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목차

5
7
10
12
15
22
24
27
30
34
51

Kvadrat Acoustics 소개
흡음의 중요성
지속 가능성
친환경 건축 인증
Kvadrat 솔루션
소프트셀 적용 프로세스
소프트셀 Tracks 패널
소프트셀 패널
프로젝트 적용사례
더 자세히 보기

고객: 상하이 도서관 
위치: 중국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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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adrat Acoustics 소개

모든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심미적인 흡음 솔루션

Kvadrat Acoustics은 전 세계의 선구적인 건축 프로젝트에서 공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심미적 우수성과 탁월한 다양성 바탕으로 맞춤형 
고성능 흡음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사의 흡음 솔루션은 지속 가능성과 유연성, 내구성에 대한 기준을 설정, 심미적 한계와 
기술적 한계를 극복합니다. 또한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초기 설계 단계부터 
설치에 이르는 엔드 투 엔드 프로젝트 지원을 제공합니다.

Kvadrat Acoustics 워크숍 
위치: 덴마크 코펜하겐 
사진: Patricia Parinej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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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음의 중요성

흡음 환경의 품질은 경험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수한 흡음성은 편안함과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흡음은 업무 의욕을 60%1 이상 높이고, 업무에 집중하는 능력을 40%2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스트레스 수준을 27%3 낮추고, 오류를 10%4 줄이며, 대화 
방해요소를 50%5 이상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풍부한 컬러의 팔레트와 텍스처를 제공하는 흡음 솔루션을 통해 시각적인 편안함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흡음 및 심미적 우수성과 함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1  Evans, Johnson, Cornell university, “Stress and open office nois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2000, vol. 85, no. 5, 779–783 

2  David M. Sykes, Ph.D., “Productivity: How Acoustics Affect Workers’ Performance 
In Offices & Open Areas” 

3 David M. Sykes, Ph.D., “How Acoustics Affect Human Productivity” 

4  David M. Sykes, Ph.D., “Productivity: How Acoustics Affect Workers’ Performance 
In Offices & Open Areas”

5 David M. Sykes, Ph.D., “How Acoustics Affect Human Productivity” 

고객: 아모레퍼시픽 본사 
위치: 한국 서울
건축 및 설계: David Chipperfield Architects 
솔루션: 벽, Broadline 소프트셀 패널 설치 
사진: Raphael Olivier



고객: House of Wisdom 
위치: 아랍에미리트 샤르자 
건축 및 설계: Foster + Partners 
솔루션: 천장에 소프트셀 브로드라인 패널 설치, 벽에 소프트셀 
트랙 설치 
사진: White Cube Stud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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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바드라트의 약속

지속 가능성에 대한 크바드라트의 접근 방식은 절약, 재사용, 재활용에 대한 약속을 
기반으로 합니다. 

절약
–  특허받은 텐션 메커니즘과 고품질 부품으로 당사 솔루션은 수년간 
 새것처럼 제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솔루션은 재생 및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원자재 사용을 줄입니다.

재사용
–  소프트셀 패널은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소프트셀은 재배치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재활용
–  다음과 같은 재활용 스트림으로 쉽게 분해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 
 습니다: 금속, 텍스타일, 미네랄 울
– 접착제나 재활용하기 어려운 소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성

당사의 솔루션을 위한 재활용 재료의 최신 개선사항을 알아보고, 여기에서 당사
의 지속 가능성 노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https://www.kvadrat.dk/en/kvadrat-acoustics/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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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adrat Acoustics 솔루션은 크바드라트의Conscious Design 원칙에 
따라, 순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원자재 및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입니다. 
절약, 재사용 및 재활용에 대한 약속을 반영하는 Kvadrat Acoustics 솔루션은 
DGNB, LEED, BREEAM, WELL 및 HQE와 같은 친환경 건축 인증 획득에 
기여함으로써 탈탄소 건물 설계를 지원합니다.

친환경 건축 인증

고객: XFEL
위치: 독일 함부르크
건축 및 설계: Blunck + Morgen Architects 솔루션: 벽, 소프트셀 
Broadline 패널 설치 
사진: Ed Reeve

여기에서 당사 솔루션이 친환경 건물 인증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아보십시오.

https://www.kvadrat.dk/en/kvadrat-acoustics/sustainability/green-building-cert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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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디자인 및 흡음 요구사항, 그리고 공간별 고려 사항이 무엇이든  적용 
가능합니다. 흡음 패널을 수작업으로 제작하여 어떠한 벽이나 천장에도 사용할 수 
있는, 사실상 모든 텍스타일 표현이 가능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당사 솔루션은 지속 가능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제품은 열과 습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시 업홀스터링할 수 있으며,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시장을 
선도하는 10년 보증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전문적인 엔드 투 엔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Kvadrat 솔루션

