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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he new city hall of Miyashiro in Saitama pref., Japan, which was 

built through local resident particip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the reference 

data of regional public facilities by researching the process, role and meaning of resident 

participation and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ew city hall of Miyashiro was built through voluntary will and efforts of the 

residents. Through close cooperation of the local residents, administration and specialists, it 

took into significant consideration regional conditions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Second, the 

new city hall of Miyashiro applied the concept of barrier-free for children, the aged and 

handicapped, etc. Third, the new city hall of Miyashiro introduced wooden structure making the 

most of the merits of lumber. Finally, the new town hall of Miyashiro took sustainability into 

consideration by striving for the efficiency of energy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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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목 1)

우리나라의 농 개발정책에서도 2000년 이후

본격 으로 주민 참여에 의한 마을 만들기에

한 흐름이 생겨났다. 즉 주민 참여는 거주자들

을 계획에 극 참여시키고 그들의 의견과 취향

을 계획에 그 로 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지역 청사는 지역 주민을 한 공공공간

이며, 문화, 교육 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는 공

간의 집합이다. 지역공공시설은 변화하는 시

에 응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 으

로 필요한 공간을 마련해주고,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 지역에 거주하는 것에 한 자 심과 자존

을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지역 건축이 실 해내

* 정회원, 일본공업 학 건축학과 특별연구원,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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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기본 과제이다.2) 한 지역공공시설은 지

역주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활동과 가사

를 하는데 필요한 공공수요를 충족시켜 주

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에 주

목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에 의해 건립된 일본

사이따마 (埼玉県) 미야시로쵸(宮代町, 이하 미

야시로) 신청사를 상으로 주민 참여의 과정과

역할, 주민 참여의 의의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신청사의 건축 특성 의의를 고찰하

여 지역공공시설의 계획을 한 자료와 합리

인 방향설정에 이바지함이 연구의 목 이다.

1.2 연구의 범 방법

본 연구에서는 주민 참여에 의해 기본 계획이

2) 정기용, 무주 로젝트 : 주민을 한 공공건축의

실 , 건축0506,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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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야시로의 치

이루어지는 과정과 주민의 역할, 주민 참여의

방법, 그리고 지역공공건축으로서 신청사의 건

축 특성과 의의 등을 고찰하 다. 본 연구를

해 인터뷰 조사와 장조사를 실시하 다. 인

터뷰 조사는 신청사 계획에 련된 계자들에

한 것이며, 장조사는 3회 실시하 다. 조사

일자는 2005년 4월 4일, 7월 23일, 25일이다.

2. 미야시로와 구청사의 황

2.1 인문 특성

미야시로는 면 15.95㏊ 정도의 작은 도시이

자 농 이다. 사이따마 의 동북쪽에 치하고

있으며, 도쿄 도심과는 철로 약 1시간 거리에

치하고 있다. 2005년 4월 인구3)는 33,868명이

며, 세 수는 12,329세 이다. 인구와 세 수는

조 씩 증감이 반복되고 있으며, 큰 도시에 인

된 형 인 베드타운이다.(표 1, 그림 1 참

조)

2.2 사회 특성

미야시로는 1955년 몬마무라(百間村)와 수까

무라( 賀村)가 합병되었으며, 1965년 이후 도시

화의 여 로 인해 격히 변화 되었다. 1972년

3) http://www.town.miyashiro.saitama.jp,미야시로 홈

페이지의 통계자료 참조.

구분 인구(명) 세 수(호) 비고

1996년 35,171 11,420
신청사기본계획책정 원

회의 발족(1996년 11월)

1999년 34,883 11,831 -

2003년 34,159 11,932 -

2005년 33,868 12,329 신청사 완공

*외국인은 제외 됨

표 1. 인구 세 수의 변화(2005년 4월 1일)

에는 규모의 미야시로 단지가 조성되었다. 이

지역의 특산품으로는 포도와 , 포도로 만든

와인, 일본 통주 등이 유명하다. 일본공업 학

과 동물공원 등이 치하며, 미야시로 신청사는

東武動物園驛에서 약 3분 거리에 치하고 있는

지역의 얼굴과 같은 존재이다.

