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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TUE WED

시청  시민청

활력콘서트

미술  북서울미술관

한국근현대 
명화전 
‘근대의 꿈: 
꽃나무는 심어 
놓고’

기타   서울애니메이션 
센터

DDC웹툰즈& 
카페미니뮤지엄

미술  북서울미술관

2019 
타이틀 매치: 
김홍석vs.서현석 
<미완의 폐허>

기타   서울애니메이션 
센터

캔버스그림 
그리기&만화책 
만들기

시청  시민청

엄마의 특별한 
외출

박물   성북선잠박물관

마을과 사람을 
연결하는 
문화예술교육-
생활 속 미술

한강   서울대공원

치유의숲 
프로그램

기타  삼각산시민청

삼각산 화요극장

공연  마포아트센터

제2회 마포국악 
페스티벌 
<온고지신>  
‘수궁가’

공연  마포아트센터

제2회 마포국악 
페스티벌 
<온고지신>  
‘피리울림’

기타   서울애니메이션 
센터

토이즈앤 
아트토이 창작 
체험

공연  구로문화재단

세대공감 시리즈 
#4 <무더위 탈출 
예술쉼터>

박물   몽촌역사관

어린이체험전시 
열려라! 
백제마을~

THU FRI SAT SUN

공연  세종문화회관 

모차르트와 
브루크너 ①

공연  세종문화회관 

뮤지컬 
‘엑스칼리버’

박물   서울역사박물관

박물관 
토요음악회

공연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오페라단 
‘텃밭킬러’

공연  세종문화회관 

서울시 
유스오케스트라 
Story of String

시청  시민청

한마음살림장

박물   한성백제박물관

박물관 
사계콘서트 
‘여름’

박물   서울역사박물관

북촌 100년의 
기억

한강   한강사업본부

2019 한강몽땅 
여름축제

공연  충무아트센터

유니버설발레단 
‘지젤Giselle’

박물   서울역사박물관

제4회 
재능나눔콘서트

기타   DDP

얼굴 있는 
농부시장

미술  둘리뮤지엄

둘리네 집들이

시청  서울시청

제4회 서울 
물순환 
시민문화제 

시청  시민청

7월 토요일은  
청이 좋아  
‘다리미 콘서트’

박물   한성백제박물관

주말 가족 체험 
교육

한강   보라매공원

자연놀이터

시청주변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기념관

한강 및 공원

기타 문화공간

청춘극장

시청

공연

미술

박물

한강

기타

청춘

  072019.공연 및 전시, 행사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람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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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서울돈화문국악당 

•문   의 3210-7001~2

•입장료 전석 무료

2019 서울돈화문국악당 기획공연 <시민국악주간> 우리 음악으로 일상 예술을 실천하는 

시민예술단체의 화려한 무대 

[서울돈화문국악당]

시민국악주간

수, 목, 금 19:30/토 14:00, 18:00
www.sdtt.or.kr

7.17(수)~7.27(토)

[북서울미술관]

한국근현대명화전 
‘근대의 꿈: 꽃나무는 심어 놓고’

•장   소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2층

•문   의 2124-5269

•입장료 무료

이중섭, 천경자 등 한국을 대표하는 근현대 명화를 만나볼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전시  

화~금 10:00-20:00/주말, 공휴일 10:00-19:00
sema.seoul.go.kr

7.2(화)~9.15(일)

•장   소 동대문역사관 기획전시실

•문   의 2153-0200

•입장료 무료

도성 내 하천의 흐름을 관리하던 오간수문과 이간수문의 역할과 변화상을 재조명하는 전시 

[동대문역사관]

도성의 수문

화~금(월요일 휴관)10:00-19:00
주말, 공휴일 10:00-19:00
www.museum.seoul.kr

6.11(화)~10.27(일)

•장   소 세종M씨어터 

•문   의 399-1000

•입장료 70,000원(R)/50,000원(S)/30,000원(A)

우리 시대의 웃픈 현실을 담아낸 블랙 코미디 오페라로 동시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부조리한 현실 투영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오페라단 
‘텃밭킬러’

수, 목, 금요일 19:30/토요일 17:00
www.sejongpac.or.kr

7.3(수)~7.6(토)

•장   소 ①롯데콘서트홀, ②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문   의 158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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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토니 헤르무스가 브루크너 교향곡 8번을 지휘, 오스트리아 출신 피아니스트 틸 펠너가 

모차르트의 협주곡 20번을 연주 

[서울시립교향악단]

모차르트와 브루크너 ①②

20:00-22:00
www.seoulphil.or.kr

①7.4(목)~②7.5(금)

•장   소 백남준기념관

•문   의 2124-8939

•입장료 무료

백남준이 살던 옛 집에 관한 아카이브, 지역 참여자와 함께 만드는 워크숍 결과물로 구성된 

전시 

[서울시립미술관]

석가산의 액션 뮤직

화~일10:00-19:00/매주 월요일 휴관
sema.seoul.go.kr

7.20(토)~2.29(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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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삼각산시민청 1동 2층 활짝라운지

•문   의 900-0073

•입장료 무료

다양한 감동을 선사하는 소설 같은 음악 속 작은 이야기! 유명 5인조 모던락 밴드  

엔분의 일(1/N) 초청공연

[삼각산시민청]

토요일은 삼각산청이좋아
‘내 마음을 알아주는 밴드’

15:00-16:00
sg.seoulcitizenshall.kr

7.13(토)

•장   소  북촌 한옥마을, 덕수궁길 및 감고당길 등  

보행전용거리 

•문   의 070-8282-7119

•입장료 무료

국악 실내악, 가야금병창, 창작민요, 전통연희, 전통무용 등 전통공연예술

[서울시청]

한옥명소 및 보행전용거리 국악공연  
‘국악둘레 여행 IN 북촌&도심’

매주 주말 13:00, 14:00, 15:00
blog.naver.com/kgtart

6.8(토)~11.16(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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제4회  
서울 물순환 
시민문화제

7.25(목)~7.27(토) 
10:00-22:00

서울광장
☎ 2133-3763

무료 물순환의 의미, 빗물의 
중요성 환기 및 물절약을 
실천하는 환경 시민을 
육성하고 풍성하고 다양하고 
재미있는 여름철 서울시 
대표 축제

서울시청
한옥명소 및 
보행전용거리 
국악공연  
<국악둘레 여행 IN 
북촌&도심>

6.8(토)~11.16(토)
매주 주말 
13:00
14:00
15:00

북촌 한옥마을, 
덕수궁길 및 
감고당길 등 

보행전용거리
☎ 070-8282-

7119

무료 국악 실내악, 가야금병창, 
창작민요, 전통연희, 
전통무용 등 전통공연예술

서울도서관
꿈과 희망을 
하늘로… 
2019년 
국가정책정보 
협의회 공동전시

7.30(화)~9.1(일)
09:00-21:00 

(평일 1층) 
09:00-18:00 

(주말)

서울도서관 1층  
기획전시실

☎ 2133-0242

무료 발전하는 우주연구에 
대한 전시로 우주발사체 
및 인공위성의 원리나 
우주연구의 성과물과 
발사체모형 등 영상자료 
전시 

서울도서관
서울도서관 명사 
초청특강 
‘신현득 시인의 
삶과 문학’

