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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Ⅰ .  우리동네 Family Zone : 공원 
가족 공원 

종로구 새문안길 50 

  서대문역 4번,  광화문역 7번 

경희궁 공원 

731-1650 

5  

종로구 세종로 76-2 

  광화문역 2번 

광화문 열린마당 

3783-5950 

5    경복궁역 5번 3 

4 

종로구 낙산길 54 

낙산 공원 

743-7985~6 

  혜화역 2번, 도보10분  

4 

종로구 동숭동 1-124 

마로니에 공원 

731-0395~7 

  혜화역 2번 

종로구 종로구, 성북구 일대 

북악산 공원 

731-0395~7 

종로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일대 

북한산 공원 

909-0497~8 

교통편 : 북한산 국립공원 홈페이지 참조 
 http://bukhan.knps.or.kr/ 

종로구 사직동 1-29 

사직 공원 

731-0395~7 

경복궁역 1번 

-  말바위 안내소 : 3 안국역 2번, 버스이용 

-  숙정문 안내소 : 한성대입구역 6번, 버스이용 4 

-  창의문 안내소 : 경복궁역 3번 3 

3 

종로구 삼청동 산2-1 

삼청 공원 

731-0533 

광화문역 하차, 삼청동 마을버스 이용 5  

종로구 장사동 일대 

종로3가역 12번 

세운초록띠 광장 

3783-5950 

종로구 세종대로 189 

  광화문역 1, 8번 

세종로 공원 

3783-5900 

5  

4 

종로구 와룡공원길 192 

와룡 공원 

731-0461/1650 

  혜화역 하차, 혜화초등학교행  버스이용 

종로구 옥인동 산3-1 

인왕산 공원 

731-1458 

경복궁역, 독립문역, 도보15분 

1 3 

3 

종로구  종로 99 

종로3가역 1번 

서울 탑골 공원 

731-0534/165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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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공원 

중구 삼일대로 231 

남산 공원 

3783-5900 

중구 손기정로 101 

손기정 공원 

3396-5894 

충정로역 5번, 도보10분 

중구, 용산구, 성동구 일대 

응봉 공원 

2293-7646 

신금호역 2번, 도보3분 

교통편 : 남산공원 홈페이지 참조 

2 

5  

중구 을지로 227 

훈련원 공원 

2268-5810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3번 5  2 4 

용산구 서빙고로 185 

용산 가족 공원 

792-5661 

용산구 

4 이촌역 2번 중앙 

용산구 효창동 255번지 일대 

효창 공원 

2199-7593 

6 

중구 

효창공원역 1,2번 4 숙대입구역 8,9번 

용산구 이촌동 302-146 

노들 텃밭 

792-7520 

신용산역 3번, 버스이용 4 9 노들역 2번, 

중구, 용산구, 성동구 일대 

응봉 공원 

2293-7646 

신금호역 2번, 도보3분 5  

성동구 

   뚝섬역8번 도보15분 2    서울숲역3번 분당 

성동구 뚝섬로 273 

서울숲 

460-2905 

중구, 용산구, 성동구 일대 

응봉 공원 

2293-7646 

신금호역 2번, 도보3분 5  

성동구 금호동3가 1266 

금호근린공원 

2286-6319 

성동구 금호동4가 산 27 

달맞이 근린 공원 

2286-6319 

옥수역 3번 

  신금호역 1번 5    금호역 1번 3 

3 

성동구 성수2가 302-25 

성수 공원 

2286-6319 

성수역 4번 2 

중구 을지로 281 

동대문역사문화공원 

2266-7077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10번 5  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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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공원 

광진구 능동로 216 

어린이 대공원 

450-9311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2길 59 

간데메 공원 

2249-2770 

답십리역 1번 5  

동대문구 답십리동 산2-9 

답십리 공원 

2127-4772 

답십리역, 버스이용 5  

동대문구 용두동 34-1 

용두 공원 

2127-4772 

광진구 

중랑구 망우로87길 110 

중랑캠핑숲 

435-7168~9(공원), 434-4371~2(캠핑장) 

양원역 2번 

중랑구 면목동 산1-4 

용마공원 

2094-2340~5 

아차산역 1번 5  

성북구 

성북구 석관동 산1-5일대 

청량 공원 

920-3395 

상월곡역 4번(성북정보도서관 입구) 

동대문구 전농동 32-20 

배봉산 공원 

2127-4772 

교통편 : 2015,2233번 버스이용 

7 어린이대공원역 1번  5  아차산역 4번  

동대문구 

2 신답역  

2 용두역  4번 

중랑구 

중앙 

7 용마산역 2번 

중랑구 묵동 산46-1 

봉화산 공원 

2094-2340~5 

6 봉화산역 4번 

종로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일대 

북한산 공원 

909-0497~8 

교통편 : 북한산 국립공원 홈페이지 참조 
 http://bukhan.knps.or.kr/ 

성북구 돈암동 606 

성북 공원 

920-4418 

한성대입구역 6번, 성신여대역 6번, 버스이용 4 

6 

종로구 종로구, 성북구 일대 

북악산 공원 

731-0395~7 

-  말바위 안내소 : 3 안국역 2번, 버스이용 

-  숙정문 안내소 : 한성대입구역 6번, 버스이용 4 

-  창의문 안내소 : 경복궁역 3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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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족 공원 

성북구 돈암동, 안암동 일대 

개운산 공원 

920-3795 

성신여대역 6번 고려대역 2번 4 6 

강북구 월계로 173 

북서울 꿈의숲 

2289-4001~5 

강북구 우이동 80 

솔밭 공원 

901-6939 

수유역 8번, 버스이용 

강북구 번동, 미아동 일대 

오동 공원 

901-6924 

강북구 

교통편 : 북서울 꿈의숲 홈페이지 참조 
http://dreamforest.seoul.go.kr/ 

4 수유역 2번, 버스이용 

도봉구 마들로 916 

서울 창포원 

954-0031 

도봉구 

도봉산역 2번 

도봉구 쌍문동 산80 

쌍문 근린 공원 

2289-8597 

4 쌍문역 3,4번 도보5분 

도봉구 창동 28 

월천 근린 공원 

2289-8597 

녹천역 2번 

도봉구 창동 산48-4 

초안산 근린 공원 

2289-8597 

 녹천역 1번 

1 7 

1 

1 

도봉구 창동 산157 

초안산 생태 공원 

2289-1856 

 녹천역 1번, 도보10분 1 

도봉구 방학3동 270-1 

발바닥 공원 

2289-8597 

창동역 1번 1 4 쌍문역 2번, 버스이용 4 

노원구 상계동 일대 

수락산 공원 

950-3395 

노원구 

4 당고개역, 상계역  수락산역 7 

노원구 중계동 일대 

불암산 공원 

950-3395 

4 상계역 하차, 도보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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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공원 

은평구 진관동 393 

구파발 폭포(진관 근린 공원) 

387-0236 

은평구 구산동 산61   

봉산 공원 

351-8001~6 

응암역, 새절역, 증산역 버스이용 

은평구 불광동 산31-1 

불광 공원 

351-8001~6 

서대문구 통일로 251 일대 

독립 공원 

364-4686 

서대문구 

서대문구 홍은동 산11 

백련 공원 

330-1395 

은평구 

서대문구 홍제동 산33 

안산 공원 

330-1395 

서대문구 연희동 산118 

궁동 공원 

330-1395 

마포구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월드컵 공원 

300-5500~2 

마포구 상암동 1693 

상암 근린 공원 

3153-9553 

마포구 창전동 3-193 

와우 공원 

3153-9553 

마포구 합정동 145-8 

외국인 묘지 공원 

332-9175 

 상수역 2번, 도보10분    신촌역 7번, 도보10분 

합정역 4번 2 

구파발역 1번 3 

6 

연신내역 3번, 버스이용 6 3 

종로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일대 

북한산 공원 

909-0497~8 

교통편 : 북한산 국립공원 홈페이지 참조 
 http://bukhan.knps.or.kr/ 

독립문역 4,5번 3 

홍제역, 녹번역, 도보 15분 3 

홍제역 3번, 버스이용 3 

홍제역 3번, 버스이용 3 

월드컵경기장역 6 

디지털미디어시티역 2번, 버스이용 6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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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공원 

