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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괴물
http://sculture.seoul.go.kr

일   시  1.7(목)~2.14(일) 09:00~18:00       

장   소  서울시청 8층 하늘광장 갤러리

문   의  2133-5641 

입장료  무료 

내   용  차갑게 우뚝 서 있는 서울의 건축물들을 소재로 

         본래의 자리를 이탈하여 다른 것들과 합체되었을 

         때의 낯설고 생경한 모습을 표현한 작품

선사고대기획전
<왕의선물:사여품–백제의 중앙과 지방>
http://baekjemuseum.seoul.go.kr

일   시  12.29(화)~2.28(일) 09:00~21:00

         (주말, 공휴일 09:00~18:00) 

장   소  한성백제박물관 기획전시실

문   의  2152-5915 

입장료  무료 

내   용  백제 한성기 지방지배 방식을 소개하고 사여품

          출토 고분의 발굴모습을 현장감있게 보여주는 전시

알렉산드로 멘디니展
-디자인으로 쓴 시
http://www.ddp.or.kr

일   시  10.9(금)~2.28.(일) 10:00~19:00 

         (수, 금 연장운영 21:00)      

장   소  DDP 배움터디자인전시관

문   의  2153-0000 

입장료  일반 14,000원, 대학생 12,000원, 청소년 10,000원,

         어린이 8,000원 

내   용  세계적인 디자이너 알레산드로 멘디니의 초대형 전시

☎ 120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sculture.seoul.go.kr), 

서울문화포털(http://culture.seou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성백제]왕의 선물_포스터 수정_1222_최종.indd   2 2015-12-22   오후 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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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의 음악극장 - 맥베스
http://www.seoulphil.or.kr

일   시  2.25(목) 20:00       

장   소  한국예술종합학교 KNUA홀(서초동)

문   의  1588-1210 

입장료  전석 2만원 

내   용  R. 슈트라우스, 맥베스

도밍고 힌도얀의 영웅의 생애
http://www.seoulphil.or.kr

일   시  2.12(금) 20:00       

장   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   의  1588-1210 

입장료  70,000원(R석), 50,000원(S석), 30,000원(A석),

         20,000원(B석), 10,000원(C석) 

내   용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R. 슈트라우스, 영웅의 생애

세종카메라타 오페라 시리즈 Ⅱ
<열여섯 번의 안녕>
http://www.sejongpac.or.kr

일   시  2.26(금)~2.27(토) (평일 19:30, 토 15:00)     

장   소  세종M씨어터

문   의  399-1000 

입장료  70,000원(R석), 50,000원(S석), 30,000원(A석) 

내   용  2015년 두 번째 세종카메라타 리딩공연을 통해 

         선정된 초연작

※ 본 프로그램 및 세부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일부 프로그램 

조기 예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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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근초고'
http://baekjemuseum.seoul.go.kr

일   시  2.6(토), 2.10(수), 2.14(일), 2.21(일), 2.28(일),

         3.1(화)/14시, 16시       

장   소  한성백제박물관 강당(백제홀)

문   의  2152-5814 

입장료  무료 

내   용  2천년 백제의 수도 한성을 주제로 한 흥미롭고

          재미있는 뮤지컬 '근초고'

토요일은 청이 좋아
http://seoulcitizenshall.kr

일   시  2.27(토) 13:00~18:00

장   소  시민청 활짝라운지(B1)

문   의  739-5818 

입장료  무료 

내   용  재미있는 문화공연과 시민이 함께 모여 더 나은 

          서울을 상상 및 실현시키는 시민 소통의 날

활력콘서트
https://seoulcitizenshall.kr

일   시  평일: 12:00/12:30, 주말: 11:00-19:00  

장   소  시민청 활짝라운지(B1)

문   의  739-0057 

입장료  무료 

내   용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는 시민청예술가들이 펼치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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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도시괴물
1.7(목)~2.14(일)       
09:00~18:00

서울시청 8층 
하늘광장 갤러리

무료

차갑게 우뚝 서 있는 서울의 건축물
들을 소재로 본래의 자리를 이탈
하여 다른 것들과 합체되었을 때의 
낯설고 생경한 모습을 표현한 작품

2133-5641

서울시

시민청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활력콘서트
평일: 12:00~12:30 
주말: 11:00~19:00

활짝라운지(B1) 무료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는 시민청
예술가들이 펼치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

739-0057

시민청 결혼식 매주 일요일 태평홀(B2)
소박하지만 합리적이고, 
개성과 나눔이 있는 결혼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시민청 결혼식

