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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프로그램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rts & Culture program

서울시가 드리는



MON TUE WED

시청  시민청

활력콘서트

박물  어린이체험전시

열려라!  
백제마을

공연  서울남산국악당

김준희 
해금독주회 
‘고궁의 날개짓’

박물  서울역사편찬원

제18회 서울역사 
학술대회 
경복궁  
중건의 역사,  
첫 장을 열다

한강  서울대공원

곰두리 동물체험

공연   서울시립 
교향악단

우리동네 
음악회_실내악

THU FRI SAT SUN

기타  삼각산시민청

삼각산 살림장

공연  강동아트센터 

제172회 
목요예술무대 
‘앙상블클라비어’

시청  시민청

‘현충일 
추념행사’

한강  시민의숲

공원놀이의 날

한강  길동생태공원

2019 반딧불이 
축제

기타  플랫폼창동61

지박컨템포러리 
시리즈 
‘찰리채플린 : 
모던타임즈’

공연  세종문화회관

뮤지컬 
‘엑스칼리버’

박물   서울하수도 
과학관

물 속으로 
퐁!퐁!퐁

박물  한성백제박물관

한성백제 
금요시네마 
(무료상영) 

기타   [SETEC]

대한민국 
애완곤충경진 
대회 

기타   서울애니메이션 
센터

도심속 
문화체험공간 
서울애니메이션 
센터에서 만나요

한강  보라매공원

소소한 공작소

공연  마포아트센터

천원의  
문화공감 #15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박물  서울역사박물관

놀이로 배우는 
우리역사

한강  구로문화재단 

세대공감  
시리즈 #3 
‘신나는 
브라스여행’

한강  서울대공원

시끌벅적 동행숲

시청주변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기념관

한강 및 공원

기타 문화공간

청춘극장

시청

공연

미술

박물

한강

기타

청춘

  062019.공연 및 전시, 행사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람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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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서울남산국악당 크라운해태홀

•문   의 588-4262

•입장료 30,000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열리는 2019 보훈댄스 페스티벌의 첫 번째 부대행사  

공연으로 만나보는 우리 춤의 모든 것

[서울남산국악당]

2019보훈댄스페스티벌 
- 젊은 예인전

19:30
www.hanokmaeul.or.kr

6.13(목)~6.14(금)

[시민청]

클래식 음악동화 
- 피터와 늑대(악기 체험전)

•장   소 시민청 지하2층 바스락홀

•문   의 739-5816

•입장료 무료

어린이 클래식 콘텐츠와 실버 스토리 셀러 사업의 연계로 클래식을 통한 청년, 노인 아동의 

세대 간 소통의 공연

15:00-16:10
www.seoulcitizenshall.kr/es_all

6.15(토)

•장   소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문   의 724-0274

•입장료 무료

세계적인 동화 작가 한스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삶과 작품을 통해 바라본 19세기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소개

[서울역사박물관]

안데르센과 코펜하겐 1819

화~금(월 휴관) 09:00-20:00
주말, 공휴일 09:00-19:00 
www.museum.seoul.kr

4.26(일)~7.14(일)

•장   소 세종 체임버홀 

•문   의 399-1000

•입장료 25,000원(R)/20,000(S)

‘건반 위의 진화론자’ 김대진 지휘자가 직접 피아노 연주하며  

앙상블의 모든 것을 선사하는 콘서트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단 
‘앙상블 콘서트 Ⅲ’

17:00
www.sejongpac.or.kr

6.15(토)

•장   소 여의도 한강공원 멀티플라자 

•문   의 120

•입장료 무료

여름밤 한강공원에서 펼쳐지는 서울시향의 대표 야외공연

[서울시립교향악단]

2019 강변음악회

19:30-21:00
www.seoulphil.or.kr

6.8(토)

•장   소 서울돈화문국악당 

•문   의 3210-7001~2

•입장료 전석 20,000원

2019 서울돈화문국악당 공동기획 프로그램으로 예술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그 때의 

운당여관처럼 현대판 ‘운당여관 음악회’를 만나본다

[서울돈화문국악당]

운당여관 음악회

화, 수, 목, 금 19:30
www.sdtt.or.kr

6.4(화)~6.2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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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지하철3호선 학여울역 SETEC(1관, 국제회의장)

•문   의 459-6752

•입장료 무료

‘곤충은 내 친구~ 우리와 함께 놀자’ 주제로 15종목(우량곤충, 멋쟁이 곤충 등)의 

곤충경진대회와 신기한 곤충들의 전시 및 체험행사

[SETEC]

대한민국 애완곤충경진대회 

10:00-18:00
www.대한민국애완곤충경진대회.com

6.20(목)~6.23(일)  

•장   소 한강공원 및 인근 자치구 유적지 

•문   의 070-4290-6967

•입장료 무료

11개 한강공원의 역사 · 문화 유적지, 사건, 인물 등을 주제로 한강 역사해설사와 함께 

12개 코스를 탐방하는 문화 관광해설 프로그램

[한강사업본부]

한강역사탐방

10:00-12:00, 14:00-16:00 중 택1
visit-hangang.seoul.kr

4.1(월)~11.30(토)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서울시청
하늘광장갤러리 
공모선정작 전시
‘자연으로 나간  
두 번째 생명’

5.27(월)~7.10(수)       
10:00-18:00

서울시청  
하늘광장갤러리

(8층)  
☎ 2133-5641

무료 쓰임을 다하고 버려진 
재활용 소재를 이용하여 
새로이 창작한 유도영 
작가의 업사이클링 아트 
전시

서울도서관
‘명저를 만나다’  
전시

5.28(화)~6.9(일)  
09:00-21:00 

(평일 1층) 
09:00-18:00 

(주말)

서울도서관 1층  
기획전시실 

☎ 2133-0242

무료 동 서양 명저인 국내의 
대표적인 번역 총서 학술 
명저 번역 총서를 통해 
세계의 전통과 역사 지식의 
발자취를 되돌아 보는 전시

서울도서관
물을 테마로 한 
독일어 어린이 
문학 워터월드 
전시

6.10(월)~7.7(일)  
09:00-21:00 

(평일 1층) 
09:00-18:00 

(주말)

서울도서관 1층  
기획전시실 

☎ 2133-0242

무료 뮌헨국제청소년 도서관의 
워터월드 전시로  독일어 
어린이 문학에서 의미있는 
물을 테마로 한 책들을 
돌아보는 기회 제공

서울도서관
오늘 만나는 
동양고전

5.28(화)~7.16(화) 
매주 화요일 8회  
19:00-21:00

서울도서관 4층 
사서교육장  

☎ 2133-0242

무료 동양고전을 대표하는 
논어와 맹자를 2,5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현대적인 
언어로 다시 만나보고 현대 
지식인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하는지 알아보는 강의

서울도서관
눈부신 어르신 
영역별 책으로 
만나다 

6.4(화)~7.16(화) 
매주 화 7회  

10:00-12:00

서울도서관 4층  
사서교육장  

☎ 2133-0242

무료 어르신들의 다양하고 
현실적인 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는 강좌

서울도서관
서울 백년 가게 
저자강연

6.27(목) 
19:00-21:00

서울도서관 4층  
사서교육장  

☎ 2133-0242

무료 서울의 오래된 가게 
이야기를 통해 서울의 
어제와 오늘을 마주하고 
숨은 역사를 이야기 하는 
강연

시민청
생각의 편집

3.25(월)~8.15(목) 
09:00-21:00

시민청 (B1) 
소리갤러리 

☎ 739-5811

무료 시민청의 소리 갤러리를 
뉴런의 신경전달 과정으로 
가정하여 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의 모습과 문화를 
탐색해보는 미디어영상 전시

시민청
꽹그랑꽹꽹깽

4.15(월)~8.20(화) 
09:00-21:00

시민청 (B1) 
담벼락미디어 
☎ 739-5811

무료 서울의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시민들의 거울 빛 반사 
퍼포먼스를 통한 시민참여 
영상전시

시민청
누구나예술가 
여름학기 - 수학을 
오락하다(수오락)

6.8(토)~7.27(토) 
10:00-12:00 
(매주 토요일)

시민청 (B2) 
시민아지트 

☎ 739-5811

무료 수학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며, 일상생활에서 
발견하는 수학의 원리를 
이해하는 청소년 대상 융합 
교육 프로그램

시민청
엄마의 특별한 
외출

6.5(수)~7.24(수) 
9:30-12:30

시민청 (B2) 
시민아지트 

☎ 739-5811

무료 미취학 아동을 둔 
양육맘들의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및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는 교육 프로그램

시청주변

•장   소 DDP 배움터 3층 기록관

•문   의 2153-0000

•입장료 무료

DDP 스토어에 입점한 신진 디자이너 상품을 재구성한 전시이자 소상공인에게 

디자이너와의 협업 모델을 제시했던 ‘서울디자인 브랜드 소통의 도구 전’의 앙코르 전시

[DDP]

서울디자인브랜드 기획전

화-목, 일 10:00-19:00/금-토 10:00-21:00
www.ddp.or.kr

4.26(금)~8.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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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시민청
‘현충일 추념행사’

