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나비나라박물관

1,000여 점 이상의 곤충 표본과 관련 공예, 그림, 도서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과 
문화적 감수성을 나누고자 매년 다양한 관점의 전시를 개최하고 대상별 교육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031-955-3727 관람료 6천원
www.nabynara.com
운영시간 화-일 10:00-18:00
(월, 명절 당일 휴관 / 방문 전 운영시간 문의)

사라진 활판인쇄의 맥을 이어 활판시집을 간행하고 있는 곳으로 활판인쇄체험뿐만 
아니라 디자인, 제본까지 나만의 책을 만들 수 있는 공방입니다. 서양 근대식 활판
인쇄소를 그대로 옮겨놓은 카페북앤프레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시장 관람료 2천원 (음료 주문 시 무료)

출판도시활판공방 & 카페북앤프레스
031-955-0084 
인스타그램 @hwalpan
운영시간 월-일, 공휴일 10:00-18:00
(명절 전날 당일 휴무)

시공사와 시공주니어의 책들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공간으로 영유아를 위한 그림책
부터 청소년 문학, 성인 교양서까지 폭 넓은 도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시공사 네버랜드 책방 

031-955-7141
운영시간 화-일 10:00-17:00 
(월, 명절 전날 당일 휴무)

현대서적부터 고서적까지 고루 갖추어져 있는 헌책방으로 빼곡히 쌓여진 책들    
속에서 보물 같은 책을 발견하는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이가고서점

031-955-1499
운영시간  월-일 10:00-18:00
(명절 당일 휴무)

자연친화적인 보리출판사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부터 청

보리책방 

031-950-9590
운영시간 월-금 11:00-16:00, 
토-일 11:00-17:00 (명절 연휴 휴무)

아이들은 스스로 책을 골라 탐색하고, 어른들은 책 한 권으로 마음속 휴식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동화구연, 만들기 체험, 영화관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영화관 관람료 어린이 1만원, 성인 7천원 

밀크북
031-944-3966
www.imilkbook.com
운영시간 월-금 09:00-19:00, 
토-일, 공휴일 10:00-20:00 (명절 연휴 휴무)

김영사에서 운영하는 서점이자 갤러리, 무대공연, 카페가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
입니다. 작은 음악회, 전시, 강연회, 체험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갤러리와 세미나룸은 
대관도 가능합니다. 

김영사 서점 & 갤러리 북카페 
<행복한 마음>
031-955-3155~6
운영시간  월-일 10:00-17:30

라이브러리스테이

종이의 고향이라는 뜻을 품은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은 아름다운 서가와 고서의 
향기가 함께하는 특별한 휴식 공간입니다. TV 없는 객실에서 독서의 즐거움을 만
끽하며, 단순한 하룻밤이 아닌 진정한 사유와 묵상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지향
031-955-0090 / jijihyang.com
[문발살롱] 운영시간 월-일 24시간 
(연중무휴, 투숙객에 한함) 
[지지향 프론트] 운영시간 월-일 07:00-22:00

열린책들의 소설, 인문서와 미메시스의 그래픽 노블과 예술서, 별천지의 아동서가
전시된 곳으로 미메시스 디자인의 문구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 행사 진행 시 휴관 (전화 문의 필수)

열린책들 북카페 & 아트샵 
031-955-4100
운영시간 (동절기) 수-일 10:00-18:00,
(하절기) 수-일 10:00-19:00
(월-화, 신정 명절 당일, 크리스마스 휴무)

보리출판사 건물 1층에 위치한 북카페로 누구나 편하게 책을 읽고 차를 마실 수 있는 
쉼터이자 다채로운 공연, 사진전, 강연 등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북카페 보리와 철새 

031-950-9555
운영시간  월-금 08:30-18:00,
토-일 11:00-18:00 (명절 연휴 휴무)

풀린키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로 1층부터 3층까지 층마다 다른 매력을 선보이는 
곳입니다. 특히 3층은 사색과 휴식이 필요한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아이스타일 카페 

031-943-0754 
운영시간  월-금 08:00-21:00,
토-일 10:00-22:00 (연중무휴)

사진, 건축, 예술 등 인문서적 1,000여 권이 구비되어 있으며, 다양한 조형물과 
자작나무, 수십 종의 야생화가 가득한 정원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북카페 플럼라인

031-955-0153
운영시간  월-금 12:00-18:00
(일, 명절 연휴 휴무) 
※ 토요일 단체예약 시 운영

인문사회과학 전문 출판사인 돌베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카페로, 차분하면서도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가 돋보이는 곳입니다.

