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동네에는 아름다운 산, 강, 바다, 그리고 
문화와 예술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들이 많이 있어요! 
자연의 노랫소리를 따라, 해운대 독서 여행을 통해 

다양한 문화 속에서 책 읽는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구역 코 스

수영구

A 수영사적공원(안용복 사당)→
수영강 산책로→민락수변공원
(광안대교)→광안리해수욕장
→수영구도서관→부산 KBS홀
→금련산 수련원

해운대구
B 해운대도서관→청사포→해운대

달맞이길→문탠로드→해운대
해수욕장→동백공원

센텀시티
C 재송어린이도서관→APEC기후

센터→APEC 나루 공원→영화의 
전당→BEXCO→부산시립미술관
→올림픽 공원

반송지구
D 반송도서관→석대천→석대 화훼

단지→반여 농산물 도매 시장
→해운대 인문학도서관→반여
도서관→초록공원, 장산

기장지구

E 기장향교→기장도서관→동부
근린공원→용소웰빙공원→대라
다목적도서관→내리새라도서관
→국립부산과학관→오시리아 
해안 산책로

정관,
일광지구

F 정관어린이도서관→소두방공원
→정관도서관→정관박물관→
일광해수욕장→일광 갯마을작은
도서관→일광이천생태공원

우리 동네 독서여행 코스 안내

해운대편

자연을 
읽고 

느끼다

    H
aeundae reading travel 

자연을 읽
고 느

끼다

눈길따라 발길따라, 부산 독서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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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품은 산과 바다, 책의 마을 수영구 독서 탐방

A B

해운대도서관  해운대구 양운로 183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8천555㎡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지
하 1층에는 시청각실과 평생학습실, 식당이 있고, 지상 1층에는 
영어도서관과 영유아실, 어린이도서관이 갖추어져 있다.

독서 탐방을 떠나기 전에 삼국유사(황옥공주 설화), 시집, 해운대 
바닷가와 잘 어울리는 책을 골라 대출해 보아요!

청사포                해운대구 중1동 

일출이 아름다운 포구로 해안 길을 따라 산책을 즐기기 좋다. 몽돌
해변과 전망대가 새롭게 조성되어 있다. 특히 청사포 다릿돌 전망대가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청사포에서 출발해 다릿돌 전망대
(스카이워크 전망대)를 지나 송정까지 해변열차도 운행하고 있다.

청사포의 상징과도 같은 빨갛고 하얀 쌍둥이 등대, 멋진 바다를 
바라보며 청사포의 명물 ‘망부송’ 과 함께 인증샷을 찍어 보아요!

해운대 달맞이길   해운대구 달맞이길

벚나무와 송림이 울창하게 들어찬 오솔길로 15번 이상 굽어진
다고 하여 15곡도라고도 한다. 달맞이고개 일대에서는 다양한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달맞이길의 중간지점에 있는 해월정에서 도서관에서 빌린 시집을 
읽으며 걷느라 지친 다리를 달래는 즐거움을 느껴보아요!

문탠로드 해운대구 달맞이길 190 

달빛을 받으며 걷는 숲속 길이라는 뜻으로 달맞이 언덕 시작 즈음
에서 잘 조성된 산책로로 이어진다. 총 2.2km 구간을 걷고 나면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게끔 구성되었다. 넉넉잡아 한 시간가량 
소요된다. 밤에도 가로등이 커져 있어 저녁이나 새벽에도 어려움 
없이 거닐 수 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은은한 달빛 속에서 솔 향기 사이로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책을 해 보아요!

해운대해수욕장 해운대구 우동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수심이 얕고 조수의 
변화가 심하지 않아 해마다 많은 피서객이 찾는다. 매년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개최된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모래사장에 앉아 책을 읽는 여유를 즐겨
보아요!

동백공원                          해운대구 동백로 99

동백섬의 자연을 그대로 담아 공원으로 조성한 동백 공원은 
우거진 해송이 아름다운 곳이다. 동백섬 둘레를 따라 난 해안
산책로는 950m 정도로 긴 편은 아니지만, 조용히 산책하며 독서
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공간이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황옥 공주의 설화를 읽고 인어상을 찾아보아요!

바닷바람과 함께 거니는 해운대구 독서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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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사적공원 수영구 수영성로 43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8호로 지정되었다. 원래 부산포에 있었으나 
태종 때 울산 개운포로 옮겼다가 다시 임진왜란 직전에 현 위치로 
옮겨졌다. 

수영사적공원에 있는 500살의 푸조나무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아요! 

수영강 산책로       수영구 수영강서 자전거길

벚꽃나무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 곳으로 푸른 수영강과 어울려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다. 

식물도감을 보며 벚꽃 나무에 대해 조사해 보아요!

