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솟아오른 
사이클링 원형경기장  
루베(프랑스)

3

THOMAS HOUOT 
AnAA architects - Roubaix (France)

 +33 (0)3 20 73 53 03
 contact@anaa-architectes.com  
 www.anaa-architec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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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iER-lESCuT
Avesnelles (France)

+33 (0)3 27 61 10 08

DEMATHiEu and BARD
Marcq-en-Baroeul (France)
+33 (0)3 28 32 67 30
www.demathieu-bard.fr

PROJEX
Villeneuve d’Ascq (France)
+33 (0)3 20 47 03 01
www.projex.fr Double Danpalon® facade: Danpalon® 20 (outdoor), Danpalon® 16 (indoor), 600 mm, clear Softlite, 2,380 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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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photo: © David Coppieters

전 
설적인 파리-루베 경주에 
사용된 벨로드롬에서 
조금만 더 가면 250m 
목재 트랙에서 지역 

사이클링 클럽의 경주나 수준 높은 
경기가 열리는 두 번째 벨로드롬에 
도착한다. 최대 1,500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건물은 시베리아 
낙엽송을 본 딴 타원형으로 트랙의 
길이가 1,400m 이상이다. 건축물을 
가볍게 하기 위해 1층은 글레이징 
처리되었고, 금속 프레임으로 지지되는 
단파론(Danpalon®)이 원형경기장의 
기본 틀을 구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반투명의 원형경기장을 바닥에서 
들어올려 공중에 떠다니는 느낌을 
주면서 경기장에 빛과 공기를 가져올 
수 있었죠,”라고 ANAA 에이전시의 
건축가인 토마스 오우 (Thomas 
Houot)가 설명한다. 

단파론을 선택한 이유는 동근 모양과 
상당한 높이(11m)로 시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 HQE 프로젝트에 필수적인 
발열과 조명 특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소비를 제한해야 
했으며, 자연 조명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죠. 구조물을 통과하는 빛은 부드럽고 
품질이 우수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토마스 오우는 아래의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밤에는 내부 활동을 외부에서 볼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트랙을 위한 
특수 조명 외에도 보행 구조물과 테라스 
위에 형광 광원이 있는 폴리카보네이트 
튜브를 설치했습니다. 밤이 되면 
구조물이 투명해지고 건물 전체가 
랜턴처럼 보입니다.”

p2 솟아오른 사이클링 원형경기장

p4 신비로운 광채 

p6 선명한 대비

p7 금속과 목재에서 나오는 미광, 그리고 투명성

p8 기숙사 리노베이션

p10 블록 안에 조각된 건물

p12 복도에 적용된 스크린 프린팅

p13 숲의 우화

p14 곡선미가 있는 거대 구조물

p16 청소년을 위한 빛나는 건물

p17 둥지에 있는 작은 것들

p18 이웃을 밝히는 마법 랜턴

p19 물결처럼 리노베이션하다

p20 아이들의 감각을 일깨우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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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한 대비
메츠(프랑스) 

Company
SOPREMA
Metz (France)
+33 (0)3 87 74 97 16
travaux-metz@soprema.fr
www.soprema-entreprises.com 

 Danpalon® 10 clear facade, 16 clear Softlite, 600 mm, 1,080 m²

JeAn-MArie GreMiLLeT 
J.M Gremillet Architect - nancy (France)

 +33 (0)3 83 32 91 17
 jm.gremillet-arch@wanadoo.fr  
 www.gremillet-fal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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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부에 개비온(gabion)과 
단파론(Danpalon®)을 
결합한 그랑주 오부아
(Grange au Bois) 

체육관은 메츠(Metz) 시의 입구에 
있는 뛰어난 건축물이다. 프로젝트 
관리자가 설계한 금속 선반을 감싸고 
있는 석재는 노후화 위험을 견딜 
수 있는 외피를 형성한다. “이것은 
또한 현지의 천연 생산물인 즈몽석
(Jaumont Stone)을 홍보하려는 
환경적 접근 방법이에요,”라고 
프로젝트 건축가인 장 마리 그레밀레
(Jean-Marie Gremillet)는 덧붙인다. 이 
보호 받침대 위에는 반투명의 외벽이 
있어 스포츠 홀에 필요한 조명을 
제공한다. 남쪽에는 70cm의 공극으로 
분리된 단파론 패널과 컨트롤라이트 
패널로 구성된 시스템이 있다. “

빈 공간에 블라인드가 통합된 이중 
스킨을 채택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 
제어, 15분마다의 자동 조절, 햇빛에 
따른 핀(fin)의 위치 조정, 겨울철 난방 
등 스포츠 홀의 사용상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컨트롤라이트(Controlite®)
를 선택했습니다.” 장 마리 그레밀레의 
설명이다. 

