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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ground By Children

어린이들이 만든 놀이터

Adventure Play Ground
모험놀이터

Freedom and responsibility
자유와 책임감

























Park  with People ３０years ago

日本初の本格的なワークショップ手法を用いた住民参加による公園づくり
일본 최초로 본격적인 워크샵 기법을 이용한 주민 참가에 의한 공원 만들기



自分の顔を
描いて

自己紹介

자신의 얼굴을
그려

자기소개



グループごとに
公園に欲しいものを描く

그룹 마다 공원에
갖고 싶은 것을 그리기



こんな活動がしたい
이런 활동을 하고 싶은



自分たちの考えを発表
스스로의 생각을 발표



現場での遊びをとおして空間の認識
현장에서의 놀이를 통한 공간의 인식



空間の大きさを知る
공간의 크기를 알다











































気仙沼市安波山港の見える丘公園

市民参加とデザイン시민참가와 디자인

Participation and Quality of Design































Playground Design for Children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 디자인

Collabolation with Artist예술가들과의 협력Showa Memorial Park 쇼와기념공원



霧 안개

● When a fog appears what could be seen till now can't be seen anymore and the thing which it didn't 

seen till now can be seen, such as the delicate change of the flow of a little wind and the gentle change 
of landform
안개가 나타나면,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다. 반면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미세한 바람의 변화라던가 작은 지형의 변화 같은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People can image whatever they like to be.



空気膜 공기막Landscape Architect and Air Balloon Artist
조경 설계자와 풍선 예술가

● The huge size create play environment which exceeds scale of play equipment
거대한 크기는 다른 놀이기구의 범위를 능가하는 놀이 공간을 창조한다.



Landscape Architect and Ceramic Artist

火、土

Ceramic Artist Ms Akiko Fujita

Fire and  Soil



●Make the shape and space with soil on site and it keeps burning fire

for three days three night c



●The children’s playground of the organic form which created from the soil.



Fire and  Soil

● It is important to play in artistic environment since the childhood

火、土



Children’s playground in Takino Park Sapporo 삿뽀로 타키노공원 어린이놀이터

国営滝野すずらん公園국영 타키노스즈란 공원





あたたかい

つめたい

あり塚の塔 機能の選択
어느 무덤의 탑 기능의 선택





Light and Darkness







● A movement of one person is conveyed to the other children.

● It is enjoyable for the children with the difficulty too.





東京を離れて도쿄를 떠나

1990年



十勝토카치

札幌삿포로



北の大地へ 북부 대지에 自力建設への模索 자력건설의 모색

旧鎮錬小学校
구 친넬 초등학교



旧チンネル小学校が新しいデザインの場 구 ‘친넬’초등학교가 새로운 디자인 장소



Present from farmers. 농부의 선물



校庭で１：１０の模型によるデザインの検討
교정에서 1:10의 모형에 의한 디자인 검토







海外研修生の
受け入れ

モネ

ダニエラ

ペリーヌ他4名

ルッカ他2名

テン

ファン

タクヤ

■ 海外研修生の受け入れ해외연수생 수락 Internship Program
私たちの考え方や海外におけるプロジェクトに触れ、感銘を受け

た学生たちが、ランドスケープや建築を学ぶため、はるばる私た
ちの事務所を訪ねて来ます。
これまでに、スウェーデン・ドイツ・フランス・デンマーク・台

湾・アメリカ・マレーシア・スペイン・イタリアなどから研修生
を受け入れています。た、過去10年以上 JICAの都市計画研修プロ

グラムを受け持ち、フィールドサーベイを取り込んだレクチャー
を行っております。
우리의 생각이나 해외에 있어서의 프로젝트에 손대자 감명을 받은
학생들이, 풍경이나 건축을 배우기 위해 멀리 우리의 사무소를 찾아
옵니다.
지금까지,스웨덴·독일·프랑스·덴마크·대만·미국·말레이지
아·스페인·이탈리아 등에서 연수생을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또,
과거 10년 이상 JICA의 도시계획 연수 프로그램을 맡아, 현장 조사를
포함한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然別湖冬のワークシキャンプ시카리베쓰호 겨울 워크캠프















