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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팅건축에서 지속가능 요소 및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ustainable Factors and Application Proposals in Floating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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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applications of sustainable factors in floating architectures through the analysis of samples and to 
suggest some application proposals for new projects. The applied sustainable factors in floating architectur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water resilience, relocatable, security from crime, peaceful atmosphere, renewable energy,  prefabrication & modular design, local material 
& environmentally friendly material, enough insulation, natural ventilation & external awning, water reuse & treatment, preservation & 
restoration of natural environment, self-sufficient system , social support, community resilience in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dimension. Application of sustainable factors in floating architecture would be proposed as introduction of various renewable energies, 
preservation & restoration of natural environment, prefabrication & modular design, self-sufficient mechanical/electrical system, and public 
facility for community. Comparing with the building on the land, floating architecture has a lot of advantages in terms of sustainability. 
Therefore floating architecture can be built in various ways as a new building typ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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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1)

요즈음 플로팅건축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다. 개인주택

부터 연립주택, 전시장, 식당, 방문센터, 페리터미널, 스타디

움, 호텔 등 거의 모든 종류의 건물이 플로팅건축으로 실현

되어 있다.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가 진행되면서, 바다나 강의 

수위가 올라가고 가끔 심각한 홍수도 발생하고 있다. 계속되

는 도시의 확장 개발로 인하여, 도시에서 가용대지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지가는 상승하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을 향

상에 따라서 사람들은 땅에서 보다는 수상에서 활동을 선호

하게 되었다.
플로팅건축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육상의 건축물보다는 

유리하다. 우선, 플로팅건축은 물위에 떠있기 때문에 수열의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주변에 높은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유리하고, 수역은 육지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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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자원도 풍부하여 풍력의 이용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례 분석을 통하여 플로팅건축에서 지

속가능 요소의 적용 실태를 조사하고,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지속가능 요소 적용 시 참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

는 것이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연구방법은 현장답사, 관련 문헌의 검토, 관련 홈페이지 

방문 등을 통하여 플로팅건축과 지속가능성 관련 자료를 수

집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범위는 플로팅건축에서 디자인과 관련된 지속가능 요

인을 파악하고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며, 연구대상

은 구글(http://www.google.com/) 검색을 통하여 플로팅건축을 

찾아내고, 건축 관련 잡지나 홈페이지에 잘 알려져 있으며, 
지속가능 측면에서 특징이 있으며, 건립되어 현재 사용 중인 

플로팅건축물로 한정하였다.

2. 플로팅건축과 지속가능성 개념

2.1 플로팅건축

플로팅건축은 부유시스템(pontoon)을 갖고 있으며, 물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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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있는 거주나 업무를 위한 건축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건

물은 일정한 위치에 계류되어 있고, 선박과는 달리 항해를 

위한 조종시설을 갖지 않으며, 육상과 건물사이에 연결된 공

급/회수 라인을 통하여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서비

스 시스템을 가동하거나, 시설 자체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자

급자족하는 처리시설을 갖기도 한다.

2.2 건축에서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이란 일반적으로 특정한 과정이나 상태를 오랫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지속가능성은 생태시

스템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인간 생활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지속가능성은 환경적, 경제적 및 

사회적 차원에서 장기간 웰빙이 유지되는 잠재력을 말한다1).
환경적 차원의 지속가능성은 인간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

한 환경의 용량을 보존하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자연환경을 

보호기 위한 결정과 행동을 포함한다2). 
경제적 차원의 지속가능성은 가용자원을 제일 유리하게 

이용하게 하는 다양한 전략을 찾을 때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 개념은 장기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책

임있는 방법으로 자원이용을 증진하는 것이다3). 
사회적 차원의 지속가능성 개념은 사회적 형평성, 거주 적

합성, 건강 형평성, 커뮤니티 개발, 사회적 자본, 사회적 지

원, 인권, 노동권, 장소 만들기, 사회적 책임감, 사회 정의, 문
화 역량, 지역사회 탄력성, 인간 적응 등까지 망라된다4).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3가지 차원의 지속가능성은 요소

들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 중첩되기도 한다. 즉 요소

에 따라서는 환경적이면서도 경제적이거나 사회적 차원 2가
지 이상 차원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가질 수도 있기 때문

이다.

