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dition

행 사 명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재생 현장학습 7박9일

지 역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헬싱키 스톡홀름

기 간 2019.11.01 – 11.09  

인 원 총 20명 기준

포 함 사 항 러시아항공왕복항공권 & 텍스 & 유류할증료

4성급 호텔 6박 (2인1실 기준)

Silja Line InsideCruises1박 (헬싱키→ 스톡홀름 구간,2인1실 기준)

전일정 50인승대형버스 & 세금

삽산기차 2등석 (모스크바 → 상트페테르부르크 구간)

알레그로기차 2등석 (상트페테르부르크 → 헬싱키구간)

전일정식사

한국인가이드 (러시아, 북유럽)

일정상방문지 입장료

가이드,기사 Tip

최대보상 1억원 여행자보험 (상해,질병 3천만원보장)

불포함사항 개별비용, 매너팁

기 타 예약확정 시기에 따라 항공, 호텔, 기차요금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여권유효기간은 출발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세 (10%) 발생됩니다.



Itinerary

Date Area Itinerary

Day1
11/1
(금)

인 천

모스크바

13:10 SU251편 인천공항출발약9시간30분

16:55 모스크바국제공항 도착

Day2
11/2
(토)

모스크바 ▶모스크바최초의 대규모공간현대화 프로젝트

무제온예술공원 - 고리키 공원 - 네스쿠츠니정원 - 보로비요비 고리

▶모스크바국제업무단지 MIBC

▶붉은광장, 크레믈린, 성 바실리사원, 무명전사의무덤, 레닌의 묘, 볼쇼이극장 외관

Day3
11/3
(일)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07:00 TRAIN 고속열차 삽산으로 모스크바출발약4시간

11:00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착

▶데카브리스트광장, 성이삭 성당, 여름궁전, 에르미따쥐 박물관(겨울궁전)

Day4
11/4
(월)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국경일 - 국민화합의날

▶노바야 골란디야 공원 과거 군사시설에서시민문화공간변신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대표적도시재생프로젝트

▶데카브리스트광장, 성이삭 성당, 피터폴 요새와페트로파블롭스크성당, 넵스키대로

Day5
11/5
(화)

상트페테르부르크

헬싱키

11:30 TRAIN 고속열차 알레그로로상트페테르부르트 출발 약3시간30분

14:57 헬싱키 도착

▶디자인 디스트릭트, 템펠리우스 암석교회, 시벨리우스공원

Day6
11/6
(수)

헬싱키 ▶Kalasatama 스마트시티에코시티와 스마트시티의 대표적성공사례

▶Katajanokka 지역 18세기 중반헬싱키 최초의도시계획지역

▶Eco – Viikki 생태 신도시 생태건축을위한 실험지구

17:00 Silja LineCruise 헬싱키 출발약17시간

Day7
11/7
(목)

스톡홀름 09:30Silja LineCruise 스톡홀름 도착

▶하마비 허스타드 자원순환과에너지절감 모델을개발한 저탄소녹색도시개발

▶스톡홀름시청사, 대성당(외관), 영빈관 북유럽 궁전(외관)

유르고덴 섬, 군함바사호 박물관, 감라스탄의 골목길투어

Day8
11/8
(금)

스톡홀름

모스크바

▶바로크 양식의아름다운궁전드로트닝 홀름 궁전

12:35 SU2211편 스톡홀름국제공항 출발 약3시간10분

16:45 모스크바도착, 경유 대기 약4시간

21:00 SU250편 모스크바국제공항출발 약8시간25분

Day9
11/09
(토)

인 천 11:30 인천국제공항도착



Information

IzmailovoDeltaHotel,Moscow 미정

주소 IzmailovskoeShosse71,Izmailovo,105613모스크바,러시아

전화 +7495737-70-70

개요

이즈마일로보델타호텔은모스크바의전시회지역에있는럭셔리한객실을갖춘훌륭한4성급의호텔입니다.

고대스타일의자랑하는이호텔은1980년에개장하였으며2011년에전면적으로재건축되었습니다.

IzmaylovoEstate,IzmailovskyPark,KremlininIzmailovo등이유명한모스크바시내까지10km거리에있습니다.

TheKremlin는20분거리에있습니다.쇼핑객은호텔에서가까운거리에있는시장,백화점등을좋아하실겁니다.

이즈마일로보델타호텔의객실시설로는객실내금고,냉장고,바지전용다리미,IDD전화,화장대있습니다.

이즈마일로보델타호텔은손님에게아름다운뷰를제공합니다.세련된인테리어가있습니다.

뷔페아침식사매일제공됩니다.손님께서는유럽음식을제공하는24시간레스토랑에서맛있는요리를즐기실겁니다.

로비바에는당구,가라오케,라이브뮤직등이갖춰져있으며신선한음료를제공합니다.

5분도보거리에있는Niyama,Shokoladnitsa에서다양한요리가제공됩니다.

Partizanskaya지하철역에서도보로5분거리그리고МетроПартизанская전차정류장에서400m거리에위치하고있습니다.

셰레메티예보국제공항공항까지자동차로35분거리입니다.

호텔은환전소,수하물보괄실,이발소뿐만아니라24시간리셉션서비스,24시간룸서비스,다림질서비스도제공합니다.

객실수 976개호텔객실

편의시설 실내수영장,레스토랑,24시간프런트데스크,피트니스센터,바(Bar)



Information

ParkInnbyRadissonPribaltiyskayaStPetersburg 미정

주소 ул.Кораблестроителей,14,Sankt-Peterburg,러시아197110

전화 +7812329-26-26

개요

핀란드만과상트페테르부르크도시의전망을즐길수있는ParkInnbyRadissonPribaltiyskaya는무료Wi-Fi와에어컨이완비된객실을

제공합니다.이호텔에는26개의회의실,비즈니스센터및연회장도자리해있습니다.

Pribaltiyskaya의객실은에어컨과위성채널시청이가능한평면TV를갖추고있습니다.무료생수도제공됩니다.전용욕실에는

헤어드라이어가비치되어있습니다.고급유형객실에는목욕가운,슬리퍼,무료세면도구도마련되어있습니다.

