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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파카멜레온 
반짝거리는 인공 천장, 조명을 받은 
클래딩, 아늑한 발코니, 지중해 
색상의 커튼 월.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인도양과 카리브해의 산 
봉우리, 사이클론, 허리케인, 그리고 
아일랜드 바다의 폭풍을 견뎌 낼 수 
있을까요? 

자연광을 부드럽게 해주고 인공조명을 
확대하는 마법의 소재는 무엇일까요? 

독특한 특성을 지닌 단파론은 거의 
무한한 범위의 응용 가능성으로 
창의적인 디자이너를 지원하며, 
프로젝트 관리자의 상상력에 따라 그 
활용도는 더욱 확장될 수 있습니다. 

Light Architecture 이번 호는 
풍부하고 다양한 혁신, 새로운 기능 및 
기술적인 해결 과제들을 다룹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신 
제작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Enjoy the read,
The Editorial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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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정으로 
독특한 건물을 디자인하는 것을 좋아한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표현을 추구하며. 그들이 

사용하는 제품과 소재를 한계에 이를 때까지 밀어붙인다. 
이를 통해 건축은 진전을 보이며 발전한다. 그러나 건축가와 
시공사에게는 외부 요소(건물 배치, 기후 조건, 클라이언트 
결정 등)의 제약을 받아 프로젝트를 재평가해야 하는 일 또한 
자주 발생한다. 두 경우 모두 새로운 요구 사항과 새로운 제약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독창적 기술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 
건축가가 설계 계획을 실현하고 기술적인 해결 과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맞춤형 솔루션은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한다. 

LAND, SEA 
AND SKY
Welsh National Sailing Academy  Pwllheli (Wales),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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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움 속에 자리잡은 브랜드
T-스테이션 플래티넘 / 광교(한국)

“웨일스 국립 세일링 
아카데미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Ellis Williams 
Architects가 디자인한 

이 건물은 형태가 
기능을 따르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단파론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건축가 마크 프란 (Mark Fran)
은 한국타이어가 고객을 
만나고 혁신적인 타이어를 
선보일 수 있는 활기찬 공간을 

새롭게 만들면서 ‘조화(Harmony)’를 핵심 
설계 개념으로 선택했다. 제조업체와 고객, 
운전자와 타이어, 건물과 지역 환경 간의 
조화를 뜻하는 것이다.     
 
광교 T-스테이션은 접근하는 모든 
도로에서 명확하고 탁 트인 시야를 확보한 
열린 공간에 있다. 그래서 건축가들은 
한국타이어 브랜드와 주변 도시 경관에 잘 
어울리는 대담한 라이트 박스를 디자인할 
수 있었다.

    대형 단파론 외벽은 두 개의 고도로 
보완적인 색상으로 시공되었다. 오렌지색은 
한국타이어 글로벌 브랜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주요 색상이고, 밝은 은회색은 
전 세계에 있는 자사의 소중한 고객과 
운전자를 대표하는 색상이다. 낮에는 
잔잔한 빛을 반사하고 밤에는 백라이트 

조명을 받는 반투명 폴리카보네이트 
외벽은 외부 조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모든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이 단순하고 
미니멀한 건물은 두 가지 색상을 조화시킨 
대담한 디자인을 통해 강력하고 긍정적이며 
매력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한국 타이어의 ‘드라이빙 이모션’ 슬로건에는 
기술과 혁신이라는 거대한 정신이 담겨 
있으며, 단파론 외벽은 그 정신을 훌륭하게 
구현해 냈다. 

The PROJECT
OWNER 
HANKOOK

ARCHITECT  
MArK FrAN 
 Seoul (Korea) 
 +82 2 6959 3726 
 +82 10 4614 9757 
 hooney@markfran.co.kr 
 mf@markfran.co.kr 

한국타이어는 세계 유수의 
타이어 회사 중 하나로 
고객에게 지속 가능한 

솔루션과 궁극적인 드라이빙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드라이빙 
이모션’이라는 슬로건은 

회사의 지향점을 담고 있고, 
운전자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신을 보여준다. 광교에 
위치한 T-스테이션 플래티넘 

영업센터의 단파론 기반 
디자인은 브랜드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ACTU tech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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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해와 에르크강 
하구 사이의 북웨일즈 
반도에 위치한 이 
놀라운 웨일즈 국립 

세일링 아카데미 건물은 세일링의 
국제적 중심지이며 지역 사회를 위한 
다목적 행사 공간이다.

리버풀의 Ellis Williams Architects
는 세일링 아카데미와 귀니드
(Gwynydd)  주 위원회와 
작업하면서 ‘형태가 기능을 따른다’
라는 고전적인 원칙에 기초하여 

이 건물의 독특한 디자인을 구상해 냈다. 
대형 원형 메인 홀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나선형의 건물 디자인은 이 지역의 
강한 바다 바람을 막아 주고 장비를 
완전히 갖춘 보트들을 쉽게 견인하도록 
돕는다. 만(灣)에서 개최되는 세일링 
경기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곡선형 공용 
테라스는 북서쪽에 자리잡고 있어서 
비바람으로부터 더 보호를 잘 받는다. 
테라스에는 만과 스노도니아 국립공원
(Snowdonia National Park)의 기막힌 
전경을 볼 수 있는 글레이징 처리된 카페가 
있다. 반대편에는 바와 테라스가 선착장과 

강어귀를 향해 있다.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디자인 기준은 세일링 보트의 
준비와 경기 심사위원의 면밀한 조사를 
돕기 위해 원형 홀에 들어오는 자연광의 
양을 최대화하는 것이었다. 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엘리스 윌리엄스(Ellis 
Williams)는 곡선형 홀 외벽과 원형 홀 지붕 
모두에 단파론 반투명 폴리카보네이트 
패널 클래딩 시스템을 선택했다. 
 
 
 
 

육지와 바다와 하늘
웨일스 국립 세일링 아카데미 
(Welsh National Sailing Academy)
프블헬리(Pwllheli, 웨일즈, 영국)

마마 앤스테이 (Mark Anstey), Ellis 

Williams Architects

낮과 밤

단파론 패널에 적용된 소프트라이트 
코팅은 낮에는 눈부심을 최소화하고 
밤에는 컬러 LED 조명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했다.

프로젝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천연석 개비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해초 제방(sea grass banking)과 
마감 처리된 연목 건축 자재, 투명한
(무색) 단파론 패널을 선택하였고 
단파론은 소프트라이트 코팅으로 사전 
처리하여 눈부심을 최소화하고 미묘한 

무광택 마감 처리 효과를 살렸다.  
또한 반투명 패널은 에너지 효율성이 
있는 컬러 LED 조명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다양하고 매력적인 야간 조명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뛰어난 
단열 특성으로 인해 중앙 홀은 난방을 
하지 않은 이벤트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 독특하고 놀라운 미적 
외관으로 웨일즈 국립 세일링 
아카데미는 RIBA Regional, 
LABC, ICE and CEW 상을 
포함한 일련의 국가 건축상을 
수상했다. 

