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낱말 맞히기 정답은 ‘내친구서울 커뮤니티

 (club.seoul.go.kr/kid)’를 참고하세요.

★ 정답은 ‘내친구서울 커뮤니티(club.seoul.go.kr/kid)’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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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퀴즈 푸는 방법!

: 맨 앞부터 숫자의 합이 

1~9 순서예요. 따라서 

1 다음에는 1+1=2, 

정답은 11입니다.

내친구서울 5월호에 게재된 곳을 

방문 후 인증샷과 기사를 내친구서울 

커뮤니티(club.seoul.go.kr/kid)

에 올려주세요. 우수 기사는 

6월호에 게재됩니다. 

5월호 
인증샷을 남겨라!

내친구서울 5월호에 게재된 곳을 

방문 후 인증샷과 기사를 내친구서울 

커뮤니티(club.seoul.go.kr/kid)

에 올려주세요. 우수 기사는 

6월호에 게재됩니다. 

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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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축기지

5월호 특별기획(3~6면) 
서울여행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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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력과 4차 산업 기술의 만남

달려라 피아노
일   시 5일(토)~13일(일)

장   소 고가보행로 일대

행사내용 설치된 10여 대 피아노에서 자유롭게 연주하기

거리예술 시즌제
일   시 18, 19, 20, 22, 25, 26, 27일 수시

장   소 고가 보행로 일대

행사내용 거리예술가 공연

365 패션쇼
일   시 30일(수) 11시, 13시

장   소 서울로 고가 - 대우재단빌딩 연결로

행사내용 패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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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행사 장소

12일, 19일 농부의 시장 만리동 광장(북측)

14 ~ 17일 우리 밀 전시 및 밀짚 공예, 벼 심기 만리동 광장(남측)

26일 서울로학교 가드닝 교실 만리동 광장(남측)

●  기타 행사

2018년 5 월호

☎ 3494-1970

날 짜 장소 프로그램 찾아가는 길 전화번호

5월 19일, 26일 서울하수도과학관 영화상영: 발레리나(19일), 아기배달부 스토크(26일) 5호선 장한평역 8번 출구 2211-2540

5월 12일, 13일

서울시립과학관

곤충생태 탐사대

7호선 하계역 3번 출구 970-4551

5월 19일 땅이 흔들흔들~ 지진이다~

5월 20일
속속들이 들여다 보‘새’

멸종 위기종을 위한 테라리움 만들기

5월 27일 봄에 만나는 자연관찰 노트

5월 12일 서울함 공원 선상 결혼식
6호선 망원역 1번 출구에서 마포09번 버스

탑승, 한강공원 입구 정류장에서 하차
332-7500

6월 7일까지 (매주 화, 목) 한성백제박물관 온조역사체험교실(초 5~6학년 대상) 8호선 몽촌토성역 1번 출구 2152-5846

6월 30일까지 남산골한옥마을 한국 전통체험의 모든 것 4호선 충무로역 3, 4번 출구 070-4468-9873

8월 26일까지 서울새활용플라자 무한한 새활용 상상 5호선 장한평역 8번 출구 2153-0400



▼1935년 4월 13일 경평전

|   생각이 쑥쑥4 우리 이야기   | 5

▲호암산성에서

▲경춘선 숲길 탐험

▲수영 수업

5월을 신나게 보내고 싶다면, 5월을 신나게 보내고 싶다면, 가위로 잘라서 활용하세요.

2018년 5 월호

▲1935년 경평전

날 짜 장소 프로그램 가는길 전화번호

5월 1일~31일 (매주 토요일)

경춘선숲길

엄지척! 경춘선숲길 with u(타임머신 놀이, 자외선 야광 비즈 팔찌 만들기)

7호선 하계역 3, 4번 출구 2289-40035월 1일~31일 (매주 일요일) 경춘선 에코추적대(가족이 함께하는 에코추적 놀이, 곤충 목걸이 만들기)

5월 1일~31일 (매주 일요일) 경춘선숲에서 기차놀이 go~go!

