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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날이 다가오면 전국의 사찰과 거리에는 

간절한 기원을 담아 정성으로 ‘등’을 환하게 밝힙니다.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되는 연등회는 

지혜의 등불, 자비의 등불로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축제로 

5월 6일(금) ~ 8(일)에 개최됩니다.

천여년의 역사를 이어온 수천, 수만의 화려한 등불이 만드는

아름답고 특별한 축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어루어져 

서로가 서로의 행복을 기원하는 축제!

연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회향한마당(5. 7, 토)
오후 9:30~11:00

장엄등 대기

어울림마당(5. 7, 토)
오후 4:30~6:30

연등행렬(5. 7, 토)
오후 7:00~9:30

전통문화마당(5. 8, 일)
낮 12:00~7:00

연등놀이(5. 8, 일)
오후 7:00~9:00

공연마당(5. 8, 일)
낮 12:00~6:00

연등회에 초대합니다 연등회 행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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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 광화문 광장 조형등 4월 20일(수) ~ 5월 15일(일)                 ■ 가로연등 4월 20일(수) ~ 5월 15일(일)  

■ 호기놀이(인사동) 4월 23일(토) 오후 1:00 ~ 3:00   

2. 행사일정(장소별)

1. 프로그램 1. 봉은사

일시 2016년 4월 30일(토) ∼ 5월 16일(월)

장소 봉은사

행사내용 ‘한지와 갖가지 재료로 만들어낸 다양한 빛깔과 모양의 전통등 전시’

점등시간 오후 7시 ~ 10시

전시작품

닭싸움 놀이, 병정놀이, 미륵반가사유상, 기린과 아이들, 해님 달님, 제기차기 놀이,
호랑이 가족, 판다, 호국불교, 펭귄, 법고동자, 사명대사, 연꽃(小), 물레방아, 사슴, 
쌍잉어, 세속오계등

운판 주제의 작가 작품 : 돌아가다(김재성), 간직할 온(서지연), 구름속 연꽃(신석민), 
해탈석(이기환), 비상(장진익), 청명(조은주), 날다(풍미화), 평안한 쉼(현재열)

전통등 전시회

  봉은사 전통등전시회 사진 

행사명 일시 장소

전통등전시회 5. 6(금) ~ 5. 15(일) 조계사(우정공원), 봉은사, 청계천

어울림마당 5. 7(토) 오후 4:30 ~ 6:00 동국대학교 운동장

연등행렬 5. 7(토) 오후 7:00 ~ 9:30 동국대 ~ 종로 ~ 종각사거리

회향한마당 5. 7(토) 오후 9:30 ~ 11:00 종각사거리

전통문화마당 5. 8(일) 낮 12:00 ~ 7:00 조계사 앞길

공연마당 5. 8(일) 낮 12:00 ~ 6:00 조계사 앞길 공연무대

외국인 
등만들기 대회

5. 8(일) 오전 11:00 ~ 오후 2:00
 오후 2:00 ~ 6:00

조계사 앞길

연등놀이 5. 8(일) 오후 7:00 ~ 9:00 인사동 ~ 조계사 앞길

봉축 법요식 
관등

5.14(토) 오전 10:00
 오후 7:00

조계사 및 전국의 사찰

장 소 시 간 5월 6일(금) 5월 7일(토) 5월 8일(일)

봉은사 오후 7:00 ~ 10:00 4월 30일(토) ∼ 5월 16일(월) 전통등전시회

조계사(우정공원) 오후 6:00 ~ 12:00 5월 6일(금) ∼ 5월 22일(일) 전통등전시회

청계천 오후 7:00 ~ 오전 4:00 5월 3일(화) ∼ 5월 15일(일) 전통등전시회

동국대학교 오후 4:30 ~ 6:00 어울림마당

종로 오후 7:00 ~ 9:30 연등행렬

보신각 앞 오후 9:30 ~ 11:00 회향한마당

조계사 앞길

낮 12:00 ~ 7:00 전통문화마당

낮 12:00 ~ 6:00 공연마당

오전 11:00 ~ 오후 6:00 외국인 등만들기

인사동~조계사 앞길 오후 7:00 ~ 9:00 연등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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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년 5월 6일(금) ∼ 5월 22일(일)

장소 조계사(우정공원)

행사내용 ‘등간과 함께 올해 연등행렬에 참여하는 행렬등을 전시’