양천구 남부순환로 64길 일대 

서서울 호수 공원 

2604-3004 

양천구 신정동 산44-2 

계남공원 

2620-3570 

양천구 신정동 산73-4 

갈산 공원 

2620-3570 

강서구 화곡동 산1 

봉제산 공원 

2600-4180 

강서구 

강서구 허준로 5길 42 

구암 공원 

2600-4186 

양천구 

강서구 가양동 산6-4 

궁산 공원 

2600-4185 

강서구 방화동 산110 

꿩고개 공원 

2600-4185 

강서구 방화동 855 

방화 공원 

2600-4185 

강서구 염창동 산24-1 

염창 공원 

2600-4186 

강서구 화곡동 산60-1 

우장 공원 

2600-4185 

양천구 목동 산12-3 

용왕산 근린 공원 

2620-3570 

교통편 : 강서구청에서 도보15분 5    화곡역 7번, 버스이용 

5    양천구청역, 신정네거리역 

5    양천구청역 

9 신목동역 1번, 도보15분 

양천구 목동 906 일대 

파리 공원 

2620-3570 

5    오목교역 2번, 도보10분 

교통편 :1002, 6631버스 이용, 구암공원 하차 

교통편 :6631, 6712, 버스 이용, 가양1동사무소 하차 

5    방화역, 도보 10분 

강서구 등촌동 630-14 

매화 공원 

2600-4186 

9 증미역 

5    방화역, 도보5분 

9 증미역 

5    우장산역, 도보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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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공원 

구로구 궁동 일대 

온수 공원 

860-2321 

구로구 오류동, 개봉동 일대 

개웅산 공원 

860-2321 

구로구 고척동 산9-14 

고척 공원 

860-2321 

금천구 독산동 산8 

만수천 공원 

2627-1652~5 

금천구 독산4동 371 일대 

감로천 생태공원 

890-2395 

구로구 

금천구 독산동 산118-4 

금천 체육공원 

2627-1652~7 

금천구 시흥동 937-2 

금천 폭포공원 

2627-1652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 

여의도 공원 

761-4079 

영등포구 선유로 343 

선유도 공원 

2631-9368 

영등포구 영등포동 582-3 

영등포 공원 

831-1294 

구로구 연동로 240 

푸른 수목원 

2686-3200 

교통편 :독산4동 주민센터에서 도보10분 

5  여의도역 3번, 여의나루역 1번, 도보5분 

9 선유도역 2번, 도보7분 

 개봉역 2번, 버스이용 1 

 개봉역, 버스이용 1 

 개봉역, 도보20분 1 

온수역 3번, 도보20분 1 7 

금천구 

독산역 1번, 버스이용 1 

독산역 1번, 버스이용 1 

금천구청역 1번, 버스이용 1 

영등포구 

영등포역 1번 1 5  신길역 3번 

영등포구 여의도동 56 

자매 공원 

2670-3755 

대방역 1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222 

중마루 공원 

2670-3755 

영등포역 1 

5  여의도역 도보10분 

5  영등포시장역 3번, 도보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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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공원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보라매 공원 

2181-1181~7 

동작구 현충로 65 

국립현충원 

815-0625 

동작구 사당동 산32 

까치산 공원 

820-1395 

동작구 사당동 산24-17 

삼일 공원 

820-1395 

동작구 상도동 산75 

상도 공원 

820-1395 

동작구 

관악구 신림동 일대 

관악산 공원 

880-3682 

관악구 대학동 산63-1 

샘말 공원 

880-3685 

동작구 대방동 23-176 

노량진 공원 

820-1395 

9 노량진역 2번, 버스이용 

동작구 노량진동 152-3 

사육신 공원 

820-1395 

노량진역  1번, 도보10분 

보라매역 2번 7 2 신대방역 4번, 도보10분 

9 동작역 8번 4 

남성역 2번, 도보20분 7 

1 

1 

남성역 4번, 도보5분 7 

노량진역, 버스이용 1 

서초구 

2 서울대입구역 3번 2 4 사당역 4,5번 

2 서울대입구역 3번, 버스이용 

서초구 매헌로 99 

시민의 숲 

575-3895 

서초구 양재동 200 

서초 문화예술 공원 

2155-6866 

관악구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1,5번 

양재역 7번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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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공원 

강남구 신사동 649-9 

도산 공원 

2104-1904 

강남구 삼성동 73 일대 

봉은 공원 

2104-1902 

송파구 잠실동 47 

송파나루 공원 

2147-3380 

송파구 잠실동 84 

아시아 공원 

2147-3380 

송파구 장지동 산 11 

장지공원 

2147-3380 

송파구 마천동 산1-1 

천마 근린 공원 

2147-3380 

송파구 방이동 88 

올림픽 공원 

410-1683~4 

송파구 문정동 2-5 

문정 근린 공원 

2137-3380 

강남구청역, 버스이용 7 3 압구정역 4번 

2 삼성역 청담역 도보 10분 7 

2 잠실역, 석촌호수 방향 

5  올림픽공원역 3번 8   몽촌토성역1번 

8 문정역 2번 

8 

2 종합운동장역 1,2번 

송파구 

송파구 오금동 5 

오금 공원 

2147-3380 

3 5  오금역 2번 5  개롱역 1번 

5  개롱역 3번, 거여역 8번 

5  마천역 2번, 도보15분 

강남구 개포동 산53-22 

대모산 공원 

2104-1921 

강남구 도곡동 산31-1 

도곡 공원 

2104-1910 

일원역 5번, 도보10분 3 

매봉역 1,2번 3 

강남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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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실역7번,  버스이용 8 4 

가족 공원 
강동구 

강동구 천호대로 1291 

길동 생태 공원 

472-2770 

강동구 올림픽로 702 

천호 공원 

489-2776 

5  천호역 3번, 도보10분 

5  강동역 4번 

강동구 고덕동 229 

동명 공원 

480-1395~7 

강동구 상일동 산26-6 

명일 공원 

480-1395~7 

5  상일역 4번, 고덕역3번, 도보10분 

5  상일역 1,2번 

강동구 구천면로 429 

샛마을 공원 

480-1395 

5  명일역 4번, 도보5분 

강동구 동남로 660 

일자산 공원 

480-1395~7 

5  강동역, 둔촌동역, 도보20분 

기타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서울대공원 

500-7338 

대공원역 2번, 도보15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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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우리동네 Family Zone : 체험·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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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한강공원 

강서한강공원 

양화한강공원 

여의도한강공원 

망원한강공원 

이촌한강공원 

중랑캠핑숲 

난지캠핑장 

노을캠핑장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뚝섬한강공원 

광나루한강공원 

잠실한강공원 

잠원한강공원 

반포한강공원 

목동운동장 

신월야구공원 

잠실종합운동장 

구의 야구공원 

어린이 대공원 

서울대공원 가족캠핑장 

횡성별빛마을 서울캠핑장 

서울대공원 

장충체육관(리모델링 공사중) 

효창운동장 

한강공원 

캠핑장 

체육시설 

놀이시설 

광나루 안전체험관 

체험시설 

보라매 안전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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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공원 

