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간건축학과  이한석 

    『 항만재개발과 친수공간 』        



Part 1. 해양건축 



1. 해양건축이란? 

 「해양건축」이란 해양공간에 입지하는  건축  
 

   - 우리 국토에서 해양도시 및 해양건축을 위해 이용 

      가능한 해양공간은 육지공간의 4.5배 차지 

   -「해양건축」은 바닷가와 바다에 인간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축공간을 만드는 것 

   -「 해양건축」은 육지 공간 중심의 건축문화에  

      새로운 대안 및 가능성 제공  



1. 해양건축이란? 

 「해양건축물」은 바다와 바람직한 관계 형성 

   - 바다의 고유한 성질을 활용한 건축물 

   - 바다의 자연현상, 공간특성, 심리적 특성 활용 

   - 해양환경의 보전 및 회복에 기여 

   - 아름다운 해양경관을 창조  

   - 바다 관련 이미지를 건축디자인에 도입 



 「해양건축」의 활성화 이유 
 

   - 육지에서 인간생활을 위한 가용공간 부족 

   - 기능상 바다에 세워져야 하는 건축물 

   - 바다에 위치함으로써 건축물의 가치 제고 

   - 바다는 육지에는 없는 많은 특성 및 장점 보유 

   - 사람들이 바다에 살고 싶어함 

 

1. 해양건축이란? 



2. 해양건축 현황 및 전망 

 세계 곳곳에서 「해양건축」 발달 
 

   - 일본에서 육지 가용공간  부족으로 해양건축이 발달 

   - 일본에는 수백 개의 해양건축물이 있으며 최근 초대형 

      부유식 구조물을 이용한 해양도시와 해양건축을 시도 

   - 일본 이외에 영국 등 유럽과 미국이 해양건축의 선진국 

   - 최근 중동 및 동남아국가들도 해양건축에 적극적 관심 

 해양건축현황 



2. 해양건축 현황 및 전망 

 국내에서「연안관리법」및「공유수면관리법」을  

   통해 해양건축물의 법적 근거 마련 
 

   - 1999년  한국해양대학교에「해양건축전공」 개설 

   - 1999년 우리나라「해양건축」이 출발한 해 

       

 



2. 해양건축 현황 및 전망 

 「해양건축」은 미래의 건축분야 

   -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특성, 육상공간 부족, 해양의 

      고유한 성질 등으로 인해 해양건축발전이 필연적  

   - 해양공간 적극적 활용, 친수공간 요구, 항만재개발, 

      해양문화 인식제고 등으로 해양건축 수요 증가 

   - 지구온난화로 해수면 상승, 연안 침수 등에 따라  

      재해방지와 연안활용을 위해 해양건축발전 필요 

 해양건축전망 



2. 해양건축 현황 및 전망 

 「 해양건축 」의 활성화 요인 

   -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로 전기 마련 

   - 남북화해 및 통일에 따른 해양건축물 수요 확대 

   - 해양관광레저 기반시설(마리나 등) 정비 요구 

   - 해양관광레저형 기업도시(충남태안, 전남해남) 건설 

   -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과 연안개발 가속화 

   - 4대강 정비사업 

    



2.해양건축 현황 및 전망 

 「 해양건축 」의 활성화 요인 

   - 항만재개발 관련법 시행 

      10개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립  

      2015년까지 기반시설정비(4조7천억 원) 

   - 국토해양부 내 항만재개발과 조직 

   - 해양도시의 워터프런트개발 계획 

   - 도시재생을 위한 워터프런트개발 



2. 해양건축 현황 및 전망 

 「 해양건축 」의 활성화 요인 

   - 『경관법』시행에 따른 미항만들기 사업 

   - 해양(수상)시설물 관련법 정비  

   - 도서, 어촌 및 어항의 중요성 증대 

      · 어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 어업에서 해양관광레저산업으로 전환 

      · 도서는 국토공간의 마지막 남은 보고 



해양건축물 사례 



해양건축물 사례(해안) 
 Marizon 

 Location: Fukuoka, Japan 

 Designer: (株)三島設計事務所, 五洋建設(株) 

