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 회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 

이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서울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서울시는 2015년부터 개최해오던 ‘서울정원박람회’를 

‘서울국제정원박람회’로 새 단장했습니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과 작가가 함께 만들고 가꾸는 정원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제 첫 걸음마를 뗀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초록 향기가

코로나19로 지친 서울과 당신에게 

위로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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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꽃향기, 풀 내음 가득했던 중림동, 만리동의 정원들을 기억하시나요? 아직도 올해 처음 
개최한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그 모습이 아름다운 꿈만 같고 생각만으로도 가슴 벅차오르기까지 
합니다.

이번 박람회의 주제는 ‘Link Garden, Think Life정원을 연결하다, 일상을 생각하다’였습니다. 다채로운 
정원을 통해 천만 서울시민의 일상을 공유하고 단절된 지역들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박람회가 시와 시민의 연결고리가 되어 정원문화를 일상화시키고, 정원 산업을 활성화시키고픈 
바람도 담겨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간 개최해온 ‘서울정원박람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원박람회가 
되었습니다. 그간 창의성이 돋보이는 작가정원 64개소와 시민·주민이 직접 참여한 시민참여정원 
341개소 조성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총 406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했습니다. 이제 그 울타리를 
벗어나 한국의 정원문화를 알리고 세계 도시로서 걸맞은 국제정원박람회로 거듭나기 위해 이번 
박람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로 낙후된 지역을 부흥시키고 커뮤니티 문화의 
거점으로서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정원박람회의 플랫폼을 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지친 시민들의 일상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요즘은 시민들이 공원과 집 근처 휴식공간을 더욱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숨 쉴 틈을 드리자는 생각에, 안전하면서도 다양하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박람회의 막을 열었습니다. 

세계적 정원디자이너와 작가들의 정원부터 중림동 주민이 직접 만든 동네정원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25개소의 정원은 분명 우리의 지친 일상을 위로하는 활력소가 됐을 거라 믿습니다. 차별화된 국
제정원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서울정원여지도, 세
계가족정원 등의 ‘정원문화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온라인 정
원산업전’에서는 정원 산업의 최신정보와 트렌드를 한자리에 모두 담았습니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
대에 점점 수요가 늘어가는 정원 산업이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별히 시민 안전을 고려하면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코로나 시대 맞춤형 전시로 운영했습니다. 
QR코드 방식을 활용한 모바일 가이드북으로 분산 방문과 비대면 개별관람을 유도했습니다. 사람과 
자연의 소통과 교류의 공간인 정원. 앞으로 시민의 일상 속에 정원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정원문화와 
산업의 미래를 묻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서울정원박람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국제
정원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노고와 열정을 아끼지 않으신 서울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 서울시 조경과, 전문가, 민간단체, 참여업체 그리고 모두의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행사에 참여해주신 서울시민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까지의 그 과정과 노력, 즐겁고 아름다웠던 
시간의 기록을 백서에 담았습니다. 이 백서가 정원문화와 산업 발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산시키
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5월의 아름다웠던 우리 모두의 정원을 다시 한번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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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원도시를 모색한다.
정원은 시대에 따라서 때로는 은밀하고 때로는 생산을 위한 공간이 되고 때로는 권위와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는데, 
이후 시민사회가 발달하면서 정원은 민주적이고 공공적인 공원 등의 공간으로 변모하게 된다. 
지금 우리는 기후 위기, 환경 재앙에 근간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인수공통전염병 확산에 문명이 갈 방향을 새롭게 
찾아야 할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우리가 정원과 정원도시Garden City라는 화두에 거는 기대는 이러한 위기의 반영이고 
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정원은 인간의 욕망에 의해 만들어지는 조절 가능한 자연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유지되기 어렵다. 태양의 
빛과 물, 흙이 빚어내는 자연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원도시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상호 공존하는 방향으로 
재정립이 요구되는 생태문명으로의 전환, 즉, 인간이 자연과 함께 존재하면서 함께 진화하는 문명을 지향한다.
이제 서울시는 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정원도시를 모색해야 한다. 앞으로는 ‘도시 속의 정원’을 넘어 ‘정원 속의 
도시’라는 개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전후 70년 만에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품격 있는 도전으로 
정원을 통해 서울의 가치와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정원도시 서울을 모색할 시점이다. 서울시가 정원도시로 나아
가는 데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매우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 정원문화와 정원산업을 선도한다.
‘정원을 연결하다, 일상을 생각하다Link Garden, Think Life’를 주제로 한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온‧오프라인으로 열렸다. 
특히, 국내 작가 중심이었던 ‘작가정원’ 참여 작가는 처음으로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등 국제적 성격의 행사로 
한 단계 도약하였다. 
온라인 프로그램으로는 국내 100여 개 정원 관련 업체가 참여하는 ‘정원산업전’, 시민들이 서울시 곳곳에 숨겨진 
정원을 추천·공유하는 ‘서울정원여지도’가 열렸다. 정원 작품과 정원 조성과정 등을 담은 영상기록물도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특히, ‘정원산업전’은 넓은 장소에 부스를 대규모로 설치하는 기존 방식 대신 온라인으로 무대를 
옮겼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집 꾸미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내 100여 개 기업의 400여 개 제품을 통
해 국내 정원산업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이번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속도감 
있는 혁명시대에 대응하는 박람회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최초 정원산업 분야의 트렌드를 한자리에 담은 
‘온라인 정원산업전’은 앞으로 우리나라 정원산업이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세계적인 스마트 강국인 우리

나라의 장점을 활용해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온라인 정원산업전이 정원·
조경·화훼·원예 관련 기업과 신제품·신기술·신품종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플랫폼의 씨앗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서울의 다른 미래를 꿈꾸다.
정원은 가꾸고, 감상하고, 지지하고 꿈꾸는 활동들을 통해 개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감상적 가치, 경제적 가치, 치유
적 가치를 갖는다. 이러한 정원가꾸기 활동은 풍부한 정원생활의 실현을 통해 풍부한 지역 생활을 만들고, 더 나아가 
지역 커뮤니티를 창조하는 문화로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서울에 정원문화가 확산되면서 공동체성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들이 동네정원을 매개로 함께 
나와 일하면서, 정원을 함께 가꾸는 데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나누며 자발적인 작은 공동체로 발전해나갈 수도 있다. 
21세기의 계, 두레, 품앗이는 정원을 매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자발적 작은 공동체는 노인들의 고독사를 
막고 자살률을 낮추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정원을 감상하고 가꾸는 것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문화적
인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한다. 정원가꾸기를 통한 다양한 문화적 활동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정원을 연결하다, 일상을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일상’과 ‘연결’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일상 속 작은 정원들을 연결하는 방식에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전체 작품 중 46개인 시민 참여정원은 
중림동 골목골목에 숨어 있는 빈 공간에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가꾼 곳이 대부분이다.
정원이 마을과 골목으로 들어간 것은 정원박람회 역사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실 정원이 마을로 
들어가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버려진 빈 땅을 찾는 절차가 복잡하고, 주민들이 참여해 힘을 모으는 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정원들은 앞으로 주민들에게 녹색치유 공간으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마을로 들어간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칭찬받을 만하다. 특히, 마을로 들어간 정원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앞으로 ‘서울의 다른 미래’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녹색 서울로 상징될 수 있는 서울의 다른 미래도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사람 중심 도시로 바뀌는 게 기본이 될 것이며 이때 삶의 터전인 마을 곳곳에 정원이 자리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장 김인호

미래를 여는 열쇠,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발간사
publisher

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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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근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8

-  정원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 지원(2015. 1. 20. 신설)

•  조경진흥법 제13조(조경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정원박람회의 육성)

-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박람회를 개최

추진 배경
•  세계인과 함께, 정원도시 서울의 위상을 알리면서 안

전한 국제행사로 추진
•  일회성 행사가 아닌, 주민·작가 등과 함께 존치정원을 

만드는 도시재생형 정원박람회를 세계에 소개하여 
서울시만의 차별화된 정원박람회 브랜드화

•  기후환경문제 대응, 정원산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
화, 정원문화 확산 등 다양한 국제정원박람회의 비
전 제시

•  타 부서 관련 축제 및 유관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너
지 효과 향상 

추진 근거 및 배경
Background

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2020

비전
세계 속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

운영
운영 방향
·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세계에 알리는 국제정원박람회
· 시민들에게 정원문화를 일상화시키는 정원박람회
·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정원박람회

2020년 달라진 추진 방향
2019년
· 한국 정원작가들의 작품 전시
· 오프라인 중심의 일회성 이벤트

2020년
· 세계 정원작가들의 작품 전시
· 온라인 중심 이벤트 및 장기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 방향
·  해외작가 초청, 국제콘퍼런스 개최, 해외 홍보 등 국제적 성격의 박
람회로 추진

· 전시정원은 가급적 존치 및 유지 관리하여 도시경관 개선에 기여
·  동네정원은 중림동 일대 자투리공간 및 앵커시설 주변을 발굴하여 
동네 활성화 추진, 관람 동선을 예상하여 혼잡도 고려한 분산 배치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일상을 치유할 수 있는 공
간 마련, 안전을 위해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변경 및 신설

슬로건
Seoul Garden NetWalk

주제
Link Garden, Think Life

정원을 연결하다, 일상을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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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Summary

세부 추진 계획
Detail Plan

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2020

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2020

행사 개요
행 사 명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2020
사업기간 2020년 1월 ~ 2021년 6월
행사기간  2021년 5월 14일(금) ~ 5월 20일(목) [7일간] 

2020년 10월 8일(목) ~ 10월 18일(일) [11일간]  
온라인으로 미리 만나는 ‘2020 서울국제정
원박람회’

장 소 손기정체육공원, 만리동광장, 중림동 일대
주 제  Link Garden, Think Life  

정원을 연결하다, 일상을 생각하다
슬 로 건 Seoul Garden NetWalk
주 최 서울특별시,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주 관 ㈜환경과조경

주요 행사
•  정원 디자인 분야: 초청정원 등 전시행사
초청정원, 작가정원, 학생정원, 동네정원, 가로정원, 
팝업가든, 세계가족정원 등 국내외 전문가 및 일반인 
정원작품 전시

• 정원 산업 정보 분야: 정원산업전 유관 행사
온라인 정원산업전, 모델정원, 만리동광장 식물연출 
등 전시

• 정원 학습 분야: 정원 콘퍼런스 등 학술 행사
정원과 도시, 도시재생을 주제로 국제정원심포지엄 
등 학술행사 개최

• 정원 체험 분야: 정원문화 프로그램
서울정원여지도, 나만의 정원 링크하기 등 일상 속에
서 정원을 발견하고 가꿀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참여
행사 개최

추진 경과

2020. 1.
기본계획 수립

2021. 4. ~ 5.
정원 조성 등 행사장 설치

2020. 2.
조직위원회 운영

2021. 2. ~ 3.
전시정원 조성 업체 협의 등

2021. 5.
온·오프라인 홍보

2020. 3. ~ 4.
운영사 선정 및 협약 체결

2020. 10. 8. ~ 18.
온라인으로 미리 만나는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

2020. 4.
주제 및 슬로건 확정

2021. 5. 14. ~ 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

2020. 4. ~ 6.
세부실행 (전시정원 조성)  
추진계획 수립

2020. 8. ~ 10.
온라인 홍보

2020. 7. ~ 8.

작가정원 국제공모, 
학생정원 및 팝업가든 공모

2021. 6.

최종결과보고, 
백서 제작 및 평가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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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Link Garden, Think Life  
정원을 연결하다, 일상을 생각하다

• Link Garden : 정원을 연결하다
-  실질적인 정원의 연결을 통한 도심 녹지의 연결 + 

정원문화 연결
-  정원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새로운 커뮤니티 

형성의 장
• Think Life : 일상을 생각하다

-  도시 내에 일상을 살아가는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목표

• 국제정원박람회에 적합한 주제
-  정원을 통한 물리적 생태계의 연결, 정원을 통한 심

리적 커뮤니티의 연결
-  도시 환경과 공동체 회복은 전 세계 조경가와 정원 

디자이너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풀어나가야 할 도
전적인 과제

- 서울형(도심형) 정원박람회에 부합하는 주제

슬로건: Seoul Garden NetWalk
• 주제와의 연관성

-  주제인 ‘Link Garden’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서울
의 바람직한 도시 환경 제시

•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의 연관성
-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이란 시정 목표를 달성했을 
때 서울시민들이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결과물이 
‘Seoul Garden NetWalk’임을 상징적으로 암시

•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성취할 수 있는 가치
-  정원을 연결하고, 도시민들의 삶을 고민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정원을 통한 연결(net)

이자 정원을 즐기면서 산책(walk)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  서울정원박람회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서울 전역
으로 가든 네트워크 확장 가능

-  ‘보행특별시 서울, 정원도시 서울’이란 이미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

포스터
•  박람회 주제가 담고 있는 ‘연결’의 의미를 반영하여 
나뭇잎 모양의 그래픽 모듈을 연속 배치한 디자인

•  국제정원박람회 홍보 효과 향상을 위해 국문 및 영문 
포스터 제작

•  정원용품과 서울, 도시 등을 상징하는 아이콘 배치 및 
다양한 컬러를 활용한 여러 바리에이션의 세부 프로
그램 및 공모전 포스터 제작

•  전문 디자이너와 조직위원 내·외부 평가에서 가장 
큰 호응을 받은 안으로, 서울국제정원박람회만의 
독특한 디자인

주제와 슬로건
Theme and Slogan

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2020

포스터 아이콘

포스터 그래픽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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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및 역할
• 위촉위원

-  도시재생, 조경계획·설계, 전시기획·연출, 문화·예
술, 정원산업 등 다양한 정원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

• 활동기간
- 위촉일로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 활동결과 
- 총 11회 회의(현장답사, 정기회의, 심사 등)

• 주요역할
-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발전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자문
-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주제 및 세부 프로그램 선정
- 도시재생과 시민협력 연계방안
- 전문분야별 세부 추진사항 협의
- 공연기획 및 시설안전관리
- 각종 관련 심의 및 심사·시상 등

조직위원회
Organizing Committee

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2020

조직 구성도

조직위원회

도시재생 분과

도시재생, 
지역상생, 

시민협력 등

조경설계, 식재, 
시설물계획, 
유지관리 등

행사 디자인, 
공간연출, 

동선계획 등

프로그램 구성, 
홍보, 관련부서 

협업 등

산업전 기획, 
지역경제자문 및 

활성화 등

계획/설계 분과 기획/연출 분과 문화/예술 분과 정원산업 분과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신구대학교 환경조경과 교수

김인호

영남대학교 산림자원 및 조경학과 교수

권진욱

조경설계 호원 대표

김호윤

(주)채움 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

김병채

중부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박은영

서안알앤디 디자인(주) 대표

신현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송영근

(주)디자인필드 대표

윤영주

가든랩스 대표

이안숙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이사

이병철

청주대학교 조경도시계획전공 교수

이애란

(주)신화컨설팅 대표

최원만

(주)에코밸리 대표

이재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사

한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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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 활동 내용
1. 제1차 조직위원회: 2020. 2. 11.(화)
•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추진계획
•  해외초청작가 및 국제공모정원 우선 대상지 조사결
과 공유 및 논의

• 2020 조직위원회 운영안 및 향후 일정 논의

2. 제2차 조직위원회: 2020. 3. 16.(월) 
※ 코로나19로 서면회의 개최
•  구서울역사 등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대상지 활용 및 
연계방안 논의
-  롯데마트 옥상,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유

휴지 등
• 산림청(국립수목원) 협력 국제학술행사 개최방안
• 서울정원박람회 작가정원 존치기준 관련 의견 수렴
• 서울로 2단계 연결길 공공조경가 지원 및 향후 일정

3. 제3차 조직위원회: 2020. 5. 14.(금) 
※ 코로나19로 서면회의 개최
•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추진계획 보고

-  주제 및 슬로건, 작가정원 국제공모(안)에 대한 의
견, 기타의견 수렴 등

4. 제4차 조직위원회: 2020. 6. 24.(수)
• 제3차 조직위원회 (서면)회의 결과보고
•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정원전시 및 정원콘퍼런
스 계획 보고

5. 제5차 조직위원회: 2020. 7. 17.(금)
•  주요 추진사항 및 제4차 조직위원회 의견에 대한 조
치계획 보고

•  작가정원 국제공모 및 학생정원 작품공모 심사위원
회 개최(안)

6. 제6차 조직위원회: 2020. 8. 18.(화)
•  작가정원 국제공모 및 학생정원 작품공모 1차 심사

결과
• 홍보 추진사항 및 계획 보고

- 국문 및 영문 홈페이지 제작
- 로고송 & UCC 시민공모전 개최
- 디지털 아카이브 서포터즈 기획

• 코로나19 대비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  작가정원 및 학생정원 워크숍, 동네정원사 교육 워크
숍 진행 보고

7. 제7차 조직위원회: 2020. 12. 7.(월)
•  온라인으로 미리 만나는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추진 결과보고
-  유튜브 채널 및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
-  언택트 정원콘퍼런스, 온라인 정원전시, 시민참여 

정원문화프로그램 및 홍보 이벤트
• 2021년 예정공정 및 주요 일정(안)

