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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space is a multidisciplinary practice specialized
in integrating art, environmental engineer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within an urban context.
Thirdspace was formed in 1998 by Dipl.-Ing. Dieter
von Buxhoeveden (Urban Planning) Dr. Jeong-Hi
Go (Landscape Planning), and Dipl.-Ing. Jens
Thormann (Ecology), located in Berlin, Germany,
with a goal to promote sustainable projects with a
high aesthetic and social value. With a particular
focus on urban space, the practice seeks to awaken
a new understanding of liveable cities while
delivering comprehensive design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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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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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국토-환경 계획 대표단 독일 연수

2013년 8월 27일 ~ 30일

 참가자 명단
영문성명

이메일

구분

소속

직급

성명

팀장

환경부

서기관

정종선

JEONG, Jong-Seon jongseon@me.go.kr

010-4709-2159

팀원

환경부

윤용희

YOON, Yong-Heui

yongheui@korea.kr

010-8765-6833

팀원

환경부

전종철

JEON, Jong-Cheol

jjc58@korea.kr

010-9088-2138

김경은

KIM, Kyeong-Eun

kyeongeun@korea.kr

박희민

PARK, Hee-Min

phm5115@korea.kr

박경미

PARK, Kyung-Mi

parkkm@korea.kr

팀원
팀원
팀원

환경
사무관
환경
사무관

국토교

시설

통부

사무관

국토교

시설

통부

사무관

국토교

행정

통부

사무관

핸드폰

 주소 / 연락처
성명

기관

주소/연락처

오일영
1st Secretary
Environment attaché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Bonn
Office

Mittelstr. 43, 53175 Bonn, Germany
Ilyoung Oh ilyoungoh@googlemail.com
Tel +49(0) 228 943790

고정희

THIRDSPACE
environment &
landscape culture

Grunewaldstr. 15 / 10823 Berlin
0049 30 216 5915
0049 1578 7380864 (mobile)
Jeonghi.go@gmail.com

Van der Valk
Airporthotel
Düsseldorf
(판데어팔크 에어포트
호텔)

뒤셀도르프 숙소
8월 26일 ~ 28일 (2박)

Abion Spreebogen
Waterside Hotel
Berlin
(아비옹 슈프레보겐 워
터사이드호텔)

베를린 숙소
8월 28일 ~ 30일 (2박)

김경흡 사장

2016-12-13

베를린투어

http://www.airporthotelduesseldorf.de/de/
Am Hülserhof 57, 40472 Düsseldorf
0049 (0)211 200 63 0,
info@duesseldorf.valk.com

http://www.abion-hotel.de/de
Alt-Moabit 99 / 10559 Berlin
세미나실 담당자: Mrs. Rentzsch, Marina
0049 30 39920 - 793
m.rentzsch@abion-hotel.de
0049 (0)30 3640 0897 / 0049 (0)176 8416
8022
berlin-tou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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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 계획 대표단 독일 연수

프로그램

2013년 8월 27일 ~ 30일

 강사진
Mrs. Elisabeth Heitfeld (엘리자베트
하이트펠트)
NRW주 건설 · 도시 · 교통부 /
공간계획법무과 과장
Ministeriums für Bauen, Wohnen,
Stadtentwicklung und Verkehr NRW
Jürgenplatz 1, 40219 Düsseldorf
0049 0211/3843 5220
elisabeth.heitfeldagelgans@mbwsv.nrw.de

Prof. Dr. Stephan Heiland
(슈테판 하일란트 교수)
베를린 공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환경생태계획 전공
Technische Universität Berlin
FG Landschaftsplanung u.
Landschaftsentwicklung
Sekr. EB 5, Raum EB 235b
Straß e des 17. Juni 145,/10623 Berlin
0049 (0)30 / 314 - 79094
stefan.heiland@tu-berlin.de

Mr. Chrostoph Piel (크리스토프 필)
NRW주 건설 · 도시 · 교통부 /
공간계획법무과 사무관
0049 (0)211/3843 5213

Mrs. Charlotte Selter (샤를로테 젤터)
뒤셀도르프시 도시계획과 / 도시개발계획
및 도시재생과 팀장
Stadtplanungsamt Düsseldorf
61/2 Stadtentwicklung und
Stadterneuerung
Brinckmannstr. 5 / 40225 Düsseldorf
0049 (0)211/89 21076
charlotte.selter@duesseldorf.de

