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행사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전합니다

일자 전시 장소

05/07(토)~08(일)
제22회 한국해석 회원전 전시실 1층

제45회 부산수석 회원전 전시실 2층

05/21(토)~26(목)
부산청소년예술제 학생그림 공모전 전시실 1층

부산청소년예술제 학생사진 공모전 전시실 2층

05/27(금)~28(토) 부산청소년예술제 청소년 꽃다발 만들기 대회 전시실 1층

05/30(월)~31(화) 제3회 한필서예작가회전 전시실 1, 2층

스마트 고객센터 지하상가 코디 OPEN

친구 추가 방법
1.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지하상가 
   코디 검색
2. 친구 추가하면 완료!

이용 방법
궁금한 점, 불편한 점은 바로바로 알려주세요.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포·광복·국제·서면·부산역 지하도상가
이용시간 : 주중 9:00~18:00

서면지하도상가 휴무일은
언제인가요?

매월 두번째주 화요일입니다.

05/01(일) 11:00/14:00/16:30                             번개맨과 비밀의 문 대극장

05/04(수)
~05(목)

      10:30/11:40/16:00
      11:00/14:00/16:00

                   빨간모자와 늑대 소극장

05/07(토) 11:00/14:00/16:00              가족뮤지컬 「호비의 놀이극장」   소극장

05/08(일)
10:00 제92회 전국무용 예술제 대극장

11:00/14:00 가족뮤지컬 「호비의 놀이극장」   소극장

05/09(월)
~12(목)

20:00              제13회 부산국제 연극제 「좀비가 된 사람들」 소극장

05/14(토)
~15(일)

      11:00/14:00/16:00
      11:00/14:00

몽키매직쇼 소극장

05/18(수) 19:30                         2016년 아마빌레 색소폰 정기 연주회 대극장

05/21(토)
16:30                      부산 청소년 예술제 청소년 차문화 체험 소극장

17:00                              부산 청소년 예술제 청소년 무용제 대극장

05/24(화) 11:00                     추억의 영상음악회 「도병찬의 뮤직파일」 소극장

05/25(수) 14:00                               제6회 전국 시각 장애인 중창대회 소극장

05/26(목)
16:30                          제45회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음악회 대극장 

10:15/11:20 명작뮤지컬 「장화신은 고양이」 소극장

05/28(토) 09:00                            부산 청소년예술제 청소년 국악경연 대, 소극장

05/29(일) 09:00          제44회 전국남녀 초·중·고등학생 무용경연대회 대극장

05/30(월) 17:00                            제8회 부산시 어머니 합창 페스티발 대극장

일자 시간 공연 장소

부산시민회관 | 공연 | 부산시민회관 | 전시 |

일자 시간 공연·행사 장소

04/30~05/15(토-일) 19:00 2016 부산연등축제 송상현광장 일원

04/02~11/26
(매주 토요일)

13:00 지구인시장 IN 송상현광장
실개천 옆 
목재데크

05월~10월
(매달 첫째주 토요일)

18:00 돗자리영화제 선큰광장

05/05(목) 13:00 송상현광장 어린이 지구인시장
실개천 옆 
목재데크

05/07(토) 13:30 송상현광장 어린이 사생대회 선큰광장

05/14(토) 14:00 송상현광장 바닥그림대회 선큰광장

05/29(일) 15:00 음악/국악/무용공연 선큰광장

송상현광장 | 공연·행사 |

부산시민공원 | 공연·전시회 |부산시민공원 | 공연·전시회 |

2016 | 05

05/01(일) 14:00 우리가락 우리마당 흔적극장

05/04(수)
~15(일)

10:00 공원 개장 2주년 기념 전시회
시민사랑채 내

미로전시실

05/05(목)

13:00
Life Straw 체험 / 페이스페인팅 / 짚불공예
/ 솟대만들기 / 곤충체험(희망충전) /
민속연전시 및 만들기

시민공원 일원

14:00
어린이 공연마당 <늑대의 하소연> / 
어린이 취타대 / 아리랑 K-Tigers 태권도 공연

15:00 어린이 공연마당 <마술 퍼포먼스>
뽀로로 야외무대

16:00 어린이 공연마당 <물 만난 토끼>

05/07(토)

11:30 2016년 가족사랑 유모차 걷기대회 다솜마당

13:00
공원예술시장 / Life Straw 체험 /
아프리카 사진퍼즐 / 페이스페인팅 /
솜사탕 나눠먹기

시민공원 일원

14:00 어린이 공연마당 <미쁘다>

뽀로로 야외무대
15:00 어린이 공연한마당 <저글링퍼포먼스>

16:00 어린이 공연한마당 <물 만난 토끼>

19:00 돗자리 시네마 <슈퍼배드2>

05/08(일)

13:00
공원예술시장 / Life Straw 체험 /
아프리카 사진퍼즐 / 페이스페인팅 /
솜사탕 나눠먹기 / 솟대만들기

시민공원 일원

14:00 어린이 공연한마당 <디어 올-이한세>

뽀로로 야외무대15:00 어린이 공연한마당 <저글링퍼포먼스>

16:00 어린이 공연한마당 <물 만난 토끼>

 05/14(토)

