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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외출장개요[네덜란드/독일 9일]

  1. 출장목적

네덜란드, 독일을 방문하여 추진하고 있는 우수 시책(도시재생, 친환경 

도시, 안전재난, 현장탐방, 문화탐방 등) 견학을 통한 역량 강화 및 견문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시찰도시의 정책 및 우수사례를 통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적용 가능한 정책 발굴 및 벤치마킹함으로써 

보다 시민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함.   

  2. 출장기간 : 2019. 10. 21.(월) ~ 10. 29.(화)【7박 9일】

  3. 출장국가 : 네덜란드, 독일

  4. 공식방문 일정 : 4일

  5. 출장인원 : 16명(의원 11명, 직원 5명)

의 회 사 무 국
총   괄 의회사무국장 이재옥

수   행

의사담당팀장 정영상

시  설   6급 이태주

행  정   7급 이재경

행  정   7급 전정환

 

기획총무위원회기획총무위원회기획총무위원회기획총무위원회기획총무위원회기획총무위원회기획총무위원회기획총무위원회기획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 미 옥
  간  사  이 승 민
  위  원  유 정 철
  위  원  이 이 옥
  위  원  정 광 호

  위원장  김 용 안
  간  사  배 윤 주 
  위  원  배 도 수
  위  원  손 쾌 환
  위  원  전 병 일

총 괄
의 장 강 혜 원

방문지 방문일정

로테르담 10월22일(화) 10:30 조선소 재생사례-RDM CAMPUS
함부르크 10월24일(목) 10:00 함부르크시 하펜시티

프라이부르크 10월25일(금) 14:00 친환경 도시 프라이부르크시 보봉마을 
프랑크푸르트 10월28일(월) 10:00 프랑크푸르트 근교 랑엔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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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출장국가 기본현황

네덜란드(NETHERLANDS)
◈수    도 : 암스테르담 (Amsterdam,약83만명)
◈인    구 : 17,084,459명 (2018 추계)
◈기    후 : 서안 해양성기후, 여름철 평균기온은 17℃, 겨울은 2℃
◈면    적 : 41,548㎢ (내해수면 제외시 37,305㎢, 한반도의 약 1/5)
◈G  D  P : 약 9,453억2,700만 달러 /세계 17위 
◈주요도시 : 헤이그, 로테르담, 유트레히트
◈주요민족 : 화란민족(게르만족의 1개 분파)
◈주요언어 : 네덜란드어(영어,불어,독일어 통용)
◈종    교 : 카톨릭(32%), 네덜란드 개신교(17%), 비종파(38%)
◈시    차 : 한국보다 8시간 늦음(3월~9월 서머타임 실시로 7시간 늦음)
◈통    화 : 유로(Euro)
지리
유럽의 북서쪽에 자리하고 있는 네덜란드는 벨기에와 독일 사이에 있다. 총 면적은 
약 41,160㎢(한반도의 1/5)으로 전 국토의 25%가 해수면 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지역으로는 저지대가 계속 이어진다. 구릉 지대에 속해 있는 남동부지역 조차도 가장 
높은 지점이 321m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지형적 특징으로 점토층이 많으며 돌과 
나무가 거의 없는 특색을 보인다.
기후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비교적 포근한 서안 해양성 기후를 나타낸다. 여름철의 평균
기온은 17℃, 겨울은 2℃정도로 연중 온화한 기후를 나타낸다. 연평균 강수량은 
700mm 정도로 여름과 가을에 비가 많은 편이며, 안개가 많고 강한 서풍이 연중 불어
온다. 3-4월에는 날씨에 따라 기온이 많이 내려갈 수도 있고, 남동 구릉지대는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 기온차가 심하다.
사회문화
전체 인구는 약 1,700만 명으로 이중 95%가 네덜란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용어는 
네덜란드어이며, 영어도 통용된다. 자원이 부족하고 국토의 25%가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지형적 어려움으로 근면성과 실리성을 겸비한 국민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 렘브란트, 반 아이크, 고흐 등의 대화가를 배출해냈으며, 공예방면에도 
재능을 발휘하고 있다.
기타사항
정치형태는 내각 책임제의 입헌 군주국으로 15인의 각료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산업은 
서비스 산업, 금융, 전기, 선박이며 주요 교역국은 독일, 벨기에, 프랑스 등이다. 우리나
라와의 관계는 1653년 선원 하멜이 조선에 표류하고 1666년에 하멜 표류기를 발표하여 
서양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존재를 알렸고, 1907년 이준 열사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국한 나라인 점에서 역사적으로 인연이 깊은 나라이기도 하다. 최근 히딩크 축구
감독의 고향으로 더욱 우리에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나라가 되었으며, 양국간의 유대가 
강화되었다. 작지만 국민소득 2만5천불을 상회하는 유럽사회에 있어서 당차고 알뜰한 
선진복지국가가 바로 네덜란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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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GERMANY)
◈수    도 : 베를린 (Berlin, 약 356만명)
◈인    구 : 82,293,457명 (2018 추계)
◈기    후 : 온화, 다습(년평균 기온 9℃) 
◈면    적 : 356,885km2 (한반도의 1.6배) 
◈G  D  P : 약 4조2,116억 달러/ 세계 4위 
◈주요도시 :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뮌헨
◈주요민족 : 게르만족(99%)
◈주요언어 : 독일어
◈종    교 : 신교(36.4%), 구교(34.6%), 기타(29%)
◈시    차 : 한국보다 8시간 늦음(3월~9월 서머타임 실시로 7시간 늦음)
◈통    화 : 유로(Euro)
지리
남북으로 876㎞ 동서로 640㎞에 걸쳐 있다. 지역적으로 3개의 지역으로 나뉘며 전체 
면적은 357,000㎢(한반도의 1.5배)이다. 북부지역은 북해와 발트해에 접하고 있는 저지
대이며, 중부지역은 해발 1,000m 정도의 고원으로 삼림이 풍부한 구릉지대로 유명한 
흑림 등의 고도의 산악으로 형성된 대규모 산림군이 펼쳐지는 지역이다. 남부지역은 높은 
산악지대로 알프스 기슭을 따라서 펼쳐진 고원지대로 보덴 호등 수려한 경관의 호수들이 
산재해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전체 지형은 남쪽의 알프스에서 북쪽의 북해로 경사져 있기 
때문에 라인강 등 주요 하천이 북쪽으로 흐르는 특징을 보여준다. 
기후
북서부지역은 해양성기후, 남동부는 대륙성기후를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겨울은 한랭하고, 
여름은 온화하나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인다. 봄이 대체로 늦게 오므로 여름이 짧은 편이다. 
12월부터 3월까지의 겨울은 라인강이 얼 정도로 추위가 혹독하다. 청명한 날씨는 해안지역은 
4-5월, 내륙지역은 6-9월에 볼 수 있다. 연중 갑자기 비오는 날이 많다. 여름에는 가장 더운 
달의 기온이 북부의 경우 17-18℃, 남부는 25℃로 서늘한 편이다. 
사회문화
독일은 문학적으로 풍부한 생활권으로 괴테와 쉴러, 토마스 만과 헤르만 헤세 등의 작가와 
하이네, 릴케 등의 시인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바흐와 헨델, 하이든, 모차르트, 슈베르트, 
슈만, 바그너, 베토벤 등 전 세계 클래식 음악가의 태반을 배출시킨 음악의 나라다. 또한, 
드라마 작가인 브레히트와 패션 디자이너인 요프, 독일의 전설인 니벨룬겐과 영화감독 
빔 벤더스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시험적으로 자연환경을 개척하는 것으로 시작
하여 건축물, 기념물, 언어, 음악, 시각적인 예술분야가 계속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기타사항
독일은 연방헌법에 의거해 저마다 의회와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
공화국이다. 주의 국가적 업무는 연방과 더불어 적절히 나누어져 있는데, 정치적 분야, 
학교제도, 문화, 대중매체 등의 영역은 주의 결정권이 우선적이고, 자연 및 환경보호와 
같은 영역은 연방이 법적 집행에 있어 우선권을 갖는다. 독일은 소국가 형태로 나뉘어져 
있던 지역들이 열강의 분할정책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자치형태를 띄면서 역사를 진행해
오다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스마르크에 의해 단일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의 주정부의 권한이 매우 강력한 편이다. 경제발전의 모델인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게르만민족의 나라이며 동·서독간 통합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평화통일 과정에 소중한 
교훈을 주는 나라가 바로 독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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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일정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출  장  일  정 식 사