The PROJECT
OWNER 
PwllHeli welSH  
NAtiONAl SAiliNg ACAdeMy

ARCHITECT  
MArK ANStey,  
elliS williAMS ArCHiteCtS 
 liverpool , UK 
 +44 (0)15 1708 1802 
 info@ewa.co.uk 
 www.ewa.co.uk

INSTALLER 
leSter FABriCAtiONS & ClAddiNg 
 Buckley, UK   
 +44 (0)12 4454 6486 
 info@lestercladding.co.uk 
 www.lestercladding.co.uk

자연광의 극대화
단파론의 우수한 빛 전달 특성 
덕분에 밝고 매력적인 세일링 
경기 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되었으며, 인공 조명의 
필요성을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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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된 외벽과 지붕 
디자인에 투명 단파론 

패널을 사용하여 날씨와 
상관없이 홀에 들어오는 
자연광의 양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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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단파라이트
솔루션을 선택하기 전에 건축가와 
프로젝트 관리자는 다른 가능성도 
연구했었다. EFTE 소재의 커버? 이런 
기후 조건에서는 너무 복잡하고 깨지기 
쉬웠다. 유리 솔루션? 지붕을 둥글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강하고 굽어진 
유리가 필요했고 따라서 비쌌다. “전제 
조건은 제품이 강하고 단순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고도에서는 바람이 너무 
강해서 돌을 날려 스키 리프트의 벽을 
강타할 수도 있죠,”라고 에르베 비에유는 
말한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 외에도 설치가 쉽고 손으로 운반될 
수 있어야 했다. 이러한 요구 사항들은 
에버라이트 컨셉(Everlite Concept)
에 있는 디자인 부서의 독창성에 의해 
해결되었다. “단파라이트에 기록된 설치 및 
구성 사양에는 실제로 제품이 견딜 수 있는 
부하 및 바람의 조건이 담겨 있지 않았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버라이트 컨셉의 
디자인 부서는 엘랑쿠르(Elancourt)의 
Laboratoire Ginger CEBTP 시설에서 
관련 테스트를 실시하여 기후 조건에 대한 
제품의 효과적인 저항력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에르베 비에유는 덧붙였다. 이것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전 조치였다. 
건설 단계에서 에버라이트 컨셉의 디자인 
부서는 설치를 더욱 단순화하기 위해 

클래딩 시스템을 발전시켰다. “예를 들어, 
우리는 더 두껍고 더 강한 맞춤형 알루미늄 
커넥터를 제작했죠,”라고 에르베 비에유는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설치
알베르빌(Albertville)의 Joly & Philippe
는 고도가 높은 건설 현장에서 주로 일해 
왔지만 3개의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 극한의 조건에서 작업해야 했다. 
특히 바람에 노출되는 커다란 표면을 
가진 지붕을 세울 때에는 더욱 힘들었다. 
작업이 시작된 9월에는 이미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어려움은 단파라이트 
패널을 운송하는 작업이었다. “패널이 
길기 때문에 패널이 손상되지 않고 평평한 
채로 현장에 가져오기 위해 트럭 뒤편에 
나무 차대(undercarriage)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필립 몰리에(Philippe Molliet)
의 말이다. 현장의 격렬한 바람 때문에 
패널을 보관하는 작업에도 특별한 조정이 
필요했다.  “패널은 가벼웠고 일부는 밤에 
날아갔어요.

따라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과 운송 일정을 수정했습니다,”
라고 MD는 말한다. 구조물의 설치는 
간단했는데, 그것은 단파라이트 패널(
외벽의 전체 높이와 지붕 포함)의 설치가 

쉽기 때문이다. “가장 큰 어려움은 
엔지니어링 설계였는데, 이것은 시공과 
자재의 주문이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필립 몰리에의 설명이다. 
시공이 끝날 즈음에는 기온이 -15°C에 
이르렀고, 적설량은 80cm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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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조건에서의 작업
스키 리프트 / 발토랑스(Val Thorens,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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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 같은 바람, 영하의 
온도, 폭설. 스키 

리프트 현장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극한의 

기후 조건이다. 
발토랑스의 스키장 

운영 회사인 SETAM
은 3개의 스키 
리프트 현장을 

리노베이션 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 가을. 스키 리프트를 기다리는 
스키어들의 편의를 위해 스키 리조트는 3
개의 리프트(2800-3000 미터의 높이에 
위치)를 보호용 덮개로 덮는 대규모 
건축 작업을 시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외관을 개선하고 스키 리프트의 사용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눈이 
내릴 때마다 넓고 개방된 승강장으로 눈이 
유입되어 탑승 지점 아래에 있는 우물 같은 
구덩이에 쌓였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눈을 치우기 위해 스키 리프트 작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리조트도 
손실을 입었습니다.” 엔지니어링 컨설팅사 

HV Conseil의 에르베 비에유(HervE 
Vieille)의 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조트는 건축가에게 솔루션 제안을 
의뢰했다. “일반적으로 스키 리프트 
덮개는 저렴하고 불투명한 기본 재료로 
만들어지죠. 그러나 건축가는 스키어들이 
외부의 풍경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하면서 
빛이 들어오게 하고 싶어했습니다,”라고 
에르베 비에유는 덧붙였다. 이 아이디어에 
확신을 갖고 프로젝트 관리자는 대담한 
계획을 받아들였다. 현재까지 리조트에 
사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투명 소재, 즉 
단파라이트를 설치하는 계획이었다.

The PROJECT
OWNER  
SetAM

ARCHITECT  
yveS de PrévAl 
 Agence Séguineau de Préval Architecte 
 grenoble, Fr   +33 04 76 00 18 53

PROJECT MANAGER  
Hervé vieille  
 Hv Conseil  vimines, Fr 
 +33 04 79 62 17 57  
 herve.vieille@wanadoo.fr

BUILDING CONTRACTOR  
PHiliPPe MOlliet  

 Joly et Philippe  gilly-sur-isère,Fr 
 +33 04 79 10 05 10  
 joly-et-philippe@joly-et-philippe.com 
 www.joly-et-philippe.com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을 
때 그 결과물이 매우 

만족스러웠어요. 빛과 
투명성 모두 달성됐습니다. 

아직 겨울이 한 번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소재의 기능 저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장 프랑수아 삐아르 
(Jean Francois Piard), SET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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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을 위한 랜턴
City of Arts / 레위니옹 섬 
(Reunion Island, 프랑스 해외령), 
생 드니(Saint-Denis)

우리는 건물 이름을 ‘랜턴’
으로 정했죠.” Ate l ier 
Architects의 건축가이자 
City of arts 팀이 르 파날

(Le Fanal, 등대)로 부른 현장의 프로젝트 
리더 엘리자베스 파콧(Elisabeth Pacot)
의 설명이다. 인기 있는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오래된 산업 지구에 지어진 
이 건물은 밤에 외벽에 통합된 형광 
램프의 조명을 받아 돋보이게 된다. 이 
거대한 건물의 중심은 평행 육면체 형태의 
콘크리트로 건축된 본관인데, 그 외벽은 
눈부심을 방지하는 요소가 공압출로 
처리된 소프트라이트의 단파론으로 
전면이 완전히 덮여 있다.

“독특하고 독창적인 미적 감각이 
돋보이는 건물을 만들기 위해 이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이 디자인 덕분에 콘크리트 
건물의 엄격하고 각진 느낌을 깨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시각적 인상을 주는 
외벽을 만들었어요. 낮에는 투명 단파론이 

크리스털 같은 표면 효과를 만들어내고, 
반면 밤에는 유백광을 발산하여 빛을 
완벽하게 분산시켜서 금속 지지 구조물이 
거의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건축가의 
결론이다.

레위니옹 섬을 위한 사양
단파론 시스템은 클래딩, 루핑, 외벽, 
스카이라이팅과 같은 용도로 이 지역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설치 사양을 가지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설치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한 제약 조건이 있는데, 
바로 매우 강한 햇빛(자외선), 사이클론 
바람(5지역), 열대성 비, 그리고 해양성 
대기이다. 

City of Arts는 거대한 문화와 예술의 
단지이며, 일주일 내내 대중에게 
공개된다. 건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13m 이상의 높이로 
솟아오른 콘크리트 큐브로 투명한 
단파론 스킨으로 완전히 덮여 
있다. 자연스럽게 유백광을 
발산하는 외벽은 밤낮없이 
언제나 활기를 띠고 있다. 

