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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HONY _ AUSVA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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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고정창으로 설치?!

아우스바이튼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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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스바이튼은 접고 펼침으로써 공간을 확장한다는 의미의 독일어로,
설치하려는 목적, 기능, 디자인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 역삼동 마더스핑거카페 - 심포니 설치
    설치넓이 3.1M * 높이 2.2M _ 2짝 (한짝넓이 : 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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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높이 7.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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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HONY _ AUSVAITN

▲ 온더스팟 명동점, 홍대점    설치높이 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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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HONY _ AUSVAITN

ㅁ- 케이에스토스템주식회사 컴페니월 - ㅁ

 컴페니월 소개 

이 벽체는 우리사의 주 업무인 생태학적 건축을 표현하고자 설립되어진 벽입니다

생태건축은 환경철학, 환경미학적인 지적하부구조를 갖고 단순한 자원절약, 

에너지 절약, 환경친화적 건축일 뿐 아니라 정신적 건축이고 인간과 환경의 이중구조적 

구분을 거부하고 체험의 생태계적 유기건축이다. 

이는 Energy, Evolution, Ecology 뿐 아니라 소우주와 대우주를 연결하는 기(氣)의 

건축이기도 하다.  때문에 생태건축은 원인적, open-end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우리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자연의 체계에 있다는 것을 오래전에 깨달았다.

우리가 자연을 느낀대로 표현한다면, 자연의 모든 것들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한 

정수들의 질서를 띄고 있고, 독립된 개체로 있는 것은 없다. 만약 자연이 아름답고 

단순한 수로 이루어진 모든 화합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면 자연의 기본은 지극히 

단순체계일 것이다. 

우리는 

이 자연의 질서체계를 이해하고 모방적 해석을 통해, 인간적이며 창조적인 과정으로 옮겨 

유용한 것으로 변형시키고자 한다. 우리는 자연에서 비롯된 기본을 바탕으로 한 단순한 

기하학을 건축에 도입하여 건축의 역동적 조형성을 표현하고자 한다. 

우리는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을 발견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인간의 기본생활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흔히 하이테크 건축이라 불리워지는 외형적 건축이 아니라, 

테크놀로지에 의한 기술적인 면의 강조와 함께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미래지향의 

개념을 좀 더 발전시킨 것이다. 우리는 생태학을 건축에 적용시키며 유기체가 지닌 구조를 

건축에 도입하여 구조와 기능, 장식등의 합치방법을 기술의 유기적 사항으로 발전 

시켜왔다. 구체적 방법으로 동, 식물의 형태 및 그것들이 지닌 생존 고유기능을 건축에 

접목하여 죽은구조에 유기체적 아루누보 구조를 적용하여 아름다운 구조를 실현하였으며, 

살아서 숨쉬고, 개개인에 반응하며,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율성을 증가 시키는 

퍼지의 가변성과 건축의 자유로움을 부여하여 무기적사항에 유기적 통합을 이루어낸 

동적건축을 완성하였다.

컴 페 니 월 

 그것은

 우리가 인식한 건축적 요소와 생태학적 요소를 우리가 느낀대로 한 추상적 표현입니다 .

컴페니월 준공식에서  Youm gi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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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 영등점 파스쿠치    설치높이 7.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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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림산업  설치높이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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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HONY _ AUSVAITN

건축은 경험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실제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내부를 걸어보면서 지금까지 
느꼈던 것 이상으로 우리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능교육은 사람을 육성하는 것을 업
으로 하고 있으므로 ‘교육의 장(場)’, ‘예술의 장(場)’으로서의 건축이 될 것입니다. 

- 건축가 안도타다오

교육과 문화가 만나는 곳, 재능교육 재능문화센터(JC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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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 문화센터

아이들의 창의력 개발과 스스로학습을 주로하는 재능교육이 
예술인의 공연 및 작품전시를 하는 공간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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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 커피향과 시원한 바람이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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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C MILD _ AUSVA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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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C MILD _ AUSVA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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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C MILD _ AUSVA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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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C MILD _ AUSVA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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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C MILD _ AUSVAITN

입구부터 천장의 꽃넝쿨이 흐드러져있어, 편안함과 청량감이 느껴지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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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따19는 특히 저녁에 더욱 반짝반짝 빛나는 공간.
판타지 세계와 같은 입구와 화려한 내부 공간에서 
이색적인 식사와 커피를 즐길 수 있다.
외부 조명은 핑크 혹은 보라빛 파스텔 톤으로 은은하게 
빛나고, 내부의 가든이 천장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아름다운 공간이다.

                                            인테리어 _ 하우스만

연남동 이탈리안 레스토랑 인테리어 까르따19 (CARTA X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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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CEL _ AUSVA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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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CEL _ AUSVA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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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CEL _ AUSVAITN



125 



126 

FLACEL _ AUSVA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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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CEL _ AUSVA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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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CEL _ AUSVA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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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CEL _ AUSVA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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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CEL _ AUSVA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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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CEL _ AUSVA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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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CEL _ AUSVA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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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CEL _ AUSVA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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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WIN _ AUSVA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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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WIN _ AUSVA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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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 _ AUSVA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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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 _ AUSVA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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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 _ AUSVA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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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UMINIUM AUSVAITN



161 



162 

ROUND - AUSVAITN

3박자를 갖춘 라운드 시스템

아름다움의 추구

공간의 활용

기능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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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의 美
한국적인 아름다움은 곡선의 아름다움이다.

곡선의 美는 
자연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인 아름다움이다.
길도, 건물도, 산세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 산세의 흐름에 보조를 맞춘다.

길이 흐르다 막히면 돌아서 간다.
강물이 흐르는 자연의 질서에 순종한다.

곡선의 美는 개발논리에 반대한다.
막히면 뚫고, 높으면 깎아버리는 잔인한 개발논리는 설 구석이 없다.
직선은 경계를 나누지만 곡선은 모든 것을 아우른다.
그래서 곡선은 공존과 관용을 상징한다.

웅장하지는 않지만, 세상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담은
우리 곡선의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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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 - AUSVA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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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 - AUSVA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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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동 푸른수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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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ND - AUSVA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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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 ACCI _ AUSVAITN

여유있는 즐거움 가치있는 공간창조

목재 자체의 부드러움과 심미적인 가치에 모던 스타일의 
디자인은 창호의 단아한 아름다움을 극대화 한다.

우드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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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UMINIUM AUSVA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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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아씨의 따뜻함과 

      부드러운 커피향이 

                             멋스럽게 조화를 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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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 ACCI _ AUSVA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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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가집 

 - 오형록 - 

황토 주물러 쌓아올린 담 

어기영차 기둥 세워 서까래 걸고 

대나무 총총 엮어 천장에 올려 

볏짚 송송 썰어 황토와 섞어 

영차 영차 맨발로 짓이기니 

직접 만든 신토불이 천연 단열재 

이엉 휘휘 둘러 옷을 입히고 

새끼줄 얼기설기 걸친 안전띠 

낫 쓱쓱 갈아 곱게 단발하니 

포근하고 아늑한 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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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 ACCI _ AUSVAITN

머물고 싶은 창가 만들기... 우드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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