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스템 결합방식의  최첨단  마감재 ALZIP SYSTEM PANEL

고양 대화노인복지회관 하남  작품보관소

고양, 등촌샤브칼국수 본점

- 다양한 건축 디자인의 표현  다양한 칼라, 자유로운 곡면표현, 자유로운 건물 볼륨표현

1.5~2mm  알미늄 원판 소재

시스템 결합방식으로 실런트  없이 마감 처리 가능

- 내구성이 뛰어난  친환경적 알미늄 소재

- NO 실런트 차수시스템  비오염 마감재

하남. 채우 아트센터

WEB. www.alzipsystem.co.kr
본 제품은 (주)건축그룹건축사사무소와 공동 연구개발하였습니다.

TEL. 070-4349-2751 / FAX. 031-624-1024 /  에이디건축디자인연구소 

하남. 아트센터 수장고

고양. 등촌샤브칼국수 본점

판교. PANDOMUS 觀판교. PANDOMUS 林

판교. PANDOMUS 情

부산, 대연동복합시설

파주,헤이리아트센터 고양,대화노인복지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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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ngqing, ChinaThe LOOP
LWK + PARTNERS  

건축 LWK + PARTNERS 위치 중국, 충칭 대지면적 1,367.72 m2, 연면적 1,605.28m2, 

발주자 롱허 프라퍼티(주), 사진 우호

Architect LWK + PARTNERS,  Location Chongqing, China Site Area 1,367.72 m2, 
Gross Floor Area 1,605.28m2, Client Longfor Properties Co. Ltd., Photo W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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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d by LWK + PARTNERS, The LOOP is the sales gallery for Shun Shan Fu, a 
low-density residential development composed of various luxurious villas and houses. 
Conceived as a brilliant gem hovering on top of the magnificent landscape of Zhaomu 
Mountain, the gallery represents power and style but with a softer side that embraces the 
shapes of nature.
The LOOP features two showrooms linked by a crescent-shaped glass-bottomed bridge 
named The Skywalk, which is aesthetically pleasing and pragmatic in function. With the 
use of full steel frame structure and an onion-ring-like cladding system, the undulating 
forms of The LOOP echo and integrate with the dynamic contours of the site, while The 
Skywalk grants visitors an unobstructed view of the valley to admire the lush greeneries. 
The project had tight design and construction schedules. Steep slopes and relatively low 
accessibility of the site also posed limitations on the transportation and size of materials, 
which added to the overall difficulty of the construction process. In response, a full steel 
frame was efficiently adopted to accelerate the construction process and comply with the 
schedule, while also giving the project its signature dynamicity to complement the natural 
landscape. The steel frame also enabled The LOOP to move beyond the separation of 
supporting structure and external cladding, at the same time allowing the two to engage 
in a meaningful interaction.
To reflect the status of the project, quality stone slabs were sourced for the cladding. The 
slabs are arranged in a horizontal manner, and stacked vertically on varying levels. The 
adjustable space between the rings allows room to accommodate discrepancies in the 
slab dimensions.

루프
LWK + PARTNERS가 디자인 한 루프는 다양한 고급 빌라와 주택으로 구성된 저밀

도 주거 개발 쑨 싼 푸의 판매 갤러리입니다. 자오무 산의 웅장한 풍경 위에 떠오

르는 화려한 보석으로 여겨지는이 갤러리는 힘과 스타일을 나타내지 만 자연의 모

양을 포용하는 부드러운면이 있다.

루프에는 스카이 워크라는 초승달 모양의 유리 바닥 다리로 연결된 두 개의 쇼룸이 

있으며, 이는 미적으로 유쾌하고 실용적입니다. 전체 강철 프레임 구조와 양파 링

과 같은 클래딩 시스템을 사용하여 물결 모양의 루프 에코가 사이트의 역동적 인 

윤곽과 통합되고 스카이 워크는 방문객에게 계곡의 탁 트인 전망을 제공하여 무성

한 계곡을 감상합니다. 녹지.

이 프로젝트는 엄격한 설계 및 시공 일정을 가지고있었습니다. 가파른 경사면과 

상대적으로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운송 및 자재의 크기에 한계가 생겨 건설 공정

의 전반적인 어려움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 과정을 가속화하고 일정

을 준수하기 위해 풀 스틸 프레임이 효율적으로 채택되었으며 자연 경관을 보완

하기 위해 프로젝트에 고유 한 역 동성을 부여했습니다. 강철 프레임은 또한 루프

가 지지 구조물과 외부 클래딩의 분리를 넘어서서 두 사람이 의미있는 상호 작용

에 참여할 수있게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상태를 반영하기 위해 고품질 석재 슬래브를 클래딩 용으로 공급했습

니다. 슬래브는 수평으로 배열되고 다양한 레벨에서 수직으로 쌓입니다. 링 사이의 

조정 가능한 공간으로 인해 슬래브 치수의 불일치를 수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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