민락수변공원(광안대교) 수영구 민락수변로 129 

이 지역은 원래 바다였으나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1997년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바다를 바라보며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3,040㎡ 넓이의 스탠드에 앉아 바다와 어우러진 광안대교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수변공원에 앉아 바다에 관한 시를 찾아 읽어 보아요!

광안리해수욕장                        수영구 광안해변로 219

광안리에서는 해수욕뿐 아니라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레스토랑, 
카페 등 다양한 먹을거리, 볼거리가 있어서 피서의 즐거움을 더
해준다. 

부산의 역사 관련 도서를 읽으며 광안리 해수욕장의 변화 과정을 알아
보아요!

수영구도서관  수영구 남천서로 33

2002년 개관한 이래 수영구의 독서문화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으며 누구나 학습과 문화생활을 즐기고 정보를 공유·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다.

회원가입을 하고 내가 원하는 책을 빌려보아요! 

부산 KBS홀                               수영구 수영로 429 

1990년에 완공된 국내 최대 면적을 갖춘 무대를 비롯하여 각종 
공연과 행사에 필요한 최첨단 기능의 장비를 갖추고 있다. 

공연, 방송 관련 직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관련 도서를 찾아 보아요!

금련산 청소년수련원  수영구 황령산로 156(광안동)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연 특화체험 프로그램과 
금련산 축제, 천문대, 천체투영관, 해 오름 인공암벽장, 도예공방, 
통나무집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천체투영관을 체험하고 별자리에 관한 책을 읽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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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어린이도서관    해운대구 재송동 해운대로 76번길 35-1 

어린이도서관으로 1F 유아 자료실, 유아 스토리텔링실, 디지털 
자료실, 전산실이 2F 아동 자료실, 시청각실, 반쪽휴게실이 3F 
자료 정리실, 네 잎 클로버 실로 구성되어 있다. 도서 130,353
권을 구비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독서회 활동에 참여해 보아요!

APEC 기후센터                 해운대구 센텀7로 12

APEC 기후센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이상기후 감시 및 예
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APEC 회원국 합의에 의해 
2005년 부산에 설립되었다.

기후 관련 책을 찾아 읽고 우리나라 기후에 대해 알아보아요!

APEC 나루 공원         해운대구 수영 강변대로 93

2005년 APEC 정상 회의를 기념하기 위해서 조성되었다. APEC 
기념광장, 야외무대, 조망대, 산책로, 조깅코스, APEC 기념관이 
있고 공원 곳곳에 2006 부산 비엔날레 조각 프로젝트 출품작이 
전시되어 있다.

APEC 나루 공원에 전시된 조각품을 감상하고 책을 찾아 작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요!

영화의 전당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영상 복합 문화공간이자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이다. 두레(함께 
모여)와 라움(즐거움)을 조합한 “함께 모여 영화를 즐기는 자리”
라는 의미인 두레라움(Dureraum)이라고도 불린다. 야외 두레라움 
광장을 덮는 지붕인 빅 루프가 장관이다.

우리나라 영화 역사와 관련된 책을 찾아 읽어보고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를 감상해보아요!

BEXCO(벡스코)                    해운대구 APEC로 55

부산전시컨벤션센터로 국제전시회와 국제회의는 물론 중소 규모 
회의와 기업행사 등 이벤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 성격의 
전시컨벤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여러분이 미래에 BEXCO에서 전시나 회의, 행사를 개최한다면 어떤 
종류의 것일지 상상하여 보아요! 

부산시립미술관                  해운대구 APEC로 58 

1998년 개관한 부산시립미술관은 파도 모습을 닮은 건물의 외형을 
통해 부산의 특성을 시각화하고 있다. 격년으로 열리는 부산 비엔
날레의 주 전시장이다. 별도의 어린이미술관 전시실을 갖추고 있다.

어린이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을 감상하고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 
한 점을 선택하여 따라 그려보고 선택한 이유도 써보아요! 

올림픽 기념공원                   해운대구 APEC로 58 

제24회 서울올림픽 요트경기를 수영만에서 개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88년 조성된 기념공원이다. 다양한 조각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잔디광장도 있다.

올림픽의 기원을 책에서 찾아 읽어 보고 공원을 산책해요!

반송도서관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22 

1978년에 설립으로 사학 특성화 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쉽게 접근
하기 힘든 사료나 4,791권의 사학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역사 
자료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과 자료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사학 도서를 찾아 읽고 도서관 행사에 참여해 보아요! 

석대천                 해운대구 석대동

운봉산·장산 등지에서 흐르기 시작한 소지류와 안평리 일대에서 
발원한 소지류 등 24개의 소하천들이 합류해 석대천을 형성한다. 
수영강과 합류하며 야생생태공원을 형성하고 있다.

