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獣竺誤마뉴엘·타르디트마뉴엘

◆竺誤庚

구마모토성(熊本 )의 북서에 위치한 츠보이(坪井) 천 근처에 세워진 파출소(일본어:코방:城

는 새로운 거리의 오아시스.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세워져 있으나 역사적인 분위交番）

기가 남아있는 거리에 유달리 눈에 띄인다. 구건물이 노쇄하여 재건축한 것으로 지역주민

의 안전을 확보하는 파출소 기능을 충실히 도모하고 동시에 주변지역의 상징적인 건물(La

nd Mark)이 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闇逐 鯵推

KOBAN(※코방의 로마자 표기) 의 문자가 새 같다고 합니다. 광장에 놓여진 둥근 돌은 금

의 알이라고 할까요. 벤치, 외등, 전광표지판의 기능을 갖추면서 몇 개의 오부제가 놓여진

파출소 앞은 가볍게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공간입니다. 그 배경을 구성하는 파출소는 두

개의 직방체가 교차하여 겹쳐진 단순한 구성으로, 1층부분의 직방체가 부지 입구의 폭 가

득히 외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도로로 튀어나와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2층 부분의 금

색 통은 파출소의 존재를 어필하는 간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경치와 매치한 독

특한 풍경으로서 친숙해 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키요시마 야스히코( )清島靖彦



◆闇逐砺戚斗

명 칭／구마모토 북 경찰서 츠보이 코방(파출소)

소재지／구마모토시( ) 츠보이(坪井)1 쵸메( ) 1-1熊本市 丁目

주요용도／파출소

사업주체／구마모토현 경찰본부

설계자／마뉴엘·타르디트( ) + 가모 키와코( )Manuel Tardits 加茂紀和子

시공자／노나카( ) 공무점野中

택지면적／647㎡

건축면적／90㎡

연면적／93㎡

층 수／지상 2층

구 조／철근 콘크리트 구조

외부 마무리／콘크리트 처리 + 콩자갈 드러내기, 몰탈 금 처리+골드메탈도장

시공기간／1994년 10월 ∼1995년 3월

총 공사비／58백만엔

◆闇逐亜 覗稽琶

가모 키와코( )失 誤: 加茂紀和子

1985년 도쿄공업대학 건축학과 졸업

1987년 동대학 석사과정 건축의장학 수료

1987년∼91년 주식회사 구메( )건축 사무소 근무久米

1988년 일급 건축사 자격 취득

1992년 세라비아소시에이트 설립

뉴엘·타르디트( )失 誤: Manuel Tardits

1959년 파리출생

1984년 유니테·페타고식크( 졸업Unite peta-Gothic) No1

1988년 도쿄대학 건축학과 석사과정 수료

1992년 동대학 박사과정 수료

1992년 세라비아소시에이트 설립

1993년∼ 시바우라( )공업대학 비상근 강사芝浦

1995년 구마쿠라 요스케( ), 소가베 마사시( 다熊倉洋介 曽我部昌史),

케우치 마사 요시( ), 가모 키와코( )와 함竹内昌義 加茂紀和子

께 미캉구미 일급 건축사 사무소 공동설립

◆爽推 拙念

가와구치코( )의 별장, 요요기 빌딩, 일불( )학원 개수공사川口湖 日仏

1988년 SD Review SD상

1993년 도쿄 건축사회 주택 건설상 수상

1995년 NHK 나가노(長野)방송회관 설계 경기 최우수상(미캉구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