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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urs!
색상의 외침: 예외적으로 45페이지에
걸친 이번 호를 내면서 그러한 울려
퍼짐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세상을
일깨우고 주변 환경이 더 편해지는
기쁨의 외침, 삶의 외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길을 끌고 간판 역할을 하는 농도
짙은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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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을 피하고 감각을 가지고 노는
변화하는 무지개 빛의 색.
공기에 색조를 주고 밝음을 주는 태양에
의해 조명된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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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 추위, 조화롭지 않은 주변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보호 색.
환경 속으로 사라지고는 무한한 변형의
반사를 되돌려 보내는 미묘한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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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정의 매
트릭스이고 건축이 가장 강력한 벡터
중 하나임을 단순하게 상기시켜주는 색
입니다. Light Architecture는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디자이너의 다채로운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초
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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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으로 결합된
예술적 영감
파리(프랑스)
Ventilated Danpalon® 16, 600 mm, clear and ice, 1500 m²

복합체, 통기성 멤브레인, 그리고
단파론®으로 만든 클랩보드로 시공된
기계적 보호로 구성되었다. 파리에서
흔히 쓰이는 석회석 음영과 조화되는
색상으로 선택된 클랩보드는 파리의
하늘을 비추면서 밑에 있는 멤브레인을
살짝 보이게 해준다. 선을 두드러지게
수평으로 처리한 것은 오스만
(Haussmannian) 벽체 연결 처리를
현대적으로 응용한 것이다.
까르디네길(rue Cardinet) 쪽의 외벽은
발코니 없이 매끄럽고 태양광 보드와

단파론® 클랩보드를 교차하여 무작위한
리듬의 느낌으로 생동감을 주었다.
리듬은 전면의 태양광 노출에 맞춰져
있으며 따라서 태양광 보드의 배치에
맞춰져 있고 또한 가구를 구성하는
동일한 모양의 셀이 주는 반복성을
무너뜨린다.
전면 벽은 서랍 상자 시스템을 형성하여
공원을 향한 로지아를 만든다.
폴리카보네이트 패널은 움직임과
매혹적인 복잡성을 통해 벽에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 FRANKLIN AZZI ARCHITECTURE

파

리의
까르디네
사라브르(CardinetChalabre)
도시
개발 구역에 위치한
이 건물은 지속 가능한 개발, 기존
지역과의 통합, 주민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추구하는 HQE(High
Environmental Quality) 주택, 복지시설,
상점을 포함한다. 매우 콤팩트하게
건축되었는데 건물의 매스는 경사진
다락형(sloping attic)으로 균형이
이루어지고 볼륨은 경사진 판유리로
부드럽게 되었다. 전면은 두꺼운 단열

Contractor
PIERRE EVOLUTION
Valenton (France)
+33 (0)1 56 31 27 74
pierreevolution@wanadoo.fr

Franklin Azzi
Franklin Azzi Architecture - Paris (France)
+33 (0)1 40 26 68 21
agence@franklinazzi.com
www.franklinazzi.com

Quirky

Quirky

T/E/S/S Atelier d’ingénierie - Paris (France)
+33 (0)1 70 36 58 00
www.tess.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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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캐노피로
우뚝 선 구조물

Contractors
COUVREST
Ludres (France)
+33 (0)3 83 25 83 98
nancy@couvrest.fr
www.couvrest.fr

메츠(프랑스)

CIBETANCHE DESCARTES
Descartes (France)
+33 (0)2 47 92 97 37
www.cibetanche.fr

© R. Villaggi

Canopy Danpalon® 16, 1040 mm, green, 6000 m²

메

츠의 새로운 정비 및
운영 센터에는 매일
200대의
버스가
들락거린다. 이곳에서
200대의 버스가 주차, 세차, 정비되며
눈을 비롯한 악천후를 피할 수 있어야
하고, 운전사와 정비 담당자들의 안전
또한 보장돼야 한다.
전통적으로 이런 기능은 거대한 폐쇄
격납고에서 이루어진다. “이곳은 통합에
중점을 두고 전반적 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전략적 장소입니다. 넓은
지역에 커버를 씌우는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건축가 조르주 레미(Georges
Remy)의 설명이다.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 3개의 캐노피가
커다란(6,000m²) 개방 구조를
형성하고 공간을 분리한다. 금속
프레임은 대각선으로 구성되어 V자형
기둥으로 지탱되어 있다. 기둥은 하단을
더 얇게 해 보행자 통행을 용이하게
했으며, 6x11m 너비의 단파론 ®
지붕을 지지한다. “기둥의 비스듬한
선은 흥미로운 효과를 제공합니다.
버스 창고를 모방하기 위해 지붕을

헤링본(herringbone, 역주: V자형
줄무늬가 계속 연결된 형태) 패턴으로
배치해서 그 효과를 증대시켰죠”라고
조르주 레미는 말한다. 색 측면에서는
지붕의 초록색이 회색의 캐노피 환경과
두드러지게 대비된다. “방문객이
도착하면 빛을 분산시키고 색을 띠는
캐노피로 자연스럽게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캐노피로 중앙의 야외
공간을 변화시키고 싶었고 결과는
우리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 넘었죠.”
조르주 레미의 말이다.

GEORGES REMY
Denu et Paradon – Strasbourg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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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PY

© R. Villaggi

CANOPY

+33 (0)3 88 60 20 20
secretariat@denu-paradon.com
www.denu-parad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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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로 만든 상징물
파리(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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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or
Zacharie
Brignais (France)
+33 (0)4 78 56 01 00
contact@zacharie.fr
www.zacharie.fr
Danpalon® 10 layout, 600 mm, opal, 200 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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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interiors

하수를 닮은 빛의
구름이 제오드(Geode)
방문객을 맞이한다.
개관
25주년을
맞이하여 리셉션과 레스토랑 공간이
새롭게 단장되었다. 중앙 기둥은
길게 매달린 간판이 위쪽에 있고 두
개의 개조된 발광 정육면체 구조물로
둘러싸여 있다. 왼쪽으로는 안내 공간,
오른 쪽으로 커피숍이 있다. 커피숍은
2개의 사용자 공간을 제공하는데
하나는 구형(sphere) 구조물 아래의

대기 구역 라운지이고 하나는 전면을
따라 배치된 실내 테라스이다. “이
건물을 특징 짓는 것은 조명입니다.”
건축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아드리앙 랑베르(Adrien Lambert)는
말한다. “각 정육면체 구조물 내부는
노란 조명으로 밝혀지고 바깥쪽은 중앙
기둥처럼 수백 개의 움직이는 LED로
덮여 있습니다. 이 점 모양의 구름은
방문객이 ‘제오드 행성’에 도달하기
위해 건너는 별빛 길을 만듭니다.
이 LED 프레임을 단파론 ® 보드로

Adrien Lambert
Lambert Lénack - Paris (France)
+33 (0)1 83 79 02 02
contact@lambertlenack.com
www.lambertlenack.com

