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동네는 부산에서 가장 높은 금정산이

우뚝 솟아그 위용을 떨치고, 옛 동래읍의 성과 길에는 

역사적 유물과 위인들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어요. 

눈길 따라 발길 따라, 동래 독서여행을 통해 

자연과 역사, 문학 속에서 책 읽는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구역 코 스

금정구

A 금정도서관 → 범어사 성보박물관 
→ 범어사 → 금정산성 북문 → 
미륵사 → 고당봉 → 금샘

B 회동 수원지 땅뫼산 황토숲길 → 
천주교 오륜대 한국 순교자 박물관 
→ 금샘 도서관(2021 완공 예정) 
→ 금정 북파크 → 부산대 박물관
→ 산성마을

동래구

C 동래사직단 → 우장춘기념관 → 
이주홍문학관(이주홍문학거리) 
→ 금강공원 → 부산해양자연사
박물관 → 임진동래의총

D 충렬사 → 안락서원 → 동래부 
동헌 → 동래향교 → 동래읍성
도서관 → 장영실과학동산 → 
동래읍성역사관 → 복천박물관

E 부산시립 명장도서관 → 박차정 
의사 생가 → 동래 만세 거리 → 
동래시장 → 송공단 → 세병교 
→ 온천천 시민공원 → 안락누리
도서관

연제구
F 국가 기록원 부산기록관 → 연산

도서관 → 연산동고분군→ 배산 
겸효대 → 배산성지 → 마하사

우리 동네 독서여행 코스 안내

동래편눈길따라 발길따라, 부산 독서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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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발자취를 따라서 금정구 독서 탐방Ⅰ

A B

회동수원지 땅뫼산 황토숲길  금정구 수원지로 58 일원

도심 속 산중 지역에 위치한 부산시민의 상수원지로 2010년 일반 

주민에게 개방되어 땅뫼산 황토숲길, 편백나무 숲, 갈맷길 생태

탐방로의 산책로가 자리 잡고 있다.

황토 숲길을 맨발로 걸어보며 기분을 시로 표현해 보아요.

오륜대 순교자 박물관    금정구 오륜대로 106-1 

1866년 병인박해와 1868년 무진년 박해로 부산에서 순교한 

이들을 기리는 곳이며 유품 및 관련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병인박해가 일어난 이유와 이 시대 천주교인들의 삶을 알아보아요.

금샘 도서관 금정구 기찰로94

2021년 10월 27일 윤산터널 위쪽 주민복합문화공간인 금샘 

도서관이 개관된다.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녹색건축물로 

건립된다. 

신재생에너지의 쓰임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책을 찾아 읽어보아요.

금정 북파크 금정구 중앙대로 1621 

민·관 협력을 통해 ㈜파크랜드 부곡점 2층에 설립된 공립 작은

도서관으로 유아자료실, 아동자료실, 커뮤니티룸과 오픈 열람존이 

있으며 독서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읽고 싶은 책을 골라 인상 깊은 글귀를 옮겨 적어 보아요.

부산대 박물관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경남의 대표적인 선사 및 고대문화 연구기관으로 남부지역 

선사·가야문화자료를 발굴, 수집, 전시 및 보존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 유물을 2만 5천여 점 소장하고 있다.

부산 사람들의 선사시대와 가야 시대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고 관련 
도서를 읽어보아요.

금정 산성마을                         금정구 땅곡길2 

금정산 해발 400M에 위치한 산성마을로 오랜 전통을 이어온 토속 

음식을 맛볼 수 있고 문화 체험, 도예 체험, 숲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체험 한 가지를 골라 직접 만들어 보고 느낀 점을 생생히 글로 기록해 
보아요. 

금정도서관  금정구 금정도서관로 33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이다. 독서문화지원 및 유비
쿼터스 환경에 맞춘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서 대출은 1인 5권 15일간이다.

도서관 1층 어린이 열람실에서 부산의 역사와 관련된 책을 찾아 읽고 
기억에 남는 점을 메모해 봐요!

범어사 성보박물관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내에 있는 박물관으로 조선 후기 불화를 비롯하여 각종 
불기와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으며 보물로 지정된 〈삼국유사〉가 
있다. 입장료는 무료이다.

삼국유사 책 속의 다양한 이야기를 읽어보고 이야기 속 숨은 뜻을 생각해 
보아요.

범어사 금정구 범어사로 250 

‘하늘에서 내려온 물고기'라는 뜻인 범어사(梵魚寺)는 신라 문무왕 
18년(678년) 의상 대사에 의해 창건되었으며 당간지주, 조계문, 
석탑, 대웅전 등 여러 문화유산이 있다.