 Completion: 1989 

 Constitution:  식당, 쇼핑룸, 게임룸, 결혼식 예배당 등 



해양건축물 사례(해안) 
 Minack Theatre 

 Location: Cornwall, England 

 Designer: Rowena Cade 

 Completion: 1983 

 Constitution:  visitor center,  

        커피숍, 화장실, Rowena 

        Cade기념전시관, 아열대 

       식물정원 등  



해양건축물 사례 (해안) 
 Darling Harbour Aquarium 

 Location: Sydney, 
Australia 

 Completion:  1988 



해양건축물 사례 (해중) 
 Red Sea Star Restaurant 

 Location: Eilat, Israel  

 Designer: Josef Kiriaty, Ayala Serfaty 

 Completion: 1999 



해양건축물 사례 (해중) 
 Ithaa Restaurant, Maldives 



해양건축물 사례 (해중) 
 Jules Undersea Lodge, Key Largo 

 Location: Key Largo, FL. USA 

 Designer: Ian Koblick, Neil Monney 

 Completion: 1995 



해양건축물 사례 (해상) 
 Floating Island, Hiroshima 

 Location: Hiroshima, Japan  

 Completion: 1989 

 Constitution: 수족관, 마리나, 클럽하우
스, 레스토랑, 수족관, 극장, 갤러리 등  

 



해양건축물 사례 (해상) 
 Cruise Terminal 

 

 Location: Vancouver, Canada 

 Designer: Eberhard H. Zeidler 

 Completion: 1986 

 Constitution:  컨벤션센터, 크루즈쉽터미널, 호텔, WTC사무실, 쇼
핑시설, 아이맥스영화관, 야외원형광장 등 



해양건축물 사례 (해상) 
 Pod Complex 

 Location: Toronto, Canada  

 Designer:  Eberhard H. Zeidler 

 Completion:  1971 



해양건축물 사례 (해상) 
 Brighton Pier 

 Location: Brighton, England 

 Completion:  1823 (first pier) 



해양건축물 사례 (해상) 

 Teatro del Mondo 

 Location: Venice, Italy 

 Designer: Aldo Rossi 

 Completion: 1979 

 

 



해양건축물 사례 (해상) 
 Floating Nackros Villa 

 Location: Varvsholmen, Sweden 

 Designer: Staffan Strindberg 

 Completion: 2002 



해상주거 

Trilobis 65 floating home 

                       Korea Maritime University 
Division of Architecture and Ocean Space  

 6인 가족 거주를 위한 반잠수형 주거, 높이 20m, 몸체 외부 파이버글라스 강화 플
라스틱, 반잠수 되는 굴곡 유리는 폴리카보네이트 고강도 재질 



해상터미널 

 Floating Cruise Terminal 

                       Korea Maritime University 
Division of Architecture and Ocean Space  



해저호텔 

 두바이프로젝트: 해저호텔 "하이드로폴리스" 
 

독일에서 만든 220여개의 창문과 하루에 500달러에 달하는 숙박비의 해저 
호텔 하이드로 폴리스  

                       Korea Maritime University 
Division of Architecture and Ocean Space  



해상호텔 

 멕시코 칸쿤 마야호텔 

                       Korea Maritime University 
Division of Architecture and Ocean Space  

강철보다 6배 가볍고 10배 강한 탄소섬유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 

2010년 완공계획,  약 2,000억 원 예산 소요 



해상호텔 

 Floating and Rotating Hotel Tower  

                       Korea Maritime University 
Division of Architecture and Ocean Space  

Waterstudio. NL 설계(디자이너 Koen Olthuis]  

25층 규모, 철골 및 유리구조, 부유식 기초 6m 깊이, 두바이 



해상호텔 

 두바이 프로젝트 - 버즈 알 아랍 
 
 

높이 321미터, 인공섬 근처 위치, 매립지에 건설 
세계 처음 별 7개급 호텔, 220척 범선 피난시설 구비  

                       Korea Maritime University 
Division of Architecture and Ocean Space  



친수공원 

요코하마 야마시타공원 

                       Korea Maritime University 
Division of Architecture and Ocean Space  



해양레크레이션시설 

• 건축위치 : 일본 효고 

• 주요용도 : 바다낚시시설 

• 부지면적 : 1,100㎡ 

• 완공 : 1982년 4월 

 

 Suma Marine Fishing Park 

                       Korea Maritime University 
Division of Architecture and Ocean Space  



 수족관(Aquarium) 

 Ring of Fire Aquarium 

• 건축위치 : 일본 오사카 

• 주요용도 : 수족관 

• 부지면적 : 38,400㎡ 

• 완공 : 1990년 

                       Korea Maritime University 
Division of Architecture and Ocean Space  



해중전망대 

 아시즈리 해중전망대(Ashizuri Under Sea Observation Tower) 