입혀 약간 흐릿하고 시적인 표면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아드리앙 랑베르는
설명한다. “고정 시스템은 패널 사이의
결합을 매우 은밀하게 만들어 원했던
추상적 측면을 배가시킵니다. 마법과
요정 같은 세상을 만들죠.”
각 구조물은 개별적으로 제어되고
색상은 변경될 수 있다. “LED로 보내는
메시지는 특별 이벤트, 전시회, 쇼,
파티에 맞추어 변경될 수 있어요”라고
아드리앙 랑베르는 덧붙였다.
프로젝트 팀: Herve Audibert
(조명 디자이너), Pascal Luquet
(음향 전문가), Laurent Mouly(구조
엔지니어), Nicolas Descottes(사진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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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에 녹아든 호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외벽
긍정적 에너지 빌딩을 위한 금속 클래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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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잎새들, 세리그래피
대조적 느낌과 색상의 활용
센 강을 따라 펼쳐지는 파도 모양의 빛
무작위 리듬이 적용된 색조

E D I T O R I AL

은

© Nicolas Descottes

Creative answers
to the external thermal
insulation

대망의 에너지 전환(일부는 에너지
혁명이라고도 함)이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격한 에너지 사용 규정, 비용이
고려된 목표, 인센티브, 제재 등이
에너지 저소비와 에너지 절약형
건물의 광범위한 탄생,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에너지 효율 구현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생물기후학적 효율성은
콤팩트함에 크게 좌우됩니다. 따라서
볼륨을 디자인할 때 건축적 창의성은
점차 제한될 수 있으며 벽체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집 기사에 소개된 건축가와 관련
업체들이 상상하고 달성한 목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도전을 위해 그들이 구상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The editorial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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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사 외부 단열을 위한 창의적 해결 방안

풍경에 녹아든 호텔

Contractor
GCEB
Saint Germain Les Corbeil (France)
+33 (0)1 60 77 29 43
gceb@gceb.info
www.gceb.info

귀장 메스트라스(Gujan Mestras, 프랑스)

© Arthur Péquin

Ventilated Rainscreen Danpalon® BRV 16, 1040 mm, ice, clear Softlite, green, empire, 1400 m²

“이 건물의 기본 원칙은 현대적 건축물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경관의 성격을
보존하고 향상하는 것입니다”라고
건축가는 말한다. 이 건물은 형태에서,
그리고 벽을 덮기 위해 독특한 재료를

호텔을 부지에 통합시키는 것은 소나무
숲을 반사하는 벽으로 최적화됐다.
반면, 단파론 ® 의 반투명적 특성은
건물의 볼륨에 흐릿하고 모호한 효과를
준다. “이 자재는 아르카숑만 하늘의

COLOUR GRADIENT

사용한 점 모두를 고려하여 거대한
일체형으로 설계되었다. 그리고 필요한
토지 공간을 최대한 줄였다. 결과는
부지 뒤의 소나무 전망을 유지하는
촘촘한 수직형 건물이다. 호텔은
북쪽에서는 3층으로, 남쪽에서는 4
층으로 올라가면서 움직임의 느낌을
주어 전체 구조물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자연광에 약간의 변화만 있어도 그에
반응하여 색상 효과와 무작위 반사를
일으킵니다”라고 크리스토프 블람은
말한다.
색상의 선택(그린, 엠파이어, 아이스와
투명 소프트라이트)은 건물이 주변
숲에 통합되는 과정을 완성시켜 준다.
“멀리서 보면 녹색이 지배적이어서
소나무 풍경에 녹아 듭니다. 가까이서
보면 색상이 건물에 떨리는 듯한 느낌을
주죠.” 크리스토프 블람의 설명이다.

COLOUR GRADIENT

크

리스토프
블람
(Christophe Blamm)
이 아르카숑만(Bay
of Arcachon) 귀장
메스트라스의 소나무 숲 속에 위치한
B&B 호텔 벽에 단파론®을 사용하겠다고
결정한 이유는 조경을 반사할 수 있는
단파론®의 기능 때문이었다.

Christophe BLAMM
Blamm Architectes – Bordeaux (France)
+33 (0)5 56 23 54 89

architectes@blamm-architecte.fr
www.blamm-architect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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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사 외부 단열을 위한 창의적 해결 방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외벽

Contractor
ATELIERS DAVID
Guérande (France)
+33 (0)2 40 24 90 34
guerande@ateliers-david.fr
www.ateliers-david.fr

생나제르(Saint-Nazaire, 프랑스)

투

Ventilated Rainscreen Danpalon® BRV 16 siding, 600 mm, clear, 5460 m²

과성, 부드러운 이동성,
프라이버시, 다양성.
생나제르의 오디세이아
(Odyssee) 프로젝트
시방서에 포함된 개념이었다. 55
개의 임대주택 동, Residetape 협회가
제공하는 115개의 임시 룸, 상점은
모두 하나의 도시 섬을 형성하고 주변
지역과 통합된다. 주택에는 뚜렷한
프라이버시 측면이 있지만, 이 건물은
동시에 도시에 열려 있고 행인들이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횡단 보도가
있다. “도시의 수평 경관에서 전망을
방해하는 외벽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 도시 섬의 바깥쪽으로는 정원이 있는
낮은 2층 건물들을 세웠습니다. 반면
부지의 중심부에는 5층까지 올라가는
블록을 건축하여 더 밀집된 방식으로
만들었죠”라고 건축가 장 마르구앙
(Jean-Marc Le Guen)은 설명한다.

HOUSING

HOUSING

+33 (0)2 40 22 19 66
contact@arlab.fr
www.arlab.fr

© Cyril Sancereau

ARLAB
Saint-Nazaire (France)
© Cyril Sancereau

위층의 그림자 간격(shadow gap)
을 줄이기 위해 단파론® 패널의 하단
부분은 용접되었다. 건축가 마르구앙은
“단면 형상(section profile) 없이
방수성을 보장하고 각 층의 그림자 간격
높이를 단 몇 센티미터로 제한하여 더욱
점잖은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

© Cyril Sancereau

건물은 입방체이고, 평범하며,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으며, 외부 단열을
위해서는 단파론® 클래딩을 사용하였고,
노란색 난간은 대조적으로 반짝이는
색상을 보여준다. “바다와 가까이
있어 전면의 소재는 물의 공단(satin)
효과를 연상시키는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경과, 날씨의 변화에
따라 변합니다. 험한 날씨에는 거의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죠.”라고 장 마르구앙은 말한다.

LIGHT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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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사 외부 단열을 위한 창의적 해결 방안

긍정적 에너지 빌딩을 위한 금속 클래딩
리옹(프랑스)

Contractor
Amalgame
Brindas (France)
+33 (0)4 37 22 13 13
contact@amalgame-alu.fr

© Paul Raftery Photography

Ventilated Rainscreen Danpalon® BRV 16, 1040 mm, silver, 1500 m²

Positive energy

높이를 덮는 외부 단열재인 글라스 울
(glass wool) 위에 사용되었죠. 빛나는
표면을 가진 회색과 크리스탈 색의
외피와 같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광
표면을 갖는 금속 클래딩에 비해 더
깊이 있는 느낌을 줍니다”라고 플로렌스
립스키는 설명한다. 건물 섬의 나무가
늘어선 내부를 바라보는 동쪽 벽은
가구의 배치가 통로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건물 내부에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고, Amplia의 거주자에게 녹색

공간을 볼 수 있는 야외 산책로를
제공한다. 반면, 다른 두 벽은 로지아가
벽에 셀을 구성한 벌집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로지아는 여름에는 개방형
테라스로, 겨울에는 추운 계절에
태양열을 저장할 수 있는 정원 역할을
한다. 이들은 단순성, 내구적인 설계,
안정성, 효율적인 외부 단열, 지붕의
태양광 패널로 긍정적 에너지 빌딩
(positive energy building)이란 명칭을
받은 이 건물을 상징하는 것들이다.

