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동네에는 아름다운 강과 바다, 
그리고 역사와 예술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눈길 따라 발길 따라, 서부 독서여행을 통해 
다양한 문화 속에서 책 읽는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 동네 독서여행 코스 안내

서부편

문화를 
읽고 

즐긴다

눈길따라 발길따라, 부산 독서여행! 

     
Seobu reading travel 

문화를 읽
고 즐

긴다

구역 코 스

사하구

A 몰운대 →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 
아미산자생식물원 → 아미산전망대 
→ 다대도서관 → 홍티아트센터

B 감천문화마을 → 사하도서관 → 회화
나무샘터공원 → 부산현대미술관
(책그림섬) → 을숙도조각공원 → 
낙동강문화관&낙동강하굿둑전망대 
→ 을숙도생태공원 → 낙동강하구
에코센터(에코작은도서관)

영도구

C 영도대교 → 깡깡이예술마을 → 전차
종점 기념비 → 영도도서관 남항분관 
→ 흰여울문화마을 → 75광장

D 청학배수지전망대 →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 영도도서관 → 태종대 
→ 동삼동패총전시관 → 국립해양
박물관

중구

E 부산영화체험박물관 → 용두산공원 
→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닑다작은
도서관)→ 보수동책방골목 → 책방
골목어린이도서관 → 부평깡통시장 
→ 국제시장 → 자갈치시장

F 40계단 문화관(40계단 테마거리) 
→ 부산근대역사관 → 영주동 오름길 
모노레일→ 박기종 기념관 → 부산
중앙도서관 →부산민주공원(민주
항쟁기념관) → 글마루작은도서관 → 
역사의 디오라마

서구
G 부산전통문화체험관 → 구덕도서관 

→ 동아대 석당박물관 → 닥밭골 
행복마을→ 임시수도기념관 →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감천문화마을

회화나무샘터공원

부산현대미술관
(책그림섬)

을숙도조각공원 낙동강문화관&
낙동강하굿둑전망대

사하구

서구

중구

영도구

을숙도생태공원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에코작은도서관)

사하도서관

부산전통문화체험관

구덕도서관

동아대 석당박물관

영도대교

깡깡이
예술마을

전차 종점 기념비

영도도서관
남항분관

흰여울문화마을

75광장

청학배수지전망대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영도도서관

동삼동패총전시관

국립해양박물관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임시수도기념관

몰운대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아미산자생식물원

아미산전망대

다대도서관

홍티아트센터

닥밭골 행복마을

태종대

Seobu

❶ 부산영화체험박물관
❷ 용두산공원
❸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낡다작은도서관)
❹ 보수동책방골목
❺ 책방골목어린이도서관
❻ 부평깡통시장
❼ 국제시장
❽ 자갈치시장

❶ 40계단 문화관(40계단 테마거리)
❷ 부산근대역사관
❸ 영주동 오름길 모노레일
❹ 박기종 기념관
❺ 부산중앙도서관
❻ 부산민주공원(민주항쟁기념관)
❼ 글마루작은도서관
❽ 역사의 디오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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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자연을 담은 사하구 독서 탐방Ⅰ 문화와 자연을 담은 사하구 독서 탐방Ⅱ

감천문화마을(작은박물관)    사하구 감내2로 191

감천문화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박물관은 마을이 어떻게 생성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곳이다. 각종 생활용품 70여 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마을의 옛 모습이 담긴 사진과 과거 판자집을 재현한 
구조물 등 마을의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옛날에는 사용되었으나 지금 쓰이지 않은 전시품 5개를 부모님께 
물어보거나 사전에서 쓰임을 찾아보세요!

감천문화마을(지붕없는 미술관)  사하구 감내2로 191

마을 곳곳에 68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작품들을 따라 자연
스럽게 마을을 투어할 수 있다. 갤러리 8곳, 입주작가 작업실 10곳, 
골목을 누비는 물고기·어린왕자와 사막여우·별꽃길 등 69점의 설치 
작품들이 이 골목 저 골목에 포진해 있다. 

전시물 어린왕자 앞에서 사진을 찍고, 도서 ‘어린왕자’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를 찾고 3개를 써 보아요! 

사하도서관 승학로 247

1984년 9월 25일 개관한 사하도서관은 문화강좌, 독서회를 개최
하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매월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독서퀴즈‘에 도전해보아요! 그리고 취업정보실
에서 나의 진로와 관련된 도서를 읽고 미래직업에 대하여 알아보아요!

회화나무샘터공원 사하로 185번길

수령 650여 년의 회화나무와 샘터, 빨래터가 있는 괴정 회화나무 
샘터공원은 예전의 모습을 복원, 스토리텔링을 더하고 북카페까지 
갖춘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탄생한 곳이다. 

