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구조 건축 분야의 선도기업 seele cover
경량구조물 시공의 아이콘

seele 그룹 독일 뮌헨 부근에 본사를 둔 seele 그룹은 파사드와 복합건물 외장 설계
및 시공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기업입니다. 1984년 설립이래 seele는 
파사드 시공 기술을 선도해 왔습니 다.
단일 회사로 통합된 당사는 유리, 강철, 목재,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구조물을
비롯하여 막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을 고객사와 공유함으로써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당사는 전사 표준에 부합하기 위해 독특하고 창의적인 개념을 반영하는
최고의 개성과 전문 기술을 융합하여 건축 자재를 개발하고 제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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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최상의 막구조 전문업체
독일에 본사를 둔 seele cover GmbH는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막구조 건축뿐만
아니라, 신축 지붕 및 파사드 솔루션을 위한 경량 플레이트 및 셸 구조물에서도
고도의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seele cover는 연구·개발 수행과 구조 분석 및
설계 외에도 막재 제조를 담당합니다. 또한, seele cover는 컨설팅부터 물류, 설치에
이르기까지 막구조 건축과 관련한 서비스 전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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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막 구조물 원칙:
낮은 중량, 높은 친환경성

seele cover에서 설계하는 경량구조물은 경량 자재와 효율적인 하중 지지 구조물,
지능형 시스템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우수한 단층 플레이트와
셸 구조물, 다층의 모듈형 구조물을 제작합니다. 하중 운반, 조명 연출, 미학과
조형성, 건축물리를 비롯하여 조명과 실내 기후 제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단일 또는 다기능 막재의 기능과 ETFE 필름의 개념을 제시합니다. 또한,
seele는 매우 높은 내하중 성능과 높은 미적 가치를 동시에 갖춘 섬세한 경량건축물의
막 표면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설계 신뢰도는 고객 요구에 따라 반투명성 또는 전체
음영이 고루 분배된 투명성 수준을 바탕으로 책정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빛은 제어
가능한 설계 요소로 특별히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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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잠재적 구성 옵션에는 기계적
프리스트레스를 적용한 설계가
포함되어 있으며 고정 프레임에
막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단,
seele에서 설계하는 대부분 막구조는
공압식 프리스트레스 구조 즉, 공기
팽창 구조입니다.

2 맞춤 인쇄 또는 착색된 ETFE 필름은 음영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포일은 조명 설계의 창의적인
부분을 담당합니다.
3 정밀 엔지니어링: seele는 최대 성능의 막 설계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ETFE 필름 처리에 대해 매우
높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막구조

2

1

ETFE(에틸렌-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는 불소함유 고분자이며
PTFE(일반적으로 Teflon ®으로 알려짐)와 같은 계열에 속합니다.
ETFE 필름은 매우 얇고(100 μm ~ 400 μm) 투명성이 높은(88 ~ 95 %)
막재로, 식물 광합성과 자연 성장을 촉진하는 자외선 투과를
허용합니다. ETFE 표면의 비점착 특성으로 인해 오염이나 먼지,
불순물이 표면에 달라붙지 않으며, 빗물에 씻겨지므로 “자가 청소”
효과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ETFE는 밝기와 투명도에 이상적인
자재입니다.

3

막재는 보호 코팅 처리된 직물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막재는 PVC 코팅 폴리에스터와 PTFE,
실리콘 코팅 유리입니다. 이러한 자재류는 매우
견고하거나 단단하므로 별도의 지지 없이 넓은
영역을 처리할 수 있으며, 넓고 가벼운 반투명
커버를 만드는 데 이상적입니다. 또한,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어, 경기장 지붕이나 아레나, 교통
시설과 같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피복재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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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스트럭처

ETFE는 간단하고 가벼운 자재 특성으로 마무리
작업을 지원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환경 효율을
향상합니다.

런던에 있는 새로운 기차역 중 하나는 Foster + Partners에서 설계한
카나리 워프 크로스레일 스테이션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시선을 끄는 독특한 요소는 목재 구조물로 지탱된 778개의 삼각형
막재 쿠션으로 이루어진 지붕입니다. 이 정도의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ETFE 쿠션이 목재와 결합해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일부 지점에서 목재 구조물의 이중 곡률은 이중 ETFE 쿠션이 서로
정확히 맞춰져야 하는 서로 다른 수많은 삼각형 모양을 형성합니다.
필요한 g 값에 따라, 막 쿠션에는 내부 용도에 적합하도록 내부 층을
위해 선택된 세 가지 점 패턴과 투명/불투명 필름이 인쇄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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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중심에서 광선은 수직이지만,
양 측면에서는 광선이 박공벽
끝쪽으로 점점 더 기울어져 결국
캔틸레버가 수면 위로 최대 30m까지
확장됩니다.
2 매우 정밀하고 복잡한 3D 설계
작업은 노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ele는 ETFE 쿠션을 고정할
목적으로 새로운 노드와 멤버
시스템을 특별히 설계했습니다.

