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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반짝 빛나는 야간 조명과 대형 
스노우볼 등 정문근처 포토존에서 
겨울을 사진속에 담아보세요~

서울어린이대공원 
겨울철 포토존

서울어린이대공원 
눈 놀이 추천장소

하얀 눈이 펑펑 오는 날, 눈으로 덮힌 
공원 잔디밭에서 눈사람도 만들고 
신나게 뛰어놀아요! 

‣  구의문 야영장 근처 /  

맘껏 놀이터 근처 잔디밭(앞․옆)

다양한 놀이기구들이 가득한 
아이랜드에서 이한치한!  
겨울을 즐겨보세요~ 

• 운 영 시 간 평일 10시~17시30분
(동  절 기)  주말 10시~19시 

 문      의  뒷면 ‘주요서비스이용정보’ 

 참고
※  계절, 날씨 등 당일사정에 따라 

폐장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놀이동산(아이랜드)

• 공 연 내 용  “캐츠”자연이 파괴되어

  동물들의 생존권이 

 없어지는 문제점을 길

 고양이의 시점에서

 바라보고 사람이 환경,

 동물, 자연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

 문      의   뒷면 ‘주요서비스이용정보’

 참고

동물동화마을 (애니스토리) 16

38

• 일        시  화 ~ 토요일 
 (10:30,14:00) 
 일요일 
 (특별교육, 11:00,13:30,15:30)

• 예 약 방 법 홈페이지 사전예약 
 (www.kidsautopark.org) 
• 프 로 그 램  교통안전체험교육, 

 면허시험, 특별교육

 (주행체험, 자동차 컬러링 등)

 문      의 02-455-7119 

키즈오토파크
44

행사명 일시 이용료 내용 

hello 
마음도시 展

'17.12.19 ~
'18.8.31

입장료 4천원
(참가비 무료)

쉼'을 주제로 공간을 
탐색하여 작업하는 
이지연 작가와의 

협업전시

2017년 어린이 ‘상상’
모아모아 솜씨전

'17.12.5 ~
'18.2.25

입장료 4천원
(참가비 무료)

서울상상나라 교육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작품, 

영상 만나보기

똑똑딱딱 시계만들기 
'18.1.2~1.28

매일15시
입장료 4천원

(참가비 5천원)

깃털, 나무스틱, 뿅뿅이를 
이용하여 나만의 시계 

만들기

 문    의  6450-9500

서울상상나라 461813 31 33

33

• 일     시   2018. 1. 13 ~ 24(수, 토) 

 오전 11:00~12:30(90분)

• 장     소 어린이대공원 땡땡마을

• 대     상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  
 (8-10세)

• 참 가 비  3,000원/1인

• 내     용  PET병과 공기정화  
 식물을 활용한 작은 미니 
 정원(화분) 제작하기 

 문   의  02-450-9322

나만의 작은 지구
27

        가 어우러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놀이터’ 
서울어린이대공원은 

동ㆍ식물원, 산책로, 놀이터, 행사 및 체험프로그램 등에서 

365일 시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연 놀이 동화



구 분 연락처 이용요금 비 고

공원 대표전화 450-9311 - 안내 

고객안내센터 450-9334 - 미아·분실물·응급처치

놀이동산 454-4442

1회권 3,500~5,000원
빅5권 16,000~19,000원

자유이용권 
23,000~27,000원

놀이기구 
식당 및 매점

동물동화마을 456-1911
어  른 7,000원
어린이 5,500원

공연_11:30, 13:00,
14:00, 15:00, 16:00, 

17:00(주말·휴일)

식당(코바코, 또래오래)

식물원
카페테리아

식당_ 457-0930

식당 : 6,500~19,000원
치킨, 돈까스, 볶음밥, 

스파게티 등

카페 : 2,500~5,500원 커피, 음료 등

매점_ 457-0932 - 편의점(음료, 스낵 등)

구의문
카페테리아
(한스델리,  
캠핑푸드)

3436-8530 3,000~7,800원
양식(오므라이스, 돈가스, 
파스타 등) 바비큐, 매점 등

정문 매점
(yes&yes)

2201-0402 -
편의점

(음료, 스낵 등)

모험의 나라 
매점

454-1051 -
편의점

(음료, 스낵 등)

