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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송문화전 6부 : 풍속인물화 
- 일상, 꿈 그리고 풍류
http://ddp.or.kr

일   시  4.20(수)~8.28(일) 10:00~19:00 (수,금 10:00~21:00) 

장   소  DDP 배움터 2층 디자인박물관

문   의  2153-0000 

입장료 일반 8,000원 

내   용  김명국, 윤두서, 정선, 김홍도, 김득신, 신윤복, 장승업 등 

           조선 최고의 명가들의 풍속 인물 걸작들이 한 자리에 

           모인 전시변화된 서울풍경 안에서 표현한 공간설치 작품

별별수저 EATING TOOLS
http://sema.seoul.go.kr

일   시  3.15(화)~5.15(일) 10:00 ~ 20:00 

           (주말·공휴일 10:00 ~ 18:00)

장   소  서울시립남서울미술관

문   의  598-6246 

입장료 무료 

내   용  공예, 디자인, 미디어, 설치, 조각, 회화 등의 다양한 매체로 

           식도구와 식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며 수저에 대한 

           사유를 확장시키고자 마련된 전시

서울도서관 <책을 짓다 展>  : 프랑스 국제

예술제본 비엔날레 출품작 기획전시
http://lib.seoul.go.kr

일   시  5.3(화)~5.29(일) 09:00~21:00(주말 09:00~18:00)  

장   소  서울도서관 1층 기획전시실

문   의  2133-0242

입장료 무료

내   용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책을 바라보는 관점을 

            예술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접근 방식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의 제본문화 소개 및 전시

2016 지구촌나눔한마당 축제

www.seoulfriendshipfair.org

일   시  5.7(토)~5.8(일)

장   소  서울광장, 무교동거리, 신청사, 청계로 일원

문   의  120

입장료 무료

내   용  전세계 65개국 주한외국대사관이 참여하는 

          세계음식전 및 관광홍보전, 포토존 및 지구촌나눔존, 

           퍼레이드, 한복플래시몹 등

가족오페라 <사랑의 묘약>

http://www.sejongpac.or.kr

일   시  5.4(수)~5.8(일) 평일 19:30 공휴일·주말 15:00 

장   소  세종대극장

문   의  399-1000

입장료 VIP석 120,000원, R석 8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B석 20,000원

내   용  서울시오페라단이 이탈리아 연출가 '크리스티나 

          페쫄리'와 함께 선보이는 온 가족을 위한 동화 같은 오페라

실내악 시리즈 Ⅰ 
: 미지의 세계로 여행
http://www.seoulphil.or.kr

일   시  5.22(일) 15:00    

장   소  세종체임버홀

문   의  1588-1210

입장료 R석 30,000원, A석 10,000원 

내   용 스메타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2개의 소품

          ‘나의 조국으로부터’ 

          하스, 윈드 오중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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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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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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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수 있습니다.



4    55월 문화예술 프로그램May, 2016

세종체임버홀 개관 10주년 

기념공연 <디케이드>
http://www.sejongpac.or.kr

일   시  4.28(목) 19:30 / 4.29(금) 19:30 / 

         4.30(토) 17:00 / 5.1(일) 15:00

장   소  세종체임버홀

문   의  399-1000

입장료 R석 50,000원, S석 40,000원

내   용  세종문화회관클래식 전용홀 ‘세종체임버홀’의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함께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펼쳐지는 6일 간의 기념 공연

2016 서울드럼페스티벌
http://seouldrum.go.kr 

일   시  5.27(금)~28(토)

장   소  서울광장

문   의  070-5057-2722

입장료  무료 

내   용  메인공연(해외4, 국내4)

           부대공연(아마추어팀)

           공연연계참여프로그램 등

한성백제박물관 

사계콘서트 '여름'
http://baekjemuseum.seoul.go.kr

일   시  5.29(일) 17:00~18:30 

장   소  한성백제박물관 강당

문   의  2152-5836

입장료  무료 

내   용  박물관 사계콘서트 '여름' 첫 공연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 이수자 홍종진 교수      

           초청 음악회

서울시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제5회 서울
도시농업박람회

5.19(목)~5.22(일) 어린이대공원 무료
"오색오감으로 즐기는 도시농업". 
오색힐링존, 오감체험존 등

2133-5432

2016 지구촌
나눔한마당 축제

5.7(토)
11:00~20:00, 
(개막식 16:00),

5.8(일) 
11:00~17:30

서울광장, 신청사, 
무교동 거리 및 
청계로 일원

무료

전세계 65개국 주한외국대사관이 참여
하는 세계음식전 및 관광홍보전, 
포토존 및 지구촌나눔존, 퍼레이드, 
한복플래시몹 등

2133-5259

2016서울
드럼페스티벌

5.27(금)~5.28(토)       서울광장 무료
메인공연(해외4, 국내4), 부대공연
(아마추어팀), 공연연계 참여프로그램 등

070-5057-
2722

서울의 바람 
wind+want

3.9(수)~5.8(일)       
09:00~18:00

서울시청 8층 
하늘광장 갤러리

무료

재개발의 바람, 금전적인 욕망, 건강에 
대한 개인적인 소망 등 다양한 종류의 
바람들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화된 
서울풍경 안에서 표현한 공간설치 작품

2133-5641

종로와 강남대로
5.14(토)~7.3(일)
09:00~18:00

서울시청 무료
종로의 나무간판 및 70~80년대 
지어진 아파트의 담을 탁본하는 등 
서울의 시간을 기록하는 전시 

2133-5641

안녕하세요-
시청에 놀러 온 

아이들
4.28(목)~5.23(월) 서울시청 무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현대사회 
안에서 '관계의 회복'를 주제로, 
어린이들에게 상상력을 키워주는 
동물형태의 작품 전시

2133-5641

서울도서관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서울도서관 
<책을 짓다 展> : 

프랑스 국제 
예술제본 비엔날레 
출품작 기획전시

5.3(화)~5.29(일)       
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

서울도서관 
1층 기획전시실

무료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과 프랑스의 제본문화 소개 
및 전시

2133-0242

『몸과 마음을 위한 
치유여행』

서울도서관 5월 
목요대중강좌

5.12(목)~6.2(목)       
매주 목요일
19:00~21:00

서울도서관
4층 사서교육장

무료
목요대중강좌는 매월 주제와 관련 
도서를 선정하여 저자가 직접 강의 2133-0242

서울역사편찬원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5월 가정의 달, 
가족과 함께 하는 
서울역사문화답사

5.14(토), 5.21(토),
5.28(토) 
14:00~18:00

몽촌토성일대, 
남산회현동일대 등

무료

제1차 고대 서울의 역사를 
보여주는 몽촌토성과 한성백제
박물관
제2차 근현대 역사를 알 수 있는
남산 일대
제3차 조선시대 왕실의 문화,
경복궁과 고궁박물관

413-9511

▲ 서울시 ▲ 서울시 ▲ 서울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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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뮤지컬 <마법에 
걸린 일곱난쟁이>

4.22(금)~5.22(일)       
화~목 11:00,
금 19:30
(5.20(금) 11:00),
토,일,공휴일 
13:00, 16:00

세종M씨어터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서울시뮤지컬단과 작곡가 송시현 등 
최고의 제작진이 선보일 가정의 달 
맞이 가족 뮤지컬. 일곱난쟁이가 
원래는 7인의 기사였다는 새로운 
상상으로 탄생된 무대

399-1000

가족뮤지컬 
<마법에 걸린 
일곱난쟁이>

4.22(금)~5.22(일)       
화,수,목 11:00
금 19:30
주말 13:00, 16:00

세종M씨어터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그림형제의 세계명작 『백설공주』
원작에 기발한 상상력을 더하여 
재탄생한 뮤지컬로, 가정의 달 맞이 
온가족을 위한 유쾌한 무대

399-1000

세종체임버홀 
개관 10주년 기념
공연 <디케이드>

5.1(일) 15:00 세종체임버홀
R석 50,000원 
S석 40,000원

세종문화회관클래식 전용홀 ‘세종
체임버홀’의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함께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펼쳐지는 
6일 간의 기념 공연

399-1000

가족오페라 
<사랑의 묘약>

5.4(수)~5.8(일)       
평일 19:30 
주말 15:00

세종대극장

VIP석 120,000원 
R석 8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B석 20,000원

서울시오페라단이 이탈리아 연출가 
'크리스티나 페쫄리'와 함께 선보이는 
온 가족을 위한 동화 같은 오페라

399-1000

와우 클래식 
앙상블

5.5(목), 5.21(토) 
13:00 (2회)

세종체임버홀 전석 20,000원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가 선사하는 
어린이를 위한 쉽고 재미있는 패밀리 
클래식 콘서트

399-1000

미래를 여는 
클래식

5.7(토) 11:00,14:00
5.8(일) 14:00

세종체임버홀
R석 30,000원 
S석 25,000원

미술과 음악이 통합된 환상적인 
무대로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준 클래식 음악회

399-1000

국악이야기콘서트 
<세종음악기행>

5.14(토) 17:00 세종대극장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이 선보이는 
국악이야기콘서트 세번째 무대. 
세종대왕의 음악, 우리음악(정악)의 
가치를 쉬운 해설과 이야기로 풀어낸다

399-1000

우리동요 사계절
5.24(화)~5.25(수)       

19:30
세종M씨어터

R 30,000원 
S 25,000원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의 '우리동요 
다시 부르기' 3번째 무대로, 사계절에 
어울리는 동요 42곡을 합창으로 
편곡, 음악적 드라마 구성

399-1000

가곡과 아리아의 밤
5.24(화)~5.27(금)       

