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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   남산골한옥마을

한국 전통체험의 
모든 것

한강  보라매공원

제 10회 
어린이조경학교

박물  서울역사박물관

‘한밤의 
역사기행’

공연  성동문화재단

‘환상노정기’

기타   서울상상나라

‘무지개울타리’ 
(전시체험학습)

공연  서울시립

       교향악단

‘우리 동네 
실내악’ 

THU FRI SAT SUN

미술  예송미술관

여름방학 특별전 
‘상상 속 이야기’

미술  휴갤러리

김문희사진전 
<벌어진공간틈>

공연  강동아트센터

2019 청소년 
여름음악회 
기타듀오비토 
<기타로 만나는 
클래식 이야기>

시청  시민청

장터 
‘한마음살림장’

한강  보라매공원

방학특집  
어린이생태특강

공연  서울시립

       교향악단

광복74주년기념 
음악회

한강  천호공원

천호공원 
사계축제(여름)

공연  서울놀이마당

여성독립운동가 
김마리아를 
아십니까?

시청  시민청

인간극장 
‘지하철, 우리, 
일상의 언어들’ 

공연  2019

서울블루스페스티벌 

박물  한성백제박물관

특별전         
‘자기에 입힌 
세상만사 - 
자주요’

기타   서울상상나라

‘아슬아슬 
동물 젠가’ 
(전시심화학습)

시청  시민청

8월 토요일은 
청이 좋아 
<한여름날의 
결혼식>

시청주변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기념관

한강 및 공원

기타 문화공간

청춘극장

시청

공연

미술

박물

한강

기타

청춘

  082019.공연 및 전시, 행사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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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서울돈화문국악당

•문   의 3210-7001~2

•입장료 20,000원

서울 돈화문 국악당과 음반사의 필연적 만남, 오픈 더 돈화문! 새롭게 발매된, 혹은 발매될 

음악을 함께 듣고,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는 국악 토크 콘서트

[서울돈화문국악당]

오픈 더 돈화문

평일 19:30 토,일 15:00
www.hanokmaeul.or.kr

8.22(목)~8.25(일)
9.6(금)~9.9(월)

•장   소 세종 S시어터 

•문   의 399-1000

•입장료 30,000원

얘들아, 우리 소꿉놀이하자! 3-7세 어린이와 가족,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상상력이 

풍부한 참여형 공연.

[세종문화회관]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웨일즈 아라드 고흐 씨어터 <돌,돌?돌!>

11:00, 15:00
www.sejongpac.or.kr

8.3(토)~8.4(일)

•장   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문   의 1588-1210

•입장료 전석 무료

광복 74주년을 기념하여 성시연 지휘, 피아니스트 조재혁, 소프라노 임선혜, 

베이스 박종민의 협연으로 진행되는 음악회

[서울시립교향악단]

광복 74주년 기념음악회

19:30-20:50
www.seoulphil.or.kr

8.15(목)

•장   소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문   의 724-0274

•입장료 무료

전통과 권력을 대표하는 북촌 일대의 도시공간 변화, 거주민들의 생활사를 통해 본 

서울 도시성장 회고 전시

[서울역사박물관]

북촌, 열한 집의 
오래된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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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9(금)~10.6(일)

•장   소 소월아트홀

•문   의 2204-6404

•입장료 전석 20,000원(할인율 별도)

대한민국 연극계를 이끌 신진 연출가들의 축제

구향(8.23~8.25)/선긋기(8.30~9.01)

[소월아트홀]

제6회 대한민국 신진연출가전

금 20:00, 토 15:00,18:00, 일 15:00
www.sejongpac.or.kr

8.23(금)~9.1(일)

•장   소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문   의 2124-8940

•입장료 무료

젊은 작가들이 일상 사물을 택하고 다루는 작업 방식을 통해 세계화, 정보화로 통칭되는 

동시대 삶과 미술의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전시

[서울시립미술관]

불안한 사물들

화~금 10:00-20:00 주말, 공휴일 10:00-18:00 
매주 월요일 휴관
http://sema.seoul.go.kr/

6.26(수)~9.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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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서울시립과학관 사이언스홀

•문   의 970-4558

•입장료 회당 5,000원

먼 열대우림(긴팔원숭이)과 제주 바다(돌고래)에서부터 우리 주변의 산과들(식물)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강연

[서울시립과학관]

위기의 자연
- 자연을 돌보는 과학자들 

매주 목 19:00-21:00 
www.science.seoul.go.kr

8.22(목)~9.5(목)  

•장   소 금나래아트홀 갤러리 

•문   의 2627-2989

•입장료 5,000원

볼로냐 국제 어린이 도서전이 선정한 우수 일러스트 작가들의 50여전 작품 전시

[금천구]

볼로냐 일러스트
50주년 기념전

10:00-18:00(일요일, 공휴일 휴관)
www.gcfac.or.kr 

8.1(목)~8.31(토)

•장   소 서울도시건축전시관,비움홀(B3)

•문   의 736-8050

•입장료 무료

시민 참여로 도시의 풍경이 바뀌는 체험을 공유하고, 이 시대 도시의 의미와 건축가, 

시민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목적으로 도시가 구성되는 과정을 알아갈 수 있는 

체험형 전시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기획전시
"우리라는 도시"

www.seoulhour.kr

7.16(화)~8.15(목)

8. 5 월 19:00-20:30

시민아티스트 공개오디션
대한민국의 숨겨진 스타를 찾는 특별한 

오디션! 서울광장 무대에 오를 아티스트를 

시민이 직접 선발하는 공개 오디션 무대

8. 12 월 19:00-20:00

졸탄
대학로 연극 흥행 1순위! 웃찾사, 

코미디빅리그를 이끌던 코미디언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코미디쇼

8. 14 수 19:00-20:00

뮤나키즈 밴드
스탠다드 재즈부터 팝송, 가요, 국악까지 

다양한 장르를 섭렵한 밴드 뮤나키즈의 

퓨전재즈 공연

8. 17 토 19:00-23:00

달빛영화제
뜨거운 여름밤 열대야를 피해 가족, 친구, 

연인들과 서울광장 잔디밭에서 즐기는 

시원한 영화제

8. 20 화 19:00-20:20

시민아티스트 공연
공개오디션을 거쳐 최종 합격한 

공연팀들이 펼치는 꿈의 공연! 열정 넘치는 

시민 아티스트들의 뜨거운 무대

8. 6 화 19:00-20:00

스페인밀레니엄합창단
우리 가곡과 민요를 주된 레퍼토리로 

선보이는 스페인 전문 합창단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의 내한공연

8. 13 화 19:00-20:00

그라운드잼, 난아진, 김광용트리오
탭댄스의 대표주자 ‘그라운드 잼’, 

매력적인 보이스의 필드홀러 ‘난아진’, 

재즈 뮤지션 ‘김광용 트리오’의 

콜라보레이션 공연

8. 16 금 19:00-20:00

T.I.P 비보이
유쾌한 퍼포먼스를 통해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웃음과 재미를 선물하는 비보이 

그룹 T.I.P의 다이나믹한 무대

8. 19 월 19:00-20:20

위더스
5인조 R&B밴드 ‘위더스’의 현 시대의 

청춘들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음악으로 

다독이는 감동적인 무대

8. 29 목 19:00-22:20

블랙크라운, 파라다이스, 
75번지, 조하, 씨씨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신인가수 5팀의 

다채로운 무대. 팝페라, 가요, 재즈 등 온갖 

장르를 한꺼번에 만나볼 수 있는 공연

서울광장 ☎ 2133-2541/무료

2019. 4.-10.