6.6(목) 
13:00-14:00

시민청 (B1) 
활짝라운지 

☎ 739-7331

무료 현충일을 맞이하여 
순국정신을 기리는 
추모공연과  
 특별영화 상영

시민청
클래식 음악 동화  
-  피터와 늑대 

(악기 체험전)

6.15(토) 
15:00-16:10

시민청 (B2) 
바스락홀 

☎ 739-5816

무료 어린이 클래식 콘텐츠와 
실버 스토리 셀러 사업의 
연계로 클래식을 통한 청년, 
노인 아동의 세대 간 소통의 
공연

시민청
토요일은 
청이좋아-시민청 
TV

6.29(토) 
14:00-15:30

시민청 (B1) 
활짝라운지 

☎ 739-7331

무료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시민청 TV’

시민청
한마음 살림장

6.8(토), 6.29(토) 
11:00-18:00

시민청 (B1) 
시민플라자 

☎ 739-5816

시민작가 참가 
무료

(판매상품은 제
품별 상이)

시민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 
및 각종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시민참여형 소통장터

시민청
활력콘서트

6.1(토)~6.30(일)
평일 12:00-13:00 
주말 12:00-16:40

시민청 (B1) 
활짝라운지 

☎ 739-5816

무료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는 
시민청 예술가들이 펼치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

시민청
다이음

4.1(월)~11.30(토) 
09:00-21:00

시민청 (B2) 
시민아지트 

☎ 739-0056

무료 3명 이상의 다양한 
시민모임에게 ‘시민아지트’ 
공간을 무료 제공하는  
프로그램

시청주변 공연장

공연장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서울시립교향악단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①, ②

6.20(목)~6.21(금)
20:00-22:00

롯데콘서트홀 
☎ 1588-1210

90,000(R)
70,000(S)
50,000(A)
30,000(B)
10,000(C)

서울시향 수석객원지휘자 
마르쿠스 슈텐츠와 
피아니스트 베조드 
압두라이모프가 함께하는 
정기공연

서울시립교향악단
슈만 교향곡 1번

6.29(토)
17:00-19:00

롯데콘서트홀
☎ 158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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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출신 지휘자 욘 
스토르고스가 슈만의 '봄' 
교향곡을 클라리넷 연주자 
김한이 닐센의 협주곡을 
연주

서울남산국악당
김준희 해금독주회 
‘고궁의 날개짓’

6.5(수)
19:30

서울남산국악당  
크라운해태홀 

☎ 6949-0547

20,000원 해금 연주가 김준희가 
인간문화재이자 피리정악의 
산증인 정재국 명인과 
전통에 정통을 더해 
선보이는 주목할 만한 무대

서울남산국악당
2019 
보훈댄스페스티벌 
- 젊은 예인전

6.13(목)~6.14(금) 
19:30

서울남산국악당  
크라운해태홀 
☎ 588-4262

30,000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열리는 2019 
보훈댄스 페스티벌의 첫 
번째 부대행사 공연으로 
만나보는 우리 춤의 모든 것

서울남산국악당
2019 
보훈댄스페스티벌 
- 2019 BEST OF 
BEST

6.18(화) 
19:30

서울남산국악당  
크라운해태홀 
☎ 588-4262

30,000원 2019보훈댄스페스티벌의 
사전축제, 최고 중의 
최고 병역특례 받은 젊은 
남자무용가들의 화려한 춤판 
2019 BEST OF BEST!

서울남산국악당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 
2019 맥을 잇는 
평양검무

6.29(토) 
17:00

서울남산국악당  
크라운해태홀 

☎ 010-9198-
8539

무료 평양검무, 기성검무, 평양 
살풀이춤 등을 통해 맛보는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 
평양검무의 진수

서울돈화문국악당
운당여관 음악회

6.4(화)~6.20(목)
화, 수, 목, 금

19:30

서울돈화문국악당
☎ 3210-
7001~2

전석
20,000원

2019 서울돈화문국악당 
공동기획 프로그램으로 
예술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그 때의 
운당여관처럼 현대판 
‘운당여관 음악회’를 
만나본다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세종문화회관
필름콘서트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6.1(토)~6.2(일)
토 14:00, 19:00
일 14:00, 18:00

세종대극장
☎ 399-1000

120,000원(VIP) 
100,000원(R) 
70,000원(S) 
50,000원(A) 
30,000원(B)

한국인이 좋아하는 판타지 
영화 ‘해리포터’를 웅장한 
사운드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연

세종문화회관
뮤지컬 
‘엑스칼리버’

6.15(토)~8.4(일)
화, 목19:00

수, 금15:00, 20:00
토14:00, 19:00

일15:00

세종대극장
☎ 399-1000

150,000원(VIP) 
130,000원(R) 
100,000원(S) 
80,000원(A)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한 
신화 속 영웅 아더왕의 
전설을 국내 최대 규모 
70명이 등장하는 
블록버스터급 무대 연출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뮤지컬단 
‘베니스의 상인’

5.28(화)~6.16(일)
화, 목, 금19:30
토15:00,19:30 

수,일,현충일
(6/6)15:00

세종 M씨어터
 ☎ 399-1000

60,000원(R)
40,000원(S)
30,000원(A)

시대를 뛰어넘는 세계의 
고전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 
인물들이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는 작품인 ‘베니스의 
상인’을 박근형 연출로 
탄생한 뮤지컬

세종문화회관
서울시 
유스오케스트라단 
‘앙상블 콘서트 Ⅲ’

6.15(토)
17:00

세종 체임버홀 
☎ 399-1000

25,000원(R)
20,000원(S)

‘건반 위의 진화론자' 김대진 
지휘자가 직접 피아노 
연주하며 앙상블의 모든 
것을 선사하는 콘서트

세종문화회관
서울시합창단 
‘쁘띠 콘서트’

6.20(목)~6.21(금)
19:30

세종 체임버홀
☎ 399-1000

전석
20,000원

서울시합창단원 개개인의 
아름다운 울림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세종문화회관 서울남산국악당 삼각산시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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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박물관
성문개폐

3.26(화)~6.23(일) 
화~금 

09:00-19:00 
주말,공휴일 

09:00-19:00  
월 휴관

한양도성박물관 
기획전시실 

☎ 724-0243

무료 조선시대 관찬 사료에 
등장하는 성문 개폐 관련 
일화를 영상과 유물을 통해 
소개

청계천박물관
삼일아파트

4.23(화)~6.30(일) 
화~금 

09:00-19:00 
주말,공휴일 

09:00-19:00  
월 휴관

청계천박물관 
기획전시실 

☎ 2286-3410

무료 1960년대 서울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주택난과 
빈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은 삼일아파트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전시

서울역사박물관
안데르센과 
코펜하겐 1819

4.26(일)~7.14(일) 
화~금 

09:00-20:00 
주말,공휴일 

09:00-19:00 
월 휴관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 724-0274

무료 세계적인 동화 작가 
한스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삶과 작품을 통해 바라본 
19세기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 소개

서울역사박물관
박물관 토요음악회

6.1(토)
14:00-15:00

서울역사박물관 
1층 로비 

☎ 724-0274

무료 서혜연 교수와 함께하는 
박물관 토요음악회 : ‘우리의 
소리’(전통국악/현대국악)

서울역사박물관
2019 국제 다양성 
영화·음악제

6.2(일)~6.23(일) 
14:00-17:00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 

☎ 724-0274

무료 세계 도시국가들의 도시사를 
재조명하고 다국가, 다문화, 
다분야 영화를 소개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감성 
향유의 폭을 넓히는 행사

서울역사박물관
백인재가옥 
북촌음악회

6.15(토)
17:00-18:00

백인재가옥 
안채마당 

☎ 724-0171

무료 백인재 가옥이 자아내는 
청취와 아름다운 음악 
선율이 어우러지는 
공연(가야금, 성악, 바이올린 
연주)

서울역사박물관  
배리어프리영화관

6.26(수)
14:00-16:00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 

☎ 724-0274

무료 시각, 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즐길 수 
있는 배리어프리영화  
4회차 ‘커다랗고 커다랗고 
커다란 배’(2017,덴마크) 
상영

박물관·기념관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서울시립미술관
안은미래

6.26(수)~9.22(일)
화~금

10:00-20:00  
주말, 공휴일

10:00-18:00 
매월 둘째, 마지막 수 

10:00-22:0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 2124-8906

무료 현대무용과 시각예술의 
장르적 구분을 허무는 
퍼포먼스 작업을 통해 
한국의 문화 정체성을 
세계에 알린 안무가 
안은미의 첫 개인전

서울시립미술관
데이비드 호크니

3.22(금)~8.4(일) 
화~금 

10:00-20:00  
주말, 공휴일

10:00-18:00  
매월 둘째, 마지막 수 

10:00-22:0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2, 3층 
☎ 323-0326

일반  
15,000원 

청소년 
13,000원 

어린이  
10,000원

지난 40여 년간 추상과 
구상을 오가며 독자적인 
스타일을 고집스레 
구축해오고 있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시기별 예술적 
여정을 소개하는 전시

