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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은 보이는 것을 그대“예술은 보이는 것을 그대
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보다 숨겨진 것을 보여지게 보다 숨겨진 것을 보여지게 
합니다.”합니다.”
Paul KLEE 

건축적인 표현은 영감과 필요, 두 가지가 모두 
혼합되어야 합니다. 에버라이트 컨셉은 건축
가와 함께 보다 혁신적이고, 높은 성능을 가
진 그리고 심미적이고, 유연한 소재를 제안하
여 기술적 제약을 밀어 올릴 수 있도록 해줍
니다. 여성 또는 남성의 예술적 자유로움으로 
하나의 창작물을 디자인 할 수 있도록 빛과 물
질의 상호작용으로 디자인과 성능을 통합합
니다. 잘 선택된, 우아하고 전통적인, 그리고 
놀라운 방법으로 빛을 이용하여 유지 가능한 
건축물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여기
의 페이지 들로 초대합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합
니다. 새로운 것을 함께 창조할 수 있도록…

행복한 시간되세요.

Mélanie Ronan
Managing Director
Everlite Concept

Alain Chambron
Founder and President
Everlite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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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위장술

조경 공장

소방관의 적색, 당연함!

대담함은 늙지 않았다

10 년 그리고 아직까지 센세이션 널 함

녹색건축을 열은 단파론

물과 얼음의 이야기

리모주의 정신

에메랄드 라인

랭스의 물결

단파론의 견고함

자동차 산업의 새
로운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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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디여코메디여    
영원하라!영원하라! 
La Comédie  Saint-Étienne (France)

2007 년 10월 생 에티엔 극장이 이전 산업 폐기물 처리장 
이였던 프랑소와 미테랑 공원에 공식적으로 예전 산업단지에 
상징으로 건립되었습니다. 부활의 하이라이트는 거대한 랜턴과 
같은 역할을 하는 새로운 콘서트 장의 탄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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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le skin façade, Danpalon® 16, opal

CLIENT  
CITY OF SAINT-ÉTIENNE ET EPASE

DESIGN ARCHITECT  
JEAN-FRANÇOIS MILOU  
 Studio Milou Singapore 
 Singapore

LEAD PROJECT MANAGER 
MARIA CAMPOS  
 Agence Palimpsestes 
 Lyon

INSTALLER 
BLANCHET GROUPE 
 Montbrison 
 04 77 96 82 30

NEWS

PROJECTPROJECTdetailsdetails



건축사무소 스튜디오 밀로와 에이전시 팰림
세스트가 거대한 장소를 맡아 일했습니다. 
그들의 일은 80년동안 운영되어오다 2005
년에 문을 닫은Société Stéphanoise des 
Constructions Mécaniques라는 예전의 산
업지역을 재 분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역
은 생 에티엔의 극장, 라 코메디 라는 새로운 
구역으로 표현될 8000m2의 리노베이션 되
어야 할 건물들과 강당 그리고 복도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벽돌과 재
건축사무소 스튜디오 밀로는 2011년 국제 프
로젝트를 취득했습니다. 3년후 이 지역의 작
업은 기존건물들의 외피을 긁어내고, 사용하

지 않는 구조물 들은 뜯어 내는 것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의 정신을 존중하여 기존 구조
를 보존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철제 프레임웍
의 일부분과 벽돌, 지역 광물의 산지 안의 철강
산업 폐기물 이였던 때 부터 있었던 재 콘크리
트 벽 까지”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
한 건축가, 마리아 캠포는 말합니다.
밤시간의 정체성을 주기 위하여 장 프랑소와 밀
로가 제안한 이 프로젝트의 디자인은 새 건물을 
그 지역의 심장부에 통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오팔색 단파론의 외피로 클래딩한 거
대한 랜턴의 역할을 하는 독특한 건축물이며, 
700석의 메인 콘서트 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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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과 조명
블란쳇 그룹이 거의 3달 동안 완전히 파사드를 잘 다룰 수 있게 
되어 폴리카보네이트 클래딩의 역광을 확보하면서 클라이언트
가 원하는 마감을 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바깥쪽 오팔색 단파
론이 알루미늄 프레임에 고정되고, 대략 1미터 정도의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을 두고 고정된 빛을 통합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건물의 외부 단열을 위한 단열 콘크리트 벽과 함께 흰색 라커칠
이 된 금속 클래딩으로 덮여있습니다. 실행시 이 건물은 이중 표
면으로 만들어 졌으며 단파론 패널의 예외적으로 깉 길이 였습
니다. 이것은 깨끗한 마감 표현을 위하여 패널의 연결 부위를 가
급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어느 특정 부분은 거의 12미터에 달하
는 길이로 계획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 프로젝트의 담당인 
블란쳇 그룹의 이브 베네는 설명합니다.

거대한 랜턴
이 28미터 높이의 건축물은 원래의 산업건물들
의 형태를 바꿔 놓았습니다. 무엇 보다도 문자 그
대로 이 지역을 돌출되고, 도시를 감싼 듯합니다. 
빛이 벽면과 지붕을 포함한 건물 전체를 무대로 
하는 것은 대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을 
둘러싼 백색 금속 클래딩으로 쏘아져 반사된 빛
으로부터 단파론을 통해 들어온 분산된 그 빛. “
우리의 목적은 분산된 빛의 스펙트럼속에 동종
의 마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쉬
운일이 아니 였습니다. 특히 밝혀야 하는 영역
의 높이 때문에” 라고 건축가는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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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부터 발견할 5개의 프로젝트 사례들 
중, 클라인언트와 프로젝트 관리자들은 그
들의 건축물에 남다른 감각을 주기 위한 선
택을 하였습니다.
미적인 감각과 함께 편안함을 동반한 현대
적이고, 우하한 해석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
측하지 못한 빛. 이블린의 가이앙쿠르트를 
예로들면, 건축가는 규칙들은 파괴하는 것
을 즐깁니다; 단파텀 K7을 사용하여 건축적
인 분리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 반투명 솔루션 덕분에 자동차 캠퍼스와 
이동 서비스들은 새롭고 모던한 기술이 집
중된 이 분야의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자동차 워크샵이라는 기능을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 지롱드 지방자
치단체에서 누가 무지개 빛 알루미늄 캐노
피로 덮인, 반투명 단파텀K7파사드 안에 소
방서가 있다고 누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영국, 리드에 한 건축가가 단파론을 
친환경적인 접근의 방법으로 사용한 분류
와 재활용 센터는 어떤가요? 발견할 수 있
는 정말 많은 사례들과 꿈꿀수 있는 무한한 
건축적인 가능성을 제안합니다.

빛
우아한  



이 산업 건물 위에 목재와 단파론을 
이용한 표현은 심미성과, 단열 그리고 

자연채광의 어려움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킵니다. 이중 소재는 

조화로운 발상입니다. 또한 운영자들이 
작업장에서의 삶의 질을 통합시킵니다.