2

인프라스트럭처
infrastruktur
Canary Wharf Crossrail Station, 런던 (영국)
설계: Foster + Partners
 10,000 m²의 막구조 시공
 778 개의 이중 ETFE 에어쿠션
 564 개의 스틸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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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am’ Parc, Neydens (프랑스)
설계: L35 Arquitectos
 4,500 m² 삼중막 구조의 ETFE 지붕
 63 개의 쿠션, 최대 길이 26 m
 500 m² 삼중막 구조의 ETFE 지붕, 클라이밍 아레나에 걸쳐 7개의 에어쿠션 장착

스페인의 L35 Arquitectos 건축 설계사무소는 Geneva 남서쪽 9 km에 소재한 프랑스
마을인 Neydens에 넓은 레저센터를 설계했습니다. 실내와 옥외, 웰빙시설을 모두
갖춘 워터파크와 스포츠 센터가 있으며, 그 중심부에는 두 층 이상에 걸쳐 설계된
클라이밍 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축가들은 먼저 구조물의 부피를 줄인 다음
친환경 지붕을 설계하고 투명 외장을 선택함으로써 복합구조가 이 지역의 매력적인
풍경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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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시설

이 반투명성을 활용하여 다른 조명 효과도 제공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LED로 피복을 다양한 색상으로 비추거나
환상적인 애니메이션 효과를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 시설
sportstätten

1

2

막재는 스포츠 경기장에 이상적입니다. 초경량 막재는 비나 태양 복사와 같은 외부
환경 요소로부터 구조물을 보호하면서, 쾌적하고 기분 좋은 분위기 조성에 충분한
조명도 제공합니다. 막재의 매우 가벼운 중량과 긴 스팬은 비용 및 에너지 효율적
시스템을 구현하는 요소입니다. 기본 구조는 얇고 피복은 신속하게 설치되며
전반적인 체화 에너지는 낮습니다. 반투명 자재를 사용한 지붕은 자연 채광을 통해
관람객에게 공간의 개방성을 강조해줍니다. 이 반투명성은 다른 조명 효과로도
작용하여, LED와 같은 광원이 서로 다른 색상으로 피복을 비추고 환상적인
애니메이션 효과를 얻도록 해줍니다.

1 강철 구조가 가운데에서 위를 향해
상승하면 지붕이 두 방향으로
휘어집니다. 이 섬세한 시공 방법은
클라이머에게 마치 하늘 아래에서
클라이밍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2 이 ETFE 쿠션은 아치 트러스의
곡선뿐만 아니라 인접한 아치의 반경
차로 인해 형성된 비틀림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쿠션은 동쪽 박공에서
파사드를 형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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윔블던의 1번 코트가 일반 리모델링의 일환으로 확장 되
었으며 어떠한 날씨 조건에서도 경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새로운 개폐식 지붕을 적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윔블던을 위한 개폐식 막 구조 지붕. 1번 코트 리모델링 프로젝트
의 핵심은 경기장 전체에 걸친 6,000 m2 의 개폐식 막구조 지붕입
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지붕을 닫은 상태로 선수들이 최적의 상
태에서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투광성이 높은 재료가 요구되었습니
다. 따라서 테플론 섬유로 직조한 PTFE 막이라는 매우 특별한 재
료를 선택하였습니다. 이 재료 PTFE 막재는 투광률이 있고, 강도
가 높으며, 먼지 제거 기능을 보유하여 해당 지붕의 목적에 가장 적
합한 특성을 보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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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시설
1 6,000 제곱미터에 달하는 막 구조
지붕을 단 8분 만에 닫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비가 오는 동안 경기가 중단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길이가 65m에 이르는 막구조는 경기
장을 가로지르는 11개의 스틸 트러스
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스틸 케이블(33t preload)에 의해 텐
션이 유지되는 막재는 지붕의 어느 위
치에서든 항상 주름과 접힘이 없는 상
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개폐식 막구조 지붕은 총 10개의 본
막재, 배수 기능을 갖는 11개의 막재,
그리고 80여개의 지붕 측면에서 물을
흐르게 해주는 박쥐날개 모양 및 지
붕 남쪽 끝의 수직 막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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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림픽 스타디움, 런던 (영국)
설계: Populous
1 112 개의 지붕 막 섹션을 지지하기
위해 인장 링과 압축 링 사이에 추가
케이블이 배치됩니다
2 이 구조물 설치 요원의 가장 큰
과제는 최종 위치에 없었던
와이어로프에 막재 섹션을 부착하는
것이었습니다.
3 구조물 상단의 스틸 트러스가 압축
링을 형성하고 초경량 막재 지붕이
링에 당겨 고정됩니다.