소망의 담장에 자신의 버킷리스트 3개를 써 달아보세요!

어린이예술도서관 책그림섬    낙동남로 1191

책그림섬은 현대미술관에 있는 어린이 독서공간이다. 1층과 2층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 미술 도서관이라 예술적 감수성이 뛰어난 
분위기이다. 

책그림섬에서만 볼 수 있는 팝업북을 살펴보고 사진을 찍고, 유튜브를 
참고하여 팝업북을 만들어 봐요!

낙동강문화관&하굿둑전망대 낙동남로1233번길 1

낙동강문화관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물 위의 
도시를 걷듯 큐브(CUBE) 하나하나에 이야기를 담았다. 어린이들이 
감성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과 놀이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강을 주제로 한 미디어작품을 볼 수 있다.

문화관에서 실시하는 체험활동 참여하기, 미디어작품 시청 등을 
통해서 낙동강을 잘 보존해야 하는 이유를 일기에 써보세요!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낙동남로 1240

다양한 생태체험프로그램이 사계절 진행되며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로 탐방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산책하거나 전동차를 타고 
탐방이 가능하다.

에코센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생태 자연동화’를 읽고  연계 활동에 
참가해 봐요!

몰운대                        사하구 다대동 산144

낙동강 끝자락에 위치하는 곳으로 바다에서 몰운대를 바라보면 
학이 날아가는 형상을 하고 있다. 안개와 구름이 많아 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몰운대(沒雲臺)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정운장군 순의비와 다대포 객사에 대해 조사해 보아요!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사하구 몰운대1길 14

부산 최초로 만들어진 음악과 조명에 맞춰 물줄기가 분출되는 
음악분수로, 2010년 3월 27일 개장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개장ㆍ 
운영하고 있다. 기네스월드레코드에 ‘세계 최대 바닥분수’로 등재
되었다.

‘세계 최대의 바닥분수’인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가 얼마나 큰지 
그 크기를 알아보아요!

아미산자생식물원 사하구 다대동 928

아미산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나고 자라난 토착식물을 가꾼 곳으로 
자연친화적 식물원이다. 103종이 넘는 각종 토종식물들을 기르고 
있어 생태학습이나 나들이 장소로 좋은 곳이다.

서식하고 있는 식물의 종류와 특징을 사진ㆍ그림과 함께 정리하여 
‘나의 식물도감’을 만들어 보아요!

아미산전망대 사하구 다대낙조2길 77

모래섬, 철새, 낙조 등 천혜의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며 
낙동강하구의 모습과 삼각주의 형성과정, 지질에 대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다대포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생태탐방로인 
‘노을마루길’은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삼각주의 형성 과정을 관련 도서를 찾아서 알아보아요!

다대도서관 사하구 다대낙조2길 9

꿈을 키우는 행복한 문화공간으로서 정보이용ㆍ문화강좌ㆍ독서
활동 등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하구의 공공도서관으로 2010년에 개관
하였다. 월요일은 휴관하며, 장애인을 위한 무료 도서 배달 ‘책나래
서비스’도 운영한다.

꿈과 지혜가 숨쉬는 다대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독서ㆍ문화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직접 체험해 보아요!

홍티아트센터               사하구 다산로 106번길 6

사하구 무지개공단 내 옛 홍티포구에 조성된 설치미술 중심의 
창작공간으로서 예술인 창작지원은 물론, 지역문화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예술작가들이 머물 수 있는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http://www.bscf.or.kr/10/03.php/자료마당/부산출판도서)
에서 부산에서 출판된 책을 들여다보아요!

A

2

1

3

4

5

6

B

1

1

2

3

4

6

8



바다와 역사를 품은 영도구 독서 탐방Ⅰ 바다와 역사를 품은 영도구 독서 탐방Ⅱ

D

영도대교 중구 중앙동7가

1934년에 개통된 영도대교는 우리나라 최초로 영도와 육지를 
이어주는 도개식으로 만들어졌다.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만약에 헤어지면 영도다리에서 만나자고 할 정도로 부산 최고 
명물로 손꼽혔다. 2013년, 4차선에서 6차선 도로로 복원 개통
하여 옛 명성을 다시 찾고 있다.

1934년 영도다리가 만들어질 당시의 돌이 사용된 계단을 찾아보고, 
예전 영도대교의 모습을 조사해봐요!