  Single skin façade, Danpalon® 12, 900 mm thick, clear

©
 A

ud
re

y 
C

er
da

n

©
 A

ud
re

y 
C

er
da

n

이중의 소재
Road Works Centre  La Gouesnière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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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우아한  



일 에 빌렌 지방의 라 구니에 녹색 지붕의 기
술센터 (부서의 차량 기지)가 살짝 오르막길
을 따라 나타납니다. 
10,000m2의 이 지역은 2016년도에 두 개의 
건물이 주변의 나무로 된 전원지역에 자연스
럽게 녹아 들도록 나무와 반투명 소재의 외피
로 개관하였습니다. “구조, 외피 그리고 연결
부위를 위하여 소재를 나무로 선택한 것은 이 
프로젝트의 비용을 보다 잘 조절하게 해주었
습니다. 왜 냐면 잘 발달된 브리타니의 목재산
업 우리 경제의 크기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돕
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원재료와 천연소재로 
사용됬을 때의 장점인, 손댈 수있을 만큼의 따
뜻함, 질감의 품질 그리고 방음의 향상은 작업
공간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라고 벤
자민 보레는 설명합니다. 단파론은 그 특유의 
우수한 빛 분산 효과와 단열 성능을 제공합니
다.(현장 작업자들의 생활의 품질에 크게 기
여하는 두 요소) 

하나의 필요, 하나의 소재
높은 위험성을 가진 창고 공간을 채우고 있는 
기존 두 개의 콘크리트 코어에 추가적으로 이 
두 가지 소재의 적용은 각 지역의 단열 필요성
에 따라 정리되었습니다; 난방된 공간들을 위
하여 천연 나무 클래딩, 창고와 교통수단 주차 
건물을 위한 단파론 클리어. “이 모든 것이 가
장 많이 노출된 단파론 정면 3개의 캐노피로 
강화된 태양열 스크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건축가는 덧붙이며 폴리카보네이트의 내
구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요구 사항을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모든 제품이 동등하지 않다
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의 내구

성은 CCTP(특정 기술 사양)의 요구 사항의 
일부였습니다.”라고 벤자민 보어는 말합니다.

앞으로 단계
부지의 상당한 크기(10,000m2)에도 불구하
고 두 건물의 설치가 다소 제한적이기 때문
에 건축 회사는 장비 운영자에게 앞으로만 움
직일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일종의 차
후에 대한 안전 보장으로 “조직적 합리성”을 
강조했습니다.

“프로젝트에서는 필요하지 않았지만 사용자
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대다수가 그것을 매
우 높이 평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
고 건축가는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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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ATELIER RAUM  Nantes  02 85 37 06 31 

 contact@raum.fr  www.raum.fr

PROJECT MANAGER 
CONSEIL RÉGIONAL DE BRETAGNE 

 02 99 27 10 10  www.bretagne.bzh 

INSTALLER 
SAS ROLLAND  Ruffiac (56), lieu-dit La Hattaie 

 02 97 93 70 51

PROJECTPROJECTdetails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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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위장술
Fire Station  La Brède (France)

보르도에서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브레드
(Brède)의 새로운 구조 센터는 지역을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숲 가장자리의 이전 농지에 자리 
잡은 이 비교적 거대한 건물은 주변 경관과 통합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소방서에 적용되는 일
반적인 규칙을 라커룸에 남겨두었습니다. 건축
가는 일부가 현장에 머물고 있는 소방관에게 기
능적이고 편안하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 낮은 
프로필을 유지하는 건물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건축 회사인 Moon Safari는 외관이 매
우 다른 이중 스킨 구조를 작업하여 가장 많이 

노출된 두 파사드의 미학에 걸었습니다. 차량 
디포 섹션에서 내부 스킨은 반투명 단파텀 K7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솔루션 자체는 
무지개 빛깔의 알루미늄 캐노피 블레이드 (녹색
에서 빨간색까지 다양한 색상)로 덮인 금속 프
레임워크로 덮여 있습니다.

“목표는 이 캐노피 블레이드가 항상 주변 숲의 
색상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라고 프
로젝트를 담당한 건축가인 Arnaud Guirao는 
설명합니다. “건물의 인공 조명이 이 폴리카보
네이트 스킨을 통해 확산되고 확산된 유백색 빛

소방서에서의 활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소방관은 하루 24시간 
즉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브레드 시에는 이들이 
거주하는 새 건물에도 하루 중 시간에 따라 여러 개의 다른 
삶들이 있습니다.

을 구성하여 그림자 놀이 원리를 생성하기 때문
에 건물에 두 번째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이 단파텀K7 솔루션입니다. 밤이 되면 파사드
는 결국 낮 시간과의 반대의 효과가 납니다.”라
고 건축가는 말합니다. 

이 기술 현장은 단열 요구 사항이 없지만 건축
가는 소방관에게 최적의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
기 위해 단파텀 K7 솔루션을 선택했습니다.  

빛
우아한  



CLIENT 
SDIS 33

PROJECT MANAGER  
ARNAUD GUIRAO 

 Moon Safari 
Architecture & Urbanisme 

 Bordeaux  05 56 04 40 68 
 bordeaux@moonsafari.archi 
 www.moonsafari.archi 

INSTALLER 
SMAC AQUITAINE

   Façade, Danpatherm K7, Softlite finishing

파사드 부지, 지붕, 공기 및 방수를 담당하는SMAC의 운영 책임자PIERRE SARTHOU가 
말하는 중점기술
단파텀 K7의 설치 기술은 단파론 제품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치수를 측정할 때는 
더 높은 정밀도가 필요합니다. 에버라이트 컨셉은 이러한 측정을 사용하여 조립식 외관을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으로 각 카세트를 생산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절단이 필요하지 않
습니다. 프로젝트의 주요 기술 과제는 알루미늄 캐노피로 구성된 보조 프레임워크의 구현
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게가 접지될 수 없기 때문에 단파텀 K7 커넥터를 사용하여 구조에 
고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에버라이트 컨셉의 디자인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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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çade, Danpalon® 16, 600 mm thick, clear, Sotflite finishing

조경   
공장

Waste treatment centre  Leeds (UK)

“비행선 격납고”의 모양에서 영감을 얻은 
이 폐기물 처리 센터는 기후 변화의 새로운 

제약을 통합합니다. 부분적으로 반투명 단파론
® 솔루션과 식물 파사드로 덮인 거대한 목조 

본당의 구현은 이러한 야망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CLIENT 
VÉOLIA UK 

 London  020 7812 5000

PROJECT MANAGER  
JEAN-ROBERT MAZAUD 

 S’Pace Architecture  
 Ivry-Sur-Seine 
 04 45 15 51 10  
 jrmazaud@blueholding.com 
 www.s.archi 