서울시립미술관
불안한 사물들

6.26(수)~9.22(일)
화~금

10:00-20:00  
주말, 공휴일

10:00-18:00  
월 휴관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 2124-8940

무료 젊은 작가들이 일상 사물을 
택하고 다루는 작업 방식을 
통해 세계화, 정보화로 
통칭되는 동시대 삶과 
미술의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전시

서울시립미술관
내일, 세상은 
아름다울 것이다

상설전시  
화~일

10:00-19:00  
월 휴관

백남준기념관 
☎ 2124-8937

무료 1984년, 삼십여 년 만에 
모국을 방문한 백남준의 
기억과 상상의 여정을 
따라가는 전시 

북서울미술관
2019 서울 포커스  
‘두 번의 똑같은 
밤은 없다’

2.26(화)~6.9(일) 
화~금

10:00-20:00 
주말, 공휴일 

10:00-19:00

서울시립북서울 
미술관 1층 

☎ 2124-5270

무료 환경문제를 둘러싼 젊은 
세대의 다양한 사유 방식과 
활동을 미술 작품을 통해 
조망

북서울미술관
WEB-RETRO

3.12(화)~6.9(일) 
화~금 

10:00-20:00 
주말, 공휴일 

10:00-19:00

서울시립북서울 
미술관 2층 

☎ 2124-5270

무료 인터넷이 상용화된 지 
30년이 된 지금, 웹을 
기반으로 한 미술작품들과  
그것들이 소개된 채널들을 
다시 돌아보고 정리하는 
전시

북서울미술관
2019 상반기 
어린이전시  
‘소프트 카오스: 
공간 상상’

3.26(화)~9.22(일) 
화~금 

10:00-20:00 
주말, 공휴일 

10:00-19:00

서울시립북서울 
미술관 어린이갤

러리 
☎ 2124-5269

무료 시각적 조각의 다채로운 
형태를 공간에 
선보임으로써 관람객에게 
보기와 경험 사이의 간극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선사

북서울미술관
2019 타이틀 매치 
‘김홍석vs.서현석’

6.28(금)~9.15(일) 
화~금 

10:00-20:00 
주말, 공휴일 

10:00-19:00

서울시립북서울 
미술관 1층 

☎ 2124-5284

무료 북서울미술관의 
대표적인 연례전으로, 
세대와 장르 구분을 
넘어서 매체, 성향, 
개성이 다른 두
작가의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이는 전시

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한양도성박물관 청계천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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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백제박물관
직장인을 위한 
야간 연구과정

5.16(목)~6.27(목) 
매주 목

19:00-21:00

박물관 교육실 
☎ 2152-5833

무료 ‘한국 고대의 미술 문화 
탐구’를 주제로 성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야간 연구과정

한성백제박물관
우리 모두 즐겁게 
전시회 꾸미기!

6.1(토)~6.29(토)
매주 토

13:00, 14:00, 
15:00

(회당 100분, 일부 
동시 진행)

박물관 교육실,  
전시실 

☎ 2152-5830

무료 가족과 함께하는 전시 연출 
체험. 박물관 전시 관람 후 
삼국시대 유물 모형으로 
전시회 체험 및 전시 해설 
실시

한성백제박물관
가족과 함께하는 
한국 고대 
시간여행

6.23(일)
13:00, 14:00, 

15:00
(회당 100분 일부 동

시 진행)

박물관 교육실,  
전시실 

☎ 2152-5830

무료 상설전시와 연계하여 
어린이들이 직접 활동하고 
미션을 수행한 후 
체험활동을 펼치는 가족대상 
프로그램

한성백제박물관
가족과 함께 하는 
한성백제 워킹투어

6.1(일)~6.9(일) 
매주 일요일

14:00-16:00

박물관,  
몽촌토성,  

풍납동 토성 
☎ 2152-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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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백제박물관
단오 박물관 
나들이

6.8(토)
10:00-17:00

박물관 광장 및  
로비 

☎ 2152-5833

무료 단오를 맞이하여 민속놀이, 
전통 문화 체험 등의 박물관 
축제 한마당

한성백제박물관
박물관 사계콘서트 
'여름'

6.15(토)
17:00-18:30

6.22(토)
17:00-18:30

박물관 강당 
(한성백제홀) 

☎ 2152-5833

무료 클래식, 오페라, 
오케스트라, 국악 등 다양한 
문화예술단체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무료 공연

한성백제박물관
한성백제 
금요시네마 
(무료상영) 6월

6.7(금)~6.28(금)
매주 금 18:30

박물관 강당 
(한성백제홀) 

☎ 2152-5833

무료 신비한 동물사전(6.7)/
아기배달부 스토크(6.14)/
일분만 더(6.21)/ 
개들의 섬(6.28)

몽촌역사관
어린이체험전시 
열려라! 백제마을

6.1(토)~6.30(일)
09:00-18:00

몽촌역사관 
체험전시실 

☎ 2152-5895

무료 한성백제 생활사를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상설 전시

몽촌역사관
꿈나무영화마당

6.6(목), 6.13(목),
6.20(목) ,6.27(목)

15:30-17:30

몽촌역사관 
영상실 

☎ 2152-5895

무료 환타지아2000(6.6)/
피아노의 숲(6.13)/
어거스트 러쉬(6.20)/ 
씽(6.27)

몽촌역사관
꿈마을고고학 
연구소1  
'발굴탐험대, 
땅속 타임캡슐을 
찾아라!'

6.4(화), 6.5(수) 
10:00-12:00

몽촌역사관 
영상실, 전시장, 

체험학습실, 
야외발굴장 

☎ 2152-5895

무료 백제의 왕도 몽촌토성을 
중심으로 고고학 지식을 
익히고 직접 체험해 보는 
교육프로그램 

몽촌역사관
꿈나무역사 
체험교실1 
'냠냠, 맛있는 백제 
밥상'

6.11(화), 6.12(수), 
6.13(목) 6.14(금)

13:30-14:30

몽촌역사관  
영상실, 전시실,  

체험전시실 
☎ 2152-5895

무료 서울의 고대 역사와 
백제인들의 먹거리에 대해 
학습하는 교육프로그램

박물관·기념관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서울역사박물관
우리가족 경희궁 
탐험대

6.1(토)~6.29(토) 
매주 토 

13:00-14:30

서울역사박물관  
1학습실, 

상설전시실,  
경희궁  

☎ 724-0287

무료 활동지, 입체교구의 자율 
체험을 통해 경희궁의 
역사와 궁궐을 이해하는 
프로그램

서울역사박물관
말하는 박물관

6.1(토)~6.29(토) 
매주 토 

13:00-14:00

서울역사박물관  
어린이학습실 
☎ 724-0198

무료 동화구연, 놀이, 상황극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서울역사박물관
토요 서울학강좌

6.1(토)~6.15(토) 
14:00-16:00

서울역사박물관  
대강당 

(야주개홀) 
☎ 724-0236

무료 ‘도성 밖 성저십리, 그리고 
변두리’라는 대주제로 
역사와 도시건축 예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특별 
강연

서울역사박물관
우리가족 박물관 
여행

6.1(토)~6.15(토) 
매주 토 

15:00-17:00

서울역사박물관  
1학습실,        

상설전시실  
☎ 724-0198

무료 주말에 박물관을 찾은 가족 
관람객을 위한 서울의 
역사공간 이야기

서울역사박물관
다정한 박물관

6.1(토)~6.29(토) 
상시진행 

10:00-12:00 
14:00-16:00

서울역사박물관  
1학습실,  
2학습실,  

상설전시실 
☎ 724-0258

무료 서울과 세계 여러 수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문화 
다양성 교육

서울역사박물관
청소년 박물관 
톡(talk)

6.5(수)~6.28(금) 
매주 화~금 

14:00-16:00

서울역사박물관  
1학습실,        

상설전시실,  
서울 유적 

☎ 724-0258

무료 진로탐색(큐레이터), 
역사현장 답사, 창의 체험 
활동(UCC) 진행

서울역사박물관
우리가족 코펜하겐  
랜드마크 여행

6.7(금)~6.14(금) 
매주 금 

19:00-20:40

서울역사박물관  
1학습실 

☎ 724-0199

무료 코펜하겐 랜드마크 워터볼 
만들기와 안데르센의 작품을 
통해 19세기 코펜하겐의 
모습을 이해하는 특별전 
‘안데르센 코펜하겐 1819’ 
연계교육

서울역사박물관
놀이로 배우는 
우리역사

6.29(토) 
매주 토 

13:00-14:00 
15:00-16:00

서울역사박물관  
1학습실 

☎ 724-0198

무료 전차, 경교장 등 우리 역사에 
대하여 체험활동을 통해 
익히고 배우는 프로그램

한성백제박물관
특별전 
‘자기에 삶을 
그리다, 자주요’

