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VISION OF THE LOFT2



친애하는 여러분

지붕창의 세계 선도적인 제조 업체인 FAKRO는, 디자인 경쟁 

"“New Vision of the Loft 2”"의 참가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FAKRO 제품의 적용은 매우 창의적이었습니다.

독특한 건물에 우리 제품의 기능과 장점을 활용하는 좋은 방법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참가자 모두가 직장과 개인 생활에서의 지속적인 성공을 기원합니다.



사진 : FAKRO로 빈 벽면이 채워진 부분

Lambardigade 4, 2300 코펜하겐, 덴마크

사용된 창문 타입 : ARC 창문, 비표준 FGH-V P2 발코니창

완전한 FAKRO

LIVE BETWEEN BUILDING 프로젝트는 도시의 새로운 주거 방식이다. 

기존에 존재하는 건물들의 공간사이를 채우는것은 거의 모든 FAKRO 창의 

기술이 자연과 아주 가깝도록 도시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동시에 이미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도시의 벽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세계적 잠재성

FAKRO는 세계적으로 아주 강력한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주거에서의 

LIVE BETWEEN BUILDINGS 방식은 세계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세계 여러 

도시의 가능성있는 건물들에 초점을 맞췄다. FAKRO의 사용가능한 

다른종류의 지붕창을 사용하는것은 매우 다양한 주거 유형들을 가능하게 

하고, 따라서 특정 도시 환경의 구성 흐름과 문화에 반응한다.

미래는 밀집된다.

최소의 공간과 건물의 정면, 하지만 주거 질의 최대는, 

LIVE BETWEEN BUILDING 프로젝트는 밀집도와 미래의 지속가능한 

도시에 기여한다. 아래는 세계 여러 건물들의 흥미롭고 이용가능한 

공간들이며 가능성있는 타입들의 예시들이다.

Ole Robin Storjohann - (덴마크 DK에서 근무) 

and Mateusz Mastalski (폴란드 DK에서 근무) Live between Buildings

" 작은 공간 채우기 - 기존 건물들 사이에 주거 제공된 모델들은 여러 도시의 다양한 주택 유형에 따라 많은 

연구를 통해 작업되었다. 이 계획은 도시건축구조의 빈 공간을 사용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

Ole Storjohann Mateusz Mastalski



Lock Loft는 결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그들이 살고있는 장소의 결합. 이 

결합은 새로운 기능이 필요한 오래된 장소에 희망과 영감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버려진 공간을 회수하고,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버려진 공간을 보고 사람들이 “난 이 공간이 좋다”라는 때가 있을것이다. 나중

에,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은 생각할것이다. - 그것은 예전의 것이 아니었다라고. 나는 그것이 

새로웠고 빛이 났다고 기억한다.  지금 - Lock Loft가 유용해 지면 그것이 더 이상 좋지 않다고 

비하할것이다.  그것이 포인트이다. 그 공간은 한번 더 살아날 것이다.

다리를 차지하고 도로에 집이 위치하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다. 
Florence의 Ponte Vecchio [오래된 다리]은 르네상스시대에 이미 생각을 했다. 
Gold 마켓은 세일즈맨들을 위한 자리였고, 더 일찍일어나는 사람이 더 좋은 자리를 차지했다 

그래서 몇몇은 텐트를 가지고 잠을 자며 자리를 좋은자리를 예약했다. 
이 경주는 구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Arno River위에 집을 짓기 시작했고 지금

도 여전히 하고 있다. 그러나 자물쇠 전통은 좀 더 최근의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Ponte 

Veccchio와 같이 유명한 다리에 자물쇠를 건다. 이것은 보통 연인들사이에서 일어나며, 그들

이 키를 강으로 던짐으로써 그들 사이를 더욱 견고히 한다.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 같은 전

통을 보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제스쳐가 되었고 아주 짧은 시간에 증명했다. 그들이 자연보다 

더 강력한 힘에 의해 제거될 때까지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하고 지속된다. 이것이 Lock Loft가 생

겨난 배경이다.  

우리는 Krakow 시내 중심 근처에 버려진 기차 다리를 발견하고 고급스러운 다락방과 입이 딱 

벌어지는 경관을 감상 할 수 있는 거리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다리의 중간에서 본 광경을 상상

해보십시오. 태양은 수면에서 둥실거리고 당신의 발 아래에 작은 보트들이 떠있고.. 이제 이 광

경을 당신이 거실에서 본다고 상상해 보아라. 이 감정을 우리가 Lock Lofts 주인들에게 제공

하기 위해 노력했다. 
 
구조는 단순한 자물쇠만큼이나 무해하다. 두 개의 가벼운 목재 프레인들이 다라바깥쪽의 스틸 

브레싱들을 통해 묶여있다. 그 또 다른 LL은 다리 반대편의 카운터웨이트(무게추)로, 이것이 

조화를 유지하는 방법이다Lock loft는 교량, 프레임 또는 콘크리트 벽 건물에 매달려 수 있다. 