739-7332

군기유적전시 상설전시
군기시유적전

시실(B1)
무료

조선시대 후기 무기제조를 하던 
관청인 군기시 건물지와 호안석출 등 
발굴현장을 그대로 축소 복원한 공간

739-9922

토요일은 
청이 좋아

2.27(토) 
13:00~18:00

활짝라운지(B1) 무료
재미있는 문화공연과 시민이 함께 
모여 더 나은 서울을 상상 및 실현
시키는 시민 소통의 날

739-5818

힐링프로젝트 
마음 '모네, 
빛을 그리다' 

1.23(토)~6.30(목) 소리갤러리(B1) 무료
소리갤러리 힐링공간 내 모네 
작품을 미디어로 표현한 힐링전시

739-5811

설날기념행사 2.7(일)~2.13(토)
활짝라운지, 
시민플라자

무료
설날 맞이 다채로운 공연 및 체험 
행사 

739-0057

한마음살림장

2.13(토) 
10:30~17:30 

2.27(토) 
10:30~17:30

시민플라자 
시민예술가와 공익단체의 연계를 
통해 시민소통형 장터 조성

739-5817

▲ 시민청 ▲ 시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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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세종카메라타 
오페라 시리즈 Ⅱ
<열여섯 번의 안녕>

2.26(금)~2.27(토)       
평일 19:30
토 15:00

세종M씨어터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2015년 두 번째 세종카메라타 리딩
공연을 통해 선정된 초연작

399-1000

세종카메라타 
오페라 시리즈 Ⅱ 
<달이 물로 걸어오듯>

2.19(금)~2.21(일)       
평일 19:30
토,일 15:00

세종M씨어터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2013년 리딩 공연을 통해 선정된 작품
으로, 2014년 초연 후 호평과 함께 더욱 
탄탄해진 무대로 재공연

399-1000

서울역사박물관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아빠와 함께하는 
전시체험

1.4(일)~12.27(화)       
매주 화요일 주1회 
(19:00~20:00)

상설전시실 무료

부모와 자녀가 박물관 도슨트의 
전시해설을 들으며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느낀 것을 서로 
이야기로 나누는 프로그램

724-0199

한양도성박물관 
특별전 

<도성일관 都城一觀>

11.6(금)~2.14(일)       
09:00~19:00
(월요일 휴관)

한양도성
박물관 

기획전시실
무료

19세기 말~20세기 초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여행기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 
재조명한 근대 한양도성의 모습전시

724-0243

서울2000년역사
문화특별전 
<경희궁>

12.11(금)~3.13(일)       
09:00~20:00
(월요일 휴관)

기획전시실A 무료

조선시대 경희궁의 창건부터 
현재까지 훼철과 복원의 과정을 
재조명해 궁으로서의 위상 및 
역사성을 회복하는 전시

724-0274

서울-오덴세
국제교류전 

<안데르센 이야기>

12.4(금)~2.21(일)       
09:00~20:00
(월요일 휴관)

기획전시실B 무료

덴마크 오덴세시립박물관과의 
교류전으로 19세기 덴마크 동화
작가 안데르센의 생애와 그의 
작품 전시

724-0274

레고, 안데르센과 
만나다

12.4(금)~2.21(일)       
09:00~20:00 
(월요일 휴관)

로비전시실 무료
<안데르센 이야기>연계 전시로 
안데르센의 동화 장면을 재현한 
레고작품 전시

724-0274

▲ 서울역사박물관▲ 세종문화회관 ▲ 서울역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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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뮤지컬 '근초고'
2.6(토), 2.10(수), 
2.14(일), 2.21(일),
2.28(일), 3.1(화)

박물관 강당 무료
2천년 백제의 수도 한성을 주제로 한 
흥미롭고 재미있는 뮤지컬 '근초고'

2152-5814

선사고대기획전 
왕의 선물: 사여품

12.29(화)~2.28(일)       기획전시실 무료
백제 한성기 지방지배 방식을 소개하고
사여품 출토 고분의 발굴모습을 현장
감있게 보여주는 전시.

