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해외연수 전문기업!! -GBC

북유럽 도시개발 성공사례 해외연수

➢ 지역: 덴마크/스웨덴
➢ 일정: 4박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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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지역

교통편

인천
제1일차

시간

13:00
항공

08:30~

코펜하겐

▣ 출국 : 인천→코펜하겐
▣ 도착 후 이동

23:00

코펜하겐

세부사항

10:00~12:00

▣ 석식 & 호텔 체크인

▣ 호텔조식 후 이동[코펜하겐→말뫼:1시간]
▣ 공식방문 1) City Council of Malmo (Vastra Hammen)
- 도시 재생 사례 브리핑
▣ 현장견학 1) 베스트라 함넨(Bo-01 지구) 재개발 지구
-스웨덴 항구도시로 세계최강 조선업체 코쿰스 본사가 있던
부유한 동네였으나 조선업붕괴 이후 말뫼는 유령도시가 되었

제2일차

전용차량
말뫼

으나 현재는 친환경 생태 도시재생을 통해 젊은 도시로 화려하
게 재기
12:00~14:00

▣ 중식 & 이동

14:00~17:00

▣ 현장견학2) - 코펜하겐빌리지(CPH Village)
- 페콘테이너를 재활용 / 주택단지를 조성해 저렴한 주거지를
공급하며, 빈 땅에 생기와 가치를 불어 넣는 프로젝트다

18:00

▣ 석식 & 연수 디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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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지역

교통편

코펜하겐

시간

세부사항

08:30
09:00~11:00

▣ 호텔조식 후 이동
▣ 공식방문 1) 8하우스(8 Tallet) 공동주택
-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친환경 주택단지 벤치마킹 사례.
▣ 현장견학 3) 제미니 레지던스(Gemini Residence)
- 용도 잃은 곡물 저장고를 거주 공간으로 되살린 곳.
▣ 중식 & 이동
▣ 현장견학4) - 파피뢰엔(PapirØen)
- 조선소가 떠나고 버림 받은 공업부지를 54개 스타트업이 뭉쳐
세계 거리 음식과 창업 허브 장소로 재 탄생
▣ 항공 이동[코펜하겐→스톡홀롬] :DY 0218 17:00-20:00
▣ 석식 & 연수 디브리핑

11:00-12:00
제3일차

전용차량

스톡홀롬

12:00~13:00
13:00~15:00

17:00~20:00
20:00
08:30
10:00~12:00

제4일차

스톡홀롬

전용차량

12:00~14:00
14:00~16:00

16:00~18:00

18:00

▣ 호텔조식 후 이동
▣ 공식방문 3) 함마르비 시청 Hammarby Sjostad
- 스톡홀롬 남부의 남쪽에 위치한 도시개발 프로젝트로 환경
친화적인 도시 개발 사례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방문된
곳 중 하나이다.
▣ 중식 & 이동
▣ 현장견학 5) Skarpnäck
- 도시거주자들의 전원주택에 대한 갈증을 해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주거 및 높은 수준의 경관조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스웨덴은 물론이고 유럽에서도 성공한 사례
▣ 인프라탐방
- 북유럽 최고의 건축미를 자랑하는 시청사 관람
- 스웨덴 왕실의 호화 전함 바사호가 전시된 바사호 박물관
▣ 석식 & 연수 디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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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지역

교통편

시간
08:30
09:00-10:00

세부사항
▣ 호텔조식 후 이동
▣ 인프라탐방
- 국왕의 행사가 거행되는 대성당 및 왕궁

제5일차

스톡홀롬

- 현대적인 빌딩인 세르겔 광장 및 쇼핑 지역인 회토리예트

전용차량

- 스톡홀롬의 구시가지 감라스탄

10:00~11:00

제6일차

인천

▣ 공항이동

12:40

▣ 귀국 : 스톡홀롬→인천공항

11:10

▣ 인천 국제공항 도착

-6-

City Council of Malmo (Vastra Hammen)
기관 개요
⚫ 설립: 1990년
⚫ 홈페이지: https://malmo.se/Stadsplanering—trafik/Stadsplanering—
visioner/Utbyggnadsomraden/Vastra-Hamnen-.html
⚫ 주소: August Palms plats 1, S-205 80 Malmö
⚫ 연락처: +46 40 342 463
주요특징
⚫

과거에는 조선업 중심지였으나 1990년대 이후로 입금 상승으로
경쟁력이 상실하여 조선소와 산업 지역이 폐쇄. 덴마크와 통하는
지리적 장점을 살려 현재는 친환경적이면서도 미래적인 도시로
탈바꿈.

