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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 어린이날, 서울은 '어린이 천국'

- 미술관․박물관․공연장: 클래식, 구연동화 등 어린이 맞춤형 문화행사

→ 세종문화회관: 천원의 행복 어린이 클래식, 가족무용극, 미니서커스 등

→ 서울시립미술관: 야외음악회 , 서울역사박물관: 추억의 문화장터

→ 5호선발산역, 7호선까치울역등 지하철역에서어린이날 나눔행사, 게릴라콘서트

→ 남산 애니메이션센터에서 ‘꼬마버스 타요’와 함께 하는 남산나들이

- 공원: 어린이대공원, 북서울꿈의숲 등에서 자연과 함께 건강한 어린이날을

→ 어린이대공원: 공룡 퍼레이드, 정명훈 지휘자의 어린이날 음악회 등

→ 보라매공원: 가족사진 촬영, 공기놀이․딱지치기 등 보라매 패밀리 축제

→ 한강공원: 고덕 숲속올림픽, 난지 생명나눔축제, 암사 도전 한강벨 등

- 자세한 문의 서울시 홈페이지, 해당기관 홈페이지, 120 다산콜센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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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5일 ‘어린이날’, 서울 곳곳은 서울시가 풀어놓은 선물 보따리로

‘어린이 천국’이 된다.

□ 서울시는 2013년 어린이날을 맞아 미술관․박물관․공연장․공

원․거리․지하철역 등 서울시내 곳곳에서 펼쳐지는 저렴하면서도

유익한 총 52개 문화행사를 시민들에게 30일(화)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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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박물관․공연장: 클래식, 구연동화 등 어린이 맞춤형 문화행사  

□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클래식, 미술전시회, 가족무용극, 구연동화

등 품격 있는 문화 나들이를 즐기고 싶은 가족들은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등을 찾아보자.

<세종문화회관: 천원의 행복 어린이 클래식, 가족무용극, 미니서커스 등>

□ 우선, 세종문화회관은 저렴한 비용으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는

‘천원의 행복 <어린이 클래식>’과 가족무용극 <춤추는 허수아비>,

광화문 문화마당 특별행사 등을 선보인다.

□ ‘천원의 행복 <어린이 클래식>’은 5.5(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전석 1,000원으로 특별한 음악회를 맛볼 수 있으며,

평소 초등학생 이상만 입장할 수 있는 기준을 이날 공연만 특별히

4세(36개월)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낮췄다.

○ 대학생으로 구성된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단(지휘자 김지환)이 연주

하고,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이 아름다운 동요메들리를 들려주며,

샌드애니메이션 영상을 배경으로 ‘동물의 사육제’가 연주되는 등 다

소 어려울 수 있는 클래식 음악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다.

○ 이번 공연은 5월 1일(수)부터 2일(목)까지 ‘천원의 행복’ 홈페이지

(http://happy1000.sejongpac.or.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

으며, 당첨자는 5월 3일(금) 오후 3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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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서울시무용단이 준비한 가족무용극 <춤추는 허수아비>를

5.1(수)~5.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만날 수 있다.

□ <춤추는 허수아비>는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허수아비’를 소재로

부동산 개발에 맞서 고향을 지키려는 이야기를 코믹하게 풀어낸 이

야기다.

○ 공연시간은 5.1(수)~5.2(목) 오후 7시 30분, 5.3(금)~5.4

(토) 오후 3시/ 7시 30분, 5.5(일) 오후 2시/6시이며, 관람료는

10,000원~30,000원으로 만 5세 이상이며 누구나 관람 가능하

다. 특히 가족단위 관람객을 위해 3인 가족티켓, 4인 가족티켓도

마련되어 있다.

□ 5.4(토)~5(일)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무대에서 ‘광화문 문화

마당’ 어린이날 특별공연 <온 가족을 위한 마임&미니서커스>도 무

료로 제공된다.

○ 4일(토)에는 다양한 모양의 비눗방울을 이용한 버블드레곤 ‘신용’의

<버블쇼>를 시작으로 초소형 자동차, 저글링 등으로 어린이의 시선

을 사로잡을 마린보이의 <나홀로 서커스>가 연이어 공연된다.

○ 5일(일)은 가방에서 쉴 새 없이 풍선, 사탕 등이 튀어나오는 마술

과 풍선아트, 마임 공연을 선보이는 마임이스트 강정균씨의 <신기

한 가방>과 마린보이의 <나홀로 서커스>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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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장 문 정 수

399-1140 담 당 자
박 향 미

399-1148
010-4727-7720 010-9863-0153

□ 성북구에 위치한 전통문화공연장 삼청각에서는 5월 5일(일) 오후

1시부터 놀이마당에서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음악회'가, 오후 5시

부터 일화당에선 '어린이음악극'을, 놀이마당에선 전통악기체험과

한지공예 등 각종 만들기체험이 하루 종일 무료로 진행된다.