매일아침호텔에서조식뷔페를즐겨보세요.24시간라운지바에는간단한스낵과음료가준비되어있습니다.

컨시어지서비스와기념품점도이용하실수있습니다.

ParkInnbyRadissonPribaltiyskaya에서차로3분거리에렌엑스포(LenExpo)전시장이있습니다.풀코보국제공항은차로30분이내거리에

있으며,교통편을사전에예약하여이용하실수있습니다.

Vasileostrovskiydistrict지역은강변산책로,관광,문화테마여행을원하시는분께강력추천하는지역입니다.

객실수 1184개호텔객실

편의시설 무료Wi-Fi 주차장 반려동물허용 금연객실 피트니스센터:좋음 레스토랑 바



Information

OriginalSokosHotelPresidenttiHelsinki 미정

주소 Eteläinen Rautatiekatu 4, 00100 Helsinki, 핀란드 

전화 +358201234608

개요

이친환경OriginalSokosHotelPresidenttiHelsinki은캄피쇼핑센터(KamppiShoppingCentre)에서도보로3분거리에있으며,헬싱키

중앙역에서500m떨어져있습니다.호텔은무료Wi-Fi와쇼핑할인혜택을제공하며,비스트로스타일의레스토랑을운영합니다.

OriginalSokosHotelPresidentti의모든객실은미니바,목재바닥과에어컨을갖추고있습니다.

전객실에는커피/차가마련되어있습니다.BistroManuRestaurant은현대적인비스트로요리를전문으로합니다.

PubAdjutantti에서는대형TV로스포츠생중계를시청하며캐주얼한펍요리를맛보실수있습니다.

호텔에서도보로5분거리에자리한소코스백화점(SokosDepartmentStore)이용시10%할인혜택이제공됩니다.

HotelPresidentti의직원은헬싱키미술관등인근명소또는활동을추천해드립니다.

Kamppi지역은디자인,쇼핑,문화테마여행을원하시는분께강력추천하는지역입니다.

객실수 1184개호텔객실

편의시설 무료Wi-Fi 주차장 반려동물허용 금연객실 피트니스센터:좋음 레스토랑 바



Information

ClarionHotelAmaranten,Stockholm 미정

주소 Kungsholmsgatan31,11227Stockholm,스웨덴

전화 +4686925200

개요

쿵스홀멘(Kungsholmen)에위치한ClarionHotelAmaranten은로드후세트지하철역(RådhusetMetroStation)옆에있으며,스톡홀름

시청및중앙역(CentralStation)에서도보로7분거리에있습니다.스톡홀름의올드타운인감라스탄은ClarionHotelAmaranten에서

도보로20분거리에있습니다. 이곳에서스웨덴왕궁과노벨박물관등의명소를둘러보실수있습니다.

ClarionAmaranten에는평면TV와책상이기본으로마련되어있습니다.모든객실은목재바닥과현대식가구로꾸며져있습니다.

전용욕실에는헤어드라이어와샤워시설이구비되어있습니다. 머무는동안피트니스짐을이용하실수있습니다.

무료Wi-Fi가제공됩니다.기타편의시설및서비스로는수하물보관소와익스프레스체크아웃서비스가있습니다.

구내레스토랑인Kitchen&Table은유명한스웨덴셰프마커스새뮤엘슨(MarcusSamuelsson)의콘셉트로꾸며져있습니다.

레스토랑은최상급의스칸디나비아현지식재료를이용해세계각국의요리를맨해튼스타일로독특하게혼합한요리를선보입니다.

1960년대테마의칵테일바인TapRoom에서시그니처칵테일을즐겨보시는것도좋습니다.

유기농건강식을포함한조식뷔페를매일즐겨보십시오.

객실수 457개호텔객실

편의시설 금연객실 피트니스센터 레스토랑 룸서비스 장애인편의시설 24시간프런트데스크 바



Information

TallinkSiljaLineCruise

탈린크실자라인(TallinkSiljaLine)은ASTallinkGroup의계열사로발틱해지역을연중항해,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발틱해최대규모의크루즈회사

입니다.탈린크실자라인은16척의대규모의현대식크루즈와함께가장멋진여행지인Finland.Sweden.Baltic(Estonia.Latvia)국가들로여러분을

초대합니다탈린크실자크루즈는품격있는크루즈의당당함과발틱해(BalticSea)횡단을통한잊을수없는비즈니스에서여행까지광범위하고다양한

서비스를제공합니다.크루즈는오랜경험을기반으로국제환경보호에기여하는친환경제도를도입하였고,안전과보안을우선으로하는최신형

디럭스크루즈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Information(Deck7)

안내데스크는24시간운영(내선:6700번)환전,선실관련문제,귀중품보관,여행정보및팜플렛

헬싱키와스톡홀롬관광티켓,우편함,비상응급조치등/출도착시이용층

▶Promenade(Deck7)

쇼핑,레스토랑아케이드(길이143m/폭8m/높이18m)

▶BuffetSerenade

BuffetSymphony(Deck6후방)스칸디나비아의전통뷔페음식으로아침과저녁식사이용(석식예약은헤드웨이터에게문의)

BistroMaxime(Deck6)스칸디나비아-프로방스스타일비스트로)

BonVivant(Deck7)계절과테마에따라선보이는품격있는레스토랑

HappyLobster(Deck7)발트해에서가장유명한해산물전문식당

ElCapitan(Deck7)정통스테이크전문식당

Mundo(Deck7)간편하게식사할수있는캐쥬얼식당

Orient Café (Deck 6) 오리엔트 스타일의 커피.티.케이크.패스츄리.스낵 

▶BAR

AtlantisPalace(Deck7-8전방) 유람선7-8층에위치한나이트클럽.댄스및오케스트라의음악을감상할수있으며,환상적인칵테일을즐길수있음.

