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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snd는
공간을 실용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고민
합니다.
생활공간, 상업공간, 공용공간 등 모든 영역에서 세
련되면서도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Outdoor Living System 인 Louver System

Pergola를 통해 공간활용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
니다.

Louver System Pergola(루버시스템 파고라)는
미려한 외관에 전동회전식 슬렛(Slat)의 지붕구조를
가진 Outdoor Living System입니다.

슬렛(Slat)의 연결구조로 이루어진 지붕은 제어리모
컨을 통해 기상에 따라 자유롭게 회전개폐(Tilting)시
킬 수 있으며, 햇빛 차단, 통풍, 빗물을 받아 배수 시
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건축물과 연결된 외
부공간, 마당, 정원, 루푸탑, 테라스 등의 영역에서
공간활용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Spacesnd의 Outdoor Living System은 공간을 보다 효율적이면서 세련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
공합니다.

알루미늄 소재의 파고라는 미려한 외관을 가져 설치
하는 것만으로도 심플한 인테리어 효과를 가집니다.
또한 글래스 폴딩, 폴딩도어, 전동스크린, 방충망 등
다양한 형식의 측면막음이 가능하여 파고라 설치공
간의 활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 더 완성된 공간연출
이 가능합니다.

루버시스템 파고라는 유럽에서 보편화된 차양시스
템으로 펜션, 호텔, 리조트, 카페, 레스토랑 등 상업
공간 뿐 아니라 오피스 테라스 공간, 전원주택 등 공
간활용을 높이고자하는 모든 곳에 설치가능 합니다.

애드스페이스가 개발, 제공하는 루버시스템 파고라,

ART ONE SERIES가 보다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고
자하는 고객의 고민에 하나 이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Outdoor Living System,  ART ONE Series manufactured by Addspace could make your space more wonderful!



Outdoor Living System

Louver System Pergola

ART ON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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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ver System Perg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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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ONE SERIES는

파고라를 구성하는 후레임 구성의 장점으로 계획공간
의 크기, 형태 등 공간의 조건에 따라 파고라의 크기, 설
치형식, 연결구조의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러
한 장점은 누구도 제공할 수 없는 비정형의 공간에 대
한 모듈도 제안할 수 있으며 더 적은 수의 파고라 기둥
(Post)으로 다중구조, 대형공간에도 적합한 연결모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구성된 지붕 Slat은 기상에 따라
개폐각도(0°~100°)를 조절하여 환기, 투영되는 빛을 차
단하거나 광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리모컨으
로 파고라, 조명, 측면막음(스크린)을 제어하며 옵션에
따라 스마트(폰) App으로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빗물은 후레임구조 내부에 구성된 Gutter와 Post 라인
을 따라 하부로 배출됩니다. ART ONE SERIES가 구성하는
Gutter(물홈통)는 우리나라 장마 기간의 집중호우 시에도
배수 처리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규격을 갖고 있습니다.

기둥(Post)은 파고라를 구성하는 각 소재의 구성비가 미
려 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각 소재가 시각적으로 적정
한 비율을 갖되 구조물 흔들림 최소화, 어떠한 측면막음
(글라스폴딩도어, 폴딩도어, 스크린/방충망, 미닫이 도어
등)도 설치 가능한 규격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저녁시간에도 공간활용이 가능하도록 Hard Bar type의
LED 간접등을 Gutter 내측의 조명 설치라인을 따라 깔
끔하고 세련되게 설치 할 수 있어 공간의 활용성을 높여
줌과 동시에 훌륭한 인테리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국내특허를 보유한 ART ONE series의 모듈식 지붕시스템
은 건축물의 실용적인 확장과 우아한 인테리어 효과를
고민하는 분께 하나 이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
다.

Louver System Pergola



일상의 생활영역, 상업영역에서 공간확장을 위한 실용적인 솔루션을 찾고 계십니까?

공간에 맞는 크기, 다양한 설치 모듈이 가능한 Outdoor Living System ART ONE Series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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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가능한 다수의 Slat으로 구성된 지붕은 Linear 모터에 의해
100도까지 회전(틸팅)개폐가 가능합니다.

