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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일산호수공원은 1989년 노태우 정부의 주택 200만호 정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을 배경으로 조성되었다. 2013년 고양시 인구 100만인 시대의 도

시자족기능을 확보하고 국정운영5개년계획(국정과제)을 연계하기 위한 발판으로 

장항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방송영상밸리, 테크노밸리, 킨텍스 확장사업 등 

“통일한국의 실리콘 밸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는 일산호수공원 남측 미

개발 농경지를 대규모 도시 개발사업계획을 통해 주변 토지이용이 변경됨에 따라 

도시경계에 위치한 호수공원은 점차 도시의 중심부로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23년 세월이 지난 지금 호수공원은 주변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새로운 바람이 불

어오고 있다. 고양시에서는 시설노후화 개선사업 등의 하드웨어적인 움직임에서부

터 호수공원 시민자문단을 모집하여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는 등 

소프트웨어적인 움직임까지 다방면에서 고양시의 중앙공원으로서의 역량을 강

화·성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본 연구는 고양시의 대표 중앙공원인 일산호수공원의 경계부를 활

성화하여 주변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도시와의 연결성 강화를 목표로 계획을 진

행하였다. 경계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지 여건 분석, 환경 분석, 경계부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이슈를 도출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호수공원의 경계부

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첫째, 일산호수공원은 고양시의 대표녹지자원으로서 주변

에는 정발산, 문화공원, 한류천, 장항습지, 한강 등의 공원·녹지자원이 분포해있

지만 현재 호수공원은 정발산~한강까지의 녹지흐름을 단절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를 연결시키기 위해 대상지 환경 분석을 토대로 일부 공간을 녹지거점으로 설정

하였다. 녹지거점을 기점으로 정발산~문화공원~일산호수공원(대상지)~장항습지~한

강까지의 광역 녹지축을 설정하여 주변 도시뿐만 아니라 공원·녹지자원과의 연

결성을 강화하였다. 둘째, 일산호수공원의 경계부를 기존 도심지 사이의 경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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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예정지와의 경계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경계부를 활성화하기 위

해 주변 토지이용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경계 공간을 구분하였다. 각 경

계 공간마다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생활권으로서의 경

계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찾아가서 즐겨야하는 공원이 아닌 이동하는 도중에도 쉽

게 즐길 수 있는 공원 개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셋째, 현재 대상지로의 접근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 도심지와 개발예정지 간의 ‘보행 연결’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지역 간의 연결 수요가 

급증 될 것을 예상하여‘남-북 보행 연결’을 중심으로 계획하였다. 이에 개발예

정지에 대한 대규모 도시개발계획을 파악하고 이를 게획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

율적인 남-북 입체 보행 연결로를 조성하였다. 특히, 대상지는 호수로 인한 남-북 

단절이 존재하며, 이를 입체적인 보행 연결로를 조성하여 완화하였다. 이는 각 경

계 공간에 대한 연결을 뜻하며, 크게는 주변 도시와의 연결성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호수공원의 경계부 분석을 통해 주변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공

원 경계부 활성화 계획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특히 개발예정지

의 개발 계획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추후 일산호수공원 리노베이션 계획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일산호수공원, 공원 경계부, 경계 공간, 보행 연결, 녹지 거점 

▌학번 : 2017-2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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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일산호수공원의 탄생

일산호수공원은 1989년 노태우 정부의 주택 200만호 정책의 일환으로 대규

모 신도시 개발 사업을 배경으로 조성되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200만호 

주택 개발사업의 두 축이었던 일산신도시와 분당신도시 중 상대적으로 분양이 

위축될 것으로 판단된 일산신도시에 대한 주택 분양 전략의 하나로 기획된 공

원이다.(한국토지공사, 1997) 일산호수공원은 인공적으로 조성되는 신도시환경

의 완화와 함께 도시진입 관문에 위치하여 수(水)라는 자연성이 강한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한강의 배후습지이기도 하다. 이처럼 도

시민들에게 접하기 어려운 수(水)공간을 둠으로써 자연생태계를 재현하고 다양

한 수(水)경관과 호수를 활용하여 여가활동 수요의 만족이나 커뮤니티의 형성, 

공해의 완화, 레크리에이션 기회 제공, 점이지대 공간 확보 등 안정적이고 쾌

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서 고양시의 대표적인 호수공원

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변화하는 도시와 발전의 중심 : 일산호수공원

일산호수공원은 인공(신도시개발)과 자연(주변 미개발 농경지, 한강 등)의 경

계에 위치하고 있다.1) 하지만 일산 신도시가 형성 된 이후 고양시에서는 인구 

100만인 시대의 도지자족기능을 확보하고, 국정운영5개년계획(국정과제)을 연

계하기 위한 발판으로 2013년 호수 공원의 남측 미개발 농경지에는 장항동 공

1) 한국토지공사, “일산신도시 개발사” 제 9장 호수공원 조성 p. 697 (1997년), 일산호수공원은 신도시
진입관문의 역할로서 신도시개발지의 경계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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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택지지구, 한류월드, 방송영상밸리, 테크노밸리, 킨텍스 확장사업 등 “통일

한국의 실리콘 밸리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다.2) 이에 호수공원 주변부는 대규

모 도시개발로 인해 토지용도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도시경계에 위치한 호

수공원의 입지는 점차 도시의 중심부로 편입되면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

다. 최근 고양시에서도 대규모 도시개발계획 사업에 따른 호수공원의 입지변

화를 파악하고 호수공원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는 등 일산

의 중앙공원이 되어 일산동·서구 도시 녹지축으로서의 역할을 강화·성장시

키고자 한다.

23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호수공원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일대

의 방문객을 유입하는 광역 거점 기능의 공원으로 남측 장항동 일대에는 대규

모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하나둘씩 업무·상업·주거시설로 용도가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가 변화하면서 그에 따르는 속성 자체가 다양성을 바탕으로 

변화하고 있다. 도시의 다양성을 수용하려는 측면에서 일산호수공원은 주변 

상황에 따라 주변 변화의 특성들을 반영한 것이 되어야 한다. 즉, 호수공원은 

도시공간에서의 사회·문화적 수요에 따른 도시공간의 물리적인 변화와 사람

들의 인식 등 도시 생활의 다양성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변화되어

야 할 공간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과거 신도시의 관문으로 도시의 경계에 위치한 대상지의 입

지 변화를 파악하고 대상지 경계부 활성화 계획을 통해 도시와의 점점으로서 

주변 도시와의 지속적인 변화에 수용할 수 있는 다양성의 요소를 수용하며, 

더 나아가서는 기존도심지와 개발예정도심지와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기존 경계 공간에 기능을 쇄신하기 위해 새로운 성격을 부여하고 인접하

고 있는 도시의 특성에 적합한 연결 방안을 통해 새롭게 활력을 부여할 수 있

는 일산호수공원으로 진화하고자 한다.

2) 고양시,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고양” p. 5-6 (2017년 9월 1일), 2013년 이후 호수공원의 남측편 
미개발 부지에는 장항공공택지지구사업, 한류월드, 방송영상밸리 등 대규모 도시개발계획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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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일산신도시와 접점으로서 일산호수공원의 경계부 활성화 계획을 

통해 향후 개발될 도심지와 기존 도시과의 연결성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이

에 경계 공간의 기능을 개편하여, 인접하고 있는 기존 도시구조와 새로운 도

시구조를 연계하기 위한 경계부 활성화 계획으로 연결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

함과 동시에 변화할 도시에서의 접점으로서의 중앙공원으로 호수공원의 미래

상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호수공원은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기존 도시민의 사회·문화적인 

활동이 특정 부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향후 도시 전역으로 펼쳐진 것

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주변 도시공간의 광역 환경 분석 및 향후 개발계획을 

파악해보고, 대상지와의 상호관계에 주목하여 기존 도시와의 공간적 관계뿐만 

아니라 개발예정지와도 상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공원의 역할이 개

편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호수공원 주변 도시 개발 계획 뿐만 아니라 

대상지 경계부의 물리적인 환경과 비 물리적 환경을 모두 중시하여 이에 대한 

향후 나타날 수요 및 진입 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경계 공간 및 전략적

인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호수공원 일대가 중앙공원으로 전환하

고자 하는 면모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계획이 필요하

다. 또한 기존의 공간을 리노베이션 하는 만큼 대상지 내의 광장, 수(水) 공간 

등의 외부 공간과 공원 시설물, 내부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설계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 대상의 일산호수공원처럼 신도시에 조성된 대표 공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유사 신도시 내 공원 활성화 계획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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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계획 대상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호수공원으로, 일산신도

시 개발사업 기본계획 당시 조성된 1,033,172㎡(31만2,715평)면적을 공간적 범

위로 한다. 대상지 기준으로 북측에는 기존 일산신도시의 도심지와 남측에는 

대규모 도시개발예정지로 호수공원은 기존 도심지와 개발예정지의 경계에 위

치하고 있다.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 5 -

직접적인 설계 대상지는 일산호수공원에 속한 가용 공간과 경계부와 인접한 

일부 공간이지만 본 연구가 도시와의 접점으로서 공원 경계부 활성화 계획인 

만큼 주변 도시개발계획 또한 포함한다.

3) 고양시, 관광컨벤션협의회, 일산호수공원

4) 조선비즈기사일보, 일산 호수공원 주변 쇼핑·관광지로

[그림 1-2] 대상지 현황 사진 (1)

[그림 1-3] 대상지 현황 사진 (2)

출처 : 구글검색 일산호수공원 (검색일자: 2019년 2월 27일)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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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일산신도시의 관문이자 고양시의 대표 녹지공간으로서 호수공원

이 일산의 중앙공원이 되어야 한다는 고양시의 의지를 실현하는 공간이자 도

시민의 일상과 주변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호수공원의 입지변화를 목표로 내용

적 범위를 설정한다. 기존 일산신도시개발계획과 주변 도시개발계획을 고찰하

여 대상지에 요구되는 새로운 입지를 파악하고 일산호수공원의 입지 여건과 

변천과정을 통하여 일산신도시와 호수공원과의 관계 파악한다. 광역 환경 분

석과 대상지 경계부 분석을 통해 호수공원의 입지특성에 따라 반영된 경계 공

간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이를 바탕으로 일산호수공원

의 계획의 기본방향 및 설계전략을 설정하여 일산호수공원의 경계부 활성화 

계획과 그에 따르는 경계 공간, 프로그램 설계와 더불어 광역적인 녹지네트워

크 계획이 포함된 계획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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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연구의 진행과정

본 연구는 크게 5장으로 구성된다.

제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연구의 진행과정을 설명한다.

제 2장은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여 도시와 공원과의 관계 및 도시와의 접점

으로서의 호수공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도시와의 점점으로서의 공원 

경계부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후 관련 사례연구를 통해 경계부 활성화

를 통해 도시와의 연결성 강화하기 위한 전략 및 방안을 살펴보고 설계에 필

요한 개념을 정립한다. 제 3장에서는 계획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일산

호수공원의 입지여건 및 변천과정을 되짚어 보고, 일산도시개발사와 현재 흐

름 속에서의 일산호수공원 입지를 이해하고 광역적 환경 분석과과 대상지 경

계부 분석,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대상지의 특성을 관찰하고 현

재의 문제점과 이슈를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일산호수공원 경계부 활성화 계

획 이전에 설계의 전제를 통해 중앙공원으로의 도시와의 연결성 강화를 제안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계획의 기본 방향을 설정한다. 이후 그에 맞는 세부 전략

을 통해 공간 및 프로그램을 구상한다, 이후 그에 순응하는 공간이 반영된 공

간, 연결로, 거점시설계획과 종합계획도(마스터플랜)을 제시한다. 제 5장에서는 

앞서 나온 방법을 전제로 결론을 통해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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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연구의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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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고찰 및 사례연구

1절 도시와 공원과의 관계

1. 도시공원의 발생과 변화

▌도시공원의 발생

공원은 고대 농경 생활을 시발점으로 정착 생활의 가운데 이루어진 인간의 

집단 거주의 삶 속에서 인위적인 자연을 도입함으로서 단조로운 도시의 생활

에 변화를 주고자하는 욕구로 인해 발생하였다. 고대시대부터 ‘Agora’라는 

공동의 장이라는 개념을 시작으로, 로마시대에는 도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중심 시설로 사용되는 ‘Forum’으로서 존재한다. 최초의 공원(Park)으로는 

원래 왕족과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던 것으로, 르네상스 이후 왕족과 귀족들이 

어느 정도 공개하는 변화를 거치게 되었으나, 특정 인물, 계층만이 출입할 수 

있었기에 진정한 의미로의 공원(Public Park)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후 급격한 

도시발달로 인해 근대도시가 형성되고 도시에서 생활하는 도시민들에게 공개

되는 진정한 공원(Public Park)이 등장하게 된다. 이처럼 진정한 공공(Public)으

로서 공원은 근대도시의 형성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근대도시의 형

성과정에서 도시의 기반시설로 공원이 처음 정비되기 시작한 것은 도시의 생

활환경 수준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시점과 산업혁명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

점이 맞물린 구간이다. 런던은 도시공원이 최초로 정비된 곳으로 19세기 초에 

하이드파크, 켄싱턴가든, 그린파크, 세인트 제임스파크 등 도시민들에게도 개

방이 되었다. 하이드 파크의 경우 찰스 1세 시대에 개방되었으며, 버킹엄 궁전

과 인접해있는 그린파크와 세인트 제임스파크는 18세기 중엽 즈음에 개방되었

다. 이후 19세기에 본격적인 근대공원의 정비를 시도한 곳은 리젠트 파크로 

도시의 재개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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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방향

영국에서 시작된 도시공원의 정비는 도시규모의 정비 사업으로 이어지면서 

런던 전체 구조의 변화를 일으켰다. 이에 영국의 자연풍경식 정원이나 도시공

원은 1851년 하이드파크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에서 영국의 공원과 그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어 유럽 각국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미국도 도시화가 시작되면서 유럽의 공원 정비 흐름에 맞춰 공원에 대한 가

치가 대두되었다. 미국 뉴욕은 시민 복지를 위한 대공원을 조성하자는 계획이 

야기되었고, 공장으로 인한 유독한 공기를 저감하고 주거환경을 건강하게 유

지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후 도시공원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도시와 사회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였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실용성과 효능이 요구되었다. 근대문명 이후로 산업과 문

화는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 발달해 왔으며, 모더니즘시대의 도시와 공원 역

시 이분법적인 분리의 영역으로 나뉘어졌다. 이처럼 도시계획차원에서의 도시

공원은 런던에서 보았던 것처럼 도시의 기반시설로서 도시 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탄생하였다. 가로 계획의 시작으로 도시 정비 사업을 위한 계

획들은 공원의 조성으로 이어졌고, 이는 도시민과 밀접한 삶 속에 들어오면서 

공원은 도심 속에 필수조건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따라서 도심 속 공원은 그 

자체로도 도시와 자연의 경계 선상에서 도시의 사회, 환경 문제를 해소해주는 

경계 공간으로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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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도시에서 공원과의 관계

1. 경계의 변화에 따른 공원과의 관계

도시공원은 여러 시행착오들을 통해 도시의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지만 공원의 시발점은 근대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기 때문에 도시와는 정반대의 성격으로서 그 역할을 맡

고 있다. 초창기에는 현대도시에서 요구하는 공원은 기본적인 특성만 반영되

었지만, 여러 시행착오와 공원을 다루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들이 발생했다. 특

히, 도시의 구조 자체, 사회구조 변화, 시민들의 욕구 등이 서로 밀접한 관계

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 구조 자체의 변화에도 많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

다.

현대도시에서 도시와 공원간의 경계는 이분법적인 관계를 통해 영역과 정체

성의 확립에서 벗어나고 끊임없는 관계성을 만들고 있다. 이처럼 도시와 공원

과의 관계를 통해 경계의 확장과 축소, 그리고 새로운 경계에서의 생성은 도

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방식에서부터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

계의 유연화는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탄력을 의미하며 그 공간을 걸음으로 인

해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한다. 즉, 걷는 자의 의도대로 자신만의 시

나리오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소외 극복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5)

2. 도시변화에 따른 새로운 공원의 등장

▌사회적 변화와 공원의 역할변화

이분법적이라는 틀에서 벗어나고 있는 현대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념적 사

고를 통해서 공원이 가진 역할과 기능이 변화했다. 이전의 공원들은 휴식, 여

가를 제공하는 녹지공간으로서의 ‘정원’개념에 더 가까웠다면, 현재는 삶의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녹지공간으로 바뀌었다. 이

는 공원의 유형이 다원화되고 그 기능도 다양하게 제시된다. 21세기에 들어서

5) 임기백, 현대건축의 경계해체적 경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건축대학원 박사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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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원의 역할이 훨씬 더 부각되었다. 크리스 워커(Chris Walker)는‘도시 속

의 공원이 가지는 공공적인 가치’라는 글에서 도시공원에 대한 기존 ‘정

원’이라는 관점과 차별화된 관점을 언급하고 있다.6)

“공원은 도시의 물리적인 조건과 미학적인 질을 기여하고 제고하는 것

으로 이해하여 왔다. 그러나 그러한 공원의 가치와 기능에 대한 새로운 측면

의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 새로운 관점은 바로 커뮤니티의 레크리에이션과 

시각적인 자산의 장소로서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를 뛰어넘는 것이다. 정책입

안자, 전문과, 도시민들은 공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 건강, 청소년 

선도,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등 도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

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현대 도시에서 공원은 기존의 휴식, 여가 등 기능 이상으로 사회 교

육의 장, 공공 활력, 커뮤니티 활동들의 중심공간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확장

되었다. 2008년 피크버그에서는 세계 도시공원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는데, 공원

에 대한 기능과 역할이 확장되었다는 변화를 찾아 볼 수 있다. 정치인부터 공

원계획과, 교육자, 생태전문가, 큐레이터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공원의 

창의적인 활용방안 및 관리에 대한 의견 교환을 진행하였다. 특히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은 공원을 찾아오는 이들의 관계를 형성하게 

해주고 사회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장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산업구조의 재편성에 따른 공간 구조 변화

산업구조는 정보화 사회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탈산업화 구조의 형태로 재

편성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서 도시 내의 산업단지들의 노후화된 시설과 용도

시설들은 도시의 외곽으로 이전함에 그린벨트지역, 공장 이적지, 재개발지, 랜

드필(쓰레기 매립지), 포스트인더스트리얼, 브라운 필드7), 도시 속의 버려진 공

6) 조경진, 공원을 읽다. 조경비평 봄, 2010년, p.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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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군부대 이적지 등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부지들과 시설들이 생겨났다. 그러

한 대규모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들이 양적인 부분에서 질적인 부분으로 변화

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친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자연과 생태적인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그 의미가 더욱 강해졌다. 도심지의 

팽창은 질보다는 양적 변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양적 변화는 도시

를 이루는 기반시설들 간의 위치 이탈이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구

조 개편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지식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질적으로 