INSTALLER 
FK ROOFING SERVICES LTD 

 Altrincham 
 016 1926 1350 
 info@fkgroup.co.uk

PROJECTPROJECTdetails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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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설계하는 것은 도전입니다. 그것을 풍
경에 통합하는 것은 어려운 주문으로 보일 수
도 있습니다. “공장은 종종 오염을 유발하는 것
으로 간주되므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시설 근처
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
시와 관련된 여러 활동에는 이 폐기물 처리 센
터와 같은 인근 시설이 필요합니다.”라고 건축 
회사 S’Pace의 사장이자 건축가인 Jean-Ro-
bert Mazaud가 설명합니다. 2016년에 개장
한 영국 리즈의 처리 센터는 그럼에도 불구하
고 폐기물 처리 센터로서의 주요 기능을 부인
하지 않고 이것의 구축에 도전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S’Pace 기관은 오래된 비행선 격납고 
모양을 취하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어떻게? 
산업 공정 장비가 있는 지상의 주요 공장 건물
의 공간을 최소화하고 높이를 42미터 이상 높
입니다. 그런 다음 건축가는 기존의 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 대신 적층 낙엽송 구조를 선택
했습니다. 이 솔루션은 탄소 발자국에 관한 생
태학적 관심을 제시하면서 비할 데 없는 미적 
마감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경 통합을 
위해 이 나무 창고는 남쪽 파사드와 북쪽 파사
드에서 녹지로 완전히 덮여 있었고 이 나무 창
고를 드레내는 클래딩(특히 구부러진 부분)은 

반투명 단파론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향과 재료의 선택은 과열의 위험 없이 북쪽
에서 공장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을 허용하여 식
물 벽을 최적으로 노출할 수 있게 합니다.
공통된 맥락으로 반투명 단파론은 더 많은 자
연 채광을 허용하기 위해 폐기물 분류 및 수집
(주 구조물에 부속)을 위한 두 번째 건물의 톱
니형 비틀림에 있는 지붕과 동쪽 파사드에서
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장 홀에서 이 미적, 생
태적 작업은 올해 AFEX(French Architects for 
Export) 대상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단파론은 곡면 설치도 
용이하며, 유리처럼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생산시에도 훨씬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Jean-Robert Mazaud , 
ARCH ITECT

215 000 
분류 센터에서 매년 분류, 재활용 및 업
사이클되는 폐기물의 톤수

20 000 
매년 센터에서 나오는 쓰레기로 
전력을 공급받는 주택.

42 m 
본관의 적층 낙엽송 목재 금고의 높이 이며 또
한 영국에서 가장 높은 목조 건축물

1 800 m² 
건물의 남쪽 파사드에 있는 식물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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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시대 

Campus des services de l’automobile et de la mobilité 

  Guyancourt (France)

“Campus des services 
de l’automobile et de 

la mobilit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18년 9

월부터 이 사이트는 해당 
분야의 (미래) 직원에게 

초기 및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5개 지점을 

통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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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는 이러한 종류 중 하나 입니다. “Cam-
pus des services de l’automobile et de la 
mobilité”는 이블린의 기앙쿠르에 세워졌습니
다. 12,000m2의 건물은 자동차 부문(자동차, 
전기 및 산업용 차량, 이륜차, 등) 및 지난 몇 
달 동안 이 분야의 청소년 및 직원 교육의 장
소 였습니다. 

따라서 II+I 건축사무소의 건축가 Duy Hiep Vo
는 “이전에는 한 번도 통합된 적이 없는 Afor-
pa, INCM, Garac, GNFA 및 ANFA의 5개 구조
를 함께 제공하는 독특한 사이트” 라고 말합니
다. “이것은 모두에게 적합하고 동시에 자동차 
세계에 고착된 전통적인 이미지를 변경 해야 
하는 야심찬 건축 프로젝트였습니다”. 라고 건
축가는 말합니다. 

   Danpatherm K7 acoustic, clear with Softlite finishing on the inside and opal on the outside. Building signage using a coloured K7 with digital pr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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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ANFA SERVICES DE L’AUTOMOBILE 
AND DE LA MOBILITÉ  Sèvres

PROJECT MANAGER  
DUY HIEP VO 
ET MATTHIAS BORONKAY 

 II+I Architectes  Paris 
 01 43 31 50 96 
 atelier@aa21.fr 
 www.aa21.fr

CONTRACTING COMPANY 
LÉON GROSSE

INSTALLER 
GENDRE

 

  

PROJECTPROJECTdetailsdetails

LIGHT ARCHITECTURE  N0. 1831 

15



규칙을 깨다
먼지가 많은 판금 차고 및 워크샵과 같은 모습
과는 이별입니다. 교육 및 워크샵을 주최하는 
건물의 내부는 소프트라이트로 처리되고 외
부는 오팔, 파란색, 녹색 및 주황색으로 처리
된 단파텀 K7 투명 솔루션으로 마감되었습니
다. 이들은 음향 카세트, 즉 미적, 열적, 음향
적, 투과성 및 공기 및 수밀 특성을 제공하는 
삼중 벽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단파
텀 K7은 실험실처럼 보이는 건물과 함께 보다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하여 이를 보여줍
니다.”라고 Duy Hiep Vo가 자세히 설명합니
다. 재료의 반투명은 전통적으로 어두운 공간
인 작업장에서 진정한 선명도를 제공합니다.
논리적으로 이러한 건물의 기능적 특성을 유
지하기 위해 단파텀 K7은 바닥 위 1.5미터
에서 천장 높이 5미터까지 상부에 구현되었
습니다.

신호 건물
미학적(그리고 상징적) 작업 외에도 단파텀 
K7은 간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사용
자가 12,000m2 건물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
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관리 섹션이 Aluco-
bond로 처리되는 동안 워크샵과 교육실에서
만 구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을 구분
하기 위해 실크 스크린 로고와 단파텀 K7의 
색상 코드를 각 유닛에 부착했습니다.” 따라
서 AFORA 건물은 라임 그린 색상으로, GNFA 
건물은 사파이어 블루, INCM은 주황색으로 
표현 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자재를 최대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워크샵의 부분 
문을 구성하는 패널에도 

구현되었습니다..

Duy H iep Vo
I I+ I  Arch itec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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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le skin façade, Danpalon® 16, 600 mm thick, red

소방관  
적색, 당연함! 
SDIS Terre Sainte  Saint Pierre (Reunion)

“이전에 다소 열악한 환경에서 생 피에르 도심
에서 일하던 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입니다.”
라고 2012년부터 소방서 건설을 모니터링해 온 
건축가 Jean-Louis Fabry가 말했습니다. 여러
겹의 철강판재 산업 건물과는 다르게, 이 구조 
센터는 흥미로운 다양한 재료 사용 덕분에 “신
호” 건물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특히 주요 도
로에서 크게 볼 수 있고 높은 높이로 구성된 비
상 차량 보관 구역의 경우입니다. 공기 흡입구
에 회색 판금과 빨간색 단파론으로 덮인 병렬 

구역, 그리고 끝 부분에 목재 클래딩으로 만들
어졌습니다.  이 최종 실시예는 구조를 적색 판
금으로 덮고 반투명 단파론으로 자연광을 끌
어들입니다. “마침내 단파론의 강력한 색상 요
소를 가져왔습니다. 제품이 UV에 대한 저항성
이 우수하고 색상이 특히 SOCOTEC DROM-
COM 기술 요구(No. 1512-68080-000019) 덕
분에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Jean-Louis Fabry가 설명합니다.   