- 67개 정원 실물 조성 예정, 서울정원(25개소) 조성 중단
- 정원산업전: 온라인 정원산업전으로 변경 검토
-  정원문화 프로그램: 오프라인 행사 대폭 감소 및 온

라인 방식 검토

8. 제8차 조직위원회: 2021. 2. 8.(월)
•  서울국제정원박람회 2021년 추진계획 및 현안사항 
보고

• 정원 조성자 및 관람객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검토
• 정원산업전 온·오프라인 개최 방식 비교 및 검토
•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시기 및 일정 검토

9. 제9차 조직위원회: 2021. 3. 19.(금)
• 전시정원 조성 일정 보고
• 세계가족정원만들기 행사 기획안 검토
• 정원산업전 연계 모델정원(안) 검토
• 비대면 해설투어: 모바일 가이드맵(안) 검토
• 20초 전광판 영상 제작(안) 등 홍보 계획 논의

10. 제10차 조직위원회: 2021. 4. 22.(목)
•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추진 경위 및 행사 주요 진행 사
항 보고

11. 제11차 조직위원회(최종평가회): 2021. 6. 25.(금)
•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결과보고 및 행사 추진보고
•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종합 평가: 기획 및 운영, 예산, 
홍보, 시민참여, 만족도 등
-  운영방식 적합 여부 및 향후 가감해야 할 프로그램 

검토
-  예산 및 정원 조성 지원금, 홍보 방식에 대한 적절성 

의견 수렴
- 향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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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2021년 5월 진행)
세계가족정원 만들기
• 2021년 5월 8~9일, 총 4회로 나누어 실시
• 장소: 만리동광장
• 글로벌 가족이 만드는 세계가족정원(사전 신청)

개막식
• 2021년 5월 14일 
• 장소: 손기정체육공원
• 주요 프로그램: 정원시상식

비대면 해설투어(모바일 가이드맵)
• 2021년 5월 14일 공개
• 주소: sigsguide.com
•  비대면 개별관람을 위한 박람회 및 전시정원 소개 

페이지
• QR코드로 접속 용이

서울정원여지도
• 2021년 5월 14일 공개
• 주소:  google.com/maps/d/u/0/viewer?mid=1VR

Hi9TlufqkkEDQsOcXTsyoBHp4eDujy
•  시민들의 제보로 구성하는 정원 매핑 공유 서비스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제정원심포지엄 WEEK
• 2020년 10월 8일~14일
• 주제: 정원, 도시의 미래
• 주최: 서울시, 산림청, 국립수목원
• 강연자:  피트 아우돌프(네덜란드), 나타샤 드 베레(영국), 윌리

엄 프리드먼(미국), 진혜영(한국), 후미아키 타카노(일

본) 등

도시재생, 골목길 정원 가꾸기 국제웨비나
• 2020년 10월 15일
• 주제: 도시재생, 마을정원 골목길 가꾸기
• 주최: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 발표 및 토론: 니얼 커크우드(하버드 교수), 문길동(전 조경과장) 등

한국전통조경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학술대회
• 2020년 10월 16일
• 주제: 창립 40주년 기념 학술대회
• 주최: (사)한국전통조경학회
• 내용:  특별강연, 추계학술발표대회, 민관학 합동 토론회 등

온라인으로 미리 만나는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2020년 10월 진행)

주요 행사 일정
Main Event Schedules

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2020

MONDAY

국제정원심포지엄 WEEK

작가정원 소개

학생정원 소개

5

12

6

13

7

14

8

15

9

16

10

17

11

18

온라인 정원 콘퍼런스

온라인 정원 콘퍼런스

온라인 작품설명회

온라인 작품설명회

온라인 프로그램

온라인 프로그램

TUESDAY WEDNESDAY THURSDAY

01 
분홍섬

FRIDAY

02 결승선, 
자연의 위로

SATURDAY

03 
기층+꿰다

SUNDAY

04 
기억을 걷는 시간

국제정원심포지엄 WEEK

05
공감의 정원

우리 사이는 이미,
우리 사이의 의미

I ‘CAN’ DO IT! 2020 종약원 월야재회
Hyper-LOOP

Garden
마사 슈워츠,
앤드류 그랜트

한국전통조경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작가정원 소개 초청정원 소개

반려식물 상담소
세계가족정원

홍보영상
가드너의 작업실

서울정원박람회 돌아보기

도시재생, 
골목길 정원 가꾸기

(국제웨비나)



정원을 연결하다, 
일상을 생각하다
Link Garden, Think Life2 1. 해외작가 섭외 및 국제공모

2. 초청정원
3. 작가정원
4. 학생정원
5. 동네정원(주민참여)

6. 동네정원(전문가참여) 
7. 가로정원
8. 팝업가든
9. 세계가족정원

정원 전시
Gardens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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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 브랜드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고 국제적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
해 해외 정원 작가를 초청했다. 또한 특색 있고 다양한 정원 작품을 설치하기 위해 국제공모를 진행했으며, 조성된 
정원들을 대상지에 존치시켜 도시재생 및 정원산업의 발전에 힘썼다.

앤드류 그랜트
앤드류 그랜트는 사람과 자연의 연결을 탐구하는 조경가다. 그는 1997년 ‘그랜트 어소시에이츠’를 설립해 영국과 싱
가포르를 기반으로 한 국제적인 조경가로 성장했다. 그는 생태학적 원리와 관계를 이용해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인
간의 삶과 질, 건강한 삶 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약력
1997년 그랜트 어소시에이츠 설립
2012년 RSA Royal Designer for Industry 타이틀 수상 
셰필드 대학 초청교수
영국 왕립 건축가 협회 명예교수

해외작가 섭외
마사 슈워츠
마사 슈워츠는 도시 활성화 및 재생, 환경과 공생하는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조경 계획가이자 설계가다. 영국 런던
에 ‘마사 슈워츠 파트너스(MSP)’를 설립하여 미국과 중국에 그 영역을 넓혀나갔으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
으로서의 경관 계획과 설계에 전념하고 있다.

약력
1990년 마사 슈워츠 파트너스(MSP) 설립
2007년 하버드 디자인 대학원 조경 건축 실무 교수 
최근 3년간 미국, 이탈리아, 중국, 체코,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캐나다 등지에서 강의

Martha Schwartz

Andrew Grant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싱가포르

아피니티 메디니 이스칸다르, 말레이시아

사천성 자공시 자류정구 워터프론트, 중국

해외작가 섭외 및 
국제공모
Invite & Contest 

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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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원 국제공모
국제공모 홍보
정원 작품의 다양성과 국제성을 위해 검색엔진 및 해외 사이트 홍보 

작품 접수 및 심사
• 접수 개요

- 총 80개 작품(국내 47건, 해외 29건, 국내+해외 4건) 
- 개인접수 36건, 팀 접수 44건, 총 124명 참여

Bustler

구글 네이버

competitionsarchi archdaily

인스타그램
작가정원 국제공모 1차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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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정원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국제성이라는 키워드와 서울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해외작가를 섭외하여 박람회 대상지에 존치되도록 조성한 정원 

초청정원 개요
초청 작가 앤드류 그랜트(Andrew Grant)

정원 명칭  덩굴의 그물망(The Vine’s Web)

코디네이터  엘피스케이프(박경의, 이윤주)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4 남대문로문화공원

초청 작가 마사 슈워츠(Martha Schwartz)

정원 명칭  나무와 뿌리(Trees & Roots)

코디네이터  엘피스케이프(박경의, 이윤주) 

✽ 이 정원은 설계가 완료되었으나 정원 내부가 사방이 막힌 밀폐 시설물이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성되지 않음

초청정원 추진과정

‘덩굴의 그물망’ 콘셉트 이미지

초청정원
Invited Gardens

‘나무와 뿌리’ 식재 계획

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2020

2020. 6. 6.
해외작가 계약 체결

2020. 6. 26.
코디네이터 협약 체결

2021. 3. 18.
대상지 위치 최종 확정

2020. 7. 24. ~ 8. 20. 
콘셉트 스케치 및 설계

2021. 3. 26. ~ 4. 11.
정원 조성 준비

2020. 10. 18.
온라인 작품설명회

2021. 4. 12. ~ 5. 11.
정원 조성

2021. 5. 14. ~ 5. 20.
정원 전시

2021. 5. ~ 
정원 관리

온라인 작품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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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 산림지대의 30%는 완전히 사
라졌고, 20%는 척박해졌다. 한국 역시 도시화, 개간 및 불투수성 
표면의 증가로 인해 산림이 줄어들고 있다. 기후변화는 이러한 산
림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기존에 남아 있는 산림에도 
더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조성할 
나무와 뿌리Trees & Roots는 이러한 세계적 이슈에 주목하고자 한다. 
평화, 조화, 균형을 상징하는 이 공간은 자연을 나타내는 축소판
이며 악천후와 바위산, 부족한 토양과 같은 척박한 환경에 맞서 온 
분재의 끈질긴 투쟁을 보여준다. 그리고 자연에서 우리가 동경하
는 모습과 흡사한 진정한 미니어처 세계를 만들어낸다.

콘셉트 이미지

입단면도

✽ 이 정원은 설계가 완료되었으나 정원 내부가 사방이 막힌 밀폐 시설물이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성되지 않음

나무와 뿌리
Trees & Roots

코디네이터 엘피스케이프(박경의, 이윤주)

마사 슈워츠(Martha Schwartz)
마사 슈워츠 파트너스(MSP)



덩굴의 그물망
The Vine’s Web

코디네이터 엘피스케이프(박경의, 이윤주)
시공 공간시공 에이원(안기수)
후원 조영산업, 한설그린, URD(Urban Road Design), 12B(상민정), 
삼인조경, 바른원예가든센타, 와이엠일렉트로닉, 팀동산바치(최영준, 김지환)

앤드류 그랜트(Andrew Grant)
그랜트 어소시에이트(Grant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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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전(Before) 조성 후(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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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류 네트워크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균류 네트워크에서 영감을 얻었다. 균근 연합은 균류가 식물이  
물과 양분을 섭취하는 것을 돕고, 식물에게서 탄수화물 형태로 양분을 제공받는 공생 
관계를 이루고 있다. 더불어 이 균류 네트워크는 멀리 떨어져 있는 식물들을 연결한다. 
이 공생 관계를 인간과 자연, 도시와 정원 사이의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재해석해 
덩굴 구조물을 세웠다.

조성 과정(Process)

평면도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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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들의 포토존이 된 정원의 모습

정원의 구조물과 멀리 보이는 남산서울타워

덩굴로 만든 그물망
지면에서 솟아오른 덩굴 구조물은 수직적 경관을 만들고, 식물을 기능적으로 포용하
며, 통합적이고 조화로운 경관을 연출한다. 유연하게 휘어지는 곡선은 주변을 두른 딱
딱한 도시 환경에 부드러움을 더하고, 선명한 자홍색은 단조로운 배경에 신선한 자극
을 준다. 자유롭게 흐르는 그물망은 움푹 들어간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사람들은 이 
안과 주변부를 오가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과 함께 머물게 된다. 여럿 또는 
혼자서 그물망을 통과하고 경험하며 자유로운 활동을 즐기고 정원에 충분히 몰입할 수 
있다. 밤이 되면 구조물을 따라 설치된 조명이 빛이 물결치는 듯한 풍경을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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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원 공모 목적
서울특별시는 정원 문화 확산과 새로운 정원 디자인 
트렌드 소개 및 창의적인 정원 디자인 발굴을 위하여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작가정원(Show Garden) 국제
공모’를 추진

작가정원 공모 개요
주       제  Link Garden, Think Life
위       치  손기정체육공원(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로 101)

규       모  5개소(150㎡ 내외 / 개소당)

지원금액  개소당 4,500만원(부가세 별도)

공모기간  2019년 6월 26일 ~ 7월 15일(20일간)

작품접수  2020년 7월 15일 ~ 7월 17일(17시까지)

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2020

작가정원 참가 자격
• 관련 분야 전문가 누구나 참여 가능
•  공동으로 응모할 경우 총 2인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반드시 공동 응모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등
록. 대표자는 본 공모 관련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
의 취득 및 포기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다. 

• 다음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자
- 당선된 디자인에 따라 실제 정원 조성이 가능한 자
- 박람회 기간 중 정원의 유지관리가 가능한 자
- 박람회 기간 중 개막식 및 주요 행사에 참석이 가능한 자

•  기업과의 협업 출품도 가능하지만 기업이 대표가 될 
수는 없다.

•  해외 참가자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코로나19 등)로 해외에
서 입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시공은 국내업체와 컨
소시엄으로 수행해야 하며, 1차 심사에 선정된 해외 참
가자가 시공업체 주선을 원할 경우 주관사에서 국내 시
공업체를 추천할 수 있다.(국내 디자이너와 공동 출품 권장)

작가정원 추진과정
작가정원 공모 포스터

작가정원 금상 ‘분홍섬’

2020. 6. 12. ~ 7. 17.
공모 공고

2020. 7. 15. ~ 7. 17.
작품 접수

2020. 8. 21.
최종 설계안 제출

2020. 7. 24. 
1차 서류심사

2021. 3. 29.
설계 변경 및 설계안 최종 확정

2021. 5. 14. ~ 5. 20.
정원 전시

2020. 8. 6.
워크숍

2021. 4. 7. ~ 5. 11.
기반공사 및 정원 조성

2021. 5. ~ 
정원 관리

2021. 5. 12.
2차 현장심사

작가정원 공모 심사
접수건수 총 80개 작품
심 사 일 1차 서류심사 2020년 7월 24일
                2차 현장심사 2021년 5월 12일

심사기준 창의성 심미성 실용성 시공성 주제 반영 등
선정작품 총 5개 작품

작가정원
Show Gard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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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
일       시 2021년 5월 14일
시상내역 
• 금   상(서울특별시장상, 1점): 상장 및 상금 1,200만원(1만달러)

• 은   상(서울특별시장상, 1점): 상장 및 상금 480만원(4천달러)

• 동   상(서울특별시장상, 3점): 상장 및 상금 240만원(2천달러)

분홍섬(The Pink Island)
테오 히달고 나체(Teo Hidalgo Nacher, 스페인)
데이비드 바르디(David Vardy, 영국)

공감의 정원(Empathy Park)
지거 댈런버그(Zeger Dalenberg, 네덜란드)
쿠엔틴 오브리(Quentin Aubry, 프랑스)

기층+꿰다(Substrates+Stitches)
이반 발린(Ivan Valin, 미국)
나탈리아 이체베리(Natalia Echeverri, 콜롬비아)

1차 서류심사

시상식

작가정원 워크숍

기억을 걷는 시간(The Time Walking along Memory)

원종호(대한민국), 박태영(대한민국)
결승선, 자연의 위로(The Finish Line, Solace of Nature)

홍광호(대한민국)

금상

은상 동상

동상 동상



테오 히달고 나체(Teo Hidalgo Nacher) 
스페인, 시안자오퉁-리버풀 대학교 부교수 

시공 팀펄리가든(이주은), 코르크로(소남우)
후원 코르크로, XJTLU DRC

데이비드 바르디(David Vardy) 
영국, 시안자오퉁-리버풀 대학교 부교수

금상

분홍섬
The Pink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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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전(Before) 조성 후(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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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물리적·정신적 환경의 공존에 대한 고민에서 설계를 
시작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화적, 사회적 교류뿐 아니라 자연 생태계
와 소통할 수 있는 정원을 만들고자 했다. ‘분홍섬’은 두 개의 부드러운 원
형 고리를 통해 다양한 울림을 선사한다. 사람과 물, 흙, 모든 생명체의 기
운이 각자의 울림을 서로에게 전하고 조화를 이룬다.

평면도

조감도

조성 과정(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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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크로 이루어진 구조물과 분홍빛을 자아내는 초화류

두 개의 고리
첫 번째 고리는 대상지를 감싸는 거대한 고리형 구조물인 ‘사람의 고리’다. 
사람의 고리는 목재, 토양, 코르크와 같은 자연물이 인공 시설물이 되었다
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순환 과정을 상징한다. 휘어진 고리가 만든 프
레임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벤
치, 정원을 지나는 길, 통과할 수 있는 아치 등으로 모습을 바꾼다. 두 번째 
고리는 ‘자연의 고리’다. 분홍빛으로 물든 정원은 부드러운 시각적, 촉각적 
감각을 전한다. 초록 자연과 대비를 이루는 분홍빛은 서로 다르지만 완전
히 연결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은유한다. 친환경 소재로 구성된 코르크 
섬들을 비롯한 다양한 자연의 요소들을 바라보며 즐기는 여유가 새로운 공
존으로 나아가는 연결고리가 되기를 바랐다.



시공 
더숲(이주호)

나탈리아 이체베리(Natalia Echeverri)  
콜롬비아, 발레체 스튜디오 공동대표

이반 발린(Ivan Valin) 
미국, 발레체 스튜디오 공동대표

기층+꿰다
Substrates+Stitches

은상



2장
  Gardens Display 

62 63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정원 전시

조성 전(Before) 조성 후(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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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토대, 정원의 중심
도시의 토대 그리고 정원의 중심에는 흙이 있다. 많은 고대 도시와 마찬가지로 서울 역시 흙으로 빚어졌고, 그 흙으
로부터 다양한 식물이 자라났다. 하지만 도시화로 인해 흙은 파편화되고 약화되고 오염되었다. 도시를 푸르게 만들
기 위해서는 우선 흙을 비옥하게 해야 한다. 생태계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이 흙이고, 흙은 도시의 생태학적·사회적 
편익을 위한 토대이기 때문이다. 흙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정원을 계획했다.