• 건축위치 : 일본 코우치 

• 주요용도 : 해중전망대 

• 완공 : 1971년 12월 

 

                       Korea Maritime University 
Division of Architecture and Ocean Space  



해상전시관 

 오사카 해양박물관 

                       Korea Maritime University 
Division of Architecture and Ocean Space  

바다에 떠 있는 유리 돔으로 ‘오사카 해상교류사’ 전시 

 



등대 

 오륙도 등대 

• 건축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938번지 

• 대지면적 : 3,368㎡ 

• 건축면적 : 219.38㎡ 

• 연면적 : 392.39㎡ 

• 규모 : 지상3층 

• 시설 : 등대 

 

                       Korea Maritime University 
Division of Architecture and Ocean Space  



Cruise Terminal 

동경 하루미(晴海)여객선터미널 

                       Korea Maritime University 
Division of Architecture and Ocean Space  



Cruise Ship 

 SuperStar Leo 

                       Korea Maritime University 
Division of Architecture and Ocean Space  



Super-yacht 

 M-147 mega boat (길이: 147m) 

                       Korea Maritime University 
Division of Architecture and Ocean Space  



Part 2. 항만재개발 



  항만은 해양도시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한 근거지 

  항만은 해양도시의 상업, 산업, 교통, 문화의 핵심  

  항만/해운 기술 및 산업여건 변화로 항만공간 재구성 필요 

  도시 여건의 변화로 항만과 도시의 새로운 관계 정립 필요 

  국가적/국제적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욕구 창출  

  198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항만재개발 성공사례 발표   

                       Korea Maritime University 
    Division of Architecture and Ocean Space  

항만재개발 필요성 



  1960년대: 미국 및 캐나다 주요 항만재개발 시작  
     (보스톤, 뉴욕, 볼티모어, 시애틀, 마이애미, 뱅쿠버, 토론토 등)  
 

  1980년대: 미국의 영향을 받아 유럽/일본 항만재개발  
     (런던, 브리스톨, 카디프, 바르셀로나, 리스본, 동경, 요코하마,  

     후쿠오카 등)  
 

  1990년대: 중반부터 지역적 특성에 맞는 항만재개발  
     (상업시설중심의 미국식으로부터 지역특성화된 항만재개발)  
 

  2000년대: 항만재개발 성과의 평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성과 평가 → 성공요인과 전략 발굴)  

                       Korea Maritime University 
    Division of Architecture and Ocean Space  

항만재개발 역사 



  규모가 큰 상업시설 위주의 개발 (주거 등 다양한 시설 부족)  
 

  도시와 분리된 폐쇄공간으로 개발 (도시구조에 통합되지 못함)  
 

  관계된 집단들 사이에 합의 도출 어려움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어려움  
 

  막대한 재개발 자금 확보 어려움  
 

  장기적인 개발전략 (혹은 마스터플랜) 부재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도시 및 건축디자인  
 
  

                       Korea Maritime University 
    Division of Architecture and Ocean Space  

항만재개발의 문제점 



  사회적 요인 : 시민과 지역주민의 요구 충족, 이익 보장  
 

  공간적 요인 : 도시맥락을 고려하여 도시구조에 통합  
 

  환경적 요인 : 기존 환경자원 및 공간, 시설 최대 활용  
 

  과정적 요인 : 단계적으로 균형 잡힌 개발 (점차적인 변화수용)  
 

  시설내용 : 주거를 비롯한 복합용도개발 (다양한 행위발생)  
 

  디자인 : 친수성 제고를 위한 뛰어난 도시/건축디자인의 질  
 

  시민참여 : 초기부터 지역예술가, 문화인, 디자이너, 시민 참여  
 
 
  

                       Korea Maritime University 
    Division of Architecture and Ocean Space  

항만재개발 성공요인 



○ 추진상황 

  2005. 5. 4～2006. 7. 3: 항만재개발 시행방안 연구  

                                         마스터플랜 수립 

  2006. 9. 21: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착수 

  2007. 1. 4: 제정 법률안 국회제출 

  2007. 5. 11: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정 및 공포 

  2007. 6. 1: 법령의 시행 

  2007. 10. 4: 10개 항만의 항만재개발기본계획 고시 

 