이 새로운 구조 센터의 
건설과 함께 레위니옹 섬의 

남쪽에 있는 생 피에르 
시의 소방 팀은 고품질의 

작업 환경을 즐기고 
주의를 끄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
 J

ea
n-

Lo
ui

s 
Fa

br
y

©
 J

ea
n-

Lo
ui

s 
Fa

br
y

내부
태양의 반사에 따라 단파론은 
테크니컬 룸을 짙은 빨간색 에
서 옅은 오렌지색으로 덮습니
다. 이러한 빛의 효과를 포착하
는 지붕의 내부 분위기를 증폭
시킵니다.

CLIENT 
TOWN HALL OF SAINT PIERRE 

  +262 262 35 78 00  courrier@saintpierre.re

USER 
SDIS RÉUNION

PROJECT MANAGER  
Head architect: JEAN-LOUIS FABRY 

Architect: ST PAUL 
  Co-contracting architect: MGA 

  Thermal design office - all trades: SOCOTEM  
  Thermal design office environmental quality:  

IMAGEEN

OPC (SCHEDULING, MANAGEMENT, COORDINATION) 
JEAN-LUC MASANELLI

INSTALLER  
SMOI

LIGHT ARCHITECTURE  N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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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성
Special featureSpecial feature

BEMA, 그 대담함은 
늙지 않았다 

BEMA  Nantes (France)

약 25년 전 마누엘 거트랜드는 Nantes-Atlantique 공항에 
유지 관리 창고인 BEMA를 만들었습니다.  이 건물은 

미적 품질, 건축적 선택 및 내구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벤치마크입니다. 저명한 건축가는 에버라이트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되돌아보기로 동의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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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palon®, 16, clear



BEMA는 100% 폴리카보네이트로 설명할 
수 있는 구조로 지붕, 클래딩 및 파사드와 내
부 파티션에 제품을 구현했습니다.
이 미학적 선택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
시겠습니까?

이 선택은 우리가 “이상적인 재료”를 찾기 위해 
수행한 많은 분석의 결과였습니다. 목표는 사
실 매우 넓은 표면적을 가진 창고에서 비교적 
연속적이고 균일한 자연광을 제공하기 위해 반
투명 재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균질
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창고가 어떻게 변할
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필요했습니다. 가

InterviewInterview  
Manuelle GautrandManuelle Gautrand   ARCHIT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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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프로젝트는 
존중이 필요합니다 (...) 

이것은 유지되고 사랑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는 

이를 존중합니다.
MANUELLE GAUTRAND ,

ARCH ITECT

령 추후에 내부가 파티션으로 분할 될 수도 있
으니까요. 따라서 지붕뿐만 아니라 파사드도 
이러한 유연성에 기여하여 어떤 파티션을 사
용하든 자연광을 충분히 제공해야 했습니다. 
내구성의 개념은 최적이어야 하는 품질-가격 
비율과 함께 우리 연구의 핵심이기도 했습니
다. 공항은 항공 교통과 배출되는 제트 연료로 

인해 오염이 심각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클라
이언트는 호기심이 많았고 이미 많은것을 알
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만큼이나 그에게도 
중요한 지속 가능성과 내구성 측면을 보장하
기 위해 협력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빠르게 협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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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미리 설정된 구현으로 “제품 
판매”를 시도하는 제조업체로 그
들은 건축가의 요구와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프로젝트에 
적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
고 또 하나의 업체는 건축가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그들의 말
에 귀를 기울이고, 끊임없이 제품
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새로
운 요구 사항에 적응시킵니다. 
이러한 제조업체는 상호 교훈
을 통해 매우 풍부한 비즈니스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
에 매력적입니다. 그들은 우리
의 연구 및 개발에 도움이 되
고 우리는 그들의 제품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관계
는 혁신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프로젝트를 구
축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름다
운 프로젝트를 만들고자 하는 같은 열정을 공
유하여 정기적으로 다시 함께 작업할 정도로 
에버라이트와 개발한 관계 유형입니다.

내구성의 개념이 25년 전과 오늘날 다르게 다
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구성에 대한 문제는 제조 업체든 건축가든 
상관없이 항상 우리가 하는 일의 중심이었습
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건축해 왔으며 내
구성 문제가 핵심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
속가능발전의 문제가 더 잘 고려되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건축가는 재료의 특성과 제조 
공정에 대해 보다 투명하게 제조업체와 공유
할 수 있습니다. 자재는 내구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존중해야 하며 가능한 한 
현지에서 생산되어야 합니다. 이 전체 제조 체
인은 이 건축 프로젝트가 깊이와 감수성을 가
져오고, 그 것을 발견하는 것에 흥미를 가지
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접근 방식은 혁신적인 것으로 간주되
었습니다. 2018년 이 구조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우리의 접근 방식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재료를 그런 표면에 “감히” 구현
하여 말 그대로 프로젝트와 지붕의 모든 파
사드를 덮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
지는 유리 지붕 또는 정면의 돌출형 창문을 
통해 자연광을 가져오는 데만 가끔 사용되
었습니다. 제조업체는 전체 프로젝트를 폴
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하여 표현것으로 말 
그대로 “이것만” 사용한 다는우리의 급진

적인 결정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한 결과에 대해 호기심을 가졌고, 우리를 돕
고, 기술 지원을 위해 어떻게 이끌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버라이트는 이 혁신의 
게임을 했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시간은 당신의 공사에 대한 접근 방식에 호의
적이 였나요?
이 건물이 성공적인 이유는 절대적인 유연성
을 유지하고, 무엇보다 재료가 노화되지 않았
기 때문에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나는 여전히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클라이언트와 잠재적 사
용자의 존경을 요구한다고 확신합니다.
이 때문에 사용자는 그것을 존중합니다. 그리
고 낭트 공항에서는 항상 활주로를 따라 배치
된 수정처럼 맑은 이 아름다운 “빛의 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아름다운 황금빛으
로 빛납니다.

BEMA는 에버라이트 제품을 구현하는 유일한 
구조가 아닙니다. 이 제조업체와 특별한 관계
를 발전시켰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제조업체가 있습

CLIENT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NANTES

PROJECT MANAGER  
MANUELLE GAUTRAND ARCHITECTURE 
 Paris 
 01 56 95 06 46 
 contact@manuelle-gautrand.com

INSTALLER 
CHAG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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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그리고 아직까지 센세이셔널함 

Maison De La Sécurité  Lancy (Switzerland)

Lancy 시의 소방관들의 본거지인 이 소방서가 문을 열은지
 10년이 지났지만, 온통 붉은 건물은 여전히 낡지 않았습니다.