평면도

조감도

조성 과정(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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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주머니에서는 토착 식물이 자라며, 관람객은 여기에 몸을 기대거나 앉을 수 있다

흙을 담은 주머니
토양, 천, 나무 등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지만 잘 인지되지 않는 재료를 
독특한 방식으로 조합해 드러내고자 했다. 수작업으로 엮은 직물 컨테이너
에 흙과, 묘목, 뿌리 덮개를 담아 여섯 개의 흙주머니를 만들었다. 밝은 색
상의 직물은 외부와 내부의 수분과 산소를 활발히 교환할 수 있는 다공성 
소재로, 엮인 형태가 한국의 보자기를 연상시킨다. 흙주머니는 앉을 수 있
는 의자, 몸을 기댈 수 있는 빈백, 즐거운 놀이 공간 등 사용법에 따라 용도
가 유기적으로 변한다. 이 주머니를 사용하며 자연스럽게 흙의 질량과 무
게, 따뜻함, 축축함을 느낄 수 있다. 흙주머니 속에서는 토양 정화와 재생력
을 갖춘 토착 식물이 자라나고 바람, 물, 뿌리, 미생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으로 흙이 치유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시공 팀펄리가든(이주은)
후원 천지식물원, 오경농장

지거 댈런버그(Zeger Dalenberg)  
네덜란드, 스튜디오 아우달 공동대표

쿠엔틴 오브리(Quentin Aubry)
프랑스, 스튜디오 아우달 공동대표

공감의 정원
Empathy Park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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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전(Before) 조성 후(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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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다양한 연결고리
도시에는 다양한 사용자들이 존재한다. 우선 사회적 행위를 위해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기능주의적 사용자가 있다. 이들이 만드는 연결고리는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과 이를 연결하는 도로로 이루어진다.
도시 속 생태계를 잘 살피면 더 다양한 사용자들을 발견할 수 있다. 기능적이거나 가시
적이지 않으며,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이기도 하다. 윙윙거리며 꽃 주변을 배회하는 
벌부터 먹이와 쉼터를 향해 은밀히 움직이는 작은 동물,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새까
지, 이들은 도로와 건물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조성 과정(Process)

평면도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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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한 관람객들은 정원과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경험한다

다중적 연결고리 드러내기
도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생명체를 연결하고자 한다. 정원은 일상에서 쉽
게 눈에 띄지 않는 연결고리를 드러낼 수 있다. 대상지 내에서 일어나는 사
람과 동물의 행동을 분석하고, 이 궤적을 중첩한 선을 따라 만남을 도모하
는 일련의 장치를 배치한다. 보행자, 어린아이, 관광객, 벌, 새, 작은 동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장치다. 보행자들이 작동시키는 새 모이통, 작은 동
물이 몸을 숨기고 사람이 과일을 딸 수 있는 과수원 터널, 아이들이 뛰노는 
디딤돌,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잠시 멈추는 포토존에서 다양한 만남과 교류
가 이루어진다. 이로써 정원은 비로소 작동하며 연결고리들이 겹쳐져 새로
운 지도가 탄생하게 된다.



원종호 
대한민국, JWL 실장

시공 
조경시공 서화(노혁진)

박태영 
대한민국, JWL 디자이너

기억을 걷는 시간
The Time Walking along Memory

동상



2장
  Gardens Display 

78 79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정원 전시

조성 전(Before) 조성 후(After)



2장
  Gardens Display 

80 81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정원 전시

과거의 우리, 현재의 우리와 마주 보다
한국은 전후 암흑기에서 폭발적 성장기를 거쳐 현재의 선진화된 사회에 이르렀다. 해
방 후의 한국사를 닮은 정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세대의 사회 구성원을 하나로 연결하
고자 했다. 폐허 서울에서 오늘날의 서울을 올려다보고 현 서울에서 옛 서울을 내려다
보는, 과거와 현재가 마주하는 풍경을 상상했다. 이를 정원에 묘사해 지난 세대가 걸어
온 길이 녹록치 않았으며 얼개처럼 연결된 모두의 삶이 사회를 지탱한 가장 큰 힘이었
음을 깨닫길 바랐다.

조성 과정(Process)

평면도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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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가장 높은 구간에서 내려다본 전경과 정원에 방문한 관람객들

전략
서울의 발전 과정을 전후, 성장기, 현대로 구분해 정원을 세 구간으로 나누
고 지형, 돌, 식물을 활용해 각 구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점점 높아지는 
지형을 통해 방문객은 서울의 변화를 극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전후 서울
에 해당하는 가장 낮은 구간에 암담한 현실을 딛고 위로 향하려는 세대의 
고군분투를 담았다. 현재의 서울인 가장 높은 구간에서 이전 세대가 걸어
온 길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낮은 구간과 높은 구간 사이를 시각적으
로 열어 현재와 과거를 연결했다. 전후 서울은 거칠고 삭막한 돌밭으로, 현
재의 서울은 깔끔한 잔디밭으로 표현했다. 돌이 띄엄띄엄 놓여 초지를 연
상케 하는 구간은 성장기 서울에 해당한다. 돌밭에는 생명력이 강한 사초, 
매발톱, 암대극, 해국을 심고, 초지 구간에는 우리네 들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참억새, 수크령, 띠, 강아지풀을 식재해 시원스러운 경관을 연출했다. 
원예종 그라스, 색과 질감이 수려한 야생화는 풍요로운 오늘의 서울을 상
징한다. 세 구간에 공통으로 식재된 진달래, 철쭉, 생강나무 등의 교관목은 
정원의 틀을 형성하는 재료인 동시에 시대를 관통하는 한국성의 오마주다.



시공 
리스케이프(홍광호)

홍광호 
대한민국, 리스케이프 대표

결승선, 자연의 위로
The Finish Line, Solace of Nature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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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전(Before) 조성 후(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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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정과 남승룡
손기정체육공원은 마라토너 손기정과 남승룡을 기리기 위해 조성되었다. 1936년 베
를린 올림픽에서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차지한 두 사람은 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
고 만세도 하지 않고 환호도 지르지 않았다. 일장기를 달고 비통한 심정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이들에게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였을 것이다. 손기정과 남승룡의 이야기를 모
티브로 삼아 자연의 위로가 담긴 정원을 디자인했다. 역사적 흔적을 재해석한 정원을 
통해 땅이 지닌 본질적 가치를 생각해보고,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끼는 기회를 제공하
고자 한다.

조성 과정(Process)

평면도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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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승선을 통과하면 마주치는 위로의 공간

결승선을 상징하는 펜스와 식재된 백당화

결승선 너머의 위로와 치유
결승선을 상징하는 조형 펜스는 높고 닫힌 벽이 아닌 자연을 만나는 기대
감을 고조시키는 실루엣으로 기능한다. 이를 기준으로 정원은 두 공간으로 
나뉘며, 건천과 샘물은 대비되는 두 공간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요
소다. 관람객들은 정원 초입에 놓인 건천과 결승선을 지나 아늑한 정원에 
도달하고, 위요된 공간에 마련된 꽃밭, 태초 원시림을 닮은 샘물을 만나게 
된다. 인근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생종을 식재해 주변 환경에 순응하
는 경관을 연출했다. 마라토너들의 아픈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위로
가 필요한 순간들이 결승선 너머의 자연을 통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희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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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정원
국내외 조경, 원예, 건축, 도시계획, 산업디자인 등 관
련 학과 학생들의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조성되는 존치
정원

학생정원 공모 개요
주       제  Link Garden, Think Life
위       치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역(중림동, 만리동)

규       모  5개소(개소당 8㎡ 내외 )

지원금액  개소당 200만원(부가세 별도)

공모기간  2020년 7월 3일 ~ 7월 31일(29일간)

작품접수  2020년 7월 29일 ~ 7월 31일(17시까지)

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2020

학생정원 공모 내용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학생정원은 서울역 일대 도
시재생지역인 중림동·만리동 일대의 유휴부지, 자투리 
공간, 공용 화단, 빌라 화단 등에 조성될 예정이다. 학
생정원을 거점으로 박람회 이후에도 주민들이 직접 정
원을 가꾸고 일상 속에서 정원을 만나는 문화가 중림
동·만리동에 피어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
디어가 요구되며,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동네정원임을 감안하여 박람회 이후의 주민 활용을 고
려해야 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디자인을 제안해야 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참여팀
(또는 개인)은 중림동·만리동 일대의 지정부지 5개소에 ‘학
생정원’을 조성하게 되며, 박람회 기간 중 본인들의 정
원을 관람객들에게 전시하게 된다.

학생정원 추진과정
학생정원 공모 포스터

학생정원 은상 I ‘CAN’ DO IT!

2020. 7. 3. ~ 7. 31.
공모 공고

2020. 7. 29. ~ 7. 31.
작품 접수

2020. 9. 4.
2차 워크숍(설계 변경)

2020. 8. 5. 
1차 서류심사

2021. 4. 6.
3차 워크숍

2021. 5. 14. ~ 5. 20.
정원 전시

2020. 8. 13.
1차 워크숍(대상지 선정)

2021. 5. 3. ~ 5. 11.
기반공사 및 정원 조성

2021. 5. ~ 
정원 관리

2021. 5. 12.
2차 현장심사

학생정원 공모 심사
접수건수 총 82개 작품
심 사 일 1차 서류심사 2020년 8월 5일
                2차 현장심사 2021년 5월 12일

심사기준 창의성, 심미성, 실용성, 시공성, 주제 반영 등
선정작품 총 5개 작품

학생정원
Student Gard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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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
일       시 2021년 5월 14일
시상내역 
• 금   상(서울특별시장상, 1점):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은   상(서울특별시장상, 1점): 상장 및 상금 50만원
• 동   상(서울특별시장상, 3점): 상장 및 상금 30만원

2020 종약원(2020 Jong-yak-won)
혜민서 식물치료과(전함춘 외 4인)

Hyper-LOOP Garden
Studio 205(김유겸 외 3인)

I ‘CAN’ DO IT! 
초록이(황지윤 외 2인)

학생정원 조성 과정

학생정원 3차 워크숍

시상식
월야재회(Reunion of Moonlit Night)
新윤복(이정민 외 4인)

우리 사이는 이미, 우리 사이의 의미
(The meaning between us is already between us)
청춘LA(이정헌 외 3인)

금상

은상 동상

동상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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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2020 종약원 I ‘CAN’ DO IT!
조선시대 중림동에는 백성을 치료하는 관청 '혜민서'의 약초를 재배하는 약초밭 ‘종약전’이 있었다. 종약전은 병든 
백성들에게 약재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게 하는 최후의 보루였다. ‘2020 종약원’은 인간을 치료하는 식물
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식물을 돌보는 과정에서 인간도 치유되어 자연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순환’의 장을 마
련하고자 한다. _ 혜민서 식물치료과 전함춘, 김범주, 강동균, 김나연, 백승헌

I ‘CAN’ DO IT! 정원은 재활용된 세 개의 드럼통, 서로 다른 크기의 캔과 페인트통으로 구성된 정원이다. 각각의 드럼
통은 중림동, 만리동, 그리고 서울역 너머의 동네를 상징한다. 주민들은 집에서 가꾼 식물을 드럼통 주변에 놓거나 식
물이 담긴 캔을 집으로 가져감으로써, 계속해서 변화하는 다양한 모습의 정원을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다.
_ 초록이 황지윤, 배연재, 황준호

조성 전(Before) 조성 전(Before)조성 후(After) 조성 후(After)

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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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LOOP Garden 월야재회
우리의 일상에서 자연으로 넘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다면 어떨까? ‘하이퍼-루프 가든’은 도심 한가운데에 놓여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잠시 자연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통로이다. 사람, 일상, 그리고 자연을 연결하는 원
형 루프 앞에 멈춰선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파편화된 화단을 벗어나 서울로7017을 수놓은 식재들과 함께 손기정체
육공원, 서소문역사공원과 맥락을 같이하는 녹지의 흐름에 참여하게 된다. 
_ Studio 205 김유겸, 이채은, 고형석, 이채린

‘월야재회’는 그리움과 재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오래된 과거, 연인들은 밤하늘의 달을 보며 그리운 이를 떠
올렸고, 그것은 곧 서로를 향한 생각으로 연결되었다. 이지러진 달도 결국 보름달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월야
재회’에 뜬 달은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회에 대한 희망을 보여준다.
_ 新윤복 이정민, 장예주, 현수진, 정은혜, 김희서

조성 전(Before) 조성 전(Before)조성 후(After) 조성 후(After)

동상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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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이는 이미, 우리 사이의 의미 학생정원 이야기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인연이라는 이름의 붉은 실로 연결되어 있다. 다채로운 색상의 식재는 다양한 개성
을 가진 사람들을 상징하며, 이 식물들을 둘러싸는 붉은 구조물은 주민들 간의 화합을 형상화한다. Link Garden, 
Think Life.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오고 가는 사이에서, 잠시 쉬며 정원을 감상해보는 것은 어떨까?
 _ 청춘LA 이정헌, 송채은, 김현아, 서재경

조성 전(Before) 조성 후(After)

동상

혜민서 식물치료과 
주민분들이 오셔서 응원해주시며 꽃도 아주 예쁘다고 해주실 때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현장 시공을 진행하면서 설계를 할 때와 달리 시공은 더 주의해야 할 점
이 많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초록이
계획보다 어려운 점이 많았다. 공모 당시에는 여기에 화분을 넣고 드럼통을 넣으
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고정할 것이며 드럼통의 물은 어떻게 빠지
고 하는 등의 고민 과정을 겪으면서 계획 단계에서보다 실천으로 바꾸는 과정이 
힘들다는 교훈을 얻었다.

Studio 205
정원을 조성하다보니 주민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셨다. 칭찬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방
법, 정원에 어울리는 소재 등의  의견을 많이 주셨고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 해
주니까 좋네!” 하시면서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시공할 때 힘이 많이 났다.

新윤복 
이 공간은 기존에도 주민분들이 산책 등의 이유로 자주 이용하시는 곳이었는데 
우리에게 뭐 하는지도 많이 물어봐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그에 힘입어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거 같다.

청춘LA
주민들이 지나가시면서 우리 정원에 편하게 오셔서 꽃향기도 맡고 느긋하게 감
상하시면 좋겠다. 저 옆집에 사시는 분께서 열심히 하라고 음료수도 사다 주셔서 
더 예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정원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모든 
응원들이 힘이 되고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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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정원(주민참여) 조성
위       치  중림동 일대
규       모  6개소

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2020

동네정원(주민참여)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는 중림동 일대 지역 주
민들로 구성된 ‘중림동 동네정원사’를 모집하여 정원에 
관련된 교육 및 실습 후 조성하는 정원

동네정원 코디네이터
윤호준(조경하다 열음 소장)

중림동 동네정원사
개       요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조성되는 동네정원
을 함께 만들고 가꿀 ‘중림동 동네정원사’ 모집

참여혜택
• ‘정원 디자인·조성·관리’의 노하우 교육

-  체계적인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정원과 한 뼘 더 친
해지는 기회

• ‘정원 디자인’의 기초 교육
-  동네정원 코디네이터와 함께 10개소의 동네정원을 

함께 디자인
• ‘정원 조성’의 실제 교육

-  동네정원 코디네이터와 함께 10개소의 동네정원을 
직접 조성

• ‘정원 일’의 즐거움
-  동네정원을 내 집처럼 가꿀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

는 기회 제공

동네정원 추진과정

2020. 7. 1. ~ 7. 31.
참여 주민 모집 및 선정

2020. 8.  ~ 2021. 2.
동네정원사 교육 워크숍

2021. 4. 12. ~ 4. 30.
동네정원 조성 준비

2021. 3. 15. ~ 4. 10.
동네정원 협약서 재작성

2021. 5. 3. ~ 5. 4.
기반공사

2021. 5. 14.
시상식

2021. 4. 1. ~ 4. 30.
동네정원사 디자인워크숍

2021. 5. 6. ~ 5. 11.
동네정원 참여시공 및 조성

2021. 5. 12.
동네정원 심사

동네정원(주민참여)
Neighborhood Gardens

동네정원 동상 ‘정원 품은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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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
일       시 2021년 5월 14일
시상내역 
• 금   상(서울특별시장상, 1점): 상장 및 상금 50만원
• 은   상(서울특별시장상, 1점): 상장 및 상금 40만원
• 동   상(서울특별시장상, 3점): 상장 및 상금 30만원

정원 품은 꽃
자연사랑(김귀성, 김운기, 조을갑)

Well Calming Garden
Leafy Leafy(김소리, 김지원, 이선연)

목련나무 아래서
꽃향기(박보애, 양미영, 황보은선)

꽃과 새와 아이들
푸릇푸릇(고정, 김미정, 이창희)

정원 공동체 교육 정원 식재 및 디자인 교육

정원 유지관리 비대면 교육
발걸음이 멈추는 곳
엄마의 정원(강혜숙, 이덕례, 주의노)

푸른 마음
Greener(신기수, 이보엽, 황보윤경)