○ 또한, 세계인이 즐겨찾는 우리 한식을 맛볼 수 있는 ‘한식당’과 차

가 있는 정원 전통찻집 ‘다원’에서 가정의달 기념 특별이벤트도 진

행되어 가족 나들이 장소로 삼청각을 찾으면 도심 속 자연에서 즐

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듯하다.

<서울시립미술관: 야외음악회 , 서울역사박물관: 추억의 문화장터 등>

□ 서울시립미술관에서도 전시 중인 미술작품을 관람하기 위해 찾아온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해 <어린이날 봄 야외 음악회>를 준비했다.

○ 당일 진행 중인 미술전시는 ‘한국대만교류전 대만현대미술전

<Rolling! Visual Art in Taiwan>’과 ‘격동기의 혁신예술 전국

시도립미술관 네트워크 하정웅 컬렉션 특선전’이다.

□ <어린이날 봄 야외 음악회>는 5.5(일) 오후 3시부터 1시간에 걸쳐

실내악단 ‘더콰르텟프로젝트팀’과 ‘피들스 앙상블’의 공연으로 진행되

며, 베토벤의 현악 4중주 18번, 드보르작의 현악 세레나데, 그리그

의 2개의 슬픈 선율 등 귀에 익숙한 클래식 곡과 함께 영화 ost

‘여인의 향기’, 폴카, 왈츠, 동요, 아리랑 등을 쉽고 즐겁게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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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미술관
교육홍보과장 김 동 원

2124-8912 담 당 자
변 지 혜

2124-8928
010--8263-1912 010-2783-8605

서울역사박물관 
고객관리팀장 김 현 정

724-0171 담 당 자
강 병 욱

724-0102
010-2049-8083 010-3299-7631

□ 서울역사박물관은 광장, 로비, 강당 등 전 공간을 활용해 곳곳에서

공연, 장터, 전통놀이,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어린

이날 문화행사 <추억의 문화장터>를 5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다.

□ <추억의 문화장터>에선 어린이들을 위한 미디어 퍼포먼스 ‘상상카메

라’와 풍선마임 · 비눗방울쇼를 보여주는 ‘벌룬버블쇼’ 등의 공연과

홍대 예술시장과 연계한 수제 장식물, 악세서리, 공방물품 등을 선

보이는 프리마켓 ‘문화장터’, 비석치기·굴렁쇠 등 전통놀이체험, 가

족퀴즈대회 등이 펼쳐진다.

□ 또한 어린이날을 맞아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후원하는 ‘검은 대륙

의 희망, 아프리카 어린이 - UNICEF사진전’이 개최된다.

□ 이 밖에도 70~80년대 장터문화를 되돌아 볼 수 있도록 옛날장터

국수, 닭강정, 어묵, 떡볶이 등 전통시장 상인들이 직접 판매하는

영천시장 먹거리 체험프로그램도 마련해 어른들에게는 옛 향수를,

어린이들에게는 엄마, 아빠 세대의 색다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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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문화관
관장 한 은 희

2286-3401 담 당 자
박 민 아

2286-3434
010-2367-4415 010-4426-7511

<청계천문화관: 헨젤과 그레텔 구연동화&과자집 만들기 체험, 샌드아트콘서트 등>

□ 청계천문화관은 <헨젤과 그레텔> 구연동화와 함께 과자집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프로그램과 청계천 광장 일대에서 펼쳐지는 참여

형 거리극 <바람노리>, 청계천문화관 강당에서 열리는 <샌드아트

콘서트> 등 3개 문화 보따리를 풀어놨다.

○ <헨젤과 그레텔> 구연동화는 오전 11시 청계천문화관 북카페에서

열리며, 구연동화가 진행되는 동안 동화 속 작은 과자집을 직접 만

들어보는 시간도 함께 갖는다. 구연동화는 인터넷 사전예약(20명,

완료)으로 진행된다.

□ 참여형 거리극 <바람노리>는 오전 11시 청계천 고산자교 광장 일대

에서 펼쳐지며, 청계천의 자연 속에서 종이나비를 흔들며 걷는 체

험도 함께 즐길 수 있다.

□ <샌드아트 콘서트>는 오후 2시/4시 청계천문화관 강당에서 진행되

며, 샌드아트 공연은 물론이고 직접 해볼 수 있는 체험기회도 제공

한다. 오후 2시/4시 2회 공연되며, 오후 2시 공연은 사전 인터넷

예약(100명)이 필요하며, 오후 4시 공연은 당일 현장 접수(100

명)로 관람할 수 있다.