서울광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8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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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서울시청
하늘광장갤러리 
공모선정작 전시
‘바이오필리아’

7.17(수)~8.28(수)       
10:00-18:00

서울시청  
하늘광장갤러리

(8층)  
☎ 2133-5641

무료 자연 태생적 생명의 의미를 
넘어 공존, 공생을 염원하는 
상상의 세계를 표현한 
안보미 작가 전시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제4회 서울 물순환 
시민문화제
빗물놀이터 연장 
운영

7.25(목)~8.10(토)
10:00-18:00

서울광장 
☎ 2133-3763

무료 여름철 서울시 대표 축제인 
제4회 서울 물 순환 시민 
문화제 행사 중 빗물 
놀이터를 폭염 기간 중 연장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체험 
거리를 제공

서울도서관
서울도서관 여름 
특강 저자 만남 
 ‘기생충 박사 
서민교수-
글쓰기와 독서’

8.8(목)
14:00-17:00

서울시청 
본관3층
대회의실 

☎ 2133-0242

무료 여름철을 맞아 기생충 박사 
서민 교수와 함께하는 
글쓰기와 독서에 대한 강연

서울도서관
서양고전의 탄생 
강좌 운영

7.30(화)~10.1(화)
매주 화요일(10회)

19:00-21:00

서울도서관 4층 
사서교육장  

☎ 2133-0242

무료 고대 그리스의 핵심적인 
서양 고전을 4가지 분야 
<서사시>, <역사>, <비극>, 
<철학>으로 나누어 
근본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는 강좌

서울도서관
꿈과 희망을 
하늘로…
2019년 
국가정책정보 
협의회 공동전시

7.30(화)~9.1(일) 
평일 09:00-21:00
주말 09:00-18:00

서울도서관 1층 
기획전시실 

☎ 2133-0242

무료 발전하는 우주연구에 대한 
전시로 우주발사체 및 
발사체 모형, 인공위성의 
원리 그리고 우주 연구의 
성과물 등 영상자료 전시 및 
연계 강연

시민청
<축제> 
작은결혼페스티벌

8.30(금)~9.1(일)
11:00-17:00

시민청 지하1층
시민플라자 

☎ 739-7332

무료 시민청 ‘작은결혼 
캠페인’ 확산 페스티벌 
공연·전시·체험 진행

시민청
<공연> 
8월 토요일은 청이 
좋아
‘한여름 날의 
결혼식’

8.31(토)
14:00-15:30

시민청 지하1층
활짝라운지 

☎ 739-7331

무료 ‘작은결혼페스티벌’ 연계 
토요일은 청이 좋아 <한여름 
날의 결혼식>

시민청
<공연> 
광복절 기념행사

8.15(목)
14:00-15:10

시민청 지하1층
소리갤러리 

☎ 739-5816

무료 광복절 기념 특별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진행

시민청
<전시> 
인간극장
‘지하철, 우리, 
일상의 언어들’

8.22(목)~8.31(토)
09:00~21:00

시민청 지하1층
시민청갤러리 
☎ 739-5816

무료 서울의 지하철 속에서 
들리는 시민들의 대화와 
소음을 통해 소소한 일상의 
모습을 전하는 미디어영상 
전시

시청주변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시민청
<전시> 
시시하지만 특별한 
사물 이야기 
‘위안사물도’

8.14(수)~8.31(수)
09:00-21:00

시민청 지하1층
소리갤러리 

☎ 739-5811

무료 각각의 사물이 가진 삶의 
이야기를 시민들의 인터뷰의 
수집을 통하여 들어보고, 
일상적 사물에 대한 
재가치를 찾아보는 전시  

시민청
<장터> 
한마음살림장

8.10(토)
11:00-18:00

시민청 지하1층
시민플라자 

☎ 739-5816

시민작가 참가 
무료

(판매상품은 
제품별 상이)

수공예창작물 전시 및 
서울 시민 소통 장터, 아트 
트레일러를 통한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제공

시민청
<공연> 
활력콘서트

평일 12:00-13:00
주말 12:00-16:40

시민청 (B1) 
활짝라운지 

☎ 739-5816

무료 시민청 예술가들이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

시민청
<상설전시> 
생각의 편집

3.25(월)~8.22(목)
09:00-21:00

시민청 지하1층
소리갤러리 

☎ 7739-5811

무료 시민청의 소리 갤러리를 
뉴런의 신경전달 과정으로 
가정하여, 개인의 경험과 
생각으로 이뤄진 사회의 
모습과 문화를 탐색해보는 
미디어영상 전시

시민청
<상설전시> 
꽹그랑꽹꽹깽

4.15(월)~8.31(토)
09:00-21:00

시민청 지하1층
담벼락미디어 
☎ 739-5811

무료 서울의 곳곳에서 시민들의 
거울 빛 반사 퍼포먼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시민참여 
영상 전시

시청주변

공연장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세종문화회관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웨일즈 아라드 
고흐 씨어터 
<돌,돌?돌!>

8.3(토)~8.4(일)
11:00, 15:00

세종 S시어터
☎ 399-1000

30,000원 3-7세 어린이와 가족,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상상력이 풍부한 참여형 
공연

세종문화회관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덴마크 바티다
<스파게티>

8.3(토)~8.4(일)
13:00, 17:00

세종 S시어터
☎ 399-1000

30,000원 배우들의 라이브 연주와 
함께하는 매력적이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

세종문화회관
서울시 
유스오케스트라단 
썸머클래식

8.9(금) 19:00
8.10(토) 17:00

세종 대극장
 ☎ 399-1000

A석 10,000원      
S석 20,000원     
R석 30.000원

재미는 기본, 깊이까지 
더해진 세종문화회관의 
여름 스테디셀러, 청소년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클래식 
음악회

세종문화회관
서울시합창단 
신나는 콘서트

8.17(토)
15:00

세종 대극장 
☎ 399-1000

B석 10,000원      
A석 20,000원     
S석 30.000원     
R석 50,000원

클래식을 중심으로 뮤지컬, 
영화, 드라마, 크로스오버 
등 다양한 장르를 합창으로 
새롭게 시도해, 더욱 
기대되는 이색 합창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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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세종문화회관
세종어린이시리즈 Ⅱ
‘베토벤의 비밀노트’

