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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실·본부·국별 주요업무 및 행사계획

대 변 인

1. 온라인 기자설명회 (언론담당관)

가. 일 시

-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 : 매일 11:00

- 실·본부·국 온라인 설명회 : 월 3~4회

나. 장 소 :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 및 사업현장

다. 내 용 : 주간 시정 보도계획, 시정현안 및 시책사업 설명

기획조정실

1. 2022년도 제7·8회 행정심판위원회 (법무담당관)

가. 일 시 : 4. 4.(월), 4. 18.(월) 14:00~

나.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다. 참 석 : 위원 8명

라. 내 용 : 행정심판 청구사건 심리·재결

소방재난본부

1. 2022년 청명·한식 특별경계근무 실시 (재난대응과)

가. 일 시 : 4. 4.(월) 18:00 ~ 4. 7.(목) 09:00

나. 대 상 : 소방재난본부 및 산하 소방관서

다. 중점 추진사항

- 소방관서장 중심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로 초기대응체계 강화(당직관 직급 상향)

- 취약대상 화재예방 감시체계 구축(코로나19 관련시설 및 산림화재 취약지역 예방순찰 강화)

- 119구조·구급 대응태세 확립 및 생활안전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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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기획관

1. 제54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 행사 (민방위담당관)

가. 일 시 : 4. 1.(금) 14:00 ~ 15:00

나. 장 소 :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용산구 임정로26)

다. 참 석

- (기관) 시장,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수방사령관 등

- (시민) 예비군지휘관, 여성 예비군대원 등 200명 이내

라. 내 용 : 간담회, 기념사, 축사 및 표창수여 등

경제정책실

1. 2022년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봄 개장 (도시농업과)

가. 일 시 : 2022. 4. 9.(토)

나. 장 소 :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16개소(남양주,양평,광주,고양,인천,시흥)

다. 규 모 : 6,800구획(112,200㎡)

라. 참 여 자 : 친환경농장 신청자 및 가족 약 1만여명

마. 내 용

- 농자재 지원 (1구획당 상추모종 27본, 종자 4봉, 소농기구, 영농책자)

- 영농지도 (도시농업과, 농업기술센터 직원 및 서울시도시농업전문가 현장근무)

복지정책실

1.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공개 모집 (복지정책과)

가. 모집기간 : 3.28.(월) ~ 4. 8.(금), 12일

나. 모집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재산 326백만원 이하인 가구

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ssi.seoul.go.kr)

라. 주요내용 : 신청 가구 중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에 참여할 지원집단 500가구

최종 선정(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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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장애인의 날 기념주간 운영 (장애인복지정책과)

가. 일 시 : 4. 18.(월) ~ 4. 20.(수)

나. 장 소 :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및 온라인

다. 참 석 : 30명(대면)

라. 내 용
- 서울시 복지상 시상식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정책 홍보

행 정 국

1. 4월 자치구 부구청장회의            (자치행정과)

가. 일 시 : 4. 28.(목) 16:00 ~ 17:00 (예정)

나. 장 소 :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

다. 참 석 : 행정1부시장, 행정국장, 안건 소관 실․본부․국장, 자치구 부구청장

라. 내 용 : 시․구 공동협력과제 논의 및 자치구 건의사항 등 토론

도시계획국

1.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과)

가. 일 시 : 4. 6.(수) 14:00

나. 장 소 : 돈의문박물관 내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다. 참 석 : 행정2부시장 외 심의위원 등 27명

라. 주요내용 :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안건 심의

2. 좋은빛위원회 심의 운영(제7~8차) (도시빛정책과)

가. 일 시 : 4. 12.(화), 4. 26.(화) 14:00

나. 장 소 : 서소문2청사 11층 공용회의실

다. 참 석 : 도시계획국장, 도시빛정책과장, 외부 심의위원 등 10명

라. 내 용

- 공간, 장식 조명기구의 신설·개량·증설에 관한 조명계획 심의(조례 제22조)

- 빛공해방지계획, 빛환경관리계획 및 정책 수립 관련 자문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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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관리과)

가. 일 시 : 4. 13.(수) 14:00

나. 장 소 : 돈의문박물관 내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다. 참 석 : 행정2부시장 외 심의위원 등 23명

라. 주요내용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 안건 심의

4.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과)

가. 일 시 : 4. 20.(수) 14:00

나. 장 소 : 돈의문박물관 내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다. 참 석 : 행정2부시장 외 심의위원 등 27명

라. 주요내용 :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안건 심의

5. 제46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도시빛정책과)

가. 일 시 : 4. 22.(금) 14:00

나. 장 소 : 서소문2청사 12층 공용회의실

다. 참 석 자 : 도시계획국장, 광고물팀장, 외부 심사위원 등 12명

라. 내 용

- 옥상간판, 벽면이용 간판·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 심의(조례 제23조)

- 자유표시구역의 기본계획에 따라 표시·설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6.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관리과)