2152-5915

특별전 
연계 초청강연회

2.4(목)
2.25(목)

한성백제박물관 강당 무료

2.4(목)  : 백제 장신구와 지방지배
          -이한상 (대전대학교)
2.25(목) : 삼국시대의 고리자루 큰칼
         - 구자봉 (중원대학교)

2152-5915

한성백제
금요시네마

2.5(금)~2.26(금)       
매주 금요일
18:30~20:30

박물관 강당 무료

2.5 : 카사블랑카
2.12 : 티파니에서 아침을
2.19 : 로마의 휴일
2.26 : 죽은 시인의 사회

2152-5836

다(多)함께 박물관
2.1(월)~6.30(목)       

협의 가능
박물관 교육실 
및 전시실 

무료
다문화가족과 함께 백제역사도 배우고 
각종 문화체험도 즐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2152-5836

외국인 한국역사
문화체험

2.1(월)~6.30(목)       
협의 가능

박물관 교육실 및 
전시실

무료
한국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백제
역사도 배우고 만들기도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

2152-5836

찾아가는 박물관
2.1(월)~6.30(목)       

협의 가능
장애인 및 다문화

단체 시설
무료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및 다문화단체를 
대상으로 박물관에서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하는 프로그램.

2152-5836

한성백제박물관

▲ 한성백제박물관 ▲ 한성백제박물관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SeMA 
근현대사프로젝트
<미술관이 된 

구벨기에영사관>

12.15(화)~2.21(일)       
평일 10:00~20:00
주말 10:00~18:00

월요일 휴관

서울시립 
남서울생활
미술관

무료

대한제국기에 벨기에영사관으로 
세워진 후, 현재 남서울미술관으로 
활용 중인 유서깊은 건축물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를 
담는 전시

598-6246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19 
<스탠리 큐브릭 전>

11.29(일)~3.13(일)       
평일 10:00~20:00
주말 10:00~18:00 

월요일 휴관

서울시립
미술관

서소문본관 
2층, 3층

일반인:13,000원
청소년:10,000원
어린이:8,000원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시계태엽 오렌지>,<아이즈 
와이드 셧>등을 통해 영화
사상 가장 혁신적인 영상을 
창조해낸 스탠리 큐브릭의 
작품세계를 소개하는 전시

2124-8973

서울시립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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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박물관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기획전
<청계천 복개시대>

12.1(화)~2.28(일)
평일 09:00~19:00
주말 09:00~18:00

월요일 휴관

기획전시실 무료
청계천 복개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다양한 시각으로 현재의 청계천을 
바라볼 수 있는 전시

2286-3410

서울애니메이션센터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캐릭터 체험존
1.2(토)~12.31(토)       
10:00~17:00

서울
애니메이션센터

3,000~
10,000원

페이퍼토이, 캐릭터인형, 캐릭터
우드 등을 직접 색칠하고 캐릭터를
만들어보는 만들기 체험.

3455-8341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제작 체험

1.2(토)~12.31(토)       
09:00~18:00

서울
애니메이션센터

3,000원

클레이로 캐릭터를 만들어 직접 
미니어처 세트장에서 동작을 
촬영하는 창의체험 (동영상 
편집 후 익일 메일 송부)

3455-8346

너와 나의
장난감전

'친구가 되다'

12.19(토)~2.28(일)       
09:00~18:00

서울
애니메이션센터

무료
20~30대 키덜트들과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장난감 소통 체험전시.

3455-8314

서울시립교향악단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도밍고 힌도얀의 
영웅의 생애

2.12(금)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70,000원(R)
50,000원(S)
30,000원(A)
20,000원(B)
10,000원(C)

지휘 : 도밍고 힌도얀
협연 : 김수연(바이올린)
프로그램 :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R. 슈트라우스, 영웅의 생애

1588-1210

스테판 애즈버리의 
닐센 교향곡

2.19(금)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70,000원(R) 
50,000원(S) 
30,000원(A) 
20,000원(B)
10,000원(C)

지휘 : 스테판 애즈버리
협연 : 다리아 반 덴 버르켄(피아노)
양지영(소프라노),공병우(바리톤)
프로그램 : 
버르토크, 놀라운 만다린 모음곡 
쇼스타코비치, 피아노협주곡 2번 
닐센, 교향곡 3번

1588-1210

서울시향의 
음악극장 - 맥베스

2.25(목) 20:00

한국예술
종합학교 
KNUA홀
(서초동)

전석 2만원
지휘 : 최수열
프로그램 :
R. 슈트라우스, 맥베스

158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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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간송문화 5부: 
화훼영모

10.23(금)~3.27(일)
화~일

10:00~19:00
(연장운영:수,금
10:00~21:00)

배움터 2층 
디자인박물관

일반 8,000원  
꽃과풀, 새와 짐승을 그린 
화훼 영모화를 주제로 한 
간송문화전 5부

2153-0000

알레산드로
멘디니展-

디자인으로 쓴 시

10.9(금)~2.28(일)       
화~일  

10:00~19:00
(연장운영: 수, 금 
10:00~21:00)

배움터 
디자인전시관

일 반 14,000원
대학생 12,000원
청소년 10,000원
어린이 8,000원

세계적인 디자이너 알레산드로 
멘디니의 초대형 전시

2153-0000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서울시립교향악단 ▲ 서울시립교향악단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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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상상나라 ▲ 서울상상나라

▲ 서울상상나라 ▲ 서울상상나라

서울상상나라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우주선 만들기
2월 

평일 15:30
2층

상상놀이
무료

우주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일회용 접시에 우주선을 꾸며요.