7.5(금)
15:00-17:00

서울도서관 4층  
사서교육장

☎ 2133-0242

무료 60년간 어린이를 위한 
시쓰기, 독보적인 표현의 
길을 열어온 신현득 작가를 
만나보는 강연

시민청
꽹그랑꽹꽹깽

4.15(월)~8.20(화)
09:00-21:00

시민청 지하1층 
담벼락미디어
☎ 739-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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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청
한마음살림장

7.13(토)
11:00-18:00

시민청 지하1층 
시민플라자

☎ 739-5816

시민작가 참가 
무료

시민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 
및 각종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시민참여형 소통장터

시민청
활력콘서트

7.1(월)~7.31(수)
평일 12:00-13:00 
주말 12:00-16:40

시민청 지하1층 
활짝라운지

☎ 739-5816

무료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는 
시민청 예술가들이 펼치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

시민청
7월 토요일은  
청이 좋아  
‘다리미 콘서트’

7.27(토)
13:00-14:30

시민청 지하1층 
활짝라운지

☎ 739-7331

무료 모두의 시민청 연계 
토요일은 청이 좋아 다같이 
리듬에 미치는 <다리미 
콘서트>

시민청
시민이 만드는 
시민청 축제 
‘모두의 시민청’ 
<달라라 여행>

7.26(금)~7.28(일)
11:00-17:00

시민청 지하1층 
활짝라운지 및  
시민청 일대

☎ 739-7331

무료 시민기획단이 만드는 
시민주도 프로젝트로 
참여자와 함께할 수 있는 
체험, 전시, 특별공연이 
어우러진 축제

시민청
가가호호:다층적 
기억

7.11(목)~7.28(일)
9:00-21:00

시민청 지하1층 
시민청갤러리
☎ 739-5811

무료 저마다 다른 집에 대한 
생각과 개념이 모여 
어우러지는 사회의 모습을 
전하는 시민기획단 공감분과 
기획전

시청주변

•장   소 한강 수상 및 11개 한강공원 일대

•문   의 02-120

•입장료 프로그램별 상이

문화로 즐기는 한강 피크닉. 시원한강, 감동한강, 함께 한강 3개 테마로 즐기는 서울대표 

여름축제의 80여 개 프로그램 제공 

[한강사업본부]

2019 한강몽땅 여름축제

hangang.seoul.go.kr/project

7.19(금)~8.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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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서울시립교향악단
바딤 글루즈만의 
프로코피예프

7.27(토) 
17:00-19:00

롯데콘서트홀
☎ 1588-1210

R석 70,000
S석 50,000
A석 30,000
B석 20,000
C석 10,000

디마 슬로보데니우크가 
시벨리우스, 교향곡 
제2번을,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글루즈만이 프로코피 
예프의 협주곡 2번을 연주 

서울돈화문국악당
시민국악주간

7.17(수)~7.27(토)
수, 목, 금 19:30 
토 14:00, 18:00

서울돈화문국악당
☎ 3210-7001~2

전석 무료 거문고앙상블 울림, 홍연 등 
우리 음악으로 일상 예술을 
실천하는 시민예술단체의 
화려한 무대 

공연장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오페라단 
‘텃밭킬러’

7.3(수)~7.6(토) 
수, 목, 금요일 19:30 

토요일 17:00

세종M씨어터
☎ 399-1000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우리 시대의 웃픈 현실을 
담아낸 블랙 코미디 
오페라로 동시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부조리한 현실 
투영

세종문화회관
뮤지컬 
‘엑스칼리버’

6.15(토)~8.4(일) 
화, 목 19:00 

수, 금 15:00, 20:00 
토 14:00 19:00 

일 15:00

세종대극장
☎ 399-1000

VIP석 150,000원 
R석 130,000원 
S석 100,000원 
A석 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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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문화회관
컨템포러리S 
김주원의 탱고발레 
‘3 Minutes’

7.11(목)~7.14(일) 
목, 금 20:00 

 토 14:00, 19:00 
 일 15:00

세종S씨어터
☎ 399-1000

VIP 70,000원 
R석 50,000원 
S석 30,000원

세계적인 발레리나 김주원과 
라이브밴드가 연주하는 
탱고의 만남 ‘3 Minutes : 
Su tiempo’

세종문화회관
서울시 
유스오케스트라 
‘앙상블 콘서트 Ⅳ’

7.12(금) 
 19:30

세종체임버홀
☎ 399-1000

R석 25,000원 
S석 20,000원

지친 일상과 마음에 힐링이 
되는 음악회로 ‘건반 위의 
진화론자’ 김대진 지회자가 
직접 들려주는 앙상블의 
모든 것

세종문화회관
2019 
세종체임버시리즈 
‘Oh! Chamber’ Ⅱ

7.6(토) 
17:00

세종체임버홀
☎ 399-1000

R석 50,000원 
S석 40,000원

미국 CNN으로부터 
‘세계 최고의 앙상블 중 
하나’로 극찬 받아온 
‘세종솔로이스츠’가 가장 큰 
조합과 꽉 찬 울림 선사

세종문화회관
서울시 
유스오케스트라 
Story of String

7.11(목) 
19:30

세종체임버홀
☎ 399-1000

전석 20,000원 차별화된 실내악의 
아름다운 선율과 이해를 
돕는 쉬운 해설을 선사하며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단이 
바이올린과 현악기를 
메인으로 한 연주회

서울시립교향악단
모차르트와 
브루크너 ①②

①7.4(목)
②7.5(금) 

20:00-22:00

①롯데콘서트홀 
②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1588-1210

R석 70,000
S석 50,000
A석 30,000
B석 20,000
C석 10,000

안토니 헤르무스가 브루크너 
교향곡 8번을 지휘, 
오스트리아 출신 피아니스트 
틸 펠너가 모차르트의 
협주곡 20번을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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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일 10:00-22:0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 2124-8906

무료 현대무용과 시각예술의 
장르적 구분을 허무는 
퍼포먼스 작업을 통해 
한국의 정체성을 세계에 
알린 안무가 안은미의 첫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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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일 10:00-22:0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2, 3층
☎ 2124-8906

일반 
15,000원

청소년 
13,000원

어린이 
10,000원

지난 40여 년간 추상과 
구상을 오가며 독자적인 
스타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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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립 남서울
미술관

☎ 2124-8940

무료 세계화, 정보화로 통칭되는 
동시대 삶과 미술의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전시

서울시립미술관
내일, 세상은 
아름다울 것이다

상설전시
화~일 

10:00-19:00

백남준기념관
☎ 2124-8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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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립미술관
석가산의 액션 
뮤직

7.20(토)~2.29(토)
화~일 

10:00-19:00

백남준기념관
☎ 2124-8939

무료 백남준이 살던 옛 집에 
관한 아카이브, 지역 
참여자와 함께 만드는 
워크숍 결과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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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어린이갤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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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완의 폐허>

6.28(금)~9.15(일)
화~금 10:00-20:00

주말, 공휴일 
10:00-19:00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1층
☎ 2124-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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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서울미술관
한국근현대명화전  
‘근대의 꿈: 
꽃나무는 심어 
놓고’

7.2(화)~9.15(일)
화~금 10:00-20:00

주말, 공휴일 
10:00-19:00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2층
☎ 2124-5269

무료 이중섭, 천경자 등 한국을 
대표하는 근현대 명화를 
만나볼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전시  

미술관

서울시청 세종문화회관 시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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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박물관
안데르센 코펜하겐 
1819