탈산업화의 구조로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산업시대의 상징이었던 많

은 공장들과 시설물들이 하나의 골칫거리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양적 팽창의 

걱정 속에서 질적인 변화는 중요시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새로운 형태

의 도시 공간이 생겨났으며 도시구조양상에 있어서 기존과는 다른 접근 태도

와 설계 전략을 요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부지는 기존의 특색이 반영된 특별한 부지이다. 이처럼 부지

가 가진 그 특색은 이제는 쓰이지 않는 기능을 담고 있다. 이러한 부지에 대

해서는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한정된 기능들은 또 다시로 하여금 악순환을 

겪게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러한 악순환을 이기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시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도시와 함께 헤쳐 나가야 

7) 브라운필드(Brownfield)는 산업 재구조 과정에서 도시화된 지역에 남아 있는 황폐하고 오염된 토지 
및 건물을 의미한다. 기존에 공장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용도에 의해 환경적으로 오염되어 
방치되었거나 버려진 토지를 전부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1] 선유도공원 [그림 2-2] 영등포공원

출처: 구글이미지(검색일자: 20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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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위의 공장 이적지, 랜드필(쓰레기 매립지), 방치된 오염지, 도시 속의 버

려진 공간 등 요염도가 높은 땅들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공

간이다. 따라서 회복의 과정을 단기간 내에 이루어내기보다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과정을 지나는 것이 장기적으로 부지의 환경을 조성하고 이해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와 같은 사례로는 라빌레뜨 공원, 개스워크 공

원, 뒤스버그 공원으로 살펴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또한 OB맥주공장 이

적지에 공원화한 영등포공원, 정수시설이었던 공간을 환경재생 생태공원화한 

선유도공원, 난지도의 매립지에 조성한 월드컵 공원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3. 새로운 공원의 등장

지난 150여 년 간 공원은 조경이라는 전문적인 분야의 정체성을 보장해 준 

핵심 요소로서 가장 정점에 위치해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원의 탄생 이

후 공원은 기존 자연과의 만남, 휴식, 여가 등의 기능을 넘어서 복합적인 공원 

부지의 성격을 부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처럼 공원의 기능

과 성격을 그러한 영역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새로운 공원을 모색하는 실

험장이었던 라빌레트 공원은 기존 황무지와 건물이었던 곳을, 다운스 뷰 파크

는 캐나다의 공군기지 이적지를, 프레쉬 킬스(Fresh Kills)는 50년간 쓰레기매

립지로 쓰였던 공간을 공원화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환원하였다. 이처럼 과

[그림 2-3] 라빌레트 공원 [그림 2-4] 프레쉬 킬스 공원

출처: 구글이미지(검색일자 : 20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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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공원처럼 목가적인 풍경을 바탕으로 자연이라는 요소를 단순히 삽입시키

는 것이 아닌 기존 부지의 특성을 질적으로 반영하면서도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활동을 담아내는 문화의 장으로 재탄생하였다.

3. 공원의 경계에서 접점으로서의 역할

▌경계 유연화에 따른 도시와의 연계

공원과 도시 이분법적인 관계는 단지 유연화를 통해 물리적인 해결만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두 공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전제가 되

기 위해서는 경계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도시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미 있는 장소에서 이를 수용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에서 오

픈스페이스라는 가치를 지닌 공원이 자연환경의 장점과 도시에서의 각기 다른 

경험을 경계 유연화를 통해 적절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장소의 연계를 통해 도시가 가지는 장소적인 의미로서의 성격이 공원이라는 

공간에 연장되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원만이 가지는 새로운 장소로 나타나

게 되며, 도시 변화에 대응하는 공원의 역할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경계의 장소화

장소화란 먼저, 특정한 물리적 상황이 충족되어 그 상황에 맞는 행위나 행

태가 일정 시간동안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 환경이 가지는 의미가 하나의 

그림으로 이미지화되어 사회적으로 유효한 장소로 인지되는 것이다.8)

따라서 도시공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행위나 행태가 공간의 물리적인 특성

과 함께 행위나 행태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의 성격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경계 공간이 장소화 되는 것을 뜻하며 도시민들에게 하나의 머물 수 있는 공

간으로서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8) 정한용, 전이공간으로서의 길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5.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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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도시와의 접점으로서 공원의 경계

1. 경계와 경계 공간의 의미

▌경계(Edge)

경계(境界)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 

또는 지역이 구분되는 한계로, 경경(竟境)·계경(界境), 계역(界域)·임계(臨界) 

등으로 말할 수 있다.9) 이처럼 이분법적인 경계는 하나의 것을 넘어 그 외의 

것에서 다른 것이 만나 생겨나는 것으로, 사물의 안과 밖의 영역을 통하여 물

질이나 사물을 구분하고 정의하도록 한다.

경계는 크게 자연적인 경계와 인공적인 경계로 나눌 수 있다. 최초의 경계

는 자연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물리적인 수요로 생겨났으며, 자연적

으로 생긴 경계는 땅과 하늘, 땅과 바다, 바다와 하늘 등과 나누어지는 경계이

다. 경계는 규모에 의해 다양하게 유형화할 수 있다. [표 2-1]와 같이 지구 차

원의 경계요소로서 대륙에 위치한 거대산맥과 대양이 이에 해당되며, 도시차

원에서는 산맥, 하천, 도로, 철도 등이 해당된다. 이보다 더 작은 차원의 경계

항목으로는 담장, 펜스, 경계석, 차도, 보행로 등으로 실제 우리에게 익숙한 경

계의 주요 대상이 이에 해당된다. 이처럼 경계는 이분법적이고, 확정적인 경계

의 구도를 벗어나 이용주체와 객체, 내·외부의 관계를 재정의하고 소통함으

로써, 이는 경계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는 경계의 관점을 면과 면 사이의 공간간의 서

로 다른 성격이 만나는 범주로 보며, 이는 실제 우리에게 익숙한 도로, 보행

로, 하천, 자전거 도로, 또는 대상지와 인접하여 있는 주변의 토지이용 등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9) 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 참고, http://www.korean.go.kr (검색일자 2019년 5월 09일)

http://www.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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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공간의 의의와 기능

공간(空間)이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람이나 사물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나 

어떠한 활동이 행해지는 장이나 물체의 운동이 그 속에서 전개되는 넓이를 말

한다. 따라서 공간 속에서는 변화와 이동이라는 어떠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의 전환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연속적인 지각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기

도 하다.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되는 현상으로 주체 행위의 시간성

을 가지는‘공간상태의 시간적 변화’로 정의된다.(한택수, 1996) 따라서 경계 

공간이란 공간적인 의미에서는, 연결성을 가지고 변화하는 중간단계에서 두 

가지 이상의 요소를 매개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처럼 도시 공간

에서는 연속적인 시간의 이동이라는 인간에게 다양한 시각적인 전환을 제공하

는 동시에 심리적인 측면의 정서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그 기능은 다음과 같

다.

경계구분의 예 경계요소

대륙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중동 등 거대산맥, 대양

국가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강, 바다, 철책선, 도로, 게이트

도시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중구 등 산, 하천, 도로, 철도

토지이용 주거단지, 공원, 공업단지, 문화단지 도로, 보도, 펜스, 구릉지, 출입구

건축 건축물, 외부공간, 도로, 보행로 등 문, 창문, 벽, 천장, 필로티

[표 2-1] 규모에 따른 경계와 연구자 관점

<박병훈(2010)을 토대로 필자가 재작성>

완충적 

확장기능

성격, 기능, 구조가 서로 다른 기능과 성격을 가진 공간사이에 

존재하여 이들 사이의 기능을 분리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연결하는 

매개로 형성된다.

매개적 연속 

기능

지각적 의미에서 서로 다른 두 영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진다. 서로 

다른 공간 사이를 연계하며 이를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체계적인 

[표 2-2] 경계 공간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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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공간과 경계 영역

영역이라는 것은 공간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그 의미가 상대적이며, 경험

적인 장소를 뜻한다. 따라서 공원이 도시 속에 존재할 때, 주변 도시와 단절이 

아닌 서로 연결함으로써 발전해가야 한다. 즉, 둘 사이를 서로 연결하기 위해

서는 형태에 의한 외부로의 시각적 강조도 중요하지만 관찰자와 이용자의 움

직임에 따라 공간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공원의 경계는 

내·외부의 관계를 설정하는 통과의 장소임과 동시에 공원과 도시를 이어주는 

한 연결 공간으로 치환될 수 있다. 따라서 경계 공간은 경계 영역으로서 도시

와 도시 사이에 있는 하나의 연결체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최미정, 2008)

▌현대 도시에서 경계 공간의 역할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경계 공간이란 ‘공간상태의 시간적 변화’로 어떠한 

영역을 분할하는 것으로 서로의 독립된 시간적인 변화의 영역으로 한정한다. 

이는 베타적인 상호구분의 성격뿐 아니라 상이한 두 영역들 간의 사이의 물리

적 충돌과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생성되는 장소로 존재하며 분리된 영역들

을 집합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듯 다른 두 영역의 층위의 전이 공간에서 

작용하는 경계에서의 다양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각 영역의 결절점

으로 경계 영역은 각각의 영역성을 유지시킴과 동시에 도시의 이질적인 공간

사이에서 급격한 변화를 완충제로서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공원과 

도시의 물리적인 성격 차이는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행태나 행위들에 

체험 과정을 유도하고 이동에 안정감을 제공한다.

시각적 전화 

기능

인간의 다양한 체험의 과정적인 장소로 구조화 되어 있다. 따라서 

시각적 연속성을 위해 공간은 통일되어야 하며, 통일된 공간을 통해 

전이적 체험을 제공한다.

유기적 상호 

연결 기능

인접된 내·외부 공간 영역들을 연결하여 각각의 공간들이 갖는 

의미들을 상호 연결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정서를 유발하는 

유기적인 공간 관계를 제공하며 연속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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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때문에 도시 속의 공원의 공원이 

아닌 도시와 공원이라는 개별적인 성격으로 분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

원과 도시의 경계 영역은 공원의 물리적 경계의 의미로서만이 아니라 도시공

간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연결의 매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도시와 

공원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오히려 두 객체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부여할 

경우 이는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경계 공간의 의미

를 공원과 도시와의 구분의 의미로 해석하기 보다는 서로 다른 것들의 영역이 

쉽게 교차되고 서로 순화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한 경계 공간이라는 것 자체

가 공원의 쾌적성과 도시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

는 장소임이 틀림없다.10)

10) Kevin Lynch, The Image of The City, 녹원출판사, p75-102, 경계(edge)의 의미는 두 가지 상이한 지
역에서 발생하며, 해암, 철로와 개발지의 자투리 땅 등 넓은 의미에서 영역의 단부를 말한다. 이는 콘
트라스트가 강한 도시 두 영역을 구분하는 장벽이기도 하지만, 상호 관련시켜서 연결하는 이음부이기
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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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와 공원의 경계와 경계 공간

▌도시와 공원의 경계 공간

위의 경계의 규모에 따른 연구자 관점을 토대로, 도시와 공원의 경계는 도

로, 보도, 펜스, 등 일정 주변 도시지역과 공원의 접경으로 타 영역과 구분되

는 한계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준이 되는 도시와 공원이 접하는 것에 

따라 첫째, 도시권역의 가장자리 공간, 즉 공원과 접점으로서의 경계영역과 둘

째, 다른 성격을 갖는 두 공간의 접경지역, 즉 두 도시의 영향력이 미치는 한

계영역으로서의 공원자체를 경계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와 공원의 경계 공간은 도시와 공원을 구분하는 한계영역이자, 

두 영역 사이에 형성되어진 경계 공간으로, 주변 도시 개발로 인해 구도시와 

신도시간의 접점으로서 변화되어 질 공간을 말한다. 이러한 도시변화는 과거 

구도시에 해당되었던 공원과 새로운 개발예정지와의 접점으로서 위계상으로 

구도시와 신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진균, 2002) 이에 공

원의 경계는 중심부에 편입됨에 따라 그의 역할과 기능도 변화해야 한다.

[그림 2-5] 도시와 공원의 경계 공간

<배태근(2011)을 토대로 필자가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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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계 공간과 경계 영역에 관한 이론

최근 급속한 도시개발로 인해 도시민들로 하여금 조금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통해 더욱 활발해졌다. 이

로 인해 도시와 공원의 경계는 위상적으로 얽히고 설키게 되면서 다층적인 네

트워크망이 구축되었고, 제약된 경계들을 허물어 무한한 사회의 전반적인 창

발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에서는 기존도심지 주변의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새

로운 도시가 들어서면서 기존 도심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도시골격을 갖추

게 된다. 이에 기존 도심지와 신개발지와의 경계 공간은 도심지 간의 연결부

족 및 단절, 토지이용 저하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두 도시간의 이분화를 가

속화 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상지의 경계 공간 

및 영역 해석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시·사회적 특성에 질 들뢰즈와 

가타리의 사유 체계인 ‘리좀(Rhizome)적 개념’을 사용하여 경계의 주름(fold)

와 매끄러움을 통해 개체간의 연결과 소통을 구체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

1. 질 들뢰즈와 “경계 영역”개념

▌접힘과 펼쳐짐 - 주름사유

펼쳐짐은 안에 접혀 있던 것들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과정으로 경계 영역에

서는 거친 경계에 해당되어 진다.11) 이러한 ‘접힘과 펼쳐짐’은 모든 사물의 

11) Gilles Deleuzem the fold-Libniz and the baroque, Architecture Design, No.12, 1993, pp 3-4.

[그림 2-6] 도시-공원의 경계 공간구조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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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는 일련의 과정으로 무한히 접힌 주름 생겨난다. 이는 경계라는 공간

에서 얼마나 많은 주름을 가지고 있느냐가 잠재적인 특이점, 행태들이 내포되

는지를 뜻한다.

들뢰즈는 욕망이론 사건 개념 등에 의한 다양성과 이질성의 흐름을 리좀

(Rhizome)12)이란 은유적인 표현으로 제시한다. 즉, 리좀은 하나의 통일된 구조

내에서 통합되지 않은 수평적이고 비위계적인 복수성을 지니며, 무작위의 그

물망을 형상하여 다양한 흐름들을 유발한다. 이러한 리좀적 사고로 탈주한 경

계의 확장과 다원적인 사고는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유동적인 문화와 직

결된다. 따라서 이러한 유동적인 흐름의 물결로 끊임없는 다양한 개체들이 경

계를 넘어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와 움직임들이 일어날 수 있다.

들뢰즈의 ‘폴딩(Folding)’은 일반적인 ‘접

힘’과는 다른 급진적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왜냐하면 들뢰즈의 ‘폴딩(Folding)’은 눈에 보

이지 않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공간들을 실제로 

분리되어 보지 않고 그 사이에는 구부러지고 

접혀있는 것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있

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경계 공간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두 영역과 공간들

이 상호관계에 있는 것을 전제하에 이 둘은 접혀있는 것을 따라 움직일 수 있

는 영역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접힘’방식을 통해 경계 공간은 

능동적인 두 공간간의 주고받는 연속된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이는 내·외부의 

단절이 아닌 연결로서의 매개로 작용된다. 

12) 리좀(Rhizome)은 근경, 부리줄기로 번역되며 줄기가 곧 뿌리인 식물을 지칭하는 식물학 용어

[그림 2-7] 주름(Folding)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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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주의 건축과 주름건축

해체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서 주름 건축은 1992년 제프리

킵니스(Jeffrey Kipnis)가 들뢰즈의 주름 사유와 르네 톰의 카타스트로피

(catastropy)이론을 건축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실제계획안이 본격적으로 적용

된 것은 1994년 ‘요코하마 국제 여객터미널’과 ‘카디프 베이 오페라하우

스’ 공모라 할 수 있다. 이들의 건축은 주름건축의 이론적 배경은 위의 들뢰

즈의 주름사유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름사유의 형태, 공간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는 다양한 특이

점들의 중첩, 둘째는 무한한 중층구조의 연속, 셋째는 연속성, 일체화를 기반

으로 한 질적 차이로 크게 세 가지의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

을 들뢰즈의 주름 사유의 복잡성, 일관성, 비동질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진

다. 이러한 들뢰즈의 철학을 조경적인 관점으로 해석해보자면 개별성과 통합

설과의 차이는 개별성은 각 공간을 구성함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시키는 작업을 거쳐 이전 공간과의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도시구조와는 상관없는 스스로가 가진 특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그림 2-8] 요코하마 국제여객터미널 [그림 2-9] 카디프 베이 오페라하우스

출처: 구글이미지(검색일자 : 20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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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관련 사례 연구

1. 공원의 경계 유연화를 통한 도시와의 만남

1. 다운스뷰 파크 (Downsview Park, 2001)

▌도시와 공원이 이분법적 구조가 아닌 소통구조로서의 경계 허물기 

캐내다 토론토에 위치한 약 644acre 중 320acre(약 39만평) 정도의 규모의 

공원으로 1940년 이래 공군기지로 사용하던 부지를 1994년 공군기지가 폐쇄됨

에 따라 1996년 일반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1999년에 캐나다 최초 국립도시공

원을 목표로 국제설계경기를 진행하였다. 다운스 뷰 파크의 설계과제는 ‘부

지중심적(Site-Specific)’설계에 기반을 두어 공공성을 띈 21세기형 새로운 경

관 모델으로의 부지 잠재력 도출과 사회적·자연적인 역사에 합당한 혁신적인 

디자인 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에 건축가 렘 쿨하스는“도시공원의 경계

부를 허물고 공원을 통한 도심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했다. 즉, 도시가 곧 공원

이고 공원이 곧 도시다.”13) 라는 개념아래 다운스 뷰 파크는 주변 녹지 및 

도시 인프라스트럭처와 연결되어 도시전반의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나무도시

(Tree City)안이 당선되었다. 나무도시(Tree City)에서는 완성된 형태의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기 보다는 공원 자체의 발전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수립되었다. 따라서 “형태를 디자인하는 것이 아닌 전략을 디자인하였다”라

고 이야기 한다. 따라서 설계전략을 위한 중첩, 다층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여 

이용방식과 행태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는 시·공간 표현방법을 사용하고 있

다. 특히 주변 도시와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원의 경계가 모호한 열린 

공간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예측불허한 공원의 성장 과정의 잠재

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처럼 15년 동안 축적된 과정을 계획하는 것으로 공

간의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 행위를 만들어가는 과정-중심형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나무도시는 기존 공원의 경계를 넘어 도시의 영역으로 성장시키기 

13)  Burce M며, “Tree City: Proposal for Downsview Park, Toronto, 2000,” in Life Style 
(London:Phaidon Press, 2000), pp.38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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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일종의 캠페인으로 도시와 공원의 이분법적인 구조가 아닌 부지토양의 

개선(2001-2005), 소로의 네트워크화(2006-2010), 공원 전체면적의 25% 원형 나

무 군락 확보(2011~2015) 총 3단계의 발전단계를 통해 공원의 경계를 허물고

자 하였다. 즉 1,000개의 소로를 조성하여 공원 전체를 그물처럼 연결하는 네

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이는 1,000개의 공원 출입구로 연결된다는 뜻이기도 하

다. 이렇게 공원을 도시로 직접 연결시켜주는 물리적 장치로 1,000개의 소로는 

도시 내부로 공원을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는 도시

와 이분법적 구조에서 벗어나 공원의 의미를 도시의 일부분으로 도시와 공원

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주변지역과의 소통을 통해 주거와 공원, 문화, 자연 서

로 다른 용도 공간이 공존하게 되었다. 이처럼 공원은 도시의 부정적인 측면

을 완화시켜주는 주변부적 공간요소가 아닌 변화하는 도시의 공간·문화 구조

와 함께 나아가며, 상호 개입할 수 있는 역동적인 공간으로 변모해야 할 과제

를 보여준다.

