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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목

도시의 발달과 함께 환경요소에 향을 주는 요소는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 발 되어 왔다. 

특히 도시구성의 심역할을 하는 주거시설과 함께 공원의 발 은 두드러지게 성장해 왔다

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원을 바라보는 시각 한 건축과 도시의 경계를 넘어 통합  도시

설계의미로서 그 역할을 더하고 있다. 1960년  이후 격히 이루어진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인하여 여러 도시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은  더 악화되고 있다. 각종 개발과 도시확장 

과정에서 많은 녹지가 감소하 으며, 도시생활의 편리성을 한 각종 산업활동과 자동차의 

증가는 기오염으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 등 각종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재 우리의 

도시는 마땅히 가져야 할 쾌 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많은 도시민의 여가와 휴식, 

생활의 재충 을 해 도시를 떠나 자연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 도

시가 제 기능을 하기 해서 풀어야 할 문제는 그 종류도 다양하고 해법도 지난(至難)하다. 

  * 서울 학교 환경 학원 석사, 서울 학교 도시설계 동과정 박사 수료,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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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에서도 우리 도시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환시키기 해서는 

도시환경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며, 특히 도시녹색공간의 부족문제 해결이 

가장 선무라고 할 것이다. 즉, 도시민이 여가․휴식을 해 도시를 벗어나지 않더라도 도시 

내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도시 내의 자연을 회복시키고, 근린 생활권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

는 도시공원  녹지 확충이 최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에서 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로그램  근을 통한 공원 이용의 활

성화 한 요하게 고려해야할 것이다. 시 의 흐름을 반 하는 계획은 계획가로서 가져야 

할 책무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마곡워터 론트는 도시민

의 휴식의 개념을 도시  측면에서 합하게 제안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주 내용은 마곡워

터 론트 국제설계공모1) 1등 당선작인 Heart of Magok is Nature of Living Water의 설계 략

과 내용을 심으로 설명하며, 계획진행상에 나타나는 다양한 설계양상의 검토를 통해 향후 

마곡워터 론트 공원의 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2. 연구의 방법  차

본 연구는 상설계과정에서 제시된 마곡워터 론트 공원 상안의 소개를 심으로 이후 

마곡워터 론트의 진행과정에서 논의된 다양한 안의 소개를 바탕으로 한다. 연구의 차는 

첫째, 마곡워터 론트의 상설계안에 한 내용과, 둘째, 계획에 담기는 공간 , 환경  특

성을 설명하며, 셋째, 상설계 완료 이후 마곡워터 론트 공원이 갖는 의미를 바탕으로 주변 

환경  변화, 가치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향에 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

다.

3. 사례 검토

우리나라의 호수공원은 신도시 개발과 련하여 조성된 사례가 다수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일산 신도시 개발과 함께 호수공원을 조성하여 1996년 5월 개장한바 있으며, 이 호수공원은 

일산 신도시의 어메니티 요소로 도입되었고 재는 고양시와 수도권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각 받고 있다. 이 호수공원은 한강변의 지 에 인공 으로 조성한 호수라는 특징을 지닌

다. 한 2000년  들어서 조성된 서서울 호수공원, 꿈의 숲 공원 등은 국내 호수공원의 개념

을 진일보 하게 향을 미친 공원으로 볼 수 있다.

 1) 2007년 11월 15일 국제 상공모를 통해 2008년 6월 14일 총 439개 등록   105개 작품 수. 2008년 

6월 24일 총7개 당선작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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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마곡워터 론트 상지 

II. 설계조건2)

1. 마곡지구 개요

마곡지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일 에 치한 규모 미개발지로서 도심과 13km 

거리에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수도권 역교통망과 직결되어 있어 서울서남

부의 문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이다. 체면 은 3,665천㎡에 이르며, 주거, 상업, 업무, 

연구, 공공 등의 기능으로 계획된 도시개발사업이다.