북카페 행간과 여백

031-955-5029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일 10:00-19:00 (명절 연휴 휴무)

활판인쇄박물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속활자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인쇄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한지 제작, 활판인쇄, 오침제본 등 다양한 인쇄 체험이 가능합니다.  

031-955-7955 입장료 3천원
www.letterpressmuseum.co.kr
운영시간 월-일 09:00-18:00 (명절 당일 휴무)
체험시간 10:00, 13:00, 15:00, 17:00

다양한 장르와 형식의 동시대 예술을 선보이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커피와 함께 무료로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 공간입니다.

갤러리 라이크라이크 카페 

070-7596-4009
운영시간 월-금 08:30-17:30, 
토-일 12:00-18:00

양서원에서 운영하는 북카페로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의 꽃이 가득한 곳으로    
꽃 강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플라워 카페 라플로르

070-7516-1600
운영시간 월-금 10:00-16:00,
토-일 12:00-18:00

효형출판이 꾸민 공간으로 유럽의 카페에 온 것 같은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직접 제조한 팥 베이스로 만든 디저트가 주력 메뉴입니다.

북카페눈

031-955-7620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일 12:00-19:00 (명절 당일 휴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지혜의숲은 양서를 한데 모아 놓은 
공동의 서재입니다. 누구나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고, 전시와 인문학 강의 등 다양한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숲

031-955-0082
forestofwisdom.or.kr
운영시간 월-일 10:00-20:00 (연중무휴)

문자의 탄생, 종이와 인쇄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책의 역사에서부터 출판산업과   
관련된 직업(작가, 편집자, 디자이너, 마케터 등)을 다양한 체험 공간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즉석에서 책 제작이 가능한 POD센터에서 한 권의 책이 만들어 
지는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 체험료 7천원 l 매시 정각 입장, 1시간 소요 

출판산업체험센터
031-955-5959
운영시간 월-금 10:00-17:00,
토-일 10:00-18:00
※ 지혜의숲 1관 3층 위치

출판도시에 입주한 출판사가 발행한 책 속 캐릭터뿐만 아니라 영상물에 등장하는 
인기 캐릭터들과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동화 속 캐릭터들의 의상을 직접 입어볼 수 
있는 곳입니다. 3D 캐릭터 스케치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 의상 대여비 1만원(1시간), 3D펜 체험비 5천원 

캐릭터하우스

070-7815-7300
운영시간 수-일 09:00-18:00
(월, 화 정기 휴무, 명절 연휴 휴관)
※ 지혜의숲 1관 입구 맞은편 3층 위치

1897년에 설립된 근대 서점인 회동서관을 기념
하여 이름 지어졌습니다. 회동길에는 출판도시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를 비롯하여 30여 개의 출판사가 입주해 있고  

하고 있습니다.

4  회동길

1884년 출판사를 겸한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식  
민간 인쇄소인 광인사를 기념하여 광인사길이라  
명명하였습니다. 활판공방을 비롯하여 40여 개의  

 
다양한 문화공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5  광인사길

한국 출판 문화 발전을 위해 설립된 출판도시의  
심장부로, 연수시설과 숙박시설, 문화공간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국제적인  
규모의 심포지엄은 물론 공연, 전시, 인문학 강연, 
이벤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곳에서 열립니다. 

보호하고 관리하며 함께 읽는 공동의 서재입니다.

3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ㆍ지혜의숲

우리나라 첫 창작동화 <바위나리와 아기별>의 작가인 
마해송(1905-1966)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문학비입니다. 고인의 어린이 사랑과  문학적 업적을
기념하고자 건립되었습니다.