탑이나 절에 얽힌 옛 이야기들을 찾아 읽고, 범어사 내 여러 가지 문화
유산과 비교해 보아요.

금정산성 북문 금정구 금성동 1-13

국내 산성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성곽 길이가 18,845m, 성벽 
높이가 1.5m~3m이다. 신라 시대 때 축성된 것으로 보이며 
지금의 산성은 숙종 때 축성된 것으로 동서남북 4개의 성문과 
4개의 망루가 있다.

성곽과 관련된 책을 읽고 성곽의 역할과 가치를 생각하며 금정산성 
4개 성문의 특징을 살펴보고 다른 성곽과 비교해 보아요.

미륵사 금정구 북문로 126

신라 시대 원효대사가 창건하였으며 염화전 법당 뒤 암봉이 마치 
화관을 쓴 미륵불처럼 생겨서 이름 지어졌다고 한다. 암봉을 
자세히 보면 코끼리 7마리가 보인다고 한다.

왜구를 물리친 원효대사처럼 외세의 침략을 물리친 역사적인 인물들의 
이야기를 찾아 읽어보아요.

고당봉 – 금샘                          금정구 금성동

향토 문화재로 등재된 금샘은 금정산 산정 바위 위에 우물이 
있으며 사시사철 언제나 가득 차 마르지 않고, 범천으로부터 
오색구름을 타고 온 금어(金魚)들이 헤엄치며 놀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고당봉에 올라 부산을 내려다보며 부산의 역사를 담은 책들을 찾아 
읽고 부산 시민의 긍지를 느껴 봅시다.

자연과 인문학 길을 따라서 금정구 독서 탐방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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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문학의 숨결을 찾아서 동래구 독서 탐방Ⅰ 역사와 발명의 흔적을 찾아서 동래구 독서 탐방Ⅱ

충렬사·안락서원  동래구 충렬대로 345

충렬사는 임진왜란 때 왜적과 싸우다 장렬히 순절하신 부산지방 
순국선열의 영령을 모신 곳이다. 안락서원은 1652년 동래 부사 
윤문거가 송상현의 학행과 충절을 높이고 선비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하여  안락서원이라 하였으며 지금은 충렬사 내에 있다. 

충렬사에 모신 임진왜란 때 순절하신 분들에 대해 찾아보고 안락서
원을 요즘의 학교와 비교하는 글을 써 봅시다.

동래부동헌            동래구 수민동 명륜로112번길 61

조선 시대 동래 도호부 부사가 직접 공무를 처리하던 장소이다. 
동래부사 등 동래의 수령이 일을 처리하던 곳으로 지금의 부산광역
시장 집무실과 비슷하다.

동래부 동헌을 둘러보고, 옛 조상들의 생활 모습에 대한 책을 읽고 조
선시대 생활을 상상하는 글을 써 보아요.

동래향교  동래구 동래로 103 

조선시대 부산지방의 교육기관이다. 1392년(태조 원년)나라에서 
교육진흥책을 위해 지방에 향교를 설립함에 따라 동래에도 동래
향교가 설립되었다.유형문화재 제6호인 동래향교, 유형문화재 
제128호인 명륜당, 문화재자료 제65호 반화루가 잘 보존되어있다.

옛날 공립중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인 향교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관련되는 책을 찾아 읽어보아요.

동래읍성도서관            동래구 동래로159번길 153 

2015년 10월 개관, 동래 시민을 위한 정보제공, 문화 활동, 평생
교육 증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화~금요일 
09:00~20:00, 토~일요일 09:00~17:00 개관. 월요일은 휴관이다.

도서관에서 동래를 역사와 충절의 고장이라고 이유를 알 수 있는 책을 
찾아 읽어보아요.

장영실 과학동산  동래구 동래역사관길 18

동래읍성에 조선시대 동래 출신의 대과학자 장영실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는 역사과학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9년 건립되었다. 
장영실이 만든 혼천의를 비롯 천상열차분야지도, 앙부일구(해시계), 
측우기 등 조선시대 천문기기 복원품 18종 19점이 전시되어 있다. 
인터넷(http://www.fobst.org/kor/Edu/Edu020201.php) 접수와 
주말과 공휴일 현장접수로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소속 과학문화
해설사들의 전문적인 해설이 운영된다.