[그림 2-10] Tree City 다이어그램 

배치도

[그림 2-11] Tree City 1,000개의 

소로

출처: O.M.A 홈페이지(https://oma.eu/projects/downsview-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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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밀레니엄 파크 (Millennium Park, 2004)

▌도시와의 접점으로서 연결 강화를 위한 입체적인 보행 연결로 도입

밀레니엄 파크는 1850년대부터 20세기 후반까지 일리노이(Illinois) 중앙철도

회사에 의해 통제되었던 공간이다. 따라서 원래 중심을 지나는 철길과 방대한 

주차장이 위치했던 그랜트파크(Grant Park)의 일부분이었다. 이후 1909년 다니

엘 번햄(Daniel Burnham)의 시카고 계획에서 그는 철도자산은 건드릴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이를 둘러싼 계획의 일부분으로 대형공원을 조성했다. 

1997년 새로운 공원조성의 목적으로 흉했던 철로와 주차장을 변형시키고 이

를 보행로와 야외공연장을 계획하였으나 프랭크 게리(Frank Gehry)가 개입되

면서 이는 공공사업으로 추진되어졌다. 현재 밀레니엄파크에는 24.5acre에는 

건축술, 기념비적인 조각상, 조경디자인, 예술아트, 음악이 결합되어 시카고의 

명물로 태어났다. 무엇보다 밀레니엄 파크의 경계는 약 17여개의 출입구가 존

재하지만 출입구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밀레니엄 파크의 경계벽은 주변 기

[그림 2-12] Millennium Park

출처: 구글이미지(검색일자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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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시설에 의한 레벨차이와 동선계획에 의해 생긴 녹지 공간 등으로 생겨났으

며, 이러한 경계벽 때문에 생기는 주변과의 단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그림 

2-13]과 [그림 2-14]와 같은 보행 연결로나 지하보행로를 활용하여 단절을 완

화하고 있다. 도로에 의한 단절의 경우는 기존 횡단보도, 보행육교, 지하통로

를 통하여 패스하는 것이 일반적 이었다면 밀레니엄파크는 공간과 공간을 연

계하는 수단의 장소화 된 입체적인 보행로의 Bridge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

다. 공원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는 주변 보행로의 바닥면 포

장소재와 공원 내부의 바닥면 포장소재를 동일하게 사용하거나, 경계 인접한 

공간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내부 보행과 외부 보행의 연속성을 줄 수 있는 

가로 디자인 수법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공원 내부의 보행로는 도시 공간 내

에서 이동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며, 그 순간 공원의 참여를 유도하게끔 

조성하였다.

[그림 2-13] The BP Bridge [그림 2-14] Nichols Bridgeway

출처: 구글이미지, 구글스트리트뷰(검색일자: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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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쥬빌레 가든(Jubilee Garden)

▌주변 도시 변화에 따른 유동적이고 진화 가능한 경계부 도입

대상지는 런던 템즈강변 1977년 준공한 쥬빌레 가든을 세계적인 수준의 새

로운 디자인으로 리노베이션 한 공원이다. 공공이벤트와 개인휴식의 성격을 

띄며, 리노베이션할 때 세 가지의 설계지침이 있는데 첫째, 유동적, 진화 가능

한 디자인(design able to evolve)도입 둘째, 복잡한 요구의 통합, 지속가능한 

그린 오픈스페이스 셋째, 전문가‘팀’과 지역 공동체의 상호 협력이었다.14)

쥬빌레 가든은 1977년 엘리자베스여왕 즉위 25주년기념으로 계획된 템즈강

변에 위치한 도시공원이다. 하지만 지난 세월동안 인근의 런던 지하철과 헝거

포드 브리지(Hungerford Bridge)건설로 인해 공원은 점차 황폐화되어지고 있

다. 공원이 가지는 도시적 맥락 또한 조성 당시의 상황과는 엄청나게 변한 것

이 사실이다. 사우스 뱅크(South Bank)는 현재 연간 방문객 1000만이 찾는 곳

으로 이런 추세는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런던을 찾는 관광

객 뿐 아니라 공원 주변의 직장인과 주민들을 위해서 쥬빌레 가든의 리노베이

션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공원의 재건은 지역의 산업 및 

공동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쥬빌레 가든 스티어링 그룹(SteeringGroup)에 의해 

시작되었다. 2003년 1월 조성되어 이후 공원의 관리를 위한 자금조성을 비롯

하여 공원 재개발을 위한 사업을 지역과 공동으로 진행시켜왔다. 이들은 낙후

된 공원을 세계적인 수준의 디자인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국제현상공모를 개

최하였다. 이에 설계지침으로는 공원의 기존 용도와 위치 등을 감안했을 때 

‘이벤트’에 대한 수용은 기존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로 

요구되었다. 특히 조성과정에 있어서 많은 관계집단과 지역의 요구를 원활하

게 대응하고 조율해 갈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디자인‘팀’의 구성과 

능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설계지침에서는“세계적인 수준의 공원(world-class 

park), 지속가능한 그린 스페이스(sustainable green open space), 시간에 따른 

14) https://jubileegardens.org.uk/index.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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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 계절의 변화를 감안한 유연한 디자인(flexibility), 공공이벤트(public 

events)와 개인 휴식(private relax)을 위한 공간, 문화적 다양성, 식물 정원, 전

문가팀과 공동체의 상호협력(interactive design process)”등을 요구하고 있다

설계전략으로는 전략적 이슈로는 기존의 이용패턴을 그대로 살린 다양한 이

벤트가 연중 가능한 공간이면서도 개인의 휴식이나 계절별 아름다운 꽃을 감

상할 수 있는 공원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러 가지 공공 이벤트를 유치함

과 동시에 개인적인 공간을 중첩시키기 위한 전략은 수상작에서 두 가지 유형

으로 나타난다. 하나의 연속적인 영역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중첩되어 있거나 

기능별로 완전히 분리된 영역을 만듦으로써 설계지침에서 주어진 프로그램을

모두 수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당선작 West8의 계획안

의 중요한 이슈로서 첫째, 복합적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유연성 둘째, 인접 

공간과의 연계성과 추후 확장가능성 등을 감안한 디자인의 유연성 셋째, 설계

가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데 설계가는 디자인뿐 아니라 여러 전문가로 구

성된 설계팀, 지역단체간의 상호 협의과정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변화요소

를 관리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

다. 

[그림 2-15] 쥬빌레가든 조감도 [그림 2-16] 쥬빌레가든 경계

출처: 구글이미지(검색일자: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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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변 공원 경계부 활성화

강변과 도시와의 만남은 도시와 공원과의 만남과는 다르지만 도시의 경계로

서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경계활성화에 대한 프로그램 도입에 관한 부분

은 하나의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

1. Memphis Riverfront Park (2017)

▌경계부의 5가지 Zone 통해 소득, 세대,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필 할 수 

있는 활동과 경험을 제공

멤피스 리버프론트 파크의 컨셉은 

Fourth Bluff, Mud Island, Tom Lee 

Park, MLK Park, Greenbelt Park 등의 

다섯 가지의 영역을 만들어 모든 세

대, 소득,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

필 할 수 있는 활동과 경험을 제공하

는 독특한 장소가 되는 방법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주변 지역과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는 주변 보행

로의 바닥면 포장소재와 공원 내부의 

바닥면 포장소재를 동일하게 사용하

거나, 경계 인접한 공간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내부 보행과 외부 보행의 

연속성을 줄 수 있는 경계부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공원 내·외부의 보행로는 단순히 이동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하나의 공원 이용자로 하여금 참여를 유도하게끔 조성하였다.

[그림 2-17] Memphis Riverfront Park

출처: 구글이미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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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Memphis Riverfront Park 프로그램 모식도

출처: Memphis River Conept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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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troit’s West Riverfront Park (~2022)

▌Edge Program 도입을 통한 경계 활성화

공원과 산책로를 공원의 외부로 연장하고 이를 활용하여 모든 연령대, 이웃 

및 사람들을 공원 내부로의 접근을 유도하였다. 특히 이러한 공원의 경계를 

허물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 간의 장벽을 허물고 커뮤니티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전략들은 사람들을 서로 연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다

른 목적지와 심지어는 자산까지도 연결한다. 디트로이트 웨스트 리버 프론트 

파크는 도시의 해안가라는 서로 대립적인 구조에서 도시와 지역의 'front 

door'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계부 유연화를 통해 급성장하

는 주변 지역 녹지 시스템의 닻을 잡아 다른 공원과 혹은 이웃과 연결되어 모

두를 위한 접근의 녹지거점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특히 경계부에서 도입된 

공원이용자의 체류시간에 따른 프로그램은 각 이용자들끼리의 서로 연결시켜

주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커뮤니티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림 2-19] Detroit’s West Riverfront Park 프로그램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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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체류시간에 따른 Edge Program 도입

출처: http://studiogang.com/project/civic-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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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대상지 여건 분석

1절 도시와의 접점으로서 호수공원

1. 주변부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대상지 변천 과정

(1) 1980년도 ~ 1995년도 : 도입기

고양시는 과거 군(郡)으로 일산신도시가 들어서기 전에는 전 17%, 답 49%, 

임야 21%로 전체의 87%가 농경지와 임야로 이루어져 있는 소도시였다. 1980

년대 말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주택의 대량공급을 위해 수도권 신도시건설이 진행되었다. 일산신

도시는 그때 계획된 도시 중 하나이다. 무엇보다도 일산신도시는 다른 신도시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북접경에 위치한 안보 불안지역인데다 강북에 위치하여 

미분양에 대한 걱정이 컸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었

다. 

[그림 3-1] 호수공원이 조성되기 전 모습 (1990년도)

출처: 고양600년기념전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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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일산신도시 기본구상(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원·녹지계획의 기

본 방향으로는 정발산의 기존 임상을 보호하고 인공적인 평지공원을 과감히 

확보하는 것 이었다. 특히 개발예정지역은 대부분 논으로 이용되고 있어 도시

개발시에는 평균 3~4m의 성토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성토물량 확보가 최대 관

심사가 되었고, 이에 따라 공원도 성토가 필요 없는 성격의 공원을 구상하게 

되었다. 더불어 1990년 9월 9일 대홍수로 인해 한강 제방 둑이 무너지면서 일

산전체가 침수되는 등 홍수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한강과 대단위 주택단지 사

이의 점이지대 공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종합해보자면 도시 전체는 성토로 인공성이 강한 이미지를 갖게 되고 

한강과 일산지구 주변의 장래 개발예상지역은 자연성이 강하므로 이들 공간사

이에 점이지대를 둠으로써 자연스런 연속성을 살리는 동시에 홍수에 대한 대

책방안으로 호수공원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후 1990년 3월 31일 호수

공원 조성계획을 포함한 일산신도시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었다. 호수공원은 

일산신도시 분양 전략의 핵심요소로 3가지의 조성 목적아래 조성되었다.15)

첫째, 신도시 진입관문으로서 인접한 한강과 연계되는 물이라는 요소를 활

용해 ‘쾌적한 친환경 도시’라는 첫인상을 제공하는 것.

15) 한국토지개발공사(1991), 일산신도시개발사업 조경기본설계, pp. 89

[그림 3-2] 홍수로 인한 피해(1990)
출처: 고양시 홈페이지 사진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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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친수공간을 통한 주거만족도 상승’을 위해 호수공원 조성 시 과감

한 친수·친환경 조경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는 것. 

셋째, 레크리에이션 기회 제공을 위해 호수의 메인공간에 유희시설 부지와 

예술회관 부지를 별도로 조성하여 레저와 놀이, 집회와 공연을 겸할 수 있도

록 하는 것.

이처럼 호수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이라는 명목아래 신도시 분양

을 위해 화제가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전략으로, ‘국내 최대의 인공호수공

원’을 내세우고자 조성됐다.

(2) 1995년도 ~ 2013년도 : 성장기&성숙기

1995년 일산호수공원은 국내 최대의 인공호수공원으로 큰 화제를 모으며 개

장했다. 완공 이후 고양시는 물론 인근 수도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광역

거점공원으로 계획되어 주차장 4개소 1천여 대 공간 확보, 한울광장 등 14개

의 광장 3만5천 평 조성, 화장실 14개소, 관리사무소 3개소 설치 등 일일 최대 

2만 명, 연 1백만 명 이상의 관람객에 대비한 시설을 갖춰 탄생했다.

대규모 호수의 수질관리를 위해 한강잠실수중보 상류에서 원수를 공급. 1일 

용수공급량 25000㎡, 가압부상식 수처리 시스템을 설치 24시간 가동, 정체상태

인 호수의 부영양화 방지를 위해 바닥에 폭기시설을 설치하였다.

[그림 3-3] 일산호수공원 종합개발계획도
출처: 한국토지공사, 일산신도시개발사(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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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계획이 그렇듯 당초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는 

호수공원에도 적용이 된다. 1997년 제 1회 국제꽃박람회 개최를 시작으로 예

술회관 부지는 꽃박람회를 위한 꽃전시관으로 전환되었고 레저·놀이공간으로 

계획된 유희시설 부지에는 지역주민의 반발에 의해 대규모 광장(노래하는 분

수대)과 종합복지관(현 일산노인종합복지관)만이 목적대로 조성되었다. 호수 

수질관리비 역시 설계 당시 산정 관리비는 약 2억 원이었지만 현재는 약 9억 

원까지 들고 있다. 이와 같이 호수공원의 당초 목적과 계획 몇 가지를 제외하

고는 국내 최대의 인공호수, 새로운 수(水)처리 시스템 도입, 자연호(湖), 인공

호(湖) 개념의 다양한 수(水)경관 연출, 자연생태개념 도입, 호수 일주 산책로 

자전거도로 조성 등 상위 2가지의 목적은 성공적으로 실현됐다. 

2000년대 이후 무엇보다도 공원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호

수공원은 고양시의 필수적인 도시인프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고

양시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발 맞추어 일산호수공원이 지니고 있는 생태적가치

를 파악하고, 생태공원으로의 재구성 가능성을 가늠하여 계획방향을 설정하였

다. 이는 단순히 시민들이 와서 즐기는 녹색 쉼터가 아닌 다양하고 복합적 기

능을 수행하는 도시공원으로서의 역할이 점차 대두되었다.

[그림 3-4] 고양국제꽃박람회장 전경 [그림 3-5] 일산호수공원(1997)

출처: 고양600년기념전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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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일산호수공원은 생태공원으로의 조성을 위한 종합구상을 통해 생물

서식처, 자연학습의 장 등을 수행하면서 도시 미기후나 환경 조절장치로서의 

역할과 고양시민을 위한 문화공간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

처로 거듭났다.

(3) 2013년도 ~ 현재 : 재도약기

호수공원은 고양시는 물론 서울 수도권 일대의 관람객을 유입하는 광역 거

점 기능의 중앙공원으로 현재 연 350만 명이 찾는 수도권 공원으로 성장했으

며, 이는 초기 호수공원을 구상했을 시 연 관람객 100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2013년 고양시 인구 100만 명 달성과 JDS(장항, 대화, 송포동)지구개

발행위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일산호수공원 주변부는 또 다른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장항동 일대에 대규모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신도시에서 제외

된 미개발 농경지는 하나 둘 업무·상업·주거시설로 바뀌고 있다. 이처럼 도

시가 변화함에 따라 호수공원에 대한 입지도 변화하고 있다. 도시산업구조의 

개편현상과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호수공원은 단순한 푸른 녹지 이상의 도시

사회학적 의미를 획득하게 됐다. 고양시에서도 호수공원의 입지 변화를 파악

하고 고양시민들과 함께 아시아 최고의 명품 호수공원 조성을 위한 포럼을 개

[그림 3-6] 장항지구 한류월드 개발사업 조감도

출처: 고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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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는 등 중앙공원 역할 변화의 필요성과 호수공원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

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16)

이처럼 호수공원은 변화하는 현대 도시에 부응하는 새로운 역할이 추구되는 

상황에 당면하고 있다. 변화하는 도시에 역동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기 위해 이전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효용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도시 환경을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하고, 도시공원의 기능

을 쇄신하여 새롭게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

록 호수공원은 진화해야 한다.

16) 2019년 3월 29일 금요일 제 12회 고양시정포럼이 열렸다. 주제는 “호수공원 미래 설계”로 고양시
민, 전문간, 관련 기관 담당자, 호수공원 시민자문단, 시민단체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그림 3-7] 호수공원 미래 설계 포럼

촬영일자: 2019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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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와 대상지와의 관계

대상지인 일산호수공원은 고양 일산신도시를 대표하는 관문으로서 도시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 이 공간은 일산신도시와 한강의 사이에 위치하여 점이지

대공간으로서 고양시를 대표하는 중앙공원의 입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조

성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호수공원의 입지는 주변의 도시 변화와 흐름을 같이 한다. 주변 도

시개발로 인해 주변이 활성화되면서 호수공원의 입지는 점차 중심부로 편입되

었고, 공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면서 호수공원은 중앙공원으로서의 

그 의미가 점차 넓어졌다. 호수공원은 서울과 가까운 위치적인 이점을 갖고 

있어서 수도권의 중앙공원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강북의 수도권과 서울 사이

에 위치하는 교류의 중간공간으로써 중앙공원의 기능이 자리 잡기 시작되었

다.

호수공원 남측(장항지구)은 20여년 단절되었던 미개발 부지로 현재 시가지 

확과 정비로 인한 대규모 도시개발이 들어서고 있다. 이에 고양시에서도 호수

공원의 입지 변화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시민들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포럼을 

개최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중앙공원으로서 호수공원의 중

요성과 가능성을 경계부 활성화 계획을 통해 도시 단절로서의 문제를 해결해

야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그림 3-8] 일산신도시 개발계획도(1989) [그림 3-9] 남측 대규모 도시개발계획(2017)

출처: 일산신도시 개발사,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마스터플랜 수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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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2030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고양시에서 2016년에 발표한 2030 도시기본계획 중 새로이 변경된 중심지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중심지는 고양장항지구로 새롭게 편입되었으며 주

성장축과 부성장축에 교차되어 있는 고양장항지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호

수공원의 입지가 도시의 경계에서 중앙공원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한류 3대 스트리트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

호수공원~문화광장~라페스타~웨스턴돔~원마운트 일원을 고양 관광특구 예정

지역으로 지정하여 한류 관광상품과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산업 구축을 통

해 체류형 문화관광, 선순환 관광산업구조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한다. 면적은 약 5,700,000㎡ (3개 가로)이며, 관광자원과 역사문화를 

연계하는 도심관광지 육성을 목표로 연간 1,000만 명을 유입시키는 공간 조성

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고양시 스토리텔링 자원을 활용한 관관명소와 함

께 고양시 근대사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 가로계획을 구상 중에 있

다.