가. 일 시 : 4. 27.(수) 14:00

나. 장 소 : 돈의문박물관 내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다. 참 석 : 행정2부시장 외 심의위원 등 23명

라. 주요내용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 안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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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행사 안내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① ‘온라인 전시관’ , ② ‘온라인 교육’ 메뉴에서 누구나 시청 가능,

오프라인 현장 교육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 가능

행 사 명 일 시 장 소
(문 의) 대 상 내 용

온라인 교육(영상)
<서울역사박물관대학
- 장소로 본

서울의 역사와 문화Ⅱ>

’21. 9. 15.(수)

~ ’22. 12. 21.(수)
서울역사박물관홈페이지
(02-724-0287)

성인
강남, 용산, 한강 등 서울의 장소에 관한

전문가 역사 문화 강좌

온라인 교육(영상)

<SEMU-YÉOL
LECTURE>

’21. 10. 12.(금)
~ ’22. 10. 30.(월)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유튜브
(02-724-0236)

외국인
서울의 역사, 문화, 예술 전반에 대한 전문가

영어 강좌

메타버스 전시
<경교장>

’21.11. 23.(화)
~ 계속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ZEPETO)’

일반시민

제페토 가상세계에 ‘경교장’ 외관 및 내부 전시실
모습을 구현(제1~4전시실)
※경교장(사적제465호):대한민국임시정부의활동공간,

백범 김구 선생이 서거한 역사의 현장

‘경교장’ 작은전시
<임시정부 첫 국무위원회
경교장에서 열리다>

’21.12. 3.(금)

~ ’22. 4. 24.(일)

경교장
1층 응접실

(02-735-2038)
일반시민

1945년 12월 3일 열린 임시정부 환국 후
첫 국무위원회를 조명

기획전시
<청계천 기계공구상가_

붕어빵틀에서
인공위성까지>

’21. 12. 10.(금)
~ ’22. 4. 10.(일)

청계천박물관
기획전시실

(02-2286-3410)
일반시민

청계천 기계공구상가의 시공간 변화과정과
특수한 생산체제 및 연결망 소개

‘딜쿠샤’ 기획전시

<추억과 기억, 메리 린리
테일러의 그림>

’21.12. 28.(화)
~ ’22. 6. 27.(월)

딜쿠샤 기획전시실
(02-724-0278)

일반시민
딜쿠샤 기증유물 중 메리 L. 테일러의 그림
50여 점을 2회에 걸쳐 시기별․주제별로 소개

현장 교육

<우리들의 친구,

청계천박물관>

1. 4.(화)
～ 12. 13.(화)

청계천박물관
전시실, 교육실

(02-2286-3439)

5~7세
동반가족

청계천박물관 상설전시실 활동지를 보면서
전시 관람 및 퀴즈풀이를 하는 셀프가이드
형식의 프로그램. 활동 후 기념품(청계천

매직블록) 수령

온라인 교육(영상)
<눈으로 듣는 한양>

1. 5.(수)
~ 12. 31.(토)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유튜브
(02-724-0196)

나눔계층
청각장애인 대상, 상설전시 1존 ‘조선시대

한양’ 수어 해설

상설전시실 작은 전시
<2022,범 내려온다!>

1. 25.(화)
~ 4. 24.(일)

서울역사박물관
상설1존 작은 전시실
(02-724-0201)

일반시민
임인년 호랑히해를 맞이하여 호랑이와
관련된 조선시대 회화, 도자기, 공예품

등을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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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명 일 시 장 소
(문 의) 대 상 내 용

로비전시
<장충단공원_추모와
환호의 현장>

2. 8.(화)
~ 4. 24.(일)

서울역사박물관
1층 로비전시실
(02-724-0154)

일반시민
장충단에서 장충단공원으로 변화과정과 그
인근에 건립된 장충체육관의 역사적 행사 등을

소개

현장 교육
<Visit Museum,
Enjoy SEOUL>

2. 21.(월)
~ 11. 30.(수)

서울역사박물관, 경희궁
(02-724-0198)

외국인
‘지도로 보는 서울’, ‘경희궁 나들이’, ‘한양
작명소’ 등을 주제로 한 서울 역사 문화 체험

활동

현장 교육
<우리가족 박물관 여행
- 전차가 달리는 서울

풍경>

3. 5.(토)
~6. 11.(토)
매주 토

14:00~16:00

서울역사박물관
(02-724-0258)

초등학생 동반 가족
서울 시민의 교통수단이었던 전차를 통해
근현대 서울을 알아보는 교육 활동

지역연계 협력전시
<내 친구는 외계인>

3. 15.(화)
~ 4. 10.(일)

청계천박물관
북카페

(02-2286-3410)
일반시민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제작한 그림책의 원화
전시로 한화건설,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청계천박물관이 협업하여 공동 주최

현장 교육
<말하는 박물관>

3.16.(수)
~12. 21.(수)
매주 수

16:00~17:00

서울역사박물관
(02-724-0193)

유아
유아들이 박물관에 직접 방문하여 동화구연을
듣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교육 활동