광진구 강변북로 139 

뚝섬 한강공원 

 3780-0521 

뚝섬유원지역 2,3번 7 

용산구 이촌로 72길 62 

이촌 한강공원 

 3780-0551 

이촌역 4번 4 중앙 

마포구 마포나루길 467 

망원 한강공원 

 3780-0601~4 

망원역 1번 

마포구 한강난지로 162 

난지 한강공원 

 3780-0611~3 

마포구청역 7번, 도보 20분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 

여의도 한강공원 

 3780-0561~5 

여의나루역 2,3번 

강서구 양천로 27길 279-23 

강서 한강공원 

 3780-0621~3 

방화역 2번, 버스이용 

영등포구 노들로 221 

양화 한강공원 

 3780-0581~3 

당산역 4번 

서초구 잠원로 221-124 

잠원 한강공원 

 3780-0531~3 

압구정역 1번, 신사역 5번 

송파구 한가람로 65 

잠실 한강공원 

 3780-0511~4 

잠실나루역 3,4번,  잠실역 6번 

서초구 신반포로 11길 40 

반포 한강공원 

 3780-0541 

강동구 선사로 83-66 

광나루 한강공원 

 3780-0501~4 

천호역 1번 6 2 합정역 1번, 버스이용 

6 

월드컵경기장역 1번, 도보 30분 6 

5  

5  

2 9 선유도역 2번 

3 

9 신반포역 1번, 도보15분 

2 

5  8 8 암사역 4번 

Ⅱ .  우리동네 Family Zone : 체험·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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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캠핑장 

중랑구 망우로 87길 110 
운영기간 : ’14.1.1~12.31 

중랑 캠핑숲 

434-4371~2 

http://parks.seoul.go.kr/JungnangCampGround 

중앙 양원역 2번, 도보5분 

마포구 한강난지로 162 
운영기간 : ’14.3.1~12.31 

난지 캠핑장 

3780-0611~3 

http://www.nanjicamping.co.kr/ 
 
마포구청역, 월드컵경기장역, 도보25분 6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노을공원내 
운영기간 : ’14.4.1~11.30 

노을 캠핑장 

304-3213 

http://worldcuppark.seoul.go.kr/guide/camp5_1.html 
 
월드컵경기장역,  버스이용 6 

강동구 천호대로 206길 87 
운영기간 : ’14.3.1~11.30 

강동 그린웨이 가족캠핑장 

2045-7880 

http://www.gdfamilycamp.or.kr/ 
 
강동역 4번, 버스이용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운영기간 : ’14.3.15~11.30 

서울대공원 가족캠핑장 

500-7870 

http://grandpark.seoul.go.kr 

대공원역 2번, 코끼리버스 이용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 1317-1 
운영기간 : ’14.4.1~11.30 

횡성 별빛마을 서울캠핑장 

2133-3923(서울시 학교지원과) 

http://blog.naver.com/seoulcamp7 
 

교통편 : 승용차, 시외버스 이용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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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놀이시설, 체험관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 종합운동장 

2240-8746 

http://stadium.seoul.go.kr/ 

종합운동장역  6,7번 

목동 운동장 

2652-3888 

http://stadium.seoul.go.kr/ 

오목교역 3,4번 

2 

양천구 안양천길 336 

5  

3 

양천구 남부순환로 64 

신월 야구공원 

2699-6407 

http://stadium.seoul.go.kr/ 

광진구 천호대로 580 

구의 야구공원 

3436-2889 

http://stadium.seoul.go.kr/ 

아차산역 3번, 광나루역 1번 

교통편 : 승용차, 시외버스 이용 

5  

중구 동호로 241 

장충 체육관(리모델링 공사중) 

2236-4197 

용산구 효창원로 177-15 

효창 운동장 

713-1410 

효창공원역 1번 

동대입구역 5번 

6 

광진구 능동로 216 

어린이 대공원 

450-9311 

www.sisul.or.kr/sub05  

7 어린이대공원역 1번  5  아차산역 4번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서울대공원 

500-7338 

광진구 능동로 216 

광나루 안전 체험관 

2049-4061 

http://safe119.seoul.go.kr/gwangnaru/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보라매 안전 체험관 

2027-4100 

http://safe119.seoul.go.kr/boramea/ 

7 어린이대공원역 1번  5  군자역 6번  

신대방역 4번, 도보15분 2 

http://grandpark.seoul.go.kr/ 

대공원역 2번, 코끼리버스 이용 4 

7 보라매역 2번, 도보20분 

Ⅱ .  우리동네 Family Zone : 체험·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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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도서관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정독 도서관 

이진아기념도서관 

마포구립 하늘도서관 

국회도서관 
동작도서관 

남산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성동구립 성수도서관 

송파도서관 

광진정보도서관 

강동도서관 

서울 도서관 

중랑구립 정보도서관 

동대문도서관 

도봉도서관 

18 

성북정보도서관 노원정보도서관 

은평구립 도서관 

강서도서관 

구로도서관 

금천구립 독산도서관 관악문화관 도서관 강남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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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종로구 평동 166번지  

4.19혁명기념도서관 

737-9556 

http://library.419revolution.org  

지정공휴일, 일요일 

종로구 원서동 136번지  

LG상남도서관 

708-3700 

http://www.lg.or.kr  

매주 토, 일요일, 공휴일 

종로구 새문안로 55  

서울역사박물관 자료실 

724-0231  

http://www.museum.seoul.kr  

공휴일 

종로구 대명길 3  

서울연극센터 정보자료관 

743-9336 

http://www.e-stc.or.kr  

매주 월요일, 신정, 구정, 추석 

종로구 사직로96  

어린이도서관 

722-1379 

http://childlib.sen.go.kr  

1. 3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종로구 북촌로 5길 48 

정독도서관 

2011-5799  

http://jdlib.sen.go.kr  

1. 3주 수요일 

종로구 사직동 사직로 9길 15-14 

종로도서관 

721-0711  

http://jnlib.sen.go.kr 

2, 4주 월요일 

종로구 평창동 466-9  

학산기술도서관 

396-3916  

http://www.haksan.or.kr  

일요일, 법정공휴일 

종로구 사직동 304-28  

한국사회과학 자료원 

767-9500 

http://www.kossda.or.kr  

매주 토, 일요일, 법정공휴일 등 

종로구 북촌로 31-18  

현대카드 DESIGN LIBRARY  

3700-2700 

http://library.hyundaicard.com  

매주 월요일, 설, 추석 연휴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도서관 

2133-0300 

http://lib.seoul.go.kr  

매주 월요일, 관공서 휴관일 등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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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다산로 32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어린이도서관 

2280-8486 

http://www.e-junggulib.or.kr/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중구 서소문동 37  

서울시립미술관 자료실 

2124-8927 

http://seoulmoa.seoul.go.kr 

매주 토, 일요일, 공휴일 

중구 다산로38길 66-35  

신당도서관 

2280-8490  

http://www.e-junggulib.or.kr/  

매주월요일, 법정공휴일 

중구 동호로14길 16  

중구구립도서관 

2280-8470 

http://www.e-junggulib.or.kr  

설날, 추석당일 

중구 장충동2가 192  

한국학생도서관 

2275-0753 

http://cafe.daum.net/kspl68/  

설날, 추석연휴 

용산구 소월로 109  

남산도서관 

754-7338 

http://nslib.sen.go.kr/ 

1, 3주 월요일 

용산구 두텁바위길 104  

용산도서관 

754-3439 

http://yslib.sen.go.kr/ 

2, 4주 화요일, 법정공휴일 

용산구 청파로 93길 27 

청파도서관 

714-3931  

http://www.cheongpalib.or.kr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성동구 금호동1가 688번지 

성동구립 금호도서관 

2282-5437  

http://sdlib.or.kr/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용산구 성동구 

성동구 뚝섬로1길 43  

성동구립 성수도서관 

2204-7590 

https://www.sdlib.or.kr/ss/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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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행당동 142-4 

성동구립도서관 

2290-4600  

http://sdlib.or.kr/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성동구 행당동 7번지 

성동구립 무지개도서관 

2286-6025  

http://cafe.daum.net/sdlib/ 

법정공휴일 

성동구 용답중앙3길 10 

성동구립 용답도서관 

2216-3553 

http://sdlib.or.kr/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광진구 광장동 113번지 