13:00 공원예술시장 뽀로로 도서관 앞

14:00
2016 연지마을 연희마당  하야리아 잔디광장

우리소리 배우기(밀양아리랑) 뽀로로 야외무대

 05/14(토)
14:30 아리랑 K-Tigers 태권도 공연 향기의 숲 야외무대

19:00 돗자리 시네마-<아이언 자이언트> 뽀로로 야외무대

 05/15(일)
14:00 우리가락 우리마당 흔적극장

15:00 젊고 패기 넘치는 공연 뽀로로 야외무대

05/21(토)

09:00 제2회 부산시민문화한마당 아트센터부지

10:00 제11회 세계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 다솜마당

13:00 공원예술시장 뽀로로 도서관 앞

14:00 우리소리 배우기(진도아리랑) 뽀로로 야외무대

15:00 토요문화한마당-오장욱 저글맨 뽀로로 야외무대

16:30 대중가요 공연 향기의 숲 야외무대

18:00 제7회 노무현대통령 추모회 하야리아 잔디광장

19:00 돗자리 시네마-영화 <월-E> 뽀로로 야외무대

05/22(일)
14:00

우리가락 우리마당 흔적극장

뮤즈색소폰음악회 연주회 향기의 숲 야외무대

16:00 우리가락 한마당 뽀로로 야외무대

05/25(수) 작은음악회-부산진구청 잔디광장 원형데크

05/28(토)

13:00 제10회 부산가족축제 / 공원예술시장 시민공원 일원

14:00 어쿠스틱 공연 뽀로로 야외무대

19:30
부산시민공원 개장 2주년 기념
<부산시민공원 열린콘서트>

하야리아
잔디광장

05/29(일) 14:00
칼립소와 함께 하는 통기타 7080 향기의 숲 야외무대

우리가락 우리마당 흔적극장

일자 시간 내용 장소 일자 시간 내용 장소

* 어린이대공원 수변공원

수

토

목

일

※ 모든 문화행사는 날씨 및 주최측의 상황에 따라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설공단

시민을 미소짓게 
부산을 안전하게

부산시민회관 | 무료영화감상회  |

| 상영시간표 |

공원 창의 융합 교실 프로그램청소년활동 인증 수여

공단은 지난 4월 18일 전국 시설공단 최초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KYWA, 이사장 신은경)

으로부터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받았다. 청소

년수련활동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은 부산시설

공단이 운영하는 ‘공원 창의융합교실’등 5종의 

프로그램으로 부산의 대표적인 명소인 태종대 

유원지, 용두산공원 등지에서 진행되는 역사문

화와 자연환경에 대한 체험활동이다.

태종대유원지

05/09(월) 14:00 스파이 15세 관람가

05/25(수) 14:00 조선명탐정:사라진 놉의 딸 12세 관람가

05/25(수) 19:30 끝까지 간다 15세 관람가

일시 영화 비고

⇢ 신      청 : http://busanpark.bisco.or.kr

⇢ 신청요금 : 무료로 즐겨보세요!

⇢ 운영기간 : 4월~11월  

⇢ 운영시간 : 13:00~16:00

⇢ 예약인원 : 30명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중앙공원 광복기념관 | 주말영화감상회  |

| 상영시간표 |

05/07(토)~05/08(일)  14:00 겨울왕국 전체 관람가

05/14(토)~05/15(일)  14:00 나는 공무원이다 전체 관람가

05/21(토)~05/22(일)  14:00 우리는 형제입니다 12세 관람가

05/28(토)~05/29(일)   14:00 7번방의 선물 전체 관람가

일시 영화 비고

※ 광복기념관 지하 1층 홍보관에서 무료로 상영됩니다.   문의 051) 860-7805

※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무료로 상영됩니다.    문의 051) 630-5200

금강공원

공원 창의 융합 교실 프로그램

공원 창의 융합 교실 프로그램

숲과 오래된 미래
요일 | 수, 목, 토, 일

시간 | 13:00~16:00

대상 | 초등(3~6학년)

내용 | 소나무와 우리 민족, 차와

          인류문명 임진동래의총과

          무덤 생태 문화를 통한

          역사 해설

지구의 부모 만나기
요일 | 수, 목, 토, 일

시간 | 13:00~16:00

대상 | 초등(3~6학년)

내용 | 태종대의 비밀,

          해안 서식생물들의 관찰·탐구를

            통한 환경 생태 해설

어린이대공원

숲 속 교과여행
요일 | 수, 목, 토, 일

시간 | 13:00~16:00

대상 | 초등(3~6학년)

내용 | 초읍과 성지곡의 이름 유래 등 질의,

          역사의식 고취와 이끼류·양치류

          탐구를 통한 숲 체험

요일 | 수, 목, 토, 일

시간 | 13:00~16:00

대상 | 초등(3~6학년)

내용 | 용두산의 유래, 우리나라 범종의

          지혜 등 역사·전통 문화 해설

전통에서 배우는 지혜

용두산공원

대신공원

숲과 친구 맺기
요일 | 수, 목, 토, 일

시간 | 13:00~16:00

대상 | 초등(3~6학년)

내용 | 숲 오감체험 및 교감, 숲 생태놀이,

          계류(습지) 탐사 등을 통한

          자연 동화 체험

명품시설로 일류도시를 실현하는

부산의 이미지 메이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