2009년에 준공된 이 시립 건물은 소방서, 구조 센
터 및 시민 보호 사무소가 같은 장소에 모여 있
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도 건물은 단파론 레드
를 중심으로 처리된 매우 눈에 띄는 메인 파사드 
덕분에 도시 경관에서 매우 뚜렷하게 눈에 띄어 
계속해서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소방관 및 응급 
서비스를 위한 건축물의 형태에 있어서 커다란 
빨간색 큐브 보다 더 상징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미학적 선택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결정은 DMA Architectures와 건
축가 Philippe Despres를 만족시키는 것 같습니
다. “이 건물은 특히 내구성 때문에 회사의 상징
적인 건축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비, 
바람, 또는 태양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자재와 
색상에 있어서 어떠한 품질 저하도 없었습니다.» 
건축가는 단파론을 처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른 자재의 내구성을 이
미 확신했습니다.

Implementation duo
여기에서 두 가지 다른 유형의 Danpalon® 구현
을 찾을 수 있습니다. 투명 효과를 얻기 위한 차
고 문의 단일 스킨과 상부 섹션의 클래딩입니다. 
이것은 건축가가 지적한 바와 같이 놀라운 결정
입니다. «특히 밤에 차량이 주차된 1층 공간에 불
이 켜지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마치 역에 불이 붙
은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CLIENT 
CITY OF LANCY

PROJECT MANAGER 
 DMA ARCHITECTURES AND WR ARCHITECTES 
 PHILIPPE DESPRES  04 50 04 41 49

INSTALLER 
 BG BONNARD & GARDEL 
 BCS SA 
 ARCHITECTURE & ACOUSTIQUE SA

LIGHT ARCHITECTURE  N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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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공압출을 통해 단파론 시스템에 적용된 
자외선 차단 처리의 두께(마이크론 단
위)입니다(표준 테스트 CSTB EN 1653).

3200
CNEP SEPAP(날씨-O-미터)에서 수행한 
노화 테스트에 적용된 시간이며 단파론
을 외부 조건에 노출시킨 기간이 20~25
년임을 나타냅니다. 이 테스트는 모든 기
술적 특성을 유지하는 재료에 대해 1μ/
년의 처리 손실을 보여줍니다.

기술적 의견
CSTB에서 발행한 단파론 시스템에 대한 
의견으로 클리어 솔루션뿐만 아니라 에버
라이트 컨셉이 제공하는 전체 색상 범위
에 적용됩니다.

5
제공되는 마감처리 옵션의 수입니다. 무
지개 빛깔의 모양, 용접된 가장자리, 적
외선뿐만 아니라 소프라이트 처리(반사
를 방지하기 위해 패널에 확산 및 균일
한 빛을 보장) 및 HProtect(외부 응력에 
대한 재료의 저항을 증가시키고 청소를 
용이하게 함) )

100%
제조 과정에서 상품화 하기 위해 잘려 나
가는 자재들은 보관 되었다가 다음 생산 
시 약 10% 비율로 생산 체인에 다시 도
입됩니다.

단파론의단파론의
견고함

Project Project dETAILSdETAILS



상업 공간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은 어려운 

작업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지속적으로 실용적인 공간을 
찾는 동시에 공간의 심미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객이 다니는 길은 고객을 
놀라게 하고 다른 세계로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단지 네온사인 
만으로는 얼마나 오래됐는지 
나이를 알 수 없는 영업장에 
발을 들여놓도록 유혹하기 

힘듭니다. 어려움을 인지하고 
일부 공사업자들은 새로운 

판매 경로를 통합하여 
건축물을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쇼핑몰을 리노베이션할 

때 미적 단위에 의지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매번 단파론의 

다양한 색상과 기술 구현 
솔루션을 통해 이 시대의 
새로운 과제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MARKS
On yourOn your

22

리모주의 정신
Boisseuil shopping centre  Boisseuil (France)

리모주 남부 교외 지역에는
Boisseuil 쇼핑 센터의 확장 및 개조는 
지금소비자의 새로운 기대에 부흥하여 

건축적인 복합 공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파사드를 이용한 미묘하고 

반사되는 색상을 이용한 심미성을 채택합니다.



 Façade Danpalon® 3DLITE 22, mounted in BRV, 600 mm thick, clear, blue opacifying white, opacifying g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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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 호텔 효과를 위하여
쇼핑몰 내부 공간 중 계산원 맞은편에 위치한 공간 중 
하나는 파리의 부티크 호텔과 고급 호텔을 연상시키는 
환영을 위한 복합 단지를 만들기 위해 급진적인 변화
를 겪었습니다. 이를 위해 천장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색
상(은색과 금색) 금속 날로 덮여 있으며 엇갈린 줄로 설
치되어 있으며 기존 조명 샤프트(그 아래에 나머지 영
역이 설치됨)가 단파론이 만든 거대한 모빌로 확대되
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쇼핑몰 안에 섬세하게 동반된 
자연광과 함께 방음 효과를 높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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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쇼핑센터 리노베이션에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것은 종종 비개인적인 소매 공
간에 새로운 의미(그리고 삶)를 부여하는 일을 
담당하는 건축가, 도시 계획가 및 고객이 던지
는 복잡한 질문입니다. “리모주 남부 교외에 위
치하고 있으며 1987년에 지어진 Boisseuil 쇼
핑 센터는 이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라고 사
이트 개조를 담당하는 Guérin & Pedroza 회사
의 Hector Pedroza는 확인합니다.

도자기와 같은 부드러움
이 리노베이션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에이
전시는 특히 빛과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는 복
합 단지를 설계하여 건물의 정면과 정문을 작
업했습니다. 조명에 대한 이 작업은 특히 단파
론 3D라이트로 된 건물의 파사드와 유리 입구 
프레임을 주로 사용하여 살아납니다. “파사드

“단파론 3D라이트의 반투명 및 
불투명 벽이 교차하는 두 개의 

벽 덕분에 재료의 깊이에 독특한 
마감을 만듭니다. 따라서 외벽은 
자연광의 관점과 방향에 따라 3

차원으로 살아납니다.”

