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10. 3.(목) ~ 10. 9.(수) 

만리동광장~서울로7017~백범광장~해방촌 

주최  서울특별시, 서울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주관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주)환경과조경 festival.seoul.go.kr/garden

기존 서울정원박람회와 달리 ‘2019 서울정원박람회’는 “정원, 도시재생의 씨앗이 되다”라는 주제와 

“어딜가든 동네정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형공원이 아닌 해방촌 일대에 ‘동네정원’을 조성합니다. 

이러한 대상지 변화를 통해, 노후공원의 재생을 넘어 도시재생과 연계한 박람회로의 패러다임 변화

를 꾀하고, 공원녹지 소외지역에 작지만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동네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원문화 확산과 함께 공원녹지 소외지역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동네정원의 

모델 발굴을 위해 시도되는 ‘2019 서울정원박람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서울시 조경과 02-2133-2108, (주)환경과조경 02-521-4626

홈페이지 festival.seoul.go.kr/garden   페이스북 www.facebook.com/seoul.garden.festival



○ 도시재생형 정원박람회
2019 서울정원박람회는 기존 서울정원박람회와 달리 노후된 대형공원이 아닌 시민들의 생활공간에서 펼쳐집니다. 이러한 

대상지 변화를 통해 노후공원의 재생을 넘어 도시재생과 연계한 박람회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꾀하고, 공원녹지 소외지역에 

작지만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마을정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시민들을 찾아가는 정원박람회
기존 박람회가 ‘면’적인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박람회는 ‘선’적이고 ‘점’적입니다. 만리동광장~서울로7017~백범광장~해방

촌까지 ‘가든로드’가 이어집니다. 시민들을 불러 모으는 대규모 행사를 지양하고, 정원문화의 확산이라는 목표에 충실하고자 

시민들을 찾아가는 행사를 지향합니다. 

○ 지역 활성화를 꾀하는 정원박람회
“정원, 도시재생의 씨앗이 되다”란 주제와 “어딜가든 동네정원”이란 슬로건 하에, 기존의 작가정원, 포미터가든 등의 정원 공

모 방식을 ‘동네정원’으로 새롭게 구성하여 ‘도시재생, 지역 활성화, 동네 커뮤니티 구축’ 등을 꾀하고자 합니다. 

2015 서울정원박람회
주제  서울에 사는 정원입니다

기간  2015. 10. 3. ~ 10. 12. 

장소  월드컵공원

2016 서울정원박람회
주제  정원을 만나면 일상이 자연입니다

기간  2016. 10. 3. ~ 10. 9. 

장소  월드컵공원

2017 서울정원박람회
주제  너, 나, 우리의 정원

기간  2017. 9. 22. ~ 9. 26. 

장소  여의도공원

2018 서울정원박람회
주제  서울피크닉

기간  2018. 10. 3. ~ 10. 9. 

장소 여의도공원 

2015~2018 서울정원박람회 2019 서울정원박람회 : 정원, 도시재생의 씨앗이 되다



정원전시 
해방촌, 만리동광장, 백범광장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서울형 정원

동네정원D(작가정원), 동네정원S(학생정원), 

동네정원R(주민정원), 초청정원, 참여정원, 

팝업가든, 자치구정원, 시민정원사정원 등

정원산업전
만리동광장, 해방촌
정원산업의 최신 정보와 트렌드를 한자리에

동네정원 특화시설물 전시, 

만리동광장 기본부스, 

해방촌 팝업스토어, 해방촌 가든센터 등

정원문화페스티벌
만리동광장, 백범광장
정원에서 만나는 문화예술의 낭만

가을밤의 정원 음악회, 가든 시네마, 

버스킹 공연, 버블쇼, 마술쇼, 

크라운해태 조각전시 ‘견생전’ 등

정원체험프로그램
만리동광장, 백범광장
정원과 친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

가족 화분 만들기, 해설이 있는 정원 투어, 

천개의 마음 천개의 화분, 스탬프 투어,

아이와 함께 하는 정원 활동 등

‘2019 서울정원박람회’를 통해 
해방촌에 15개의 동네정원이 만들어집니다.
·  �동네정원D(작가정원)�:�5개소 - 작가(Designer)가 설계한 동네정원

·��동네정원S(학생정원)�:�5개소 - 학생(Student)들의 아이디어가 담긴 동네정원

·��동네정원R(주민정원)�:�5개소 - 주민(Resident)들이 직접 만드는 동네정원

동네정원과 어울리는 
특화시설물 공모와 팝업스토어도 추진됩니다. 
· 정원산업전 동네정원 특화시설물 공모

· 정원산업전 해방촌 팝업스토어

· 정원산업전 해방촌 가든센터

· 정원산업전 만리동광장 기본부스 

만리동광장, 서울로7017, 백범광장을 지나 
해방촌까지 가든로드가 펼쳐집니다.
· 어딜가든 동네정원

· 서울정원박람회가 선보이는 가든로드



2018 서울정원박람회의 주요 성과

참가인원 및 주요행사
· 관람객 905,300명(여의도공원 입장객 합산)

· 정원전시 90개소

· 정원산업전 41개 기업 참여

· 정원문화공연 12회 진행

· 정원 콘퍼런스 4회 진행

· 정원체험프로그램 13회 진행

· 기관방문 53개 기관

· 자원봉사자 409명

· 시민만족도 98%(1,000명 설문조사 결과)

언론 홍보
· 현장 기사설명회 및 보도자료 배포 5회

· 언론 보도 총 397회

· 방송 12건, 일간지 18건, 온라인 367건

기타 홍보
· tbs 교통방송 광고 18회

· 지하철 모서리 광고 1,067면

· 지하철 액자형 광고 360면

· 지하철 역사 스크린도어 광고 4개소

· 여의도공원 경유 버스 광고 17대

· 여의도공원 인근 가로등 배너 설치 30일간

· 여의도역 내부 홍보물 설치 30일간

· 육교 현판 게시 30일간

· 타 박람회에서 사전 홍보부스 운영 2회

2019 서울정원박람회
GARDEN ROAD

슬로건 : 어딜가든 동네정원
주  제 : 정원, 도시재생의 씨앗이 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