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또 개관 준비 중인 덕진공원 연꽃 호수에 자리한 연화정 도서관
과 아중호수변에 길이 101ｍ 규모의 아중호수도서관은 관광
지와 도서관이 결합한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전주 도서관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멈춤과 쉼, 힐링의 시
간을 여행자에게 선물한다.
삼삼오오 모여든 여행자들이 가방 대신 책을, 선글라스 대신
안경을 챙겨 들고 전주 곳곳의 도서관을 둘러보며 그 장소만의
이야기를 느끼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보는 철학이 있는 여행이다.
여행자들은 도서관 여행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인생의
책’ 한 권을 만나기도 하고, 특색있는 도서관이 제시하는 새로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운 세계로의 ‘여행 속의 여행’을 즐기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쉼
이고 힐링이다. 많은 이들이 그래서 전주의 도서관 여행을 ‘북캉

한 권의 책이 삶을 뒤흔든다
아주 특별한 전주 ‘도서관 여행’

스’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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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이고,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다’라
는 문구가 다가 여행자도서관에 적혀있다. 여행자들은 여행을
통해 자신의 삶을 책으로 만들고, 책을 통해 자신의 삶을 여행

여행이라는 말이 이토록 달콤할 수가 없다. 코로나19로 참고 미뤘던

빨간 버스를 타고 떠나는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전주만의 ‘도서관 여

으로 만들고 있다.

여행이 다시 우리 삶으로 돌아왔다. 신록이 물든 산과 들로, 길 위에

행’이다. ‘우리는 도서관으로 여행 간다’라는 슬로건으로 버스를 타

시는 오는 12월까지 주 3회(하루 코스 1회, 반일 코스 2회), 사

서 자유로운 여행자들의 모습이 싱그러운 봄을 더 기쁘게 한다.

고 전주 곳곳의 도서관을 둘러보는 여행 프로그램이다.

전예약제, 회차당 10명 이내로 도서관 여행 기간과 횟수를 늘리

고즈넉한 한옥마을과 창의적 문화 재생 사업, 드라마 촬영지 등 아름

‘책의 도시 전주’ 비전을 선포한 전주시는 도서관을 시민의 공공 공간

는 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다운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전주에 또 하나의 특별한 여행이 있다.

이자 휴식 공간으로 만들고자 혁신적 변화를 모색해왔다.

특히 여행자들의 취향과 편의를 고려해 단일 코스에 4개 주제

학습실 없이 트윈세대(12~16세)를 위한 전용공간 ‘우주로1216’을 마

별 반일 코스가 새롭게 더해졌다. 또 도서관에서 인생 사진 남

련한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을 비롯해 평화·삼천·금암·인후·송천도서

기기, 필사 체험 등 특색있는 체험 행사와 저자 강연과 글쓰기

관 등 기존의 공공도서관을 책과 함께 상상력을 키우는 생동감 있는

등 도서관별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해 더 다채롭고 깊이 있게 도

창의 공간으로 조성했다.

서관을 즐길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특화도서관이 속속 들어서면서 시민은

현대사회는 변화와 속도의 시대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멈춰

물론 여행자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쉼이 없다면, 우리 사회에 영혼의

전주시청 로비의 책 기둥 도서관, 자연 속에서 시를 즐기고 창작할 수

울림은 메마르고 진정한 행복의 가치도 사라지고 말 것이다.

있는 학산 숲속 시집도서관, 책을 쓰고 만들 수 있는 자작자작 책 공

시 관계자는 “전주의 아름답고 특별한 도서관에는 따뜻한 쉼

작소, 여행자 전문도서관인 전주역 앞 ‘첫 마중길 여행자도서관’, 그림

과 삶의 빛나는 가치가 있다”며 “여행자들에게 도서관 여행은

책 전문도서관인 팔복예술공장의 이팝나무 그림책도서관, 헌책 도서

‘인생의 책 한 권’을 발견하고 각자 아름다운 삶의 순간들을 더

관, 자원봉사 전문 도서관 등이 그것이다.

의미 있게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도서관 여행 ‘빨간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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