2.3 구청사의 황

구청사는 신청사의 북동쪽에 치하고 있었으

며 신슈칸(進修館)을 비롯해 6개의 동, 잔디

장, 주민 공용주차장 등으로 구성되었다. 신슈칸

은 1980년에 건립된 주민공용공간이며, 구청사

는 1960년에 지어진 건물로서 1985년까지 5회

정도 증․개축을 반복하 다. 약 40년 이상 경

과된 구청사는 기능 인 측면과 미 인 측면

에서 주민들의 심의 상이었다.

2.4 구청사의 문제 과 지역 상황

구청사는 오래된 건축물로 여러 가지 문제

을 내포하고 있었다. 첫째, 지역 사회의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로 공무원 수는 증가하

지만, 공간은 여 히 소하 다. 한 분리된

시설로 인해 동선의 교차와 같은 문제 때문에

효율 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 다.4) 둘째, 기

존 건물의 분산으로 사무기능의 혼란과 시설의

노후화로 주민 사용의 불편함이 가 되었다. 셋

째, 한신(阪神) 지진 이후 공공건축물에 한

안 진단이 실시되었다. 그 진단 결과 구조

보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주민 안 에 한 문

제가 두되었다. 넷째, 은퇴한 후세 가 지역

으로 귀향하여 지역 문제와 지역 활동에 극

4) 1990년의 직원 수는 155명이었지만, 1996년에는

215명으로 폭 증가하 다. 하지만 이에 비해 청사면

은 1,572㎡에서 1,709㎡로 127㎡ 밖에 증가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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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게 되었으며, 구청사에 한 심도 자연

스럽게 커지게 되었다.

3. 주민참여 로세스와 의의

3.1 新廳 基本計劃策定委員 의 발족

1) 신청사기본계획책정 원회의 발족 동기

신청사기본계획책정 원회(이하 계획 원회)의

발족 동기는 지역의 사회 문제와 무 하지 않

다. 즉 구청사에 한 주민의 심이 새로운 청

사의 필요성으로 이어져, 이것이 지역 여론으로

형성되어 본 계획 원회가 발족하게 되었다. 계

획 원회의 구체 인 발족 동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구청사의 업무기능 하로 인한 기

능 인 한계에 도달하여 주민 사용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해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 다. 둘째,

학교와 같은 공용시설에 한 내진 진단의 결

과, 시 한 보완 책이 필요하 다. 이러한 문제

과 사회 인 동기에 의해 1996년 11월에 계획

원회가 발족되었다.

2) 계획 원회의 구성

본 계획 원회의 구성은 주민의 자발 인 참

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모라는 차를 통한

이 요하다. 즉 공모를 통해 코디네이터로서

의 역할을 할 원장과 원을 공개 모집하

다. 계획 원회는 응모자 원장 1명과 부

구분
계획 원회 검토 원회

수 비고 수 비고

원장 1명 학교수 1명
미야시로

助役5)

부원장 5명
건축 련

종사자
1명 학교수

원
9명

지역 주민

의회 의원
9명 지역 주민

10명 지역 공무원 11명 지역 공무원

기타 -
사무국은

총무과서무국
- -

합계 25명 - 22명 -

표 2. 계획 원회와 검토 원회의 구성

원장 5명, 원 19명, 총 25명을 선정하 다.6)

5) 쵸쪼(町長, 役長)는 우리의 시장이나 군수에 해당

되며, 죠야쿠(助役)는 부시장이나 부군수에 해당한다.

6) 建築 ジャーナル No1091, 9年かかった「町民が主

役の廳 」づくり, 2005.9 p.12, 처음에는 15인 정도의

원회를 상하 지만 상 이외의 많은 응모가 이

루어져 25인의 원회를 발족하게 되었다.

계획 원회의 원장은 지역 학교수이며 부

원장은 설계사무소 소장 등이다. 원은 공무원

(10명)과 각종 계획 원회에서 활동하는 지역

주민(9명)이다. 이들은 모두 지역에 거주하거나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며, 계획 원회 구성

에 한 자세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3.2 계획 원회의 역할과 진행과정

1) 계획 원회의 역할

계획 원회는 신청사의 기본방향의 설정과 미

야시로에 당한 신청사 기본계획을 수립하

다. 계획 원회는 “나와 우리의 청사, 모두의 청

사, 미야시로 다운 청사, 따뜻하고 아름답고 사

용에 편리한 청사”를 모토로 구청사의 문제 은

무엇이며, 지역에 어울리는 청사는 무엇이며, 청

사 계획은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

한 어떤 한 사항을 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가? 등에 해 토의하고 의견을 정리하 다.