광진정보도서관 

3437-5092 

http://www.gwangjinlib.seoul.kr  

2, 4주 화요일 

광진구 강변역로 17 

광진구의3동 작은도서관 

450-1636 

http://www.gwangjinlib.seoul.kr/ 

2, 4주 월요일 

광진구 뚝섬로 26길 58 

자양4동도서관 

465-0737 

http://www.gwangjinlib.seoul.kr 

1. 3주 화요일, 법정공휴일 

광진구 중곡동 168-8 

중곡문화체육센터 도서관 

3408-4930 

http://www.gwangjinlib.seoul.kr 

1. 3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등 

동대문구 회기로 10길 60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 

960-1959 

http://www.l4d.or.kr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 

동대문구 신설동 109-4 

동대문도서관 

2254-1844 
 http://ddmlib.sen.go.kr/ 

2. 4주 수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 

광진구 동대문구 

동대문구 용두동 234-40 

용두어린이 영어도서관 

921-1959 

http://blog.naver.com/yelc1959 

매주 금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 

동대문구 장한로26다길 10 

장안어린이도서관 

2249-1959 

매주 금요일, 법정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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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중랑구 면목로 397  

중랑구립 면목정보도서관 

432-4123 

http://www.jnmmlib.seoul.kr  

1. 3주 월요일 

중랑구 신내로15길 197  

중랑구립 정보도서관 

490-9114 

http://www.jungnanglib.seoul.kr 

2, 4주 월요일 

중랑구 망우로 73길 46-1 

중랑숲 어린이도서관 

6235-1150 

http://www.jnsuplib.seoul.kr  

매주 월요일, 일요일 제외한 법정공휴일 등 

성북구 화랑로 18자길 13 

성북정보도서관 

962-1081 

http://lib.sblib.seoul.kr 

매월 1주 월요일 

성북구 아리랑로 82길 

아리랑정보도서관 

3291-4990 

http://ar.sblib.seoul.kr/arirang 

매월 2주 월요일 

성북구 성북로 4길 52  

해오름어린이도서관 

6025-7002 

http://hor.sblib.seoul.kr/haeorm 

매월 1,3주 월요일, 신정,구정,성탄절 등 

성북구 종암로98-8  

종암동 새날어린이도서관 

6925-6920 

http://sn.sblib.seoul.kr 

매월 2,4주 월요일, 구정,추석,성탄절 등 

성북구 한천로66길 203 

석관동 미리내도서관 

960-5607 

http://mirinae.sblib.seoul.kr 

매월 2,4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성북구 종암로 167 104동 2층 

달빛마루도서관 

911-0993 

http://dalbit.sblib.seoul.kr 

매월 1,3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성북구 

성북구 정릉로 242 

정릉도서관 

2038-9928 

http://jn.sblib.seoul.kr/ 

매월 1,3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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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강북구 오현로 145  

강북문화정보도서관 

944-3100 

http://www.gangbuklib.seoul.kr/gangbuk  

매월 2,4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강북구 삼양로 54길 68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 

944-3140 

http://www.gangbuklib.seoul.kr/youth/ 

매월 2,4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강북구 솔샘로 117 

솔샘문화정보도서관 

944-3150 

http://www.gangbuklib.seoul.kr/solsem 

매월 1,3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강북구 도봉로 20나길 6 

송중문화정보도서관 

944-3160 

http://www.gangbuklib.seoul.kr/songjung  

매월 1,3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강북구 삼양로 299 

수유문화정보도서관 

944-3170 

http://www.gangbuklib.seoul.kr/suyu 

매월 1,3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강북구 솔매로49길 14 

미아문화정보도서관 

944-3182 

http://www.gangbuklib.seoul.kr/mia/ 

매월 2,4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도봉구 덕릉로 315 

도봉문화정보센터 도서관 

900-1835 

http://dobonglib.seoul.kr 

매주 화요일, 법정공휴일 

도봉구 노해로69길151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 도서관 

995-4171 

http://www.kidlib.dobong.kr 

매주 화요일, 법정공휴일 

도봉구 시로봉로 128 

학마을다사랑센터 도서관 

901-5190 

http://www.hakmaeul.or.kr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도봉구 도봉로 175길 10번지 3층 

도봉1동 어린이도서관 

3492-0078 

http://cafe.daum.net/dongbong1kidlib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도봉구 

도봉구 삼양로 556 

도봉도서관 

6714-7425 

http://dblib.sen.go.kr/ 

매월 2,4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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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노원구 한글비석로 346 

노원어린이도서관 

933-7145 

http://www.nowonilib.kr 

매주 화요일, 법정공휴일 

노원구 노원로34길 43 

노원정보도서관 

950-0050 

http://www.nowonlib.seoul.kr 

매월 1,3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노원구 월계로 319 

월계문화정보도서관 

991-0871 

http://www.wolgyelib.kr/ 

매월 2,4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노원구 노원로 1-나길 10 

화랑도서관 

973-1318 

http://lib.gycenter.or.kr/ 

매월 2,4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노원구 동일로 243길 

상계문화정보도서관 

3391-7882 

http://www.sglib.kr 

매월 2,4주 월요일, 관공서 휴관일 

은평구 가좌로 7길 15 

응암정보도서관 

308-2320 

http://www.ealib.or.kr 

매월 2,4주 화요일, 법정공휴일 

은평구 진관4로 48-25 

상림마을작은도서관 

383-7558 

http://lib.eplib.or.kr/small_lib/ 

매월 2,4주 화요일, 법정공휴일 

은평구 통일로 78 가길 13-84 

은평구립 도서관 

385-1671 

http://www.eplib.or.kr 

매월 2,4주 화요일, 법정공휴일 

은평구 증산로5길 6 

증산정보도서관 

307-6030 

http://www.jsplib.or.kr 

매월 2,4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은평구 

노원구 동일로 204길 13 

노원평생학습관 

979-1741 

http://nwllc.sen.go.kr/ 

매월 2,4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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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서대문구 독립문공원길 80 

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 

360-8600 

http://www.sdmljalib.or.kr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서대문구 증가로10길 16-15  

남가좌새롬 어린이도서관 

360-8670 

http://www.sdmljalib.or.kr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129 

홍은도담도서관 

360-8640 

http://www.sdmljalib.or.kr 

매주 금요일, 법정공휴일 

서대문구 모래내로 412 

서대문도서관 

6948-2113 

http://sdmlib.sen.go.kr 

매월 1,3주 화요일 

마포구 독막로 165 

마포구립 서강도서관 

3141-7053 

http://sglib.mapo.go.kr 

매주 화요일, 법정공휴일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12층 

마포구립 하늘도서관 

3153-6260 

http://skylib.mapo.go.kr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양천구 목동 서로 113 

양천도서관 

2062-3900 

http://yclib.sen.go.kr 

매월 1,3주 목요일 

양천구 오목로5길 34 

신월 디지털정보도서관 

2065-1260 

http://lib.yangcheon.go.kr 

매월 1,3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양천구 

양천구 목동 서로11 

개울작은도서관 

2652-8910 

http://lib.yangcheon.go.kr 

매주 일요일, 법정공휴일 

양천구 중앙로52길56  

목마작은도서관 

2696-8910 

http://lib.yangcheon.go.kr 

공휴일, 일요일 

마포구 

마포구 홍익로2길 16 

마포평생학습관 

2137-0000 

http://mpllc.sen.go.kr 

매월 2,4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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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화곡로 4길 10 

신월5동도서관 

2620-4149 

http://lib.yangcheon.go.kr 

공휴일, 일요일 

강서구 등촌로51나길 29 

강서도서관 

3219-7000 

http://gslib.sen.go.kr/ 

매월 1,3주 금요일 

강서구 금낭화로 24길 5 

길꽃어린이도서관 

2663-4764 

http://lib.gangseo.seoul.kr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강서구 강서로 45다길 71 

푸른들 청소년도서관 

2691-1630 

http://lib.gangseo.seoul.kr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강서구 공항대로 615 

