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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강 상류 지역 계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작은 지역에서 대중 교통을 이용해 도시로 출퇴근하는 것,
라인강 상류 지역에서는 국경을 막론하고 이러한 모습이
종종 관찰되곤 합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의 배경에는
일찌감치 교통망 계획과 균형을 이루는 도시 발전에 대한
고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에너지원의 종류, 시설
구축에 관한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쓰레기 처리 및 수도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는
농산물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지역에 경작할 것인가 또는
식품을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와 같은 주제에까지 널리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라인강 상류 지역은 경제 그리고 기술 부문
뿐만이 아니라 문화와 자연 면에서도 뛰어남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 소책자를 통해서 여러분은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독일, 프랑스, 그리고 스위스를 넘나드는 테마여행
프로그램을 만나게 됩니다.

추가 정보:
www.upperrhinevall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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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성
오늘날의 도시는 자가용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 체증이
심각합니다. 특히 도로변에 사는 거주민들은 공기 오염 및
소음 공해와 같은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라인강 상류 지역에서는 1960년대 및 70년대에 급작스럽게
불어난 자가용 이용자수로 인해 일찍부터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에 대한 구상이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대 초에는
처음으로 시내 중심 지역에 보행자 전용 구역을 도입했는데,
이 구역들은 오늘날 점차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와
동시에 대중 교통망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해 트렘 및
버스 노선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웃하는 지역들은 서로
협력하여 월간 차표를 도입하는 등, 타지역의 시민들도
고객으로 포함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부터는 자전거 도로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는데,
오늘날에는 기존의 자전거 도로를 교차로가 전혀 없는
것들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 전용 다리를 놓거나 터널을 뚫음으로써 소위 빠른
자전거 교통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날 라인강 상류의 모든 대도시에서는 교통으로
인한 소음 공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시 외곽지역에는 파크 앤 라이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 자가용은 집 근처의 역에
주차해놓고, 그곳에서부터 시내 중심까지는 대중 교통만을
이용할 것을 유도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새롭게
탄생하는 도시 구역같은 경우에는 주택 바로 앞이 아닌
주차 전용 건물 등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이었는지는 자전거, 보행자, 대중교통,
자가용 등의 비율을 조사한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라인강 상류 지역의 목표는 프라이부르크와 같은
도시의 경우 자동차를 이용한 교통을 20%로 감소시켜 환경
및 교통 등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워크샵: 다양한 교통 수단을 포함한 교통 체계
마치 기차가 달릴 것 같이 생긴 선로이지만, 실제로는
트렘이 다니는 길이 도시의 지상 곳곳에 분포해 있습니다.
트렘을 타고 사람들은 도시 외곽 지역에서 시내 중심으로
이동하곤 합니다. 또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자가용을
운전하는 대신 근거리 열차를 이용해 다른 도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카셰어링, 자전거 주차장, 보행자
전용 구간, 교통 표지판이 없는 거리 등이 널리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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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및 도시 계획
이촌향도 현상은 이제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자원의 활용 또한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화석 연료의 유한성은 오래 전부터 알려진 사실이고,
세계적인 환경 정책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기후 변화로 인해 지구 곳곳의
이상 증후도 종종 나타나고 있고 말이지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건축 및 도시 계획 분야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생계 뿐만이
아니라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도시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라인강 상류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땅값이 싼 도시 외곽
지역에 상인들이 큰 슈퍼마켓을 개점하는 것을 선호하고,
그로 인해 시내 중심의 상가가 피해를 많이 입는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지역에서는 ‘이동거리가 짧은 도시‘라는 개념을 적용해
시민들이 일터나 상점까지 자동차가 필요 없을 정도로
교통이 편리하고 근거리에 상점이 들어서게 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증가로 인해 갈수록 건축 부지가 줄어들고 있는
도시에서는 기존의 산업 단지나 군사용 부지 등을
재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전통 건물과 현대 건물이
곳곳에서 어우러지는 흥미로운 도시 구역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날 도시 계획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시민의 참여입니다.
시민들의 참여로 인해 앞으로 탄생할 마을이나 구역이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문화, 어떠한 시설로 가득한 곳이
될지가 민주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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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총 다섯 개의 도시 바젤,
프라이부르크, 뮐루즈, 슈트라스부르크, 그리고
칼스루에를 방문하게 됩니다. 흑림 지역의 중심도시인
프라이부르크에는 전시 및 박람회 그리고 산업 중심 도시인
바젤에 비해 산업 단지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외국에서