6450-9500

우주여행사
피기위기

2월 
주말 15:30

2층
아기놀이터

무료
대형동화 감상 후 엄마와
로켓발사 신체놀이를 해요.

6450-9500

날아라 UFO
2월 

주말, 10일, 
23~26일 13:00

지하1층
창의놀이실

5,000원
(어린이만)

자기장을 알아보고 둥둥 떠 있는 
UFO를 만들어요.

6450-9500

나는 나는
될 터이다

2월 
주말, 10일, 

23~26일 14:00

지하1층
표현놀이실

3,000원
(어린이만)

동화<터널>을 감상한 후, 몸으로 
표현해봐요.

6450-9500

신비한 야광 우주
2월 

주말, 10일, 
23~26일 15:00

지하1층
창의놀이실

3,000원
(어린이와 
부모)

스티로폼과 야광물감을 이용해 
나만의 우주를 꾸며요.

6450-9500

밤하늘에 별이
동동 난자 완스

주말,10일,
23~26일 12:00

지하1층
요리놀이실

7,000원
(어린이만)

별자리를 알아보고 별 모양 난자를
빚어요.

6450-9500

우주 탐험대
도시락

주말 14:00
지하1층

요리놀이실

가족당
10,000원
(2인 기준)

내가 상상하는 우주를 도시락에 
담아봐요.

6450-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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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림예술공간 고리▲ 서울대공원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2016 서울대공원 
설맞이 한마당

2.8(월)~2.10(수)       
11:00~17:00

서울대공원 
동물원

동물원 입장료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

"설에는 서울대공원에 
원숭이 보러간다 전해라~"
20여종의 다양한 원숭이가 
있는 서울대공원!
원숭이 탈춤공연도 보고 
전통놀이체험, 십이지신 
포토존에서 즐거운 새해맞이

500-7335

서울대공원

신도림예술공간 고리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고리영화방
2.3(수)~3.2(수) 
16:00~18:00

Cafe동네:북 무료

2/3 : 말할 수 없는 비밀
2/17 : 부에나 비스타 소셜클럽
2/24 : 피아니스트
3/2 : 아마데우스

867-2202

고리 오픈마이크
2.20(토)       

16:00~18:00
Cafe동네:북 무료

다양한 뮤지션과 아티스트들의 
온기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고리 오픈 마이크!

867-2202

고리기획전
우리(두번째이야기) 
신주욱,홍단단 

2인전

2.21(일)~3.5(토) 
10:00~20:00

다목적홀
A,B

전시관람
무료

부대행사 
체험비 
8,000원

이야기가 있는 2인 전시회
신주욱 - “꽃과 아이콘들”
홍단단 - “숲과 사람들”

867-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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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창작공간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안데스
<시체옷>

2.05(금) 20:00 
2.06(토) 17:00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미정
유망예술지원사업 문래예술공장 MAP 
다원예술분야 선정예술가 안데스의 
공연.

2676-4333

김미란
<구직>

2.02(화)~2.05(금)
20:00

문래예술공장 
스튜디오M30

미정

유망예술지원사업 문래예술공장 MAP 
다원예술분야 선정예술가 김미란의 
공연. 미셸 비나베르의 <구직>이라는 
작품을 선보일 예정

2676-4333

황민왕
<이음굿 

첫번째거리 
컴컴한 숲의
방랑자>

2.12(금) 20:00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미정
유망예술지원사업 문래예술공장 MAP 
전통기반창작예술분야 선정예술가 
황민왕의 공연.

2676-4333

파트타임스위트 
<가제 : 뮤직
XXX비디오>

2.19(금) 20:00 
2.20(토) 17:00,      
　　　　　20:00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미정
유망예술지원사업 문래예술공장 MAP 
다원예술분야 선정예술가 파트타임스
위트 공연.

2676-4333

밈미우 
<#0000AA>

2.27(토) 19:00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미정
유망예술지원사업 문래예술공장 MAP 
다원예술분야 선정예술가 밈미우의 
전시.