Positive energy

리

옹의
콩플루언스
(Confluence) 내에
위치한
Amplia
프로젝트는 두 구역의
연결 지점과 두 거리의 모퉁이에 있어
보호된 섬을 만든다. 건축가 플로렌스
립스키(Florence Lipsky)와 파스칼
롤렛(Pascal Rollet)이 설계한 이 일련의
주택들은 동쪽과 북쪽으로 매끄럽고
평평한 볼륨을 제공하는 건축물이다.
“실버 단파론 ® 클래딩이 건물 전체

Florence Lipsky & Pascal Rollet
Lipsky +Rollet Architectes, Paris (France)
+33 (0)1 48 87 16 33
agence@lipsky-rollet.com
www.lipsky-rollet.com

LIGHT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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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사 외부 단열을 위한 창의적 해결 방안

움직이는 잎새들, 세리그래피

Contractor
SOGEA CARONI
Marcq-en-Baroeul (France)
+33 (0)3 20 99 78 78
www.vinci-construction.fr

엘름(Hellemmes, 프랑스)

Agence Marie-Pascale Bouchez
Architectes - Lille (France)

Education

+33 (0)3 20 73 86 46
contact@mpbarchis.com

리

엘름(Hellemmes)
의 생텍쥐페리(SaintExupery)
학교
주변에서는 붉은 단풍이
건물 전면을 따라 바람에 날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지역은 매우
도시적이지만 근처에 나무가 있는
지역을 찾을 수 있으므로, 단파론 ®
벽에 스크린 인쇄된 잎은 그런 곳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한 이 건물을
재건축할 때 북부 총회(General
Council of the North)에서 선택한
HQE(High Environmental Quality)
접근법을 상징합니다.” 마리 파스칼

부셰(Marie-Pascale Bouchez)
에이전시의 프로젝트 관리자인 기욤
뒤푸(Guillaume Dufour)의 설명이다.
“창문의 규칙적인 리듬에 기반을
두지 않고 특정 구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외벽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건물의 경직성을 줄이는 나뭇잎 패턴을
원했습니다.”
학교 건물에는 세 가지 자재가
사용되었다. 모든 건물의 맨 아래
부분은 벽돌을 쌓아 견고성을 주고 도시
지역에 통합되도록 했다. 목재 트렐리스
(격자 구조물)는 이웃 거리에서

학교를 알아볼 수 있게 해준다. 전면의
단파론 ®은 다른 두 소재와 대조를
이루며 현대적이며 완성된 외관을
만들어준다. 학교 건물의 규모는 상당히
압도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단파론®의
반투명 효과는 흥미롭습니다. 단파론®
은 깊이를 제공하며, 세리그래피와
결합하여 가벼운 느낌을 줍니다. 새
학교는 이전 학교보다 더 크고 거리에
더 가까워졌지만 주변 환경과 융화되어
시각적으로 편해졌습니다”라고 기욤
뒤푸는 결론지었다.

LIGHT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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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id Hulot

Ventilated Rainscreen Danpalon® BRV 10, 600 mm, serigraphy clear, 1200 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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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사 외부 단열을 위한 창의적 해결 방안

Ventilated Rainscreen Danpalon® BRV 16, 1040 mm, yellow, green, purple, 1600 m²

© Jérome Beg

1

SCHOOL

빌

빌뇌브 라 가렌(Villeneuve-la-Garenne, 프랑스)
뇌브 라 가렌의 거대한
프로젝트는 센 강을
따라 25,000m²의 개발
면적과 86,000m²의
임대 공간을 자랑한다. 5층 건물과
3개의 주차 구역이 있는 이 거대
구조물은 레노베이션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에 있다. 주요 도로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삼각형 부지의 건축 단지는
강력한 건축물을 필요로 했다. “
삼각형 형태의 쇼핑몰 부지에는 두
개의 마주보는 쇼핑몰이 있는데 센
강 쪽으로는 창문을 형성하고 반대
쪽으로는 도시를 바라보지요”라고
DGLA 건축 에이전시의 두 대표 중
한명인 티에리 드 디네싱(Thierry De
Dinechin)은 말한다.
쇼핑몰 각각의 벽은 도시와의 특별한
관계를
표현한다.
젠느빌리에
(Gennevilliers) 쪽에는 도시를 가로
지르는 녹색 트랙으로 연속되는 조경
공원이 있다. 갈리에니가(Gallieni
Boulevard) 쪽으로는 다양하고

장난스러운 금속 상자 벽이 쇼핑몰의
상업성 및 도시성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센 강 쪽으로는 무지개
빛깔의 단파론® 벽이 연속적인 파도
모양으로 펼쳐져 있는데, 서로 겹치며
파동을 주는 형태로 조명이 된다. “
밤에는 조명 엔지니어 프랑크 프랑조
(Franck Franjou)가 연출한 선명한
조명이 물의 흐름처럼 펼쳐집니다”

Ventilated Rainscreen Danpalon® BRV 12,
600 mm, lilas clear, 8000 m²

라고 티에리 드 디네싱은 말한다.
초기에는 후방 조명으로 설계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명 시나리오가
바뀌어 실제로 설치된 것은 야외 LED
조명이었다. “쇼핑몰 이쪽으로는
차들이 다소 빨리 지나갑니다. 그 빛과
모양으로 인해 벽이 아주 잘 보입니다.”

© K.Khalfi

© Jérome Beg

960년대에 지어진 콘크리트
건물인 샬롱쉬르손의 장
빌라르(Jean Vilar) 학교는
레노베이션을 거치면서
이미지가
극적으로
바뀌었다.
레노베이션의 주된 이유는 단열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단열재가 열악해서
건물의 난방을 어렵게 만들었다. “
목재 프레임과 글라스 울(glass
wool) 단열재로 시공을 했습니다.
학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현장에서
공사를 할 수 있었고 학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교실에서의 작업은 제한적이어서 창을
바꾸고 마무리 작업을 하는 동안만
지속되었죠.” 프로젝트 설계자인
파트리크 부조(Patrick Bougeault)의
설명이다.
창문 위에 색상이 있는 단파론 ®
에이프런(apron)과 목재 트루모
(trumeau)를 겹쳐 놓음으로써 새로운
외벽은 원래의 수평적 구성의 논리를
최적으로 활용했고 더욱 강화했다. “이
두 가지 자재의 대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건축가 파트리크
부조의 말이다. “첫 번째는 매끄럽고
인공적이며 그것의 반사는 벽에 쉽게
사라지는 느낌을 줍니다. 두 번째는
거칠고 더 자연적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색으로 변합니다.” 색상의
배열은 벽에 생동감을 준다. 하단
부분의 녹색은 외부 공간에 심어진
아름다운 나무와 일치하며, 상단 부분의
노란색은 이 지역에서 학교가 눈에 띄게
만들어 주며, 보라색은 두 색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다.