금상

은상

은상

동상

동상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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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꽃과 새와 아이들 목련나무 아래서
Welcome, 환영합니다. 재잘재잘, 웃음꽃을 피운 아이들과 새들, 백합, 라일락, 
백일홍, 조팝, 지나가시는 당신에게 꽃향기 선물을. 이 모든 아름다움을 발견하
는 당신에게 이 곳의 정원은 즐기고 돌보는 당신의 정원입니다. 
_ 푸릇푸릇 고정, 김미정, 이창희

구석지고 응달이었던 조그만 공간을 사계절 아름다운 꽃이 피고 목련향이 가득
하여 머물고 싶은 정원으로 꾸몄습니다. 예쁜 인생샷을 찍으세요.
_ 꽃향기 박보애, 양미영, 황보은선

조성 전(Before) 조성 전(Before)조성 후(After) 조성 후(After)

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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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Calming Garden
남대문 혹은 서울역에서 염천교를 건너면 중림동(中林洞)입니다. 중림동에 오
시는 분들을 환영하며, 노후된 건물벽을 보완하고 공간 부족으로 식물을 가꾸
기 어려운 도시 생활환경을 고려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수직정원을 만들
었습니다. _ Leafy Leafy 김소리, 김지원, 이선연

조성 전(Before) 조성 후(After)

정원 품은 꽃
이 정원은 동네에 달빛을 밝혀 중림동의 경관을 밝게 하고, 동네 주민분들도 얼
굴에 빛이 나게 하는 정원입니다. 정원을 보며 위로와 평화를 얻으면 좋겠습니
다. 오래 보며 향기를 느껴보세요.
_ 자연사랑 김귀성, 김운기, 조을갑

조성 전(Before) 조성 후(After)

동상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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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마음발걸음이 멈추는 곳
기존에 식재된 측백나무를 활용하고, 구석진 곳에 정원을 조성하여 정서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하였습니다.
_ Greener 신기수, 이보엽, 황보윤경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하려고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있는 정원에서 함께 사진을 찍어보세요!
_ 엄마의 정원 강혜숙, 이덕례, 주의노

조성 전(Before)조성 전(Before) 조성 후(After)조성 후(After)

동상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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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2020

동네정원(전문가참여)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는 중림동 일대의 자투
리 공간에 정원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조성한 정원 

동네정원 참여 전문가
윤호준(조경하다 열음 소장), 김명윤(마이조경 대표),
정성훈·정은주(제이제이가든스튜디오 소장)

동네정원(전문가참여) 조성
위       치  중림동 일대
규       모  9개소

동네정원(전문가참여)
Neighborhood Gardens

우리텔�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6

한국경제신문 돌담�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456

조성 전(Before)

조성 전(Before)

조성 후(After)

조성 후(After)

관리되지 않아 울창해진 건물 입구에 화사한 장미 게이트가 생겼습니다. 
플랜터에 식재된 다양한 화초류와 지지대를 타고 올라가는 장미가 초록의 싱그러움에 
화사한 따뜻함을 더합니다.

방치되어 있던 딱딱한 돌담에 알록달록한 꽃이 피어납니다. 
삭막한 돌담은 중림동 주민들의 쉼터로 다시 태어납니다.

소원(커뮤니티 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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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림종합사회복지관�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55-1중림창고1�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441

민정이네�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 1가 61-1중림창고3�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441-1

조성 전(Before)조성 전(Before)

조성 전(Before)조성 전(Before)

조성 후(After)조성 후(After)

조성 후(After)조성 후(After)

식물들이 드문드문 식재되어 있었던 화단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정원 조성으로 버려졌던 공간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플랜터 앞에 근사한 파라솔과 의자가 생겼습니다. 
새로 심어진 나무와 꽃들을 감상하며 잠시 더위를 피해 가세요.

가게 앞 방치된 화분의 식물들이 새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가게를 찾는 사람들의 입가에도 작은 미소가 번지길 바랍니다.

차량 주차로 인해 가려졌던 공간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이제 주민들에게 쉬어 갈 공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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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커뮤니티 가든)�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 1가 57-7비발디 플라자 화단1�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 2가 288

비발디 플라자 화단2�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 2가 288

조성 전(Before) 조성 전(Before)

조성 전(Before)

조성 후(After) 조성 후(After)

조성 후(After)

화단에 형형색색의 꽃이 피었습니다. 
새로 온 꽃들이 기존 식물들과 함께 어우러집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소원에서 이웃과 담소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주민참여형 디자인 워크숍으로 조성된 ‘소원’은 이
웃주민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정원입니다. 소원을 방문하는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도 소원에서 안녕하셨나요?

너무 많이 자라 화단 밖으로 나온 관목을 정리하여,
데크에 주민들이 앉아 쉬며 새로 심어진 알리움을 감상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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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2020

가로정원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는 중림동 및 만리동 일대
의 옥외 상점영업구간, 서울로7017 사잇길, 띠녹지 구간, 
손기정로 오름길 등의 가로형 공간에 조성한 정원

전시 개요
조성장소  중림동 및 만리동 일대
구       분   옥외 상점영업구간, 서울로7017 사잇길,  

띠녹지 구간, 손기정로 오름길 등

가로정원
Street Gardens

손기정로 오름길 펜스와 손기정체육공원 내부에 조성된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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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사잇길 및 띠녹지

옥외 상점에 운치를 더하는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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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개요
주       제  Link Garden, Think Life
조성장소  손기정체육공원(5개소), 만리동광장(5개소)

선정개소  10개소
지원금액  1팀당 지원비 50만원(부가세 별도)

응모자격  정원 조성에 관심 있는 일반인 및 학생 누구나
주       관  ㈜환경과조경

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2020

팝업가든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는 만리동광장 및 손기
정체육공원에 제한된 시간 동안 주제에 맞추어 일반 
시민 및 학생들의 독특하고 개성 있는 아이디어로 조
성하는 일시적인 정원. 박람회를 관람하는 시민들이 
즐거운 추억으로 담을 수 있는 포토존의 역할을 수행
한다.

팝업가든 추진과정

2020. 8. 12. ~ 9. 2.
팝업가든 공고

2020. 8.31.  ~ 9. 2.
팝업가든 작품 접수

2021. 4. 13.
워크숍

2020. 9. 4.
1차 서류심사

2021. 5. 13.
팝업가든 조성 및 심사

2020. 9. 8.
1차 심사결과 발표

2021. 5. 14.
시상식

2021. 5. 14. ~ 5. 20.
정원 전시

팝업가든
Pop-up Gardens

시상식
일       시 2021년 5월 14일
시상내역 
• 금   상(서울특별시장상, 1점): 상장 및 상금 50만원
• 은   상(서울특별시장상, 1점): 상장 및 상금 40만원
• 동   상(서울특별시장상, 3점): 상장 및 상금 30만원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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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활짝원(園)

자연경 nature-scope 은상

문이 시원스럽게 ‘활짝’ 열린 공간에 꽃이 ‘활짝’ 피어난다. 활짝원은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소통의 장으로 나아가는 
정원이다. 먼 길이 공포가 된 코로나 시대, 관계와 소통이 더없이 소중해진 이 때에, 활짝원에서 사람들이 ‘활짝’ 웃음
을 머금길 바라본다.  _ 꽃피는책방 황동연, 김혜정, 서명화, 곽연송, 김동한

자연경은 사방을 향해 열려 있으며, 사방에서 볼 수 있다. 자연은 빛에 따라 시시때때로 변하고, 빛은 자연에 생명을 
준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을, 자연경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_ 라디에이터 김지환, 안기수, 이창민, 이경아, 정선규

활짝원(園)
꽃피는책방(황동연 외 4인)

소망일기
바람이 분다(최다빈 외 1인)

자연경 nature-scope
라디에이터(김지환 외 4인)

Plan-T-able
99절절(유현빈 외 1인)

다시 여름 바캉스
싹-파이브(SSAK5, 김주영 외 4인)

금상

은상 동상

동상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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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동상

동상

다시 여름 바캉스소망일기

COSMOSPlan-T-able

‘다시 여름 바캉스’는 현재 상황에 지친 사람들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대표적인 휴양지인 동남아를 콘셉트로 식물을 선정하고, 휴가 온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여행용품과 라탄 소
재의 소품을 배치했다. ‘다시 여름 바캉스’에서 찍은 사진이, 비어 있는 이번 여름날의 순간을 채워주는 의미 있는 한 
장이 되었으면 한다. _ 싹-파이브(SSAK5) 김주영, 최소의, 김동희, 최다경, 정유진

반복되는 일상에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되고자 합니다. 
소망일기는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길 응원합니다. 
빛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이곳에 담아보세요. 마치, 일기장처럼. _ 바람이 분다 최다빈, 박채린

하늘의 COSMOS는 우주(宇宙)고, 땅의 COSMOS는 꽃이다. 팝업가든 COSMOS는 자연과 인간, 밤하늘과 도시를 
연결하는 사유의 공간이다. 눕는 행위는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별빛을 되찾아주고, 뒤이어 보이는 아름다운 하늘은 
자연스레 사색을 유도한다.  _ 조경플래닛 김소희, 송효정, 정지원, 표준영

예쁜 카페에서 사람들과 만나며 마시던 커피 한 잔이 그리워지는 요즘, 밖에 나가는 대신 홈 카페(Home Cafe)를 즐
기게 된다. ‘Plan-T-able’은 재료의 준비부터 과정, 완성된 음료를 즐기는 모든 과정이 중요한 홈 카페를 콘셉트로, 
반려식물을 ‘키우는 과정’에 집중하는 홈 가드닝을 위한 공간이다. _ 99절절 유현빈, 전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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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에게 닿고 싶다단비가 주는 선물

시크릿 가든단비

너에게 닿고 싶은 거리는 0m, 현실의 거리는 2m. 가까이 가지 못하지만, 햇살이 좋은 날 파란 하늘 아래, 너와 나만
의 공간에서 산들바람과 함께 모든 근심이 날아가기를 소망한다. 지금은 닿을 수 없지만, 언젠가는 다시 너에게 닿고 
싶다! _ D.N.A. 심지예, 이민희, 김지혜, 한아람, 이경호

사람들은 고난이 계속되면 그 끝에 좀 더 나은 생활이 있기를 꿈꾼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코로나19 사
태는 우리의 소중한 일상생활을 앗아갔다. 초록빛 단비는 사람들의 고단함을 마법같이 씻어내고, 희망을 꿈꾸게 하
며, 일상을 회복하는 데 힘을 보탤 선물이 될 것이다. _ 링띵동(Link Think-dong) 구예림, 이윤주, 신진호, 정여준

2020년 초 도시를 통째로 셧다운시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은 현재까지도 뚜렷한 존재감으로 모두를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빼앗기고 억압당해 자유를 갈망하고 있지 않나요? 영화 ‘시크릿 가든’ 속 정원
처럼, 잃어버린 자유를 찾아줄 공간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_ 고집 손미정, 전세연, 이규희, 정혜진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 민족의 기상을 드높이기 위해 달렸던 손기정 선수를 기리는 정원, 단비. 코로나19 사태로 
크게 변화한 세상에서 힘겨워하는 현재의 우리들이 마주할 공간이다. 역경 속에서도 신념을 지키며 살아간 그들과 
우리에게 단비를 맞이하게 한다. _ 운향(雲向) 엄혜선, 김희주, 이수빈, 임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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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개요
일       시   2021년 5월 8일, 9일 10시, 15시 

(1일 2회에 나누어 진행) 
주       제  서울정원상상, 세계정원상상
조성장소  만리동광장
개       소  20개소
지원사항   가드닝 키트(식물, 흙, 모종삽, 앞치마 등), 기념품 

(에코백, 티셔츠, 수첩)

주       관  (주)환경과조경
진       행  올:어바웃플레이스

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2020

세계가족정원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사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
된 ‘서울시와 함께하는 세계가족정원 만들기’는 마음
속으로만 상상했던 정원 풍경을 작은 화분에 담아보
는 시간이다. 국제정원박람회의 취지를 살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가족·다문화가족의 사전신청을 
받아 다양한 상상력이 담긴 정원 풍경을 20개의 트리
팟에 표현했다.

정원 조성 강사
오경아(오경아 정원학교)

정다운(스튜디오 미몽)

세계가족정원
Global Family Gardens

시상식
일       시  2021년 5월 14일
시상내역 
• 특별상(서울특별시장상, 2점)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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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정원 조성
Global Family Gardens

일       시   2021년 5월 8일 10시 ~ 12시
강       사  오경아
참  여  팀  Brighton, mongolia MN 사랑 나눔, 동근달, 딸기, 아가시 
국       적  몽골, 베트남, 중국, 영국
인       원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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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정원 조성
Global Family Gardens

일       시   2021년 5월 8일 15시 ~ 17시
강       사  오경아
참  여  팀  bibi patino, Lotus team, Team Vacances Travail, 루나 그리고 숲, 엘레나&카를로스
국       적  미국, 브라질, 인도, 프랑스
인       원  15인



2장
  Gardens Display 

136 137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정원 전시

3회차 정원 조성
Global Family Gardens

일       시   2021년 5월 9일 10시 ~ 12시
강       사  정다운
참  여  팀  Harris Fam, Roomer Family, Sim Family, 사이좋은 친구들, 꽃들 사이사이, 옥신각신
국       적  미국, 일본, 캐나다, 콜롬비아
인       원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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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차 정원 조성
Global Family Gardens

일       시   2021년 5월 9일 15시 ~ 17시
강       사  정다운
참  여  팀  999장, Team Canada, 가치가, 우리이웃화교, 인생뭐있어
국       적  일본, 중국, 캐나다
인       원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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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산업의 
최신 정보와 트렌드를 한자리에
Link Garden, Think Life3 1. 온라인 정원산업전

2. 모델정원
3. 만리동광장 식물연출

정원산업전
Garden Industry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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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일       시  2021년 5월 14일 이후
운       영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홈페이지 내 온라인 정원산업 전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내       용 정원, 조경, 화훼, 원예 관련 기업 및 신제품, 신기술, 신품종 소개
참여기업 82개 업체(정원용품전 22개, 정원시설물전 50개, 해외산업전 10개)

주       최 서울특별시,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주       관 (주)환경과조경

전시 구성 및 참여 기업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2020

온라인 정원산업전

온라인 정원산업전
Online Garden Industry 
Exhibition

온라인 정원용품전
1. 가림환경개발
2. 꿈제작소
3. 대지개발
4. 데팡스
5. 도토리상점
6. 라이네쎄
7. 락시원
8. 산수경
9. 수촌임산
10. 스틸데코
11. 에스가든협동조합
12. 에코21
13. 이쓰리플랜비
14. 자연과 사람들
15. 조이가든센터
16. 지에스코리아
17. 태흥에프엔지
18. 테라그린
19. 한국자생식물생산자협회
20. 한수그린텍
21. 현대장미원
22. 후스

온라인 정원시설물전
1. 가이아글로벌
2. 겨울정원
3. 그린나래
4. 그린루트
5. 뉴테크우드코리아
6. 다인앤살리스
7. 다정하이테크

8. 데오스웍스
9. 도슨트퍼니처
10. 디자인파크개발
11. 락시원
12. 렛그린
13. 보현석재
14. 삼정건설미공
15. 삼한씨원
16. 서경라이텍
17. 서호에코탑
18. 선로드
19.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20. 스페이스톡
21. 아리울씨앤디
22. 아이드림
23. 어스그린코리아
24. 에넥스트
25. 에코밸리
26. 예건
27. 오리온햄프로
28. 와이쓰리
29. 와이엠일렉트로닉스
30. 원앤티에스
31. 윤토
32. 이노블록
33. 제이앤에스
34. 좋은세상
35. 지에스코리아
36. 초록에서
37. 케이디우드테크
38. 케이앤씨가람
39. 코르크로

40. 코오롱글로텍
41. 키그린
42. 태광에코
43. 토인디자인
44. 플레이디앤에이
45. 한국그린인프라연구소
46. 한설그린
47. 한수그린텍
48. 행복한정원인테리어
49. 헤니
50. URD

온라인 해외정원산업전
1. Artstone
2. Cub Cadet
3. Deroma
4. Elho
5. Emotive
6. FISKARS
7. Gardena
8. Soendgen Keramik
9. TakasHO
10. wolfga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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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정원용품전

3. 대지개발

4. 데팡스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 16다길 9 2층
전화 02-832-3500
홈페이지 http://www.lifesoil.co.kr/
기업 카테고리 토양, 비료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29 702호
전화 051-441-6768
홈페이지 http://depanse.co.kr/
기업 카테고리 화분, 소품, 토양, 비료

1. 가림환경개발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진포2길 8 102-605
전화 010-4664-0258
홈페이지 http://www.biogro.co.kr/
기업 카테고리 토양, 비료

2. 꿈제작소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농소길 6-14
전화 043-211-9790
홈페이지 https://www.dreamproduction.co.kr
기업 카테고리 화분,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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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수경

주소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471
전화 010-5649-2285
홈페이지 http://www.sansukyeong.com/
기업 카테고리 화분, 소품

5. 도토리상점

주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불은남로 198-1
전화 010-4678-2744
홈페이지 https://smartstore.naver.com/dotori_mori
기업 카테고리 화분, 소품

7. 락시원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옥현로65번길 254
전화 010-2005-8434
홈페이지 https://rockxiwon.modoo.at/?pc=1
기업 카테고리 화분, 소품

