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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울꿈의숲 Dream Forest

서울 강북과 성북, 도봉 등 6개 구에 둘러싸여 있는 초대형 공원인 '북서울꿈의숲'은 과거 드림랜드가 있던 자리 66만여㎡에 조성된 녹지 
공원으로 월드컵공원과 올림픽공원, 서울숲에 이어 서울에서 4번째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숲이 울창해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벽오산, 
오패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북서울꿈의숲'은 벚꽃길과 단풍숲 등의 생태적 조경공간, 대형연못인 월영지와 월광폭포 등의 전통경관, 
그리고 북한산과 도봉산, 수락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높이 49.7m의 전망대와 다양한 장르의 고품격 문화예술이 일년 내내 펼쳐질 '꿈의숲 

아트센터' 등의 공연장과 전시장, 레스토랑, 전망타워 등이 들어서 서울을 대표하는 세계적 공원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꿈을 심어 만든 또 하나의 서울 대표 공원! '북서울꿈의숲'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문의 및 안내
   - 북서울꿈의숲 관리사무소 ☎(02)2289-4000~5  http://dreamforest.seoul.go.kr   - 꿈의숲 아트센터 ☎(02)2289-5401~5  http://www.dfac.or.kr

● 공원입장료
   - 무료 * 꿈의숲 아트센터 및 전망대 일부 시설 : 유료

칠폭지
Seven Waterfall Pond

월영지
Moon Reflecting Pond

이야기정원
History Garden

지형의 등고차를 이용, 형성된 계류를 따라 내려오는 물을 7개의 크고 작은

폭포 경관으로 연출한 칠폭지는 소담한 폭포의 낙수를 감상할 수 있으며 
예쁜 모습의 수생식물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생태 연못입니다. 경사를 

이용한 폭포 위로 9개의 다리가 놓여 있으며 과거의 흔적을 나타내는 풍화암 

주변에 억새와 자작나무길이 만들어지고 넓은 잔디밭 위로 늘어진 수양벚 
나무가 봄소식을 알려줍니다.

공원 중심부에 위치, 정자  '애월정' 과 7m 높이의 '월광폭포' 를 끼고 있는 대형 

연못 '월영지' 에서는 넓은 연못의 시원함과 폭포의 청량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한국적 경관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물속에서 자라는 낙우송 
군락지와 중도, 방지원도형의 연꽃이 피어있는 연지, 매화를 바라볼 수 있는 매대 
등이 있습니다.

전통적 경관의 재해석을 통해 옛 선조들의 삶의 풍경을 재현하고 체험하는 공간 
으로 전통 건축물인 '창녕위궁재사(등록문화재 제40호)' '대나무숲' '월광대' 
'애월정' '석교' 등으로 구성되어 고즈넉한 자연정취를 즐길 수 있습니다.

청운답원 문화광장
Cheongundapwon(Lawn Plaza) Cultural Plaza

꿈의숲 아트센터의 전정(앞뜰) 공간으로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공간 
입니다. 꿈의숲 아트센터의 아름다움이 투영되는 거울연못과 점핑분수, 아이

들의 상상력을 키워주는 상상어린이놀이터, 시민들의 소망을 담은 희망의숲 
(조형물), 계절별 다양한 이벤트를 위한 볼프라자(다목적 광장) 등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창포원
Iris Garden

꿈의숲 아트센터 문의 및 공연안내: http://www.dfac.or.kr ☎(02)2289-5401˜8 
Dream Forest Arts Center

북서울꿈의숲 서문에 위치한 꿈의숲 아트센터는 20여만평의 대자연 속에 위치하여 자연과 하나가 되는 공연장(퍼포먼스홀, 콘서트홀), 드림갤러리, 레스토랑, 카페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예술과 문화가 흐르는 "꿈의숲 아트센터" 는 시민 여러분의 삶 속에 꿈이 모여 숲을 이루는 장소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 있던 골프연습장을 철거한 땅을 이용하여 하부에는 300대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고 상부옥상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 재생공간을 
만든 곳입니다. 상부 가장자리에 위치한 연결데크에서는 공원 전경을 감상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땅에는 억새 등의 다양한 지피(地被), 야생초화류를 
심고, 자작나무 등의 큰나무를 심어 사계절 다양한 경관을 연출하는 정원입니다.

283석 규모의 퍼포먼스홀은 뮤지컬, 오 
페라 등의 복합공연이 가능하며, 공연자들
의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가까운 무 
대가 특징입니다.

퍼포먼스홀24

301석 규모의 콘서트홀은 국내 최초로 
전면이 창으로 설계된 독특한 구조의 
어쿠스틱 콘서트 전용 홀입니다.

