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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정원박람회 

가든퍼니처 특별전 참가기업 모집

서울특별시는�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2022� 서울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가든퍼니처� 관련� 제품을� 선보일� ‘가든퍼니처� 특별전’�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 서울정원박람회 행사 개요

○� 행� 사� 명:� 2022� 서울정원박람회�

○� 행사기간:� 2022.� 9.� 30.(금)� ~� 10.� 6.(목)� 7일간

○� 행사장소:� 북서울꿈의숲

○� 주� � � � 제:� 꿈의� 숲� 그리고� 예술의� 정원

○� 주� � � � 최:� 서울특별시,� 2022� 서울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1. ‘가든퍼니처 특별전’ 참가기업 모집 개요
1)� 서울정원박람회는�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발전을� 위해� 2015년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고� 있

는� 중요� 사업입니다.� ‘2022� 서울정원박람회� 가든퍼니처� 특별전’은� “휴게시설물전”과� “휴게정원전”으

로� 구분하여� 북서울꿈의숲� 내� 청운답원(잔디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정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

든퍼니처를� 한자리에� 모아� 제품의� 특징과� 장점,� 가격�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 합니다.�

2)� “휴게시설물전”은� 휴게테이블,� 정원용� 벤치,� 퍼걸러,� 파라솔� 등� 휴게용� 가든퍼니처를� 전시합니다.�

3)� “휴게정원전”은� 다양한� 가든퍼니처를� 활용해� 꾸민� 정원을� 선보임으로써,� 관람객이� 정원에서� 편히� 휴

식하며� 자연스럽게� 제품을� 접할� 수� 있게� 합니다.�

4)� 가든퍼니처� 특별전� 참가신청� 접수� 완료� 후� 별도의� 선정과정을� 거쳐� 최종� 참가기업을� 선정할� 예정

입니다.� 참가기업은� 행사� 기간인� 7일간� 부스를� 운영하며,� “휴게시설물전”� 참가� 기업에서� 희망할� 경

우� 주관사에서� 전시� 부스� 관리� 인력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설물전”과� “휴게정원전”의� 부스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은�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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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 신청 안내

� � ○� 참가� 신청: 2022년� 8월� 1일(월)� ~� 8월� 18일(목)

� � ○� 선정결과� 발표: 2022년� 8월� 26일(금)

� � ○� 전시위치� 확정: 2022년� 9월� 14일(수)

� � ○� 모집� 부문

� � � � -� 휴게시설물전:� 휴게테이블,� 정원용� 벤치,� 퍼걸러,� 파라솔� 등의� 전시가� 가능한� 기업

� � � � -� 휴게정원전:� 가든퍼니처를� 활용한� 정원� 조성이� 가능한� 기업�

� � ○� 참가� 방법 서울정원박람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 � � � � � � � � � � � � � � 이메일(klam@chol.com)로� 신청�

� � ※� 가든퍼니처� 특별전� 추진� 일정은� 주최� 및� 주관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 � � � � 변경� 시� 홈페이지에� 공지

3.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휴게시설물전:� 전시를� 희망하는� 가든퍼니처� 소개� 자료(시설물� 설치� 면적� 표시� 필수)

� � ○� 휴게정원전:� 가든퍼니처를� 활용한� 정원� 연출� 계획안

� � � � � (정원� 연출을� 희망하는� 가로×세로� 면적� 표시� 필수)�

가든퍼니처� 특별전� 개최� 장소(청운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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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치‧전시‧철거일

구분 설치 전시 철거

휴게시설물전
2022.� 9.� 29.(목)

18시까지� 설치� 완료
2022.� 9.� 30.(금)~10.� 6.(목)

2022.� 10.� 6.(목)
18시� 이후

휴게정원전
2022.� 9.� 27.(화)~9.� 29.(목)�

18시까지� 설치� 완료�
2020.� 10.� 7.(금)�

09시� ~� 18시

※� 전시� 위치� 배정,� 전시품� 진열,� 전시품� 반출,� 화재� 예방� 등과� 관련된� ‘참가규정’은�

� � � 별도의� ‘2022� 서울정원박람회� 가든퍼니처� 특별전� 참가규정’� 참조(신청기업에게� 추후� 제공)

   

5. 지원사항 
� � ○� 휴게시설물전,� 휴게정원전� 모두�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 � � � � ‘휴게정원전’에� 참가하는� 기업에게는� 운송비� 200만원(부가세� 별도)� 지원

� � ○� 단,� 휴게시설물전과� 휴게정원전은� 모두� 조직위원회의� 선정과정을� 거쳐� 전시� 기업� 선정

-� 문의� 및� 접수�

� � ㈜환경과조경� 전화� 02-521-4626(담당� 박상백,� 내선� 510번)� /� 접수:� 이메일� klam@cho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