[그림 3-10] 신한류 3대 스트리트 종합계획(안)

출처: 고양시 신한류 3대 스트리트 사업 디자인 및 설계(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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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고양시의 대규모 남측개발 및 GTX개통을 바탕으로 개별의 다수 사업과 함

께 통일한국 실리콘밸리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총 10개의 세부추진전략을 마련

하고 이를 중점지역인 장항지역 핵심사업지구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는 고양시 킨텍스 및 한류월드 주변 일산테크노밸리, 청년스마트타운, 방

송영상밸리, K-컬쳐밸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데 개

별 사업간의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을 연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기본방향 및 계획을 구상 중에 있다. 특히 장항지구(JDS)를 가장 중

점지역으로 보고 기존 계획(안)을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중점지역의 토지이용계획 연계성 확보를 위해 개별 사업지구와 연계되는 가로

망 계획, 친환경 신교통수단 도입, 일산호수공원에서 한강을 잇는 양질의 녹지

네트워크 구축 등의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목표가 있다.

[그림 3-11]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토지이용계획 개선(안)
출처: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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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공원·녹지계획 개선(안)

출처: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2017)

구분 사업내용 공원녹지계획

CJ

한류월드

테마파크+호텔+상업시설+융

복합공연장 조성

-남서측 킨텍스로변 업무시설용지 녹지 

계획

고양방송

영상밸리

한류, MICE산업과 연계된 

방송영상산업 집적단지 

조성

- 구역중심부에 공원배치

- 호수공원-테크노밸리 중앙공원 연계 

가로공원계획 : 동서간 녹지축형성

- 백마로 상부데크공원 설치

- 청년스마트타운과 연계되는 남북 녹지축 

형성

고양청년

스마트타운

청년주거와 일자리가 

균형잡힌 자족도시조성 / 

ICT 를 접목한 스마트시티 

조성

- 장항천 정비 및 수변공원 조성

- 방송영상 밸리의 공원과 연계되는 남북 

녹지축 형성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첨단산업과 교육, 주거, 

문화 등을 갖춘 미래형 

자족도시 조성

- 제2자유로지하화 및 상부 중앙공원조성

-장항천·한류천 주변 공원녹지 조성

-킨텍스 3단계부지 공원~구역내 

공원~멱절산유적지와 연계되는 

녹지네트워크 구축

출처: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2017)

[표 3-1] 관련 계획 내용 및 공원녹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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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 생태·역사·관광벨트 조성사업

한강하구 남북공동 평화적인 이용에 따라, 남북분단의 상징인 군사 철책을 

제거하고 한강하구의 생태적인 자원과 역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으로 개발

하고자 한다. 생태자원으로는 행주산성~장항습지 일대에 생태체험벨트를, 역사

자원으로는 행주산성~행주나루터~행주서원을 연계한 역사체험벨트를 조성하고 

철책과 군 초소를 활용하여 평화체험 벨트를 조성하여 평화자원으로 활용하고

자 한다. 또한 한강하구 일원의 길이 18,2km를 기존 평화누리길 4,5 코스와 

연계하여 고양시의 도심과 한강하구 및 녹지축을 연계하여 일산호수공원을 가

로질러 평화누리길~행주산성~수변 누리길~고양 대덕생태공원까지의 광역녹지

축을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고양관광정보센터 구축사업

고양시 문화공원 정발산역 2번 출구 앞 지상 2층 약 290평 면적의 고양관광

정보센터를 조성 중에 있다. 고양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안내·홍보 및 

마켓팅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고양시의 관광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종합 

[그림 3-13] 고양시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 계획안

출처: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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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보센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광장~호수공원 상부 녹지 연결로 사업

정발산~호수공원~한강하구로 연결되는 녹지축 구상을 위한 사업으로 분절된 

구간의 연결방안 및 주요 Nods점의 활용방안을 구상하였다. 먼저 호수로 상부 

녹지연결로를 조성하기 위한 당초안은 반지하차도 Box-type 구조물에서 터널

형태의 Box 또는 Arch구조물이었으나 교통흐름이 지장이 많아 이를 개선하는 

안들 3가지 안이 제시 되었다. 먼저, 1 안의 경우 터널형 Box 또는 Arch 형태

의 구조물로 80m 중 보행활용구간을 최대 확보할 예정인 안이다. 2 안의 경우

는 반지하차도의 Box 형태의 구조물로 총 120m 중 보행활용 구간을 최대확보

이며, 대안 3 으로는 완전 지하차도 타입으로 120m 내에서 보행활용구간을 최

대 확보할 예정이다. 이 3 가지 안을 비교해면 3안의 경우 완전 지하차도로 

조성하는데 있어 비용적인 측면에서 3 가지 안에서 가장 많이 소요되는 동시

에 가장 단점인 부분이 많아 이를 제외하였다. 2안의 경우, 도로보행동선의 길

이가 길어 기존 좌회전 차선이 막히게 되다보니 현황교통체계를 유지 하지 못

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호수로 상부 녹지연결로 조성함에 있어 시민들의 

이용편의성 및 인근 상업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1 안을 대상지 

경계 활성화 계획에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기존 한울광장의 

경우 호수경관을 저해하는 석계산을 철거하고,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 후 다양

[그림 3-14] 고양관광정보센터 위치 및 조감도
출처: 고양관광정보센터 구축사업(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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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콘텐츠 시설을 도입하여 기존 도심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그림 3-15] 호수로 상부 녹지연결로 대안(1,2,3안)

출처: 문화광장~호수공원 녹지축 연결사업 진행 보고(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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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대상지 환경 분석

(1) 입지여건

일산호수공원은 서울시, 파주시, 김포시, 한강 등과 근접거리에 위치하고 있

으며, 고양시의 도시진입관문으로서 인공(신도시개발)과 자연(주변 미개발 농

경지, 한강 등)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17) 이는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남북의 

도시 구조의 성격이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16]과 같이 북동

쪽으로는 신도시개발 때 조성된 도심지로 일산 MBC, 웨스턴돔, 라페스타, 아

17) 한국토지공사, “일산신도시 개발사” 제 9장 호수공원 조성 p. 697 (1997년)

[그림 3-16] 대상지의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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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누리 대공연장, 고양종합운동장 등의 문화시설이 위치하고, 호수공원과 연결

되는 정발산, 문화공원, 주엽공원, 강선공원, 강촌공원, 마두공원 등의 선형공

원도 위치한다. 남서쪽으로는 2013년 이후 장항지구 개발규제가 완화됨에 따

라 어느 정도 도시개발이 진행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3-17]를 살펴보

면 더욱 확연한 변화를 알 수 있는데 일산호수공원 가로수길, 원마운트, 아쿠

아플라넷, JTBC 스튜디오,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등이 위치한다. 앞으로 K- 한

류월드, 방송영상밸리, 테크노벨리, 장항동 공공주택지구, 킨텍스 확장사업 등 

대규모사업이 더 진행될 것을 감안하면 도시의 경계에 위치한 호수공원은 점

차 중심부로 편입되면서 고양시의 중앙공원으로서의 입지가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17] 장항지구(장항 1동) 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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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 현황

고양시는 2019년까지 인구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구도심의 인구는 

인구의 감소율이 있는 반면, 대상지 인근 개발지역의 경우 한류월드와 방송지

원센터 일부가 들어선 장항 1동은 전년도에 비해 13.32%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다. 장항 2동의 경우는 아직 개발되기 이전 상황이다 보니 –1.76%의 인구증

감률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지는 매 년 350만 명 수용되는 중앙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는 공간임을 유추하였을 때 추후 인근 지역의 도시개발이 완료 되었을 시 이

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호수공원과 주

변 도심 사이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호수공원은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두 도시공간의 단절로서의 중앙

공원이 아닌 접점으로서 도시연결의 매개체로 발돋움해야 한다.

구분 2015.02 2016.02 2017.02 2018.02 2019.02
전년도 

증감률

고양시 1,008,703 1,028,724 1,040,483 1,041,430 1,043,426 0.19

구도심 소계

정발산동 27,975 27,681 27,063 26,362 25,387 -3.71

주엽1동 30,877 30,559 30,107 29,654 29,052 -2.03

주엽2동 32,170 32,038 31,512 31,146 30,572 -1.84

대화동 33,319 33,567 33,053 32,250 31,077 -3.64

신도심 소계

장항1동 2,954 3,018 3,067 3,085 3,496 13.32

장항2동 26,782 27,130 27,110 27,013 26,538 -1.76

자료 : 고양시청, 고양시 통계연보 (http://www.goyang.go.kr/stats/)

[표 3-2] 일산호수공원 인근 개발지역 인구증감현황 (단위: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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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역 가로 현황

일산신도시는 격자형 가로망체계로 대상지 주변 가로를 광역에서 살펴보면, 

확연히 대상지를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의 가로 형태가 구분된다. 특히 호수공

원은 도시 관문의 역할로서 계획되다보니 대상지를 기점으로 북측 도심지로 

뻗어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고양시를 진입하는 방문객들에게 가장 먼

저 인지되는 공간이다. 한편, 대상지 남측 개발예정지와로 가기 위해서는 장항 

IC로 연결되는 호수교가 유일하다. 따라서 남측 도시개발 이후 인구 유입 증

가에 따른 남북측의 연결축의 필요성이 제고되며, 더 나아가 한강과의 연결을 

위한 녹지 인프라 구축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림 3-18] 대상지 광역 가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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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문 문화시설 현황

대상지 남서측의 JDS(장항, 대화, 송포, 송산)지구 인접 부지에는 한류초등학

교와 유치원이 곧 들어설 예정이며, 대상지 노래하는 분수대 광장 쪽으로 관

광객을 위한 상업시설 등이 위치하여 이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다. 이처럼 다

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한류월드, 가로수길, 원마운트, 아쿠아플라넷 등의 

여러 가지 사업이 남측 부근의 도심 개발을 목표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 구도

심지의 경우 웨스턴돔과 라페스타, 아람누리 대공연장이 자리 잡고 있다. 이처

럼 주요 인문 문화시설간의 연계를 통해 기존 도심과 개발예정지와 인접한 경

계 공간에 주변 문화 시설들의 프로그램이 확장될 수 있는 경계부 계획 방안

을 제시하여 주변 시설과의 연결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림 3-19] 주요 인문 문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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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천 및 공원·녹지자원 현황

대상지를 기준으로 남측으로는 장항습지와 한강이 위치해 있으며, 북측으로

는 문화공원과 정발산이 위치해 있다. 따라서 이는 추후 정발산-문화공간-대

상지-장항습지-한강이라는 녹지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활용한다

면 남북 도시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고양시의 핵심녹지거점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는 기존 도심지에서부터 한강까지의 자연스러운 녹지네트워크 및 생

태축의 역할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림 3-20] 하천 및 공원 녹지 자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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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상지내 주요 공간 및 시설물 현황

호수공원에 위치한 공간 특성에 따라 생태·녹지, 문화, 광장, 연결 공간으

로 구분이 가능하다. 대상지를 동북 방향으로 사선으로 나눴을 때 동-북측의 

이용 행태는 공연, 행사, 박람회개최 등의 동적인 활동이 주로 일어나며, 남-

서측의 경우 휴게, 전망 쉼터, 전시관람 등의 정적인 활동이 일어난다. 

[그림 3-21] 장항습지의 모습 [그림 3-22] 일산호수공원에서 

바라보는 문화공원과 정발산 일대 모습

출처: 고양시관광컨벤션협의회, 고양시청

[그림 3-23] 주요 공간 및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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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녹지 공간

23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 호수공원은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는 도시민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녹지공간이자 동식물의 서식처

로 역할을 수행한다. 고양시에서도 생태적 유지가 필요한 곳은 자연·생태적 

관리구간을 설정하여 제초와 방제, 전정 등의 적극적인 관리를 하지 않아 자

연적인 식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리한다. 하지만 처음 공원 계획시 고려

되지 않은 공간이다 보니 동적인 공간과의 기능이 상충하는 등 여러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남측도시개발로 인한 주변 환경변화로 맹꽁이 서식지가 호

수공원 내부로 좁혀 들어오는 등 자연성이 높은 공간을 파악하고 추후 생태·

녹자 공간과 인접한 경계부 계획에서는 소극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아랫말산 : 공원 내에 위치한 유일한 산으로 호수공원 조성 전부터 있었

던 작은 동산이자 해발 30m 언덕 정도의 낮은 산이다. 현재 자연·생태적 관

리지역으로 지정된 공간으로 옛 동산의 숲이 그대로 보존된 덕에 솔부엉이 등 

천연기념물이 새 둥지를 트는 등 자연성이 높은 공간으로 호수공원 내에 더 

없이 귀중한 생태서식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랫말산”이란 지명은 주엽

동의 아랫마을인 ‘하주’에서 유래됐다.)

[그림 3-24] 아랫말산 현황 사진

출처: 저자 촬영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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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학습원과 단정학 : 28,000㎡(8,500평) 규모의 생태학습장이자 습지 지

역으로 자연·생태적 관리구간으로 지정된 공간이다. 나비, 잠자리 등의 곤충

류와 개구리 등의 양서파충류가 서식하기 적합한 곳으로 1,300여종 이상의 다

양한 생물과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 인접한 호수자연생태학

교에서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풀꽃교실, 숲생태교실, 수서곤충교실, 수생식물교

실, 육상곤충교실, 자연놀이교실 등이 상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추후 남측

에 들어서는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교과과정의 한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수 있

는 생태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기증받은 단정학은 호수공원 내 

우리를 만들어 사육하고 있으나 낙후된 사육시설과 노래하는 분수대와 인접하

고 있어 문화행사로 인한 소음, 빛 공해 문제로 인해 두루미가 알을 품지 못

하는 등 동적 공간과 정적공간간의 기능이 상충하는 공간으로 친환경적인 공

간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3. 회화나무 광장 : 옛 일산의 나무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자연·생태적 

관리구간으로 지정된 공간이다. 수령 300년이 넘는 회화나무는 호수공원의 기

념수로 노래하는 분수대와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을 지나야 한다. 생태 공간 중 

유일하게 포장면적이 많은 곳이지만 적극적인 관리가 되질 않아 인적이 드문 

장소이기도 하다.

[그림 3-25] 자연학습원 현황 사진

출처: 저자 촬영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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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초섬 : 대상지 자연호수 구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결 다리도 

없어 누구에게도 방해 받지 않는 자생적인 공간이다. 생태 중부지방의 자생 

약초와 수목을 심어 수변 경관을 연출한 인공섬으로 살구나무, 보리수 등 유

실수를 심어 야생 조류들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생태서식처로서 역할하고 있

다.

5. 한류월드 맹꽁이 서식지 : 아랫말산을 중심으로 북서쪽, 호수공원 남측 

경계부에 위치하고 있다. 미나리, 노랑꽃창포, 부들 등의 수생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멸종위기종인 맹꽁이를 위한 거처로 현재 남측도시개발에 따른 환경 

변화로 인해 고양시 공원관리과와 호수자연학습센터에서 지속적안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공간이다.

[그림 3-27] 약초섬 현황 사진

출처: 저자 촬영 (2019.03.25)

[그림 3-26] 회화나무광장 현황 사진

출처: 구글이미지 (검색일자: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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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메타세콰이어길 : 공원서쪽의 경계지역을 따라 조성된 메타세콰이어길은 

길이는 약 1,7Km로 비포장으로 된 선형 산책로이다. 경계에 위치하여 대상지

와 외부공간 사이에는 담장과 수로로 인해 교량을 건너지 않고서는 대상지 

내·외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다. 특히 수로가 있는 구간은 수로의 폭이 넓

고 깊다보니 외부와의 단절성이 심한 구간이다. 추후 남측에서의 접근성 향상

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문화 공간

1. 장미원 : 고양시 시화 ‘장미’로 꽃과 인간의 만남의 장을 표현한 곳으

로 총 면적 9,550㎡에 녹아웃 외 115개 품종의 장미 33,430여 그루가 심겨져 

[그림 3-28] 맹꽁이서식지 현황 사진

출처: 저자 촬영 (2019.03.25)

[그림 3-29] 메타세콰이어길 현황 사진

출처: 저자 촬영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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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5~6월 장미의 계절엔 고양국제꽃박람회의 뒤를 이어 수백만 장미 군락

을 이루는 장미축제가 개최되어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문화 공간이다.

2. 전통정원 & 텃밭정원 : 한국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연못과 정자, 돌담 

등 전통적 건축요소와 대나무 군락, 소나무 매화나무 조경 등 ‘하늘은 둥글

고 땅은 네모지다((天圓地方)’라는 전통사상에 따라 만들어진 정원이다. 방지

원도에는 소나무가 수련과 함께 심겨져 있다. 옆에는 625㎡ 규모의 텃밭정원

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텃밭정원일일체험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시민이 직접 가꾸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단체를 모

집하여 관리·운영되고 있다.

[그림 3-30] 장미원 현황 사진

출처: KoreaNews (검색일자: :2019.04.07) 

[그림 3-31] 전통정원 & 텃밭정원 현황 사진

출처: 저자 촬영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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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꽃전시관 & 고양 600년 기념관

꽃전시관은 조성계획 당시 호수공원을 상징하는 메인 건축공간(예술회관)으

로 계획됐으나 1997년 꽃박람회가 개최되면서 꽃전시관으로 변경됐다. 이에 1

년 365일 중 국제꽃박람회축제 기간(14일) 외에는 빈집과 같은 공간으로 쓰이

고 있으며, 고양 600년 기념관 역시 2013년 이후 방문객이 찾아오지 않는 매

력 없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호수공원을 유일하게 머물 수 있는 

대단위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효용가치가 매우 낮다. 고양시에서도 이를 해

결하기 2019년 1월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추

후 공공공간으로 제안할 수 있다.