장영실에 대한 책을 읽고 우리 조상들이 만든 우수한 천문기기를 세계에 
홍보하는 글을 써 보아요.

동래읍성역사관                  동래구 동래역사관길 18

2007년 개관. 동래읍성의 모형[형태], 동영상, 각종 유물 등을 전시
하고 있다. 또 동래읍성 역사관 마당에는 투호·제기차기·윷놀이 등 
민속놀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았다. 북문 광장에는 야외 
공연장, 다목적 광장, 산책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임진왜란에 대한 책을 찾아 읽고, 동래읍성 전투가 있을 당시의 우리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아요.

복천박물관                                     동래구 복천로 63

복천동 고분군에서 발굴된 각종 유물을 널리 알리고 고대 부산지역의 
가야 문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1996년 10월 5일 개관하였다. 

역사 속 가야의 신비를 찾아볼 수 있는 책을 찾아 읽어보고 상상의 나래를 
펴 보아요.

동래 사직단               동래구 아시아드대로164번길 32

사직단은‘사(社:토지신)’와‘직(稷:곡식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
이다. 동래 사직단은 1481년에 완성되었다. 임진왜란 때 없어진 
것을 1640년에 다시 세웠으나 표석으로만 남아있어 2021년 2월 
복원을 끝마쳤다. 매년 음력 8월에 동래 사직제를 올린다.

사직동의 유래를 알고, 여러분이 사는 동네 이름 유래도 조사해 
보세요.

우장춘 기념관             동래구 우장춘로62번길 7

씨 없는 수박으로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진 세계적 육종학자인 
우장춘 박사의 탄생 1백 주년을 맞아 건립한 기념관이다.

전시물을 보며 우리나라 육종학의 변천 과정을 알아보고, 우장춘 
박사와 씨 없는 수박에 관련된 책도 읽어보아요.

이주홍문학관           동래구 금강로 61번길 20-12 

평생을 문학과 예술, 교육의 길을 걸은 이주홍 선생의 업적을 기린 
문학관이다. 문학관 주변에는 어린이를 위한 동시와 동화도 
전시되어 있고, 이주홍 선생의 얼굴 형상과 펜대 조형물, 꼬맹이 
도서관이 줄지어 선 문학 거리도 조성되어 있다.

문학관 2층 전시실에서 작가의 생애와 유물을 살펴보고, 이주홍 
선생의 문학작품도 읽어보아요.

금강공원                                  동래구 우장춘로 155

금정산의 수려한 산세가 마치 작은 금강산을 보는 듯하다고 하여 
붙여진 소금강이라는 이름에서 공원 이름을 따왔다.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금정산성 남문에 쉽게 오를 수 있으며, 이주홍, 이영도, 
최계락 시비도 볼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시비에 새겨진 시를 낭송해 보아요.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동래구 우장춘로 175 

전국 최초, 최대규모의 해양자연사 분야의 전문박물관이다. 
2,700여 평의 전시실에 세계 100여 개국의 희귀종, 대형종, 한국 
특산종 등 해양생물을 중심으로 자연사 자료 25,000여 점을 수집 
전시하고 있다.

새롭게 알게 된 해양생물을 글과 그림으로 소개해 보세요.

임진동래의총                     동래구 우장춘로 157-67

임진왜란 때 왜의 침략에 맞서 의연히 일어나 동래읍성을 지키
다가 순사한 이름 없는 백성들의 유해를 거두어 만든 무덤을 
말한다. 매년 음력 4월 15일에 구민들의 정성을 모아 제향을 
올리고 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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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을 이겨낸 이야기를 찾아서 동래구 독서 탐방Ⅲ

E F

국가 기록원 부산기록관      연제구 경기장로 28 

1984년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물 보존시설로서 건립되었으며,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하여 중앙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한 
문서, 간행물, 지적·임야원도 및 행정박물 등 약 150만 점을 보존
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의 의미와 조선시대 역대 임금님을 떠올려보고 ‘조선
왕조’란 단어로 4행시 쓰기를 해 보아요.

연산도서관                  연제구 고분로191번길 16

1901년 홍도회 부산지부로 설립되어 120년의 역사를 품은 공공
도서관의 효시이다. 21세기 융복합 사회를 선도하는 맞춤형 지식 
정보 서비스 제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독서정보 서비스 지원, 94만 
여권의 장서 보관을 하고 있다.

십진 분류표를 활용하여 부산의 역사에 관련된 책을 찾아 읽어보아요.