3. 플로팅건축 사례

3.1 Oregon Yacht Club, Portland, USA, 1910

오리건 요트 클럽(Oregon Yacht Club, OYC, 그림 1 참조)
은 포틀랜드 빌라메트(Willamette)강 위에 38가구로 조성된 

수상 주거 지역사회이다. OYC는 목가적인 환경과 더불어 

도심과 가깝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최상의 플로팅 홈 단지

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1) Sustainability,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 Sustainability #
Definition, 2014)

2) SmallBizConnect, Environmenta Sustainability, Small Business Tool 
Kit. (http://toolkit.smallbiz.nsw.gov.au/part/17/86/371, 2014)

3) What Is Economic Sustainability?, wiseGEEK. (http://www.wisegeek. 
org/what-is-economic-sustainability.htm, 2014)

4) Social Sustainability, Wikipedia. (http://en.wikipedia.org /wiki/Social_ 
sustainability, 2014)

이 주거단지의 대표적인 주택으로 2개 층, 바닥면적 212
㎡의 Floating Fennell House(그림 2 참조)가 있다. 이 주택은 

초저에너지주택이며 전체 구조는 소용돌이 및 곡선 디자인

에 적합한 집성목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공법은 다양한 

형태를 만들 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자재의 양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경제적이고, 가볍고 시공이 용이하다5).
외벽의 창문은 아름다운 빌라메트 강의 조망을 고려하였

으며, 창 유리는 자연환기를 가능하게 하면서 낮 동안에는 

태양열과 빛을 받아드리게 한다. 주택 자체를 공장에서 제작

하고 보트로 운반했기 때문에, 이 주택의 공사는 최소의 에

너지를 소요하였으며, 특히 중요한 것은 공사 중 주변에 소

음이나 분진을 내지 않아서 플로팅 홈 주거단지의 분위기를 

전혀 해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주택은 아름다고 현대적인 

주택 형태를 주변 자연환경과 통합하고 있다.

그림 1. Oregon Yacht Club

(출처 : 구글 지도)

그림 2. Floating Fennell House

(출처 : http://inhabitat.com/robert-oshatzs-floating-fennell-house-is-a-passi

ve-riverside-dream-home/)

5) Molly Cotter, Robert Oshatz’s Floating Fennell House is a Passive Ri
verside Dream Home, 2011.11.7. (http://inhabitat.com/robert-oshatzs-fl
oating-fennell-house-is-a-passive-riverside-dream-hom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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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플로팅 홈 주거단지의 거주자들은 자연환경 속에서 수

상의 평화롭고 편안한 분위기를 즐기며 살고 있다.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조망은 인공 구조물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하늘, 산, 나무, 들판 또는 물 등과 같이 자연적인 요소만 보

이는 것으로 여긴다. 또한 거주자들은 자연과의 연결은 건강

과 웰빙의 긍정적인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간주한다. 
거주자들은 이웃과 대부분 사이좋게 지내기 때문에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거주자들은 야생 조류나 수생식물 같은 자연 환경을 보존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홍수나 태풍과 같은 자연

재해에 대처하는데 상호 협조하고 있고, 화재나 피난에 대해

서도 협동하고 있으며, 시 담당자들과 법적인 규제에 대하여 

협상하고 지방 정부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얻는 것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렇듯 플로팅 홈 주거단지에서의 굳건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필수적이고 쉽게 발견할 수 있다6).

3.2 Floating hotel "Salt & Sill", Island of

Klädesholmen, Sweden, 2008

플로팅호텔 “Salt & Sill”(그림 3 참조)은 스웨덴 최초의 

플로팅호텔이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해산물 전문 레스토

랑 “Salt & Sill” 옆에 건립되었다. 건축주는 레스토랑 고객

들의 숙소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여 근처의 대지에 호텔을 

짓고자 하였다. 조그만 섬이라서 주변에 마땅한 대지가 없었

고, 또한 특이한 호텔건물을 추구하는 건축주의 요구가 맞아 

떨어져서 이러한 플로팅 호텔이 건립되었다.

