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獣竺誤

오구니쵸리츠(小国町立）
키타자토(北里)초등학교 실내 운동장

◆竺誤庚

“유우키노 사토(悠木の里) 만들기”(※산촌에서 즐겁고 활발하게 생활하기 위해
낡은 것을 소중히 하면서 더불어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미래를 향하자라는 마을
의 이념) 에 임하는 오구니마치(小国町)에서는 그 고장의 목재를 사용한 개성적
인 건물이 여기저기 있다. 초등학교 체육관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커뮤니
티 스페이스로서도 이용되는 이 건물은 주민과 어린이들과의 의견 교환을 거듭하
고 완성까지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금속의 외벽은 마치 하늘과 자연을 비춰
주는 스크린같고 실내는 삼나무에 둘러싸인 부드러운 목질 공간이다. 톱라이트
의 부드러운 빛에 쌓인 아레나(실내경기장)가 이 마을의 내일을 키우는 스테이
지가 될 것이다.
◆闇逐 鯵推

산촌에 세워진 초등학교 체육관이지만, 워크숍을 통해 이 건물을 금후 지역을
위해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왔다. 동서로 떨어진 2개의 기존校舍
사이에 아레나를 만듬으로써 그것을 에워싼 갤러리가 여러 동의 校舍를 연결시
키는 통로로서 기능할 수 있게 했다. 그 위에 校舍내에 분산 되어있던 가정요리
실과 도서관 등을 동측校舍에 모아 재배치하여 아레나를 포함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였다. 임업이 번성한 고장의 특색을 살려 삼나무에
의한 박스truss를 이용하여 거대한 truss 공간을 자연광이 들어오는 높은 창문
으로 이용하였다. 높은 창문으로부터 들어오는 자연광은 통상태의 반사판을 경
유하여 실내에 부드러운 빛을 떨어뜨려 빛의 색이나 강도는 태양의 움직임이나
날씨에 따라 서서히 변한다.

◆闇逐砺戚斗

명 칭／오구니쵸리츠(小国町立）키타자토(北里)초등학교 실내 운동장
소재지／아소(阿蘇)군 오구니마치(小国町) 키타자토(北里) 2473
주요용도／초등학교
사업주체／오구니마치(小国町)
설계자／스에히로 가오루(末廣香織) + NKS 아키테크트 공동주재
시공자
건축／하시모토(橋本)건설
전기／우노(宇野)전기
기계／오아소덴소(大阿蘇電総)
택지면적／7.822.00㎡
건축면적／1.040.61㎡
연면적／1.147.15㎡
층 수／지상 2층
구 조／목조, 일부 철근 콘크리트
외부 마무리／
지붕／스텐레스판,진흙, 갈바륨
외벽／스텐레스판,진흙, 갈바륨, 삼목무늬판 두룸
시공기간／2002년 6월∼2003년 3월
총 공사비／259백만엔
◆闇逐亜 覗稽琶
失 誤: 스에히로 가오루(末廣香織)

1961년 오이타(大分)현 출생
1984년 규슈(九州)대학 공학부 건축학과 졸업
1986년 규슈(九州)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1986년∼90년 SKM 설계계획 사무소 근무
1990년∼91년 EAT 일급 건축사무소 대표
1991년∼94년 베라르헤·협회 건축대학원
1993년 헬만·헤르쯔 벨하 건축설계 사무소
1998년 NKS 아키테크트 공동주재
◆爽推 拙念

사에키(佐伯) 주택, YKK구로베 호리키리(黒部堀切) 기숙사, 오노죠(大野城) 주택,
히가시 아부라야마(東油山) 주택, LKB, 가노야(鹿屋) 연립주택
제12회 후쿠오카현(福岡県) 건축주택 문화상 우수상
제14회 도요노구니(豊の国) 목조건축상 우수상
제14회 후쿠오카현(福岡県)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상 대상
니시아리타마치(西有田町) 타운센타 종합시설 설계 프로포절(proposal) 최우수상
미야이 마사키(宮井正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