2,200m2에 달하는 외벽 

외벽(금속 프레임과 단파론 패널)을 세우는 작업은 B&M Structure에게 맡겨졌고, 이 
회사는 단파론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 하청 업체를 활용했다. 총 2,200m2에 달하는 
벽체였다. 콘크리트 건물이 평행 육면체 모양이었기 때문에 일체형 패널을 고정시키는 
작업을 할 때 금속 프레임을 약간 기울어야 했다(두 면이 20도로 기울어짐).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파론은 설치가 쉬워서 제 시간에 작업을 끝낼 수 있었죠. 이 
소재의 가장 큰 장점은 기본적으로 최대 12미터까지 길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특성 덕분에 현장에서 고정 작업을 하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라고 하청 
업체의 빈센트 펠시니(Vincent Pelcener)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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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보적인 색상 조합, 놀라운 단순성, 모든 
새로운 스타일에 어울리는 질감 및 마감 처리. 
이것들이 가능한 단파론은 최첨단 건물 설계를 
선도하는 촉매제이다. 현대 미술과 패션, 
그리고 건축의 세계가 한데 어우러져 미래의 
트렌드가 될 아이디어가 창조되는 지점이다. 

“조명은 단파론 외벽이 
아닌 콘크리트 건물을 

향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외벽이 반사경으로 작용하여 

은은한 야간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OWNER  
CiNOr 

ARCHITECTS  
eliSABetH PACOt / FrédériC griFFe 

 l’atelier.architectes 
 Saint-denis, isla de la reunión, Fr 
 +262 (0)2 62 23 70 01 
 secretariat@latelier-archi.fr

PARTNERS 
 diseño de iluminación: 8’18’’ 
 Bet tCe: (engineering Consulatants) SOCeteM 
 Scenography: CAv  Acoustic engineers: AvA 
 Be traffic management: ArteliA 
 landscaping: FOlleA-gAUtier 
 economist: CieA  Be QUe: iMAgeeN

INSTALLER  
viNCeNt PelCeNer  

 B&M Structure   Saint-denis, reunion island, Fr 
 +262 (0)2 62 56 44 27   b.bmstructure@wanadoo.fr

PROJECT COST  
23 millon euros incl tax

ART
&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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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최고의 명품 패션 소매업체 중 하나로 인정받는 하비 
니콜스는 버밍엄 매장의 인테리어를 완전히 개조했다.  
단파론은 최고의 패션 쇼핑 경험을 재정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The 
PROJECT

OWNER 
HArvey NiCHOlS

ARCHITECT  
ewAld dAMeN 

 imagination  london (uk) 
 +44 (0)20 7323 3300  

 www.imagination.com

INSTALLER 
POrtview Fit-OUt liMited 

 Belfast, uk  +44(0)28 9064 4765 

럭럭셔리 패션 소매업체인 
하비 니콜스는 자사의 
독특한 브랜드에 새로운 
수준의 즐거움과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인테리어를 개조하였는데, 
소비자 경험 기술의 선도적 혁신가인 
런던의 에이전시 Imagination에게 이 
작업을 맡겼다.

창의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Imagination은 다양한 소재의 혼합, 거칠고 
매끄러운 표면의 대비, 기발하고 다양한 

가구 및 비품으로 구성된 독특하고 거의 
파괴적이라 할 만한 새로운 디자인 컨셉을 
만들어냈다. 매장의 천장과 벽을 위해서는 
단파론 폴리카보네이트 패널 시스템이 
채택되었다.

다양한 색상 마감과 두께로 디자이너는 
적절한 수준의 반사, 반투명성, 그리고 
조명을 이용한 시각 효과를 만들 수 
있었다. 중요한 점은, 단파론 패널을 최대 
12m의 맞춤형 길이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그로 인해 매끄럽고 

균일한 시공을 할 수 있어서 매장의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느낌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었다. 단파론 패널은 매장의 
획기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에 미묘하고 
새로운 형태의 밝고 투명한 이미지를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넓은 매장 공간의 
높이를 강조하는 데 성공했다.

매장의 개조는 호평을 받았으며, 이 럭셔리 
브랜드 자체의 발전과 소매산업 전체를 
위한 게임 체인저로 여겨지고 있다. 

럭셔리 쇼핑의 재정의
하비 니콜스(Harvey Nichols) / 버밍엄(Birmingham,영국)

LIGHT ARCHITECTURE  n°1830  DECEMBER 2018
13

©
 E

d 
Re

ev
e 

Ed
it 

Ph
ot

o

©
 E

d 
Re

ev
e 

Ed
it 

Ph
ot

o

ART
& FASHION



LIGHT ARCHITECTURE  n°1830  DECEMBER 2018
1514

싸이의 세계적인 히트작 ‘강남 
스타일’로 대표되는 번화한 
쇼핑 거리에서, 새로운 
상점은 콘크리트로 덮인 

고층빌딩 밀집지역에서 수많은 글로벌 
패션업체들과 경쟁하게 된다. 수많은 
건물 속에서 돋보이려면 디자인에 대한 
급진적 접근이 필요하며, 그 이름(‘새로운 
표현을 창조하려는 야망’의 약어)에 걸맞게 
아크네는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주목 받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건축했다.
저명한 런던 건축가 소피 힉스(Sophie 
Hicks)가 설계한 독립형 ‘플로팅 라이트 
박스’ 매장 디자인은 놀랍도록 특이하지만 
의도적인 미니멀리즘을 지향함으로써, 
아크네의 대담하고 다양한 색상의 여성 
및 남성 의류를 위한 완벽한 매장환경을 
조성했다.

이 230m2 크기의 2층 건물 지붕에는 
아연도금된 파이프, 배관, 기계류가 
혼합되어 있는 공조(HVAC) 장비가 아주 
잘 보이게 설치되어 있다. 반면 매장 내부는 

내부 벽, 구조 기둥, 천장 기둥, 그리고 
나선형 계단이 목재 주형 질감의 콘크리트
(timber mould-textured concrete)로 
만들어져 있다. 
외벽과 내부 벽면 모두에 시공된 매끄러운 
반투명 단파론 폴리카보네이트 패널은 
라이트 박스 디자인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 난방 및 환기 
장비의 삭막한 산업적인 분위기와 실내의 
거칠고 무거운 콘크리트 구조물과도 
완벽한 대비를 보여 준다.

낮에는 22mm 두께의 투명 단파론 패널이 
소매 공간에 순수한 자연광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준다. 사실상 매장에는 
단일 조명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순수한 
백색 천장 그리드에 의해 분산된 작은 형광 
조명이 유일한 인공 조명이다. 

상점 내부는 고요하고 밝고 통풍이 잘된다. 
낮에 외부에서 봤을 때 단파론 외벽은 
자연광과 도시의 스모그와 결합하여 
유혹적이면서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 

밤에는 건축가가 구상한 놀라운 플로팅 
라이트 박스 효과가 돋보이는데,  실내의 
인공 조명이 아름답게 백라이트되어 외부의 
매장 조명이 전혀 필요 없게 된다. 아크네 
스튜디오 매장은 낮이나 밤이나 시선을 
사로잡는다. 

극도로 세련된 청담동 소매상권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스위스 브랜드 아크네 스튜디오는 
최신 플래그십 스토어를 통해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성공을 거두었다. 내부와 외부가 클리어 반투명 단파론 
폴리카보네이트 패널로 클래딩되어 있는 이 새 건물은 상상력 
있는 ‘플로팅 라이트 박스(떠 있는 조명 박스)’ 디자인으로 
패션 소매업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렸다.

The 
PROJECT

OWNER 
ACNe StUdiOS (Sweden)

ARCHITECT  
SOPHie HiCKS ArCHiteCt 

   london (UK)  

INSTALLER 
ArCHiPOly COrPOrAtiON (Korea)

수많은 건물 속에서 돋보이기 
아크네 스튜디오(Acne Studio) 청담동 / 서울(한국)

1414

“단파론은 외벽을 위한 훌륭한 
소재일 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변하는 한국의 날씨(더운 
여름, 추운 겨울)를 고려할 때 

단열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건축가 소피 힉스(Sophie Hicks)

ART
&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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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파론은 자연광을 극대화하고 눈부심을 최소화하며 
내부 온도를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일년 
내내 스포츠 시설 디자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스포츠맨이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단파론도 기계적인 성능, 다양한 색상, 질감 및 조명 
효과의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SPORT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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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자재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디자인, 그리고 최신의 축구 중계 
시설을 갖춘 그런 축구 경기장을 짓는 것은 건축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도전이다. 