제01일
10월21일

(월)

인    천

암스테르담
KE 925
전용차량

11:30
14:05
18:55
20:00

인천 국제공항 2터미널 3층출국장 G카운터 도착후 출국수속
인천 국제공항 출발 (비행시간 12시간10분)
암스테르담 공항 도착
석식후 호텔 투숙

중:기내식
석:한  식

♣ HOTEL: WESTCORD FASHION AMSTERDAM(4*)

제02일
10월22일

(화)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암스테르담

전용차량 07:00
08:30
10:00

↓
11:30

14:00

15:00

16:30
18:00

호텔 조식  
암스테르담-로테르담 이동 (74Km/1시간30분소요)
▶공식방문 [ 로테르담 조선소 재생사례-RDM CAMPUS ]

  •이름: RDM(Research·Design·Manufacturing) Campus
 •주소: Scheepsbouwweg 15, 3089 JW Rotterdam
 •전화: +31-10-433-3500           
 •담당: Annemieke de Vroed-Brussaard
 •홈페이지: https://www.rdmrotterdam.nl/en/about-rdm-rotterdam/
 •2002년 로테르담 조선회사의 파산 이후 로테르담 항만청이 

소유하여 관리해 오던 시설 및 부지를 로테르담 항만재단에
제공하여 2009년부터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한 사례.

▶현장견학 [ 로테르담 도심 공중보행통로 견학 ]
  •이름: Luchtsingel
 •주소: Schiekade 189-303 3013 BR Rotterdam
 •전화: +31-10-233-9409       
 •홈페이지: https://www.luchtsingel.org/      
 •길이 400m에 달하는 이 보행자 전용다리는 로테르담 중심의 

3개 지구를 연결하는 공공기반시설로 철도역과 공원, 건물 
등 단절된 도시환경을 3차원으로 연결함으로써 도시건설에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는 사례로 꼽힌다. 시민기금운동(크라
우드 펀딩)을 통해 출발한 루흐트진겔 공공프로젝트는 25유
로만 내면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나무판을 보행도로 벽면을 
장식할 수 있도록 해 8천명이 넘는 신청자가 있었다. 이 프로
젝트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공공기반시설 사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현장견학 [ 로테르담 다용도 건물 사례-마켓홀(시장) ]
  •이름: Markthal=Market hall
  •주소: Dominee Jan Scharpstraat 298, 3011 GZ Rotterdam
  •전화: +31-30-234-6486 
  •홈페이지: https://markthalrotterdam.nl/ 
  •2014년 10월에 문을 연 이곳은 실내형 전통시장과 아파트를 

결합한 역U자 모양의 주상복합 건축물로 화려한 인테리어로 
큰 주목을 받으며 로테르담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됐다. 
하루평균 24,000여명이 찾는 이곳은 길이 120m, 높이 40m에 
달하는 거대한 바자르(지붕이 있는 시장)를 품은 고급아파트 
라고 할 수 있다. 96개의 상점과 8개의 레스토랑, 228가구가 
사는 아파트로 구성돼 있다.

로테르담-암스테르담 이동 (74Km/1시간 소요)
석식 후 호텔 투숙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  식

♣ HOTEL: WESTCORD FASHION AMSTERDA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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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출  장  일  정 식 사

제03일
10월23일

(수)

암스테르담

함부르크

전용차량

KL 1783
전용차량

07:00
09:00

13:30
16:45
17:50
19:00

호텔 조식후
∎암스테르담 근교 및 시내 문화탐방
- 잔세스칸스(Zaanse Schans-풍차마을, 풍차, 나막신 공장 등)
- 암스테르담의 중심 담광장 및 왕궁
- 문트탑 근처에 있는 암스테르담 꽃시장(Bloemenmarket)
- 암스테르담 시내의 운하 등 견학

공항으로 이동 
암스테르담 공항 출발 (비행시간 1시간5분)
함부르크 공항 도착
석식 후 호텔 투숙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 HOTEL: HOLIDAY INN AHMBURG(4*) CLASS

제04일
10월24일

(목)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전용차량

I.C.E
전용차량

07:00
10:00

↓
12:30

14:00
15:00
19:00
20:00

호텔 조식후
▶공식방문 [ 함부르크시 하펜시티 ]

  •이름: HafenCity Hamburg InfoCenter  
  •주소: Am Sandtorkai 30, 20457 Hamburg (Kesselhaus) 
  •전화: +49-(0)40-3690-1799 
  •홈페이지: https://www.hafencity.com/en/home.html 
   ※프리젠테이션+모델 소개+주요지역 시찰로 진행됩니다. 

▶현장탐방 [ 하펜시티 재개발 프로젝트 현장 견학 ]
 •엘베필 하모니 콘서트 홀: 브람스의 고향인 함부르크는 문화와 

관광, 비즈니스, 레저, 주거, 교육 기능을 함께 갖는 복합형 
신도시로 계획된 하펜시티 프로젝트에서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되는 것도 음악과 관련된 곳이라고 생각함. 

  부두 한쪽에 지어진 대형 코코아 저장 창고를 허물지 않고 
재활용해 그 옥상에 짓는 재활용 콘서트홀로 창고 옥상에 
올라서는 한 건물 내에 대형 콘서트 홀 및 소형 콘서트 홀, 
250개의 객실을 갖춘 최고급호텔, 45개의 아파트까지 포함한 
문화·관광·주거의 복합건물임. 