원격 화상 교육
<조선의 파발꾼, 돈의문
박물관마을에 오다>

3. 19.(토)
~ 5. 28.(토)
매주 토

돈의문역사관
줌(Zoom) 프로그램
(02-724-0187)

초등학생
동반 가족

돈의문 지역에서 시간여행하는 파발꾼이 되어
역사관 상설전시를 체험활동과 함께 둘러보는

전시 연계 프로그램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사전예약

원격 화상 교육

<톡톡톡 청계천>
3. 30.(수)

～ 11. 9.(수)

청계천박물관
줌(Zoom) 프로그램
(02-2286-3439)

초등학교
1~3학년
돌봄기관 단체

청계천의 계절변화에 따른 생태특성을
살펴보고, 활동지 체험을 통한 생태감수성

함양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사전예약

원격 화상 교육
<함께 만드는

돈의문박물관마을(상반기)>

4. 1.(금)
~ 6. 3.(금)
매주 금

돈의문역사관
줌(Zoom) 프로그램
(02-724-0187)

초등학생
학급단체

새문안동네가 돈의문박물관마을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알아보고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의 의미를

짚어보는 교과 연계 프로그램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사전예약

현장 교육
<우리가족

경희궁 탐험대>

4. 2.(토)
~ 6. 4.(토)
매주 토

13:00~14:30

서울역사박물관, 경희궁
(02-724-0287)

초등학생 동반 가족
미션을 통해 경희궁의 역사와 구조를
이해하는 자율 교구 체험 활동

원격 화상 교육
<우리는 청계천탐험대>

4. 2.(토)
～ 6. 18.(토)

청계천박물관
줌(Zoom) 프로그램
(02-2286-3439)

초등학교
4~6학년
동반가족

청계천에 놓인 다리들에 담긴 이야기를
알아보고, 조선시대 수표교 모형 제작 활동

진행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사전예약

원격 화상 교육
<백인제가옥의 숨겨진
비밀을 찾아라>

4. 2.(토)
~ 10. 15.(토)
격주 토

백인제가옥
줌(Zoom) 프로그램
(02-724-0187)

초등학생
동반 가족

백인제가옥의 역사와 건축적 특징을 통해
근대한옥의 특징을 알아보는 프로그램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사전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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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명 일 시 장 소
(문 의) 대 상 내 용

원격 화상 교육
<우리는 세뮤탐험단>

4. 5.(화)
~7. 1.(금)
매주 화, 금

10:00~10:50,
11:00~11:50

서울역사박물관
줌(Zoom) 프로그램
(02-724-0199)

어린이

초등학교 4~6학년 학급 단체 대상, 서울의
역사를 담은 장소와 유물을 알아보는

자기주도형 교육 활동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사전예약

원격 화상 교육
<무브무브 나의
생활사>

4. 6.(수)
~ 6. 15.(수)
매주 수

10:00~12:00

서울생활사박물관

줌(Zoom) 프로그램

(02-3399-2972)

초등3~4학년
학급 단체

과거, 현재생활사물건이해빙고게임및
생활사전시실탐색, 미션수행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사전예약

원격 화상 교육
<졸졸졸 개천,

콸콸콸 준천>

4. 6.(수)
～ 6. 22.(수)

청계천박물관
줌(Zoom) 프로그램
(02-2286-3439)

초등학교
4~6학년
학급단체

영조 대 준천 공사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고,
입체 팝업북 만들기 활동 진행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사전예약

현장 교육

<가족 생활사 공작소>

4. 7.(토)
~ 6. 4.(토)
매주 토

10:00~12:00

서울생활사박물관

교육실, 생활사전시실

(02-3399-2972)

초등학생 동반 가족
지역예술가와연계하여생활사와유물속의공작의

의미를체험

원격 화상 교육
<꼬물꼬물 청계천

보물찾기>

4. 7.(목)
～ 6. 30.(목)

청계천박물관
줌(Zoom) 프로그램
(02-2286-3439)

6~7세
유아 단체

청계천 자연 생태 환경을 살펴보고 만들기
활동을 통한 자연친화적 태도와 환경감수성

함양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사전예약

기획전시
<서울의실제와환영>

※ 서울역사박물관 개관 20주년 기념 사진전

4. 8.(금)
~ 5. 8.(일)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B 

(02-724-0146)
일반시민

김한용, 홍순태, 한영수세원로작가가포착한
1950~60년대서울 사진을통해전쟁의 폐허를
극복하며 현대도시로 탈바꿈해가던 서울의 생활

모습을 전시

원격 화상 교육
<제 33기

고등학생 인턴제>

4. 9.(토)
~ 4. 30.(토)
매주 토

10:00~12:00

서울역사박물관
줌(Zoom) 프로그램
(02-724-0258)

