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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그린베를린 그룹 (구 그린베를린 유한회사 

Grün Berlin GmbH)

구 공항건물 (현 그린베를린 본부 위치)

자연공원 쉐네베르거 쥐드겔렌데 

Natur-Park Schöneberger 

브리츠 공원 Britzer Garten

세계의 정원들 Gärten der Welt

도시 베를린 / 베를린

주소 Columbiadamm 10, Turm 7, 12101 Berlin 

(구 공항건물)

Tel.: +4930 700906-0 

E-Mail: info(at)gruen-berlin.de 

개요 1. 2012년 그린베를린 유한회사에서 그린베를린 

그룹으로 거듭 남. 그룹 내에 4개의 회사를 거

느리게 됨.

Ÿ 그린베를린 유한회사

Ÿ 그린베를린 재단

Ÿ 그린베를린 서비스 유한회사

Ÿ IGA Berlin 2017 유한회사 

2. 총 2500 개소의 공원, 녹지, 도시정원, 광장 

등을 운영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베를린 시(주)

에서 설립. (설립연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통

일을 전후한 것으로 추정됨.)

3. 자연공원, 세계정원, 브리츠 공원 등 특별한 

성격을 가진 대규모의 공원을 집중적으로 관

리 운영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한 

일종의 공원관리 사단법인. 일반적인 수목이나 

시설관리의 차원을 떠나서 공원의 수준을 꾸

준히 향상시키고 새로운 프로그램 및 행사계

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외에도 새로운 공

원조성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자문단체 역할

도 겸하고 있다. 

4. 현재 약 50명의 정직원이 있으며 5개소의 지

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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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본부 / Tempelhofer Feld (Columbiadamm 

10, Turm 7, 12101 Berlin)

Ÿ 브리츠 공원 Britzer Garten (Buckower 

Damm 146, 12349 Berlin)

Ÿ 세계정원 Gärten der Welt (Eisenacher Str. 

99, 12685 Berlin)

Ÿ 자연공원 쥐드겔렌데Natur-Park Südgelände 

(Prellerweg 47 - 49, 12157 Berlin)

Ÿ 글라이스드라이에크 공원 Park auf dem 

Gleisdreieck (Möckernstraße 26, 10963 

Berlin)

글라이스드라이에크 공원 

Park auf dem Gleisdreieck

베를린 장벽 산책루트

Berliner Mauerweg

업무 범위 1. 프로젝트 개발

2. 프로젝트 구현 (시공 관리)

3. 공원 메니지멘트

4. 마케팅

진행 중인 

프 로 젝 트 

(완성단계)

Ÿ 문화 포럼 재정비 

Ÿ 국제정원박람회 베를린 2017 

Ÿ 글라이스 드라이에크 공원 2차 

Ÿ 베를린 문화포럼 내 학살된 장애우를 위한 

옥외 추모관 T4 

Ÿ 템펠호퍼 자유공원 진행 중

Ÿ 팡케천 녹지축 남부구간

Ÿ 베를린 장벽 기념관 

Ÿ 베를린 장벽산책루트 

Ÿ 병목 (Bottleneck) 공원 

Ÿ 모뉴멘텐플라츠

Ÿ 남북 녹지축

Ÿ 하펠 강 자전거도로 

대 표 적 인 

프로젝트

(프로젝트별

로 각각 

웹사이트 

운영)

Ÿ Britzer Garten 

Ÿ Gärten der Welt 

Ÿ Natur-Park Südgelände 

Ÿ Park am Gleisdreieck 

Ÿ Volkspark Pank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