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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Plan

The Masterplan Park of the Floating Gardens defines challenging ambitions, turning the former clay pits into a water 

park. The park of approximately 60 hectares will be a unique selling point for the housing areas, combining the green 

and the water, providing recreational facilities and contributing to a sustainable environment. The water system of the 

adjacent housing area will be linked to the park, when purified and filtered water will be used in an expressive way, 

thus combining recreational qualities to ecological qualities. 

The park of the floating gardens will be a real water park, where experiencing the water will be the unique selling 

point. Since approximately two third of the park will be water, water storage or infiltration area the park's concept is 

based on creating water as an essential quality instead of a restraint or burden. The fact that water is on different levels 

has been the inspiration of working with different levels within the basins and to create another basin on a different 

level, and to create some level changes, like small water falls. Other areas, such as the wetland in the southern part, are 

designed for water storage purposes, to provide a facility for the entire housing area and to filter grey water from the 

urban development. 

One of the special features in the park will be the floating gardens. These magic spots will be visible from the quays; 

the visitors will notice the flowering plants and their reflection of the in the water. Small lights, like fireflies, will make 

them appealing even when it is almost 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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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of the Floating Gardens
Landscape Architect OKRA  Location Xiang'he, China  Area 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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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팅 가든 파크(Park of the Floating Gardens)의 종합계획은 진흙 구덩이였던 곳을 

워터 파크로 바꾸는 야심 찬 목표를 정리해놓고 있다. 약 60헥타르 면적의 공원은 녹지

와 물이 결합하여 여가 시설을 제공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어, 주

택지역에 독특한 장점이 되고 있다. 인접 주택지역의 배수 시스템이 공원에 연결되면 

정화되고 걸러진 물을 표현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것이고, 이것을 통해 여가 활동과 생

태적인 특징들이 결합할 것이다.

플로팅 가든 파크는 물 체험이 고유의 특장점이 되는 실제 워터 파크다. 공원의 대략 3

분의 2가 물이거나 물 저장 공간 또는 침수 공간인 관계로, 공원 개념은 제약이나 부담

이 되는 요소가 아니라 본질적인 특성으로서의 물을 창조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물이 높이가 다른 표면에 존재한다는 것은 분지 내 다른 표면에서 작업하면서 다른 높

이의 또 다른 분지를 창조하고, 작은 폭포처럼 일부 높이의 변화를 창조하는 일이었다. 

남부 지역의 습지와 같은 기타 지역들은 물 저장 용도로 계획된 것이기에, 전체 주택단

지에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도시개발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걸러내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공원 내 특별한 특징 중 하나는 떠다니는 정원들이다. 이 마법과 같은 장소는 부두에서

도 보이는데, 방문자들이 꽃이 피는 식물과 물에 비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반딧불 

같은 작은 조명들이 있어서 거의 어둑어둑해졌을 때에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 것

이다.

글: OKRA 

■ Concept

Rich Water Elements

Clear Path Structure

Dynamic Topography

Divers Landscape

Wat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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