청소년
고등학생 대상, 박물관 학예업무를 체험하며

서울의 역사를 배우는 교육 활동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사전예약

현장 교육
<법정체험실 연계

교육프로그램>

4. 9.(토)
~ 10. 22.(토)
매주 토

13:30~15:30

서울생활사박물관
법정체험실

(02-3399-2972)
어린이 동반 가족

법정의 옛 이야기를 담은 서울생활사박물관의
의미와 법정을 체험해 보는 자율체험

온라인 교육(영상)
<딜쿠샤에서 온 편지>

4. 13.(수)
~ 6. 24.(금)
매주 수, 금

각 학교 교실 및 시청각실 등
(02-724-0278
070-4126-8858)

초등학고 4~6학년
학급 단체

영상을 보면서 활동지를 풀면 앨버트 W.
테일러가 남긴 편지가 완성! 3D 입체

만들기를 통해 딜쿠샤의 건축적 특징도 함께
공부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사전예약

원격 화상 교육
<한양도성 탐험대>

4. 13.(수)
~ 7. 6.(수)
매주 수

10:00~11:30

한양도성박물관
줌(Zoom) 프로그램
(02-724-0289)

초등학교
4~6학년 학급

한양도성박물관 상설전시 콘텐츠와
체험활동을 결합한 전시 연계 교육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사전예약

원격 화상 교육
<서울로 수학여행
- 서울 역사의 길,
종로탐험>

4. 14.(목)
~ 4. 28.(목)
매주 목, 금

09:40~10:40,
11:00~12:00

서울역사박물관
줌(Zoom) 프로그램
(02-724-0198)

어린이

도서·벽지 초등학교 3~6학년 학급 단체
대상,종로의 변화양상을 통해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 활동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사전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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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대 상 내 용

원격 화상 교육
<흥인지문의 비밀>

4. 14.(목)
~ 7. 7.(목)
매주 목

10:00~11:30

한양도성박물관
줌(Zoom) 프로그램
(02-724-0289)

초등학교
4~6학년 학급

한양도성의 동쪽 대문인 흥인지문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교육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사전예약

온라인 교육(영상)
<청계천에서 들려주는
자연생태동화>

4. 15.(금)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청계천박물관 홈페이지
(02-2286-3439)

6～8세
동반가족

이솝우화 ‘개미와 번데기’ 인형극 관람 후
관련 교구 제작 활동

원격 화상 교육
<제 31기

중학생 인턴제>

4. 16.(토)
~ 5. 7.(토)
매주 토

10:00~12:00

서울역사박물관
줌(Zoom) 프로그램
(02-724-0287)

청소년
중학생 대상, 박물관 학예업무를 체험하며

서울의 역사를 배우는 교육 활동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사전예약

현장 교육
<600년 타임슬립,

조선시대 한양의 흔적을
찾아서>

4. 16.(토)
~ 6. 18.(토)

공평도시유적전시관
(02-724-0186)

초등학생
동반 가족

공평도시유적전시관과 인근 발굴 유적을
살펴보는 답사 프로그램

원격 화상 교육
<변장 나들이>

4. 19.(화)
~ 6. 21.(화)
매주 화

10:00~12:00

서울생활사박물관

줌(Zoom) 프로그램

(02-3399-2972)

유아교육기관 단체
옛놀이도구인종이인형과우리마을지도만들기체험
및마을의공공장소의역할을통한우리동네이해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사전예약

현장 교육
<느낌있는 박물관
- 경희궁 소풍>

4. 20.(수)
~ 11. 24.(목)
매주 수, 목

14:00~16:00

서울역사박물관, 경희궁
(02-724-0199)

나눔계층
청소년 특수 학급 단체 대상, 경희궁 궁궐
체험을 통해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 활동

원격 화상 교육
<다정한 박물관
- 서울 속 세계>

4. 26.(화)
~5. 31.(화)
매주 화

09:40~10:40,
11:00~12:00

서울역사박물관
줌(Zoom) 프로그램
(02-724-0199)

어린이

초등학교 3~5학년 학급 단체 대상, 서울
속 다양한 세계와 문화, 공존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활동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사전예약

기획전시
<守衛都城도성을지키는성

_탕춘대성>

4. 26.(화)
~9. 18.(일)

한양도성박물관
기획전시실

(02-724-0243)
일반시민

한양도성의 서북쪽 방어를 위해 건설된
탕춘대성의 역할과 위상을 소개

로비전시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 세상>

4. 28.(목)
~ 7. 10.(일)

서울역사박물관
1층 로비전시실
(02-724-0154)

일반시민

어린이날(1922년 제정) 100주년에 맞춰김한용,

김기찬, 한영수, 임인식, 홍순태등 여러 작가가

찍은 아이들의 다양한 모습과 표정을 담은 사진전

현장 교육

<서울생활문화탐방

-경춘선숲길>

4. 30.(토)
~ 6. 4.(토)
매주 토

10:00~12:00

서울생활사박물관

교육실, 경춘선숲길

(02-3399-2972)

초등학생 동반 가족

박물관 인근 지역 문화유산인 화랑대역사관 및
경춘선숲길탐방을통해서울생활문화의변화를

이해하는체험활동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사전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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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백제박물관

※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한성백제박물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예약: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한성백제박물관 누리집

