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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ed just 18km northwest of the city centre, Zhengzhou
Hi-Tech Industrial Development Zone is fast catching up with its
counterparts in other Chinese cities with numerous developments
planned for the near future. One of the mega developments in the
area is Zhengzhou Vanke City. Spanning over 100ha and encompassing 16 plots of land, it has a total gross floor area of more than
3,400,000m² of residential, office and retail programs to be added
to the city in the coming decade. This township will be spearheading the area's economic growth in rapidly transforming its current
barren land into a self-sustainable new town.
The City Gallery is designed to showcase a new urban environ to
its future residents and to introduce a new lifestyle to the once
flourishing Central Plain of China. Set to become the benchmark
for the entire regional precinct, the main objective for the landscape environment is to create a distinctive identity for the arrival
plaza in a post-industrial context where topography is generally
flat.
The interweaving paths of the front plaza encapsulate the large
flow of pedestrian traffic. Along with a series of elevated landforms, the landscape seeks to echo the multi-faceted crystalline
architectural facade. This constructed topography starts to augment
the flat site into an ever-changing landscape experience for visitors.
Integrated with dry fountains and children's play zones, the urban
square is becoming a popular meeting place, creating its own context and identity in an area of overriding tabula rasa.

Master Plan

A 1,500m² reflecting pool separates the front plaza and rear garden.
The feature pool not only demarcates public and private spaces, but
also integrates them into one. Subtle pool fountains provide vivid
reflections to the architecture and landscape environment.
Slated to transform into a Community Centre in the future, the building will fulfill public amenities for residents including the kids and
elderly. In contrast to the large-scale urban square, the show unit
areas aim to provide a conductive environment for leisure and recreation with a series of smaller scaled spaces. These gardens include a
Zen Garden, Albizzia Boulevard, Water Courtyard, Maple Terrace,
Sunken Deck and Sunny Poolside. These landscape environments
integrate to form a cohesive whole with the arrival experience.
Text: Locus Associates(Hong Kong & Shenz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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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중심에서 북서쪽으로 18㎞ 떨어져 있는 장저우 하이테크 산업 개발 구역(Zhengzhou Hi-tech Industrial Development Zone)은 중국 내에서 수많

건식 분수와 아이들을 위한 놀이 구역이 통합되어 있는 도심 광장은 모임의 장소가 될 것이며, 독특한 분위기와 정체성을 연출하게 될 것이다. 1,500㎡

은 개발 계획으로 경쟁 도시를 빠른 속도로 따라 잡고 있다. 이 개발구역의 계획 중 하나는 장저우 반케 시티(Zhengzhou Vanke City)이다. 100ha 이

규모의 반사 풀은 플라자 정면과 후면의 정원을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 미래의 풀은 공공 공간과 사적 공간을 구분시켜줄 뿐만 아니라 이들을 하나로

상의 면적에 16개의 부지를 감싸고 있는 이 계획은 향후 10년 간 총 연면적 3,400,000㎡에 달하는 주거, 사무실, 상업 프로그램이 포함될 예정이다.

통합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작은 풀 분수는 건축과 조경 을 생생하게 반영한다.

시티 갤러리(City Gallery)는 미래의 도시 주민들에게 주변 환경을 보여주고 과거 번영을 누렸던 중국의 중앙 평원에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도입할

미래 커뮤니티 센터(Community Centre)로 계획되어 있는 건물은 아이들과 노인들을 포함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용 시설로 사용될 것이다. 거대한

수 있게 설계되었다. 지역 전체의 벤치마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설정된 갤러리 경관의 주요 목적은 일반적으로 평평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규모의 도심 광장과 대조적으로 쇼 구역(Show Unit Areas)은 작은 규모의 공간과 오락 및 레저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가든은 젠 가든(Zen

독특한 정체성을 지닌 플라자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Garden), 알비지아 거리(Albizzia Boulevard), 워터 코트야드(Water Courtyard), 메이플 테라스(Maple Terrace), 선큰 데크(Sunken Deck), 서니 풀
사이드(Sunny Poolside)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경관들은 하나로 통합되어 전체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플라자 정면의 도로는 서로 얽혀 있는 형태로 보행자들의 동선을 감싸고 있다. 경관은 높이가 있는 지형을 따라 다면적인 크리스탈 라인의 건축적인

글: Locus Associates(Hong Kong & Shenzhen)

입면(Crystalline Architectural Facade)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지형은 평평한 부지가 끊임없이 변모하는 것을 방문자들에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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