그림 3. Floating hotel "Salt & Sill“

(출처 : 필자 촬영)

이 호텔은 2개 층이며 콘크리트 폰툰 위에 6개의 건물이 

조합된 형태로서, 23실 46베드 규모이다. 모든 객실은 개별

적인 출입구를 갖고 있으며 언제든지 외부의 휴식공간에 나

6) Oregon Yacht Club 홈페이지. (http://www.oregonyachtclub.com/, 
2014)

갈 수 있다. 투숙객들은 편안한 환경 속에서 개성적인 분위

기와 북유럽의 현대적인 단순미를 보여주는 건축형태를 느

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이 호텔은 스웨덴의 조그

만 어촌 마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높아서 연중 방

문객이 끊이지 않는다.
건축주는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건립기간 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시설은 무엇보다도 생태계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며, 생활의 환경, 안전 또는 

소통에 거의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즉 

이 호텔이 주변의 소음원이 되거나, 공기나 물에 어떠한 공

해를 일으켜서도 안 되었다.
건축 디자인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

었다. 북구 지역이라서 난방이 중요한데, 난방 에너지는 플

로팅 호텔 하부에 있는 바닷물 온도를 활용하는 수열 시스

템을 통해서 얻어진다. 건축주는 스웨덴 소나무 같은 지역 

건축자재, 친환경 페인트 등을 사용하였고, 잔석을 이용하여 

폰툰 하부에 바다가재 서식지를 조성하여 조개나 홍합 같은 

해중 생물이 증가하도록 하였다7). 모든 화장실 용품은 유기

농 제품과 리필 가능한 물품을 채택하였다.

3.3 IBA Dock, Hamburg, Germany, 2009

2010년 국제건축박람회(IBA)는 이산화탄소 중립 도시개발

을 목표로 “기후변화에 있어서 도시”라는 슬로건을 갖고 함

부르크에서 열렸다. IBA Dock(그림 4 참조)는 당시 정보 및 

이벤트 센터의 철골구조로 플로팅 콘크리트 폰툰 위에 건립

되었다. 이 건물은 현재 함부르크의 도시 및 건축 정보센터

로 이용되고 있다.
이 건물은 3층 규모이고 1,640㎡의 바닥면적을 갖고 있다. 

폰툰은 길이 34m, 폭 26m이고 상부건물은 철재 조립식 모듈

러 구조(그림 5 참조)로 되어 있다. 또한 이 건물은 외벽을 

단열재 포함 두께 25cm로 하여 기후보호 영역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건물은 “제로 밸런스 개념(zero balance concept)”을 도

입하였는데, 즉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연중 건물에 지속적

으로 냉난방을 제공하는 것이다. 옥상에 약 34㎡의 16개 태

양열 집열판을 설치하였는데, 추운 계절에 효율을 높이기 위

하여 남향으로 비교적 가파른 각도인 50도로 고정하였다.
태양에너지와 더불어 콘크리트 폰툰 하부에 설치된 열교

환기를 이용하여 엘베 강(the Elbe)으로부터 추가적인 에너지

를 얻는다. 이 수열 에너지는 건물의 물을 가열하거나 천정 

기구를 통하여 공기조화 시스템에 냉난방 에너지를 제공한

다.

7) Costas Voyatzis, The first floating hotel in Sweden, 2008.12.31. 
(http://www.yatzer.com/The-first-floating-hotel-in-Swede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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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전체에 필요한 통풍을 위한 환기장비와 더불어 히트

펌프는 옥상에 남향으로 30도 각도로 설치된 태양광 모듈

(103㎡)에서 생산한 전기로 가동된다. 히트펌프 가동에 필요

한 전기가 태양광 발전에 의해서 제공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냉난방 에너지는 거의 필요 없다8).

그림 4. IBA Dock

(출처 : 필자 촬영)

그림 5. IBA Dock의 조립식 모듈러 디자인

(출처 : http://www.archello.com/en/project/iba-dock-0/image-8)

3.4 플로팅 전시관(Floating Pavilion),

Rotterdam, Netherlands, 2010

로테르담의 플로팅 전시관(그림 6 참조)은 지름이 각각 

18.5m, 20m, 24m은 3개의 반구형 지붕으로 구성된 복합체이

다. 건물의 최고 높이는 12m이고 바닥면적은 1,104㎡이다. 
폰툰은 두께 2.5m EPS(Expanded Polystyrene) 위에 콘크리트 