센 강을 따라 펼쳐지는
파도 모양의 빛

Thierry de DINECHIN
DGLA, Montreuil-Sous-Bois (France)
Patrick Bougeault
Perche & Bougeault
Blanzy (France)
+33 (0)3 85 68 14 79
www.perche-bougeault-architectes.fr

+33 (0)1 48 18 95 00
contact@dgla.net
www.dgla.net

Roux Ingénierie Structures - Levallois-Perret (France)
+33 (0)1 47 57 10 60
contact@rouxingenierie.com
www.rouxingenierie.com

MALL

샬롱쉬르손 (Chalon-sur-Saone, 프랑스)

Contractor
Avenir Bois Structure
Bletterans (France)

© K.Khalfi

대조적 느낌과 색상의 활용

Contractor
SMAC
Sarcelles (France)
+33 (0)1 34 38 24 00
sarcelles@smac-sa.com
www.smac-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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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리듬이 적용된 색조
메르(Mer, 프랑스)

새

Contractor
Cibetanche Descartes
descartes (France)
+33 (0)2 47 92 97 37
www.cibetanche.fr
Ventilated Rainscreen Danpalon® BRV 16, 600 and 900 mm,
clear, gold, bronze, black, red, 355 m²

로운 소유주는 메르에
있는 Super U 매장을
확장하고
이미지를
현대화하기를 원했다.
IDE.A Architects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회색 금속 외벽을 무작위로
교차되는 따뜻한 색조로 바꾸는
대담하고 역동적인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기존의 벽에 반투명한 벽과
색상의 배열을 적용하는 매우 빛나는
증축을 상상했습니다”라고 IDE.A
Architects 에이전시의 디디에 피베티
(Didier Piveteau)는 설명한다.

Shopping CENTER

Shopping CENTER

증축된 부분의 실내 조명은 벽을
통과하는 조명이 적용되었다. 그 결과
고객과 직원에게는 피로가 덜하고 눈에
덜 거슬리는 쾌적한 조명이 제공되었고,
관리자는 에너지 소비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 있던 중심 벽의 경우
상단 2/3의 오래된 금속 클래딩이
제거되었으며, 클래딩 아래는 단열재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했다.
금속 클래딩과 단파론® 패널 사이의
커넥터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
미학적 마무리를 위해 접힌 판금 조인트
작업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라고
디디에 피베티는 강조한다.

© Hervé Abbadie

단파론® 패널은 따뜻한 색조로 세로
줄무늬를 형성한다. 빨간색, 청동색,
금색이 불투명한 검은색과 번갈아 있다.
“이것이 기존 매장 하부 금속 부분의
진회색과 아주 잘 조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라고 피베티는 말한다.

DIDIER PIVETEAU
IDE.A Architectes – Nantes (France)
+33 (0)2 40 48 50 13
idea2@wanadoo.fr
www.ideaarchitec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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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기표가 된 채색된 건물
몽트뢰유수부아(Montreuil-sous-Bois, 프랑스)

새

로운 도시 영화관 르
멜리에스(Le Melies)
는 볼륨과 반사의
상호
작용으로
몽트뢰유수부아의 시청 지구 재개발의
핵심이다.

Facade Danpalon® 10, 600 mm, clear, 2800 m²

말한다. “선과 볼륨은 매우 단순합니다.
불륨의 깊이 효과와 벽이 백라이트로
조명되는 야간 조명을 활용했어요.”
문화적 내용물을 보완함과 동시에 이
영화관은 또한 길 반대편에 위치한
새로운 몽트뢰유수부아 영화관과의
대조를 활용했다. “고도로 작업된
콘크리트
건축물로
표현력이
뛰어나지만 닫혀 있는 형태의 새로운
영화관에 대해 개방되고, 밝고, 활달한
건물로 대응하고 싶었어요. 영화관
전면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려주면서 주변 환경을 반사하고
있죠. 따라서 멜리에스는 도시 중심에서
중요한 도시 기표(signifier)가 되어
밤낮으로 활기찬 장소가 될 것입니다”
라고 디트마르 파이히팅거는 설명한다.

© David Boureau-DFA

쇼핑센터 2층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 영화관은 1층 상점들 위에 있는데 이
상점들은 전면이 유리로 되어 외부로
개방되어 있다. 또한 목재 패널로 된
복지센터가 옆에 있다. 6개의 영화관은
화려한 볼륨을 형성하는데 단파론 ®
케이싱을 통해 거리에서 보이는 복도로
분리되어 있다. 이것은 방들의 색과 방
안의 활동을 모두 보여준다.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디트마르 파이히팅거
(Dietmar Feichtinger)는 다음과 같이

Contractor
CIBETANCHE
Bussy-Saint-Martin (France)
+33 (0)1 60 21 20 90
agence05.idf@cibetanche.fr
www.cibetanche.fr

Dietmar Feichtinger
Agence Dietmar Feichtinger Architectes - Montreuil-sous-Bois (France)

LEISURE

LEI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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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actor
CIBETANCHE
Bussy-Saint-Martin (France)
+33 (0)1 60 21 20 90
agence05.idf@cibetanche.fr
www.cibetanche.fr

뷔시생조르주(Bussy-Saint-Georges, 프랑스)

첨단 항공기를 위한
빛나는 전시장

Contractor
MINEUR BECOURT
Valenciennes (France)
+33 (0)3 27 28 04 70
mbs@mineur-becourt.com
www.mineur-becourt.com

르부루제(Le Bourget, 프랑스)

Facade Danpalon® 10, 600 mm, clear, 500 m²

따라 이 산업용 건물을 부지 경관에
통합시키면서, 건물 주변의 ‘금속 상자’
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했죠.” 토마
나탈리(Thomas Natalis)의 설명이다.
“건물의 특성에 따라 부과된 틀을 따라
단순한 형태인 삼각형을 사용하였고, 그
삼각형을 여러 개로 늘려 다양한 형태로
조합했습니다.”
결과는 경사진 삼각형 모양의 단파론
벽을 교차하는 방향으로 배치함으로써
다양한 빛의 반사를 활용할 수 있는
®

다면 구조였다. “이 볼륨은 시간과
날씨에 따라 반응하고 변화합니다.
하늘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매우 활기찬
건물이며, 일출의 따뜻한 오렌지색부터
흐린 오후의 회색까지 포용합니다”라고
마누엘 루프 스코티(Manuel RuppScotee)는 말한다. 밤이면 랜턴이
되는 이 건물은 내부에서 분위기 있는
조명으로 밝혀지며 동시에 주변 조명을
반사한다.

Thomas Natalis & Manuel Rupp-Scotee Architectes
Natalis • Rupp Scotee Architectes - Paris (France)
+33 (0)1 48 78 32 02 - +33 (0)1 48 78 08 06
architectes@nr-a.fr
www.nr-a.fr

르

부르제에 있는 다쏘항공
(Dassault Aviation)의
새로운 격납고는 크기가
거대하고
디자인은
우아하다. 이 격납고의 현대적 느낌은
회사의 주력 항공기인 팔콘(Falcon)을
전시하기 위해 구상되었다. “이 건물은
항공기를 계류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전시하기 위해서도 설계되었습니다.”
건축가 장 자끄 드비이에르(JeanJacques Devilliers)의 설명이다.
가공된 금속 프레임 때문에 길이 87m,
너비 57m의 거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구조물 내부에 중간 기둥이 없다.
최상의 조건에서 팔콘을 전시하기 위해
조명은 가능한 밝아야 했고 동시에 열적
제약을 충족하면서 외부에 대해 적정한
프라이버시와 비밀스러움을 유지해야
했다. 건축가의 해결책은 금속과
단파론® 클래딩을 혼합하는 것이었다.
“금속 클래딩의 불투명한 표면과 단파론®
사이의 상호작용은 건물에 가벼운
느낌을 줍니다.” 장 자끄 드비이에르의
말이다. 흰색, 회색, 투명 계열로 구성된
의도적인 단순한 색상은 격납고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공항과 조화를