오는 이주민이 많은 뮐루즈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사회적인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럽 의회 건물이 들어서
있는 슈트라스부르크는 앞으로 새롭게 이주해올 5 만여
명의 이주민들과 기존의 시민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도시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칼스루에는 지역의 건축가 및
도시 계획가를 양성하는 데 공과 대학과 협력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워크샵: 에너지 기준과 건축
개인 주택의 관리 및 유지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부문은
건축 비용이 아니라 냉난방 및 온수 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나라가 만나는 삼합점 지역에서는 에너지
기준을 점점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저에너지에서
시작해서 패시브 기준, 제로 에너지, 그리고 플러스에너지
기준까지, 각 기준에 따라 새로운 건물의 에너지 소모량과
관리 및 유지에 드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려는 각종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신축, 에너지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에너지 기준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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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후쿠시마에서 있었던 핵발전소 사고 이후로 독일과
스위스에서는 탈핵을 완강하게 결정했습니다. 각종 지방
자치 단체들은 시민들과 함께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비율을
높이는 에너지 시스템을 구상하기도 합니다. 라인강 상류
지역에서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자치 단체
및 기업의 협력이 40년 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민 단체의 활발한 참여로 인해 핵발전
에너지에서 대체 에너지로 점차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매년 개최되는 태양 에너지 박람회에서
시민들로 하여금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확보에 개인이
투자하도록 그들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개인 태양광 발전 지붕, 개인 바이오 가스 발전을
비롯한 시민 풍력 발전기, 시민 태양광 발전 지붕, 그리고
소규모 시민 수력 발전소 등이 탄생했습니다.
한 지방 의회에서는 심지어 2011년 당시에 2030년까지
사용하는 전기의 100%와 열의 50%를 재생가능한
에너지로부터 충당할 것을 목표로 삼기도 했습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이미 현재 태양 에너지 발전으로부터
주택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40% 에서 100% 를 충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흑림지역의 어떤 마을에서는
풍력발전기로부터 사용하는 전력량의 300%에 달하는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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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재생가능한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흑림지역의 고지대에는 점점 규모가 큰 풍력발전기가, 축구
경기장, 회사, 학교 등의 지붕에는 대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그리고 강물이나 냇물이 흐르는 곳에는 수력
발전기가 설치되어 전기를 생산해냅니다.
친환경적인 호텔, 산업단지, 그리고 주택 협동 조합 등은
건물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기존의 건물에 단열 효과를 높이는 리모델링을
하는 것, 차가운 지하수를 통해 냉방, LED 렘프를 사용, 나무
펠렛 난방, 태양열, 태양광, 그리고 소규모 풍력발전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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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처리
경제 성장과 갈수록 증가하는 소비로 인해 포장재료 사용량
역시 증가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난 몇십년 간 세계적으로
일인당 버리는 쓰레기량 또한 많아졌습니다. 라인강 상류
지역에서도 역시 시민 한 사람이 매년 그 자신의 몸무게의
몇 배에 달하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럽의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안내 지침을 보면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을 첫 번째 사항으로 지정하고 있고, 그
다음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라인강
상류지역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에 관한 교육이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닐 때부터 이루어져 지금까지 실행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버려야만 되는 쓰레기가 생겼을 경우에도
그 처리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를
새로운 에너지원이나 원료로 재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 재활용에 관해서라면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유럽에서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에서는
거의 70%에 달하는 재활용률을 몇 년 째 자랑하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2000년 이래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젤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을 2만여 명의 시민들에게 에너지로 공급하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알자스가 모범적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쓰레기 발생량을 줄인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곳
시민들은 타지역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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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세 개의 나라, 그리고 세
가지의 쓰레기 처리 방법
라인강 상류 지역에는 세 개의 나라가 모이는 곳이다보니
각자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 또한 가지각색입니다. 바젤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에 서있는 일반적인 쓰레기통과는
달리 뚜껑이 달린 쓰레기통의 입구 부위만 땅 위로 솟아
있고 지하로는 쓰레기를 보관하는 공간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 덕분에 지상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쓰레기 냄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알자스에서는 농민들이
의견을 모아 부패한 농산물을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 쪽의 라인강 지역에서는
기존의 쓰레기 매립지에서 생산된 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부지의 표면은 태양광 발전 및 풍력