이 건축물의 경우 기술적인 변형이 
필요했다. 일반적으로 상단부에 있는 
컨트롤라이트 셔터의 전동 장치를 
외벽의 맨 아래로 이동하여 쉽게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북쪽과 
서쪽의 박공(gable)은 단파론 16mm 
소프트라이트로 처리되었다. “늦여름 
오후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어요,”라고 장 마리 
그레밀레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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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재를 활용해 보던 Ar-
Quo 건축 사무소는 
태양의 빛에 이끌려 
툴루스 MiN(국립시장)

의 도매 및 실내용 화초 사업을 
시작하는 새로운 건물의 건축 시공을 
수정하게 되었다. “단파론 외벽을 통해 
거리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프레임과 
내부 조명을 갖춘 중국식 실루엣을 
계획했습니다. 툴루즈에는 화창한 
날이 많은데, 그런 날에는 단파론 

셀을 통해 빛이 회절되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천상의 메시지처럼 보이는 “신비한” 
광채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이 마법같은 효과는 도시의 불빛이 
반사되어 밤에도 계속되죠. 이 때문에 
초기의 조명 계획을 수정하기로 
결정했고, 라틴 문자가 새겨진 검은색 
콘크리트 기반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Ar-Quo 에이전시의 건축가 장 루이 
제레미 (Jean-louis Jérémie)의 말이다. 

툴루즈의 북쪽 입구에 위치해 있는 이 
새로운 건물은 MiN의 재구조화 작업의 
일부로, 특정한 이미지를 찾고 있던 
이 지역의 모델 역할을 한다. 장 루이 
제레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단순한 건축 스타일을 활용했죠. 
그것은 단순함과 검고 불투명하며 
무거운 콘크리트와 가볍고 투명한 녹색 
단파론의 대비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두 재료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진 거죠.”

신비로운 광채
툴루즈(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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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ice cAGnASSO & JeAn LOUiS JereMie 
AR-QUO - Architectes au Quotidien - Toulouse (France)

 +33 (0)5 62 47 64 90
 www.ar-quo.fr

Company
CANCE
Constructions Métalliques
Toulouse (France)
+33 (0)5 34 55 04 00
www.cance.fr

 Danpalon® 16 facade, 1,040 mm, green, 616 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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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rre LOMbArd, ArcHiTecTe dPLG 
Jonathan Deschamps, Head of the project for
Pierre Lombard Architecture Agency - Pantin (France)

 +33 (0)1 57 42 42 50
 pierrelombardarchi@wanadoo.fr  
 www.pierrelombard.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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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과 목재에서 나오는 미광, 
그리고 투명성
드랑시(프랑스)

Company
DBS
Etrechy (France)
+33 (0)1 69 58 24 38
dbsentreprise@aol.com Danpalon® 10 and 16 facade, 600 mm, clear, 1,511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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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용 
공간인 공동기술센터는 
다양한 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곳이다. 다소 시끄러운 활동이 
벌어지는 공간(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작업장, 브루제 야드 철로 
부근의 하적장)과 조용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사무실, 아카이브, 
주거 지역의 상점)이 공존하고 
있다. 브루제(Bourge t )  공항 
도시커뮤니티센터는 두 개의 평행한 
건물을 길게 지어서 이러한 활동이 각각 
이루어지게 했다. 두 건물 사이에는 8
미터 너비의 내부 길이 있는데, 이 길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길의 

일부는 단파론으로 덮여 있어서 혹독한 
날씨에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외부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작업장과 창고의 경우 난방의 필요성이 
사무실보다는 덜 했지만 심층 조명과 
우수한 단열(전체는 BBC로 알려짐)
이 필요했다. 외벽은 하단부에 목재 
자재를 사용했고 상단부에는 4m 
높이의 16mm 단파론을 사용하여 혼합 
시공했다.

