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마모토 남경찰서 구마모토역 파출소

◆건축개요
이 시설은 구마모토역 동쪽 출입구 역전 광장 일각에 있고, 동쪽의 츠보이가와 (坪井川) 강이나
시라카와(白川) 강의 강변 공간과 서쪽의 하나오카산(花岡山)이나 만니치산 (万日山) 등 녹음이 풍부한
산맥 중간에 있다. 역 주변의 정비계획 진행으로 한층 활기와 번창을 되찾은 지역. 이 파출소는 지역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구마모토의 현관문인 역전에 방문하는 많은 사람의 안전을 지킨다고 하는 양쪽
역할을 함께 겸비하고 있다. 자연과 물, 번창의 교류장인 것을 건축 전체에 나타냈으며, 지역과
방문객에게 랜드마크가 되는 파출소 건축을 목표로 했다.
교통광장을 정비함으로써 생긴 둥근 삼각형의 특징 있는 부지 형태를 살리면서, 경찰 차량의 동선이나
이용자의 어프로치, 주위로부터의 시인성(視認性)을 고려해 건축의 윤곽을 결정하고, 앞뒤를 느끼게
않는 연속적인 경관이 되도록 계획했다.
1 층의 견고한 검은 외벽 구조체로부터 곡선을 그리면서 크게 튀어나온 발코니. 두께 9mm 의 강철제
스크린으로 둘러싼 새하얀 지붕이 가볍게 떠 있다. 스크린의 내부와 외벽에 360° 연속되는 색채의
그러데이션을 그리며, 크고 작은 원형 통로로부터 그 앞에 있는 산의 초록색, 수면의 파란색, 그리고
번창을 이미지한 난색계(暖色系) 색깔인 구마모토역 주변 풍경이나 지역의 인상과 어울리는 색깔이
얼굴을 내비친다.
건물과 마주 볼 방향이나 거리에 따라, 하늘・풍경 등 시간과 함께 움직이는 색채와 건축이 조화되면서
다양한 표정으로 항상 오가는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

◆건축데이터
명칭

구마모토남 경찰서 구마모토역 파출소

소재지

구마모토현(熊本県) 구마모토시(熊本市) 가스가(春日) 2 초메(丁目)

주요 용도 파출소
사업주체 구마모토현 경찰 본부
설계자

아스트릿・클라인+마크・다이삼 /클라인 다이삼 아키테크트

시공자

건축 주식회사 오다(小田) 건설

면적

부지 305.95 ㎡

건축 117.11 ㎡
연면적 143.62 ㎡
층수

지상 2 층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외부 마무리 지붕 콘크리트 금고테 마무리+우레탄 고무계 도막방수
(2 층 발코니는 아스팔트 방수)
외벽 (1 층) 콘크리트타방 마무리
+ 2 액형 폴리우레탄 에나멜 도장
(2 층) 콘크리트타방 마무리
+ 2 상온 건조형 불소수지 에나멜그라데이션 도장
(2 층 발코니 펜스) 스틸 상온 아연 도금
+ 상온 건조형 불소플라스틱 에나멜그라데이션 도장
시공 기간 2010 년 11 월∼2011 년 3 월
사업비

50 백만엔

◆건축가 프로필
설계자

아스트릿・클라인（Astrid Klein）

1962 년 이탈리아, 바레세 태생
1986 년 에콜・드・알・데코러티브 졸업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예술학사 학위 취득
1988 년 로얄・컬리지・오브・아트(Royal College of Art) 수료(영국, 런던)
건축에서 예술학 석사학위 취득
1988 년 리처드・로쟈스 여행 장학금
1988 년 이토 도요오(伊東豊雄) 건축설계사무소(도쿄)
1991 년 클라인・다이삼・아키테크트 설립
2009 년 무사시노(武蔵野) 미술대학 초빙교수
마크 다이삼(Mark Dytham)
1964 년 영국, 노샘프턴셔 태생
1985 년 뉴캐슬 대학 졸업
건축에서 예술학사 학위 취득
1986 년 SOM(미국, 시카고)
1986 년 로얄・컬리지・오브・아트(Royal College of Art) 수료(영국, 런던)
건축에서 예술학 석사 취득.
1988 년 SOM(영국, 런던)
1988 년 밀튼・케인즈 디벨로프먼트 코포레이션 장학금
1988 년 이토 도요오(伊東豊雄) 건축설계사무소(도쿄)
1991 년 클라인 다이삼 아키테크트 설립
◆주요 작품
Undercover Lab, 리조나레 코부치사와(小淵沢) 리프 채플/브리라레/모쿠모쿠유
간판 빌딩, TBWA＼HAKUHODO, 세르후릿지원더룸,
알파 리조트・트맘자타워, Google Tokyo Office,
SHISEIDO THE GINZA
주요 수상
2006 년

ID Award Honorable Mention/ 간판 빌딩

2007 년

일경 뉴 오피스상 경제 산업 대신상,

크리에이티브 오피스상, 뉴 오피스상/ TBWA＼HAKUHODO
2008 년

DBA Design Effectiveness Awards 2008, Interiors Bronze

/버진 애틀랜틱 항공 도쿄 나리타 Clubhouse
월드 아키텍처(architecture) 페스티벌, 최고 추천상/ TBWA＼HAKUHODO
영국 비즈니스상, 경영 혁신상/클라인・다이삼・아키테크트
2010 년

제 9 회 옥상・벽면・특수녹화기술 콩쿨 벽면특수녹화기술 부문

국토 교통 대신상/ mozo 원더시티 벽면녹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