○ 이 밖에도 청계천문화관 로비 및 야외데크에서 아트페인팅, 필름

목걸이 만들기, 대나무 균형잠자리 만들기 체험 이벤트가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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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파이브: 문화숲프로젝트 열어 거리극페스티벌, 가든아트사파리展 등>

□ 문정동 가든파이브에서도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 가족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SH공사(사장 이종수)에서 주최하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

희)이 주관하는 문화특구사업 ‘문화숲프로젝트’는 거리의 광대와 시

민이 함께 하는 ‘가든거리극페스티벌’을 오후 2시부터 야외 중앙광

장에서, 기획 전시․체험 프로그램인 ‘가든아트사파리展’을 가든파이

브의 명소인 옥상정원에서 개최된다.

○ ‘가든거리극페스티벌’에서는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을 연극적으

로 재해석한 6m의 대형 나무꾼 줄 인형과 점핑 슈즈를 타는 사

슴 인형 등 다양한 오브제가 거리 곳곳을 따라 이동하며 공연을

펼친다.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남사당놀이 중 버나놀이를

풍물놀이와 함께 선보이는 <권원태 줄타기>를 통해 우리 줄타기의

짜릿한 재미도 즐길 수 있다.

□ 기획 전시․체험 프로그램인 ‘가든아트사파리展’도 가든파이브의 명

소인 옥상정원에서 개최된다.

○ ‘가든아트사파리展’에서는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친숙한 모습의 동

물작품들을 만날 수 있으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

어 예술가와 함께 전시공간을 꾸밀 수 있다. 체험 후에 완성된 작

품은 가져갈 수 있어 어린이날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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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 
홍보팀장 이 규 승

3290-7061 담 당 자
김 수 연

3290-7064
010-4701-8038 010-9475-5137

□ 또한, 가든파이브 아트홀에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우수가족극

초청전’으로 전통연희극 <똥벼락>을 무대에 올린다.

○ 전통연희극 ‘똥벼락’은 창작 전래동화 이야기로 관객이 무대에 오

르고 노래를 부르며 공연에 직접 참여하는 연극으로서 관객이 공

연의 한 부분으로 참여하는 색다른 기회로 아이들에게 더욱 즐거

운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 한편, ‘문화숲프로젝트’는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야외공연, 전시

및 교육․체험 등 가든파이브에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을 무료(가든파이브 아트홀 제외)로 진행하며 인근 지역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꼬마버스 타요와 함께하는 남산나들이.. 거울동굴 체험 등>

□ 5월 3일(금)부터 5일(일)까지 3일간 서울애니메이션센터에 가면

<‘꼬마버스 타요’와 함께하는 남산나들이>를 직접 즐길 수 있다.

○ 이는 서울시와 서울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지원기관

SBA(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함께 개최하는 어린이날 행사다.

○ 서울시가 대중교통시스템에 대한 친밀감 형성을 위해 애니메이션

제작비를 직접 투자한 “꼬마버스 타요”는 국내 애니메이션 대표

제작사인 ㈜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뽀롱뽀롱 뽀로로” 등)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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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고 EBS에서 절찬 방영중인 애니메이션이다.

○ 싱가포르의 아시안 TV어워드 ‘최우수 아동교육 프로그램상’ 수상

을 비롯하여 디즈니 아시아 전역에 방영되고 있고, 어플리케이션

‘타요 차고지 놀이’는 애플코리아가 선정한 교육분야 베스트 앱에

뽑히는 등 국내외에서 이미 우수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 <‘꼬마버스 타요’와 함께하는 남산나들이>는 서울애니메이션센터를

3개의 Village로 구성해 ‘꼬마버스 타요’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 먼저 야외에서 펼쳐질 Play Village에서는 ‘뚝딱뚝딱 타요’의 즐

거운 마을 만들기를 컨셉으로 캐릭터 클레이액자, 뱃지, 종이모자

등을 직접 그리고 오려붙이는 체험과 함께 페이스페인팅 이벤트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 메인 전시인 Enjoy Village에서는 ‘타요’와 함께하는 신나는

Village 투어 컨셉으로 단순히 보기만 하는 전시가 아니라 발피

아노 체험, 타요 친구들의 희망나무, 알쏭달쏭 신기한 거울동굴

체험 등 전시콘텐츠별 미션 수행을 통해 Village를 탐험하는 색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 마지막으로 Funny Village인 애니시네마에서는 재미있는 ‘타요

시네마’와 레크리에이션 컨셉으로 TV방영 에피소드 중 가장 인기

가 많은 작품 상영과 함께 경품이 제공되는 흥미진진한 퀴즈쇼,

신나는 댄스 타임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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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애니타운조성팀
팀장 박 보 경

3455-8310 담 당 자
이 진 명

3455-8314
010-3251-6492 010-5579-4174

○ 또한 "Happy City" 내 각 Village별 코너에서 다양한 체험과

미션을 수행해 스탬프 랠리를 완성하는 참가 어린이들에게는 타요

스케치북을 선물로 증정한다.