깡깡이예술마을 영도구 대평북로 36

19세기 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선소가 세워져 지금도 
크고 작은 수리조선소와 공업사들이 자리한 대평동은 개항과 
근대화 시대를 거치며 부산이 우리나라 최대 항구도시로 성장
하는 역사의 굴곡과 자취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마을공작소에서 나만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 보아요!

전차 종점 기념비 영도구 절영로 57

영도 전차 종점 터에 있는 기념비이다. 영도대교가 준공되면서, 
1935년 2월 영도선이 복선으로 개통되어 1968년 5월 20일까지 
운행되었다.

전차가 운행될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고 
지금의 생활 모습과 비교하는 글을 써보아요! 

영도도서관 남항분관 영도구 절영로 71 

어린이영어도서관으로 개관하였으나 2020년 영도도서관 남항
분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열람실도 오픈하였다. 다양한 영어
원서 및 번역 도서를 이용할 수 있고, 영어 강좌도 운영하고 있다. 

남항분관에서 다양한 어린이 영어 도서를 읽어 봐요!

흰여울문화마을  영도구 영선동4가 605-3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 온 피난민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마을
이다. ‘흰여울’이라는 말은 봉래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줄기가 
하얀 포말을 일으키며 흘러 내려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점점 빈 집이 많아지던 마을에 예술가들이 모여들면서 마을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어 ‘흰여울문화마을’로 
불리게 되었다. 

흰여울문화마을에서 촬영한 영화들이 많아요. 영화 속 등장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며 영화의 한 장면을 재연해 봐요!

75광장 영도구 동삼동 628-101

‘1975년 완공되었다’ 하여 이름 붙여진 75광장은 바다 쪽을 바라
볼 수 있는 정자가 마련되어 있어 조용히 휴식하기에 좋은 공간이다. 

해안산책로에서 산책을 한 뒤, 바다 배경이 멋진 75광장 정자에 
앉아 책 한 권 읽는 여유를 즐겨 보아요!

청학배수지전망대 영도구 와치로 36

청학배수지전망대에서는 부산항대교를 중심으로 바다와 부산항의 
멋진 풍경을 조망할 수 있다. 또한 영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조형물인 절영마 동상과 조내기 고구마 농부 동상을 볼 수 있다.

'부산항대교’와 바다를 배경으로 세워진 절영마의 역동적인 조형물을 
감상하고 ‘영도’ 관련 시를 적어봐요!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영도구 벚꽃길 75

1763년 일본 쓰시마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고구마를 들여와 
노력 끝에 절영도 봉래산 동쪽 해안 야산지대에서 최초로 성공
하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역사관이다. 

고구마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의 노력이 담긴 역사책을 읽고, 
조상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편지를 써봐요!

영도도서관 영도구 함지로79번길 6

도서관의 전체 규모는 지상 3층 건물이며, 1층에는 어린이 
자료실, 2층에는 종합자료실과 정기간행물실, 3층에는 멀티
미디어실과 일반열람실이 있다. 도서관 주요 사업으로 정기
적인 토요스토리텔링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양을 지킨 인물들의 위인전을 찾아서 읽어 보아요. 
한국전쟁 피난민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도 찾아봐요!

태종대 영도구 전망로 24

태종대 입구에서는 태종대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위해 다누비 
열차를 운행하고 있으며 태종대 순환도로 4.3km 중간쯤에 
전망대가 있다. 절벽 위에 세워져 있는 전망대에서 가까이는 
오륙도, 멀리는 일본의 대마도를 바라볼 수 있다.

태종대 전망대에 있는 망부석 바위를 보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시를 한 편 지어 봐요!

동삼동패총전시관 영도구 태종로 729

동삼동패총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석기시대 유적으로 당시 
사람들이 쓰던 토기, 뼈와 돌로 만든 다양한 도구를 비롯하여 동물
뼈들이 출토되어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개관한 전시관이다.

동삼동패총 유물을 보고 신석기시대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상상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봐요!

국립해양박물관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

항해선박, 해양문화, 해양산업, 해양과학, 해양영토, 해양생물 등 
해양의 전 분야에 대해 알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종합 해양박물관
이다. 362톤 규모의 수족관, 해양도서관, 입체영상을 통해 해양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4D 영상관 등이 있다.

해양생물을 직접 관찰하고 바다에 사는 생물의 특징을 살펴보아요! 
나만의 ‘바다생물도감’을 만들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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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중구 독서 탐방Ⅰ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중구 독서 탐방Ⅱ

40계단문화관  중구 동광길 49

2003년 2월 12일 개관한 복합역사문화 공간이다. 바로 옆
(중구 중앙동4가)에 40계단 테마거리에는 1950년대 피난살이를 
한 피란민들의 생활상이 재현되어 있다.