OldPortPub(Deck7)전통영국식펍으로다양한맥주와위스키를즐길수있음

ClubBali(Deck13)이국적인분위기의가라오케및DJ음악을즐길수있음

BonVivantWineBar(Deck7)쇼핑아케이트가전망으로보이는와인바

▶OTHERS

SaunaSunflowerOasis(Deck12)남,여성전용사우나.가족사우나실.스파및어린이놀이시설

Bellamare:성인을위한웰빙스파터키식사우나,피부관리,마사지서비스

HairDresser’s(Deck12)



Information

모스크바공공공간현대화프로젝트

“<무제온 예술공원(Muzeon Park of Arts) – 고르키 공원(Gorky Park) – 네스쿠츠니 정원(Neskuchny Garden) – 

보로비요비고리(VorobyovyGory)>”는 모스크바 강을 따라 이어진 6개의 부지로 구성된대규모 공공 공간이다. 강변과 공원, 정원을

비롯해전시공간, 야외 영화관, 공연 무대, 스포츠시설및 교육 센터들로이뤄져있으며 일반 대중에게 24시간무료로개방되는

이곳은모스크바문화생활의 중심지이자 최고의 관광 명소이다. 특히 이지역의 진화 과정은모스크바의 오랜 역사적 전환과최근의

변화를모두반영하고있어모스크바시민들에게단순한 여가 활동 장소 그이상의의미를 제공하고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심각하게방치되어 있던 모스크바의공공개방공간과공원, 문화 관련기관들은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이취임하면서 다시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시민들 역시 시설 재정비뿐만 아니라이 지역의현대화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그 후 2011년 초 세르게이캅코프가고르키공원의 책임자로 임명되면서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공원을 새로운전시공간이자 시험대로 탈바꿈하면서 환경 개선과 다양한사회적 활동, 공공 미술프로그램, 민간 부문 협업

모델 등새로운 아이디어를시험하는공간으로 재탄생하였고, 이러한작업은 모스크바내 다른 공공 공간으로 확산될 수있었다.

2011년 9월, 세르게이 캅코프가 모스크바 문화국국장으로임명되면서 고르키 공원을떠나게 되었으나 공원 재건 작업은 더욱

가속화되어무제온 예술공원과네스쿠츠니 정원, 보로비요비고리야생동물보호지역,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의 그린 스페이스와

통합되면서, 모스크바강 주변 총 250 헥타르에 달하는거대한 지역이형성되었다.

그리고바로이 지역 전체에모스크바최초의대규모 공공 공간 현대화프로젝트가시행되게되었다.

1928년에 설립된 고르키공원은 1932년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가, 막심 고르키의이름을 따고르키 공원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공원의새로운 현대화작업은 아방가르드 건축가콘스탄틴멜니코프가 맡았다. 근로자들의완벽한 여가 공간이라는 이상적인 비전을

위해 마련된이 공원은가장창조적인아이디어와실험이 행해지는 공간으로 부상하였다.

무제온예술공원은 1920년대 구소련시대의기념물들을 모아놓은 컬렉션에서 출발해 이제는새로운 조각 공원으로 탈바꿈하여

모스크바의미술전시, 아트 페어, 페스티벌의 중심인중앙화가의 집(CentralHouseofArtists)과 나란히하고있다.

2013년 무제온예술공원은 모스크바강의 크리미안(Crimean) 둑을 따라고르키 공원과연결되었고, 크리미안 둑은 보행자거리로

전환되었다. 현재이 지역 역시 통합공공공간에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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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변화과정은 양질의접근성 제공을 목표로하고있다. 고르키 공원(GorkyPark)에서 시작된 이작업은 새로운 공원책임자가

관리를맡게되면서 불과 몇개월만에 놀이기구들이 철거되고 도로 재포장과 같은기초적인인프라 개선 작업들이 이뤄졌다.

또한 고르키공원(GorkyPark) 입장료의 전면폐지를 통해 경제적상황에 구애받지않고모든사람이 공원을즐길수 있게되었고,

조명 및치안·안전개선과 함께 24시간 개방이 이뤄지게 되었다. 장애인 방문객을위한무료휠체어 서비스제공, 표지판및 길안내

서비스개선, 소셜 미디어·모바일앱등 웹 기반 방문객정보공유서비스도 도입했다.

또한, 공원 전망대, 체스클럽파빌리온(ChessClubPavilion) 등 역사적인 구조물의상태개선및 정체성강화를 위한 수리·유지보수

작업 또한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공원 내에 30여 개의 카페와식당이 운영되고있어고르키 공원(GorkyPark)의 자체브랜드인

“고르키” 아이스크림을비롯해 레모네이드, 굴 요리에 이르기까지다양한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르키공원(GorkyPark)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해 무료 와이파이와 통신망, 충전소 등을 제공한다. 한편 모스코바에서 일하는프리랜서들은 네스쿠츠니 정원의

워크 스테이션에마련된 훌륭한작업공간과회의시설을 이용할수 있는 혜택이 있다. 더불어스포츠와여가관련 프로그램 개발에큰

관심이모아지면서 현재 15종의 체육시설이이곳에 들어서있으며, 이 밖에도 1만8천 평방미터규모의 인공 아이스링크가중앙에

설치되어 있고,5개의 스케이트장이겨울철내내하루 12시간동안개방하고 있다. 여름에는자전거 대여 서비스, 스케이트 공원,

축구장및 탁구장, 일광욕실, 그리고모스크바 최대 모래놀이터를 즐길 수도 있다.

고르키공원(GorkyPark)이 제공하는예술 경험의하이라이트는바로옛 버스 차고를 활용한현대미술관(GarageMuseumof

ContemporaryArt)아다.2008년 러시아의 셀러브리티이자자선가인다리나 주코바(Daria Zukhova)가 설립한 이미술관은 일본

출신의세계적인건축가 시게루반(ShigeruBan)이 2012년에설계한 고르키 공원(GorkyPark) 임시 파빌리온으로자리를옮겼고

교육센터인 GarageEducationCenter가 이곳에 추가되었다. 그리고 2015년 건축가 렘쿨하스(RemKoolhaas)가 설계한 5,400

평방미터 규모의신규건물로 옮겨 새롭게 개관하였다.