발전을 하는 곳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와 관련된
탐방이나 세미나,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서 방문자들은
라인강 상류 지역에서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관한 모범 사례를 몇 가지 배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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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환경
전세계적으로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는 지역의 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천연 자원 확보, 농지 확보,
바이오 에너지에 사용될 원료의 경작지 확보, 주택 및 도로
건설 등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해마다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등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이
점차 멸종되고 있고 특정 생물의 종을 보호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산책로를 특정 구역으로 한정시키는 등의 노력으로 특정
동물이나 식물 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녹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건물의 옥상에 각종 식물을 가꿈으로써 생물
다양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도시의 양봉가들 또한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국제 기후 변화 회담에서는 갈수록 의견 일치를 찾아보기는
힘들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환경을 생각하기보다는
경제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인강 상류 지역의 삼합점에서는
특히 이와 관련된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정 동식물의 서식구역을 지도에 표시하는 것과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을 조사하는 것, 자연 보호 구역, 국립
공원, 습지 보호 구역 선정 등이 포함됩니다.
자연과 아름다운 경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업, 임업,
그리고 여행업 등 여러 분야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예를들면 동식물의 서식구역을 연결해주거나 방문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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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환경 교육
자연 보호 센터, 생태 보호 센터, 숲 속의 오두막, 숲 속의
유치원, 농장, 그리고 각종 조합 등과 같은 환경 단체들은
자연과 경치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각자 단체의 규모에 따라 상시 또는 일시적인
전시회를 열기도 하고 유치원생, 학생, 대학생, 선생님, 또는
관광객에게까지 컨설팅, 답사 여행, 세미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워크샵에서는 라인강 상류 지역 삼개국의 다양한 환경
교육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마무리로는 귀국에서는
어떠한 교육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을지 함께 의논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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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학적인 농업
여러 차례에 걸친 식품 소동으로 인해 유럽에서는 바이오
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농작물 조합이
있는데, Bioland, Demeter, Naturland, 그리고 와인을
위한 Ecovin 이 유명합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작은 가족 기업에서부터 160 ha 에 이르는 땅을 소유한
기업에까지 다양하며 상품 또한 우유, 계란, 육류, 곡류,
대두, 감자 등으로 다양합니다.
프라이부르크에서는 이미 60여 년 전부터 한 조합에서
바이오 농업을 위한 지침 사항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이곳에서는 20%가 넘는 면적에 바이오 채소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농장에서는 품질이 높은 채소를 생산해 알뜰 시장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의 바이오 식품점은
점점 규모를 키워왔고 식품업자들은 기존의 생산 방식에서
바이오 상품을 제공하는 방식을 많이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레스토랑에서는 바이오 메뉴판을 자주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이오 와인 같은 경우에는 와인
경작지의 땅을 친환경적으로 일구는 것에서 시작해서
와인을 생산하고 판매하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최대한
바이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라인강
상류 지역에서의 와인은 매년 골드 및 실버급의 품질을
자랑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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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바이오 제품의 생산, 분배 그리고 판매
이 워크샵을 통해서는 삼합점 지역의 생태학적인 농장
운영, 농작법, 판매 지침,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연구에 이르는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생태학적인 농장 및 바이오 식품점 방문,
점심 식사 그리고 자연 식품 도매 기업 방문이 포함됩니다.
또한 바이오 와인 생산지를 방문해서는 포도원 주인과
함께 와인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염소 우유 생산지에서
보시게 될 품질이 높은 염소젖 치즈의 생산 과정 또한 매우
흥미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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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경제
물은 희소하면서 매우 가치가 높은 자원입니다. 그 중에
매우 극소량만이 식수로 제공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도의
차이와 기후 변화로 인해 물로 인한 갈등이 세계 곳곳에서
끊이질 않고 있고 깨끗한 식수를 아예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지구상에 많습니다. 오늘날은 특히 엄청난 양의
물이 농업용수나 공장의 물품 생산과정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인강 상류 지역의 삼합점에서는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로써 물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바젤과 칼스루에와
같은 도시에서는 깊은 우물에서 지하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수 시설을 통해서는 라인강 물이 자연적인
과정을 거쳐 식수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워크샵: 식수에서 홍수 방지까지