점등시간 오후 6시 ~ 12시

전시작품

연꽃등, 나비등, 동자등, 둘리등, 문살등, 별등, 부엉이등, 북치는 동자등, 브라우니등, 

산등, 상생의 울림, 승무등, 운판등, 윤장대등, 잉어등, 초가집 등, 코끼리등, 탑등, 

보리수등, 카카오톡등, 범종등, 동녀등, 라바등, 산등, 운판등, 인왕등

일시 2016년 5월 3일(화) ∼ 5월 15일(일)

장소 청계천

행사내용

‘불교, 서울을 품다’ 특별전

서울의 시작, 발원, 서울-가피의 도시라는 테마별로 전통등을 전시하고 가로연등과 
반야심경등이 청계천 주변에 설치되며 소원지 붙이기 체험행사도 진행

점등시간 오후 7시 ~ 오전 4시

전시작품
서울 하늘이 내린 땅, 서울의 터를 잡다, 왕실의 사찰순례, 육법공양, 마애좌상, 

오래 전 오늘, 문명의 파고를 넘어, 불국토를 꿈꾸며, 반야심경등

  조계사(우정공원) 전통등전시회 사진    청계천 전통등전시회 사진

2. 조계사(우정공원) 3. 청계천

전통등 전시회전통등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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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마당(연등법회)

일시 2016년 5월 7일(토) 오후 4시 30분 ~ 6시

장소 동국대학교 대운동장

행사내용

‘얼쑤, 한바탕 신명’이 심장을 두드립니다!

연등행렬이 출발하기 전, 연희단과 율동단의 화려한 춤사위와 흥겨운 노래가 흥을 돋우고, 

관불의식과 법회가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1. 연희, 율동단 발표 / 전체 화합 율동

2. 관불

3. 법회

 합창 / 명종 / 삼귀의 / 반야심경 / 개회사 / 경전봉독 / 발원문 / 기원문 / 행진선언

4. 행렬출발 준비

  어울림마당 사진   연등행렬 사진 

일시 2016년 5월 7일(토) 오후 7시 ~ 9시 30분

장소 종로거리 : 흥인지문(동대문) → 종각 → 조계사

행사내용

‘모두가 함께 빛나는 연등행렬,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수백, 수천의 등 물결이 은하수가 되어 도심을 흘러갑니다.
누구나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1. 거리관람석 설치

 1) 탑골공원 앞 

   ① 거리초청(봉행위원단, 외국대표) 

   ② 외국인 행렬 참가자

   ③ 외국인 관람 신청자

 2) 종로 전구간 : 시민을 위한 관람석 설치

2. 행렬순서 : 선두 - 2등단 - 3등단 - 4등단 - 5등단 - 1등단

연등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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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단 3등단

연등회 깃발

인로왕번

오방불번

취타대 / 전통의장대

사천왕(북) / 사천왕(동)

제석천 / 코끼리(보현) / 연 / 사자(문수) / 

범천  

사천왕(서) / 사천왕(남)

지화장엄 / 육법공양등 / 지화장엄

주악천인 / 마야부인-정반왕 / 주악천인

(북,해금,비파,쟁)        (생황,태평소,퉁소,세요고)

전통등 행렬

산붕 / 산붕

봉행위원단
연꽃등

중앙승가대학교
바루등

석림회
백상등

주악비천등

연합합창단
연꽃등,초롱등,수박등

종립학교
(동대 부고·여고·부중·여중·영석고)

팔모등 동자등 2점/동녀등 2점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
오색팔모등 

연화원
팔모등

승가원
연꽃돌이 휠체어연꽃돌이/합장연꽃돌이/목탁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연꽃등,팔모등 사자/코끼리등

선두등단

도선사
팔모연꽃등 

암호,지련,양유,유희,수월,
용두,어람관세음보살,문수보살, 

동자1, 동자2

삼성암 
보름달등 

진각종 
연꽃등

 날아라슈퍼보드/저팔계/
비천상2점/ 

가릉빈가등2점/봉황등2점/
공작등2점/호법용등

개운사 
사각등

 탄생불/관음보살

화계사 
반야지혜등,만국기등 
 숭산스님 설법등/
윤장대/마애삼존불

미얀마
미얀마등 부처님등

네팔/
네팔전통문양사각등  
마야대비 아기부처님/      

룸비니아쇼카석주  

스리랑카(마하보디사)