무제온예술공원(MuzeonParkofArts)의 개선작업역시 2012년에 시작되어 700여 개의 조각품컬렉션과야외영화관, 여름 뮤직

페스티벌, 학교 활동의연계를 통해 디자인, 미술, 건축, 문학 관련 무료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새로운 공공공간의중심에 있는

트레티야코프 미술관(TretyakovGallery)은 20세기러시아 회화의역사를 총망라한십만여 점의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으며,

중앙화가의집(CentralHouseofArtists)은 연간 300개의전시회를개최하고 있다.

“무제온예술공원(MuzeonParkofArts)-고르키공원(GorkyPark)-네스쿠츠니 정원(NeskuchnyGarden)-보로비요비

고리(VorobyovyGory)”의 현대화 작업은 지역내 환경적, 역사적, 문화적자원을 최대한활용한 좋은 사례이다. 무료 여가·스포츠·문화

활동을위해탄생한 이복합시설은 일반인에게 무료로개방되어다양한 잠재적 방문객들의접근성 확대에기여하고 있다.

이러한성공이 다른 지역으로 퍼진다면, 이곳의 공공 공간 현대화프로젝트야말로도시전체에 가장 이상적인 여가 활동지구를

설립하겠다는 21세기 모스크바의새로운 비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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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국제비즈니스센터MoscowInternationalBusinessCenter

MIBC는 도시 속의 도시로서, 일명 Moscow-city 라고도 하는데, 위치는모스크바도심서쪽의 3번째환상선 부근에 자리하고 있다.

20세기 말, 소련이 해체되고 난뒤, 현재의 러시아모스크바는 치솟는건물들로 인해 스카이라인이 수시로바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아니다. 이러한건설붐은유가의 고공행진으로오일달러들이투자처를 찾지못하여 부동산시장으로물려들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외국의재벌투기자본까지 합세하여 붐은 갈수록과열되고있는 중이다.

러시아는 거대 도시이면서도 비즈니스 도시로서의관련인프라는매우빈약했다.

이것은 1917년 러시아 혁명이후 정부 주도의통제경제정책이 지속되었고, 그 후 고르바초프에 의한 개혁정책과소연방의 급격한

해체로제대로 된비즈니스인프라를구축할시간이 없었기때문이다.

그래서,1992년 입안한것이모스크바 비즈니스센터의건설방안이었다. 그러나 계획에비해 10년동안 그실행이 지지부진했는데,

그 이유는 막대한자금을 조달할방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2000년부터 유가의지속적인상승과 함께 외국 자본까지

밀려들어오기 시작하면서새롭게 살아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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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트페테르부르크노바야골란디야공원NewHollandIsland

노바야골란디야공원부지는 과거 군사시설로 활용됐던 도심 속인공섬 이었지만,도시재생을 통해 시민문화공간으로 탈바꿈.

노바야골란디야는 러시아어로 '새로운 네덜란드'라는 뜻으로 1719년상트페테르부르크를유럽의 관문으로 만들겠다는

표트르대제의 뜻에 따라 네덜란드인들 의해조성된 약 2만3000여평 규모 인공섬이다.

표트르대제후 약 200여년 가까이 폐쇄적 해군시설로사용되다가 세계 대전과 냉전, 경제 침체를겪으며 폐허로 방치되다가

2000년대 초 시민을위한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자는의견에 따라 도시재생이 시작됐다.

2011년 사업 주체가최종선정됐고상트페테르부르크시주도로 도시재생사업이현재진행되고있다. 전체면적은 만3000여평이고

사업 완료 시점은 2025년이다. 부동산 개발업체와 문화 비영리재단, 설계회사 등이 사업에참여하고있다. 총 4단계 개발계획 중

지난해 1단계가완료됐다.

헬싱키칼라사타마스마트시티 KalasatamaSmartCity

유럽의대표적인스마트시티로핀란드 헬싱키의 칼라사타마지구를 들수 있다. 핀란드어로 ‘고깃배항구’라는 뜻의 이지역은

스마트시티로 개발하기 이전에는 쇠락한 공장들이들어선 헬싱키북부의 항구였다. 하지만 수도 헬싱키도심의 증가하는인구를

분산시키기위해서 우리나라 분당 신도시의 10분의 1 수준인 1.8km2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면서큰 변화를맞이했다.

이곳에사물인터넷이적용된 시설물의 설치, 자율주행자동차도입, 스마트그리드 기술을이용한 에너지운용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이 곳곳에적용되면서 스마트시티가 된것이다. 그런데정작칼라사타마가 스마트시티분야에서유명해진 계기는 시민

참여에의한리빙랩 추진 방식 때문이다. 칼라사타마의시민들은리빙랩을통해 기업들이 개발 중인 기술과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사무실, 학교등 모든 공간을대여가능한 공유공간으로 만드는플렉시 스페이스(Flexi Space), 무인자율주행버스 소흐요아(Sohjoa)와

센서블4(Sensible4) 등의 리빙랩프로그램이시행되었으며거주민 3,000명 중 1,200명이 실험에참여했다.

이러한리빙랩은시민으로부터도시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받아사업화를시행하고 성과를피드백하는 암스테르담을 비롯한유럽의

스마트시티리빙랩 추진 방식과유사하지만칼라사타마의리빙랩은조금더 적극적인시민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이 돋보인다.

칼라사타마에는시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구축되어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혁신가클럽(Innovators’ club)’이다. 혁신가클럽은

주민, 공무원, 학자, 시민단체활동가등으로구성되며언제든 수시로모여칼라사타마의 스마트시티사업진행에 대해서논의한다.

주로 논의되는 주제들은 지역에적용하고자하는기술이나서비스의도입여부로사전에 시민들의 동의를구하는 과정을 갖는 것이다.

단순한기술전시장이되지않고실제로 시민들이필요로 하고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를혁신가클럽이라는시민협의체를통해

결정짓는 구조다. 실제로 혁신가클럽에 제기된제안이 회의에서 받아들여지면 정부나 시에서바로지원금을투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이추진되고있다.



Information

헬싱키카타야노카Katajanokka

붉은 핀란드도시재생사업의 상징인카타야노카는 헬싱키동쪽에 위치한섬으로네 개의 다리로헬싱키에연결되어 있다.