“미학적으로도 밝고 매끄러우며 
현대적인 단파론과 무광의 부드럽고 
진중한 느낌을 가진 목재 간의 대비가 
훌륭합니다,”라고 피에르 롬바르드 

에이전시(Pierre Lombard Agency)의 
수석 건축가이며, 프로젝트 매니저인 
요나단 데상(Jonathan Deschamps)
이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
낮에 단파론은 작업장 내부에 고품질의 
자연광을 제공합니다. 저녁에 되면 
작업장에 불이 들어와서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느낌을 줍니다. 단파론의 메탈릭한 
느낌이 마감재로 쓰인 목재와 알루미늄 
덮개를 강조하여 외벽 전체가 돋보이게 
하는 효과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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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전면부 확장과 
대대적인 재구조화로 
파리의 다비엘 대학
(Daviel University) 

기숙사는 예전의 다소 오래되고 좁은 
방 대신 편안하고 넓은 방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건축가 장 앙드레 마키니
(Jean-André Macchini)에 따르면,“
기숙사와 이웃에게 새로운 긍정적 
이미지를 주기 위해” 외벽 전체에 
변화가 일어났다. 1.6m 증축한 부분은 

목재 프레임과 단파론 클래딩을 결합한 
경량 시스템 시공으로 구조물에 하중 
부담을 주지 않고 귀중한 표면적을 
얻었다. 투명한 컬러, 유백색(opal) 
컬러, 그리고 아이스 컬러의 세 가지 
패널 색상은 철판(steel tray)이 밝고 
다채로운 색상으로 변화하는 느낌을 
준다. 장 앙드레 마키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파리 하늘의 낮과 밤 사이에 
자연 채광이 조금이라도 변할 때마다 
건물 전체가 생동감을 띠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방에 누가 있거나 방의 조명 
여부에 따라 무작위의 색상 효과와 

반사가 생깁니다. 건물에 대한 느낌은 
건물을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멀리서 보면 파리의 풍경에 
따라 흰색이 지배적입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무지개 색상이 건물에 생동감을 
줍니다. 외벽을 구성하는 재료의 
크기에 변화를 줌으로써 오목부와 
돌출부, 오목부의 다양한 각도, 그림자 
효과, 입체화 등의 일련의 멋진 대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ScP beGUin - MAccHini  
Architects D.E.n.S.A.I.S - Paris (France)

 +33 (0)1 55 26 91 50
 scp@beguin-macchini.fr  
 www.beguin-macchin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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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SETAl
Montbéliard (France)
+33 (0)3 81 32 09 44  
setal@wanadoo.fr
www.setal.fr Rainscreen Danpalon® VRS 16, 600 mm, ice, clear, opal, 2,500 m2

기숙사 리노베이션
파리 제13구역(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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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TMAr FeicHTinGer  
Agence Dietmar Feichtinger Architectes - Paris (France)  

 +33 (0)1 43 71 15 22
 contact.paris@feichtingerarchitectes.com  
 www.feichtingerarchitectes.com

이 
곳은 파리 외곽 클로드 
베 르 나 르 ( C l a u d e 
Bernard) ZAC(역주: 
구획정리 대상지구)에 

생겨난 새로운 동네이다. 45m x 32m
로 나뉘어진 구획 중 하나에 들어선 90
개의 방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은 매우 
두껍고 비교적 높아요. 저는 이 단단한 
블록을 조각하여 더 가벼워 보이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로지아
(loggia)가 놓이는 곳의 외벽 내부 
각도를 불규칙적으로 배열했습니다,” 
디트마 페이팅거(Dietmar Feichtinger)
의 설명이다. 

콘크리트와 유리로 된 1층 위로는 
통풍이 잘되는 단파론 스킨이 
덮였다. “이 단파론 스킨은 밀집된 
도시 환경에 들어서 있는 평행육면체 
건물에 부드러움과 밝음과 깊이를 
선사합니다.” 3단계의 투명성으로 
색상의 변화가 만들어진다. 아이스 
컬러는 거의 불투명하고, 유백색
(opal) 컬러는 반투명이며, 클리어 
컬러는 투명하다. 그 밑으로는 배경을 
균일하게 만들고 워터마크처럼 보이는 
흰색 방습층(vapour barrier)이 있다. 
“패널을 일정하지 않게 무작위로 
배열함으로써 외벽에 생동감을 주어 
그래픽적인 리듬과 균형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투명성과 다양한 반사 효과로 인해 
건물은 시간과 건물을 바라보는 장소에 
따라 모습이 바뀐다. “거리에서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하늘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건물에서는 
주변 건물이 투영되는 볼 수 있는데, 
일부는 매우 다채로운 색상을 띠죠.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서 보는 것이 
서로 달라서 건물이 아주 매력적입다,”
라고 디트마 페이팅거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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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lES CONSTRuCTiONS MODERNES