스리랑카 전통팔각등
연꽃등

베트남불교(원오도량) 
연꽃등

태고종 
영산재

영화사 
팔모등 주악비천/문수보살

호압사 
원융등

국제선센터 
화합의물결

석불사 
오색연꽃등

약사사 / 성심사 
연화등         연꽃등 

관음사 
팔모등 코끼리등

법안정사 부부불자회
유정무정등

한마음선원 
공놀이등/요령등/법고등/
목어등과 운판등/범종등/
용등/만공에 핀 꽃/만보등/

지혜광명등/진리의 샘, 우물/
어두운 길 비춰주는 거북선 등대

법고등/목어운판등/범종등/
타요버스등(음향)/연꽃수레/
부처님과동자등/동자등/용등

1등단

수선회
달마등

관음종
별등, 공등, 연꽃등, 팔각등, 등대등 

거북법고등/연꽃심청등

노적사
전통팔모등 노적봉

소림사 / 불교와여행을          

  팔모등     사랑하는사람들
                      연꽃등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팔각등

서대문 조계종사찰
팔각등 

마애좌상/천진불

길상사
팔각등

수국사
염화미소등  

동자2, 16나한

금륜사
팔각등 

팔모등2점

승가사
귀의삼보등

조계사
원숭이등,한글반야심경등 
비천상2개/보현보살등/

천진불등/동진보살등/탑등

4등단 5등단

연등행렬 순서도 연등행렬 순서도

진관사
봄의빛.무명을 깨다
봄의빛.무명을 깨다

천태종
태극기등,청사초롱등 

코끼리/황룡등/청룡등/룸비니동산/
태극등/종기등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연꽃등등 

대학별장엄등22점

동국대학교
팔각등 

코끼리등3점

직장직능불자연합
(공불련, 서불련, 금융인,)

  팔각한지등  팔모등 청사초롱등  

금강선원
평화의등불 

지혜의 등/화합의등

불광사
팔각한지등

무주상원심회 / 바라밀회
청사초롱등

법련사
연꽃등

총지종
연꽃몽우리등 

평화통일한반도등/세계어린이등2점

구룡사
자비의등

봉은사
금강경상징보리수등

당신은부처님등/사천왕등4점

국제포교사, 외국인행렬

(탑골합류)

포교사단 합류

갈색 - 장엄등 / 파랑 - 행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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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종로4가

아나운서석

탑골공원 
인사동

을지로

내빈관람석 외국인관람석

외국인관람석

내빈관람석일반관람석 일반관람석

일반관람석외국인관람석일반관람석

종각

촬영대

조계사
인사동

안내

경찰
종로3가역

관람석 안내도

연등행렬 관람안내

• 행사일정

 5월 7일(토) 오후 7시 ~ 9시 30분

• 공연일정

 1부)

    행렬맞이 축하공연(오후 7시 ~ 7시 30분)

 2부)

 행렬관람(오후 7시 ~ 9시 30분)

               • 종로거리(동대문 → 조계사)

               • 참가단체들이 직접 만들 10만여 개의 다양하고 화려한 행렬등

               • 웅장한 규모와 아름다운 색채의 다양한 전통 장엄등 행렬

회향한마당

일시 2016년 5월 7일(토) 오후 9시 30분 ~ 11시

장소 종각사거리

행사내용

‘행복을 기원하는 꽃비’가 내립니다!

꽃비 속에서 펼쳐지는 문화공연과 신바람 나는 강강술래는 국적과 성별, 인종과 종교를 
초월해서 모두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프로그램

1. 장엄 등 전시 : 종각사거리 네 방향

2. 행렬 맞이

3. 공연 : 전통공연, 율동공연, 연등회 가수 공연

4. 대동마당 : 대중율동, 강강술래, 대동놀이

5. 난장 : 꽃비

  회향한마당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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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마당

일시 2016년 5월 8일(일) 낮 12시 ~ 오후 7시

장소 조계사 앞길

행사내용

‘오감만족, 다양한 체험의 장’이 열립니다!

한국의 멋과 맛을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마당.

연등만들기, 사찰음식 체험하기 등 다양한 거리축제가 펼쳐집니다.