2676-4333

소액다컴 
<확장되는 경계 : 
서울의 백과사전적 
이미지_박정훈>

1.28(목)~2.3(수)
서교예술실험센터
지하다목적실

무료

서울의 잡다한 이미지를 수집하여 
그 속에서 어떤 이미지의 통일성,  
더 나아가 서울이라는 공간간의 
성격을 드러내는 전시

333-7218

소액다컴
<무신경적

착복에 대한 
신경질적 텍스
타일디자인_
지호인>

2.4(목)~2.14(월)
서교예술실험센터
지하다목적실

무료
매사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수동적이고
소비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전시 

333-7218

신당창작
아케이드  

7기 입주작가
공모사업설명회

2016.2월중 
(1째주, 날짜미정)

신당창작아케이드 -

공예 중심 창작공간인 신당창작아케
이드에 입주하여 창작공방 시설 및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의 기회를 제공
하는 입주 공모 및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2232-8834

하늘공방 
프로젝트 

<PROCESS>전

1.29(금)~2.12(금) 
10:00~18:00

성북예술창작센터 
갤러리 맺음

무료
하늘공방프로젝트에 1년간 참여한 
시민들의 드로잉과 결과물 전시

943-9300

<1인 1가구 
생존프로젝트>전

2.14(일)~2.22(월) 
10:00~18:00

성북예술창작센터 
갤러리 맺음

무료
생존에서 존엄으로 삶의 방향에
대한 질문을 시민들과 함께 워크숍과
전시회로 개최

943-9300

관악창작공방 
상설체험 

<천천히 가는 
편지>

1월~3월 
매주 (화)~(토)
10:00~17:00

관악어린이창작
놀이터 2층

무료
새해를 맞이하여 1년후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꾸미기 프로그램 

871-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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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극영가옥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휠링쉼터, 
영화와 차한잔 함께

2월(매주 월)
14:00~16:00

윤극영가옥
서울시민 및 지역주민과 영화상영과
함께 차한잔 나누기

070-8992-
9720

힐링다도 교실
2월(매주 화) 
11:00~13:00

윤극영가옥
30,000 
(분기당)

차 예절과 전통효 이야기에 대한 강의
070-8992-

9720

반달 글쓰기 교실
2월(매주 수) 
15:00~16:00

윤극영가옥
동화, 아동문학에 대한 교육을
기초하여 글쓰기 교육

070-8992-
9720

윤극영 
이야기 속으로

2월(매주 수) 
16:00~17:00

윤극영가옥
전시관람 및 윤극영선생과
우리 문학에 대해서 알아보기

070-8992-
9720

시낭송 교실
2월(매주 목) 
11:00~13:00

윤극영가옥
30,000 
(분기당)

시와 동시를 듣고 감상, 낭송함으로써
문학을 이해

070-8992-
9720

동화구연 교실
(오전반)

2월(매주 금) 
11:00~13:00

윤극영가옥
30,000 
(분기당)

동화, 아동문학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동화구연법과 바른말 사용 등 구연

070-8992-
9720

동화구연 교실
(오후반)

2월(매주 금) 
13:30~15:30

윤극영가옥
30,000 
(분기당)

동화, 아동문학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동화구연법과 바른말 사용 등 구연

070-8992-
9720

윤극영가옥 
가꾸기

2월 
10:00~17:00

윤극영가옥
가옥청소, 잔디 및 정원가꾸기, 
겨울 눈치우기 등 
(봉사활동시간 인정)

070-8992-
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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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극장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청춘극장 1월 
상영작

2월중 문화일보홀
전석 

2,000원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추억의 영화와 추억의 
쇼를 볼 수 있는 어르신 
문화공간

739-
5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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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브런치콘서트
<봄을 기다리는 

설레임>
2.4(목) 11:00

강남구민회관 
대공연장

15,000원

차이코프스키 - 호두까기 모음곡
중 '꽃의 왈츠'
요한 스트라우스 - 봄의 소리
왈츠푸치니 - 마농레스코 간주곡
임긍수 - 강건너 봄이 오듯 등

6712-0533

강남심포니
정기연주회제 70회

정기연주회
"Love in Classic"

2.13(토) 14:00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슈트라우스 - 일곱 개 베일의 춤, 
교향시 '돈 후안', 장미의 기사 모음곡
쇼팽 - 피아노 협주곡 제2번

6712-0533

이야기할머니
2.1(월)~2.29(월)       

