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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장목적
Ÿ

수탁과제인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스마트 통합운영시스템 설계 용역(2차)]의
일환으로 파리, 베를린, 런던을 방문하여 각 도시를 대표하는 복합환승센터의 운영체계,
지상 및 지하공간 활용, 복합환승센터 내 상업시설의 공공성 확보 방안 등에 관련된
사항을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함

2. 라데팡스 복합환승센터
1) 개발 주요 내용
Ÿ

라데팡스 전체 부지면적은 약 750,000㎡이며 신규 철도노선과 고속철도 TGV역 신설을
통해 국제비즈니스의 거점을 확보하고 업무·상업지구에서 주택·공원지구로 개발진행
- 연계교통수단 : 고속철도(TGV), 교외철도(RER), 도시철도(Metro), 고속버스(BUS)

Ÿ

업무·상업지구(160만㎡)
- 퓨또(Puteaux)~쿠브브와(Courbevoie)~CNIT까지 증가하는 기업들의 수요에 대응

Ÿ

주택·공원지구(590만㎡)
- 주거지역은 공원 남쪽의 피카소 에비뉴, 퐁트넬지구에 밀집하고 있으며 약 2만
2천명의 주민과 상업시설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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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데팡스 및 복합환승센터 현황

2) 인공지반 및 오픈스페이스
Ÿ

인공지반을 설치하여 일반도로, 고속도로, 지하철 등은 지하(1층부)로 배치해 도심의
교통 혼잡이 거의 없음

Ÿ

1층부는 도로, 철도, 주차장 등 교통 동선 배치

Ÿ

2층부는 보행전용공간으로 활용하여 넓은 오픈스페이스와 보행자들의 안전성 확보

Ÿ

삭막한 고층건물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에서 탈피하기 위해 입주 기업들의 기부금,
문화부 예산으로 유명한 조각가들의 근대 작품과 음악분수 등을 오픈스페이스 곳
곳에 설치하여 거대한 야외 조각 전시장으로 조성

라데팡스의 인공지반 및 오픈스페이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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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럼 데 알 (Forum des Halles)
3.1. 일반현황 및 개요
Ÿ

위치 : Allée Jules Supervielle, 75001 Paris

Ÿ

개장연도 : 2016년 4월 5일

Ÿ

포럼 데 알은 1971년까지 이곳을 중심으로 열렸던 파리 중앙 노천시장자리에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해 시장이 있던 지상공간은 공원화를 하고 지하공간의 재구성을 통해
지상1층, 지하4층 규모(총 면적 70,000㎡)의 쇼핑센터로 조성

Ÿ

지하철 5개 노선(1,4,7,11,14호선), REF(교외철도) 3개노선(A,B,D선)의 환승역과 연계
- 지하1층 : 오디토리움 / 지하2층 : 상업시설, 체육관, 해양센터, 지하 자동차도로
- 지하3층 : 철도역, 상업·문화시설, 주차장 / 지하4층 : 철도역

Ÿ

우산 모양의 캐노피 구조와 선큰광장(1,000㎡)을 통해 지하4층까지 자연 채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하공간을 설계

Ÿ

현재 파리를 대표하는 대형 종합 쇼핑센터로 지상에는 공원, 조각상, 분수대 등을 두어
시민들의 휴식 및 여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조성되어 있으며, 쇼핑센터에는
125개의 패션, 영화관, 공연장, 병원, 박물관 등의 다양한 콘텐츠 시설이 배치
- 슈퍼마켓 및 식품 : 3점포, 패션 : 71점포, 신발 : 12점포, 미용 및 건강 : 20점포
- 문화 및 멀티미디어 : 11점포, 서점, 기프티숍 : 4점포, 게임 : 4점포, 서비스 : 2점포
- 스포츠 패션 및 장비 : 6점포, 약국 : 1점포, 의료센터 및 병원 : 4점포, 홈 인테리어 : 7점포

Ÿ

쇼핑몰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당일 영수증 제시 시 무료
주차는 3시간 지원하고 모든 휴식 공간에서 핸드폰 또는 카메라 등의 장비를 충전할
수 있는 전기 및 USB포켓 존이 조성

포럼 데 알 시설 현황

- 3 -

4. 베를린 중앙역 복합환승센터
4.1. 일반현황
Ÿ

베를린 중앙역은 1989년 독일 통일 후 독일의 재건작업의 일환이자 제18회 2006년
FIFA 월드컵 개최에 맞추어 지하3층, 지상5층 규모(연면적 70,000㎡)의 복합역사를 조성