행 사 명 일 자 시 간 장 소 문 의

상반기 주말문화유산탐방

<백제왕도 탐방>
3. 19.(토) ~ 6. 4.(토) 매주 토요일 10:00~12:00

한성백제박물관

몽촌토성 또는 풍납동토성
02-2152-5833

상반기 온조역사체험교실

<가자, 백제왕도 한성으로!>
3. 22.(화) ~ 7. 6.(수)

매주 화~수요일

09:30~11:30

온라인

(ZOOM>
02-2152-5837

상반기 주말가족교육

<백제의 무덤, 영혼의 안식처>
3. 26.(토) ~ 7. 23.(토)

매주 토요일

14:00~15:00, 15:30~16:30

온라인

(ZOOM>
02-2152-5833

상반기 학교 밖 박물관 교실

<성큼성큼! 고구려 한강으로>
3. 31.(목) ~ 7. 8.(금)

매주 목~금요일

09:30~11:30

온라인

(ZOOM>
02-2152-5837

2022 봄 선사고대기획전

《서울에서 만나는 경주쪽샘

신라고분》

4. 8.(금) ~ 6. 12.(일)
화∼금요일 09:00~18:00

토·일·공휴일 09:00~18:00

한성백제박물관

기획전시실
02-2152-5800

제22기 박물관대학 4. 12.(화) ~ 5.31(화)
매주 화요일

14:00~16:00
온라인

(ZOOM>
02-2152-5852

상반기 백제박사프로젝트

<백제 왕도를 찾아서>
4. 12.(화) ~ 7. 15.(금) 언제나

온라인

<유튜브>
02-2152-5833

상반기 문화다양성교육

<백제와 함께하는 이웃나라들>
4. 12.(화) ~ 7. 22.(금) 언제나

온라인

<유튜브>
02-2152-5833

문화가 있는 날 연계 행사
<칠지도를 찾아라>

4. 27.(수) 10:00~17:00 한성백제박물관 로비 02-2152-5846

한성백제 문화시네마 4. 27.(수) 18:30~영화종료
한성백제박물관
한성백제홀

02-2152-5852

2022 사계콘서트 <봄> 4. 30.(토) 17:00~18:30
한성백제박물관
한성백제홀

02-2152-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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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예박물관

※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서울공예박물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예약 필수 : 서울공예박물관 홈페이지 (craftmuseum.seoul.go.kr)

행 사 명 일 자 시 간 장 소 문 의

상설전

《장인, 세상을 이롭게 하다》
연중 화∼일요일 10:00~18:00

서울공예박물관

전시1동 2층,

전시2동 2층

02-6450-7000

상설전

《자수, 꽃이 피다》
연중 화∼일요일 10:00~18:00

서울공예박물관

전시3동 2층
02-6450-7000

상설전

《보자기, 일상을 감싸다》
연중 화∼일요일 10:00~18:00

서울공예박물관

전시3동 3층
02-6450-7000

아카이브 기획전

《한미금속공예워크숍 ’86→’22 :

참가신청 링크가 열렸습니다》

2. 8.(화) ~5. 20.(금) 화~금요일 10:00~18:00
서울공예박물관

전시2동 3층
02-6450-7000

지역공예 기획전

《이 땅의 풀로 엮는 초경공예》
3. 1.(화) ~8. 28.(일) 화~일요일 10:00~18:00

서울공예박물관

전시2동 1층
02-6450-7000

크래프트 윈도우 #5

《공예, 춘색春色》
3. 30.(수) ~ 5.15.(일) 화∼일요일 10:00~18:00

서울공예박물관

전시3동 1층
02-6450-7000

공예 체험 프로그램

《Open Studio- 촘촘 직조 키링》
3. 30.(수) ~6. 29.(수) 매주수요일14:00~17:00

서울공예박물관

전시3동 1층 로비
02-6450-7075

전시연계 프로그램

《SeMoCA 랜선투어》
4. 1.(금) ~12. 31.(금) 2, 4주차토요일09:00~10:00

서울공예박물관

전시1~3동 전시실
02-6450-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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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미술관

※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시립미술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 사 명 일 자 시 간 장 소 문 의

가나아트 컬렉션 기획상설전

《허스토리 리뷰》
연 중

화∼금요일 10:00~20:00

토·일·공휴일 10:00~19:0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2층
02-2124-8954

천경자 상설전

《영원한 나르시시스트, 천경자》
연 중

화∼금요일 10:00~20:00

토·일·공휴일 10:00~19:0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2층
02-2124-8954

건축아카이브 상설전

《미술관이 된 舊벨기에영사관》
연 중

화∼금요일 10:00~20:00

토·일·공휴일 10:00~18:00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02-2124-8935

어린이 전시《먼길 이야기》 ’21. 10. 5(화)~’22. 6. 19.(일)
화∼금요일 10:00~20:00

토·일·공휴일 10:00~19:00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어린이갤러리 1, 2
02-2124-5269

