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angaroo 도시재생 사례

2018. 3

주시드니총영사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호주사무소

I
● 명

기본개황
칭 : Barangaroo Precinct
※ Barangaroo는 영국 식민 정착시절(1700년대 후반) 시드니 하버 및

북항(맨리 비치지역 포함)에 주로 거주하던 여성 원주민의 이름을 따 지은 것으로
바랑가루(Barangaroo)는 당시 월등한 수렵(주로 물고기) 실력을 바탕으로 부족의 식량
공급을 전담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선보인 대표적 인물. 첫 번째 남편을 천연두로 잃고
Benelong(현재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부지는 남편의 이름을 따서 지어짐)과 재혼
하였으나, Benelong이 당시의 NSW 1대 총독 아서 필립(Arthur Phillip)과 사적으로
친해지면서 영국 신문물을 적극 받아들이는 행보를 보이자 이를 강력히 거부한 일화들로
잘 알려져 있으며, Benelong과의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함.

● 위

치 : 33.8611°S / 151.203°E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서남쪽 근교)

● 면

적 : 0.22k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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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목

바랑가루 지구 도시재생 추진배경 및 목적
적:

- 시드니 CBD 중 접근도 및 활용도가 가장 낮았던 북서부(舊 Millers Point)
지구를 최첨단 건축디자인 및 사회기반시설과 더불어 천혜의 친자연 공간이 조화롭게
들어선 최상의 트렌디한 주상복합친자연지구로 새단장 함으로써, 시드니 거주민
및 방문객들 모두에게 새로운 컨셉의 공공장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차세대를
위한 21세기 대표적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지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도시재생 추진 배경:
- 역사적으로 화물 하역장으로 활용되어 오던 바랑가루 지구는 선박 크기
및 표준 화물컨테이너 크기, 하역량의 확장 추세와 화물철도 연결편의 부족
등으로 인해 점점 더 그 역할을 잃어갔고 급기야 처리 곤란한 도심지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됨

- 이에 NSW 주정부는 2003년, 130여 년간 해운업 및 항만 하역장으로
활용되어왔던 바랑가루지역을 사무오락 및 주상복합 공간으로 재생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05년에서 2012년에 걸쳐 바랑가루 지구 도시재생 디자인 컨셉트
국제 공모 후 최종 입찰된 계획안을 바탕으로 2012년 개발을 개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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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랑가루 개발 전(아래) 개발 후(위) 비교사진]

- NSW 주정부는 또한 2009년, Barangaroo Delivery Authority(바랑가루
도시재생 개발 시행청-Barangaroo Delivery Authority Act, 2009 No2 법안
근거)를 창설하고 Design Excellence Review Panel(개발디자인 품평 패널)을
운영함으로써 바랑가루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함

III

바랑가루 도시재생 지구 연혁별 추진경과

2003-6년
• NSW 주정부, 바랑가루(당시
Millers Point) 지구(기존 시드니
CBD 서북부 / 달링하버 동북부
지구)를 해운하역업 지구에서 새로운
도시재생지구(new urban precinct)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안 발표.
• 2003-06년, 기존의 해운하역업
유관업체 모두 작업장 이동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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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바랑가루 지구 도시재생 개발관련 국제 디자인 컨셉 공모가 공개 입찰되었으며,
139 신청안 중 Hill Thalis Architecture + Urban Projects, Paul Berkemeier
Architects and Jane Irwin Landscape Architecture 건이 최종 낙찰됨.
• 2006년 10월, NSW 도시계획부 Frank Sartor 장관이 해당 도시재생개발 지구의
새로운 명칭(Barangaroo)을 공식 발표함.
2007-8년
바랑가루 지구가 시드니 CBD 상업 근간지구로 거듭나고 아태지역 제1의 금융
서비스 센터로 성장해야 된다는 주정부 Focus 변환에 따라 바랑가루 개발 컨셉
계획에 수정이 요구되었고, 국제적 개발금융 컨소시움 공개입찰 후 새롭게 승인된
바랑가루 도시재생 컨셉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디자인 및 정책안
(Urgan Design & Policy Initiatives)과 마스터플랜법령(Statutory Master
Planning Instrument) 등이 새로이 도입됨. 새로운 컨셉 하에서는 상업지구가
1/3까지 확대되고, 현재 바랑가루 공원(Barangaroo Reserve)로 알려진 친자연적
공간 건립계획이 보다 강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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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년
• NSW 주정부는 2009년, ‘Barangaroo Delivery Authority(바랑가루 도시재생
개발 시행청) Act 2009' 법안을 도입하여 기존에 시드니항만청(Sydeny
Harbour Forshore Authority)에서 추진하던 바랑가루 도시재생 업무를 바랑가루
도시재생개발 시행청이 전담하도록 조치함
• 2009년 12월, 바랑가루 지구의 금융 및 주상복합지구 개발을 담당할 시행업체가
Lendlease로 재선정됨
• 2010년에는 바랑가루 지구에 고층 호텔 건축 및 주상복합 금융지구 확장안을
포함한 도시재생 개발 수정안이 확정됨
2012년
• 바랑가루 도시재생지구 최초 상업용 빌딩 신축
• 바랑가루 근처 윈야드 기차역(한국의 지하철역)과의 도보 연결터널 신축
• 바랑가루 공원(Barangaroo Reserve) 개발 시공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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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3대 주요 상업용 빌딩 신축
• 바랑가루 공원(Barangaroo Reserve) 개발 시행
• White Bay 신규 여객 터미널(Cruise Terminal) 오픈(by 바랑가루 도시재생
개발 시행청)
• 바랑가루 도시재생 개발 중심지구(Central Barangaroo Project) 개발 시공 준비
2014년
• 바랑가루 공원(Barangaroo Reserve) 개발 - 지속사업
• Moores Wharf 쪽 Marrinawi Cove 개발사업 완공
• 바랑가루 남부지구(Southern Precinct) 개발 개시 - 수변조성, 주거빌딩 건축,
차도 및 보도 정비 등
• 3대 주요 상업용 빌딩 건축 - 지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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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바랑가루 공원(Barangaroo Reserve) 개발 완공
-> 2015년 8월22일, NSW 주총리(Mile Baird) 공식 개장식 시행