바젤과 칼스루에 같은 대도시의 급수 시설에 대해
알아봅시다. 라인강 물이 자연적인 처리 과정을
통해 식수가 공급되기까지를 말이지요. 한편, 갈수록
봉인되는 땅의 면적이 넓어지는 것과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 피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옥상 녹지 가꾸기, 강수 흡수 시설 마련,
저수지 등을 적용시킨 사례를 탐험하게 됩니다.
라인강 지역의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프랑스에
한 간척지가 그 역할을 해내고 있는데 면적이 600 ha 에
이르며 7백 8십만 m3의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바닥은 갈수록 많은 면적이 봉인돼가고 있는데다가
기후 변화까지 영향을 미쳐 홍수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옥상 녹지 가꾸기, 저수통
마련, 자연적인 흡수 지대인 갈대 숲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에서는 라인강 지류를 따라 질박하고
규모가 큰 저수지를 설치해 하류 지역의 쾰른이나
로테르담과 같은 큰 도시가 홍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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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어떻게 하면 도시와 농촌 지역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를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실례를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비영리 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지식을 전달하는 곳으로 “UN 이 정한 지속가능한
발전 10년“에서 공식적으로 지명한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프라이부르크시의 공식적인
파트너이며 라인강 상류 지역의 삼개국의 여러 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출범한 기관으로
여섯 명의 정식 채용인과 스무 명의 외부 도우미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매년 40여 개 국의 320여 개의 대표단들이 방문하여 총 6
천여 명의 방문객이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하루에 단 몇 시간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며칠 간의 워크샵 및 썸머 스쿨, 탐험 등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정치, 행정, 경제 그리고 환경 보호 등에
대한 주제가 두루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국 대표단 뿐만
아니라 저희는 세계의 다양한 분야의 대학생들 및 학자들도
고객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의 전문가들을 통해 방문자 여러분들은 귀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가실
것입니다. 물론 방문자 스스로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계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동
저희는 방문자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원하신다면 저희 협력업체와 의논하여
공항에서부터 여러분을 모셔올 수 있도록 관광 버스를
대절하거나 대중교통 티켓 마련, 또는 친환경을 위한 일반
자전거나 전기 자전거를 예약하는 등 이동 수단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방문 장소에는 독일, 프랑스, 그리고 스위스의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모범 사례 프로젝트, 기업, 그리고 연구소가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는
프랑크푸르트, 뮌헨, 함부르크, 코펜하겐, 그리고 말뫼에
이르는 지역에서까지 테마 여행을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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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식사