4. 화장실문화전시관 & 선인장전시관

2001년에 들어선 화장실문화전시관은 호수를 중심으로 한울광장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다. 총 123평 규모로 1층 화장실 33평, 지하 전시관 78평, 옥회 홍

보관 12평으로 호수공원 남측의 중심에 위치하여 추후 중심센터로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다. 현재 이 공간에는 화장실에 얽힌 인류의 역사를 간결

하게 전시해놓았고 희귀한 전시품도 전시되어 있다. 선인장전시관은 화장실문

화전시관과 인접해 있으며 고양시 세계 수출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선인

장을 홍보하고 체험하는 공간이다. 고양시민은 무료로 입장 가능한 공간으로 

전시장 규모는 작지만 초대형 선인장부터 세계 각국의 특별한 선인장까지 고

[그림 3-32] 꽃전시관과 600년 기념전시관 현황 사진

출처: 저자 촬영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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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갖추고 있다. 전시관 옆에는 선인장 체험관, 카페, 매점 등의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어 호수공원 남측의 상업시설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장

호수공원 내에는 13개의 광장이 115,500㎡ (35,000평)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

고 있다. 이중 메인 광장은 한울광장과 주제광장, 폭포광장으로 북측의 기존 

도심지와 인접하고 있다. 모두 주 진입로와 연결되어 공원의 출입이 잦은 공

간으로 사람들의 다양한 행태가 일어나는 공간이다. 메인 광장은 대부분 콘크

리트 바닥으로 포장 되어 있으며 각종 행사와 공연 등의 문화가 열리는 공간

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광장시설 노후화로 조깅과 산책을 하기 위해 찾는

공원이용자에게 호흡기에 치명적인 유리섬유가 날아다녀 건강을 위협하고 있

는 실정이다.18)

1. 폭포광장 : 폭파광장은 메인 광장 중 한 곳으로 대상지 동측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섬유강화플라스틱(FPR)재질로 만든 인조암이 가장 많이 분

포하고 있는 공간으로 현재 인조암을 철거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의 이용을 제

한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편의성과 중앙공원으로의 입지를 고려하여 새로

운 광장으로 탄생할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18)“일산호수공원 유리섬유 논라에 인조암 전격철거” 서울신문 3월 25일자 12면

[그림 3-33] 화장실문화전시관과 선인장전시관 현황 사진

출처: 고양시 호수공원 홈페이지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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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광장 & 선착장 : 메인 광장 중 수변무대 등의 공연시설이 위치한 곳

으로 공연이나 행사가 가장 많이 열리는 공간이다. 또한 꽃전시관과 인접해있

어 국제꽃축제박람회 개최시기에는 이용률이 가장 많은 공간이지만 개최기간

동안 공원의 이용 제한과 소음 공해로 인해 일반 공원이용자들과 상충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간으로 이를 위한 해법이 필요하다.

3. 한울광장 : 호수공원의 메인 진입로이자 중앙에 위치한 상징적인 공간으

로 문화공원과 하나의 녹지축으로 계획되어 큰 잔디광장이 조성되었으나 현재 

6차로로 인해 그 축은 단절되어 있다. 2018년 현재 시설 노후화 정비 사업을 

통해 ‘석계산’이 철거되는 등 메인공간으로서의 리노베이션 계획이 필요하

다.

[그림 3-34] 인조암 철거를 위해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폭포광장

출처: 저자 촬영 (2019.03.29)

[그림 3-35] 주제광장과 선착장 현황 사진

출처: 저자 촬영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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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속그네 앞 잔디광장 : 호수공원 광장 중 포장면적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잔디광장으로 전통 그네터를 재현한 공간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놀이체

험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호수 남측 경계부 인접하고 있어 추후 도시개발에 

따른 입지 변화를 고려하여 북측과 남측의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요소로 고려

해야할 공간이기도 하다.

5. 노래하는 분수대 : 호수공원 북측에 위치하는 집객공간으로 가장 큰 포장

면적의 비율을 가진 공간이다. 특히 중앙에 위치한 분수대로 겨울을 제외한 

기간에는 저녁 공연이 이어져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공간이다. 또한 다양한 행

[그림 3-37] 민속그네 잔디광장 현황 사진

출처: 구글이미지 (검색일자: 2019.04.01)

[그림 3-36] 한울광장과 석계산 현황 사진

출처: 저자 촬영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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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돗자리를 깔고 나들이를 즐기는 이용자, 롤러스케이

트를 타는 이용자, 연을 날리는 이용자 등 여러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다. 따라서 사계절 놀이광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공간이자 남측 개발예정지와의 연결성을 강화시킨다면 그 효용도가 더욱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38] 노래하는 분수대 현황 사진

출처: 저자 촬영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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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 동선체계 현황

대상지 내 동선은 크게 주 순환동선과 산책로형 보행동선 그리고 서쪽 외곽

의 메타세콰이어길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주 순환동선은 보행로와 자

전거도로가 나란히 조성되어 있어 호수공원 전체를 순환한다. 광장구간의 경

우는 보행로는 광장 전체를 포함하는 반면 자전거도로는 선으로 용도를 구분

하고 있다. 포장재의 경우 자연학습장의 목재데크, 메타세콰이어길의 비포장길

과 숙근초 식재지에 새로 조성된 약 1km 가량의 마사토 포장을 제외하면 전 

동선이 모두 포장되어 있다. 자전거도로는 투수성 콘크리트, 보행로는 녹색의 

우레탄으로 포장되어 있다. 주 순환동선의 성격은 산책로라기보다는 조깅 등 

빠른 움직임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공간의 성격이 강하다. 일부 구간은 보행로

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폭 1미터 가량의 분리녹지대가 조성되어 있으며, 자전

거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산책로형 보행동선은 공원 내의 모든 중요한 공간을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3-39] 주요 동선체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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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연결로

대상지 내에 남-북을 연결하는 동선은 총 3개소가 존재한다.

1. 생태습지 나무 데크 탐방로 : 습지 생태공원이 위치한 나무데크로 조성된 

탐방로로 대상지를 남북으로 연결해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생태습지와 연결되

다보니 생태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이다.

2. 달맞이섬 : 호수 가운데 조성된 인공섬으로 대상지를 남북으로 넘어 갈 

수 있는 섬으로 섬 안의 정자“월파정”에서 바라보는 달맞이는 호수공원 제1

경으로 꼽힐 만큼 아름답다. 따라서 추후 남측 개발예정지와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직접적인 연결로임과 동시에 호수 중심부에 위치하여 경관적인 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공간이다.

[그림 3-40] 생태습지 나무 데크 탐방로 현황 사진

출처: 구글이미지 (검색일자: 2019.05.04)

[그림 3-41] 달맞이섬과 월파정 현황 사진

출처: 구글이미지 (검색일자: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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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애수교 : 시민 공모를 통해 ‘애수교(愛水橋)’로 ‘물과 나무를 사랑하

고 아낀다’라는 뜻으로 탄생했다. 서측 편 호수를 쉽게 가로지를 있는 호수

공원의 유일의 목교(木橋)로 규모는 길이 55m, 폭 3m, 높이 2.2m이다. 다리의 

형태는 Y자형이며, 콘크리트 기초 위에 방부처리를 한 소나무 목재를 사용했

다. 호수교 하단에 위치한 호수공원 내 유일한 다리로 이를 활용하여 남북 도

시간의 입체적인 보행 연결로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남-북 연결성 문제점

대상지 내 주요 동선 중 남-북을 연결하는 동선은 위의 [그림 3-39]와 같이 

[그림 3-43] 동선체계 문제점

[그림 3-42] 애수교 현황 사진

출처: 저자 촬영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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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소이다. 그러나 남북 연결로 사이의 간격은 생태습지 탐방로에서 달맞

이섬까지는 약 500m, 달맞이섬에서 애수교까지의 약 900m 이다. 위의 [그림 

3-43]는 현재 주요 동선 체계 현황을 바탕으로 가상 남-북 연결코스를 짜보았

다. 도보와 자전거를 사용하였을 때의 소요시간과 거리를 측정한 것으로, 문화

광장에서 한울광장으로 진입하는 메인 진입부(a)를 기점으로 향후 남측 도시개

발 계획 현황을 바탕으로 남측 메인 진입부(a`)와 현재 조성된 수변공원(b`)와

의 연결 현황을 측정해보았다. a-a`의 경우는 애수교와 달맞이섬을 건너갔을 

경우로 도보로는 18~21분, 자전거는 약 5 분 정도가 소요된다. 수변공원(b`)까

지의 경우는 도보로 약 14~19분정도, 자전거로는 약 4~8분 정도가 소요된다. 

위의 측정에서 a-a`와 a-b`의 가상의 직선거리는 약 600~700m의 길이로, 도보

로 이동하게 된다면 소요시간 10분, 자전거로는 3분 정도이다. 현 연결현황을 

도보로만 고려해볼 때는 약 2배 정도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

라서 향후 남측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지역 간의 연결 수요 증가에 따른 남

북 연결로에 대한 추가 확보가 고려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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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용행태 및 현황

현재 호수공원 이용행태 및 현황은 기존 일산신도시의 경계 지점에 위치한 

이용행태로 향후 남측 장항동 대규모 개발계획이 추진됨에 따른 중간 지점에 

위치한 이용행태는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하지만 기존 도시와 인접한 공원 

경계부의 활성화에 있어 기존 이용행태 및 현황을 배제할 수 없기에 호수공원

에서의 기존이용자 행태 및 현황에 관한 주제로 진행된 선행연구의 흐름을 살

펴보았다. 

오병석(2005)의 ‘일산호수공원 이용 후 평가에 관한 연구’는 일산호수공

원을 대상으로 거주민의 만족의사 및 도시공원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수요를 

파악하고, 수요자 입장에서의 공원 만족도를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이용실태를 조사 분석 후 설계자의 의도가 이용자들에게 얼마만큼의 

만족을 부여하고 공원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고, 이용행태분석을 통해 본 공

원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공원 이용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이용특성, 조경시설물에 대한 

인식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일산호수공원의 관리방안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였

다. 첫째, 공원 이용자의 경우 남녀의 비율은 6:4 였으며, 나이는 비교적 중년

층 이상의 이용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용특성의 경우 대상지로의 접근 

소요 시간은 ‘1~2시간‘이 25%로 가장 많았으며, 유형으로는 자가용이 76%, 

도보가 14%, 버스 및 택시가 7% 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이용목적으로는 ‘산

책로’가 61%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변(연못가)’가 21%, ‘휴식공간’이 9%로, ‘광장’이 5%로 순으로 나타

났다. 조경시설의 인지도 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52%가 ‘산책길’이라고 응

답하고 있으며, ‘수변(연못가)’가 40%, 휴식공간은 6% 순으로 나타난다. 이

에 호수공원은 주 이용목적 산책로가 가장 이용이 많이 되며, 그에 순응하는 

시설이 산책길이 가장 많이 조경시설로서 인지되고 있다. 또한 호수공원의 부

족한 시설의 경우 35%가 ‘그늘진 휴게시설’과 22% ‘생태공간조성’, 14% 



- 69 -

‘간이매점 및 음식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선사항으로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휴식장소’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산호수공원은 일산신도시의 푸름을 위해 설립된 공원인 만큼 지역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이용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고양시의 

대표 공원으로 접근이 쉽고 이용하기 쉬운 도시공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호석(2009) ‘도시공원의 이용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일산신도시의 정발산

공원·호수공원을 중심으로’ 는 신도시 개발과 함께 조성된 도시공원에 대한 

접근성, 공원시설 및 관리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고 공원시설 만족도간

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공원 조성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줄 수 있는 시사

점과 향후 관리방한에 대해 제공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255부 중 201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자기평가 기입

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이용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남녀 비율은 

남성 82명(39.0%), 여성 128명(61.0%)로 여성의 비율이 더 많았으며, 연령층은 

20대가 가장 높고 40대와 50대 이상이 보편적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도시공원 이용행태 분석 결과 일산시 생활권 거주자는 주로 운동 

및 휴식, 여가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호수공원의 이용률은 195명

(92.9%)로 대부분의 고양시민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많은 이

용 유형으로는 산책 및 운동, 휴식,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순으로 높게 나타났

으며,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공원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교통이 불편해서 등

이 있다. 또한 호수공원의 이용행태에 대해 살펴보면 이용 빈도는 195명 중 

66명(31.4)%, 54명은 주 1~2회 방문(25.7%) 순으로 향후 남측 대규모 개발에 있

어서 호수공원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

관된 생활권으로서의 성격이 경계 공간에 반영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공

원까지의 접근 유형은 도보가 132명(67.7%), 자전거 이용자는 26명(13.3%)로 나

타난다. 향후 기존 도심지와의 연결성 강화를 위해서는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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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람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또한 가족 단위의 이용자가 83

명(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친구와 연인(35.9%), 혼자(14.9%) 순으로 나

타났다. 또한 호수공원이 주변 녹지자원 중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는데, 그 

이유로는 편의시설, 공원이용프로그램, 수(水)경관 측면 등 거주민에게 만족감

을 주는 요인이 다른 녹지자원보다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산

시민들의 대부분은 도보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도보권 이용자를 위한 보행

로, 자전거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잘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가장 최근 이용행태 및 현황 선행연구로는 고양시청(2016)‘아시아 최고의 

명품 호수공원 조성 기본용역 - 호수공원 미래 100년을 위한 설계전략’이다. 

앞서 언급했던 오병석(2005), 이호석(2009)의 선행연구는 북-서측 기존 도심지

의 경계에서 호수공원에 대한 이용행태 분석이었다면, 고양시청(2016) 선행연

구는 향후 남측 대규모 개발로 인한 호수공원 미래에 대한 이용자의 욕구조사 

분석과 성인과 청소년 두 그룹으로 나뉘어 분석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차별

성이 존재한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약 343명, 행사 참여 

청소년 설문조사 1,000여명 정도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호수공원을 적극적으

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호수공원과 인접한 지역이 73%로 대다수였으며, 고양시 

외 다른 지역의 방문객은 6%에 그쳤다. 호수공원과의 근접 거리를 따져 보면 

5km 이내가 71%로 가장 많다. 호수공원에서 주로 일어나는 행태로는 74%가 

산책으로 일부 구간을 걷는 행태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나무

그늘이나 잔디밭, 벤츠 등 호숫가 주변이 17%로 가장 많았으며, 한울광장, 주

제광장, 폭포광장 등의 콘크리트 인공 광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7%로 가장 낮

았다.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유형으로 65%가 가족이며, 혼자 이용하는 경우는 

19%에 달하며, 이용 목적으로는 가족의 주말 나들이가 34%, 아침과 저녁 산책

과 운동이 31%, 자전거 및 마라톤 등의 스포츠 활동이 16%를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경우 앞서 나온 성인 결과와는 달리 축제나 

이벤트 참여가 41%로 가장 많았고, 그 외는 주말 나들이 30%, 자전거, 인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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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스포츠 활동이 18%, 산책이나 운동이 15%를 차지하고 있다. 대상지내 가

장 좋아하는 공간의 경우 성인과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메타세콰이어길이 선

호도가 가장 높은 공간이었으나 그다음으로는 성인은 장미원(14%), 전통정원

(13%) 이었으나 청소년은 폭포광장(22%), 장미원(14%)로 나왔다. 그리고 석계

산(인공산)이 위치한 한울광장은 성인과 청소년 둘 다 가장 좋아하지 않은 공

간으로 결과가 나와 이를 고려한 경계 공간 활성화 방안이 고려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호수공원 미래에 대한 이용자의 욕구로는 성인의 경우 인위적인 광장과 시

설보다는 자연적인 느낌으로 변화되었으며 하는 비율이 56%로 더 높게 나왔

다. 청소년의 경우는 카페가 37%, 놀이시설 21% 순으로 나왔으며, 3위는 아무 

시설 들어서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14%로 나왔다. 이외에도 호수공원에 대한 

이용 만족도로는 대체 만족(62%), 매운 만족(16%)로 68%가 만족하고 있었으며, 

불만족은 10%에 그쳤다. 호수공원에 대한 미래상으로는 문화적 욕구와 레저·

놀이 시설보다는 ‘숲이 우거진 녹지생태공원’ 이 83%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새로운 편의시설을 조성하기보다는 기존 꽃전시관, 600년 기념

관의 공간을 리뉴얼하여 인근 거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심 속 문화공간으

로 조성하자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호수공원 내 새로운 시설

을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 건축공간을 거주민을 위한 공공공간으로의 제안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소결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호수공원 이용 행태 및 현황에 관한 

연구는 2005년도 이후 ‘도시공원의 이용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일산신도시의 

정발산공원·호수공원을 중심으로’를 시작으로 몇 건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

으나 그 수가 매우 미비하며, 도시의 경계에 위치한 대상지의 입지에 초점을 

두고 이용자의 행태 및 현황 분석이 이루어 졌다. 향후 남측 도시 개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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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이용행태 및 현황은 원하는 활동이 다르게 나타날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고양시에서 진행된 연구인 ‘호수공원 미래 100년을 위한 설

계전략’에서는 향후 남측 도시 개발에 따른 호수공원 미래에 대한 욕구조사

가 이루어 졌으나, 이에 대한 적용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자가 

직접 관찰행태를 조사해 본 결과 남측 경계부의 경우 아직 미개발 농경지로 

기존 이용 행태와 향후 이용 행태가 가장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 된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의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지에 적용 가능한 주요 

행태 및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기존 도심 사이의 경계 활성화를 위한 기존 

이용자들을 고려한 계획방안을 도출하고 기존 도심지의 경계 공간에 적용해 

보는 것에 차별성과 의의를 지니며, 개발예정지와의 경계부의 경우 반드시 고

려되어야 하는 향후 이용자에 대한 행태는 현재는 알 수 없으나 호수공원 미

래에 대한 욕구조사와 남측 도시개발계획을 사전 검토하여 예측하고자 한다.

위의 선행 연구를 통해 호수공원은 기존 이용자의 지속적인 이용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간으로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생활권으로서의 성

격이 경계 공간에 반영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대상지 접근 유형은 

대다수가 도보, 자전거로 접근하고 있으므로 도보권 이용자를 위한 보행로, 자

전거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조성되어야 하며, 공원 내 이용 목적은 대다수가 

산책로가 임을 알 수 있다. 미래에 대한 이용자의 욕구 조사 결과로는 인위적

인 느낌보다는 도심 속의 자연의 느낌으로 변화되었으며 하는 비율이 56%로 

많았으며, 그 중에서도 ‘숲이 우거진 녹지생태공원’ 83%로 가장 많이 차지

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건축공간을 리뉴얼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고양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 조성하자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따라서 향후 호수공원은 고양시의 대표녹지거점공간으로서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의 꽃전시관을 활용한 거점공간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함

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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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대상지 경계부 분석

대상지는 크게 두 가지의 각기 다른 성격의 경계부로 구분할 수 있다.

·Boundary 1 : 기존 도심 사이의 경계부

·Boundary 2 : 개발예정지와의 경계부

1. 기존 도심 사이의 경계부

대상지가 포함하는 첫 번째 경계부는 대상지와 기존 도심 사이에 존재하는 

영역으로, 대상지 인접에 위치한 상업, 교육, 주거관련 시설의 블록을 중심으

로 대상지와 접하는 경계부분 자체의 영역에 걸쳐 존재한다. 이 경계는 대상

지로 접근하기 위한 횡단보도, 육교와 같이 물리적인 경계와 대상지 경계자체

에 존재하고 있는 펜스 등 가로막 형태의 시설들이 만들어내는 물리적이고도 

시각적인 경계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존 도심지와는 표고차이가 거의 

없는 평지이기 때문에, 대상지와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체적인 방안이 

[그림 3-44] 대상지 경계 1

<자료 : 네이버 지도 항공뷰로 본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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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되어야 한다.