2

4
12

seele cover

스포츠 시설
3

Bird’s Nest 올림픽 스타디움,
북경 (중국)
설계: Herzog & de Meuron
4 서로 다른 방향과 막재 패널을 따라
움직이는 반짝이는 강철 요소의 강하
고 역동적인 조합으로 독특한 스포츠
시설을 구축합니다.
5 두께가 250 μm 인 단층 ETFE 필름
은 들어오는 일광 양을 줄일 수 있도
록 은회색 점 패턴으로 인쇄합니다.
전체 면적이 38,000 m² 에 달하는 이
막구조는 최대 216 m² 의 개별 패널
880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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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 및 쇼핑몰

Confluence 쇼핑 레저 복합건물,
리옹 (프랑스 리옹 (프랑스)
설계: Jean Paul Viguier
1 옥상에 있는 LED 조명(모든 무지개 색상)은
22,000 m ² 에 달하는 ETFE 쿠션의 추가 기능
으로 눈부신 효과를 제공합니다
2 가로축에 장착된 LED 조명은 포일의 최상
층 아래쪽에 인쇄된 흰색 점 패턴으로 반사됩
니다.

1

2

현대적인 쇼핑몰은 단순히 쇼핑하는 것만이 아닌, 식사나
레저 시설을 제공하는 만인의 중심지이자, 사람들이 오래
머물고 좋은 시간을 보내려는 장소입니다.
넓고 편안한 분위기의 개방형 공공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 유치의 핵심 요소입니다. ETFE 지붕
구조물은 이러한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큰 스팬과 투명성으로 인해 지지 구조가 사라져서
뜨겁거나 차가운 날씨에서 벗어나 외부에 노출되는 느낌을 줍니다. 인쇄 또는 LED 통합과 같은 기능을
통해 설계 옵션을 추가하여 각 쇼핑몰에 적합한 고유 디자인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쟁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는 이 경량성은 구조물 기초부터 지붕까지의 전반적인 건축 비용을
최적화합니다.

Auchan Pôle Europe 쇼핑 센터,
Mont-Saint-Martin (프랑스)
설계: VDDT Architectes, 릴 Lil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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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돔은 122개의 ETFE 에어쿠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쿠션은 유선형의 강철 중공 섹션에 설치된 골조로 지지가
됩니다. 이 구조물은 규모는 28 m × 38 m, 중량은 약
26 t이며, 분리된 부품 상태로 운반되어 현장에서 함께
용접되었으며, 한 조각으로 결합한 전체 돔을 정 위치로
들어 올리기 전에 최종 코팅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매점 및 쇼핑몰

사무실 건물

독특한 개성의 건축물을 위한 높은
에너지 효율성
ETFE 필름은 대부분 자재와 달리 100 % 재활용 가능한 자재입니다.
실제, 수많은 다른 제품은 여러 자재를 조합해 제작합니다. 하지만,
ETFE 피복은 100 % ETFE로 제작됐으므로 다른 ETFE 제품을
만드는 데 다시 녹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TFE는 매우
가벼우므로 최소한의 물질로 아트리움 지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자재는 지속 가능할 뿐 아니라 매우 즐겁습니다. 아트리움 실내
분위기는 야외에 가깝습니다! 미니멀리즘 설계: 제조 시 에너지
절감, 자재 사용량 감소, 개방형 공간, 재활용성.