19:30
세종체임버홀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가장 아름다운 악기 ‘목소리’로 
전하는 4일 4색 하모니
24~25일, 오페라 아리아
26~27일, 독일 낭만주의 가곡

399-1000

꿈꾸는 세종
5.27(금) 19:30,
5.28(토) 16:00

세종M씨어터
R석 30,000원 
S석 20,000원

세종대왕의 음악과 꿈을 재조명하는 
서울시청소년국악단의 무대 399-1000

세종문화회관 
파이프오르간시리즈 
IX <5대륙, 5인의 
오르가니스트>

5.27(금) 19:30, 
5.28(토) 17:00

세종대극장

VIP석 90,000원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5대륙 대표, 세계적 오르가니스트들이 
선보이는 5인 5색 오르간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무대

399-1000

2016 
세종페스티벌 

<봄 소풍>

4.30(토)~5.8(일)       
홈페이지 내 

세부 일정 참고

세종문화회관 
내·외부

무료

광화문에서 즐기는 가족 문화 
나들이를 위해 마련된 축제. 거리예술 
및 콘서트, 인형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399-1000

시민청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한마음살림장

5.1(일),
5.14(토)~15(일)
28(토)~29(일)
12:00~18:00

시민청
시민플라자(B1)

무료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수공예품 
판매 및 예술체험 장터

739-5817

시민청 어린이날 
기념행사

5.5(목)~5.8(일)       
10:00~18:00

시민청
시민플라자(B1)

무료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시민청을 찾은 
어린이 및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특별공연 및 다육식물꾸미기 
체험 및 전시, 블럭장난감 놀이교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739-5818

어른·아이·
서울 展

5.28(토)~6.12(일)       
09:00~20:30

시민청
갤러리(B1)

무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전시로 
서울을 주제로 한 장난감, 시민들이 
모아온 장난감 등의 키덜트 전시

739-5811

토요일은 
청이좋아

5.28(토) 
13:00~16:00

시민청
활짝라운지(B1)

무료

서울소재 초등학생들이 참여하는 
어린이합창대회와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체험형 즐길거리가 가득한 
시민청 대표행사

739-5818

은빛 피터팬 
이야기

4.16(토)~6.30(목)       
매주 토요일 
14:00~16:00

시민청 
이벤트홀(B2)

무료

어르신들의 생각과 감성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고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 커뮤니티 
댄스, 플래쉬몹, 캠페인 등

739-5817

안전한, 숨쉬는 
서울 展

4.9(토)~6.30(목)       
09:00~20:30

시민청 
시티갤러리(B1)

무료
안전과 환경에 관련된 서울시 정책 
관련 전시

739-5811

군기유적전시
상설전시

09:00~21:00
군기시유적
전시실(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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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9-9922

힐링프로젝트 
마음

'모네, 빛을 그리다'

1.23(토)~6.30(목)       
09:00~21:00

시민청 
소리갤러리(B1)

무료

클로드 모네가 웅장하게 그려냈던 
자연의 풍경과 더불어 <반고흐:10년
의 기록展>, <헤세와 그림들展>의 
작가들을 조명한 별도의 특별 
영상으로 구성한 인트로전

739-5811

활력콘서트
상설운영

평일 12:00~13:00
주말 12:00~19:00

시민청 
활짝라운지(B1)

무료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는 시민청
예술가들이 펼치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

739-5818

인식개선 
프로젝트

5.22(일) 
10:00~17:00

시민청 
바스락홀(B2)

무료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정부중심의 공공
규칙 및 시설물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시민이 역제안해보는 인식전환 워크숍 
프로그램

739-5812

사랑방워크숍 - 
도시사진전

5.28(토) 
10:00~17:00

시민청 
워크숍룸(B2) 

동그라미방(B2) 
서울시 일대

무료

도시의 다양한 모습을 발견하고 문화
콘텐츠로 제작해보는 사진촬영 멘토링 
워크숍 
2016년 주제: '한강의 재발견'

739-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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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문화특별전 
'백제신라, 

서울의 기억'

3.31(목)~6.6(월) 
09:00~21:00
(주말,공휴일

09:00~19:00)

기획전시실 무료

석촌동, 방이동, 우면동, 천왕동 유적 등 
서울에 위치한 백제와 신라의 무덤 
유적들을 유물, 영상 등 다양한 전시
매체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소개

2152-5916

한성백제
아카데미

4.5(화)~6.7(화) 
14:00~16:00 
매주 화요일

박물관 강당 무료
<백제의 美-한국의 전통미학>을 주제로 
한 성인대상 낮시간 역사문화강좌

2152-5837

교사·직장인을 
위한 역사문화

연구과정

5.12(목)~6.16(목) 
19:00~21:00 
매주 목요일

박물관 강당 무료
<유물로 보는 한반도 선사시대>를 
주제로 한 성인대상 저녁시간 역사
문화강좌

2152-5846

주말가족교육 
<토요 열린 박물관>

3.12(토)~6.25(토) 
13:00~15:00, 
14:00~16:00, 
15:00~17:00 
 매주 토요일

박물관 교육실 및 
전시실 

무료
상설전시와 연계하여 어린이들이 직접 
활동하고 미션을 수행하는 개방형 
자율 교육프로그램

2152-5846

주말문화
유산탐방 
<한성백제
워킹투어>

4.2(토)~6.25(토) 
14:00~16:00 
매주 토요일

박물관, 풍납토성, 
몽촌토성

무료
전담강사가 인솔하여 박물관 전시관람 
및 몽촌토성, 풍납토성 답사 등 
가족대상 문화유산 답사 프로그램

2152-5837

백제박사
프로젝트

5.4(수)~7.15(금)
박물관 교육실 및 

전시실 
무료

<백제, 동아시아를 품다>와 <큐레이터 
체험-유물등록 및 관리>중 한가지를 
선택해 학습하는 중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2152-5846

어린이날 박물관 
축제 한마당

5.5(목) 
13:00~17:00

박물관 로비, 
광장, 강당

무료
가족과 어린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만들기 체험, 가족 레크리에이션, 
클래식 공연 등

2152-5836

한성백제금요
시네마(무료상영) 

5월

5.6(금)~5.27(금) 
18:30 

매주 금요일
박물관 강당 무료

5.6: 박물관이 살아있다3 
5.13: 레고무비 
5.20: 마야 
5.27: 리오2

2152-5836

한성백제박물관 
사계콘서트 '여름'

5.29(일) 
17:00~18:30

박물관 강당 무료
박물관 사계콘서트 '여름' 첫 공연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 
이수자 홍종진 교수 초청 음악회

2152-5836

온조역사
체험교실

3.29(화)~6.7(화) 
09:30~11:30 

 매주 화,목요일

박물관 교육실 및 
전시실 

무료
상설전시와 연계한 초등학교 
5~6학년 학급단위 교육프로그램

2152-5846

학교 밖 박물관
교실

4.1(금)~6.10(금) 
09:30~11:30 
매주 수,금요일

박물관 교육실 및 
전시실 

무료
봄 백제문화특별전 '백제신라, 서울의 
기억'과 연계한 초등학교 학교단위 
교육프로그램

2152-5837

다(多)함께 
박물관

2월~6월 
기관협의 가능

박물관 교육실 및 
전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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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2-5836

외국인 한국역사
문화체험 

2월~6월 
기관협의 가능

박물관 교육실 및 
전시실

무료
한국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백제
역사도 배우고 만들기도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

2152-5836

찾아가는 박물관 
2월~6월 

기관협의 가능
장애인 및 다문화

단체 시설
무료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및 다문화단체
를 대상으로 박물관에서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하는 프로그램

2152-5836

한성백제박물관서울역사박물관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어린이날 큰잔치 
"박물관에서 놀자"

5.5(목) 
11:00~17:00

박물관 
광장,로비, 
야주개홀
(대강당)

무료 
(일부 체험
행사 및 

먹거리마당은 
유료)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 
및 다양한 체험행사 운영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724-0274

서혜연 교수와 
함께하는

박물관 토요음악회

5.7(토) 
14:00

박물관 
1층 로비

무료

가족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총 연출 서혜연, 헨젤 소프라노 
박정아, 그레텔 소프라노 김지영, 
헨젤과 그레텔의 아버지 페터 
바리톤 조병수, 헨젤과 그레텔의 
어머니 게르투르트 소프라노 조혜진, 
소프라노 김현희, 피아노 고승희

724-0274

재능나눔콘서트
5.21(토) 
14:00

박물관 
1층 로비

무료

눈 앞에 펼쳐지는 뮤지컬 공연! 
유명 뮤지컬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는뮤지컬 갈라 콘서트 소프라노 
조수진, 팝페라가수 정지민, 
소프라노 황희진외 2명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724-0274

토요 
배리어프리

영화관 

5.28 (토) 
14:00~16:00

야주개홀
(대강당)

무료

상영작 : 소중한 사람 (2011, 일본, 
111분, 전체관람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자막을 넣은 형태로 영화 상영

724-0274

광통교 서화사

4.22 (금)~7.3 (일) 
09:00~20:00  
(토·일·공휴일 
09:00~19:00 
 월요일 휴관)

기획전시실 A 무료

조선 후기 사회 변화속에서 형성된
광통교 서화시장을 근대 
미술시장의 원류이자 한양 
도시문화의 중심지로 조명한 전시

724-0274

프랑소와즈 위기에 
사진전

3.23(수)~5.29(일)       
09:00~20:00 
(토·일·공휴일 
09:00~19:00 
월요일 휴관)

기획전시실 B 무료

한불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문화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여류작가 
프랑소와즈 위기에의 사진 작품 
150여점 전시