□ 시는 ‘타요’가 서울시 대중교통 애니메이션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행

사장인 남산 서울애니메이션센터를 찾아오는 지하철 서울메트로 4

호선 명동역 1번 출구에 행사 안내데스크를 설치해 스탬핑용 리플

렛을 배포하고, 서울의 대표적인 친환경 전기버스인 남산 순환버스

2번(일명 ‘땅콩버스’) 내부에 ‘타요’ 캐릭터 포토존도 함께 마련해

버스를 타는 것만으로도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진

행할 예정이다.

<5호선 발산역, 7호선 까치울역 등 지하철역에서 어린이날 나눔행사, 게릴라콘서트>

□ 멀리 찾아갈 여유가 없는 가족들은 발산역, 까치울역 등 가까운 지

하철역에서 열리는 어린이날 문화행사에 참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우선, 4일(토) 오전 10시 5호선 발산역 3번, 4번 출구에선 돈가

스아저씨와 함께하는 어린이날 나눔행사가 펼쳐져, 학용품, 티셔츠,

양말 등을 무료로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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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공사 영업계획팀
 팀장 서완석

6311-2501 담 당 자
김 진 미

6311-2512
010-8360-6972 010-6745-4520

○ 또한, 7호선 까치울역, 부천종합운동장역, 춘의역 대합실에선 복

사골 게릴라 콘서트가 4일(토) 오전 11시부터 30분씩 공연한 뒤

다음역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5일(일) 오전 11시엔

7호선 신중동역, 부천시청역, 상동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게릴라

콘서트가 펼쳐진다.

○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대합실에선 4일(토)~5일(일) 오전 10시

부터 오후 5시까지 페이스페인팅과 포토존 사진 촬영을 즐길 수

있다.

공원: 어린이대공원, 북서울꿈의숲 등에서 자연과 함께 어린이날을

□ 푸르른 신록이 가득한 봄, 어린이대공원, 북서울꿈의숲, 보라매공원

등 서울의 공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건강한 어린이날을 보내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어린이대공원: 공룡 퍼레이드, 정명훈 지휘자의 어린이날 음악회 등 축제>

□ 먼저,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 동물원과 쾌적한 자연환경 등은 물론

이고 교통편도 편리해 아이들과 함께하는 나들이 장소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어린이대공원’에선 공룡 조형물 퍼레이드, 세계적인 마

에스트로 정명훈이 이끄는 시립교향악단의 어린이날 음악회 등 <어

린이날 꿈나무 축제>를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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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무대 공연으로 오전 11시/오후 4시 각각 1시간동안 공연하

며, 오전공연은 팝페라 그룹 ‘파스타’와 브라스밴드 ‘메이킹 보이

즈’가, 오후공연은 타악 퍼포먼스 ‘드럼캣’, ‘잼스틱’이 공연을 책임

진다.

○ 또한,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공룡 조형물 및 소형 오브제 ‘익룡’을

이용한 퍼레이드는 당일 오후 2시(정문~후문)와 5시(후문~정

문) 2회 펼쳐진다.

○ ‘어린이날 음악회’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로서 저녁 7시 숲속 무대에

서 펼쳐진다. 공연 프로그램은 베토벤 교향곡 5번 1 4악장, 베토

벤 피아노 협주곡 5번 발췌,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발췌,

동요 메들리 등 다채롭게 준비했으며, 정명훈의 지휘와 피아노 조

성진, 바이올린 이수빈, 월드비전 선명회합창단의 협연, 그리고 서

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진행된다.

○ 이 밖에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대형 네모 큐브 조형물에 꿈을 적어

넣는 ‘네모의 꿈’ 이벤트, 가족 티셔츠 만들기, 바람개비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등이 마련되어 있다.

<북서울 꿈의숲: 북아트․벽화만들기․보물찾기․오감체험전시 등 체험행사>

□ 강북구 번동 북서울꿈의숲에서는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다양하게 즐

길 수 있는 공연․전시, 놀이, 체험행사를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

○ 먼저 북서울꿈의숲 잔디광장에서는 연희집단 ‘The 광대’의 ‘꿈의숲

길놀이’와 지역 초중등학교 동아리 공연이 진행되며, 한지탁본, 오

방팔찌만들기, 북아트, 벽화만들기 프로젝트, 꿈의숲 보물찾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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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후6시까지 진행된다.