2. 설계공모 개요

서울시와 사업 시행자인 SH공사가 2007년 상설계를 공고한 상지는 서울시 강서구 마

곡동 일 에 치하고 있으며, 면 은 1,170,000㎡(350,000평)이다. 상지역의 토지용도는 자

연녹지지역이며, 해발 57.86m(일부 63.36m)의 고도제한 지역이다. 설계공모의 주요시설 구성

으로는 워터 론트, 공원, 정박시설, 갑문시설 등이 있으며, 아이디어 제안사항으로  서남

물재생센터 등 기반시설에 한 활용 방안과 미래 컨벤션센터의 배치구상, 올림픽 로  양

천길 입체화계획 등이 있었다.  

한강 르네상스 랜  한강 권역별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던 마곡워터 론트의 국

제 상공모의 목 은 서울의 마곡지구를 세계 인 수변도시로 만들기 해 국내․외 문가

의 폭 넓은 아이디어를 얻고 설계안을 수립하는데 있다. 이와 함께 설계의 목표로 도시여가 

 2) 마곡워터 론트 상설계공모 설계지침서(2007).

<그림 1> 마곡지구 역  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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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문화공간의 조성, 마곡지구의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성의 확보, 한강 르네상스 계획

과의 정합성 유지를 목표로 삼는다. 

3. 요구사항(Requirement)

마곡워터 론트 국제설계공모의 설계지침에 제시된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설계방향  과제

설계방향은 도시의 자연 ․문화  거 이 될 수 있는 세계  수 의 워터 론트로서 도

시 인 라스트럭쳐의 공원이 되어야 한다.  환경 , 경제 , 사회 으로 지속 인 발  가

능성이 요구된다. 

(2) 시설  로그램

마곡워터 론트에 도입되는 주요 시설  로그램은 설계자가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

록 하 다. 한강과의 연계를 통해 한강르네상스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요한 요소로 제안하

고 있으며, 설계시 이를 반 한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III. 기본계획

1. 기본구상

마곡 워터 론트 설계 작업은 기본 으로 ‘도시 여가  복합 문화 공간 구성’, ‘마곡지구

의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성 확보’, ‘한강 르네상스 계획과의 정합성 유지’라는 설계 목표에 

부합하면서도, 마곡 지구의 가능성을 극 화 시킬 수 있는 독창 인 안이 되어야 한다는 

을 제로 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해 마곡 워터 론트 설계에 있어서 가장 을 두었던 부분은 ‘다양한 공간 구성

을 통한 그린 네트워크(Green Network)의 완성’이다. 앞서 언 한 기본 설계 목표를 만족시키

기 해서 마곡 워터 론트 설계는 도심공원으로서의 역할과 생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동시

에 수행할 수 있는 안이 되어야만 했고, 이는 도시민이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커뮤니

티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호수공원(Lake Park)과 다양한 수종들이 함께하는 생태공

원의 기능으로서의 유수지공원(Reservoir Park), 생태공원(Eco Park)의 조성을 통해 풀어가고자 

하 다.

한 녹색제방(Green Levee)은 이러한 호수공원, 유수지공원, 생태공원을 연결하는 코어로 

작용하여 도심과 생태의 에 지를 순환시킬 수 있는 그린 네트워크 완성의 심축 역할을 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좀 더 가까이 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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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마곡워터 론트 상설계 당선안 조감도

성을 증진시키고, 신공항철도의 축의 연장선상으로 계획됨으로써 마곡 지구의 미래  가치와 

가능성 한 반 한 독창 인 설계 요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계획의 주요 내용

(1) Heart of Magok is Nature of Living Water 컨셉

마곡워터 론트는 첨단산업연구 심지구인 마곡지구의 심장부이며 서울의 유일한 규모 

미개발지인 이곳은 도심공원으로써의 역할과 생태공원으로써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자