빔과 슬래브를 얹은 구조로 제작되었다. 이 건물은 거의 자

급자족적인 구조물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과 

재생에너지 기술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8) IBA DOCK: The floating climatic house, BES. (http://www.bes-eu. co
m/en/architects-and-designers/solar-architecture/iba-dock-the-floating-cli
matic-house, 2014)

전시공간은 “지붕이 있는 공공의 개방공간”으로 간주하

고, 최고 섭씨 15도 정도로 외기보다 약간 높은 온도를 유지

한다. 강당의 경우 사용될 때 난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붕

의 태양열 집열판과 단열재가 건물 실내의 냉난방에 이용되

며, 이와 더불어 섭씨 21도를 기준으로 실내의 온도를 높이

거나 낮출 때 벽의 상변화물질(Phase Change Material)은 액

체가 되거나 고체가 된다.
반구형 지붕은 초경량 투명 재료인 에틸렌 테트라플로로

에틸렌(ETFE) 포일로 덮여있다. 포일 지붕은 3겹인데 단열

을 위하여 압축공기가 채워져 있고, 최상부의 포일은 자외선 

보호용이다. 1층의 벽 창문과 지붕 상부의 창문을 이용하여 

공기가 자연적으로 환기되도록 한다. 중수도는 정화시켜서 

화장실에서 재사용하며, 최종적으로 화장실에서 사용된 물

은 정화되어 강으로 배출된다9).

그림 6. 플로팅 전시관

(출처 : 필자 촬영)

플로팅 전시관은 전시나, 단체의 행사나 회의를 하기 위하

여 임대할 수 있는데, 전체 시설은 방문객 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고, 강당은 단체 150명까지 행사를 진

행할 수 있다. 이 플로팅 전시관은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특

징적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회의나 사회적 이벤

트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3.5 Brockholes Visitor Centre, Preston, UK,

2012

영국, Preston 근처에 있는 폐허되어 버려진 석산지역으로

부터 Brockholes라는 이름의 새로운 자연보호지역이 탄생하

였다. 2,795㎡의 콘크리트 폰툰 위에 바닥면적 1,400㎡의 방

문객 센터 건물(그림 7 참조)이 건립되었다. 이 센터는 전시

공간과 상점뿐만 아니라 카페, 회의센터, 교육시설 등으로 

9) Jacobine Das Gupta, ROTTERDAM FLOATING PAVILION : DUTC
H ICON OF BUILDING ON WATER, 2010.10.18. (http://thegreenta
ke.wordpress.com/2010 /10/18/rotterda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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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다. 인상적인 점은 방문객이 평화로운 주변 환경

을 즐길 수 있도록 옥외 데크를 설치한 아름다운 플로팅 생

태마을이라는 것이다.
Brockholes 방문객 센터는 속을 비워서 부력을 얻은 콘크

리트 함체 위에 있는데, 호수를 가로질러서 떠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4개의 철제 기둥으로 붙잡아 놓았다(돌핀계류 

방식). 재난시에나 필요한 것이지만, 이 건물은 평상 시 수위

보다 3m까지 떠오를 수 있게 계획되었다. 일반적으로는 연

중 40cm의 수위변화에 따라서 오르내릴 수 있다. 이 지역은 

100년에 1회 빈도로 높이 3m 홍수가 있고, 연중 수위변화는 

40cm이기 때문이다.

그림 7. Brockholes Visitor Centre

(출처 : http://inhabitat.com/brockholes-uks-first-floating-nature-reserve-is-n

ow-open-for-exploration/)

