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獣竺誤

도모치마치(砥用町） 임업종합센다

◆闇逐 鯵推

이 건물은 구마모토현(熊本県) 임업 마을의 조그마한 집회장(연 520㎡)이다. 이
고장의 목재를 사용하여 마을의 심볼이 되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요구되었다.
부지는 산중에 조성된 언덕 위에 있다. 건물은 거의 단층집으로 주민의 집회, 가
벼운 운동을 위한 집회실이 있으며, 미니배구코트 2면분의 넓이이다. 그 공간을
전부 둘인 것 같이 나무로 만들어진 부정형적인 가교를 세워 전체를 유리의 직
방체 안에 넣었다. 옥외에서 보면 산중턱의 거대한 숲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 구조는 나무와 스틸의 혼합구조, 외벽에 따라서 경량철골의 기둥
(60mm×60mm)을 1m간격으로 세워, 실내 측의 사각형 삼목재(120mm×210m
m) 에 힘을 분산시켰다. 지붕에 있어서도 경량철골을 2m그리드(Grid)로 늘어놓
고, 그 하층에 사각형의 삼목재를 45도 경사로 둘러친 것처럼 늘어놓아 그 두개
를 연결하는 truss를 만들어 22m간격의 구조를 만들었다. truss의 상현재에 비
해 하현재를 45도 경사로 배치함으로써, 천정높이가 필요한 개소에 truss의 높
이를 낮게 할 수 있게 되어 그 부분에 걸리는 힘을 truss의 높이가 큰 부분으로
분산시켜 바로 밑에 배치하는 공간의 필요성에 맞춘 형태로 되어있다. 또 이
건물은 콘크리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나무와 스틸만으로 건물을 만들어 건축
재로서 나무의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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