꿈꾸는 어린이도서관 

3663-4025 

http://lib.gangseo.seoul.kr 

매주 월요일 

강서구 곰달래로 57가길 26 

강서영어도서관 

2061-2270 

http://lib.gangseo.seoul.kr 

매주 월요일 

강서구 강서로 5길 50 

곰달래 도서관 

2065-3785 

http://lib.gangseo.seoul.kr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강서구 

강서구 우현로 34 

우장산 숲속도서관 

2696-6690 

http://lib.gangseo.seoul.kr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강서구 강서로 62길 48 

등빛도서관 

3664-6990 

http://lib.gangseo.seoul.kr 

마지막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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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구로구 공원로 15 

구로도서관 

6958-2800 

http://grlib.sen.go.kr 

매월 1,3주 수요일 

구로구 고척로45길 31 

고척도서관 

2615-0524 

http://gclib.sen.go.kr 

매월 2,4주 수요일 

구로구 구로동로26길 54 

꿈나무도서관 

860-2383 

http://lib.guro.go.kr/ 

매주 화요일, 법정공휴일 

구로구 디지털로27다길65 

꿈마을도서관 

830-5807 

http://lib.guro.go.kr/ 

매주 화요일, 법정공휴일 

구로구 구로중앙로27나길 9 온누리관 4층 

구로초구로구립 주민전용도서관 

858-9080 

http://lib.guro.go.kr/ 

매주 화요일, 법정공휴일 

구로구 경인로 318-15 

개봉어린이도서관 

2066-1695 

http://lib.guro.go.kr/ 

매주 화요일, 법정공휴일 

구로구 고척로27 바길7 

글마루한옥 어린이도서관 

2615-8200 

http://lib.guro.go.kr/ 

매주 화요일, 법정공휴일 

금천구 독산로54길 114  

금천구립 독산도서관 

563-9544 

http://geumcheonlib.seoul.kr 

매월 1,3주 월요일 

금천구 가산로 5길 43 

금천구립 가산도서관 

865-6817 

http://geumcheonlib.seoul.kr 

매월 2,4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구로구 구로동로 13길 

하늘도서관 

864-9585 

http://lib.guro.go.kr/ 

매주 화요일, 법정공휴일 

구로구 개봉로 16길 30-11 

개봉도서관 

2689-1695 

http://lib.guro.go.kr/ 

매주 화요일, 법정공휴일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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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립 금나래도서관 

2627-2992 

http://geumcheonlib.seoul.kr 

법정공휴일 등  

금천구 금하로 765 

금천구립 시흥도서관 

809-8242 

http://geumcheonlib.seoul.kr 

매월 1,3주 금요일, 법정공휴일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도서관 

788-4211 

http://www.nanet.go.kr/ 

매월 2,4주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등  

영등포구 도신로 27 

대림정보문화도서관 

828-3700 

http://www.dllib.or.kr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영등포구 문래로20길 49 

문래정보문화도서관 

2629-8600 

http://www.mllib.or.kr 

매주 금요일, 법정공휴일 

동작구 장승배기로 16길 98 

동작어린이도서관 

823-6750 

http://lib.dongjak.go.kr/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동작구 매봉로 37 

동작상도국주도서관 

813-6750 

http://lib.dongjak.go.kr/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동작구 

동작구 대방동길 55길 

대방어린이도서관 

813-6740 

http://lib.dongjak.go.kr/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동작구 솔밭로 86 

사당솔밭도서관 

585-8411 

http://lib.dongjak.go.kr/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영등포구 선유로43가길 10-8 

선유정보문화도서관 

2163-0800 

http://www.sylib.or.kr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영등포구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5길 10 

영등포평생학습관 

6712-7500 

http://ydpllc.sen.go.kr 

매월 2,4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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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장승배기로 94 

동작도서관 

823-6419 

http://djlib.sen.go.kr 

매월 2,4주 금요일 

관악구 신림로3길 35 

관악문화관 도서관 

887-6890 

http://www.gwanakcullib.seoul.kr 

매주 화요일, 법정공휴일 

관악구 관악로 30길 23 

글빛정보도서관 

878-7460 

http://www.gwanakcullib.seoul.kr 

매주 수요일, 법정공휴일 

관악구 관악로 37길 56 동아아파트 상가B동 5층 

성현동 작은도서관 

877-7182 

http://www.gwanakcullib.seoul.kr 

매주 화요일, 법정공휴일 

관악구 봉천로 33 나길 30 

은천동 작은도서관 

877-1162 

http://www.gwanakcullib.seoul.kr 

매주 화요일, 법정공휴일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535-4142 

http://www.nl.go.kr/ 

매월 2,4주 월요일, 일요일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 등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도서관 

3480-1584 

http://library.scourt.go.kr/ 

토요일 및 공휴일 

서초구 

서초구 효령로 77길 37  

구립서초 어린이도서관 

3471-1337 

http://kidslib.seocho.go.kr/ 

매주 월요일 

서초구 고무래로 34 

서초구립 반포도서관 

520-8700 

http://www.banpolib.or.kr 

매주 월요일 

관악구 조원로12길 25 

조원도서관 

851-5571 

http://www.gwanakcullib.seoul.kr 

매주 수요일, 법정공휴일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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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강남구 선릉로 116길 45 

강남도서관 

3443-4741~5 

http://gnlib.sen.go.kr 

매월 1,3주 수요일 

강남구 선릉로4길 30 

개포도서관 

3462-1988 

http://gplib.sen.go.kr/ 

매월 2,4주 목요일 

강남구 학동로 북32길 17 논현2문화센터 6층 

논현도서관 

3443-7650 

http://nhlib.gangnam.go.kr/ 

매월 2,4주 화요일 

강남구 삼성로 212 은마아파트 복지상가 2층 

대치도서관 

565-6666 

http://dchlib.gangnam.go.kr/ 

매월 2,4주 화요일, 법정공휴일 

강남구 압구정로 79길26 청담주민센터 7층 

청담도서관 

540-7042 

http://cdlib.gangnam.go.kr/ 

매월 1,3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강남구 학동로 169-1 

논현정보도서관 

515-1178 

http://nhilib.gangnam.go.kr 

매월 1,3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강남구 영동대로65길 24 

행복한도서관 

567-3833 

http://happylib.gangnam.go.kr/ 

매월 2,4주 화요일, 법정공휴일 

강남구 역삼로7길 16 

역삼도서관 

508-1139 

http://yslib.gangnam.go.kr/ 

매월 1,3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강남구 테헤란로8길 36 

역삼푸른솔도서관 

2051-1178 

http://ysplib.gangnam.go.kr/ 

매월 2,4주 화요일, 법정공휴일 

강남구 도곡로18길 57 

도곡정보문화도서관 

2176-0780 

http://dogoklib.gangnam.go.kr/  

매월 1,3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강남구 도곡로77길 23  

즐거운도서관 

565-7533 

http://library.gangnam.go.kr 

매월 1,3주 월요일 

강남구 학동로67길 11 3층 

정다운도서관 

512-9326 

http://jdwlib.gangnam.go.kr/ 

매월 2,4주 화요일, 법정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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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송파구 동남로 263 

송파도서관 

404-7914 

http://splib.sen.go.kr/ 

매월 2,4주 화요일 

송파구 거마로 2길 19 

거마도서관 

449-2332 

http://www.splib.or.kr 

매월 2,4주 월요일 

송파구 석촌호수로 155  

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 

424-0083 

http://www.splib.or.kr 

매주 월요일 

송파구 올림픽로 105 

송파어린이도서관 

418-0303 

http://www.splib.or.kr 

매주 월요일 

송파구 성내천로 319 

소나무언덕3호 작은도서관 

443-0130 

http://www.splib.or.kr 

매주 월요일 

송파구 탄천동로 211 

소나무언덕잠실본동 작은도서관 

412-0750 

http://www.splib.or.kr/spmlib/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강동구 양재대로 116길 57 