최고를 조합한 기념비적 작품
BBVA 반꼬메르 몬테레이 경기장(Bancomer  
Monterrey Stadium) 멕시코시티 (멕시코)

이러한 기념비적 건물의 
건축에 경험이 많은 VFO 
Arquitectos 사무소의 후안 
안드레 베르가라(Juan 

Andrés Vergara)와 루이스 페르난데츠 
데 오르테가(Luis Fernández de Ortega)
에게 BBVA 반꼬메르 몬테레이 경기장은 
스포츠 분야의 건축에서 이룩한 가장 
최근의 성과이다.

다국적 회사인 Populous(구 HOK Sports) 
및 기타 회사, 그리고 국내 및 국제 
기관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 라야도스
(Rayados) 팀을 위한 새로운 경기장을 
짓고, “레지오몬타나(regiomontana)” 
도시로 알려진 몬테레이의 랜드마크가 될 
건물을 건설한다는 계획 하에 이 프로젝트 
디자인이 2007년에 시작됐다. 경기장 
현장은 멕시코 북부의 가장 중요한 상징인 

세로데라시야(Cerro de la Silla) 산의 
경사로 바로 옆에 있다.
“경기장 지붕을 남쪽으로 기울게 하고, 산 
쪽으로 큰 창문이 열리도록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능적인 측면과 
미학적인 측면을 결합시켜 현장에서 
구현해 낼 수 있었죠. 축구 경기를 보러 온 
사람들은 ‘여기가 몬테레이야. 이 경기장은 
우리들의 것이고, 여기에 우리 팀이 
있고, 우리가 이길 거야,’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CEO 후안 안드레 베르가라의 
말이다. VFO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보다 발전되고 복잡한 건축 양식을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는 건설 측면에서 
중요한 도전을 의미한다. 
“이 건물이 멕시코 디자인의 품격을 
높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랬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을 견디어 낼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경기장 
소유주의 출신을 고려하여 금속 냄비와 
프라이팬을 생각했죠. 금속 자재는 곡선 
모양을 만들면서 태양과 초목과 언덕의 
색을 반사하는 밝은 형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스는 덧붙인다.

The 
PROJECT

OWNER 
MetCON del NOrte  

ARCHITECT  
vFO JUAN ANdréS vergArA y 

 lUiS FerNáNdez OrtegA 

INSTALLER 
dANPAl Mexico 

금속 구조물이 경기장을 둘러싸면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어 자연스럽게 관람객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이 금속 구조물은 최대 
50미터에 달하는 돌출부가 있는 스탠드 
위로 이어진다. 이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축정보모델링)을 사용했다. BIM은 
구조물을 설계하고 건축에 필요한 자재, 
위치 및 그 양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모델링 
기술이다. 
돌출부의 마지막 12미터는 단파론 
시스템이라는 특수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덮여 있는데, 여기는 빛이 들어오는 부분과 
그림자가 드리워진 부분 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전환이 매끄럽기 
때문에 관중들의 시각에 부담을 주지 않고 
TV 중계팀도 혜택을 보는 매우 중요한 
효과를 냅니다.” 
안드레 베르가라의 견해에 따르면 이 자재는 
“이 기능을 적용할 때 필요한 훌륭한 내성과 
반투명도를 제공합니다. 설치 과정이 매우 
쉽고 환경보호에도 기여합니다.” 멕시코에서 
25년 이상 제품 품질과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폴리카보네이트이므로 
경기장과 같은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고 

수십 년 동안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시설에 
가장 적합한 선택이다. 
“2억 달러가 넘는 투자금이 투입된 
프로젝트를 위한 자재를 선택할 때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죠. 우리는 
실험하기를 좋아하지만 안전하게 하기를 
원해요. 이길 수 있을 때 내기하기를 
좋아하죠.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을 때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일의 한계는 언제나 
상상력이에요. 하지만 상상력에는 성취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지식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지식을 적용합니다,” 
베르가라의 주장이다. 
루이스 페르난데츠 데 오르테가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비용에 현혹되지 않고 
특정한 건물에서 기대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재를 찾습니다. 이미 입증된 실적을 
더 믿기 때문에 예상하는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제품을 신뢰합니다. 
팀원들이 일하고 있을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은 ‘개인의 이름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름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앞에 
내걸었을 땐 우리의 명성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재와 시스템을 선택할 

때 매우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재와 시스템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합니다.” 
8년간의 작업 끝에 경기장은 몇 주 전에 
개장했다. 그간의 노력의 결과물인 
이 건축물은 “멕시코를 위해 수많은 
스포츠 역사를 만들어 낼 것이며, 국민의 
존엄성을 높여줄 더 높은 수준의 디자인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안드레 
베르가라는 말한다. 
최첨단 기술을 적용할 수 없고, 가장 
선진적인 자재를 이용할 수 없고, 재능과 
인간의 솜씨와 정신이 빚어낸 노동이 
없었다면 이 건설 과정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경기장 개장식에 참석했을 때 
모든 참가자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바로 축구의 힘입니다. 축구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로 모아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 경기장과 같은 
건물이 바로 그러한 힘을 도시에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건물 안에 사람이 
없다면 그 건물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기장은 일반대중, 축구 팀, 
소유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루이스 
페르난데츠 데 오르테가는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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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부는 도시에서 열을 얻다
알베르카 대학 폴리테티카 메트로폴리타나(Alberca Universidad 
Politecnica Metropolitana) / 파추카(Pachuca, 멕시코)

대형 수영장의 경우 밖에서 거센 바람이 불고 온도가 서늘해지면 단열 효과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수영장 주변에 자연광이 최대한 내리쬐게 해야 한다면 필요한 열 효율을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반투명 단파론 파사드 시스템은 건물 설계자에게 우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멕시코 중부의 파추카는 
바람이 많이 불고 연 
평균기온이 16ºC인 도시로 
멕시코 기준으로는 상당히 

추운 지역이다. 알베르카 대학 폴리테니카 
메트로폴리타나가 수영장 단지를 
재건축하기로 했을 때 설계 기준의 핵심이 
바로 단열 효율성을 꾀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많이 
재활용해야 했다. 수영장이 해당 
건물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내부로는 

자연광과 열 효율을 극대화하고 외부로는 
거센 바람을 처리하기 위해 외벽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었다. 
또한 Instituto Hidalguense de la 
Infraestructura Fisica Educativa(INHIFE)
의 건축가들은 무게 저항력이 약한 모래 
토양 위에 건축을 해야 했다. 수영장의 
무게와 이동이 구조물 전체의 하중을 
결정 짓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량 
외벽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INHIFE의 건축가들은 빛의 분산, 단열, 

물리적 견고성, 자재의 저중량과 같은 
어려운 요구를 충족시키며 미적으로도 
만족스럽고 기술적으로도 탄탄한 강력한 
솔루션을 반투명 단파론 폴리카보네이트 
외벽 시스템에서 발견했다. 16mm 아이스 
패널을 사용하여 제작된 풀 하이트 단파론 
외벽을 스틸 프레임에 장착하여 수영장의 
한쪽 면 전체에 세웠고, 22mm 3D 라이트 
메탈릭 그레이와 빨간색 패널을 조합한 또 
다른 단파론 외벽을 수영장의 한쪽 끝에 
설치했다. 

