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떡메치기 떡메치기 체험하고 인절미 먹기

시간 : 12시~16시

장소 : 광장

상설

체험마당

다음 프로그램들은 행사 장소에서 상시 체험 가능합니다.

12:00

시간 광장

광장

로비

저글링 공연(1회)

저글링 공연(2회)

장구장단 배우기 (1회)

장구장단 배우기 (2회)

거북놀이 공연

북한민속공연

로비 1학습실

12:30

13:00

13:30

14:00

14:30

15:00

15:30

전통문화 체험(4종)

  - 솟대만들기

  - 장승만들기

  - 하회탈, 각시탈 그리기

  - 단청그리기

달맞이 포토월

조선의 왕과 왕비 체험

전시장

전시장 단청 스탬프 투어

전통놀이 체험(5종)

  - 윷놀이, 팽이치기, 

    제기차기, 투호던지기,

    사방치기 등

먹거리체험(2종)

  - 떡메치기

  - 유과만들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신문로2가)

Tel  02.724.0274 - 6

facebook.com/seoulmuseum.korea

twitter.com/seoulmuseum

www.museum.seoul.kr

서울역사박물관과
함께하는

서울역사박물관 광장, 로비

2017.
10.5 .(목)
12:00-16:00

시간 : 12시~16시

장소 : 광장

유과만들기

공연마당

놀이마당

전통한과 만들어 먹기

행사장 배치도

체험마당

종합안내소

체험마당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하며, 현장에서 선착순 접수를 받습니다.

행사 프로그램 및 먹거리 메뉴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천 시, 전통민속놀이 등 일부 프로그램은 중정(가운데 뜰)에서 진행됩니다.

※ 많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일정표



저글링 볼, 디아볼로, 모자, 접시, 박스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관람객과 함께 즐기는 저글링 공연

시간 : 1회 12시, 2회 13시 30분 (각 30분)

장소 : 광장

시간 : 14시 (50분)

장소 : 광장

거북놀이 추석에 수숫잎으로 거북 옷을 만들어 입고 마을의 여러 잡귀를 

쫓고 마을 사람들의 무병장수와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민속놀이 공연

1마당 거북 옷 만들어입기, 2마당 길놀이, 3마당 문들어가기, 

4마당 우물돌기, 5마당 터주빌기, 6마당 정지고사와 대청굿

7마당 마당놀이, 8마당 거북뒷놀이, 9마당 마당뒷놀이와 퇴장

아홉마당 구성

북한민속공연 탈북 전 예술활동을 했던 예술인들로 구성된 평양예술단의 

북한 인기가요와 무용, 아코디언 연주 등 다채롭게 구성된 

북한민속공연

시간 : 12시 30분 (60분)

장소 : 로비 특설무대

반갑습니다, 휘파람, 나성에 가면, 천년지기, 아 대한민국 등 중창

까투리 타령, 아름다운 강산 등 독창

박편무, 꽃의 향연, 삼천리의 사계절 등 무용

세계명곡 “써커스렌즈”, 남행열차 등 아코디언 연주 등

프로그램

공연마당 체험마당

전통공예 솟대 만들기, 장승 만들기, 하회탈과 각시탈 그리기,

단청그리기 등 전통 공예 만들기 체험

시간 : 12시~16시

장소 : 광장

대상 : 유아 및 초등학생 (1회당 20여명, 20분)

장구장단

배우기

신나는 장단이 특징인 ‘별달거리’ 장단 배우기

시간 : 1회 15시, 2회 15시30분

장소 : 1층 1학습실

참여대상 : 초등학생 (1회당 최대인원 20명) 

접수 : 광장 종합안내소 (선착순 접수)

시간 : 12시~16시

장소 : 광장

대상 : 유아 및 초등학생

페이스페인팅 보름달과 별, 캐릭터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미지를

아이들의 얼굴과 손에 그림

놀이마당

전통민속놀이 윷놀이, 팽이치기, 제기차기, 투호던지기, 사방치기 등

전통민속놀이 체험

시간 : 12시~16시

장소 : 광장

참여대상 : 누구나

시간 : 12시~16시

장소 : 1층 1교육장 앞 로비

달맞이포토월 서울역사박물관 하늘에 뜬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달맞이 포토월

시간 : 12시~16시

장소 : 1층 1교육장 앞 로비

조선의 왕과

왕비 체험

조선의 왕과 왕비의 옷을 입고 어좌에 앉아 사진 촬영

시간 : 12시~16시

장소 :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실, 기증유물전시실 등

전시관

단청 스탬프투어

서울역사박물관의 다양한 전시관을 관람하며 

단청 스탬프를 찾아 도장 찍기

(스탬프엽서는 광장 종합안내소에서 배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