5월 2일~30일 (매주 수, 토요일) 경의선숲길 뚝딱뚝딱 목공교실 공항철도 홍대입구역 3번 출구 300-5542

6월 17일까지 (매주 일요일) 서울어린이대공원 손수건 천연풀잎 염색 (1인당 1만 원)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1번 출구

450-9322

5월 12일 양재시민의 숲 공원놀이의 날 신분당 양재시민의 숲 5번 출구 2181-1168

5월 13일~5월 27일 (매주 일요일)

길동생태공원

길동 곤충탐사대

5호선 강동역 4번 출구
2181-1168

5월 19일 모내기 체험 

5월 26일 아빠와 함께하는 자연체험 (가족당 1천 원) 472-2770

날 짜 장소 프로그램 전화번호

5월 8일~5월 20일 서울도서관 기획전시 <어린이도서연구회가 뽑은 어린이·청소년 책> 2133-0246

5월 8일~25일 서울돈화문국악당 국악로 투어 콘서트 3210-7001

5월 12일, 19일, 26일 서울역사박물관 말하는 박물관(동화구연, 놀이, 상황극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724-0198

5월 12일, 19일, 26일
한성백제박물관

박물관 사계 콘서트 ‘봄’ 2152-5833

6월 3일까지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 특별전 ‘천 년 만에 빛을 본 영국사와 도봉서원’ 2152-5913

5월 19일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우리들의 보물상자 - 장난감 플리마켓 6049-4929

5월 24일~5월 27일

DDP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2018 (어린이 8천 원, 어른 1만 원) 333-0310

7월 12일까지
아드만 애니메이션展: 월레스&그로밋과 친구들 

(어린이 9천 원, 어른 1만 5천 원)
577-8415

5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시민청(시민플라자) 누구나 예술가 ‘마음이 자라는 그림책 상상극장’ 739-5811



|   서울을 즐겨요6 서울을 즐겨요   | 7현장 속으로   | 7

2018년 5 월호

봉제역사관
이어서 피어나는 봉제의 매력

좁은 골목에 1천여 개의 봉제 공장이 있는 종로구 창신동에 어린이기자단이 출동

했다. 지난 4월 문을 연 ‘이음피움 봉제역사관’을 취재하기 위해서다. 

     

재봉틀과 낡은 가위, 봉제 장인 이야기

봉제역사관은 70~80년대 산업화를 이끌었던 봉제 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알 수 있도록 전시가 되어 있다. 1층 봉제자료실

을 지나 2층 봉제역사관에 가자 벽에 걸린 수백 개의 사진이 

눈에 띄었다.  

전시관 중앙에 재봉틀이 놓여 있는데 재봉틀의 휠을 돌리

면 옷 한 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3층 봉제마

스터 기념관에 가면 

30년 이상 봉제 산업

을 이끌어온 봉제 장인 

열 명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손때 묻은 가

위, 옷본 등이 전시되어 

있다. 

나만의 바지 만들어보기

우리는 지하 1층 봉제작업실로 가서 종이를 오리고 붙이고 색칠해서  

나만의 바지를 만들어보았다. 앞판과 뒤판, 주머니, 허리 벨트 등이 있는   

바지 옷본을 오려서 붙이고 색칠을 해보니 

바지 한 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컴퓨터 자수, 옷 위에 

무늬를 넣고 뜨거운 열로 누르

는 ‘열전사 프레스’ 등 봉제

작업에 쓰는 장비도 구경해

보았다. 

4층 바느질카페에 가면 창

신동 봉제거리를 한눈에 내려

다보는 전망 공간이 있다. 서울

의 대표적 제조업인 봉제 산업을 

알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다.

▲ 재봉틀은 바늘과 실을 엮어 바느질할 때 사용하는 기계예요. 

동물의 뼈로 만든 바늘을 이용해 가죽을 잇는 것에서 시작된 

바느질은 재봉틀의 발명으로 대중화되었어요.