6. 라이네쎄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계산로10
전화 1599-7787
홈페이지  http://reinasse.co.kr/
기업 카테고리 화분, 소품, 토양,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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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촌임산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18길 24 1층
전화 02-475-0267
홈페이지 https://soochon.modoo.at/
기업 카테고리 토양, 비료

11. 에스가든협동조합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울리영해로81 202호
전화 052-222-4461
홈페이지 -
기업 카테고리 화분, 소품

10. 스틸데코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118번길 47-13
전화 062-376-5224
홈페이지 http://www.steel-deco.com
기업 카테고리 화분, 소품

12. 에코21

주소 경기도 하남시 샘재로119번길 225
전화 031-791-5704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sey4000
기업 카테고리 화분,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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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조이가든센터

주소 경기도 이천시 진상미로 2232번길 94
전화 02-503-7080
홈페이지 http://www.joygarden.co.kr/
기업 카테고리 화분, 소품, 정원공구, 토양, 비료

13. 이쓰리플랜비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0 532호
전화 02-2070-2341
홈페이지 http://www.geohumus.co.kr/
기업 카테고리 토양, 비료

14. 자연과 사람들 16. 지에스코리아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길 16
전화 010-4782-9581
홈페이지 http://www.city04.co.kr/
기업 카테고리 정원식물, 화분, 소품

주소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고신길 3
전화 063-536-1118
홈페이지 http://rootplus.co.kr
기업 카테고리 화분,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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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한국자생식물생산자협회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211-1
전화 02-574-2994
홈페이지 http://korjs.org/
기업 카테고리 정원식물, 화분, 소품

17. 태흥에프엔지

주소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29 그린프라자 303호
전화 032-715-5581
홈페이지 http://www.treefertilizer.com/
기업 카테고리 토양, 비료

18. 테라그린

주소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오로 357-52
전화 1688-7950
홈페이지 https://chemknock.com/chem/terracottem
기업 카테고리 토양, 비료

20. 한수그린텍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23길 21 302
전화 02-322-0877
홈페이지 https://hansugt.modoo.at/
기업 카테고리 정원식물, 화분,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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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정원시설물전

1. 가이아글로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43 3층
전화 02-521-3875
홈페이지 http://www.gaiaglobal.co.kr/
기업 카테고리 휴게·체육·놀이시설

2. 겨울정원

주소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자석로 158번길 64
전화 010-7185-5031
홈페이지 -
기업 카테고리 가든퍼니처, 관수, 수경, 조명, 옥상, 벽면녹화

21. 현대장미원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28-14
전화 010-5232-7663
홈페이지 http://hyundaerose.com/
기업 카테고리 정원식물

22. 후스

주소 경기도 파주시 운정3길 27
전화 031-914-4230
홈페이지 https://egopower.co.kr/
기업 카테고리 정원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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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뉴테크우드코리아

주소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947 하남테크노밸리 C동 1204호
전화 010-3062-7181
홈페이지 http://www.newtechwood.co.kr/
기업 카테고리 가든퍼니처

4. 그린루트

주소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북로 158번길 103
전화 031-5175-3535
홈페이지 http://www.안내판.kr
기업 카테고리 관수, 수경, 휴게·체육·놀이시설

6. 다인앤살리스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석운로 19
전화 070-7405-8580
홈페이지 http://dainnsalis.kr/
기업 카테고리 가든퍼니처, 조명

3. 그린나래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512번길 32-88
전화 031-721-5311
홈페이지 http://gnare.co.kr/
기업 카테고리 휴게·체육·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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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슨트퍼니처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테크노관 6022호, 6020호
전화 02-431-0947
홈페이지 http://www.docentfurniture.com/
기업 카테고리 가든퍼니처

7. 다정하이테크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363번길 14-11
전화 032-765-8889
홈페이지 http://www.다정하이테크.com
기업 카테고리 가든퍼니처, 포장

8. 데오스웍스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에이스하이엔드3차 1406호
전화 02-2626-6522
홈페이지 http://www.deosworks.com/
기업 카테고리 휴게·체육·놀이시설

10. 디자인파크개발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133 엠벨리713동 404호
전화 010-2579-1226
홈페이지 http://designpark.or.kr/
기업 카테고리 휴게·체육·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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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현석재

주소 경기도 구리시 갈매순환로 204번길 65 구리스마트벤처타워 412호
전화 031-536-6674
홈페이지 http://www.bohyunstone.com/
기업 카테고리 포장

12. 렛그린

주소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 885 나 다동
전화 02-547-0114
홈페이지 http://www.letgreen.co.kr/
기업 카테고리 가든퍼니처, 옥상, 벽면녹화

14. 삼정건설미공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29길 14-4
전화 02-354-0982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samjung0982
기업 카테고리 가든퍼니처

11. 락시원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옥현로 65번길 254
전화 010-2005-8434
홈페이지 https://rockxiwon.modoo.at/
기업 카테고리 가든퍼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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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서경라이텍

주소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35 미사하우스디엘타워 F611
전화 02-473-3889
홈페이지 http://www.septel.co.kr/
기업 카테고리 조명

15. 삼한씨원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99 신천 3동 46-2
전화 053-756-0051
홈페이지 https://www.ebrick.co.kr/
기업 카테고리 포장

17. 서호에코탑

주소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북중앙로 424
전화 031-683-2393
홈페이지 http://www.seohoblock.co.kr/
기업 카테고리 포장

18. 선로드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7. 캐릭터그린빌 1319호
전화 031-475-3631
홈페이지 www.sunroad.co.kr
기업 카테고리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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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스페이스톡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82길 25 혜승빌딩 3층과 4층
전화 02-525-3274
홈페이지 https://www.spacetalk.co.kr/
기업 카테고리 휴게·체육·놀이시설

19.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11
전화 02-3450-6928
홈페이지 http://www.somoconst.com/
기업 카테고리 옥상, 벽면녹화, 휴게·체육·놀이시설

21. 아리울씨앤디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E동 1912호
전화 02-749-0718
홈페이지 http://www.ariulcnd.com/
기업 카테고리 관수, 수경

22. 아이드림

주소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로52번길 61-54
전화 031-997-5435
홈페이지 http://www.아이드림.kr
기업 카테고리 휴게·체육·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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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예건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신촌3로1
전화 031-943-6114
홈페이지 https://yekun.com/kr/index.php
기업 카테고리 휴게·체육·놀이시설

24. 에넥스트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반송로 392번길 4
전화 1544-9611
홈페이지 http://www.e-next.co.kr/
기업 카테고리 휴게·체육·놀이시설

23. 어스그린코리아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66 승소빌딩 6층
전화 02-858-2970
홈페이지 http://earthgreen.co.kr/sub/index.php
기업 카테고리 옥상, 벽면녹화

25. 에코밸리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03 3층
전화 070-5092-5933
홈페이지 http://www.eco-valley.com/
기업 카테고리 관수, 수경, 옥상, 벽면녹화, 휴게·체육·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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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오리온햄프로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39
전화 02-2602-5750
홈페이지 http://www.ehampro.co.kr/web/home.php
기업 카테고리 휴게·체육·놀이시설

28. 와이쓰리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설총로 41-10
전화 053-857-6969
홈페이지 http://www.y3.co.kr/
기업 카테고리 포장

29. 와이엠일렉트로닉스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388 테크노파크 203-601
전화 032-621-2551
홈페이지 http://www.ymelec.co.kr
기업 카테고리 조명

30. 원앤티에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57길 20-5 3층
전화 02-338-3882
홈페이지 http://www.wonnts.com/
기업 카테고리 휴게·체육·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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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이앤에스

주소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345 304동 1006호
전화 070-7804-0479
홈페이지 http://www.woozen.kr/
기업 카테고리 휴게·체육·놀이시설

32. 이노블록

31. 윤토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3길 6 효진빌딩 402호
전화 02-525-4711
홈페이지 https://www.inoblock.co.kr/
기업 카테고리 가든퍼니처, 포장

주소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397 101동 1304호
전화 1566-8353
홈페이지 http://www.yoonto.kr/
기업 카테고리 가든퍼니처

34. 좋은세상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북부로 11길 207
전화 043-648-8222
홈페이지 http://www.glw.co.kr
기업 카테고리 휴게·체육·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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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초록에서 38. 케이앤씨가람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구봉로 12번길 40
전화 041-354-1148
홈페이지 http://chorok-in.com/
기업 카테고리 옥상, 벽면녹화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28(가산동) B110, 111, 113호
전화 070-4837-3873
홈페이지 http://www.kncgaram.com
기업 카테고리 조명

37. 케이디우드테크35. 지에스코리아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33-5
전화 02-3401-5525
홈페이지 http://www.kdwoodtech.com/
기업 카테고리 가든퍼니처, 포장, 휴게·체육·놀이시설

주소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고신길 3
전화 063-536-1118
홈페이지 http://rootplus.co.kr
기업 카테고리 옥상, 벽면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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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코오롱글로텍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10 코오롱 One&Only타워
전화 02-3677-5911
홈페이지 http://www.kolonturf.co.kr/
기업 카테고리 휴게·체육·놀이시설 

41. 키그린

주소 경기도 광주시 광남안로 129번길 23-15
전화 02-408-8572
홈페이지 http://www.key-green.com/
기업 카테고리 포장

39. 코르크로

주소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송학정로 31
전화 010-6613-1050
홈페이지 http://www.corkro.com/product/corkro
기업 카테고리 포장

42. 태광에코

주소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427번길106 태광빌딩 4층
전화 032-344-1708
홈페이지 http://www.tkecokorea.co.kr
기업 카테고리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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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한국그린인프라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43 그룹한빌딩 5층
전화 02-587-9444
홈페이지 http://www.greeninfra.co.kr/
기업 카테고리 관수, 수경, 옥상, 벽면녹화, 휴게·체육·놀이시설

44. 플레이디앤에이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곡현로852-1
전화 031-334-8209
홈페이지 http://www.playdna.kr/ie/index.php
기업 카테고리 휴게·체육·놀이시설

43. 토인디자인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43 GH빌딩 3F
전화 02-533-3720
홈페이지 http://www.toinpld.com/
기업 카테고리 휴게·체육·놀이시설

46. 한설그린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26길 52 한설빌딩
전화 02-3411-0898
홈페이지 http://www.hgreen.com/
기업 카테고리 포장, 옥상, 벽면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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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URD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53 8층 814호 이레메티칼센터
전화 032-719-2162
홈페이지 -
기업 카테고리 포장, 옥상, 벽면녹화

49. 헤니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미래청 403호
전화 02-571-7581
홈페이지 http://www.mobileplanter.co.kr/
기업 카테고리 휴게·체육·놀이시설

48. 행복한정원인테리어

주소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421번지
전화 010-9889-3774
홈페이지 https://m.blog.naver.com/leekj1052
기업 카테고리 휴게·체육·놀이시설

47. 한수그린텍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23길 21 302
전화 02-322-0877
홈페이지 https://hansugt.modoo.at/
기업 카테고리 가든퍼니처, 관수, 수경, 옥상, 벽면녹화, 휴게·체육·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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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ub Cadet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 2번로 233
전화 062-945-2101
홈페이지 http://www.hana-ss.co.kr
기업 카테고리 정원공구

1. Artstone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29 702호
전화 051-441-6772
홈페이지 http://www.artstoneplanter.com
기업 카테고리 화분, 소품

온라인 해외정원산업전

3. Deroma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29 702호
전화 051-441-6768
홈페이지 http://depanse.co.kr/
기업 카테고리 화분, 소품

4. Elho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29 702호
전화 051-441-6768
홈페이지 http://depanse.co.kr/product/list.html?cate_no=2542
기업 카테고리 화분,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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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oendgen Keramik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29 702호
전화 051-441-6768
홈페이지 http://www.soendgen.de
기업 카테고리 화분, 소품

7. Gardena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군수1길 36
전화 041-585-7991
홈페이지 http://www.gardentool.co.kr
기업 카테고리 정원공구

5. Emotive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29 702호
전화 051-441-6768
홈페이지 http://depanse.co.kr/
기업 카테고리 화분, 소품

6. FISKARS

주소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43번길 127-11
전화 02-486-1203
홈페이지 https://smartstore.naver.com/boboli
기업 카테고리 정원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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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wolfgarten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53길 15 다동 1523호
전화 031-904-5257
홈페이지 http://www.wolf-garten.co.kr
기업 카테고리 정원공구

9. TakasHo

주소 경기도 안성시 교동길 19-66
전화 031-674-6150
홈페이지 http://www.takasho.co.kr
기업 카테고리 화분, 소품, 조명, 가든퍼니처, 옥상·벽면녹화, 휴게·체육·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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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2020

모델정원
Model Gardens

모델정원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최초로 시도한 정원으로 온
라인 정원산업전과 연계해,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시
키고, 정원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모델정원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

참여 작가 
김명윤(마이조경 대표)

정성훈(제이제이가든스튜디오 소장)

정은주(제이제이가든스튜디오 소장)

개요
일       시 2021년 5월 14일 ~ 5월 20일
위       치 만리동광장
규       모 2개소(77㎡ 내외 / 개소당) 
후원기업  이노블록, 락시원, 한설그린, 테라그린, 에코

21, 보현석재주식회사, 초록에서, 예건, 다인
앤살리스, 리비오에코디자인연구소

주       최 서울특별시,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주       관 (주)환경과조경



190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후원사(후원물품)  이노블록(리콘월, 올드미션, D-스텝, 파이어피트 키트), 
락시원(가든창고), 한설그린(엘브엣지 L형), 테라그린(원타임I), 에코21(텃
밭상자)

김명윤 마이조경

매일매일 즐기는 
홈-캠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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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전원생활을 즐기는 50대 부부
“저희는 캠핑을 좋아하는데 멀리 여행을 가기는 좀 부담스럽더라구요. 집에서도 간단하게 캠핑 기분을 즐길 수 있으
면 좋겠어요. 직접 유기농 채소도 키우면서 부부끼리 오붓하게 여가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경사진 우리집에도 정원
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정원의 구성과 특징
- 친환경적으로 식물을 직접 키우고, 수확하자마자 바로 요리하는 키친가든
- 집 앞의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여행 기분을 즐기는 캠핑가든
- 중간에 단차를 놓아 키친가든과 캠핑가든을 구분하고, 경사면에도 쉽게 꾸밀 수 있는 정원 조성

평면도

조감도

식물을 키울 플랜터, 수도, 요리 작업대, 정원 정리함 등을 갖춘 키친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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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블록
Innovation Block이란 뜻을 가진 이노블록은 1971년 설립되었으며, 대한민국의 프리미엄 콘크리트 블록 제품을 
자체 생산한다.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및 품질보증조달물품 인증 업체이며 ‘Only one, Best One!’의 기업모토를 가
지고 있다. 보차도블록, 담장과 화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관옹벽블록, 중력식 옹벽블록까지 다양한 제품을 최상의 품
질로 만든다.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리콘월, 올드미션, D-스텝, 파이어피트 키트

편안한 분위기를 위한 차폐식재와 파이어피트, 캠핑용 가구 등으로 꾸민 캠핑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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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시원
실용적인 디자인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 고
객의 공간에 어울리는 정원용품 및 시설물을 제
작하고 있으며 오크, 체리, 월넛 등의 하드우드
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대로 된 짜맞춤 가구와 
다양한 정원용품을 만들고 있다.

테라그린
도시화, 산업화 및 환경의 변화로 인한 물 부족 곤란을 겪고 있는 식물의 생장을 돕기 위해 테라그린은 국외 여러 나
라에서 사용되는 기존의 테라코템 활성화 및 관련 제품을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하여 생산, 판매하고 있다. 1986년
도에 창립한 테라그린은 한국의 토양을 비옥화 시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주요 품목인 테라코템을 비롯한 제품들을 기
업부설 연구소를 통해 사용에 더욱 편리하도록 연구하며 발전하고 있다.

한설그린
한설그린은 1984년 창사 이래 조경공사, 친환경녹화 및 조경자재 개발과 환경 관련 국책사업 등을 통해 조경공사, 
생태환경, 디자인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며 발전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벽면 및 옥상의 인공지반을 푸르게 녹화하는 
입체녹화 기술의 개발로 우리의 도시 및 생활환경을 더욱 푸르게 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친환경 주차장용 잔디블
록부터 대규모 아파트단지, 공공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간을 만들고, 품질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 정성을 다
한다.

에코21
에코21은 자연친화적인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마트 도시농업의 시작인 ‘텃밭
정원 팜스’ 브랜드로 제품 개발을 하고 있으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텃밭정원 디자인을 전문 
기술팀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판
매와 시공, 관리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 정
신으로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후원사(후원물품)  보현석재주식회사(포피리), 초록에서(바이오월허니), 예
건(앵두 벤치), 다인앤살리스(에띠모 야외용 스텝 조명, 오피르 클래식 스
토리지 바비큐 그릴), 리비오에코디자인연구소(리비오그린)

정은주·정성훈 제이제이가든스튜디오

관리하기 쉬운 
4색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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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어린아이가 있는 30대 후반의 부부
“저희는 아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이 집에 있었으면 해요. 정원이 있으면 계절감도 느낄 수 있
고, 아이 정서에도 좋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부부가 둘 다 바빠서 손이 많이 가는 식물이나 정원은 가꾸지 못하겠더
라고요. 평소 관리가 쉬우면서도 가끔 사람들과 바비큐 파티도 가능한 공간을 꾸밀 수 있을까요?”