 •국제해양 박물관: 19세기의 창고 건물을 재활용하여 완성
되는 또 하나의 건축물로 폐기물을 줄이는 친환경적 요소와 
함께 함부르크의 전통과 역사를 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시켜 
재창조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해양 중심문화의 대표 3곳의 친수 공간: 마르코 폴로, 마젤란, 
바스코 다 가마라는 이름이 붙은 야외 테라스 3곳으로 국제
적인 항구도시로써 함부르크가 갖는 세계 도시적 성격과 시민
들의 개방성을 표현

함부르크 중앙역(Hamburg Hbf)으로 이동하여 
열차편으로 함부르크 출발, 프랑크푸르트 향
프랑크푸르트 중앙역(Frankfurt(Main)Hbf) 도착
석식 후 호텔 투숙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 HOTEL: MOVENPICK HOTEL FRANKFURT CIT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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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출  장  일  정 식 사

제05일
10월25일

(금)

프랑크푸르트

프라이부르크

전용차량 07:00
09:00
14:00

↓
16:00

16:00

18:00

호텔 조식후
프랑트푸르트-프라이부르크 이동 (270Km/3시간 소요)
▶공식방문 [ 프라이부르크시 에너지•환경 및 보봉마을 방문 ]
 •이름: FREIBURG FUTOUR-Solar Energy and Environment
         (Travel-Guided Tours-Technical Visits-Seminars)
 •주소: Friedrichstrasse 51, 79106 Freiburg
 •전화: +49-(0)761-400-2640  
 •홈페이지: http://www.freiburg-futour.de/English/index.php 
  14:00 교육센터)에서 프레젠테이션(green city freiburg)
  15:00 프라이부르크 보봉마을 생태주거단지 방문 설명
  •이름: Vauban
   -제2차 세계대전 후 1992년까지 프랑스군이 진주했던 곳으로 

1995년 프랑스군 철수 후 생태마을로 조성, 태양열을 주에너
지원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짓기 시작, 겉모습이 큰 선박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솔라십’이라고 불리며 남향으로 들어선 
건물 전면의 창을 넓혀 햇볕을 받아 들일 수 있게 설계, 
산중턱에는 ‘헬리오트롭’이라는 태양광발전용집열판이 태양
의 움직임에 맞춰 회전하는 목조주택들도 있다.

▶현장탐방 [ 프라이부르크 시내 인공수로“베히레”견학 ]
 •이름: Bacheler
-프라이부르크 도시 전체에 뻗어있는 인공수로(폭 50cm, 길이 
15Km)로 자연적인 표고차를 이용하여 추운 겨울을 제외하고는 
1년 내내 흐르고 있으며 화재 예방, 건조한 유럽날씨에 습도
조절 및 여름철 도심 온도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

석식 후 호텔 투숙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 HOTEL: WINDENREUTER HOF(4*)

제06일
10월26일

(토)

프라이부르크

하이델베르그

프랑크푸르트

전용차량 07:00
08:00
10:30

14:00

16:30
18:00

호텔 조식후
프라이부르크-하이델베르크 이동(186Km/약2시간30분소요)
▶현장탐방 [ 하이델베르크 도심재생사례-반슈타트 견학 ]
 •이름: Heidelberg Bahnstadt
 •주소: Zollhofgarten 1, 69115 Heidelberg
 •전화: +44-(0)6221 58-10580 (City of Heidelberg)
 •홈페이지: https://www.heidelberg-bahnstadt.de/953958 
 •반슈타트는 버려진 철도 및 화물역사 주변을 중심으로 개발되었

으며, 총 6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 최대의 도시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로 면적은 축구장 200개를 합한 것 보다 큰 
규모이며, 재생에너지 공급, 빗물저장 활용 시스템, 옥상녹화, 
자연보존, 대중교통 활성화, 특수 단열재 및 이중구조 창문 설치, 
하이테크 여과시스템 및 공기순환장치 등 친환경도입요소를 적용
하여 모든 건물을 패시브하우스 기준으로 건축하여 일반 타 건축물
보다 90%이상 에너지 수요를 절감하고 있다. 2,500동의 패시브
하우스 주택, 교육, 사무, 상업, 산업, 과학, 숙박, 녹지공간 및 
교통(철도)의 중심지로 계획되어 있어 지역 자체 내에서 약 
7,000개의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는 자립형 도시다. 

∎하이델베르크 문화탐방
- <황태자의 첫사랑>의 무대가 된 하이델베르크 고성
  (고성안뜰, 독일약사박물관, 22만리터의 대형와인술통 등)
- 아름다운 네카 강변 및 하이델베르그 대항가 등 견학
프랑크푸르트 귀환하여
석식후 호텔투숙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한  식

♣ HOTEL: LEONARDO ROYAL FRANKFUR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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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출  장  일  정 식 사

제07일
10월27일

(일)

프랑크푸르트

뤼데스하임

프랑크푸르트

전용차량 07:00
09:00
10:30

14:00
15:30

18:00

호텔 조식후
프랑크푸르트-뤼데스하임 이동 (105Km/1시간30분 소요)
∎[라인강변의 도시] 뤼데스하임 문화탐방
- 독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로 꼽히는 드로셀가세 
- 라인강이 아름답게 바라보이는 니더발트 기념탑에서 조망 등

프랑크푸르트 귀환하여 
▶현장탐방 [ 프랑크푸르트 도시 재창조 지역 견학 ]
 •Hochst 지역 수변공간 
  소규모이지만 역사적인 공간인 Hochst(훽스트) 지역에 과거에 

활성화되었던 부둣가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오픈 스페
이스로 개발하고 Hochst 지역의 건너편인 Schwanheim(슈반
하임) 지역 간에 왕복하는 페리를 운행하여 새로운 보행교 
건설보다 수변공간의 효과적인 활용으로 평가

 •쇠티한 서항 (Westhafen 베스트하펜)  
  쇠퇴한 항구 도시 재생사업으로 약 109m 높이의 westhafen 

타워를 건설하여 은행 등 업무기능의 유치로 새로운 도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Mainuferpak와 연계된 보행
도로의 건설로 수변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이미
지를 개선

석식후 호텔투숙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 HOTEL: LEONARDO ROYAL FRANKFURT(4*)

제08일
10월28일

(월)

프랑크푸르트 전용차량

KE 906

07:00
10:00

↓
12:00

13:00

16:00
19:30

호텔 조식후
▶공식방문 [ 프랑크푸르트 근교 랑엔 소방서 ]

 •이름: Feuerwehr Langen
 •주소: Darmstädter Straße 66, 63225 Langen 
 •전화: +49-69-6103-90280          
 •담당: Mr. Buchold 
 •홈페이지: www.feuerwehr-langen.de  

∎프랑크푸르트 문화탐방
- 황제 대관식이 거행된 역사의 마당 뢰머 광장, 구 시청사
- 95m의 높은탑을 자랑하는 대성당 등

공항으로 이동하여
프랑크푸르트 공항 출발 (비행시간 10시간15분)

조:호텔식
증:현지식
석:기내식

기내숙박
제09일

10월29일
(화)

인    천 13:55 인천 국제공항 도착 조:기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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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외출장 주요내용

  1. 공식방문

로테르담 조선소 재생사례-RDM CAMPUS
명    칭 RDM(Research·Design·Manufacturing) Campus
주    소 Scheepsbouwweg 15, 3089 JW Rotterdam
방    문 2019. 10. 22.(화) 
설 명 자 PETER BLOKDIJK
홈페이지 https://www.rdmrotterdam.nl/en/about-rdm-rotterdam/ 

내   용

RDM Campus는 2002년 로테르담 조선회사의 파산 이후 로테르담 
항만청이 소유하여 관리해 오던 시설 및 부지를 로테르담 항만재단에 
제공하여 2009년부터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한 사례로 알베다 대학, 
로테르담 대학교, 로테르담항만공사 등 정부개입 없이 순수하게 민간
에서 이루어진 합작품임. 학술기관, 2·3차 기술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으로 기업체들이 33,000㎡ 규모로 대학의 R&D 연구 공간, 입주
기업의 시제품을 테스트하는 공간, 지역 대학, 연구소의 네트워크 
공간, 혁신전문가와 은행의 연구 공간, 창업자를 위한 공간, 기업 임대 
공간, 회의 공간, 주거 공간 등 크게 8개 공간으로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음. 클러스터 안의 일부 산업유산은 국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
하고 있으며 Dock Cafe 등 신규시설 추가되었음.