1970년대까지카타야노카는 20세기초 아르누보양식의 건축물, 러시아 군부대가사용했던건물들과빨간벽돌의 산업시설로

이루어져 있었다. 1970년대부터 진행된 재개발사업을 통해 핀란드도시재생사업의상징적인장소로 자리매김 되었다.

현재는카페로 재단장한 옛등대선, 초등학교가 된공장, 레스토랑으로활용되는 창고 건물 등새로운 가치를지닌 옛것으로

가득하다.

특히, 특색 있는 랜드마크는교도소를개조해만들어진베스트 웨스턴호텔카타야노카가 있다. 투박한벽돌벽과기다란복도등

교도소의 골격은그대로 남아있지만핀란드특유의 감각적인 인테리어와고급 침구 등으로 4성급 호텔의편안함을 갖추었다.

Katajanokka의 "OldSide"로 알려진주거 지역의서쪽부분은 고급 이웃이며 20 세기초아르누보건축물의 잘보존 된예.

19 세기 중반까지 헬싱키의중심부는석조 건물로채워져 있었지만,이 지역은 본질적으로 여전히나무가 우거진마을이었다.

동부 지역은오랜기간동안해군기지와조선소가포함된 닫힌 군사 지역이었으며후에 상업용조선소가 포함 되었다.

헬싱키EcoViikki생태신도시

생태건축을위한실험지구로서건강하고, 장기적이고 유연한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데근본목적이 있다.

해로운대기배출의 방출을최소화하고, 폐기물생산최소화가목적이다. 모든 주택들에서로다른친환경적계획기법을적용한 것은

아니고오히려 태양열을 이용한히팅, 자연환기 등대부분 유사한기법들이적용되어 있다.

헬싱키중심부에서 북동쪽으로 8㎞ 떨어져 있는 에코-비키(Eco-Viikki)는 핀란드에서 최초로건설된 생태주거단지이다.

친환경, 지속가능성과같은환경적 이슈가 사회적인 관심을불러일으키던 1990년대 초에계획된 에코-비키는당시 대규모로

개발이이루어지는 만큼 사회적으로도 큰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개발 지역부근의해안가를따라있는자연보전지구 ‘비키-

바한카우푼진라티’가 인접해 있어 환경보전주의자들 사이에서 개발에대한거센 반대가있었다.

그러나사회적 합의 과정을거치고 핀란드에서 처음으로 진행된광범위한환경영향평가에서 승인을받게되면서 핀란드최초의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단지인 에코-비키가탄생할 수있었다. 에코-비키의주거단지개념은 향후 핀란드가 도시계획을

수립할때마다 건물들이 어떻게지어져야 할지에대한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비키는원래헬싱키 근방의농업지대로 1931년 이래헬싱키 대학의연구시설로이용되어왔다. 농토와 대학의연구시설이었던이

지역은 1990년 생태주거단지에 대한마스터플랜이 수립된이후 1994년 공모를거쳐 ‘에코-비키’라는 생태주거단지로탈바꿈하였다.

현재 비키는크게과학공원과 주거단지인 에코-비키로나눠진다. 과학공원에는 헬싱키대학의 생명공학과, 임학과, 농학과, 수의학,

환경학과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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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 하마비 허스타드 Hammarby Sjöstad 

스웨덴사람들이가장살고싶어하는친환경도시

하마비허스타드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위치하고있으며, 인구 25,000명, 건축연면적 2,500,000m2로 계획된도시이다.

하마비가 계획된배경을 살펴보면제1차 세계대전 이후 호수부면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공장의입지등으로 산업활동이

활발하였으나 제조업의 쇠퇴로인해도시기능이저하되었다.

1990년 초스톡홀름에서는 급증하는주거수요를충족하기위한장소를 물색 중, 하마비는 지리적으로도 스톡홀름 중심부와가까웠기

때문에시의도시계획가들에 의해 대상지로결정되었다.

시 정부는 하마비호수주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오염된토양을 제거해나가면서, 지역에입주하고있던기업들을 이전시켰다.

그리고 1991년 호수에 면해 있는 지리적 입지를감안하여, '호수에둘러싸인 도시'라는 뜻의하마비 허스타드(hammarby sjostad)로

공식 명칭을부여했다. 여기에 더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만들고자개발계획과 실행단계에 친환경적 문제를우선반영하도록하는자체

환경 개발 프로그램인 '하마비 모델'을 개발하였다.

(하마비모델 : 신재생에너지와 쓰레기, 물 등을재활용하는 에너지순환시스템으로지속가능한 도시를만드는 것)

하마비의 주요 특징을살펴보면토지이용에서는수변공간을 주거공간으로계획하여 자연과의 조화를위해노력하였다.

그리고하마비 모델이라는자원순환모델을 구축하여 적용함으로써 에너지, 폐기물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주거단지는중정형 디자인을 기본으로 수변공간을통한바람및 공기가순환되도록계획하였으며경전철과버스노선 등의대중교통

중심으로 계획하였다.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는 수변공간에초지를 조성하여 오픈 스페이스를조성하고, 녹지에 식용작물을 재배하는

등의 특징을보이고 있다.

1996년에는 올림픽유치를 위한 선수촌과 경기장을 건설하는 것으로계획이 변경되기도 했지만2004년 올림픽 개최권이 그리스

아테네로 넘어가면서주변환경과 생태계를고려한 지속 가능한복합도심개발을추진하고자 환경 전문가들이대거 참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도시'의 콘셉트는 유지되었다. 이렇게 오염된공장지역을 태양광, 지열, 풍력 등재생에너지를 적극활용하는

친환경도시로 만들겠다는목표를 가지고 추진된하마비의도시재생!

하마비는 호수에닿아있는지리적 특성을 활용해단지를 배치하고, 에너지의 30%를신재생에너지(쓰레기, 태양열, 하수)로 사용할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하마비의 건물들은 태양광을 최적으로이용할 수있도록 설계됐고, 건물곳곳에는태양광 패널 설치를 유도했다.