Ÿ

역사는 동서/남북방향 철도가 서로 다른 높이에서 교차하도록 하여 교차지점에 역을
건설하였는데 지상3층에는 Deutsches Banhn(독일 철도 도이체반/ 드레스덴, 뮌헨
등 장거리 지역 운행)261편, S-Bahn(에스반/ 베를린 대도시권 운행)620편,
지하2층에는 U-Bahn(우반/ 지역지하철) 326편, 노면전차가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환승시스템을 갖춘 철도역으로 하루 평균 약 30만 명의 이용객이 방문하는 1등급 역

Ÿ

5층 규모의 중앙역과 양 측으로 12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조성되어 있고 역사 앞광장의
지하에는 860대의 지하주차장 및 택시 승하차장 90면이 배치되어 환승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

Ÿ

지하1층~지상2층에는 인포메이션, 음식점, 기념품 숍 등 80여개의 상업시설이 조성

Ÿ

베를린 중앙역의 소유는 독일 철도청의 100% 소유 자회사인 DB Netz AG(독일
철도 시스템의 대부분을 소유·운영)이며, DB Station & Service에서 관리

베를린 중앙역 승강장 및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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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베를린 몰
5.1. 일반현황
Ÿ

위치 : Leipziger Platz 12, 10117 Berlin

Ÿ

설립 : 2014년

Ÿ

규모 : 연면적 약 210,000㎡

Ÿ

시설구성 : 상업, 문화, 업무, 숙박시설

Ÿ

주택가였던 라이프게이저 플라츠 지역은 베르트하임 백화점 조성에 이어 베를린에서
가장 빠르게 번화한 비즈니스 및 상업 중심가가 되었으며 미떼지구에 위치한 베를린
몰은 포츠담 광장과 함께 베를린 내 패션 & 라이프스타일 중심지로 자리매김함

5.2. 베를린 몰의 공간구성
Ÿ

베를린 최대 규모의 쇼핑센터인 베를린 몰에는 약 320여개의 브랜드 매장들이 입점

Ÿ

단순히 쇼핑하는 공간으로만 조성된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즐길 수 미끄럼틀,
크리스마스 장식, 캐릭터 등의 오락요소들이 공간에 배치되어 있음

Ÿ

베를린 몰의 야외 공간에서는 헌혈 캠페인, 공연, 패션쇼, 크리스마스 마켓 등 다양
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이용자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제공하는 중심공간으로 역할 수행

베를린몰의 내부 콘텐츠 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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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포츠담 광장
6.1. 일반현황
Ÿ

19세기 후반 포츠담 광장 앞으로 도심을 잇는 철도 및 도로들의 교차점이 되면서
주변지역에 백화점, 호텔, 레스토랑, 카페 등이 들어서면서 발전하였으며 세계대전
전까지 교류의 중심지 역할 담당

Ÿ

세계대전 당시 몇 차례의 폭격으로 광장일대가 파괴되었고 이후 1953년 대규모
노동자 시위,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면서 포츠담광장 일대 지역은 대부분
방치되었음

Ÿ

서독과 동독의 통일 후 1990년대부터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지역 재개발에 참여
하면서 독일철도회사DB, 소니유럽본사, 다임러 크라이슬러(자동차) 등의 많은 회
사들의 본사가 위치하게 되고 호텔, 콘서트홀, 영화관, 백화점, 주립도서관 등 비
즈니스·상업·문화·복합지구로 조성되었음

포츠담 광장 일대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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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포츠담 광장 일대 주요 시설
1) 소니센터
Ÿ

2000년 6월에 개장한 소니센터는 7개 건물에 소니 유럽본사와 소니 독일지사를 중
심으로 영화관 씨네스타 키노, 소니 픽처스 독일지사, 독일 철도회사, 영화배급회사,
제약회사 사노피아벤티스 등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음

Ÿ

국제회의를 위한 컨퍼런스 센터, 호텔 외에 상업·엔터테인먼트·레스토랑·업무시설이
함께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건축면적 26,000㎡)

Ÿ

7개 건물이 모여있는 소니센터의 외부공간에는 2006년 독일 월드컵, 영화제 등 다
양한 행사기간 동안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축구경기, 영화를 즐길 수 있
도록 공간 활용