4.26(금)~7.14(일)
화~금 

09:00-20:00
주말, 공휴일 

09:00-19:00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B

☎ 724-0274

무료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을 
배경으로 펼쳐진 안데르센의 
삶과 작품을 조명하는 전시

동대문역사관
도성의 수문

6.11(화)~10.27(일)
화~금 

10:00-19:00
주말, 공휴일 

10:00-19:00

동대문역사관
기획전시실

☎ 2153-0200

무료 도성 내 하천의 흐름을 
관리하던 오간수문과 
이간수문의 역할과 변화상을 
재조명하는 전시

서울역사박물관
북촌 100년의 
기억

7.18(목)~10.6(일)
화~금 

09:00-20:00
주말, 공휴일 

09:00-19:00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A

☎ 724-0274

무료 전통과 권력을 대표하는 
북촌 일대의 도시공간 변화, 
거주민들의 생활사를 통해 
본 서울도시성장 회고 전시

서울역사박물관
박물관 토요음악회

7.6(토)
14:00-15:00

서울역사박물관
1층 로비

☎ 724-0274~6

무료 서혜연 교수의 기획과 
해설을 바탕으로 국내 
저력있는 음악가들이 
들려주는 다채로운 공연

서울역사박물관
2019 국제 다양성 
영화·음악제

7.7(일)~7.28(일)
매주 화, 목, 일

14:00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

☎ 724-0274

무료 다국가, 다문화, 다분야 
영화를 소개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감성 향유의 폭을 
넓히는 행사

서울역사박물관
제4회 
재능나눔콘서트

7.20(토)
14:00-15:00

서울역사박물관
1층 로비

☎ 724-0171

무료 역사와 함께한 명화&명곡-
완벽한 디테일 예술의 
설계자들(베토벤)

서울역사박물관
청소년 박물관 
톡(talk)

7.1(월)~7.31(수)
매주 화~금 

14:00-16:00

서울역사박물관
1학습실, 상설전
시실 서울유적
☎ 724-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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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사박물관
스스로 박물관

7.1(월)~7.31(수)
매주 월~금 

13:00-18:00

서울역사박물관
어린이학습실
☎ 724-0198

무료 동화책, 블록, 퍼즐, 
색칠놀이 교구 등을 활용한 
자율학습

서울역사박물관
스스로 박물관

7.6(토)~7.27(토)
매주 토 

15:00-16:00

서울역사박물관
어린이학습실
☎ 724-0198

무료 전문 강사와 함께 
전시관람·체험활동으로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대학

7.3(수)~7.10(수)
매주 수 

14:00-16:00

서울역사박물관
대강당 

(야주개홀)
☎ 724-0258

무료 서울 도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운영하는 대형 시민 강좌

서울역사박물관
청소년 자원봉사

7.6(토)~7.27(토)
매주 토 

14:00-16:00

서울역사박물관
2학습실

☎ 724-0280

무료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유아 
및 초등학생에게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서울역사박물관
어린이 열린체험

7.6(토)~7.27(토)
매주 토 

14:30-15:50

서울역사박물관
2학습실

☎ 724-0280

무료 서울역사박물관 콘텐츠를 
활용한 교구 및 활동지 
체험프로그램

서울역사박물관
놀이로 배우는 
우리역사

7.6(토)~7.27(토)
매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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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사박물관
1학습실

☎ 724-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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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기념관

남산골한옥마을 한성백제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서울역사박물관
말하는 박물관

7.6(토)~7.27(토)
매주 토 

13:00-14:00

서울역사박물관
어린이학습실
☎ 724-0198

무료 동화구연, 놀이, 상황극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서울역사박물관
한밤의 역사기행

7.23(화)~7.31(수)
매주 화~금 

19:00-20:40

서울역사박물관
2학습실, 

상설전시실
☎ 724-0258

무료 방학에 박물관을 찾은 
가족 관람객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

한성백제박물관
특별전  
‘자기에 입힌 
세상만사, 자주요’

6.28(금)~8.25(일)
평일 

09:00-21:00
공휴일 

09:00-19:00

특별전시실
☎ 2152-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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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백제박물관
특별전 연계 
초청강연

7.4(목)~7.26(금)
14:00-16:00

박물관 강당 
(한성백제홀)

☎ 2152-5800

무료 자주요계 상감장식의 신발견 
및 연구(7. 4)/ 중국 화장토 
자기와 분청사기(7.12)/  
한중일 분장기법의 변용과 
특징(7.26)

한성백제박물관
주말 가족 체험 
교육

7.7(일)~7.28(일)
매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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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백제박물관
중학생 진로체험 
교육

7.2(화)~7.19(금)
매주 화~금 

14:00-16:00

박물관 
교육실, 전시실

☎ 2152-5833

무료 <알쓸신잡(Job)_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직업탐구> 
를 주제로 중학생 
학급단위를 대상으로 학예사 
직업 체험 및 전문지식 
학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한성백제박물관
여름방학교실

7.23(화)~8.14(수)
매주 화~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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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 
교육실, 전시실

☎ 2152-5833

무료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교 
4-6학년생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전시실 활동 및 
체험활동을 통한 한성백제 
역사 탐구

한성백제박물관
박물관 사계콘서트 
‘여름’

7.13(토)
17:00-18:30

박물관 강당 
(한성백제홀)

☎ 2152-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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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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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백제박물관
한성백제 
금요시네마 7월

7.5(금)~7.26(금)
매주 금 18:30

박물관 강당 
(한성백제홀)

☎ 2152-5833

무료 르아브르: 조용한 
항구도시에 찾아온 
기적(7.5)/주토피아(7.12)/
벨과 세바스찬:계속되는 
모험(7.19)/코코(7.26)

몽촌역사관
어린이체험전시 
열려라! 백제마을~

7.2(화)~7.31(수)
09:00-18:00

몽촌역사관
체험전시실

☎ 2152-5895

무료 한성백제 생활사를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상설 전시

몽촌역사관
꿈나무영화마당

7.4(목)~7.25(목)
매주 목 

15:30-17:30

몽촌역사관
영상실

☎ 2152-5895

무료 언더더씨(7.4) 
/모아나(7.11)/해적:바다로 
간 산적(7.18)/새미의 
어드벤처(7.25)

몽촌역사관
꿈마을울림교실 
‘둥둥! 우리 음악 
속으로’

7.25(목), 7.26(금)
19:00-21:00

몽촌역사관 
영상실, 전시실

☎ 2152-5895

무료 백제시대의 음악과 악기에 
대하여 학습하고, 직접 
악기연주와 백제의 악사를 
활용한 전등 만들기를 할 수 
있는 체험교육프로그램

몽촌역사관
고대과학탐구교실 
보존과학자의 
실험실 : 우리 
문화재를 지켜라!