건축가는 큰 공기 볼륨을 둘러쌀 수 있도록(공기순환과 

배출에 유리함) 건물에 높고 가파른 경사 지붕을 디자인하

였다. 물홈통은 수명이 길고 재사용이 가능한 동판으로 제작

하여 설치하였다. 중수 시스템과 화목 보일러를 도입하여 녹

색건축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건물의 통풍은 전적으로 자연

적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단열재로는 재사용 신문지로 만

든 저렴하고 단열에 효과적인 재료를 사용하였다. 결과적으

로 이 건물은 영국의 친환경건축물인증(BREEAM)에서 디자

인단계 “우수”를 받았고 에너지성능인증에서 A등급을 획득

하였다10).
건물의 입면은 여름에 최고의 그늘을 만드는 외부 차양을 

도입한 친환경적 시스템이다. 건물에서 낮은 창문턱은 효과

적인 자연환기를 가능하게 하고 조망을 방해하지 않는다. 또
한 겨울동안 내부공간에서는 최대의 주광과 패시브 태양열

을 받을 수 있다. 호수에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옥외 데

10) Bridgette Meinhold, Brockholes: UK's First Floating Nature Reserve 
Is Now Open For Exploration, 2011.5.12. (http://inhabitat.com/brock
holes-uks-first-floating-nature-reserve-is-now-open-for-exploration/, 20
14)

크는 수면보다 단 15cm 높이에 있다.

3.6 Autark Home, Maastricht, Netherlands,

2012

그림 8. Autark Home

(출처 : http://www.autarkhome.com/index.php/woning-2/fotos/)

이 주택은 유럽 패시브 주택 인증을 받은 자급자족적인 

패시브 플로팅 홈이다. Autark Home 모델(그림 8 참조)은 네

덜란드 마스트리트 마스 강(the river Mass)에 정착되어 있다. 
이 플로팅 주택은 2개 층이고 바닥면적은 109.4㎡이며, 패시

브 주택으로써 외벽은 55cm 두께의 스티로폼으로 되어있고, 
단열 창문과 문을 설치했고, 3중 유리를 끼웠으며 냉교(cold 
bridge)가 거의 없도록 시공되었다. 4,000리터 용량의 물탱크

와 옥상에 6개의 태양열 집열판이 있어서 4-5일간 섭씨 

70-80도의 수온을 유지할 수 있다. 
강물은 필터를 통하여 이 주택에서 필요한 중수도 용수로 

변환되며, 고품질의 음용수는 모래와 UV필터를 혼합한 역삼

투 시스템을 통하여 정화된다. 중수도 용수는 화장실, 세탁 

및 바닥 냉난방에 사용된다. 오수는 내장된 정화시스템에 의

해서 90% 이상 정화된 이후 강으로 배출된다. 다른 패시브 

주택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방은 환기시스템을 가지

고 있다. 각 실로 공급되는 신선한 공기는 열 교환 환기시스

템을 이용하여 배출되는 공기의 에너지에 의하여 가열되거

나 냉각된다.
주택에 필요한 전기는 옥상에 설치된 24개의 태양광 발전 

모듈에 의하여 공급된다. 전기에너지는 평균 한 가구가 4일
간 필요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24개의 배터리에 충전

된다. 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1년에 5,300KWH를 공급할 

수 있다. 거실의 모니터링 시스템 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태양광 발전 현황을 볼 수 있다. 날씨가 흐린 날을 대비하여 

바이오디젤 발전기가 준비되어 추가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11).

11) AUTARK HOME 홈페이지. (http://www.autarkhome.n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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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Makoko Floating School, Lagos, Nigeria,

2013

그림 9. Makoko Floating School

(출처 : http://www.nleworks.com/case/makoko-floating-school/)

Makoko 플로팅 학교(그림 9 참조)는 나이지리아 라고스

에 위치한  Makoko의 역사적인 수상 지역사회에 건립된 바

닥면적 220㎡의 전형적인 플로팅 구조물이다. 이 학교는 국

제연합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과 독일의 Heinrich Boell 재단이 후원한 시범 프로젝

트로서, 기후변화의 영향과 급변하는 도시화 맥락을 고려하

여 지역사회의 사회적 및 물리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선택하였다.
디자인의 전반적인 구성은 2층에 교실을 배치하는 삼각형 

A-자형 단면을 가진다. 이 구조물은 부분적으로 조절 가능

한 루버 살로 벽을 둘렀다. 1층에는 놀이터가 있고 옥상에는 

추가적인 옥외 교실이 있다.
이 학교는 플로팅 구조로써 조수의 변화, 수위 변화, 심지

어는 홍수에 대응할 수 있다. 또 이 학교는 태양광 발전 모

듈을 사용하고, 자연환기를 채택하고, 유기폐기물을 재사용

하고, 우수를 모아서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이다. 
지역사회에서 생산된 대나무와 목재가 학교 전체 건물의 구

조체, 지지대, 마감재 등의 주된 재료로 사용되었다. 전체 구

조물은 전형적인 플라스틱 통을 엮어서 만든 플로팅 기초위

에 자리 잡고 있다. 외주부의 플라스틱 통은 우수를 모으는

데 이용된다12).

