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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호수공원 : 테마공원의 전통구역

청라호수공원은 인천 서구에 조성된 청라신도시의 중앙에 위치한 인공호수공원이다.
레이크하우스는 공원 북서쪽, 전통구역의 수변에 수상스포츠를 위한 매표소, 카페, 전망대가 복합된 휴게시설을 
제안하는 설계공모였다.

동선의 쉼터 : 속도를 낮추어 잠시 호수를 바라보다

대상지는 완만한 곡선의 수변과 산책로의 완충 녹지 구간이다. 약 3M의 레벨차이가 나는 두 개의 산책로가 인접해 
있으며, 이용자들은 이곳을 빠른 속도로 지나쳐 버린다. 레이크하우스는 고속도로의 휴게소처럼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산책로가 자연스럽게 연장되어 흘러들어와 속도를 낮추어 잠시 호수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두 개 레벨의 산책로는 레이크하우스의 1층과 2층의 외부동선과 각각 연결되어 있으며, 이 두 개의 동선은 
2층 외부공간을 거쳐 완만한 경사로로 이어진 지붕 전망데크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렇게 속도를 낮추는 동안 
사용자들은 사방으로 트인 전망데크에서 호수뿐만 아니라 청라의 경관을 다양하게 조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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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휴게시설 : 누구나, 아무 때나

레이크하우스는 공원 내부의 휴게시설로, 외부 업체가 운영하게 될 매표소/대합실, 카페테리아 이외에 공중화장실과  
전망 데크와 같은 공공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공공건축물은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항상 로비와 같은 출입문을 
거쳐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복합적인 이용을 고려할 때 오히려 편리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레이크하우스의 모든 시설은 같은 지붕 아래에 배치하되, 각각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출입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건물 내부에 외부공간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면적의 공극률을 높였으며, 기능적으로는 누구나, 아무 때나 처마 밑에 
들어와 쉴 수 있는 외부 휴게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또한 길이가 50M가 넘는 건물 입면을 분절시켜 적절한 스케일감을 
유지하도록 해준다. 1층에는 매표소/대합실과 공중화장실 사이에 휴게마루를, 건물 끝에는 무대/객석/동선 역할을 하는 
계단마루가 처마 밑 외부공간으로 배치되어 있다. 또한 계단마루를 통해 2층으로 올라가면 전망 데크로 나가기 전 넓은 
외부 홀이 있으며, 이곳에서 공원의 산책로로 연결되거나, 카페테리아에 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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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평휴게소: 외부공간과 편의시설2010 Shanghai Expo 한국관: 필로티 공간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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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휴게마루에서 바라본 호수 전경

지붕 전망데크로 올라가는 경사로 전경

2층 전망데크 전경

지붕 전망데크의 전경

남측(청파나루)에서 바라본 1층 매표소와 산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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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구역의 요즘 건축물 : 레이크하우스

산책로의 자연스러운 유도와 장애물 없는 공공건축물이 되기 위해 지붕까지 이어지는 모든 동선은 1/18 이상의 완만한
경사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경사로는 지붕 입면에 숨김없이 표현되었다.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지붕의 경사는 
수변의 곡면을 따라 굽은 건물 배치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투시 효과를 갖는다. 또한 지붕의 구조 두께를             
사면으로 처리하여 날렵한 처마 선을 강조하였으며, 차분한 색의 재료를 적용하여 주변의 전통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요즘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 하였다.

공원의 북동측에서 바라본 원경 : 천통구역의 레이크하우스

북동측에서 바라본 전경 :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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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측(2층 산책로)에서 바라본 야경

북서측 전경 : 2층 산책로와 연결된 경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