                       Korea Maritime University 
Division of Architecture and Ocean Space  

그림  

항만재개발법 및 기본계획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주요내용 

1.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립의 근거 마련(법률 제4조) 

2. 해양수산부장관이 10년마다(5년마다 재검토)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립 

3.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지자체장에게 
제안, 지자체장은 도시계획절차를 거쳐 해수부장관에게 승인신청
(법률 제7조, 8조) 

     (사업시행자 자격: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정부투자기관, 
님간투자자, 재개발사업을 위한 법인 등) 

4. 항만에서 건축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     
마련(법률 제9조) 

5. 사업시행자 부담원칙으로 하되, 민간자본 유치 기반조성 등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한 일부 재정지원 근거 마련(법률 제25조) 

                       Korea Maritime University 
Division of Architecture and Ocean Space  

그림  

항만재개발법 및 기본계획 



○ 항만재개발기본계획 기본방향 

1. 항만기능과 환경의 다기능․선진화 도모 

2. 항만을 통한 새로운 도약의 전기 마련 

3. 주변 지역과 연계한 재개발 추진으로 개발 시너지효과 제고 

4. 항만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개발 추진 

                       Korea Maritime University 
Division of Architecture and Ocean Space  

그림  

항만재개발법 및 기본계획 



                       Korea Maritime University 
Division of Architecture and Ocean Space  

연안여객부두, 1, 2부두-공용부두 
 

   중앙, 3, 4부두-컨테이너 부두 
 
하역장비- 다목적 용도의 일반 크레인  

                 

 부산항 북항 현황 

부산항 북항 현황 



 산, 강, 바다가 함께 어우러져 있어 좋은 친수공간 환경을 가짐 
 

 배산임해의 지형으로 우수한 조망점이 산재해 있음  
 

 도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우수하고 인근에는 해양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자갈치시장, 공동어시장, 국제시장 등 명소가 많음.  
 

 한국을 대표하는 항만으로서 국내외에서 인지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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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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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현황 



                       Korea Maritime University 
Division of Architecture and Ocean Space  

부산항 북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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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부산항 재래부두 타당성용역 시행: 2004.12 ~ 2005.12   

 부산항(북항) 기본계획용역: 2005.12 ~ 2006.11  

 기본계획용역 최종보고회(대통령): 2006.12  

 항만재개발추진기획단(해수부)발족: 2007.01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용역 착수: 2007.04  

 마스터플랜 선정을 위한 공론조사: 2007. 06~07  

 마스터플랜 선정안 발표: 2007.07  

 기본계획수립·고시: 2007.10 

 재개발사업자로 부산항만공사 지정: 2007.11 

 부산항 북항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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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용역 : 2007. 05 ~ 2008. 07  

 지구단위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 2007. 08 ~ 2008. 10  

 북항재개발법인(부산항만재개발㈜)설립 : 2007. 12 

 1-1단계구간 외곽시설 실시설계: 2008.5 ~ 2008.11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완료 : 2008. 9  

 실시계획 승인: 2008.10 

 공사착공예정 : 2008. 12 

 부산항 북항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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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북항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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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기본방향 
 

      접근성이 뛰어난 친수공간 확보 
      기존 부두를 이용한 항만시설 계획    
      원도심 상업기능 활성화 
      워터프런트 조성 

 

 토지이용계획 
 

     1) 기본방향 
 

      해양과 육지 교통거점을 연결하는 상징축 형성  

      수변, 녹지 네트워크 형성 
 

      편리한 공공 교통망 도입 
 

      입체적인 도시 형성 
      친환경 도시시스템 도입 
      자성대부두 개발을 고려한 계획 수립 

 부산항 북항재개발 기본계획 



2) 토지이용체계 
 

   토지 면적 : 약 45만평 
   토지 이용 : 복합적 기능을 가지는 친수공간으로 계획  
                    공공시설용지:35만평/77%(친수공간:12만평) 
                    유치시설:10만평/23% 
 

                       Korea Maritime University 
Division of Architecture and Ocean Space  

그림  

부산항 북항재개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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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북항재개발 기본계획 

구 분     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특 징 

･ 친수공간/조망권 확보 

･ 아일랜드식 랜드마크 도입 

･ 친환경수변시설 

공공시설용지 

(친수공간) 

35만평(77%) 

(12만평: 27.1%) 

분양용지 10만평(23%) 

매립면적 19만평(42%) 

총사업비 8조 5,190억원 

   기반시설비 2조 390억원 

   상부시설비 6조 4,8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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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재개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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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북항재개발 기본계획 