정원의 구성과 특징
- 키우기 쉬운 수종으로 꾸민 실내정원과 중정
- 시선 높이 또는 벽면 전체에 설치 가능한 수직정원
- 뒷마당에서 즐기는 바비큐 파티

평면도

조감도

전실

거실 및 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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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현석재주식회사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공간디자인 솔루션. 보현석재에서는 프리미엄 외장시스템 ‘ASP’, 
프리미엄 데크 시스템 ‘까르미 데크’, 까르미 아웃도어 패키지 등을 선보이고 있다.

초록에서
직영 식물공장과 제조 공장을 가
지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다. 화
훼작물과 바이오월허니가 주생산
품이며, 농촌진흥청과 협업연구
과제로 식물 뿌리 근권부에 오염
된 공기를 강제로 투입하여 공기
정화 능력을 극대화하는 세계 최
초의 실용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그린스쿨 시범
사업을 같이 진행하였으며, 다수
의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
는 산림청 스마트가든볼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기술의 인정을 받
고 보급에 기여하고 있다.

포피리

바이오월허니

화장실

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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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오에코디자인연구소
리비오에코디자인연구소는 34년간 조경분야 현장을 누벼온 조경장인과 다양한 블록 아이템을 개발해온 전문가가 
손을 잡고 설립한 회사다. 조경장인의 경륜과 다년간의 기술개발 노하우로 다져진 전문가의 아이디어가 시너지를 내
며, 잔디블록 분야의 트렌드세터로 자리잡고 있다.

예건
예건은 지난 1990년 창립 이래 일관되게 자연과의 조화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사람들이 야외공간에서 특별한 
경험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휴게시설물을 디자인해왔다. 엄선된 소재를 사용하여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오랜 경험
과 전문 기술을 통한 확실한 시공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지향하며, 고객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다인앤살리스
다인은 ‘나무에 디자인을 불어 넣는 사람들’이라는 모토로 2010년에 설립되어 최고급 원목제품을 수입하고 디자인, 
설계, 맞춤시공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원목, 디자인 전문, 인테리어&익스테리어 기업이다. 최근엔 정원 
인테리어 디자인에 필요한 오브제 제품을 더해 제품군을 확장해가고 있다.

리비오그린

앵두 벤치

에띠모 야외용 스텝 조명과 오피르 클래식 스토리지 바비큐 그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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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2020

만리동광장 식물연출
Plants Display in Malli-dong 
Plaza

만리동광장 식물연출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는 주요 거점 중 하나인 
만리동광장을 지나는 관람객들에게 동선 안내의 역할
을 수행하고, 다양한 꽃과 나무 및 정원시설물들을 전
시하여 다른 대상지(손기정체육공원, 중림동, 남대문로문화공원)로 
이동하기 전 잠시 머물며 쉬어갈 수 있는 경관 연출

개요
일       시  2021년 5월 14일 ~ 20일
위       치  만리동광장
규       모  4개소(7×7m 내외/ 개소당)

주       최  서울특별시,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주       관  (주)환경과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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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장미원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28-14
전화 010-5232-7663
홈페이지 http://hyundaerose.com/
전시품목 정원식물(장미), 장미 게이트 등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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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과 사람들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길 16
전화 010-4782-9581
홈페이지 http://www.city04.co.kr/
전시품목 정원식물, 다이콘드라 연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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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씨드그룹

주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전화 031-634-7990
홈페이지 http://www.uriseed.co.kr/
전시품목 이동형플랜터, 수직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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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수그린텍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23길 21 302
전화 02-322-0877
홈페이지 https://hansugt.modoo.at/
전시품목 그린월, 벤치, 대왕참나무 등



정원 문화를 나누고 
이야기하다
Link Garden, Think Life4 1. 국제정원심포지엄

2. 도시재생, 골목길 정원 가꾸기 국제 웨비나
3. 한국전통조경학회 심포지엄

정원 콘퍼런스
Garde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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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일       시  2020년 10월 8일 ~ 14일
장       소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 영상회의 스튜디오
주       제  정원, 도시의 미래
내       용  공공정원, 도시계획, 도시생물다양성 등 도시 정원의 미래 경향을 선도하는 기조연설과 전문가 강연 및 토론
주       최  서울특별시, 국립수목원, 산림청
주       관  (주)환경과조경, 하이브

2020년 10월 8일 (목), 19:30

연       사  윌리엄 프리드먼(미국, 하버드대학 생물학 교수 겸 아놀드수목원장)

주       제  공공정원의 역할과 기능

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2020

안녕하세요, 하버드 대학교 아놀드 수목원장이자 생물학 교수인 윌리엄 프리드먼입니다.

연구기관이자 국립공원, 식물원이자 보스턴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인 아놀드 수목원에 대해 이렇게 훌륭한 심
포지엄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872년에 설립된 아놀드 수목원은 북미에서 설계되고 개원한 최초
의 공립 수목원입니다. 말씀 드린 대로 1872년에 설립된 아놀드 수목원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자유롭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놀드 수목원은 위대한 조경가인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이름을 처음 들어 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 드리자면, 옴스테드는 센트럴 파크
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물론 센트럴 파크는 아놀드 수목원보다 한참 전에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1880년대
에 하버드 대학교의 의뢰를 받아 아놀드 수목원을 설계 및 조성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옴스테드의 가장 대표적인 작
품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목원의 모습은 설계 당시 계획했던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아놀드 수목원은 
단순히 다양한 식물 종만 식재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식물과 조경이 어우러져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아름다운 곳입
니다.

<윌리엄 프리드먼 강연 중 일부>

국제정원심포지엄
International Garden 
Symposium 2020

행사일정
International Garden Symposium 2020

William Fried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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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0일 (토), 19:30

연       사  마이크 먼더(영국, 캠브리지 컨저베이션 이니셔티브 전무이사)

주       제  재생적 변화를 시도하는 식물원과 식물원 관계자들

2020년 10월 9일 (금), 19:30

연       사  박소현(미국, 코네티컷대학 식물과학 및 조경학과 조교수)

주       제  그린 인프라와 도시 공동체 정원

식물원과 정원은 전체적으로 재생 생태계의 일부라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목표를 향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아름답지만 불모의 녹지를 바꾸려는 노력을 계
속하고 있습니다. 즉, 생물다양성 피해의 최소화가 아닌 생물다양성 이점의 최대화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외에
도 우리 모두 사회적으로나 생태적으로나 도시의 재조림과 재녹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는 실패했지만 이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토착종을 자연 정원, 또는 인공 정원에서 번식함으로써 도시
에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주고, 시민 의식을 증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립 정원이건 사립 정원이건 사람들의 지지가 있어야지만 도시의 조경을 바꿀 수 있
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먼더 강연 중 일부>

안녕하세요, 저는 코네티컷 대학교 식물과학조경학과 조교수 박소현입니다.

오늘 저는 그린 인프라와 도시 공동체 정원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개념에 대해 들어 보셨다면 두 가지가 서
로 다른 것이거나 규모나 범위 측면에서 한 쪽이 더 클 거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아직 발전하고 있는 개념이
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계획 및 디자인 과정에서 어떻게 개념화 하느냐에 따라 그 형태, 기능,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알아보고 도시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동체 정원은 다른 
형태의 정원과는 차별화됩니다. 물론 현대 도시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디자인의 정원이나 식물원과는 다른 모습입
니다. 공동체 정원이 다른 정원과 가장 차별화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도시 농업과 두 번째, 공동체의 참여입니다. 도시 농업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도시 환경에서 식품, 과일, 야
채 기타 작물 등을 재배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도시 과수원, 도시 농장, 지역권 정원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일상 
속 조경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정원은 식량생산을 위한 공유 토지 공간에 정해진 경계가 있고 이것을 개
인이나 집단이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도시 환경에서 도시 농업은 식량안보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약 2,350만명
의 미국인이 식품 사막에 거주하는데, 신선하고 저렴하며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공동체 
정원은 이러한 지역에서 건강한 식사와 식품에 대한 쉬운 접근성의 방식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박소현 강연 중 일부>

Mike MaunderSohyun Park

International Garden Symposium 2020International Garden Symposiu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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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2일 (월), 19:30

연       사  캐런 오버하우저(미국, 위스콘신대학 매디슨수목원 소장)

주       제  도시 생물다양성과 시민 과학

2020년 10월 11일 (일), 19:30

연       사  나타샤 드 베레(영국, 웨일즈 국립식물원 보전연구국장)

주       제  웨일즈 국립식물원의 보존 및 연구 활동: 화분매개곤충과 과학 및 사회 연구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캐런 오버하우저이며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수목원 디렉터입니다.

또한 보존 생물학자로 북미의 가장 카리스마 있는 나비인 제왕나비를 35년간 연구해왔습니다. 학생들과 교사 등 여
러 사람들의 참여가 제 연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도시 생물다양성과 시민과학에 대해 제가 배
운 것을 공유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 먼저 이번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해주시고 저를 초대해주신 한
국 국립수목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연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고 직접 만나게 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전 세계 생물다양성이 암울하고 급격한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러한 생물
다양성 손실의 주원인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존활동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통합되어야 하고 인
간활동의 영향을 되돌리는 일이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진 속 브라질 상파울루 같은 도시지역을 
생물다양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지역에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고, 보존 노력은 
사람이 없는 깨끗한 지역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도시를 자연서식지가 인공서식지로 완전히 대체된 
공간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류 역사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캐런 오버하우저 강연 중 일부>

안녕하세요. 웨일즈 국립식물원의 나타샤 드 베레 박사입니다. 

저는 웨일즈 국립식물원이 하고 있는 보존 및 연구, 특히 화분매개곤충 보호 및 과학과 사회 관련 활동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웨일즈 국립식물원은 생물다양성 연구와 보존, 지속가능성, 평생학습과 방문객의 즐거운 경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규모 식물원으로 200헥타르 이상의 지대에 5,000여 개의 다양한 분류군을 포함하는 식물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웨일즈 국립식물원은 다음 10년을 위한 보존전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웨일즈 
국립식물원의 활동은 국제적으로는 UN 지속가능성 목표, 국내에서는 미래세대 행복을 위한 법령과 환경법의 영향
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네 가지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식물 및 균류 보호, 화분매개곤충 보호, 국제 보존 및 연구, 
그리고 과학과 사회입니다. 

<나타샤 드 베레 강연 중 일부>

Karen OverhauserNatasha De Vere

International Garden Symposium 2020International Garden Symposiu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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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4일 (수), 19:00

연       사  진혜영(한국, 국립수목원 수목원정원연구센터장)

주       제  한국의 정원정책과 정원문화

2020년 10월 14일 (수), 19:30

연       사  피트 아우돌프(네덜란드, 정원디자이너)

주       제  정원의 현재와 미래

International Garden Symposium 2020

International Garden Symposium 2020

2020년 10월 13일 (화), 19:30

연       사  후미아키 다카노(일본, 다카노 경관개발 회장)

주       제  도시재생을 위한 정원디자인

안녕하세요. 다카노입니다. 2020 국제정원심포지엄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훌륭한 행사를 주관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최 측으로부터 오늘 “도시재생을 위한 정원 
설계”에 대해 발표해달라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도시재생을 위한 5
가지 정원 설계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숲속 정원입니다. 토카치 천년의 숲속 정원 프로젝트를 예시
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역 앞 정원입니다. 아사히카와시 키타사이토 정원 프로젝트를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
다. 셋째, 아이들을 위한 정원입니다. 삿포로 교외의 미야노오카 유치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정원 관광
입니다. 홋카이도 가든 아일랜드와 가든 가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정원 쇼입니다. 정원쇼는 인구가 3
천 명밖에 되지 않는 가미카와 정에서 진행된 쉽지 않은 프로젝트였습니다.

<후미아키 다카노 강연 중 일부>

안녕하세요. 국립수목원 수목원정원연구센터의 진혜영 센터장입니다. 

‘정원정책’은 2013년 개최된 순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정원문화 관련 법
률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습니다. 법률 제정, 보
완 및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정부 9개 기관이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빅테이터 분석을 통해 정원을 개인의 영역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
시킵니다. 도시와 정원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하는가 고민이 필요한 시점
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정원 안에서 행복한 일상의 변화를 이루어갔으
면 좋겠습니다.

<진혜영 강연 중 일부>

안녕하세요, 피트 아우돌프입니다. 국제정원심포지엄에 오신 것을 환영합
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982년 아내와 함께 식물 디자인에 초첨을 맞춘 디자인 사무실을 운영하
고 있었는데, 우리는 연구를 통해 식물에게도 기질이 있고, 선호 서식지와 
선호하는 이웃 식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점차 야생식물 위주
로 식재를 하기 시작했고, 독특한 초식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죠. 야생을 낭
만적으로 재해석하여 정원을 만드는 것이 정원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연을 만나 그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스스로 원예를 시작하도
록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가 정원을 통해 하고 싶은 일입니다

<피트 아우돌프 강연 중 일부>Fumiaki Takano

Hye Young Jin

Piet Oudolf

International Garden Symposiu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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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일       시  2020년 10월 15일 (목) 14:00~16:00
장       소  그룹한빌딩 2층 세미나실
내       용  민·관·기업 그리고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도시재생에 대한 토론
주       최  서울특별시,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주       관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2020

도시재생, 골목길 정원 
가꾸기 국제 웨비나
International Webinar on 
Reclaiming the Alley

행사 일정
등록
• 구글 설문지 URL을 통한 사전 접수
• 사전 질문 접수
•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통한 세미나 진행

개회
• 인사말: 임승빈((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원장)

• 축  사: 최윤종(서울시 푸른도시국 국장)

• 강  의: 니얼 커크우드(하버드대학교 교수)

1부: 사례 발표
• 국내 사례 발표

- 정원박람회와 도시재생(문길동, 서울시 조경과장) 
- 기업사회공헌과 골목길재생(최수영, 한국공항공사 차장)

• 해외 사례 발표
- 말레이시아 골목길재생(샴슐 아부 바카, 푸트라 말레이시아 대학교 교수)

- 미국 골목길재생 사례(임주원, 텍사스대학교 알링턴캠퍼스 교수)

2부: 지속가능한 방안 논의
• 토론주제: 도시재생, 마을골목길 가꾸기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논의

- 좌장: 배정한(서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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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전망: 디자인 아이디어와 혁신

연       사  니얼 커크우드(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

주       제  골목길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 디자인

제가 여러분께 발표할 주제는 ‘골목길 전망: 디자인 아이디어와 혁신’입니다.

발표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도시인 에든버러의 골목, 두 번째는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스코
틀랜드 올드 타운 출신의 도시 계획가 패트릭 게데스, 태국 방콕의 강가 골목입니다. 
에든버러 구시가지 골목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자물쇠 문이 있는 건물 사이의 전용 골목은 ‘클로시스Closes’라고 합니
다. 공용 보행자 골목은 사람들이 밤낮 관계없이 도시 전체를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건물 사이나 뒤에 있는 통로
를 뜻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와인드Wynd’입니다. 말이나 마차가 다닐 수 있을 만큼 넓은 길은 ‘베넬Vennel’이라 합니
다. 세가로 같이 넓은 길을 가리킵니다. 이 공간들은 구시가지 골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에든버러 골목이 가진 
주요 이슈는 도시 지형과 여건에 맞게 골목을 정비하고 전용 또는 공용화 여부와 골목의 크기에 맞는 사용 목적을 결
정하고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남쪽과 북쪽의 골목은 다른 개성과 조명의 질, 사용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종
류의 골목 중 가장 넓은 베넬은 건물과 정원 뒤에 있는 작은 계단과 비슷합니다. 이 길은 특히 제가 초등학교와 고등
학교를 다니던 길이었죠.  

<니얼 커크우드 강연 중 일부>

Niall Kirkwood

International Webinar on Reclaiming the 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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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일       시  2020년 10월 16일(금) 10:00 ~ 17:00
장       소  서울특별시청 서소문 2청사 20층
내       용  임시총회, 특별강연, 학술발표 및 토론(온라인)

주       최  (사)한국전통조경학회
후       원  문화재청, 서울특별시, 대도종합개발주식회사, 대림건설, 미주강화주식회사, 대우건설

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2020

한국전통조경학회
심포지엄
KITLA Symposium celebrating 
the 40th anniversary

행사 일정
• 이사회   
• 임시총회   
• 특별강연  
• 추계학술대회
• 창립 40주년 기념 심포지엄



정원과 친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
Link Garden, Think Life5 1.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

2. 비대면 해설투어
3. 디지털 아카이브 
4. 서울정원여지도

5. 반려식물 상담소
6. 가드너의 작업실
7. 나만의 정원 링크하기
8. 로고송 & UCC 공모

정원문화 
프로그램
Garden Cultur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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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
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Opening Ceremony

행사 일정
• 개막 선언
• 국민의례
• 내빈 소개
•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소개 영상 시청
• 환영사 및 축사
• 정원공모전 시상식
• 기념 촬영
• 정원작품 관람

개요
일       시  2021년 5월 14일
위       치  손기정체육공원
참석인원  50명 미만
주       최  서울특별시,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주       관  (주)환경과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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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2020

비대면 해설투어
non-contact Garden Tour

내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바일 가이드맵으로 즐
기는 비대면 개별 관람’을 주제로 박람회장의 여러 모
습을 화면에 담아 박람회의 분위기를 공유하며, 한번
에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도록 유도했다.

