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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째 푸른 눈의 민족대표 
프랭크 스코필드

SeMA Gold 
<X: 1990년대 한국미술>

가족음악극 서울시극단 ‘쉽게 보는 
셰익스피어 시리즈Ⅱ’ <십이야>

한불수교 130주년 및 경향신문 창간 
70주년 기념 <르누아르의 여인>展

신년음악회 ‘공감의 시작 2017’
2016 서울 포커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http://www.museum.seoul.krhttp://sema.seoul.go.kr/

http://www.sejongpac.or.kr/http://sema.seoul.go.kr/

http://www.dfac.or.kr/http://sema.seoul.go.kr/buk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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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토)~2.5(일) 9:00~20:00

(토·일·공휴일 9:00~19:00 월 휴관)

서울역사박물관 1층 로비

724-0274

무료

3.1운동과 제암리 사건을 세계에 알려 34번째 민족대표

로 불리는 스코필드 박사의 내한 100주년을 맞아 박사

가 강조한 3.1정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시

12.13(화)~2017.2.19(일)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2124-8938

무료

SeMA ‘골드’는 한국 미술 작가를 세대별로 조망하는 

SeMA 삼색전으로 중견작가를 재조명하는 전시 

올해는 90년대 한국미술을 재조명하는 기획전으로 

마련

1.13(금)~1.30(월)

화~목 11:00, 금 19:30, 토 14:00, 17:00, 일 14:00 (월 공연없음) 

세종문화회관 세종M씨어터

399-1000

R석 4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셰익스피어의 대표적 낭만 희극 <십이야>, 

가족관객 대상 음악극으로 재탄생

12.16(금)~2017.3.26.(일) 

화~금 10:00~20:00, 토 10:00~20:00, 

일·공휴일 10:00~19:00 (월 휴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2,3층

1577-2698

성인 15,000원 청소년 9,000원 어린이 7,000원

르누아르 회화, 드로잉 원작 / 47점

1.21.(토) 17:00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2289-5401

20,000원

신년음악회'공감의 시작 2017'민요와 재즈의 탁월한 

조화가 빚어내는 새로운 사운드 이희문과 프렐류드의

유려한 재담이 더해진 신나는 콘서트

12.20(화)~2017.3.19(일)

평일 10:00~20:00, 토,일,공휴일 10:00~18:00 (월 휴관)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1층

2124-5272

무료

우리의 주변과 일상을 구성하는 생활 디자인의 

기본 요소가 되는 공구, 조명, 욕실용품 등 대량             

생산되는 산업제품을 예술의 매체로 소개하는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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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주변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시민청] 
활력콘서트

상설공연
평일 12:00~13:00
주말 12:00~17:00

시민청 활짝
라운지(B1)

무료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는 시민청 예술가들
이 펼치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

739-7331

[시민청] 
군기유적전시

상설전시 
09:00~21:00

시민청 군기시
유적전시실

(B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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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9-9922

[시민청] 7천만의 
한국인들 _ 
서울의 통일

상설전시
11월~17년 2월
09:00~20:30

시민청 
담벼락미디어

무료

성균관대학교 트랜스미디어연구소와 
시민청이 함께 진행하는 영상인터뷰 
프로젝트로 서울의 통일을 주제로 한 
시민들의 인터뷰 영상 상영

739-5811

[시민청] 정책전시 
'꿈꾸는, 따듯한 

서울' 展

12.23(금)~17.1.31(화)
09:00~20:30

시민청 시티
갤러리(B1)

무료

관광과 복지, 일자리에 관련된 서울시 
정책 관련 전시로 서울의 옛사진과 
이야기 음성, 참여 레고판으로 구성하여 
서울을 이해하고, 풀어낼 수 있는 공간

739-5811

2016 아르코미술관 한국-대만 
큐레이터 협력기획전 <동백꽃 밀푀유>

서울, 나와 함께한 건축이야기 
스토리텔링

2017 서울돈화문국악당 공동기획
공연 수어지교2 - 산조

http://art.arko.or.kr/

http://www.j-bug.co.kr/

https://sdt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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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장   소

문   의 

입 장 료

내   용

12.9(금)~2017.2.12.(일) 11:00~19:00 

(매주 월,신정, 구정 휴관)

아르코미술관 제 1,2 전시실

760-4625

무료

한국과 대만의 협력기획으로, 한국과 대만의 근현

대사를 구성하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쟁점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

11.4(금)~17.2.28(화) 10:00~23:00 

뚝섬전망문화콤플렉스 자벌레 1층 몸통구역

3780-0517, 0759

무료

서울의 아름다운 배경이 되는 '서울 건출물'을 발굴하고 

그속에서 살아가는 서울 시민의 생생한 삶과 사연을 

만날 수 있는 전시

1.3(화)~2.23(목) 매주 화, 수, 목 19:30

서울돈화문국악당 공연장

3210-7001

5,000원~20,000원(공연별 상이)

수어지교는 물과 물고기의 사귐과 같이 서울돈화문 

국악당과 예술가가 동행하며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으로 2017년 두 번째 시즌은 '산조'로 무대를 꾸밈

▲ 서울시청

▲ 시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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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서울시립미술관] 

SeMA Gold 

<X: 1990년대 

한국미술>

12.13(화)~

2017.2.19(일)

서소문본관 

1층 
무료 

SeMA ‘골드’는 한국 미술 

작가를 세대별로 조망하는 

SeMA 삼색전으로 중견작가를 

재조명하는 전시이다. 