724-0274

기증유물전시

1.2(토)~12.31(토)       
09:00~20:00 
(토·일·공휴일 
09:00~ 19:00,
월요일 휴관)

기증유물
전시실

무료

기증자 유물 전시. 1실(서울의 솜씨),
2실(서울 놀이방), 3실(한양의 
사대부), 4실(운현궁), 5실(서울사진)
으로 구성

702-0157

아빠와 함께하는 
전시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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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전시실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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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4-0199

서울역사박물관대학
4.20(수)~6.22(수) 

매주 수요일 
14:00~18:00

야주개홀
(대강당)

무료
한문학을 통해 본 18세기 서울 
선비의 일상

724-0274

▲ 서울역사박물관 ▲ 한성백제박물관 ▲ 한성백제박물관



10    115월 문화예술 프로그램May, 2016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별별수저 EATING 
TOOLS>

3.15(화)~5.15(일)       
10:00~20:00
토, 일, 공휴일 
10:00~19:00
5월 3일, 17일 
뮤지엄나이트
10:00~22:00

매주 월요일 휴관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무료

공예, 디자인 등의 다양한 
매체로 식도구와 식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며 수저에 
대한 사유를 확장시키고자 
마련된 전시

598-6246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프로젝트

<도시괴담>

4.5(화)~5.29(일)       
10:00~20:00
토, 일, 공휴일 
10:00~19:00
5월 3일, 17일 
뮤지엄나이트
10:00~22:00

매주 월요일 휴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층 프로젝트 
갤러리

무료

서울시립미술관(SeMA)과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가
한불수교 130주년을 맞아 
기획한 교류 프로젝트

2124-8800

한불수교130주년
사진전

<보이지 않는 가족 
The Family of the 
Invisibles> : 프랑스 
국립조형예술센터, 
프락 아키텐 소장품전

4.5(화)~5.29(일)
10:00~20:00
토, 일, 공휴일 
10:00~19:00
5월 3일, 17일 
뮤지엄나이트
10:00~22:00

매주 월요일 휴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2,3층
무료

한불 수교 130주년이자 
롤랑바르트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내 프랑스의 해’ 
행사에 해당하는 현대 사진전

2124-8800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특별전 

<스케치에서 
스크린으로>

4.30.(토)~8.15(월)  
10:00~ 20:00  
토일 공휴일 
10:00~19:00 
5월 3일, 17일 
뮤지엄나이트 
10:00~22:00  

매주월요일 휴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유료
(홈페이지 참조)

슈렉, 쿵푸팬더, 마다가스카 
등의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만날 수 있는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특별전

2124-8800

5월의 뮤지엄나이트

5.3.(화), 5.17.(화)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 
19:00~21:3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무료

이달의 전시이자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전시인 
<도시괴담>을 음악과 함께 
즐기는 전시 감상 프로그램 
및 퍼포먼스 프로그램

2124-8800

서울시립미술관

몽촌역사관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꿈나무역사체험교실 
"우리 고장 역사알기"

5.18(수)~10.19(수)       
매월 3주 수요일

13:30~14:30

전시실, 
체험학습실

무료
선사시대와 한성백제시대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

2152-5899

꿈나무오감체험교실Ⅰ
"데굴데굴, 토리이야기"

5.12(목)
5.19(목)

1회차-10:00~11:00,
2회차-11:20~12:20

야외학습장 무료

고대 사람들의 주요 먹거리였던 
도토리의 성장과정을 알아보고, 
야외학습장에서 직접 도토리를 
채집하고 관찰하며 고대 사람들의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

2152-5899

꿈나무 영화마당
5.5(목)~5.26(목)       
매주 목 16:00

영상실 무료

5/5 니모를 찾아서 
5/12 런 어웨이 버케이션
5/19 개구쟁이 스머프
5/26 아들

2152-5900

한눈에 쏙~
몽촌토성 첫걸음

3.17(목) ~6.17(금) 
기간 중 목·금 

기간협의

영상실, 
몽촌토성

무료

토성 답사를 통해 한성백제시대의 
생활상 및 유적을 학습함으로써 
역사적 사고력, 창의력, 자율적 
활동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초,중,고 단체 프로그램

2152-5897

꿈마을고고학연구소Ⅰ
"발굴탐험대, 땅 속 
타임캡슐을 찾아라!"

3.29(화)~6.7(화)       
매주 화, 수 

10:00~12:00

영상실 및 
야외발굴
체험장, 

체험학습실

무료

한성백제시대의 유물을 직접 
발굴, 관찰, 실측, 기록함으로써 
고고학의 원리를 배우며, 우리
문화유적을 이해하는 프로그램

2152-5899

꿈마을놀이체험교실Ⅰ 
"누가누가 잘하나, 

우리놀이"

4.7(목)~5.20(금)       
매주 목, 금 

10:00~12:00

체험학습실, 
야외마당

무료
쌍륙, 활쏘기, 산가지 등의 
우리나라 여러 가지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2152-5899

어린이 체험전시 
열려라! 백제마을~

5.1(일)~5.31(화)       
상시 *회차별 입장

체험전시실 무료
한성백제생활사를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상설전시

2152-5892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스톱모션애니메이션 
제작체험

2.1(월)~12.31(토)       
09:00~18:00

서울애니메이션
센터 1층 

캐릭터체험실
유료(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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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5-8346

캐릭터공작소 
캐릭터 만들기 체험

2.1(월)~6.30(목)       
09:00~18:00

서울애니메이션
센터

유료(3,000원
~20,000원)

재활용 헝겊재료를 활용하여 
모니카, 라자인형만들기 체험 3455-8346

캐릭터 체험존
1.2(토)~12.31(토)       

10:00~17:00
서울애니메이션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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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애니메이션
센터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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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5-8346

서울애니메이션 센터

문학의집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2016 기획전시 - 
쓰담쓰담 전시 "마당을 

나온 암탉" 전

5.4(수)~5.31(화)       
월~토 

10:00~17:30

문학의집서울 
전시실

무료

세계 28개국 언어로 번역 출판된 
황선미 작가의 "마당을 나온 암탉" 의 
초교 원고, 삽화, 애니메이션 관련 
자료와 출판 도서 전시 및 캐릭터 전시

778-1026

수요문학광장 - 
황선미 아동문학가

5.25(수)
15:00~16:30

문학의집서울 무료
이주영 아동문학가의 진행으로 
작가의 문학세계 강연과 질의 응답의 
시간 마련

778-1026

음악이 있는 
문학마당 - 윤극영 

아동문학가

5.20(금)
18:00~19:30

문학의집서울 무료
윤극영 아동문학가가 곡을 붙인 노래 
공연과 문학강연, 그리고 친인척 
지인의 회고담, 작품 낭독의 시간

77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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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2016 PLAY-UP 
아카데미 정규과정 2 
<공간을 바꾸는 화술>

4.26.(화)~5.31(화)  
매주 화/목 

10:00~13:00

서울연극센터 
아카데미룸 

무료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관객의 마음에 닿기 
위한 무대에서 말하는 훈련 
(강사 김소희)

02-743-9336

2016 PLAY-UP 
아카데미 특별과정 
2 <되어지는 말>

5.16(월)~5.19(목)  
14:00~16:00

서울연극센터 
아카데미룸 

무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되어지는 
말하기 (강사 고선웅) 02-743-9336

서울프린지페스티벌 
2016 봄 

- 올모스트프린지

5.9(월)~5.11(수) 
16:00~22:00

서교예술실험
센터 전 공간

무료

기획포럼 ‘올모스트프린지’를 통해 축제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도시에서 예술
축제의 의미, 사회구조 속 예술가의 위치
와 환경, 이시대 예술활동의 의미 등 예술
환경을 둘러싼 생태계 이슈들을 
다루면서, 예술가들의 참여와 연대를 
독려하고 축제의 주요 의제를 찾고자 한다

02-325-8150

김수환, 방지영 2인
展 - 함께 꿈을 꾸다

5.28(토)~6.2(목) 
11:00~20:00

서교예술실험센터  
예술다방

무료

색에 관한 고민과 독특한 표현 방식을 
캔버스에 드러내고 그림에 관한 방향성과 
자신감을 채워주기 위한 자폐성 장애 
아이들의 2인 전시

010-8346-
0817

창작채움공방 
상설체험 <나만의 

투명앞치마 만들기>

4.1(금)~6.30(목) 
매주 화~토 

 10:00~17:00 
(5일, 14일 공휴일관계로 
휴관. 프로그램 없음)

관악어린이창작
놀이터 2층

무료
비닐 위에 여러가지 재료를 활용하여 
나만의 앞치마를 꾸며보는 프로그램 871-7400

창작채움공방 정규
프로그램 

<업사이클링아트_
골판지 연필꽂이 

만들기>

5.7(토)~5.28(토)  
매주 토 

{1회)11:00~12:00  
(2회)13:00~14:00  
(14일 공휴일관계로 
프로그램이 없음)

관악어린이창작
놀이터 2층

2000원

작가와 함께하는 공예프로그램.
4~5월은 골판지를 활용하여 나만의 
연필꽂이를 만들어보는 업사이클링아트를 
체험해보는 시간

871-7400

꿈다락토요문화학교 
<닭에서 알까지>

5.21(토)~6.25(토) 
매주 토 

10:00~13:00

관악어린이창작
놀이터 1층

무료

우리 생활 속 친근하고 흔한 먹을거리인 
'닭과 계란"을 소재로 다양한 몸의 감각을 
깨우고, 상상력을 키우도록 구성된 통합
예술교육 프로그램

871-7400

예술로 놀이터 
감각놀이 

<무엇일까? : 흔들고 
떠드는 사물들>

4.12(화)~5.31(화) 
매주 화 

1반: 14:30~16:00 
2반: 16:30~18:00

관악어린이
창작놀이터 1층

무료

사물에 숨겨진 촉각과 소리를 찾아보며, 
상상이미지를 찾아나가는 프로그램. 
머릿속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체험을 통해 
오감을 일깨우고, 시각세계를 확장시켜 본다 

