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대합니다. INVITATION

2019 서울 어린이놀이터 국제심포지엄
Seoul Children’s Playground International Symposium 2019

2019. 11. 08.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이제훈

서울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의 놀이권 향상과 도시환경에서의 

놀이터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놀고 싶은 서울, 놀이터의 다양성을 말하다’를 

주제로 ‘2019 서울 어린이놀이터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합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시설물이 아니라 놀이 활동이 중심이 되는

창의 놀이터를 어린이, 지역주민,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0개가 넘는 놀이터가 조성되었고 조성 과정 또한 협력 디자인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도 모든 아동들이

차별 없이 노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곳곳에 아동 참여형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건강한 놀이문화 회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민·관·학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의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과 놀이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ChildFund Korea co-host 

the “Seoul Children’s Playground International Symposium 2019” 

under the theme of “Playful City Seoul, Pursuing the Diversity of 

Playground,” aiming to improve the rights of children to play and 

explore ways to grow playgrounds in an urban environment. 

Since 2015,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developed 

“creative children’s playgrounds,” where priority is given not to 

facilities but to play activities, in partnership with children, community 

residents, and experts. Over 100 such playgrounds have so far been 

built, and the process of their development is being recognized as an 

exemplary case of cooperative design. ChildFund Korea is also building 

playgrounds in every corner of the community, engaging children 

in design phase, to ensure the rights of all children to play without 

discrimination, and is carrying out various projects to restore sound 

play culture.

This year’s International Symposium discusses the diversity of 

playgrounds which are filled with laughter and playful activities of 

children, who are our future, with experts active in private/public/

academic circles in Korea and abroad. We encourage the keen interest 

and active participation of you who love children and play.

행 사 명
2019 서울 어린이놀이터 국제심포지엄

Seoul Children’s Playground International Symposium 2019

주 제
놀고 싶은 서울, 놀이터의 다양성을 말하다

Playful City Seoul, Pursuing the Diversity of Playground

일 시 2019. 11. 08.(Fri) 13:00~18:00

장 소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Seoul City Hall 8F)

참 석 자 국내외 놀이 및 놀이터 전문가, 관계자 등 500여 명

공동주최
서울특별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ChildFund Korea

행사개요

구 분 시 간 내 용

등 록 12:20 ~ 13:00 Registration

사회 : 하재호 공원녹지정책과장

오프닝 13:00 ~ 13:10 오프닝 동영상 Opening Video

개회식 13:10 ~ 13:30 환영사 및 축사 Welcome & Congratulatory Speech

기조연설 13:30 ~ 13:50

놀이할 수 있는 도시에서 아동 놀이 기회의 확장과 과제

Children’s Play Opportunity in the Playful City

Myoung Soon KIM, Professor, Korea

발표

1, 2

13:50 ~ 14:30

변화하는 도시, 토론토의 놀이터 설계

Playground Design within Toronto’s Changing Urban Context

Eric STADNYK, Project Manager, Canada

14:30 ~ 15:10

움직이게 하라 - 덴마크 학교 운동장에 대한 새로운 놀이 접근

Made to Move - A New Take on Danish Schoolyards

Anna HASSEL, Architect, Denmark

휴식시간 15:10 ~ 15:20 Break Time

발표

3, 4, 5

15:20 ~ 15:40

아동과 함께 한 지역사회 놀이 환경 조성 경험

Experience of Creating Local Community Play Environment 

with Children   

Yun Young CHO, Director, Korea

15:40 ~ 16:20

플레이워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웨일즈 사례

An Overview of Playwork Professional Development in Wales

Martin KING-SHEARD, Officer, U.K.

16:20 ~ 17:00

아이들과 자연의 만남, 그리고 통합적 가치

Connecting  Children with Nature : NParks’ Nature Playgarden

Jun Chao TAN, Director, Singapore

종합토론 17:00 ~ 18:00
발표자 및 놀이터 전문가 Discussion

Chair : Seung Bum CHIN, Ph.D., Korea

행사구성

국제심포지엄 오시는 길

부대행사 오시는 길

서울시청(8층 다목적홀)

을지로입구역

22

시청역

1

롯데호텔서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덕수궁

서울광장

번출구5

마포구청

서울월드컵
경기장

하늘공원

6
월드컵경기장
(성산)

6중앙 공항

디지털미디어센터

T2

T0

문화비축기지

번출구3

번출구2

※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오니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오니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이용

1, 2호선 시청역 5번출구

지하철 이용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2, 3번 출구

버스 이용

프레스센터    799, 6701, (마을)종로09, 종로11

시청앞, 덕수궁     103, 150, 401, 402, 406, 

790,799,1711,7016,7022

시청역    (마을)종로09, 종로11

시청광장    172, 405, 472

버스 이용

국제심포지엄 사전등록

부대행사(워크숍) 사전등록

사전등록  
바로가기

사전등록  
바로가기

2019.10.10.(Thu) ~ 

11.01.(Fri)까지

2019.10.10.(Thu) ~ 

선착순 60명

신청
기간

신청
기간

사전등록 웹페이지 링크로 

온라인 신청

사전등록 웹페이지 링크로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신청
방법

무료등록비

무료등록비

연사소개 기조 연설 Keynote address

김명순(Myoung Soon KIM)｜Korea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부속 어린이 생활지도 연구원장
Professor, Dept. of Child & Family Studie, Yonsei Univ., Seoul

워크숍 Workshop

Martin KING-SHEARD｜U.K.

플레이웨일즈 인력개발담당자
Workforce Developement Officer, PlayWales, Cardiff

종합토론 Discussion

Chair. 진승범(Seung Bum CHIN)｜Korea

이우환경디자인 대표, Ph. D.
President of Ewoo Environment Design Co., Ltd, Seoul

주제발표 Presentation

Jun Chao TAN｜Singapore

싱가포르 국립공원국 디렉터
Director(Parks South East), National Parks Board, Singapore

Eric STADNYK｜Canada

토론토 공원, 삼림 및 레크리에이션부 프로젝트 매니저
Project Manager, Parks Forestry and Recreation Division, Toronto

Anna HASSEL｜Denmark

덴마크 문화스포츠 시설재단 건축가
Architect, The Danish Foundation for Culture and Sports Facilities : LOA, Copenhagen

조윤영(Yun Young CHO)｜Korea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
Director, Welfare Servieces Division of ChildFund Korea, Seoul

Martin KING-SHEARD｜U.K.

플레이웨일즈 인력개발담당자
Workforce Developement Officer, PlayWales, Cardiff

부대행사
Side Event

일 자

2019. 11. 09.(Sat)

09:30~17:00

장 소

문화비축기지

Oil Tank Culture Park

내 용

 Workshop(T2) 09:30~12:00 

웨일즈의 플레이워커 교육 사례 

Playwork on Wales–An Opportunity to Sample Playwork Training

Pop-up Playground(T0) 12:00~17:00

문화비축기지 

571, 710, 6715, 7019, 7715, 9711A

워크숍, 팝업놀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