15:30
정다운도서관 

어린이실
무료

동화책을 통해 다양한 놀이와
체험경험

512-9326

▲ 강남구청

강동구청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손열음 피아노 
리사이틀

2.20(토) 17:00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강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20세기에 작곡된 곡들을 중심으로
약100년 전 시대로 돌아가보는 공연

440-0500

금난새와 함께
하는 해설 음악회

2.2(화) 20:00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강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한국인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지휘자, 클래식 대중화의 선구자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440-0500

▲ 강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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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사진작가 이승욱 
초대전

1.18(월)~2.4(목)       
10:00~18:00

갤러리관악
전시실

(관악구청 2층)
무료

지역예술인을 위한 갤러리관악  
<사진작가 이승욱 초대전>

879-5606

꿈 그리고 산자락 
<이상진 전시회>

1.7(목)~2.6(토)       
10:00 ~ 18:00

EAC갤러리(감성
예술교육센터)

무료 이상진 도예전 875-3937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맛있는 마술쇼

1.21(목)~3.1(화)       
10:00/10:40/11:20/
12:00/12:40/14:00/
14:40/15:20/16:00/

16:40

나루아트센터 
전시장

어린이 18,000원
어른 10,000원
단체 11,000원

아기 돼지 삼형제, 헨젤과 그레텔, 
걸리버 여행기 등 동화 속 
이야기를 다양한 놀이와 소품으로
즐기는 어린이 체험전

2049-4700

광진구청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영상으로 보는 
지젤

2.5(금) 19:00 금나래아트홀 무료

예술의 전당의 무대, 
대형스크린을 통해 만나는 
지상에서 가장 슬프고 
아름다운 그녀 '지젤'

2627-2981

뮤지컬 All  
Shoot up(올슉업)

2월 19일 19:30
2월 20일 15:00,
         19:30

금나래아트홀 
공연장

전석 10,000원
(단체 20명 이상 

5,000원)

정신없이 신나는 록큰롤 
뮤지컬

896-8552

2월 역사문화탐방
<대학탐방 : 
고려대학교와 
고려대박물관>

2.13(토)
10:00~12:30

고려대학교 
교정 및 고려
대박물관

20,000원

대학탐방을 통해 다양한
전공 및 대학의 역할과 
의미를 알아보고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

2627-2994

금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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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작가와의 만남
<눈 오는 날>

2.24(수)
10:00~12:00

월계문화
정보도서관 
지하1층
어울림실

무료
2.2.(화) 14:00부터 홈페이지 
선착순 신청

991-0871

금난새와 함께하는 
<신년음악회>

2.24(수)
19:30

노원문화
예술회관

R석 : 50,000원
A석 : 40,000원
8세이상 관람가

지휘자 금난새와 뉴월드
필하모닉이 펼치는 환상의 
하모니!!

951-3355

도봉구청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할핀인형속
그림책 워크숍

1.13(수)~2.3(수)
16:00~18:00

둘리도서관
(둘리뮤지엄 
도서관동 1층)

참여약속비 
2,000원

생동감 있는 할핀 인형도 함께
만들고 좋은 그림책도 읽어보아요.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070-
4291-1112

인문학역사기행
(함께읽는 교과서

테마 탐방)

2.14(일)
10:00~13:00

정릉 무료
강사 : 유환주
기행장소 : 정릉 조선 최초의 퍼스트레이디
(성북구 소재)

900-1836

인형극-브레멘
음악대

1.28(목)~2.4(목)       
10:30, 11:30

도봉구
육아종합
지원센터
2층 강당

인당 2,000원재활용 인형극‘브레멘음악대’ 3494-3342

둘리 라이팅전
1.9(토)~2.14(일)
10:00~18:00

둘리뮤지엄 
기획전시실
(지하1층) 
및 로비

개인 
5,000~7,000원

단체 등 
4,000~6,000원

내용 : 둘리,또치,도우너,희동이,
고길동,마이콜의 등(燈) 전시]
(커다란 몸 전체가 반짝이는 등으로 표현)

990-2200

▲ 금천구청 ▲ 관악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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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공연예술박물관 
기획전시 안내

1.1(금)~2.28(일)
안내 참조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무료 공연예술박물관 기획전시 2280-5804

2기 오감오락
음악여행단

2.24(수)~2.27(토)  
14:00 ~ 16:00

국립극장
연습실

40,000원 2기 오감오락 음악여행단 2280-5823

마당놀이
<춘향이 온다>

1.1(금)~2.10(수)
목, 금 20:00
그 외 15:00

* 월 공연 없음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

VIP 70,000원
R 50,000원
S 40,000원
A 30,000원

마당놀이 <춘향이 온다> 2280-4114

뮤지컬 "아랑가"
2.14(일)~4.10(일)