6.28(금)~8.25(일) 
평일

09:00-21:00 
공휴일

09:00-18:00

특별전시실 
☎ 2152-5800

무료 자주요 자기를 중심으로 
표현된 민간 예술의 
아름다움과 문화교류의 
흔적을 찾아보는 기증유물 
특별전시

한성백제박물관
제16기 한성백제 
아카데미 ‘신라 
월성 기행’

4.9(화)~6.11(화) 
매주 화

14:00-16:00

박물관 강당 
(한성백제홀) 

☎ 2152-5837

무료 특별전 ‘한성에서 만나는 
신라 월성’과 연계하여, 
신라의 왕성이었던 월성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별로 
10회에 걸쳐 탐구

박물관·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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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몽촌역사관
몽촌토성투어 
프로그램 
'한눈에 쏙~ 
몽촌토성 첫걸음'

3.21(목)~6.14(금)
오전 교육 09:30-              
오후 교육 13:30-

몽촌역사관  
영상실, 로비,  

몽촌토성, 백제집
자리전시관 

☎ 2152-5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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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골한옥마을
한국전통체험의 
모든 것

3.15(금)~6.30(일) 
10:30-17:00

남산골한옥마을  
일원 

☎ 070-4468-
9873

프로그램별 상이 
5,000원

~20,000원  
(단체할인가능)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 
다 즐거운 한국문화체험! 
한복입기, 활만들기, 
전통매사냥, 다례체험, 
떡만들기, 천연염색체험, 
전통놀이체험, 
규방공예체험, 전통향교실, 
전통공연체험

서울시립과학관
JOB談(잡담) 
(강연)

5.30(목)~6.20(목) 
19:00-20:30 

매주 목 
(6.6(목) 공휴일 제외)

메이커 스튜디오 
☎ 970-4558

회당 5,000원 현재 직업 전선에 진출한 
젊은 과학 전공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공계 직업 
전선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과학 진로에 관해 탐색해 볼 
수 있는 강연

서울역사편찬원
제18회 
서울역사학술대회 
경복궁 중건의 
역사, 첫 장을 열다

6.17(월)
13:00-18:00

서울역사박물관 
1층 

야주개홀 
☎ 413-9511

무료 국내 최초 경복궁 중건의 
구체적인 역사상을 
살펴보다. 
‘경복궁영건일기’를 통해 
본 고종시대 경복중 중건의 
역사 

서울하수도과학관
하수와 재이용수  
: 날아라 물로켓 
자동차

매주 토
14:00-16:00

서울하수도 
과학관

☎ 2211-2558

무료 상수, 하수, 재이용수의 
이해, 재이용수를 
원동력으로 하는 물로켓 
자동차를 만들어보는 교육

서울하수도과학관
물 속으로 퐁!퐁!퐁

매주 일
14:30-16:00

서울하수도 
과학관

☎ 2211-2558

무료 물의 순환 이해, 하천과 강에 
사는 동식물 알아보고 액자 
꾸미기

서울하수도과학관
오호라?!  
환경을 위한 먹는 
물병

매주 토
10:00-12:00

서울하수도 
과학관

☎ 2211-2558

무료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먹는 물병 오호 
만들기

서울상상나라
쫑긋! 동물 썬캡 
(감성예술)

6월 주말, 공휴일 
15:00

서울상상나라 
(B1) 

창의놀이실 
☎ 6450-9500

입장료 4,000원 
(참가비 5,000원)

다양한 동물의 귀를 
알아보고 나만의 동물 썬캡 
만들기

서울상상나라
동물처럼  
점프! 점프! 
(표현놀이)

6월 주말, 공휴일 
14:00

서울상상나라 
(B1) 

표현놀이실 
☎ 6450-9500

입장료 4,000원 
(참가비 3,000원)

동물의 움직임을 몸으로 
표현하며 신나게 놀아보기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서울상상나라
부르르르 반딧불이 
(창의과학)

6월 주말, 공휴일
13:00

서울상상나라 
(B1) 

창의놀이실 
☎ 6450-9500

입장료 4,000원
(참가비 5,000원)

모터의 에너지 전환을 
알아보고, 진동하며 빛나는 
반딧불이 만들기

서울상상나라
곰 발자국 뇨끼 
(가족요리)

6월 주말, 공휴일
14:00

서울상상나라 
(B1)  

요리놀이실 
☎ 6450-9500

입장료 4,000원
(참가비 

10,000원)

사라지는 동물들을 지켜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곰발바닥 뇨끼 만들기

서울상상나라
호랑이 컵케이크 
(오감요리)

6월 주말, 공휴일
12:00

서울상상나라 
 (B1)  

요리놀이실 
☎ 6450-9500

입장료 4,000원
(참가비 8,000원)

멸종 위기 동물들에 대해 
알아보고 호랑이를 닮은 
호랑이 컵케이크 만들기

서울상상나라
와글와글 동물 
친구들 
(영아신체놀이)

6월 주말, 공휴일
15:30

서울상상나라 
2층 아기놀이터 
☎ 6450-9500

입장료 4,000원
(참가비 무료)

노래를 부르고 동물원 
울타리를 쓰러뜨리는 
놀이하기

서울상상나라
잠자리의 눈으로 
(전시체험학습)

6월 매주 화~목
15:30

서울상상나라 
1층 자연놀이 

☎ 6450-9500

입장료 4,000원
(참가비 무료)

잠자리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목걸이 
만화경 꾸미기

서울상상나라
아슬아슬 동물 
젠가 
(전시심화 
프로그램)

6월 매주 금
15:30

서울상상나라 
1층 자연놀이 

☎ 6450-9500

입장료 4,000원
(참가비 무료)

멸종위기의 동물을 젠가 
게임으로 알아보기

서울상상나라
그림책 속 별별 
동물 퍼즐(가제) 
(신규 전시)

6월 상시 서울상상나라 
(B1) 로비 

☎ 6450-9500

입장료 4,000원
(참가비 무료)

1층 자연놀이 전시연계 
그림책 속 동물이 가득한 
전시 만나기

박물관·기념관 박물관·기념관

서울시립과학관남산골한옥마을 서울하수도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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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서울대공원
제19회 서울대공원 
장미원축제

5.25(토)~6.9(일) 테마가든 
☎ 500-7335

테마가든  
입장료

인생사진을 찍는, '장미원 
사진관' 전문가와 
함께하는 스냅촬영, 장미원 
사진공모전, 소품대여, 
장미원 매직쇼 등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 
프로그램