강동도서관 

483-0528 

http://gdlib.sen.go.kr 

매월 1,3주 목요일 

강동구 고덕로 295 

고덕평생학습관 

6902-2600 

http://gdllc.sen.go.kr/ 

매월 2,4주 월요일 

강동구 

강동구 상암로4가길 32  

한국 점자도서관 

3426-7411~4 

http://infor.kbll.or.kr/ 

매주 토,일요일, 국가공휴일 

강동구 성안로 106-1 

강동구립 성내도서관 

471-1071 

http://www.gdlibrary.or.kr/snlib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송파구 오금로 1 

송파어린이영어 작은도서관 

415-3567 

http://www.splib.or.kr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송파구 충민로 120  

송파글마루도서관 

449-8855 

http://www.splib.or.kr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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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올림픽로 702 

강동구립 해공도서관 

478-9656 

http://www.gdlibrary.or.kr/hglib 

매주 화요일, 법정공휴일 

강동구 아리수로93길 9-14 

강동구립 강일도서관 

427-7676 

http://gdlibrary.or.kr/gilib 

매주 화요일 

강동구 고덕로 20길 42 

강동구립 암사도서관 

429-0476 

http://www.gdlibrary.or.kr/aslib/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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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궁 미술관 

서울시립 북서울 미술관 

난지 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대학교 미술관 MoA 

간송 미술관 

남서울 생활미술관(구 벨기에 영사관)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아트선재센터 

일민 미술관 

성곡 미술관 

금호 미술관 

대림 미술관 

서울시립 미술관(서소문 본관) 

국립현대미술관(덕수궁관) 

삼성미술관 리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생각 꿈틀 미술관 

헬로우 뮤지움 

씽크씽크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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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종로구 새문안로 45 

경희궁 미술관 

723-2491 

http://sema.seoul.go.kr/ 

광화문역 7,8번, 서대문역 4번 

종로구 삼청로 30 

국립 현대미술관(서울관) 

3701-9500 

http://www.mmca.go.kr/ 

안국역 1번 

종로구 율곡로3길 87 

아트 선재센터 

733-8945 

http://www.artsonje.org/asc/ 

10:00~18:00(평일,토,일,공휴일) 

매주 월요일, 신정 

10:00~18:00(화,목,금,일), 10:00~21:00(수,토) 

매주 월요일, 신정 

10:00~19:00 

매주 월요일, 신정, 구정, 추석당일 

5  

3 

안국역 1번 3 

종로구 청계천로 1 

일민 미술관 

2020-2060 

http://ilmin.org/ 

광화문역 5번 

종로구 경희궁길 42 

성곡 미술관 

737-7650 

http://www.sungkokmuseum.com/ 

광화문역 7번, 경복궁역 7번, 도보이용 

종로구 삼청로 18 

금호 미술관 

720-5114 

http://www.kumhomuseum.com/ 

11:00~20:00 

매주 월요일 

10:00~20:00 

매주 월요일 

10:00~18:00 

매주 월요일, 설연휴, 추석연휴 

5  

안국역 1번, 경복궁역 5번, 도보이용 3 

5  

종로구 자하문로4길 21 

대림 미술관 

720-0667 

http://www.daelimmuseum.org/ 

경복궁역 3번 

중구 덕수궁길 61 

서울 시립 미술관(서소문 본관) 

2124-8800 

http://sema.seoul.go.kr/ 

시청역 1, 10,11,12번  

중구 세종대로 99, 덕수궁내 

국립 현대미술관(덕수궁관) 

2022-0600 

http://www.mmca.go.kr/ 

10:00~18:00 

매주 월요일, 설연휴, 추석연휴 

10:00~20:00(계절별 탄력 운영) 

매주 월요일, 신정 

10:00~19:00(화,수,목), 10:00~21:00(금,토,일) 

매주 월요일, 신정 

3 

1 2 

시청역 1번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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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용산구 이태원로 55길 60-16 

삼성미술관 리움 

2014-6901 

http://leeum.samsungfoundation.org/ 

한강진역 1번, 도보10분 

성북구 성북로 102-11 

간송 미술관 

762-0442 

http://www.kansong.org/ 

한성대입구역 6번,  도보이용 

노원구 동일로 1238 

서울 시립 북서울미술관 

2124-5248~9 

http://sema.seoul.go.kr/ 

10:30~18:00 

매주 월요일, 설연휴, 추석연휴 

10:00~18:00 

연2회, 정기전시회 이외 휴관 

10:00~20:00(계절별 탄력운영) 

매주 월요일, 신정 

하계역 1번, 중계역 3번 

마포구 하늘공원로 108-1 

난지 미술창작 스튜디오 

308-1081 

http://sema.seoul.go.kr/ 

월드컵경기장역 2,3번, 도보30분 

관악구 남부순환로 2076 

남서울 생활미술관(구 벨기에 영사관) 

598-6247 

http://sema.seoul.go.kr/ 

사당역 6번 

10:00~20:00(평일), 10:00~18:00(토,일,공휴일) 

매주 월요일, 신정 

6 

4 

7 

6 

2 4 사당역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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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미술관 MoA 

880-9504 

http://www.snumoa.org/ 

10:00~18:00 

매주 월요일, 공휴일, 개교기념일 등 

서울대입구역 3번, 학교셔틀이용 

강남구 봉은사로 68길 19 

씽크씽크 미술관 

562-9611 

http://www.thinkthink.net/ 

선릉역 10번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580-1300 

http://www.sac.or.kr/space/info/hangaram.jsp  

남부터미널역 5번 

서초구 동산로 55 언남고교 내 

생각 꿈틀 미술관 

578-0270 

http://www.movingthink.com/ 

프로그램별 상이, 홈페이지 확인 

매주 월요일, 화요일 

11:00~20:00(하절기), 11:00~19:00(동절기)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10: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양재역 5번, 마을버스이용 

2 

강남구 언주로 552 

헬로우 뮤지움 

562-4420 

http://www.hellomuseum.com/ 

선릉역 5번, 도보15분 

10:00~18:00 

매주 월요일, 공휴일 

3 

3 

2 2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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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사 박물관 

국립 민속 박물관 

국립 어린이 민속 박물관 

세종이야기, 충무공이야기 

국립 서울 과학관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국립 고궁 박물관 

화폐금융 박물관 

지구촌 민속교육 박물관 

국립 중앙 박물관 

안중근의사 기념관 

전쟁 기념관 

백범 김구 기념관 

수도 박물관 

청계천 문화관 

세종대왕 기념관 세종대왕 기념관 

한국 가구 박물관 

한국 옹기 박물관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허준 박물관 

겸재 정선 기념관 

한국 잡지 박물관 

호림 박물관(신림 본관) 

전기 박물관 

윤봉길 의사 기념관 

호림 아트센터(호림박물관 신사 분관) 

한국 자수 박물관 

몽촌 역사관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서울올림픽 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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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기념관 

종로구 새문안로 45 

서울 역사 박물관 

724-0274~6 

http://www.museum.seoul.kr/ 

광화문역 4번, 서대문역 4번 

종로구 세종대로 198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3703-9200 

http://www.much.go.kr/  

경복궁역 6번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 민속 박물관 

3704-3114 

http://www.nfm.go.kr/  

9:00~20:00(계절별 탄력운영) 

매주 월요일, 신정 등 

9:00~18:00 (4~10월 목요일 21:00까지) 

매주 월요일, 신정 등 

9:00~18:00(계절별 탄력운영) 

매주 화요일, 신정 

5  

3 

경복궁역 5번 3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 어린이 민속 박물관 

3704-4540 

http://www.kidsnfm.go.kr/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 고궁 박물관 