평일 20시
충무아트홀 
중극장 블랙

66,000원
제4회 예그린 앙코르 최우수 작품
선정2015 CJ 크리에이티브 마인즈 리딩 공연

541-7110

종이클레이
탈만들기

1.2(토)14:00~15:30
1.16(토)10:30~12:00
2.6(토)14:00~15:30

종이나라박물관 10,000원 기초강의, 작품만들기, 박물관 관람 2279-7901

전통체험 한지뜨기
체험교육

12.28(월)~2.5(금)       
1회 10:30~12:00 
2회 13:00~14:30 
3회 15:00~16:30

종이나라박물관 10,000원 기초강의, 작품만들기, 박물관 관람 2279-7901

<오늘은 나의 무대 2: 
보물상자 대탐험>

7.21(화)~2.28(일)       
10:00~18:00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무료
6-9세를 대상으로 탐험을 통해 장신구를 
소재로 한 여러 가지 놀이와 무대를 
체험해보는 전시

2280-5804

중구청

종로구청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청년 박노수를 
말하다

'15.9.11(금)
~'16.8.28(일)       
10:00~18:00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성인 : 2,000원 
청소년 1,200원 
어린이 : 800원 

화가 박노수의 연대별 기획전 중 
첫번째 전시 2148-4171

윌리엄 
켄트리지(William 

Kentridge)

12.1(화)~3.27(일)       
10:00 ~ 18:0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제2,3,4전시실
4,000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역사 속에서
인권의 문제를 다룬 윌리엄 
켄트리지(1955년생)의 대규모 
개인전

3701-9500

행복
2.5(수)~12.31(일)
홈페이지 참고

단막극장

30,000원 
( 1,000일 돌파 

공연할인 이벤트
평일: 10,000원  
주말: 13,000원)

서로는 잘 알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몰랐던 부부

010-
3595-
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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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청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전통놀이와 
함께하는

신나는 겨울방학

1.8(금)~2.5(금)       
11:00~13:00

신월5동도서관 무료
재미있고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보고, 듣고, 만들고, 직접 놀이

2620-3103

겨울방학특강 
[Into the 그림책]

1.8(금)~2.26(금)       
16:00

개울도서관 무료
개울도서관에서 주관하는 겨울
방학특강 [Into the 그림책]!!

2696-8910

歷史 Cafe (2분기:
남북극시대~고려시대)

프로그램 안내

12.1(화)~2.29(월)       
10:30~12:20

개울도서관 무료
역사를 정리하고 토론하는 과정
에서 현실을 해석하는 새로운 
시각과 능력함양

2620-3103

2016
정월대보름 행사

 2.20.(토) 
14:00~19:30

안양천 둔치
(신정교 아래)

무료
길놀이행사, 쥐불놀이, 연날리기, 
떡메치기, 달집태우기 등

2620-
3408

영등포구청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이동엽의 힐링
토크콘서트

2.20(토) 19:30 영등포아트홀
R석 30,000원
S석 20,000원

텔레비젼에서 볼 수 없었던
생생한 웃음을 전달

2629-2218

여의도국회
40주년기념전시

'15.7.1(수)
~'16.7.31(일)       
09:00~

국회헌정
기념관 지하1층 
기획전시실

무료 국회 40주년 기념전시 788-2269

▲ 영등포구청▲ 중구청▲ 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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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다락에서 여행

9.4(금)~2.28(일)       
금요일: 20:00 
토,일,공휴일: 
15:00, 18:00

퍼즐인형극장 30,000원 연극
070-8237-

6082

Mint Festa
vol. 50 ~ 
special 
weekend

2.19(금)~2.20(토)
17:00

KT&G 상상마당 
라이브홀

예매 
30,000원

현매 
35,000원

Mint Festa vol. 50 ~
special weekend 공연

1544-1555

THE 
SOLUTIONS 
concert 

‘JUMP’

