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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ilestredet Park 및 주요 관광지
1.1 Pilestredet Park

◎ 방문 개요
-일

시 : 2013년 8월 26일(월)

- 방 문 지 : 노르웨이 오슬로시
- 조사활동 : STATSBYGG사 방문, 관계자 면담 및 주변 지역 시찰

◎ Statsbygg사 개요
- Statsbygg사는 노르웨이 정부의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중앙 부분을 관리하는 노
르웨이 정부 기관임
- 포트폴리오는 사무실 건물, 문화 유산, 캠퍼스, 운영 시설 및 기타 건물을 포함
함(※ 철도, 군사 및 의료 시설 등 공공 부동산의 일부는 다른 기관에 의해 관
리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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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sbygg사 건립은 1816년 킹 찰스 II세가 크리스티 주변의 왕실 건물을 관리
하는 컨설턴트로 기독교 Ancher렛트를 임명한 것이 시초가 됨
- Statsbygg사는 1886년 Riksarkitekten라고 불리다가 나중에 변경된 Statens
bygnignsinspektorat(스테이트 빌딩 검사관) 법에 의해 만들어짐
- 1959년 Statens bygge-ogeiendomsdirektorat으로 불리다가 Statsbygg로 1993
년 개편됨
- Statsbygg사 주요 업무는 건설, 부동산 관리, 부동산 개발, 구매 및 판매, 컨설
팅임
- Statsbygg사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는 노르웨이 도처에 매년 약 160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있으며, 프로젝트의 크기, 유형, 추세는 각각 다름
- Statsbygg사는 노르웨이 및 전 세계에 걸쳐 600부동산 단지에 2,350여개의 건
물을 관리하는 거대 기업임
•해외 건물에 있어서는 남쪽의 남극 대륙에서부터 북쪽의 북극과 동쪽에 베이
징에서부터 서쪽 샌프란시스코에 걸쳐 173개를 관리하고 있음

전 세계 Statsbygg사가 관리하는 부동산 현황

◎ Pilestredet Park 개요
- Pilestredet Park는 Oslo시의 중심부 쇼핑거리인 Karl Johans gate, the Bislett
Stadium 및 왕궁과의 도보거리 내에 입지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속가능한 도

JEJU DEVELOPMENT FORUM

67

해외리포트

시개발(sustainable urban development)의 대표적 사례임(※ Statsbygg사가
기본 방향의 설정을 비롯하여 초기 단계부터 설계 및 건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획에 관여함)
- 이 지구에는 약 1,430개의 주택, 사무실, 상업용 건물, 교육시설 등이 있으며,
이중 Oslo의 유서 깊은 Ricks 병원은 개량(remodeling)되어 현재는 아파트형
호텔로 이용되고 있음
- 초기 Ricks 병원은 주변 지역이 주거 단지로서 응급 차량의 운행이나 응급 헬
기 등의 소음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병원을 확대함에 있어서도 곤란한
상황이었음
- 이에 병원 자체를 이전하는 방향으로의 설정 후 Ricks 병원의 활용 방안에 대
해서 고민을 하게 됨
- 활용방안에 대한 방향 설정에 있어서 Ricks 병원 주변이 주거지역이었고 이에
따라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설정
- 주거단지로 재조성함에 있어 기본 모티브는 친환경적인 즉, 지속가능한 도시
로 개발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함
- Pilestredet Park 조성에 있어서 병원이전 계획이 수립된 후 1998년 생태주거
단지 조성 계획이 승인되었고, 2000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03년부터 주민
이 입주를 함
- Pilestredet Park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이면서 지속가
능한 도시 개발의 사례로 제시되고 있으며,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음

Pilestredet Park 위치 및 주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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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estredet Park 전경