1

ETFE 쿠션의 아트리움 지붕이 설치된 본사 선도적인 글로벌 기술
기업인 Siemens사의 다양한 전문 분야는 뮌헨 본사 건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탁월한 품질을 자랑하는 이 건물은
Henning Larsen Architects에서 내부와 외부를 모두 설계하였으며,
이 회사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seele는 “지속 가능성” 목표를 특별히 지원하고자 사무실
아트리움을 둘러싼 지붕에 미래 지향적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인쇄된 막재 쿠션 지붕은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함과
동시에 독특한 개성의 건축물과 완벽하게 결합합니다. 까다로운
열역학 사양에도 불구하고 막재 솔루션은 직원에게 뛰어난 공간
체험을 제공합니다.

2
1 인쇄와 결합하여 에너지를 고려한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또한, 막재 지붕의 반사 특성은 아트리움의
열 축적을 감소합니다.
2 seele 에서 시공한 막재 지붕은 약 892 m²의 면적을
차지합니다. 사중막 구조의 ETFE 포일 쿠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상층의 내부 표면에는 면적의 50 %를 덮는 은색
점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사중 ETFE 포일은 최적의 U
값을 보장하는 여러 단열층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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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건물
Siemens 본사, 뮌헨 (독일)
설계: Henning Larsen GmbH

인쇄된 점은 들어오는 빛의 산란을 안정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어떤 날씨에도 쾌적한 실내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Aida Cruises, 함부르크 (독일)
설계: Partner Ship Design GmbH, 함부르크
 4.000 m² ETFE 포일 지붕
 삼중 구조의 ETFE 포일 쿠션

선박의 엔진 진동, 선박의 움직임으로 인한 가속력, 해발
50 m 이상의 높은 풍하중, 염분 농도가 다른 해양 기후,
다양한 기후대는 자재와 구조 설계, 디테일에 대해
까다로운 요구 사항을 제시합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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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업

크루즈 여객선에 대한 새로운 자재 seele는 건물을 위한 외관 설계 및 시공 외에도
뛰어난 선박용 막구조도 제공합니다. 선박에 ETFE 포일 지붕을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개발 사항이며, 아직 다양한 기술 솔루션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seele는
독특한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혁신적인 막구조의 선구적인 역할을 뒷받침합니다.
엔지니어링 부서에서는 부식 방지, 진동, 소음, 온도 및 습도 변동, 하중 조건,
사하중, 바람 및 눈하중, 가속 및 구속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삼중 구조의 투명 ETFE 포일
쿠션은 "4 Elements" 및 "Beach Club"
센터피스가 있는 활동 갑판의
수영장과 레저 구역에 걸쳐 있습니다.

조선 사업

2 강조하건대, seele는 이 독특한
프로젝트로 혁신적인 막구조 시공
분야의 선구자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었습니다.

1

지붕 피복재로 ETFE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삼중 구조의 ETFE 포일 쿠션(두께:
250, 200, 250 μm)의 단위 면적당 중량은 1.5 kg/m²
미만입니다. 해당 적층 안전유리 지붕은 이
수치의 20배 이상의 중량이 측정됩니다! 설계 시
이점은 더 넓은 지지대 간격과 더 낮은 시스템
강성입니다. 높은 자외선 투과율과 투명도는
인테리어를 점점 더 옥외 환경으로 바꾸어
줍니다.

2

미디어 기술로 움직이는 구조물.수영장의 ETFE 슬라이딩 지붕이
AIDAprima의 상부 갑판에서 열리면, 그것은 seele 덕분입니다.
예를 들어, 크루즈 여객선에 필요한 높은 내식성 설계에는 유연한
공기 라인이 있는 에너지 체인, 전동 기어드모터가 장착된 구동
시스템, 벨트 드라이브, 공기 밀봉 장치, 잠금장치, 유도형 센서가
있는 제어시스템, 원격 작동장치가 포함됩니다. seele는 조명 및
미디어가 ETFE 포일 표면에 완벽하게 결합하도록 설치합니다.

seele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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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노피

기존의 산업 지붕에 약간의 형태와 빛
을 더하면 위대한 예술 작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막재와 ETFE 필름은 위에 표시된 세차 설비와
같이 더 산업적이고 견고한 응용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중량과 긴
스팬이 제공하는 주요 특성으로 비용 효율적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단, 그들은 혹독한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스러기라도 무해하므로 눈하중과 강풍에
저항할 수 있으며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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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heimer Fort, 켈 (독일)
엔지니어링: wilhelm + partner

프랑스 국경 근처의 켈(Kehl)에 있는 세차장에는ETFE 캐노피가
있습니다. 이 요약본은 자동차 진공 영역에 육각형 프레임의
캐노피를 건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710 m²의 면적을
커버하는 41개의 투명한 공기압 이중 포일 쿠션 패널이 있습니다.
ETFE 포일 쿠션의 조명 가능성은 일상적인 구조를 완전히 새로운
미학으로 만듭니다.