계획 원회는 원회의 목 과 연구 사항, 계

획 원회의 설치 요강을 책정하 다. 이 요강의

자세한 내용은 계획 원회의 설치 목 과 원

회의 구성과 선정, 활동, 활동보고, 부칙 등에

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었다.

2) 진행과정

계획 원회는 그룹별 토의를 포함해 월 2회

정도, 약 40회 개최되었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분과별로 분리되어 정리되었다. 계획

원회의 의 내용은 구청사의 문제 과 신청

사의 기본계획방향, 선진지역 시찰, 설계개념의

설정 등이다.(표37) 참조) 그리고 이 게 정리된

의견과 원회의 내용, 회의록 등은 홍보(공보)

와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되었다.

한 지역 가구와 직원을 상으로 청사

계획에 한 앙게이트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주

민과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 다. 한 신청사

건립에 한 포럼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과 문

7) 宮代町新廳 基本計劃策定委員 , 宮代町新廳 基

本計劃, 1998.3, p.107-233, 표3은 宮代町新廳 基本計

劃 보고서의 회의록을 참조하여 요한 내용만 간략

히 정리하 으며, 계획 원회의 회의는 1997년 4월 8

일, 22일, 5월 29일, 10월 20일, 11월 10일, 1998년 2월

13일에도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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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주민증가 사회의 변화 증축․역할변화

지역주민부재
의원활동에 지장

업무의 한계
내진 인 불안

청사계획 원회발족
(1996.11)

자원에 한 배려 지역주민주체에 의한 계획

구청사 장시찰 선진사례시찰

청사의 기본 인 존재방식
청사의 치 결정

열린 청사

미야시로형지역만들기

행정서비스

청사의 이미지

환경공생 Barrier Free

21C 망

청사입지의 방침

청사배치의 방침

청사기본계획의 기본방침

청사평면의 방침

청사디자인의 방침

방재․구조

실내환경계획방침

장

주차장

각부계획의 방침

로비

문서 리

분연(分煙)

쓰 기 분리

안내 사인

식당

탕실

회의실

휴게실

회의장

화장실

작업공간

창구

그림 2. 의 검토 로세스

회의

개최일

참석

자수
의(회의) 내용

1996년

11월 7일
24명

계획 원회의 원 식, 원장과 부 원장 선

출, 구청사의 황 설명

11월 26일 15명

구청사 견학, 지역의 공공시설 견학, 구청사의 문제

의견 교환, 신청사의 기본계획에 한 토론

(신청사는 지역의 얼굴, 사무실, 화장실 등의 배치)

12월 17일 25명

구청사의 문제 의견 교환, 신청사의 기본계획

에 한 토론(환경 배려, 풍경과 조화, 에 지의 효

율 인 활용 등)

1997년

2월 3일
21명

先進地시찰에 한 의견 교환(건축 문가, 의원, 일

반시민, 직원그룹으로 구성)

2월 17일 22명

先進地시찰에 한 의견 교환 계속, 신청사의 기본

계획에 한 의(장애자 슬로 , elevator, 화장실

등)

3월 11일 19명
신청사의 기본계획에 한 의(직원용도서실, 상담

코 , 행정자료 제공 장소 등)

5월 13일 15명 구청사의 문제 과제 정리, 증개축 황 등

6월 17일 17명
신청사의 기본 인 존재가치 정립, 미야시로형 마

을 만들기 추진

7월 7일 22명
장래의 행정기구에 한 의, 환경공생, 환경자원

에 한 의

7월 28일 23명
배리어 리와 신슈칸의 이용 상태, 도로계획에

한 의

8월 25일 19명 미야시로 신청사주변 환경 황도에 한 의

9월 8일 19명 일링시스템(자료검색 로그램)에 한 의

9월 29일 20명 구청사 사이따마 내 주요 청사의 평면도 검토

12월 8일 20명
신청사 앙게이트 실시에 한 의, 앙게이트 내용

검토

1998년

1월 19일
25명 신청사 앙게이트에 한 내용 간보고

3월 9일 20명
신청사 포럼 구상 의견 의, 보고서 구성에

한 의

3월 23일 25명
신청사의 컨셉이 되는 키워드 의, 이후 신청사

문제의 방향성과 진행방법 등 의

표 3. 계획 원회의 의 내용

가들의 의견을 청취하 다. 뿐만 아니라 선진사

례에 한 견학회를 실시하 으며, 신청사의 기

본방향을 설정(기본계획보고서 제출)한 후, 1998

년 3월에 해산되었다. 계획 원회의 의 진

행 과정, 기본계획 방침 등은 그림 28)와 같다.