8.3(토)~8.18(일)
화 19:30,

수~토 11:00, 14:00
일 13:00, 16:00

세종 체임버홀
☎ 399-1000

S석 30,000원     
R석 40.000원

어린이 관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매진을 
기록한 명품 클래식 놀이극

서울시립교향악단
광복 74주년 
기념음악회

8.15(목)
19:30-20:50

세종문화회관 대
극장 

☎ 1588-1210

전석 무료 광복 74주년을 기념하여 
성시연 지휘, 피아니스트 
조재혁, 소프라노 임선혜, 
베이스 박종민의 협연으로 
진행되는 음악회

서울돈화문국악당
오픈 더 돈화문

8.22(목)~8.25(일),
9.6(금)~9.9(월)
평일 19:30 주말 

15:00

서울돈화문국악당
☎ 3210-
7001~2

20,000원 새롭게 발매된, 혹은 
발매될 음악을 함께 듣고,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는 
국악 토크 콘서트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서울시립교향악단
우리동네 실내악

8.28(수)
14:00-15:00

새힘아트홀
☎ 365-8870

전석 무료 서울시향 현악 앙상블이 
들려주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서울시립교향악단
우리동네 실내악

8.28(수)
19:30-20:30

서울역사박물관 
로비  

☎ 724-0112

전석 무료 서울시향 현악 앙상블이 
들려주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서울시립교향악단
우리동네 실내악

8.29(목)
12:10-13:10

중앙대학교병원 
송봉홀 

☎ 6299-3507

전석 무료 서울시향 현악 앙상블이 
들려주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서울시립교향악단
우리동네 실내악

8.29(목)
19:00-20:00

은평문화예술회
관 숲속극장 

☎ 351-3339

전석 무료 서울시향 현악 앙상블이 
들려주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서울시립교향악단
우리동네 관현악

8.30(금)
11:00-12:00

관악구 
장애인종합복지

관 
☎ 879-5607

전석 무료 서울시향 현악 앙상블이 
들려주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서울시립교향악단
우리동네 관현악

8.30(금)
16:00-17:00

김수영 문학관
☎ 3494-1127

전석 무료 서울시향 현악 앙상블이 
들려주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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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24-8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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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립미술관
에이징 월드

8.27(화)~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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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24-8944

무료 전 지구적으로 직면한 
‘노화(나이 듦)’를 미술 
언어로 조망하고 세대별 
나이 듦에 대한 생각과 
인식에 물음을 던지는 전시 

서울시립미술관
불안한 사물들

6.26(수)~9.22(일)
화~금 

10:00-20:00 
주말, 공휴일 

10: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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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준기념관 
☎ 2124-8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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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립미술관
석가산의 액션 
뮤직

상설전시  
화~일

10:00-19:00

백남준기념관  
☎ 2124-8939

무료 백남준 탄생 88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백남준이 
5살 때부터 1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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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석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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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서울미술관의 대표적인 
연례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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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환기, 박수근, 이중섭, 
천경자 등 한국을 
대표하는 근현대 명화를 
만나볼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 전시

세종미술관
혁명, 그 위대한 
고통 ‘20세기 
현대미술의 
혁명가들’

6.13(목)~9.15(일)
10:30-20:00

세종 미술관 
1,2관 

☎ 532-4407

성인 
15,000원  

청소년 
12,000원 

어린이 
10,000원 

아시아 최초로 공개되는 
야수파 최고의 걸작 
‘빅 벤’을 만날 수 있는 
야수파 걸작전

미술관

세종문화회관 시립미술관 서울돈화문국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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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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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한 집의 
오래된 기억

7.19(금)~10.6(일)
화~금

09:00-20:00
주말, 공휴일

09:00-19:00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 724-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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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천박물관
평화시장

8.23(금)~11.24(일) 
화~금

09:00-19:00
주말,공휴일

09:00-19:00
월요일 휴관

청계천박물관
기획전시실 

☎ 2286-3410

무료 1960~70년대 평화시장과 
동대문 일대의 변화상을 
재조명하는 전시

서울역사박물관
2019 국제 다양성 
영화·음악제

8.3(토)~8.25(일)
매주 일 14:00

* 아날로그 필름영화제
(매주 토14:00, 

일16:00)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 

☎ 724-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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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사박물관
제5회 
재능나눔콘서트

8.17(토)
14:00-15:00

서울역사박물관
1층 로비 

☎ 724-0171

무료 역사와 함께한 명화 & 
명곡이라는 기획테마로 
구성된 클래식 연주자들의 
재능기부 콘서트 - 8월 : 
색채의 마법사들(드뷔시, 사티) 

서울역사박물관
한밤의 역사기행

8.1(목)~8.20(화)
매주 화~금

19:00-20:40

서울역사박물관
2학습실,

상설전시실 
☎ 724-0258

무료 방학에 박물관을 찾은 가족 
관람객들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

서울역사박물관  
스스로 박물관

8.1(목)~8.30(금)
매주 월~금

13:00-18:00
※ 단, 8.6(화)~9(금)은
15:00-16:00 운영

서울역사박물관 
어린이학습실 
☎ 724-0198

무료 동화책, 블록, 퍼즐, 
색칠놀이 교구 등을 활용한 
자율학습

서울역사박물관  
스스로 박물관

8.3(토)~8.31(토)
매주 토

15:00-16:00

서울역사박물관 
어린이학습실 
☎ 724-0198

무료 전문 강사와 함께한 전시 
관람·체험 활동으로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프로그램

서울역사박물관
청소년 자원봉사

8.3(토)~8.31(토)
매주 토, 둘째주 

화~금
14:00-16:00

서울역사박물관
2학습실 

☎ 724-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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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사박물관
어린이 열린체험

8.3(토)~8.31(토)
매주 토

14:30-15:50

서울역사박물관
2학습실 

☎ 724-0280

무료 서울 역사 박물관 콘텐츠를 
활용한 교구 및 활동지 체험 
프로그램

서울역사박물관
놀이로 배우는 
우리역사

8.3(토)~8.31(토)
매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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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사박물관
1학습실 

☎ 724-0198

무료 전차, 경교장 등의 우리 
역사에 대해 익히고 배우는 
체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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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사박물관
말하는 박물관

8.3(토)~8.31(토)
매주 토, 둘째주 

화~금
13:00-14:00

서울역사박물관
어린이학습실  
☎ 724-0198

무료 동화구연, 놀이, 상황극과 
연계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

서울역사박물관
어린이 자율학습

8.5(월)~8.19(월)
매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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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사박물관
1학습실 

☎ 724-0258

무료 서울을 주제로 한 퍼즐, 교구 
및 다양한 활동지로 스스로 
학습하는 자율학습 프로그램

한성백제박물관
특별전 ‘자기에 
입힌 세상만사-
자주요’

6.28(금)~8.25(일)
09:00-19:00

특별전시실 
☎ 2152-5800

무료 ‘자주요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에 표현된 민간 예술의 
아름다움과 문화교류의 
흔적을 찾아보는 기증유물 
특별 전시

한성백제박물관
특별전 연계 
초청강연

8.9(금) 
14:00-16:00

박물관 강당(한
성백제홀) 

☎ 2152-5800

무료 <자주요 : ‘보통’ 중국인을 
위한 세계의 그릇>을 주제로 
하는 특별전 연계 초청강연

한성백제박물관
여름방학 
교사직무연수

8.6(화)~8.9(금)
10:00-15:20

박물관 교육실 
☎ 2152-5837

무료 전국 초, 중, 고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 직무 
연수. "박물관에서 배우는 
백제의 역사"를 주제로 
백제의 역사 교과지도 및 단체 
관람 연계를 지원하는 내용