이루게 해준다. “공항의 역사와 관련된
전통적 측면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주죠. 또한 시간과 빛에
따른 외벽의 반응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라고 장 자끄 드비이에르는 덧붙인다.
특이한 것은, 단파론® 문이 거의 건물
전체 길이에 해당하는 87m로 열려
비행기의 전시와 이동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N atural lighting

N atural lighting

뷔

시생조르주에
있는
ERDF(French Electric
Distribution Network,
프랑스 배전망) 건물은
반대되는 요소를 활용한다. 건물은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콘크리트 기반으로 위쪽에는
거친 구조와 다양한 질감의 솟아오른
구조물이 있다. “시방서에는 보안성,
건전성, 손쉬운 유지보수, 자연광과
더불어 심미주의가 포함되었죠.
ERDF와 뷔시생조르주시의 요청에

© Dassault Aviation - X. Béjot

© Dassault Aviation - X. Béjot

Facade Danpalon® 16, 1040 mm, clear, 740 m²

Jean-Jacques Devilliers
Architecture Jean-Jacques Devilliers - Arcachon (France)
+33 (0)5 56 83 09 72
devilliers-architecture@orange.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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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되는 소재
마르크 앙 바렐(Marcq-en-Baroeul, 프랑스)

세

Contractor
LOISON
Armentières (France)
+33 (0)3 28 82 90 00
info@loison.eu
www.loison.eu

색색깔 의상의 카니발 작업장
생삐에르드상드(Saint-Pierre-de-Chandieu, 프랑스)

Contractor
Gecape Sud
Mornant (France)
+33 (0)4 78 96 49 80
gecape-sud@wanadoo.fr
www.gecape-sud.fr

Ventilated Rainscreen Danpalon® BRV 16, 1040 mm,
orange, green, ice, blue, gold, silver, red, yellow, purple, 847 m²

Danpatherm K7 wall, Ventilated Rainscreen Danpalon® BRV 16 and Danpalon 16,
1040 mm, ice Softlite, 1775 m²

듐(Sedum), 콘크리트,
금속, 폴리카보네이트.
눈에 띄게 대비되는
소재가
고전적인
건축물과 한 쌍을 이룬다. 마르크 앙
바렐에 있는 EABJM(Jeannine Manuel
Active Bilingual School)은 확장 공사를
통해 초등학교와 다양한 스포츠 룸을 한
지붕 아래로 가져왔다.

이러한 조합은 내부 중정(courtyard)
과 초등학교의 16개 교실을 연결하는
통로를 따라 계속 이어진다. 스포츠
룸은 이 긴 건물 끝에 있는데 천장이
가장 높다. 단파론®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전체 높이를 따라 시공되어
매끄러운 벽을 만들었다.

일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 HQE(High
Environmental Quality) 프로젝트인 이
건물의 중요한 특징이다.

N atural lighting

HP 처리는 자재의 긁힘 및 기타 손상을
방지한다. 실내는 밖에서 유입되는 빛
덕택에 낮에 인공 조명이 필요치 않아

Thierry Mazellier
Martine Girousse - José calvera
Drôles de Trames - Montreuil-sous-Bois (France)
+33 (0)1 42 87 48 07
droles-de-trames@wanadoo.fr
www.drolesdetrames.fr

년 내내 카니발 플로트
(carnival float, 역주:
카니발
퍼레이드
차량)를
다루는
생삐에르드상드의 카니발 작업장
(Carnival Workshop)은 여러 색상의
수직 라인으로 장식되어 있다. 그러나
원래 이 격납고와 인접 기술부서 건물
리모델링,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
신축 프로젝트는 전적으로 목재로
설계됐었다. “결과가 너무 무거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커뮤니티 센터만
목재로 남겨뒀고 다른 건물에는
단파론 ® 을 사용했어요. 격납고는
여러 색상을 섞어, 기술부서는 더
중립적인 색을 사용했죠. 조합된 색들
간 최상의 균형을 위해 컬러 샘플을

연구했습니다.” Art Cam의 건축가
세바스티앙 샤뿌(Sebastien Chaput)
의 말이다. 개비온(gabion)은 세
건물을 위한 통일적 기반을 형성하고
약간 돌출되어 플로트를 다룰 때 생기는
충돌에서 벽의 하부를 보호한다.
밤이 되면 기술부서 건물이 어두워지고
카니발 작업장은 엄선된 조명으로
두드러지게 된다. 상단 부분 난간에
고정된 LED 바는 단파론® 보드 전체
높이를 밝히고 개비온 바닥의 상단은
스쳐 지나가는 조명으로 강조된다.
세바스티앙 샤뿌는 “이것은 마치 상단
부분이 땅에서 들린 것 같은 공중부양의
느낌을 줍니다”라고 말한다.

SÉBASTIEN Chaput
ART CAM Architectures - Bron (France)
+33 (0)4 72 74 26 70
contact@art-cam.fr
www.art-cam-architectures.com

DECO
DÉCO

지붕 공사는 땅에서 솟아오른 거대한
잔디밭을 연상시키는데, 예전에 농사를
위해 사용되었던 이 땅에 대한 헌사이다.
내부의 특정 벽들과 지붕 아래에서는
콘크리트를 거친 상태로 남겨놓아
녹지대와 대조되는 광물 느낌을 주었다.
건물 전면에는 따뜻한 녹이 슨 색상의
불투명한 코르텐의 철제표면(Corten
steel)이 시원한 색조의 단파론 ®과
병치되어 있다. “이 소재는 반사될
때 거의 알루미늄 같이 변하죠. 빛을
통과하기도 하고요.” 띠어리 마젤리
(Thierry Mazellier)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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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의 빛

Contractor
SNA Sud-Ouest
Toulouse (France)
+33 (0)5 34 56 57 39
sna.sudouest@sna.fr
www.sna.fr

오슈(Auch, 프랑스)

Facade Double Danpalon 16, 600 mm, clear et clear Softlite, 150 m²

승마 센터를 위한
자연 기하학적 구조
페이징(Feyzin, 프랑스)

2

Canopy Danpalon® 16, 600 mm,
lime et clear , 1012 m²

Contractor
Rhône Alpes Acier
Chaponnay (France)
+33 (0)4 78 74 35 06
rhone-alpes-acier@wanadoo.fr
www.rhone-alpes-acier.com

6헥타르 규모의 자연 공간에
있는 19세기 군사 요새의
소유주인 페이징시는 이곳에
승마 센터를 만들어 일반에
개방하고자 했다. 승마 시설을 군사
요새 환경에 통합시키기 위해 건축가
장 삐에르 지버(Jean-Pierre Givord)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디자인을 했다.
그것은 자연과 기하학에서 형태를
빌려온 조각상 같은 모양이었다. “
기술적 제약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지
구조물과 빗물 배출 시스템만 있으면
됐죠.” 장 삐에르 지버의 설명이다.
따라서 두 가지 주요 아이디어가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기하학적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현장의 자연적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전