올해는 90년대 한국미술을 

재조명하는 기획전으로 마련

되었다.

2124-8938

[서울시립미술관] 

한불수교 130주년 

및 경향신문 창간 

70주년 기념 

<르누아르의 여인>

展

12.16(금)~

2017.3.26(일) 

서소문본관 

2,3층 

일반 13,000원

청소년 10,000원

어린이 8,000원

한불수교 130주년을 맞아 

경향신문과 공동 주최로 

<르누아르의 여인>展을 

서울시립미술관 본관에서 

개최한다.

1577-2698

[서울시립미술관] 

오늘의 옹기 : 

이현배 

12.13(화)~

2017.2.26(일) 

남서울

생활미술관 

1,2층 

무료 

잊혀져가는 우리나라 전통

옹기의 명맥을 이어나가는 

이현배의 초기부터 최근까지의 

주요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

2124-8935

[서울시립미술관] 

SeMA 전시 아카

이브 1988-2016: 

읽기 쓰기 말하기

12.13(화)~

2017.3.26(일) 

서소문본관 

3층 

프로젝트 

갤러리

무료 

1988년 미술관이 개관한 이래 

개최되었던 전시를 선별적으로 

조명한 아카이브 전시

2124-8942

▲ 시민청 ▲서울시립미술관▲ 시민청 ▲ 서울시립미술관

시청주변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시민청] 특별전시 
'환상의 숲'

12.23(금)~17.1.30(월)
09:00~20:30

시민청 시민
플라자B(B1)

무료
추운 겨울 속, 신비로운 숲속에서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
739-7331

[시민청] 시민청 
4주년 개관행사

<시민청 귀빠진날>

1.14(토)
14:00~16:00

시민청 활짝
라운지(B1)

무료

시민청 개관 4주년을 맞이하여, 환상의 

오케스트라와 초청가수가 펼치는 개관

기념 특별공연 및 캘리그라피 체험, 

미디어 체험 전시 등

739-0057

[시민청] ART 
Beyond ART

9.7(수)~17.1.31(화)
09:00~20:30

시민청 소리
갤러리 (B1)

무료

명화와 최첨단의 영상기술이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융복합 장르 전시로 감동과 

힐링을 전하며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는 

컨버전스 아트 전시

739-5811

2017년 설명절 
기념행사

1.27(금), 
29(일)~30(월)
11:00~17:00

활짝라운지 및 
시민플라자

(B1)
무료

2017년 설명절을 맞아, 특별공연 및 

민속놀이체험행사 진행
739-0057

서울시청 하늘광장 
갤러리 전시 
<서울의 주>

11.14(월)~1.13(금) 
10:00~18:00

서울시청 8층 
하늘광장 
갤러리

무료

맺고 풀리고 실의 성질을 통해 가족, 

사회 안에서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도시 서울의 단절된 인간관계의 회복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함

2133-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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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서울시립교향악단] 

린 하렐의 드보르

자크 첼로 협주곡 

①

1.13(금) 20:00 롯데콘서트홀

R석 90,000원

S석 70,000원

A석 50,000원

B석 30,000원

C석 10,000원

드보르자크, 첼로 협주곡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5번
1588-1210

[서울시립교향악단] 

린 하렐의 드보르

자크 첼로 협주곡 

②

1.14(토) 20:00 롯데콘서트홀

R석 90,000원

S석 70,000원

A석 50,000원

B석 30,000원

C석 10,000원

드보르자크, 첼로 협주곡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5번
1588-1210

[서울시립교향악단] 

실내악 시리즈 1: 

린 하렐과 함께

하는 슈베르트 

현악 오중주

1.15(일) 17:00 세종체임버홀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10,000원

베토벤, 현악 4중주 제4번

슈베르트, 현악 오중주
1588-1210

[서울시립교향악단] 

마르쿠스 슈텐츠 

사이클 I : 낭만주의 

시대의 혁명가들 ①

1.20(금) 20:00 롯데콘서트홀

R석 90,000원

S석 70,000원

A석 50,000원

B석 30,000원

C석 10,000원

스트라빈스키, 장송적 노래 

(아시아 초연)

리스트, 피아노협주곡 제1번

슈만, 교향곡 제2번

1588-1210

[서울시립교향악단] 