871-7400

예술로 놀이터 
건축디자인체험 
<만들고 놀자! 
플레이 빌드>

4.20(수)~5.25(수) 
매주 수 

16:00~18:00

관악어린이
창작놀이터 1층

무료

건축이라는 주제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창의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건축속에 있는 
문화, 예술, 과학 등을 체험하고 작품으로 
표현해 보는 프로그램

871-7400

예술로 놀이터 
시각예술 <잠자리의 
눈으로 바라보기>

4.14(목)~5.19(목) 
매주 목 

16:00~18:00

관악어린이
창작놀이터 1층

무료
익숙한 일상의 풍경을 카메라를 통해 
봄으로써, '새로운' 눈을 가져보고 발상의 
전환을 반영한 작품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 

871-7400

예술로 놀이터 
연극놀이 <풀색엄지 

특공대>

5.6(금)~6.24(금) 
매주 금 

1반: 14:30~16:00 
2반: 16:30~18:30

관악어린이
창작놀이터 1층

무료

아동소설 ’꽃 피우는 아이 티스투‘를 소재로 
한 연극놀이 프로그램. 주인공의 고민에 
깊이 공감해 보고,  ‘풀색엄지 특공대’가 되어 
문제를 해결

871-7400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상반기어린이전시
_<빨주노초파남보>

3.2(수)~7.24(일)  
10:00~20:00  
토,일,공휴일 
10:00~19:00 
(월요일 휴관)

북서울미술관
어린이갤러리

무료

미술의 기본요소 중 하나인 ‘색’을 
주제로 작업하는 박미나 작가를 
선정하여 감상과 교육을 수반하는
어린이 대상 교육 전시

2124-5269

<이주용 사진관>

5.3(화)~8.15(월)  
10:00~20:00  
토,일,공휴일 
10:00~19:00 
(월요일 휴관)

북서울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1,2

무료

서울시 공공분야 근로자인 환경
미화원의 사진을 통해 사회 
속에서의 개인의 존재와 예술과 
사회와의 관계를 성찰하는 기회 
마련

2124-5266

<사회속 미술:
행복의 나라>

5.10(화)~7.6(수)  
10:00~20:00  
토,일,공휴일 
10:00~19:00 
(월요일 휴관)

북서울미술관  
전시실 1,2

무료

사회적 미학 실험과 저항의 메세지를
지닌 동시대 작가의 작품을 주목함
으로써 세대를 관통하는 아방가르드적
예술의 태도를 고찰  

2124-5268

뮤지엄나이트
:SeMA 금요樂 

문화행사

3.4(금)~7.15(금) 
매월2회 첫째,셋째 

금요일 
19:00~20:00

북서울미술관 
다목적홀

무료

북서울미술관 뮤지엄나이트
:SeMA 금요樂 문화행사를 
운영하여 야간시간대 미술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 제공

2124-5272

북서울미술관  
어린이날 행사 
 '꽃보다 미술관'

5.5(목) 
13:00~17:00

북서울미술관 
다목적홀, 

로비,별광장
무료

서울시립대학교 동아리 공연과 
창작 인형극 '파란 토끼 룰루의 
모험' 등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 
운영

2124-5272

뮤지엄나이트
:SeMA 금요樂 

<sicaf(서울국제애
니메이션페스티벌) 

참여작> 시리즈 
3. 웰레스와 그로밋

5.6(금) 
19:00 ~ 20:40

북서울미술관 
다목적홀

무료
월리스와 그로밋의 신기한 세상! 
진한 우정과 끈끈한 애정이 담긴   
다양한 모험 이야기

2124-5272

뮤지엄나이트
:SeMA 금요樂 
<컬러, 그리고 

클래식> 시리즈 
3. 초록,파랑

5.20(금) 
19:00~20:00

북서울미술관 
다목적홀

무료
바이올리니스트 조윤범의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회 
드보르작-프라하,사이프레스 외

2124-5272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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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교향악단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우리동네 음악회
(실내악)

5.9(월) 12:10 정동제일교회 무료 클래식 소품 등 753-0001

서울시향 퇴근길 
콘서트

5.11(수) 19:00
정동극장 
야외무대

무료 클래식 소품 등 751-1500

마리오 벤자고의 
드보르자크 
교향곡 7번

5.13(금)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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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그너, 탄호이저 서곡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3번
드보르자크, 교향곡 7번

1588-1210

서울시향 리허설룸 
콘서트

5.19(목) 19:30
서울시향 

5층 리허설룸
전석 10,000원 비제, 교향곡 1번 C장조 1588-1210

우리동네 음악회
(관현악)

5.20(금) 19:30
이화여자
대학교 
대강당

무료

모차르트, 플루트와 하프 
협주곡 C장조 : 1악장 
슈트라우스 2세, 봄의소리 왈츠
슈트라우스 2세, 트리치 트라치 폴카
슈트라우스 2세, 관광열차 폴카

330-1410

우리동네 음악회
(관현악)

5.21(토) 19:00
덕성여자
대학교 

하나누리관
무료

모차르트, 플루트와 하프 
협주곡 C장조 : 1악장 
슈트라우스 2세, 봄의소리 왈츠
슈트라우스 2세, 트리치 트라치 폴카
슈트라우스 2세, 관광열차 폴카

3700-6354

실내악 시리즈 Ⅰ
: 미지의 세계로 여행

5.22(일) 15:00 세종체임버홀
30,000원(R)
10,000원(A)

스메타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2개의 소품 ‘나의 조국으로 부터’
하스, 윈드 오중주 외

1588-1210

우리동네 음악회
(실내악)

5.24(화) 14:00
강동성심

병원 대강당
무료 클래식 소품 등 2224-2200

로타어 차그로제크의 
슈베르트 교향곡 8번

5.28(토)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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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베르트, 교향곡 8번
말러, 대지의 노래

1588-1210

서울대공원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해설사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식물

이야기

5.1(일)~5.31(화)       
목~토요일 
11:00, 15:00

식물원 무료
이야기가 있는 서울대공원 
식물원 500-7550

서울대공원 산림
치유프로그램

(갱년기 이완숲 / 
활력숲)

5.1(일)~5.31(화)       
화요일 

09:00~12:00
치유숲 무료

산림치유를 통한 갱년기 
증세완화, 감정분노 조절 등 500-7550

서울대공원 산림
치유프로그램

(하늘빛 마중숲)

5.1(일)~5.31(화)       
수요일 

14:00~16:00
목,토요일 

10:00~12:00

치유숲 무료
산림치유 경험 및 치유프로그램 
입문(1회 참가프로그램) 500-7550

서울대공원 산림
치유프로그램
(금빛 마중숲)

5.1(일)~5.31(화)       
수요일 

10:00~12:00
금요일 

14:00~16:00

치유숲 무료
산림치유 경험 및 치유프로그램 
입문(1회 참가프로그램) 500-7550

캠핑장 달빛 
숲속이야기

5.1(일)~5.31(화)       
화~일 

19:00~21:00
캠핑장

캠핑장 입장료 
성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

숲속탐방을 하며 생태관찰과 
숲해설, 숲명상 체험 500-7550

막계골(청계산) 
어디까지 가봤니?

5.1(일)~5.31(화)       
화~일 

10:00~12:00

동물원 또는 
생활공원

무료
막계골(청계산) 습지 동식물 
설명 및 자연이 주는 천현향수 
피톤치드 체험

500-7550

풀꽃친구야 안녕!
5.1(일)~5.31(화)       

월~금 
10:00~12:00

동물원 무료
풀꽃에 대한 설명과 나무조각을 
이용한 만들기 체험교육 500-7550

희망힐링주 
아카데미

5.25(수)
13:00~14:30

동물원 무료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동물원 
맞춤교육 500-7783

동물원 
두드림교육

5.1(일)~5.31(화)       
매주 수

13:00~14:30
동물원

동물원 입장료 
성인 5,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

자유학기제 청소년을 위한 
동물원 맞춤 교육 500-7783

동물해설 
단체교육

5.1(일)~5.31(화)       
매주 월~금
10:00~11:30
13:30~15:00

동물원

동물원 입장료 
성인 5,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

동물해설가와 함께 하는 유인원, 
코끼리, 기린 등동물사 투어교육! 500-7783

세계 지구의 날 기념
Love the earth

5.6(금)~5.7(토)       
13:30~16:00

동물원 
100주년 광장

동물원 입장료 
성인 5,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

세계 지구의 날(4.22)을 맞이
'배워요! 녹색지구'환경보전과 
멸종위기동물보호 미션북, 
실천카드 매달기, 나만의 에코
가방 만들기 등

500-7840

곰두리 동물체험
5.23(월)

10:30~12:00
어린이 동물원 무료

장애아동 단체를 대상으로 
토끼, 일본원숭이, 나귀, 염소 
관찰하고먹이주기 체험하기
(동물 상태에 따라 먹이주기 
중단 가능)

500-7840

꼬마동물교실 
기니아피그

5.2(월)~5.31(화)       
매주 월~금
11:00~12:00

어린이 동물원 무료

동물해설사의 기니아피그 동물
설명을 듣고관찰하며 먹이주기 
체험하기 (동물 상태에 따라 
먹이주기 중단 가능)

500-7840

유치부 동물사랑! 
유치원

5.2(월)~5.31(화)       
매주 월~금
10:10~12:00, 
13:30~15:30

어린이 동물원 무료

동물해설가와 함께 문조, 토끼,
일본원숭이, 염소를관찰하고 
먹이주기 체험하기(동물 상태에 
따라 먹이주기 중단 가능)

500-7840

어린이날 행사 
"동물원 놀이터"

5.5(목)
10:00~18:00

동물원 일대
성인 5,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

애니멀 코스튬플레이,셀프 페이스
페인팅, 어린이 노래대회, 
내 발바닥 동물발바닥 등 
우당탕탕 놀이터!