(1) 주변 토지이용 현황

기존 도심과 인접해 있는 토지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광장 축을 중심으

로 상업시설(54.0%), 주거시설(39.0%), 교육시설(2.0%)이 차지하고 있다. 상업시

설의 경우 고양시의 중심상업지역을 맡고 있는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이 위치해 

있다. 인접한 주거시설의 경우대부분 10층 이상의 고층 오피스텔 건물로 되어 

있어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제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거시설이 밀

집되어 있다. 상업시설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의 경우 내·외부이용객이 많이 

사용하는 주차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 기존 도심과 공원의 연결을 강

화하기 위해서는 인접해 있는 시설에 대한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 도입 및 

주차장과의 연결 강화를 위한 경계부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림 3-45] 대상지 북-동측 경계 토지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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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근체계 현황

차로, 보행로, 연결로 및 지하철역을 표시하여 대상지와의 연결성에 대해 알

아보고자 하였다. 대상지와 인접한 6차로는 서울시, 파주시, 김포시로 갈 수 

있는 장항IC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차선 수가 많아져 그 폭이 팽창한

다. 즉, 교통이 모이는 결절점인 차로는 40m의 폭의 대로로 인해 대상지와의 

물리적·시각적 연결성이 떨어진다. 대상지와 직선상(500m)으로 연결되어 있

는 선형 녹지띠는 주변에 사는 거주민들이 대상지로 접근할 때 가장 많이 이

용하는 연결로이다. 또한 지하철역과 연결되어 있어 외부방문객도 이를 통해 

대상지로 접근한다. 하지만 대상지와 인접한 부분은 6차로(폭35~40m)로 인해 

육교나 횡단보도로 연결되어 있다. 차량 접근현황으로는 대상지 내에는 약 

1,000면 규모의 주차장이 존재하며, 인접 상업시설에 위치한 공영주차장(9개

소)를 이용하여 접근한다. 따라서 선형 녹지띠와 주변 공영주차장를 고려해야

하며 차로로 인한 단절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림 3-46] 대상지 북-동측 경계 접근 체계 현황



- 76 -

위의 [그림 3-47] 대상지 북-동측 경계 현황과 같이 폭 35~40m의 6차로로 

인해 대상지로의 접근이 단절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1m 정도 높이의 철제 펜

스가 둘러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 (B) (C) (D)

(E) (F) (G) (H)

[그림 3-47] 대상지 북-동측 경계 현황 

출처: 네이버 로드뷰를 활용하여 제작(촬영일자: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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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장 현황

본 분석은 대상지의 담장 분석을 통해 수직-상승형에 대한 물리적 경계요소

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담장은 공원관리에 있어 안전예방 및 관리·감독에 

있어 효율적인 방안으로 요구되어진다. 하지만 담장이 길거나 높을 경우 닫힌 

경계, 분리된 공간 즉, 물리적·시각적·심리적 경계요소로서 작용한다. 대상

지에 위치한 담장의 경우는 통행에 제한을 두며 시각적 경계로 인지되는 항목

으로 북측 담장은 철제펜스, 목재펜스, 생울타리 형태로 둘러싸고 있다. 이용

로 하여금 물리적·시각적 경계요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대상지로의 진입

을 제한한다. 보행출입구는 총 13개소로 그 이외의 공간으로는 출입이 불가하

며, 담장간의 최장간격은 558m, 최단간격 66m로 평균 202m의 간격으로 보행

출입구가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기존 도심지와의 연결성을 강화를 위

한 담장 축소 및 공원진입부에 대한 고려가 되어야 한다. 

[그림 3-48] 대상지 북-동측 경계 담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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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면 현황

▌차로에 의한 단절

본 분석은 대상지와의 단면 현황을 통해 기존 도심과의 단절 원인을 파악하

고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상지 경계 1 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뿐만 아니라  

30~40m 폭의 6차로로 인한 물리적인 단절이 주 원인으로 사료되었다. 이는 기

존 도심지와의 물리적인 연결뿐 아니라 시각적인 요소까지 단절시키고 있다. 

따라서 기존 도심지와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차로로 인한 단절을 해

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3-49] 대상지 북-동측 경계 단면 (Key map : 그림 3-48)

<자료 : 네이버 지도 참고로 본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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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예정지와의 경계부

대상지가 포함하는 두 번째 경계부는 장항지구 도시개발에 의해 새롭게 생

겨나는 영역으로, 이는 도시의 경계에 위치하였다가 남측의 새로운 개발예정

지가 나타나면서 생긴 경계이다. 과거 미개발 농경지로 수평적인 경관을 이루

었으나 현재 대규모도시개발에 의해 20~30m 높이의 고층아파트(시티프라디움, 

꿈에 그린, 더샵그라비스타), 호텔타운 등의 다양한 숙박시설과 대규모 관광시

설(원마운트, 아쿠아플라넷, 한류월드, 방송영상밸리)이 들어섬에 따라 점차 수

직적인 경관으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2022년까지 킨텍스 부근 운정신도시와 

동탄역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GTX-A 킨텍스역이 들어올 예정이다. 따

라서 개발예정지에 대한 외부 인구 유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경계부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대상지로의 연결성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그림 3-50] 대상지 경계 2

<자료 : 네이버 지도 항공뷰로 본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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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근 체계 현황

본 분석은 대상지 내부로의 근접 가로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계부 분석으

로 대상지 내부로의 접근이 얼마나 용이한가를 기준으로 대상지와 물리적으로 

연결된 통로를 표시하였다. 대상지 내로 출입할 수 있는 횡단보도, 육교, 교량

과 출입이 불가능한 공간은 녹지, 수로, 담장, 둔덕 등으로 막힌 공간이 이에 

해당한다. 

연구자가 실제로 호수공원의 개발예정지 부근 경계를 따라 걸어보며 출입 

중 경험하게 되는 현황을 촬영하였다.19)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남쪽의 경우 

기존 미개발 농경지였으나 장항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횡단보도와 

육교가 조성되었지만 장항 2동의 경우 대다수가 미개발 농경지로 남아있어 대

상지 내로 접근하는 출입구는 횡단보도, 육교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장항 2동의 경우 출입구는 교량과 계단과 인접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공간은 

19) 2019년 3월 25일 진행하였으며 북측의 경우 오후 1시에 폭포광장에서 노래하는 분수까지 순환하며 
오후 5시 30분까지 호수공원 경계부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림 3-51] 대상지 남-서측 경계 근접 가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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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둔덕, 담장, 녹지에 둘러싸여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는 대상지 경계부 현

황[그림 3-52]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대상지로의 출입 현황으로는 총 9개의 보행출입구에서 발생하며, 그 이외의 

공간은 담장, 수로, 둔덕, 건축물에 의해 둘러싸여 있어 출입이 불가하다. 대상

지 경계 2 구간의 경우 추후 개발될 도시계획을 파악하고 대상지와의 연결성

을 강화하기 위한 경계부 활성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A) (B) (C) (D)

(E) (F) (G) (H)

[그림 3-52] 대상지 남-서측 경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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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장 현황

기존 도심에 위치한 담장 유형은 철제펜스였디면 개발예정지의 경우는 대부

분이 1m 높이의 목재펜스로 조성되어 있다. 이 역시 방문자로 하여금 통행과 

시각적인 단절로서의 경계요소로 인지되고 있다. 보행출입구는 총 9개소로 그 

이외의 공간은 출입은 불가하다. 담장 간의 최장간격은 596m이고 최단간격 

62m로 평균 약 234m의 간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향후 남측 도시개발에 의한 

공원의 증가된 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보행출입구 확충 및 대상지와의 연결 방

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3-53] 대상지 남-서측 경계 담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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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면 현황

▌건축물에 의한 단절(B-B`)

건축물에 의한 단절이 일어나는 단면 유형으로 경계부는 2m 정도의 높이차

로 인한 물리적인 단절이 형성되는 구간이다. 인접한 부지는 현재 JTBC 스튜

디오와 주차장이 들어서 있으며, 향후 2020년에는 초등학교 및 유치원이 들어

설 예정으로 한류초등학교 및 유치원 향후 계획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공원 

경계부 활성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둔덕에 의한 단절(C-C`, D-D`)

둔덕으로 인한 단절은 단면도 현황 [그림 3-55], [그림 3-57]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특히 [그림 3-55]의 C-C`단면의 경우 한류천, 수변공원과 인접한 경

계부로 [그림 3-56]과 같이 대상지와 5~6m의 고저 차이가 있다. 또한 대상지

와 인접한 부지의 경우 1.5~2m 정도의 높이차가 있어 계단 또는 경사로를 이

용하여 출입한다. C-C` 단면의 경우는 한류천, 수변공원을 활용하여 대상지 

[그림 3-54] 건축물에 의한 단절 단면 (Key map : 그림 3-53)

<자료 : 네이버 지도 참고로 본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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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공간과 연계할 수 있다. [그림 3-57]의 D-D`의 단면은 호수교와 인접한 

구간으로 대상지와의 고저 차이가 5~6m가 존재하며, 현재 대상지의 출입은 호

수교에 인접한 계단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둔덕으로 인한 높이 차가 가장 큰 

구간으로 향후 남측 도시와의 연결을 위한 입체적인 연결 방안이 필요하다.

[그림 3-55] 둔덕에 의한 단절 단면(1) (Key map : 그림 3-53)

<자료 : 네이버 지도 참고로 본인 작성>

[그림 3-56] 수변공원 현황사진

[그림 3-57] 둔덕에 의한 단절 단면(2) (Key map : 그림 3-53)

<자료 : 네이버 지도 참고로 본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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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수로에 의한 단절(이가순 수로)

대상지 남측 경계부 부근에는 길이 약 2km, 폭 4.5m의 농업용수로(이가순 

수로)가 나란히 지나가고 있어 교량을 활용하여 대상지 내부로의 출입이 가능

한 구간이다. 이가순 수로는 1925년 대홍수로 인해 한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가순 선생이 제방을 쌓아 홍수를 대비하

고 한강 물을 끌어오는 농수로를 만들어 가뭄을 견디게 하는 대대적인 관개사

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 현재‘이가순 수로’라 불리는 이 물길은 마르지 

않는 한강을 취수원으로 삼아 농업용수로 대고 있다. 그러나 2018년에 대대적

인 정비사업과 향후 남측에 위치한 미개발 농경지가 감소함에 따라 그 쓰임새

가 감소할 것으로, 특정시기에만 사용되던 농업용 수로를 인프라 활용 차원에

서 연중 상시 사용하기 위한 방안 및 향후 남측 도시와의 연결성을 위한 방안

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림 3-58] 수로에 의한 단절 단면 (Key map : 그림 3-53)

<자료 : 네이버 지도 참고로 본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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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대상지 남측 편 장항지구는 한강변에 조성되는 첨단자족도시로 계획된 곳으

로 자족성을 목적으로 한 여섯 가지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도시개발사업으로는 킨텍스, 전시장(고양시), 킨텍스 도시개발

(고양시), 한류월드도시개발지,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경기도), 장항공공주택

지구(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일산테크노밸리(경기도, 고양시)로 각각 

도시개발사업 주체가 다르며 2025년경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여 진다.

▌한류월드도시개발(고양관광문화단지) & 킨텍스도시개발

한류월드는‘한류’라는 한국적인 전통성과‘월드’라는 세계적인 보편성을 

결합한 단어로 “국제적으로 나아가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사업이 시작된 곳

이다. 따라서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는 문화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고 차세대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발돋움

[그림 3-59] 고양 장항지구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자료 : 고양장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참고로 본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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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계획되었다. 사업시행자는 도와 경기도시공사 두 주체가 공동 시행을 

맡고 있다. 추후 GTX 노선이 들어오는 개발지로 다수의 관광호텔 등의 호텔

타운이 들어서는 필지와 CJ(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 30만㎡ 한류월드콘텐츠

복합단지(상업시설, 업무시설, 수변공원, 문화시설, 테마파크, K-POP 공연장)과 

공동주택 2,400가구 및 오피스텔 등의 숙박시설들이 들어 설 예정이며, 현재는 

EBS, 빛마루방송지원센터, JTBC스튜디오 등의 방송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 수준의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형의 관광단

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로 계획되었다.

▌고양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

한류월드도시개발 바로 아래에 위치한 공간으로 자족기능의 도시개발 성격

을 띠고 있으며 약 70만㎡(21만 평) 규모의 각종 방송업무시설이 들어설 부지

이다. 현재 토지이용계획으로는 한류월드의 방송문화시설과 기능 집적의 방송 

및 문화용지를 우선 배치하였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지 중심부에 위치하다보니 

[그림 3-60] 한류월드 도시개발 토지이용계획도

출처: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마스터플랜 수립(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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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간들 간의 연계를 위해 곳곳에 상업용지를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나 방

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는 한류문화의 주 원동력인 방송·영상산업을 유치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시설, 공공시설, 문화시설, 

상업·복합시설, 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주체는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도에서 공동 시행하며, 경기도시공사(이하‘공사’)는 개발실무·부지조성

공사를, 도는 사업의 총괄·기획·행정지원 등 을 맡는다. 이는 추후 한류월드

내에 위치한 JTBC, EBS, 빛마루방송지원센터 등의 방송시설과 장항공공주택

(청년 스마트타운)지구 내 자족시설인 청년지식산업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작스튜디오 등과 연계하여 방송·영상·문화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자 계획되었다.

[그림 3-61] 고양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 토지이용계획도

출처: 경기도시공사 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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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공공주택지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과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

며, 사업규모는 약 150만㎡ 이다.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

사(LH)로 5,00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과 일반분양 아파트 7,000여 가구가 공급

될 예정인 고양 장항동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은 공공주택 위주의 주거용지를 

주 용도로 계획되었다. 특히 도시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장항공공주택(청년 스마트타운)지구 내에는 자족시설인 청

년지식산업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작스튜디오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계

획인구 총 12,500세대(행복주택 5,500세대)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학

교 등 공공시설이 계획되어 주변 킨텍스, 한류월드,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 

등 주변과 연계된 지식산업 유치 및 신혼부부 등의 사회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을 주 타겟으로 계획된 도시공간이다.  

[그림 3-62] 고양장항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출처: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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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초등학교와 한류유치원

한류초등학교와 한류유치원은 대상지 노래하는 분수대 부근에 위치하고 있

으며 대지면적 1만 2513㎡, 건축연면적 1만7252㎡ 규모로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체 설계 공모를 통해 공모 당선작을 선

정하였다. 이는 현재 대상지와 건축물로 인한 단절이 일어나고 있는 곳으로 

추후 남측 신개발지와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3-63] 한류초등학교 배치도

출처: 경기도교육청 보도자료(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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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분석의 종합 및 해석

대상지는 고양시를 상징하는 중앙공원이자 경기 북부의 대단위 호수공원으

로서 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장항지구의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으로 인해 호수공원은 변화하는 현대 도시에 부응하는 새로운 역할

이 추구되는 상황에 당면하고 있다. 대상지 여건 분석은 크게 도시와의 접점

으로서 호수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대상지 환경 분석을 통한 현황과 이

용행태, 그리고 대상지 경계부 분석으로 실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통

해 대상지 경계부에 대한 문제점 및 이슈를 종합 및 해석하여 도출하였다.

▌주변부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호수공원

먼저, 도시와의 접점으로서 호수공원은 주변부 토지이용 변화 흐름에 따라 

도시와의 관계가 변화하였음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상지는 남측 대규

모 개발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입지는 점차 중심부로 편입되면서 중앙공원으로

서의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고양시에서도 호수공원의 

입지 변화를 파악하고 시민자문단을 모집하는 등 현대 도시에 부응하는 새로

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일산호수공원의 미래상을 모색하고자 나아가고 있

다. 광역 환경의 경우 입지여건, 인구 현황, 광역 가로, 인문 문화시설 현황, 

하천 및 공원·녹지자원, 대상지내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주요 동선체계, 호수 

현황 분석이 이루어 졌다. 대상지의 입지는 고양시의 도시진입관문으로서 북

측 도심지와 주변 개발예정지와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중앙공원으로서의 입

지와 중요성이 증대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인구, 광역 가로 현황 분

석을 통해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남-북의 도시 구조의 성격의 차이를 확인되었

으며, 이는 향후 장항지구의 개발 후 증가하는 유입 인구(전년 대비 13.32% 증

가)를 수요하기 위해서는 대상지는 두 도시공간의 단절이 아닌 연결의 매개체

로서 중앙공원의 역할이 증대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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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 종합분석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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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하천·자연·공원과 연결되는 녹지 거점 조성

광역 하천 및 공원·녹지자원현황 분석으로 대상지는 기존 정발산~문화광

장~호수공원의 녹지연결축이 있으나 현재 6차로에 의한 물리적인 차단으로 인

해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수변공원, 이가순수로, 장항습지, 한강 등

의 녹지자원은 대상지를 중심으로 퍼져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대상지를 

기점으로 이를 연결한다면 녹지거점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대상지는 기존 정발산~문화광장~호수공원~장항습지~한강의 녹지흐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녹지 거점으로서 광역 녹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과감한 연결 계획이 필요하다. 대상지내 주요 공간 및 시설물 현황을 통해 대

상지 내의 시설물 현황을 파악하였고, 이를 대상지 경계부 분석과 연계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꽃전시관 경우 2019년 1월에 공공 공간으로의 제안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 공간인 만큼 이를 녹지 거점 조성계획에 있어 적극 활용

할 수가 있다.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검토한 결과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구

축사업, 한강하구 생태·역사·관광벨트 조성사업계획 등 대부분이 관광자원

들만이 들어 설 계획이다. 하지만 대상지는 주변 녹지자원의 중심부에 위치하

여 대표 대표녹지자원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인근 녹지 공간들의 물리

적, 시각적 접근 계획을 통해 주변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녹지거점공간이 되

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문화광장~호수공원간의 녹지축을 연결하기 위해 현재 

Box-type의 상부 녹지 연결로가 구상 중에  있는 계획을 녹지거점 공간 계획

에 있어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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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5] 종합분석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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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공원의 경계 공간 확보를 통한 연결의 매개체로서 역할 증대

인근 인문 문화시설 현황분석을 통해 주변 문화 시설들의 프로그램이 공원

의 경계 공간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본 결과 실생활과 밀접

된 생활권으로서의 경계 공간을 계획하였다. 주요 동선체계 분석으로는 남-북 

연결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대규모 개발후의 지역간의 연결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남측 남-북 연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대상지 경계부 분석을 하기에 앞서 두 가지의 각기 다른 성격의 경계

부로 구분하였다. 먼저, 기존 도심 사이의 경계부의 경우는 주변 토지이용, 접

근체계, 담장 현황, 단면 현황 분석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 도심과 

대상지의 경계부는 전반적으로 폭 35~40m의 6차로와 담장으로 인해 물리적·

시각적으로 단절되어 있다. 인접한 시설 경우 상업시설 54.0%로 가장 많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상지와 인접한 담장은 최장구간으로 상업시설간의 연

결이 단절되어 있다. 특히 상업시설은 내·외부이용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대상지와의 연속적인 보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입체적 보행 연결

로 조성 및 주변 도시의 토지이용이 반영 된 경계 공간 계획으로 해결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개발예정지와의 경계부는 장항지구 대규모 도시개발에 의해 경계부의 성격

이 달라지는 공간이다. 접근 체계, 담장 현황, 단면 현황, 주변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분석을 토대로 향후 개발예정지 간의 연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곳

으로 이를 받아들이기 위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접근 체계의 경우 

남측은 경계부의 장애요소(농업용수로, 둔덕)로 인한 물리적, 시각적 단절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개발예정지와 대상지 사이의 경

계 공간에 대한 평면적, 수직적 제한요소를 파악해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경계 공간 확보 및 장애요소마다의 특성을 반영한 입체적인 연결로 계획이 마

련되어야 한다. 또한 개발예정지는 대부분 고층 주거시설과 외지인을 위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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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문화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일산에 거주하는 주민 외에도 청년, 회사원과 

같은 상주인과 내·외국인 관광객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후 주변 토지이

용 현황 및 계획 분석을 통해 대상지와 같은 높이의 표고로 성토할 부지로 이

를 통해 대상지와의 연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향후 남측 도시 개발에 대한 

현황과 계획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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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기본 계획

1절 과업의 기본 전제

1. 연결의 필요성

▌기존 도심지와 개발예정지 간의 보행 연결성 부족

남측 도시 개발에 따른 대상지의 입지가 변화하면서 남-북의 연결성에 대한 

수요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 남-북의 직선보행거리는 약 7~8분에도 불구하고 

현황대로라면 약 2~3배의 시간이 소요되는 우회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

이다. (3장 3절 주요 동선체계 현황 참조) 또한, 다른 공원에서 볼 수 있는 지

하도나 보행로의 연결성이 전무한 실정이어서 두 지역 간의 ‘연결’이 제대

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호수공원 일대 녹지네트워크 부재 -> 정발산~한강과의 연결 필요

현재 호수공원 일대는 정발산, 문화광장, 장항습지, 한강과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아 접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호수공원은 

주변 녹지공간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고양시의 대표 중앙공원으로서 시민들

이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녹지네트워크의 부재는 정발산~문화공원~호수

공원~장항습지~한강까지의 연결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한다.