 기존 도심과 항만지역을 분리하는 철도와 도로의 처리 문제 

    (데크 설치 혹은 지하화가 공론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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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재개발계획시 쟁점사항 



 중앙부두 수역 활용 문제 (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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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재개발계획시 쟁점사항 



 국제 여객터미널 위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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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재개발계획시 쟁점사항 



 북항대교 건설에 따른 조망 및 경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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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재개발계획시 쟁점사항 



 북항과 남항의 장기적인 항만재개발 계획문제 
 공공성과 사업성의 충돌 문제 
     (매립규모, 공공용지, 친수공간, 개발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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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재개발계획시 쟁점사항 



 항만재개발 관련 시민참여 및 갈등조정 문제  
 

 북항재개발을 위한 경관디자인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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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재개발계획시 쟁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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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와 통합된 친수공간 
 

   · 해양수도 및 동북아 해양관문인 부산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로서 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터미널을 계획한다. 
 

   · 남해 · 동해권 해양관광 및 내륙관광의 중심점으로서 연안크루즈터미널 

      을 건설하고 경부고속철도역사와 연계한다. 
 

   · 북항재개발지역은 다대포, 송도, 자갈치, 태종대, 오륙도, 광안리,  

     해운대 등 부산의 친수공간을 연결하는 종합적인 친수공간벨트의  
     일부로서 계획한다. 

   · 북항재개발지역은 북항 전체, 영도수변, 자갈치시장 등 남항 일대를  

     포함하는 부산항 복합 친수공간의 출발점으로 계획한다. 
  

   · 부산의 가장 번화한 도심인 서면지역과 북항 재개발지역을 연결하도록  

      계획한다. 특히 동천을 생태하천으로 복구하여 서면에서부터 북항 재개 
      발지역까지 하천을 따라 접근로를 계획한다. 

부산항 북항재개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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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 
 

   · 공급자 중심이 아닌 부산 시민을 비롯한 국내외 관광객 중심의 시각 

      에서 친수공간과 시설들을 계획한다. 
 

   · 부산 시민과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 교육, 놀이,  

      휴식 등이 통합된 새로운 개념의 해양문화공간을 계획한다. 
 

   · 수변공간에서 활동의 계절성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계획한다. 예를 들어 기상 조건이 나쁜 경우나 겨울철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실내이벤트공간, 실내워터파크, 실내산책로, 해상크루즈관광시 
     설 등을 계획한다. 
 

   · 육역과 수역의 조건을 철저히 검토하여 북항에 가장 적합한 해양레 

      저스포츠활동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공간 및 시설을 계획한다. 
 
 

부산항 북항재개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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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격 높은  친수공간 
 

   · 북항 재개발지역 전체를 연결하는 해변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곳곳에 수변광장 및 녹지공간을 연계하여 특화된 친수 
     공간을 계획한다. 
 

   · 철저한 해안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확보하고 우 

      수한 야간경관조명에 의해 야간에도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일어 
      나도록 한다.  
 

   · 부산항과 주변 바다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조망타워 등 

      조망점과 조망시설 그리고 조망루트를 계획한다. 
 

   · 부산항을 상징하고 북항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 

      이나 공원, 건축물, 기념물(상징타워 등)을 계획한다.  
 
 

부산항 북항재개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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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공간 

수변공간 
설계/시공 

항만경관 
평사/설계 

친수시설 
설계/시공 

・공용공간 구성 
・공원/광장/산책로 
・항만공간리모델링 

・항만경관 평가 및 설계 
・항만공간 조망권 확보 
・항만시설 수경 및 차경  

・항만시설 감성디자인 
・항만시설 유니버셜디자인 
・항만시설 친수공학디자인 

항만재개발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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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 Principles (by Urban Task Force, U.K.) 

 • Respect the site & setting 

 • Recognize the context, scale & character around it 

 • Priority to the public realm 

 • Ease of access & "permeability" 

 • Optimize land use & density 

 • Mix the activities 

 • Mix the housing tenures 

 • Build to last 

 • Build environmentally-sustainable buildings                                         

 • Enhance & respect the surrounding environment  

항만재개발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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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Principles for Sustainable Urban Waterfront 
Development (by Waterfront International Network) 

 • Secure the quality of water and the environment  

 • Waterfronts are part of the existing urban fabric 

 • The historic identity gives character 

 • Mixed use is a priority 

 • Public access is a prerequisite 

 • Planning in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speeds the process 

 • Public participation is an element of sustainability 

 • Waterfronts are long term projects 

 • Revitalization is an ongoing process 

 • Waterfronts profit from international networking 

항만재개발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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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ban Waterfront Manifesto (by Waterfront Center) 

  <Planning> 

 • It is essential to keep in mind the inherent public interest in 

waterfronts.  