500-7335

▲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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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재단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2016 서울예술
치유허브 예술보건소

4.26(화)~7.12(화)       
프로그램별 상이

서울예술
치유허브

무료
'예술을 통한 시민과 사회공동체의 
치유'를 주제로 다양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943-9300

고애리 개인전,
어떤사람

5.4(수)~5.20(금)       
10:00~18:00

서울예술치유
허브 2층 

갤러리 맺음
무료

삶에 떠밀려 정작 스스로에 대해서는 
생각하거나 돌아볼 시간을 갖지 
않는 현대인.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런던 속 사람들에게 묻다. 
당신은, 어떤 사람?

943-9300

햇빛샤워

5.17(화)~6.5(일)       
평일 20:00
주말 15:00

(월요일 공연없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정가 30,000원
남산예술센터&극단 이와삼의 공동제작
2015년, 연극계를 뜨겁게 달군 <햇빛
샤워>의 귀환!

758-2150

2016 PLAY-UP 
아카데미 특별과정 2 

<되어지는 말>

5.16(월)~5.19(목)       
14:00~16:00

서울연극센터 
아카데미룸

무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되어지는 말하기(강사 고선웅)

743-9336

2016 PLAY-UP 
아카데미 정규과정 2
<공간을 바꾸는 화술>

4.26(화)~5.31(화)       
매주 화/목 

10:00~13:00

서울연극센터 
아카데미룸

무료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관객의 마음에 
닿기 위한 무대에서 말하는 훈련
(강사 김소희)

743-9336

거리예술 시즌제

5.7(토)~5.29(일)
매주 토/일

14:00~18:00
(일별 운영시간 상이)

선유도공원
(5/7~8), 
서울숲

(5/14~15), 
어린이대공원
(5/21~22), 

DDP(5/28~29)

무료

 '거리'에서 만나는 '예술'을 주제로,
연극, 서커스, 인형극, 전통 연희 
등 다양한 장르로구성되어 서울 
내 공원 및 도심을 순회하며 
열리는 공연프로그램

3290-7169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간송문화전 6부 
: 풍속인물화 - 
일상, 꿈 그리고 

풍류

4.20(수)~8.28(일)
10:00~19:00
(수,금 연장운영 
10:00~21:00)

배움터 2층 
디자인박물관

일반 8,000원

김명국, 윤두서, 정선, 김홍도,
김득신, 신윤복, 장승업 등 조선 
최고의 명가들의 풍속 인물 
걸작들이 한 자리에 모인 전시

2153-0000

G-SEOUL 2016

4.28(목)~4.30(토) 
11:00~20:00

5.1(일) 
11:00~17:00

알림터 1관, 2관, 
국제회의장

일반 10,000원
학생 8,000원

G-SEOUL은 대한민국과 세계 
정상의 화랑들이 참여하는 프리미엄 
아트페어로, DDP라는 최고의 
장소에서 최고의 작품과 최고의 
컬렉터들이 만나는 예술의 향연

2153-0000

서울창조경제
혁신센터 6개월
챌린지플랫폼 

데모데이

4.15(금)~5.15(일)       
금요일 

10:00~18:00
잔디사랑방 4층 무료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1년 미만 스타트업들에게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 결과 전시

2153-0000

DDP에 누워 
백두대간을 

노닐다_백두대간 
와유臥遊

4.2(토)~5.29(일)       
10:00~19:00

(수, 금 연장운영 
10:00~21:00)

디자인 
둘레길

일반, 학생 4,000원

문봉선의 150m 대작 <강산여화 
江山如畵>를 통해 DDP 둘레길로 
백두대간을 끌어들여 작품과 공간이 
하나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

2153-0000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21 
장 폴 고티에 전

3.26(토)~6.30(목)       
화요일~일요일 
10:00~19:00 

(수, 금 ~21:00)

배움터 B2F 
디자인전시관

성인 15,000원
청소년 12,000원
어린이 8,000원

상식을 뒤엎는 파격적인 디자인
으로 패션계의 악동이라 불리우는 
장 폴 고티에를 의상, 디자인 원화, 
비디오 작품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하여 소개하는 전시

2153-0000

윤극영가옥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휠링쉼터,영화와 
차한잔 함께

4월(매주 월) 
14:00~16:00

윤극영가옥 무료
서울시민 및 지역주민과 영화상영과 
함께 차한잔 나누기

070-8992-
9720

힐링다도 교실
4월(매주 화) 
11:00~13:00

윤극영가옥
30,000원 
(분기당)

차 예절과 전통효 이야기에 대한 강의 070-8992-
9720

반달 글쓰기 교실
4월(매주 수) 
15:00~16:00

윤극영가옥 무료
동화, 아동문학에 대한 교육을 
기초하여 글쓰기 교육

070-8992-
9720

윤극영 이야기 
속으로

4월(매주 수) 
16:00~17:00

윤극영가옥 무료
전시관람 및 윤극영선생과 우리 
문학에 대해서 알아보기

070-8992-
9720

시낭송 교실
4월(매주 목) 
11:00~13:00

윤극영가옥
30,000원 
(분기당)

시와 동시를 듣고 감상, 낭송함으로써 
문학을 이해

070-8992-
9720

동화구연 교실
(오전반)

4월(매주 금) 
11:00~13:00

윤극영가옥
30,000원 
(분기당)

동화, 아동문학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동화구연법과 바른말 사용 등 구연

070-8992-
9720

동화구연 교실
(오후반)

4월(매주 금) 
13:30~15:30

윤극영가옥
30,000원 
(분기당)

동화, 아동문학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동화구연법과 바른말 사용 등 구연

070-8992-
9720

"윤극영가옥 
가꾸기"

4월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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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8992-
9720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특별프로그램 
비누공예만들기

5.5(목)~5.6(금)       
13:00 ~ 15:00

서울풍물시장 
후문 전통문화

체험관
1,000원

5월 5일 (목요일) 1시, 3시 클래스 
5월 6일 (금요일) 3시 클래스 
※접수방법 : 전화접수(02-2232-3368)
또는 방문접수가능

2232-3367

서울풍물시장 
전통문화체험관

1.1(금)~12.31(토)       
10:00 ~18:00

서울풍물시장 
후문 전통문화

체험관
무료

*항시 운영 : 전통문화 체험 11개 
상설운영 중 (한지접시,한지손거울,
전등갓,노리개,청사초롱,족자,
하회탈,솟대 등)※품목별 유료운영

2232-3367

서울풍물시장

▲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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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극장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청춘극장
5월 상영작

5월중 문화일보홀
전석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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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9-
5422~4

신도림예술공간 고리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고리영화방
5.4(수)~5.25(수) 

매주 수요일 
16:00~18:00

CAFE동네:북 무료

5월의 영화테마<나의 이야기, 플라멩코> 
- 5.4  '귀향' 
- 5.11 '댄싱 히어로' 
- 5.18 '도쿄타워' 
- 5.25 '해피 고 럭키' 
영화감상 후 플라멩코 아티스트와의 
토크시간

867-2202

우리 동네 잠든 
소리를 깨우다

4.7(목)~7.14(목) 
매주 목요일 
16:00~18:00

연극∙무용∙안무
연습실

무료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프로그램 
우리동네에 숨어있는 소리들을 찾아 
떠나는 소리탐방을 통해 채집한 
소리로 음악을 만드는 워크숍

국악놀이연구소  
6224-1266

고리오픈마이크
5.21(토) 

16:00~18:00
CAFE동네:북 무료

매월 셋째주 토요일 4시, 노래를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아마추어, 
프로, 시민이 신청하여 공연을 
꾸미는 고리 오픈마이크

867-2202

고리클래스 05. 
엄마는 괴로워-
성과주의사회 
모성이야기

5.26(목) 
10:30~12:30

CAFE동네:북 무료

우리주변의 환경이야기를 재미있는 
강의와 워크숍으로!! 
""남서여성환경연대 더초록""과 함께
하는 더초록 강좌 vol.03 <엄마는 
괴로워-성과주의사회 모성이야기>

867-2202

서울상상나라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꽃처럼 나비
5.1(일)~5.31(화)       

평일 15:30
1층 자연놀이 무료

나비 날개 관찰 후, 
나비모양 머리핀 만들기 6450-9500

너는 누구니?
5.1(일)~5.31(화)       

주말 15:30
2층 아기놀이터 무료

동화 감상 후, 동물의 움직임을
표현해 보고, 꼬마동물 만들기 6450-9500

보인다! 투명화석!
5.1(일)~5.31(화)       

주말 13:00
지하1층 

창의놀이실
5,000원

화석의 생성 과정을 알아보고, 
나만의 화석 만들기 6450-9500

와글와글 식물원
5.1(일)~5.31(화)       