연에서 사람과 도시를 배제한 기존 생태공원의 틀을 벗어나 자연과 사람이 교류할 수 있는 

공원조성을 목표로 한다. 양천길을 기 으로 남쪽으로는 도시민의 여가, 휴식, 교류를 즐기는 

도시성이 강한 공원으로 계획하 으며, 북쪽으로는 다양한 동식물의 수종들이 함께 성장하는 

자연성이 강한 공원으로 계획하 다. 이 게 계획된 공원은 완결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에 따라 발 가능하고 확장 가능하다. 북쪽면의 생태공원은 개화산-강서생태공원과 궁산의 

끊어진 생태축을 연결하고, 남쪽의 도심공원은 마곡지구의 녹지축을 연결하여 도시의 활력을 

집 시키며 마곡워터 론트의 그린 에 지를 도시로 확산시킨다. 신공항철도 축을 따라 계획

된 그린 비(Green Levee)는 이러한 생태공원과 도심공원을 연결하여 친수성을 극 화 하고 

생태, 활력의 에 지가 순환하도록 하는 그린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된다.

마곡워터 론트 공원의 주요 요소는 물이다. 물을 심으로 공원의 이미지와 로그램이 

결정된다. 그리고 수공간은 ‘수로’와 ‘호수’로 구분하며, 한강과 연결되는 수로의 벨과 마곡

지구 기 벨이 5m 이상의 높이 차이를 만든다. 이러한 높이 차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벨

의 입체  공간을 조성한다. 수로에는 마리나와 함께 다양한 수변상가들이 조성된다. 호수는 

생태공원

유수지공원

마리나

청정호수

녹색제방

주운수로

궁산

양천길

<그림 4> 마곡워터 론트 상설계 

당선안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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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녹색제방 평면계획  투시도

경치로서의 물이 아닌, 직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보다 가까운 수공간이다. 이러한 공원의 

물은 ‘한강-유수지공원-호수-수로-한강’으로 끊임없이 순환하도록 계획된다. ‘순환하는 물’은 

수질과 수량을 리하며, 이 공원이 ‘살아 숨쉬도록 하는 근원’이 된다.

3. 공간별 계획

(1) 녹색제방(Green Levee)

녹색제방은 도시의 제방 기능을 유도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 수(水) 면 길

이의 최 화를 통해 친수성  한강 근성을 회복하는 역할을 도모하며, 2. 호수, 생태, 유수

지 3개의 공원과 마리나를 연결하는 코어의 역할을 수행한다. 3. 생태  정화과정을 통한 수

질확보 차원에서 생태  정화의 기능을 한 기 할 수 있다. 그리고 4. 인공 녹지축을 따라 

조성된 수변가로를 따라 걷고 싶은 가로를 형성하고 있다. 

녹색제방은 호수공원, 유수지공원, 생태공원을 연결하는 코어로 작용하여 도심과 생태의 

에 지를 순환시킬 수 있는 그린 네트워크 완성의 심축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

람들이 좀 더 가까이 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친수성을 증진시키고, 신공항

철도의 축의 연장선상으로 계획됨으로써 마곡 지구의 미래  가치와 가능성 한 반 한 독

창 인 설계 요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그림 5> 참조).

(2) 유수지

상지는 기존 마곡지역의 유수역할을 해온 지역으로 마곡워터 론트 개발을 계기로 에코

크의 기능을 겸한 유수지로 계획하 다. 한 홍수의 조  기능을 하는 역할을 도모하며, 

다양한 수종의 동식물을 찰할 수 있는 생태공원으로 다시 탄생하게 된다. 공원의 Edg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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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청정호수 평면계획  투시도

 

<그림 6> 유수지 평면계획  투시도

따라 계획된 Deck에서 높이가 다양한 수종의 동식물을 찰할 수 있다(<그림 6> 참조).

(3) 청정호수

청정호수의 계획은 다음의 네 가지 설계 양상으로 용되었다. 우선 첫 번째로, 도심 속 오

아시스의 개념을 들 수 있다. 시민의 여가와 휴식의 장으로서의 공간 설정을 목표로 하 다. 