“이 보완적인 두 외벽이 빛을 환성적으로 
분산시켜 낮에는 실내에 고품질의 일광으로 
제공하고, 밤에는 멋진 조명을 제공하여 
외관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게 합니다.” 
INHIFE의 건축가 에드가 바카(Edgar Baca)
의 말이다. 
“단파론이 자재와 빛과 주변 환경과 상호 
작용하여 건물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했어요. 똑같아 보이는 시점이 한 곳도 
없습니다. 색조, 질감, 그리고 모양이 
건물을 바라보는 위치와 날씨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로젝트에 진정한 생명과 
개성을 부여한 거죠,”라고 에드가 베카는 
덧붙인다. 
새로운 수영장 단지는 완만한 경사와 
우아한 곡선과 인상적인 선으로 구성된 
독특한 쐐기 모양을 하고 있다. 자연광 
분산을 증가시키고 지붕의 폭과 높이를 
최적화하기 위해 외벽을 높이는 작업을 
할 때에는 길이가 특별히 더 길며 수평 
조인트가 필요 없는 단파론 패널의 도움을 
받았다. 패널 설치는 빠르게 진행되어 

납품을 받아 작업을 완료까지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다. 
“새로운 수영장 건물의 향상된 단열 
효율성과 현재 제공하고 있는 엄청난 
기능을 고려해 볼 때, 이 프로젝트의 
디자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건물은 정말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The PROJECT
ARCHITECT 
iNStitUtO HidAlgUeNSe de lA  
iNFrAeStrUCtUrA FiSiCA edUCAtivA (iNHiFe) 

INSTALLER 
dANPAl Mex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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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 농구 선수가 
되고자 하는 수백 명의 

젊은 선수들이 함께 
훈련하고 내일의 

스타가 될 수 있는 
전문 스포츠 시설을 
건축한다. 스페인의 

프리미어 농구 
클럽이 가진 큰 

비전이었다. 
한때 꿈이었던 

것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고, 그 

결과는 진정 경외감을 
불러일으킨다. 

발렌시아 농구 클럽은 2017
년에 국내 리그에서 처음으로 
우승했으며, 같은 시즌에 
스페인 국왕컵(Copa del Rey)

과 유로컵(EuroCup)에서 2위를 차지했다. 
500명이 넘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훈련 
아카데미로 모여들었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클럽은 학생들에게 최고의 훈련시설을 
제공하고자 했다.

발렌시아의 수 많은 지역에서 온 많은 
선수들을 한 지붕 아래로 모으려면 차원이 
다른 훈련 시설이 필요했다. 알케리아 델 
바스켓은 놀라울 정도로 멋지다. 유럽 최대 
규모의 농구 연습장으로 8개의 실내 코트와 
4개의 야외 코트가 있다. 이 클럽의 푸엔테 
데 산 루이스 스타디움(Fuente de San Luis 
Stadium)과 연결되어 인근에 조성된 이 
스포츠 단지는 15,000m2 이상의 부지에 
펼쳐져 있다.

국제 농구 표준을 준수하여 건축된 알케리아 
델 바스켓은 선수와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편의 시설과 안락함을 제공한다. 
단지의 내부에는 파르케(parquet) 원목을 
사용한 8개의 농구 코트가 두 층에 걸쳐 

있으며, 각 코트마다 팀과 심판을 위한 
별도의 탈의실, 체육관, 물리치료실 및 
의료실이 있고, 그 밖에 관객석과 편의 시설 
및 학습 시설도 갖추어져 있다. 

건축을 맡은 ERRE Arquitectura가 알케리아 
델 바스켓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과제 중 하나가 스포츠 단지 전체에 
일관된 수준의 자연광과 최상의 경기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풀 하이트 반투명 
폴리카보네이트 외벽, 일련의 채광창, 중심 
축을 위한 5개의 야외 파티오(patio) 구역을 
조합함으로써 그 목표가 달성됐다. 

폴리카보네이트 외벽은 직사광을 
여과시키고 눈부심을 피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동질의 자연광을 얻는데 
기여했다. 광범위한 자재 검색을 거친 끝에 
단파론이 선택되었다. ERRE는 타당성 
조사의 일환으로 각 외벽에 대한 최적의 
불투명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광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실시했다.

모든 외벽은 공극으로 분리된 2개 층에 
각각 유백색(opal)과 흰색 단파론 패널로 
시공되었다. 

The PROJECT
OWNER 
vAleNCiA BASKet ClUB S.A.d., Spain

ARCHITECT 
JOSé MArt 
erre ArQUiteCtUrA,  
vAleNCiA, Spain

INSTALLER 
PAl PlAStiC, Spain

연습을 통해 완벽해지는 곳
알케리아 델 바스켓(L' Alqueria del basket) / 발렌시아(스페인)

두께 30mm, 너비 1000mm의 
폴리카보네이트 패널에는 소프트라이트 
(눈부심 방지) 층을 부착하여 낮에는 밝은 
햇빛으로 인해, 그리고 밤에는 강한 인공 
조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눈부심을 
완화시켰다. 

다른 중요 사항으로는, 2개 층으로 된 
단파론 외벽이 8개의 농구 연습장에 
완벽한 수준의 부드러운 자연광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어 이 건물이 에너지 효율 등급 
A를 받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단파론의 빠르고 쉬운 설치 
과정 덕분에 이 프로젝트는 기록적인 시간 
내에 완공되었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알케리아 델 바스켓 연습센터 공사는 초기 
컨셉 설정부터 최종 완공까지 단 16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원래의 계획보다 
공사기간이 수 개월 단축된 것이다. 
발렌시아 농구는 연습을 통해 완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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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에 116m x 76m 실내 3G 축구 경기장이 
배치된 오리암은 이런 종류의 시설로는 유럽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경기장 중앙부 높이는 
28미터이고 사이드 라인 쪽은 15미터이며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관중석이 있다. 
축구장 옆 쪽으로는 보다 작은 32m x 54m 크기의 다양한 
용도를 가진 실내 스포츠 홀이 있다. 여기에는 농구장, 
배구장, 넷볼, 배드민턴 코트와 함께 최대 300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간이 이동식 좌석이 있다. 
이 건물의 놀라운 디자인은 1997년 컨페더레이션스 컵에서 
브라질 축구 선수 로베르토 카를로스(Roberto Carlos)가 
프랑스를 상대로 찬 극적인 프리킥에서 독창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영감을 받은 것이다. 
New Journal of Physics에 게재된 프랑스 과학자들의 기고에 
따르면 카를로스가 공을 아주 강하게, 상당히 멀리, 그리고 
충분히 회전시켜서 찼기 때문에 공이 달팽이 모양의 나선 
경로로 날아갔다고 한다. 그런데 건축가들은 이 로그 곡선을 
거대한 축구장의 지붕 프로파일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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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JECT

OWNER 
OriAM, NAtiONAl SPOrtS  
PerFOrMANCe CeNtre

ARCHITECT  
JAMeS griMley 
 reiach and Hall Architects 
 edinburgh 
 +44 (0) 131 225 8444  
 contact@reiachandhall.co.uk 
 www.reiachandhall.co.uk

INSTALLER 
JON lAzell  
 Co-Managing director  
 Keyclad limited 
 Belper  
 + 44 (0)177 385 2867  
 www.keyclad.co.uk

스코틀랜드는 최고의 선수를 지도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영감을 주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스포츠 센터가 필요했다. 단파론 패널은 자연광을 극대화하고 
눈부심을 최소화하며 혹독한 기상 조건을 견뎌 냄으로써 새롭고 놀라운 이 시설의 
중추적인 부분이 되었다.

100m가 넘는 우아한 곡선의 강철 프레임 지붕에는 팽팽한 
2mm의 흰색 PVC 패브릭을 씌웠고 그 위에 단파론 외벽 
패널을 보완하였다.
유명한 킥의 궤적을 따라 투명 단파론 외벽 패널은 3G 
경기장의 북쪽 및 남쪽 박공(gable) 벽뿐만 아니라 옆에 
인접한 스포츠 홀의 전체 측면에도 사용되었다. 
단파론 BRV 레인스크린 패널은 스포츠 홀의 양쪽 박공 
벽에 사용되었으며 단파론 지붕 패널 또한 곡선 지붕에 
사용되었다.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소프트라이트 공압출법
(co-extrusion)이 적용되었다.
건축가가 최초의 제안서에서 언급했듯이 ‘오리암 
스포츠센터에 가는 것은 평생에 한 번 있는 문화적으로 
소중한 기회이므로 결코 작은 기회가 아니다. 패널티 박스 
가장자리에서 찬 프리킥을 직접 보는 것은 정말 놀라운 
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다.' 이제 목표는 달성되었다.  

