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력

경험하지 않았던 것을 통해 자라게 하자

견학내용

고흐, 모네, 클림트의 명화 속 세계로!

*3D동화체험관은 6세~10세(1회_7명 이내) 관람

반짝반짝_미디어아트 새롭고 신기한 미디어아트,

아이들은 현재에 없는 이미지까지 머릿속으로

창의력

그리는 감각과 능력을 키웁니다.

머리뿐 아니라 ‘몸’에서도 나온다

옹기종기_3D동화 내가 주인공이 되어 동화 속

내용을 interactive하게 바꿔보자.

몸으로 자신만의 표현을 하고, 행동으로
상황을 만들어내는 창의성이 자랍니다.

3D동화체험관 체험, 미디어아트전시관, 도서관 자율 관람

이용시간
평일

09:00 ~ 19:00

휴관일

법정공휴일, 기타 부산시장이 지정하는 날

주말

*3D동화체험관

신청방법

옹기종기_3D동화

뚝딱뚝딱_프로그램

오시는 길

친화력

함께 놀고 도우며 사랑받게 하자

화~금 10:00, 10:40, 11:20

토 10:00, 11:00, 14:00, 15:00

051-888-2046~7

상상력, 창의력, 친화력이 자랄 수 있다면...’
그 소망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미래놀이터

부산광역시청 1층, 들락날락
library.busan.go.kr/openlib

난,
놀아도 놀아도
더 놀고 싶어

아이들은 함께 어울려 놀며 사회성을 키우고
타인을 배려하는 힘을 키우게 됩니다.

뚝딱뚝딱_프로그램 AI 인공지능, 코딩, 과학기술,

문화예술 강좌를 통해 융합능력 배양시키기.
동기부여가 되고 호기심이 생깁니다.

미디어아트, 영어, 코딩, VR, 디지털, 독서,

이벤트 등 특별한 체험으로 가득 찬 미래 놀이터!
‘15분 도시’의 혜택을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처음으로 부산이 시작합니다
부산시청에서 시작합니다

여러 놀이들의 융복합을 통해 생긴다

도전하고 싶은 상황을 만들어주면 자연스레

‘아이들이 가장 아이들답게 노는 중에

부산시청 열린도서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기타문의

와글와글_이벤트 북토크, 크리스마스 축제,

우리는 놀이교육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단체견학 및 개별참여 온라인으로 신청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홈페이지

대한민국 1% 브레인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10:00 ~ 18:00

주소

다양한 이벤트를 함께 즐기며 더 친해지기.

문제
해결력

미래놀이터
들락날락

들락날락 홈페이지

들락날락은 대한민국 최초의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뚝딱뚝딱_프로그램

A.I.(인공지능), 블록코딩, 영어 영상제작 등
융복합 능력을 키워주는 프로그램

미래놀이터
들락날락

반짝반짝_미디어아트

모네, 클림트, 고흐의 명화와 새로운 미디어아트...

요리조리_플레이

원형 서가, 네모 구멍, 계단에서

내 마음대로 놀며 창의성을 키운다

팔랑팔랑_책세상

엄마와 함께 책을 읽는 다정한 공간.
아이의 지혜와 감성이 자라는 곳

와글와글_이벤트

아이들은 다양한 미디어와 영상이 복합된 공간에서 신기하고

뚝딱뚝딱_프로그램

재미있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느낀 예술적 자극은
아이들의 감정과 버무려져서, 생각의 재료가 되고

반짝반짝_미디어아트

요리조리_플레이

팔랑팔랑_책세상

도란도란_영어

와글와글_이벤트

콩닥콩닥_VR

창의적 발상의 씨앗이 됩니다.

크리스마스·어린이날 행사, 음악회, 연극...
즐거움이 있는 다양한 이벤트

옹기종기_3D동화

인터렉티브 3D 동화의 주인공이 되어
실감 나게 이야기를 즐길 수 있다

콩닥콩닥_VR

선생님과 함께하는 1:1 VR 체험으로

옹기종기_3D동화

도전심과 공감각적 능력이 자라는 공간

도란도란_영어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영어교실!

영어OX퀴즈, 그림책, 엄마랑 영어놀이터...

반짝반짝_미디어아트

고흐, 모네의 명화와 신기한 미디어아트를
즐기며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

Entrance
입

구

옹기종기_3D동화

책으로 읽는 동화가 아닌, 아이들이 직접 3D 공간을
터치하는 인터렉티브 실감 동화 체험공간입니다.

글이 아닌 살아 있는 동화 체험으로 직접 이야기를 만들며
아이의 창조적 사고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