ランドスケープアーキテクト 私たちの仕事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 우리의 일

Landscape Architect , Our work

参加のプロセス
참여프로세스
Participation 

Process

デザイン
디자인
Design

森
숲

Forest,

Environment



Landscape design of office building

For Takahasi construction company

高橋建設社屋建設プロジェクト
다카하시건설 사옥건설프로젝트



Workshop with company staff 회사 직원들과 워크숍







Project site

Black turtle風水 풍수 玄武

青龍

朱雀

白虎

四神相応の地
4신 상응의 땅



North garden

South garden

East gardenWest garden

Black turtle

White tiger

Red phoenix

Blue dragon

Building 건물

玄武 현무

青龍 청룡

朱雀 주작

白虎 백호









East garden Blue dragon











West garden White tiger









宮ノ丘幼稚園 基本計画
미야노오카유치원 기본계획



01_1 부지주변의 현황(1)-광역

01.宮ノ丘幼稚園について미야노오카유치원에 대해

手稲山

宮ノ丘幼稚園

JR函館本線

札幌駅

発寒駅

周辺図範囲
園児通園区域

北海道工業大学

宮丘公園

円山公園

北海道大学

手稲プール

手稲スキー場

広域図

2k

4k

6k

10001000 30000 2000

□광역관련도

입 지 : 테 이 네 산 ( 手稲山 ) 의
산기슭이며, 자연과 도시와의 접점에
위치

환경 : 테이네산의 산기슭에 위치해,
자연 환경을 타고 난 입지.
산으로부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슴이나 여우, 새 등 동물도 많이 볼
수 있 다 . 가 까 이 의 미 야 오 카
공 원 에 서 는 몇 년 전 에 곰 이
출 몰 하 여 대 책 이 필 요 하 다 고
여겨진다.
교 통 : JR 하 코 다 테 본 선 의
핫사무역이 근처 (삿포로역으로부터
10 분 정 도 ( 삿 포 로 의 중 심
시가지에서는 약 8 km이다.)

아동통원범위：꽤 넓은 범위로부터
통원하고 있다, 먼 곳은 8km 정도
떨 어 져 있 다 . 순 환 버 스 는 8
노선(4대×2회) 운영.
시설 : 궁언덕공원, 마루야마 공원
등의 녹지 、테이네 pool이나 테이네
스키장 등이 있다 . 학교 시설은
소·중·고등학교가 다수 있다.

宮ノ丘幼稚園

都市自然

自然と都市の接点



園舎원사

草原초원

水辺수변

現況敷地현황부지

取得敷地 취득부지

森숲

水辺수변

新たな用地の取得 새로운 용지의 취득



森と草原と水辺に囲まれた幼稚園宮の丘幼稚園
숲과 초원과 수변으로 둘러싸인 유치원 미야노오카유치원









03.全体計画 전체계획







森、環境
숲, 환경

Ecology
Forest



十勝千年の森 토카치 천 년의 숲

Proposal of Landscape Master Plan for Tokachi  Millennium Forest종합 계획을 위한 제안

合掌庵 합장암オノヨーコ
오노 요코

マンサード 망사르드
駐車場
주차장

キサラ

ヤギ舍
양사

フォレストガーデン
포레스트 가든

ランドフォーム
랜드폼 landform

広葉樹育成 활엽수 육성

カラマツ林から広葉樹転換
가라마치 마을로부터 활엽수 전환

馬 말

自然度の高い森
자연도가 높은 숲

キサラガーデン
키사라가든

エネルギー資源林
에너지 자원 숲

草原 초원

放牧 방목

自然度の高い森
자연도가 높은 숲

カラマツ林から
広葉樹転換
가라마치 마을로부터
활엽수 전환



十勝千年の森の風景



１９８７年 十勝川上流 토카치천 상류

Obihiro city

Project Site





Existing Vegetation 
현재의 식생



(Site study)

－風水－
“Fung Sui‛

Oriental Geomancy
풍수, 동양의 흙점



Four major elements
네 가지 주요 요소

Forest
숲

Tourism
관광

Education
교육

Agriculture
농사

Tokachi  Millennium Forest
토카치 밀레니엄 숲

Garden
정원
Ecotourism
에코투어리즘
Art 
예술

Living with Nature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

Sustainable life
지속가능한 삶

Recycle
순환

Diversity
다양성



育成ゾーン
육성 ZONE
森林形成期にはいる
までは育成が主体の
ゾーン。
その枠の中で可能な
活動を行なう。
삼림 형성기에 들어갈 때까
지는 육성이 주체의 존.
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활동을 행한다.

保全利用ゾーン
보전이용 ZONE
成熟度の高い森で保全
しながらしばらくの間
中心的に活動を展開する。
성숙도 높은 숲에서 보전하면서
당분간 중심적으로 활동을
전개한다.

森林利用삼림이용

資源林ゾーン
자원림 zone
継続的に千年の森に
エネルギー、用材等の
資源を供給する。
계속적으로 천년의 숲에
에너지, 용재 등의
자원을 공급한다.