Mr. Nils Dolle (닐스 돌레)
뒤셀도르프시 도시계획과 / 도시개발계획
과 환경계획 연동제 담당 사무관
61/23 Stadterneuerung und
Umweltbelange in der Stadtplanung
0049 (0)211/89 21076
nils.dolle@duesseldorf.de

Mr. Manfred Goedecke (만프레드 괴테케)
베를린주 도시환경부
환경정보시스템/도시환경과 과장
환경지도 (Umweltatlas 제작 총괄)
Senatsverwaltung für Stadtentwicklung
und Umwelt Informationssystem Stadt
und Umwelt
III F 1: Fehrbelliner Platz 1/ 10707 Berlin
0049 (0)30-90139-5253
manfred.goedecke@senstadtum.berlin.de
Mr. Martin Janotta (마틴 야노타)
푸크만 야노타 엔지니어링 공동대표
환경생태계획 전문가
독일환경조경대상 수상자.
Fugmann Janotta GbR / Büro für
Landschaftsarchitektur und
Landschaftsentwicklung BDLA
Harald Fugmann und Martin Janotta
Belziger Straß e 25 / 10823 Berlin
0049(0)30.7001196-0
martin.janotta@fugmannjanotta.de

Mr. Andre Mueller (안드레 뮐러)
독일연방 건설 · 도시 · 교통연구원. 대외협
력부
BBSR - Das Bundesinstitut für Bau-,
Stadt- und Raumforschung
Deichmanns Aue 31-37 / 53179 Bonn
0049 (0)228 99401-2341
andre.mueller@bbr.bund.de
2016-12-13

Dr. Jeong-Hi Go (고정희)
환경생태계획/경관문화
THIRDSPACE environment & landscape
culture 대표
Grunewaldstr. 15 / 10823 Berlin
0049 (0)30 216 5915
Jeonghi.g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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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국토-환경 계획 대표단 독일 연수

 세부일정

2013년 8월 27일 ~ 30일

8월 26(월) ~ 27일(화)

일

요일

시간

내용

08.26

월

19:20

뒤셀도르프 공항 도착

20:00

숙소로 이동 (Van der Valk Airporthotel Düsseldorf)
(호텔 주변에 가까운 식당이 없으므로 석식은 기내나호텔레스토랑
Zizou 이용: 메인디시 약 15유로)
석식 및 휴식, 자유시간

08.27

화

08:30

호텔 출발
(베를린투어 김경흡 사장이 픽업. +49 176 8416 8022)

09:30

NRW주 건설·도시·교통부 도착

10:00

(Jürgenplatz 1. 40219 Düss. Zi. 173)
오리엔테이션 (써드스페이스 고정희 박사)

10:00

환영인사: 서기관: Gunther Adler (귄터 아들러)
공간계획법무과장 Elisabeth Heitfeld

10:30

10:30

(엘리자베트 하이트펠트)
강연 1: NRW주 공간계획 구조 행정시스템

12:00

강사 : Christoph Piel (크리스토프 필)

12:00

중식: NRW주 건설·도시·교통부 구내식당

13:30

뒤셀도르프시 도시계획국으로 이동

14:00-

강연 2: 통합도시계획 및 개발컨셉 뒤셀도르프 2020

15:00

강사: 도시계획국 Charlotte Selter (샤를로테 젤터)

15:00-

강연 3: 뒤셀도르프시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현황

16:00

강사: 도시계획국 Nils Dolle (닐스 돌레)

16:00-

현장답사: 주의사당-메디아하펜-라인우퍼 프로메나데 등 지난 십

18:00

여년 간 이루어진 라인강 유역 개발사업의 성과.

18:00-

석식.

19:00

추천1: 흑맥주집 “Brauerei Füchschen“. Ratinger Str. 28 - 40213
Düsseldorf. Tel.: 0211 - 13 74 70
(뒤셀도르프 전통 흑맥주 “Altbier” – 0.25리터 1.80 유로
식사 혹은 안주 가능. 전통 독일음식.)
추천2: 한식도 가능함. 뒤셀도르프 내에 한국식당 약 15개소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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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 계획 대표단 독일 연수

프로그램

2013년 8월 27일 ~ 30일

 이동경로와 답사대상지
A.