둘째, 정수(淨水)의 역할 모색이다. 강물의 유수지 정화과정을 통한 맑은 물 공 을 목 으로 

한다. 셋째, 만지고 체험하며 느낄 수 있는 호수공원의 개념을 들 수 있으며 이를 Touch & 

Experience로 표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인공섬들에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개념의 동식물 서식지 조성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설계양상에 

더하여 마곡지구로 연계되는 물길을 연계해주는 기능을 더하여 계획하 다(<그림 7> 참조).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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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주운수로 평면계획  투시도

시설 규모 비고

수공간

Boatyard
마리나클럽

Repair shop
Repair yard

24,080
3,000
612
528
792

정박 160ships
60ships

 
 
 

합계 29,012 tatal 220ships

<표 1> 주운수로 내 주요 시설 규모

(4) 주운수로

청정호수와 함께 공원계획의 심기능을 하는 

주운수로는 마리나 선착장으로서 한강 이용 요트

를 한 선착장의 기능을 고려하고 있으며, 수공

간으로의 경 확보와 함께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

하는 측면에서 수변으로 하여 상업 공간을 확

보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 한강르네상스사업과 

연계하여 페리가 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

으며, 이는 교통(지하철)과 인 배체 되어 종합 으로 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주운

수로 내 주요 이용공간의 규모는 <표 1>과 같다.

(5) 생태공원

마곡워터 론트 공원의 한 축인 생태공원은 인공에서 자연으로 연계되는 개념을 담고 있

으며, 시설 인 면에서 Eco-Bowl계획, 다양한 수목의 식재 등을 통해 깊이와 특성에 따라 각

기 기존 공원에 계획되어오던 다수의 습지공원과 차별화되는 공간을 연출하는 것을 목 으

로 하며, 생태공원이 기능 으로 가져야 하는 홍수 조  기능 등 방재의 기능 한 담고 있

다. 한 수변공간 주변으로 Sand Bank가 입지하여 곡선형의 수로 하안은 물의 속도 조 과 

함께 생태계의 다양성 확보를 목 으로 하고 있다.

공원 내 주요 디자인 모티 로 제시되고 있는 형의 선형은 본 계획안의 컨셉으로 삼고 

있는 마곡워터 론트의 심장 개념을 형상 으로 표 한 디자인  요소로서 공원 체의 디자

인을 형성하는 주된 특징이 되며, 공원 이용객들에게 강한 시각  인상을 제시한다. 주변환경

과 고려해 보았을 때 생태공원은 공원 우측에 치하는 서남물재생센터와 연계하여 공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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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워터 론트 동선 체계도

<그림 9> 생태공원 평면계획  투시도

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 한 가지고 있다(<그림 9> 참조). 

4. 동선계획

공원 내 호수의 계획체계를 살펴보면 호수를 한 토계획과 함께 주변을 성토하여 계획

하는 특징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동선계획은 마곡워터 론트를 심으로 하여 북측

의 올림픽도로 연계계획, 앙부의 양천길을 통한 자동차동선을 연계하고 있다. 한 이와 함

께 양천길 하부를 심으로 공원 주변으로 주차장을 계획하여 공원이용객들의 공원으로의 

근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리고 단체 방문객의 공원 이용에 편의성을 제공하기 하여 

Shuttle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공

원의 외곽을 순환하며 공원 앙의 

상업시설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

다. 한편 주변에서 공원으로의 근

성을 높이기 하여 다수의 진입부

를 계획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원내 

보행자의 순환동선을 확보해주고 있

다. 이와 같이 공원내 동선계획에 있

어 셔틀, 보행, 자 거 등 이용객으

로 하여  자유롭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것을 본 계획의 특징으로 설명

할 수 있겠다(<그림 10> 참조). 