질의응답

RDM Campus의 설립 이유 ➠ 이곳은 과거 1902년 배 수리를 전문
으로 시작하여 선박을 만드는 조선회사로, 조선업 활황에는 7,000천 명 
이상 종사했던 네덜란드의 가장 큰 규모의 조선소였음. 1960년대 후반 
한국, 일본의 경제성장으로 서유럽 조선소는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차츰 
이 지역은 범죄 등 우범지역으로 변해갔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시재생지역으로 이곳에 무엇을 할지 고민하게 되었고 교육을 위한 
장소로 생각하게 되었음.
RDM Campus의 비전은 ➠ 현재 이곳은 젊은 사업자들과 젊은 학생
들이 미래의 항만 사업을 건설하고 있음. 이곳에서 젊은 사람들의 
꿈을 키우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으며, 교육과 
산업이 협력을 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음.
RDM Campus의 사업장 대여 조건은 ➠ 사업장 대여 시 2가지 질문을 
함. 1. 당신의 사업이 창조적인지? 2. 당신의 사업이 환경을 파손하는지? 
이런 부분이 해결 된다면 사업장 이용을 적극적으로 환영함.

적   용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일자리창출 
및 도시 활력 회복을 위한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사업내용에 창업지원
센터, 12스쿨 기획운영센터, 창업지원 LAB실 등이 계획되어 있음.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사업의 지역 신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기 붐업을 조성하고, 지역대학인 경상대학교 해양과학
대학 등과 협업을 통한 인재육성, 창업지원 및 스타트업 기업육성에 
적극적인 투자지원을 계획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중심부에 위치한 조선소의 타워크레인을 어떻게 활용
할 것인지, 전문가, 주민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시의 랜드마크로 
각인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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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 조선소 재생사례-RDM CAMPUS

1960년대 조선소 사진 현재 RDM CAMPUS 사진

RDM CAMPUS 도시재생사례 설명 RDM CAMPUS 산학협력관1

RDM CAMPUS 산학협력관2 RDM CAMPUS 상호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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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 하펜시티
명    칭 HafenCity Hamburg InfoCenter  
주    소 Am Sandtorkai 30, 20457 Hamburg (Kesselhaus) 
방    문 2019. 10. 24.(목) 
설 명 자 Thorsten Godtel
홈페이지 https://www.hafencity.com/en/home.html 

내   용

하펜시티의 재개발에 대한 논의는 1989년 '슈파이허슈타트' 항만 
창구 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논의에서부터 시작되었고, 1990년 초에 
슈파이허슈타트 부두 창고구역 서쪽과 커위더피제 구역에 한자무역
센터를 건립하면서 가속화되었음. 1996년 12월에는 함부르크 건축
가인 볼키 마르가 복합용도와 단계적 개발계획의 내용을 포함한 
'하펜시티 도시계획' 시나리오를 제시하였고, 1997년 시의회가 하펜
시티 개발프로젝트를 의결함으로서 개발계획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음. 
이후 도시개발, 환경, 경제, 교통 관련 각종 위원회가 조직되어 1998년 
12월 '하펜시티 마스터플랜'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구체적인 부지의 
활용과 시설에 대한 결정은 지방정부와 시민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추진 되었고 착공되기 이전에 모든 개별 건물과 교량의 디자인까지 
확정되었음. '하펜시티 마스터플랜'은 향후 25년간 함부르크 도시
면적의 40%를 증가시키고, 12,000명의 주거 인구를 수용하며 
45,000개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통해 거주/
상업/관광/문화시설 등이 혼합된 수변도시의 재개발이 이루는 것임.

질의응답

하펜시티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 예전은 항만시설이었으나 
항만기능의 쇠퇴로 개발계획과 함께 토지는 시로 귀속되고 시가 
100% 출자한 하펜시티 공사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됨. 2000년대 
국제공모를 통해 마스트플랜을 짜고 현재까지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구 시가지의 40%가 확장 될 예정임.
하펜시티 사업 수익구조는 ➠ 시 땅의 50% 팔아서 땅을 판 이익금
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발된 토지․건축물을 시에서 다시 팜.
하펜시티 교통체계는 어떤지 ➠ 포커스가 경제적인 것보다 환경적인 
부분에 맞쳐져 있어 차량보다는 보행자 중심으로 설계되었음.
까다로운 건축환경 등 민간사업자 사업 추진이 어려워 보이는데 ➠
시에서 감리 등을 통제하며 계획에 맞게, 법에 맞게 되었는지 전체
적인 컨트롤을 하며 민간사업자는 그 계약 조건에 잘 따름.

적   용

독일 제2의 도시이자 ‘유럽의 물류심장’이라 불리는 세계 최대의 
화물항의 대표적 항구도시였으나, 주변에 새로운 항구시설이 생기
면서 경쟁력이 약화되어 감. 도심 주위의 낙후된 항구시설을 재개발
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부지의 
활용계획을 결정하였음. 우리시 중앙동에 위치한 강구안의 경우 과거 
구도심과 인접한 항만지역으로 많은 수산 물동량으로 지역경제가 활기를 
띄었으나,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 구도심에는 빈 상가가 많이 생겨 강구안 
친수시설 조성사업을 통해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유동인구 증가로 구도심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원주민이 내몰리지 않도록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임.



- 11 -

함부르크 하펜시티

현재의 하펜시티 미래의 하펜시티

하펜시티 도시재생사업 설명 하펜시티 사업 현장 설명1

하펜시티 사업 현장 설명2 하펜시티 옛 창고 보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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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 프라이부르크시와 보봉 마을
명    칭 FREIBURG FUTOUR-Solar Energy and Environment
주    소 Elly-Heuss-Knapp-Straße 10, 79100 Freiburg
방    문 2019. 10. 25.(금) 
설 명 자 WOLFGANG D MEHNERT
홈페이지 http://www.freiburg-future-lab.eu/ 

내   용

프라이부르크는 독일 남서부지역 바트뮈르템베르크 주에 위치한 
인구 20만 명의 도시로, 2차 세계대전으로 도시의 80%가 파괴된 후 
1970년 도시 재건 시 환경을 집중 고려하여 재건되기 시작하였으며 
시 인근 원전건설 반대운동, 녹색당의 영향 등과 같이 시민의 자발
적인 환경운동에 힘입어 현재의 환경도시 모습을 갖추게 되었음. 
도시 전체 에너지의 14%~15%를 솔라에너지로 충당하는 친환경 
에너지 도시이며 시청 근무자 3,000명중 50명이 환경관련 근무자로 
환경에 대한 비중과 지원이 각별함. 재생에너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시 전체 에너지의 1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함. 민관합작의 
열병합 발전소를 통해 쓰레기 매립이 없는 청정 도시이며 시내에서는 
도보와 자전거, 트램(경전철)이 주 이동수단이며 업무용 차량 이외
에는 차량 통행이 금지되고 있음. 특히, 보봉마을은 제2차 세계대전 
후 1992년까지 프랑스군이 진주했던 곳으로 1995년 프랑스군 철수 
후 생태마을로 조성, 태양열을 주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짓기 시작, 겉모습이 큰 선박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솔라십’이라고 
불리며 남향으로 들어선 건물 전면의 창을 넓혀 햇빛을 받아들일 
수 있게 설계, 산중턱에는 ‘헬리오트롭’이라는 태양광발전용집열판이 
태양의 움직임에 맞춰 회전하는 목조주택들도 있음.