Hector Pedroza ,
Guer in & Pedroza ARCH ITEC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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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FRPVII  Paris

PROJECT MANAGER  
HECTOR PEDROZA 
 Guerin & Pedroza Architectes 
 Paris  01 42 46 34 26 
 agence@guerinpedroza.com 
 www.guerinpedroza.com

INSTALLER  
SMAC LIMOGES  Limoges 
 05 55 33 48 35  www.smac-sa.com

의 클래딩은 리모주 전통 도자기의 부드러움
과 그래픽을 참고로 한 반사 골드, 블루 및 클
리어 색상의 변경으로 맞춤형 색상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라고 건축가는 설명합니다. 미묘
한 색상의 스트립은 역동적인 패턴을 따르며 
하늘, 녹지, 창문 또는 시간의 변화, 방문자의 
움직임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반영합니다.» 파
사드의 하단부를 보호하기 위해 첫 번째 1/3
은 보행자 높이의 진주빛 황금색으로 구부러
지거나, 반사되는 금속의 반투명 스트립의 수
직 패턴으로 표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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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메랄드 라인
Business units  Saint-Malo (France)

생 말로(35) 외곽에서 코비 엔지니어링과 XD 건축사무소는 함께 
12개의 사업부가 있는 건물을 구상하고 설계했습니다. 무엇이 그
렇게 특별할까요? 이 건물 외관은 가까운 바다의 색조를 참조하여 
밝은 파란색에서 에메랄드 그린까지 다양한 색상의 루버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생 말로(35) 시의 이 사업 레이아웃 프로
젝트에서 우리의 주요 제약은 바다와 가까
이 있기에 이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
는, 짧은 악천후 시 보행자와 사용자를 보호
하는 것 이었습니다.” 라고 XD 건축사무소의 
Xavier Dattin은 말합니다(설계 사무소인 코
비 엔지니어링과 함께 이 프로젝트에 임명
됨). 주 파사드(주차 공간쪽)에 다소 가벼운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단일 캐노피 설치 아
이디어를 신속하게 포기하고 보다 글로벌한 
솔루션을 선택했습니다. 건물의 주 파사드
를 앞으로 가져와 통행인을 보호할 수 있습
니다. - 거의 150미터에 걸쳐 통일된 수직 파
사드를 생성합니다. 파사드 자체는 높이 3m, 
폭 50cm(480m2)의 자체 지지형 칼라 단파
론 루버를 수직으로 표현 하였습니다. 건축
가는 “우리는 이 벽을 파란색에서 녹색까지 6
가지 색상으로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
부 색상은 에버라이트 컨셉에서 특별히 제작
하여 근처의 에메랄드 해안의 뉘앙스를 불러 

일으키도록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
현 측면에서 루버가 바람에 잘 견디도록 하기 
위한 특정 작업이 수행되었습니다. 
“우리는 보강 시스템 (단파론 클래딩에 금속 
하프 커넥터를 클립으로 고정)을 설계하여 
그래픽적으로 통일성을 원래 목적대로 유지
하고, 이 보강재를 6가지 다른 RAL 색상으
로 루버의 색상에 최대한 가깝게 코팅했습
니다”. 라고 건축가는 설명합니다. 이 독특
한 마감은 파사드 아래에 매끄러운 흰색 클
래딩이 있어 강화됩니다. 따라서 빛은 칼라 
루버를 통해 들어가고 깨끗한 클래딩에 반사
됩니다. “이 파사드 위에 통일된 위치와 크
기의 비즈니스 간판들의 크기를 통합하기 위
해 180cm 높이의 페디먼트를 남겼습니다.”
라고Xavier Dattin은 말하였습니다. 건물 반
대편의 두번째 파사드에서도 6가지 단파론
의 색상을 반복하여 클래딩에 더 통일되 보
이도록 설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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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SCBSM  Paris

DESIGNER  
XAVIER DATTIN ARCHITECTES 
 Rennes  02 99 33 96 73 
 contact@xdarchitectes.com 
 www.xdarchitectes.com

EXECUTION PROJECT MANAGER  
BUREAU D’ÉTUDES COBI ENGINEERING 
 02 96 39 18 37  www.cobi-sa.fr

INSTALLER 
STEREC NORMANDIE 
 Franqueville Saint Pierre 
 02 35 79 3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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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opy façade Danpalon® 16, 600 mm thick, sapphire blue, arctic blue, 
blue, empire green, medium reflective green, green

우리는 3미터 높이의 루버와 함께 
매우 구체적인 구현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설계 단계는 
실행보다 중요했고, 건축가와의 

논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Fabr ice Caro
D IRECTOR OF COB I  ENG INEER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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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스의 물결
Hyper U  Reims (France)

칼라 단파론 클래딩으로 구성된 수직 유리 캐노피는 
랭스에 있는 Croix Blandin (및 주변의 다양한 브랜드)

의 Hyper U에서 고객의 이동을 용이하게 합니다. 
이것은 안좋은 날씨로 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미학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솔루션입니다.

녹색, 노란색 및 주황색 색상의 수직선은 랭
스를 둘러싼 농업 풍경을 연상시킵니다. 도시
의 동쪽 외곽에 있는 Croix Blandin의 새로운 
쇼핑 지역인 Hyper U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
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더 일반적으로 “랭스 마
을”로 알려진 떠오르는 지역입니다. 6,500m2
가 넘는 이 슈퍼마켓 주변에는 고객에게 매우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
한 사업부가 통합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엔지니
어 코비 엔지니어링의 파트너인 건축가 Xavier 
Dattin의 참여 덕분에 그들은 함께 복합 단지
를 만듭니다. 그는 한 상점에서 다른 상점으로 
고객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직 유리 
캐노피와 칼라 단파론으로 지붕이 있는 보행
자 통로를 설계했습니다 (생 말로 프로젝트와 
동일한 정신, 페이지p. 26, 27). 녹색, 노란색 
및 주황색 색상의 클래딩은 랭스의 주변 언덕
을 점으로 이어진 듯 이 있는 체크 무늬 농지
와 유사합니다.

Splash of colour
남서 방향 덕분에 유색 단파론 구성 요소 (다
른 수준의 투명도로 처리됨)는 마주보는 흰색 
파사드에서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 지역 소재
의 광물과 같은 초크를 연상시키는 섬유 시멘
트 클래딩으로 강화되어 라커칠 이 된 콘크리
트 패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수직 유리 
캐노피의 특징은 파사드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The Danpalon® canopies create covered walkways in the parking 
alleys serving the Hyper U and the shops. When night falls, they 
are illuminated by floor l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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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의 의견
“건축 회사 XD Architectes와 함께 이전에 유색 필름으로 덮인 유리 외관 클래딩을 
이용한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솔루션이지만 단파론과 같은 솔
루션은 아니었습니다. 후자는 가벼우며 넓은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고, 색상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유리 제품의 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입니다.”
Fabrice Caro, director of Cobi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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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의 수평선을 불러일으키는 물결 모양 효
과를 얻기 위해 하단 섹션을 절단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라고 Rennes(35)에 위치한 XD 건
축 사무소의 Xavier Dattin은 설명합니다. 재
료는 설치 전에 절단되며 맞춤형 작업이 필요
합니다. 사실, 클래딩은 더 정밀한 마감을 얻고 
단파론의 공기층이 뚫려있지 않도록 하기 위

해 공장 생산 중에 열 봉합되었습니다. “우리
는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한 적이 없지만 고
객은 이 상황을 논리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는 유리 제품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고 가벼우
며 제품이 특히 단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구
성 때문에 관심이 있습니다.”  