Teature 
focus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다
오리암 국립스포츠센터(Oriam, National Sports Performance Center) / 
에든버러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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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palon®, 16, 600 mm, 900 mm, cristal, Softlite, Danpalon® BRV, 16, 600 mm, ice, Soft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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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시장에
서 세계 3대 환경 및 온도 제
어 시스템 공급 업체 중 하나
인 GST는 새로운 공장을 건

축하면서 환경 친화적이고, 단순한 구조의 
경량이며, 자연광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
는 건물을 원했다.

동시에, 회사는 공장 건물이 인근의 동탄 
산업단지 환경에 새로운 활력과 상징성을 
부여하기를 원했다. 기존의 3~5층 건물
은 단단한 알루미늄 패널로 되어 있어 산
업단지 전체 외관을 더 단조롭고 딱딱하게 
보이게 하였다.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
(Global Standard 

Technology- GST)는 혁신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최첨단 

공장 건물을 증축하면서 
화성시에 있는 본사를 대폭 

확장했다. 단파론 외벽 
시스템은 원대한 미적 설계 
및 시공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The PROJECT
CLIENT  
glOBAl StANdArd teCHNOlOgy

ARCHITECT  
HAN, yOUNg-KeUN 
 Archipoly Architecture Studio 
 Seocho-gu (Seoul, KOreA) 
 +44 (0)2.537.1895 
 archipoly@hanmail.net 
 www.archipoly.kr

ZOOM
다양한 저감 시스템, 냉각기 및 열교환기
를 생산하는 새로운 공장 건물은 3개 층이 
전부 용도별로 설계되었다. 1층과 2층은 
제품의 적재에서 조립, 테스트, 물류에 이
르는 공장의 작업흐름을 지원하고 3층은 
직원들의 주차시설을 제공한다. 중요한 점
은, 의사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장
과 본사 건물이 위에 지붕이 설치된 보행자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건물 디자인에 대한 GST의 원대
한 미래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 프로젝트
를 맡은 건축가들은 공장 외벽의 외부 클
래딩으로 단파론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Archipoly Corporation 이 제안한 경량의 
클립형 폴리카보네이트 패널 시스템은 공
장 건축 자재와 시공 시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모든 미적 목표를 달성하게 했다. 

아름다운 반투명의 두께가 22mm 밖에 안 
되는 단파론 외벽의 6개 겹으로 된 독특한 
미세 폴리카보네이트 구조물은 공장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의 양을 극대화한다. 

외부의 빛을 부드럽게 분산시키고 직사광
선의 영향으로부터 GST의 직원들을 보호
함으로써 외벽은 작업장의 효율성과 안전
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필요한 인공 조명의 양을 줄임으로써 에너지를 절약
할 수 있게 되었고 관련 CO2 배출량도 감축하였다. 

낮 시간에 유백색(opal)의 단파론 외벽은 보다 부드럽고 
우아한 새 공장의 모습을 보여준다. 밤에는 공장 내부의 
조명이 백라이트 역할을 하면서 건물을 놀라운 빛의 상자
로 바꿔내고 열정, 진실, 혁신이라는 GST의 핵심 가치를 
상징하는 불빛이 된다. 

INSTALLER 
KiJU iNdUStry

성공할 수 미래를 위한 공장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 

(Global Standard Technology)의 공장 증축
화성시(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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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센터로서의 기능과 건축물의 미적인 
면을 둘 다 향상시키는 디자인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구상할 수 있었습니까?  
예전부터 쇼핑센터는 넘쳐나게 많은 
밝게 빛나는 표지판만 눈에 띄고 건물 
자체는 그 뒤에 가려져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돋보이게 하고 싶다는 
클라이언트의 희망에 따라 우리는 
건물을 프로젝트의 중심에 두고 건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외벽을 서로 다른 배열, 색상 및 용도로 
구성된 단파론으로 클랭딩하는 작업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외벽에는 
단파론 수직 블레이드(blade)를 
장착했는데, 아주 눈에 잘 띄어요. 높이가 
8~10m이고 지상에서 2.5m 올려져서 
설치된 이 블레이드는 거대한 조명기구 
역할을 합니다. 두 개의 입구는 금색 

단파론 패널로 에워싸여서 쇼핑센터로의 
진입 지점을 강조합니다. 두 입구 사이에 
있는 외벽은 색상과 높이가 서로 다른 
단파론 모듈로 구성되었으며, 11m의 
높이에 있는 기존 구조물에 부착되어 
현관이 되었습니다. 밤에는 백라이트 
조명 시스템으로 건물이 돋보이게 되고, 
쇼핑센터의 마크가 화려한 밤의 풍경과 
조화를 이룹니다. 

이 프로젝트는 밤에 보여지는 건물의 모습
에 중점을 두고 구상된 것인가요?
조명으로 빛나는 외벽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 프로젝트의 전반에 걸친 공통된 
주제입니다. 
단파론 솔루션을 선택한 이유는 
야간에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조정 가능한 LED 

1981년에 설립된 “포르트 
데 알프” 쇼핑센터 내에는 

여러 브랜드가 있다. 
쇼핑센터를 개선하고 

재활성화하기 위해 이모샹
(Immochan) 사는 Arte 
Charpentier Architects

에게 밤낮으로 높은 
가시성을 제공하는 야심 

찬 건축물을 설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명이 켜진 정상 
포르트 데 알프(Porte des Alpes) 쇼핑센터 

/ 생 프리스트(Saint-Priest, 프랑스)

스트립 조명 시스템을 클래딩 내부에 
통합시킴으로써 다양한 조명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죠.

거대한 외벽을 덮는 색상의 조합을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클라이언트는 시대를 초월한 중립적인 
색상을 원했고, 이모샹(Immochan) 사의 
모든 현장은 각각 고유한 건축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모샹 브랜드의 
고유한 색상을 선택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디자인의 출발점은 현장의 이름인 “포르트 
데 알프”이었고, 산과 빙하를 연상시키는 
색상을 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에버라이트 
컨셉 팀과 함께 세 가지 색상을 변형시켜서 
새로운 블루 색상을 만들었죠. 우리는 또한 
크리스탈 색상과 따뜻한 황금색을 사용하여 
입구의 상단부를 장식했습니다. 

컬러 박스
다양한 색상의 외벽 스타일에 맞게,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의 현
관은 백라이트 조명을 받는 단파론 상자들로 장식되어 있다. 문
이 열리면 이 상자들은 몰입도가 높은 놀라운 효과를 만든다. 
내부와 외부를 잇는 강한 연결고리이다. 

The PROJECT
CLIENT  

 iMMOCHAN

ARCHITECT  
 Sylvie levAllOiS - Arte CHArPeNtier ArCHiteCteS 

lyon - +33 04 78 63 77 00 - accueil.lyon@arte-charpentier.com 

www.arte-charpentier.com 
Paris - +33 01 55 04 13 00 - contact@arte-charpentier.com 
www.arte-charpentier.com

LIGHTING CONTRANCTOR  
 SéBAStieN rey - we-eF lumière et Flux lighting - Satolas-et-Bonce  

+33 04 74 99 14 86 - s.rey@we-ef.com - www.flux-lighting.com 

 eleC4 
villeurbanne - +33 04 78 68 78 68 - contact@elec4.fr - www.elec4.fr

BUILDING CONSTRUCTOR  
 BillON S.A - Brignais - +33 04 72 76 56 85  

kevin.rissaud@billon-sas.com - www.billon-sas.com 

 NAKliS - Anneyron - +33 04 75 31 59 74  

contact@naklis.com - www.naklis.com 

 SNgi - Sainte-Foy-l’Argentière - +33 04 74 70 01 55  

info@sngisa.fr - www.sngisa.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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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는 띠 형태의 빛, 
그림자 놀이, 규칙적인 패턴 등으로 
외벽에 조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한 작업은 에버라이트 컨셉 
팀과 WE-EF Lumière 간의 사전 

계획, 특히 실물 크기의 테스트를 
실시한 후 진행한 것입니다.” 