현재 태양열은 개별 건축물연간난방의 50%를공급하고 있다. 또한 건축용 자재도 재활용이 가능한재료를 사용하도록 해서 폐기물

발생을최소화하도록했다.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쓰레기는분리수거를 거쳐 땅속에 매설된진공관을통해진공청소기의 원리와같은

공기압을 이용해지하에 매설된파이프 관로를 통해 약 70km의 속도로 폐기물 중앙 집하장까지자동운송되도록 하였다.

폐기물중앙집하장에서는반입된 쓰레기를선별, 압축해 소각처리하고, 이때 발생하는열에너지는 지역난방에활용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하마비와스톡홀름시내를 연결하는 배를 정기운항하고,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기위해트램, 수상택시운영, 카풀 시스템활성화, 자전거도로 등의 교통시설을확충을 통해 녹색교통수단중심의

도시를만들었다. 그 결과,2010년 제1회 유럽 환경수도(theEuropeanGreenCapital)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현재 하마비는 스웨덴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친환경도시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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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광장RedSquare

붉은광장은국립역사박물관과굼백화점및양파머리모양의바실리사원에둘러싸여있는데전에는시내중심부에있던시장이었다.

붉은광장주변에는아직도살았을때의모습그대로누워있는레닌의묘,불균형속에조화를이루고있는성바실리사원,국립역사박물관,

모스크바최대의백화점인굼등이있다.

끄라스나야쁠로샤지,즉현재는"붉은"으로해석되는이광장의명칭은고대러시아어로는"아름다운,예쁜"이라는뜻이었기때문에본의미는

"아름다운광장"이었으나많은이들은메이데이와혁명기념일에붉은색의현수막이국립역사박물관과굼백화점의벽에걸리고,사람들도붉은

깃발을손에들고있어서광장이온통붉은색이되었다는데서그명칭의유래를찾기도한다.

크렘린MoscowKremlin

크렘린은모스크바의심장부로러시아의역사를엿볼수있는곳이다. 러시아어로요새를의미하는크렘린안에는15세기의장대한교회에서부터

현대적인의회까지다양한건물이있다. 또한레닌,스탈린,흐루시초프,브레즈네프와고르바초프가여기서서기장으로활동을했다.

대크렘린궁전을비롯하여높이2,235m에이르는크렘린의망루,1961년에완성된대회궁전,표트르대제때만들어진바로크양식의궁전병기고,

원로원,이반대제의종루,현재박물관으로사용되고있는12사도사원,우스펜스키사원,세계에서가장큰종인황제의종,황제의개인예배

사원이었던블라고베시첸스키사원,아르항게리스키사원등셀수없는많은건물들과보물들이보는이들의감탄을자아내는러시아문화의

정수가모여있는곳이다.

성바실리사원St.Basil'sCathedral

붉은광장진입로로들어서는모든관광객들의시선을한눈에사로잡아버리는아름다우면서도묘한느낌을주는성바실리성당이다.

200여년간러시아를점령하고있던몽골의카잔한(汗)을항복시킨것을기념하기위해이반대제의명령으로지어진건축물로,사원의

이름은이반대제에게많은영향을끼친수도사바실리에서유래되었다고한다.1555년에착공해1561년에이르러서야완성되자이반대제는

그아름다움에탄복,더이상이와같은성당을짓지못하라는뜻으로설계자인포스토닉과바르마의두눈을뽑아버렸다는이야기가전해지고있다.

각양각색의색채와무늬를자랑하는9개의양파형돔지붕으로이루어진이그리스정교사원은가장러시아적이면서도그어디에서도찾아보기

힘든특색있는건축물로정평이나있다.오늘날에는박물관으로이용되고있다. 성바실리사원앞에는1612년,폴란드의침입으로부터

모스크바를지켜낸니즈니노브고르드출신의정육점주인"미닌"과수즈달의대공이었던"포자르스키"두사람을기념하는동상이서있다.원래

광장의가운데서있던이동상은1936년,붉은광장에레닌의묘가들어서면서현재의장소로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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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용사의무덤 TombofUnknownSoldier

'무명용사의묘'라고도불리는이곳은,마녜쥐광장에서알렉산드로프공원으로가는길에붉은벽돌로지어진무덤이인상적인곳이다.

제2차세계대전당시,러시아를위해싸우다전사한군인들을기리기위해1966년12월건립되었다.

'무명용사의묘'에는'영원히꺼지지않는불꽃'이타오르고있는데러시아를방문하는외국정상들이헌화하고,결혼식을마친신혼부부들이

가장먼저찾는장소이기도하다.이곳을지키는헌병들의교대식은색다른볼거리이기도해서,교대식때에는칼같은대형을지키며교대하는

군인들의모습을지켜보기위해찾는관광객들로붐비기도한다.

레닌묘Lenin'sTomb

러시아혁명의지도자레닌의유해가안치되어있는곳이다.1930년에완성된벽돌빛화강암으로되어있다.계단을내려가면레닌의유해가커다란

유리상자속에정장차림으로누워있다.레닌의시체를방부처리하여오랜기간후손에이르기까지그의살아있는듯한모습을남겨주기위하여

공개한것이다.실제로마치평온한낮잠을자고있는듯당장이라도깨어날듯한모습이인상적이다.

레닌의묘를가운데에두고그의육신을비춰주는스탠드가양쪽에서있고,그뒤쪽으로는10월혁명때숨진노동자와병사의무덤이있다.레닌묘의

바로뒤에는러시아역사에서큰획을그인인물들이누워있는데,역대소련공산당서기장들인스탈린·브레주네프·안드로포프·체르넨코,초대KGB

의장인제르진스키의묘가있다.

볼쇼이극장BolshoiTheater

모스크바에서는세계일류의발레,오페라,클래식음악을감상할수있다.이들은17,18세기에서구에서들어온것을바탕으로로맨티시즘,

리얼리티,소셜리얼리즘의영향을받아태어난불멸의예술이라할수있다.그리고그예술의한가운데에볼쇼이극장이있다.

1776년에건립되어200여년이넘는세월동안러시아는물론전세계의발레,오페라그리고연극예술에지대한공헌을해온볼쇼이극장에서는

순회공연을떠나는여름시즌을제외하고는항상최고수준의공연을감상할수있다.