7.30(화), 7.31(수)
1회차 

10:00-12:00
2회차 

13:30-15:30

몽촌역사관 
영상실, 전시실, 

체험학습실
☎ 2152-5895

무료 유물의 보존 방법을 
다양한 과학실험을 통해 
학습하고, 직접 백제의 
유물을 복원해 볼 수 있는 
체험교육프로그램

남산골한옥마을
남산골야학당

6.12(수)~7.26(금)
수, 목, 금 

19:30-21:00

남산골한옥마을 
민씨가옥

☎ 2261-0517

1회 당 
10,000원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조선의 유생이 되어보자! 
1890년대의 전통한옥에서 
즐기는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

남산골한옥마을
한국전통체험의 
모든 것

7.2(화)~8.31(토)
10:30-17:00

남산골한옥마을 
일원

☎ 070-4468-
9873

프로그램별 상이
5,000원

~20,000원 
(단체할인가능)

전통체험은 여기 다 모였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 
다 즐거운 한국문화체험! 
예약제 운영

남산골한옥마을
남산골바캉스

7.2(화)~8.31(토)
10:30-17:00

남산골한옥마을 
윤씨가옥

☎ 070-4468-
9873

2,000원 옛 선조들의 피서법 재현한 
체험 프로그램! 시원한 한옥 
대청마루에서 낮잠을 자는 
오수(午睡) 체험과 더위에 
지친 몸의 피로를 푸는 
마사지 체험 운영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서울시립과학관
뇌플릭스(강연)

7.11(목)~7.25(목)
매주 목 

19:00-20:30

사이언스홀
☎ 970-4558

무료 서울시립과학관과 
한국뇌연구원이 흥미로운 
주제들로 엮은 뇌과학 강연

서울하수도과학관
하수의 때 빼고 광 
내는 날

매주 토
14:00-16:00

서울하수도과학관
☎ 2211-2558

무료 하수가 정화되는 전 과정을 
이해하고 실험을 통해 물의 
정화에 대해 알아보는 교육

서울하수도과학관
물 속으로 퐁!퐁!퐁

매주 일
14:30-16:00

서울하수도과학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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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하수도과학관
☎ 2211-2558

무료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먹는 물병 오호 
만들기

서울상상나라
손끝에 여름

7.23(화)~7.31(수)
매주 토, 일 15:00

서울상상나라
지하 1층 

창의놀이실
☎ 6450-9500

입장료 4,000원
(참가비 5,000원)

타일 위에 수채화 물감을 
이용해 그림그리기

서울상상나라
여기 여기 붙어라

7.23(화)~7.31(수)
매주 토, 일 14:00

서울상상나라
지하1층 

표현놀이실 
☎ 6450-9500

입장료 4,000원
(참가비 3,000원)

여러 나라 문화와 놀이를 
알아보고 친구와 함께 
놀이하기

서울상상나라
소리를 그리는 
페인터

7.30(화)~7.31(수)
매주 토, 일 13:00

서울상상나라
지하 1층 

창의놀이실
☎ 6450-9500

입장료 4,000원
(참가비 5,000원)

빛 반사와 소리의 파동을 
이용해 소리를 그려보기

서울상상나라
터키식 피자 피데

매주 토, 일 14:00 서울상상나라
지하 1층 

요리놀이실
☎ 6450-9500

입장료 4,000원
(참가비 10,000원)

터키 의상과 문화를 
소개하고 터키식 피자 피데 
만들기

서울상상나라
오색 타일 쿠키

7.23(화)~7.31(수)
토, 일12:00

서울상상나라
지하 1층 

요리놀이실
☎ 6450-9500

입장료 4,000원
(참가비 8,000원)

‘우리 모두의 집’ 전시물을 
알아보고 다양한 모양의 
오색타일 쿠키 만들기

서울상상나라
드론 탐험대

7.30(화)~7.31(수)
11:30

서울상상나라
1층 로비

☎ 6450-9500

입장료 4,000원
(참가비 5,000원)

운송수단에 대해 알아보고, 
드론의 원리를 이해하여 
작동해 보기

서울상상나라
모양 따라 춤춰요

매주 토, 일
15:30

서울상상나라
2층 아기놀이터
☎ 6450-9500

입장료 4,000원
(참가비 무료)

모양 거울 블록을 이용해 
부모님과 함께 놀이하기

서울상상나라
무지개 울타리

7.2(화)~7.25(목)
화, 수, 목
15:30

서울상상나라
1층 자연놀이

☎ 6450-9500

입장료 4,000원
(참가비 무료)

꼬마 정원사 전시를 
체험하고 무지개 울타리 
만들기

서울상상나라
아슬아슬 동물 
젠가

매주 금
15:30

서울상상나라
1층 자연놀이

☎ 6450-9500

입장료 4,000원
(참가비 무료)

멸종위기의 동물을 젠가 
게임으로 알아보기

서울상상나라
그림책으로 만나는 
동물

7월 상시 서울상상나라
지하 1층 로비

☎ 6450-9500

입장료 4,000원
(참가비 무료)

자연놀이 전시연계 그림책 
속 동물이 가득한 전시 
만나기

박물관·기념관 박물관·기념관

DDP 서울상상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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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사업본부
2019 한강몽땅 
여름축제

7.19(금)~8.18(일) 한강 수상 및 11개 
한강공원 일대
☎ 02-120

프로그램별 
상이

문화로 즐기는 한강 피크닉. 
시원한강, 감동한강, 
함께한강 3개 테마로 즐기는 
서울대표 여름축제의 80여 
개 프로그램 제공

한강사업본부
한강역사탐방

7. 1(월)~7.31(수)
09:00-11:00 
16:00-18:00  

중 택1

한강공원 및 인근 
자치구 유적지

☎ 070-4290-
6967

무료 11개 한강공원의 역사/문화 
유적지, 사건, 인물 등을 
주제로 한강역사해설사와 
함께 12개 코스를 탐방하는 
문화관광 해설 프로그램

한강사업본부
한강공원 
비밀지도:  
강서에 숨겨진 
황금을 찾아라

7.6(토)~7.13(토)
매주 토, 일 

10:00-12:30

강서한강공원
☎ 070-4290-

6967

무료 투금탄 설화'를 미션을 통해 
체험하는 초등학생 대상 
스토리 보드게임

한강사업본부
낭만예술병원 
시즌2

7.27(토)
15:00-22:30

잠실한강공원 사
각사각플레이스
☎ 420-1160 
☎ 420-1161

무료 청년예술가 주도 예술 
체험교실, 전시·공연 및 영화  

서울대공원
치유의숲 프로그램

매주 월~토 
(프로그램별 상이)

치유의숲
☎ 500-7575

무료 연령, 직업, 단체 등 특성에 
따른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

서울대공원
상상그림(林) 학교

매주 화~일
10:00-12:00 
14:00-16:00

식물원
☎ 500-7979

무료 식물원 다양한 식물 관찰 및 
체험하기

서울대공원
별빛 마실길

매주 금, 토 
19:00~21:00

캠핑장
☎ 500-7979

무료 청계숲에서 생활하는 
동식물을 야간에 관찰하고 
식물을 활용한 만들기 
체험활동

서울대공원
동물원을 알면 
직업이 보인다!