마르쿠스 슈텐츠 

사이클 I : 낭만주의 

시대의 혁명가들 ②

1.21(토) 20:00 롯데콘서트홀

R석 90,000원

S석 70,000원

A석 50,000원

B석 30,000원

C석 10,000원

스트라빈스키, 장송적 노래 

(아시아 초연)

리스트, 피아노협주곡 제1번

슈만, 교향곡 제2번

1588-1210

▲ 북서울미술관▲ 북서울미술관 ▲ 롯데콘서트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북서울미술관] 

소장작품 기획전

1.17(화)~3.26(일)       

평일 10:00~20:00, 

토,일,공휴일 

10:00~18:00(월 휴관) 

*뮤지엄나이트 운영 

매월 첫째,셋째 금 

10:00~22:00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2층

무료

하나의 사회학적 상징이 된 

좀비를 통해 한국 사회가 내포

한 좀비화의 가능성과 그 배경

을 현대미술 작품을 통해 풀어

본다.

2124-5248

[북서울미술관] 

2016 서울 포커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12.20(화)~2017.3.19(일)

평일 10:00~20:00, 

토,일,공휴일 

10:00~18:00(월 휴관) 

*뮤지엄나이트 운영 

매월 첫째,셋째 금 

10:00~22:00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1층

무료

우리의 주변과 일상을 구성하는 

생활 디자인의 기본 요소가 되는 

공구, 조명, 욕실용품 등 대량생산

되는 산업제품을 예술의 매체로 

소개하는 전시

2124-5248

[북서울미술관] 

2016 하반기 

어린이전시 

<점.선.면>

12.13(화)~2017.4.16(일)

평일 10:00~20:00, 

토,일,공휴일 

10:00~18:00(월 휴관) 

*뮤지엄나이트 운영 

매월 첫째,셋째 금 

10:00~22:00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어린이갤러리

무료

"점, 선, 면"을 주제로 한 어린이 

대상 교육전시로 기초 조형요소

와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일상에서 발견되는 형태와 공간

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전시

2124-5248

[세종문화회관] 

훈데르트바서 

특별전

12.14(수)~

2017.3.12(일)

10:30~20:00

세종미술관 

1관,2관

성인 15,000원

청소년 9,000원

어린이 7,000원

오스트리아 대표 예술가 ‘훈데르

트바서’ 세계 최대 규모의 특별

전.그린시티’라는 주제로 독창적이

고 친환경적인 작품 등 총 140여 

점 전시

39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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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기념관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서울역사박물관] 
34번째 푸른 눈의 
민족대표 프랭크 

스코필드

12.3(토)~2.5(일) 
09:00~20:00
(토·일·공휴일 
09:00~19:00 

월 휴관)

1층 로비 무료

3.1운동과 제암리 사건을 세계에 알려 
34번째 민족대표로 불리는 스코필드 
박사의 내한 100주년을 맞아 박사가 
강조한 3.1정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시

724-0274

[서울역사박물관] 
아파트 숲이 된 

북서울

12.17(토)~3.5(일) 
09:00~20:00
(토·일·공휴일 
09:00~19:00 

월 휴관)

기획전시실B 무료

근현대 경춘선, 경원선 등 철도 교통
의 요지이자 서울의 관문인 북서울 
지역의 중요성을 성북역을 중심으로 
도시발달사적 측면에서 전시

724-0274

[서울역사박물관] 
1784년 유만주의 

한양

11.25(금)~2.26(일) 
09:00~20:00
(토·일·공휴일 
09:00~19:00 

월 휴관)

기획전시실A 무료
1784년 평범한 한해를 대상으로 
남대문에 살던선비 유만주의 일기 
'흠영'에 주석을 달듯 기획한 전시.

724-0274

[몽촌역사관] 
어린이 체험전시 
열려라! 백제마을

~

1.1(일)~1.31(화) 
상시 

*회차별 입장
체험전시실 무료

한성백제생활사를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상설전시

2152-5895

[몽촌역사관] 
꿈마을공작교실 

"뚝딱! 종이로 만들
어보는 백제마을 

친구들~"

1.21(토) 
1회차 13:00~13:50
2회차 14:00~14:50
3회차 15:00~15:50
4회차 16:00~16:50

체험학습실 무료

한성백제시대 왕도 한성의 사람들 
모습을 만들어보며 수도 서울의 
오래된 역사를  배워보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2152-5899

[몽촌역사관] 
꿈마을체험교실
 "슝슝~시간여행, 

몽촌토성!"