○ 꿈의숲아트센터 드림갤러리에서는 DMZ 60주년을 맞아 기념 사

진전이, 상상톡톡미술관에서는 어린이 오감체험전시가 콘서트홀에

서는 36개월 이상으로 입장 가능한 유아를 위한 클래식음악회가

각각 진행된다.

<보라매공원: 가족사진 촬영, 공기놀이․딱지치기 등 보라매 패밀리 축제>

□ 동작구에 위치한 보라매공원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아 보라매청소년

수련관 주관으로 아동,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족사진

촬영, 소방대피요령, 공기놀이․딱지치기 등을 즐길 수 있는 ‘패밀

리축제’를 개최한다.

○ 지역 유관단체들과 함께 모여 개최하는 보라매 패밀리 축제는 오

후1시부터 가족사진 촬영과 함께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는 ‘행복

한 가족사진관’, 가족과 함께하는 게임, 워터타투와 풍선아트, 조

립비행기 제작 날리기, 전통 연 체험, 감정 자가진단, 동작소방서

의 화재예방과 대피요령, 공기놀이, 딱지치기, 땅따먹기 등의 놀

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 또한 오후 3시부터 서울시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무대와 키즈잉글

리쉬 공연, 방과후 아카데미(오카리나, 방송댄스)의 공연과 청소

년 동아리 공연이 진행된다.

<서울대공원: 어린이패션쇼, 댄스쇼, 전시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제돌이 콘서트도>

 서울대공원에서는 5월 4일과 5일 양일에 걸쳐 어린이패션쇼,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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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 전시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준비했다. 특히 올해는 곧 서울

동물원을 떠나 제주 앞바다로 귀향하는 제돌이의 성공방류를 위한

‘희망제돌 희망콘서트’를 올리기도 한다.

○ 동물원 내 메인무대에서는 서울동물원의 슈퍼스타 제돌이의 성공

방류를 위한 응원 음악회(5월 4일)와 어린이날을 기념해 어린이

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패션쇼, 댄스쇼(5월 5일)를 선보인다.

○ 메인전시관에서는 ‘아프리카의 영혼’ 짐바웨이 쇼나(돌조각)를 전

시하며, 포토존에서 기념촬영도 함께 진행한다. 친환경체험전시장

주변에서는 <산나물 및 쌈채소 정원전>을 통해 도시농업을 주제로

한 먹거리 농작물 및 다양한 재배법을 전시하며 온실식물원에서는

봄 야생화 및 동․서양란 등 총 300종 8,000여점이 화려한 색

채로 관람객의 눈을 매료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 100주년 기념광장에서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삐에로 등 캐릭터

들이 출연해 함께 즐기는 참여놀이 한마당이 펼쳐지고, 제돌이 인

형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나무공예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 어린이날을 맞이해 심장병 어린이 돕기 수와진 자선공연도 관람하

고, 한국사진뉴스 사진봉사단 굿맨의 포토타임 이벤트도 함께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서울숲에서는 보물찾기를 통해 장수풍뎅이 애벌레를, 생

태학습장에선 올챙이를 어린이들에게 나눠 주고, 각종 씨앗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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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도시국
공원문화팀장 조 윤 주

2133-2043 담 당 자
송 형 남

2133-2046
010-2747-8963 010-3755-6359

한 브로치만들기 체험행사도 진행한다.

○ 월드컵공원에서는 반디불이체험, 누에체험, 만화영화 상영, 자연물

만들기 등 공원을 찾은 어린이들을 위해 평화의공원과 노을공원에

서 각각 운영한다.

○ 독립공원 내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는 어린이날을 기념해 어린이

무료입장을 실시한다.

<한강공원: 고덕 숲속올림픽, 난지 생명나눔축제, 암사 도전 한강벨 퀴즈 대회>

 한강생태공원도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먼저, 고덕수변생태공원에서는 5.4(토) 14:00~15:30까지 ‘숲속

올림픽’을 열어 질경이 재기차기, 자연물 창던지기 등의 놀이․게임

을 즐긴 후, 자연물을 활용한 자연물 액자를 제작한다.

□ 또, 암사생태공원에서는 5.4(토) 14:00~15:30까지 ‘도전! 한강

벨’을 개최해 야외에서 한강과 암사생태공원에 대한 퀴즈대회를 펼

친다.

□ 난지한강공원 한강야생탐사센터에서는 5.5(일) 14:00~15:30,

16:00~17:30 2회에 걸쳐 ‘생명나눔축제’를 개최, 어린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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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프로그램
녹지관리과 나선영 3780-0846

010-9934-5635

광진교8번가 문화홍보과 김세정
3780-0796

010-7559-0221

물빛무대 문화홍보과 소진아
2133-2477

010-1238-9961

생태감성축제로서 생태퀴즈 맞추기, 버섯나무 만들기, 페트병을 이

용한 재활용 화분 만들기, 허브 및 모종 분양받기 등과 같은 다채

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광진교8번가에서는 5.5일(일) 15:30, 16:30 (30분씩) 목각인형

들의 성악 퍼포먼스와 댄스퍼포먼스가 어우러진 마리오네트 인형극

과 환상적인 디아블로 저글링 공연을 선보인다.