주말 14:00
지하1층 

표현놀이실
3,000원

다양한 식물과 곤충에 대해 
알아보고, 몸으로 표현해보기 6450-9500

숨바꼭질 
보호색 망토

5.1(일)~5.31(화)       
주말 15:00

지하1층 
창의놀이실

3,000원
동물 보호색을 살펴 보고
보호색 망토 만들기 6450-9500

초록으로 물든 
쑥버무리

5.1(일)~5.31(화)       
주말 12:00

지하1층 
요리놀이실

7,000원
제철 나물을 알아보고, 
쑥버무리 만들기 6450-9500

돌나물 새싹 
비빔밥

5.1(일)~5.31(화)       
주말 14:00

지하1층 
요리놀이실

가족당 
10,000원
(2인기준)

식물의 성장을 살펴보고, 
봄채소로 비빔밥 만들기 6450-9500

▲ 서울상상나라 ▲ 서울상상나라 ▲ 서울상상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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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우리가족 신나는 
숲속여행

5.21(토) 
10:30~12:10

올림픽공원 
몽촌역사관

30,000원
(1가족 당 3회/
1회당 10,000원)

'봄 숲'에서 만나는 '행복한 가족 만들기
프로젝트' 숲속 놀이터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행복을 만끽하러 가족과 
손잡고 함께 오세요~

486-3556

체험형 전래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5.4(수)~5.27(금)       
평일,일요일
11:00, 14:00

공휴일,토요일
11:00, 14:00, 16:00

강동아트센터 
소극장 드림

어린이 25,000원
어른 15,000원

마당극 형식의 어린이 뮤지컬입니다.
"다같이 방망이 들고~ 뚝딱하니와 
함께 호랑이 잡으러 깨비뚝딱!"

440-0500

[인문학 특강]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5.26(목)~6.14(화)
매주 목 

14:00~16:00

강동구평생
학습관

10,000원

인문학의 시선 속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기 위한 시간으로 불안, 자존감,
삶과 죽음, 사랑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진행

3425-5220

강서구청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허준박물관]
어린이날 행사

5.5(목) 10:00~17:00 허준박물관 내외 무료

허준체험파크 운영
-십장생손수건(3000원), 구선왕
도고(3000원), 약첩(2000원)
-의관, 의녀복입고 사진찍기
(무료) 등

3661-8686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 기념
창작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예약접수 :4.8(금)~
일시 : 4.29(금)~5.1(일)
평일 19:30
주말 16:00
(약 90분 공연)

강서구민회관 
우장홀

일반:5000원,
학생:2000원,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2000원,
경로자:2000원

강서구립극단 “비상”이 선보이는
제30회 정기공연으로, 셰익스
피어의 작품 중 햄릿과 함께 
가장 많이 공연된 작품인 
로미오와 줄리엣을 뮤지컬로 
재해석

2600-6077

의식주(衣食住) 
세계사

5.17(화)~8.2(화)
매주화요일

17:00~18:30

길꽃어린이 
도서관 3층 

향기방
60,000원

생활 속에서 세계사를 발견하는
재미를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
으로 2부 옷장속의 세계사 준비

2663-4764

금천구청

강남구청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강남전통예술단 
상설공연 <강남연가>

5.3(화) 19:30 역삼1 강남씨어터 무료

강남의 말죽거리에 피어난 사대부 
<정파발>과 여사당패<이화>와의 
계층을 초월한 아름다운 사랑을 
한국의 춤과 소리 등 우리의 
전통예술을 통해 표현

6712-0541

732회 
목요상설무대 

<브라보! 브라스!>
5.12(목) 19:30

강남구민회관 
대공연장

무료
20인조 이상의 금관악기 빅밴드로 
구성된 풍성한 무대 6712-0542

733회 
목요상설무대 

<팝, 재즈를 만나다>
5.19(목) 19:30

강남구민회관 
대공연장

무료
대중들에게 익숙한 팝곡들을 
바탕으로하여 재즈음악의 매력을 
소개할 공연

6712-0542

둥실둥실
벌룬매직쇼

5.20(금)
10:00 / 11:30

(2회공연)

역삼1 문화센터 
3층 공연장 
강남씨어터

5,000원
풍선 속으로 사람이 들어갔어요! 
눈앞에서 펼쳐지는 신비한 풍선마술!
아주 크고 멋진 풍선아트쇼

6712-0543

734회 
목요상설무대

<여보, 비 온다>
5.26(목) 19:30

강남구민회관 
대공연장

10,000원

개인주의 시대, 핵가족 시대에
가족애와 치매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현 시대에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화두로 던지는 작품

6712-0542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지구촌음악회 
'노태철의 해설이 

있는 클래식 음악회'
5.5(목) 19:00

문화정원
아트홀

30,000원 지구촌음악회 839-1155

안데르센 
이야기 전

4.16(토)~5.3(화)       
10:00~18:00

금나래아트홀 
갤러리

무료
동화체험프로그램, 
인형극<안데르센이야기> 2627-1444

제6회 나도스타 
금천어린이 동요

부르기 대회
5.3(화) 14:00

금나래아트홀 
공연장

무료
예선 : 4. 14.(목) 13:00
본선 : 5. 3.(화) 14:00
접수기간 : 3. 21. ~ 4. 8.

2627-2843

2016 청소년축제 
금천청소년  

어울림한마당 
"쿰척쿰척 페스티벌"

5.21(토) 
13:00~17:00

금천구청 광장 무료
개막식 퍼포먼스 및 청소년
동아리 발표회 
다양한 테마의 체험부스 운영 등

070-7006-
8148

김성녀의 뮤지컬
모노드라마  

<벽속의 요정>
5. 7(토) 17:00

금나래아트홀  
공연장

10,000원

스페인 내전 당시 실화를 
토대로 프랑코 체제하에서 
30년간 벽속에 몸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한 남자와 그의 
가족의 이야기

2627-2410~3

가족연극 
<삶의 문턱>

5. 13(금) 19:30 
5.14(토) 14:00 / 17:00

금나래아트홀  
공연장

3,000원

현대인들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삶의 기억을 되찾게 해주어 
가족과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주는 힐링연극

2627-2410~3

걱정말아요, 그대 
가수 전인권 콘서트

5. 11(수) 
19:30~20:30

금나래아트홀  
공연장

무료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가족 
힐링음악콘서트

6912-8000
▲ 강서구청▲ 강동구청▲ 강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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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청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인디서울 2016 
'귀향'영화 상영

5.12(목) 10:00
마을극장  
수유리

무료
무엇이 소녀들을 지옥으로 보냈나
영화 "귀향"

070-4639-
7467

'나비들의 못다부른
아리랑' 전시회

4.11(월)~5.10(화)       
10:30~18:00

(주말 및 정기휴관일 
제외)

책읽는 마을 
북까페

무료
체험부스: 애니메이션,나비만들기,
엽서쓰기 등

070-7525-
4360

페이퍼아트 뮤지컬 
『종이아빠』

5.6(금) 14:30, 17:00
강북문화
예술회관 
대공연장

전석(1층) 
7,000원  

- 예매 시 
2,000원 할인

스테디셀러 동화책 <종이아빠>가 
뮤지컬로 재탄생 901-6232

2016 강북구 숲길
여행 프로그램

3.15(화)~10.31(월)       
매월 1, 3째주 

토, 일
10:00 ~ 12:00

오패산
(강북구민
운동장 앞)

무료

오패산에 서식하는 새와 곤충을 
탐구하고 수목의 형태 및 생리에 
대해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숲길여행 프로그램

901-6935

얼렁뚱땅 색깔공장

4.9(토)~6.9(목)       
평일

14:00,15:00,16:00
주말 및 공휴일
10:00~16:00

북서울 꿈의 숲
상상톡톡미술관

어린이 23,000원
어른17,000원

얼렁뚱땅 색깔공장은 5개의 방을 
탐험하며, 색에 대해 온몸으로 
느끼고 자유롭게 스스로를 표현하게 
해줌으로써 예술적 감성 발달을 
도모시키는 오감만족 프로그램

070-4327-
9820

관악구청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2016 관악 
강감찬 축제

4.29(금)~5.1(일)       
09:00~

관악산 주차장,
낙성대공원

무료

강감찬 별 페스티벌강감찬장군 
출병식 및 전승행렬 거리 퍼레이드
구민의 날 기념식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관악구민 
장기자랑강감찬장군 추모제향

879-5605

명량 해저유물 
특별전

4.15(금)~6.19(일)       
화~일 

10:00~17:00

서울대학교박
물관 기획전

시실
무료

서울대학교 박물관 <명량 해저
유물 특별전>

880-5333

지속가능을 묻는다:
서울대학교 미술관
10주년 특별전

5.17(화)~7.24(일)       
화∼일 

10:00∼18:00 
(입장마감 17:30)

서울대학교 
미술관 전관

만 3세~만 18세 
2,000원  

만 19세 이상 
3,000원 

단체(20인 이상) 
2,000원

전시 부문: 회화, 사진, 설치 등 
약 40점

880-9504

제7회 정기 '孝' 
국악공연

5.20(금) 15:00 관악문화관 무료
관악문화관 기획공연 
제7회 정기 '孝' 국악공연

828-5860

퀵체인지 매직쇼 5.28(토) 15:00 관악문화관 무료 퀵체인지&매직위너 Show 828-5860

노원구청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노원어울림극장>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엄마

5.5(목)~5.6(금)       
11:00, 14:00

노원어울림
극장

전석 15,000원
스테디셀러 가족뮤지컬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엄마 2289-6767

<남진&김혜연> 
님과함께 

5.19(목) 19:30
노원문화
예술회관

R석 50,000원
A석 40,000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님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명나는 콘서트 951-3355

노원 등(燈)축제
4.28(목)~5.8(일)       
19:00~23:00

당현천 일대 무료
개막점등식:4.28.(목) 19:00 어린이
교통공원 아래장소:당현천 약500m
(당현3교~당현1교~한국성서대학교)