3701-7500 

http://www.gogung.go.kr/ 

종로구 세종대로 175 

세종이야기, 충무공이야기 

399-1114 

http://www.sejongstory.or.kr/ 

9:00~18:30 

매주 화요일, 신정 

9:00~19:00 

매주 월요일 

10:30~22:30 

매주 월요일 

경복궁역 6번 3 

종로구 계동길 37 

북촌 문화센터 

2133-1371 

http://bukchon.seoul.go.kr/  

안국역 3번, 도보10분 

종로구 이화장길 100 

쇳대 박물관 

766-6494 

http://www.lockmuseum.org/ 

종로구 돈화문로 71 

떡 박물관 

741-5447 

http://tkmuseum.or.kr/ 

09:30~21:30(강좌별 운영) 

매주 일요일 

10:00~18:00 

매주 월요일 

10:00~17:00 

설연휴, 추석당일 

3 

종로3가역 7번  1 

경복궁역 7번 3 

광화문역 2번 5  

안국역 1번 5  

경복궁역 5번 3 안국역 1번 5  

경복궁역 5번 3 광화문역 1번 5  

광화문역 2번 5  

4 혜화역 2번, 도보20분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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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기념관 

종로구 북촌로 143-10 

부엉이 박물관 

3210-2902 

http://www.owlmuseum.co.kr/  

종로구 북촌로 11길 76 

북촌 동양문화 박물관 

486-0191 

http://www.dymuseum.com/ 

안국역 2번 

종로구 동숭길 122 

꼭두 박물관 

766-3315 

http://www.kokdumuseum.com  

10:00~19:00(계절별 탄력운영) 

매주 월,화,수요일 

10:00~18:00 

매주 월요일 

10:00~18:00 

매주 월요일, 신정, 구정, 추석당일 

3 

종로구 성균관로4길 45 

짚풀 생활사 박물관 

743-8787 

http://www.zipul.com/ 

종로구 창경궁로 215 

국립 서울 과학관 

3668-2200 

http://www.ssm.go.kr/ 

종로구 효자로 13길 45 

청와대 사랑채 

723-0300 

http://www.cwdsarangchae.kr/ 

10:00~17:30 

매주 월요일, 신정, 구정, 추석 

9:30~17:30 

매주 월요일, 신정 

9:00~18:00 

매주 월요일 

경복궁역 4번, 도보12분 3 

중구 남대문로 39,한국은행건물 

화폐 금융 박물관 

759-4881 

http://museum.bok.or.kr/ 

중구 손기정로 101 

손기정 박물관 

364-1936 

http://www.sonkeechung.com/ 

중구 장충단로 166 

종이나라 박물관 

2279-7901 

http://www.papermuseum.or.kr/ 

10:00~17:00 

매주 월요일, 신정,구정,추석,공휴일 등 

10:00~18:00 

매주 월요일, 신정,구정, 추석 등 

9:30~18:00 

매주 일요일, 국경일 

동대입구역 3번 

안국역 2번, 도보15분 3 

3 4 혜화역 1번 

4 혜화역 4번, 도보10분 

4 혜화역 4번, 도보15분 

시청역 7번, 도보10분 2 4 회현역 7번, 도보10분 

충정로역 5번 2 1 서울역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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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기념관 

중구 소파로 46 

지구촌 민속교육박물관 

3111-210 

http://www.serii.re.kr/ 

중구 소월로 91 

안중근의사 기념관 

3789-1016 

http://www.patriot.or.kr/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 중앙 박물관 

2077-9000 

http://www.museum.go.kr/ 

10:00~17:00 

매주 월요일, 명절휴일 

10:00~18:00(하절기), 10:00~17:00(동절기) 

매주 월요일, 신정, 구정, 추석당일 

9:00~21:00(요일별 탄력운영) 

매주 월요일, 신정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 기념관 

709-3139 

http://www.warmemo.or.kr/  

용산구 효창원로 177-18 

백범 김구 기념관 

799-3400 

http://www.kimkoomuseum.org/ 

성동구 왕십리로 27 

수도 박물관 

3146-5921 

http://arisumuseum.seoul.go.kr/ 

9:00~18:00 

매주 월요일 

10:00~18:00(계절별 탄력운영) 

매주 월요일, 신정, 구정, 추석 등 

10:00~20:00(계절별 탄력운영) 

매주 월요일, 신정, 구정, 추석당일 

뚝섬역 8번, 도보15분 

성동구 청계천로 530 

청계천 문화관 

2286-3410 

http://www.cgcm.go.kr 

동대문구 회기로 56 

세종대왕 기념관 

969-8851 

http://www.sejongkorea.org/ 

성북구 대사관로 121 

한국 가구 박물관 

745-0181 

http://www.kofum.com/  

9:00~19:00 

매주 월요일, 신정 

9:00~18:00(계절별 탄력운영) 

매주 월요일, 신정,구정, 추석 

사전예약제 

한성대입구역 6번, 버스이용 

4 이촌역 2번 

4 삼각지역 12번 

효창공원앞역 1번, 도보10분 

용두역 5번, 도보10분 2 

1 청량리역 2번, 도보10분 

4 회현역 5번, 버스이용 

1 시청역 8번, 버스이용 광화문역 8번,버스이용 5  

중앙 

6 

6 

2 

6 고려대역3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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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기념관 

도봉구 삼양로 574-41 

옹기 민속 박물관 

900-0900 

http://www.onggimuseum.org/ 

서대문구 연희로 32길 51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330-8899 

http://namu.sdm.go.kr/ 

홍제역 3번, 버스이용 

서대문구 통일로 지하 247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360-8590 

http://www.sscmc.or.kr/ 

10:00~18:00(계절별 탄력운영) 

매주 월요일, 신정, 구정, 추석연휴 

9:00~18:00(계절별 탄력운영) 

매주 월요일, 신정, 구정, 추석당일 

9:30~18:00(계절별 탄력운영) 

매주 일요일 

3 

강서구 허준로 87 

허준 박물관 

3661-8686 

http://www.heojun.seoul.kr/ 

강서구 양천로47길 36  

겸재 정선 기념관 

2659-2206 

http://gjjs.or.kr/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11 

한국 잡지 박물관 

780-9132 

http://museum.kmpa.or.kr/ 

10:00~18:00(계절별 탄력운영) 

매주 월요일, 구정, 추석 

10:00~18:00(계절별 탄력운영) 

매주 월요일, 신정, 구정, 추석당일 

10:00~18:00(토요일 10:00~14:00) 

매주 일요일, 연휴 및 국경일 

샛강역 2번, 5호선 여의도역 5번 

관악구 남부순환로 152길 53 

호림박물관(신림본관) 

858-2500 

http://www.horimmuseum.org/ 

서초구 효령로72길 60, 한전아트센터 내 

전기 박물관 

2105-8190 

http://www.kepco.co.kr/museum/ 

서초구 매헌로 99 

윤봉길 의사 기념관 

577-9932 

http://yunbonggil.or.kr/ 

10:00~17:00 

매주 토, 일요일, 신정, 구정, 추석연휴 

10:00~18:00(계절별 탄력운영) 

매주 월요일, 신정, 구정, 추석연휴 

10:00~17:30(계절별 탄력운영) 

매주 월요일, 구정, 추석, (12월~2월)일요일 휴관 

양재역 7번, 버스이용 

수유역 3번, 버스이용 

3 

가양역 1번, 도보10분 

양천향교역 1번 

신림역 5번 2 4 

독립문역 5번 3 

9 

9 

9 

양재역 1번, 도보20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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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기념관 

강남구 논현로 132길 34 

한국 자수 박물관 

515-5114 

http://www.bojagii.com/ 

강남구 도산대로 317  

호림아트센터(호림박물관 신사분관) 

541-3525 

http://www.horimartcenter.org/ 

신사역 1번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내 

몽촌 역사관 

424-5138 

http://baekjemuseum.seoul.go.kr/dreamvillage/ 

10:00~16:00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0:30~18:00 

매주 일요일, 신정, 구정, 추석연휴 

09:00~18:00 

매주 월요일, 신정 

3 

송파구 올림픽로 240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411-4761 

http://www.lotteworld.com/museum/  

09:30~20:00(평일), 09:30~21:00(주말) 