피난살이를 배경으로 한 책 표지의 장면이나 테마거리의 동상을 
몸으로 따라 표현해 보고 사진 찍어 sns에 올려봐요.

부산근대역사관 중구 대청로 104

일제강점기인 1929년 지어진 건물로서 최초에는 식민지 수탈
기구인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으로 사용되었다. 교육의 공
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산근대역사관으로 조성하여 2003년 7
월 3일 문을 열었다.

‘부산 근대거리’ 전시관을 살펴본 후, 관련된 책도 검색해보고 요즘의 
모습과 비교하는 글을 써봐요!

박기종기념관 중구 망양로 362

근대철도부설 및 부산최초 근대 신식학교인 개성학교를 건립
하는 등 부산의 발전을 노력한 박기종 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기념하는 곳이다(함께 갈만한 곳: 영주도 오름길 모노레일).

철도와 관련된 책을 찾아 읽어 보고, 박기종 선생님이 만약 살아
계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상상해봐요!

부산 중앙도서관 중구 망양로193번길 146

부산 중구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이다.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일반열람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고, 도서 대출은 
1회 3권 1주일간이다.

중앙도서관 3층 1자료실에서 부산의 문화와 역사와 관련된 책을 
살펴보고 기억에 남는 점을 메모해봐요!

부산민주공원(민주항쟁기념관)   중구 민주공원길 19

민주 항쟁 기념관은 1999년 10월 16일 개관한 민주 공원의 중심 
시설로서, 부산의 민주화 운동사를 기리고 시민에게 민주주의 
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민주주의 관련된 책을 검색해봐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 봐요!

글마루작은도서관 중구 동영로 87-1

‘작은도서관’ 사업에 공모하여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신축된 도
서관으로서 지역의 청소년들이 마음껏 책을 읽고, 가족단위로 
독서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작지만 강한 글마루작은도서관만의 장점을 찾아봐요!

역사의디오라마 중구 영주로 93

부산 해양의 풍경과 시간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이다. 피란
수도, 해양도시로 대표되는 부산의 가장 부산다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부산의 풍경을 보며 부산의 문화와 역사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새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을 일기로 써보아요.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중구 대청로126번길 12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은 전국 최초의 영화 관련 전문 전시체험 
시설이다. 지상 3층, 지상 4층 규모로 한국영화의 역사와 영화기
술 발달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함께 갈만한 곳: 용두산공원).

영화체험을 촬영하고 체험기를 영상으로 편집해봐요. 영화 관련 
책을 빌려 읽으며, 영상 내용과 비교해봐요!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중구 대청로 61-2

책방골목에서 책을 구입하거나 읽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의 
쉼터이며 추억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보수동책방골목을 배경으로 한 책을 읽고 역사(한국전쟁, 학생 
문화)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 보아요.

보수동책방골목 중구 대청로 57-1

보수동 책방골목은 국제시장 입구 대청로 사거리 건너 보수동
쪽으로 난 사선 방향의 좁은 골목길에 집결된 책방을 말한다.

보수동 책방골목을 찾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지, 무슨 책을 사러 
오는지 인터뷰활동을 해봐요. 

책방골목어린이도서관 중구 대청로 57-16

보수동 책방골목의 추억과 역사를 간직하며 책을 사랑하는 
주민들과 어린이들 마음껏 책을 읽으며 가족단위로 독서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방문 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서관 프로그램 확인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해봐요!

부평깡통시장 중구 부평1길 48

초창기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통조림등 깡통제품을 많이 판매
한데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지금은 양주 의류 장식품 액세서리 
패션 잡화와 미니카세트등 일부 외제 전자제품도 취급하고 있다.

부평깡통시장에 가장 인기는 물건이나 음식을 알아보고, 그것이 왜 
인기가 많은지 조사해 봐요!

국제시장 중구 신창동4가 

영화 <국제시장>을 통해 한국 역사의 ‘상징’으로 확고히 자리
매김한 이곳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상품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여 한때 ‘도떼기시장’이라고 불렸다.

영화<국제시장>의 실제 촬영장소였던 ‘꽃분이네’에서 기념촬영하고,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내봐요!

자갈치시장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자갈치시장은 부산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장으로 가장 
부산다운 시민의 생활의 터전이자 외지로부터 관광객의 이용이 
많은 부산 상징의 대명사처럼 여겨진다.