la Queue en Brie (France)
+33 (0)1 45 76 15 70

www.mpg-lcm.com
 Rainscreen Danpalon® VRS 10, 600 mm, ice, clear, opal, 1,960 m2

블록 안에 조각된 건물
파리 제19구역(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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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자연 사이의 경계, 
즉 ZAC(역주: 구획정리 
대상지구)와 강변의 
하이킹 코스 사이에 

위치한 에페르농 스포츠 콤플렉스는 
이화작용이나 동화작용 없이 환경과의 
조화를 모색하며 개성을 보여준다. 

마을 쪽으로는 조명이 있는 미네랄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앞마당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강변 쪽으로는 
인쇄된 단파론 외벽이 공원과 경계 없이 
통합되어 두에트(Drouette) 계곡의 
나무를 반사한다. “처음에는 이 외벽을 
스크린 인쇄 처리할 계획이었어요. 

디자인 단계에서 전시회를 방문하고 
디지털 인쇄를 발견했죠. 이 방법은 
전에 제가 해보지 못했던 표면을 만들 
수 있게 해주었고, 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가능성을 열어 주었습니다. 
약간의 상상력과 환상을 가지고 
만든 솔루션입니다.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는 인쇄된 사진을 볼 수 
없어요. 픽셀만 보입니다. 벽체에서 
떨어져야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건축가 베르나르드 
리탈리(Bernard Ritaly)의 회상이다. 
단파론 이중 스킨에 인쇄된 나무는 이 
단지의 또 다른 주요 자재인 수직 목재 
지붕판과 잘 어울린다. 베르나르드 

리탈리는 “이 벽체는 숲과 식물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낙엽송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착색되어 몇 년 후에는 
건물 전체가 자연스러운 색채를 띄게 
될 것입니다. 패턴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요,”라고 말한다.

Company
SOPREMA
Mignières (France)
+33 (0)2 37 28 46 20
travaux-chartres@soprema.fr
www.soprema-entreprises.com

 Danpalon® 16 facade, 1,040 mm, opal Softlite,
Controlite® roofing, Danpalon® 16, 600 mm, clear, 750 m²

bernArd brOT & cHriSTiAne MArS  
R+4 architects - Forcalquier (France)
Benoît Séjourné associated architect  

 +33 (0)4 92 75 70 70
 architectes@rplus4.com  
 www.rplus4.com

Company
C CuBE

Sainte-Croix-à-lauze (France)
+33 (0)4 92 73 18 79

contact@c-3.fr
www.c-3.fr

Marie Morel, Artist-Painter 

 Danpalon® 16 facade, 1,040 mm, clear, 215 m²

bernArd riTALY & dOMiniqUe LArdeAU 
Associate Architects - Ligne 7 Architecture - Paris (France)

 +33 (0)1 48 24 85 85
 contact@ligne7.com  
 www.ligne7architecture.com

하 
나의 장소, 한 명의 
건 축 가 ,  한  명 의 
예술가, 그리고 한 
개의 프로젝트: 책과 

무관하지 않은 이 모든 요소들이 
포카퀴에의 옛 경찰서를 출판 전용 
비즈니스 호텔로 전환하는 데 
필요했다. “1층에는 차고가 있고 2
층에는 숙소가 있는 60년대의 다소 
특이한 건물이었어요. 처음부터 내부의 
벽을 모두 제거하여 일부는 막히고, 
일부는 트였으며, 난방이 되지 않은 
복도로 변경하려고 생각했어요.” R+4 
에이전시의 건축가 베르나르드 브롯

(Bernard Brot)의 말이다. 엘리베이터, 
계단, 사무실 및 공동 서비스 구간이 
모두 이 커다란 회랑으로 통하고, 
이곳은 이동과 모임을 위한 장소가 
된다. 