뒤셀도르프 국제공항

B.

Van der Valk Airport Hotel

C.

NRW주 건설·도시·교통부 (Jürgenplatz 1 / 40219 Düsseldorf)

D.

뒤셀도르프시 도시계획국 (Brinckmann 5 / 40225 Düsseldorf)

E.

NRW 주의회당 – 메디아항 신도시구간 - 라인강 입체공원 (터널 위에 조성된 녹지)

F.

흑맥주 식당 “Füchschen(꼬마여우)”

메디아항신도시
2016-12-13

입체공원

의사당
6

프로그램

국토-환경 계획 대표단 독일 연수

 세부일정
일

요일

08.28

수

2013년 8월 27일 ~ 30일

8월28일(수): 본 - 베를린
시간

내용

08:30

호텔 출발

09:30

독일연방 건설 · 도시 · 교통연구원 도착
(BBSR - Das Bundesinstitut für Bau-, Stadt- und Raumforschung

10:00

강연 4: 독일연방차원의 공간계획 및 환경계획시스템과 연구원

12:00

의 과제
강사 : Mr. Andre Mueller (안드레 뮐러)

12:00 –

중식: Post Tower Restaurant

13:30
13:30

Post Tower와 라인강변저류지공원에 대한 소개
고정희

14:00-

현장답사:

15:00

본의 랜드마크 친환경고층빌딩 Post Tower와
라인강변저류지공원 답사
Charles-de-Gaulle-Str. 20 / 53113 Bonn
가이드: Mr. Knepper (크네퍼)
0049 (0)228 182-0

15:00-

베를린으로 이동

21:00

(휴게소에서 석식)

21:00

호텔 도착

저녁 프로그램 추천 :
• 강변로 산책. 정부종합청사/수상청 등 야경 감상.
• 호텔 바로 옆에 바이엘 풍의 호프집.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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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 계획 대표단 독일 연수

프로그램

2013년 8월 27일 ~ 30일

 이동경로와 답사대상지
A.

Van der Valk Airport Hotel

B.

독일연방 건설 · 도시 · 교통연구원. 대외협력부

C.

포스트 타워 / 라인강변 저류지 공원 (Rheinaupark)

D.

베를린 아비온 호텔

저류지공원
2016-12-13

포스트타워
8

프로그램

국토-환경 계획 대표단 독일 연수

2013년 8월 27일 ~ 30일

 세부일정 8월29일(목) - 호텔 8층 세미나실 <Bellevue>
일

요일

08.29

화

시간

내용

09:00

명예교장 슈테판 하일란트 교수 환영인사

10:30

강연 5: 독일 환경생태계획의 구조와 역할. 전략적 접근법
강사: Prof. Stepahn Heilnad
슈테판 하일란트 교수 (베를린 공대)

10:45

강연 6:

12:00

“베를린의 환경정보시스템 (Umweltatlas) 구조와 역사. 현황. 응
용분야와 관리”
강사: Manfred Goedecke

12:00-

중식: 호텔 식당

14:00
14:0016:00

강연 7:
프로젝트 사례로 본 베를린의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 전략.
강사: Martin Janotta (마틴 야노타)
푸크만 야노타 엔지니어링

16:00-

현장답사:

18:00

노르트반호프 (Nordbahnhof) 공원
환경침해보상책으로 조성된 공원으로 2013년 환경조경대상 수
상작. 통일 후 환경생태계획이 도시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작용
하여 얻은 첫 성과물.

18:00-

석식 및 자유시간:
추천: 한식 예약가능
포츠다머 플라츠 + Urban Rainwater 시스템 등 관람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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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국토-환경 계획 대표단 독일 연수

2013년 8월 27일 ~ 30일

 세부일정 8월30일(금) 베를린 도시 발전사의 자취를 따라서
일

요일

08.29

화

시간

내용

09:00

호텔 체크아웃.

10:00

로비에서 간단한 미팅.
강연 5: 독일 환경생태계획의 구조와 역할. 전략적 접근법
강사: Prof. Stepahn Heilnad
슈테판 하일란트 교수 (베를린 공대)

10:20-

호텔앞 선착장에서 유람선 승선, 니콜라이 피어텔까지.

