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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장 소 방 문 계 획 

제1일 

10.16 

(금) 

베를린 

19:00 

20:00 

21:20 

베를린공항 도착 

석식  

호텔로 이동 

제2일 

10.17 

(토) 

 

베를린  

 

포츠담 

10:00 

12:00 

13:00 

14:00 

16:00 

베를린 티어가르텐 / 중심가 도시정원 견학 

중식 

포츠담으로 이동 

우정섬 방문 (Freundschaftsinsel) 

칼 푀르스터 정원/숙근초 재배원 방문 

제3일 

10.18 

(일) 

 

하노버 

 

브레멘 

08:30 

11:00 

12:30 

13:30 

15:30 

 

 

하노버로 이동 

하노버 베르크 정원 견학 

중식 (바로크 대정원 레스토랑: 베르크정원 맞은편) 

브레멘으로 이동 

과학관과 체험정원 “universum” 견학 

(혹은 Bad Zwischenahn으로 이동 – 수목재배원 부른스 견학) 

제4일 

10.19 

(월) 

 

함부르크 

08:30 

10::30 

12:30 

13:30 

함부르크로 이동 

플란테 운 불로맨 공원 견학 (Planten un Blomen) 

중식 

함부르크 공항으로 이동 

독일 답사 일정표    10월 16일 (금) – 10월 19일 (월)  



수도베를린 

프로젝트 

 

 

 

 

독일 통일 후 1991년 수도를 본에
서 베를린으로 이전할 것이 결정 
됨. 
이와 더불어 슈츠레강의 섬을 의회
와 정부청사지구로 개발할 것을 지
정하고 “수도 베를린 프로젝트”를 
발족시킴. 이 지구는 구 동베를린
에 속했던 곳이었으므로 집중적인 
재정비가 시급했음. 

 

추진경위 

 

 

 

 

 

 

• 수도베를린핵심지구를 여러 개
의 소구역으로 나누어 각각 국
제 현상공모 실시. 

• 현재 거의 완성된 단계 
• 국회의사당 리노베이션 및 돔 

신축-1999년 오픈 
• 수상관저 신축 2001년 오픈 
• 그 외 공무원 주택을 위시하여 

다수의 정부건물 신축  
• 중앙역을 정부청사지구로 이전 

2006년 오픈 
• 독일수상정원 
• 의사당 광장 등 외부공간 완성 

 

정부청사지구 

신축한 중앙역과 공무원주택 

소위 “독일수상정원”이지만 
일반에게 완전히 오픈된 공
공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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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및 정부청사 단지 마스터플랜 1993 현상당선작 
                                Axel Schultes/charlotte Frank 

“Band of Federation” 

1. Berlin Reigierungsviertel (정부청사지구)  10월 16일/17일 



“Band of 

Federa-

tion” 

 

 

반원을 그리는 슈프레강의 동서를 건
물과 광장이 서로 연결되어 긴 띠모
양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를 “연방
의 축”이라고 불린다.  
수상관저에서 의원하우스까지 한 축
으로 연결되고 이 축 양쪽에 각각 4
열의 가로수로 심어 정부청사지구의 
틀을 설정하고 있다. 

수상관저 

 

 

현대건축의 백미라 불리는 독일 수상
관저는 통일 후 건축전시장이 되다시
피한 베를린 중심가의 새로운 건축예
술 중 단연 돋보이는 마스터피스이다. 
Axel Schultes와 Charlotte Frank의 
공동작.  
 

의원하우스 

 

 연방축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강을 
향해 열린 구조로 설계된 독특한 건
축. 높은 계단이 민주주의를 발명한 
아테네의 계단을 연상케한다.  
민주주의를 건축으로 형상화하는데 
성공한 작품 

국회의사당 

1884년 조성, 독일제국시절 의회가 
열리던 유서깊은 곳. 통일 후 전쟁으
로 파괴된 지붕 (돔)을 보수. 돔은 영
국건축가 노먼 포스터의 역작 

강가에 위치한 수상관저 정
면과 측면. 

국회의사당과 Plaza of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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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 of Federation 

건축가는 다르지만 같은 양
식을 통일 시킨 의원하우스. 
전면의 D라는 문자는 예술
이벤트의 일환으로 쓰여진 
데모크라티의 이니셜. 

1. Berlin Reigierungsviertel (정부청사지구)  10월 16일/17일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planen/hauptstadtplanung/de/parlament_regierungsviertel/bundeskanzleramt1_g.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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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다머 플라츠 

프로젝트 베를린 포츠다머 플라츠 

도시/주 베를린 

컨셉  

통일 후 동서 경계지역이었으면서 20세기 초 
베를린의 중심가를 이루었던 포츠다머 플라츠
와 라이프니츠 플라츠 사이의 도시구역을 재
건축. 
옛 도시의 기본구조를 흔들지 않은 채 21세기
형 초현대식 도시구간이 탄생함. 
문화와 상업이 공존하는 베를린의 중심가로서 
손색이 없는 활발한 시티라이프가 전개되고 
있고 렌초 피아노, 콜호프, 로저스 등의 유명 
건축가들의 작품이 줄지어 서있어 명실공히 
현대 건축의 메카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음.  