◎ Pilestredet Park 계획 및 개발원칙
- Pilestredet Park 조성(새로운 주거 지역 조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있어
서 협동과 책임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었으며, 아래의 요소에 대한 개념을 도입
하여 원칙을 설정함
- 도시 정황
- 사회기반시설
- 새로운 주거 지역 조성시 친환경적 철거
- 자원의 재사용 및 재활용
- 인간의 건강과 휴양을 고려한 도시-생태 야외 시설
- 환경을 고려한 녹색 건물
- 환경적 사고를 겸비한 물질의 사용
- 에너지 효율
- 건물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자원으로 재활용 가능 범위에서 최대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폐기물 관리는 발생지에서의 분류를 원칙으로 함
- 주택 당(residential unit) 최소 3대의 자전거 정류장(parking places) 설치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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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으로 함
- 전기는 원칙적으로 난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 이러한 원칙을 설정함으로써 새로운 주거 지역 조성시 실제적으로 규제가 가
능하도록 유도함
◎ Pilestredet Park 조성 과정(plan-illustration)
- Pilestredet Park 이전에는 원래 병원이었으며, 이 병원을 다른 용도로 개발하
기 위해서 병원 외에 개인 용지(부동산)를 매입하였음
- Pilestredet Park조성에 있어서는 원래 살던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할 수 있는 기본 체계를 마련하고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Pilestredet
Park 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Pilestredet Park 조성 후 부동산을 일반인들에게 판매를 하였고, 이 모든 사람
들이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을 함(※기반 조성비용으로 약 20
억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200억원 정
도로 약 180억원 정도의 이익을 남겼다고 함)
- Pilestredet Park를 조성함에 있어서, 지금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서 제시되고
는 있지만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됨
- Pilestredet Park를 조성함에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도시를 설계하다 보니, 친환
경 프로그램처럼 없던 규제가 새롭게 생기게 되었으며, 또한 친환경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자재 또는 재료의 가격이나 건축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반대의견 또는 운동이 발생하면서 위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해결방법으로는 목적 자체가 명확했으
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
하였다고 설명함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논의의 장을 만
들었으며, 이를 통해“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다 같이 모
여서 논의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였기에 현재에까
지 도달하게 되었다고 함

70

노르웨이 Pilestredet Park 및 주요 관광지를 다녀와서

◎ Pilestredet Park 친환경시설 및 프로그램
- 도심의 그린 오아시스(Green Oasis)
○ 국립병원이 지니고 있는 나무, 숲 및 잔디 등 경제적 가치가 높은 옥외
공간(open space)을 그대로 존치하여 주민의 여가, 휴식공간으로 활용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됨
- 어른과 어린이를 위한 생활 공원(A living Park for adult and children)
○ 국립병원의 철거과정에서는 특이 식생 및 각각의 나무에 대하여도 세심
한 보전계획을 수립함
○ 모든 것이 사람 위주(people first)이고, 차량은 오직 지정된 곳만 운행
하며,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여 지상은 보행과 자전거 운행(cycling)만
허용토록 함
○ 공원, 특히 병원 부지에는 파도 모양의 잔디를(green waves) 설치하고
수영장 등 다양한 여가시설을 배치한 것으로 조사됨
- 재활용(recycling) 및 재이용(reuse)
○ 도시재생 전략을 채택하여 2000년 병원
건물을 개조(remodeling)하면서 기존의
병원건물 변형을 최소화하였고, 심지어
병원 건물별 명칭, 전문 의료병동 배치도
까지 그대로 존치시킴
잔디를 재활용한 예

○ 철거에서 나온 폐자재는 단지 내 보도 및
시설물 건축 시 최대한 재이용토록 하였
으며, 심지어 변기와 잔디도 재활용한 것
으로 조사됨(※ 노르웨이에서 사용하는
총에너지와 원자재의 절반이 건설업과
관련이 있고, 토지매립 폐기물의 거의 절
반이 건설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건축분

변기를 재활용한 예

야의 재활용과 재이용은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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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Water)

빗물 수집 배수로

○ Pilestredet Park 내의 물은 심미적 요소
이고 도시생태를 증진하는 역할을 함
○ 창의적인 물 관리 계획을 통해 물을 되도
록 오래 유지하여 지하나 지하저장고에
스며 들도록 하였으며, 빗물을 이용하여
물 벽(water fall) 조형물, 작은 폭포 및
실개천으로 이어지도록 한 것으로 조사됨

- 예술과 놀이(art and play)
○ 주거단지에서는 주민을 위한 체육, 게임 등 다양한 위락 시설을 제공함
○ 병원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석자재에 대해서는 세 명의 예술가(조각가)를
초빙하여 조각품을 만들도록 하여 광장에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됨

