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명 스이젠지 ( 水前寺 ) 에즈코 ( 江津湖 ) 공원 관리동

◆설명문

구마모토(熊本)시 남동부에 있는 에즈코(江津湖).

풍부한 지하수로 가득찬 녹지 호숫가는 산책이나 야조관찰의 장소로서 많은 시민에게 사랑

을 받고 있다.

그 에즈코(江津湖) 시모에즈(下江津) 지구 일대의 스이젠지(水前寺) 에즈코 (江津湖)공원 관

리동은 자연과의 조화를 제일로 생각하며 건축하였다.

옥상 녹지나 자연소재의 이용등으로 경관적으로도 주위의 자연에 융화하도록 고안하였으며,

또한 홍수시를 생각하여 마루를 높게하였다.

휴게실로도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나 그 갑판에서는 호숫가의 경관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어, 산책이나 조깅하는 사람들, 물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새로운 휴식장소이다.

◆건축 개요

에즈코(江津湖)는 아소산으로부터의 복류수가 용출하는 자연호수로서, 연간을 통해서 수온

이 일정하므로 북방계와 남방계의 동식물이 공존하는 희소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저희들은

이 공원 관리동의 설계에 있어서 이러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룬 건물건축을 첫번째로 생각하

였다.

사람들이 공원로를 산책하면서 자연스럽게 건물에 어프로치할 수 있도록 공원로 패턴과 일

체화한 동선을 계획하여 공원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회의실/오리엔테이션 룸을 마련해 내외

의 공간이 연속되도록 한 건물이다. 지붕은 옥상을 녹지화하고 즉, 녹지의 지면을 잘라 띄

워 그 사이에 시설을 넣은 것 같은 구성으로 되어있다. 옥상 재배에는 에즈코(江津湖)의 귀

중한 식물 생태에 대한 영향이나 관리하기 쉬게 고려하여 내건성을 지닌 세담(sedum:꿩의

비름속)이라고 하는 식물을 선정하였다.



◆건축데이터

명칭/ 스이젠지(水前寺)에즈코(江津湖) 공원 관리동

広소재지/ 구마모토(熊本)시 히로키마치( 木町)

주요 용도/ 사무소

사업주체/ 구마모토현(熊本県)

설계자/ 우시다 에이사쿠(牛田英作)＋캐서린 ·핀드레이

시공자

内건축/ 타케우치(竹 ) 공무점

전기/ 다이헤이(太平) 흥산

기계/ 아사히(旭) 설비공업

건축넓이/ 299.00 ㎡

연면적/ 266.01 ㎡

층수/ 지상 1층

구조/ 목조

외부 마무리

지붕/ 아스팔트 방수열공법 상재배 시스템

（내근시트, 보온 환기층）, 세담식재

외벽/ 노송나무 집성재 독일 미늘판자벽 목재 보호착색도료 도포

시공 기간/ 1999년 2월~1999년 9월총공사비/ 145백만엔

◆건축가 프로필

우시다 에이사쿠(牛田英作)

1954년 도쿄도(東京都) 태생

1976년 도쿄(東京)대학 공학부 건축학과 졸업

1976년~83년 이소자키 아라타(磯崎新) 아틀리에 근무

1984년~86년 리챠드 로쟈스 파트너십 근무

1986년 우시다 핀드레이건축 디자인 사무소 설립

1988년 우시다 ·핀드레이 ·파트너십으로 개편

캐서린 ·핀드레이(Kathryn E Findlay)

1953년 스코틀랜드 태생

1979년 AA스쿨 졸업

1980년 도쿄(東京)대학 공학부 건축학과 석사과정

1980년~82년 문부성 급비유학생, 이소자키 아라타(磯崎新)아틀리에 근무

1986년 우시다(牛田) 핀드레이 건축 디자인사무소 설립

1988년 우시다 ·핀드레이 ·파트너십으로 개편

◆주요 작품

ECHO CHAMBER, TRUSSWALL HOUSE, SOFT&HAIRY HOUSE, 보양소 가이산교(懐山居 ),

빌리어드 하우스

◆수상력

1994년 FIRST ANNUAL TOKYO JOURNAL INNOVATIVE AWARDS건축부문

1996년 일본 건축학회작품 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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