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센도 큐우카무라(球泉洞休暇村) 방갈로
「final wooden house」

◆건축개요
목재라는 것은 무서우리만큼 만능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목조건축의 경우에는, 목조는 그 만능성에
의해 여러 곳에 알맞게 용도에 따라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능이라면 반대로 단지 하나의 방법,
단지 하나의 나무 사용법에 따라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닐까?
만능성의 반전이다. 여기서 다양한 기능이나 역할이 세분화되기 이전의, 혼연일체가 된 미분화 상태를
보관 유지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350mm 각의 삼목재(杉木材)는 놀라울 정도의 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목재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존재」입니다. 나무가 틀림없이 나무인 것을 느끼게 하는 나무의 수치, 동시에
몸으로 직접 느껴지는 수치, 그 수치가 바로 350mm 입니다. 이렇게 350mm 높낮이에 의해 입체적인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곳에는 바닥, 벽, 천장의 구분이 없습니다. 바닥이라고 생각한 곳이 다른 위치에서 보면 의자이거나
천장 또는 벽입니다. 바닥의 높이는 상대적으로, 사람이 위치한 장소에 따라 공간의 구성이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이 공간 사이에 입체적으로 분포되고, 그것은 새로운 느낌의 거리감으로 체험되실
것입니다.

◆건축데이터
명칭

球泉洞休暇村バンガロー「final wooden house」

읽기

규센도휴가촌 방갈로 「파이널 우든 하우스」

소재지

아시키타군(葦北郡) 아시키타마치(芦北町) 오아자츠게(大字告)

구즈노히라(葛の平) 787
주요용도

숙박시설

사업주체

구마무라(球磨村) 삼림조합

설계자

후지모토 소오스케 (藤本 壮介)

시공자

주식회사 다나카구미(田中組)

부지면적

89.30 ㎡

건축면적

15.13 ㎡

연면적

15.13 ㎡ (LOFT 7.50 ㎡)

층수

지상 1 층

구조

목조

외부사양

구마모토산 삼나무용 목재보호도료 도장

시공기간

2008 년 2 월 ∼ 2008 년 7 월

총공사비

400 만엔

◆건축가 프로필
후지모토 소오스케 (藤本 壮介)
1971 년

홋카이도 태생

1994 년

도쿄대학 공학부 건축학과 졸업

2000 년

후지모토 소오스케 (藤本 壮介) 건축설계사무소 설립

2009 년 ∼ 도쿄대학 특임 준교수, 게이오(慶応)대학•도쿄이과대학 비상근
강사
●주요 작품
세이다이(聖台)병원 재활병동, 세이다이(聖台)병원 신관 병동, 시지마 산장, 다테(伊達)
정신장애자생활훈련시설(援護寮), T house, 노보리베츠(登別)그룹 홈, 7/2 house, 정서 장애아 단기
치료시설, House O、House N
●주요 수상
2004 년

JIA 신인상 2004

2005 년

AR AWARDS 2005 입상

2006 년

AR AWARDS 2006 대상
AR AWARDS 2006 우수상
헤에세에(平成) 18 년 도쿄건축사회 주택건축상 금상

2007 년

AR AWARDS 2007 우수상
KENNETH F.BROWN
ARCHITECTURE DESIGN AWARD 입선

2008 년

JIA 일본건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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