7.10(수)~7.19(금) 
수~금 

13:30-16:00

동물원
☎ 500-7177

동물원 입장료 자유학기제 청소년을 위한 
동물원 진로교육, 동물 
관찰하고 양 먹이주기 등 
참여하기

서울숲
가족생태나들이

7.7(일), 7.14(일), 
7.21(일), 7.28(일)

방문자센터
☎ 460-2994

무료 서울숲에 사는 식물들에 
대해 숲해설가 선생님과 
함께 돌아보는 시간

서울숲
이야기가있는 
서울숲

6.18(화)
10:00-11:30 
13:30-15:00

방문자센터
☎ 460-2994

무료 서울숲 직원이 들려주는 
서울숲

서울숲
식물번식: 
초보자를 위한 
식물키우기

7.16(화)
10:00-11:30 
13:30-15:00

방문자센터
☎ 460-2917

3,000원 초보자를 위한 식물을 
번식시키는 방법을 쉽게 
체험해보는 가드닝 프로그램 

서울숲
정원에서 놀자

7.20(토)
11:00~13:00

커뮤니티센터
☎ 460-2917

5,000원 정원활동을 중심으로 아이랑 
함께 손으로 만들고 즐기는 
생태놀이

보라매공원
자연놀이터

7.6(토)~7.27(토)
매주 토 

10:00-12:00

보라매공원
☎ 2181-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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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매공원
어린이 꿀벌학교

7.7(일)~7.28(일)
매주 일 

10:00-12:00

보라매공원
☎ 2181-1184

3,000원 꿀벌 생태을 배우고 직접 
관찰하기, 꿀벌이 하는일 
게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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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매공원
구석구석 어린이 
자연탐사대

7.7(일)~7.28(일)
매주 일 

14:00-16:00

보라매공원
☎ 2181-1184

무료 곤충 관찰 및 채집, 환경별 
곤충의 분포와 차이 배우기

시민의숲
놀자! 양재시민의 
숲에서

7.6(토)~7.28(일)
매주 토, 일 

14:00-16:00

시민의숲
☎ 2181-1184

무료 계절에 맞는 숲해설, 숲 
오감체험, 자연생태놀이 등

율현공원,  
응봉공원
자연놀이터

7.6(토)~7.28(일)
매주 토, 일 

14:00-16:00

율현공원, 
응봉공원

☎ 2181-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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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동생태공원
절기에 하는 
자연놀이

7.7(토), 7.21(일)
14:00-16:00

길동생태공원
☎ 2181-1184

1,000원 절기에 따른 자연의 변화 
관찰, 붓펜으로 부채에 풍경 
그려보기

길동생태공원
누에체험과 
누에기르기

7.10(수)~7.31(수)
매주 수 

15:30-17:00

길동생태공원
☎ 2181-1184

2,000원 누에의 한살이 배우기, 
뽕잎을 따서 누에 직접 
키워보기

길동생태공원
조물조물 
자연물공작소

7.13(토)
15:00-16:30

길동생태공원
☎ 2181-1184

2,000원 반딧불이의 생태를 배운 
후 나무로 반딧불이 액자 
만들기

한강 및 공원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도심속 
문화체험공간 
서울애니메이션 
센터에서 만나요~

7.1(월)~7.31(수)
10:00-19:00

서울애니메이션
센터  

1, 2층
☎ 3455-8341

어린이 
6,000원

청소년·성인 
4,000원

(단체 20%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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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애니메이션센터
DCC웹툰즈& 
카페미니뮤지엄

7.1(월)~7.31(수)
10:00-19:00

재미랑1호 1층
☎ 6445-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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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캔버스그림그리기 
&만화책만들기

7.1(월)~7.31(수)
10:00-19:00

재미랑1호 2층
☎ 070-8703-

0021

8,000원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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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애니메이션센터
토이즈앤 아트토이 
창작 체험

7.1(월)~7.31(수)
10:00-19:00

재미랑2호  
토이즈앤

☎ 2263-2011

11,000원
~25,000원 
(토이별 가격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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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우리들의 
보물상자-장난감 
플리마켓

7.20(토)
13:00

재미랑3호  
김청기의 동심

☎ 6084-7079

관람 무료
판매 장난감은 
제품별 상이

매월 셋째주 토요일 
진행되는 키덜트 토이 
플리마켓/경매 행사

기타 문화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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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애니메이션센터
아트토이, 
일러스트굿즈 
플리마켓

7.6(토)
13:00

재미랑3호  
김청기의 동심

☎ 6084-7079

관람 무료
판매 제품별 

상이

아트토이, 일러스트 굿즈 등 
다양한 작가 및 창작가의 
굿즈를 만날 수 있는 
플리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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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목)~8.25(일)
월요일~목요일: 
10:00-20:00
금요일~일요일, 
공휴일: 10:00-

21:00

DDP 배움터 2층 
디자인박물관

☎ 2153-0000

성인 
16,000원

청소년 
12,000원

어린이 
9,000원

DDP개관 5주년을 맞아 
창조, 감, 컬래버레이션, 
위트와 뷰티를 담은 
세계적인 디자이너 폴 
스미스의 전시

DDP
디즈니 애니메이션 
특별전-The Magic 
of Animation

4.19(금)~8.18(일)
10:00~20:00 

(금, 토, 일 및 공휴일, 
문화가있는날  

21:00시 까지 관람 
가능

DDP 배움터 지하 
2층 디자인전시관 
☎ 2153-0000

일반 
15,000원

청소년 
13,000원

어린이 
11,000원

디즈니 탄생 90주년을 맞아  
'미키마우스’가 태어난 
증기선 윌리호를 시작으로
추억의 디즈니 캐릭터를 볼 
수 있고 영화와 캐릭터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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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P 기록관

☎ 2153-0000

무료 DDP 스토어에 입점한 신진 
디자이너 상품을 재구성한 
‘서울디자인브랜드 기획전’

DDP
서울디자인재단과 
함께하는 2019 
아시아프 & 
영디자이너 챌린지

7.23(화)~8.18(일)
화~일 

11:00-20:00
*월요일 휴관

DDP 배움터  
디자인둘레길

☎ 2153-0000

무료 조선일보사와 
서울디자인재단이 
함께 주최하는 젊은 
미술인들의 축제 ‘2019 
아시아프’(ASYAAF:아시아 
청년작가 미술축제)

DDP
얼굴 있는 
농부시장

7.13(토), 20(토), 
2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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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2019

4.5(금)~10. 27(일)
매주 금, 토 

18:00-23:00

DDP 
팔거리

☎ 2153-0000

무료 밤도깨비들과 함께 서울의 
밤을 바꾸는 새로운 서울형 
야시장

DDP
2019서울 
상상산업포럼

7.19(금)~7.20(토) 
10:00-18:00

DDP 
디자인나눔관, 

크레아
☎ 070-4616-

4744

무료 만화·애니메이션·캐릭터 
등 문화콘텐츠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업계·학계·문화예술계 간 
교류와 소통을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장

플랫폼창동61
반플레인 2집 
정규음반 쇼케이스 
‘We Will Meet 
Again’

7.6(토)
19:30-21:00

플랫폼창동61 
레드박스

☎ 993-0573

일반 
20,000원
현장예매 
25,000원

2019 플랫폼 창동61 
협력아티스트 반플레인의 
정규2집 음반 발매 기념 
콘서트

플랫폼창동61
WILD MATCH 12 
‘블랙홀 VS 메써드’

7.13(토)
18:00

플랫폼창동61 
레드박스

☎ 993-0573

일반 
40,000원
현장예매 
50,000원

획일적인 공연과 차별화된 
러닝타임, 5년째 이어지는 
와일드 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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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창동61
경기남부재즈 앨범 
발매 1주년 기념 
공연 ‘한량’

7.27(토)
20:00

플랫폼창동61 
레드박스

☎ 993-0573

일반 
20,000원
현장예매 
25,000원

정규1집 <한량>발매 1주년, 
경기남부 재즈 이수자들이 
주목하는 돌아온 한량들의 
공연

문화비축기지
생태+생활문화 
프로그램

6.5(수)~8.31(토)
매주 수~토

문화비축기지
☎ 376-8732

1회 2,000원
~5,000원

어바웃보깅댄스, 사진숲필, 
아날로그 햇빛프린팅, 
가치담은 손바닥 정원, 
여성을 위한 장작패기의 
예술, 직조기구 워크샵 등 
총 12개 시민참여 프로그램 
제공