  전통문화마당 사진 

국제
마당

청춘
마당

나눔
마당

전통
마당

먹거리
마당

NGO
마당

종이연꽃 만들기 

문양으로 만나는 불교미술 

죽간 만들기, 냅킨아트를 활용한 

등만들기

자연에서 온 선물, 지화 

쉼터 

수유실 

청춘이여, 학처럼 비상하라 

고서 엮기 & 전통문양 색칠하기 

꽃누름 압화체험 

전통문양찍기, 달마그리기 

단청 액세서리＆부채 만들기 

주물럭 주물럭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전래 놀잇감 만들기 

천년의 빛, 전통나전칠기 공예처험 

불교문화저문쥬얼리 

파출소

나만의 108 염주만들기 

사찰불화 그리기 체험 

쉼터 

에밀레종 & 코끼리 페이퍼 토이 만들기

작은 연꽃등 만들어 가기

몸과 마음과 호흡의 조화 선무도 

해피만다라 

금강경과 함께하는 마음살림 

생명살림 문화축제·러브테라피 

불교 길상무늬 컬러링 & 차걸이 만들기

전래놀이 

연잎밥, 전통차와 다식 

사찰식 김밥과 떡볶이 

쉼터

사찰 연잎밥  

 사찰 도시락  

연꽃테마 

사찰 된장

감로수, 승소 김, 국수

식물성 치즈 시식회

핸드 프린팅 & 소원지 적기

대학생불자연합회

페이스 페인팅 & 헤나문양 그리기 

exciting 부처님오신날

현대불교미술전

만만한 뉴스(불교카툰전)

마음의 휴식을 위한 힐링아트

10분 스님되었다 전해라

청(소)년 마음보기, 알기, 다루기

전통명상 “항마좌법” 수행 

명상을 통한 마음치유

쉼터

템플스테이 한국사찰음식

불교전문서점

도전! 3분 삼매! 

세계일화(世界一化)/법고치기

일본불교

대만불교

몽골불교

티베트불교

스리랑카불교

태국불교 

네팔불교

쉼터

전통지화체험마당

대화로 배우는 서울

연꽃포토

쉼터

지뢰를 찾아라! 평화를 부탁해!

나눔카페

아시아 문화체험 한마당(인도)

잃어버린 문화재를 찾아라

평화통일한마당

장애가족 행복지킴이

우리가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천연비누 체험 & 이웃에게 희망 

소원쓰기

한부모 가정을 위한 나눔

다문화체험

전통 한방뜸 & 경락마사지

조계사
수유실

임시화장실

공평무대

안국동 무대

사찰음식 식당

사찰음식체험관

종각4거리

안국동R

안내

안내

관불
외국인 연등

만들기

만다라

 2016 전통문화마당 행사 배치도       5월 8일(일) 낮 12시~오후 7시 조계사 앞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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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마당
 2016 공연마당  5월 8일(일) 낮 12시~오후 6시 조계사 앞길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평사거리 무대

안국동 무대

일시 2016년 5월 8일(일) 낮 12시 ~ 오후 6시

장소 조계사 앞길 - 공평사거리 무대 / 안국동 무대

행사내용

‘감동과 흥이 넘치는 공연’이 이어집니다.

노래와 춤, 음악, 줄타기 등 백희잡기의 전통을 계승하는 다양한 민속공연과 불교공연, 

아시아 여러 나라의 전통공연이 펼쳐집니다.

프로그램

1. 연등회 백희잡기 전통을 계승하는 공연마당

 흥과 끼와 신명이 함께하는 다양한 연희 공연과 아시아 각국의 민속공연이 펼쳐진다.

2. 전통공연 - 줄타기, 사자놀이, 풍물, 타악, 영산재, 승무, 선무도, 조선춤

 외국민속공연 - 몽골,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3. 기타 - 이운의식, 관불의식  