연중무휴 

학동역 10번 잠실역 4번 

올림픽공원역 3번, 도보 15분 

7 

7 강남구청역 4번, 버스이용  

송파구 올림픽로 424 

서울올림픽 기념관 

410-1357 

http://www.88olympic.or.kr/ 

10:00~18:00 

매주 월요일, 신정, 구정, 추석당일  

몽촌토성역 1번 

5  8 몽촌토성역 1번, 도보 20분 

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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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두산 아트센터 

동숭아트센터 

명동 예술극장 

정동 극장 

국립극장 

남산 예술센터 

충무 아트홀 

서울 남산국악당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서울 애니메이션센터 

문화역 서울284 

호암 아트홀 

소월 아트홀 

유니버설 아트센터 

난타전용관(충정로) 

KT&G 상상마당 

예술의 전당 

국립 국악원 

라트 어린이극장 

LG 아트센터 

예림당 아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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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극장, 복합문화공간 등 

종로구 세종대로 175 

세종문화회관 

399-1111 

http://www.sejongpac.or.kr/main/main.asp 

광화문역 1,8번 

종로구 종로33길 15  

두산 아트센터 

708-5001 

http://www.doosanartcenter.com/ 

종로구 동숭길 122  

동숭아트센터 

766-3390 

http://www.dsartcenter.co.kr/ 

공연별 시간 상이 

공연별 시간 상이 

공연별 시간 상이 

5  

혜화역 1번 도보5분 

중구 명동길 35  

명동 예술극장 

1644-2003 

http://www.mdtheater.or.kr/ 

중구 정동길 43 

정동 극장 

751-1500 

http://www.jeongdong.or.kr/ 

중구 명동8길 27 M플라자 5층 

해치홀 

3789-7961 

http://seoultourism.kr/haechihall/intro.asp  

공연별 시간 상이 

16:00~20:00 

매주 월요일 

공연별 시간 상이 

중구 장충단로 59 

국립극장 

2280-4114 

http://www.ntok.go.kr/ 

동대입구역 6번, 도보15분 

중구 소파로 138 

남산 예술센터 

758-2000 

http://www.nsartscenter.or.kr/ 

중구 마른내로 47  

명보 아트홀 

2274-2121 

http://www.myungbo.com/ 

공연별 시간 상이 

공연별 시간 상이 

공연별 시간 상이 

3 

을지로3가역 8번  

경복궁역 6,7번 3 

종로5가역 1번 

을지로입구역 6번 명동역 6번, 도보10분 

시청역 12번 서대문역 5번, 도보10분 5  

명동역 6번, 도보5분 

4 명동역 1번 

3 

1 

4 

2 4 

2 

4 2 3 충무로역 7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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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극장, 복합문화공간 등 

중구 퇴계로 387 

충무 아트홀 

2230-6600 

http://www.cmah.or.kr/ 

신당역 1번 

중구 퇴계로 34길 28 

서울 남산국악당 

2261-0512 

http://www.sngad.or.kr/  

충무로역 3,4번 

중구 서소문로 88 중앙일보빌딩 

호암 아트홀 

751-9607 

http://www.hoamarthall.org/ 

공연별 시간 상이 

공연별 시간 상이 

공연별 시간 상이 

3 

시청역 9번 

중구 통일로 120 

NH아트홀 

1599-2299 

http://www.nharthall.co.kr/ 

중구 을지로 281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2266-7077 

http://www.ddp.or.kr/ 

공연별 시간 상이 10:00~19:00(일부시설 상시개방) 

신당역 9번 

서대문역 6번 5  

서대문역 5,6번  5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10번 5  2 6 

4 

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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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극장, 복합문화공간 등 

광진구 천호대로 664  

유니버설 아트센터 

070-7124-1740 

http://www.uac.co.kr/ 

공연별 시간 상이 

아차산역 4번 5  

중구 통일로1 

문화역 서울284 

3407-3500 

http://seoul284.org/ 

서울역 2번 

10:00~19:00 

매주 월요일, 신정, 구정, 추석당일 

1 4 

중구 소파로 126  

서울 애니메이션센터 

3455-8341 

http://www.ani.seoul.kr 

9:00~18:00 

매주 월요일, 공휴일 

명동역 1번, 도보7분  4 

중구 명동길 26 유네스코회관 3층 

난타 전용관(명동) 

739-8288 

http://nanta.i-pmc.co.kr/ 

17:00, 20:00(월~금,일,공휴일), 14:00, 17:00, 20:00(토) 

명동역 6번 4 2 을지로입구역 5,6번 

서대문구 충정로 3가 476 

난타전용관(충정로) 

739-8288 

http://nanta.i-pmc.co.kr/ 

충정로역 7번 

월~일, 공휴일 17:00, 20:00 

성동구 왕십리로 281 

소월 아트홀 

2204-6400 

http://sowol.sdmc.go.kr/ 

왕십리역 9번 

공연별 시간 상이 

2 5  중앙 

5  

마포구 어울마당로 65  

KT&G 상상마당 

330-6200 

http://www.sangsangmadang.com/ 

홍대입구역 9번, 합정역3번 

시설별 시간 상이 

2 6 상수역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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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극장, 복합문화공간 등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 전당 

580-1300 

http://www.sac.or.kr/ 

공연별 시간 상이 

남부터미널역 5번, 버스이용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  

국립 국악원 

580-3300 

http://www.gugak.go.kr/ 

방배역 1번, 버스이용 

공연별 시간 상이 

2 

강남구 언주로 337, 동영문화센터 2층 

예림당 아트홀 

739-8289 

선릉역 3번, 버스이용, 역삼역 1번, 도보15분 

공연별 시간 상이 

2 

강남구 논현로 164  

라트 어린이극장 

560-0999 

http://www.lattct.com/ 

강남구 논현로 508 

LG 아트센터 

2005-0114 

http://www.lgart.com/ 

공연별 시간 상이 

공연별 시간 상이 

역삼역 7번 

양재역 5번, 버스이용 

2 

3 

2 서초역 3번, 버스이용 남부터미널역 5번, 버스이용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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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3210-1645 

종로구 세종로 1-57 광화문 앞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 

http://www.sumunjang.or.kr/  

매일 10시, 1시, 3시 (화요일 제외) 

02-120 

중구 세종대로 99 덕수궁 대한문 앞 

덕수궁 수문장 교대의식 

www.deoksugung.go.kr  

매일 11시, 2시, 3시 30분 (월요일 제외) 

02-120 

종로구 종로2가 종각역 보신각 

보신각 타종행사 

http://culture.seoul.go.kr/symp/ 
bell.do?_method=Bellsubscription  

매일 11:30 ~ 12:20 (월요일 제외)  

210-1234 

중구 예장동 문학의 집길 11-1(남산공원) 

남산봉수대 거화의식  

매일 11:30 ~ 12:30 (월요일 제외)  

02-120 

용산구 남산공원길 남산 팔각정 광장  

남산봉수대 전통문화공연  

매일 15:00 ~ 15:30 (월요일 제외)  

02-120 

영등포구 여의서로(윤중로 일대) 

2014 한강여의도 봄꽃축제  

2014-04-03 ~ 2014-04-13 

2011-1744 

종로구 견지동 45(조계사, 봉은사, 종로거리)  

연등축제  

http://www.llf.or.kr/ 

2014-04-25 ~ 2014-05-11 

02-120 

매년 변동 

서울드럼페스티벌 

http://www.seouldrum.go.kr/ 

매년 9월~10월 

02-120 

서울 전역  

하이서울페스티벌 

매년 10월중 

02-120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서울세계불꽃축제 

매년 9월 말 ~ 10월 중 

02-120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  

서울억새축제 

http://worldcuppark.seoul.go.kr/guide/pampas_1.html  

매년 10월 중 

02-120 

청계천 일대  

서울등축제 (축제명 변경 예정) 

매년 11월 중 

http://www.hiseoulfest.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