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07. 15.(토)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7년 7월 14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4쪽

서울도시건축비엔 정소익 2096-0108
날레사무국 국장
010-8578-0435
2096-0156
홍보 담당자 김나연 010-2035-1447

서울비엔날레,‘서울투어’로 만나는 공유도시 서울

- 식량도시, 생산도시… 서울비엔날레 주제 관련 시민 투어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서울비엔날레, 개막 D-50 기념 사전 할인 티켓 오픈
□ 서울디자인재단은 오는 9월 개막하는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이하
서울비엔날레) 의 ‘공유도시 서울투어’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 ‘공유도시 서울투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서울비엔날레 주제 관
련 투어프로그램으로 식량도시, 재생공간, 생산도시, 공유자원 주제에 대
해 개괄적으로 이해를 해보는 ‘일요투어’와 서울비엔날레 주제를 심도 있
게 다루는 ‘토요투어’로 구성된다.
□ 서울비엔날레 관계자는 “시민들이 직접 서울의 특색 있는 장소들을 탐방
하면서 ‘공유도시’를 비롯한 서울비엔날레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체감하고
이해하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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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투어는 돈의문박물관마을에서 진행되는 현장프로젝트 식량도시 전시
를 비롯해 도심 곳곳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
도시농업 현장인 행촌共터 등을 살펴보며 도시 환경, 자원, 식량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식량도시 투어’(9월 3일(일), 10월 8일
(일))

△

2017 UIA 서울세계건축대회 전시가 열리는 마포석유비

축기지, 젊은 작가들의 대표 창작공간인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등
유휴공간을 재활용한 도심을 투어하는 ‘재생공간 투어’(9월 10일

△

(일), 10월 15일(일))

광장시장, 세운상가, 을지로 등 도심 속

생산 현장을 찾아가 미래 도시의 생산 양식을 생각해보는 ‘생산도
시 투어’(9월 17일(일), 10월 22일(일))

△

서울새활용플라자,

서울하수도과학관 등 자원재생을 활성화하고 있는 거점 공간 투어
로 지속가능한 공유도시에 대해 고민하는 ‘공유자원 투어’(9월 24
일(일), 10월 29일(일))가 열린다.

□ 토요투어의 경우 서울비엔날레 주제 심화 투어로 성북동-아트커먼스, 서
울로7017, 주한프랑스대사관 등 한 장소에서 주제에 대한 사례를 집중
적으로 살펴보는 투어프로그램이다.
○△
성북예술창작터와 같은 통상의 전시 공간뿐 아니라 버려진 공터

와 폐가까지 전시 무대가 된 성북동 일대를 투어하는 성북동-아트
커먼스 투어(9월 9일(토), 10월 14일(토))

△

서울역고가의 안전

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찻길에서 사람길로 다시 태어난 서울로
7017를 투어하며 보행도시 서울의 모습을 살펴보는 서울로7017
투어(9월 16일(토))

△

한국 현대건축의 대표적인 건축물 중 하나

인 주한프랑스대사관을 감상하는 프랑스대사관 투어(10월 21일
(토))로 펼쳐진다.
- 2 -

□ 참가 신청은 서울비엔날레 공식홈페이지(http://seoulbiennale.org)에
서 투어 예정일 2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
모든 투어에는 도슨트 설명이 진행되며, 영어 도슨트는 사전 신청
해야 한다. 단, 투어는 우천, 폭풍, 폭염, 미세먼지 아주 나쁨 등
자연재해로 인해 당일 취소될 수 있다.

□ 한편,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비엔날레 개막 D-50을 기념해 14일(금) 사
전예매를 개시했다.
○
7월 14일(금)부터 8월 12일(토)까지 진행되는 사전 예매를 통

해 얼리버드 티켓을 구매할 경우 9,000원의 입장권(일반: 만

○
○

19~64세)을 4,000원 할인 된 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청소년(만13~18세)/군경과 어린이(만4~12세)의 경우에도 각
각 3000원이 할인 된 3,000원과 2,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얼리버드 티켓은 서울비엔날레 공식 홈페이지와 티켓링크, 네이버
예약 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된다.

□ 서울비엔날레는 국내 최초로 도시건축을 주제로 열리는 비엔날레로 오는
9.2.(토)~11.5.(일)(총 65일 간) 돈의문박물관마을과 동대문디자인플
라자(DDP) 등 도심 곳곳에서 열린다.
○
서울특별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50여 개

도시, 서울대, MIT, 게이오대 등 세계 30개 대학, 영국문화원,
유럽문화원연합(Eunic), 인코센터(인도한국문화원) 등 120여개
의 관련기관이 참가해 도시문제의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글로벌
학술 전시 축제가 마련될 예정이다. 전시문의) 02-2096-013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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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공유도시 서울투어 개요

□ <공유도시 서울투어> 일정 및 경로
구분

테마
식량도시

일요
투어

재생공간
생산도시
공유자원

토요
투어

성북동
(아트커먼스)

일시
2017.09.03(일)
(14:00~17:00)
2017.10.08(일)
(14:00~17:00)
2017.09.10(일)
(14:00~17:00)
2017.10.15.(일)
(14:00~17:00)
2017.09.17(일)
(14:00~17:00)
2017.10.22(일)
(14:00~17:00)
2017.09.24(일)
(14:00~17:00)
2017.10.29(일)
(14:00~17:00)
2017.09.09(토)
(14:00~17:00)

*투어 일정 및 경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어경로

돈의문박물관마을-성곽길-홍난파가옥 딜쿠샤-행촌共터2(느
린곳간)-행촌共터3(육묘장)-행촌共터1(식물약국)-독립문역
돈의문박물관마을-성곽길-홍난파가옥 딜쿠샤-행촌共터2(느
린곳간)-행촌共터3(육묘장)-행촌共터1(식물약국)-독립문역
돈의문박물관마을-마포문화비축기지-난지창작스튜디오서울에너지드림센터-월드컵경기장역
돈의문박물관마을-마포문화비축기지-난지창작스튜디오서울에너지드림센터-월드컵경기장역
DDP-헌책방거리-청계천-모토엘라스티코-광장시장세운상가-을지로-을지로4가역
DDP-헌책방거리-청계천-모토엘라스티코-광장시장세운상가-을지로-을지로4가역
DDP-새활용플라자-하수도과학관(물순환테마파크)-장한평역
·

·

DDP-새활용플라자-하수도과학관(물순환테마파크)-장한평역
성북예술가압장(가제)-성북동나무-성북예술창작터&성북1치
안센터-선잠52&스페이스캔-북정마을일대(스페이스이끼, 드
로잉스페이스 살구, 작가스튜디오 등)-성북도원 일대(성너
머집터, 해동조경터, 성북도원)
성북예술가압장(가제)-성북동나무-성북예술창작터&성북1치
안센터-선잠52&스페이스캔-북정마을일대(스페이스이끼, 드
로잉스페이스 살구, 작가스튜디오 등)-성북도원 일대(성너
머집터, 해동조경터, 성북도원)
서울역-서울로7017, 윤슬(공공미술)

2017.10.14(토)
(14:00~17:00)
서울로7017 2017.09.16(토)
(14:00~16:00)
프랑스대사관 2017.10.21.(토)
(14:00~16:00) 서대문역-주한프랑스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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