건축가는 단파론에 스크린 인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자재를 선택했고, 덕분에 이 복도는 
바람으로부터 보호되는 보온성이 좋은 
로비가 되었다. 패턴을 만들기 위해 
그는 70년대에 이곳 프로방스 마을에 
정착했던 편집자인 자신의 부모를 통해 
포카퀴에와 관련 있는 아티스트 마리 

모렐(Marie Morel)을 불러들였다. “
마리 모렐의 큰 캔버스에는 세부 
사항과 자료와 저술이 가득합니다. 
그녀의 작품을 여러 번 검토하고 동의를 
얻어 프로젝트의 규모에 맞춰 그림과 
글을 보기 좋게 적용했습니다,”라고 
베르나르드 브롯은 설명한다. 첫 번째 
그림은 복도를 덮고 있는 회색 단파론에 
오렌지색과 흰색과 검은색으로 스크린 
인쇄되었고, 두 번째 그림은 셔터에 
인쇄되어 해당 장소가 출판업을 하는 
장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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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에 적용된 스크린 프린팅
포카퀴에(Forcalquier, 프랑스)

숲의 우화
에페르농(Epernon,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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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n rOberT MAZAUd 
S’pace – Ivry-sur-Seine (France)

 +33 (0)1 45 15 51 11
 space.archi@blueholding.com  

 www.bluehold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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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대하지만 환경에 잘 
통 합 된  뉴 헤 이 븐 
폐기물처리센터는 우즈 
강(Ouse River)을 따라 

이질적으로 형성된 산업용 건물들과 
지역 공원 주변에 형성된 주거 지역 
사이에 끼어 상당히 복잡한 지형에 
위치해 있다. 

건물의 일부는 땅속에 있다. 길이가 
200m에 달하는 전체 건물 중 폐기물 
처리 공정을 위해 45m의 굴뚝이 
필요한데 그 중 27m만 지상 위로 
올라와 있다. 보여지는 모든 부분은 
건물을 시각적으로 흐리게 하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부드럽고 둥근 
곡선으로 처리했다. 

건물 외관은 폐기물 처리의 단계에 따라 
세 부분으로 설계되었다. 한쪽 끝으로는 
강철 클래딩 밑으로 폐기물이 유입되고, 
반대편 끝에는 다공성 텍스타일로 
만들어진 애프스(apse)에 의해 냉각 
장치가 덮여 있다. 이 둘 사이에 있는 
거대한 단파론 홀이 이 시스템의 심장인 
처리 작업장을 덮고 있다. 낮에는 
햇빛이 들어와서 설치물을 밝게 해준다. 
밤에는 과도하지 않는 빛이 되도록 
최소화하면서 건물에서 지속되고 있는 
활동을 향상시킬 수 있다. 날씨가 약간 
흐린 날에는 우유 빛  클래딩이 하늘과 
거의 합쳐져서 거대한 건물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된다.

불투명한 것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정사각형인 것을 곡선으로 만드는 
것은 건축학적으로 봤을 때 어려운 
선택이었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선택이었다. 왜냐하면 이 
폐기물처리센터는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가 흔히 직면하게 되는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COMPANY
lAkESMERE

WiNCHESTER (uNiTED kiNGDOM)
+44 (0) 1962 826500

 Danpalon® 16 façade and roofing, 1,040 mm, clear Softlite, 5,300 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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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미가 
있는 거대 구조물
뉴헤이븐(Newhaven,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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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트니스, 축구, 체조, 
복싱, 레크리에이션, 
예술, 연극 및 회의를 
위한 공간: 영국 블랙번 

청소년 센터의 개조된 대형 건물에서는 
여러 활동이 이루어진다. 재개발 중이며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이 대형 건물은 1,000m² 이상의 
밝은 오렌지색 단파론으로 덮여 있으며,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 “여러 가지 
샘플을 조사해 본 후, 외벽의 “스크린” 
효과를 향상시켜 독특한 특징을 센터에 
부여하고자 이 색상을 선택했습니다. 
게다가 느낌이 광택 나는 금속에 가깝기 
때문에 주변 환경과도 매끄럽게 통합될 

수 있었죠.” 건축가 마크 서벤티(Mark 
Serventi)의 말이다. 밤에는 센터가 
실내 조명으로 투명하게 만들어져서 
더욱 눈에 띈다. “센터가 조각된 호박 
보석처럼 보입니다”. 이 색상은 센터의 
대표색으로 가구와 장비 및 센터 
로고에도 사용된다.