석대천 자연생태 체험으로 어떤 동식물이 살고 있는지 동식물 도감
에서 찾아보아요! 

석대 화훼 단지         해운대구 석대동

석대천과 송정천이 합류하는 유역에 석대 화훼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이 자주 찾으며, 매년 4월 꽃 축제가 열린다.

내가 좋아하는 꽃을 식물도감에서 찾아보고 꽃말을 알아보아요! 

반여 농산물 도매 시장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626

2000년에 개장하여 하루 1,800톤, 연간 57만 톤의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대형 공영 도매 시장이다. 과일과 채소 268여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하루 1만 3000명이 이용하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과일과 채소의 영양소를 관련 도서를 통해 찾아보아요!

해운대인문학도서관            해운대구 반여로 132

2018년에 개관하여 종합자료실에 44,354권, 어린이 자료실에 
34,737권, 스마트 도서관에 2,522권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인문학 도서를 찾아 읽어보아요! 

반여도서관                해운대구 재반로 282번길 38 

1999년에 개관하여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합자료실에 61,554권, 어린이 자료실에 31,643권을 보유
하고 있다.

어린이 자료실에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찾아보아요! 

초록공원, 장산                해운대구 반여동 산111-2

반여3동 도서관 바로 위쪽에 새로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 시민 
체육시설이 잘 갖추어져 도심 내의 좋은 휴식공간이며 가까이 
장산이 있어 등반도 가능하다.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관련 도서를 통해 자세
하게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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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해와 푸른 바다를 담은 기장지구 독서 탐방

E F

정관어린이도서관       기장군 정관읍 정관8로 11 

초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7세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엄마랑 아이랑 도서관, 영화감상실을 운영하고 있다.

도서 검색 시스템에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검색하고 찾아 읽어보아요!

소두방공원           기장군 정관읍 정관중앙로 100

소두방은 예전부터 정관읍과 철마면 일대를 부르던 명칭으로 산
지 지형이 솥뚜껑을 엎어둔 모양과 같아 이름 지어졌다고 한다. 
공원의 남쪽에는 어린이 놀이터, 야외무대, 야생화 공원 등이 있
으며, 공원 내부에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식물도감을 이용해 공원에 살고 있는 다양한 식물들을 살펴봐요!

정관도서관                기장군 정관읍 정관중앙로 100 

기장군에 있는 군립 도서관으로 다양한 도서관 행사가 열리며 
문화강좌 수강이 가능하다.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다양한 
전시 및 행사로 정관 시민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도서관에서 추천하는 이 달의 추천 도서를 찾아 읽어보아요!

정관박물관                 기장군 정관읍 정관중앙로 122

정관면 가동에서 발굴된 마을 유적 및 기장읍 청강, 대라리, 철마면 
고촌 유적 등 주변 지역에서 발굴된 생활 유물을 전시하여 삼국
시대 살림살이와 생활상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다. 정관박물관은 
전국 최초의 삼국시대 생활사 박물관으로 당시 사람들의 살림살이, 
먹거리, 생업 활동, 풍습 등이 소개된다.

전시관을 살펴보고, 요즘의 모습과 비교하는 글을 써보아요!

일광해수욕장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일광면 삼성리에 위치한 푸른 동해 바다를 품은 해수욕장이다. 
이천강과 이천포가 맞닿은 곳부터 학리 어구까지 원을 이루며 
아늑한 모습의 백사장이 펼쳐져 있다. 매년 여름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 갯마을 축제를 개최한다.

일광해수욕장은 갈매기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갈매기는 부산을 상징
하는 새이기도 하죠. 갈매기에 관한 책을 찾아 조사해 보아요!

일광갯마을작은도서관 기장군 일광면 삼성3길 17 

일광 갯마을 작은 도서관은 일광해수욕장 임해행정봉사실 안에 
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이며 10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바다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 담긴 책을 찾아서 읽어 보아요!

일광이천생태공원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692 

일광해수욕장 도보 10분 거리, 일광역 동해선 도보 5분 거리로 
생태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 곳이다. 

곤충도감을 이용하여 일광 이천 생태공원에 살고 있는 다양한 곤충의 
이름을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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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향교                      기장읍 차성로417번길 35

조선 광해군 9년에 처음 지어진 향교로 공자와 여러 성현께 제사를 
지내고, 지역 사람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다.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39호로 입구의 세심문에서는 맞배지붕의 양식을 살펴
볼 수 있다.

향교에서 조상들이 배웠던 책 중에는 소학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어린이용 사자소학을 찾아서 읽어보아요!