세바스티앙 레이(Sebastien Rey), WE-EF Lumi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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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E CHARPENTIER ARCHITECTES

실비 르발르와(Sylvie Levallois)와의 인터뷰 
ARCHITECT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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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처럼 완벽한 
멀티 스크린 

무어 시티센터 영화관(The Moor city center cinema complex) 
/ 셰필드(Sheffield, 영국) 주요 보행자 전용 도로이며 전

후 셰필드의 중심 쇼핑구역
으로 자리잡은 무어는 도시
에서 가장 중요한 상권 중 하

나이다. 멀티 스크린 영화관은 이 지역 재
건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였다. 
영화관 The Light은 아래 층의 상점들과 차
별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현대적
인 도시 환경 속에 편안하게 자리잡고 있으
면서 멀리 있는 셰필드 스카이라인의 자연
스러운 아름다움을 보완해야 했다. 
다양한 미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Leslie Jones Architecture는 컬러 레인스크
린 클래딩 패널을 조합하여 반 무작위적
(semi-random)인 외벽 디자인을 만들었다. 
외벽은 4개의 색상이 서로 보완하는 
16mm 두께의 단파론 BRV 패널로 구성
되었다. 녹색, 진주빛 녹색, 유백색(opal)  
및 은색으로 구성된 패널은 600mm와 
900mm의 두 종류의 너비로 시공되었다.

외벽 밑으로는 단파론의 통합된 벽면 브
래킷 및 패널 커넥터 시스템이 영화관 벽
과 레인스크린 사이에 250mm 공극을 만
든다.
공극 내에는 7,000루멘의 선형 LED 조
명 모듈이 있어 3,000m2의 반투명 레
인스크린 클래딩에 야간 백라이트를 제
공한다. 
낮에는 영화관의 부드러운 녹색/회색 색
조가 요크셔 하늘, 주변 도시의 환경, 그
리고 멀리 있는 풍경과도 조화롭게 어울
리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명확하게 
차별화된 건물 디자인 덕분에 영화관은 
아래층의 복잡한 상가 환경과는 확실히 
구별된다.
또한 밤에는 LED 백라이트가 아름답게 분
산되면서 색상을 담은 조명이 되어 영화관 
외벽을 놀랍도록 아름다운 빛의 상자로 변
화시킨다. 영화관은 밝고 매력적이지만 절
대 천박하거나 요란스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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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필드 시티센터의 무어 재건 계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멀티 스크린 

영화관 The Light에는 밤에는 물론 낮에도 
매력적이면서 환영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생동감 있는 외벽이 필요했다. 컬러 단파론 
BRV 레인스크린 패널과 LED 백라이트를 

멋지게 조합한 완벽한 솔루션이 
제공되었다. 

28 2929

The 
PROJECT

OWNER 
tHe MOOr CiNeMA

PROJECT MANAGER  
SiMON BrOwN 

 leslie Jones Architecture 
 londres, inglaterra (reino Unido)  
 +44 (0)20 7255 1150  
 admin@leslie-jones.co.uk 
 www.lesliejones.co.uk

INSTALLER 
JON lAzell  
 Co-Managing director 
 Keyclad limited   Belper, inglaterra (reino Unido) 
 + 44 (0)177 385 2867  www.keyclad.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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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쇼핑센터는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역동적인 새로운 모습과 
느낌이 필요했다. 미적 

요소, 자재의 무게, 비용 
등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단파론 
BRV 폴리카보네이트 
클래딩이 사용되었고, 

생동감 있는 새로운 외벽이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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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과 밤 언제나 활기찬 
쇼핑센터 

인투 빅토리아 센터(Intu Victoria Centre)
노팅엄(Notthingham, 영국)

70년대 초에 지어진 빅토리아 
쇼핑센터는 복잡한 도시 노팅
엄의 중심부에 위치한 랜드 마
크 건물이다. 소유주 인투는 

기존 건물 외벽을 완전히 개조하기 위해 
Leslie Jones Architects와 협력했다. 

건물은 눈에 잘 띄는 도시 중심부에 위
치해 있었고, 접근 가능한 여러 도로에
서 봤을 때 길게 늘어서 있었다. 낮에
는 쇼핑센터에 풍부한 자연광이 지속
적으로 공급되게 하면서 밤에도 효과
적인 미적 디자인을 제공하는 외벽 처
리가 필요했다. 

다양한 측면의 디자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건축가는 단파론 BRV 반투명 폴리카보
네이트 클래딩 시스템을 선택했다.

The 
PROJECT

OWNER 
viCtOriA SHOPPiNg CeNter

ARCHITECT  
SiMON BrOwN 

 leslie Jones Architecture 
 london (UK) 
 +44 (0)20 7255 1150  
 admin@leslie-jones.co.uk 
 www.lesliejones.co.uk

INSTALLER 
MetClAd  Nottingham 
 +44 (0)16 2372 0032  admin@metclad.co.uk

낮에는 순수한 아이스 색상의 단파론 
패널이 밝고 상쾌한 현대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밤에는 유색 LED 백라이트가 
쇼핑센터를 생기 있고 눈에 잘 띄는 
랜드마크로 만들어 준다. 

“미학적으로 이 건물은 연구 단계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인상적이에요. 
완성된 외관은 정말 아주 산뜻하고 낮과 
마찬가지로 밤에도 효과적이에요.” Leslie 
Jones Architects의 사이먼 브라운(Simon 
Brown)의 말이다. 

단파론 특유의 이중 노치(double-notch) 
커넥터와 벽면 브래킷 고정 장치를 통해 
패널의 크기와 방향을 조정함으로써 
독특한 미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대형 패널에 LED 백라이트를 균일하게 

배치하기 위해 소프트라이트 코팅 처리를 
했다. 단파론 클래딩의 초경량 특성으로 
인해 기존 건물 구조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새로운 외벽을 설치할 수 있었고, 
전체 프로젝트의 비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단파론의 설치가 
빠르고 수월했다는 점이다. 야간에 넓은 
면적의 클래딩을 세우는 작업이 가능했기 
때문에 아침에 시간에 맞춰 쇼핑센터를 
열 수 있어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했다. 

빅토리아 쇼핑센터 프로젝트는 
BCSC(British Council for Shopping 
Centres)상의 최우수 보수 및/또는 
증축 설계(5백만 파운드 이상) 부문의 
최종후보로 올랐었다. 

"완성된 외관은 
매우 산뜻하고 낮과 
마찬가지로 밤에도 

효과적이에요.”

Leslie Jones Architects의 사이먼 브라운 
(Simon 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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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선도적인 예술 및 
디자인 대학은 새로운 

캠퍼스를 조성한 기념으로 
랜드마크가 될 건물을 

건축하고자 했다. 
건축가들이 지역 환경을 
존중하고 빛을 활용하여 
건물 자체가 예술작품이 
되는 건축물을 짓는 것을 

단파론이 도왔다. 

방콕 북부에 위치한 실파콘 대
학교의 새로운 무앙 통 타
니 캠퍼스(Muang Thong 
Thani Campus)의 첫 번째 

건물인 플래그십 빌딩은 눈에 확 들어오도
록 디자인되었다. 태국의 선도적 예술 및 
디자인 교육 기관인 실파콘 대학은 세월
이 지나도 변치 않는 아름다움을 갖춘 영
감을 주는 건물 디자인을 원했다. 

알루미늄과 강철로 클래딩되고 프리캐스
트 콘크리트로 시공되어 딱딱한 느낌을 주
는 건물들이 지배하는 주변 도시 환경 속
에서, Geodesic Design의 건축가들은 플래
그십 빌딩을 차별화하고 지역 건축 디자인
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수단으로 투명성과 
빛을 사용할 것을 생각해 냈다. 