외관상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특성 또한 자재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 “음향 성능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단파론이 특히 
스포츠센터의 중심에 있는 축구장과 
야외 경기장 주변에 배치되었기 
때문이죠,”라고 건축가는 말한다. 

Company
ERiC WRiGHT CONSTRuCTiON
Preston (uk)
01772 698822
info@ericwright.co.uk
www.ericwright.co.uk
  
 Danpalon® 16 mm facade, orange, 1,075 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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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ServenTi  
ARcHITEcT (UK)

 www.markservent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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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쉬르라리스 시내에서 
어 린 이 들 을  위 한 
누에고치 같은 곳이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둥지로 바뀌어 나타났다. 유치원, 
보육 센터, 모자보건센터(산모 보호와 
육아) 및 분만센터는 외부에서 볼 때 
하나의 건물로 되어 있으며, 남쪽의 
안뜰을 통해 연결된다. 

“이 도시의 이름인 Aire를 본떠서 
만들었어요. Aire는 라틴어로 “area”
이며 독수리의 둥지라는 뜻이어서 
보호 공간이라는 이미지에 어울리는 
이름이지요. 

건물은 전체적으로 구리와 스테인레스 
스틸과 목재로 덮인 달걀 껍질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다양한 

재료와 색상으로 꾸며진 놀이 공간이 
있습니다.” Parallele 에이전시의 건축가 
그레구아르 노이에(Gregoire Noyer)의 
말이다. “어린이들의 발달을 돕기 위해 
실외와 실내에서 다양한 조명과 색상을 
연구했어요. 외벽에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재를 포함시키고 
싶었습니다,”라고 그레구아르 노이에는 
말한다. 여러 자재 중에서도 단파론은 
다양한 형태로 적용될 수 있었다. 
영유아 센터 입구의 경우, 단파론은 

백색 방습층(vapour barrier)의 하단 
전면 외벽에 시공되어 출입문 상단을 
장식하는 글레이징된 구리와 조화를 
이루면서 다양한 색조를 만들어낸다. 
유치원 홀의 상단에 설치된 단파론은 
반투명 곡선의 덮개가 되어 낮에는 
직사광선으로부터 공간과 거주자를 
보호하고 저녁에는 그들을 안심시키는 
랜턴의 역할을 한다.

AnTOniO de SOUSA & GrÉGOire nOYer 
PARALLèLE ARcHITEcTS - LILLE (FRAncE)

 +33 (0)3 20 15 23 80
 parallele.3@wanadoo.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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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A NORD
Armentières (France)
+33 (0)3 20 30 13 37

FOuCAulT SARl
(Pas de calais), lillers (France)
+33 (0)3 21 27 09 67

Companies

 Danpalon® 16 facade, 600 and 1,040 mm, clear, green,
blue, orange, red, purple, ice Softlite, 104 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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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빛나는 건물
블랙번(Blackburn, 영국)

둥지에 있는 작은 것들
에르쉬르라리스(Aire-sur-la Lys,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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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에 있는 대동 유치원의 
외관 리모델링 작업은 
근엄한 느낌의 이 
건물에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고 주변 환경의 개선과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였다.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이 건물은 
벽돌과 목재와 페인트가 칠해진 
시멘트로 지어진 사각형의 어두운 
건물이었고, 주변의 건물들과도 조금 
달랐다. “새로운 외관을 원래 외벽과 
비교하여 15도 기울여서 어린이들이 
발휘하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재현하고 
싶었습니다. 단파론의 가벼움 덕분에 
가능했죠. 단파론은 벽돌보다 더 현대적 
이미지를 주는 자재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설계자 성영의의 설명이다. 