질의응답

보봉마을의 탄생 비결은 ➠ 1937년도 프랑스군이 군사주둔지로 
사용했던 보봉마을은 89년 독일 통일 후 프랑스 군은 본국으로 
돌아감. 그 이후 이 지역 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세우면서 
원전건설을 내세웠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싸워 주민들의 권리를 
찾음. 그 이후 시가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환경보호에 관한 전략을 
짜서 친환경도시를 건설하게 됨. 
정부 지원이 있는지 ➠ 친환경도시로 건축비, 태양광시설 등 비용
부담에 대한 지원금이 어느 정도 있음.
주요 특징은 ➠ 주거지역 차량 통행이 제한되며, 목재 건축물, 잔디
놀이터, 전신주 지중화 등 이산화탄소, 소음, 사고가 적은 친환경 도시임.

적   용

우리시 산양읍 연대도 에코아일랜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탄소제로에 
도전한 지역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설득과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회관을 겸한 비지터센터는 패시브하우스로 
지어졌음. 마을 내 폐교를 에코체험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유치원, 초등
학생, 공무원 및 환경단체 등에서 방문하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음. 그러나 현재 도서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운영인력부족으로 잘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많음. 당초,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을 잘 
추진하더라도 완공 후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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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 프라이부르크시와 보봉 마을

보봉마을 도시 전경(트램) 보봉마을 도시 전경(잔디 놀이터)

보봉마을 도시재생사례 설명1 보봉마을 도시재생사례 설명2

보봉마을 생태주거단지 방문1 보봉마을 생태주거단지 방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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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푸르트 근교 랑엔 소방서
명    칭 Feuerwehr Langen
주    소 Darmstädter Straße 66, 63225 Langen 
방    문 2019. 10. 28.(월) 
설 명 자 Christian Buchold
홈페이지 www.feuerwehr-langen.de 

내   용

랑엔시는 프랑크푸르트 남쪽에 위치하며 헤센주 소속으로 면적 29.12km2, 
인구 37,902명임. 전문소방관(직업소방관)과 의용소방관(자원소방관)이 
함께 근무하는 소방서로, 의용소방관은 평상시에는 생업에 전념하다가 
화재 발생 시 소집되어 전문소방관들의 통제 하에 활동하며 단독으로 
화재진압은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임. 의용소방대원은 정기적인 기본교육 
외에도 소속된 지역에서 연간 20회 이상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함. 
랑엔 소방서에는 110명의 의용소방관이 소속되어 있으며 주중 
06:30-17:00 8명의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며 일반 행정, 화재 예방, 
차량 및 장비 관리, 응급 서비스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화재 예방
과 진압, 구조 등의 업무 외에도 매년 극장, 콘서트 및 주요 축제를 
포함한 다양한 행사에서도 화재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랑엔 
소방서에는 청소년 소방대도 운영하고 있으며 1966년에 설립되어 
10-17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 훈련 및 교육을 실시
하며 매주 수요일 오후 6시~8시 모임이 있음.

질의응답

자원봉사 110명에 교육시키고 전문가 양성에 대한 비용은 없는지 
➠ 소방관의 위험은 주에서 보험으로 책임져 주고 교육에 대한 비용은 
주에서 지불하고 있음. 교육이나 출동에 따른 회사의 손해는 주가 
보전해 주고 있으며, 모든 장비나 비상상황은 주에서 책임짐. 의용
소방관은 수입이 따로 없고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음.
구급차는 어디서 나가는지 ➠ 근처에 있는 종합병원에 구급차가 5대가 
있는데 비상 시 이용함.
야간․주말 의용소방대가 근무에 대한 보상은 없는지 ➠ 야간․주말은 
집에서 대기하며 사고가 있을 때 출동함. 보수가 없음. 순전히 자원
봉사 개념이며 생화학 관련 연구원 등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소방관도 
있으나 한 해 400번 정도 출동으로 자기 일인 생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다수 있음.
남녀비율과 정규직 전환 비율은 ➠ 남녀비율은 8:2이며 의용소방대
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110명에서 10명 정도로 10%정도 됨.
주에서 주는 다른 혜택은 ➠ 월급은 없지만 의용소방대는 유치원 
보낼 때 받아주는 우선권을 주고, 야외수영장 무료입장 및 영화관, 
도서관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음.

적   용

지역의 안전은 자신들이 지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용소방관으로서 
활동하는 이 지역의 시민들은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자
원봉사이지만 그에 걸맞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음. 통영에 있는 의용소방대도 기존 소방서의 주요 
역할인 화재진압, 화재예방, 차량 및 장비 관리, 응급 서비스 
교육을 통해 자원봉사 역할을 확대하고 그에 대한 혜택 지원과  
자원봉사자 증대 등 건전한 사회의 기초를 쌓아갔으면 함.



- 15 -

프랑크푸르트 근교 랑엔 소방서

랑엔 소방서 전경사진1 랑엔 소방서 전경사진2

랑엔 소방서 의용소방대 설명 청취1 랑엔 소방서 의용소방대 설명 청취2

랑엔 소방서 현장 견학 랑엔 소방서 상호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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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탐방

네덜란드 로테르담 도심 공중보행통로

 (좌)공중보행통로 전경      (중)공중보행통로에서 바라본 조형물   (우)공중보행통로 모습
로테르담은 네덜란드의 제2의 도시로, 유럽 최대의 무역항이며, ECC(유럽경제공동체)의 
관문 구실을 하고 있음. 그 곳에 시민기금운동(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도심 위로 건축된 
목재로 만든 공중보행통로가 철도역과 공원, 건물 등 단절된 도시환경을 3차원으로 
연결하고 있음. 시민들에게는 3곳을 잇는 육교로서의 역할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공중보행통로의 설치는 자신의 이름을 새긴 나무판(25유로) 신청 받아 
벽면을 장식했으며, 8천명이 넘는 신청자가 있었음. 우리시도 이러한 시민기금운동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조형물 설치사례 적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네덜란드 로테르담 다용도 건물 사례-마켓홀(시장)

  (좌)마켓홀 전경           (중)마켓홀 내부       (우)마켓홀 앞 자전거 주차장
2014년 10월에 문을 연 로테르담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인 이곳은 실내형 전통시장과 
아파트를 결합한 역U자 모양의 주상복합 건축물로 화려한 인테리어로 큰 주목을 받고 
있음. 하루 평균 24,000여명이 찾는 이곳은 지역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설계된 특이한 
건축물로 전통시장과 현대 건축물이 일상생활과 예술, 역사, 휴식 공간이 어우러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소비자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있음. 마켓홀 앞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의 나라인 네덜란드를 잘 보여주듯 많은 자전거가 있어 인상적인 모습이었으며, 
우리시도 전통시장과 현대건축물의 조화로운 시설의 설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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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하펜시티 재개발 프로젝트 현장 견학