소니센터 현황

2) 콜 호프 타워(Kollhoff Tower)
Ÿ

위치 : Potsdamer Platz 1 10785 Berlin

Ÿ

포츠담광장 일대의 하이라인을 형성하는 고층 빌딩 중 하나인 Kollhoff Tower는
지상 25층(업무공간 31,700㎡, 층당 임대공간 2,353㎡)의 비즈니스 업무시설로 조성

Ÿ

24층, 25층에는 360도로 베를린의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파노라마풍크트가
위치하고 있으며 시내 전망 뿐만 아니라, 포츠담 광장의 역사 및 개발과정에 대한
야외 전시관이 조성
- 전망대 운영시간 : 월요일 ~ 일요일 10:00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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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크랜드
7.1. 일반현황
Ÿ

위치 : 영국 런던도심 동측 8㎞(템즈강변)

Ÿ

규모 : 2,200㏊

Ÿ

1880년부터 1960년대까지 유럽의 가장 번성한 상업항구였던 도크랜드는 시설의
노후화 및 수송형태 변화 등으로 도크들이 폐쇄되었고 약 20여년간 방치되었음

Ÿ

1981년 런던 동부 템즈 강변에 위치한 도크랜드 항구의 쇠퇴로 재개발이 추진되
었으며, 영국정부에서 LDDC(London Dockland Development Corporation)를
설립하고 비즈니스·쇼핑 중심의 도심 및 세계적 금융도시를 목표로 개발됨

Ÿ

Surrey Docks, Wapping, Isles of Docks, Royal Docks 4개 구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 진행

Ÿ

런던 도심에서 동쪽에 위치한 도크랜드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크랜드
경전철(DLR, Docklands Light Railway) 및 수운서비스, 케이블카, 시티공항 신설,
지하철, 연장 건설 진행

7.2. 카나리워프 주요 내용
1) 카나리워프
Ÿ

1980년대에는 금융업 중심으로 성장하던 시티 오브 런던 지역의 수많은 금융기업들이
더 넓은 사업장이 필요하던 시기에 스카이라인 변경에 대한 극심한 반대와 비싼
런던시내의 토지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었음

Ÿ

기업들은 핵심 업무를 제외한 사무, IT같은 지원부서들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경제비즈니스구역인 카나리워프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고 이후 신문사, 출판사,
인쇄업체들도 도크랜드의 신개발 지구로 옮기게 되었음

Ÿ

카나리워프는 도크랜드에 위치한 신도시로 초고층 건물이 위치해 있으며 세계적인 금융사
HSBC, 모건스텐리, 씨티그룹 유럽본부, 리먼브러더스 등 런던 금융 중심지 역할 수행

Ÿ

29개소 기업 오피스, 2개소 호텔, 12,500석 규모 회의장으로 전용이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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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리워프 현황

2) 카나리워프역 복합환승센터
Ÿ

카나리워프역은 런던시청을 설계한 노먼 포스터가 디자인한 역사로 아치형 출입구
를 통해 지하공간까지 자연채광이 유입되어 쾌적한 공간을 이용자들에게 제공

Ÿ

카나리워프의 오피스 빌딩들은 지하 상업·쇼핑시설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카
나리워프역의 지하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카나리워프역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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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트랫포드역 복합환승센터

8.1 일반현황
Ÿ

스트랫포드역은 런던 올림픽공원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전철 빅토리아 노선에
새롭게 신설한 환승센터로 역사 전면부에 버스터미널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환승거
리를 최소화한 복합환승센터

Ÿ

스트랫포드역은 Network Rail사에서 소유, National Express사가 열차 운영 및
역사를 임대하여 사용 중이고 연계교통수단으로는 도크랜드 경전철, 런던 지하철
주빌리선, 센트럴선이 지나가는 역사임

Ÿ

주변 시설
- 2012년 런던올림픽 개최를 위해 사용되었던 런던 스타디움(London Stadium),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수영장(London Aquatics Centre) 등 위치
- Westfield, Marks &Spencer STRATFORD CITY LONDON 등의 상업시설 밀집

스트랫포드역 외부 및 주변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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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런던 The O2 아레나

9.1 일반현황
Ÿ

The O2 아레나는 1999년에 템즈강 강변 낙후지역의 재개발을 목적으로 진행되
었던 런던아이, 밀레니엄 브리지, 밀레니엄 돔 등의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일환으
로 다목적 전시장·공연장으로 조성

Ÿ

준공 후 새천년을 기념하는 박람회가 열렸던 The O2 아레나는 시설활용에 대한
목표 부재, 콘텐츠 부족, 공공성 부족 등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게 되자
개발사를 선정하여 개발 후 다목적 실내경기장, 전시, 공연·극장, 식당,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하여 2007년에 재개장함