동대문역 1번 출입구(창신동 방향)  

☎ 747-6471~2 
(iumpium.com)

  찾아가는 길 

▲ 나만의 바지를 만들었어요

▲ 봉제 장인 이야기를 들어보아요

탐방취재 및 기사 작성에 참여한 어린이기자

강민서(대도초 3) 강유나(신동초 3) 강현택(대모초 5) 곽예랑(토성초 5) 권세안(문정초 4) 

김시온(길원초 6) 김우진(미아초 4) 김지민(이문초 5) 김지윤(석계초 3) 류강희(성내초 4) 

문정원(자곡초 6) 문지유(자곡초 3) 박주윤(양진초 5) 박준서(신미림초 4) 변다은(미양초 4)

송채원(경동초 5) 엄태인(잠동초 5) 윤세민(일신초 3) 이은서(세곡초 5) 임나나(면동초 4)

임채윤(송례초 5) 장혜원(면중초 6) 조가희(청구초 5) 조서연(진관초 3) 조서희(청구초 5) 

조성하(학동초 4) 조영국(흥인초 3) 조은서(안평초 3) 조은채(신목초 5) 조채린(송화초 5)
 
조하람(태랑초 5) 주아현(위례별초 5) 최은성(신미림초 4) 홍가의(구산초 5)

봉제는 바느질로 

옷이나 완구 등을 

만드는 것이야.

‘이음피움’은 실과 바늘로 

옷을 연결하듯 잇고, 

꽃이 피어나는 것을 의미해.

◀ 어린이기자가 만든 바지 옷본

▲ 봉제역사관 2·3층 내부

☎ 490-2767(서울시체육회)  

창신동에 왜 봉제 공장이 많을까?

동대문역에 내려서 창신동의 좁은 골목

을 따라 올라가는 길. 짐을 싣고 오가는 오

토바이가 많아서 놀랐다. 문득 창신동에 

봉제역사관이 왜 생겼고, 오토바이가 왜 

많이 다니는지 궁금해졌다. 

답은 봉제역사관을 둘러보며 알 수 있었

다. 동대문시장과 가까운 창신동에 옷을 

만드는 공장이 많았고, 옷을 시장까지 

운반하느라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는 

것이다. 

서울로 캠핑 떠나요!
캠 핑 장 특징 전화번호

서울

난지캠핑장 이동식 그늘막, 테이블 세트, 식수대, 샤워실 등  •주변 둘러보기: 천연 잔디 야구장, 물놀이장, 유람선, 요트장 등 304-0061~3 / 1544-1555

노을캠핑장
개인텐트 준비, 야외무대 및 테이블, 음수대, 샤워실, 자연 친화를 위해 전기차(맹꽁이열차)만 이동 가능
•주변 둘러보기: 노을 및 야경 감상, 하늘공원, 노을공원 등

304-3213

중랑캠핑숲 가족캠핑장 어린이 물놀이장 및 놀이터, 야외스파, 잔디광장, 운동기구, 수변카페 •주변 둘러보기: 청소년 체험의 숲 434-4371~2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오토캠핑장 운영(자가 텐트 설치 가능), 산책로 등 •주변 둘러보기: 허브천문공원, 길동생태문화센터 등 2045-7880

초안산 캠핑장
캐빈하우스, 트리하우스, 잔디광장, 야외스파, 어린이놀이터, 연리지 등
•주변 둘러보기: 초안산 나들길, 뚝딱뚝딱 놀이터 등 

2289-6865

기타

지역

서울대공원 캠핑장 산속 야영, 체력단련장, 놀이터 등  •주변 둘러보기: 청계산 계곡, 놀이동산, 미술관 등 502-3836, 500-7870

횡성 별빛마을 서울캠핑장 모닥불 체험장, 숲 산책로, 강변 산책로  •주변 둘러보기: 우리나라 최초의 별빛보호지구, 횡성 안흥찐빵마을 등 033-342-4586

포천 자연마을 서울캠핑장 샤워장, 물놀이장, 영화감상실, 탁구  •주변 둘러보기: 한탄강, 고남산, 산정호수 등 031-533-9535

제천 하늘뜨레 서울캠핑장 배드민턴장, 모닥불, 수영장, 샤워장 등  •주변 둘러보기: 의림지, 박달재, 월악산, 청풍문화재단지 등 043-652-3926

서천 금빛노을 서울캠핑장 북카페, 전통놀이체험  •주변 둘러보기: 국립생태원, 해양자원 박물관, 서천 해산물 전문시장 등 041-952-3926

함평 나비마을 서울캠핑장 바둑실, 탁구교실, 유아 놀이방 등  •주변 둘러보기: 곤봉수목원, 함평엑스포공원, 함평자연생태공원 등 061-324-6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