- 유기성 폐기물 원천 분류
○ 유기성 폐기물을 도시의 생태자원으
로(from waste to urban-ecological
resources)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
로 발생단계에서의 원천 분류(가정에서
의 분류)가 필요함
○ 이에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분리수거를 시작함(※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는 오슬로시 전체 지역에서 이루어
지지는 않음)
○ 음식물 부식기계(composing machines)
를 설치하고 비료로 재이용하는 등 Oslo
에서 최초로 종합적인 원천 분류관리 시
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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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 이 지역 아파트는 연간 ㎡당 100kwh 이하의 전력 소비라는 야심적인
목표를 제시함
-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아파트 설계에서는 효과적 내열벽 설치, 창의
절연유리(insulating glass) 설치, 태양빛 흡수 유리 벽 및 지붕 설치, 열
회수를 위한 개별 아파트의 환기장치 설치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새로 입주하는 주민은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첨단 에너지 절
감장치 활용 및 열 회수 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며, 이러한 노력 등에
의해 현재 가구당 전력소비는 평균 가구치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조
사됨

1.2 칼요한스 거리

◎ 방문 개요
- 일 시 : 2013년 8월 26일(월)
- 방문지 : 노르웨이 오슬로시

-‘노르웨이(Norway)’
라는 이름은 바이킹 시대(8~11세기 무렵) 당시 남쪽에서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항해하는 길을‘북쪽으로 가는 길’
로 부른 데서 유래되
었다고 하고, 이런 배경 때문에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 역시 숲과 빙하가 가
득한 풍경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한 나라의 수도답게 높은 건물들이 가득하고
차들이 지나다니는 번화한 도시임
- 오슬로시는 오슬로 역에서 시작해 왕궁까지 이어지는 칼 요한스 거리(Karl
Johans Gate)가 유명한데, 이 거리의 이름은 19세기 초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왕을 겸한 칼 14세(칼 14세 요한)의 이름을 따서 지었으며, 동·서 거리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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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슬로역이 동쪽 끝, 오슬로 왕궁은 서쪽 끝에 위치하며, 그 가운데에는 19세
기 중반에 지어진 오슬로 의회 건물이 있음
- 칼 요한스 거리는 1904년 도시 계획하에 조성되었으며, 체계적으로 도시계획
을 수립하여 추진됨에 따라 현대화 된 도시 속에서도 자연과 깨끗한 도시가 어
우러진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슬로시의 매력은 배가
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1.3 플롬-미르달 구간 로맨틱 열차

◎ 방문 개요
-일

시 : 2013년 8월 28일(수)

- 방 문 지 : 노르웨이 플롬-미르달
- 조사활동 : 플롬-미르달 열차 특성 및 주변 관광 프로그램 조사
◎ 플롬-미르달 구간 로맨틱 열차는 미르달 산악 역에서부터 아우를란즈표르드에
이르는 베르겐 노선의 가장 깊숙한 구석에 자리잡은 플롬역까지 가는 기차여
행으로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장엄한 철도 중 하나로 손꼽임
- 플롬-미르달 기차 여행은 야생 그대로이면서 아주 인상적인 노르웨이 산악 풍
경을 볼 수 있게 하였으며, 깊은 계곡을 가로지르면서 강이 흐르고, 눈 덮인 산
의 가파른 절벽에는 폭포가 흘러내리고, 고산 농장은 깎아지르는 산비탈에 아
찔하게 매달려 있는 형상을 보여줌
- 산기슭에서는 플롬 계곡의 천연미와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송넬피오르의 지류
인 아우를란즈피오르의 경관을 볼 수 있음

◎ 효스폭포-스토리텔링-퍼포먼스 연계한 관광 상품
- 효스폭포는 2단으로 이루어진 계단형 폭포로 높이는 93m이며, 폭포의 전체 길
이가 700m에 이르는 다단형 폭포의 일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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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스폭포는 플롬계곡 상단의 만년설이 녹아 형성된 레이눙가호수에서 떨어져
플롬셀비강을 형성
- 노르웨이 남서부 내륙의 미르달과 플롬을 연결하는 관광용 산악철도의 플롬산
악철도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으며, 매년 50만명 이상의 여행객이 방문하는 노
르웨이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임
- 여기에 우리나라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내용 중의 하나인 구미호(※인간이
되기 위해 인간을 유혹하여 잡아먹는 설화)와 비슷한 내용으로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음
- 스토리텔링의 내용으로는 양이 인간이 되기 위해 남성을 유혹하여 인간이 된
다는 내용임
- 이러한 내용으로 효스폭포에서는 남성을 유혹하는 형태의 퍼포먼스가 이루어
짐으로써 관광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관광 상품이 이루어짐