1.17(화)~1.20(금)       
1/17,18(1,2학년) 
1/19,20(3,4학년)

*1일2회 
1회차 10:00~12:00
2회차 13:30~15:30

영상관 및 
전시실

무료

한성백제시대 몽촌토성의 모습을 입
체지도로 완성해보고 이를 통해 수도 
서울의 오래된 역사를  배워보는 체험
학습 프로그램

2152-5899

[몽촌역사관] 
꿈마을이야기교실 
"신기한 열두 달,

열두 동물"

1.10(화)~1.13(금)
*1일2회 

1회차 10:00~12:00
2회차 13:30~15:30

영상관 및 
전시실, 

체험학습실
무료

우리 열두 띠를 통해 조상들의 풍속을 
알아보고 생활지혜를 이해함으로써, 
전통문화를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세화 족자 만들기 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

2152-5899

공연장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세종문화회관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이 

함께하는 
'2017 신년음악회'

1.4(수) 19:30 세종대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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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토벤, 드보르진스키, 샤브리에, 
파야 2017년 힘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한 고품격 음악회

399-1000

가족음악극 
<십이야>

1.13(금)~1.30(월)
화~목 11:00
금 19:30/ 

토 14:00, 17:00
일 14:00(월 공연없음)

세종M씨어터
R석 4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셰익스피어의 대표적 낭만 희극 
<십이야>, 가족관객 대상 음악극
으로 재탄생

399-1000

2017 서울돈화문
국악당 공동기획공연 
수어지교2 - 산조

1.3(화)~2.23(목) 
19:30

서울돈화문
국악당 공연장

5,0000원~
20,000원

(공연별 상이함)

수어지교는 물과 물고기의 사귐
과 같이 서울돈화문국악당과 
예술가가 동행하며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2017년 두 번째 
시즌은 '산조'로 무대를 꾸민다.

3210-7001

제8회 ARKO
한국창작 음악제 

양악부문
1.23(월)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료

대한민국 클래식[Classic]의 경계를 
넘어 새로움에 도전하다! 대학생 
작곡가부터 원로 명예교수까지 
폭넓은 작곡가들의 다채로운 작품
들이 초연, 재연됩니다.

356-7655

▲ 세종문화회관 ▲ 서을역사박물관

▲ 예술의전당

▲ 세종문화회관 ▲ 몽촌역사관

▲ 서울돈화문국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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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기념관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한성백제박물관] 
선사고대기획전
'고구려 고분벽화' 

12.29(목)~2017.2.26(일)
09:00~21:00 
주말,공휴일 

09:00~18:00

기획전시실 무료

고구려 고분벽화를 주제로 한 특별전시. 
고구려 대귀족이 살았던 저택의 모습과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벽화모형을 
만날 수 있다

2152-5913

[한성백제박물관] 
선사고대기획전 

초청강연회

1.19(목), 1.24(화)
14:00

박물관 강당 무료

1.19: 고구려 고분벽화, 오늘을 그려 
내일을 말하다. 전호태(울산대학교)
1.24: 벽화고분 구조로 본 고구려 사람
들의 사후관념. 강현숙(동국대학교)

2152-5913

[한성백제박물관] 
겨울방학교실

1.10(화)~1.21(토)
09:30~11:30/
13:30~15:30

토 10:00~12:00/
14:00~16:00

박물관 
교육실 및 
전시실 

무료
박물관 특별전 <고구려 고분벽화>와 
연계하여 마련된 초등학교 4~6학년 
대상 가족교육프로그램.

2152-5846

[한성백제박물관] 
교사직무연수

1.3(화)~1.6(금) 
13:30~17:30

박물관 
교육실

무료
전국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분야연수기관 교사직무연수 교육
프로그램.

2152-5846

[한성백제박물관] 
한성백제금요시네마

(무료상영) 1월

1.6(금)~1.27(금) 
18:30 매주 금

박물관 강당 무료

1.6: 업
1.13: 마루 밑 아리에티
1.20: 공주와 개구리
1.27: 마당을 나온 암탉

2152-5833

[한성백제박물관] 
다(多)함께 박물관

2.~6.
기관협의,

1월부터 예약가능

박물관 
교육실 및 
전시실 

무료

다문화가족과 함께 시루를 주제로 
한성백제인의 식생활을 체험하고 세계 
음식이야기를 나눈 뒤 한국식 만두 
빚기를 체험하는 교육프로그램

2152-5833

[한성백제박물관] 
외국인 한국역사

문화체험 

2.~6.
기관협의,

1월부터 예약가능

박물관 
교육실 및 
전시실 

무료
한국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여행 
노트 제작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한성백
제 유물 탐구하는 교육프로그램

2152-5833

[한성백제박물관] 
희망누리 박물관

2.~6.
기관협의,

1월부터 예약가능

박물관 
교육실 및 
전시실 

무료
시각청각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오감
으로 전시물을 탐구하고 백제 문양 
비누만들기 체험프로그램

2152-5833

[한성백제박물관] 
찾아가는 박물관 

2.~6.
기관협의,

1월부터 예약가능

장애인 및 
다문화단체 

시설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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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2-5833

기타 문화공간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2017 겨울 키즈툰
애니스쿨

1.9(월)~1.20(금)
10:00~13:00, 
14:00~17:00

서울애니
메이션센터

과정별 
1인당 

100,000원

방학동안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만화가를 포함한 전문 선생님들과 
함께 만화를 직접 만들어보는 교육
프로그램.