6월 매주 월~금 치유의숲 
☎ 500-7575, 
    500-7550

무료 일반 성인, 여성, 
치매어르신, 직장,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

서울대공원
상상그림(林) 학교

6월 매주 화~일 
10:00-12:00 
14:00-16:00

식물원 
☎ 500-7979

무료 미세먼지 잡는 열대식물 
관찰 및 체험 

서울대공원
설레이는 행복 
숲체험

6월 매주 화~일 
10:00-12:00 
14:00-16:00

삼림욕장 
☎ 500-7979

무료 산림욕장 동식물 관찰 및 
만들기 체험 

서울대공원
재잘재잘 일곱달 
숲 이야기

6월 매주 화~일 
10:00-12:00 
14:00-16:00

테마가든 
☎ 500-7979

무료 테마가든 장미과 식물탐험 
및 만들기 체험 

서울대공원
시끌벅적 동행숲

6월 매주 화~일 
10:00-12:00 
14:00-16:00

동물원 
☎ 500-7979

무료 동물원에서 숲,동물,사람이 
함께하는 숲해설 프로그램

서울대공원
동물해설 단체교육

6월 매주 월~금 
10:00-11:30 
13:00-14:30

동물원 
☎ 500-7783, 
    500-7733

동물원 입장료 동물해설사와 함께 동물원을 
이동하며 주요 동물을 
관찰하고 설명 듣기

서울대공원
동물원 두드림 
교육

6월 매주 수요일 
13:00-14:30

동물원 
☎ 500-7783, 
    500-7733

동물원 입장료 자유학기제 청소년을 대상 
동물원의 직업군에 대해 
알아가고, 동물설명 듣기

서울대공원
희망힐링주 
아카데미

6.26(수) 
10:00-11:30

동물원 
☎ 500-7783, 
    500-7733

동물원 입장료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 
동물원 투어교육

서울대공원
유치부 동물사랑! 
유치원

6월 매주 월~금
10:00-11:30 
13:00-14:30

테마가든 
☎ 500-7840, 
    500-7177

무료 동물해설가와 함께 
기니피그, 토끼, 일본원숭이 
등 관찰하고 먹이주기

서울대공원
꼬마동물교실 
기니피그

6.3(월)~28(금)
11:00-12:00

테마가든 
☎ 500-7840, 
    500-7177

테마가든  
입장료

동물해설사와 함께  
기니피그 설명 듣고 
관찰하기

서울대공원
곰두리 동물체험

6.24(월)
매월 넷째주 월 
10:00-11:30 
13:00-14:30

테마가든 
☎ 500-7840, 
    500-7177

무료 장애아동 단체를 대상 
토끼, 일본원숭이, 나귀, 
염소 등 관찰하고 먹이주기

한강사업본부
한강역사탐방

4.1(월)~11.30(토)
10:00-12:00, 
14:00-16:00  

중 택1

한강공원 및  
인근 자치구  

유적지 
☎ 070-4290-

6967

무료 11개 한강공원의 역사·문화 
유적지, 사건, 인물 등을 
주제로 한강 역사해설사와 
함께 12개 코스를 탐방하는 
문화 관광해설 프로그램

한강 및 공원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서울숲
우리가족이 가꾸는 
작은정원

6.1(토) 방문자센터 
☎ 460-2917

무료 주말 아침 온 가족이 함께 
가드닝을 통해 서울숲의 
작은 정원을 가꾸는 봉사 
프로그램

서울숲
식물번식 
:초보자를 위한 
식물키우기

6.18(화)
10:00-11:30
13:30-15:00

방문자센터 
☎ 460-2917

3000원 초보자를 위한 식물을 
번식시키는 방법을 쉽게 
체험해보는 가드닝 프로그램 

서울숲
꿀벌대소동

6.15(토)
10:30-11:30

6.22(토)
10:30-11:30

꿀벌정원 
☎ 460-2924

무료 공원에서 발생되는 
부산물(낙엽, 나뭇가지, 
동물분변 등)을 퇴비로 
재생산해보는 교육 프로그램

서울숲
벼를 키우자!

6.22(토)
10:00-12:00

커뮤니티센터 
☎ 460-2926

2,000원 그린오피스테리어를 
실천하는 소품 만들기 
#퇴근후 숲으로 #주말엔 
숲으로

서울숲
숲에서 만드는 
퇴비

6.8(토)
14:00-16:00 

6.22(토)
14:00-16:00

방문자센터 
☎ 460-2921

2,000원 공원에서 발생되는 
부산물(낙엽, 나뭇가지, 동물 
분변 등)을 퇴비로 재생산 
해보는 교육 프로그램 

서울숲
사육사가들려주는  
꽃사슴이야기

6.6(목)~6.27(목)
매주 목  

14:00-16:00

곤충식물원 
☎ 460-2925

무료 사육사가 동반하여 동물의 
생태와 행동에 대해 배우는 
체험프로그램

서울숲
퇴근후 숲으로 
(가드닝수업)

6.6(목)~6.27(목)
매주 목 

19:00-21:00

커뮤니티센터 
☎ 460-2994

10,000원 그린오피스테리어를 
실천하는 소품만들기 
#퇴근후 숲으로 #주말엔 
숲으로

보라매공원
어린이 아침 
농부학교

6.8(토)~6.29(토)
매주 토 

10:30-12:00

보라매공원 
☎ 2181-1184

2,500원 도시농업 소개, 감자, 마늘 
수확 등 농사체험하기

보라매공원
자연놀이터

6.8(토)~6.29(토)
매주 토 

10:00-12:00

보라매공원 
☎ 2181-1184

무료 숲해설, 숲놀이, 자연관찰, 
자연미술 등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

보라매공원
소소한 공작소

6.8(토)~6.29(토) 
매주 토 

14:00-15:30

보라매공원 
☎ 2181-1184

3,000원 컬러 하드 스틱과 
종이상자를 이용하여 
컵받침과 연필통 만들기

보라매공원
태교숲

6.8(토), 6.22(토)
10:00-12:00

보라매공원 
☎ 2181-1184

무료 커플 마사지, 이완 호흡, 
건강 스트레칭, 건강차 
마시기 

보라매공원
실버숲

6.7(금)~6.28(금)
매주 금 

14:00-16:00

보라매공원 
☎ 2181-1184

무료 숲 산책, 휴 호흡, 숲 
생태놀이, 건강차 마시기

시민의숲
공원놀이의 날

6.8(토)
13:00-15:00

시민의숲 
☎ 2181-1182

무료 숲놀이, 예술체험, 공예체험 
등 시민들이 숲에서 직접 
기획하고 즐기는 소소한 
놀이

한강 및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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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서울애니메이션 
센터
김청기 감독의 
기념관 & 열린 
쉼터

6.1(토)~30(일) 
10:00-19:00 

월, 법정 공휴일휴관

재미랑3호 
김청기의 동심 

☎ 6084-7079

무료/유료 김청기 감독의 제작 
스토리를 만나볼 수 있는 
기념관 및 다양한 피큐어 
판매&전시와 루프탑 카페 
이용

서울애니메이션 
센터
우리들의 
보물상자-장난감 
플리마켓

6.15(토)
13:00

재미랑3호  
김청기의 동심 

☎ 6049-4929

관람 무료 
(판매 장난감은 
제품별 상이)

매월 셋째주 토요일 
진행되는 키덜트 토이 
플리마켓/경매 행사

서울자유시민대학 
은평학습장
국외소재문화재 
재단과 함께하는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이야기

5.16(목)~6.20(목) 
매주 목 

15:00-17:00

은평학습장  
강의실4 

☎ 384-8091

무료 해외문화재 유통시장에서 
찾은 우리 문화재, 사례로 
보는 문화재 환수 등 
국외소재 한국문화재가 
어떻게 보존되고 활용되는지 
전문가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강좌

DDP
디즈니 애니메이션 
특별전

4.19(금)~8.18(일) 
월~목

10:00-20:00 
금~일

10:00-21:00

DDP 배움터
지하 2층

디자인전시관
☎ 325-1077~8

일반15,000원 
청소년13,000원 
어린이11,000원

디즈니 탄생 90주년을 맞아 
‘미키마우스’, ‘겨울왕국’, 
‘주토피아’, ‘모하나’ 등 
디즈니의 90년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약 500여 
점의 작품 전시

DDP
얼굴있는 농부시장

3.30(토)~12.14(토) 
*매월 2~4주 토 
11:00-19:00

DDP 어울림광장 
☎ 2153-0000

무료 정직한 농부님들의 
얼(정신)과 정성을 담은 
믿음이 있는 먹거리와 농부, 
청년들이 바른 식문화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도심 속 
농부시장

DDP
2019 DDP 
밤도깨비 야시장

4.5(금)~10.26(토) 
매주 금, 토

18:00-23:00 

DDP 팔거리
☎ 2153-0000

무료 청년의 반짝이는 감각과 
아이디어를 만나는 
디자인마켓으로 청춘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먹거리, 
시선을 끌어당기는 디자인 
상품,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상품까지 만날 수 
있는 야시장

DDP
서울디자인브랜드 
기획전

4.26(금)~8.25(일) 
화~목, 일

10:00-19:00 
금~토

10:00-21:00

DDP 배움터 3층
기록관

☎ 2153-0000

무료 DDP 스토어에 입점한 신진 
디자이너 상품을 재구성한 
전시이자 소상공인에게 
디자이너와의 협업 모델을 
제시했던 ‘서울디자인 
브랜드 소통의 도구 전’의 
앙코르 전시

DDP
DDP 개관 5주년 
기념 특별전  
'헬로, 마이 네임 
이즈 폴 스미스'

6.6(목)~8.25(일) 
월~목

10:00-20:00 
금~일, 공휴일 
10:00-21:00

DDP 배움터 2층  
디자인박물관

☎ 2153-0000

성인 16,000원
청소년 12,000원
어린이 9,000원

영국에서 시작한  초창기 
시절부터 지금의 세계적인 
브랜드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폴 스미스의 
개인 소장품을 선보여 
오늘날 그의 명성을 
보여주는 전시

기타 문화공간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서울애니메이션 
센터
도심속 
문화체험공간  
서울애니메이션 
센터에서 만나요

6.1(토)~6.30(일) 
10:00-18:00
(단,만화의집은 

18:00까지 운영)
월 휴관

서울애니메이션 
센터 1, 2층 

☎ 3455-8341

어린이
6,000원

청소년·성인
4,000원

(단체20%할인)

1층 만화도서관과 2층 
애니소풍(캐릭터체험 
놀이공간)으로 구성된 
어린이, 성인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심속 
문화콘텐츠 체험공간

서울애니메이션 
센터
DCC웹툰즈& 
카페미니뮤지엄

6.1(토)~6.30(일) 
10:00-19:00 

월, 법정 공휴일휴관

재미랑1호 1층 
☎ 6445-2784

무료 DCC가 기획, 제작한 웹툰, 
완구부터 한정 피규어가  
전시되어 있는 카페 미니 
뮤지엄

서울애니메이션 
센터
삼박자만화공방 
웹툰&미술 강좌

6.1(토)~6.30(일) 
10:00-19:00 

월 휴관

재미랑1호 2층 
☎ 070-8703-

0021

웹툰반·미술 
특강반 

100,000원 
월4회 2시간씩

수강생 개인에 맞춰, 
만화가가 직접 가르쳐주는 
웹툰&미술 특강 
강좌(목,금요일 직장인 
야간반 개설)

서울애니메이션 
센터
삼박자만화공방 
웹툰&미술 강좌

6.1(토)~6.30(일) 
10:00-19:00 

월 휴관

재미랑1호 2층 
☎ 070-8703-

0021

초등1학년부터
15,000원

만화 원고지에 12컷 
단편 만화 원고를 완성해 
아트북/웹툰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