캐노피
1

Nuremberg Trade Fair 입구, 뉘른베르크 (독일)
설계: kadawittfeldarchitektur GmbH

뉘른베르크 무역 박람회장 입구 중 입구에 있는 현관과 앞뜰은
이제 투명 ETFE 쿠션이 있는 스틸 루버 지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한 설계 요소는 약 10,000 m² 면적의 지붕의
스틸 루버가 강철 기둥 위에서 16 m 높이에서 지탱되었습니다.
계획에서 지붕은 한쪽 끝에 여분의 삼각형이있는 길쭉한
사각형입니다. 투명한 ETFE 쿠션은 스틸 루버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개방 구역 위에 이중 쿠션이 사용되지만, 겨울에는 더
나은 단열을 위해 에어컨이 설치된 현관 홀에 삼중 쿠션으로
설계합니다. 쿠션의 일부는 여름에 인테리어의 과도한 열과 빛을
방지하기 위해 점 패턴으로 인쇄됩니다.

seele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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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연구·개발

막구조 및 ETFE 필름에 필수적인 혁신의 정도는 시험
센터, 시설 및 실험실과 함께 본사의 연구·개발 부서에
제공되며 풀 사이즈의 실물 모형에 대한 장기간의 풍화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실외 시험장도 제공됩니다.

1 탁월한 ETFE 전문 기술은 seele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seele 엔지니어가
최적화한 용접 기계는 고품질의 용접
이음새를 생산하며 자체 시험센터에서
테스트 됩니다.
2 정적, 주기적, 동적 단기/장기 테스트가
기계적 특성 및 자재 매개변수를 설정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3 다른 등급의 ETFE 필름의 팽창 거동에
대한 장기 시험.
4 연구·개발 부서는 품질 보증 목적으로
자재를 테스트합니다. 단축 인장 시험기는
막재와 ETFE 필름의 응력, 변형률, 강성,
강도를 시험합니다. 다양한 엣지 멤버,
온도(- 40 ~ + 100°C) 및 고정 유형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5 컴퓨터는 인장 시험 결과를 평가합니다.

seele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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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개발 기술

seele cover에서 제작한 에어로겔 충전 ETFE는
U값이 0.165W/(m² K)에 달합니다.
DFAB House는 스위스 연방 재료시험연구소(Empa)의 모듈형
연구 및 혁신 건물입니다. 주로 로봇과 3D 프린터로 제작된 최초의
주택이었습니다. seele cover는 이곳에 세계적인 혁신 구조물인
반투명 에어로겔 충전 ETFE 파사드를 설계, 시공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ETH Zurich와 산업계의 여러 파트너들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seele cover는 건물 상부의 ETFE 쿠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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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에어로겔 충전으로
ETFE 외관은 0.165 W/(m² K)의 U값과 0.12의 G
값을 얻습니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이 혁신은
설계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연락처
seele cover GmbH
Bahnhofstrasse 28
83119 Obing
Germany
전화: +49 8624 8969 0
이메일: info.cover@seele.com

영업 파트너 대한민국
공간 에스엔디 (space skin & detail)

Work and Live B1, 211,
Cheonggyesan-ro,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전화: +82 - 070 - 4122 - 1826
이메일: info@spacesnd.co.kr

저작권
title © Matthias Reithmeier
2 ~ 3페이지 © seele 4 ~ 5페이지 © Robby Whitfield, © seele
6 ~ 7페이지 © Nigel Young, © seele 8 ~ 9페이지 © Matthias Reithmeier 10 ~ 11 © seele
12 ~ 13페이지 올림픽 스타디움: © photoshotpicture alliancepicturedesk.com, © Jason Hawkes,
© seele Bird’s Nest 올림픽 스타디움: © Margita Jocham, © seele 14 ~ 15페이지 Lyon Confluence: © Matthias Reithmeier,  
Auchan Pôle: © Achim Krug 16 ~ 17페이지 © seele, © Siemens 18 ~ 19페이지 © seele / Karsten Moritz, © AIDA  
20 ~ 21페이지 Sundheimer Fort: Georg Hermu, © Achim Birnbaum, Nuremberg Trade Fair: © Nuremberg Trade Fair
22페이지 © seele 24페이지 DFAB: © Roman Keller
2019년 9월 자 버전

26

seele co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