후문 유기농 
매점

(농부로부터)
455-5504 -

편의점
(음료, 스낵 등)

꿈마루  
커피전문점
(카페자리,  
북카페)

070-4438-7708(1F)
070-4438-7758(3F)

1,500~5,800원
커피, 음료, 케이크, 쿠키, 

아이스크림 등

기념품판매점 2201-6938 -
동물캐릭터,
동물기념품

주차장
(정문, 후문, 구의문)

447-4710

소형_150원
중형_300원
대형_450원
(5분 단위)

경차·저공해_50%
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_80%
다둥이행복카드_2자녀 30%,  

3자녀이상 50%
승용차요일제_30%

유모차대여소
정문_ 450-9270
후문_ 450-9271

일일 3,000원
특수형 5,000원

-

서울상상나라 6450-9500

36개월 이상
개인_4,000원
단체_3,000원

(20명이상)

영유아놀이실, 창의놀이실,
표현놀이실, 요리놀이실,
상상나라극장, 카페 등

키즈오토파크
(교통안전 
체험관)

455-7119 -
교통안전체험교육,

교통안전면허시험 등

• 운영시간 : 성수기(4~10월) 10:00~18:00 / 비수기(11~3월) 10:00~17:00
※ 날씨 및 입장인원에 따라 업체별 운영시간 변경 가능합니다.

• 기타 체육시설 : 테니스장 및 풋살경기장(457-8718)

유모차대여 매점

안내센터 반려동물 대기소(무료)

물품보관소(무료)

수유실

카페테리아

의무실

화장실주차장

공중전화

패스트푸드점

정문주차장

후문주차장

구의문주차장

어린이회관

세종대학교

유니버셜아트센터

5호선
아차산역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

광나루안전체험관

음수대
Parking LotStroller Rentals

Nursing Room Medical Room

Rest Room

Pay Phone

Cafeteria Snack Bar Fast Food Store

Information Center

Lockers (Complimentary) Drinking Fountain

Station for Companion Animals (Compli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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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   Main Gate

고객안내센터(미아보호소, 의무실, 수유실, 녹색교실)
Information Center

열린무대   Yeollin Stage

순명비 유강원 석물   Stone Monuments from Yugangwon

전래동화마을   Fairyland

상상마을   Junk Art Village

꿈마루(사무실, 까페자리)   Kkummaru 

능동숲속의무대(야외공연장)   Outdoor Concert Hall

생태연못   Ecological Pond

회관문   Children’s Center Gate

물놀이장   Water Playground

꿈틀꿈틀놀이터  
Kkum-Teul Inclusive Playground

식물원   Botanical Garden

식물원카페테리아   Cafeteria

새싹마루   Pavilion

동물동화마을(애니스토리)  
Anistory

남문   South Gate

바다동물관   
Marine Animal House

구의문   Guui Gate

야영장   Camp site 

동문   East Gate

구의문카페테리아(한스델리, 캠핑푸드) Cafeteria

어린이 숲 체험장   Forest experience site

축구장   Soccer Field

초식동물마을   Herbivore Village

사슴마을   Deer Village

땡땡마을 ○○ village

원숭이마을   Primate Village

들새마을   Wild Bird Village

맹수마을   Ferocious-Animal Village

물새장   Aquatic-Bird House

꼬마동물마을   Small-Animal Village

열대동물관(동물학교)   Tropical Animal House(Animal School)

팔각당(전시체험, 까페어슬렁정거장)   Palkakdang

테니스장   Tennis Court

동상
Statue

   후문 Rear Gate

   무지개분수 Rainbow Fountain

   놀이동산 Amusement Park

어린이 텃밭   Children's Farm

 맘껏놀이터 Playground 

   북문 North Gate

   풋살경기장 Futsal Ground

   서문 West Gate

  

키즈오토파크(교통안전체험관) Kids Auto Park

   아리수나라 Arisu World 

   서울상상나라 Seoul Children's Museum

   능동문 Neungdong Gate

   희망마루 Pavilion

   환경연못 Environmental Pond

   음악분수 Music Fountain

들꽃 & 허브나라 Wild flower & Herb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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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원출입문 놀이체험시설 기타시설 눈 놀이 추천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