2116-3785

구로구청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움직이는 동화책-
방귀쟁이 며느리

5.5(목) 
16:00~16:40

구로 
ak문화센터

1,000원
전래문화 체험극으로 전래동화 
방귀쟁이 며느리 이야기

818-0894

앤서니 브라운의 
우리엄아&우리
아빠가 최고야

5.5(목) 11:00~11:40
구로 

ak문화센터
1,000원

음악으로 읽는 그림책으로 우리 
엄마의 꿈과 아빠의 사랑을 
이야기해주는 가족클래식 음악회

818-0894

신기하고 달콤한 
맛있는 마술쇼

5.14(토) 
14:00~14:40

구로 
ak문화센터

1,000원
쉐프와 함께 노래, 율동도 같이하고 
우리 아이들의 오감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즐거운 마술쇼 공연

818-0894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서울동화축제
5.5(목)~5.7(토)       
09:00~18:00

어린이대공원 
일대

무료
동화를 테마로 전시·공연·체험 
관련 각종 이벤트 450-7597

2016년 광진구 
전통성년례 "열아홉, 

나를 뽐내봐"

5.7(토) 
14:00~17:00

광진광장 
(어린이대공원역 

사거리)
무료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행해 
왔던 아름답고 숭고한 미풍양속인
성년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일깨워 주는 
숭고한 의례와 축하의 장 마련

447-0244

광진구청

▲ 관악구청 ▲ 강북구청▲ 광진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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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MMCA 현대차 
시리즈 2015: 
안규철] 필경 

프로젝트
<1,000명의 책>

9.15(화)~5.22(일)       
참여시간 신청

국립현대
미술관 

서울관 B1 
전시실5

무료

〈1,000명의 책〉은 전시<안규철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의 중심이 되는 
작업으로, 1천여 명의 관객이 전시기간 
동안 연이어서 책을 필사하는 필경 
프로젝트

010-9058-
7202

마돈나를 춤추게 한 
허브릿츠

2.5(금)~5.2(월)       
11:00~20:30

세종 미술관 
1관

성인 13,000원
대학생 10,000원
학생 8,000원
유아 6,000원

천재 사진가 허브릿츠 사진전 300-5117

<청년 박노수를 
말하다>展

9.11(금)~8.28(일)       
10:00~18:00

박노수
미술관

2,000원
60년대 대표작, 두방, 과거 전시 
리플릿 등 당시 작품전시 2148-4171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영화의 마술 
프로덕션디자인 
: <암살>, 1930년대 
경성과 호흡하다

4.4(월)~6.12(일)       
화~금

10:00~19:00
주말·공휴일
10:00~18:00

한국영화
박물관

무료

영화 <암살>의 프로덕션디자인을 
공간 스케치업 자료와 콘티뉴이티 등 
영화 속 일부 공간을 재현하여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

3153-2072

토마토 시즌4 
고흐의 노란콘서트

5.14(토) 
11:00, 14:00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전석 
15,000원

소용돌이치는 듯한 붓질로 복잡한 
내면세계를 표현한 화가반 고흐가 
남긴 명화에 아름다운 선율이 
더해진 명품콘서트!

3449-3471

천원의 문화
공감 #2 <Sing 
Sing Sing>

5.25(수) 19:30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전석 
1,000원
[1인4매
제한]

국내 최고 실력의 월드비전 합창단과 
마포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들려주는 
동심 가득한 하모니

3274-8600

양화진 근대사 
뱃길 탐방 '돛을 
달다' 프로그램 

운영 안내

4.6(수)~10.19(수)
14:00

양화나루, 절두
산순교성지, 

양화진외국인
선교사묘원, 
밤섬 주변,
선유도 일대

참가비 
5,000원
(기념품 
증정)

탐방 주요내용 - 잠두봉 유적지 문화
유산 관련 해설, 병인양요 등 역사적 
사건 문화체험 - 양화진과 한강의 
근현대사 일대기, 밤섬, 당인리발전소 
해설

719-1495

롤링홀 기획공연 
미생프로젝트 
<직장인밴드편>

4.3(일)~5.29(일)       
매주 일요일 

17:00
롤링홀 20,000원

직장인밴드 프로젝트 <미생>본 공연은 
스탠딩 공연

070-8271-
5525

가족뮤지컬
<넌 특별하단다>

4.5(화)~5.6(금)       
화~금 (단체)11:00
토 11:00, 14:00
일 14:00

마포아트센터 
플레이맥

전석 
25,000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맥스루케이도의 작품,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따스한 감성뮤지컬로 아이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업그레이드 

3274-8600

마포구청성동구청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헬로우뮤지움 
문방구 展

4.7(목)~5.31(화)       
10:00~17:00 
(16:30 관람 
입장 마감)

헬로우 뮤지움 
동네미술관

개인 5,000원
단체 4,000원

(1) 문방사우와 친해지기
(한국화 전통재료 사용) 
(2) 작품에 필요한 재료 찾기
(다양한 소재와 자료 탐색) 
(3) 아티스트 되어보기 
(재료를 활용하여 작품 표현)

562-4420

도봉구청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우리가족 생태
발걸음 캠프

5.4(수)~5.5(목)       
16:00~익일 12:00

북한산국립공원 무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1박2일 캠프 진행

990-5432

두근두근 
다문화여행

4.11(월)~6.30(목)       
월~금 10:00~16:00

도봉구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무료

새싹같은 어린이들이 다문화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올바른 다문화 
감수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즐거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문화 
강사가 방문

990-5403

자수, 삶과 
아름다움을 수놓다

3.7(월)~6.30(목)       
10:00~16:00

덕성여자대학교 
박물관 상설전시장 

3,4 전시실
무료

전시주제 : 자수, 삶과 아름다움을 
수놓다 덕성여자대학교박물관에서 
제10회 박물관특별전 개최

901-8131

역사문화탐방 5월
5.21(토) 

10:00~13:30

도봉구청 광장 앞
(탐방 10분 전까지 
차량에 탑승 

인원 확인 후 출발)

무료
탐방코스: 도봉산 둘레길과 
역사문화관광벨트 8개소

2091-2264

▲ 종로구청

▲ 마포구청 ▲ 마포구청

▲ 성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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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감정코치 뮤지컬
'기분을말해봐'

3.12(토)~6.12(일)

영등포
타임스퀘어B2 
키즈앤키즈

소극장

무료 아이들 자신감을 길러주는 뮤지컬 070-8277-
4684

중랑구청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일사각오' 영화 
관람 안내

4.26(화)~5.6(금)       
문의요망

상봉 CGV
R석 15,000원 
S석 10,000원

주기철 목사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3421-4800

화합! 
가족엔티어링

5.7(토)       
13:00~16:00

망우청소년수련관 
지하1층 꿈나눔터 
및 중랑 나들이숲

1인당 5,000원

오리엔티어링은 지도와 나침반만을
이용하여 숲 속에 숨겨져 있는 
스탬프를 찍어오는 친환경적 
스포츠활동

6919-3311

서대문구청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2016 대한민국 
대학가요제 '청춘, 
열정을 노래하다'

접수기간 : 
3.1(화)~7.17(일)
본선 : 8.14(일)

신촌 대학로 무료
장르불문, 순수창작곡(정식 발표된
적이 없는 미발표된 곡에 한함)
※단, 고교부는 기존가요 가능

761-2776

어린이 최고 인기 
인형극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5.1(일)
14:00~14:40

현대백화점 
신촌점 문화센터

2,500원
누가 두더지 머리 위에 똥을 
쌌을까요 326-4560

은평구청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은평의 작가, 김훈 
초청 토크콘서트

5.7(토)
15:00~17:00

은평역사
한옥박물관
은평마당 1층

무료
김훈 작가와 초대가수 이지상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351-8523

은평역사한옥
박물관 기획특별전 
<한국문학 속의 

은평전>

4.19(화)~6.19(일)       
09:00~18:00

은평역사한옥
박물관

성인 1,000원
학생 500원
영유아, 노인 무료

은평구가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전개한 '한국문학의 고향'임을 
홍보하기 위한 문학작품전

351-8524

▲ 영등포구청 ▲ 서대문구청▲ 중구청

중구청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중구 정동 야행

5.27(금)
18:00~22:00

5.28(토)
11:00~22:00

중구 정동일대 무료

정동 일대의 역사문화시설 개방과 
공연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등 
세계적 축제 트렌드에 맞춰 야심
차게 개회하는 야간형 문화축제

3396-8400

악기야 놀자

4.29(금)~5.1(일)       
4/29 19:30
4/30 11:00
5/1 14:00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성인20,000원
어린이30,000원

악기소개및 연주, 악기체험, 
연주감상, 질문답변

2280-5804

정오의 음악회
3.30(수)~6.22(수)       

수요일 11:00
국립극장 
해오름

R석 15,000원 
S석 10,000원

해설이 있는 고품격 국악 브런치 
콘서트

2280-4114

artist's archive - 
나의 10년의 기록

3.11(금)~6.6(월)       
평일 12:00~20:00
주말 11:00~19:00

월요일 휴관

충무아트홀 무료
1부 3/11 ~4/3 : 이현열(동양화)
2부 4/8 ~ 5/8 : 나형민(동양화)
3부 5/13 ~6/6 : 윤종석(서양화)

2230-6601

한국외대 러시아
연구소-서울대 
러시아연구소 
연합인문강좌

5.20(금)~6.24(금) 
 매주 금 

15:00~17:00

가톨릭회관 
신관(1898 

광장 지하 1층 
마리아홀)