후 시대의 작은 지역
영화관이
C i n é 3 2
협회가 관리하는 오슈의
새로운 영화관 디자인에
직접적인 영감을 주었다. 거리에
면한 5개의 불투명한 벽은 구식의
페디먼트 (pediment)가 특징이며
각각 큰 숫자가 있고, 격자 모양의 역
V자 패턴이 있는 목재 클래딩으로
덮여 있다. 상영관과는 대조적으로
메자닌(mezzanine, 역주: 1층과 2
층사이의 라운지 공간)에 대형 로비와
협회 사무실이 있는 여섯 번째 볼륨은
빛과 투명성을 활용한다. “낮에는

실내에 자연 조명을 원했습니다. 특히
밤에는 영화관의 빛나는 간판이 된 이
부분이 관람객의 눈길을 끌고 이곳으로
안내하죠.” 건축가 니콜라 데롱(Nicola
Delon)의 말이다. 이 기능은 단파론®
스킨으로 제공되며 스킨은 내부 조명과
외부 프로젝터로 조명되고 스킨에는
아티스트 보네피트(Bonnefrite)가
만든 간판이 장식되어 있다. 밤에 쉽게
눈에 띄는 외벽은 화창한 날씨에는
현대적인 스테인드글라스로 변형되어
로비에 변화하는 빛을 투영한다.
단파론® 의 색상은 가능한 중립적인
색조로 선택되었다. “낮에는 시간과

날씨에 따라 반사가 변하고 어떤 소재가
사용되었는지 식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라고 건축가는 말한다. 로비의
목재 바닥과 단파론® 벽 상단 사이의
오프셋 정렬은 비가 올 때 영화를
기다리는 관람객이 대피할 수 있는
캐노피를 만들어준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밤에는 건물이 마치 떠 다니는
빛나는 상자처럼 보이죠.” 니콜라
데롱의 결론이다.

상단에는 경사진 녹색과 흰색의 단파론®
삼각형 패널이 역방향으로 놓여있다.
이것은 공급업체의 기술 지원을 통해
가능했다. 결과는 투명한 종이 접기
작품과 하얀 모래에 부드러운 빛을
반사하는 이웃 제방의 3D 컴퓨터
모델링을 닮았다. 윗면을 매끄럽게
만들고 추상적 요소를 유지하기 위해
단파론® 패널용 커넥터는 밑면에 있다.
각 삼각형 사이의 홈통은 빗물을 지붕
외부로 향하게 하고, 수직 홈통은
구조물의 기둥과 같은 방식으로
마무리되었다.
© Mairie de Feyzin

© Sebastien Normand

청동으로 코팅된 매우 정교한 강철
기둥과 목재는 각 코너의 중간 구조물을
지지한다. 이 중간 구조물은 거대한
IPE목재로 된 격자 모양으로 요새의
기하학적 정신을 반영한다.

leisure

+33 (0)1 53 19 09 36
collectif@encoreheureux.org
www.encoreheureux.org

leisure

Nicola Delon
Encore Heureux - Paris (France)
Jean-Pierre GIVORD
Atelier d’Architecture Jean Pierre Givord - Lyon (France)
+33 (0)4 78 76 0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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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글거리는 리셉션 홀

빛의 교회

방콕(태국)

볼셍 벨린(Vaulxen-Velin, 프랑스)

Contractor
TT Construction Co Ltd
Bangkok (Thailand)

빛

Danpalon® 10 and 16, 600 mm, orange and silver, 600 m²

Contractor
Franck Saine
Brindas (France)
+33 (0)4 78 87 96 42
franck.saine@wanadoo.fr
Facade Double Danpalon® 16 and 20, 600 mm, clear and ice Softlite, 850 m²

볼

CULTURE

Dominique Chavanne & Nicolas MOULIN
ADPI, Athis-Mons (France)
+33 (0)1 49 75 51 11
www.adp-i.com

셍 벨린에 위치한
새로운 성 토마스
(Saint-Thomas) 교회
건설을 계획하는 동안,
건축가들은 이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한
교구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시방서
자체는 매우 간결했습니다”라고 건축가
엠마뉴엘 앙드레아니(Emmanuelle
Andreani)는 말한다. “하지만 그들과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공유와
커뮤니티의 장소에 밝음과 빛을
통합해야 한다고 느꼈죠. 또한 교회가
보낼 수 있는 메시지를 위해 도시 재생
작업 중인 지역에 있는 교회의 위치를
활용했어요. 무엇보다도 이 프로젝트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이었다. 교회는 매주 일요일이면
노래로 가득 차고 매우 다양한
커뮤니티가 교회를 이용한다.

이 건물은 평범하고 소박하지만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빛, 합창단 쪽의 커다란
수직 스테인드글라스 창에서 내려오는
푸른빛의 상호작용, 입구 쪽의 인쇄된
커튼 월의 따듯한 톤에서 이 건물의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 보온성에
대한 제약 때문에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했고 그 결과 긴 벽면에 단파론®
이중 스킨을 채택하여 안정감을
주었다. “빛이 이중 스킨을 통과하면서
깊이를 더해 실내에 빛이 가득한 느낌을
만들죠.” 엠마뉴엘 앙드레아니의
설명이다. 바깥 쪽에서는 태양이
크리스탈 색상의 벽에 십자가 모양의
노란색 돌출 큐브를 반사한다. 노란색
큐브는 점자로 성 토마스 메시지의
첫 단어 “Allons(갑시다)”를 표현한
것이다. “희망, 신자, 에너지의 보편적인
메시지를 포함하고 싶었습니다.”
엠마뉴엘 앙드레아니의 결론이다

Emmanuelle Andreani
Etienne REGENT
[Siz’- ix] Architectes
Lyon (France)

CULTURE

© ADPI

“태국에서는 색상이 매우 밝아 지글거리는(sizzling) 분위기를
조성합니다”라고 프로젝트 공동 건축가인 도미니크 샤반
(Dominique Chavanne)은 설명한다. “오렌지색 단파론 ®
패널로 회색-파랑색으로 된 벽에 묘미를 주고 외국에 있는
이 프랑스의 상징과 일치하는 매우 현대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죠.” 일반적으로 단파론 ®이 건물 전면에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아트리움의 높이를 장식하는 캐노피와
위층으로 가는 통로 난간으로 사용되었다. “소재의 반사성,
진동성, 투명성을 다르게 사용하고자 했어요. 완벽하게
추상적인 느낌을 얻기 위해 고정장치를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게 했죠. 위에서 조명을 받는 캐노피는 오팔색 빛을 내고
리셉션 홀의 내부를 색칠하는 매끄러운 스크린이 됩니다.”
도미니크 샤반의 말이다.