□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는 5.1(수) 19:00~20:00 오보에

최윤영과 이건민 재즈트리오의 재즈공연이 펼쳐진다. 온 가족이 함

께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 이밖에도 자치구 곳곳에서 어린이날 전후로 어린이를 위한 공연, 매

직쇼 등이 준비되어 있다.

○ 어린이를 위한 공연 <구름빵>이 곳곳에서 선보이는데 5.4(토) 오

후 2시/5시 금나래아트홀에서 동요콘서트 <구름빵>을, 5.4(토)

오후 3시와 5.5(일) 오후 2시/5시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

서 픽처플레이 <구름빵>을 선보인다.

○ 또한 5.4(토) 오후 3시 국민대학교 예술관 대극장에서 어린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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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무용극 <개구장이와 마법사>가 공연된다.

○ 5.4(토) 오전 11시/ 오후 2시 도봉구민회관 대강당에서는 정성모

마술사의 신개념 스토리테링 매직쇼 ‘하늘에서 과자가 내린다면’이

펼쳐진다.

□ 기타 자세한 공연 및 행사문의는 서울시 홈페이지 (http://sculture.

seoul.go.kr)와 해당기관 홈페이지 및 120 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 프로그램 등이 있어 방문 및 관람 전 확인이

필요하다.

○ 본 프로그램 및 세부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은 조기 예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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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어린이날 공원 행사 일정표

공원명  행 사 명 장소 시간  행 사 내 용  문의처

서울
어린이
대공원

꿈나무축제

열린무대 11:00~12:00 브라스밴드 ‘메이킹보이즈’, 팝페라 ‘파스타’ 공연

450-9311

열린무대 광장 12:00  40주년 기념 ‘네모의 꿈’, 바람개비 및 
 가족 티셔츠 만들기 등

정문~팔각당~
후문 14:00~15:00  공룡 조형물과 소형 오브제를 활용한 

대규모 시민 참여 퍼레이드
열린무대 16:00~17:00 ‘드럼캣’, ‘잼스틱’ 타악 공연

후문~팔각당~
정문 17:00~18:00  공룡 조형물과 소형 오브제를 활용한 

대규모 시민 참여 퍼레이드
서울시향

어린이날음악회 능동숲속의무대 19:00 서울시향 ‘어린이날 음악선물’(정명훈지휘)

서울
대공원

봄 꽃 페스티벌 온실식물원 3.29~5.5
09:00~18:00 봄 야생화 및 동·서양란 등 총300종 8,000점 

전시 등

500-7335

산나물 및 쌈채소 
정원전

친환경체험 
전시장주변

4.20~5.19
10:00~17:00 도시농업을 주제로 한 먹거리 농작물 및 다양한 

재배법 전시 등
아프리카의 영혼, 

쇼나전시 메인전시관 5월 4~5일
10:00~18:00

‘아프리카의 영혼’ 잠바웨이 쇼나 전시, 포토존 
체험 등

희망제돌 
희망콘서트

동물원
메인무대

5월 4~5일
14:00~14:40,
17:00~17:40

5월 4일 : 서울동물원의 슈퍼스타 제돌이의     
       성공방류을 위한 응원 음악회
5월 5일 :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어린이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패션쇼, 댄스쇼

동물원
길거리 한마당 100주년 기념광장 15:00~15:30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삐에로 등 캐릭터들이 

출연하여 함께 즐기는 참여놀이 한마당

열대조류관 광장
16:00~16:30 15:00~15:30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삐에로 등 캐릭터들이 

출연하여 함께 즐기는 참여놀이 한마당문화체험마당 100주년 
기념광장

어린이날 수와진 
자선 공연 동물원 꽃동산 5.5

12:00~17:00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심장병 어린이 돕기 자선 
공연을 하면서, 한국사진뉴스 사진봉사단 굿맨의 
포토타임(사진촬영) 이벤트 

북서울
꿈의숲

5월
꿈의숲에서 놀기

청운답원
볼프라자 10:00～18:00

연희집단 “The 광대”의 “꿈의숲 길놀이”
초중등학교 동아리 공연
한지탁본, 오방팔찌만들기, 북아트 등 체험
벽화만들기 프로젝트
꿈의숲 보물찾기 등 진행

2289-5401DMZ 
60주년 사진전

꿈의숲아트센터
드림갤러리 10:00~18:00

DMZ 6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근대사의 아픈 역사 
속에서 분단, 전쟁을 넘어 통일과 생명의 땅으로 
나아가는 염원을 담은 사진전