연산동고분군             연제구 연산동 산 90-19 일원 

일제강점기 때 철제 갑주(甲胄)들이 출토되어 고대의 한국과 일본 
관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유적으로서 삼국 시대 부산지역의 유
일한 원형 성토 분구가 있는 곳으로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었다. 

연산동고분군의 역사적 의미를 생각하며 둘레를 걸어보고 고분군을 
그리고 설명하는 글을 써 보아요.

배산 겸효대                        연제구 묘봉산로 58-6

동래 현령으로 부임한 정추(鄭樞)의 겸효대(謙孝臺)에 관한 시가 
『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되어 있다. 정추는 
속세를 벗어난 김겸효의 신선 같은 삶이 그리워 자주 찾은 곳이 
겸효대이다.

겸효대에서 해운대와 광안리 바다를 찾아보고 시 한 편을 적어 
보아요.

배산성지                   연제구 연산동 산 38-6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4호인 배산성지는 두 봉우리 사이의 골짜기와 
7부 능선을 두르는 포곡식산성(包谷式山城, 계곡을 포함하여 쌓은 
양식이다. 6세기 중반에서 7세기 초에 축성된 삼국시대 신라가 
축조한 성이다.

성터를 한 바퀴 돌아보고 옛 조상들의 넋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추모의 짧은 편지를 써 보아요.

마하사                                  연제구 봉수로 138

고대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마하’는 ‘훌륭한’ ‘존귀한’ ‘위대한’
이라는 뜻을 의미하며 해발 400m의 금련산에 자리 잡은 1천 
5백 년 된 고찰이다. 청정하고 지혜로운 불자들의 요람으로 깊은 
의미를 지닌다. 

마하사 경내를 둘러보고 부산 시도유형문화재 제54호 마하사현
왕도를 관람하고 느낀 점을 일기 글로 써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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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립 명장도서관  동래구 명안로46번길 35

부산광역시립도서관으로 1994년 개관하였다. 전자자료 특성화 
지정 도서관으로 2층 디지털 자료실을 활용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및 임진왜란과 관련된 도서를 찾아 읽어보아요.

박차정 의사 생가       동래구 명륜로98번길 129-10

일제 강점기 근우회 등의 단체에서 활동했던 여성 독립운동가 
박차정(朴次貞, 1910~1944)의 생가이다. 1936년에 건립되었
으나 파손되어 2005년 복원, 건립되었다. 전시실에는 20여 점의 
유물과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독립운동가들의 삶에 대한 책을 찾아 읽어보고 내가 일제 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가였다면 어떤 독립운동을 하였을지 생각해 보아요.

동래 만세 거리  동래구 수안동 

1919년 동래 장터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3·1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한 거리 명칭이다. 주요 지점에는 표지석을 
두어 장소의 의미를 알리고 있다.

내가 당시 학생이었다면 어떤 마음으로 동래 만세 거리에 나갔을지 생각
하며 거리를 걸어보고 3•1 운동의 정신인 민주주의, 평화, 비폭력을 주제로 
한 책을 골라 읽고 추천 해 보아요.

동래시장                        동래구 동래시장길 14

부산에서 개설된 시장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시장
이다. 조선시대 동래 읍장의 전통을 잇고 있으며 일제 강점기 상설
시장이 되었다. 

동래시장을 돌며 옛 시장의 풍경은 어떠하였을지 떠올려보고, 동래 
읍내 장과 구포시장을 오가던 장돌뱅이들이 넘던 만덕 고개의 수호신, 
‘빼빼 영감’의 이야기도 찾아보아요.

송공단  동래구 동래시장길 27

부산광역시 지정 기념물 제11호. 1742년(영조 18) 동래부사 
김석일이 임진왜란 때 동래부사 송상현 공이 순절한 ‘정원루’가 
있던 곳에 설치한 단으로서 송상현 공을 비롯하여 동래성 전투
에서 순절한 분들을 모신 곳이다.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 전투에서 순절한 인물을 알아보고 전기문을 
찾아보아요.

       세병교&온천천 시민공원  동래구 수안동, 연제구 온천천남로 39

세병교는 옛 동래읍성 남문 앞 온천천에서 임진왜란 등 전쟁을 
치른 뒤 창과 칼 등 각종 병장기를 씻은 곳에 다리를 놓은 데서 
유래한 교량이다. 동래학춤의 발상지로도 유명하다. 온천천 
강변을 따라 조성되어있는 온천천 시민공원은 생태 학습과 더불어 
산책, 다양한 문화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세병교는 어떤 추억을 간직한 다리일지 생각해 보고, 안락누리도서관
에서 찾아 읽을 책의 키워드를 생각해 보아요.