10:45
10:45

답사: 베를린 도시개발사 1

12:00

출발점: 니콜라이쿼터 (구도심) - Unter den Linden (기념품 구입
가능) – 파리광장-브란덴부르크 문 – 티어가르텐 – 국회의사당 –
수상청 – 한자피어텔 (Hansaviertel) – 샤를로텐부르크 성

12:00-

중식: 미정

13:00
13:0014:00

답사: 베를린 도시개발사 2
지멘스 단지 (Siemensstadt) - 아이히캄프 단지 (Eichkamp) 수상도시 오버하펠 (Wasserstadt Ober-Havel)
베를린 테겔 공항 (TXL)

2016-12-13

15:00-

테겔공항 도착

16:00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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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 계획 대표단 독일 연수

프로그램

2013년 8월 27일 ~ 30일

 이동경로와 답사대상지 – 베를린 1
A.

니콜라이 피어텔 Nikolaiviertel

B.

박물관섬 Museumsinsel

C.

파리광장-브란덴부르크문 Pariser Platz / Brandenburger Tor

D.

국회의사당 Reichstag

E.

수상청 Bundeskanzleramt

F.

대통령관저 Schloss Bellevue

G.

한자피어텔 Hansaviertel

H.

샤를로텐부르크성 Schloss Charlottenburg)

I.

베를린 아비온 호텔

소니센터
2016-12-13

정부청사
11

국토-환경 계획 대표단 독일 연수

프로그램

2013년 8월 27일 ~ 30일

 이동경로와 답사대상지 – 베를린 II
A.

샤를로텐부르크 성 (Schloss Charlottenburg)

B.

지멘스 단지 (Siemensstadt)

C.

아이히캄프 단지 (Eichkamp)

D.

수상도시 오버하펠 (Wasserstadt Ober-Havel)

E.

베를린 테겔 공항 (TXL)

지멘스 단지

2016-12-13

수상도시 오버하펠

12

국토-환경 계획 대표단 독일 연수

답사지 설명

2013년 8월 27일 ~ 30일

 답사지 설명
날짜
27일
(화)

장소

키워드

뒤셀도르프:
• 주의사당

• 도시재생

• 메디아항 신도시 지구
• 라인강변산책로 (입체공원)
28일
(수)

29일
(목)
30일
(금)

2016-12-13

본:
• 라인강변 저류지 공원

• 환경보호를 위한 공
원녹지의 역할

• Post Tower

• 친환경고층빌딩

베를린:
• 노르트반호프

• 환경생태계획/침해
보상책

베를린:

• 도시개발사

• 니콜라이 피어텔 Nikolaiviertel

• 중세

• 박물관섬 Museumsinsel

• 고전주의

• 파리광장-브란덴부르크문 Pariser Platz
/ Brandenburger Tor

• 18세기

• 신정부청사구간

• 21세기

• 한자피어텔 Hansaviertel

• 1957 건축박람회

• 샤를로텐부르크성 Schloss
Charlottenburg)

• 바로크

• 지멘스단지

• 산업혁명/공단

• 아이히캄프

• 1920/ 바우하우스

• 수상도시 오버하펠

• 생태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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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지 설명

국토-환경 계획 대표단 독일 연수

2013년 8월 27일 ~ 30일

뒤셀도르프-메디아항 신도시 구간

1

NRW Landtag 주의사당

12

Mediacenter

23

Casa Stupenda. Renzo
Piano House

2

Portobello (주상복합)

13

메디아 플라자

24

Kai 13

3

Stadttor 성문

14

House of architects

25

Media-Tower

4

Rheinturm 라인타워 (방송
탑)

15

Grand Bateau (큰 배)

26

고층빌딩 싸인

5

WDR 방송국

16

Hammer Str. 19

27

Media Harbour Hotel

6

프랑크 게리하우스 (메디아
센터)

17

멀티플랙스 UCI

28

Dock 13

7

Kaicenter 오피스빌딩

18

Port Event Center (PEC)
Düsseldorf Office Center

29

교량

8

Kaistr. 16,16a,18

19

Maki-Solitaire,
Alter
Mälzer, Colorium (오피스
빌딩)

30

House of Wind

9

Kaistr. 4,4a,6

20

Speditionsstr. 17

31

쌍둥이건물 왕자와 공
주

10

Kaistr. 3

21

Shipping Agency

11

Kaistr. 5

22

Capricorn-H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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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지 설명

2013년 8월 27일 ~ 30일

• 메디아항 신도시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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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 계획 대표단 독일 연수

답사지 설명

2013년 8월 27일 ~ 30일

• 본 저류지 공원

본 저류지 공원 전경

도시

Bonn /NRW

공원면적

우안: 35ha, 좌안: 125ha (저류지 기능)

위치/입지조건

라인강변의 농지 혹은 나대지로 이용되었던 땅.