 • Waterfront planning should be long-range, comprehensive and 

holistic.  

 • Meaningful community involvement is integral to valid waterfront 

planning and development.  

 • Waterfront work is a fusion of related disciplines that should be 

sought.  

 • We encourage communities to think long-term in waterfront work.  

 • Every waterfront is an integral part of a watershed consisting of 

creeks, rivers, estuaries or bays.  

 

항만재개발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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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ban Waterfront Manifesto (by Waterfront Center) 

<Development>  

• The best undertakings involve a partnership between the private 

sector, the public entities and the citizens.  

 • Public access to and along the urban waterfront should be the 

hallmark of all projects  

 • Learn from good examples of waterfront planning and development 

elsewhere but never blindly copy them.  

 • A diversity of uses wants to be included along waterfronts, from 

parks to vibrant attractions.   

 • Waterfronts present unparalleled opportunities for interpretation 

and education. 

 • The tendency to clean up waterfronts should be approached 

carefully. 

 •  The active participation of each city's arts community sought from 

the outset.  

 

항만재개발 기본방향 



Part 3. 친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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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공간 

○ 친수공간 

   - 워터프런트에 위치한 공공공간(public space) 

   - 친수성이 풍부한 수변공간 

   - 대표적 친수공간: 수변산책로, 수변광장, 수변공원 등 

○ 「친수성(親水性)」은 인간이 물과 친해지고 물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의 질(質)로서 어메니티(amenity)를 의미 

   - 인간생활과 관련하여 해양공간 및 해양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질 

   - 친수성의 정도는 ‘친수성이 높다ㆍ낮다’로 표현 

   - 친수성은「물에 가까이 가다」,「물을 볼 수 있다」,      
「물을 만질 수 있다」의 가능성과 깊이 관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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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공간 

 ○ 친수성 제고는 인간과 물이 바람직한 관계를 맺도록         
어메니티를 향상시키는 것 

   - 친수성을 높이면 인간은 정서적인 즐거움과 심리적        
만족감을 얻게 되고 환경의 질을 높이 평가 

   - 친수성을 높이기 위해 친수공간 및 친수시설 조성,          
해양경관 향상, 친환경적 환경과 쾌적한 환경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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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공간： 
인간/물/ 
워터프런트 

의  
새로운  
관계 

친수활동 

친수공원 

생태환경 

기후조절 

항만경관 

심리적만족 

해양레저/레크레이션 활동 

휴식/커뮤니케이션장소（산책로） 

공기/물 정화、생물서식환경 

빛/공기통로、소음흡수、방재 

아름다운 항만（주・야간경관） 

시간의 흐름을 잊게 함 

마음을 안정시킴 

마음을 즐겁게 함 

정서를 고양시킴 

공간의 질서를 느끼게 함 

친수공간 



                       Korea Maritime University 
Division of Architecture and Ocean Space  

 도시에서 접근성 확보   
 

    · 도심에서 접근: 시가지 보행체계와 연결  
 

    · 서면에서 접근: 하천과 보행로 이용  
 

    · 바다에서의 접근: 여객선, 유람선 등 이용  
 
 
 

 친수공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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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제선 및 호안계획  
 

    · 기존 수제선을 가능한 보호  
 

    · 매립지 수제선은 적절한 완곡선과 굴절 이용   
 

    · 수변 산책로는 연속적으로 수제선을 볼 수 있게 계획  
 

    · 호안은 자연재료와 곡선형 평면 및 계단형 단면을 사용 

 

 친수공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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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분할 및 이용(가구 및 도로)  
 

    · 가구와 가로: 건물 규모나 형태, 배후지와 연속성, 경관형성에 큰 영향  
 

    · 수면과 접한 부지는 작게 분할하고 시가지 가구 크기와 조화  
 

    ·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로 하거나 수제선과 수직방향으로 구획  
 

    · 도로는 수면으로의 시각회랑 역할을 할 수 있게 배치 
 

    · 수면으로 향하는 시가지 도로를 연장하여 직선으로 계획  
 

    · 수면으로 통하는 도로 폭은 넓게 하고 수제선에 평행한 도로는 적당한  

     폭으로 하여 배후지와 연속성 고려  

 친수공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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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군(배치, 높이, 입면적 등)  
 