7  마해송 아동문학비

전라북도 정읍에서 옮겨온 김명관 고택의 별채로 
출판도시의 탄생과 성장을 지켜보며 세월을 지켜온 
정신적 상징물입니다. 
한옥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배치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뜻을 담았습니다.

2  김명관 고택 별채

김소월 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조성한 
다리로 진달래꽃을 형상화한 조형물과 야간조명
을 설치해 출판도시의 낭만을 더욱 깊게 해줍니다.  
김소월 시의 다리의 설치로 아시아출판문화정보
센터에서 책방거리까지 이동이 용이하게 되어  
새로운 산책로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6  김소월 시의 다리

출판도시 주변지역은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거대한 강 하류 저습지입니다. 철새 도래지이자 갈대 
군락 등 전형적인 강변습지 식생이 나타나는 곳으로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며 야생조류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강-도시-갈대샛강- 
심학산’으로 이어지는 연결 축을 형성하며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줍니다.

9  갈대샛강 산책로

‘서축공업기념관’은 출판인과 건축가의 협업을 기념하기 
위해 명명되었습니다. (사)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
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출판도시 관리센터), 파주출판
도시 조합이 위치해 있어 출판도시 발전과 입주사 복리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8  서축공업기념관 (책과 영화의 도시 건설본부)

출판도시에는 편하게 쉬며 책을 읽을 수 있는 휴게 
시설인 야외 독서문고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외문고에는 총 400권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되어 있습니다. 

10  야외독서문고

조선 숙종 때 궁궐에서 귀하게 기르던 학 두 마리가 
날아가 이곳을 찾았다고 해서 학이 찾은 산, 심학(尋
鶴)산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발 194m의   
나지막한 산으로 뛰어난 전망을  자랑하며 둘레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 힐링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11  심학산

• 은석교 :  출판계의 존경받는 어르신이신 정진숙 선생의 호를 딴 다리입니다.
• 응칠교 :  출판도시의 정신적 감리인인 안중근 의사의 어릴적 이름을 딴 다리입니다.
• 다산교 :  실학자 정약용 선생의 호를 딴 다리입니다.
• 이석교 : 우리시대 건축가 김수근 선생의 호를 딴 다리입니다.
• 노안교 :  출판도시의 생태적 환경을 상징하는 갈대(蘆)와 기러기(雁)를  

표현하였습니다.
• 심학교 : 심학(尋鶴)산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다니습있 가리다 의개41 두모 는에시도판출
건축가들이 나누어 설계한 이 다리들은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움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  출판도시 다리이야기

국내 61개의 출판사가 참여하여 만든 북소리사회적협동조합의 서점 브랜드로, 참여
사의 신간 도서와 양질의 도서를 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소리책방

031-955-0081
운영시간 월-일 09:00-18:00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1층 위치

추억과 사연이 담긴 귀한 헌책을 나누는 헌책방으로 이웃 사랑의 징검다리가 되고 
있는 아름다운 가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물섬 (아름다운 가게 헌책방) 

031-955-0077
운영시간  화-일 10:30-18:00
(월, 공휴일 휴무)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2층 위치

한 권의 책도 귀하게 다루는 곳으로 북카페 블루박스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 예술,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문발리헌책방골목 북카페 블루박스 

031-955-7440
운영시간 월-금 10:00-18:00,
토-일 10:00-19:00

책방

갤러리 • 박물관 

도서출판 박영사가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회화, 조형, 설치미술 등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여 출판도시의 예술, 문화, 교육 콘텐츠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갤러리박영
031-955-4071~4
www.gallerypakyoung.com
운영시간  월-토 11:00-18:00 관람료 무료
(일, 공휴일, 명절 휴관 / 전시기간 내)

로우갤러리

현대 드로잉에 대한 탐구와 동시대 예술에 대한 소통을 위한 공간입니다. 작가들의 
예술적 영감을 자유롭게 풀어내도록 전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문 문의 rawgallery413@gmail.com
www.rawgallery.info
관람료  무료
운영시간  예약제 운영 (일요일 휴관) 

열화당 발행인이 사십여 년 동안 모아 온 동서양 고서와 열화당 편집부가 소장해 온 
예술 서적들, 편집자의 눈으로 직접 고른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책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 관람료
※ www.yhdbookmuseum.com