▌향후 대규모 도시 개발 후의 지역 간의 연결 수요 급증 예상

향후 남측 대규모 도시 개발사업계획은 남측 일대를 한류·복합 관광테마단

지로 탈바꿈시켜 미개발 농경지가 아닌 대규모 복합·상업·문화·주거 공간

으로 계획될 예정이다. 향후 대상지는 기존 도심지는 물론 남측지역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설노후화 개선사업의 일환인 일산호수공원 

리노베이션 계획이 진행 중에 있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경계부 활성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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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향후 남측 도시 개발 계획의 반영

대상지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중앙공원으로, 도시 변화에 따른 도시와 대상

지와의 관계는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 도심지와 개발예정지와의 접점으

로서 대상지는 단절이 아닌 연결의 매개체로서 향후 남측 대규모 도시개발사

업 계획의 일환인 한류월드 도시개발 사업계획, 킨텍스 도시개발 사업계획, 고

양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계획, 장항공공택지지구계획, 한류초등학교 & 한류

유치원 건립계획을 반영하였다.

3. 주요 과제 도출

주변부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공원 경계부 활성화에 있어 첫째, 광역 측면

의 녹지·공원자원의 거점 공간으로서의 연결성(Connection)강화를 목표로 한

다. 둘째, 대상지로의 접근은 대부분 도보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보행 연결’이라는 수단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목적성(Destination)을 제공

하고자 한다. 특히, 입체적인 연결로의 적극 활용은 호수경관을 효과적으로 즐

길 수 있고, 이동하는 동안 지루함을 극복할 수 있는 장치로서 역할한다. 셋

째, 주변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경계 공간을 제공하여 실생활

[대상지 상황] [주변 개발 후의 상황(예측)]

[그림 4-1] 주변 개발 전과 후의 대상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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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밀접하게 연계된 생활권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접근성

과 영향 있는 장소는 도심 속에서 자연 식생 및 친수 공간을 느낄 수 있는 장

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기존 자원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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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기본구상

1. 기본방향

대상지는 고양시의 진입관문으로서 역사적, 문화적, 형태적, 가시적인 도시 

경계의 중앙공원 입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입지는 도시의 경계에서의 역

할과 기능을 잘 간직하고 있다. 현재 단절되어 있는 남측 개발예정지와의 연

결을 통해 각자 나뉘어져 있는 공간들을 서로 연결시킬 경우 고양시의 중앙공

원으로 재탄생될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어서 국내 최초의 인공호수공원이라는 

정체성도 회복할 수 있다. 

 

▌광역녹지거점화 계획

대상지가 위치하고 있는 고양시 호수공원 일대는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문

화적, 관광적 그리고 자연적인 요소를 포함한 경계이기도 하다. 이 경계들은 

각기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현재 연결되지 않고 각자 나뉘어져 단절되

어 있는 공간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대상지 주변은 도시개발에 인해 한

류월드, 방송영상밸리, 신한류 3대 스트리트 문화관광벨트, 한강하구 관광벨트  

등의 대표관광자원은 여러 곳에 생겨나는 반면 대표녹지자원의 모습은 보이지 

[그림 4-2] 광역녹지거점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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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다. 따라서 대상지를 거점으로 주변의 공원·녹지 자원을 서로 연결시

켜주기 위한 모습을 갖춘 중앙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족한 대표녹지자원을 충족시키고 고양시의 매력 있는 녹지공간으

로 각인시켜 서울, 수도권 전체의 광역거점공원으로 그 입지를 증대시키고자 

한다.

▌주변부 토지이용 변화를 반영한 공원 경계부 계획

대상지와 인접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토지이용을 파악하고 각 지점의 연

결수요를 예상하여 경계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한다. 이는 다른 성격의 것들을 

허물어 각기 다른 성격(도시와 공원)의 공간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며, 상이한 

성격의 두 공간은 도시의 맥락으로 보았을 때 남-북 도시 조직 간의 성격이 

공유될 수 있다. 주변과의 연계가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에 도시와 공원과의 

연결을 위한 전략적인 프로그램 연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연계하기 위해

향후 있을 이용자의 추가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가시적·물리적인 행태만이 아

닌 비가시적·비물리적인 행태가 반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 및 경계부 공

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도시와 공원과의‘보행 연결’을 중점으로 한 계획

도시와 공원의 연결 매개체로는 ‘보행 연결’ 중점으로 주변 도시 및 지역

으로 시너지를 미치는 것이다. 특히, 입체적인 보행로를 활용하여 기존 대상지

와의 도로, 담장, 둔덕 등으로 단절되고 파편화 된 경계를 유연화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으로서 연속적인 보행을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이는 주변 주요 

시설간의 연결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향후 기존 도심지와 남측 개발예정지 

간의 수요 급증에 따른 보행 연결성 부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보행 연

결축을 설정하였다. 이는 기존 도심지와 남측 개발예정지간의 이분법적인 관

계가 아닌 연결 공간이 되도록 한다.



- 102 -

2. 세부전략

대상지는 기존도심과 신개발지의 중간영역에 위치하여 경계부를 통해 부지

의 물리적인 측면과 대상지 주변부의 환경, 생태,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지의 기능은 ‘연결(聯結, 

Connection)’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부각시켰다. 지금까지 대상지는 도시의 경

계에서의 중앙공원 특성을 가졌었지만, 앞으로는 도심 속의 접점으로서 중앙

공원으로의 역할이 보다 개선 및 발전된 형태로 도시 구심점으로 작동하게 된

다. 이에 도시와의 대상지 경계부 활성화에 대한 특성으로 첫째, 주변 녹지네

트워크의 광역녹지거점 역할 수행 둘째, 주변 도시의 토지이용을 적재적소에 

반영한 경계 공간의 확보 셋째, 주변 도시와 보행 연결 확충을 위한 입체적인 

보행 연결로 요소를 설정하고자 진행하였다.

▌광역 녹지 네트워크 형성 : 도시의 푸른 척추

대상지는 기존 도심과 신개발지의 경계 공간에 위치해 있으며, 정발산~문화

공원~일산호수공원~장항습지~한강까지 흐르는 일련의 녹색흐름(Green-Flow)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상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발산과 한강의 중간지점에 

[그림 4-3] 도시의 푸른 척추(Urban Green Spine)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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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하고 있지만 현재 대상지는 그 흐름을 단절시키고 있다. 따라서 녹지 네

트워크의 흐름을 살리기 위한 전략으로‘도시의 푸른 척추(Urban Green 

Spine)’을 구상하였다. 이는 정발산에서 시작된 녹지 연결로를 한강까지 자연

스럽게 연계한다. 대상지 내에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흐름의 일환으로‘녹지축

(Green Axis)’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는 대상지를 거점으로 주변 녹지네트워

크의 연결함으로써 고양시의 광역녹지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생활권으로서의 경계 공간 확보

다운스 뷰 파크는 완성된 형태를 제시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건물이나 시설물의 디자인이 분

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열 개의 공간에서 반복되는 원(Circle)이 나무도시

(Tree City) 전략으로 쓰였다. 이처럼 대상지에 존재하는 다양한 경계 공간을 

확보하고 양 쪽에 존재하는 다른 성격의 것들을 실생활과 밀집된 내·외부 프

로그램 유형을 파악하여 이를 경계 공간에 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생활권으

로서의 경계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찾아가서 즐겨야 하는 호수공원이 아닌 생

활권으로서의 즐길 수 있는 공원 개념을 제공하고자 한다.

▌입체적인 보행 연결로 조성

대상지로의 접근은 대부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급속한 도시 변화

에 따른 대상지 내 자유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남측 개발예정지 대

상지로의 적재적소에 필요한 접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질 들뢰즈의 경계 영역 

개념인 ‘접힘과 펼쳐짐’을 반영하여 보행 중 새로운 경험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입체적인 보행 연결로를 조성하고자 한다. 이는 대상지 내·외부의 시각

적, 물리적인 연속성을 가진 공간형태로 연속적인 보행을 유발하며, 도심과의 

단절이 아닌 열린 경계 활성화 계획으로서 연속적인 보행이 활성화 될 수 있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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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구상

▌Step. 1 녹지거점 및 경관축 설정

대상지의 공간 구상은 방향과 전략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

다. 먼저, 대상지를 기점으로 주변 대표 공원·녹지자원을 연결하기 위해 가능

한 대상지 중심에 위치하고, 거점 시설로서의 활용이 가능한 부지를 녹지거점

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정발산~문화공원~녹지거점~장항습지~한강까지의 광역 

녹지 연결을 위한 ‘도시 푸른 척추(Urban Green Spine)’를‘녹지축 구역

(Green Axis Zone)’으로 설정하였으며, 한강까지 이어지는 경관축까지 연결된

다.

[그림 4-4] 녹지거점 및 경관축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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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조닝(Zoning) 및 경계 공간 설정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권으로서의 경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먼

저, 인접하고 있는 토지이용을 파악하고 각 지점의 연결수요를 예상하여 그에 

적합한 5가지의 조닝(Zoning)을 설정하였다. 먼저, 주거, 상업, 문화지역과 밀

집되어 있는 Community Zone은 신한류 3대 스트리트 사업이 들어설 공간으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광장을 경계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Eco Zone의 

경우는 자연·생태관리로 지정되어 있는 기존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경계 공간

을 생태체험 및 교육의 장으로 설정하였으며, Activity Zone은 대상지 내 중심

공간으로서 대부분이 상업지역과 인접하고 있어 기존 차로와 담장으로의 단절

을 해소하고 대상지로의 접근을 유도하기 위한 경계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Waterfront Zone은 호수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보행교가 있는 공간으로 친

수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호수교에 인접한 둔덕을 활용한 

전망 및 휴식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Culture Zone은 주거시설과 농경지의 사

이에 있는 경계 공간으로 리버마켓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향후 조닝(Zoning) 

중 확보된 경계 공간에는 각각의 전략적인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기존 이용자

의 요구뿐만 아니라 향후 이용자의 요구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그림 4-5] 조닝(Zoning) 및 경계 공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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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입체적인 보행 연결로 형성

도시와 공원과의 연결 매개체로 입체적인 보행 연결로를 계획하였다. 먼저, 

주변 인구 유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대상지 내로 접근할 수 있는 연결축을 

조성하였다. 특히 대상지는 기존 이용행태 및 현황 분석을 통해 대다수의 거

주민은 도보를 이용하여 접근하며, 그 외에는 자가용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주변 토지이용현황을 통해 대상지에 인접한 공

영주차장, 지하철역, 버스정류장을 맵핑하고 이를 기점으로 대상지 내부로까지 

접근하는 연속적인 보행을 구축하고자 입체적 보행 연결로를 계획하였다. 더

불어 연속적인 보행의 지루함을 덜어주기 위해 각 보행로마다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보행 중 새롭고 재밌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특히 

남측도시개발의 경우 기존 부지를 1~2m정도를 성토할 예정으로 대상지와의 

입체적인 연결을 고려하였다. 

[그림 4-6] 입체적인 보행로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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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구상

▌조닝(Zoning) 및 경계 공간 별 프로그램

이용자는 크게 기존 도심지의 현재 이용자와 개발예정지의 향후 이용자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먼저, 대상지를 중심으로 기존 도심 측에 접해 있는 시설

에 대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기존 이용자의 행태를 파악하고 개발예정지와 

접해 있는 시설 및 개발 계획과 그에 대한 내부 프로그램을 파악하여 향후 이

용자에 대한 행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은 Community, 

Eco, Activity, Waterfront, Culture 5가지의 조닝(Zoning) 및 경계 공간별에 따

른 프로그램이 계획되었다. 

 이에 각 지점간의 보행 연결로를 통해서 접하는 경계 공간에서는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프로그램의 세부 항목들은 서로 연계

되는 특성을 띤다. 

경계부 활성화 계획을 통해 주변과의 연계가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에 주변 

요소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경계 공간과의 전략적인 프로그램의 연계가 필

[그림 4-7] 이용자에 따른 공간 별 프로그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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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따라서 기존 도심지의 경우 주거·교육, 상업·문화, 상업·업무, 주

거·교육 등이 대상지와 근접한 시설로 설정하였고, 개발예정지의 경우는 한

류월드, 방송영상문화밸리, 장항공공주택지구, 미개발 농경지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가진 경계 공간의 도입으로 이용자로 하여금 다양한 경험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Community Zone에는 주거와 상업시설이 인접하고 기존 K-Street의 도입부

인 노래하는 분수대 광장에는 찾아오는 이를 위한 웰컴 센터를 조성하였다. 

또한 기존 도심의 육교와 인접하고 있는 경계 공간에는 플리마켓과 이벤트에 

따라 생겨나는 팝업스토어 공간을 조성하여,  K-Street의 도입부와 자연스럽게 

연결하고자 하였다.

Eco Zone에는 기존 아랫말산, 한류월드 맹꽁이 서식지, 약초섬, 생태학습장, 

[그림 4-8] 공간 별 프로그램 연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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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자연생태학교가 위치한 공간으로 약초섬과 아랫말산을 활용한 생태 전망 

공간을 계획하였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생태학습장과 호수자연생태학교는 

인접하고 있는 주변 교육시설과 연계하여 생태학습관을 조성하였다. 

Activity Zone은 대상지의 중심 공간으로 상업·문화와 인접하고 있다. 따라

서 이용자의 행태에 따른 스포츠 파크를 계획하였으며, 수변공원과 인접하고 

있는 공간에는 물놀이장을 도입함으로서 연결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자 계획

하였다.

Waterfront Zone은 수변 데크, 호수교 인접 둔덕을 활용한 전망대, 강변 광

장, 어반 비치 등을 계획하였다. 낙후된 꽃전시관 건물을 재활용해 중심센터로

서의 연결을 강화하여 광역 녹지네트워크의 거점센터로서 그 역할을 강화시키

고자 하였다. 

Culture Zone은 북측 도심지에는 주거 및 교육시설이, 남측 도심지에는 농

경지가 위치한 공간으로, 리버마켓, 스마트팜, 가드닝문화센터를 도입하여 두 

지역의 연결 및 시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문화 및 상업 교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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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기본계획

1. 공간계획

호수공원의 공간은 대상지가 가진 현재 여건 및 주변 맥락과 대상지 주요 

공간 현황 및 경계부 분석을 바탕으로 나온 세부전략과 프로그램 및 공간 구

상을 기초로 계획하였다. 특히 주변 맥락의 경우 도시와의 접점으로서 대상지

가 도시의 중심부로 편입된 호수공원을 계획하는 것으로 향후 남측도시개발계

획을 반영한 공간계획을 진행하였다. 이에 Step. 1의 녹지거점공간에는 거점시

설과 경관축을 활용한 전망공간을 배치하였으며, 정발산~한강까지의 녹지흐름

을 연결하기 위한 문화광장~한울광장 사이 부근은 관련사업계획을 사전 검토

하여 상부 녹지 연결로를 계획하였다. 또한 대상지의 남-북 연결 강화를 위한 

보행교 조성 위치는 거점시설 기점으로 남측 메인 진입 공간 사이의 호수 공

간에 메인 보행 연결로를 조성하여 한강까지의 광역 녹지 연결축을 계획하였

[그림 4-9] 공간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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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도시 내·외의 공원 이용자들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남-북 도시와의 

연결성을 강화시킨다. 또한 기존 꽃전시관은 녹지거점시설공간으로의 리뉴얼

하여 고양시의 대표 공원·녹지자원의 거점시설로서 그 역할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Step. 2의 조닝(Zoning) 및 경계 공간 설정을 통해 대상지를 크게 5가

지의 조닝으로 구분하여 그에 적합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특히 조닝(Zoning) 및 경계 공간의 성격과 대상지 주변 여건을 바탕으로 적합

한 공간 및 시설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으며, 활동 프로그램의 경우 공간과 시

설과 같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연구

에서는 제안하지 않았다. 프로그램에 대한 공간과 시설에 대한 예측 규모는 2

장의 관련사례연구의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일부 시설과 공간에 대해서는 국

내·외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Community Zone

Community Zone의 경우 기

존 주거 및 상업시설과 새로 유

입되는 대규모 상업시설과 한류

월드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인 

K-Street 도입부와 맞물리는 공

간으로 기존 이용자와 향후 이

용자과 함께 교류할 수 있 커뮤

니티시설 위주로 프로그램을 배

치하도록 하였다.