고객: Restaurant Äng 
위치: 스웨덴 할란드
건축 및 설계: Norm Architects & Daniel Carlsson
솔루션: 벽, Lumo 텍스타일을 사용한 소프트셀 Broadline 패널 설치 
사진: Jonas Bjerre-Poulsen and Norm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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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에나,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고객은 Kvadrat Acoustics 솔루션을 주문할 때 완전한 창작의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며 흡음 성능을 사전 테스트한 텍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자유로운 형태 표현
– 모든 텍스타일 표현 가능
– 200여 텍스타일 컬러
– 기술 서비스 제품의 원활한 통합

Kvadrat 솔루션

대표
고객: Novartis
위치: 덴마크 코펜하겐
솔루션: 천장, 소프트셀 Broadline 패널을 사용한 설비 
사진: Ed Reeve

좌측 하단
고객: International Criminal Court(국제형사재판소) 
위치: 네덜란드 헤이그
솔루션: 소프트셀 Broadline 패널을 사용한 문 손잡이 
사진: Ed Reeve

우측 하단
고객: Swiss Re 빌딩 
위치: 영국 런던
솔루션: 벽, 소프트셀 Tracks를 사용한 레일링 설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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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수명. 탁월한 ROI

특허받은 메커니즘과 프리미엄 품질의 부품으로 뛰어난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필요 시 다시 업홀스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당사 솔루션은 탁월한 ROI를 제공합니다.
– 업계를 선도하는 최대 10년 보증
– 열과 습도의 영향을 받지 않음
– 재설치 및 재 업홀스터링이 간편함

Kvadrat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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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 투 엔드 지원

고객은 Kvadrat Acoustics 솔루션을 선택할 때 프로젝트에 맞게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 팀은 설계 및 건축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 흡음 자문
– 설치 작업자 교육
– 컴퓨터 설계
– 사양 안내
– 텍스타일 선택 지원
– 규제 준수 및 예산 최적화

Kvadrat 솔루션

고객: 25H Hotel
위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건축 및 설계: Woods Bagot
솔루션: 천장, HD 프린팅 아트워크 텍스타일을 사용한 소프트셀 Broadline 패
널 설치. 아트워크 제작: Dominik Bulka
사진: White Cube Stud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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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셀 적용 프로세스

설치
당사 솔루션은 모든 표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조립식 
소프트셀 패널을 공급하거나 소프트셀 Tracks을 현장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설계 또는 사양 지원
– 방염 및 건축 규정을 준수
–  숙련된 전문가로 구성된 당사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제품 설치 

가능

텍스타일 선택
Kvadrat Acoustics 솔루션은 Kvadrat 텍스타일에 대한 포괄적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두 EN ISO 354에 따라 흡음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 컬러, 텍스처, 스타일의 완벽한 선택
–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 건축가, 예술가의 디자인
– 고객의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디자인
– 다양한 현지 규정에 따라 방염 테스트 수행

패널 형태 선택
모든 벽이나 천장에 사용할 수 있는 자유형 또는 기하학적 형태의 흡음 
패널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 원형, 삼각형, 오목, 볼록 구조 모두 가능

흡음 사항 확인
크바드라트는 시장을 선도하는 사양 옵션을 제공하므로, 고객은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흡음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솔루션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 흡음 자문을 제공
– 흡음 성능에 대한 사전 테스트를 마친 텍스타일
– 모든 흡음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흡음 패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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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음 벽 패널 시스템
Kvadrat Acoustics의 소프트셀 Tracks은 벽 마감에 심미적으로 만족스러운 
흡음 솔루션을 제공하고, 현장 제작 설치를 통해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패널 크기 및 형태의 다양함, 그리고 다양하게 제공되는 Kvadrat 텍스타일로 모든 
디자인 컨셉을 지원합니다.
소프트셀 Tracks 패널은 ISO 11654 및 EN ISO 354에 따라 Class C에서 
Class D에 이르는 광대역 흡음 성능을 제공합니다.

유연한 설치
소프트셀 Tracks은 당사 솔루션의 장착 및 필요한 표면에 대해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가 팀이 설치합니다.

소프트셀 Tracks은 현장 설치 중에 유연하고 손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된 치수나 요구사항에 맞게 설치 전에 손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셀 트랙은 Kvadrat Acoustics 제품군의 일부이며 전체 Kvadrat 
Acoustics 솔루션의 일부로서 벽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셀 Tracks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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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음 천장 및 벽 패널 시스템
Kvadrat Acoustics의 소프트셀은 텍스타일 레이어 뒤에 흡음 패딩을 결합한 
조립식 패널입니다. 소프트셀 흡음 패널은 다양하고 유연한 설치 방법을 통해 벽과 
천장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패널 크기 및 형태의 다양함, 그리고 다양하게 제공되는 Kvadrat 텍스타일로 모든 
디자인 컨셉을 지원합니다.

소프트셀 패널은 ISO 11654 및 EN ISO 354에 따라 Class A에서 Class E에 
이르는 광대역 흡음 성능을 제공합니다.