서울애니메이션 
센터
토이즈앤 아트토이 
창작 체험

6.1(토)~6.30(일) 
10:00-19:00

월, 법정 공휴일휴관

재미랑2호 
토이즈앤 

☎ 2263-2011

7,000원
~15,000원
(토이별 가격 

상이)

캐릭터 형태의 반제품 
토이에 직접 스케치와 
채색, 다양한 소재로 나만의 
아트토이를 만드는 체험

기타 문화공간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시민의숲
봄 음악소풍

6.1(토)~6.2(일)
14:00-16:00

시민의숲 
☎ 2181-1184

무료 숲과 자연에 어울리는 
음악공연과 토크 콘서트 
6/1 : 젬베콜라, 
몽작소프로젝트 
6/2 : 뮤지스, 더나린

율현공원,  
응봉공원
자연놀이터

6.2(일)~6.29(토)
매주 토, 일

14:00-16:00

율현공원,  
응봉공원 

☎ 2181-1184

무료 숲해설, 숲놀이, 자연관찰, 
자연미술 등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

길동생태공원
2019 반딧불이 
축제

6.8(토)
10:00-22:00

길동생태공원  
☎ 2181-1182

무료 반딧불이를 주제로 한 공연 
및 행사, 체험부스, 야간탐방 
등

길동생태공원
매실청 담그기체험

6.9(일)
11:00-12:30

길동생태공원 
☎ 2181-1184

3,000원 공원에서 딴 매실로 직접 
매실청 담그기

길동생태공원
단오행사

6.2(일)
11:00-12:30(1회차) 
14:00-15:30(2회차)

길동생태공원 
☎ 2181-1184

5,000원 창포물로 머리감기, 
그네타기, 쑥떡 먹기

서울시립교향악단
2019 강변음악회

6.8(토)
19:30-21:00

여의도한강공원  
멀티플라자 

☎ 120

무료 여름밤 한강공원에서 
펼쳐지는 서울시향의 대표 
야외공연

한강 및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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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서울도시건축 
전시관
개관특별강좌 
‘서울도시건축 
전시관을 말하다’

5.15(수)~6.19(수) 
매주 수

16:00-18:00

서울도시건축
전시관 (B2)
서울아카이브
☎ 736-8050

무료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건축이야기와 서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한 설명 
-  4회(6.5) :  

큐레이터와의 만남 
-  5회(6.12):  

또 하나의 서울
-  6회(6.19):  

건축이 도시를 만들다

문화비축기지
2019 전통연희 
페스티벌

6.1(토)~6.2(일) 문화비축기지 
☎ 376-8734

무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아슬아슬 줄타기, 배꼽을 
휘어잡는 재담꾼들의 
이야기와 춤을 부르는 
풍물패까지 즐길 수 있는 
전통연희 페스티벌

문화비축기지
모두의 시장

매월 2,4주 토요일 
6.8(토), 6.22(토) 

13:00-18:00

문화비축기지 
야외마당 

☎ 376-8411

무료 지속가능한 소비와 직접 
생산하는 제작문화를 
체험하는 친환경 공공시장

SETEC
대한민국 
애완곤충경진대회 

6.20(목)~6.23(일)  
10:00-18:00

SETEC 
(1관, 국제회의장) 
☎ 459-6752

무료 ‘곤충은 내 친구~ 우리와 
함께 놀자’ 주제로 
15종목(우량곤충, 멋쟁이 
곤충 등)의 곤충경진대회와 
신기한 곤충들의 전시 및 
체험행사

플랫폼창동61
지박컨템포러리 
시리즈 
‘찰리채플린 : 
모던타임즈’

6.14(금)
20:00

플랫폼창동61
레드박스

☎ 993-0573

일반 20,000원 보스턴 뉴잉글랜드음악원 
출신 작곡가 지박과 
박세윤의 찰리 채플린 
‘모던타임즈’에 새롭게 
작곡한 음악이 흐르는 
영화상영 콘서트

서울풍물시장
전통문화지킴이

4.1(월)~6.30(일)
10:00-18:00

(둘째, 넷째 화요일 
휴장)

서울풍물시장
전통문화체험관

☎ 223 
2-3368

무료 ‘전통문화지킴이’는 
서울풍물시장 
전통문화체험관에서 5회 
이상 전통문화 프로그램 
체험 시 자격 발급 및 소정의 
상품 증정"

서울풍물시장
청춘일번가

1.1(화)~12.31(화)
10:00-18:00

(둘째, 넷째 화요일 
휴장)

서울풍물시장
청춘일번가

☎ 070-7726-
5945

무료 청춘일번가는 서울풍물시장 
2층에 위치하여 1960년대 
당시 서울 상점가를 재현한 
테마 공간

기타 문화공간

서울디자인재단 플랫폼창동61

청춘극장
공연 · 행사명 일시 장소 · 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청춘극장
6월 영화프로그램

월요일-금요일
영화상영

문화일보홀 1층
☎ 739-5422~4

일   반 7,000원
청소년 5,000원
어르신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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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 19:00-20:00

김민형·아리현
코믹 마술사 김민형과 천상의 목소리 

팝페라 아티스트 아리현의 유쾌한 

콜라보 공연

월 6. 18 19:00-20:00

마리슈
달콤하고 편안한 사운드와 깊이 있는 

노랫말을 들려주는 러블리 슈가팝 밴드 

마리슈의 감성무대

화

6. 5 19:00-20:00

미스터 브라스밴드
듣고, 보고, 함께하는 즐거움! 금관 

5중주와 드럼으로 구성된 미스터 

브라스밴드의 기악 퍼포먼스

수 6. 24 19:00-20:00

하모나이즈
세계합창올림픽 2관왕에 빛나는 

대한민국 대표 쇼콰이어그룹 

하모나이즈의 다이내믹한 무대

월

6. 4 19:00-20:00

선데이레스트
일요일의 휴식 같은 여유로움을 

선사하는 인디밴드 선데이레스트의 

흥미진진한 무대

화 6. 23 14:00-14:50
15:30-16:10

제주도립무용단·포천시립민속예술단
지역대표 문화사절단으로 활동하는 

제주도립무용단, 포천시립민속예술단의 

특별한 전통예술공연

일

6. 10 19:00-20:00

문동진·같이
미술과 음악의 조화로 오감을 

만족시켜줄 드로잉 아티스트 문동진의 

특별한 콜라보 무대

월 6. 25 19:00-20:00

두 번째달·김준수
드라마 ost로 잘 알려진 퓨전 에스닉 

밴드 두 번째달과 소리꾼 김준수의 

콜라보 판소리 콘서트

화

6. 17 6. 3019:00-20:00
14:00-14:40
15:30-16:20

쿨 재즈밴드
대표적인 음악영화들의 영상과 라이브 

재즈연주가 함께하는 눈과 귀가 즐거운 

힐링무대

속초시립풍물단·진도군립민속예술단
지역대표 문화사절단으로 활동하는 

속초시립풍물단, 진도군립민속예술단의 

특별한 전통예술공연

월 일

이용료: 무료 / 문의: 2133-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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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서울시립교향악단
우리동네 음악회  
- 실내악

6.13(목)
17:00-18:00

삼성서울병원  
로비

☎ 3410-3145

무료 서울시향 현악 앙상블이 
들려주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강남구

강동구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강동아트센터
제172회 
목요예술무대 
‘앙상블클라비어’

6.6(목)
19:30

대극장 한강 
☎ 440-0500

전석  
5,000원

남성 피아니스트 4인조 
앙상블 클라비어가 펼치는 
젊고 열정적인 클래식의 
향연

강동아트센터
가족뮤지컬 
‘로빈슨 크루소’

4.13(토)~6.16(일)
평일11:00
주말, 공휴일

11:00, 14:00
(월 공연 없음)

소극장 드림 
☎ 440-0500

전석  
35,000원

신나는 음악과 함께 버려진 
페트병과 재활용품이 무대 
위에서 멋진 악기와 집으로 
변신하는 환상적인 무대

강동아트센터
스튜디오 콘서트 
‘드라마 톡톡 
콘서트’

6.26(수)
11:00

스튜디오#1
☎ 440-0500

전석
10,000원

브로슨컴퍼니가 선보이는 
드라마 뮤직 콘서트!