  공연마당 사진 

시간 공연명 단체명

10:00 ~ 12:00 리허설

11:30 ~ 12:00 길놀이(전체 마당활용) 한풀+정명스님

12:00 ~ 12:20 플래시 몹 글로벌 서포터즈

12:20 ~ 12:40 타악공연 동대국악과

12:40 ~ 1:10 국악 배우기 민혜성

1:10 ~ 1:30 쌍 승무 서울교방

1:30 ~ 2:00 문수사자놀이 우리소리연구회 솟대

2:00 ~ 2:20 영산작법 초심사 문하생

2:20 ~ 2:50 타악공연 동대 국악과

2:50 ~ 3:20 국악 배우기 민혜성

3:20 ~ 3:40 선무도 선무도

3:40 ~ 4:10 즐거운 국악 락드림

4:10 ~ 4:30 쌍 승무 정우정연무용단

4:30 ~ 5:00 문수사자놀이 우리소리연구회 솟대

5:00 ~ 5:30 줄타기 남사당놀이연구소

5:30 ~ 6:00 최승희 무용 재일교포 아리무용단

6:00 ~ 6:30 풍물공연 한풀

6:30 ~ 7:00 단심줄 강강술래 예천

시간 공연명 단체명

12:00 ~ 12:10 공연소개 및 알림 사회자

12:10 ~ 12:40 두레농악 금륜사 풍물단

12:40 ~ 1:10 락! 드림 락드림

1:10 ~ 1:30 스리랑카 전통공연 스리랑카 마하보디사

1:30 ~ 1:45 가야금 병창 청계사 어린이회

1:45 ~ 1:55 쟁강춤 외 아리무용단

1:55 ~ 2:10 베트남 전통춤 베트남 불교 원오도량

2:10 ~ 2:20 연등회 퀴즈퀴즈

2:20 ~ 2:40 난타 화운사 빛구름 난타

2:40 ~ 2:50 타악민속춤 아리무용단

2:50 ~ 3:00 어린이 중창 노래모임 소리달

3:00 ~ 3:15 몽골 전통춤, 허미 몽골불교

3:15 ~ 3:35 청춘을 위한 힐링송 미니언즈

3:35 ~ 3:50 찬불가율동 반야율동단

3:50 ~ 4:05 부처핸썸 랩 공연 불이학교

4:05 ~ 4:25 인디밴드 팝공연 마더팝콘

4:25 ~ 4:40 태국 전통춤 태국불교

4:40 ~ 4:55 봉축 연희율동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연희율동단

4:55 ~ 5:00 마무리 인사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5:00 ~ 6:30 청소년 음악 경연대회 파라미타 불교청소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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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만들기대회 연등놀이

일시 2016년 5월 8일(일)  오전 11시 ~ 오후 2시(1부), 오후 2시 ~ 6시(2부)

장소 조계사 옆 우정국 마당(외국인 등만들기 대회장)

인원 216명(사전 신청접수) / 1부 : 108, 2부 : 108

접수기간 2016년 3월 10일 ~ 4월 29일

주관 조계종 국제포교사회(02-722-2206)

프로그램

 1.  오랫동안 내려오며 사랑받고 있는 한국만의 아름다운 연꽃등을 외국인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전통 문화체험 프로그램

 2. 등의 기원과 정성의 의미를 알게 하고 한국인의 정서를 느끼게 한다.

 3. 사전접수로 대회에 참여하며, 우수 작품은 시상하여 참여열기를 높인다.

 4. 외국인 안내센터를 두고 통역과 행사의 진행을 돕는다.

 5. 사전 예약자가 불참 시 현장 참여 할 수 있다.

  외국인 등만들기대회 사진 

  연등놀이 사진 

일시 2016년 5월 8일(일) 오후 7시 ~ 9시

장소 인사동 → 조계사 앞길

행사내용

‘아름다운 놀이, 아름다운 등 물결’이 펼쳐집니다.

연희단이 중심이 되어 다시 한 번 화려한 등 물결을 선보이고, 
모두의 행복과 세상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설명

 오프닝 공연

 연희단 공연

 환희의 군무 / 등단(그룹)별 발표 / 율동

 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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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조형등 연등회 홍보

■ 연등회 포스터

■ 연등회 SNS 안내 1.  온라인 웹사이트 한글 www.연등회.kr

  영문 http://www.LLF.or.kr/eng

   •모바일 웹 한글 http://m.llf.or.kr

  영문 http://engm.llf.or.kr

2. 블로그  다 음   http://blog.daum.net/lotuslantern

  네이버 http://blog.naver.com/kmj266

3.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LotuslanternfestivalSeoul

4. 유튜브  https://www.youtube.com/LotusLanternFestival

일시 2016년 4월 20일(수) ~ 5월 15일(일)

장소 광화문 광장

점등식 2016년 4월 20일(수) 오후 7시

전시작품
설명

1. 부처님오신날을 알리며 대형 장엄등에 불을 밝히는 행사

 시민과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점등하고 탑돌이 진행

2. 국보 35호인 화엄사 사사자석탑을 형상화하여 한지전통등으로 제작

3. 5월 4일 7시 - 서포터즈 150여명의 서포터즈들이 탑을 돌며 풍요로운 세상을 기원

  광화문 점등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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