특히, Community Zone은 대

상지의 K-Street의 도입부이자 

기존 노래하는 분수대 광장이 

위치한 공간으로 인접 상업 및 주거시설과 연계하여 상업적인 교류가 일어나

[그림 4-10] Community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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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설 및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K-Street의 경우 방문자를 위한 웰컴센터

을 조성하여 찾아오는 이로 하여금 K-Street의 도입부의 개념을 제공할 뿐 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접점으로서 다양한 문화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개념으로 구

성하고자 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주변 시민들의 참여 공간인 플리마켓

과 기업 참여 공간으로는 팝업스토어 등의 조성하여 수익금 일부를 공원 관리

비비로 환원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특히 단지 통행으로만 입구는 

시민주도의 플리마켓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주변 거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통해  

교류가 발생하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또한 ECO Zone에 위치한 생태학습장과 

인접하고 있어 사이에 완충녹지를 확보함으로서 생태·생물 서식지에 대한 피

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그림 4-11] Pop-up Store 시설사례

구분 (예상)규모(㎡) 내용

플리마켓 거리 2,500
- 시민 주도형 참여 공간

- 수익금 일부 공원 관리비로 환원

팝업스토어 7,000

- 인접 상가 및 기업 참여

- 임차 형식의 가변형 시설 상업 공간

- 수익금 일부 공원 관리비로 환원

웰컴센터 3,000 - 공원 안내 및 편의시설 제공

 K-Street 

진입광장
15,000 - K-Street 관련 행사 안내 및 도입부

[표 4-1] Community Zone 공간 및 시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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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 Zone

Eco Zone은 현재 아랫말산, 

생태학습장, 약초섬 등의 생

태·생물의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공간으로, 과도한 계획

을 실행하기 보다는 기존 동·

식물의 서식지를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자원을 활용하는 탐방시

설 및 교육시설과 같은 최소한

의 공간 프로그램을 도입하였

다. 이는 호수공원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20여년의 세월이 

넘는 생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계획한 공간으로,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로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초섬을 전망할 수 있는 조류

관찰데크, 산마루터와 같은 탐방시설 및 인접 교육시설과 연계한 생태학습관 

등 과 같은 소극적 프로그램만 계획하였다. 또한 기존 회화나무 광장은 잘 쓰

이지 않는 공간으로 수령 300년이 넘는 회화나무는 존치하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숲 속을 거닐며 마주하는 방식의 숲속공연장의 개념으로 구성하고자 하

였다. 또한 기존의 주차장은 생태적인 분위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에코주

차장과 기존 둔덕을 활용한 쉼터 공간인 잔디 언덕을 계획하였다.

[그림 4-12] ECO Zone

[그림 4-13] 조류관찰 및 탐방 시설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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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Zone

Activity Zone은 대상지의 중심부로서 상업·문화·업무시설과 인접한 공간

으로 기존 한울 광장을 중심으로 양 옆으로는 활동 및 문화공간을 배치하였으

며, 한울광장은 시설 노후화 정비사업을 통해 현재 리노베이션 계획을 반영하

구분 (예상)규모(㎡) 내용

조류관찰데크 500 - 관찰 및 탐방데크 설치

산마루터 300 - 전망대 설치

생태학습관 1,000
- 청소년이 참여하는 생태체험장

- 인근 교육시설과 연계한 생태교육

에코주차장 15,000 - 바닥포장 잔디류 (800여대 수용)

잔디 언덕 7,000 - 기존 둔덕과 마운딩 기법을 통한 쉼터

회화나무 공연장 5,500
- 기존 회화나무 존치

- 숲 공연장 설치

[표 4-2] ECO Zone 공간 및 시설 프로그램

[그림 4-14] Activity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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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상부 연결 녹지로와 연계한 카페 및 호수 전망대를 계획하였다. 또한 기존 

도시와의 경계의 경우 기존 차로와 담장으로 인한 단절을 유연화하기 위해 대

상지 주변 시설들과 밀접하게 연계된 야외가로 갤러리 장, 축제의 너른 뜰 마

당, 멀티스포츠 필드을 확보하여 경계 공간에서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 

개념을 제공하였다. 한편, 남측 수변공원과 인접한 경계 공간의 경우 리버사이

드 데크와 다이나믹 물놀이장 시설 등을 설치하여 향후 한류월드의 수요를 위

한 대상지와의 연결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선인장전시관이 위치한 공간은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남측의 중심상업센터로서 역할을 증대시키고 이용자의 

체험을 다양화하고자 하였다. 농업용수로에 의해서 단절된 경계 공간은 이가

순을 기리는 농민의 길을 조성하여 대상지로의 접근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

로의 성격을 활용한 보행 산책로를 도입하여 이용자가 공원을 방문하지 않더

라고 수로를 통해 공원 주변을 걷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15] 멀티 스포츠 필드 시설사례

구분 (예상)규모(㎡) 내용

카페 & 호수 

전망대
2,500

- 정발산~호수공원 연결로와 연계

- 남측 호수경관 및 장항지구 일대 전망

야외가로 

갤러리장
13,000

- 인근 상업시설과 연계

- 경계부 유연화를 통한 접근 유도

축제의 너른뜰 8,500 - 공원 내 행사 프로그램 진행

멀티 스포츠 필드 10,000
- 다운스 뷰 파크 참조

- 다목적 운동 공간 제공

리버사이드 데크 5,000
- 수변공원과 연계

-  남-북 연결 기능 강화

다이나믹 800 - 친수 공간

[표 4-3] Activity Zone 공간 및 시설 프로그램



- 116 -

▌Waterfront Zone

Waterfront Zone은 

녹지거점센터가 포함

된 공간으로 정발산

에서 한강까지의 광

역 녹지축 흐름의 메

인 공간이기도 하다.  

이에 주변 녹지자원

들의 연결과 도시민

이 수(水)자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으로 계획하였다. 따

라서 남-북 도심과의  

보행 연결을 위한 레

이크워크 연결로를 조성하였으며, 한강까지의 녹지축 경관을 시각적으로 연결

하고, 개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망 공간으로 전망대와 둔덕쉼터를 배치하였

다. 한편, 대상지 호수 주변으로는 기존 공간을 재활용한 수변데크 및 공연장

을 조성하였다. 또한 기존 대상지내의 수(水)자원은 간접적으로 바라보기만 하

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어반 비치를 조성하여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의 성격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남측 메인 진입으로 계획된 공간

은 서비스시설 및 수변테라스쉼터를 도입하여 남측 신개발지와의 주요 연계 

지점임과 동시에 진입공간으로서 계획하였다.

물놀이장 - 수익금 일부 공원 관리비로 환원

선인장 박물관 & 

전시관
5,000 - 기존 자원 활용

농민의 길 80,000 - 농업용수로(이가순수로) 활용

[그림 4-16] Waterfront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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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어반 비치 시설사례

구분 (예상)규모(㎡) 내용

녹지거점센터 25,000

- 녹지거점 공간으로 기존 건물 활용

- 생태아카이빙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 

복합문화시설

레이크워커 5,000 - 남-북 메인 보행 연결로

전망대 1,000 - 공원 전망 및 녹지경관축 연결

 둔덕쉼터 15,000 - 지형조작 및 마운딩 기법을 통한 쉼터

수변데크 &

수변공연장
5,500 - 기존 친수공간의 재활용

어반 비치 15,000
- 직접적으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친수공간

수변테라스 쉼터 3,000
- K-street 관련 행사 진행 및 진입공간

- K-street 사업 관련 폴리(Poly) 설치

서비스시설 1,500 남측 메인 진입 공간으로의 역할 강화

[표 4-4] Waterfront Zone 공간 및 시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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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Zone

Culture Zone은 대상지의 남-동측에 위치한 공간으로 주거지와 농경지로 둘

러싸여 있어 인접 시설들과 연계할 수 있는 도시텃밭시설 및 프로그램을 도입

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가드닝문화체험관, 스마트팜, 리버마켓 등으로 

임대텃밭 형식으로 운영되며, 시민들이 직접 가꾸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

공간과 텃밭활동을 통해 일어나는 문화·상업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스트리트

형 리버마켓이라는 개념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폭포광장과 

Culture 사이에 위치한 2차로는 단절이 아닌 연결의 요소로 작용하기 위해 1

차로는 유치하되, 방문객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접근성을 높이고자 계

획하였다.

[그림 4-18] Culture Zone

[그림 4-19] 리버마켓, 스마트팜, 가드닝문화체험관 시설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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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상)규모(㎡) 내용

가드닝문화 

체험관
2,000 - 도시텃밭 관련 교육 및 문화공간

스마트팜 5,000 - ICT기술이 도입된 임대 형식의 도시텃밭

리버마켓 5,000
- 문화·상업 교류 공간

- 수익금 일부 공원 관리비로 환원

주차장 4,500
- 폭포광장 ~ 청평지 사이

- 45도 주차 (70~80여대 수용)

[표 4-5] Culture Zone 공간 및 시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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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로계획

▌문화광장 ~ 호수공원 상부 녹지 연결로

정발산~한강까지의 광역 녹지축의 일부 구간으로 한울광장 ~ 문화공원을 잇

는 상부 녹지 연결로 계획이다. 사전 검토 내용으로 녹지축 연결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기본 교통체계를 유지를 위한 지하차로 시점위치를 검토한 결과 경

사로는 도로설계속도 60km/h, 지하 3m 도로 계획 시 최소 양측 120m, 지하차

로 중앙부 높이는 최소 3.5m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사전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 폭 80m, 길이는 210m, 높이는 3.5m 이상으로 계획하였

다.

▌남-북 메인 보행 연결로 (레이크워크)

호수공원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메인 보행 연결로의 길이는 250m, 폭 10m

로 남측 메인 진입부까지 이어진다. 특히, 메인 보행로의 성격상 호수공원의 

이용 행태가 가장 많은 산책과 자전거를 고려하다보니 보행 및 자전거 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하였다. 프로그램은 보행자를 위한 휴식 및 전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도입하였다.

[그림 4-20] 문화광장~호수공원 상부 녹지 연결로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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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도심지 ~ 수변공원 입체 보행 연결로 (1)

호수공원의 상업지역과 수변공원을 잇는 입체 보행 연결로로, 생태자원과 

인접하고 있어 조류 전망대, 생태체험 및 교육 공간, 에코주차장 등의 프로그

램이 도입된 입체 보행로로 계획하였다. 기존 도심지의 중심상업지역의 건물

들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수변공원과의 접점 공간에는 Under Pass로 연

[그림 4-21] 남-북 메인 보행 연결로  단면

[그림 4-22] 레이크워크 세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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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어 있으며 지하공간을 확보하여 카페, 방문센터 등의 프로그램을 도입하

여 연결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기존 도심지 ~ 달맞이섬 부근 입체 보행 연결로 (2)

상업지역과 수변공원을 잇는 입체 보행 연결로로, 장미원과 접하며, 기존 도

심지의 중심상업지역과 연결되어 있다. 남측 개발지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호숫가 부근까지 조성되어 있어 호수 경관을 전망할 수 있는 카페 및 전망데

크 등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그림 4-23] 기존 도심지 – 수변공원 입체 보행 연결로(1) 단면

[그림 4-24] 기존 도심지 – 달맞이섬 부근 입체 보행 연결로(2)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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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점시설계획

2019년 1월 공원 내 꽃전시관을 대상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 공모가 실시되

어 이를 공공공간으로 제안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고양시의 대표녹

지거점공간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생태아카이빙 프로그램 도입하여 운영되는 

녹지거점 및 센터공간으로 대상지를 거점으로 뻗어 있는 고양시의 공원․녹지

네트워크의 핵심거점시설로써 정발산에서부터 한강까지 녹지흐름의 결절점

(Node)으로서 주변의 공원·녹지 자원을 연결하는 목표를 내세우고자 한다. 특

히, 생태아카이빙은 호수공원의 23년 생태의 역사가 담겨 있는 아카이빙 전시

뿐 아니라 녹지거점센터로 공원을 찾아오는 다양한 유형의 방문객에게 긍정적

인 효과를 준다. 호수공원에 처음 방문한 관광객에게는 호수공원의 23년 세월

이 담긴 생태 아카이빙 전시를 보며, 녹지로 활기찬 공간으로 인식하게 된다. 

거주자와 직장인은 커뮤니티 및 취미 공간으로 활용되어 대상지를 중심으로 

단절되었던 남북의 도시 구조를 연결하게 된다. 또한 대상지를 통과하는 사람

들에게는 생태 및 수(水)경관을 제공하며, 다양한 체류 활동을 수용할 수 있

다. 이를 통해 대상지는 도심 속의 많은 동·식물과 사람들이 있는 중심 공간

으로 찾아오는 이로 하여금 호수공원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그림 4-25] 녹지거점시설 생태아키이빙을 통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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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계획도

기본 방향 및 세부 전략을 바탕으로 조성된 종합계획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4-26] 종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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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축제의 너른 뜰 세부이미지

[그림 4-28] 수변공연장 세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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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 어반비치 세부이미지

[그림 4-29] 리버마켓, 스마트팜 세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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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일산호수공원은 1989년 신도시의 분양 전략의 하나로 기획된 공원으로, 고

양시의 대표적인 호수공원이다. 23년 세월이 지난 지금 호수공원은 주변 도시 

변화에 따른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고양시에서는 시설노후화 개선사

업 등의 하드웨어적인 움직임에서부터 시민자문단을 모집하여 호수공원의 미

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포럼 등을 개최하는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움직임까지 

다방면에서 호수공원이 고양시의 중앙공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성장시키고

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양시의 대표 중앙공원인 일산호수공원의 경계부를 활성화

함으로써 주변부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도시간의 연결성 강화를 목표로 계획

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대상지 여건 분석과 경계부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이슈를 도출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호수공원의 경계 공간에 적용

하고자 하였다. 설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산호수공원은 고양시의 대표녹지자원으로서 주변에는 정발산, 문화

공원, 한류천, 장항습지, 한강 등의 공원·녹지 자원이 분포해 있다. 그러나 현

재 대상지는 정발산~한강까지의 흐름을 단절시키고 있으며, 이를 연결시키기 

위해 대상지 분석을 토대로 일부 공간을 녹지거점으로 설정하였다. 녹지거점

을 기점으로 정발산~문화공원~일산호수공원~장항습지~한강까지의 녹지축을 설

정하여 호수공원과 주변 도시와의 연결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둘째, 일산호수공원의 경계부를 기존 도심지 사이의 경계와 개발예정지와의 

경계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경계부를 활성화기 위해 주변 토지이

용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경계 공간을 구분하였고, 공간마다의 실생활과 밀

접하게 연계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는 생활권으로서의 경계 공간을 제

공함으로써 찾아가서 즐겨야하는 공원이 아닌 이동하는 도중에도 쉽게 즐길 

수 있는 공원 개념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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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현재 대상지로의 접근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 도심지

와 남측 개발예정지 간의 보행 연결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대규모 개발 

후 지역 간의 연결 수요가 급증될 것을 예상하여 ‘남-북 보행 연결’을 중심

으로 계획하였다. 이에 개발예정지에 대한 대규모 도시 개발 계획을 파악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함으로 보다 효율적인 남-북 보행 연결로를 조성하였다. 특

히, 대상지는 호수로 인한 남-북 단절이 있으므로 입체적인 보행 연결로를 조

성하여 단절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이는 각 경계 공간에 대한 연결을 뜻하며, 

크게는 주변 도시와의 연결성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변부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호수공원의 경계부 분석을 통

해 설계에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특히 개발예정지의 개발 계

획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추후 일산호수공원 리노베이션 계획에 있어 기초자료

로 활용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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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lan to Activate Boundaries of the Park According to the Change of 

Surrounding Land Use

-Focused on Ilsan Lake Park-

Choi, Gwang jae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

Graduated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lsan Lake Park was built in 1989 as part of the 2 million housing policy 

of the Roh Tae-woo government in the context of a large-scale new city 

development project. in order to secure the urban self-sufficiency function 

of the city with a population of 1 million in Goyang in 2013 and to link the 

5-year plan (national affairs project) of the state administration, it is planned 

to construct the public residential district of Janghung-dong and Broadcast 

video valley, Techno-valley, “Silicon Valley Project”. As a result of the 

large-scale urban development project of the untapped farmland in the south 

of Ilsan Lake Park, the lake park located at the border of the city gradually 

became the center of the city. Therefore, after 23 years, lake parks are 

now experiencing new winds due to changes in land use around them. 

Goyang City is trying to strengthen and grow its capacity as a central park 

of Goyang City from various aspects such as the hardware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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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project and the software movement by holding a Forum to 

present the future image by recruiting the Lake Park Citizen Advisory Group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ctivate the boundaries of Ilsan Lake Park, 

the representative central park in Goyang City, and to enhance the 

connectivity with the cities due to the changes in land use around the city. 

In order to activate the boundaries, problems and issues were identified 

through analysis of site conditions, environmental analysis, and boundary 

analysis, and a solution to this problem was applied to the boundary of the 

lake park. First, Ilsan Lake Park is a representative greenery resource of 

Goyang City, and there are parks and greenery resources such as Jeongbal 

Mountain, Cultural Park, Hallyu Mountain, Janghang Wetland and Han River 

in the surrounding area. Currently, Lake Park cuts off the green belt flow 

from Chungbab Mountain to Han River have. Therefore, we set up as a 

green base based on analysis of the site environment to link them. Starting 

from the green base, Jeongbal Mountain ~ Cultural Park ~ Ilsan Lake Park 

(site) ~ Janghang Marsh ~ Han River to establish a large green belt axis to 

strengthen connectivity with parks and greenery resources as well as 

neighboring cities. Second, the boundary of the Ilsan Lake Park was divided 

into the boundaries between existing urban areas and the boundary between 

the existing urban areas and the development site. First, to activate the 

boundaries, the boundaries of each boundary were separated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the surrounding land use. I tried to provide a concept of 

park that can be easily enjoyed even on the way of moving, not a park that 

should be enjoyed by providing boundary space as a living zone by 

introducing a program closely linked to real life for each boundary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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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access to the site is limited, and there is a lack of 'walking 

connection' between the existing urban area and the planned development 

area. Therefore, in the future, large-scale development is expected and the 

demand for connection between the regions will surge. I identified a 

large-scale urban development plan for the planned development site and 

reflected it in the planning, thereby creating a more efficient South-North 

three-dimensional walking link. Especially, there is a south-north disconnect 

due to the lake, which is mitigated by constructing a three-dimensional 

walkway. It means connection to each boundary space, and it can be seen 

that the connection with neighboring cities is strengthened largely.

This study has differentiation in that it applied the plan of the park 

boundary activation according to the change of surrounding land us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boundary of the lake park. In particular, it reflects the 

development plan of the planned development site, meaning that it can be 

utilized as basic data in the future Ilsan Lake Park renovation plan.

▌Keywords : Ilsan Lake Park, Park Boundaries, Boundary Space, Walk        

              Connection, Green Belt Base

▌Student ID Number : 2017-2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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