© Frenchie Cristogatin

과 활력은 방콕의 완전히 새로워진
프랑스문화원(Alliance Francaise) 건물의
입구를 특징짓는 두 단어이다. 태국 수도의
빠르게 발전하는 지역에 지어진 이 건물은
외부에서 볼 때는 하나의 거대한 단일체 건물이다. 그러나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유리 천장으로 밝혀진 아트리움이
방문객들을 반기어 여러 부서, 강의실, 강당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33 (0)4 72 40 90 72
agence@siz-ix.com
www.siz-ix.com

LIGHT ARCHITECTURE n°1326

30

31

인테리어 웰빙

&

우유빛 느낌의 빛

Contractor
K2 Aluminium Systems Ltd
Merseyside (United Kingdom)
+44 (0)151 651 0600
sales@k2fast.co.uk
www.k2fast.co.uk

리버풀(Liverpool, 영국)

Contractor
Weatherwise
special projects
Chester (United Kingdom)
+44 (0)1244 529 100
www.weatherwise.co.uk

리버풀(Liverpool, 영국)

Facade Double Danpalon® 16, 1040 mm, ice, 1513 m²

스

포츠 센터인 Toxteth
Fire Fit Hub는 센터와
관련된
소방서와
센터가 위치한 주변
리버풀 지역을 따라 이름이 지어졌다.
젊은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 센터는
영국 정부 프로그램인 Myplace의 전체
틀을 기반으로 건축되었다. 스포츠
전용 시설로 올림픽 규모의 농구장,
무술 도장, 무용 및 체조 스튜디오, 야외
축구장을 갖추고 있다. 휴게실에서는
커피를 마시고 TV를 시청하며 탁구

또는 비디오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건축가 마크
라인(Mark Line)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스포츠 활동을 할 때, 특히 무용
및 무술을 할 때 웰빙 느낌을 줄 수
있는 자연적이고 풍부한 조명이었다.
이를 위해 벽의 상단 부분을 청색, 녹색,
아이스 색상이 번갈아 배치된 단파론®
으로 시공하여 공간을 부드러운 색조의
빛으로 채웠다. 휴게 공간에도 그러한
느낌을 조성하기 위해 같은 소재가
사용되었다.

Mark Line
Cass Associates - Liverpool (United Kingdom)
+44 (0)151 707 0110
mark.line@cassassociates.co.uk
www.cassassociates.co.uk

1

,100명의 학생들이 재학중인
ESLA(Enterprise South
Liverpool Academy)의
삼각형 건물을 위해, 건축가
마이클 캠던(Micheal Cambden)은 이
배움의 장소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서로 어울리는 소재를
선택했다. 벽돌 기반은 교육의 건전성과
내구성을 나타내며 그 위에는 건물을
둘러싸는 보호 껍질처럼 반사 알루미늄
스트립이 놓여 있다. 이 스트립은
북쪽 입구에서 남쪽으로 뻗어 있으며,
거기서는 위로 올라가 인상적인 간판을
만들고 바로 밑으로 내려와 학습 공간을
휘어 감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학교
바로 옆에 있는 체육관은 투명성을

활용했다. 학교와 알루미늄 스트립으로
연결된 이 직사각형 건물은 단파론 ®
이중 스킨 클래딩으로 덮여 있다.
“열 효율성 때문에 단파론® 이중 스킨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아이스 색상은
빛의 전달 능력 때문에 선택했는데
그것은 체육관 내부를 투명하게 하거나
백색 또는 빛나는 느낌으로 만들죠.
또한 균일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면
벽에도 선택했습니다. 단파론®의 마감
처리와 중립적 색상은 알루미늄과 잘
어울리며 검은 벽돌로 만들어진 단단한
기반과 대조됩니다.” 마이클 캠던의
설명이다.

Michael Cambden
BDP - Manchester (United Kingdom)
enquiries@bdp.com
www.bdp.com

Enterprise South Liverpool
Academy was awarded the
RIBA North West prize for
its architectural excel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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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 & education

SPORT & education

© David Millington

© David Millington

Facade Danpalon® 16, 1040 mm, blue, green, ice, 242 m²

빛의 큐브

Contractor
MCM - Méridionale de Constructions Métalliques
Nîmes (France)
+33 (0)4 66 64 00 02
sa.mcm@wanadoo.fr
www.mcm-charpentes-metalliques.fr

알레스(Ales, 프랑스)

Facade Danpatherm K7, opal and clear Softlite, 2100 m²

환상적인 반사
샹제(Change, 프랑스)

건

Facade Danpatherm K7, bleu Softlite, clear Softlite, 2200 m²

Contractor
Deschamps SA
Saint Denis de Gastines (France)
+33 (0)2 43 00 53 08
secretariat@deschamps-sa.com
www.deschamps-sa.com

축가 피에르 퀴에(Pierre
C uyeu)에게 맡겨진
샹제 시티 클럽의
볼링장
프로젝트는
몇 달에 걸쳐 진행되면서 3,000m²
규모의 스포츠 시설로 바뀌었다. “
스포츠 클럽의 요청이 생겨났고
프로젝트가 정교해지면서 초기 계획에
추가되었어요. 현재는 처음 계획되었던
볼링장뿐만 아니라 창고, 사무실,
유도 도장, 양궁장, 체육관, 헬스장이
포함되었어요. 어려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내용이 추가되는
프로젝트의 건축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피에르 퀴에의
설명이다.

자형 인접 건물이 완성되면서 사업은
완수되었다. 건물 하나는 고전적
디자인으로 층고가 7미터가 되며
핸드볼과 농구 경기장을 갖추고 있다.
다른 하나는 높이가 4미터로 더 낮으며
무술실이 있다. “스트립 조명 덕분에
낮에는 중립적이며 밤에는 활기를
띠는 두 개의 투명하고 밝은 상자를
설계했습니다. 스트립 조명은 벽에
붙여 놓은 선수들의 실루엣을 끌어내
줘요”라고 디디에 리샤는 설명한다.

Didier RICHARD
Agence Didier Richard – Montpellier (France)
+33 (0)4 67 45 38 97
contact@richard-archi.fr

낮에는 시간에 관계없이 벽을 통해
자연광이 공간에 들어오고 그에 따라
인공 조명 사용을 최소화한다. 또한
이러한 종류의 건물에 필요한 단열을
제공한다. 디디에 리샤는 “건물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위해서는 약 15
도면 충분합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난방을 틀지 않고 너무 더워지면 지붕의
자연 환기 시스템이 따뜻한 공기를
배출합니다”라고 설명한다.

다른 활동 시설은 건물의 두 번째
섹션에 함께 모여 있으며 볼륨 면에서는
첫 번째 섹션과 동일하지만 여기서는

단파텀 K7 클래딩이 투명하게 코팅된
표면과 번갈아 배치되어 있다.
다락방처럼 배치된 2층은 캐노피로
덮인 테라스로 둘러싸여 있다. 반투명
클래딩에 내장된 창문은 보드의
수직성을 활용한다.

THERMAL INSUL ATION

THERMAL INSUL ATION

알

레스에 있는 새로운
스포츠 단지는 학교와
스포츠 동호회를 위한
실용적인 장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장님은 스포츠
궁전이 아니라 건축비가 통제되는
도시를 위한 도구를 원했어요.” 프로젝트
건축가 디디에 리샤(Didier Richard)의
설명이다. 투명 소프트라이트 및 오팔
단파텀 K7으로 완전히 덮여 있으며,
고도의 보호 처리로 시공된 두 개의 L

입구 로비로 연결된 두 개의 별도 구역이
시설을 구성한다. 볼링장과 양궁장은
7m 높이의 평행 육면체에 통합되어
있으며 3개의 벽은 단파텀 K7으로 4
번째 벽은 밝게 코팅된 콘크리트로
시공되었다. “단파텀 K7의 파란색은
부드럽게 분산된 빛을 전달하고 이것은
볼링 게임과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절약된 전기료는
건물을 운영하는 전체 비용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죠”라고 피에르 퀴에는
말한다.