개요
기       간  2021년 5월 14일 ~ 20일
주       소  http://sigsguide.com/kr/
주       최  서울특별시,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주       관  (주)환경과조경

QR 코드

모바일 가이드맵 시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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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2020

디지털 아카이브
Digital Archive

내용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외부 활동과 모임 인원이 제
한되자 박람회의 이모저모를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제작한 동영상.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포함
하여 지난 서울정원박람회가 개최되었던 곳들을 찾아 
존치정원의 모습과 이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인터뷰 등
을 영상에 담았다.

개요
기       간  2021년 5월 14일 ~ 20일
경       로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유튜브 채널
제       작  디지털 아카이브 서포터즈(디.아.즈)

주       최  서울특별시,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주       관  (주)환경과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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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2020

서울정원여지도
Seoul Garden Netwalk Map

내용
‘서울정원여지도’는 시민참여를 통해 서울의 정원을 수
집·발굴하는 ‘커뮤니티 매핑’ 프로젝트다. ‘커뮤니티 매
핑’이란 집단지성에 기반하는 ‘참여형 지도 제작’으로, 
지리정보를 사용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지도로 

수집하는 활동을 뜻한다.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사회
적 거리두기로 지친 시민들의 일상에 새로운 녹색 활력
을 불어넣고자 정원을 사랑하는 ‘찐’ 초록시민과 함께 
‘서울정원여지도’를 만들었다.

개요
기       간  2021년 2월 ~ 5월
참여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대상정원  서울에 있는 모든 개방 정원(민간, 공공정원 모두 가능)

참여방법   서울정원박람회 페이스북 메신저 또는 인스
타그램의 DM을 통한 정원 정보 제보

참여혜택   가장 많은 핀을 올린 시민 10명에게 기념품
(상품) 지급 및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림

주       최  서울특별시,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주       관  (주)환경과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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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2020

반려식물 상담소
Plant Counseling Center

내용
반려식물의 물 주기부터 시시콜콜한 궁금증까지 속시
원하게 풀어주는 전문가 카운슬링. 전문 가드너 정다
운(스튜디오 미몽)이 질문을 받아 직접 해당 질문의 답변을 
유튜브 스트리밍 서비스로 생중계하고 이를 ‘서울국제
정원박람회’ 채널에 남겨 식물에 관심이 많은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제공.

개요
기 간  2020년 10월 8일 ~ 18일
참여대상  식물 또는 화분을 키우는 누구나
목 적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5월로 연기된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사전 홍보
운영방식   SNS로 질문을 접수 받아 그에 대한 답변 영

상을 촬영하여 게시하고, 질문이 채택된 사
람들에게는 상품 지급

주 최  서울특별시,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주 관  (주)환경과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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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2020

가드너의 작업실
Gardner's Studio

개요
기 간  2020년 10월 8일 ~ 18일
참여대상   예비 가드너 및 정원 디자인에 관심 있는  

일반인
목 적   가드너를 꿈꾸는 예비 전문가와 정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
출 연  서울정원박람회 작가정원 수상 작가 3팀

- 김명윤 소장(가든어스, 2019 서울정원박람회 작가정원 대상)

- 오현주 소장(안마당더랩, 2018 서울정원박람회 작가정원 금상)

- 정성훈·정은주 소장(2017 서울정원박람회 작가정원 대상)

운영방식   사전 영상 촬영 후 편집하여 서울국제정원
박람회 유튜브 채널과 SNS에 게시

주 최  서울특별시,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주 관  (주)환경과조경

내용
“내가 생각하는 가드닝(정원디자인)은 ○○○이다.”, “정원
디자이너로서 혹은 가드너로서 가장 아끼는 나만의 도
구가 있다면?”, “정원을 만들려고 하는 이들에게 딱 한 
가지만 조언을 해준다면?”, “정원 디자이너를 꿈꾸는 이

들에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 정
원 디자인을 하면서 혹은 정원 시공을 하면서 가장 기억
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등의 공통 질문과 개별 질
문에 대한 답변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게시.

2019 서울정원박람회 작가정원 대상 ‘해방루트, 행복으로 가는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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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정원 링크하기
Link, My Own Garden

내용
반려식물을 키우고, 정원을 가꾸는 사람 모두에게 자
신이 직접 키우고 가꾸는 화분, 실내정원, 주택정원 등
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소개하는 프로그램. 이벤트에 
당첨된 영상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유튜브 채널에 소
개하고, 소정의 상품 지급.

개요
기       간  2020년 8월 3일 ~ 10일
참여대상   반려식물을 키우고 있거나 정원을 가꾸고 있

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방법   자신이 키우고 있는 반려식물이나 정원을 영

상으로 촬영 후 본인의 개인 SNS 계정에 영
상을 업로드 하고 서울국제정원박람회 SNS
에 자신의 영상 링크를 댓글로 달아 참여

주       최  서울특별시,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주       관  (주)환경과조경

인스타그램 @winter.w** 님 참여사진시민들이 개인 SNS 계정으로 참여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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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송 & UCC 공모
Logo Song & UCC Contest

개요
주       제  Link Garden, Think Life
공모부문  2개 부문(로고송, UCC)

-  로고송 : 1개 이상의 음정악기를 활용한 BGM과  
가사가 있는 로고송

-  UCC : 동영상, 애니메이션, 플래시 등 1280×720 
픽셀 이상의 재미있는 영상

※  각 부문별 1인 2편까지(2개 부문 총 4편 이내) 응모 가능하나 수상은 고득점  

1작품에 한함

응모자격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개인·단체(5인 이내) 가능)

공모기간 2020년 7월 6일 ~ 8월 14일(40일)

접수기간 2020년 8월 12일 ~ 8월 14일(3일)

주       최 서울특별시,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주       관 서울특별시

내용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서울시를 ‘숲과 정원의 
도시’, ‘걷고 싶은 정원도시’로 만들기 위해 단절된 도
시 공간을 정원으로 연결하는 서울시만의 도시재생형 
정원박람회를 개최. 이에 정원을 통한 지역·일상·사람
을 연결하는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의미와 가
치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리고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로고송과 UCC를 공모하
여 시상한다.

시상내역
총 29팀, 총상금 900만원 
• 대상(서울특별시장상, 1팀): 상장 및 상금 200만원
• 최우수상(서울특별시장상, 2팀):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우수상(서울특별시장상, 6팀): 상장 및 상금 50만원
• 입선(20팀): 문화상품권 10만원

로고송 부문 최우수상(City of Garden – 박이현)

UCC 부문 우수상(함께 그리는 도시의 녹색 미래 – 오상우)

대상(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연결된 서울의 가치 - 배유미)

UCC 부문 최우수상(서울속작은도시정원 – 도시정원아이들)



박람회를 
세상에 알리다
Link Garden, Think Life6 1. 홍보 계획 및 추진사항

2. 언론보도 및 온라인 홍보 결과
3. 정원문화 크리에이터
4. 홍보물

박람회 홍보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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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기관 대상 홍보
• 매칭 언론사 협의를 통한 지면 광고 및 온라인 배너 추진(코리아타임스, 한겨레 서울&)

• 공중파 방송(SBS 모닝와이드)을 활용한 사전홍보
•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소개 및 정보 제공을 위한 프레스투어 진행

- 일시: 2021. 5. 14.(금)
- 내용: 행사장 소개, 주요 정원 안내, 질의응답

시민 참여형 홍보
• 대학생 자원봉사 홍보 서포터즈 ‘그린핑거스 6기’ 위촉 및 활동

- 조경 관련학과 소속 대학생을 위촉하여 서울국제정원박람회 SNS 홍보
• 시민의 참여로 제작하는 ‘서울정원여지도’ 프로젝트 추진

-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하는 ‘참여형 지도 제작’ 프로젝트(온라인 커뮤니티 매핑 프로젝트)

- 서울의 정원을 수집 및 발굴(2021. 3. ~ 2021. 4.)하고 공유를 통해 일상 속의 정원문화 확산(2021. 5.)

온라인 홍보를 활용한 비대면 홍보
•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공식 홈페이지(festival.seoul.go.kr/garden) 상시 운영
•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Seoulgardenshow) 운영 및 콘텐츠 기획

- 두시의 정원 데이트, 풀명 명소, 자투리 콘서트 등 홍보영상 게재
•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확산

- 박람회 준비 과정 및 모든 콘텐츠를 보관하는 플랫폼 ‘디지털아카이브’ 구축·공유·확산
•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모바일가이드맵(sigsguide.com) 개발 및 운영

-  ‘사회적 거리두기 개별 관람’을 위한 모바일가이드맵을 개발하여 박람회의 개요와 의의, 정원 위치, 정원 정보 등 
안내

- 시 보유 홍보 매체(내 손안에 서울, 서울사랑, 서울의 공원 등) 활용
- 서울시 소통파트너(서울시미디어메이트, 서울영상크리에이터, 시민기자단)를 통해 현장감 있고 친밀감 있는 콘텐츠 확산

오프라인 홍보
• 홍보 파급효과가 큰 전광판 콘텐츠 제작 및 무료 표출
•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사 내 포스터 게시
• 가로등 현수기 게시를 통한 길거리 홍보

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2020

홍보 계획 및 추진사항
Promotional Plans and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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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개요
대 상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관련 보도자료
기 간  2020년 2월 1일~10월 31일, 2021년 4월 1일 ~ 5월 31일
방 법   네이버 및 다음 뉴스페이지에서 보도자료 배포일을 기준으로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세계가족정원 등’ 

키워드 기사 검색

내 용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및 세계가족정원 관련 보도자료 배포에 따른 홍보 성과 분석

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2020

언론보도 및 
온라인 홍보 결과
Press Releases and Online PR Results

연번 구분 배포날짜 보도자료 비고

1 조간 ’20. 2. 20. 이제는 K-Garden! 서울시, 7017 일대서 첫‘서울국제정원박람회’

2 조간 ’20. 6. 16. 서울시,‘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작가정원 국제공모…7.17까지 접수

3 조간 ’20. 7. 8. 참신한 아이디어로 정원문화 확산…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학생정원 공모

4 조간 ’20. 7. 21. 서울시,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로고송&UCC 공모전…8.14까지

5 조간 ’20. 9. 14.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코로나19 여파로 내년 봄으로 연기

6 조간 ’20. 10. 5. 온라인으로 미리 만나는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8일 오픈!

7 조간 ’21. 4. 7. ‘서울 정원 속의 먼나라 이웃나라’ 서울시, 세계가족정원 참가가족 모집 중

8 조간 ’21. 4. 23. 서울국제정원박람회, 14일 개막… 온·오프로 즐기는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

9 조간 ’21. 5. 8. 우리 가족 정원 어때요?...외국인 가족 20팀, 특별한 정원 만들기에 도전하다

10 조간 ’21. 5. 15. 서울 도심서 만나는 58개 세계정원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 프레스투어

언론홍보 추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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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홍보 결과 조회
대상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관련 SNS 홍보자료
기간 2020년 5월 ~ 2021년 5월

방법 
• 유튜브 활동내역 조회
• 네이버 및 다음에서 블로그 및 카페 포스팅 글 검색
• 인스타그램에서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및 ‘서울정원박람회’ 관련 키워드 검색
• 서울정원박람회 페이스북 활동내역 조회

SNS 홍보 실적 조회 결과
유튜브 
• 구독자: 4,300명
• 게시물: 67건
• 조회수: 880,000회
인스타그램
• 팔로워: 3,540명
• 게시물: 127건
페이스북
• 팔로우: 3,353명
• 페이지 좋아요: 3,206개
• 게시물: 160건

보도자료 배포 홍보 성과
보도건수  265건(지면 11건, 방송 8건, 인터넷 246건)

연번 구분 배포날짜 지면 방송 온라인

1 조간 ’20. 2. 20. - - 10

2 조간 ’20. 6. 16. - - 9

3 조간 ’20. 7. 8. - - 5

4 조간 ’20. 7. 21. - - 4

5 조간 ’20. 9. 14. - - 11

6 조간 ’20. 10. 5. 4 - 14

7 조간 ’21. 4. 7. 1 - 17

8 조간 ’21. 4. 23. 1 - 13

9 조간 ’21. 5. 8. 2 1 38

10 조간 ’21. 5. 15. 3 7 125

계 11 8 246

보도자료 배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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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문화 크리에이터로서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뉴미디어 운영과 뉴스레
터를 발간하며 정원문화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했다. 뉴미디어의 특성을 고려하
여 정원문화를 보다 친근하게 소개하기 위해 2월부터 SNS(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를 
통해 웹툰을 연재하였으며, 박람회 참여 작가 및 정원 작품을 소개하는 카드뉴
스를 제작하였다. 또한 코로나 블루로 힘든 시민들을 위로하고자 비대면 공연 
콘텐츠인 ‘음악정원’ 기획하였고 제작에 참여하였다. 올해는 특수한 상황으로 
많은 시민 분들과 대면할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다양한 정원관련 콘텐츠를 기
획하고 소통하며 위로를 건넬 수 있다는 것에 정원문화가 가진 가능성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유튜브 채널 운영을 맡아 영상 콘텐츠를 기획했다. 
조경 인터뷰 ‘두 시의 정원 데이트’, 마음 챙김의 시간 ‘풀멍(풀보며 멍때리기)’, 서울국
제정원박람회 옥외광고, 온라인 정원산업전 홍보 영상, 인스타그램 릴스(짧은 동영

상)를 제작하여 조경 산업과 일상 속 정원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콘텐츠 기획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식물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매일 아침 8개의 

화분에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2020

정원문화 크리에이터
Internship Program

SNS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유튜브

김지원

염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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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기타: 옥외광고, 뉴스레터 등

SNS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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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2020

홍보물
Promotional Materials

포스터
Promotional Materials

전시정원 공모 및 온라인 정원산업전 모집 포스터

콘퍼런스 인쇄물 및 SNS 콘텐츠

메인 컬러 보조 컬러

PANTONE 3268U
C70 M5 Y45 K0
R50 G180 B155

C0 M40 Y8 K0
R255 G170 B195

PANTONE 189U
C0 M48 Y45 K0
R255 G150 B122

C45 M0 Y100 K0
R157 G200 B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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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홍보 및 광고
Promotional Materials

사전홍보 및 광고

Promotional Materials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현장 홍보 리플릿

온라인 초청장

정원산업전 안내물

20초 옥외광고 홍보영상

지하철 포스터광고

가로등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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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Promotional Materials

안내 사인물 및 배너

Promotional Materials

엑스배너

대형 현수막

워크숍 현수막

세계가족정원 트리팟 띠

현장 안내 사인물

유리 사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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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Promotional Materials

기타

Promotional Materials

조끼

홍보용 티셔츠

홍보용 기념품

상패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박람회
Link Garden, Think Life7 1. 방역관리 개요

2. 방역관리 내용
3. 방역관리 체크리스트

방역관리
Quarantin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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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관리 개요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2020년 10월 8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수
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2021년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비대
면 개별관람을 유도하는 등 코로나 시대 맞춤형 운영으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박람회를 위해 철저한 방역관리를 

실시하였다.