⚫

유럽 최초 생태신도시이자 2000년대 녹색그린 경제의 제1세계
모범도시 사례.

⚫

풍력과 지열,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냉난방과 전력을
100% 자급자족(自給自足) 미래형 생태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도시.

⚫

신재생에너지원과의 연계 및 개발로 말뫼 시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풍력과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냉난방과 전력을
100%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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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하우스(8 Tallet) 공동주택
기관 개요
⚫ 설립: 2006년
⚫ 홈페이지: https://www.8tallet.dk
⚫ 주소: Richard Mortensens Vej, 2300 København S
주요특징
⚫

덴마크 코펜하겐의 신도시개발지역인 외레스타드(Ørestad)에
설계한 ‘8 하우스’는 위에서 보면 8자를 닮은 건물의 형태도
특이하지만 공동주택이면서도 모든 주택에 경사로를 도입하여 마치
단독주택단지의 골목길처럼 만든 독특한 개념의 건물.

⚫

빅하우스로도 알려져 있는 이 건물은 세 가지 유형의 주거와 연면적
10,000㎡의 상점 및 사무실로 이루어진 나비넥타이 모양의
복합용도건축물

⚫

전체 연면적이 61,000㎡, 총 476세대이며 저층부의 상점지역에
카페와 주간보호센터 및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덴마크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민간개발단지.

⚫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친환경 주택단지 벤치마킹 사례.

⚫

2011년 세계 건축 대전에서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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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마르비 시청 Hammarby Sjostad
기관 개요
⚫
⚫
⚫
⚫

설립: 1992년
홈페이지: http://www.hammarbysjostad.se
주소: Virkesvägen 26C, 120 30 Stockholm, 스웨덴
연락처: +46 76 925 50 55
주요특징

⚫

스톡홀롬 남부의 남쪽에 위치한 도시개발 프로젝트로 환경 친화적인
도시 개발 사례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방문된 곳 중 하나.

⚫

스웨덴의 스톡홀름 도심에서 남쪽으로 약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에코시티로 1992년 부터 2015년 까지 개발 하였음.

⚫

도시 주거형태 모델 구축, 친수·자원 순환형 생태학적 계획도시 건설
사례.

⚫

오염된 공장지역을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거지로 만든 도시로
건물을 새로 지을때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도입과 친환경 자재를
사용

⚫

이 곳 에너지의 30%를 신재생에너지(쓰레기, 태양열, 하수)로
충당하였고, 이동수단의 52%가 경전철, 수상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탄소 배출을 많이 줄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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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문의 & 상담
GBC 연수프로그램은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프로세스를 거쳐 진행 운영됩니다.
해외 연수 협의

♣ 전화 문의
희망하는 연수의 내용을 연락해주시면 상담 후,
1~3일안에 일정과 견적서를 송부 드립니다.

주제 및 일정 결정

TEL : 02-867-4840
H.P : 010-3869-7347

사전연수 과제배포

♣ E-Mail 문의

해외 연수준비 및 실시

Feedback

평

FAX : 02-867-4841

희망하는 연수의 내용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가

1~3일안에 일정과 견적을 성부 드립니다.

연수 결과 정리

kmkgmg@hanmaile.net

연수 담당자
사후평가 및 Follow-Up

최종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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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김민기

차

장

문선욱

연 구 원

박은비

사람이 핵심이다!!

본 연수를 계기로 저희 지비산업정보원㈜ 핵심역량이
귀사의 인재육성과 경쟁력강화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2로 98 IT캐슬 1동 609-3
TEL: 02-867-4840
FAX: 02-867-4841
URL: www.esrb.co.kr
E-mail: kmkgm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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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지비산업정보원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