Pierre Cuyeu
Architecte - Laval (France)
+33 (0)2 43 26 11 33
cuyeu.architecte@orange.fr

LIGHT ARCHITECTURE n°1326

34

35

진한 빨강의
브리이즈 솔레일
파리(Paris, 프랑스)

TREND technique & co

Contractor
Vulcain
Grigny (France)
+33 (0)1 69 84 00 00
dircial@vulcain-metal.fr
www.vulcain-metal.fr
Facade Danpalon® clear et rouge,
Controlite®, grey and red sun-shade blades, 4600 m²
© David Boureau-DFA

좋은 인상을 남기다
지속성 있는 프린트
그림, 이미지, 패턴, 창의성은 디지털 형식으로도
표현될 수 있으며 건물 표면에서는 무한정
표현된다. 노화 촉진 테스트 인증을 받아, 인쇄 후
처리는 이제 실외 조건에서 색상 저항력을 10년간
보장할 수 있다.

혁신

Light control & aesthetics

빛을 필터링하는 3D 효과 패널

파

3D LITE는 패널에 직접 압출된 브리이즈 솔레일이
있는 새로운 폴리카보네이트 패널이다. 불투명
셀과 반투명 셀이 교대로 배치되어 빛의 분산을
개선하고 태양열 획득을 제어하며, 동시에 독특한
편안함과 깊이 효과를 제공한다.

리에는 땅이 많지
않고 비싸다. 이전에
쥘 라두메게(Jules
L a d o u m é g u e )
스타디움이 있었던 부지에 T3 전차
노선을 위한 새로운 정비 및 창고 센터
(SMR: Maintenance and Storage
Site)가 건설되었다. 쥘 라두메게가
더 이상 주변 지역에 스포츠 시설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경기장은 새 건물의 지붕에
재건축되었고 이제는 순환 도로를
향하고 있다. 축구장과 럭비장이 있고

이 두 시설과 교통 소음의 완충 역할을
하는 긴 테니스 코트 건물이 있다.
서쪽 벽은 강한 빛으로부터 보호하고
태양열을 관리하기 위해 통합된
브리이즈 솔레일(역주: 햇빛을 가리기
위한 차양)이 있는데 컨트롤라이트로
시공되었다
스포츠 경기장을 바라보는 동쪽의
단파론® 벽은 수평 목재 격자 필터로
덮여 있다. 프로젝트 설계자 디트마르
파이히팅거는 이를 “인공 잔디를
연상시키는 일종의 인공적인 풍경”으로

유명한 전문 지식
단팔은 단파론® VRS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통
기성 레인스크린 시스템에 대해 CSTB의 Avis
Technique(기술 자문 계약)를 받았다. 이 문서에
요약된 절차는 단파론® 제품군의 모든 프레임, 두
께, 색상, 마감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설계했다.
지붕이 덮인 테니스 코트는 인근 라
빌레트(La Villette) 공원에 위치한
새로운 파리 필 하모닉 콘서트 홀에
대한 헌사이며, 빨간색과 투명의
단파론 ® 패널이 번갈아 배치되어
피아노 건반을 연상시킨다. “빨간색은
내부를 특징짓는 색이기도 한데, 천장의
천과 같이 다양한 소재의 빨간색이
실내에서도 사용되었죠. 이 색상은
전체 건물에 퍼져 있는 주제입니다.”
디트마르 파이히팅거의 결론이다.

Dietmar Feichtinger
Agence Dietmar Feichtinger Architectes - Montreuil-sous-Bois (France)
+33 (0)1 43 71 15 22
paris@feichtingerarchitectes.com
www.feichtingerarchitectes.com

기술적 조언

태양열 제어
생물기후학적 개념의 추구
효율성 있는 단열재, 최적화된 통기, 자연 태양광
획득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은 오늘날 건
축 설계자가 다루어야 할 복잡한 방정식이다. 그
러기 위해서는 건물에 대한 개념적 접근 방식으
로의 진정한 복귀와 입주자의 기대에 구체적으로
부응하는 변수의 통합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맞는 솔루션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었으며
업계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독창성을 보여
주고 있다. 컨트롤라이트가 정답 중 하나이다. 이
것은 단일 개념으로 태양열 획득과 단열 제어를
결합한다. 이런 이중 스킨 시스템에 통합된 브리
이즈 솔레일 블레이드는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건
물 설계를 위해 태양열 획득의 자동 관리를 가능
하게 한다. 앞으로의 전망은 좋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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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teCHNIQUE
모든 구조물의 열과 태양 특성을 예측한다.
건물은 편안한 내부 환경을 유지하면
서 최대의 자연광을 필요로 한다. 단
팔은 언제 어디서나 최적의 에너지 자
원 수준을 활용하는 적절한 제품을 통
합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조명 창호
계획을 위한 적절한 도구를 제공한다.
단팔은 최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조명 및 태양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제
공한다. 단팔은 건축 혁신 전문가로서
30년의 전통을 반영하여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있어 독보적이
다.
조명 건축 및 에너지 사용의 최적의 계획
단팔 제품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에
내장되어 있다. 건축가는 각 프로젝트
의 초기 단계에서 클릭 한 번으로 태양
및 에너지 효율성을 살펴보고, 단팔 솔
루션의 분산 용량을 테스트하여 최적
의 에너지 효율, 빛의 편안함, 눈부심
에 대한 보호를 확보할 수 있다. 각 프
로젝트의 핵심에 이러한 혁신적인 제
품을 포함시킴으로써 건축가는 폴리카

보네이트 솔루션의 분산 용량을 테스
트하여 최적의 빛의 편안함과 눈부심
에 대한 보호를 확보할 수 있다. 컨트
롤라이트 제품은 더욱 발전했다. 이 독
특한 시스템은 폴리카보네이트 셀에서
블레이드의 위치를 조절함으로써 건물
에 일관성 있는 빛의 수준을 보장한다.
수행된 시뮬레이션은 패널에서 블레이
드 위치를 역동적으로 모델링하여 해
당 빛의 레벨이 유지되는 시간의 비율
을 나타낸다. 태양 시뮬레이션에는 단
파텀 K12 시스템 반투명 이중 스킨도
포함된다. 뛰어난 열 효율을 제공하며
태양열 과열을 피하면서 커다란 반투
명의 빛나는 벽을 건축할 수 있다.
에너지 및 조명 요구 사항을 위한 완벽한
시스템
단팔 시뮬레이션은 태양 및 에너지 효
율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리고 설
계의 유연성을 제공한다.

앞으로의 전망은?
열 시뮬레이터를 통해 사용자는 프로
젝트를 위해 단팔 제품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단팔의 연구개발 부서는 에
너지 절약형 프로젝트에 사용될 안전
하고 새로운 혁신적 제품을 제공한다.
단팔은 건축의 가치 사슬에 종사하는
건축가 및 전문가에게 열 규정 및 요구
사항에 맞는 정확하고 사용자 친화적
인 친환경 설계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스마트 조명과 열 시뮬레이터

& co

태양 시뮬레이션
소 프 트 웨 어 는
에너지
효율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
올리고, 디자인에
유동성을 줍니다.

TREND TECHNIQUE & CO

건축가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제품 사양 옵션과 구
조 영역을 게임을 하듯이 컨트롤 하
면서 에너지 및 조명 요구에 맞는 완
벽한 시스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
다. 시스템의 물리적 특성(빛 투과율,
태양 요소, 열관류율 등)을 고려하고,
일광 및 광 방출량(LUX – 단위 면적
당 광속 측정)을 매핑하여 소프트웨
어는 일광 및 에너지 소비 시뮬레이션
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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