강동아트센터
2019 KBS 
교향악단 초청공연

6.27(목)
20:00

대극장 한강
☎ 440-0500

50,000원(R)
40,000원(S)
30,000원(A)

KBS교향악단과 러시아 
피아니스트 다니엘 
하리토노프가 선사하는 
역동적인 하모니

강동아트센터
한밤의 클래식 산책 
‘퓨전그룹 
비욘디엠’

6.28(금)
21:00

소극장 드림
☎ 440-0500

전석
5,000원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을 
클래식, 재즈, 팝, 국악 등 
다양한 장르로 감상해보는 
시간  

강동아트센터
‘상상그림책展’

5.2(목)~6.9(일)
10:00-18:00

아트갤러리#1
(B1)

☎ 440-0500

관람료
2,000원

세상의 예쁜 소리를 듣는 
토끼 베니와 순례자 
길에서만나는 푸른 숲과 
달 등 그림책 일러스트 
작가들의 작품이 있는 
체험전시

강동아트센터
GAC예술아카데미 
‘문학수의 클래식 
라운지’

6.7(금)~8.23(금)
11:00-13:00

스튜디오#3
☎ 440-0568

전체
150,000원

클래식 음악과 이를 
둘러싼 당대의 사회 
문화까지 만나보는 문학수 
음악전문기자의 친절하고 
재미있는 강의

강동아트센터
GAC예술아카데미 
‘노성두의 
서양미술사 
: 르네상스의 
거장들’"

5.29(수)~6.26(수)
14:00-16:00

스튜디오#3
☎ 440-0568

전체 40,000원
(개별 10,000원)

15세기 피렌체에서 
시작되어 16세기 초 
이탈리아 전역으로 만개한 
르네상스를 작품을 통해 
만나는 서양미술사 강의

서울시립교향악단
우리동네 음악회  
- 실내악

6.13(목)
11:00-12:00

한국시각장애인 
복지관 강당

☎ 440-5269

무료 서울시향 현악 및 목관 
앙상블이 들려주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지역 장소 일시

중구 DDP 시티투어버스 정류장 * 토, 일 14:00-14:40/15:20-16:00

성동구 언더스탠드애비뉴 목 12:30-13:10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종합안내소 앞 토, 일 14:00-14:40/15:00-15:40

동대문구 한양도성도감 흥인지문 토, 일 15:00-15:40

마포구 경의선책거리 광장 토, 일 16:00-16:40

장르공연거리

지역 장소 일시

종로구
청계천 한국관광공사 앞 수, 목 12:20-13:00

보신각 터 화, 금, 토 12:20-13:00/14:00-14:40

중구
광화문 시티투어버스정류장(매표소) * 화~일 13:20-14:00

밤도깨비 야시장(청계천 광통교) 토, 일 18:00-18:40/19:00-19:40

용산구

삼각지역 7번 출구 앞 거리
(전쟁기념관 정문)

토 13:00-13:40/15:00-15:40

용산공예관 앞 금~일 17:00-17:40

이태원 관광특구 상설무대 금 12:00-12:40/토, 일 13:00-13:40

마포구 삼개공원 거리 목, 금 12:20-13:00

동작구 보라매병원 앞 공원거리 수~금 12:30-13:00

자율공연거리

2019년 서울거리공연
공연 · 행사명 일시 장소 · 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2019년  
서울거리공연

2019. 4.-11. 서울 도심거리 등
☎ 702-7775

무료 서울시내 곳곳의 열린 
야외공간에서 펼쳐지는  
무료 거리공연

※  장소 및 공연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일반 공연은  
홈페이지(https://seoulbusking.com/)를 참고하세요.

지역 장소 일시

종로구 돈의문박물관마을 화~금 12:20-13:00/토, 일 13:00-13:40

중구

서울광장 서편 I·Seoul·U 화~목 17:30-18:10

도시건축전시관 서울마루 화, 목 12:20-13:00

만화의 거리
(명동 시티투어버스 정류장 *)

목 12:20-13:00
토 18:00-18:40, 19:00-19:40

남산 팔각정 서울N타워 광장 * 토, 일 17:00-17:40

덕수궁 돌담길 수, 금 12:20-13:00/토 13:00-13:40

성동구 왕십리 광장
화, 수, 금

17:00-17:40/18:00-18:40/19:00-19:40

마포구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앞 금, 토 18:20-19:00/19:20-20:00

명품공연거리 *시티투어버스 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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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SAC on Screen
‘시크릿뮤지엄’

6.13(목)  
19:30

금나래아트홀 
공연장 

☎ 2627-2989

무료 디지털 명화 오디세이, 파리 
5대 박물관 프레팔레의 
디지털 명화 전시를 
영상으로 관람

금천온스테이지 IV
퓨전사극 
'전우치전'

1회 6.21(금)
19:30 

2회 6.22(토)
15:00

금나래아트홀 
공연장 

☎ 2627-2989

무료 한국판 ‘영웅’ 전우치를 
소재로한 퓨전사극 뮤지컬

금천아트리지
정태호 
트리오&보컬 
‘재즈&시네마’

6.26(수) 
19:30

금나래아트홀 
공연장 

☎ 2627-2989

5,000원 전설의 태고 재즈밴드 ‘라 
벤타나’의 리더 정태호 등 
네명의 뮤지션이 20세기 
초 유럽과 미국 대중음악 
연주하는 공연

도봉구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서울시립교향악단
우리동네 음악회  
- 실내악

6.14(금) 
19:30-20:30

창동 문화 
체육센터  
공연장 

☎ 2091-2254

무료 서울시향 현악 앙상블이 
들려주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삼각산시민청
토요일은 
삼각산청이좋아 
‘펀펀한 
버블버블쇼’

6.8(토) 
15:00-16:00

삼각산시민청  
1동 2층  

활짝라운지 
☎ 900-4300

무료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퍼포머 '버블드래곤'의 
신나는 버블쇼와 
바이킹만들기 체험 진행

삼각산시민청
삼각산 활력콘서트

6.1(토)~6.30(일) 
평일 13:30-14:10 
주말 12:00, 14:00

삼각산시민청  
1동 2층  

활짝라운지 
☎ 900-4300

무료 전통무용, 갈라쇼, 
퍼포먼스 등 시민들에게 
일상 속 활력을 선사하는 
삼각산시민청 예술가 
상설공연

삼각산시민청
삼각산 살림장

6.2(일), 6.16(일) 
12:00-17:00

삼각산시민청  
1동 2층  

활짝라운지 
☎ 900-4300

무료 
※ 체험료,  
수공예품  

구입시 유료

지역 작가 수공예품과 
다양한 체험이 있는 
시민수공예 생활장터

구로구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구로문화재단
케이윌, 바버렛츠 
콘서트 
‘멜로디 인 러브’

6.14(금)
19:30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 2029-1722

전석
10,000원

초여름 밤, 달콤한 로맨스 
케이윌, 바버렛츠가 
들려주는 여름나기 콘서트

구로문화재단
오페라 ‘돈 조반니’

6.28(금)~6.29(토) 
금 19:30
토 16:00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 2029-1721

60,000원(R)
50,000원(S)
30,000원(A)

현대판 돈조반니 연출과 단 
한순간도 긴장과 경탄을 
멈출 수 없는 모차르트 
음악의 절정 

구로문화재단
수요음악방Ⅱ 
- ‘향기로운 포크송’

6.5(수)
11:00

오류아트홀
☎ 2614-7962

전석
10,000원

커피 향이 흐르는 
하우스콘서트

구로문화재단
오행시 콘서트 
‘클래식한 세계여행’

6.15(토)
11:00

오류아트홀 
☎ 2614-7962

전석
10,000원

세계 각국의 민요와 
멜로디로 떠나는 클래식한 
세계여행

구로문화재단
세대공감 시리즈 #2 
‘애니메이션 
국악콘서트’

6.1(토)
16:00-16:40

구로근린공원 
☎ 2029-1734

무료 퓨전국악 시아와 함께하는 
흥겨운 애니메이션 
국악콘서트

구로문화재단
세대공감 시리즈 #3 
‘신나는 
브라스여행’

6.29(토)
16:00-16:40

구로근린공원 
☎ 2029-1734

무료 어린이 브라스밴드와 함께 
즐기는 신나는 토요일의 
무료 재즈공연

구로문화재단
‘철길 위 옥상 夢’ 
-  열개의 춤, 

하나의 마음

6.1(토)
19:00

오류동문화공원 
☎ 2614-7969

무료 철길 위 옥상 공원에서 
펼쳐지는 미래의 안녕을 
기원하는 현대무용 공연

구로문화재단
모두의전람회 
‘동아리열전Ⅱ’

5.10(금)~6.14(금)             
화~금10:00-20:00               

토 10:00-19:00                
일 10:00-17:00                

월 휴관

신도림고리생활
문화지원센터        
다목적홀B, C                                 
☎ 867-2202

무료 생활예술 동아리에게 
작품전시와 정보공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아리 
정보 교류 프로그램

구로문화재단 금천구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강서구
강서문화 
예술페스티벌

6.1(토)
10:30-18:00

마곡나루역  
중앙광장 
(지하층) 

☎ 2600-6080

무료 강서문화예술인총연합회 
주관 전시, 공연, 체험행사가 
어우러진 축제의 장 

강서구

강동아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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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서울시립교향악단
우리동네 음악회  
- 실내악

6.11(화)
19:30-20:30

성동문화재단  
소월아트홀  

☎ 2204-6405

무료 서울시향 현악 앙상블이 
들려주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성동구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서울시립교향악단
우리동네 음악회  
- 실내악