森林形成へのタイムテーブル
삼림형성의 타임테이블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A.植林期広葉樹 (9年）

조림기 광엽수(9년)

B.カラマツ林から

広葉樹へ転換

낙엽송 숲으로부터

활엽수로 전환

C.育林期広葉樹(20〜30年）

육림기 활엽수(20~30년)

D.森林形成期広葉樹

（50〜70年）

삼림형성기 활엽수(50~70년)

成熟期
성숙기

植林期
조림기

育林期
육림기

森林形成期
삼림형성기

育林期
육림기

転換期
전환기

森林形成期
삼림형성기

森林形成期
삼림형성기

成熟期
성숙기

成熟期
성숙기

成熟期
성숙기





十勝千年の森 토카치 천년의 숲

合掌庵
합장암

フォレストガーデン
포레스트 가든

ランドフォーム
랜드 폼

広葉樹育成
활엽수 육성

カラマツ林から
広葉樹転換
낙엽송 숲으로부터
활엽수 전환

自然度の高い森
자연도 높은 숲

エネルギー資源林
에너지 자원숲

草原
초원

放牧
방목

自然度の高い森
자연도 높은 숲

カラマツ林から
広葉樹転換
낙엽송 숲으로부터
활엽수 전환

ヤギ舍
염소사

キサラ
키사라

キサラガーデン
키사라가든 マンサード

駐車場

オノヨーコ
오노요코

馬말



Entrance エントランス입구



Master plan

마스터플랜

Entrance Garden

Ornamental

Garden

Forest 

Garden

Hill top Garden

Earth Garden

Farm Garden

Meadow Garden



大地の庭 대지의 정원



大地の庭 대지의 정원



大地の庭 대지의 정원



１／３０の模型による２案の検討
1/30의 모형에 의한 2안의 검토



現場における原寸での検討
현장에서 원 치수로 검토



大地の庭 대지의 정원



大地の庭 대지의 정원 Earth Garden





森の庭 숲의 정원 Forest Garden









ゼンテイカ 각시원추리
コウライテンナンショウ 큰천남성
ササバギンラン 은대난초 など

エゾオオサクラソウ 털앵초
ヒトリシズカ 홀아비꽃대
フタリシズカ など 홀아비꽃대 종

マイヅルソウ큰두루미 꽃
シロバナノエンレイソウ백화연령초
ユキザサ풀속대
フタリシズカ 홀아비꽃대 일종
ササバギンラン 은대난초 등など

マイヅルソウ 큰두루미 초
ユキザサ 풀솟대
チゴユリ 애기나리
カラマツソウ 낙엽송초
エゾノシモツケソウ 털앵초
モミジバカラマツ など 홍엽당송

■面で広がる植物 면으로 넓어지는
식물
マイヅルソウ 큰두루미 꽃
チゴユリ 애기나리
ニリンソウ 아네모네
ユキザサ 풀솜대 등

■沢沿い、湿地は様々な植物が混在している
계곡 따라 습지는 다양한 식물이 혼재하고 있다.

■沢沿い以外に、部分的にニリンソウなどの
群落が育ちつつある
계곡 근처 이외에는 부분적으로 아네모네 등의 군락이 길러지고 있다.

■南西側のエリアは牧草やスゲ系の草本種が混入し始め
ている 남서측의 지역의 목초나 사초계

■陽の当たるエリアのササは他のエリアに比べ成長が早
く、背が高い양지의 조릿대는 다른 지역에 비해 성장이
빠르고 키가 크다.

■現管理道付近に花が多く見られる。草刈 りの頻度によ
るものと思われる。현관리도부근처에 꽃이 많이 보인다. 
풀베기의 빈도에 의한 것으로 생각됨

林床植物の分布（2006年)임상식물의분포

単一植物の群落
단일식물의 군락

■小群落で広がる植物 소군락으로
넓어지는 식물
エゾオオサクラソウ 털앵초
ヒトリシズカ 홀아비 꽃대
フタリシズカ홀아비 꽃대 과 다년생

식물 등など

■ササの中に点在する植物 조릿대
안에 산재 하는 식물
ゼンテイカ 각시원추리
ササバギンラン 은대난초 등など

シラネアオイ

ニリンソウ 아네모네
フクジュソウ 복수초

チゴユリ 애기나리

チゴユリ애기나리
ニリンソウ

チゴユリ 애기나리

ミヤマキヌタソウ꼭두서니과

ミヤマスミレ뫼제비 꽃

オオウバユリ
털가시 백합

マイヅルソウ
큰두루미꽃

털앵초

털앵초

マイヅル ソウ킅두루미꽃

モミジバカラマツ



エゾノリュウキンカ

オオサクラソウ

シラネアオイ シュロソウ ニリンソウ

チゴユリ林床整備によって繁殖の機会を得た、
埋土種子の草花の生育により
周辺地域では見られない
美しい林床が楽しめる。
임상정비에 의해서 번식의 기회를 얻은, 
매토종자의 풀꽃의 생육에 의해 주변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임상을 즐길 수 있다.



The ‚Tashiro‛ Forest in Hiro.o Hiro.o에 있는 타시로 숲



The ‚Mizunara‛ Oak woods



The Stream





Forest wedding















Appending design method 채움의 디자인방법

keep adding another materials ,

features and  equipment
다른 재료와 모양과 장치 들을 계속 더하기



Deleting design method 비움의 디자인 방법

eliminate one by one from existing contents
현존하는 컨텐츠를 하나씩 없애기



We’ve  got artist’s  eye

We are the landscape architects

We’ve  got poet’s heart

We’ve  got scientist’s brain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