안녕음악회야 꿈의숲아트센터
콘서트홀 17:00~18:00 유아를 위한 클래식 음악회(36개월이상)

모래랑 빛이랑 상상톡톡미술관 10:00~18:00 어린이 오감체험전시
꿈에서 찾는 보물 북서울꿈의숲

방문자센터 11:00~13:00 (어린이날 특별)꿈의숲에서 숨겨진 보물을 찾고, 
어린이의 건강과 행복을 주는 장명루 팔찌 만들기 2289-4005

보라매
공원

보라매 패밀리 
축제 잔디광장 13:00~16:30 항공체험, 소방관체험 등 체험부스 운영

서울시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 청소년 공연 834-7234 
나는 미래의 

파일럿 에어파크 10:00~17:00 수송기 내부관광, 조종사복 입고 파일럿 체험
전투기와 함게하는 포토존 운영 2181-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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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전화

어린이날 봄 

야외 음악회

5.5일(일)

15:00~16:00

서울시립미

술관
없음

어린이날 맞이 클래식음악회

미술관 앞마당에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오후의 

음악회

가족모두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

2124-8928

서울역사박

물관과 

함께하는 

어린이날 

추억의 

문화장터

5.5.(일)

11:00~17:00

서울역사박

물관

광장, 

강당, 로비

무료

<공연프로그램>

벌룬버블쇼 : 생활의 달인 신용국의 벌룬버블공연

상상카메라 : 어린이를 위한 미디어, 퍼포먼스 교육 

프로그램

<문화장터프로그램>

아트마켓 : 핸드크래프트 작가들의 셀러가 되어 작품 

724-0112

<별첨2> 한강 공원 행사 일정

구분 일시 시간 내용 문의

생태

프로

그램

고덕수변

생태공원
5.4일(토) 14:00~15:30

‘숲속 올림픽’

자연물 재기차기, 창던지기, 액자만들기
426-0755

암사

생태공원
5.4일(토) 14:00~15:30

‘도전! 한강벨’

한강 및 암사생태공원에 대한 퀴즈대회
070-7788-9670

난지한강공원

한강야생

탐사센터

5.5일(일)
14:00~15:30

16:00~17:30
‘생명나눔축제’ 어린이를 위한 생태감성축제 305-1334

공연
광진교8번가

5.3일(금) 19:00~21:00 <해리포터 시리즈 3탄> 상영 3780-0796

5.5일(일)
15:30~16:00

16:30~17:00
마리오네트 인형극, 디아블로 저글링 공연 3780-0796

물빛무대 5.1(수) 19:00~20:00 오보에 최윤영과 이건민 재즈트리오 3780-0799

<별첨3> 박물관․미술관 등 어린이날 행사 일정

서울숲
곤충보물찾기 곤충식물원앞

잔디밭 11:00~13:00 곤충이름이 써진 종이를 찾은 어린이200명에게 장
수풍뎅이 애벌레 기증 460-2901

460-2905씨앗브로치만들기 커뮤니티센터옆 11:00~12:00
14:00~15:00 각종 씨앗으로 브로치 만들기(2회 진행)

올챙이나눠주기 생태학습장앞 15:00~16:00 어린이선착순 500명에게 올챙이나눠주기

월드컵
공원

어린이영화상영
평화의공원

14:00~17:00 어린이 만화영화 상영

300-5542
나무목걸이만들기 11:00~1600 자연물을 이용한 나무목걸이 만들기

꽃누르미체험 11:00~16:00 압화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페이스페인팅 11:00~16:00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페이스페인팅
반딧불이체험 노을공원 10:00~17:00 반딧불이 성충 관찰, 유충 및 먹이 관찰
누에생태체험 10:00~17:00 누에 관찰, 실뽑기, 먹이주기 체험 등

독립
공원 어린이 무료입장 서대문형무소역사관 09:30~18:00 어린이 무료입장 360-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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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및 작품설명

영천시장 : 서대문에 위치한 도심속 재래시장인 영천시장 

상인들의 다양한 먹거리 장터

옛장터 : 70~80년대 추억속 간식거리들을 모은 추억의 

장터

<체험프로그램>

추억의 놀이체험, 비눗방울체험, 근현대사 의상전시

에어바운스 놀이터

‘꼬마버스 

타요’와 

함께하는 

남산나들이

5.3(금)~5일(

일) 