3455-8355

스톱모션애니메이션 
제작체험

1.1(금)~12.31(토) 
09:00~18:00

서울애니
메이션센터

유료
(3,000원)

클레이로 캐릭터를 만들어 직접 미니
어쳐 세트장에서 동작을 촬영하는 
창의체험

3455-8346

[서울문화재단] 
우주율동우주

1.20(금)~1.21(토) 
미정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미정

‘제강신화’의 “태초의 혼돈이 춤과 노래
를 즐겼다”라는 부분에서 출발하는 
이 작품은 우주의 율동을 구현하며
일방적으로 ‘전시된 공간’이 아닌 ‘반응
하는 공간’을 만들어낸다.

2676-4333

[서울문화재단] 
장구 프로젝트
III-비가 올 징조

1.13(금)~1.14(토) 
미정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미정

장구 연구자 김소라의 세 번째 장구 
프로젝트 시리즈로, 2014년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장구의 세계화’를 위하여 장구를 
여러 장르의 매체와 접목시켜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

2676-4333

[서울문화재단] 
Sonomatter

1.5(목)~1.7(토) 
상시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무료

삶과 죽음의 연속적인 관계를 ‘흙’이
라는 매체를 통해 나타내고자 한다. 
미생물의 신호를 소리로 변환시켜, 
전시 기간 동안 미생물에서 얻어지는 
전압의 양에 따라 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

2676-4333

[박노수미술관] 
<취적피리소리>展 
전시연계 어린이 

예술교육 프로그램

1.5(목)~2.24(금) 
10:30,11:30/
15:00,16:30

박노수미술관 무료
<취적-피리소리>展 전시연계 어린이 
예술교육 프로그램

 2148-4171

▲ 서울문화재단▲ 한성백제박물관 ▲ 박노수 미술관▲ 한성백제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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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화공간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서울상상나라] 
행운의 마트료시카

(감성예술)

1.3(화)~1.26(목)       
매일(월 휴관제외) 

15:00

지하 1층 
창의놀이실

입장료
4,000원
(참가비

3,000원)

여러 나라의 행운을 비는 장식품
을 감상 후 러시아 전통인형 
만들기

6450-9500

[서울상상나라] 
신나는 요요 만들기

(전시체험학습)

1.1(일)~1.31(화)       
평일 15:30

1층 기획전
4,000원
(참가비
무료)

여러 나라의 장난감을 알아보고 
나만의 요요 만들기

6450-9500

[서울상상나라] 
튼튼 다리, 안전
건축(창의과학)

1.3(화)~1.26(목)       
매일(월 휴관제외) 

13:00

지하 1층 
창의놀이실

입장료
4,000원
(참가비

5,000원)

트러스 구조를 실험해보고 
튼튼한 다리 만들기

6450-9500

[서울상상나라] 
내가 만약 음식
이라면(표현놀이)

1.3(화)~1.26(목)       
매일(월 휴관제외) 

14:00

지하 1층 
표현놀이실

입장료
4,000원
(참가비

3,000원)

여러 나라 음식을 알아보고 
음식의 맛, 모양을 몸으로 표현
해보기

6450-9500

[서울상상나라] 
발명탐험대
(초등탐험)

1.3(화)~1.26(목)       
매일(월 휴관제외) 

11:00
1층 기획전

입장료
4,000원
(참가비

5,000원)

박물관 선생님과 다양한 
전시물을 체험해보기

6450-9500

[서울상상나라]
단호박 컵 설기

(오감요리)

1.3(화)~1.26(목)       
매일(월 휴관제외) 

12:00

지하 1층 
요리놀이실

입장료
4,000원
(참가비

8,000원)

여러 나라 다양한 떡을 
알아보고 단호박 설기 만들기

6450-9500

[서울상상나라] 
베트남 음식 짜조!

(가족요리)

1.1(일)~1.31(화)       
주말 14:00

지하 1층 
요리놀이실

입장료
4000원
(참가비

10,000원)

베트남 문화를 알아보고 새우, 
채소를 이용해 짜조 만들기

6450-9500

[DDP] 간송과 
백남준의 만남 - 
문화로 세상을 

바꾸다

11.9(수)~2017.2.5(일)
화~일 10:00~19:00

(*월 휴관)

배움터 2층 
디자인박물관

성인 8,000원, 
학생 6,000원

문화로 세상을 바꾼 두 거인 
간송과 백남준의 작품을 한 
자리에 볼 수 있는 전시.간송의 
작품 25점과 백남준의 작품 
28점의 작품이 가진 의미의 
연관성을 매칭