안락누리도서관                  동래구 명안로10번길 64

2016년에 개관하였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일제 강점기 및 임진왜란과 관련된 도서를 찾아 읽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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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네 도서관
구역 도서관 전화번호

금정구

금정도서관 519-5601
부산광역시립서동도서관 522-0456
금정 온천천 작은 도서관 711-2577

미리내작은도서관 512-3584
소정꿈나무작은도서관 519-5306

금정BOOK PARK 515-1621
부곡1동작은도서관(만화특화) 519-4871

은빛사랑채작은도서관(실버특화) 581-3555
부곡4동작은도서관 519-5277

금샘도서관(2021년 하반기 완공 예정) -
구서꿈숲작은도서관 583-4872
구서1동작은도서관 519-5404
머드레작은도서관 582-2165

책마을보드랑(보드게임특화) 525-3577
섯골 북카페 532-6263

선두구동작은도서관 519-5631

동래구

동래읍성도서관 550-6907
부산광역시립명장도서관 527-0583
안락누리도서관 550-6916

온고지신작은도서관 550-4947

연제구

부산광역시립연산도서관 792-5423
연제도서관 665-5517

배산작은도서관 665-4508
거제2동작은도서관 665-4511

연산3동새마을문고밤골작은도서관 665-4513
해뜰작은도서관 665-4512

해맞이작은도서관 665-4518

빌리돌리북
(스마트도서관)

연산역 665-5517~20
APP 이용

(나이콤 스마트도서관)

국민체육센터

교대역

샛길 코스를 찾아서

G

✽금정구 요산문학관                           금정구 팔송로 60-6

소설가이신 요산 김정한 선생의 삶과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6년 건립한 문학관이다. 1층은 세미나실, 2층은 전시실과 

도서관, 3층은 창작실, 반지하는 강당으로 이용되고 있다. 남산동 

663-2번지에는 요산 김정한 선생님의 생가도 있다.

요산문학관과 생가를 둘러보고 김정한 선생의 삶에서 본받을 점을 
떠올리며 작품을 읽어보아요.

✽금정구 서동도서관                      금정구 서부로76번길 5

1983년에 개관한 작은 도서관이다. 환경 특성화 도서관으로 지정

되었으며 꿈 드림 작은 도서관(부곡동)도 개소하여 운영 중이다.

도서 분류번호에 따라 환경 관련(순수과학, 기술과학 등) 도서를 
골라 읽어보아요.

✽동래구 금강식물원  금정구 중앙대로 2148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식물원으로서 1969년 9월에 부산 시민

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한 종합식물원이다. 면적은 

194,480㎡이고 식물의 종류는 약 2,300여 종이며, 열대식물로는 

야자류 20여 종과 선인장 등의 다육식물 540여 종이 자라고 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식물과 함께 사진 한 컷을 남겨 보고, 식물도감
에서 그 식물을 조사 해 보아요.

✽동래구 부산119 안전체험관   동래구 우장춘로 117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직접 소방관과 함께 체험

할 수 있다. 9개 체험코스 31개 코너가 준비되어 있으며 예약 후 

체험이 가능하다. 각 코스별 체험 시간은 40분~70분이 소요된다.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의 대처 방법이 소개된 도서를 
찾아보고 정리해 보아요.

✽동래구 동래장관청   동래구 명륜로94번길 36-6

조선 후기 동래 부 청사 건물의 하나로 이곳 군장관(軍將官)들의 

집무소였다. 당시 건축양식을 살필 수 있는 건물이다.

조선 후기 관청이 하는 일이나 시대별 건축양식에 관한 자료나 책을 
찾아 읽어보아요.

✽연제구 연제도서관               연제구 황령산로 612

1층 어린이실, 디지털존, 문화 강좌실, 2층 제1 자료실, 3층 제2 

자료실, 북카페, 자료 보유 도서, 비도서, 간행물 등 160,335여 

자료가 있다.

제2 자료실–해양 수산 자료실을 방문하여 해양 수산 관련 특성화된 
자료를 관찰하고 정리해 보아요.

Dongnae
2021.9.17. 현재

부산 독서지도는 QR코드를 찍어서 볼 수도 있어요!

서부 동래북부남부 해운대

자료 출처 
누리집

금정구청, 오륜대 순교지성지, 부산대, 동래구, 연제구, 부산광역시 시립박물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119안전체험관, 한국일보, 명장도서관, 연제도서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