3.3 新廳 建設檢討委員 의 구성과 역할

신청사건설검토 원회(이하 검토 원회)는 계

획 원회에 이어 실질 인 청사 건립을 해 조

직되었다. 검토 원회의 구성은 원장 1명, 부

원장 1명, 원 20명이며, 총 22명으로 구성되었

으며 2001년 12월에 발족되었다. 검토 원회 구

성에 한 자세한 내용은 표2와 같다. 검토 원

회는 문 분야별로 회의를 개최하 다. 그리고

부지를 선정하 으며, 청사 건립계획의 방침을

확정하 다. 한 계획 원회에서 수립한 기본

8) 宮代町新廳 基本計劃策定委員 , 宮代町新廳 基

本計劃, 1998.3, p.31, 참조 재구성

계획이 설계와 시공과정에 제 로 반 되는지를

체크하고 검토하 으며, 신청사 건설을 추진하

다.

3.4 주민 참여의 의의

1) 지역 주민의 자발 참여

미야시로 신청사는 지역을 사랑하는 주민의

자발 이며 극 인 참여에 의해 추진되었다.

즉 계획 원회의 원들은 지역 문제에 애정을

가진 자원 사자로 볼 수 있으며, 검토 원회의

원들은 각 분야의 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

이다. 원장은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에 충실

하 으며, 행정은 원회의 구성과 진행을 지원

하는 역할에 치 하 다. 신청사는 주민을 한

것으로서 주민과 함께, 주민에 의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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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 의 진행의 합리성

신청사 건립을 해 지역 주민과 행정 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반 하

다. 그리고 의사결정은 회의와 의를 거쳐 결

정하 으며, 결정된 사항과 정보는 모두 인터넷

과 홍보물을 통해 투명하게 공유화되었다. 한

포럼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과 문가의 의견을

수렴하 으며, 선진사례 견학을 통해 충분한 자

료 조사도 병행하 다. 신청사 기본계획 방향설

정에 소요된 기간은 1년 8개월 정도이다. 신청

사는 계획 원회를 발족하고 약 9년이라는 시간

이 경과되어 건립되었다. 이것은 단기간에 처리

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철 한 비와 의,

검토의 과정 거쳤음을 알 수 있다.

3) 지자체의 능력으로 신청사 건립

신청사의 건립에 소요된 시간은 9년 정도이지

만, 인터뷰 조사시 확인된 내용으로 약 20년

부터 새로운 청사를 짓기 해 지자체 차원에서

신청사건설기 을 설치해 두었다. 즉 신청사 건

립에 소요된 비용은 이 기 이 바탕이 되었으

며, 액은 14억엔(円）정도이다. 이것이 지

역공공건축으로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요건이라 생각되며, 시사되는 바가 크다.

4. 신청사의 건축 특성 의의

4.1 건축개요 설계개념

1) 건축 개요

신청사는 지상 2층의 연면 1,283평, 건축면

731평 정도이며, 순수하게 주민 활동을 한

공간은 약 115평이다. 설계와 감리, 시공은 모두

지역 (건설)업체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2004년 2

월에 발주되어 2005년 2월에 공되었다. 그리

고 태양열 시스템과 풍력 발 기를 도입하 으

며, 우수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하 다.(그림 3,4

참조)

2) 설계 개념

미야시로 신청사의 설계 개념9)은 “農이 있는

마을 만들기, 수면에 반 되는 문화도시를 이미

지한 지역성과 독립성을 표 하는 건물”이다.

9) http://www.kesfc.co.jp, 참조.

①

②

③

① 경1 ②옥외 휴게공간 ③ 경2

그림 3. 배치 조감도

이것은 지역의 역사, 산업, 문화, 자연환경, 산물

(産物) 등의 특징을 반 하고 표 하 다. 한

층 건물로서 권 이지 않으며, 주변 풍경을

보호하며, 수목과의 조화도 고려하 다. 한 목

신청사에는 목재 집성재의 기둥과 보를 커넥터

로 연결하는 목구조 시스템을 도입하 다.