개발유형 도심재생프로젝트 

구역 

모두 다섯 구역으로 나뉘어 개발됨 
• 다이뮬러크라이슬러 구간 
• 소니센터 
• 파크 콜로나덴 
• 르네 트라이엥글 
• 멘델스존 파크 

포츠다머 플라츠의 상징
물이 되어버린 소니센터
의 기울어진, 반열린 지붕 
건축: murphy/Jahn 
1996/2000 
7억 5천만 유로 

소니구역 

다이뮬러구역 

파크 콜로나덴 

멘젤스존파크 

르네트라이엥글 

2. Berlin Potsdamer Platz  10월  16일/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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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다머 플라츠 

소니센터 

• 건축: murphy/Jahn 
• 1996/2000 
• 7억 5천만 유로 
• ca. 132.000 m² / 26.444 m²  

다이뮬러 
크라이슬
러 센터 

• 건축: Renzo Piano 
• 1994/1998 
• 2억 유로 
• 우수재활용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시도한 

시범사례. 아틀리에 드라이자이텔 설계 
• 상업, 주거, 호텔 
• 68.000 m² / 365.665 m² 

파크 콜로
나덴 

• 건축: Giorgio Grassi 

• 1995/2000 
• 16.400 m² / 74.000 m² 
• 상업/주거 
• 2천만 유로 

르네 
트라이엥
글 

• 건축: Hilmer und Sattler Albers 
Modersohn/Freiesleben Chipperfield 

• 24.600 m² / 128.440 m² 
• 주거/오피스/호텔 
• 6억 천삼백만 유로 

멘델스존
파크 

• Büro Hilmer und Sattler, 
Reichel + Stauth, 
Schweger und Partner 

• 13.000 m² / 68.000 m² 
• 2억2천만 유로 
• 공사시작 미정 

소니타워와 소니광장 

다이뮬러 크라이슬러 센터– 빗물연못  

파크콜로나데 중앙의 틸라 드
뤼에 파크 – 지형조작을 통해 
조성된 인공언덕이 유명하다 

심볼 

멘델스존파크 

2. Berlin Potsdamer Platz  10월 16일/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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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 추모광장 

프로젝트 유대인 추모광장 

도시/주 베를린 

개요 

• 1999 국회에서 유대인 학살을 추모하는 
기념물 조성건이 결정 

• 국제현상-피터 아이젠만 작품 당선 
• 2005 준공 
• 19,000m2 

• 2711개의 콘크리트 블록을 격자형으로 
배치. 지하에 전시실 조성 

• 곧 국제적 명성을 얻음 
 

2711개의 콘크리트 블록이 모여 추모광장을 
이룸. 

지하 전시실 

3. Berlin Holocaust Mahrnmal                10월 16일/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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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담  
칼 푀르스터 정원 

도시/주 포츠담 

장소 칼 푀르스터 정원 

개요 

• 독일 Wildgarden의 대부 칼 푀르스터 선생의 자택 정원  
• 약 100년 전에 조성된 것이나 원형이 보전되어 있음.  
• 2001년 정원박람회를 기해 리모델링 됨 
•       Wildgarden 애호가들의 순례지 

참고서적 •      고정희의 독일정원이야기 1 

4. Potsdam-Bornim Karl Foerster Garten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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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담 우정섬 

도시/주 포츠담 

장소 우정섬 

개요 

• 1930년대 독일 Wildgarden의 대부 칼 
푀르스터 선생이 제자인 헤르만 마테른 
교수와 공동작업으로 설립한 전시, 연구 
목적의 정원 

• 7ha 규모 (약 2만평), 하펠강에 위치한 
섬 (서울의 선유도와 유사함) 

• 2001년 정원박람회를 기해 리모델링됨 
• 1000종 이상의 숙근초, 그 중 아이리스

만 250종 보유 
•       야생화를 이용한 정원의 모범답안 

참고서적 •      고정희의 독일정원이야기 1 

5. Potsdam Freundschaftsinsel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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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버 베르크 정원 

도시/주 하노버 

장소 베르크 정원 (Berggarten) 

개요 

• 독일 하노버왕가가 조성한 정원군의 
일부로서 바로크 대정원 맞은편에 위
치 

• 본래 18세기 궁의 식재료를 대기 위
한 채소정원으로 출발  

• 현재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 바로크 대정원을 조성한 소피 왕비가 
잠들고 있는 묘소가 있다. 

• 야생화 정원 외에도 
• 철쭉정원, 프레리 정원 
• 파라다이스 정원 등 유명하고 
• 2000년 하노버 엑스포를 기해 열대

식물을 모아 둔 대형 온실을 조성 

참고서적 •      고정희의 바로크 정원이야기  

6. Hannover Berggarten                               10월 18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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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멘 “Universum”과 체험정원 

도시/주 브레멘 

장소 Universum (과학체험관 + 오감체험정원) 

개요 

• 과학적 현상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과 
그에 속한 오감체험 정원, 기후탑 

• 특히 독특한 건축물과 야경이 볼만함 
• 남녀노소 모두 즐기며 배울 수 있는 프

로그램  기후탑 

물의 세계 

7. Bremen Universum      10월 18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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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 플란테 운 블로멘 공원 

도시/주 함부르크 

장소 플란텐 운 블로멘 공원 

개요 

• 1953, 1963년 1973년 삼 회에 걸쳐 
극제 정원박람회가 개최된 장소 

• 시민들의 휴양공간으로 조성 
• 수많은 식물, 야생화, 볼거리. 놀거리 

들이 풍부한 공원다운 공원,  
• 독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 중 하나

이며 공원이라기 보다는 대형 정원에 
가까움. 

참고서적 •      고정희의 정원이야기 1 

8. Hamburg Planten un Blomen    10월 19일 오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