세미나실

여러 일에 걸쳐 라인강 상류 지역을 방문하시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엄선한 숙박 시설을 소개해 드립니다.
방문자 분들의 기호에 따라 유스 호스텔 급에서부터 오성
호텔에까지 선택 사항은 다양합니다. 원하신다면 바이오
아침식사 뷔페가 있는 곳, 지역 대표단을 위한 코스 메뉴가
있는 곳, 또는 학생들을 위한 저렴한 곳 등을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 특색 메뉴를 원하실 경우 흑림 지역의
음식이나 바이오 와인 맛보기 등의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세미나와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는 방문 프로그램에
따라 저희 삼합점 지역의 독일, 프랑스, 스위스 지역 중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건물, 공공 시설의 세미나실 또는
혁신적인 회사 건물에서 이루어집니다.

방문 프로그램
방문자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방문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짜여진 프로그램에는
안내자가 함께하는 여행, 자전거 타기, 역사적인 현장
방문하기, 관광 명소 방문하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역 및 번역
이 책자의 목표는, 방문객들이 최대한 많은 새로운 정보를
얻어서 귀국하여 자국에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 통역팀은
이 한국어 말고도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러시아어로도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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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책자에는 하루 내지는 사흘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고객이
원하는 것들로 구성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저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Innovation Academy e.V.
Bertoldstr. 45
79098 Freiburg - Deutschland
Tel. +49 761 400 44 81
Fax. +49 761 400 26 30
E-Mail: info@innovation-academy.de
www.innovation-academy.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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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림 지역과 팔츠 주 남부
뻐꾸기 시계, 흑림 지역의 전통 모자, 흑림 지역의 농장
그리고 키르쉬토르테 (버찌 케이크) 등으로 유명한 흑림
지역은 독일 사람들에게는 소위 휴가를 보내는 곳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라인강 산골짜기와 팔츠 주 남부 지역은
따뜻한 기후와 맛좋은 와인, 과일, 밤, 그리고 아몬드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대적인 산업
단지와 문화 생활, 여가 생활 공간, 여행 및 스포츠 공간이
가득한 곳이기도 합니다.

www.schwarzwald-tourismus.info
www.suedlicheweinstrasse.de
www.suedpfalz-tourismus.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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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자스
당일치기의 여행이건 등산이건 며칠이나 머무르게
되는 여행이건, 알자스 지방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아주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알자스는 유럽 내에서 규모 대비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는 미식가,
여행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 예술가 그리고 운동가 모두
계절에 상관 없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웅장한
성, 로마양식과 고딕양식으로 건축된 교회, 알록달록한
지붕 색깔을 자랑하는 낭만적인 목조 주택, 포게젠 산맥의
성곽 잔해, 구시가지의 아기자기하고 고불고불한 길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관광 명소도 곳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 어느 누구라도
만족해할만한 곳이겠지요!

www.tourisme-als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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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 지역
유럽에서 바젤 지역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인데다가 프랑스와 독일에 거의 맞닿아
있는 특성상 매우 독특하고 타인에 대해 개방적인 편이며
활기차고 혁신적입니다. 게다가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문화생활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며 알프스와 그 주변
지역은 황홀함 그 자체입니다. 북알프스 지역의 가장 큰
고대 로마인들의 주거지였던 아우구스타 라우리카에는
2천년이나 된 신전 및 원형 극장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스위스인들의 우수한 손재주는 비단 시계나 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라 지역에 닦아놓은 산 속의
완벽한 길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www.bas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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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eichbarkeit

PARTNER

Kanton Basel-Land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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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ton Basel-Sta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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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s
Titelseite
01. Solar(151) © FWTM
02. Windkraft Schillingerberg © Innovation
Academy
03. Agrivalor © Stadler-Région Alsace
04. Strasbourg © Innovation Academy
05. Freiburger Muenster © FWTM Raach
06. E-bike © STG Hotz
07. Wärme schafft Nähe © Innovation
Academy
Inhalt
01. Staufen Burg im Frühling © Erich
Spiegelhalter
02. Familie am Rhein © Basel Tourismus
03.	Colmar © OT Colmar.
Willkommen
01.	Koïfhus Colmar © OT Colmar
02. Basel Tinguely Brunnen © Basel
Tourismus
03. Biker © INFRA/ADT68-CRTA
04. Zwei Trachtentraegerinnen © STG
	Heike Budig

04. Schwarzwaldwanderung © Innovation
Academy
05. Japan Landfrauen © Innovation Academy
06. Moschusbockkäfer © Innovation Academy
07. Schauinsland © Innovation Academy
08. Waldkindergarten © Innovation Academy
Ökologische LANDWIRTSCHAFT
01. Pfälzer Produkte © Südpfalz Tourismus
Landkreis Germersheim e.V.
02. Winzerjahr © ECOVIN Bertram
03.	Kaiserstuhl © Innovation Academy
04. Lese Mosel © ECOVIN Bertram
05. Ziegenweide © Innovation Academy
06.	Kuhstall © Innovation Academy
07. Ecovin © ECOVIN Bertram
08. Pfälzer Produkte © Südpfalz Tourismus
Landkreis Germersheim e.V.
WASSERWIRT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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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Wasserkraftschnecke ©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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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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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l Tourismus
07.	Riesefeld © Innovation Academy