기장도서관             기장읍 차성동로126번길 13-5

2003년 개관한 도서관으로 꿈나무 어린이도서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기장지역 주민들의 중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장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독서 행사가 펼쳐져요. 독서 행사를 찾아보고 
관심 있는 독서 행사에 참여해 보아요!

동부근린공원          기장읍 차성동로126번길 13-5

기장도서관 근린공원으로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 운동
기구, 정자가 있어 인근 주민들의 휴식처로 사용되며 여름에는 
물놀이가 가능하다.

공원에서 책을 읽으면 새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기장 어린이도서관
에서 책을 빌려 공원에서 한 번 읽어보아요!

용소웰빙공원 기장읍 서부리 산7-2

중앙에 용소골 호수를 품고 있는 공원으로 다양한 수생식물을 
관찰할 수 있고 어린이를 위한 생태 학습장이 있다. 공원 곳곳에 
원두막이 쉼터가 되어 가족들이 함께 휴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장의 공원이다.

식물도감으로 호수 주변에 살고 있는 다양한 식물을 살펴보아요!

대라다목적도서관 기장읍 차성서로 86

청소년 특화도서관으로 청소년기에 읽기 좋은 책들과 꿈을 이루기 
위해 도움을 주는 환경들이 잘 구축되어 있다.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를 운영하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강좌가 열리고 있다.

여러분은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 읽어보아요!

내리새라도서관 기장읍 기장대로 51 

2020년 새롭게 개관한 내리새라도서관은 종합자료실, 어린이실, 
자유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의 다양한 잡지 중에 한 권을 골라서 읽어 보고 새로운 정보를 
알아보아요!

국립부산과학관             기장읍 동부산관광6로 59 

미래 꿈나무들이 과학기술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과학
기술 문화의 전시장이다. 다양한 과학 전시물, 과학과 관련 행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요. 과학과 관련된 
책을 읽고 미래에 달라질 생활 모습에 대한 글을 써보아요!

오시리아 해안 산책로       기장읍 시랑리 62-22 

시랑대에서 오랑대까지 이어진 산책로로 동해바다의 아름다운 절경과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만끽할 수 있는 관광 명소이다.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진 산책로를 걸으며 여러 가지 바다와 관련된 
옛이야기를 찾아서 읽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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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네 도서관
구역 도서관 전화번호

수영구 

수영구도서관 610-4518

수영구도서관 망미분관 610-4702

민락작은도서관 610-6098

해운대구

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 709-0900

부산광역시립 해운대도서관 
우동분관

742-2167

해운대인문학도서관 749-6580

해운대작은인문학도서관 749-2922

재송어린이도서관 749-7631

부산광역시립반송도서관 545-0102

반여도서관 783-4010

기장군

기장도서관 709-5351

기장디지털도서관 709-5071

내리새라도서관 709-3967

대라다목적도서관 709-3961

정관도서관 709-3901

정관어린이도서관 709-5386

고촌어울림도서관 709-5381

일광갯마을작은도서관 709-3943

책과 함께 갈맷길을 걸으며, 쉬며 힐링 시간을 가져봐요!

갈맷길 2코스

대한 팔경의 한 곳으로 ‘부산시 슬로시티 관광명소’로 지정되었다. 해운대해수욕장과 

광안리해수욕장이 이웃하고 있으며 바다를 가로지르는 광안대교의 야경이 끝나는 

곳에 염전이 있던 분포를 넘어서면 새로운 바다가 열리고 모퉁이를 돌 때마다 해안 

절경 이기대가 반긴다. 문탠로드→달맞이길→해운대해수욕장→동백공원→누리마루 

APEC하우스→부산영화촬영스튜디오→민락교→민락수변공원→광안리해수욕장

(광안대교)→남천동 벚꽃거리→이기대를 거쳐 오륙도까지 이어진다.

    전자 도서관을 이용하여 책을 읽어요!

코로나19로 학교 도서관이나 지역 도서관 이용이 어려울 때는 전자 도서관을 이용

하며 어떨까요? 

전자 도서관이란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온라인(On-Line) 상태라면 언제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독서 공간으로, 오프라인 도서관에서 느낄 수 없는 멀티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또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Haeundae

부산전자도서관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http://contents.siminlib.go.kr

부산영어

전자도서관
https://digibel.overdrive.com

부산광역시 

전자도서관
https://library.busan.go.kr

부산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
http://reading.pen.go.kr

부산 독서지도는 QR코드를 찍어서 볼 수도 있어요!

서부 동래북부남부 해운대

자료
출처 

누리집

부산광역시 도서관포털, 해운대구청(관광문화), 수영구청(관광문화), 기장군청(관광문화), 
수영구도서관, 기장도서관, 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 부산시립미술관, 국립부산과학관, 
정관박물관, 영화의 전당, 부산역사문화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2021.9.17.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