• 바랑가루 중심지부와 공원을 잇는 Wulugul 수변 산책로 개장
• 각종 요식 소매업체 개장(바랑가루 남부 및 중부 재생지구 중심)
• 최초 상업용 빌딩타워(Two International Towers Sydney) 개장 Westpac 호주 4대은행 입점
• 최초 주거용 빌딩(Anadara, Alexander 등) 오픈
• ‘Shell Wall 2015' 원주민 아티스트 공공조형물(Alexander 주거빌딩 앞) 제막식 개최
• 나폴레옹 브리지 개장
• NSW 주정부, 시드니 메트로 구축 연계, 바랑가루 신규 기차(지하철)역 도입
계획 발표 및 이에 따른 바랑가루 중심지구 개발 재입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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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Three International Towers Sydney 2차 완공 및 KPMG, Gilbert +
Tobin, Lendlease 등 입점
• 바랑가루 페리(대중여객선) 터미널 허브 신축 개시
• 국제시드니타워(International Towers Sydney), 호주친환경건축물위원회
인증, 친환경건축디자인 6성급 인가
• 바랑가루 주거 건물(Residential Buildings)은 친환경건축디자인 5성급 인가
• 바랑가루 중심지구 개발 입찰 신청마감 및 심사 개시(2018년 1월 결과 발표)
• 2016년 6월 8일, 국제시드니타워(International Towers Sydney) 건물 최종 완공

• 2016년 6월 28일, 바랑가루 남부지구 컨셉 계획 1B 단계 수정안 승인결정
• 바랑가루 주상복합금융지구 및 Wulugul 산책로 공공장소(Public Domain)
부분 개발 최종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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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랑가루 주상복합금융 지구로의 대중 지하철역 연결 통로(남쪽으로는
Sydney CBD - 타운홀역 주변 Sussex Street Bridge, 동쪽으로는 윈야드
기차역 보행 통로) 개장
• 바랑가루 주상복합금융지구 개장 기념, 세계 유명 Rene Redzepi of Noma
Copenhagen 세프의 Noma Australia 10주 시식 행사 개최
• 2016년 8월 21일 바랑가루 공원 개장 1주년 행사 - 50,000명 참가
2017년
• 2017년 상반기, 50여 개의 신규 요식업 바랑가루 주상복합금융지구 입점
• 시드니 국제하우스(International House Sydney) 완공 - 호주 시드니 최초
CLT(Cross Laminated Timber) 공법 적용 사무용 건물

• 바랑가루 남부지구 6성급 크라운 시드니 리조트 호텔(Crown Sydney Hotel
Resort) 시공
• 2017년 6월 26일, NSW Gladys Berejiklian 주총리 바랑가루 여객터미널
(대중 여객선) 개장 선언 및 대중 여객선 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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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랑가루 공원 내 하버통제탑(Harbour Control Tower) 제거작업 완료
• NSW 주정부, 힉슨공원(0.01km2 규모) 및 신규 Harbour Cove 개발, 수변
산책로 및 공용 부두 확장안 등을 포함한 바랑가루 도시재생 계획 최종단계 발표
• 2017년 12월, 바랑가루 하우스(Barangaroo House) 개장