10시~18시

남산서울

애니메이

션센터

5천원
캐릭터클레이액자, 종이모자뱃지만들기 체험이벤트, 

타요시네마 공연 및 상영이벤트 등

3455-8341~

2

돈가스 

아저씨와 

함께하는 

어린이날 

나눔행사

5.4(토) 오전 

10시

5호선 

발산역
무료 학용품, 티셔츠, 양말 등 무료 배부 6311-2512

복사골 

게릴라콘서

트

5.4(토) 오전 

11시

7호선 

까치울역, 

부천종합

운동장역, 

춘의역
무료 30분 단위로 역 대합실에서 게릴라 공연 6311-2512

5.5(일) 오전 

11시

7호선 

신중동역, 

부천시청

역, 

상동역

페이스페인

팅 행사

5.4/5

오전 

10시~오후 

5시

7호선 

어린이대

공원역

무료 페이스페인팅, 포토존 사진촬영 6311-2512

천원의 행복

‘어린이클래

식’

5월 5일(일)

14:00

세종문화

회관 

대극장

전석 

1,000원

세종문화회관 5월 천원의 행복

어린이날 기념 특별공연

02-399-111

4

광화문 

문화마당

5월 

4일(토)~5일(

일)

16:00~17:00

세종문화

회관

문화마당

무료
‘광화문 문화마당’ 어린이날 특별공연 <온 가족을 

위한 마임&미니서커스>

02-399-111

4

춤추는 

허수아비

5월 

1일(수)~5일(

일)

수,목 - 

19:30

금,토 - 

15:00, 19:30 

일 - 14:00, 

18:00

세종문화

회관 

M씨어터

R석 

30,000

원

S석 

20,000

원

A석 

10,000

원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비트댄스코메디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허수아비’를 소재로 

부동산 개발에 맞서 고향을 지켜내는 이야기

02-399-111

4

삼청각 

가정의 달 

문화행사

5. 5(일)

오후 

1시~6시

삼청각

무료

(한지공

예 체험 

제외)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음악회, 어린이 음악극, 

전통악기 체험, 한지공예 등 
765-3700

가든거리극

페스티벌

5.1/4/5/11/1

2

가든파이

브 

중앙광장

무료
거리광대 퍼포먼스

※페스티벌 상세 시간은 전화문의 요망
2157-8777

가든아트사

파리展

4.27~5.22

10:00~20:00

가든파이

브

옥상정원

무료 동물을 주제로 한 작품 전시 2157-8777

똥벼락 5.1~5
가든파이

브
10,000

창작 전래동화 : 배우와 관객이 함께 하는 작품

-24개월 이상관람가
2157-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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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홀

어린이날 

구연동화

‘헨젤과 

그레텔’   

5. 5(일)

11:00 ～ 

12:00

청계천

문화관

북카페

무료

동화 ‘헨젤과 그레텔’를 통해 가족애에 대해 생각

해보고, 작은 과자집을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

* 인터넷 사전예약(20명, 완료)

2286

-3402, 3452

거리극 

‘바람노리’

5. 5(일)

11:00 ～ 

12:00

청계천

고산자교 

광장 등

바람들의 숨바꼭질로 시작하여 어린이, 어른 등 

모든 관객이 청계천의 자연 속에서 종이나비를 

흔들며 함께 걷는 참여형 거리극

2286

-3434,3404

감성예술체

험

‘샌드아트 

콘서트’

5. 5(일)

14:00 ～ 

15:00,

16:00 ～ 

17:00

※ 2회 공연

청계천

문화관

강당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감동의 이야기와 

더불어 직접 샌드아트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신비로운 샌드

아트 공연 

* 14:00 공연만 인터넷 사전예약(100명)

2286

-3434,3404

아트

페인팅 5. 5(일)

10:00 ～ 

17:00

시간 중

프로그램별

각 200명 

청계천

문화관

로비 및 

야외데크

다양한 모양의 집게를 활용하여 나만의 

패션브로치를 만들어 보는 체험

2286

-3434,3404

필름목걸이

만들기

특수필름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모양과 색깔로 

아름다운 목걸이를 만들어 보는 체험

2286

-3434,3404

대나무 

균형잠자리 

만들기

잠자리 날개를 꾸며보고, 무게중심의 원리를 

이용하여 균형잠자리를 만들어 보는 시간

2286

-3434,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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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2 가든거리극페스티벌 관련사진 2.2012 가든거리극페스티벌 관련사진

3.2013 가든아트사파리展 포스터 4.가든파이브 아트홀 전통연희극 ‘똥벼락’ 포스터

<별첨3> 관련 사진

5월 특별 천원의 행복
[어린이클래식](세종문화회관
대극장)_세종문화회관

제88회 성동문화마당 영어뮤지컬
[구름빵]_소월아트홀

어린이날 문화놀이터
_ 청계천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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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숲속의무대 공연(어린이대공원) 군악대 퍼레이드(어린이대공원)

리틀엔젤스 공연(어린이대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