Ÿ

2012년 올림픽의 실내경기장, NBA 글로벌 게임, 2013년 유럽 최대 컨트리 음악
축제, 2018년 방탄소년단 공연 등이 개최되면서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 시설
로 전환

The O2 아레나 내·외부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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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킹스크로스역 복합환승센터

Service & Facilities

Food, Drink, Shopping

킹스크로스역 배치도

10.1 일반현황
Ÿ

1852년에 설립된 킹스크로스역은 영국 북부의 주요 산업도시와 런던을 연결하는
물류 거점 역할 담당

Ÿ

킹스크로스역은 세인트 판크라스역과 함께 런던 도심, 유럽 주요도시들을 연결하
는 유로스타의 런던 종착역으로 6개의 지하철 노선, 2개의 국철, 4개의 공항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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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보유
Ÿ

킹스크로스역사 내에는 소설, 영화로 유명한 해리포터의 촬영장소인 9와 4분의 3
승강장과 해리포터숍이 조성되어 있으며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하여
기념사진을 찍고 관련 굿즈들을 사려는 관광객들로 인기장소
- 노후된 킹스크로스역사는 2012년 런던 올림픽으로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관람
객들이 해리포터 촬영지와 기념품숍에 방문할 것으로 대비해서 중앙대합실과 승강
장을 리모델링함

킹스크로스역 및 세인트판크라스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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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1.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공간의 역할
Ÿ

유럽은 세계2차대전 이후 폐허가 된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라데팡스, 도크랜드
는 각 도심에서 8~10㎞ 떨어진 지역에 MICE, 국제금융, 언론사, 연구, 상업 및
주거시설 등이 집적되는 신도시개발을 추진함

Ÿ

베를린 중앙역 일대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에 광역·지역교통의 환승 시스템
을 한 곳에 통합하고 중앙역 상부 및 인접 부지에 국제업무복합지구를 조성하여
과학기술, 혁신기술기반 연구 클러스터와 창의산업 기반 지식서비스업, 국제회의,
숙박, 문화예술 시설을 집결한 성장거점 공간으로 역할

Ÿ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입지하여 근로자, 시민,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컨벤션 시설, 호텔, 레스토랑, 쇼핑센터들이 밀집되어 주최자와 참가자의 이동이
적어 효율적인 컨벤션 운영을 할 수 있음

2. 교통 인프라 확충
Ÿ

파리 라데팡스 복합환승센터, 베를린 중앙역, 런던 킹스크로스역은 유럽 내 글로벌
업무 네트워크의 허브지역으로 유럽 전역으로 연결되는 복합 교통체계를 보유하고
있고 방문객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쉽고 편리하게 타지역으로의 이동이 가능함

Ÿ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이동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전철, 수로, 항공로, 철도
를 신설하고 기존 지하철, 버스 노선 연계하여 교통 인프라 확충 및 복합교통환승
체계 구축

Ÿ

라데팡스는 인공데크를 두어 지상·지하공간을 보차분리를 통해 상부공간은 광장,
공원으로 조성, 하부공간에는 도로·철도를 운영하여 공간활용의 극대화 및 방문
객·지역주민들에게 교통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선진적인 도시설계 모델을 제시

Ÿ

베를린 중앙역은 역사를 중심으로 광역·지역 교통의 환승시스템과 지원 기능을 수
직적 입체 교통망으로 통합하고 기존 인프라에 스마트 기능을 접목한 플랫폼 기
술을 적용하여 도시운영의 효율화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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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 및 콘텐츠 계획
Ÿ

라데팡스, 레알지구 포럼 데알, 도크랜드 일대의 시설 콘텐츠는 최신 상업시설로
공간에 트렌드를 반영하고 다수의 대형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의 테넌트요소의
도입으로 집객력을 강화시켜 근로자, 시민, 관광객 모두에게 매력적인 콘텐츠 제공

Ÿ

레알지구 포럼 데 알, 카나리워프역의 지상부에는 캐노피와 지하공간의 재구성,
높은 층고를 활용한 선큰광장을 통해 단순히 어두운 지하공간이 아닌 자연채광이
공간 안에 스며들어 지상의 자연을 지하에서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

Ÿ

광장 등의 야외공간에는 기업 홍보, 각 나라의 문화요소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공
연, 영화제, 축제 등의 이벤트를 시민, 관광객들에게 제공

자료제공 및 문의처
도시공간연구실 양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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