 (좌)홍수에 대비한 건축물    (중)홍수에 대비한 재개발 설명    (우)시가지 전경
하펜시티는 독일 함부르크 시 엘베강의 섬에 위치하고 있음. 하펜시티 재개발 프로젝트는 
오래된 항구의 창고들을 사무실, 호텔, 상점, 오피스빌딩과 주택지역으로 변모시키려는 
계획으로 토지 개발규모가 약 2.2km²에 이르는 유럽에서도 가장 큰 재개발사업임. 하펜
시티 지역은 자유 무역항으로 쓰이던 곳이었으나, 자유 무역항의 경제적 중요성이 쇠퇴
해버리면서 재개발이 진행되었음. 예전 항구 자리라 지대가 강과 연접되어 있어 종종 
홍수에 물이 범람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10M 이상 복토, 1층 가게 방수
시설 설치 등 재개발 시 가장 중요 포인트로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내 인공수로-베히레 견학 

시내 인공수로 모습
프라이부르크는 독일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에 있는 도시로 1220년에 자유로운 상업 지역을 
조성할 목적으로 건설된 도시로 지명은 '자유의 도시'라는 뜻임. 관광도시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1457년에 창설한 프라이부르크 대학, 독일 고딕 양식의 걸작인 뮌스터 성당 
등이 있음. 베히레는 프라이부르크 시 구도심의 인공수로(폭 50cm)로 물은 드라이잠 강에서 
15km 이상 수로를 따라 흘러 다시 강으로 빠져나감. 베히레의 역사는 12세기경부터 
존재함. 이 수로의 도입 목적은 중세 목조건물의 화재를 진압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지며 이후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되었음. 현재 베히레는 프라이부르크 
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친환경 수도로 도시의 중심적인 경관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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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하이델베르크 도심재생사례-반슈타트 견학

(좌)빗물을 모아 여과한 개천    (중)친환경 놀이터           (우)패시브 건축물
하이델베르크는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 있는 도시로 네카어 강과 라인 강의 
합류점에 가까운 해발 고도 116m 지점에 위치하고 있음. 제2차 세계 대전 중 
파괴를 면한 몇 안 되는 고도의 하나이며 구시가지는 쾨니히스튜툴 산기슭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성 아래를 흐르는 하천을 따라 뻗어 있고 신시가지는 화물
기차역 터에 조성한 반슈타트임. 이 도시는 외부에 의존하는 하이델베르크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을 목표로 건설되어 특별한 단열기술 
적용, 자연채광 설계, 태양광 활용, 친환경 환기설비 등 건물 전체가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 냉난방 문제를 해결하는 패시브 건축물로 지속가능 친환경 도시임.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시 재창조 지역 견학

  (좌)수변공간 조성        (중)소규모 역사적인 도시공간       (우)현장시찰
프랑크푸르트는 독일 헤센주에 있는 도시로 라인강 줄기인 마인강 하류에 위치
하고 있으며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출생지임. 현재는 독일의 경제·금융의 중심지
로서 주식·상품거래소가 위치하고 있음. 소규모의 역사적인 도시공간인 Hochst 
지역에 새로운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역사문화공간으로 연계하고 보도교 대신 
강 건너편인 Schwanheim 지역을 왕복하는 페리를 운행하고 있음. 쇠퇴한 항구인 
Westhafen 지역은 민간과 공공의 공동투자방식으로 도시재생을 도모하여 2,000
세대의 주거와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준 높은 도시환경을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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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문화탐방

네덜란드 로테르담 큐브하우스

 (좌)큐브하우스 전경       (중)아래에 바라본 별 모양 모습       (우)현장시찰
네덜란드의 특이한 건축물로 유명한 큐브하우스는 건축가 피트 블롬이 로테
르담의 블락 역에서 광장을 가로지르는 보행자용 다리 위에 주택을 세웠음. 
큐브하우스는 38개의 입방체 형태 주택과 상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집의 형태는 
54도 기울어졌고, 바닥부터 위를 향해 육각기둥이 세워졌음. 외형상으로는 
실내도 기울어졌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렇지는 않음. 삼각을 이루는 아래층은 
가사 공간, 중간층은 침실과 욕실, 그리고 역시 삼각으로 보이는 제일 꼭대기
에는 여유분의 침실과 주거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 독특한 형태로 관광객의 
눈길을 끌지만 집의 공간활용 등 실용성이 부족하여 부동산 가격은 매년 그대로임.

네덜란드 잔세스칸스-풍차마을

(좌)전통신발 나막신 제작현장     (중)풍차마을 모습            (우)풍차 모습
네덜란드는 “낮은 땅”이란 뜻으로 해수면보다 낮은 국토를 보호하기 위해 뚝을 쌓으며 
살아온 나라이며, 낮은 곳에 있는 물을 퍼 올리는 풍차가 유명한 나라임. 19세기 이후 
풍차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현재 몇 군데 존재하고 있음. 그 중 잔세스칸스는 암스테르
담북서쪽에 위치한 잔 강변에 있는 작은 마을로 아직도 풍차가 남아 있는 민속마을임. 
명물인 풍차, 젖소, 양의 방목이 유명하며 대표 관광지로 많은 사람이 찾고 있음. 마을 
안에는 관광기념품, 치즈, 요거트, 육가공품 등 훌륭한 제품과 저렴한 가격이 매력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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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광장 및 담락 거리

  (좌)담광장 모습            (중)운하 크루즈            (우)담락 거리 모습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의 수도이며 네덜란드 최대 규모의 도시로 암담 광장은 
암스테르담 시내 중심부에 위치함. 암스텔강을 둑으로 막은 곳이 광장이 되어 
도시의 중심지로 번성해왔음. 광장 주변에는 왕궁, 신교회, 마담 투소 밀랍 
인형관, 호텔, 쇼핑몰 등 시내 주요 명소와 오래된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광장에서 각종 행사가 열리고 전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 드는 
곳임. 트램, 운하를 중심으로 교통이 발달되어 있으며, 대부분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친환경적이고 평화로운 유럽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음.

독일 하이델베르그 고성

   (좌)고성 내부 모습       (중)고성에서 본 시내전경     (우)가장 큰 포도주 보관함
하이델베르크 고성은 1225년 축조하였고, 당시의 성은 현재의 성보다 더 높은 
산허리에 있었는데 1537년 낙뢰로 파괴된 뒤 현재의 자리에 옮겨졌음. 그 후 
30년 전쟁을 비롯한 잇단 전란으로 황폐해졌는데, 제2차 세계대전 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되었음. 고성으로 올라갈 때는 ‘푸니쿨라’로 부르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성에는 많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찾고 있음. 성 지하실에는 
거대한 술창고가 있는데, 가장 큰 술통은 22만ℓ의 술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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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뤼데스하임

   (좌)시내 거리 전경    (중)니더발트 고원에서 본 시내      (우)티티새 골목
독일 헤센주에 있는 도시인 뤼데스하임은 라인강변, 타우누스산맥 기슭에 자리 
잡았으며 라인강의 진주라 불림. 기록에 처음 등장한 것은 864년이며, 이 지역
에서 생산되는 포도로 만든 라인포도주가 유명하며, 포도주거래의 중심지 역할을 
함. 티티새골목이라 불리는 드로셀 가세길은 144m의 좁은 골목길로 중세의 
특징인 목조주택과 옛 숙박업소, 술집, 레스토랑 밀집되어 있음. 니더발트로 
향하는 케이블카 승강장과 뤼데스하임 포도밭 관광열차를 탑승하는 곳이 있음. 
니더발트 고원 정상에는 뤼데스하임 시내를 조망할 수 있으며, 1871년에 이루
어진 독일의 통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1883년에 세운 게르마니아 여신 기념비가 있음.