4.2 공간 특성

1) 외부공간

외부공간은 넓은 주차장과 휴게공간, 자 거

주차장 4곳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휴게공간은

신청사의 부지의 수목과 어린이놀이터, 장

등으로 되어 있다. 장애자는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고 비를 맞지 않고 주출입구로 진입할 수

있는 동선으로 계획되었다.(그림 3 참조)

2) 내부공간

내부공간의 기본 모듈은 9.8m-8.8m×5.0m이

며, RC구조 이상의 넓은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그리고 2층은 경사지붕으로 인한 높은 천정고

(약 10m)를 확보하여 개방감과 확장감을 높

다. 내부공간은 사무공간과 민원공간, 주민공간

으로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다.

1층의 진입은 사방에서 가능하며 남서 측의

주출입구를 통해 들어오면, 넓은 홀과 빛이 가

득한 정 공간을 만나게 된다. 한 지붕을 톱

라이트로 처리하여 내부공간에 충분한 빛을 끌

어들이며, 그 빛은 목재의 텍스추어와 어울려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 기를 연출한다. 1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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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무실1

①③

refresh corner

refresh corner

space

space

lobby⑤
②⑥

⑥

1층 평면도 S:

住民共用空間 수코

인터넷코

정보공개
코

의,작업
코

의,작업
코

인쇄코

어린이코

신슈칸과 연결

안테나 과 연결

:2층에서

④ 시공간(홀)

②상담 테이블 ⑤휴게공간

③민원실 ⑥집무실2

그림 4. １층 평면도 내부공간 특성

컴퓨터 활용공간 어린이 놀이공간

상담실 장애인을 한 엘리베이터

사진 1. 주민공용공간

주민 공용공간인 정보검색공간, 어린이 놀이공

간과 민원실, 시공간(홀), 사무공간, 휴게실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사진1 참조) 주민공용공간

은 의․작업코 , 인쇄코 , 수유실, 어린이

놀이공간 등이 있으며, 어린이 놀이터와 장,

신슈칸과 인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은 각

종 정보의 획득과 주민 상호간의 커뮤니티 활성

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사진 1, 그

림 4 참조)

2층은 민원공간 사무공간, 회의실, 직원식당,

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쵸쪼(町長)의 공간

은 별도로 없으며, 일반 직원과 함께 배치된

이 특징이다. 2층 부분은 경사지붕으로 인한 구

조가 솔직히 표 되었다. 기둥과 가새 부분은

마치 나무의 형태와 유사한 느낌이며, 기둥의

형태가 강조되었다. 한 1층은 주민(민원), 2층

은 직원 주의 공간으로 배치되었으며, 피난계

단은 모두 4곳에 있다.(그림 5 참조)

그리고 민원실 테이블의 높이는 약 70㎝로

구나(노약자, 장애자 등) 의자에 앉으면 행정 직

원과 같은 높이로 마주보고 앉아서 이야기 나

수 있다.(그림4, 사진② 참조) 이것은 구획된 쵸

쪼의 공간이 없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직원과

장(長)의 계, 민원인과 행정 직원의 계가 종

인 계가 아니라 횡 인 계를 상징하는 것

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4.3 건축 의의

1) 목구조의 채택

① 목재의 장 특성

나무와 숲이 환경으로서 요한 것은 나무가

공기 의 이산화탄소를 흡수 축 하기 때문이

다. 즉 나무는 합성을 통해 산소를 생산한다.

그리고 숲은 지역의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이 있

다. 이와 같은 기능은 나무를 심고 난 50년 이

후에 크게 발생한다. 목구조를 채택한 것



韓國農村建築學會論文集 通卷 制8券 1號 通卷22號 2006年 2月 31

①집무실1

2층 평면도 S:

hall

refresh corner

refresh corner

부속

void

void

①

③

⑤② ④
⑥

町長의 空間

④민원실

② 시홀 상부 ⑤집무실2

③피난계단 ⑥피난계단

그림 5. 2층 평면도 내부공간 특성

은 삼림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환경부하를

감소하는 효과도 있다. 즉 나무를 심는 것은 온

실효과가스를 억제하여 환경을 보호하기 한

것이다. 한 건물에 사용되어진 목재도 이산화

탄소를 지속 으로 축 한다.