한성백제박물관
여름방학교실
‘금 나와라 뚝딱! 
대장간 이야기’

7.23(화)~8.14(수) 
매주 화~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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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 교육실, 
전시실 

☎ 2152-5833

무료 초등학교 4~6학년생 및 
동반가족 대상 프로그램. 
전시실에서 고대 금속 유물을 
살펴보고, 금동 신발을 
만들어보는 체험 교육

한성백제박물관
박물관 사계콘서트 
'여름’

8.31(토) 
17:00-18:30

박물관 강당
(한성백제홀) 

☎ 2152-5833

무료 The Pianissimo 
음악예술학회의 <피아노 
파노라마> 공연

한성백제박물관
한성백제금요시네마 
8월

8.2(금)~8.30(금) 
매주 금 
18:30

박물관 강당
(한성백제홀) 

☎ 2152-5833

무료 꼬마 니콜라의 
여름방학(8.2)/
모아나(8.9)/랭고(8.16)/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8.23)/해피 
홀리데이(8.30)

몽촌역사관
어린이체험전시
‘열려라! 백제마을’

8.1(목)~8.31(토)
09:00-18:00

몽촌역사관
체험전시실 

☎ 2152-5895

무료 한성 백제 생활사를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상설 전시

몽촌역사관
꿈나무영화마당

8.1(목)~8.29(목)
15:30-17:30

몽촌역사관
영상실 

☎ 2152-5895

무료 원더우먼(8.1)/
스파이더맨:홈커밍(8.8)/
마당을 나온 암탉(8.15)/
닥터 스트레인지(8.22)/
빅 히어로(8.29)

몽촌역사관
꿈마을울림교실2
‘둥둥! 우리 음악 
속으로’

8.1(목)~8.9(금)
매주 목, 금 

19:00-21:00

몽촌역사관 
영상실/
전시장/

체험학습실 
☎ 2152-5895

무료 백제시대의 음악과 악기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악기를 
연주해 보는 교육 프로그램

박물관·기념관

12 13August  2019 8월 서울시 문화예술프로그램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몽촌역사관
고대과학탐구교실
‘보존과학자의 
실험실 : 우리 
문화재를 지켜라!’

3-4학년 : 8.1(목)
1-2학년 : 8.2(금), 

6(화), 7(수)
1회차

(10:00-12:00)
2회차

(13:30-15:30)

몽촌역사관 
영상실/
전시장/

체험학습실 
☎ 2152-5895

무료 유물의 보존 방법을 다양한 
과학실험을 통해 학습하고 
수막새 복원을 해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몽촌역사관
꿈마을공예교실2
‘돌 속의 비밀, 
곡옥을 찾아라!’

8.8(목)~8.10(토)
1회차

(10:30-12:00)
2회차

(14:00-15:30)

몽촌역사관 
영상실/
전시장/

체험학습실 
☎ 2152-5895

무료 한성 백제시대의 생활문화와 
장신구에 대하여 학습하고 
곡옥을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

몽촌역사관
꿈마을디자인연구소 
‘백제의 미를 
새기다’

8.13(화)~8.16(금)
1회차

(10:00-12:00)
2회차

(13:30-15:30)

몽촌역사관 
영상실/
전시장/

체험학습실 
☎ 2152-5895

무료 수막새의 문양을 동판에 
그리고 새기며 백제의 
미를 느껴보는 공예 체험 
프로그램

몽촌역사관
꿈나무역사
체험교실Ⅱ 
‘냠냠, 맛있는 백제 
밥상’

8.20(화)~8.23(금)
13:30-14:30

몽촌역사관 
영상실/
전시장/

체험학습실 
☎ 2152-5895

무료 서울의 고대 역사와 
백제인들의 먹거리에 대해 
학습하는 교육 프로그램

남산골한옥마을
한국전통체험의 
모든 것

8.1(목)~8.31(토)
10:30-17:00

남산골한옥마을 
일원 

☎ 070-4468-
9873

프로그램별 
상이

5,000원
~20,000원 
(단체할인

가능)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 다 즐거운 한국 문화 
체험(예약제)

남산골한옥마을
남산골바캉스

8.1(목)~8.31(토)
10:30-17:00

남산골한옥마을 
윤씨가옥 

☎ 070-4468-
9873

2,000원 옛 선조들의 피서법을 
재현하여 시원한 한옥 
대청마루에서 낮잠을 자는 
오수(午睡), 주말에는 
마사지(토)와 사주팔자(일) 
체험 운영 

서울상상나라
손끝에 여름
(감성예술)

8.1(목)~8.25(일)
매주 주말
15:00

서울상상나라
지하 1층 

창의놀이실 
☎ 6450-9500

입장료 
4,000원
(참가비 

5,000원)

타일 위에 수채화 물감을 
이용해 그림 그리기

서울상상나라
여기 여기 붙어라
(표현놀이)

8.1(목)~8.25(일)
매주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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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과학)

8.1(목)~8.25(일)
매주 주말
13:00

서울상상나라
지하 1층 

창의놀이실 
☎ 6450-9500

입장료 
4,000원
(참가비 

5,000원)

빛 반사와 소리의 파동을 
이용해 소리를 그려보기

서울상상나라
토마토 그라탕
(가족요리)

8.1(목)~8.25(일)
매주 주말
14:00

서울상상나라
지하 1층 

요리놀이실 
☎ 6450-9500

입장료 4,000원
(참가비 

10,000원)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를 
알아보고 토마토 그라탕을 
만들기

서울상상나라
알록달록 무지개 
머핀
(오감요리)

8.1(목)~8.25(일)
매주 주말
12:00

서울상상나라
지하 1층 

요리놀이실 
☎ 6450-9500

입장료 
4,000원
(참가비 

8,000원)

‘쓱싹 쓱싹 페인트’ 전시물을 
알아보고 알록달록 무지개 
머핀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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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상상나라
드론 탐험대
(초등놀이)

8.1(목)~8.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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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신체놀이)

8.31(토)
15:30

서울상상나라
2층 아기놀이터
☎ 6450-9500

입장료 
4,000원

(참가비 무료)

모양 거울 블록을 이용해 
부모님과 함께 놀이하기

서울상상나라
무지개 울타리
(전시체험학습)

8.27(화)~8.29(목)
15:30

서울상상나라
1층 자연놀이

☎ 6450-9500

입장료 
4,000원

(참가비 무료)

꼬마 정원사 전시를 
체험하고 무지개 울타리 
만들기

서울상상나라
아슬아슬 동물 
젠가
(전시심화학습)

8.30(금)
15:30

서울상상나라
1층 자연놀이

☎ 6450-9500

입장료 
4,000원

(참가비 무료)

멸종위기의 동물을 젠가 
게임으로 알아보기

서울시립과학관
한여름밤의 과학관

8.7(수)~8.10(토)
09:30~21:00

서울시립과학관 
☎ 970-4558

무료
(전시실 입장료 

: 유료)