· 같은 용적(연면적)의 건물이라도 탑상형으로 계획 
· 건물과 건물 사이는 가능한 넓은 틈으로 시각회랑으로 확보 
· 수면으로 향하는 도로 연장선에는 건축을 피함 
· 수면을 향한 계단식 상부를 만들어 조망공간 확보 
· 건물에 수면을 보는 조망틀 계획  
· 수면을 가능한 위요하는 형식의 건물배치  
· 대형선박과 터미널이 수면으로의 조망을 방해하지 않고 한 눈에 볼 수   

  있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떨어져 배치  

 친수공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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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로, 광장  

· 항구의 경관을 파노라마식으로 넓게 조망하는 수변광장계획 

· 수면을 조망하는 산책로를 건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획 

  (지상레벨을 공공용지로 할애하면 용적율 인텐티브 부여)  
 

 친수공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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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먼스케일  

    · 수면의 폭을 고려하여 건물높이 조절 

    · 일조를 고려한 건물과 오픈스페이스 배치 

    ·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통일감 부여  

 친수공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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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높이와 스카이라인 
 

· 수제선 가까운 곳의 건물은 반드시 저층으로 계획 
 

· 랜드마크는 가늘고 좁은 탑상 형태로 계획 
 

· 스카이라인을 위한 지붕의 형태 계획 
 

· 저층건물군의 스카이라인과  고층건물군의 스카이라인 조화   
 

· 배후 산세의 스카이라인을 훼손하는 고층건축 금지   

 친수공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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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도 확보 

      바다에서 산에 이르기 까지 풍도 확보(도심의 열섬현상 등 완화)  

  

 친수공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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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간 정비 
 

    · 건물지붕 및 벽면 녹지계획  
 

    ·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자연(물, 녹지 등) 계획  

   

 친수공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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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스페이스(광장, 녹지, 산책로 등)  
 

    · 시가지와 일체화된 보행자도로 네트워크  
 

    · 오픈스페이스 집약화 및 네트워크화    
 

    · 교량 등 친수시설계획 

  
   

 친수공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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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회랑 및 경관의 연속성  
 

    · 바다 및 랜드마크에의 시각적 접근을 위해 시각회랑 확보  
 

    · 경관의 연출을 위해 경관의 연속적 변화 고려  
 

    · 시각의 연속적인 이동에 따라 수면을 보는 방식 변화 계획  
 

    · 수면을 향한 경관의 연속성을 깨뜨리는 것 극력 회피  

 
  
   

 친수공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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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망장소  
 

    · 항만경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관자원 결정 
 

    · 조망지점에서 수면을 넓게 많이 보이는 것이 중요  
 

    · 조망점의 부각조건, 앙각조건, 가시영역조건 등을 고려    
 

    · 조망점에서 수면이나 랜드마크로의 시선 차단 회피  
 

    · 바닷가 경관연출에 효과적인 조망점과 시점의 관계 고려  
 

    · 단조로운 지형, 심미성이 낮은 항만시설물과의 관계 고려   

 친수공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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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드마크  
 

    · 가시영역이 넓은 항만경관에서는 랜드마크가 중요함  
 

    · 랜드마크는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 경관요소로 계획  
 

    · 랜드마크의 중요한 조건 : 발광체, 반사체, 색채가 두드러진 것,   

       역사적 건조물, 스케일이 큰 것, 형태가 특이한 것, 심리적 요인에  
       의한 것, 많은 조망점에서 보이는 것 등 
  

 친수공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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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수공간계획  

 색채계획 
  

    · 수변건축물과 그 배경의 색채 콘트라스트가 중요함  
 

    · 색채계획에서는 기조색을 결정하고 기존의 색과 조화 고려  
 

    · 색채와 함께 재질감을 위해 재료, 장소, 위치, 형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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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수공간계획  

 야간경관계획  
 

    · 야간경관조명에 의한 안전하고 매력 있는 수변공간 연출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야간경관조명 설치  
 

    · 경관조명을 위한 건축물 외관 및 옥상디자인  
 

    · 오픈 스페이스의 경관조명계획  

  



해양공간건축정보 홈페이지 
http://ocean.cr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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