문화비축기지
모두의 시장

매월 2, 4주 토요일
7.13(토),

7월 넷째주 휴장 
15:00-20:00

문화비축기지 
야외마당

☎ 376-8411

무료 지속가능한 소비와 직접 
생산하는 제작문화를 
체험하는 친환경 공공시장

문화비축기지
서울 국제 
댄스페스티벌 
인탱크

7.9.(화)~7.31(토)
14:00-20:00

문화비축기지
☎ 376-8418

무료 4개국 해외아티스트 
워크샵, 5개국 마라톤공연, 
시민참여 공연 및 워크샵 등 
문화비축기지에서 펼쳐지는 
댄스 페스티벌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
고리DAY

7.20(토)
18:00~21:30

신도림 
오페라하우스
☎ 867-2202

무료 생활문화예술 동아리들이 
함께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공연발표 지원프로그램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
모두의 전람회 
‘이웃집 미술관’

7.16(화)~8.16(금)
화~금 

10:00-20:00 
토 

10:00-19:00 
(일, 월 휴관)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
다목적홀 B, C
☎ 867-2202

무료 생활 예술 동아리들에게 
작품 전시 및 정보 공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아리 
정보 교류 프로그램

서울풍물시장
전통문화체험관

1.1~12.31 항시오픈
(둘째, 넷째 화요일 

휴장)

서울풍물시장 
전통문화체험관
☎ 2232-3368

무료 
(일부 유료)

탈만들기, 전등갓, 
한지손거울 등 여러가지 
전통문화체험 만들기를 할 
수 있는 공간

서울풍물시장
청춘일번가 
‘추억하나 뿌라쓰’

6.10(월)~7.20(토)
(둘째, 넷째 화요일 

휴장)

서울풍물시장 
청춘일번가

☎ 070-7726-
5945

무료 서울풍물시장을 배경으로 
복고 느낌의 사진을 촬영,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 제공

기타 문화공간

DDP 서울풍물시장 플랫폼창동61

16 17July  2019 7월 서울시 문화예술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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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극장
7월 영화프로그램

월요일-금요일
영화상영

문화일보홀 1층
☎ 739-5422~4

일   반 7,000원
청소년 5,000원
어르신 2,000원

7. 1 월 19:00-20:00

데일리 노트
감미로운 목소리로 달콤한 사랑과 일상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4인조 밴드 데일리 

노트의 여름에 듣기 좋은 설레임 가득한 

음악 공연

7. 8 월 19:00-20:00

뷰티핸섬
각종 TV 프로그램의 단골 배경음악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거의 모든 페스티벌에 

이름을 올리는 밴드 뷰티핸섬의 뷰티하고 

핸섬한 음악 공연

7. 15 월 19:00-20:00

와러써커스
탑밴드3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팀으로, 

댄서 못지않은 춤동작과 재밌는 

퍼포먼스로 관객의 흥을 돋우는 

와러써커스의 흥겨운 무대

7. 22 월 19:00-20:00

뮤지컬 갈라쇼
뮤지컬 레베카, 팬텀 등의 작품에서 뛰어난 

연기와 가창력으로 사랑받아온 뮤지컬 

배우 5인(유정은, 유창호, 윤진웅, 장경원, 

장선미)의 풍성한 무대

7. 29 월 19:00-20:00

큐바니즘
국내에서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살사, 

볼레로, 레게톤 등 중남미의 격정적인 

리듬에 한국어 가사와 서정적인 멜로디를 

입혀 코리안 라틴을 들려주는 여성밴드

7. 3 수 19:00-20:00

로프트세션
다락방 음악회라는 콘셉트로 따뜻하고 

포근한 감성과 에너지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로프트세션의 팝에 재즈와 라틴 

리듬을 더한 참신하고 개성 있는 공연

7. 10 수 19:00-20:00

Funlee Style 밴드
신나는 락과 파워풀한 에너지로 관객과 

소통하는 9인조 펑크밴드로, 신나는 

음악과 멜로디로 쉽고 편안한 느낌의 펑크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공연

7. 17 수 19:00-20:00

지세희
폭발적인 가창력과 풍부한 보이스로 

복면가왕에 출연하며 화제를 모았던 

실력파 여성 보컬리스트 지세희의 라이브 

콘서트

7. 24 수 19:00-20:00

나뷔
전통음악과 대중음악의 조화와 균형을 

보여주는 여성 7인조 어쿠스틱 실내악 

그룹 나뷔가 선보이는 동서양 음악을 

아우르는 무대

7. 31 수 19:00-21:00

팝콘 영화제
서울광장 잔디밭을 찾은 가족, 친구, 

연인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는 영화 

상영

서울광장 ☎ 2133-2541/무료

서울광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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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강동아트센터
제173회 
목요예술무대 
<코리안 드럼 
TAGO ‘MAD’>

7.4(목)
19:30

대극장 한강
☎ 440-0500

전석 5,000원 심장을 두드리는 '타고'의 
북소리와 역동적인 춤사위가 
펼쳐지는 신명나는 무대

강동아트센터
클래식 ‘타악으로 
바라본 오페라’

7.6(토)
17:00

대극장 한강
☎ 440-0500

R석 20,000원
S석 10,000원

맑고 청아한 타악기 소리와 
아름다운 목소리의 하모니가 
어우러진 클래식 음악회

강동아트센터
체험전시 ‘2019 
BRICK-FESTA 
꽃피는 브릭전’

7.24(수)~8.25(일)
10:00-18:00

아트갤러리#1 
(지하1층)

☎ 440-0500

어린이 6,000원
어른 8,000원

블록으로 알록달록 꽃과 
동물, 애니메이션 주인공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신나는 
체험전시

강동아트센터
GAC예술아카데미 
음악특강 <다함께 
타타타>

7.2(화)~9.17(화)
17:30-21:30

스튜디오#3
☎ 440-0567, 8

전체 150,000원 손과 발을 이용한 
기초박자부터 마림바, 
팀파니와 같은 클래식 
타악기까지 만나보는 시간!

강동아트센터
GAC예술아카데미 
‘문학수의 클래식 
라운지’

6.7(금)~8.23(금)
11:00-13:00

스튜디오#3
☎ 440-0567, 8

전체 150,000원 클래식 음악과 이를 
둘러싼 당대의 사회 
문화까지 만나보는 문학수 
음악전문기자의 친절하고 
재미있는 강의

공연 · 행사명 일시 장소 · 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서울시립교향악단
우리동네 실내악

7.11(목)
19:30-20:30

강북문화예술회관
☎ 994-8548

전석 무료 서울시향 현악 앙상블이 
들려주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강북구

구로구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서울시립교향악단
우리동네 관현악

7.18(목)
19:30-20:30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 860-2633

전석 무료 서울시향 부지휘자 윌슨 
응의 지휘로 듣는 베토벤 
교향곡 7번과 서울시향 
바이올린 김덕우 수석이 
들려주는 브루흐 협주곡 1번

구로문화재단
어린이 국악 
뮤지컬 
<일곱빛깔 까망이>

7.11(목)~7.13(토)
11:00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 2029-1722

전석 15,000원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의 
어린이 국악 뮤지컬, 
알록달록 개미들의 좌충우돌 
모험 이야기