밤9시까지 연장야간개장, 
무더위에 맞선 물놀이체험, 
특별전시해설, 청소년 공연 
등이 준비된 한여름밤의 
과캉스

서울시립과학관
위기의 자연
- 자연을 돌보는 
과학자들

8.22(목)~9.5(목)
매주 목

19:00-21:00

서울시립과학관
사이언스홀 

☎ 970-4558

회당 5,000원 먼 열대우림(긴팔원숭이)과 
제주 바다(돌고래)에서부터 
우리 주변의 
산과들(식물)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강연

서울시립과학관
한여름에 만나는 
추~운 
남극이야기

8. 11 (일) 
14:00-16:00

서울시립과학관
메이커스튜디오 
☎ 970-4558

5,000원 남극세종과학기지와 
펭귄들에 관한 시원한 
이야기

서울시립과학관
Art in Science

8.3~8.31 
매주 (토)

14:00-15:40

서울시립과학관
3교육실 

☎ 970-4558

4강좌 통합
 40,000원

명화를 찾아 화가와 그림 
속 숨은 이야기를 살펴보고, 
그 속에 숨어있는 과학의 
원리를 알아보는 프로그램
1 -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식 속 빛의 세계
2 - 알타미라동굴 벽화 속 
색의 비밀
3 - 쇠라 그랑자트섬의 
일요일 오후 속 빛의 비밀
4 - 램브란트 야경 속, 색의 
화학세계

박물관·기념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상상나라 서울시립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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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공원
제10회 어린이 
조경학교

8.6(화)~8.8(목)
화~목

09:30-16:30

보라매공원 
☎ 2181-1182

10,000원 조경을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어린이 눈높이 맞춤 
이론과 실습 교육

보라매공원
방학특집 
어린이생태특강

8.4(일)~8.18(일)
매주 일

14:00-16:00

보라매공원 
☎ 2181-1184

2,000원 다양한 생태전문가와 
함께 생태문화를 주제로 
소통해보는 어린이 생태특강

보라매공원
어린이 식물교실

8.13(화)~8.27(화)
매주 화

14:00-15:30

보라매공원 
☎ 2181-1184

3,000원 벌레가 싫어하는 식물인 
허브식물의 특성과 활용법을 
배운 뒤 허브식물 분갈이 실습

시민의숲
놀자! 양재시민의 
숲에서

8.3(토)~8.31(토)
매주 토, 일

14:00-16:00

시민의숲 
☎ 2181-1184

무료 계절에 맞는 숲 해설, 숲 
오감체험, 자연 생태놀이 등

율현공원, 응봉공원
자연놀이터

8.4(토)~8.31(토)
매주 토, 일

14:00-16:00

율현공원, 응봉공원 
☎ 2181-1184

무료 숲 해설, 숲 놀이, 자연 관찰, 
자연 미술 등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

길동생태공원
해너미관찰

8.2(금)~8.23(금)
20:00-21:30

길동생태공원 
☎ 2181-1184

무료 밤에 일어나는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며 여름밤 
즐기기

길동생태공원
방학특집 
어린이자연탐사대

8.7(수)~8.9(금)
수~금

09:30-12:00

길동생태공원 
☎ 2181-1184

3,000원 길동지기 종조사팀과 
야외채집 및 동정 활동을 
통해 생물 다양성 이해하기

천호공원
천호공원 
사계축제(여름)

8.17(토)
11:00-18:00

천호공원 
☎ 2181-1182

무료 야외 물놀이터, 음악 공연 등 
한여름의 더위를 날려버릴 
다채로운 행사 및 체험부스

중랑캠핑숲
별밤가족시네마

8.9(금)~8.10(토)
17:00-22:00

중랑캠핑숲 
잔디광장 일대 

☎ 3783-5993

무료/유료 여름밤 공원에서 즐기는 
야외 영화상영과 음악공연, 
놀이, 체험 행사

서울대공원
서울동물원에서 
꿈을 Job아라!

8.7(수)~8.8(목)
13:30-16:00

동물원 
☎ 500-7177

500-7840

동물원 입장료
(청소년 

3,000원)

동물원의 전문가 사육사, 
수의사, 큐레이터 등
직업인을 만나 궁금증을 
해결하고 동물원 견학하기

서울대공원
서울동물원 
잡스타(Job Star)

8.9(금)~8.17(토) 중
금, 토 

10:00-12:00

동물원 
☎ 500-7177

500-7840

교육비
15,000원

동물원 수의사, 
동물표본제작자와 함께
현장 실습 및 인터뷰 
시간를 하고 구체적인 진로 
탐색하기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서울대공원
치유의숲 프로그램

매주 월~토
(프로그램별 상이)

서울대공원 
☎ 500-
7575~6

500-7550-1

무료 하늘빛 마중숲: 일반성인 대상 
(매주 화, 목, 금 10~12시)
-기억숲길: 치매어르신 대상 
(매주 화,목 14~16시)
-힐링숲길: 직장인 단체 대상 
(매주 수 10~12시, 14~16시)
-청소년숲길: 청소년 단체 대상 
(매주 수 10~12시, 14~16시)

서울대공원
상상그림(林) 학교

매주 화~일
10:00-12:00
14:00-16:00

서울대공원 
식물원 

☎ 500-7979

무료 식물원 다양한 식물 관찰 및 
체험 

서울대공원
와글와글 청계숲 
낮마실

매주 금, 토
16:00-18:00

서울대공원 
캠핑장 

☎ 500-7979

무료 캠핑장 청계숲 동·식물 관찰 
및 만들기 체험 

서울대공원
와글와글 청계숲 
밤마실

매주 금, 토
19:00-21:00

서울대공원 
캠핑장 

☎ 500-7979

무료 캠핑장 청계숲 야간 동·식물 
관찰 및 만들기 체험 

한강 및 공원 한강 및 공원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서울애니메이션센터
DCC웹툰즈 &  
카페미니뮤지엄

8.1(목)~8.31(토) 
10:00-19:00 

재미랑1호 1층 
#DCC 

☎ 6445-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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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삼박자만화공방 
웹툰 &  미술 강좌

8.1(목)~8.31(토) 
10:00-19:00

재미랑1호 2층 
삼박자만화공방 
☎ 070-8703-

0021

웹툰반/
미술특강반
100,000원

월4회 2시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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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애니메이션센터
토이즈앤 아트토이 
창작 체험

8.1(목)~8.3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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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청기 감독의 
기념관 & 열린 
쉼터

8.1(목)~8.31(토) 
10:00-20:00

재미랑3호 
김청기의 동심 

☎ 6084-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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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도심속 
문화체험공간! 
만화도서관 & 
애니소풍

8.1(목)~8.31(토) 
10:00-19:00 / 

월요일 휴관,
법정공휴일 휴관

서울애니메이션
센터 1, 2층 

☎3455-8341

무료(만화의집)/
유료(애니소풍) 

성인 
4,000원, 
어린이 

6,000원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만화의집’과 ‘애니소풍’에서 
준비한 다양한 여름방학 
체험 이벤트!