1강좌 등록시 
10,000원 

전 강좌 등록시
30,000원

도스토옙스키와 톨스토이의 작품을 
러시아 문학 연구자들과 함께 읽으며 
그들의 삶과 문학을 이해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

777-8554



28    295월 문화예술 프로그램May, 2016

서초구청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2016 국립국악원 
어린이 국악극 
가족음악극 

만만파파 용피리

4.30(토)~5.8(일)       
평일 11:00,
토/일 14:00,
어린이날 14:00

국립국악원 
예악당

S석 30,000원
A석 20,000원

설화로 전해져 내려오는 '만파식적'
이야기에 생생한 국악기와 노래, 
극의 하모니

580-3300

그녀들의 집

5.1(일)~6.14(화)        
화,목,금 20:00
수 15:00
토,일,공휴일
15:00

서초동 소극장 
씨어터송

20,000원 2015 서울연극제 자유참가작 070-8843-
0088

제958회 서초
금요음악회 

<뮤지컬 피터래빗>

5.6(금) 
19:30

서초구민회관 
대강당

무료
가정의 달 특별 어린이 뮤지컬 
공연

2155-6202

제959회 서초
금요음악회 
<아리아와 
가곡의 밤>

5.13(금)      
19:30

서초구민회관 
대강당

무료

김연준, 청산에 살리라
이흥렬, 꽃구름 속에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아, 지난날이여 안녕’, 축배의 노래

2155-6202

제960회 서초
금요음악회 

<합창으로 듣는 
Love Story>

5.20(금)       
19:30

서초구민회관 
대강당

무료

엘가, 사랑의 인사
멘델스존, 노래의 날개 위에
슈베르트, 세레나데
현재명, 나물 캐는 처녀
그리그, 그대를 사랑해

2155-6202

제961회 서초
금요음악회 

<해설이 있는 
갈라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5.27(금)      
19:30

서초구민회관 
대강당

무료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주옥같은 아리아들을 하나로 
모아 해설과 함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갈라오페라

2155-6202

용산구청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2016 어린이날 
문화행사

5.5(목)
11:00~17:00

백범김구
기념관

무료

5월 5일 어린이날 온가족이 함께 
즐길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 
실시- 특별공연, 태권무, 스트릿
매직, 요술풍선, 캐리커쳐, 페이
스페인팅, 소원나무에 소원달기

799-3400

2016 어린이날 
특별공연 - 
도깨비잔치

5.5(목)
13:00 / 15:30

백범김구
기념관 컨벤션홀

무료
밤고개를 넘어가다 만난 도깨비가 
들려주는 흥부놀부전, 콩쥐팥쥐전, 
심청전 이야기!

799-3441

상반기 
국군의장행사

4.8(금)~6.17(금)       
금요일 14:00,

격주 토요일 15:00

전쟁기념관 
평화광장

무료
군악대,전통의장대,3군의장대의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탈춤,
진도북춤,사자춤과 전통무예 시범

709-3139

전쟁기념관 
벼룩시장 『Warm 

Market』

5.21일(토) 
10:00~17:00

전쟁기념관 
야외무대 및 
뮤지엄카페 

앞 광장

판매자 참가비 
10,000원~
30,000원

* Warm Market : 참가부스 20부스)
* 야외무대 : 야외무대 퀴즈 
이벤트, 버스킹 공연
* 상설 체험 : 페이스 페인팅 (무료)
* 참전용사 후손 장학금 모금활동

070-4060-
2375

5월 주말가족나들이
-청소년 도슨트와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5.1(일)~5.29(일)       
매주 토, 일 11:00

백범김구
기념관

무료

주말가족나들이 - 청소년
도슨트와 함께 떠나는 역사여행
1. 청소년 도슨트의 해설과 함께
하는 전시관 관람(전시관)
2. 효창원 참배

799-3441

송파구청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서울놀이마당 
정기공연

5.1(일)~5.31(화) 
매주 토,일

15:00~16:00 
※5.14(토),5.21(토)

제외

서울놀이
마당

무료
전통가요, 정가, 농악, 한국무용, 
탈춤 등

2147-2800

송파청춘극장
5.12(목)/5.19(금)/

5.26(목) 
10:00/14:00

송파구민회관 무료
5.12 : 국제시장 
5.19 : 노팅힐 
5.26 : 사막의 여우롬멜

2147-2801

송파청춘극장
5.6(금)/5.13(금)

/5.20(금)/5.27(금) 
10:00/14:00

송파체육
문화회관

무료

5.6 : 명량 
5.13 : 템플그램딘 
5.20 : 나의계곡은 푸르렀다 
5.27 : 설계

2147-2800

송파새싹극장
5.6(금)~5.27(금) 
매주 금 16:00

송파
어린이 도서관

무료

5.6 : 아스테릭스 
5.13 : 노아의 방주(남겨진 녀석들) 
5.20 : 리틀 드레곤(코코넛) 
5.27 : 스페이스독

418-0303

5월 수요무대 
슈퍼빼꼼의 
동화여행

5.11(수)
19:00~20:00

송파구민회관
대강당

무료

친근한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빼꼼이 
동화속의 여러 캐릭터들과 다양한 
시합, 결투를 벌이며 어린이들을 흥미
진진한 상상력의 세계로 안내하는 작품

2147-2800

석촌호수 
재능기부 음악회

5.6(금)~5.29(일)
매주금 19:00    
토일13:00~19:00 

석촌호수 
동호중앙
수변무대

무료 7080음악, 어쿠스틱밴드 공연 등 2147-2807

송파예술마루 
정효진작가전

5.2(월)~5.18(수)    
10:00~18:00

송파예술마루 무료 레지던지 작가 정효진 작품전 2147-2810

송파예술마루 
조형래작가전

5.23(월)~6.3(금) 
10:00~18:00

송파예술마루 무료 레지던지 작가 조형래작품전 2147-2810

동작구청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이웃과 함께하는 
힐링여행

4.5(화)~6.21(화)       
10:00

노량진 
메가스터디
타워 2층

무료
동작지역에서 역사 탐방 등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3482-5060

제25회 호국문예
백일장 및 제11회 
그림그리기 대회

5.7(토) 09:00
국립

서울현충원
무료 백일장, 그림그리기 1577-9090

▲ 서초구청 ▲ 용산구청▲ 송파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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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3 4 5 6 7
한마음살림장                      
시민청 시민플라자(B1)

세종체임버홀 개관                      
10주년 기념공연 <디케이드>                      
세종체임버홀

꼬마동물교실                 
기니아피그                      
어린이동물원

유치부 동물사랑! 유치원                      
어린이동물원

서울도서관              
<책을 짓다 展>                      
서울도서관 1층           
기획전시실

<이주용사진관>                      
북서울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1, 2

가족오페라 <사랑의 묘약>                      
세종대극장

시민청 어린이날 기념행사                      
시민청 시민플라자(B1)

와우 클래식 앙상블                      
세종체임버홀

북서울미술관 어린이날        
행사 '꽃보다 미술관'                      
북서울미술관 다목적홀

뮤지엄나이트:SeMA 
금요樂 시리즈3.        
웰레스와 그로밋나이트                      
북서울미술관 다목적홀

예술로 놀이터 연극놀이      
<풀색엄지 특공대>                           
관악어린이 창작놀이터 1층

2016 지구촌              
나눔한마당 축제        
워크숍룸 (지하2층)

미래를 여는 클래식                     
세종체임버홀

8 9 10 11 12 13 14
서울의 바람                      
서울시청 8층 하늘광장 
갤러리

2016 세종페스티벌                
<봄 소풍>                      
세종문화회관 내·외부

우리동네 음악회(실내악)                      
정동제일교회

서울프린지페스티벌 2016                     
봄 - 올모스트프린지                      
서교예술실험센터 전 공간

<사회속 미술 : 행복의 나라>                      
북서울미술관 전시실 1, 2

서울시향 퇴근길 콘서트                      
정동극장 야외무대

몸과 마음을 위한 치유여행                      
서울도서관 4층 사서교육장

마리오 벤자고의              
드보르자크 교향곡 7번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시간을 담은 지도                      
서울시청

국악이야기콘서트            
<세종음악기행>                      
세종대극장

15 16 17 18 19 20 21
2016 PLAY-UP             
아카데미정규과정 2       
<공간을 바꾸는 화술>                      
서울연극센터 아카데미룸

서울시향 리허설룸 콘서트                      
서울시향 5층 리허설룸

우리동네 음악회(관현악)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

뮤지엄나이트:SeMA 금요樂                                 
<컬러, 그리고 클래식>                            
시리즈3. 초록,파랑           
북서울미술관 다목적홀

우리동네 음악회(관현악)                      
이화여자대학교 하나누리관

22 23 24 25 26 27 28
인식개선 프로젝트                      
시민청 바스락홀(B2)

실내악시리즈 1 :           
미지의 세계로 여행                      
세종체임버홀

곰두리 동물체험                      
어린이 동물원

우리동요 사계절                      
세종M씨어터

우리동네 음악회(실내악)                      
강동성심병원 대강당

희망힐링주 아카데미                      
동물원

가곡과 아리아의 밤                      
세종체임버홀

꿈꾸는 세종                     
세종M씨어터

어른·아이·서울 展                      
시민청 갤러리(B1)

토요일은 청이 좋아                    
시민청 활짝라운지(B1)

사랑방워크숍-도시사진전                      
시민청 워크숍륨(B2)                 
동그라미방(B2)               
서울시일대

29 30 31

2016년  5월

시

시

시

시

시 시

교교

교 교

교

서울시
문화달력

시
도
세
교
미
창
청
공
대

서울시/시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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