구로문화재단
<수요음악방> 
- 크림가득 재즈

7.17(수)
11:00

오류아트홀
☎ 2614-7962

전석 10,000원 커피 향이 흐르는 하우스 
콘서트

구로문화재단
세대공감 시리즈 #4 
<무더위 탈출 
예술쉼터>

7.31(수)
14:00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1층 로비

☎ 2029-1734

무료 마임이스트 현대철이 준비한 
관객 참여형 마임공연 
'피에로의 외출'

지역 장소 일시

중구 DDP 시티투어버스 정류장 * 토, 일 14:00-16:00

성동구 언더스탠드애비뉴 목 12:30-13:10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종합안내소 앞 토, 일 14:3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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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14:40

쳥계천 광통교 토, 일 17: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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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전쟁기념관 뮤지엄 카페 앞 토 13:00-15:40

용산공예관 앞 금~일 17:00-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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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삼개공원 목, 금 12:20-13:00

동작구 보라매병원 앞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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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0-5056-

6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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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13:3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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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19:40

남산 팔각정 서울N타워 광장 * 토, 일 17:00-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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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구 DDP(팔걸이 광장) 금, 토 19:40-21:20

성동구 왕십리 광장
화, 수 17:00-17:40, 18:00-18:40

토 17:00-17:40, 18:00-18:40, 19:00-19:40

영등포구 여의도 공원 목 12:20-13:00, 토 14:00-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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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립교향악단
우리동네 실내악

7.10(수)
10:50-11:50

서울정민학교  
체육관

☎ 978-8408

전석 무료 서울시향 현악 앙상블이 
들려주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노원구

금천구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금천구
금천아트리지 4 
<찾아가는 동행 
콘서트>

7.31(수)
19:30

금천구 시흥2동  
벽산아파트  
중앙광장

☎ 2627-2989

무료 금천교향악단과 함께 즐기는 
한여름밤의 아름다운 
하모니(넬라판타지아, 지금 
이 순간, 축배의 노래, 밤의 
여왕 아리아, 에델바이스 등)

금천구
빈집프로젝트  
<품어내다>

7.12(금)~8.8(목)
*평일 13:00-18:00

빈집프로젝트  
2家

☎ 2627-2989

무료 수수킴, 최재혁 작가 2인 
회화 전시 

금천구
빈집프로젝트  
<키치, 키치, 다다>

7.2(화)~7.10(수)
*평일 13:00-18:00

빈집프로젝트  
1家

☎ 2627-2989

무료 관객참여형 공공미술전시 
프로그램

금천구
빈집프로젝트  
<향을 파는 가게>

7.16(화), 7.18(목), 
7.23(화), 7.25(목)

18:30-20:00

빈집프로젝트  
3家

☎ 2627-2989

무료 후각을 활용한 
예술치유프로그램 
(사전신청 필수)

도봉구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삼각산시민청
토요일은 
삼각산청이좋아 
<내 마음을 
알아주는 밴드>

7.13(토)
15:00-16:00

삼각산시민청 1동 
2층 활짝라운지
☎ 900-0073

선착순 100명 
무료

다양한 감동을 선사하는 
소설 같은 음악 속 작은 
이야기! 유명 5인조 모던락 
밴드 엔분의 일(1/N) 
초청공연

삼각산시민청
찾아가는 
삼각산시민청

7.20(토)
16:00-17:00

강북구 솔밭공원 
일대

☎ 900-0073

무료 지역과 함께 만들어가는 
야외 활력콘서트

도봉구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삼각산시민청
삼각산 활력콘서트

7.1(월)~7.31(수)
평일 13:30-14:10 
주말 12:00, 14:00

삼각산시민청 1동 
2층 활짝라운지
☎ 900-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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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산시민청
삼각산 화요극장

7.2(화)~7.30(화)
매주 화 

10:00-12:00

삼각산시민청 1동 
2층 활짝라운지
☎ 900-9669

무료 지역 어린이가 좋아하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상영하는 공동체 영화 
상영회

삼각산시민청
삼각산 어린이 
수요창작소

7.3(수)~7.31(수)
매주 수 

10:00-12:00

삼각산시민청 1동 
2층 활짝라운지
☎ 900-9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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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산시민청
할머니 동화책

7.7(일)~7.28(일)
매주 일 

13:00-14:00

삼각산시민청 1동 
2층 북카페

☎ 900-9669

무료 지역 어르신 스토리텔러가 
들려주는 어린이 및 가족 
대상 동화구연 체험

삼각산시민청
시민청갤러리 
초청전시

7.15(월)~7.29(월)
상설전시 

09:00-21:00

삼각산시민청 2동 
3층 시민청갤러리
☎ 900-9669

무료 전주문화재단 지원사업 
‘도시갤러리 전주’ 협력전시

도봉구
퓨전마당극 
‘수궁전’

7.6(토)
17:00

도봉구민회관 
대강당

☎ 2091-2254

무료 
(현장 선착순 

입장)

풍자와 해학으로 90분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는 
즐겁고 유쾌한 퓨전 마당극 
‘수궁전’

서울시립교향악단
우리동네 음악회 
관현악

7.19(금)
19:30

도봉구민회관 
대강당

☎ 2091-2254

무료 
(구청 홈페이지 

사전 예약)

우리은행과 함께 하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우리동네 
음악회 관현악 공연

둘리뮤지엄
쌍문동 만화인展

4.9(화)~8.25(일)
10:00-18:00

둘리뮤지엄 
지하1층 

기획전시실
☎ 990-2200

평일:4,000원
휴일:5,000원

문화·예술특구 도봉구에 
2017년 조성된 ‘쌍문동 
만화인 마을’의 입주작가 
9명과 협업하여 각 작가의 
개성있는 작품을 전시

둘리뮤지엄
둘리네 집들이

7.21(일)
10:00-18:00

둘리뮤지엄  
내·외부

☎ 990-2200

입장료 2,500원 둘리뮤지엄 개관기념일을 
맞이하여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다채로운 체험활동 
및 이벤트를 뮤지엄 이용 
고객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행사

강동아트센터 구로문화재단 금천구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마포아트센터
제2회 
마포국악페스티벌 
<온고지신>  
개막공연  
‘경계를 넘어’

7.4(목)
20:00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 3274-8600

R석 30,000원
S석 20,000원

전통음악에 새로움을 더하여 
국악의 참 ‘맛’과 ‘멋’을 
알리기 위한  국립창극단 
주역 김준수의 소리로 
축제의 서막을 알린다.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국악 한마당

마포구

22 23July  2019 7월 서울시 문화예술프로그램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마포아트센터
2019 MAC 청소년 
썸머 스페셜 
‘문학콘서트 
소나기’

7.31(수)
19:30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 3274-8600

전석 30,000원 감동적이고 동화같은 순수한 
첫사랑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앙상블의 연주로 즐기는 
문학 콘서트

마포구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송파구민회관
송파청춘극장 1관

7.11(목)~7.25(목)
매주 목 

10:00, 14:00

송파구민회관  
3층 대강당

☎ 2147-2800

무료 마담 보바리(7.11)/쇼생크 
탈출(7.18)/사관과 
신사(7.25)

송파체육문화회관
송파청춘극장 2관

7.5(금)~7.26(금)
매주 금

10:00, 14:00

송파체육문화회관 
3층 시청각실 

☎ 2147-2800

무료 가비(7.5)/보통 
사람들(7.12)/그리스인 
조르바(7.19)/
프로스트vs닉슨(7.26) 

