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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합니다 서울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자율과 창의, 융합의 미래 

세대를 위한 놀이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도시환경에서 

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놀고 

싶은 서울, 어린이 놀이터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서울 어린이놀이터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서울시는 2015년도 부터 올해까지 100여개의 아동주도적 

놀이 중심의 창의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 지역주민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아이 눈높이에 맞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모든 

아동들이 차별 없이 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놀이에 

취약한 지역과 공간을 찾아 아동들과 함께 놀이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영국, 독일, 호주, 네덜란드, 일본 등 

국내외의 민관학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놀이정책, 

놀권리, 놀이연구, 놀이공간, 놀이터디자인 및 놀이터운영 

등 놀이터 전문가들과 함께 도시에서의 어린이 놀이와 

놀이터 관련 이슈와 방향에 대해 생생하게 재조명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뛰어 놀 수 있는 현재와 

미래의 놀이터를 만날 수 있는 이번 자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 이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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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오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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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18.10.10.(WED) ~ 11.02.(FRI)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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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웬 로이드(Owain LLOYD)

영국, 웨일스 보육놀이유아국 정책관

앙겔리카 뵈트허(Angelika BÖTTCHER)

독일, 볼프스부르크 청소년복지국 아동청소년 상임위원

김명순(Myoung Soon KIM)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부속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장

카트린 비니우스(Katrin BINIUS)

(독일), 볼프스부르크 청소년복지국 아동청소년 상임위원

최이명(Yeemyung CHOI)

두리공간연구소 연구실장

조윤영(Yun Young CHO)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

주요연사 소개
Speakers

(Keynote address) 기조 연설

Session 1  놀고 싶은 도시

좌장 : 진승범(Seungbum CHIN)

이우환경디자인 대표

마커스 베르만(Marcus VEERMAN)

호주, Playground Ideas 설립자 및 대표이사

김은정(Eunjoeng KIM)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팀장

나카니시 가즈미(Kazumi NAKANISHI, 中西和美)

일본, 세타가야 플레이파크 플레이워커

레넛 코르탈스 알터스(Renet KORTHALS ALTES)

네덜란드, MakeSpace4Play 컨설턴트 및 오너

Discussion 종합토론

Session 2  함께 만드는 놀이터(Session 2) 함께 만드는 놀이터(Playground built together)

15:45~16:10(25’)

국가별 맞춤형 놀이터 및 확장성

Customising and Scaling Play Countrywide

마커스 베르만(호주, Playground Ideas 설립자 및 대표이사)

16:10~16:35(25’)

함께 만드는 친환경 놀이공간, 21세기 아동을 위한 해결책

Solutions for 21st Century Children in Co-designing 
(green) Playspace

레넛 코르탈스 알터스(네덜란드, MakeSpace4Play 컨설턴트 및 오너)

16:35~17:00(25’)

아이들이 주인이다! 모험 놀이터 40년의 운영 노하우와 
지역의 자산

Children is the Lead! Operation Know-how in an Adventure 
Playground for 40 years and Assets in a Obtained Area

나카니시 가즈미(일본, 세타가야 플레이파크 플레이워커)

17:00~17:15(15’)

아동의 목소리에 근거한 어린이공원 개선 경험

Making playgrounds based on the Children's Voice

김은정(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팀장)

(Discussion) 종합토론

17:15~18:00(45’)

놀이터를 말하다

Let's talk about playground

좌장 : 진승범(이우환경디자인 대표)

패널 : 국내외 발표자 오웬 로이드 외 9명

※ 상기 프로그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별전시: 어린이 놀이 사진전>

- 기 간 : 2018.11.05.(MON) ~ 11.14.(WED)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1층 로비 전시공간

시     간 프   로   그   램

12:30~13:30(60’) 등록

13:30~13:45(15’) 개회식 : 환영사 / 축사

(Keynote address) 기조 연설

13:45~14:15(30’)

놀 권리 - 웨일즈의 경험

The Right to Play - Our Journey in Wales

오웬 로이드(영국, 웨일스 보육놀이유아국 정책관)

14:15~14:35(20’)

서울 창의어린이놀이터 연구: 
아동놀이 행동에 대한 긍정적 효과

A Study of Seoul Creative Playgrounds: 
Positive Effects on Children’s Play Behaviors

김명순(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Session 1) 놀고 싶은 도시(A city where children want to play)

14:35~14:50(15’)
아동친화적 볼프스부르크 커뮤니티에서의 도심 놀이터 계획

Urban Playground Planning in the Child Friendly 
Community Wolfsburg

앙겔리카 뵈트허 / 카트린 비니우스 
(독일, 볼프스부르크 청소년복지국 아동청소년 상임위원)

14:50~15:05(15’)

15:05~15:20(15’)

서울 4개 지역에서 나타난 아동놀이패턴 유형 : 
어떤 동네환경이 일상 속 놀이를 지원하는가?

Child Play Patterns of Four Neighborhoods in Seoul:  
How Neighborhood Environment Supports Daily Play 
Activities?

최이명(두리공간연구소 연구실장)

15:20~15:35(15’)

지역별 특성에 따른 놀권리 증진 활동

Region-specific Activities to Promote Right to Play

조윤영(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

15:35~15:45(10’) 커피 브레이크

프로그램
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