4. 플로팅건축에서 지속가능 요소 분석

플로팅건축 사례를 대상으로 추출된 지속가능 요소를 정

리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공통적인 지속가능 요소로는 플로팅건축이기 때문에 홍수

12) Makoko Floating School, NLE Architects. (http://www.nleworks.com 
/case/makoko-floating-school/, 2014)

나 수위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

장(도크)생산하여 원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고, 장기간 사

용할 수 있고, 수상에 있기 때문에 거주자에게 평화로운 분

위기를 줄 수 있고, 진입로가 한정되기 때문에 범죄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건물명 지속가능 요소

공통
홍수대비, 수위변화에 대응, 장기간 사용, 이동가능, 
범죄안전, 평화로운 분위기

Oregon

Yacht Club

자연환경 보존, 저에너지 주택, 조립식 건설, 지역사회의 

강한 유대감

Floating

hotel "Salt &

Sill"

수열 사용, 지역의 자재 및 친환경 자재 사용, 자연환경 

보존, 유기농 제품 및 리필 물품 채택.

IBA Dock
태양광 발전, 수열 이용, 두꺼운 단열재, 조립식 및 모듈러 

디자인, 지역사회 개발

Floating

Pavilion

태양열 집열, 상변화물질, 자연환기, 물 재사용 및 처리, 
위치변경 계획, 3중 ETFE

Brockholes

Visitor

Centre

자연환경의 복원, 바이오매스 보일러, 물 재사용, 
자연환기 및 외부차양, 재생 신문지 단열재 사용, 사회적 

자본

Autark Home
태양광 발전, 바이오디젤 발전기 사용, 자급자족 

설비시스템, 두꺼운 단열재, 열 회수 장치, 거주 적합성

Makoko

Floating

School

태양광 발전, 지역의 자재 사용, 자연환기, 빗물 수집 및 

사용, 플라스틱 통 재사용, 사회적 지원, 지역사회의 

유대감

표 1. 플로팅건축별 지속가능 요소

플로팅건축 사례의 기능이나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 적용

된 지속가능 요소가 다양함을 볼 수 있다. 즉 태양에너지를 

비롯하여 수열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가 사용되고 있으며, 조
립식 및 모듈러 디자인, 지역생산 자재 및 친환경 자재 사

용, 충분한 단열재 사용, 자연환기 및 차양 사용, 물 재사용 

및 처리,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 자급자족 설비시스템 도입, 
사회적 지원, 지역사회의 유대감 등 환경적, 경제적 및 사회

적 차원의 지속가능 요소를 들 수 있다.

그림 10. 3가지 차원의 지속가능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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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지속가능 요소가 2가지 이상의 차원에 해당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플로팅건축에서 재생에너지 적용은 환경적

으로 오염을 방지하고, 경제적으로 이득이며, 사회적으로 좋

은 인식을 받기 때문에 3가지 차원 모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표 1의 지속가능 요소를 그림 10과 같이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 및 2가지 이상 중첩되는 차원 등 7개로 나누고, 
각 부분에 해당되는 지속가능 요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