MOBILITÄT
01. Velostation © Innovation Academy
02.	Radfahrer © FWTM-Spiegelhalter
03. Basler Fähre © Innovation Academy
04. TramTrain © Innovation Academy
05. Veloverleih © Innovation Academy
06.	KVV Marktplatz © Karlsruher
Verkehrsbetriebe
07. E-Auto © Innovation Academy
08. E-bike © STG Hotz
09. Mulhouse Tram Bollwerk © ATOLL
10. E-Tankstelle © Innovation Academy
11. DB7422 © Deutsche Bahn AG

INNOVATION ACADEMY
01. Team in Aktion © Innovation Acadamy
02. Basler Fähre © Innovation Academy
03. Fahrradexkursion © Innovation Academy

ARCHITEKTUR UND STADTPLANUNG
01. Vauban Markt © Innovation Academy
02. Mulhouse Uni © Innovation Academy
03. Neubau2013 SBA © MCH Group
04. ZKM-Ausstellung © KMK ONUK
05. Vauban © Innovation Academy
06. Uni Mulhouse © Innovation Academy
07.	Heliodom © Innovation Academy
ENERGIE
01.	Centre de géothermie © MAIGROT Région
02. Wasserkraftschnecke © FWTM
Spiegelhalter
03.	Heliodom © Innovation Academy
04. Solar(151) © FWTM.jpg
05. Energieberg Windrad © Karlsruhe
Tourismus - Andrea Fabry
06. Energieberg © Karslruhe Tourismus Andrea Fabry
07. Biogas - BHKW © Innovation Academy
08.	Rappenecker Hof © FWTM Raach
ABFALLWIRTSCHAFT
01. Abfallverbrennungsanlage © Innovation
Academy
02.	Recycling © Innovation Academy
03. Biokompost © Innovation Academy
04. BioPower LKW © Innovation Academy
05.	Komposterde © Innovation Academy
06. FR Biokompost © Innovation Academy
07. FR Biokompostwerk © Innovation
Academy
08. FR Biokompost © Innovation Academy
09. ZAK © Zweckverband Abfallwirt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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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Wärme schafft Nähe © Innovation
Academy

INNOVATION ACADEMY - Übernachtung, etc.
01.	Chinesische Besucher © FWTMSpiegelhalter
02. Seminar © Innovation Academy
03. Abfallverbrennungsanlage © Innovation
Academy
04. Plusenergiehaus © Innovation Academy
05. Plaenerinnen aus Malaysie © Innovation
Academy
SCHWARZWALD
01. Südpfalz Herbstliche Nikolauskapelle
© Südliche Weinstraße e.V.
02. Festspielhaus Baden-Baden © BBT
03.	Rappenecker Hof © FWTM-Raach
04. Freiburger Muenster © FWTM Raach
05. Schwarzwald Uhrenmuseum © STG
06. VAG © Freiburger Verkehrs AG
ELSASS
01.	Cyclistes sur la route des vins d’Alsace
© INFRA/ADT68-CRTA
02.	Charcuterie Alsacienne © CRTA Hampe
03. Alsace Haut-koenigsbourg © CRTA.jpg
04. Strasbourg © CRTA Zvardon
05. Mulhouse temple st etienne
© OTC Mulhouse et sa region Thomas Itty
REGION BASEL
01. Fähre © Christof Sonderegger
02. Wasserfallengebiet © Baselland
Tourismus Guido Schaerli
03.	Hammering Man Basel © Basel Tourismus
04.	Kaeseversper © Ulrike Klumpp,
Ferienregion Suedwaerts
05. Baselland Oltingen © Baselland
Tourismus

NATUR UND UMWELT
01.	Orchideenwiese © Innovation Academy
02.	Reutberg © Innovation Academy
03. Taubergießen © Innovation Academy
design: ukw-freiburg.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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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Freiburg Wirtschaft Touristik und Messe GmbH & Co KG
Rathausgasse 33, 79098 Freiburg im Breisgau (Deutschland)
Phone: +49 (0)761 38 81 12 16
urv@fwtm.de - www.upperrhinevalley.com

Der Oberrhein wächst zusammen, mit jedem Projekt.
Dépasser les frontières – projet après projet.
Transcending borders with every project.

Dieses Projekt wurde von der Europäischen Union kofinanziert –
Europäischer Fonds für regionale Entwicklung (EFRE).
Projet cofinancé par l’Union Européenne –
Fonds européen développement régional (EFRE).
This project is cofinanced by the European Union –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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