DDP
디즈니 애니메이션 
특별전 ‘The Magic 
of Animation’

4.19(금)~8.18(일)
10:00-20:00
(주말 및 공휴일 
10:00-21:00)

DDP 배움터 
지하 2층 디자인

전시관 
☎ 325-
1077~8

일반 
15,000원

청소년 
13,000원

어린이 
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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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P
얼굴 있는 
농부시장

8.10, 17, 24(토) 
매월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토요일

11:00-19:00

DDP 어울림광장 
☎ 2153-0000

무료 정직한 농부, 청년들이 
정성을 담은 먹거리와 바른 
식문화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도심 속 <농부시장>

기타 문화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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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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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 
디자인 상품, 청년들의 
아이디어 상품까지 만날 수 
있는 야시장

DDP
티파니 
다이아몬드展 
<The Diamonds 
of Tiffany>

8.10(토)~8.25(일)
11:00-19:00

DDP 알림터(A) 
알림 2관 

☎ 2153-0000

무료
(온라인 

사전예약제)

최고의 다이아몬드 브랜드 
티파니의 레거시를 기념하기 
위해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선사해 온 
티파니만의 장인정신을 
체험하는 아주 특별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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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서의 초창기 시절부터 
세계적인 브랜드의 모습을 
갖춘 지금까지의 명성을 
보여주는 폴 스미스의 개인 
소장품 전시

문화비축기지
생태+생활문화 
프로그램

6.5(수)~8.31(토)
매주 수~토,

시간은 프로그램별 
상이

문화비축기지 
☎ 376-8732

1회 2,000원
~5,000원

자투리 나무를 활용한 
만들기, 창작 만화 그리기, 
얼음조각 체험, 햇빛을 
이용한 프린팅 체험, 인디언 
텐트 만들기 등 여름방학 
맞이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다수 운영

문화비축기지
모두의 시장

8.24(토), 8.31(토),
15:00-21:00

문화비축기지
야외마당 

☎ 376-8411

무료 지속 가능한 소비와 직접 
생산의 제작 문화를 
체험하는 친환경 공공시장

문화비축기지
알로하! 비축기지

7.30(화) ~ 8.18(일)
평일 13:00-18:00 
주말 10:00-18:00

문화비축기지
야외마당 

☎ 376-8418

무료 마당에 설치된 풀장에서 
물놀이와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작은 풀장 축제

문화비축기지
야간개장

8.9(금)~8.10(토)
18:00-22:00

문화비축기지
일대 

☎ 376-8418

무료 여름맞이 야간개장!
푸드트럭과 함께하는 공연, 
탱크 속으로의 야간탐험, 
산으로 둘러쌓인 공연장에서 
즐기는 산속영화관 등 
한여름밤의 이벤트

플랫폼창동61
2019 서울 블루스
페스티벌

8.20(화)~8.25(일) 플랫폼창동61 
레드박스 및 일대 
☎ 993-0575

일자별 상이
무료(화/수)

1일권(목/금) 
22,000원

1일권(토/일) 
44,000원

토/일 양일권
66,000원

전일권
88,000원

신대철·한상원·찰리정 등 
초특급 라인업의 블루스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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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기획전시
‘우리라는 도시’

7.16(화)~8.15(목) 서울도시건축전
시관,비움홀(B3)
☎ 736-8050

무료 시민 참여로 도시의 풍경이 
바뀌는 체험을 공유하고, 
도시의 의미와 건축가, 
시민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목적으로 도시가 
구성되는 과정을 알아갈 수 
있는 체험형 전시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울마루 도심 속 
여름나기’

7.23(화)~8.25(일)
12:00-17:00

서울도시건축전
시관, 서울마루
☎ 736-8050

무료 무더운 여름에 대비하여 
서울마루인 옥상 공간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워터 
라이브러리, 피크닉 비치, 
부채 캘리그라피, UCC 
시민참여 이벤트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신도림고리 생활문
화지원센터
‘모두의 전람회 :
이웃집 미술관’

7.16(화)~8.30(금)
화, 금 10:00-20:00

토 10:00-19:00
일, 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

신도림고리 생활
문화지원센터 
다목적홀B,C

☎ 867-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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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풍물시장
전통문화체험관

7.1(월)~12.31(화)
10:00-18:00

(매월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 휴장)

서울풍물시장
전통문화체험관
☎ 2232-3368

무료 탈 만들기, 전등 갓, 한지 
손거울 등 여러 가지 
전통문화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서울풍물시장
청춘일번가

1.1(화)~12.31(화)
10:00-18:00

(매월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 휴장)

서울풍물시장
청춘일번가

☎ 7726-5945

무료 서울 풍물시장 2층에 위치한 
청춘일번가에서 1960년대 
당시 서울 상점가를 재현한 
테마 공간

기타 문화공간

서울도시건축전시관플랫폼창동61D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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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극장
공연 · 행사명 일시 장소 · 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청춘극장
8월 영화프로그램

월요일-금요일
영화상영

문화일보홀 1층
☎ 739-5422~4

일   반 7,000원
청소년 5,000원
어르신 2,000원

지역 장소 일시

중구 DDP 시티투어버스 정류장 앞* 8월 19일~31일 / 토, 일 18:00-18:40

성동구 언더스탠드애비뉴 8월 19일~31일 / 목 12:30-13:10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종합안내소 앞 8월 19일~31일 / 토, 일 14:30-16:10

동대문구 한양도성도감 흥인지문 8월 19일~31일 / 토, 일 15:00-15:40

마포구 경의선책거리 광장 8월 19일~31일 / 토, 일 15:00-16:40

장르공연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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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서울거리공연

2019. 4.~11. 서울 도심거리 등
☎ 070-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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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DDP 시티투어버스 정류장* 8월 1일~17일 / 화~토 18:00-19:40

덕수궁 돌담길
8월 1일~16일

화~목 18:00-18:40 / 금 18:00-19:40

만화의 거리(재미로)
8월 1일~18일

화~수 18:00-18:40 / 금~일 18:00-19:40

숭례문사거리 8월 3일~18일 / 금 18:00-18:40

장충단로13길 광장 8월 3일~18일 / 토 18:00-18:40

성동구
왕십리역 비트광장

8월 1일~18일
화 18:00-18:40 / 수~일 18:00-19:40

왕십리 광장 8월 1일~18일 / 화, 수 18:00-18:40

도봉구 창동역 1번출구(무중력지대 앞)
8월 1일~18일

화 18:00-18:40 / 수~일 18:00-19:40

종로구 청계천 광통교
8월 3일~18일

토 19:00~20:40 / 일 18:00-19:40

혹서기 야간공연 *시티투어버스 정류장

지역 장소 일시

종로구

돈의문박물관마을 8월 19일~31일 / 토, 일 13:00-13:40

서울교육박물관(정독도서관) 8월 19일~31일 / 토, 일 16:00-16:40

종로3가 젊음의 거리 8월 19일~31일 / 수, 금 12:20-13:00

중구

서울광장 서편 I·Seoul·U 8월 19일~31일 / 화, 수, 목 17:30-18:10

도시건축전시관 서울마루 8월 19일~31일 / 화, 목 12:20-13:00

만화의 거리(재미로)
8월 19일~31일

목 12:20~13:00 / 토 18:00-19:40

남산 팔각정 8월19일~31일 / 토, 일 17:00-17:40

덕수궁 돌담길
8월 19일~31일

수, 금 12:20-13:00 / 토 13:00-13:40

성동구 왕십리 광장 8월 19일~31일 / 화, 수, 금 17:00-19:40

마포구 홍대입구역 2번출구 8월 19일~31일 / 화~일 18:00-18:40

명품공연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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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아트센터
뮤지컬 요괴메카드 
‘렛츠고! 
요괴탐험대’