외벽에 내장된 조명 시스템은 밤에 
추가적인 조명 포인트로 바뀌어 숙박 
시설과 쇼핑몰로 구성된 주변의 도시 
경관에 기여한다. “주변의 건물들은 
대체로 어둡고 광고 간판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유치원은 밤에 
도심에서 밝은 장소로 바뀜으로써 
건축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멋진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주민과 
지나가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에 가치와 
철학을 부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과 조명 덕분에 독특해진 이 
건물을 서서 관찰하거나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을 보면 도박이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라고 건축가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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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순 함 과  선 명 함 과 
현 대 성 은  부 산 의 
중심부에 위치한 B’z 
모텔에서 재발견하게 

된 3가지 특성이다. 30년된 이 건물은 
외관이 주변의 상업용 건물과 다를 바가 
없었다. 벽돌과 유리 및 돌로 만들어진 
어두운 색상의 이 건축물은 외벽에 
상호와 간판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고, 
밤에는 인공조명까지 가세했다. 
윤재민 건축가의 작업으로 모든 것이 
단순화되었고 건물은 강한 개성을 
되찾았다. 

그는 거리를 향해 있는 외벽을 
단파론 웨이브(Danpalon wave)
로 시공하였다. 곡면 처리된 외벽은 
자재의 투명성과 다양한 부피가 빛의 
향연으로 짙은 매력을 만들어낸다. 
금속 구조물 위에 놓인 LED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좁은 골목에 위치해 
있는 이 호텔의 가시성을 향상시킨다.  
고객들을 맞이하는 로비도 완전히 
개조되었는데, 벽면은 파란색 단파론 
파티션으로 둘러싸였고, 파티션 벽체는 
LED 조명으로 장식되었다.

Company
DAEHO TECH

(korea)

 Danpalon® 16 facade, 600 mm, ice and 1,040 mm, blue, 750 m²

SeOnG YeOnGUi 
coreano – Busan (Korea) 

 82 + 2 322 6982
 vincentsong@naver.com  
 www.coreano.co.kr

YOOn JAeMin 
JMY Architects - (corée)

 82+ 51 244 4136
 jmyarchitects@gmail.com 
 http://jmy.kr/

COMPANY
COREANO
BuSAN (kOREA) Danpalon® 10 facade ice, grey, orange, 650 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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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을 밝히는 마법 랜턴
부산(한국)

물결처럼 리노베이션하다
부산(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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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bLO kATZ, Architecte DPLG.
Jeong-Ho SEOK, Assistant Architect
Pablo Katz Architecture - Paris (France)

 +33 (0)1 57 27 01 44  
 contact@pablokatz-architecture.com  
 www.pablokatz-architecture.com

유 
아원은 아이들의 감각을 
일깨우는 곳입니다. 
아이들의 호기심과 
감성과 즐거움을 북돋울 

수 있는 기분 좋고 편안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가 파블로 카츠
(Pablo Katz)의 말이다. 파리에 있는 
두 개의 유아원 Les Petits Bonheurs(제
19구역)와 Le Temps de l’ Enfance(제
15구역) 공사에서 그는 파티션과 벽체 
전면의 시공에 단파론을 선택했다. “
이 두 유아원은 같은 협회의 관리를 
받고 있었어요. 따라서 유사하지만 각 
유아원의 프로그램 특성을 존중하는 
스타일을 구현하고 싶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 소재는 광택 효과가 
있으면서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또한 각기 
다른 면의 시공에 통일감을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라고 파블로 카츠는 
말한다. 

두 유아원 모두 주거용 건물 1층에 
있었는데, 제약이 많았다. 층고가 
낮았고, 벽면은 두껍고, 조명이 
어두웠으며, 상층 바닥을 떠받치는 
11개의 육중한 다목적 샤프트(utility 
shaft)가 있었다. 따뜻한 오렌지색 
단파론으로 곡선 파티션을 제작하여 
부드러운 느낌을 강조했다. 불투명한 
벽의 전면에 파티션이 시공되었을 때, 
통합 LED로 조명 효과를 주었다. 

Temps de l’ Enfance는 조명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개선하기가 훨씬 용이했다. 
파블로 카츠는 곧고 경사진 녹색 벽을 
시공했는데, 이 벽은 붉은 통로를 
돋보이게 하는 효과를 창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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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BMG entreprise

Herblay (France)
+33 (0)1 34 10 34 10

bmgentreprise@free.fr

 interior layout 
les Petits Bonheurs : Danpalon® 10, 600 mm, orange, 475 m²

le Temps de l’Enfance : Danpalon® 10, 600 mm, green, 545 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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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anpal.com

”

아이들의 감각을 
일깨우기 위해
파리 제15, 제19구역(프랑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