② 목구조의 의의

신청사의 주요 구조는 목구조이며 일부 RC구

조로 보완하 다. 즉 부재는 합성재로 연결된

형태이며, 기둥과 보에 사용되어진 목재는 사이

합성목재의 샘 기둥과 가새

톱라이트 부분의 가새 구성 나무 가지모양의 가새

사진 2. 목구조의 특성

따마 내에서 생산되는 삼목(すぎ)집성재(기둥

에 사용)와 낙엽송(カラマツ)집성재(보에 사용)

로서 일본 최 규모의 목조청사이다.10) 신청사

는 일본 국에서 목구조로 지어진 공공건축물

가장 넓은 건축물이다. 일반 인 RC구조로

짓지 않은 이유는 주민의 의사가 강력히 반 된

것이다. 한 신청사와 같은 규모 건축물을

목구조 지을 수 있는 것은 그 만큼 목재 가공

기술의 발달을 시사한다.(사진 2 참조)

2) 장애자 노약자 등에 한 배려

신청사의 다른 특성은 배리어 리(barrier-

free)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즉 진입과 동선을

유도하는 바닥처리와 경사로, 어린이와 노약자

등을 한 화장실, 우천시 비를 맞지 않도록 고

려한 장애인 주차장, 각종 기구 등 세세한 부분

까지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자 등의 사용에 편

리하도록 극 으로 배려하 다.(사진 3 참조)

3) 효율 인 에 지(energy) 활용 도모

① 솔라 시스템(Solar System)의 도입

신청사 지붕에는 태양열 집열 (20kw)을 설

치하 으며, 이것을 주 력 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집열 을 통해 모여진 력은 평소에는

청사에 사용되며, 청사에 활용되고 남은 력은

력회사에 흘려보내 력을 매하여 재정으로

활용하고 있다.(사진 4 참조)

② 풍력과 우수(雨水)의 이용

10) 시마무라 고이치(島村孝一)씨와의 인터뷰 결과 이

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 으며, 신청사를 보기 해 견

학 오는 사례도 있다. 한 일본건축학회는 2005년 7

월 23일 건물 견학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하 다.

http://www.kesfc.co.j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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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입부 부근에 풍력 발 시스템(1kw, 1基)

배리어 리 개념의 사인 화장실의 변기

장애인과 노인을 한 경사로 우천시를 고려한 장애인 주차장

휠체어 진입을 유도하는 바닥처리

사진 3. 배리어 리 개념의 도입

을 도입하여 풍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력을 활

용하고 있다. 이 력은 외부공간을 밝히는 모

든 (가로)등의 력 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

고 우수를 모으기 해 지하에 탱크(최 390t)

를 설치하 다. 탱크에 모여진 우수(中水)는 변

기 세정용수로 활용하고 있다.(사진 4 참조) 이

것은 자원을 약하고 미래를 고려하는 친환경

디자인 기법으로서 에 지의 효율 인 활용

(省エネルギ)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태양열 집열 풍력 발 기

사진 4. 에 르기의 활용

4) 지역 경제의 활성화

목재의 사용은 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이따

마 내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사용하는 것은 지

역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

는 것이며, 미래에 문화를 달하기 한 노력

이다. 한 미야시로 자체의 재정으로 지어진

것은 지역성과 지자체의 독자성을 반 한 것이

다. 그리고 설계와 감리, 시공 모두 지역 업체에

맡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지역 활성

화에 기여하 다.

5. 결론

미야시로 신청사는 주민의 극 인 참여에

의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지

어진 “상향식 지역공공시설 계획”의 모범 사

례할 수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야시로 신청사는 주민의 자발 참여 의지와

지방 재정에 의해 건립된 것이며, 장기간 비

와 의를 거친 주민 노력의 결과물로서 그 의

의가 높다. 둘째, 계획 원회의 구성과 주민의견

의 수렴 과정 등은 민주 ․합리 이며 의사결

정 사항은 모두 공유화되었다. 셋째, 신청사 건

립을 해 주민, 행정, 문가가 삼 일체가 되

었으며, 새로운 개념을 실천하 다. 넷째, 신청

사에는 배리어 리 개념을 도입하여 어린이, 노

약자, 장애인 등의 사용에 편리한 공간이 되도

록 고려하 다. 한 넓은 주민공용공간은 주민

의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다섯째,

목구조를 도입하여 목재의 장 을 최 한 살렸

으며, 태양열 이용과 풍력발 , 우수의 재활용

등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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