2.13(토) 17:00
2.14(일) 18:00

KT&G 상상마당 
라이브홀

예매 
55,000원

현매 
60,000원

THE SOLUTIONS concert 
‘JUMP’공연

322-0014

서초구청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서초금요음악회
<영화 속의 클래식>

2.26(금) 19:30
서초구민회관 

대강당
무료 영화 속 익숙한 클래식명곡 2155-6202

서초금요음악회
<첼리스트

김규식과 무누스 
앙상블>

2.19(금) 19:30
서초구민회관 

대강당
무료

첼리스트 김규식과 ‘천재적인 재능
을 가진’이라는 라틴어의 어원을
가진 ‘무누스’ 앙상블이 창의적으로 
선보이는 클래식, 재즈, 크로스오버

2155-6202

서초금요음악회
<뮤지컬팝스 

신나는 음악회>
2.12(금) 19:30

서초구민회관 
대강당

무료

아람 하차투리안의‘Sabre Dance’, 
오펜바흐의 오페라 천국과 지옥 중 ‘캉캉’, 
뮤지컬 레미제라블 ‘On My Own', 
맘마미아 ‘Dancing Queen'

2155-6202

제10회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2.21(일)
15:00~20:00

양재천 
수영장 앞

무료
세시민속놀이(투호, 윷놀이, 널뛰기, 
쥐불놀이, 축하공연, 먹을거리장터,
달집태우기, 지신밟기, 불꽃놀이 등

2155-7887

▲ 서초구청 ▲ 서초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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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방학
<토요 문화행사> 

1.16(토)~2.27(토) 
15:00

국립한글박물관 
나눔마당(별관)
‘라’/강의실 2

무료

1월 16일, 30일: 전래동요와 
함께하는 전래놀이
2월 13일, 27일: 구연동화
전래동화를 주제로 다양한
소품이 함께하는 구연동화

2124-6292

제프버넷
내한공연

2.12(금) 20:00
2.13(토) 19:00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

R석 121,000원 
S석 110,000원 
A석 99,000원

유니크하고 감각적인 사운드, 
감미로운 목소리 제프버넷
내한공연!!

1544-1591

레미제라블

11.28(토)~3.6(일)       
화,목,금 20:00 
수 15:00, 20:00 
토 14:00, 19:00  
일 15:00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VIP석 140,000
R석 110,000
S석 80,000
A석 60,000

숨이 멎는 감동, 레미제라블!
전세계 가장 위대한 명작!

547-5694

서대문구청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콘서트뮤지컬
“언제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있었나요” 
(부제: 뮤지컬 언행)

1.15(금)~3.31(목)       
평일 19:30

(월, 설연휴 제외)
토 15:00, 19:00

신촌 M Stage
비지정석 
35,000원

국내에서 가장 긴 3시간의 러닝타임
국내에서 관객소통이 가장 
많이 있는 공연

070-7787-
2356

우리가 처음
사랑했던 소년

1.13(수)~4.30(토)       
수,금 20:00
토 16:00, 19:00

신촌 아트레온 
무빙온

전석 
30,000원

인터넷 소설로 주목 받았던 
문혜미 작가 원작 소설
[이차성징]이 명품 성장
코믹드라마 
[우리가 처음 사랑했던 소년]
으로 재탄생

556-0508

꿈과 도전의 대역사 
신촌캠퍼스 기념 특별전

5.18(월)~5.31(화)       
월~금 09:30~16:30
토 09:30~12:00

이화역사관
전시실

무료
신촌캠퍼스 조성 80주년
기념 특별전

3277-3195

▲ 서대문구청 ▲ 용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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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달력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3 4 5 6
김미란 <구직>       
문래예술공장 스튜디오M30

한상이 개인전           
서교예술실험센터 지하다목적실

소액다컴<무신경적    
착복에 대한 신경질적 
텍스타일디자인_지호인>  
서교예술실험센터 지하다목적실

안데스 <시체옷>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7 8 9 10 11 12 13
2016 서울대공원
설맞이 한마당
서울대공원 동물원

도밍고 힌도얀의 영웅의 생애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황민왕                   
<이음굿 첫번째거리         
: 컴컴한 숲의 방랑자>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한마음살림장

14 15 16 17 18 19 20
<1인 1가구 생존프로젝트>전 
성북예술창작센터 갤러리맺음

세종카메라타       
오페라시리즈 Ⅱ       
<달이 물로 걸어오듯 >   
세종M씨어티 

스테판 애즈버리의

닐센교향곡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1 22 23 24 25 26 27
서울시향의          
음악극장 - 맥베스                  
한국예술 종합학교 
KUNA홀 (서초동)

세종카메라타       
오페라시리즈 Ⅱ       
<열여섯 번의 안녕>   
세종M씨어티

토요일은 청이 좋아 
활짝라운지(지하 1층)

한마음살림장          
시민플라자

밈미우                    
<#0000AA>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28 29

창

창

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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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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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서울시/시민청
서울도서관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립미술관/북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창작공간
청춘극장
서울의공원
서울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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