8.1(목)~8.11(일) 
 공연시간 홈페이지 

참조

대극장 한강 
☎ 440-0500

VIP석 
70,000원

R석 60,000원
S석 50,000원

황금 요괴를 소환하기 
위한 요괴볼 아카데미와 
주인공들의 신나는 모험

강동아트센터
뮤지컬 헬로카봇 
시즌4 
‘찌릿찌릿 
전기대소동’

8.14(수)~9.1(일) 
 공연시간 홈페이지 

참조

대극장 한강 
☎ 440-0500

VIP석 
60,000원

R석 50,000원

최고의 인기 캐릭터인 카봇 
크루들과 새롭게 등장한 
아이언트, 컨버스터가 
펼치는 대 활약상

강동아트센터
2019 청소년 
여름음악회
기타듀오 비토 
‘기타로 만나는 
클래식 이야기’

8.9(금)
19:30

소극장 드림
☎ 440-0500

전석 
25,000원

정통 클래식부터 탱고, 
영화음악 등 기타연주의 
다양한 색채감을 느낄 수 
있는 음악회

강동아트센터
2019 청소년 
여름음악회
카로 스타 악기 
앙상블 
‘푸름을 두드리다Ⅲ’

8.10(토)
17:00

소극장 드림
☎ 440-0500

전석 
25,000원

통통 튀는 마림바 선율의 
신비로운 분위기에 
소프라노의 성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회

강동아트센터
가족돗자리영화제

8.16(토)
18:00

야외 바람꽃 마당
☎ 440-0500

무료 인기 애니메이션 감상과 
함께 버블쇼, 재즈연주, 
페이스 페인팅을 즐길 수 
있는 가족 야외 프로그램

강동아트센터
‘제5회 
서울시민연극제’

8.17(토)~9.6(금) 
 19:30

소극장 드림
☎ 440-0500

무료 서울 17개구에서 출전한 
시민극단들의 열정 가득한 
‘서울시민연극제’

강동아트센터
체험전시
‘꽃피는 브릭전’

7.24(수)~8.25(일) 
10:30-18:00

아트갤러리#1
(지하1층)

☎ 440-0500

어린이 
6,000원

어른 8,000원

꽃을 주제로 작은 블록을 
이용한 아티스트들의 
아름다운 작품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구로구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구로문화재단
세대공감 시리즈 #5
‘온 가족이 
함께하는 
발레이야기’

8.31(토) 
15:00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 2029-1734

전석 
5,000원

이원국 발레단의 발레 갈라 
공연 ‘사랑의 세레나데’

구로문화재단
오행시콘서트 
‘국악여행’

8.3(토) 
17:00

오류아트홀
☎ 2614-7969

전석 
5,000원

서울시 청소년국악단의 
퓨전국악무대

구로문화재단
오행시콘서트 
‘시간여행’

8.17(토) 
11:00

오류아트홀
☎ 2614-7962

전석
10,000원

클래식 음악과 그림을 통해 
헨델부터 피아졸라까지 
알아보는 시간여행

구로문화재단
전래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8.22(목)~8.24(토)
평일 10:30 

토 11:00, 14:00

오류아트홀 
☎ 2614-7969

전석
20,000원

도깨비 방망이 들고 나쁜 
호랑이 잡으러 깨비 뚝딱!

금천구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금천아트리지
‘무비&뮤직 
콘서트’

8.28(수)
19:00

마리오 아울렛 
마리오광장 

☎ 2627-2989

무료 서울 네오예술단 <브라스 
앙상브로>가 함께하는 
영화음악 콘서트

금나래아트홀
볼로냐 일러스트
50주년 기념전

8.1(목)~8.31(토)
10:00-18:00

금나래아트홀 
갤러리 

☎ 2627-2989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5,000원 볼로냐 국제 어린이 
도서전이 선정한 우수 
일러스트 작가들의 50여전 
작품 전시

빈집프로젝트 
‘품어내다’

7.12(금)~8.8(목)
평일 13:00-18:00

빈집프로젝트 
2家 

☎ 2627-2989

무료 김수수, 최재혁 작가의 2인 
회화 전시

금천 생활예술 
플리마켓 
‘엄청난 플리마켓’

8.17(토) 
14:00-18:00

기업시민청 
☎ 2627-2989

무료 금천구 
생활예술인(동아리)이 만든 
핸드메이드 작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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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계동 한여름밤 
음악회

8.10(토) 
18:00-20:00

인덕대학교 야외
운동장

☎ 2116-3792

무료 전통가요 및 7080 가수 초
청 공연 콘서트 (출연: MC 
엄용수, 김연자, 최시라 등 
10여 명 초청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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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산시민청
토요일은 
삼각산청이좋아
‘삼각산 대작전 
활짝놀이터 놀러왕’

8.9(금)~8.10(토)
10:00-17:00

삼각산시민청 
1동

2층 활짝라운지 
☎ 900-0073

무료 온 가족이 함께 특별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즐기며 
시원한 여름을 느낄 수 있는 
여름 체험 축제

삼각산시민청
찾아가는 
삼각산시민청
‘삼각산 
활력콘서트’

8.14(수)
12:30-13:00

강북구 솔밭공원 
일대 

☎ 900-0073

무료 지역과 함께하는 
삼각산시민청 예술가 
야외공연

삼각산시민청
광복절 기념일 
행사

8.15(목)
10:00-15:00

삼각산시민청  
1동 2층  

활짝라운지 
☎ 900-0073

무료 광복절을 기념해 진행되는 
삼각산시민청 예술가 
특별공연 및 다채로운 체험 
행사

삼각산시민청
삼각산 활력콘서트

8.1(목)~8.3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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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동화책

8.4(일)~8.25(일)
매주 일

11:00-12:00

삼각산시민청 1동
2층 북카페 

☎ 900-9669

무료 지역 어르신 스토리텔러가 
들려주는 어린이 및 가족 
대상 동화구연 체험

삼각산시민청
삼각산 화요극장

8.6(화)~8.27(화)
매주 화

10:00-12:00

삼각산시민청 1동
2층 활짝라운지 
☎ 900-9669

무료 
※ 유아교육기
관 신청접수 

운영

지역 어린이가 좋아하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상영하는 공동체 영화 
상영회

삼각산시민청
삼각산 어린이 
수요창작소

8.7(수)~8.28(수)
매주 수

10:00-12:00

삼각산시민청 1동
2층 활짝라운지 
☎ 900-9669

무료 
※ 유아교육 

기관  
신청접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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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마포아트센터
제2회 
마포국악페스티벌 
<온고지신> 
'오메풍류'