부산을 소개하는 책을 찾아봐요. 부산만이 가진 매력을 3개의 단어로  
표현해 봐요!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부산을 홍보하는 홍보지를 만들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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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네 도서관
구역 도서관 전화번호

사하구

부산광역시립사하도서관 203-0571
다대도서관 220-5873

감천횃불작은도서관 203-0543
푸른누리작은도서관 202-4466
구평예들작은도서관 261-5274

수풀작은도서관 265-4832
두송작은도서관 220-5386
낫개작은도서관 266-0027

영도구

영도도서관 419-4821
영도도서관 남항분관 419-5671
담쟁이작은도서관 419-5624
도래샘작은도서관 418-6892

어울림마당작은도서관 412-7907  
영선나릿작은도서관 419-5528
찬새미작은도서관 417-5982
풀잎작은도서관 419-5550

한울마당작은도서관 419-5767
해돋이작은도서관 414-6302

중구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250-0300
글마루작은도서관 469-8451
닑다작은도서관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600-6376

책방골목어린이도서관  255-9141
책갈피 작은도서관 247-8425

서구

부산광역시립구덕도서관 220-3800
짬짬이 작은도서관 070-4134-3284
닥밭골작은도서관 240-6432

한새마을작은도서관 240-6482
남일이네북카페 작은도서관 070-7747-6684

꽃마을작은도서관 902-7715
꿈터작은도서관 240-6576

문화와 역사를 품은 서구 독서 탐방

부산전통문화체험관   서구 꽃마을로 163번길 71

아름다운 구덕산 자락에 위치하여 음식체험실, 생활예절실, 다도
예절실, 전시실, 한복체험 등 다양햔 체험이 가능하다. 민속생활관, 
청소년 모험 시설이 가까이 있어 함께 경험할 수 있다.

‘떡 만들기, 다도, 한복체험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문화에 
대해 느낀 점을 글로 써 봐요!

구덕도서관 서구 대신공원로 41

1978년 개관하였고 서부교육지원청 우수 진로체험처, 부산 학생 
꿈터로 선정되었으며 어린이실ㆍ유아실ㆍ피시(PC) 존ㆍ연속 
간행물실ㆍ북 카페ㆍ스터디 룸ㆍ자료실 등을 갖추고 있다. 정문 
앞쪽에 생각정원이 위치하고 있어 좋은 휴식 공간을 제공해 준다.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교육을 체험해 보고 원북원 부산 도서를 읽고 
토론회에도 참여해 봐요!

동아대 석당박물관  서구 구덕로 225 

30,00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고 국보 2점을 비롯해 고고실, 
도자실, 서화실, 민속실 등에 다양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부산의 박물관 가운데 가장 많은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여러 가지 유물을 둘러보며 우리나라의 국보와 보물을 정리해 보고 
문화재 관련 도서도 읽어 보아요!

닥밭골 행복마을 서구 보동길 278번길 일대

닥나무가 많이 자랐던 마을로 한국전쟁이 일어난 후 북쪽에서 
내려온 피란민들로 인해 마을을 이루게 된 것이다. 예쁜 벽화로 
인해 마치 마을 전체가 지붕 없는 미술관 같은 느낌이 든다.

닥밭골 작은 도서관도 가보고 전쟁으로 인해 힘들었던 피란민들의 
삶에 대해 알아보아요!

임시수도기념관                 서구 임시수도기념로 45

한국전쟁 발발로 부산이 대한민국의 임시수도로 기능하던 기간에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거처하셨던 곳이다. 한국전쟁의 
발발과 피란민들의 생활상, 임시수도 시기 부산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을 보여주는 상설전시실로 꾸며져 있다.

6.25 전쟁을 소재로 쓴 책을 읽어 보고 임시수도 기념관 전시실을 
통해 알게 된 임시수도 시기 부산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해 정리해 
보아요!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서구 아미동2가 213-39

이곳은 일제 강점기 일본인 공동묘지가 있던 곳으로 광복 후 귀환 
동포들이 부산을 찾은 데 이어 6·25 전쟁으로 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든 곳이다.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최민식 갤러리에서 
1950년∼1960년대 사진을 볼 수 있다.

비석마을을 배경으로 쓴 책을 읽으며 느낌을 적어봐요!

Seobu
2021.9.17. 현재

부산 독서지도는 QR코드를 찍어서 볼 수도 있어요!

서부 동래북부남부 해운대

자료
출처 

누리집

사하구청, 영도구청, 중구청, 서구청, 부산광역시립사하도서관, 영도도서관, 부산광역시립중앙
도서관, 부산광역시립구덕도서관, 홍티아트센터, 부산현대미술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깡깡이
예술마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동삼동패총전시관, 국립해양박물관, 민주공원, 부산영화
체험박물관, 보수동책방골목, 부산전통문화체험관, 동아대 석당박물관, 임시수도기념관

G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