이 곳에 1960년대부터 행정중심구역, 미외교관 주거단지 등이 건립되면서 도
심이 형성됨.
정원박람회

도시개발로 인해 라인강의 휴양지 기능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여 1979년 연방
정원박람회 개최. 남은 땅을 구제함. 20세기 초에 조성된 그로나우 시민공원이
핵심을 이룸.

Landscapearchitect
공원 유형

Gottfried Hansjacob
Landscape Park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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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지 설명

2013년 8월 27일 ~ 30일

• 본 저류지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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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 계획 대표단 독일 연수

답사지 설명

2013년 8월 27일 ~ 30일

조성컨셉/

• 본시 라인강 유역은 미세한 경사를 이루는 넓은 저지대가 펼쳐지고 있었

구성요소

음. 일부는 도시화되었고 도로건설로 인해 단절된 경관의 연속성을 되살리
기 위해 물결치는 듯한 지형을 만들어 냄. 총 225만 m3의 토공량
• 이로써 경관에 깊이를 주고 인접한 도심과의 거리감을 느끼게 함.
• 공원의 바탕이 된 것은 20세기 초에 이 곳에 조성된 시민공원과 이에 속
한 비어가르텐 (독일의 전통적인 야외 맥주집), 로마시대로부터 유래한 요
새, 오래 된 린덴나무 등.
• 총 45km의 산책로와 자전거 길 조성, 그 중 6km 강변산책로
• 공원 중앙의 호수가 구심점을 이룸. 수면: 15ha. 1300미터 x 150미터 (가
장 넑은 곳). 가장 깊은 곳: 3미터

• 교목 1000 그루, 관목 180,000 주가 식재 됨.

주요 Contents

• 노천극장/휴게소/그릴장/레스토랑/매점
• 일본정원
• 테마정원 (맹인정원, 장미원 등)
• 운동시설 (Boules 장, Play Street, 야구장, 미니골프장, 스테이드보드장)
• 조형물/시설물 (열주, 스푼숲, 로마묘지행렬, 토템, 해시계 등)

2008년에 개최된 “Naturathlon “ 구간, 총 1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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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지 설명

2013년 8월 27일 ~ 30일

• 본 Post Tower

프 로 젝
트

Post Tower (2000-2002)
107.500 m². 2000명

도시/주

본/NRW

건축주

독일연방우체통신국

건축가

Murphy & Jahn

컨셉

이차대전 후 1990년 까지 행정수도였던
본은 라인강변에 유엔건물을 위시하여
정부청사구간이 형성되었음. 수도이전
후 재정비 필요.
전국에 흩어져 있던 우체통신국지사들
을 모아 한 곳에 집중하려는 의도에서
구정부청사구간에 본사 신축 계획
국제현상공모의 결과로 Murphy와 Jahn
의 작품 당선되었으나 고층건물건설에
대한 찬반양론 대립
토지이용율을 줄이고 퍼센트 유리 건물
의 더블스킨 에너지절약 컨셉이 호의적
인 반응을 얻어냄.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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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지 설명

국토-환경 계획 대표단 독일 연수

2013년 8월 27일 ~ 30일

 베를린
20세기말~ 21세기: 포츠다머 플라츠 / 소니센터

소니구역

멘젤스존파크

다이뮬러구역
르네트라이엥글

파크 콜로나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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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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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지 설명

2013년 8월 27일 ~ 30일

포츠다머 플라츠

다이뮬러 크라이슬러 센터– 빗물연못

소니센터

다이뮬러
크라이슬
러 센터

파크 콜로
나덴

르네
트라이엥
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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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건축: Renzo Piano
1994/1998
2억 유로
우수재활용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시도한
시범사례. 아틀리에 드라이자이텔 설계
상업, 주거, 호텔
68.000 m² / 365.665 m²