 Danpalon® 10, 600 mm thick, green, empire green, almond, yellow. Application on roofing for the canopies and façade for the  building

CLIENT 
SCHULLER/SYSTÈME U

DESIGNER  
XAVIER DATTIN ARCHITECTES 
 Rennes  02 99 33 96 73 
 contact@xdarchitectes.com 
 www.xdarchitectes.com

EXECUTION PROJECT MANAGER  
COBI ENGINEERING  
DESIGN OFFICE 
 02 96 39 18 37 
 www.cobi-sa.fr

INSTALLER  
FACE CHAMPAGNE-ARDENNE 
 Reims  03 26 77 81 85 
 contact@face-champagne.fr 

PROJECTPROJECTdetails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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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과 물의 
이야기

 Sapphire Ice & Leisure Centre    Romford (UK)Romford (UK)

런던의 북동쪽에 위치한 롬포드 교외의 도심
은 완전한 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최근 개장한 스포츠 및 레저 센터 “사
파이어 아이스 & 레저 센터”입니다. 웰빙에 대
한 개념을 가진 주민들의 스포츠 활동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이 센터는 2,500만 파
운드(또는 2,800만 유로 이상)의 지역 기금에 
의지 하였습니다. 후속 예산으로 8개의 수영 
레인과 훈련장이 있는 25미터 수영장, 사우나

와 레스토랑이 있는 피트니스 센터, 마지막으
로 최대 1200명의 스케이터와 900명의 관중
을 수용할 수 있는 아이스 링크가 포함된 복
합 단지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스포츠 센터는 또한 상당한 규모의 특별한 
건축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스 링크
는 수영장의 수영 레인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
다. 이것은 영국에서 유사한 건물이 두 개뿐인 
보기 드문 구조입니다.

8개의 수영 레인이 있는 수영장과 1200명의 아이스 스케이팅 
선수를 수용할 수 있는 아이스 링크. 이것은 런던 교외의 

롬포드에 있는 “사파이어 아이스 & 레저센터”에서 착수한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이 스포츠 센터는 자연 채광을 

극대화하면서 좁은 도시 공간에 통합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일부 
이든 리노베이션의 일환 

이든 단팔의 솔루션은 
체육관과 스포츠 센터에 

적합한 중요한 동맹입니다. 
그들의 주요 장점은 확실히 

높은 UV 차단 효과를 
제공하면서 빛을 허용하는 

투명도의 품질입니다. 
다중 구현 가능성(단일 

또는 이중 외피 등) 덕분에 
단파론은 스포츠 건물을 

위한 기술 솔루션만큼이나 
미학적입니다.

프로젝트 관리자는 투명도를 
이용하여, 채워지거나 
빈 공간을 디자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루가 지남에 
따라 아름다움이 변하고 

밤 풍경을 빛나게 하는 
건축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SPORT
10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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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날씨 조건에 
관계없이 건물의 밝은 
색조와 날카로운 선이 

불가피하게 눈을 끕니다.

Nathan Swift ,
Saunders Boston

   Danpalon® BRV 16, 900 mm thick, four shades of blue

SPORT
100 %100 %

사파이어 기념일
센터의 이름을 고민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오
히려 그 반대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사파이어 아이스» 세례를 받
았습니다.
사실, 2017년 2월(센터의 취임 1년전), 여왕의 
사파이어 주빌레인 65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
다. 이 색상은 결국 이 건물의 역할과 다양한 
물질 상태의 물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 완벽하
게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영예로운 장소인 건축물에서 
우리는 파란색을 찾습니다. 특히 이 것은 빙하 
블루에서 부터 마린 블루까지 네가지의 블루
색상으로 만들어진 단파론 외장 덕분입니다.
“하루 중 시간에 따라 이 음영과 대체 색상이 변
화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도시의 복합 공간
으로 통합됩니다.” 라고 건축 사무소 Saunders 
Boston의 디렉터인 Nathan Swift
는 설명합니다.

반투명 단파론® 패널들은 아이스링크에서 확산되는 빛의 양을 최대화합니다.
클래딩의 소프트라이트 처리는 눈부심의 위험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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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 되면 건물이 환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큰 창문에 의해 
내부의 조명에 의한 얼음 조각을 

발견합니다. 이 모든 것이 LED 조명 
스트립으로 표시됩니다. 이 놀라운 

건물은 이미 롬포드 도심의 밤 문화를 
되살리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Nathan Swift ,
Saunders Boston

PROJECT MANAGER 
NATHAN SWIFT 
 Saunders Boston 
 Cambridge (UK) 
 +44 1223 367733 
 office@saundersboston.co.uk 
 www.saundersboston.co.uk

INSTALLER  
BILL HEDDEN 
 SD Samuels (special projects) 
 South Ockendon (UK) 
 +44 8701 129 320 
 www.sdsamuels.co.uk 

자연채광
들어오는 자연광을 최적화하기 위해 1층에 위
치한 수영장은 자연광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
도록 22mm의 반투명 대형 단파론® 파사드
를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 파사드의 각도, 특
히 아이스링크가 있는 층은 단파론® 파사드가
공간을 일광으로 덮습니다. 이 솔루션은 충분
한 난방의 편안함을 제공하고 패널 내부 레이
어의 소프트라이트 처리 덕분에 눈부심을 방
지합니다. 건물 전체가 파란색 음영의 단파론® 
통풍 파사드로 덮여 있습니다. 재료의 투명 효
과로 얻은 이러한 내 외부 대비는 밤이 되었을 
때, 지나가는 사람에게 인공 조명이 건물의 활
동을 암시할 때 더욱 잘 보입니다. 특히 구조가 
1층의 유리 스트립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
기 때문에 놀라운 효과입니다. 밤에 건축물의 
돋보이게 하기 위해 주요 단파론® 파사드는 높
이가 다른 LED의 수직 스트립을 통합하여 건
축물에 생명을 불어넣고 더욱 밝게 합니다. 

PROJECTPROJECTdetails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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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VILLE DE VÉLIZY-VILLACOUBLAY 
Heritage appreciation division 
 Vélizy-Villacoublay

PROJECT MANAGER  
PHILIPPE BANCILHON 
 Architect and town planner 
 Paris 
 01 53 27 66 12 
 bancilhon@free.fr

INSTALLER 
SAS BELLIARD

GAME, SET AND…GAME, SET AND… MATCH!  
Tennis court of Borotra Tennis court of Borotra   Vélizy-Villacoublay (France)Vélizy-Villacoublay (France)

2017년, Vélizy-Villaboublay의 실내 테니스 
코트는 그곳에서 아직도 모험을 즐기는 소수
의 선수들에게 좋은 경기 조건을 보장하기 위
해 간신히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빛의 부족, 
습기, 노후된 지붕에 의해 발생한 물웅덩이, 
겨울철 단열재 부족 등 위험요소에 대한 목록
은 길었습니다. “수많은 박공과 경사로 이 건
물의 건축가는 스포츠 건물에 대한 표준 요
구 사항의 통합을 용이하게 하는 것과는 거리
가 멀었다고 이야기 되었습니다.” 라고 건축
가 Philippe Bancilhon은 라고 표현 하였습
니다. 부서지기 쉽고 노랗게 변한 오래된 폴리
에스터 패널은 더 이상 빛 투과를 보장하지 않
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하루 중 언제라도 
조명을 켜야 합니다.