독일 프랑크푸르트 뢰머 광장

    (좌)시내 거리           (중)뢰머광장           (우)프랑크푸르트 전경 사진
독일 헤센주 프랑크푸르트의 구시가지 중앙에 위치한 광장임. '뢰머(로마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고대 로마인들이 이곳에 정착하면서부터인데 15~18세기의 건물들이 몰려 
있음. 오랜 역사를 지닌 광장이지만 2차 대전의 포화를 피하지는 못해 상당 부분이 파괴
되기도 했음. 현재의 모습은 복원 공사를 거친 것으로 중세의 분위기를 잘 간직하고 있음. 
광장 주변에는 프랑크푸르트 대성당과 시청사 등 역사적인 건축물이 자리하고 있으며, 
광장 한가운데에는 정의의 분수와 정의의 여신 유스티아의 동상이 있음. 광장에서 주말
마다 벼룩시장이 열리며, 매해 7~8월 무렵에는 민속 축제인 마인페스트가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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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출장 사진

RDM CAMPUS  풍차마을 담 광장

하펜시티 보봉마을 반슈타트

하이델베르크 뤼데스하임 랑엔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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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출장자 의견

1.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한 생각

 ❍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RDM CAMPUS는 조선회사의 파산 이후 로

테르담 항만청이 소유하여 관리해 오던 시설과 부지를 로테르담 

항만재단에 제공하여 2009년부터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한 사례로 

알베다 칼리지, 로테르담 대학교, 로테르담 항만공사 등 정부 개입 

없이 순수 민간자본으로 이루어진 합작품임. 이곳은 우리나라로 

보면 산학협력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어 기업과 학생들이 같이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뿜어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음. 또한, 전문대학에서 더 심화

학습을 원하면 대학으로 격을 높여 공부할 기회도 제공함. 우리 

통영도 현재 위치하고 있는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를 활용하여 

RDM CAMPUS처럼 산학협력으로 봉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들어서서 운영되면 좋을 것 같음. 단지 우리시 땅이 아니다보니 

공간 활용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젊은 세대의 

통영으로 유입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음.

 ❍ 코코아 창고를 개보수하여 10년 동안 1조 1200억 원을 들여 세계

적인 콘서트홀, 호텔, 식당, 카페, 빌라와 함께 들어선 명실상부한 

함부르크의 랜드마크인 엘베 필하모니 홀부터 비롯된 도시 하펜

시티는 계획도시임. 하펜시티는 해상교통의 발달로 무역 해운 

상업의 요충지였으나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육지교통수단의 

발달로 항만의 기능이 쇠퇴하여 도시 속의 도시를 만드는 항만

재생인 하펜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됨. 하펜시티 프로젝트는 

1997년 발표하여 2025년까지 2만 5천 명이 사는 주거지 7,000곳을 

건설하고 기업 800곳을 유치해 일자리 4만 5천개를 만들 계획임. 

고풍스런 옛 창고들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은 주민들의 삶이 개선되는 것으로 

주민들의 자립과 자치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임. 역량이 

높다는 것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과 가능성의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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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펜시티 프로젝트는 핵심은 어떤 도시를 만들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음. 우리

시의 경우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함. 사업기간도 5년 밖에 되지 않아 우리시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가 충분히 녹여질 수 있는지 의문임. 봉평지구 도시

재생 뉴딜사업은 단기적인 계획과 투자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과 

예산투입을 통해 독일의 사례처럼 차근차근 만들어 가길 바라는 

마음임. 하펜시티 프로젝트의 또 하나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도시임. 

시민들은 토론과정에서 문화에 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역사적인 

건물의 원형을 살리려고 노력하듯이 도시재생 사업이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쇼핑, 리조트, 관광과 같은 소비 중심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 공동체 문화, 공간의 가치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둬야함.

2. 친환경 도시에 관한 생각

 ❍ 유럽의 환경수도라 불리는 보봉마을은 살고 싶은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음. 지붕 자체를 태양광 판넬로 만들어서 보온효과를 

높였고 창문은 태양열을 흡수하여 온수를 만드는 등 에너지 자립

이라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음. 도심으로 차량을 억제하고 

친환경 이동수단이 트램이 운행되며, 친환경 놀이터로 아이들이 

살기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음. 이 마을에 이사 오려는 

사람은 많으나 떠나려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주민 스스로가 친환경

마을이 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음. 또한, 하이델베르크의 오래된 

화물기차역 터에 도시재생으로 생긴 신도시 반슈타트는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으로 패시브 건축물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음.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전선 지중화, 에너지 

자립도 마을, 도심지 차량 제한, 친환경 개천 등 친환경 도시 건설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면 어떨까 생각해봄. 그와 더불어 도시재생사업과 

환경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생각의 

변화와 불편하더라도 에너지를 아끼고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에너지 교육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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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심지 교통시설에 관한 생각

 ❍ 독일, 네덜란드의 도심지 주요 대중교통시설인 트램, 운하를 통한 

페리 운항, 기차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등 차량 운행에 대한 

제한이 많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 많이 보임.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속에 대부분의 시민들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음. 

도심의 광경은 시민들이 삶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음. 해상에서는 보도교 등 다리 건설 보다는 도심지로의 교통 

접근성을 위해 강을 건너는 페리 등 수상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음. 육상에는 차량 운행 제한, 주차 금지, 차량 속도 제한 등 

대중교통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음. 우리시

에도 이러한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인 트램 설치, 수상택시 같은 

수상교통시설, 교통용 케이블카 등 대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시설 도입을 통해 도심 지역의 차량운행 제한 등 장기적인 

친환경 도시로의 모습을 갖추었으면 함.

4. 공공시설 유료화에 관한 생각

 ❍ 독일, 네덜란드의 도심 곳곳의 백화점, 상가, 공원, 주유소, 고속

도로 휴게소 등의 화장실 이용은 요금이 책정되어 있음. 선진국인 

유럽 나라들은 많은 세금을 거두어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화장실 같은 공공시설 사용은 공공시설로부터 편익을 받는 자들이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되, 부담의 정도는 편익을 받는 

정도에 비례한다는 원칙인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음.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정책에 혼란

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음. 하지만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은 

자기 편익 최대 활용, 서비스 개선, 일자리 창출, 공공예산 절약 

등 많은 부분에 이점이 있음. 우리나라와 여건이 많이 다르겠지만 

공공부분 수익자부담원칙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음. 또한 현실성은 없지만 통영의 공중화장실, 

경로당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을 통한 정책 효과가 어떤지 상상을 

해봄. 당연하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때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 

지역사회 변화와 창의적인 역량 증진을 통한 통영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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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관광 도시에 관한 생각

 ❍ 마케홀, 큐브하우스, 공공도서관, 연필모양의 건축물 등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공업

지역으로 독일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이를 전화위복 삼아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건물이 즐비한 도시로 만들었음. 이 모두는 

민간에서 아이디어가 마음껏 공유되고 실현 될 수 있도록 전폭

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방정부의 노력이 컸다고 함. 프랑크

푸르트 뢰머광장 주변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공격으로 

크게 파괴되었던 지역임. 이곳도 현재 복원 중에 있으며 전쟁 

당시 남은 건축물 일부를 활용하여 새롭게 짓는 건축물에 부착

하여 그 때 당시의 건축물과 도시 형태로 만들어 가는 데 노력

하고 있음. 현재 두 도시는 한 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인 

네덜란드, 독일의 도시임. 도시의 경쟁력은 곧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듦. 그 나름대로의 도시 특성에 맞는 도시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함. 우리시도 공공의 건축물부터 통영의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을 입혔으면 함.