•
•
•
•
•

건축: Giorgio Grassi
1995/2000
16.400 m² / 74.000 m²
상업/주거
2천만 유로

•

건축: Hilmer und Sattler Albers
Modersohn/Freiesleben Chipperfield
24.600 m² / 128.440 m²
주거/오피스/호텔
6억 천삼백만 유로

•
•
•
•

멘델스존
파크

심볼

•
•
•

Büro Hilmer und Sattler,
Reichel + Stauth,
Schweger und Partner
13.000 m² / 68.000 m²
2억2천만 유로
공사시작 미정

소니타워와 소니광장

멘델스존파크
파크콜로나데 중앙의 틸라 드
뤼에 파크 – 지형조작을 통해
조성된 잔디조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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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지 설명

2013년 8월 27일 ~ 30일

 학살된 유대인 추모광장 (Memorial to the Murdered Jews of Europe)

프로젝트

학살된 유대인 추모광장

도시/주

베를린

개요

•
•
•
•
•
•

1999 국회에서 유대인 학살을 추모하는 조형물 세울 것을 결정
국제현상-피터 아이젠만 작품 당선
2005 준공
19,000m2
2711개의 콘크리트 블록을 격자형으로 배치. 지하에 전시실 조성
추모의 ‘일상화 ‘ 추구

2711개의 콘크리트 블록이 모여 추모광장을
이룸.

지하 전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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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지 설명

2013년 8월 27일 ~ 30일

• 신정부청사지구

“Band of Federation”

의회 및 정부청사 단지 마스터플랜 1993 현상당선작
Axel Schultes/Charlotte Frank

수도베를린

독일 통일 후 1991년 수도를 본에서 베를
린으로 이전할 것이 결정 됨.
이와 더불어 슈프레강의 섬을 의회와 정
부청사지구로 개발할 것을 지정하고 “수
도 베를린 프로젝트”를 발족시킴. 이 지구
는 구 동베를린에 속했던 곳이었으므로
집중적인 재정비가 시급했음.

프로젝트

•

신축한 중앙역

공무원주택
“Bundesschlange”

수도베를린핵심지구를 여러 개의 소구역
으로 나누어 각각 국제 현상공모 실시.

추진경위
•

국회의사당 리노베이션 및 돔 신축-1999
년 오픈

•

수상관저 신축 2001년 오픈

•

그 외 공무원 주택을 위시하여 다수의 정
부건물 신축

•

중앙역을 정부청사지구로 이전 2006년
오픈

•

독일수상정원

•

Platz der Republik 등 녹지완성
슈프레보겐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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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지 설명

2013년 8월 27일 ~ 30일

신정부청사지구

Band of Federation
“Band of
Federation”

수상청

반원을 그리는 슈프레강의 동서를 건물과
광장이 일자의 긴 띠 모양으로 서로 연결
되어 “연방의 축”을 이룸.
수상관저에서 의원하우스까지 한 축으로
연결되고 이 축 양쪽에 각각 4열의 가로
수로 심어 정부청사지구의 틀을 설정하고
있다.

강가에 위치한 수상청 정면과
측면.

현대건축의 백미라 불리는 독일 수상관저
는 통일 후 건축전시장이 되다시피한 베
를린 중심가의 새로운 건축예술 중 단연
돋보이는 마스터피스이다. Axel Schultes
와 Charlotte Frank의 공동작.
연방축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강을 향해

건축가는 다르지만 같은 양식
을 통일 시킨 의원하우스. 전면
의 D라는 문자는 예술이벤트의
일환으로 쓰여진 데모크라티의
이니셜.

열린 구조로 설계된 독특한 건축. 높은 계
의원하우스

단이 민주주의를 발명한 아테네의 계단을
연상케한다.

민주주의를 건축으로 형상화하는데 성공
한 작품
1884년 조성, 독일제국시절 의회가 열리
국회의사당

던 유서깊은 곳. 통일 후 전쟁으로 파괴된

국회의사당과 Platz der Republic

지붕 (돔)을 보수. 돔은 영국건축가 노먼
포스터의 역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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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2013년 8월 27일 ~ 30일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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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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