Wate~vay Ilake earth work Vehκle I parking Shuttle I stops 

Points 이 ent매 Pedestrian I bike Boat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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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수상공원변의 층 상업몰  상업가

로의 형성

<그림 11> 육상공원 내 워터에 지 돔 

IV. 계획의 변화양상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주변 환경의 변화, 사회구조의 변화, 가치의식의 변화 등은  그 계획

 요소에 인 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공원도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환경변화에 맞춰 

계획의 방향과 조성 목  등의 수정과 보완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마곡워터 론트의 계획  

변화양상은 다음과 같이 알 수 있다.

1. 활성화 략에 따른 계획양상

마곡워터 론트는 단순히 공원뿐만이 아니라, 상업과 업무가 복합 으로 어우러진 공간으

로써 그 수행 가능한 기능과 기 되는 엑티비티는 기존 공원보다 복잡 · 다양하다고 볼 수 있

다. 이는 국제  명소가 되기 해 계획  측면에서 더 나은 아이디어가 요구되며 이에 마곡

워터 론트의 활성화를 해 환경성과 로그램 측면을 강화한 안을 제시하 다. 

먼  육상공원에서의 다양한 로그램을 제안하기 해 지의 조작을 통한 마운딩 조성

을 계획하 다. 공원 내 로그램의 특징으로는 표 으로 워터에 지 돔3)을 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징 으로 환경성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를 들 수 

있다. 이는 주변의 옥외 체험존과 연계되어 가족단  이용객들의 이용성  편의성을 높이는 

역할을 유도한다. 그리고 공원 남측의 컨벤션, 호텔, 그리고 호수공원 주변의 층 상업몰 등

의 시설은 계획  측면에서 워터 론트에 유기 으로 조화될 수 있는 유형을 갖추며, 궁극

 3) Water Energy Dome은 물을 활용한 신기술 그린에 지 돔으로 최첨단 Edutainment시설  Program 운
을 목 으로 하며, 운  가능한 세부 로그램으로는 Green 에 지 학습코 , 어린이 창의력 육성센터, 
최첨단 기술의 놀이기구, 야외 Go Green단지(Green Energy Vehicle 체험존), 한강 역의 Green Path연결 

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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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조감도

<그림 13> 마곡워터 론트에 용가능한 수상 테마공원

<기존>

공원공원

업무

상업
상업

업무

<변경>

<그림 14> 토지이용계획도

으로 마곡워터 론트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림 11, 12, 13> 참조).

2. 정책변화에 따른 계획양상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 SH공사의 부

채규모에 한 시의회  시민의 우려, 

조성원가 감을 통한 투자 진  조

기활성화 필요 등의 이유로 서울시는 

2009년 5월 마곡워터 론트의 변경안

을 발표하 다. 갑문과 선착장(마리나, 유람선) 등은 취소되었고, 주운수로는 류지 기능의 

호수로, 청정호수는 육상공원 조성으로 변경되었다. 이에따라, 시는 변경되는 토지이용계획안

을 바탕으로 공원구상  설계과정

에서 문가 자문, 자치구  시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

어를 도입하여 마곡지구 뿐만 아니

라 서울 서남권을 표하는 여가 

 휴식 뿐만 아니라 주변 상업/업

무와 함께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코자 했다. 

이에 마곡워터 론트는 이를 기

으로 공원의 남측과 녹색제방 우

측의 공원용지를 육상공원으로 계

획변경 하 다. 육상공원에 제시될 

수 있는 주요 로그램으로는 남측

에 앙공원을 계획하여 이용객들

이 자유롭게 공원내 로그램을 즐

길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녹

색제방 우측으로 체험시설, 수 장, 

그리고 근 문화재를 심으로 한 

역사문화체험 존을 설정하여 계획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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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환경변화에 따른 변경 조감도<그림 16> 환경변화에 따른 변경 

배치안

이와 같은 내용은 <그림 14>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안을 통해 계획가능하며, 

공원계획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공원 우측의 상업용지  공원 남측의 업무용지 등

이 주요 고려 상이 될 수 있다. 이들 용지의 이용은 과거 상안에서 제안되었던 마리나시

설 주변의 상업과 수상 컨벤션이 치했던 공간에 지상의 호텔, 업무가 입지하는 계획으로 

로그램상의 특성은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계획양상에서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다(<그

림 15> 참조).