열화당책박물관

031-955-7020~1
운영시간 월-금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휴관)
(토-일, 공휴일, 명절 연휴 휴무)

‘생각하는 종이’를 모토로 종이의 가치를 생각하며 발전해온 두성종이의 페이퍼         
갤러리입니다. 세계 각국의 최신 종이를 포함, 약 5천종의 종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인더페이퍼 갤러리 파주 
031-955-1481 입장료 무료
www.doosungpaper.co.kr
운영시간  월-금 10:00-18:00 
(토-일, 공휴일 휴무)

건축의 시인이라 불리는 알바루 시자가 설계한 미술관으로 인조광을 배제하고    
자연광을 끌어들여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빛의 향연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 관람료 성인 7천원, 학생 5천원 ※ 행사 진행 시 휴관 (공지 확인 필수) 
※ www.mimesisartmuseum.co.kr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031-955-4100
운영시간 (동절기) 수-일 10:00-18:00,
(하절기) 수-일 10:00-19:00

복합문화공간

화가의 작업실이자 어반스케치, 전시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화가작품의 밑그림에 
수채화 색칠 후 액자에 넣어가는 컬러링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북플러스 
02-338-1405 
인스타그램 @sketchbook_plus
운영시간  월-금 10:00-16:00,
토-일 11:00-17:00 

독립 디자인 배움터 PaTI는 그래픽 디자이너 날개 안상수와 여러 스승들이 뜻을  
모아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다움(정체성)에 바탕으로 한 교육을 

합니다.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PaTI)
031-955-9254
방문의 날 매주 수-목 16:00  
(1,2월은 운영 안함)
방문 신청 www.pati.kr/pati-visit

스튜디오 KKI

크리에이터이자 아트디렉터 이광기가 운영하는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시민들의    
생활 속 영속적인 예술문화 생태계를 목표로 공간 대관 및 갤러리 운영, 예술인 발굴

031-8071-8822
운영시간  월-금 10:00-18:00 
(토-일, 공휴일, 명절 연휴 휴무)

세상에서 단 하나의 수공예품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복합 테마공간입니다. 도자기
를 주제로 도예수업과 일일체험, 판매샵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갤러리에서 도자기 
및 예술품들의 상설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눔아트센터

031-955-9449, 010-7636-3295
anum.modoo.at
운영시간 화-일 09:00-18:00 (월요일 휴관)

아르디움에서 운영하는 셀프 흑백사진관으로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반려동물도 촬영이 가능해 먼 지역에서도 찾아오고 있는 
핫플레이스입니다.

아르디움 흑백사진관

031-955-1521
운영시간 월-일 10:00-18:00 (명절 연휴 휴무)
이용료 2만원 (13×18cm 사진 2컷+액자 1개)

LED 제조 과정과 제품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카페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LED스퀘어 

070-4393-7834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일, 공휴일 휴무 / 사전 예약 필수)

영화사 명필름이 문화콘텐츠의 발전과 공유, 확장을 목표로 설립한 문화공간입니다. 
양질의 기획 프로그램을 상영하는 영화관과 확장된 개념의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아카이브 프로젝트] 명필름 컬렉션,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 컬렉션
     운영시간 월-일 10:00-19:00(마지막 입장 18:00 / 명절 당일 휴무)┃이용료 3천원

※ [영화사 투어] 승효상 건축가가 설계한 명필름의 공간들과 영화 아카이브 전시 등을 해설사와      
    함께 감상하는 프로그램 
    운영시간 수-목 14:00, 15:00, 16:00 / 금 10:00, 11:00, 16:00 (약 1시간 소요)
    투어비 8천원┃신청 네이버에서 명필름 투어 검색 후 예약

명필름아트센터
031-930-6600
mf-art.kr 
운영시간  토-일, 공휴일 1일 4회 상영
(영화관 홈페이지 참조)

복합문화공간

군자출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카페로 200인치 대형스크린을 통해 영화와      

메디테리움 북카페 

070-4201-6424
운영시간  월-일 10:00-19:00
(명절 당일 휴무)

영화사 명필름이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인 명필름아트센터 1층에 위치한 북카페로 
영화, 건축, 디자인을 테마로 한 서적들을 만나볼 수 있는 확장된 개념의 북카페입니다.