해외소장품걸작전

《빛: 영국 테이트미술관 특별전》
’21. 12. 21.(화)~’22. 5. 8.(일)

화∼토요일 10:00~20:00

일·공휴일 10:00~19:00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1~2층
02-2124-5284

소장품 기획전

《시적 소장품》
3. 22.(화) ~ 5. 8.(일)

화∼금요일 10:00~20:00

토·일·공휴일 10:00~19:0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2~3층
02-2124-8954

《권진규 탄생 100주년 기념

– 노실의 천사》
3. 24.(화) ~ 5. 22.(일)

화∼금요일 10:00~20:00

토·일·공휴일 10:00~19:00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1층
02-2124-8970

대기실프로젝트5

《청금루 주인 성찬경》
3. 24.(목) ~ 5. 29.(일)

화∼금요일10:00~20:00

토·일·공휴일 10:00~18:00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02-2124-8826

야외 영화상영회 4. 8. (금), 4. 22. (금) 금요일 19:00~21:00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02-2124-5216

SeMA 벙커 아카이브 프로젝트

상영전시《유람하는 벙커》
4. 28.(목)~6. 5.(일)

화∼금요일 11:00~21:00

토·일·공휴일 11:00~21:00
SeMA 벙커 02-2124-8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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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서관

서울역사편찬원

서울대공원

※ 서울대공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 분 행 사 명 일 시 문 의 행 사 내 용

문화

행사
꽃의 숲 산책

4.1.(금) ~ 4.30.(토)

24시간 산책로 개방

02-500

-7022

벚꽃부터 겹벚꽃까지 아름다운 봄꽃과 이색정원 따라걷기

(개별, 자율산책)

동물

교실

2022 유치부 동물교실

'동물사랑! 유치원’

4.1.(금) ~ 6.30.(목)

매주 화-금요일

10:00-11:30

13:00-14:30

02-500

-7177

동물해설사와 함께 토끼, 양 등 동물

관찰하고 생태해설, 먹이주기 참여하기

2022 꼬마동물교실

'기니피그’

4.1.(금) ~ 6.30.(목)

매주 화-금요일

11:00-11:50

02-500

-7781

동물해설사의 기니피그에 대한 생태해설을 듣고

생김새와 먹이 먹는 모습 관찰하기

동물해설 단체교육

4.1.(금) ~ 6.30.(목)

매주 월~금요일

10:00-11:30

13:00-14:30

02-500

-7783

동물해설사와 동물원 전역을 돌면서

동물 생태 및 종보전 설명 투어하기

자유학년제 청소년을 위한

동물원 '두드림교육'

4.1.(금) ~ 6.30.(목)

매주 수요일

13:00~14:30

02-500

-7781

자유학년제 청소년을 위한 동물원 직업군

소개 및 동물 생태 설명 진행

※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서울역사편찬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 사 명 일 자 시 간 장 소 문 의

2022년 상반기 서울역사강좌

<서울 사람들을 웃고 울린

스포츠>

3. 4.(금) ~ 6. 10.(금) 매주 금요일 14:00~16:00 온라인 02-413-9655

※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서울도서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 사 명 일 자 시 간 장 소 문 의

세계 책의 날 기념 강좌

‘세계문학 고전을 만나다’

4.5.(화) ~ 5.3.(화)

(총4회)
14:00~16:00

온라인Zoom

(40명 이상)
02-2133-2300

‘책 읽는 서울광장’ 4.23.(토), 4.29.(금), 4.30.(토) 11:00~17:00

서울광장

(북측 서울도서관 앞

1/4 공간)

02-2133-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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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과학관

세종문화회관

※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서울시립과학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예약 및 현장접수(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 서울시립과학관)

행 사 명 일 자 시 간 장 소 문 의

《과학테마교실》 연중
화∼금요일 10:00~11:40

or 14:00~15:40

서울시립과학관

교육실(1~4교실)
02-970-4558

《고교탐구교실》 연중 토요일 10:00~12:00
서울시립과학관

교육실(1~4교실)
02-970-4558

《찾아가는 과학관》 연중 수 or 금요일 18:00~20:00 신청 학교 과학실 02-970-4558

달작한 사이언스 강연 연중 수요일 19:30~20:30
서울시립과학관

교육실(1~4교실)
02-970-4558

청소년과학자원봉사단 6기 모집 3. 2.(수)~4. 15.(금) 09:30 ~ 17:30
서울시립과학관

<온라인 접수>
02-970-4541

※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세종문화회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 사 명 일 자 시 간 장 소 문 의

서울시극단

<불가불가(不可不可)>
3. 26.(토) ~ 4. 10.(일)

평일 19:30
토 15:00, 18:30

일 15:00
세종M씨어터 02-399-1000

퐁피두센터 어린이 워크샵

<샌드캐슬, 꿈의 건축>
4. 12.(화) ~ 9. 12.(월)

10:00, 11:30
13:00, 14:30

16:00
(소요시간 약 75분)
월요일 휴관

꿈의숲아트센터
상상톡톡미술관

02-747-7791

내셔널지오그래픽 사진전

<포크아트, 너의 이름은>
4. 12.(화) ~ 9. 12.(월)

