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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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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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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화로움 속에
자리잡은 브랜드

최고를 조합한 기념비적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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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와 바다와 하늘
극한 조건에서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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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신
제작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 Ed Reeve Edit Photo

Enjoy the read,
The Editorial team

바람 부는 도시에서 열을 얻다
연습을 통해 완벽해지는 곳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다

ZOOM
24

미래를 위한 공장

예술을 위한 랜턴
럭셔리 쇼핑의 재정의

14

수많은 건물 속에서
돋보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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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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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철거와 재활용이
가능해야 하는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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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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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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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ical

LAND, SEA

AND SKY
© Hufton+Crow

Welsh National Sailing Academy

조화로움 속에 자리잡은 브랜드
T-스테이션 플래티넘 / 광교(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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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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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wllheli (Wales), UK

“웨일스 국립 세일링
아카데미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Ellis Williams
Architects가 디자인한
이 건물은 형태가
기능을 따르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단파론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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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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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와 바다와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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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일스 국립 세일링 아카데미

(Welsh National Sailing Academy)

© Hufton+Crow

프블헬리(Pwllheli, 웨일즈, 영국)

아

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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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fton+C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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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OJECT
“통일된 외벽과 지붕
디자인에 투명 단파론
패널을 사용하여 날씨와
상관없이 홀에 들어오는
자연광의 양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마크 앤스테이 (Mark Anstey), Ellis
Williams Architects

© M7 Digital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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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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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Mark Anstey,
Ellis Williams Architects
Liverpool , UK
+44 (0)15 1708 1802
info@ewa.co.uk
www.ewa.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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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fton+Crow

자연광의 극대화

단파론의 우수한 빛 전달 특성
덕분에 밝고 매력적인 세일링
경기 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되었으며, 인공 조명의
필요성을 감소시켰다.

INSTALLER
LESTER FABRICATIONS & CLADDING
Buckley, UK
+44 (0)12 4454 6486
info@lestercladding.co.uk
www.lestercladding.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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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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 조건에서의 작업

스키 리프트 / 발토랑스(Val Thorens,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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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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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풍 같은 바람, 영하의
온도, 폭설. 스키

리프트 현장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극한의
기후 조건이다.

발토랑스의 스키장
© Cyril Cattin

운영 회사인 SETAM
리프트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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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프랑수아 삐아르
(Jean Francois Piard), SETAM

© Cyril Cattin

은 3개의 스키

리노베이션 하기로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을
때 그 결과물이 매우
만족스러웠어요. 빛과
투명성 모두 달성됐습니다.
아직 겨울이 한 번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소재의 기능 저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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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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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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y of Arts / 레위니옹 섬

(Reunion Island, 프랑스 해외령),

생 드니(Saint-Denis)

© Hervé Douris

예술을 위한 랜턴

“조명은 단파론 외벽이
아닌 콘크리트 건물을
향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외벽이 반사경으로 작용하여
은은한 야간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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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건물 이름을 ‘랜턴’
으로 정했죠.” Ate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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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ruoD évre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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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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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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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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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

럭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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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비 니콜스(Harvey Nichols) / 버밍엄(Birmingham,영국)
영국 최고의 명품 패션 소매업체 중 하나로 인정받는 하비
니콜스는 버밍엄 매장의 인테리어를 완전히 개조했다.

단파론은 최고의 패션 쇼핑 경험을 재정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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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 Reeve Edit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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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셔리 쇼핑의 재정의

© Ed Reeve Edit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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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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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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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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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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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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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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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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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OJECT
owner
Acne Studios (Sweden)

ARchitect
Sophie Hicks Architect
London (UK)

INSTALLER
Archipoly Corporati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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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ture focus

100%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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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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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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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러한 기념비적 건물의
건축에 경험이 많은 VFO
Arquitectos 사무소의 후안
안드레 베르가라(Juan
Andrés Vergara)와 루이스 페르난데츠
데 오르테가(Luis Fern ández de Ortega)
에게 BBVA 반꼬메르 몬테레이 경기장은
스포츠 분야의 건축에서 이룩한 가장
최근의 성과이다.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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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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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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

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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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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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을 통해 완벽해지는 곳

Teature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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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자 하는 수백 명의
젊은 선수들이 함께
훈련하고 내일의

100%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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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렌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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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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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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rt
%
0
10

장차 농구 선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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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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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ture
focus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다

오리암 국립스포츠센터(Oriam, National Sports Performance Center) /
에든버러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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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erlite

중추적인 부분이 되었다.

Danpalon , 16, 600 mm, 900 mm, cristal, Softlite, Danpalon BRV, 16, 600 mm, ice, Softlite
®

중

sport

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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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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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er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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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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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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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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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ER
Jon Lazell
Co-Managing Director
Keyclad Limited
Belper
+ 44 (0)177 385 2867
www.keyclad.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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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할 수 미래를 위한 공장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
(Global Standard Technology)의 공장 증축
화성시(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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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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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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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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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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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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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ALLER
KIJU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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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이 켜진 정상

© : Laurent Keller

컬러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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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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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aurent Keller

포르트 데 알프(Porte des Alpes) 쇼핑센터
/ 생 프리스트(Saint-Priest, 프랑스)
실비 르발르와(Sylvie Levallois)와의 인터뷰
ARCHITECT AT

ARTE CHARPENTIER ARCHITEC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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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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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aurent Keller

© : Laurent K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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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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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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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GHT
&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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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처럼 완벽한
멀티 스크린

주

무어 시티센터 영화관(The Moor city center cinema complex)
/ 셰필드(Sheffield, 영국)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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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필드 시티센터의 무어 재건 계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멀티 스크린

영화관 The Light에는 밤에는 물론 낮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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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적이면서 환영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생동감 있는 외벽이 필요했다. 컬러 단파론

BRV 레인스크린 패널과 LED 백라이트를
멋지게 조합한 완벽한 솔루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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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미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Leslie Jones Architecture는 컬러 레인스크
린 클래딩 패널을 조합하여 반 무작위적
(semi-random)인 외벽 디자인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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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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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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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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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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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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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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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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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과 밤 언제나 활기찬
쇼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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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완성된 외관은
매우 산뜻하고 낮과
마찬가지로 밤에도
효과적이에요.”
Leslie Jones Architects의 사이먼 브라운
(Simon Brown)

NIGHT
&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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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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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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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감을 주는 첫 건물

실파콘 대학교(Silpakorn University)
플래그십 빌딩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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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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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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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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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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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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wner / INSTALLER

PROJECT
architect
Geodesic Design
Somboon Sudmaksri, Karp Boonthavi,
Prapakorn Kimiphan

Pathom Furniture (1994)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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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올리비에 조스트(Olivier Jost) AGENCE D' ARCHITECTURE EK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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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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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ndrik Verli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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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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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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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ndrik Verli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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