동시에 건축 속도 역시 건물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기준이었
다. 새 학년에 맞추기 위해서는 12개월 이
내에 건물을 완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건축 자재와 기술을 선
택해야 했다. 

Geodesic Design은 초기 컨셉이었던 투명 
유리 상자(transparent glass box)에서 시
작하여 우아한 강철 프레임, 광범위한 글
레이징, 그리고 프리캐스트 중공 콘크리트 
바닥재를 활용하여 현대적인 다목적 건물
을 만들었다. 원래부터 있던 호수 위로 짧
은 콘크리트 교각에 설치된 4,000m2의 
플래그십 빌딩은 마치 공중에 떠있는 것
처럼 보인다. 

또한 건물의 클래딩으로 건축가는 일반적
인 회색 및 반사 회색 단파론 폴리카보네
이트 패널의 미묘한 조합을 선택했다. 

높게 올라가는 태국의 전통 지붕을 모방
한 반투명 외부 스킨은 현지의 열대 몬순 
기후에 맞게 제작된 것이다.

낮에는 경사진 반투명 패널이 햇빛을 부드
럽게 반사하고 여과하여 건물 내에 편안
한 자연광이 유지되도록 해준다. 반면 밤
에는 실내 조명이 플래그십 빌딩을 밝게 
조명하여 캠퍼스의 중심으로 변화시킨다. 

또한 단파론의 분리된 중첩 벽을 사용하
여 건물의 외부 통로와 실내로 신선한 공
기가 유입되고 배출될 수 있게 하는 개구
부를 설치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플래그십 빌딩은 새로운 대학교 캠퍼스에
서 영감을 주는 랜드마크가 되었다. 건축
업계에서는 업계가 따라야 할 표준을 제
시한 태국 현대 디자인의 선도적인 사례
로 인정하고 있다. 

The 
PROJECT

ARCHITECT  
geOdeSiC deSigN  

 Somboon Sudmaksri, Karp Boonthavi,  
Prapakorn Kimiphan

OWNER / INSTALLER 
PAtHOM FUrNitUre (1994)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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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감을 주는 첫 건물 
실파콘 대학교(Silpakorn University) 

플래그십 빌딩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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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철거와 재활용이 
가능해야 하는 건축 
라 라니에르(La Lainière) 오피스텔 / 루베(Roubaix, 프랑스)

맞춤형 레이아웃

메인 외벽(완전한 직사각형)의 컨셉은 명확했다. 에버라이트 컨셉 디자인 
부서는 내부 칸막이 벽체를 설치하는 건설업자를 지원했다. 위의 설계도에
서 볼 수 있듯이 단파텀 K7 패널 3개만이 통째로 사용되었다(설계도에 4, 
5, 21번으로 표시됨). 다른 모든 패널은 문, 창문 및 지붕 경사면의 크기에 
맞게 조정되어야 했다. 고정밀 작업이었다. “공장의 벽면을 복원한 후 맞춤
형 내부 레이아웃을 제작했습니다. 이 작업이 승인되면 회사 작업실에서 패
널을 설치하기 위해 절단하고, 각도를 맞추고, 구멍을 냈습니다.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복잡한 작업이었습니다.” 에버라이트 컨셉의 시릴 갬빙(Cyril 
Gambin) 기술 이사의 설명이다. 패널을 설치할 때에는 건설업자와 매우 긴
밀하게 작업해야 했다. “시작점을 함께 결정해야 해요. 최초의 맞춤형 패널
을 밀리미터까지 정밀하게 배치하면 나머지 모든 작업은 무리 없이 진행됩니
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 건물은 라 라니에르 부지
에서 가장 먼저 완공되었습니
다. 또한 릴(Lille)시가 지원
하는 21세기 미래 공원의 일
부입니다. 몇 가지 주요 과제
가 있었을 것 같은데 무엇이
었나요?
2000년까지는 산업 지역이
었던 이 부지에는 라 라니
에르라는 방직 공장이 있었
습니다(편집자주: 1960
년대에는 약 8,000명의 
직원이 16헥타르에 달하
는 건물을 사용했다). 현
재 이 부지는 아파트 단
지와 오피스텔 건축으
로 새로이 조성되고 있
는 과정에 있죠. 이 곳

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엄
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즉 사용되는 
자재는 적응성-유연성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해체가 가능해야 하며, 동시에 재
활용이 가능하고 사람들의 건강에도 유
익해야 합니다. 

상당히 많은 요구가 생기겠네요! 우선, 건
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에 대한 개
념을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배출물이 없으며 수명주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구
조물에는 가공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하
고 외벽에는 단파텀 K7을 선택했습니다. 
이 두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완전
히 해체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었
는데, 이 점이 클라이언트의 핵심 목표이
기도 합니다. 

단파텀 K7은 철거를 위한 요구 사항을 충
족시키나요?
물론입니다. 메인 외벽에 장착된 단파텀 
K7은 알루미늄 프로파일 시스템으로 
건물의 목조 상부 구조물에 고정됩니다.

인터뷰
올리비에 조스트(OLiviER JOSt)  AGENCE D' ARCHitECtURE EKOA

햇빛 가리개는 단파텀 K7 앞에 
설치되었죠. 이 모든 요소들은 서로 
쉽게 분리될 수 있습니다. 

실내에는 또 다른 단파텀 K7 
벽체가 설치되어 사무실 구역과 
공동 구역 사이의 칸막이 벽 역할을 
합니다. 이 외벽의 주변에는 목재가 
둘러싸여 있고 여러 개의 문과 
창문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설치가 

더 어려웠습니다. 건설업자는 
외벽의 모든 문과 창문 부분에 맞게 
구멍을 내었고, 실리콘 봉인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조립해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었고, 대체 설치 기술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4521

The PROJECT
OWNER 
SeM vr

PROJECT MANAGER  
Olivier JOSt  
 ekoa  olivier.jost@ekoa.fr  
 Mons-en-Barœul, Fr 
 www.ekoa.fr  +33 03 20 86 34 39

BUILDING CONSTRACTOR 
StM  Faches-thumesnil, Fr 
 contact@stm-59.fr  +33 03 20 62 96 60

©
 H

en
d

rik
 v

er
lin

d
en

©
 O

liv
ie

r 
Jo

st

co
&TREND

TECHNIQUE co
&TREND

TECHNIQUE

©
 H

en
d

rik
 v

er
lin

d
en



36

Re
g

ist
e

re
d

 t
ra

d
e

m
a

rk
s:

A
RC

H
IT

EC
TU

RE
 L

U
M

IE
RE

 n
a

tio
n

a
l n

u
m

b
e

r: 
12

 3
 9

58
 8

28
 -

 B
RV

 n
a

tio
n

a
l n

u
m

b
e

r: 
12

 3
 9

58
 8

25
D

A
N

PA
TH

ER
M

 n
a

tio
n

a
l n

u
m

b
e

r: 
12

 3
 9

58
 8

23
 -

 K
7 

n
a

tio
n

a
l n

u
m

b
e

r: 
12

 3
 9

58
 8

24
  

WWW.DANPAL.COM

LIGHT ARCHITECTURE is published EVERLITE 
CONCEPT SAS, 2-6 rue Condorcet - 91353 Grigny, France 
Phone: +33 (0)1 69 02 85 85 - Fax: +33 (0)1 69 02 85 87 
everlite.concept@everlite.fr - www.everliteconcept.com  
Publication Manager: Alain Chambron Commerce International 
(A.C.C.I)- Editorial Committee: Mélanie Ronan, Bertrand 
Martin, Aurore Arnichaud, Maité Moreno - Editorial staff: 
Rob Davies, Céline Cadiou - Design & completion: Think 
Ad Communication - Cover picture: © Hufton+Crow - Light  
Architecture and EVERLITE CONCEPT are members of l'AFEX 
(Architectes Français à l'Exportation) - December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