화~일요일 10:00~18:00
월요일 휴관

꿈의숲아트센터
상상톡톡미술관

02-747-7791

2022 명연주자 시리즈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정화 그리고 순환>

4. 13.(수) 19:30 세종M씨어터 02-399-1000



- 14 -

서울문화재단

※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서울문화재단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 사 명 일 시 장 소
(문 의) 내 용

서울 스테이지11
4. 7.(목)

11:00~12:00
서울문화재단 대학로
02-758-2173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11개의 창작공간에서 공연과 음악이
함께 하는 예술공감 콘서트의 첫 무대

서울 스테이지11
4. 7.(목)

11:00~12:00
연희문학창작촌
02-324-4622

서울 스테이지11
4. 7.(목)

11:30~12:30
금천예술공장
02-807-4900

시민청 시즌 프로젝트
<다시 마주하기>상설체험공간

‘평평한 날들에’

4.11.(월)~06.30.(목)
10:00~18:00

시민청 B1
02-739-7332

시민청을 이용하는 시민 누구나 가볍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각예술 기반 놀이 프로그램 운영

시민청 시즌 프로젝트
<다시 마주하기> 워크숍

‘꿀잠을 기원하는 예술, 주문술’

4.15.(금),
4.22.(금)

19:00~21:00

시민청 태평홀(B2)
02-739-7332

꿀잠을 얻기 위해 나의 ‘잠의 세계’와 도킹해줄 수
있는 나만의 베개를 만드는 프로그램

2022 거리예술 시즌프로그램
<거리예술 캬라반 ‘봄’>

4. 23.(토)~5. 22.(일)
매주 주말

14:00~19:00

동대문DDP, 서울숲,
서울로7017 등
* 일정별 장소 상이
02-3437-0095

일상의 거리를 새로운 예술 공간으로, 일상의
시간을 새로운 예술 경험으로 바꿔 줄

다채로운 거리예술 공연
* 세부 일정 및 프로그램 서울문화재단 누리집 확인

시민청 시민공모사업
<웨이브 2022> 공연
Drama&Theatre 살뮈
‘지수가 누구야’

4. 30.(토) 17:00
시민청(B2 바스락홀)
02-739-7331

같은 반 ‘박지수’를 찾아 떠나는 세 여학생 이야기로
판단과 오해가 만남으로 이어지는, 타인과 만나는

다양한 방식을 주제로 하는 청소년극

M컬렉션 시리즈

서울시합창단

<봄볕 그리운 그곳>

4. 15.(금) 19:30 세종M씨어터 02-399-1000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단

앙상블 콘서트 : Strings Ⅰ
4. 17.(일) 17:00 세종체임버홀 02-399-1000

천원의 행복

수어연극 <사라지는 사람들>
4. 19.(화) ~ 4. 20.(수) 19:30 세종M씨어터 02-399-1000

서울시청소년국악단

<최고의 라인업>
4. 22.(금) 19:30 세종M씨어터 02-399-1000

서울시뮤지컬단

<지붕위의 바이올린>
4. 22.(금) ~ 5. 8.(일)

화-금 19:30
토 15:00, 19:30
일, 공휴일 15:00
월요일 공연 없음

세종대극장 02-39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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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서울시립교향악단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 사 명 일 자 시 간 장 소 문 의

《오스모 벤스케의 수수께끼 변주곡②》 4. 1.(금) 금요일 20:00~22: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588-1210

《실내악 시리즈 II:올해의 음악가

아우구스틴 하델리히》
4. 3.(일) 일요일 17:00~18:30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1588-1210

《하델리히의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①,②》
4. 8.(목) ~ 4. 9.(금) 목∼금요일 20:00~22:00 롯데콘서트홀 1588-1210

《토마스 다우스고르의

브루크너 교향곡 2번 ①,②》
4. 21.(목) ~ 4. 22.(금) 목~금요일 20:00~22:00 롯데콘서트홀 1588-1210

《실내악 시리즈III:키릴게르스타인》 4. 24.(일) 일요일 17:00~18:30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어린이갤러리
02-2124-5273

《우리동네 음악회 관현악》 4. 29.(금) 금요일 19:30~20:30 양천문화회관 대극장 02-3700-6399

※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서울디자인재단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 사 명 일 자 시 간 장 소 문 의

<살바도르 달리> 展
’21. 11. 27.(토)

~’22. 4. 3.(일)
10:00~20:00

DDP
(배움터 1층 디자인전시관)

02-325-1077

<집합 이론> 展

’21. 12. 23.(목)

~’22. 4. 24.(일)

※ DDP 휴관일(월) 휴무

10:00~18:00
DDP

(살림터 1층 D-8)
02-2153-0066

UD 라이프스타일 공모전 수상작

전시 및 UD 체험 전시

’21. 12. 28.(화)

~’22. 6. 30.(목)