송파어린이도서관
송파새싹극장 
잠실관

7.5(금)~7.26(금)
매주 금 16:00

송파어린이도서관 
물동그라미극장 

(3층)
☎ 418-0303

무료 아이스 에이지 : 
대륙이동설 4(7.5)/몬스터 
호텔3(7.12)/빅풋 
주니어(7.19)/호비와 
매직아일랜드(7.26)

송파안전체험 
교육관
송파새싹극장 
마천관

7.6(토)~7.27(토)
매주 토 13:30

송파안전체험 
교육관  

1층 영상관
☎ 400-9526

무료 쿵푸몽키(7.6)/감바의 
대모험(7.13)/악동프레디 
길들이기(7.20)/이고르와 
귀여운 몬스터이바(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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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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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염색 
교육프로그램 
‘오색빛깔 
물들이다’

4월~7월
2, 4주 금요일
16:00-18:00

성북선잠박물관 
☎ 744-0027

어린이 3,000원
성인 10,000원

우리나라 전통염색의 역사와 
염색기법을 이해하고, 
비단을 다양한 색상으로 
염색해보는 교육

성북선잠박물관
마을과 사람을 
연결하는 
문화예술교육-
생활 속 미술

7.10(수)~10.10(목)
매주 수, 목 

13:00-15:00

성북선잠박물관
☎ 744-0027

프로그램당 
30,000원

생활 속 미술을 주제로 
한 바느질 공예 프로그램 
크로스 숄더백 및 아기망토 
만들기(매주 수, 4주 과정)

성북선잠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금박 체험 
‘조선왕릉문양 
금박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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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선잠박물관
☎ 744-0027

컵받침 2,000원
댕기 3,000원
에코백 5,000원

조선왕릉과 관련된 다양한 
문양을 전통기술인 금박을 
이용하여 비단에 찍어보는 
체험

성북구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마포아트센터
댄스컬  
‘외계에서 온 
발레리노’

7.6(토) 
19:00 
7.7(일) 
17:00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 3274-8600

R석 50,000원
S석 30,000원

외계인들이 지구로 내려와 
여성에게 프로포즈를 한다는 
엉뚱한 설정과 유쾌한 상상 
발레를 비롯한 현대무용과 
탭댄스, 비보잉 등  다양한 
춤의 콜라보레이션

마포아트센터
2019 MAC 
청소년 썸머 
스페셜 ‘동물의 
사육제&피터와 
늑대’

7.9(화)
19:30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 3274-8600

전석 30,000원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프로코피예프의 피터와 
늑대'라는 음악 동화가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와 
강민석 지휘로 그림자극을 
만나 펼쳐지는 무대예술의 
향연 

마포아트센터
7월 발레갈라  
<The 
Masterpiece>

7.11(목)
20:00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 3274-8600

R석 30,000원
S석 20,000원

국내정상 다섯 발레단이 
연출하는 개성 넘치는 창작 
발레와 역사적인 걸작들이 
어우러진 무대로 발레의 
아름다운 춤의 향연

마포아트센터
‘뚱딴지 
프로젝트PART3’ 
연극 
<여름과연기>

7.11(목), 7.12(금)
19:30

7.13(토)
16:00 

마포아트센터  
스튜디오3

☎ 3274-8600

전석 무료 
(홈페이지 사전

예약)

미국 현대 희곡계를 장악한 
극작가 테네시 윌리엄스의 
작품<여름과 연기> 대조적인 
두 주인공을 통한 갈등을 
심도 있게 묘사하는 연극

마포아트센터
제2회 
마포국악페스티벌  
<온고지신> 
‘아름다운 조우’

7.16(화)
20:00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 3274-8600

R석 30,000원
S석 20,000원

명창 김영임과 
여성국악실내악단 다스름의 
아름다운 만남.국악의 
깊이에 더불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음악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무대

마포아트센터
‘모던 앤 클래식 2’ 
2019 HOT STAGE 
영아티스트

7.17(수) 
20:00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 3274-8600

전석 20,000원 국내의 유명 콩쿠르를 
석권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젊은 스타들이 
연주하는 모차르트 와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과 
첼로의 하모니

마포아트센터
2019 MAC 
인디열전 
<MC최백호& 
이한철>

7.18(목) 
19:30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 3274-8600

전석 10,000원 인디씬에서 주목받고 
있는 예비스타 3팀의 
젊은 뮤지션들이 펼치는 
음악파티와 거장 최백호와 
이한철의 스페셜 MC의 
스페셜 프로젝트

마포아트센터
제2회 
마포국악페스티벌 
<온고지신> 
‘월담: 쓱 넘어 
오세요’ ‘실크로드’, 
‘4인놀이’, ‘수궁가’, 
‘피리울림’, ‘감각의 
발견’ ‘환상노정기’

7.12(금) 20:00 
7.19(금) 20:00 
7.20(토) 17:00 
7.23(화) 20:00 
7.24(수) 20:00 
7.27(토) 17:00 
7.30(화) 20:00

마포아트센터  
플레이맥

☎ 3274-8600

전석 20,000원 가장 한국적인 우리의 
국악이라는 음악에 본질의 
진정성을 담아내어 현재, 
미래를 조명한 우리안의 
감수성을 일깨워줄 명품 
국악 공연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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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아트센터 마포아트센터 충무아트센터

중구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충무아트센터
2019 김종국 
콘서트  
‘김종국 찾기’ 서울 
ENCORE

7.6(토)~7.7(일)
토 18:00 일 17:00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 1544-1555

R석 121,000원
S석 99,000원

마이크를 쥔 이두박근의 
각도가 외로우며 달달한 
미성에 날카로운 지성마저 
흐르는 남자 찐자 김종국의 
모습찾기

충무아트센터
유니버설발레단  
‘지젤Giselle’

7.19(금)~7.21(일)
금 20:00 

주말 14:00, 19:00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 2230-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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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달빛 아래, 꽃잎처럼 
흩날리는 순백의 튜튜를 
입은 ‘월리’들이 선보이는 
백색 발레

충무아트센터
연극 ‘비너스 인 퍼’

7.24(수)~8.18(일)
20:00 

토 15:00, 19:00
일, 공휴일 

14:00, 18:00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 744-4033

R석 55,000원 
S석 45,000원

브로드웨이 사상 가장 
섹시하고, 가장 재미있고, 
가장 신선한 연극!!

충무아트센터
제4회 
충무로뮤지컬 
영화제

7.10(수)~7.13(토)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 2230-6600

무료 한국영화 일번지 ‘충무로’, 
한국 뮤지컬의 허브 
‘충무아트센터’가 만나 
펼치는 흥겨운 뮤지컬과 
영화의 축제!

중랑구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중랑아트센터
특별기획전시 
‘행복연구소 
Happy Lab’

5.16(목)~7.21(일)
평일 10:00-19:00 
주말 10:00-18:00

중랑아트센터
☎ 2094-1827

무료 행복 메시지와 에너지를 
공유하고 내적 감정 표출 및 
행복의 가치를 재발견 할 수 
있는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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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서울시립교향악단
우리동네 실내악

7.10(수)
19:30-20:30

영등포문화재단 
아트홀

☎ 2629-2216

전석 무료 서울시향 현악 앙상블이 
들려주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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