카페 모음 

031-930-6540
운영시간  월-일 10:00-19:00 
(명절 당일 휴무)

목공 북카페 목요일

031-955-9660, 010-4126-6127
운영시간  월-금 09:00-19:00 
(토-일, 공휴일, 명절 연휴 휴무)

이병률 시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바리스타가 로스팅한 신선한 커피와 함께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저자 사인회, 북 콘서트 등의 행사도 열립니다.

마이달링커피

031-8071-8689
운영시간 월-일 11:00-19:00
(명절 당일 휴무)

마치 갤러리에 들어선 기분이 들게 하는 곳입니다. 다양한 원두의 드립커피는        
물론 감각적인 오브제들과 여유로운 테이블 배치, 통창으로 들어오는 햇살과 중정
등 다채로운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플랫

070-4155-0303
운영시간 월-금 10:00-17:00
토-일, 공휴일 11:00-19:00
(명절 당일 휴무)

북카페 뚜르 드 까망

천장에 매달린 자전거, 바닥에 그려진 비행기, 벽면의 세계지도 등 여행소품이    
가득한 곳으로 각 나라별 가이드북과 다양한 여행서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031-955-9560 
운영시간 월-금 09:00-22:00,
토-일 11:00-19:00
(토-일 오픈 여부 전화 문의)

북카페 • 갤러리 카페

하고 있으며 스터디와 모임이 가능한 세미나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하우스 파랑 

031-955-9115
운영시간 월-일 09:00-19:00

경인문화사가 운영하는 '문화가 있는 갤러리 카페'로 모임이 가능한 회의실,  
야외테라스 등 다양한 공간에서 직접 로스팅한 신선한 커피와 함께 누구나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갤러리 카페 종이와 나무 

031-955-9210
운영시간  월-일 09:30-19:30
(명절 당일 휴무)

수천여 점의 엔틱 소품과 100여 년이 넘은 고풍스러운 가구들이 가득한 카페로   
매장에서 직접 담근 과일 수제차와 스페셜 음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카페뮤지엄 

031-8071-8892
운영시간  월-금 10:00-18:00, 
토-일 12:00-18:00 (명절 당일 휴무)

디자인문구 회사 아르디움에서 운영하는 갤러리 카페입니다. 아르디움의 전 제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으며, 직접 로스팅한 커피는 물론, 소프트 아이스크림 맛집으로도 
유명합니다.

아르디움 갤러리 카페

031-955-1521
운영시간  월-일 08:30-20:30
(명절 연휴 휴무)

다양한 재료와 재미있는 수업으로 아이들의 창의성을 깨워주고 행복감을 더하는  
창의 공방이자 감성 놀이터입니다. 도예, 원예, 미술, 퍼포먼스, 흙 놀이 등 다양한 
수업을 진행합니다. 

모모아트

031-955-9119 
운영시간  (단체)월-금 10:00-16:00,
(개인)토-일 11:00-17:00
체험료 1만 8천원부터 (체험별 상이) 

군자출판사가 운영하고 있는 복합 의학 문화공간으로 의학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의학지식을 만화 캐릭터로 설명한 아트월 감상과 심폐소생술, 
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아이와 함께 다양한 의학 관련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의학역사박물관 메디테리움
031-955-9199 ※ 사전 문의 필수   
www.mediterium.co.kr 
운영시간 화-일 10:00-18:00 이용료 9천원
(월, 명절 당일 휴관) 

어린이의 눈높이와 동심을 구현한 국내 최고의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대교의

카페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있는 문화피크닉 중심지입니다. 
※ traumwelt.daekyo.com ※ 공연이 없을 경우 주말, 공휴일 카페 휴무 

대교 트라움벨트
031-940-3910 (월요일 휴관)
[공연장] 운영시간  공연별 상이 
031-940-3942 (월요일 휴무)
[트라움 카페] 운영시간 월-금 08:00-17:00

공연장 • 박물관 • 영화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