FFT의 요구사항
“테니스는 빛 투과에 관한 한 가장 까다로운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라고 FFT와 함께 작업
한 건축가는 요약합니다. 그래서 코트에 떨어
지는 자연광이 완전히 균질하고 부드러우며 
눈부심의 위험이 없어야 합니다. 다양한 제품 
테스트를 거친 후 강철 클래딩 외에도 지붕과 
벽의 특정 부분을 복원하기 위해 오팔색의 단
파론® 솔루션을 선택한 것은 바로 이 요구 사
항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조하는 동안 
건축가는 원래 프레임(특히 지붕)을 의도적으
로 개선 하였습니다.
“우리는 코트 위에 위치한 섹션에 단파론®을 
집중 했습니다. 따라서 확실히 이전보다 적은 
수의 투명 요소가 있지만 이러한 요소가 더 나
은 광 투과성을 보장하고 더 잘 분산된다는 점
을 감안할 때 결과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
다.” 라고 덧붙인 Philippe Bancilhon은 FFT
의 표준을 충족하기 위해 강철 클래딩 솔루션
으로 코트 뒤쪽의 파사드를 창문이 없는 상태
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2017년 약 4개월 동안 리노베이션으로 실내가 통합된 Vélizy-
Villacoublay의 테니스 코트 Jean Borotra 스포츠 센터는 

프랑스테니스연맹(FFT)의 빛 투과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이것은 단파론 오팔의 구현으로 그들의 요구에 합당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알고 있었나요?
프랑스 테니스 연맹(FFT)은 지붕이 있는 테니스 코트
의 경우 코트의 여러 지점에서 500lux의 값을 요구합
니다. 건축가와 에버라이트 컨셉 디자인 사무소는 에너
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인 Archiwizzard를 사용하여 
건물을 디지털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디자인 
사무실은 FFT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재료의 
두께와 색상을 가지고 다방면에서 시뮬레이션 하였습
니다. 10mm 두께의 단팔론® 오팔 색상은 코트 전체에 
균일한 조명 블랭킷을 제공하기 위한 최상의 절충안으
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식별되었습니다.  

© K. Khalfi

© K. Khal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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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fing and façade, Danpalon® 10, 600 mm thick, o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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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을
열은 단파론

CFA Écocampus CFA Écocampus   Sainte-TulleSainte-Tulle  (France)(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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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 방식으로 접근하여 구현된 Sainte-
Tulle(04)의 새로운 CFA Écocampus는 이미 RT 
2020의 고려 사항을 포함합니다. 단파론® 파사드는 
건축물이 주변 경관과 최대한 통합되는 섬세한 미학을 
제공합니다.

목재 프레임워크, 대마 단열재, 자
연 환기: 이는 CFA Écocampus
가 취한 친환경 건축 접근 방식
을 확인하는 요소 중 일부입니
다. 2017년 9월에 출범한 이후 
지속 가능한 지중해 건물(BDM)
들의 시도는 골드 레벨의 요구 사
항을 충족합니다. HQE, BBC 또는 
PassivHauss 표준보다 덜 알려진 
PACA에서 2008년에 만들어졌으며 
지중해 기후의 요구 사항에 중점을 
둔 접근 방식으로 차별화 되었습니
다. “특정 라벨들은 본질적으로 단열
재에 중점을 둡니다. 남부에서는 여름
의 편안함도 고려해야 합니다.” 라고 
R+4 Architectes의 Bernard Brot가 
설명합니다. 여름의 편안함: 그들의 생
각의 중심에 있는 주제. 예를 들면 CFA
의 내부 거리와 파티오는 생물기후학
적 접근 방식에 따라 설계되었습니다. 

CLIENT 
DURANCE LUBERON VERDON 

AGGLOMÉRATION (DLVA) 
 Monasque

PROJECT MANAGER 
BERNARD BROT AND 
CHRISTIANE MARS  

 R+4 architectes 
 Forcalquier 

 04 72 75 70 70  
 architectes@rplus4.com 

 www.rplus4.com 
 

LETEISSIER CORRIOL 
 Marseille  04 91 48 04 00 

 agence@leteissier-corriol.fr 
 www.letessier-corriol.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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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가 가득한 외부 파티오는 정기적으로 물
을 공급하고 공기를 식혀, 지붕이 있는 파티
오와 같은 가장 뜨거운 구역으로 많은 노력
을 통해 전도됩니다.” 라고 건축가는 덧붙입
니다. 같은 방식으로 대마 단열재를 선택했습
니다. 다른 합성 단열재와 같이 열을 즉시 확
산 시키는 것과 달리 열을 축적하여 밤이 되
면(오후 3시경) 다시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
이것은 우리가 열 위상 이동이라고 부르는 것
입니다”라고 Bernard Brot가 설명했습니다.

 녹색 환경과 통합
목조 프레임워크를 덮기 위해 구조물을 함께 
만든 두 건축 회사는 이상적인 조경 통합을 제
공하는 Clear 색상인 에버라이트 컨셉의 단파
론® 솔루션을 선택했습니다. “건물이 꽤 커서 
입체적인 효과를 피하고 시각적 장벽을 만들
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반대로 이 소재는 빛
을 반사하고 나무의 그림자와 함께 플레이하
여 낮 동안 변화합니다.”라고 Bernard Brot가 
덧붙입니다. 

The point The point 
of view ofof view of
Mahmoud Bensaou
에버라이트 컨셉 디자인 사무실

미리 실행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특이점
에 대한 관련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에는 더 나은 미적 마감을 제공하
고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접합부
에 단파론®VRS 프레임 절단을 제한하
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단파텀 K7 
시스템과 정문 유리 커튼월의 알루미
늄을 접합하는 작업도 합니다.

CO
& TECHNIQUE

TREND

외관: 단파론® 클리어 색상의 VRS 환기식 
레인스크린 솔루션. 주 출입구의 커튼월 

위: 단열 및 자연광 유입을 보장 하는 
단파텀 K7 시스템 (이중 단파론® 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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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또 다른 모습을 

표현하세요
HTTPS://WWW.DANPALKOREA.CO.KR/단파론-키네틱-패널/

단파론® 키네틱
하나로 만들어진 두 가지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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