2153-0000

[DDP] 
FORNASETTI 

포르나세티 특별전 
(부제 : PRACTICAL 

MADNESS)

11.22(화)~2017.3.19(일)
10:00~21:00

(입장마감 20:00)
(*월 휴관)

배움터 지하 
2층 디자인

전시관

성인 
15,000원
청소년 

10,000원

2013년 밀라노 트리엔날레 
디자인 뮤지엄에서는 피에로 
포르나세티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 전시회를 연 후 전 세계 
순회 중인 전시로 서울에서 
최초 개최

2153-0000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꿈의숲아트센터] 
신년음악회 '공감
의 시작 2017'

1.21.(토) 17:00
꿈의숲아트

센터 
퍼포먼스홀

20,000원

신년음악회'공감의 시작 2017
'민요와 재즈의 탁월한 조화가 
빚어내는 새로운 사운드이희문
과 프렐류드의 유려한 재담이 
더해진 신나는 콘서트

2289-5401

[서울의공원] 
소망 솟대 만들기

1.20(금)~1.20(금)       
15:30~17:00

길동생태문화
센터 2층 
시청각실

무료
새해를 맞아 나만의 솟대에 
소망을 담아보자 473-2770

[서울의공원] 
도자기에 들어간 

야생화

1.8(일)~1.8(일)       
15:00~17:00

길동생태문화
센터 2층 
시청각실

재료비 
10,000원

아름다운 야생화 감상후 
내도자기에 그림그리기 473-2770

[서울의공원] 
드라이플라워 
연하장 만들기

1.15(일)~1.15(일)       
11:00~12:30

길동생태문화
센터 2층 
시청각실

재료비 
1,000원

새해소망도 적어보고 말린꽃과 
자연물을 이용하여 나만의 멋진 
연하장 꾸며보기

473-2770

[서울의공원] 
얼음아 놀자

1.8(일)~1.22(일)       
11:00~12:30

길동생태공원 무료
얼음액자를 만들어 랜드아티
스트 되어 보기 472-2770

[서울의공원] 
짚풀공예

1.6(금)~1.20(금)       
15:00~16:30

길동생태공원 무료
짚으로 만드는 계란꾸러미를 
만들어 보아요 472-2770

[서울의공원] 
‘독립운동가’ 

골든벨을 울려라

1.4(수)~1.25(수) 
14:00~16:00

남산공원 
백범광장

무료
국보 1호 숭례문을 통해 한양도성
의 사대문과 사소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3783-5995

[서울의공원] 
제5회 보라매공원 
어린이 조경학교

1.9(월)~1.11(수)  
09:30~17:00 
(7시간 30분)

보라매공원 
커뮤니티센터

10,000원
(도시락포함)

겨울방학을 맞아 조경문화를 접할수 
있는 제5회 어린이 조경학교를 운영하여 
내가 가보고 싶은 공원을 직접 설계도 
하고 만들어 볼수 있는 체험학교

2181-1183

한강 및 공원

▲ 서울상상나라 ▲ DDP

▲ 서울의공원

▲ 서울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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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극장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청춘극장 1월 
상영작

1월중 문화일보홀
전석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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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9-
5422~4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뚝섬전망문화콤플렉스] 
한강건축상상전

11.4(금)~
2017.2.28(화) 
10:00~23:00

자벌레 1층 
몸통구역

무료

한강을 주제로 건축·조경·
예술 등 전문가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다양한 
전시방법을 활용한 설치작품

3780-
0517,0759

[뚝섬전망문화콤플렉스] 
서울,나와 함께한 건축
이야기 스토리텔링

11.4(금)~
2017.2.28(화) 
10:00~23:00

자벌레 1층 
몸통구역

무료

서울의 아름다운 배경이 되는 
'서울 건출물'을 발굴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서울 시민의 
생생한 삶과 사연을 만날 수 
있는 전시

3780-
0517,0759

[뚝섬전망문화콤플렉스] 
순정민화전:탄생화 편ll

12.27(화)~
2017.1.3(화) 

10:00~23:00

자벌레 1층 
전시구역

무료

꽃에 대한 감정들을 여성
만화작가 특유의 아름다움과 
섬세함으로 표현한 창작민화 
소모임 형형색색의 전시

3780-
0517,0759

[뚝섬전망문화콤플렉스] 
PUBLIC GALLERY 
(퍼블릭갤러리전)

16.1.4(수)~
2017.2.2(목) 

10:00~23:00

자벌레 1층 
전시구역

무료

작가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다수 
작가의 단체전을 진행하여 신진 
작가들의 자신의 작품을 내보
이고 소통하는 전시

3780-
0517,0759

한강 및 공원

▲ 뚝섬전망문화콤플렉스

▲ 뚝섬전망문화콤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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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타고 코리언 드럼
(TAGO Korean 

Drum)

1.13(금) 19:00 
~ 20:10

금나래아트홀 
공연장

10,000원
(구민할인50%)