안타깝게도러시아정부의지원을제대로받고있지못한현상황에서극장시설이낙후,현재2억달러의비용이드는보수비를지원하기위해

전세계의문화를사랑하는사람들을대상으로모금활동이전개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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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로파블롭스크요새PeterandPaulFortress nevskyprospekt

적의급습으로부터도시를지키기위해1703년세워진요새이다.18세기중반부터는형무소를겸하였다.이복합구조물은

페트로(Peter)와파블로(Paul)대성당또한포함하고있다.이대성당의디자인은도메니코트레지니(DomenicoTrezzini)가하였다.

이대성당은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가장높은121.8미터에이르는첨탑을가지고있다.요새에는대성당이외에도러시아해군의아버지로

불리는사람의집과페터1세의작은보트의사본을보관하고있는곳그리고그이외에도중요한곳을많이품고있다.

넵스키대로NevskyProspekt

만약유럽의모든길들이로마로통한다면페테르부르크의모든길들은넵스키대로로통한다고해도과언이아닐만큼해군성에서

알렉산드르넵스키수도원까지4.5㎞로뻗어있는이거리에는모든것,최고의호텔,헤아릴수없을만큼의레스토랑과카페,상점들,음악당등이

위치하고있다.

1710년에처음으로길이뚫리게되면서습한늪지대였던이곳은페테르부르크를대표하는문화,상업의중심지이자가장아름다운거리중하나로

손꼽히게되었다.모이카,그리바이도바,폰탄카등의3개의운하가대로를가로질러네바강으로흘러들고있는이곳에는19세기에건축된화려한,

그러나그리높지않은건물들이그대로보존되어있어더욱더많은볼거리를제공하고있다.

데카브리스트광장DekabristovSquare

해군성앞쪽으로보이는이곳은구원로원광장인모현재,헌법재판소가입주해있는장소 데카브리스트광장이다.

데카브리스트광장(구,원로원광장)에세워진청동기마상은금방이라도살아움직일것같은 표트르대제의기마상!

남편을살해하고왕위를찬탈한“예카테리나2세”가표트르1세의정통후계자임을자처하고1782년네바강변에세운동상으로 개인에게

바쳐진제정러시아최초의기념비로약600톤에이르는하나의화강암위에표트르(피터)1세를태운말이뒷발로뱀을밟은채앞발을들고

울부짖는생동감넘치는모습으로예술적인면에서높은평가를받는작품이다.

포트르1세(피터1세)는네바강변유럽을향해응시한다.그가탄말이밟고있는뱀은스웨덴을의미한단다.이곳페테르부르크의젊은이들은

결혼식이끝난후청동기마상을방문꽃다발을바치고사진을찍을정도로피터1세에대한존경과사랑을표출하는장소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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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삭성당St.Isaac'scathedral

청동의기마상맞은편에위치한거대한황금빛돔은성이삭의날인5월30일에태어난 피터대제를기리기위해건립된성이삭성당으로,

돔의크기가세계에서세번째규모인101.5m에이르는도시의어느곳에서도눈에쉽게띄는건축물이다.길이111.2m,폭97.6m로총만

4천명까지수용할수있는웅장한규모의이성당은1818년,몽페란드(A.Moontferrand)에의해설계된후40년이지나서야완공되었다.

이엄청난공사에는총40만명이상의인력이동원되었다고알려져있다.

성당을장식하는데에는대리석과반암,벽옥등40여가지가넘는다양한석재가사용되었고,성당의내부에는성서의내용과성인을묘사한

150점이넘는러시아화가들의회화와조각품,12000여개의조각으로만들어진62개의독특한모자이크프레스코화가전시되어있다.43m에

달하는교회의전망대에서는페테르부르크의아름다운전경을감상할수있다.

여름궁전PeterhofPalace

러시아의베르사유","러시아분수들의수도"라고불리는페테르고프는황제의가족들과상트페테르부르크의귀족들이여름을보내던곳이다.

표트르대제는자신의여름거처지를프랑스의베르사유궁전과비슷한모습으로만들고자하였다.표트르대제의명령으로1714년착공된이래

9년이지나서야완공이되었다고는하나실제로공사가끝난것은150년이나지난후였다.1000헥타르가넘는부지에20여개의궁전과140개의

화려한분수들,7개의아름다운공원이만들어진것이다.이공사에는러시아와유럽최고의건축가들과예술가들이총동원되었다.

최대의건축물은바로대궁전(발쇼이드바레츠)과그앞의계단식폭포라하겠다.원래이궁전은1714-25년에걸쳐표트르대제를위해

만들어졌으나현재의바로크풍장식은1745년부터10년간겨울궁전을건축한라스트렐리에의해만들어진것이다.제2차세계대전으로인해이

곳은많은피해를입었지만그내부인테리어는조심스럽게복구되어오늘날에도잘보존되어있다.

에르미타쥐국립박물관TheStateHermitageMuseum

궁정광장한편에는재정러시아황제들의거처였었던겨울궁전이네바강을따라230m나쭉뻗어있다.담록색의외관에흰기둥이잘어울리는

로코코양식의이궁전은1762년라스트렐리(B.Rastrelli)에의해건축된것으로총1056개의방과117개의계단,2000여개가넘는창문으로

이루어져있다.게다가건물지붕위에는170개가넘는조각상이장식되어있다.

겨울궁전은오늘날총6개의건물로연결되어있는에르미타쥐국립박물관건물중의하나이다.1764년예까쩨리나2세가서구로부터226점의

회화를들여왔던것을계기로현재는약300만점의전시품이소장되어있는세계최고의박물관으로잘알려져있다.현재이곳은서유럽관,

고대유물관,원시문화관,러시아문화관,동방국가들의문화예술관과고대화폐전시관등총6개의큰파트로나뉘어져있다.전시된작품들을

한점당1분씩만본다고해도총관람시간이5년이나된다고하는에르미타쥐에서꼭놓치지말고봐야할것은125개의전시실을차지하고있는

서유럽미술관으로이곳에는레오나르도다빈치,라파엘,미켈란젤로,루벤스와렘브란트등우리와도친숙한화가들의작품들이전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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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펠리아우키오암석교회TemppeliaukioChruch

템펠리아우키온(TemppeliaukionKirkko)교회는헬싱키관광의필수코스로,1969년티오모와투오모수오마라이넨형제에의해

바위산위에세워졌다.일반적인교회의모습을탈피한교회로,내부는천연암석을살려독특한디자인으로건축되었다.