Lock loft 크기를 특성 및 주 구조물의 크기에 맞게 쉽게 조절할 수 있다. FAKRO의 표준규격 

창은 엄청난 양의 빛과 최고의 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 태양열 수집기는 세 개의 유리 스트라이

프로 창 모듈 조화를 반복해 수집하고, 일년 동안 뜨거운 물과 가열 장치를 공급받는다. 세입자

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하면 -THE Lock loft는 단지 두 가지 나사를 따로 풀어 쉽게 

그 위치에서 제거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 친화적이고 아름답다. 
하나 더 무엇을 해야할까?

Katarzyna Penar (폴란드, UK에서 근무중), Wojciech Okrzesik (폴란드, UK에서 근무중)

이것은 역사적인 유형의 Bridge House(Ponte Veechio처럼)를 기존에 존재하는 구조에 더하는 

뛰어난 적용이었다. 설계도면은 부드럽고 낭만적이었으나 프로젝트의 정확한 기술적인 

실현을 시도했다. 심사위원들은 제안의 낭만적인 묘사에 감탄했다.

Katarzyna Penar Wojciech Okrzesik



교회를 "일반" 거주지로 적용하는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주하는 독특한 특성과 지역 상황에 적응하는 동시에, 아
무 손실없이 교회에 집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흥미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Piotr Skrzycki (폴란드), Dawid Szczepański (폴란드)

Dawid Szczepanski Piotr Skrzycki



대도시 또는 큰 지역의 높은 빌딩의 집중화는 문제가 있고, 해결책이 필요하다.  도시 중심가 근처에는 매력적인 생활공간이 필요하며, 업무현장은 주변에 여전히 

남아있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의 이 같은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답일 가능성이 있다. 
Halle/Saale(독일)의 역사적인 건물에 위치한 도시의 1/4 wilhelminian 스타일은 다락방 건물들이 다리처럼 집들간의 협곡 같은 역할을 한다. 이 구조는 대부

분 유럽도시처럼 거리 반대편에 있는 집에도 적용되고 다른 위치에 있는 곳에도 적용된다. 
기존에 존재하는 집의 윗부분을 높이면서, 지붕 구조는 확장되고 거리 양쪽으로 "높아진 아치"처럼 연결이 된다.  설치된 지역은 현재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잃지 않

고 높은 밀도와 증가된 수용량을 가질게 될 것이다. 

아치구조는 아래의 건물에 충분한 빛과 공간을 제공한다. 다락방들은 기본 건물 사이의 컨디션에 따라 크기와 면적이 다를 수 있다.
구조적으로 지붕창 통합은 투명도와 기능성을 증가시킨다. 발전한 주변지역과 차이점은 잠재적인 빛과 환기를 발생시킨다.  유연한 기초계획은(정해지지 않은) 

하나의 방을 더 제공한다. 아치를 따라 설치된 지붕창을 통해 지평선의 멋진 경치를 볼 수 있고 거리의 경치 또한 볼 수 있다. 
내부방의 깊이의 연장은 발코니 창을 사용한다.

Daniël Luecke (덴마크), Christian Schunke (덴마크)

이 제안은 어떻게 하면 도시의 기본구조를 강화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콘셉을 제공한다. 
길거리 다리에 대한 아이디어는 새로운것이 아니지만, 
그 모양은 흥미롭고 어떻게 집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매우 높은 퀄리티이다.

Daniel Lueccke Christian Schunke



LOL은 작은 주거단위의 철도 육교 아치의 재사용을 위한 제안이다.

철도는 런던의 도시 재생을 위해 길거리에 설치된다. 그 결과 요즘은 붉은 벽돌 아케이드에 몇 백 킬로미터의 철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아치들이 작은 산업용

건물, 상점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사무공간으로 재사용되고 적용되었다. 

LOL은 텅 빈 철도를 좋은 주거용 다락방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조립식 건축 시스템이다.  

FAKRO 천창은 빛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의 개선을 위해 사용되었다.  LOL은 세계적인 도시에 새로운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Davide Roth (이탈리아)

레일 트랙이 주거가 가능하거나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는데 전형적인 창문을 사용하는 것을 대신하여, 이 아이
디어는 빛이 건물안으로 들어오는 더 많은 가능성을 제시한다.

Davide Roth



Marcin Giemza (폴란드) 그리고 Monika Ryszka (폴란드)

열린 태도와 도면의 참뜻 때문에 심사위원들은 기뻤다. “Kurokawa의 캡슐 사회는 모든 단위의 조합을 통해 여러 가
지 방법을 제공한다. 아이디어는 멀게는 지붕창의 개념을 능가한다. "

Monika Ryszka Marcin Giemza



"주택 블록을 다루는 많은 항목들은 두드러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최초의 아이디어를 손상시키지 않고 개별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물들을 개선하고 가격이 매우 비쌀 필요가 없다.  

Ewa Mikolajczak Rafal Oleksik







02 566 7663 02 563 7663

Marketing@roser.com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1 원빌딩 12층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4
	페이지 5
	페이지 6
	페이지 7
	페이지 8
	페이지 9
	페이지 10
	페이지 11
	페이지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