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2020

방역관리 개요
Quarantine Management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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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으로 박람회 운영
- 박람회장 내 모든 구역에 50인 이상 집합 제한

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2020

방역관리 내용
Quarantine Management Contents

구 분 방역내용 비    고

만리동광장
 /

남대문로
문화공원 

/
손기정

체육공원
/

중림동 일대

출입자 명부 관리
개막식 때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발열 체크 진행 - 개막식 때 출·입구별 비접촉 체온계 2개 이상 비치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 손잡이 등 표면 소독
(2회/일 이상)

- 출입 시 손 소독제 사용 독려

관람객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 마스크 미착용 시 착용 유도 
-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구비된 마스크 제공
- 마스크 착용 거부 시 퇴장조치 

관람객 간 거리두기  
- 관람객끼리의 밀집을 피하도록 안내(최소 1m 이상)
-  관람 동선 사이에 거리두기 안내용 피켓 등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분산 유도(육성 안내 및 신체 접촉 지양)

장소별 방역관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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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시 장 소 행사내용 방역계획

2021. 5. 14. (금) 
14:00~15:00 

손기정
체육공원

개막선언, 영상시청, 
환영사, 시상식, 기념촬영, 
전시정원 관람 등

1.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등)이 있는 경우 참여 제한  
2. 참여자 출입 명부 작성, 체온 측정, 손 소독제 사용 유도 
3. 개막식 진행 시 인원별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유지
4. 마스크 착용 의무화
5. 참석 인원 50명 이내 제한

구 분 일  시 장  소 행사내용 방역계획

1회차 2021. 5. 8. (토) 10:00∼12:00

만리동 광장

-  원형 화분에 팀별로 준비된 식물
과 다양한 소품을 활용하여 미니
정원 조성

 -  식물과 소품을 활용해 작은 정원
을 만드는 영상으로 정원 조성 
교육 진행 

1.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등)
이 있는 경우 참여 제한

2.  참여자 출입 명부 작성, 체온 측
정, 손 소독제 사용 유도

3.  프로그램 진행 시 다른 팀과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유지

4. 마스크 착용 의무화

2회차 2021. 5. 8. (토) 15:00∼17:00

3회차 2021. 5. 9. (일) 10:00∼12:00

4회차 2021. 5. 9. (일) 15:00∼17:00

행사별 방역관리 내용(세계가족정원)

행사별 방역관리 내용(개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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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장 내 기본 방역지침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등)이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관람 시 인원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피켓 혹은 사인물로 거리두기 유도, 공간 내 인원 밀집 해소
• 한방향 관람 및 동선 유도 등

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2020

방역관리 체크리스트
Quarantine Management Checklist

긴급 상황유형 가상 상황 대처계획 관련기관 비상연락망 비고

코로나19 
의심 환자 

행사 시 발열 환자 발생

격리 및 입장 제한 /
현장 구급차 인계 /
질병관리청 혹은 서울소방
재난본부에 지원 요청 / 
상황전파 / 대피 안내 /
환자 이송 후 현장 방역 실시

1339
02-3396-4852
02-3706-1513
02-706-0119
02-775-0119

질병관리청
중구청 보건소
서울소방재난본부
공덕 119안전센터
회현 119안전센터

방역지침 
미준수

행사 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지침 미준수 인원 
발견

경호팀 배치 /
피켓 등으로 경고 / 
안내 불응 시 퇴장 조치

02-753-4400
02-2096-8475
02-2096-8474

남대문경찰서
중림파출소
남대문파출소

박람회장 외 
코로나19 전파 
단계 격상 

행사 기간 중 코로나19 
감염자 수의 급격한 증가 

상황전파 / 대피 안내 / 
관람객 귀가 조치

1339
02-3396-4852
02-3706-1513
02-706-0119
02-775-0119

질병관리청
중구청 보건소
서울소방재난본부
공덕 119안전센터
회현 119안전센터

유형별 예상 시나리오 작성 및 비상연락망 구축



서울의 박람회에서 
세계의 박람회까지
Link Garden, Think Life8 1. 추진성과

2. 만족도 설문조사
3. 발전방안

박람회 성과
Results



8장
  Results

282 283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박람회 성과

2020~2021년도 성과
1. 활동무대를 세계로 확장한 서울정원박람회
•  해외작가(8개국) 및 세계가족정원(14개국) 참여로 다양한 
정원문화 체험

2.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일상을 국제정원문화로 치
유하고 피로감 완화

•  학생·동네정원 등의 수준 향상,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존치정원(27개소) 조성

•  지역상인회와 함께하는 만리재로 가로정원 조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3.  국내 최초 정원산업계 트렌드를 담은 ‘온라인 정원
산업전’과 ‘모델정원’

•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정원산업 DB 구축 
•  직관적으로 제품 홍보가 가능한 모델정원은 업계와 
관람객 모두에게 호평(모델정원 영상 조회수 36천 회)

4.  철저한 방역관리와 비대면 개별 관람 유도 등 코로

나 시대 맞춤형 운영으로 1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성
공적으로 마무리

•  온라인 모바일가이드맵을 활용한 개별 방문으로 안
전하고 친환경적 관람 가능

•  산림청·지자체 등 관련 단체에서 방문, 코로나 시대 
행사로써 벤치마킹

운영 결과
1. 전시정원 58개소
2. 정원산업전 관련 참여 99개 업체
3. 정원문화 학술행사 3회
4. 비대면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온라인 정원 홍보 콘텐츠

기관 및 단체방문
• 지자체, 공공기관

-  산림청, 국립수목원, 한국수목원관리원, 아시아산

림협력기구, 여주시 산림조합, 대구시, 울산시, 평택
시, 화성시 등

• 전국 조경 관련 학과, 단체 등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청주대학교, 계명대학교 등

시민소통
1. 언론 홍보
• 보도실적: 265건
• 현장기자설명회 및 보도자료 배포: 총 10회

- 지면 11건, 방송 8건, 온라인 246건
-  SBS 모닝와이드 세계가족정원 행사 소개 및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사전홍보 등

2. SNS 홍보
• 홍보실적: 1,835건(게시물)

- 유튜브: 67건
- 인스타그램: 127건
- 페이스북: 160건
- 개인 블로그 및 카페 포스팅 등: 1,481건

• 유튜브 주요 콘텐츠 조회수: 총 88만여 회
-  초청·작가·학생 정원 메이킹 영상, 개막식 및 모델정

원 소개 영상 등
•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수: 7,938건

-  # 서울 국제 정 원박 람 회 ( 9 6 0 건 ) ,  # 서울 정 원박
람회(5, 56 8건),  #국정박(217건),  #서정박(638건), 
#seoulInternationalgardenshow(27건), 
#seoulgardenshow(528건) 등

시민참여형 콘텐츠
•  대학생 서포터즈: 제6기 그린핑거스 39명, 이벤트 기
획 및 진행, 영상 제작 5건
-  스토리이벤트, 그린티타임, 소확행, 인스타툰, 반려

식물 프로젝트 등
• 서울정원여지도 시민 공모

정원 데이터베이스
• 서울정원여지도: 총 767건 정원 DB 구축

- 민간 286건, 공공 481건
•  온라인 정원산업전: 총 82개 업체 399개 상품 정보 
업로드

운영 기간 안전사고 ‘제로’ 및 방역관리지침 준수
• 관련 부서 간 체계적인 협업으로 안전사고 ‘0’ 달성
•  정기적인 주·야간 방호 및 사전 안전교육으로 안전사
고 미연에 방지

•  수시 소독 및 상시 방역지침 안내, 사회적거리 확보 

등 방역관리지침 준수

관람 인원
박람회 기간 7일 동안 총 52,100명 관람

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2020

추진성과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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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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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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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시
민
소
통 

실
적

기
관 

및 

단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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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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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고

약 52,100명 58개소

업
체 

참
여

정
원
산
업
전 

관
련 

99개 업체
전국 지자체, 
단체, 학교 등 97% 0건

79개
언론 265회 보도, 

SNS 1,835건약 88만 회 계

52,100명

5. 14.(금) 
개천절(비온뒤갬)

6,970명

5. 15.(토)
비

5. 16.(일)
비

2,930명

5. 17.(월)
비온뒤갬

4,840명

5. 18.(화)
비

5. 19.(수)
부처님오신날

19,370명

5. 20.(목) 
비

4,820명4,050명명 9,1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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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2020

만족도 설문조사
Satisfaction Surveys

설문기간 2021년 5월 28일~6월 4일
설문대상 시민 300명
설문방법 온라인 설문 페이지

설문조사 항목
1.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참가하신 목적은 무엇입
니까?
2.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정보는 어디를 통
해 알게 되었습니까?
3.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참여하시고, 얼마나 만
족하셨는지를 각각에 대해 답해주십시오.
4.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정원문화에 대해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셨습니까?
5.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실제로 정원을 조
성할 의향이 생겼습니까?
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주변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7.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조성된 정원 중 가장 
좋았던 정원은 무엇입니까?
8.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모바일 가이드맵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셨는지를 각각에 대해 답해주십시
오.
9. 올해 온라인으로 개최한 정원산업전에 대해 얼
마나 만족하셨는지를 각각에 대해 답해주십시오.

10. 귀하는 어떤 형태의 정원박람회를 선호하십니
까?
11. 귀하는 정원박람회의 개최 장소로 어떤 곳을 
선호하십니까?
12. 귀하는 이번 박람회의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3. 앞으로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정원문화 확산
과 정원산업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14. 그간 개최한 서울정원박람회 중 방문 경험이 
있는 곳을 골라주십시오. (중복 선택 가능)
15. 내년에 열릴 서울정원박람회에 관람하실 생각
이 있습니까?

기초자료 조사
성별 남, 여
연령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직업 학생, 자영업, 회사원, 전문직, 주부, 공무원, 
기타
거주지 서울시, 경기도, 기타

시민의견 수렴결과 총평

1. 박람회 전반적 만족도
•  정원·조경 정보, 전시내용, 인근 미관 개선, 프로그램, 
홈페이지, 개최 장소, 온라인 콘텐츠 등 전반적으로 
97% 이상이 만족

•  전시정원의 인기도는 작가>동네>학생>초청>팝업>
모델정원 순으로 높음

2. 모바일 가이드맵 및 온라인 정원산업전 만족도
•  모바일 가이드맵: 정보 검색, 동선 안내, QR코드 접
속 방식 등 전반적으로 95% 이상의 만족도를 보임

•  온라인 정원산업전: 정보용품·시설물·기업·제품별 
분류, 정보 검색 등 전반적으로 97% 이상의 만족도
를 보임

3. 정원문화 발전 기여도
•  응답자의 98.3%가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정원
문화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97%는 정원을 조성할 의
향이 생겼다고 답함

•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99.7%

4. 박람회 형태 및 장소 선호도
•  박람회 형태는 전시물, 이벤트, 부스 전시가 복합

된 복합형을 가장 많이 선호했으며, 개최 장소로는 
도시 내 일상 공간>공원>식물원·광장 순의 선호도
를 보임

5. 관람객 홍보매체 분석 및 개선점
•  응답자의 71%가 온라인 분야(주요 포털 사이트, 인터넷 뉴스, 

유튜브, SNS, 홈페이지)를 방문 계기로 택함
•  안내 및 홍보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답변은 33.4%

로 2019년과 유사, 동선 및 정원 배치가 개선되어
야 한다는 답변은 2019년(16%)에 비해 15.1% 높은 
31.1%로 나타남

6. 서울정원박람회 방문 경험 및 재방문 의사
•  방문객 중 79.9%는 과거 개최한 서울정원박람회 방
문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중 54.1%는 2019년, 
40.3%는 2018년에 방문함

•  응답자 중 98%가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
다고 답함

•  응답자 중 94.6%가 재방문 의사가 있다고 답했으며, 
2019년(87%)에 비해 7.6% 증가

7. 관람객 분석
•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했으며 남
성보다는 여성의 비중이 높음

•  응답자의 직업은 학생>회사원>주부 순으로 분포되
어 있으며 그중 84.6%가 서울 및 경기지역에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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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정원박람회 형태 및 장소 선호도

정원문화 발전 기여도 역대 서울정원박람회 방문 경험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방문 경로 및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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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및 재방문 의사

응답자 분석

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2020

발전방안
Suggestions for Growing

1.  포스트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정원문화 확산과 정
원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생활권 개최방안 검토 

•  도시 내 일상 공간 혹은 공원에서 열리는 정원박람회 
선호도가 높았음

• 복합형과 정원 전시 중심의 콘텐츠 선호도가 높았음
•  고정 대상지 반복 개최로 장소성을 강조하고 일부 콘

텐츠는 순회하는 방안
2.  방문자의 과반수가 온라인 홍보로 정원박람회 정보

를 접했으나 1/3가량은 안내 및 홍보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답변. 전파력과 영향력이 높은 온라인 홍보 
기획 및 운영 강화 필요

3.  역대 정원박람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또는 시민 대상 
이벤트 홍보방안 가능

•  과거의 정원박람회 방문자의 재방문율이 높았으므
로, 재방문자의 흥미를 끌 요소 추가 가능

4.  온라인 정원산업전, 서울정원여지도와 같은 정원 데
이터베이스의 꾸준한 활성화 및 통합정보공유 플랫
폼으로 확대 검토

•  구매처 등 기초정보 DB 및 식재디자인 등 정원조성
을 위한 통합정보로 확대 검토

•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또한 연중 운영 
5.  중구 공원녹지과 직영 및 동네정원사 활용 존치정원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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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참가업체 및 단체 연락처
2.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추진 체크리스트에필로그

Epi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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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INTERNATIONAL 
GARDEN SHOW 
2020

참가업체 및 
단체 연락처
Contact Information

연번 단체명·기업명 대표자 주소

1 (사)한국전통조경학회 박율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09, 

코리아비지니스센터 1303호

2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임승빈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43 그룹한빌딩 7층

3 국립수목원 이유미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415

4 공간시공 에이원 안기수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로 71 

5 다인앤살리스 차인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석운로 19

6 더숲 이주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제티-6021호

7 락시원 시병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옥현로 65번길 254

8 리비오에코디자인연구소 김창회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1520 401호 

9 리스케이프 홍광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오부자로 77

10 마이조경 김명윤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 672

11 명성EX 한성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33

12 보현석재주식회사 박성일
경기도 구리시 갈매순환로 204번길 65 

구리스마트벤처타워 412호

13 스탠바이 김민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2길 27, 201호

14 에코21 신언용 경기도 하남시 샘재로119번길 225(천현동)

15 엘피스케이프 박경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6 서초지웰타워 206호 

16 예건 노영일 경기도 파주시 신촌3로 1

17 올어바웃플레이스 남소영 서울시 종로구 낙산길 20 2층

18 우리씨드그룹 박공영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19 이노블록 한용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3길 6 효진빌딩 402호

20 자연과 사람들 이영오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6-29, 410호

21 제이제이가든스튜디오
정성훈·
정은주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40나길 53 1층

22 조경시공 서화 노혁진 경기도 광명시 도덕로28번안길 22, 201동 1303호

23 조경하다 열음 윤호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포은로2가길 65

24 초록에서
천혜금·
전태평

충청남도 당진시 구봉로 12-40

25 코르크로 소남우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송학정로 31

26 테라그린 전호연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오로 357-52

27 팀펄리가든 이주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인릉1길 42

28 포티조 이주훈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21 대화빌딩 5층

29 프리한석범씨 손석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40길 40

30 한설그린 한승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26길 52 한설빌딩

31 한수그린텍 한재혁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23길 21, 302(동교동, 3층)

32 현대장미원 김성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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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체크리스트
※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2020년 10월 8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해당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미리 만나는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로 오프라인 박람회를 대신하였고 실제 박람
회는 2021년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었다. 

D-270

•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추진계획 수립

D-250

• 용역 발주

• 제안서평가

• 협상 및 계약

• 착수

D-240

•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홍보 계획 수립

D-230

• 언론협력 사업 진행

D-220 

• 디자인 업체 계약

• 홍보물 심의 등록

• 디자인 심의 등록

• 메인디자인 확정

• 디자인컨설팅 신청 및 운영

D-160

• 박람회장 연출용 꽃모 배치안 검토 및 수량 확정(계약 재배)

• 가로등 현수기 홍보 배너, 육교현판 설치 등 협조 공문 송부 

D-146

• 작가정원 공모 기획 및 공모문 작성

• 학생정원 공모 기획 및 공모문 작성

D-130

• 동네정원 대상지 선정

• 정원산업전 대상지 선정 및 구성 기획

• 정원문화 프로그램 및 콘퍼런스 기획

D-120

• 동네정원 공고문 작성 및 홍보물 제작

• 팝업가든 공고문 작성 및 멘토 선정

• 정원산업전 공고문 작성 및 홍보

D-116

• 작가정원 공모 공고

D-110

• 정원문화 프로그램 및 콘퍼런스 사전 홍보

• 개막식 무대 및 박람회장 연출 기획

D-100

• 동네정원사 등 참가자 모집

D-95

• 학생정원 공고 및 멘토 선정

D-90

• 박람회장 연출안 확정 및 개막식 무대 준비

• 홍보 업체 섭외 및 계약

D-83

• 작가정원 작품 접수 및 심사자료 준비

D-78

• 정원산업전 참가자 모집 

D-76

• 작가정원 1차 심사

D-68

• 학생정원 접수 및 심사자료 준비

D-64

• 학생정원 1차 심사

D-63

• 작가정원 워크숍 및 협약서 작성

D-60

• 지하철, 가로등, 육교현판 등 광고 시행

• 프레스투어 일정 사전 협조

D-57

• 동네정원 교육·워크숍 진행 및 주민 협약

• 팝업가든 공고

• 정원산업전 부스 배치(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온라인으로 대체)

D-56

• 학생정원 워크숍 및 대상지 확정

D-50

• 정원문화 프로그램 장소 확보 및 전문가 섭외

D-34

• 팝업가든 접수

D-33

• 작가정원 설계 변경 및 설계안 최종 확정

• 작가정원 기반공사 및 정원 조성

D-30

• 팝업가든 1차 심사

• 정원문화 프로그램 신청자 모집 및 관련 물품 제작

D-27

• 팝업가든 선정작 발표 및 워크숍

D-21

• 꽃모 및 박람회장 연출물 설치

D-11

• 학생정원 조성 및 시공

D-7 

• 동네정원 조성 및 시공

행사 전

• 작가정원 최종 현장 심사

• 학생정원 최종 현장 심사

• 동네정원 최종 현장 심사

• 팝업가든 설치 및 심사

• 정원산업전 부스 설치 완료(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온라인으로 대체)

• 프레스투어

행사 기간

• 안전사고 예방, 비상대응(미아발생, 우천, 사고 등)

• 환경미화 및 관리

• 전시정원 관리

• 종합상황실 운영

• 콘퍼런스 관리

• 정원문화 프로그램 이벤트 진행

• 개막식

• 시상식 상장 및 감사패 준비

행사 이후

• 행사장 철거, 청소, 시설물 파손상태 확인

• 정원 유지관리 및 교육

• 팝업가든 철거

• 정원산업전 부스 철거

• 백서 제작 및 발간

체크리스트
D-Day: 2020 서울국제정원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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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to 조경과...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 덕분에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빛날 수 있었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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