3.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계획

마곡워터 론트 공원의 주변환경의 변화로 인해 업무  상업용지가 공원의 서측으로 이

동하 을 경우의 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토지이용계획상의 녹지율을 유지하며, 

공원내 다양한 로그램의 이용성을 높이는데 주목한다. 특히 공원시설과 매각부지의 혼재

상을 최소로 하고 리  운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공원계획상 특성으로 공원 이

용편의를 한 근린공원을 앙배치하며, 녹지축, 지하철 등으로의 근성을 제고하며, 다양

한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업무, 상업의 공원 서측배치의 근거로는 상업업무용지

의 국제업무지구 인 배치를 통해 사업시행의 용이성을 고려한 집약배치를 목 으로 한다. 

이를 통해 컨벤션, 호텔의 기 수익 미비로 나타날 수 있는 운   이용객의 활성화 측면에

서 부족함을 상업과의 복합개발을 통해 만회하고자 하는 계획을 고려하 다.

이와 함께 호수공원 우측의 공원에는 방문객들이 가족단  는 개별 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워터에 지 돔  수 장 등과 연계하여 공원의 활성화

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고려하 다. 한 수공간에 계획한 망타워, 공연장 등은 공

원계획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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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업용지의 시설계획과 함께 육상공원 내 시설, 수상공원의 로그램들은 종합 으로 

공원의 풍부한 로그램을 확보하며, 공원의 활용 측면에서 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한 이와 함께 공원 남측으로 연계되는 녹지축의 연결은 마곡지구로부터 워터 론트 공원으

로 연계되는 연결성을 높이며, 워터 론트로부터 녹지축으로 연계되는 수체계의 확보를 통해 

계획의 활성화 측면과 함께 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안으로 설명할 수 있다(<그림 16, 17> 

참조).

V. 결  론

마곡워터 론트 공원은 계획 양상과 함께 다양한 환경의 변화를 바탕으로 변화하 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 해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곡워터 론트 계획은 수상공원으로서 새로운 타입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

해 살펴본 바와 같이 수상공원, 주운수로, 생태공원, 유수지공원 등 공원내 주요 공간을 연계

하여 방문객의 휴식과 방제의 기능을 유기 으로 연계하고 있다. 이는 다시 공원 외부로 

연계되는 녹지축과의 계획  연결을 통해 궁극 으로 마곡지구 체의 순환체계 시스템을 

완성하고 있다. 이는 기존 공원계획에서 제시되어 왔던 호수공원 등의 물을 이용한 공원계획

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수상공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둘째, 환경성을 강화하는 공원의 역할을 도모하고 있다. 기존의 많은 도시개발에서 제안되

고 실제 시행된 공원 주변의 고 의 개발을 지양하고, 공원 조성의 목 을 쾌 성을 바탕으

로 미래 공원을 제시하고 있는바 환경성을 강화하면서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고려한 계획을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셋째, 환경의 변화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과거 계획가에 의해 주어지던 공원의 개

념에 변화를 주고 있다. 마곡워터 론트는 기 상안에서 계획 변경되면서 련 문가, 지

역주민 등을 통해 공원에 한 다수의 의견을 청취하며, 시 에 부합하는 공원으로의 계획을 

도모하기 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이는 공원계획의 다양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  공원 계획의 시작 으로 설명되고 있는 뉴욕의 센트럴 크(1860년 완공)가 계획된

지 약 15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다수의 이론가들에 의해 공원계획의 담론이 논의되어 왔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실에서 새로운 공원 타입으로 설명될 수 있는 워터 론트 공원의 제안

은 향후 공원 논의의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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