 ❍ 네덜란드 담 광장, 하이델베르크 광장, 프랑크푸르트 뢰머 광장 

등 9일간의 일정으로 여러 곳에서 유럽의 광장문화를 느낄 수 

있었음. 예전 광장은 왕이 광장에서 연설하거나 명령을 공포하여 

선언하는 곳이었고, 근대에 시민들이 모여서 의사표출도 하고 

서로 소통하며 문화를 향유하는 장소였음. 광장 근처에는 시가

지가 형성되어 상업지구, 주거지구 등이 있었고, 광장을 중심으로 

주요 도로와 주변에 늘어선 건물들 사이사이로 골목길이 있음. 

광장 주변에는 조각상, 분수 등이 조성되어 많은 사람들이 활동

하며 소통하고 있었으며, 광장 앞의 상점들은 일정 부분 시에 

허가를 얻어 광장에서 음식, 주류, 커피, 기념품 등을 판매하고 

있음. 여유롭고 한가롭게 광장에서 여가를 즐기는 시민, 관광객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꼈음. 통영시에도 광장 문화가 가능한 곳으로 

미수동 해양공원, 죽림 내죽도 공원, 한산대첩광장 등이 있고 

현재 조성중인 강구안 친수공간도 있음. 이러한 광장이 시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었으면 함.



- 27 -

 ❍ 네덜란드 민속마을인 잔세스칸스 풍차마을은 예전에 사용했던 

풍차를 이용하여 관광시설로 만든 곳임. 네덜란드 대표 관광

시설인 풍차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이끌면서 그 안에 위치한 

관광기념품점에는 나막신을 직접 만들고 치즈를 직접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고객체험과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풍차모양, 

자전거 모양, 튤립 모양 등의 악세사리와 나막신 등 다양한 

기념품과 공예품 판매 현장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꼈음. 통영

에도 많은 문화유산과 관광자원 상품이 있지만 네덜란드 관광

기념품 상점처럼 다양하고 실제 체험할 수 있는 대표관광 상품이 

없어 안타까운 생각이 듦.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관광객들이 

통영에 여행을 와서 꼭 찾게 되는 관광기념품점과 관광을 위한 

고객 체험시설의 확충이 있었으면 함.

6. 자원봉사에 관한 생각

 ❍ 이번 국외공무출장을 통하여 인상 깊었던 점은 랑엔소방서 의용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봉사정신에 큰 감명을 받았고,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했음. 자신의 생계와 더불어 비상시“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화재발생 지역

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음. 우리가 랑엔

소방서를 방문했을 때 마침 비상상황이 발생했었고, 각자 

생업에 종사하던 의용소방관들이 급히 소방서로 달려오는 모습에 

얼마나 이 마을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가 

있었음. 현재, 우리시는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은 이 큰 프로젝트에 큰 관심과 기대를 

걸고 있다. 이 프로젝트로 또다시 우리시에 큰 바람을 일으켜 

활기찬 도시의 모습을 모두가 꿈꾸고 있음. 하지만, 과연 그것

만으로 채워질지는 의문임.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이 관광적으로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음. 도시재생사업은 관광의 목적도 있지만, 

마을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그 목적이 있음. 이를 통해 

도시 일원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자원봉사 활동도 늘어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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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엔소방서 의용소방관들처럼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위해 봉사

한다는 마음으로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을 가질 때 비로

써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임.  

도시재생사업은 관공서에서 주도하기에는 그 한계가 명확함. 

주민들의 무관심속에서는 그 어떤 도시재생사업도 성공할 수 

없을 것임.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때에만 이 

프로젝트는 영속성을 가지고 청년, 여성, 창업지원 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임.

7. 국외 출장에 관한 생각

 ❍ 통영시의회 의원들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네덜란드, 독일의 

도시재생사업 및 친환경도시디자인 우수사례를 듣고 배우고 

느끼고 왔음. 시 의원들의 국외연수를 외유성이니 관광용이니 

하며 폄훼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음. 일부 지역 시의원들의 일탈과 

행태로 매스컴에 회자 되는 경우가 더러 있어 싸잡아 비난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통영시의회 공무출장은 앞으로 통영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문화 관광분야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으며 그 동안 함께

해 주신 의원님과 함께 떠난 시의회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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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총평 및 시사점

 ❍ 대한민국은 70~80년대 고도성장을 통해 경제적 발전과 함께 많은 

도시가 발생하고 건축도 많이 이루어졌음. 통영도 항남동, 중앙동을 

중심으로 도심을 이루고 성장해 왔으나 지금은 죽림 신도시 조성 

등으로 구도심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음. 이러한 때 도시재생이 현재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음. 통영은 현재 시작 단계에 있음. 도시재생은 

오래 된 건물은 완전 무너뜨리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재생의 새로운 안목으로 접근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문화성을 

살리면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임. 이번 네덜란드, 독일의 도시재생 및 도시디자인의 선진

사례 출장을 통해 조선 경기 추락으로 방치됐던 폐조선소를 산학

협력기관으로 탈바꿈한 로테르담 RDM CAMPUS, 항만 기능의 쇠퇴로 

활용도가 낮은 항만시설을 주거, 상업, 관광, 문화시설이 혼합된 

수변도시로 바꾼 함부르크 하펜시티. 군부대가 떠난 지역에 원전 

건설을 계획했던 시에 반대하여 주민 스스로 친환경 도시를 건설한 

보봉마을, 오래된 화물 기차역, 기차길에 조성한 친환경 도시 반슈

타트 등 도시재생으로 새롭게 탄생한 곳을 보고, 듣고, 질문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음. 하지만 위와 같은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도 무조건 따라 해서는 안 되며,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참고할 것은 참고하여 우리 통영의 역사․문화와 정체성, 공공이익, 

주민 삶에 맞도록 추진해야 함. 그렇게 해야만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임.

 ❍ 도시재생 및 친환경 도시, 디자인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많은 

노력과 정책 연구가 필요함. 승용차를 타지 않고 걷거나 자전거, 

버스로 대중화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며, 옛 건물과 새 건물이 

어우러지는 모습, 통영시 스카이라인 유지에도 노력해 나가야 함. 

또한 친환경 도시 통영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동차 

중심의 개발 위주나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지양하고, 차도보다는 

인도를 넓혀 걷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임. 또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를 확대시켜 시민의 삶의 질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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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언론보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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