2016년 세계최고 예술가들이 
참가하는 축제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한 코리안드럼 
타고의 공연

2627-2410

송파구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송파구립예송미술관] 
겨울방학 

특별전시기획
"그점을 따라가시오"

展

12.19(월)~2.9(목) 
10:00~18:00

송파구민회관 내 
예송미술관

무료
그룹 "Dots"는 작은 여러개의 점
들이 모이면 선이 되고 새로운 
큰 무언가가 이루어짐

2147-2810

2017 신년 새해맞이 
한마당

1.1(일) 19:00
올림픽공원 
몽촌토성 
망월봉

무료
해맞이 축하공연, 소망의 종
(鍾) 타종, 행운의 바구니 
터트리기, 해오름함성 등

2147-2800

▲ 금천구 ▲ 송파구 ▲ 서초구▲ 노원구 ▲ 서초구

노원구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신년음악회 
비엔나 왈츠 
오케스트라

1.18(수) 19:30
노원문화
예술회관

R석 50,000원
A석 40,000원

비엔나 왈츠 오케스트라-
비엔나로 떠나는 왈츠여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51-3355

어린이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1.6(금) 10:20 / 
11:30 / 14:00

노원어울림
극장

-균일석 : 20,000원
 -24개월이상 관람가/ 

1인1좌석제
 -유료회원 30%

 -학생할인
(대학생까지) 20%

 -국가유공자,장애우,
경로우대

(만 65세 이상) 50%

어린이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2289-6767

서초구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뮤지컬 
어린이 난타

12.3(토)~1.22(일) 
화~금

11:00, 14:00 
토~일 

11:00, 14:00, 17:00 
(*단 1/22 11:00, 

14:00 2회만 진행)

더케이아트홀

난타석 55,000원 
VIP석 50,000원 
S석 40,000원 
A석 30,000원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신나는 
요리쇼와 오리지널 난타 퍼포
먼스! 다양한 무대전환과 대형 
영상이 만들어내는 생생한 볼거리
가 가득

738-8289

위대한 낙서 The 
Great Graffiti 展

12.9(금)~2.26(일) 
11:00~19:00

서울서예박물관 
현대전시실1/2/3, 

실험전시실

일반 10,000원 
어린이,초중고생
(만36개월~18세) 

5,000원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의 그래피티 
작가7명을 엄선하여 국내 최초로 
기획된 세계적 그래피티 전시

580-1300

꽃보다춤꾼 시즌
2-학비유무

12.29(목) 19:30
국립국악원 

예악당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10,000원

꽃보다춤꾼 시즌2-학비유무 010-3748-
3462

가족국악극 만만
파파 용피리

1.20(수)~1.29(금) 
14:00

* 1.23(월) 공연없음

국립국악원 
예악당

S석 30,000원
A석 20,000원

교과서에 나오는 삼국유사의 만파
식적 설화를 모티브로 만든 '만만
파파 용피리'

580-3300

한화생명과 함께
하는 예술의 전당 

11시 콘서트
1.19(목) 11: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일반석 25,000원
3층석 20,000원

라흐마니노프 /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모차르트 / 바이올린 협주곡 제4번
차이콥스키 / 현을 위한 세레나데

580-1300

코리안심포니 
제199회 정기연주회

1.20(금)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R석 60,000원
S석 40,000원
A석 30,000원
B석 20,000원
C석 10,000원

R. Strauss Don Juan 리하르트 슈
트라우스  
돈 후안 J. Strauss Kunstlerleben 
요한 슈트라우스 예술가의 생애  등

522-6258

조이오브스트링스 
20주년 기념 
신년음악회

1.20(금) 20:00 IBK챔버홀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신년음악회의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곡들로 구성 780-5054

베르나르 베르
베르의 연극<인간>

12.17(토)~3.5(일)
화,목,금 20:00/
토 15:00,18:00/
일 및 공휴일 

15:00(월 공연없음)

자유소극장

1층 지정석 
49,000원

2,3층 자유석
(비지정석) 
34,000원

블랙버드, 맘모스해동,거미여인의 
키스 등 섬세한 표현의 연출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문삼화 연출작

1577-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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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2016 아르코
미술관 한국-
대만 큐레이터 
협력기획전 

<동백꽃 밀푀유>

12.9(금)~2017.2.12(일) 
11:00~19:00

*매주 월, 신정, 구정 
휴관

아르코미술관 
제 1,2 전시실

무료

한국과 대만의 협력기획으로, 
한국과 대만의 근현대사를 구성
하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쟁점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입니다.