ART ONE series는 설치공간의 형태, 크기에 제약없이 다양한 설치모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분리조립형의 후레임 구조로 공간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설치모듈 솔루션
이 가능합니다.

기상이나 외부환경에 따라 지붕의 slat각도 조절, 조명제어 또는
측면막음 시설의 개폐 등으로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에도 넘침없이 원
활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
격의 빗물 배출라인 설계

Slat 에 떨 어 진 빗 물 은 Gutter 와 알 루 미 늄 기 둥
(140*140mm)을 통해 하부로 배출됩니다.
- 물받이(Gutter) 너비 95mm, 높이 70mm

140mm 기둥(알루미늄) 규격으로 다양
한 형식의 측면막음 설치 가능

Hard bar type의 LED 조명을 Gutter
내측의 조명설치 라인을 따라 깔끔하
고 세련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Louver System Pergola



전원 : DC12V
제어 : 리모트컨트롤러(지붕 개폐용 리모컨에 조명용 체널
할당),

스마트(폰) 원격제어(옵션)

Roof (탈팅)개폐
동력 : DC24V Linear Actuator
제어 : 리모트컨트롤러, 스마트(폰) 원격제어(옵션)

LED 조명 제어[On/Off]

전동스크린 측면막음 제어
전원 : AC220V
제어 : 리모컨컨트롤러(지붕 개폐용 리모컨에 스크린용 체널
할당),

스마트(폰) 원격제어(옵션)

ART ONE -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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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Module

ART ONE Series는 분리조립형의 후레임 구조를 갖고있어 공간의 형태
에 따라, 채광의 방향에 따라 다양한 설치모듈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최소한의 기둥 설치로도 연결형 구조의 모듈확장이 가능합니다.

설치하고자하는 공간, 공간활용의 용도에 따라 ART ONE Series는 최선
의 공간활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설치모듈의 형태
/ 싱글형
/ 더블형(H type, V type)
/ 트리플형(H type, V type)
/ 혼합형

• 햇빛이 비추는 방향, 선호에 따라 slat이 놓여지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블형 H type] [더블형 V type]

설치 Type

건축물의 벽면에 건물과 통합하여 설치하거나 공지공간에 독립된 형식으
로 제한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ART ONE의 확장성이 우수한 설치모듈은 다양한 설치공간의 형태에 따
라 의도하는 설치모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Louver System Pergola



ART ONE – Standard

측면 막음 옵션

ART ONE Series는 글라스폴딩, 폴딩도어, 전동스크린/방충망과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어 보다 더 완성된 공간연출이 가
능합니다.

ART ONE - STANDARD

글라스폴딩 폴딩도어 전동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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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Index(불소도장)

Statuary Bronze
(Dark Gray)
F3168
KCC

Trinity White 
F3186
KCC

Statuary Bronze
(Dark Gray)

Trinity White 

Bi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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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표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듈 별 설치 규격표

Louver System Pergola

Pivot 2533 mm  ~  6233 mm

Span Max. 4000 mm

Single Type

Double 형 V Type

Double 형 H Type

※ 높이 2800(조정가능)

Pivot 5761 mm  ~  10201 mm

Span Max. 4000 mm

Pivot 2533 mm  ~  5123 mm

Span 4500 mm ~ 7955 mm

Triple 형 V Type

Triple 형 H Type

Pivot 10839 mm  ~  15834 mm

Span Max. 4000 mm

Pivot 8000 mm  ~  11910 mm

Span Max. 4000 mm

파고라 상단높이 기준 : 2800mm(조정가능)

Pivot 라인 : Slat이 겹쳐 설치되는 구간

Span 라인 : Slat의 길이 방향

Slat 회전 축간 간격 : 185mm 단위로 증감

• 제시된 설치 모듈 외에 현장맞춤형 설치 모듈이 가능합니다.(별도문의)

Span

H

Span

Pivot

Span

Pivot



ART ONE – StandardART ONE -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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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door  Living System

Louver System Pergola

ART ON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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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S

OFFICE
서초구 청계산로 211, simplicity, work & live room 14

WEB | www.spacesnd.co.kr

TEL | 070-4122-1826             Email | info@spacesnd.co.kr

공간에스엔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