콘서트홀23 북서울드림스튜디오 27

전망대 Observatory 
(KBS 드라마 ‘IRIS’ 촬영지)

31

- 높이: 해발 139m(전망대 높이 49.7m)

- 이용시간 : 10:00~22:00 (매주 월요일 휴관)

초화원/사슴방사장
Botanic Garden/ Deer Garden 

볼프라자

거울연못18

초화원 - Botanic Garden32

22

문화광장17

상상어린이놀이터점핑분수 2019

희망의숲(조형물)21

유명작가의 사진, 그림 등을 전시하는 
드림갤러리는 독특한 설계와 건물 구조로 
특색있는 외관을 자랑합니다. 

- 이용시간: 10:00~18:00 (월요일 휴관)

드림갤러리26

'Cafe One'
- 위     치 : 상상톡톡미술관 옆쪽
- 이용시간 : 10:00~19:00(3~4월)
                  10:00~20:00(5~10월)
                 (동절기, 매주 월요일 휴무)

29 카페테라스

- 위     치 : 전망데크

36'Cafe Two'

- 위     치 : 전망대 2층
- 좌 석 수 : 스탠딩 테이블
- 이용시간 : 10:00~21:00(매주 월요일 휴무)

30

- 위     치 : 북서울꿈의숲 내 전망대 아래
- 좌 석 수 : 160석(Room 4개)
- 이용시간 : 10:00~22:00

- 예     약 : ☎(02)2289~5450~1

중식당 ‘메이린’ 

- 위     치 : 창포원 위쪽
- 좌 석 수 : 120석
- 이용시간 : 10:00~22:00(연중무휴) 

(연중무휴) 

(연중무휴) 

카페테리아

‘라포레스타’

16

태양광발전설비34방문자주차장33

석교8애월정7

월광대6대나무숲5

월광폭포10

월영지 - Moon Reflecting Pond9칠폭지 - Seven Waterfall Pond3

창녕위궁재사4

공원 주 출입구(동문)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2층 높이의 방문자센터는 공원 

전체에 대한 관리기능과 함께 편의시설(수유실, 휠체어, 유모차 대여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서울의 비전 등을 소개하는 꿈의 

숲이야기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자센터(꿈의숲이야기 전시관)
Visitors Center

방문자센터 - Visitors Center1

방문자센터 지상1층에 위치한 꿈의숲이야기 전시관은 서울시의 비전과 추진사업 
들을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서울의 비전' 과 푸른서울을 가꾸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입체그래픽 등을 통해 흥미롭게 전시한 '푸른서울 만들기', 
북서울꿈의숲의 역사 및 문화를 숲을 배경으로 입체패널로 연출한 '북서울 
꿈의숲'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시간 : 09:00 ~ 18:00 (매주 월요일 휴관)

꿈의숲이야기 전시관 - Story of Dream Forest2

초화원 부지에 위치한 사슴방사장은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서울숲에서 

사육하고 있는 사슴을 무상양도 받아 조성하였습니다.  

사슴방사장 - Deer Garden35

 

 

창포원 - Iris Garden15

청운답원 
- Cheongundapwon
  (Lawn Plaza) 

11

전통그네14

상상톡톡미술관12

물놀이장13

카페테리아 '라포레스타'16

- 위     치 : 전망데크

- 이용시간 : 10:00~21:00(3월~10월, 동절기 휴무)
   (주말·공휴일에만 운영)

- 이용시간 : 10:00~21:00

스낵하우스37

카페드림(book&kids)25

- 위     치 : 꿈의숲 아트센터 1층
- 좌 석 수 : 100석
- 이용시간 : 10:00~21:00(연중무휴)

레스토랑 및 카페

수유실 

서울의 행복한 소식  

푸른서울 만들기 

안내소  

서울의 비전

꿈의숲 이야기 

미아사거리역

미아사거리역

서울시 강북구 월계로 173(번동 산 28-6)  전화:02) 2289-4000~5

미아사거리역

③번출구 70m

②번출구 30m 전방
                                (횡단보도 건너편 우측)

강북05 마을버스

1124 지선버스

28

월영지 너머 위치한 청운답원은 서울 
광장의 약 2배에 달하는 초대형 잔디 
광장으로 완만한 경사의 잔디밭이 
상상톡톡미술관을 배경으로 펼쳐져 
있으며, 다양한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동편의 상상톡톡미술관 앞 
에는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장이 있 
으며 청운답원과 월영지가 만나는 
곳에 연못을 조망할 수 있는 휴게공간
이 있습니다.  

카페테리아 ‘라포레스타’

중식당 ‘메이린’

포토존
Photo Zone

2015.9.

벽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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