760-4625

황학정 국궁전시관 
기증유물특별전 

<세계의 활 
동북아시아> 展 

12.20(화)~2017.2.28(화)
화~일 10:00~17:00 

(월 휴관)
황학정 국궁전시관 2,000원

세계 각지의 활 기증품을 선보이는 
전시로 그 첫번째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활과 화살을 감상할 수 있음

722-1600

영등포구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Flyspace] 
Falling In 

Acousitc vol.13 
with 김형섭

1.13(금)~1.20(금)
매주 금 20:00

컬쳐팩토리 
(영등포구 문래동
14-13번지 문래 
컬처팩토리)

예약판매 
30,000원

너에게 난 나에게 넌'으로 큰 인기
를 얻은 <자전거 탄 풍경-김형섭>
의 공연

010-8236-
0026

중구

행사명 일시 장소 입장료 주요내용 문의

[종이나라박물관] 
2016 대한민국 종이
문화예술작품공모대전 

수상작 작품전시

12.13(화)~2017.2.25(토)
 09:30~18:00

종이나라
박물관
(장충동)

무료

문화와 종이문화예술을 꽃피
웠던 종이문화 종주국으로서, 
선조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의 
민족 문화유산인 종이접기와 
종이문화

2279-7901

[종이나라박물관] 
2017 겨울방학 체험
교육프로그램 안내

1.7(토)~1.21(토)
1.7(토)2회차: 

14:00~15:30/1.21(토) 
10:30~12:00

종이나라
박물관
(장충동)

10,000원
다양한 종이문화예술작품 활동 
경험(최대 6명 이하)

2279-7901

서울중구문화원 
문화교실/

동아리 안내

1.1(일)~12.31(일)  
10:00~17:00

(강좌별 시간 다름)

서울중구
문화원

30,000원
(경기민요,가락장구, 
화요성악교실, 누드
크로키, 쉐도우박스, 

문예창작) 
20,000원

(문예창작-수필반)
50,000원

(목요성악교실)

문화교실 및 동아리 운영 775-3001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12.9(금)~1.15(일)
화, 목, 금 20:00/
수 15:00, 20:00/
토 15:00, 17:00/ 
일·공휴일 14:00 

(*월 공연없음) *12.30(금) 
15:00, 20:00 2회 공연 / 
(*12.31(토) 공연 없음)

달오름극장
VIP석 66,000원
R석 55,000원
S석 33,000원

죽음으로 완성한 사랑과 비극의 
판타지 <로미오와 줄리엣>! 
2016년은 세계 최고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

6004-6776

국립극장 마당놀이
<놀보가 온다>

12.8(목)~1.29(일)
목,금 20:00 / 

화,수,토,일,공휴일 15:00 
*월 공연 없음

해오름극장

VIP석 70,000원
R석 50,000원
S석 40,000원
A석 30,000원

심청, 춘향, 이번엔 놀보다~ 
올해도 한판 거방지게 놀아보자~

2280-4114

뮤지컬 <아폴로니아>

10.30(일)~1.15(일)
평일 20:00 (월 휴관)

토 15:00, 19:00
일 및 공휴일 14:00, 

18:00

충무아트센터 
소극장 블루

전석 55,000원
뮤지컬
<천사에 관하여 : 타락천사 편>

2230-6600

뮤지컬 <구텐버그>

11.13(일)~1.22(일) 
화,수,목,금 20:00
토 15:00, 19:00
일 14:00, 18:00
*월 공연 없음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일반석 60,000 원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이야기를 
오가는 극중극 형식의 오프 브로
드웨이 명작

3485-8700

▲ 종로구 ▲ 중구

▲ 영등포구

▲ 중구 ▲ 중구

▲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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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교향악단] 
린 하렐의 드보르자크 
첼로 협주곡 ②
롯데콘서트홀

[서울시립교향악단] 실내악 
시리즈 1: 린 하렐과 함께하
는 슈베르트 현악 오중주
세종체임버홀

[서울의공원] 도자기
에 들어간 야생화
길동생태문화센터 2층 
시청각실

[서울의공원] 제5회 보라
매공원 어린이 조경학교
보라매공원 커뮤니티
센터

[서울상상나라] 
행운의 마트료시카
(감성예술)
지하 1층 창의놀이실

[북서울미술관] 
소장작품 기획전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2층

[서울의공원] 제8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양악부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서을역사박물관] 
1784년 유만주의 한양
기획전시실A

[한성백제박물관] 
선사고대기획전 초청
강연회
박물관 강당

[서울문화재단] 
우주율동우주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꿈의숲아트센터] 
신년음악회 '공감의 
시작 2017'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2017년 설명절 
기념행사
활짝라운지 및 
시민플라자(B1)

2017 서울돈화문국악당 
공동기획공연 수어지교
2 - 산조
서울돈화문국악당 
공연장

[서울의공원] ‘독립운동
가’ 골든벨을 울려라
남산공원 백범광장

[한성백제박물관] 
한성백제금요시네마
(무료상영) 1월
박물관 강당

[서울문화재단] 
Sonomatter
문래예술공장 박스씨
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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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한성백제박물관] 
설날 박물관 큰잔치
한성백제박물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