※ DDP 휴관일(월) 휴무

10:00~18:00
DDP

(살림터 3층
UD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02-2153-0000

DDP 건축물 투어
1. 1.(토) ~ 12. 31.(목)

※ 화~토 운영
10:30~17:30

DDP
(배움터 1층 투어안내데스크)

02-2153-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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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관광재단

※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평생학습포털(서울시민대학),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모두의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강 신청 가능

행 사 명 일 자 시 간 장 소
(문 의) 내 용

n잡러 멘토 특강 4. 30.(토) 14:00-16:00

서울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2층 시민홀

(02-442-6827)

프로 n잡러의 성장 스토리 공유를

통해 직업생활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바라보는 n잡러 멘토 특강

(대상 : 일반시민 30명)

※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 사 명 일 자 시 간 장 소 문 의

2022 서울 관광스타트업

공개오디션
4. 26.(화) 14:00 ~ 16:30 서울관광플라자 4층 다목적홀 02-3788-8140

제3회 휴먼시티디자인어워드 전시
2. 15.(화) ~ 4. 29.(금)

※ DDP 휴관일(월) 휴무
10:00~18:00

DDP
(살림터 1층 D-숲)

02-2096-0056

DDP 오픈큐레이팅 vol.21

<Material Collective> 展

2. 18.(금) ~ 5. 8.(일)

※ DDP 휴관일(월) 휴무
12:00~21:00

DDP
(갤러리 문)

02-2153-0067

<구찌 가든 아키타이프

: 절대적 전형>
3. 4.(금) ~ 4. 10.(일)

월~목요일
11:00~18:30
금~일요일

10:00~20:00

DDP
(배움터 2층 디자인박물관)

02-3452-1921

포르쉐 코리아 특별 전시회

<PORSCHE IKONEN, SEOUL>
4. 7.(목) ~ 4. 22.(금) 10:00~19:30

DDP
(알림터 B2층 알림1관)

02-2153-0045

팀 버튼 특별전

<The World of Tim Burton>
4. 30.(토) ~ 9. 12.(월) 10:00~20:00

DDP
(배움터 B2층 디자인전시관)

02-325-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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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하수도과학관

행 사 명 일 시 장 소
(문 의) 대 상 행 사 내 용

하수도 온앤오프
(비대면/줌 수업)

5.3.(화) ~ 5.31.(화)

※단, 5/5(목) 휴강

- 화/목(단체):10:00~11:30

※ 신청 : 4/12~4/17,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에서

선착순 접수

02-2211-2551,

02-2211-2558

미취학아동~

초등 저학년

(단체 8팀)

실시간 수업으로 즐기는 하수도 이야기. 하수도가

꼭 필요한 이유를 함께 생각해보고, 하수도가 없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 알아봅니다.

하수처리장 24시
(비대면/교육영상)

5.3.(화) ~ 5.31.(화)

- 사전제작 영상 활용 교육

※ 신청 : 4/12~4/17,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에서

선착순 접수

초등학교

3학년~중학생

(단체 및 개인

25팀)

교육 영상을 이용한 진로교육. 수처리분야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하수처리장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마무리로 다양한 종류의 하수의

수질 검사에도 도전합니다.

하수가 목욕하는 날
(비대면/줌수업)

5.4.(수) ~ 5.25.(수)

- 수: 15:00~16:30

※ 신청 : 4/12~4/17,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에서

선착순 접수

초등학생

(회당 20명)

하수처리 과정에서 활용하는 활성탄의 역할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활성탄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물이 정화되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맨홀 속 나의 역사
(현장교육)

5.7.(토) ~ 5.28.(토)

- 토: 10:30~12:00

※ 신청 :4/12~수업 일주일

전까지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에서

선착순 접수

초등학생

3학년 이상

(회당 15명)

지하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인 맨홀!

하수도 시설물인 맨홀이 무엇인지 알아보며 전시실

곳곳을 탐험합니다. 맨홀에 담겨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며 관련 체험에도

참여해봅니다.

날아라 물로켓
자동차: 하수와
재이용수
(현장교육)

5.7.(토) ~ 5.28.(토)

- 토: 14:00~16:00

※ 신청 :4/12~수업 일주일

전까지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에서

선착순 접수

만4세

~초등학생

※격주로

교육대상

변경되어 운영

(회당 15명)

하수처리 과정을 알아보며 상수, 하수, 재이용수의

차이를 알아봅니다. 재이용수 처리 시설에서

실제로 처리된 물을 동력으로 하는 물로켓

자동차를 만들어보고 직접 쏘아 올려보는 시간도

함께 합니다.

서울우리소리박물관

※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 사 명 일 자 장 소 내 용

2022년 서울우리소리박물관 특별전

“ARARI: 우리의 삶이 아라리요”
’22. 4. 7.(목) ~ ’23. 3. 12.(일)

서울우리소리박물관

기획전시실

향토민요 아라리에 담긴 전통사회의

진솔한 삶과 사랑이야기 조명

(아라리 음원 13곡 및 관련 영상 2편 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