IV

바랑가루 도시재생 지구 주요 특징 및 성과

● 특징 및 성과:
- 세계 대표적 미항으로 알려진 시드니 하버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여타
메트로폴리스의 도심지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드니 CBD 사이에 소재한
0.22km2 규모의 바랑가루 도시재생 개발 지구는 21세기(최근 수십년) 기준
시드니 역사 유적지의 가장 대표적 ‘재발견(reinvention)->재생’ 성공 사례로
손 꼽히며(바랑가루 도시재생개발 시행청 자료 참조), 2012년에서 2024년까
지 60억 호주불(한화 약 5.1조원 정도) 규모로 추진되는 장기 도시재생 프로
젝트로서, 기존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개발지구의 50% 이상을 공용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함으로써 대표적 친환경적․친지역사회적 도심공간으로 거듭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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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랑가루 도시재생 개발 지구는 크게 바랑가루 남부지구(Brangaroo South),
중심지구(Barnagaroo Central), 공원지구(Barangaroo Reserve)로 나누어져 개발됨.

- 바랑가루 지구는 도시 재생 디자인 분야 국제 공개입찰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재생 디자인 컨셉을 구축할 수 있었고, 최첨단 건축공법, 세계 최고
수준의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및 공공예술 문화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명실공히
아태지역의 대표적 도시재생지구로 손꼽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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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6km2 규모의 바랑가루 공원 또한 시민들의 발길이 뜸했던 기존의
자연지대를 다양한 산책로, 자전거 도로, 평화로운 피크닉 공간 설치 등을 통해
보다 친근하고 접근 용이한 수변공원으로 재창조 하였으며 개장 1년 만에 시드니
시민(CBD 근무자들 포함) 및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찾고 즐기는 공원 중 하나로
거듭남.
- 기존 기차역(윈야드역)과 주상복합금융 지구 간의 연결 보행통로 구축을
통해 시드니 CBD와 도시재생지구 간 연결성을 확대함으로써 새로 입점한 요식
소매업들이 지속적으로 성황리에 운영되는 등 신규 지구 활성화에 성공함.
- 바랑가루 지구는 단순히 사무공간, 거주공간, 상업공간 간의 조화로운
복합공간으로의 재창조 수준을 뛰어넘어, 도시 디자인 면에서 최첨단 최신 트랜드를
선도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해양항만 하역산업의 유적이 함께 조화롭게 표출
되며 시민이 선호하는 다양한 문화오락행사가 끊이지 않는 새로운 컨셉의 도심지
공간으로 거듭남.
- 바랑가루 도시재생(Urban Renewal) 프로젝트는 시드니 메트로 바랑가루역이
완공될 2024년이되면 연간 24,000개의 정규직 일자리, 3,500개의 신규 주택,
20억 호주불(한화 약 1조7천억원 정도)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됨.

V

바랑가루 도시재생 지구 향후 추진 계획

2018년
• 바랑가루 중심지구(Barangaroo Central) 입찰회사가 지난 1월 확정됨에 따라
문화사업 프로그램을 포함한 중심지구 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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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1년
• Watermans Cove지구, Hickson 공원지구, 신규 공공여객 부두 개장 계획
등이 포함된 바랑가루 남부지구 재생계획이 21년까지 완공 추진 예정

2022-24년
• 시드니 메트로 프로젝트가 완공되는 2024년, 바랑가르 도시재생 개발 프로젝트도
함께 완공될 예정.
• Wulugul 산책로는 바랑가루 주상금융복합지구와 중심지구를 거쳐 기존의
시드니 어시장(Sydney Fish Market)까지 총 14km에 이르는 시드니 항 수변
산책로를 형성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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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바랑가루 도시재생개발 시행청(Barangaroo Delievery Authority)은
바랑가루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2024년 완공을 위해 아래 업무를 추진할 예정임.
- 기존의 바랑가루 지구(舊 Miilers Point + Hickson Road) 도시가스 공급라인 재정비
- 크라운 카지노 리조트 호텔사업 등을 포함한 바랑가루 남부지구 개발계획 완공 추진
- 2018년 1월 최종 낙찰된 바랑가루 중심지구 도시재생 개발계획 완공 추진
- NSW Metro Sydne 프로젝트 연계, 2024년 바랑가루 계획 완수 추진
- 기존 Hickson Road 업그레이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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