◎ 자연 경관을 활용한 자전거 트레킹 기반시설
- 노르웨이는 대부분이 상당히 높은 지대여서 자연경관이 수려하다는 특징을 가
지고 있음
- 이러한 강점을 살려 많은 곳에서 등산이나 캠핑 그리고 트레킹을 위한 기반 시
설이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남
- 플롬-미르달 기차 종점에서도 이러한 트레킹 또는 등산을 위한 시설이 이루어
져 있어 관광을 통한 수입의 창출 및 자연환경 보전 노력이 엿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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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ilestredet Park 및 주요 관광지가 제주에 주는 시사점
◎ 백년대계를 위한 도시계획 수립 및 지속적 추진을 위한 기관이 필요함
- 1904년에 조성된 칼 요한스 거리를 비롯한 pilestredet park의 도시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아주 오래전부터 도시계획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또는 주민의
여가, 휴식 공간 그리고 어른과 어린이를 위한 생활 공원 등의 마련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됨
- 그리고 이러한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데 statsbygg사는 중추적인 역
할을 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제주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또한 이를 추진
할 수 있는 기관 설립 또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함
◎ 재활용율 제고를 위한 세부적인 폐기물관리정책이 필요함
- 2020 세계환경수도조성기본계획 내 연도별 생활폐기물 재활용율 목표를 65%
로 제시하고 있고,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서는 60%를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나 전략
이 부족한 점이 있음
◎ 저탄소화를 위한 교통관리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율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이 보
급되어야 함
- 2020 세계환경수도조성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률 30%, 자전
거 도로 설치 실적 140km,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율 10%, 생태도로 조성실적
4개 노선/38km로 설정하고 있음
- 저탄소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교통관리시스템에 의해 저탄소화
를 유도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과 구축된 인프라를 도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목표 설정 및 건설 재료 전환을 통한 에너지 절감이 필요함
- 2000 세계환경수도조성기본계획에서 에너지 원단위를 0.095toe/백만원을 제
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옥상녹화 등과 같은 설치를 지원하고 있음
- 2000 세계환경수도조성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러한 방법 중 하나로
pilestredet park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설재료의 전환을 통해 에너지 절감을 유

76

노르웨이 Pilestredet Park 및 주요 관광지를 다녀와서

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실적 대비 120%의 홍보를 통한 가치 제고가 필요함
- 제주지역에는 많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각 계획에 따라 목표가 설정되어 있
으며, 많은 사업들이 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이 사업들에 대한 홍보의 미흡으로 성과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
로 판단됨
- 노르웨이 Pilestredet Park 조성에 있어서도 지역적 여건이나 현황이 다르긴 하
지만 제주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다고 판단되지 않음
- 이는 사업에 대한 적절한 홍보를 통해 벤치마킹 대상으로 손꼽히는 것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
로 할 필요가 있음
◎ 스토리텔링과 연계된 퍼포먼스를 통한 관광객 유치가 필요함
- 제주지역에는 주요 관광지를 도는 시티투어버스가 운행 중이며, 시티투어버스
의 주요 기능은 관광지에서 관광지로의 이동 수단임
- 플롬-미르달 관광 열차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듯이 우리는 시티투어버스를 단순
히 이동 수단이 아닌 관광프로그램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시티투어버스는 관광지에서 관광지로 이동도 하지만, 중간에 마을과 마을도
지나갈 수 있음
-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마을에 있는 설화를 기초로 스토리텔링을 마련하고 이
에 따른 퍼포먼스를 진행한다면, 시티투어버스에서의 관광 상품으로서 관광객
들에게 흥미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정책입안자의 의지와 추진력이 중요하며,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함
-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항상 반대 입장이 있기 마련이며,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Pilestredet Park조성에 있어서도 많은 반대가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면서 추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를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한편에서는 반
드시 반대측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참아내고 추진하려는 의지와 추진력이 정
책입안자에게 필요함(설명에 의하면 정책입안자의 의지가 약 90%를 좌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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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나머지 10%는 기술력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고 함)
- 또한 정책입안자의 의지와 추진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진
행할 수 있는 기관(statsbygg사 등)이 존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대
표사례로 손꼽힌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제주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목표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정책입안자의 의지와 추진력이 있어야 하며, 또한
정책입안자에게 조언을 그리고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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