6.25(화)
12:20-13:20

서울시  
어린이병원 로비 
☎ 570-8000

무료 서울시향 현악 앙상블이 
들려주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서초구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마포아트센터
천 원의  
문화공감 #15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06.27(목)
19:30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 3274-8600

전석  
1,000원

클래식 기타리스트 배장흠과 
앙상블 오데움의 연주로 
스페인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마포아트센터
낭독연극 '모빌'

6.20(목)~22일(토)
평일 19:30
주말 16:00

마포아트센터
스튜디오3

☎ 3274-8600

전석 무료
(홈페이지  
사전예약)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지만 
신기한 듯 바라보았을 
모빌의 조각들처럼 무의식 
속에 감춰놨던 ‘나’를 
발견하는 창작극

마포구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마포아트센터
연극 
‘거리의 사자’

6.7(금)~6.22(토) 
평일19:30 
주말16:00 
월 공연 없음

마포아트센터  
플레이맥 

☎ 3274-8600

전석  
30,000원

주인공 이조벨과 함께 
죽음을 관통해 떠나는 
영혼의 오딧세이 서사극

마포아트센터
Fall in Opera with 
Choir 
‘오페라 합창 
콘서트’

06.18(화)
19:30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 3274-8600

30,000원(R) 
20,000원(S)

40인의 오페라 합창단과 
국내 정상급의 성악가들이 
함께하는 웅장한 오페라 
합창콘서트!

마포구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서울시립교향악단
우리동네 음악회  
- 실내악

6.12(수)
19:30-20:30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 330-8161

무료 서울시향 현악 앙상블이 
들려주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서대문구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동작구
제2회 노량진의 밤 
야간난전

6.21(금)~6.23(일)
18:00-22:00

노량진  
만양로 일대 

☎ 820-9657

무료 노량진 일대 야시장,  
문화행사, 이벤트 등 축제 
개최

동작문화원
2019 
문화시민강좌

6.4(화)~6.25(화) 
18:30

동작복지문화센터 
소강당 

☎ 822-8500

무료 닥터지바고 등 영화속 
전쟁과 인간의 이야기

동작문화원
2019 배나모밴드 
공연

6.1(토), 6.6(목), 
6.8(토) 
11:00

노들나루공원 
야외공연장 

☎ 822-8500

무료 어르신으로 구성된 배나모 
밴드가 프라노 ·알토 ·테너 
색소폰으로 구성된 색소폰 
앙상블 공연

동작구

마포아트센터 마포아트센터

도봉구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삼각산시민청
할머니 동화책

6.2(일)~6.30(일) 
매주 일 

13:00-14:00

삼각산시민청  
1동 2층  
북카페 

☎ 900-4300

무료 지역 어르신 스토리텔러가 
들려주는 어린이 및 가족 
대상 동화구연 체험

삼각산시민청
삼각산 화요극장

6.4(화)~6.25(화) 
매주 화 

10:00-12:00

삼각산시민청  
1동 2층  

활짝라운지 
☎ 900-4300

무료 
※ 유아교육기
관 신청접수 운

영

지역 어린이가 좋아하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상영하는 공동체 영화 
상영회

삼각산시민청
삼각산 어린이 
수요창작소

6.5(수)~6.26(수) 
매주 수 

10:00-12:00

삼각산시민청 
 1동 2층  

활짝라운지 
☎ 900-4300

무료 
※ 유아교육 

기관  
신청접수 운영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예술가와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을 배워보는 지역 
어린이 대상 창작 체험교육

삼각산시민청
평화를 비는 몸짓

6.15(토) 
17:00-18:00

강북구 4.19  
민주묘지 입구  
및 무궁화공원 
☎ 900-4300

무료 전통악기와 함께 래퍼, 
피아노, 우리 춤 등 호국 
보훈의 달 기념해 진행되는 
콜라보 음악회

성북선잠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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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분야 홈페이지 안내

사이트명 URL

서울문화포털 culture.seoul.go.kr

서울미래유산 futureheritage.seoul.go.kr

남산골한옥마을 www.hanokmaeul.or.kr

한양도성 seoulcitywall.seoul.go.kr

서울돈화문국악당 sdtt.or.kr

서울시 박물관 · 미술관 gomuseum.seoul.go.kr

서울도서관 lib.seoul.go.kr

한성백제박물관 baekjemuseum.seoul.go.kr

서울역사박물관 museum.seoul.kr

청계천박물관 museum.seoul.kr/cgcm/index.do

서울시립미술관 sema.seoul.go.kr

서울문화재단 www.sfac.or.kr

세종문화회관 www.sejongpac.or.kr

서울시예술단 www.sjartgroups.or.kr

세종예술아카데미 academy.sejongpac.or.kr

서울시립교향악단 www.seoulphil.or.kr

DDP www.ddp.or.kr

서울상상나라 www.seoulchildrensmuseum.org

서울연극센터 www.e-stc.or.kr

서울시 문화 · 관광 · 체육 · 디자인 sculture.seoul.go.kr

내 손안에 서울 mediahub.seoul.go.kr

서울사랑 love.seoul.go.kr

서울의 산과 공원 parks.seoul.go.kr

은평역사한옥박물관 museum.ep.go.kr

서울대공원 grandpark.seoul.go.kr

서울애니메이션센터 www.ani.seoul.kr

중구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충무아트센터
뮤지컬 
‘시데레우스’

4.17(수)~6.30(일) 
화~금 20:00 
주말, 공휴일 

15:00, 18:30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 1588-5212

66,000원(R)
55,000원(S)
44,000원(A)
11,000원(Z)

시대의 벽에 막혀 말할 수 
없던 진실을 연구한 두 학자, 
갈릴레오와 케플러의 노래

충무아트센터
뮤지컬 ‘썸씽로튼’

6.9(일)~6.30(일) 
화~금 20:00 
주말, 공휴일 

14:00, 19:00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 1577-3363

160,000원(VIP)
130,000원(R)
90,000원(S)
60,000원(A)

인류 최초의 뮤지컬 
탄생?! 셰익스피어에 맞선 
무명 극작가 바텀 형제의 
고군분투기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송파구청
2019 
서울놀이마당 
주말상설공연

6.2(일)~6.30(일)
매주 토, 일 15:00

석촌호수 서호
서울놀이마당

☎ 2147-2811

무료 시김새예술단(6.2)/
송파민속보존회(6.8)/
평택농악보존회(6.9)/
북청사자놀음보존회(6.15)/
남도민요보존회(6.16) 등

송파구민회관
송파청춘극장 1관

6.13(목)~6.27(목)  
매주 목 

10:00,14:00

송파구민회관 
3층 대강당 

☎ 2147-2800

무료 아웃 오브 아프리카(6.13)/
봄날은 간다(6.20)/신사는 
금발을 좋아한다(6.27)

송파체육문화회관
송파청춘극장 2관

6.7(금)~6.28(금)  
매주 금 

10:00, 14:00

송파체육문화회관 
3층 시청각실 

☎ 2147-2800

무료 국제시장(6.7)/센스 
앤 센서빌리티(6.14)/
세일즈맨의 죽음(6.21)/
아마데우스(6.28)

송파어린이도서관
송파새싹극장 
잠실관

6.7(금)~6.28(금)  
매주 금 
16:00

송파어린이도서관                             
물동그라미극장 

3층 
☎ 418-0303 

무료 몬스터패밀리(6.7)/
쿵푸몽키(6.14)/ 
(리틀 드래곤) 
코코넛(6.21)/ 
씽(6.28)

송파안전체험 
교육관
송파새싹극장 
마천관

6.1(토)~6.22(토)  
매주 토 
13:30

송파안전체험 
교육관 1층  

영상관 
☎ 400-9526

무료 뚝딱뚝딱밥아저씨: 
메가머신의 역습(6.1)/ 
토마스와 친구들: 
그레이트 레이스(6.8)/ 
꼬마영웅 바비(6.15)/ 
미야2(6.22)

송파구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성북선잠박물관
특별전 
‘선잠, 비단, 한국의 
자연색 | 이승철’

4.2(화)~7.7(일) 
10:00-18:00 

월 휴관

성북선잠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 
☎ 744-0025

어른 1,000원 
청소년 500원 
어린이 300원

성북선잠박물관의 주요한 
주제 중 하나인 비단에 
한국의 전통 색채를 온전히 
담은 전시

성북선잠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비단 금박 체험’

6.26(수) 
1회 14:00 2회 14:30
3회 15:00 4회 15:30

성북선잠박물관 
☎ 744-0025

컵받침 2000원
댕기 3,000원
에코백 5,000원

전통 금박기술로 비단에 
다양한 전통 문양을 직접 
찍어보는 체험

성북선잠박물관
2019 학술세미나 
'2019 선잠제를 
말하다'

6.8(토) 
14:00-17:00

한성대학교
미래관 

DLC(B1)
☎ 744-0025

무료 누에의 풍요를 바랬던 
국가의례 선잠제의 올바른 
복원을 위한 의례, 복식, 
음악 분야의 심층 고찰을 
위한 학술 세미나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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