다.
(Ⅰ) 환경적 차원 : 홍수 대비, 수위변화에 대응, 지역의 자

재 사용, 재생 신문지 단열재 사용, 상변화물질 도입

(Ⅱ) 경제적 차원 : 3중 ETFE, 두꺼운 단열재 사용, 위치 변

경, 열 회수 장치, 플라스틱 통 재사용

(Ⅲ) 사회적 차원 : 평화로운 분위기, 지역사회 개발, 거주 

적합성

(Ⅳ) 환경적+경제적 차원 : 장기간 사용, 이동 가능, 저에너

지주택, 조립식 및 모듈러 디자인, 재생에너지 사용, 자
연 환기, 물 재사용 및 처리, 바이오디젤 발전기 사용, 
빗물 수집 및 사용

(Ⅴ) 경제적+사회적 차원 : 범죄안전, 지역사회의 유대감, 사
회적 자본, 사회적 지원

(Ⅵ) 환경적+사회적 차원 : 친환경 자재 사용, 자연환경의 복

원

(Ⅶ)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차원 : 재생에너지 사용, 자연환

경 보존, 자급자족 설비시스템, 유기농 및 리필 제품 이

용

5. 플로팅건축에서 지속가능 요소 적용 방안

일반적으로 건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 요소 중에

서 플로팅건축에서 보다 관심을 가져야할 것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 도입

플로팅건축이 수상에 건립되는 점을 생각하면 최우선적으

로 수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물은 여름에

는 공기보다 시원하고 겨울에는 공기보다 따뜻하기 때문에, 
한대지역에서는 난방에 적용하고 열대지역에서는 냉방에 적

용하면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수역이 육지에 비하여 풍자원이 풍부하기 때

문에 플로팅건축에서 소규모 풍력발전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주변에 높은 장애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태양에

너지 적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자연환경 보존 및 복원

플로팅건축이 수상에 건립되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해치치 

않고 최대한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의 역사를 고려하여 자연환경을 복원해야 하기도 한다. 이렇

게 하여 주민이나 이용자들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3) 조립식 및 모듈러 디자인

플로팅건축은 수상에서 공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공장(도
크 등)에서 제작하여 수상이나 육상으로 운반하여 정해진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플로팅건축에 모듈러 시스템을 도입하여 조립식으로 디자

인하면 공장에서 시공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고, 현장으로 

운반하여 설치하면 현장의 쓰레기 발생을 최대로 억제할  

수 있고 공사 중 이웃들에게 소음이나 분진 등 피해를 최소

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자급자족 설비시스템

육지의 다양한 인프라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 건립하는 일

반적인 건축물과 달리, 플로팅건축은 수상에 위치하기 때문

에 각종 설비의 연결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현존하는 대

부분의 플로팅건축은 설비시스템을 육상의 설비라인과 연결 

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배터리, 비상발전기를 통한 

전기의 자급자족화와 강(또는 호수) 물의 필터링 시스템, 중
수도 시스템, 오수정화 시스템을 통한 상하수도의 자급자족

화가 실현된다면 플로팅 건축의 입지선정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5) 지역사회 공동시설

플로팅 주거단지의 경우 태풍이나 홍수 등 재난에 대한 

공동대응, 시 정부와 행·재정적 지원이나 인프라시설 설치에 

대한 협상, 범죄에 대한 공동대처 등을 위한 지역사회 공동

시설을 계획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 제고를 통한 사회

적 차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6) 기타

육지의 일반건축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플로팅건축에서

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사용, 친환경 재료 사용, 플라스

틱 통 재사용, 유기농 제품 및 리필 물품 채택, 빗물 수집 

및 사용, 물 재사용 및 처리, 우수한 단열재 사용, 상변화물

질 도입, 열 회수 장치 사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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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의 상승, 도시 내 가용토지의 부

족,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수상건축의 요구 증가 등으로 플

로팅건축이 하나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연구는 건립되어 사용 중인 7개의 플로팅건축 사례를 

통하여 지속가능 요소를 분석·정리하고 앞으로의 프로젝트

에의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속가능 요소는 플로팅건축 사례별로 표 1과 같이 정리

하였으며, 다시 지속가능 요소를 그림 9와 같이 환경적, 경
제적, 사회적 차원과 상호 중첩되는 부분 등 7가지로 정리하

여 제시하였다.
환경적, 경제적 및 사회적 3가지 차원이 모두 중첩되는 

지속가능요소로는 재생에너지 사용, 자연환경 보존, 자급자

족 설비시스템 적용, 유기농 및 리필 제품 이용 등으로 분석

되었다.
플로팅건축에서 지속가능 요소 적용 방안으로는 다양한 

재생에너지 도입, 자연환경 보존 및 복원, 조립식 및 모듈러 

디자인, 자급자족 설비시스템, 지역사회 공동시설 등을 제안

하였다.
세계적으로 근대적인 공법으로 건립되어 사용 중인 플로

팅건축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플로팅건축

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지속된다면 이 산업분야에서 선도

적인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육지에 건립하는 건축물에 비하여 플로팅건축은 지속가능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제도적 및 기술적인 

연구가 보완된다면 새로운 건축유형으로 인정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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