암석의사이에는물이흐르고있으며,이색적인파이프오르간을볼수있다. 자연에서만누릴수있는음향효과를고려하여만들어졌으며,

음악공연도자주진행되고있다. 주말에는결혼식이열리기도하기때문에핀란드인들의생활을들여다볼수있다.

시벨리우스공원SibeliusPark

핀란드의세계적인작곡가시벨리우스를기념하여만들어진공원이다. 24톤의강철을이용해만들어진파이프오르간모양의

시벨리우스기념비와두상이인상적이며,이는여류조각가에이라힐토넨의1967년도작품이다.

시벨리우스는평생을조국핀란드에대한사랑과용감한사람들의생애를주제로작곡하였으며,교향시'핀란디아'는그의대표작이다.

이곳은시가지북서쪽요트항에면해있는데,모든투어가이곳을내용에넣을정도로명소화되어있다.

헬싱키시민의쉼터로작은호수와나무들,근처에있는바닷가에서불어오는바람이상쾌한곳이다.

우스펜스키성당 UspenskinKatedraali

카우파광장의동쪽끝에있는다리를건너면카타아너카섬(Katajanokka)인데,이다리옆에서있는러시아정교의대성당이다.

머리에양파형돔과황금의십자가를올려놓은아름다운건물이다.

핀란드가러시아의지배를받고있던19세기에,러시아의건축가고르노스타예프가비잔틴슬라브양식으로세운특징있는건물이다.

붉은벽돌로된반구형천장에는천연물감으로그린그리스도와12사도의그림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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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시청사StockholmsStadshus

쿵스홀멘(Kungsholmen)섬남쭉에위치해있는시청사는북유럽최고의건축미를자랑한다.

1923년라그나르오스트베리의설계로만들어졌으며,800만개의벽돌과1,900만개의금도금모자이크완성되어졌다.

시청사내부의푸른방(BlaHallen)은해마다12월10일경에열리는노벨상수상식후의만찬회가열리는곳으로유명하다.

높이106m의탑위로올라가면스톡홀름시가지를한눈에조망할수있다.시청사주변에는공원도조성되어있어이곳근처에서

여유로운한때를보내는시민들을심심치않게만날수있다.

스톡홀름대성당StockholmCathedral

왕궁앞에위치해있는스톡홀름에서가장오래된13세기의성당으로,1279년에건축되어여러차례증·개축후에지금의모습을갖추었다.

성당의내부는왕가와귀족의문장으로장식되어있으며,덴마크와의전쟁의승리기념으로1489년에제작된4m높이의나무조각상인

<성조지의괴물퇴치상>과바로크양식의옥좌,흑단과은으로제작된제단등이특히눈이띈다.또한이성당에서는역대국왕의세례식,대관식,

결혼식이거행되기도했으며,현국왕인구스타프와실비아왕비도1976년이성당에서결혼식을올렸다.

바사호박물관VasaMuseum

구스타프2세시대인1625년에건조되어1628년8월10일처녀항해때스톡홀름항에서침몰한스웨덴왕실의전함바사호가전시된곳이이다.

침몰된이후1956년에해양고고학자인안데스프란첸(AndersFranzen)에의해발견되었으며발견후333년만인1961년에인양되었다.

1962년임시박물관이문을열어이곳에서1979년까지보호액을뿌리는작업이계속되었다.

1988년바사호는반정도완성된새로운박물관으로옮겨졌으며,1990년바사박물관이개관되었다.건조당시스웨덴의국력을과시하기위해

만들어진호화전함으로침몰한이유는애초에계획된것보다더많은수의포를이배에싣고자한것이원인이었다.당시의건조기술로는경험이

없었던큰선박을건조해야했고이에있어서바사는상부하중이너무커균형을유지하지못하고돌풍에침몰하고만것이다.총길이69m,최대폭약

11.7m,높이52.2m,배수량약1,210t,적재대포64문,탑승가능인원은450명(300명의군인)이다.

바사호의인양과함께당시의목조품과배안의조각상등과더불어,당시선원들의유골과유품들이함께발견되어17세기의사회상을잘반영해

주고있다.박물관은총7층으로구성되어져있어,바사호를여러각도에서바라볼수있다.



Information

감라스탄GamlaStan

13~19세기에지어진건물이그대로보존되어있는구시가의중심은스토르토에트광장이다.건축된지오래된건물임에도불구하고여전히

육중하게자리하고있는이들건물내부는레스토랑이나목로주점,카페,부티크등으로개조되어관광객의인기를끌고있다.다리를건너

국회의사당을지나면왕국과대성당,1776년에세워진증권거래소등도볼수있다.또한증권거래소의맨윗층에는노벨상수상자를뽑는스웨덴

아카데미본부가있다.이곳은스톡홀름에서가장번화한곳중의하나이기때문에오래된건물사이로현대의느낌이나는묘한매력을지닌곳이다.

아름답고중후한중세시대유럽의건축물을보고싶은관광객이라면이곳을좋아하게될것이다.

드로트닝홀름궁전Drottningholmsslott

드로트닝홀름궁전(Drottningholmsslott)은스톡홀름서쪽교외10km지점의로벤(Lovon)섬에위치한다.

젊어서미망인이된카를10세의스웨덴왕비엘레오노라에의해착공되어,몇차례의증축과개축을거쳐1756년완공되었다.

이전에는여름별궁등으로사용되다가1981년부터는스웨덴국왕과가족이살고있다.

전형적인18세기바로크양식으로프랑스의베르사이유궁전을본떠서지어졌기에'북유럽의베르사이유'라는별칭을얻고있다.

궁전의앞쪽은멋진호수가있고뒤쪽으로는굉장히잘꾸며진넓은정원이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