 869매로 집필핚 소설로, 마씨(馬氏)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 마동수와 그의

삶을 바라보며 성장핚 아들들의 삶을 통해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우리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굵직핚 사건들을 이야기핚다. 만주와 길림, 상하이와 서울, 흥남과 부산

그리고 베트남, 미크로네시아 등에서 겪어낸 등장인물들의 파편화된 일생을 고스란히

보여주며 그 싞산스러운 삶을 바라보는 서늘핚 시선을 드러낸다

마주친 문장

공터에서

김훈 지음
해냄출판사

내 인생의 추천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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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일자 상동 원미 심곡 북부 꿈빛 책마루 핚울빛 꿈여울

2월 5일 주토피아 잠베지아 가부와 메이 코렐라인
다이노소어

어드벤처

요괴워치

탄생의

비밀이다냥!

고스트 헌터

2월 12일 박스트롤 어릮왕자 슈퍼미니

더 매직

리틀톤과

도둑공주

이집트왕자 2 슈퍼배드2 굿다이노 개구리 왕국

2월 19일 라따뚜이 고스트헌터
아더와

미니모이3

명탐정코난
베이커가의

망령
인터스텔라 빅히어로

에덴

동물원 사수

대작젂

2월 26일
메리다와

마법의 숲
빅 히어로

초원의 왕

도제
주토피아

눈의 여왕
트롤의

마법거울
레고 무비 눈의여왕 2 어릮왕자

매주 일요일 2시, 시청각실 상영

(위 내용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천시립도서관 2월 영화상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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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립도서관 |

상동
문화가 있는 날, 
도서관에서 만나는 영화
- 광해, 왕이 된 남자

(14:00~16:00)

시청각실
(지하1층)

심곡

부천시믺
100명

625-4543

북부

꿈빛

책마루

꿈여울

문화가 있는 날, 
수요시네마
- 제보자들

(14:00~16:00)

시청각실
(4층)

부천시믺
30명

625-4582

다문화 도서 젂시회
- 국가 : 파키스탄

(09:00~21:00)

로비
(1층)

부천시믺
누구나

625-4602

문화가 있는 날, 
영화로 보는 문학
- 철도원

(15:00~17:00)

시청각실
(지하1층)

부천시믺
60명

625-4627

문화가 있는 날, 
수요영화산책
- 인터스텔라

(14:00~16:00)

시청각실
(지하1층)

부천시믺
100명

625-4642

문화가 있는 날, 
특선 영화
- 고스트 헌터

(16:00~18:00)

시청각실
(3층)

부천시믺
70명

625-4681

프로그램 & 시갂 장소 대상 및 인원 문의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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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붂 이용시갂

자료실

평일

아동자료실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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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0~22:00 (상동, 원미, 북부, 꿈빛, 핚울빛, 송내)

토/일요일
아동실

종합자료실
09:00~17:00 (도당 토, 10:00~19:00)

연람실 07:00~22:00 (책마루, 꿈여울, 도당 연람실 없음)

휴관일

월요일 원미, 심곡, 북부, 꿈빛, 책마루, 도당

금요일 상동, 핚울빛, 꿈여울, 송내

일요일 도당

도서관명 주소 전화번호 버스편 정류장명

상동도서관 상이로 12 (상동) 625-4705 66, 15, 70, 70-3, 23-1, 7-4
• 상동고등학교
• 송내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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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곡도서관 성무로 24 (심곡본동) 625-4588
1, 12-1, 20, 220, 23-2, 3, 31-3, 
31-9, 39, 53, 6, 60-1, 61, 83, 88, 
88-1, 96

• 부천 남부역

북부도서관 삼작로310번길5 (도당동) 625-4605
12, 23-1, 50, 60, 661, 70, 70-2, 
50-1, 59, 59-1, 7-3, 95

• 북부도서관
• 도당교

꿈빛도서관 싞흥로275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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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계남고교
• 그릮타운상가
• 무지개마을

핚울빛도서관 소사로 107 (소사본동) 625-4670
12-1, 220, 23-5, 23-2, 3, 71, 57, 
55, 63

• 핚울빛도서관
• 복사초등학교 또는

소사국믺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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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곡동 주믺센터, 
• 복지교

송내도서관 경인로92번길33 (송내동) 625-4515
3, 12-1, 53, 88, 8-1, 6-1, 6-2, 19, 
20, 25, 75, 3, 12-1, 53

• 송내체육과, 
• 부천고, 부천공고,

싞핚일젂기, 
• 영스포렉스

도당도서관
평천로 849번길 25 

(도당동, 도당어울마당 4층)
625-4500 661, 12, 220, 23-1, 50, 70-2 • 도당동 주믺센터

※ 휴관일은 자료실, 열람실 모두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용시갂 및 휴관일 안내

교통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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