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국토도시교육원 유럽 도시재생 현장학습 답사 참가자 모집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유럽 현장학습 계획”

담당 : 정유진 (02-568-2185, yujin96@kpa1959.or.kr)

연수내용 유럽 선진도시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 선진사례를 답사

주최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도시교육원

목적

- 최근 우리사회에는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과 대도시 집중화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지역발전 격차 및 지역경제 침체 등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

- 또한 4차 산업혁명과 포용도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는 

새로운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유럽의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 선진사례 

현장학습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답사기간 2019년 11월 1일(금) ~ 2019년 11월 9일(토), 7박 9일간

답사장소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의 주요도시

참가대상 도시계획,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관련 학계‧업계‧공무원 등

참가정원 20명 (선착순, 회비 완납한 학회 회원 우선)

모집기한 2019년 8월 14일(수) ~ 2019년 9월 17일(화) 17:00

답사경비 및

납부방법

● 답사경비 : 3,580,000원 (1인당, 부가세 별도)

● 예 약 금 : 350,000원

● 잔    금 : 3,230,000원

- 예약금 납부기한 : 2019년 9월 17일(화) 17:00

(참가접수 후, 동시에 예약금을 납부해주셔야 우선 접수처리가 됩니다.)

- 답사비 완납기한 : 2019년 9월 30일(월) 17:00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09-01-1251-279, (주)신아여행사

  (담당자 : 신아여행사 길사랑 과장 (02-3474-5600, shinatour@nate.com)

- 기타 : 싱글룸 신청시 추가 비용 발생(470 유로, 약 650,000원, 환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포함내역 항공료(일반석), 숙박비(2인실), 전용차량, 여행자보험, 가이드비, 중석식비, 기차비, 방문지입장료

불포함내역 개별비용, 매너팁

기타

1. 출발일 기준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2020.05.01. 이후까지)

2. 본 프로그램은 20명 출발기준 요금입니다. 향후 인원변동 및 극심한 환율편차에 따라 답사경

비 조정 혹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부일정표

일 정 지 역 내  용

Day 1

11/1

(금)

인 천

⇓

모스크바

13:10

16:55

SU251편 인천공항 출발 (약9시간30분)

모스크바 국제공항 도착

Day 2

11/2

(토)

모스크바

모스크바 최초의 대규모 공간 현대화 프로젝트

   무제온 예술공원 - 고리키 공원 - 네스쿠츠니 정원 

   - 보로비요비 고리

모스크바 국제업무단지 MIBC

붉은 광장, 크레믈린, 성 바실리사원, 무명전사의 무덤,

   레닌의 묘, 볼쇼이극장 외관

Day 3

11/3

(일)

모스크바

상트페레르부르크

07:00

11:00

TRAIN 고속열차 삽산으로 모스크바 출발 (약4시간)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착

데카브리스트 광장, 성이삭 성당, 여름궁전, 에르미따쥐 박물

관(겨울궁전)

Day 4

11/4

(월)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국경일 - 국민화합의 날

노바야 골란디야 공원 : 과거 군사시설에서 시민문화공간으로 

변신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대표적 도시재생 프로젝트

데카브리스트 광장, 성이삭 성당, 피터폴 요새와 페트로파블

롭스크성당, 넵스키 대로

Day 5

11/5

(화)

상트페테르부르크

헬싱키

11:30

14:57

TRAIN 고속열차 알레그로로 상트페테르부르트 출발 (약3시간 30분)

헬싱키 도착

디자인 디스트릭트, 템펠리우스 암석교회, 시벨리우스 공원

Day 6

11/6

(수)

헬싱키

17:00

Kalasatama 스마트시티 : 에코시티와 스마트시티의 대표적 

성공사례 

Katajanokka 지역 : 18세기 중반 헬싱키 최초의 도시계획 지역 

Eco – Viikki 생태 신도시 : 생태건축을 위한 실험지구

Silja Line Cruise 헬싱키 출발 (약17시간) 



일 정 지 역 내  용

Day 7

11/7

(목)

스톡홀름

09:30 Silja Line Cruise 스톡홀름 도착

하마비 허스타드 : 자원순환과 에너지절감 모델을 개발한 저

탄소 녹색도시개발

스톡홀름 시청사, 대성당(외관), 영빈관 북유럽 궁전(외관), 유

르고덴 섬, 군함 바사호 박물관, 감라스탄의 골목길 투어

Day 8

11/8

(금)

스톡홀름

모스크바

12:30

16:45

21:00

바로크 양식의 아름다운 궁전 드로트닝 홀름궁전

SU2211편 스톡홀름 국제공항 출발 (약3시간 10분)

모스크바 도착, 경유 대기 약4시간

SU250편 모스크바 국제공항 출발 (약8시간 25분)

Day 9

11/9

(토)

인천 11:30 인천 국제공항 도착

    ※ 상기 일정은 예정일정으로서 현지 기관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