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건축과 도시

- 제10강 일본의 근대건축과 도시

서울대학교 건축사연구실

나가사키 데지마나가사키, 데지마

尚古集成館

明治初年の「集成館」工場群（尚古集成館蔵）

尚古集成館 나가사키 용철소나가사키 용철소

旧官営富岡製糸場(후쿠오카제사장)

錦絵 富岡製糸場（明治５年）
요코하마거류지요코하마거류지



요코하마의 개항
1853 페리 래항
1854 일미화친조약
1858 일미수호통상조약(요코하마개항결정)
1859 요코하마 개항 (서방파제 건설)
1864 동 방파제 건설
1868 메이지 유신
1869 전신선 가설
1879 일본 대로 건설

横浜 煉 水

요코하마거류지 벽돌수도

旧横浜居留地煉瓦造下水道マンホール

요코하마거류지

横浜居留地パノラマ
요코하마세관감시과청사요코하마세관감시과청사

横浜税関監視課庁舎

長崎 グラバー園／グラバー邸

Glover garden / house 異人館のある街神戸/北野町



清水喜助清水喜助

初代清水喜助（1783～1859）

泉布観泉布観

辰野金吾辰野金吾

東京駅 辰野金吾

赤坂離宮 片山東熊赤坂離宮 片山東熊

일본유일 서양식 궁전 철골 벽돌 석조 2 층 좌우 대칭의 구조 일본식과 서양식의 절충의 내부 장식

旧帝国京都博物館 片山東熊旧帝国京都博物館 片山東熊

施工:直営/明治28年築
京都市東山区大和大路七
条上ル茶屋町条上ル茶屋町



旧横浜正金銀行 妻木頼黄

現神奈川県立博物館

旧横浜正金銀行 妻木頼黄

현 카나가와 현립 박물관

中村順平

일등 흡연실 계단실

東京 築地ホテル館東京 築地ホテル館

第一国立銀行

開智学校 立石清重
開智学校 立石清重開智学校 立石清重



旧豊多摩監獄正門旧豊多摩監獄正門 八勝館 堀口捨己(호리구치 스테미)八勝館 堀口捨己(호리구치 스테미)