8.1(목) 
20:00

마포아트센터 
플레이맥 

☎ 3274-8600

전석  
 20,000원

정적인 풍류악에 남도음악의 
경쾌하며 특유의 선법을 
더해 이시대의 풍류악으로 
창작한 무대

마포아트센터
제2회 
마포국악페스티벌 
<온고지신> 
진명 X 연희(演戱) 
: STREET

8.2(금) 
20:00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 3274-8600

전석 
20,000원

한국 전통음악을 
젊은 감각을 가미한 
스타일리쉬하면서도 
트랜디하게 탈바꿈한 무대

마포아트센터
제2회 
마포국악페스티벌 
<온고지신> 
‘소리의 정원 - 
추선(秋扇)’

8.6(화)
20:00

마포아트센터 
플레이맥 

☎ 3274-8600

전석  
 20,000원

전통 가곡과 서양 
예술가곡의 만남을 통해 
사랑을 하다 헤어진 여자의 
마음을 담은 정가의 
매력적인 무대

마포구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마포아트센터
제2회 
마포국악페스티벌 
<온고지신> 
폐막공연 ‘전통에 
대한 경외’

8.8(목)
20:00

마포아트센터
스튜디오3

☎ 3274-8600

R석 30,000원
S석 20,000원

국악으로 느낄 수 있는 
장엄함과 웅장함, 궁중무의 
아름다운 선과 유려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공연

마포아트센터
슈투트가르트 페가소스 
스트링 콰르텟

8.9(금) 
20:00

마포아트센터
스튜디오3

☎ 3274-8600

R석 50,000원 
S석 40,000원

8년 만의 내한공연으로 독일 
정통 실내악단이 선보이는 
환상적인 앙상블

마포아트센터
천원의문화공감＃16
With Coda_무용괴담

8.29(목) 
19:30

마포아트센터
스튜디오3

☎ 3274-8600

전석 
1,000원

현대무용단들이 펼치는 개성 
넘치는 소재들로 웃음과 
재미를 선사할 한여름의 
공포 특집 공연 

마포구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성수아트홀
제6회 대한민국 
신진연출가전

8.23(금)~9.1(일)
금 20:00,

토 15:00,18:00, 
일 15:00

성수아트홀 
☎ 2204-7563

전석 
20,000원

(할인율 별도

대한민국 연극계를 이끌 
신진 연출가들의 축제
마지막 동화(8.23~8.25)/
빨간 도깨비(8.30~9.01)

소월아트홀
제6회 대한민국 
신진연출가전

8.23(금)~9.1(일)
금 20:00, 

토 15:00,18:00,
일 15:00

소월아트홀 
☎ 2204-6404

전석 
20,000원

(할인율 별도)

대한민국 연극계를 이끌 
신진 연출가들의 축제
구향(8.23~8.25)/
선긋기(8.30~9.01)

성동문화재단
환상노정기

8.21(수)
12:00

성동책마루 
☎ 2204-7573

무료 금강산 화첩기행을 떠난 
김홍도의 여행담을 그려낸 
작품으로 판소리와 음악, 
3D작품으로 재탄생한 
김홍도의 대표적인 그림들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장르 공연

성동문화재단
<문화시, 성동구, 
예술로> 8월 공연 
- 싸운드 서커스

8.31(토)
14시

새활용플라자 
☎ 2204-6404

무료 환경운동을 거리예술로 
승화시킨 융복합극(음악, 
퍼포먼스, 연극, 미디어 아트)

성동구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성북선잠박물관
특별전 
‘하늘과 바람과 시간 
- 한국의 파란색展’

7.26(금)~9.22(일)
10:00-18:00

월요일 휴관

성북선잠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 
☎ 744-0025

어른 1,000원
청소년 500원
어린이 300원
유아,어르신,

장애인 등 무료  

염색장, 배첩장, 한지장 
등 무형문화재 장인과 
현대작가들이 이루어낸 
비단과 종이, 그리고 
조선시대 도자기 등을 통해 
한국 전통 파란색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찾아보는 전시

성북선잠박물관
‘누에고치 실 뽑기
-돌돌돌, 누에고치’

8.6(화)~8.9(금)
화~금

14:00-16:00

성북선잠박물관
1층 제1전시실 
☎ 744-0025

1인당 2,000원 누에의 한살이에 대해서 
배우고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보는 체험

성북선잠박물관
‘자연으로 염색하기
-손수건 천연염색’

8.13(화)~8.16(금)
화~금

14:00-16:00

성북선잠박물관
1층 제1전시실
☎ 744-0025

1인당 3,000원 특별전과 연계하여 다양한 
자연 재료로 손수건 
염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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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무아트센터
연극 
‘비너스 인 퍼’

7.24(수)~8.18(일)
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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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컬 
‘시티오브엔젤’

8.7(수)~10.20(일)
화~금 20:00

토 14:00, 19:00
일 14:00, 18:30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 1544-1555

VIP석 140,000원
R석 120,000원
S석 90,000원
A석 60,000원

브로드웨이를 초토화시킨 
블랙코미디 누아르 뮤지컬

공연·행사명 일시 장소·문의 이용료 행사(프로그램) 소개

서울놀이마당
여성독립운동가 
김마리아를 
아십니까?

8.17(토)
19:00

송파구 
서울놀이마당

☎ 2147-2800

무료 3·1운동 100주년과 광복 
74주년 기념, 국가 독립을 
위해 힘쓴 여성 애국열사 
김마리아 선생님의 업적을 
추모하는 뮤지컬 형식 공연

수요무대
책먹는 여우

8.28(수)
19:00

송파구민회관 
3층 대강당 

☎ 2147-2829

무료 책을 소재로 한 베스트셀러 
'책먹는 여우'를 무대 위 
뮤지컬로 제작한 공연 

예송미술관
상상 속 이야기 
:예송미술관 
여름방학 특별전

8.1(목)~8.29(목) 
10:00~18:00

�공휴일, 주말 휴관

예송미술관 
☎ 2147-3579

무료 동물을 회화, 조각 등 여러 
매체로 표현한 작품들을 
통해 아이들이 미술에 좀 
더 쉽게 접근하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한 전시

휴갤러리
벌어진 공간 틈 : 
김문희 사진전

8.1(목)~8.30(금)  휴갤러리 
☎ 2147-2800 

무료 ‘틈’이라는 주제로 8년 동안 
연구해 온 시각성에 대해 
공유하는 전시

송파구민회관
송파청춘극장 1관

8.1(목)~8.29(목)
매주 목 

10:00, 14:00

송파구민회관 3층 
대강당 

☎ 2147-2800

무료 4월 이야기(8.1)/
작은아씨들(8.8)/
피아니스트(8.22)/
패왕별희(8.29) 

송파체육문화회관
송파청춘극장 2관

8.2(금)~8.30(금)
매주 금 

10:00, 14:00

송파체육문화회관 
3층 시청각실  

☎ 2147-2800

무료 굿윌헌팅(8.2)/로마의 
휴일(8.9)/스피드1(8.16)/
엽기적인 그녀(8.23)/
오만과 편견(8.30)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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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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