御幸の間御幸の間
外観

明治大学 和泉校舎明治大学 和泉校舎 磵居磵居

（1965年）

常滑市立陶芸研究所 (1961年）常滑市立陶芸研究所 (1961年） 前川國男前川國男



東京国立近代美術館東京国立近代美術館

東京文化会館 1961

明治生命館 岡田信一郞

安井武雄安井武雄

大阪ガスビル大阪ガスビル 丹下 健三丹下 健三



フジテレビ本社ビル 横河民輔 卒業設計横河民輔 卒業設計

「Tokyo City - Building」（東京大学工学部建築学科所蔵）

丸善書店 佐野利器

明治44年竣工の丸善

전후의 현대건축전후의 현대건축

1950
51C형 평면도51C형 평면도

1950
이케베 키요시 입체최소한 주거이케베 키요시, 입체최소한 주거



1951
안토닌 레이몬드 리더스다이제스트 동경지사안토닌 레이몬드, 리더스다이제스트 동경지사

1952
단게겐죠 히로시마 평화회관단게겐죠, 히로시마 평화회관

1952
단게겐죠단게겐죠
히로시마 평화회관

1953
무라노 토고 세계평화기념성당무라노 토고, 세계평화기념성당

1955
요시자카 타카마사 베네치아 비엔날레 일본관요시자카 타카마사, 베네치아 비엔날레 일본관

1955
요시자카 타카마사 베네치아 비엔날레 일본관요시자카 타카마사, 베네치아 비엔날레 일본관



1957
요시자카 타카마사 빌라콰콰요시자카 타카마사, 빌라콰콰

1958
마에가와 쿠니오 청해 고층아파트먼트마에가와 쿠니오, 청해 고층아파트먼트

1958
마에가와 쿠니오 청해 고층아파트먼트마에가와 쿠니오, 청해 고층아파트먼트

1958
단게겐죠 카가와현 청사단게겐죠, 카가와현 청사

1958
무라노 토고 오사카 신가부키좌무라노 토고, 오사카 신가부키좌

1958
시라이 세이치 젠쇼지 본당시라이 세이치 , 젠쇼지 본당



1958
키쿠다케 키요노리 스카이하우스키쿠다케 키요노리,  스카이하우스

1961
마에가와 쿠니오마에가와 쿠니오
동경문화회관

1961
마에가와 쿠니오 동경문화회관마에가와 쿠니오, 동경문화회관

1963
무라노 토고 일본생명 히비야 빌딩무라노 토고, 일본생명 히비야 빌딩

1963
무라노 토고 일본생명 히비야 빌딩무라노 토고, 일본생명 히비야 빌딩

1963
이소자키아라타 메타볼리스트시티이소자키아라타, 메타볼리스트시티



1963
요시다 이소야요시다 이소야
신키라쿠 요정

1963
키쿠다케 키요노리 出雲大社廳의 舍키쿠다케 키요노리, 出雲大社廳의 舍

1963
키쿠다케 키요노리키쿠다케 키요노리
出雲大社廳의 舍

1964
단게겐죠단게겐죠
국립 종합 경기장

1964
단게겐죠 국립 종합 경기장단게겐죠, 국립 종합 경기장

1964
단게겐죠 국립 종합 경기장단게겐죠, 국립 종합 경기장



1964
론 헤론 아키그램론 헤론, 아키그램

1964
키쿠다케 키요노리키쿠다케 키요노리
호텔 토코엔

1965
요시자카 타카마사요시자카 타카마사
대학세미나하우스

1970
단게겐조+우에다아츠시
+아라타이소자키 외+아라타이소자키 외
오사카 만국박람회 축제광장

1970
무라타 유타카무라타 유타카
오사카만국박람회 후지그룹 파빌리온

1972
쿠로가와 키쇼 나가긴 캡슐타워 빌딩쿠로가와 키쇼, 나가긴 캡슐타워 빌딩



1972
쿠로가와 키쇼쿠로가와 키쇼
나가긴 캡슐타워 빌딩

1974
아라타 이소자키 군마현립근대미술관아라타 이소자키, 군마현립근대미술관

1974
아라타 이소자키아라타 이소자키
군마현립근대미술관

1975
이시야마 오사무 환암幻庵이시야마 오사무, 환암幻庵

1975
이시야마 오사무 환암幻庵이시야마 오사무, 환암幻庵

1976
시노하라 카즈요 우에하라上原路의 주택시노하라 카즈요, 우에하라上原路의 주택



1976
시노하라 카즈요시노하라 카즈요
우에하라上原路의 주택

1976
안도타다오안도타다오
스미요시 주택

1981
Team Zoo 나고시청사Team Zoo, 나고시청사

1982
일건설계 NS빌딩일건설계, NS빌딩

1983
다카마츠 신다카마츠 신
ARK 치과의원

1983
다카마츠 신,ARK 치과의원다카마츠 신,ARK 치과의원



1983
아라타 이소자키아라타 이소자키
츠쿠바센터 빌딩

1983
아라타 이소자키 츠쿠바센터 빌딩아라타 이소자키, 츠쿠바센터 빌딩

1983
아라타 이소자키 츠쿠바센터 빌딩아라타 이소자키, 츠쿠바센터 빌딩

1983
아라타 이소자키아라타 이소자키
츠쿠바센터 빌딩

1984
안도타다오안도타다오
TIME'S I&II 

1984
안도타다오안도타다오
TIME'S I



1984
안도타다오 TIME'S I안도타다오,  TIME S I

1984
안도타다오 TIME'S II안도타다오,  TIME S II

1985
마키후미이코 SPIRAL마키후미이코, SPIRAL

1985
이토도요이토도요
도쿄유목소녀의 Pao

1986
이토도요 레스토랑NOMAD이토도요, 레스토랑NOMAD

1986
이토도요 바람의 탑이토도요, 바람의 탑



1987
다카마츠 신다카마츠 신
오사카 기린 플라자

1987
시노하라 카즈요시노하라 카즈요
동경공업대학 백년기념관

1987
야마모토리켄 ROTUNDA야마모토리켄, ROTUNDA

1987
하라히로시 야마토인터내셔널 사옥하라히로시, 야마토인터내셔널 사옥

1989
마키 후미이코마키 후미이코
TEPIA

1990
다카마츠 신다카마츠 신
SYNTAX



1990
다카마츠 신 SYNTAX다카마츠 신, SYNTAX

1990
아라타 이소자키아라타 이소자키
미토 아트 타워

1990
필립스탁 아사히 비어 홀필립스탁,아사히 비어 홀

1990
필립스탁필립스탁
아사히 비어 홀

1991
세지마 카즈요세지마 카즈요
사이슌켄 여자기숙사
(내부)

1992
야마모토 리켄 호타쿠보 하우징 전경야마모토 리켄, 호타쿠보 하우징 전경



1992
야마모토 리켄 호타쿠보 하우징 전경야마모토 리켄, 호타쿠보 하우징 전경

1992
이시이 카즈히로
세이와 분라쿠 인형관

1992
필립스탁필립스탁
오사카 바론 베일

1994
렌조피아노렌조피아노
간사이 국제공항

1994
AXSAXS
도쿄빅사이트

1996
단게겐죠 FujiTV단게겐죠, FujiTV



1998
아라타 이소자키아라타 이소자키
시즈오카 컨벤션 아트센터

1999-2004
준아오키 루이뷔통

2000 긴자

준아오키, 루이뷔통

1999 나고야

2002 오모떼산도

2003 롯폰기 2004 뉴욕

2000
이토도요 센다이미디어테크이토도요, 센다이미디어테크

2002
이토도요 Serpentine Gallery Pavilion이토도요 Serpentine Gallery Pavilion

2003

헤르조그&드 메론
도쿄 프라다

2004
세지마 카즈요 오모테산도 디올세지마 카즈요, 오모테산도 디올



2005
이토도요 TODS이토도요, TO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