유연한 설치
벽과 천장에 다음과 같은 설치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그넷 마운팅, 플렉스 마그넷 마운팅, 스틸 와이어 서스펜션, 힌지/푸시 래치 천장 
서스펜션, 토션 스프링, 리니어 마그넷.

어떤 설치 시스템을 선택하든 프레임은 분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패널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도 건축 설비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셀 패널은 숙련된 전문가를 통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셀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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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스 마그넷 마운팅 마그넷 마운팅 토션 스프링 서스펜션

힌지/푸시 래치 서스펜션 스틸 와이어 서스펜션

리니어 마그넷 마운팅

토션 스프링 서스펜션
패널 전면과 설치 표면 사이의 길이가 최소 155 mm인 모듈식 
천장(서스펜디드 실링) 배치. 개별 패널을 빠르게 분리할 수 
있고 힌지(경첩)를 설치할 수 있으며 안전 와이어가 필요하지 
않음 

소프트셀 패널

유연한 설치
모든 표면에 설치 및 재 설치할 수 있는 Kvadrat Acoustics
의 패널은 벽과 천장에 다양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설치
패널 전면과 설치 표면 사이의 길이가 55 mm인 천장에 설치.

유연한 설치
패널 전면과 설치 표면 사이의 길이가 55 mm인 조정 가능한 
솔루션으로 벽에 설치 가능. 플렉스 마그넷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패널 가장자리에 배치

힌지/푸시 래치 서스펜션
패널 전면과 설치 표면 사이의 길이가 55 mm인 천장과 벽에 
설치. 설치 제거 또는 안전 와이어 없이 패널 뒤에 설치할 수 
있음

스틸 와이어 서스펜션
패널 전면과 설치 표면 사이의 길이가 최소 110 mm인 매달린 
천장(서스펜디드 실링)에 설치. (패널과 천장 구조 사이 추가 
공간 필요 시 적합한 설치방법) 

리니어 마그넷 마운팅
패널 전면과 설치 표면 사이의 길이가 55 mm인 천장과 벽에 
설치. 리니어 마그넷에는 슬라이드 스톱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패널을 쉽게 배치할 수 있음



고객: Restaurant Under 
위치: 노르웨이 린데스네스
건축 및 설계: Snøhetta Architects
솔루션: 벽과 천장, Under라는 이름의 주문형 텍스타일을 사용한 소프트
셀 Broadline 패널 설치
사진: Ivar Kvaal



고객: 아티스트 Nanna Debois Buhl, 
Steno Diabetes Center Aarhus를 위해 Novo Nordisk Foundation
에서 의뢰 
위치: 덴마크 오르후스 
건축 및 설계: KPC, LINK Arkitektur, Sweco, SLA 솔루션: 벽에 주문형 
아트워크 텍스타일을 사용한 소프트셀 에스테틱 패널 설치
사진: Brian Buc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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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Kvorning Design

프로젝트
해안가의 인터랙티브 전시 공간이자 설치 미술인 Salmon Eye에는 광범위한 
Kvadrat Acoustics 솔루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Kvadrat Acoustics 
솔루션은 건축물의 천장과 벽에서 타원형 내부를 가로질러 연속적인 표면을 
나타냅니다.

완벽한 정확성을 위해 3D 모델을 사용하여 개발된 이 솔루션은 청각적이고 시각적인 
편안함을 최적화함으로써 방문객이 전 세계의 양식업과 관련된 지속 가능성 문제를 
살펴보는 감각적인 여정에 도움을 줍니다.

솔루션
Kvadrat Acoustics 솔루션은 거의 800 m2에 달하는 800개의 소프트셀 패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250개는 유일무이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 패널은 
어두운 색에서 밝은 색으로 변하는 그라데이션 텍스타일이 씌워져 있습니다.

Kvadrat Acoustics 솔루션은 건축 데이터를 기반으로 3D 모델과 목업을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이후 Kvadrat Acoustics 팀은 일관된 각도와 패널 사이의 균일한 
3m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Salmon Eye에 맞춤형 레일 기반 하부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구조는 유지 관리 및 탈착을 단순화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사진: Roel van Tour

Salmon Eye 
노르웨이 하르당에르 피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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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Herzog & de Meuron, TFP Farrells, Arup

프로젝트
아시아 최초의 글로벌 컨템포러리 문화 박물관인 M+의 갤러리, 영화관에는 
Kvadrat Acoustics 솔루션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들 장소에는 다양한 Kvadrat 
업홀스터리와 커튼 텍스타일이 사용되었습니다.

박물관 규모는 65,000 m2에 달합니다. 이 박물관은 시각 예술, 디자인, 건축, 영상물, 
20세기와 21세기 홍콩의 시각 문화를 수집, 전시하며 해석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솔루션
Kvadrat Acoustics 솔루션은 소프트셀 Broadline 흡음 패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문객이 영화, 다큐멘터리, 실험 영화, 비디오 아트 관람 시 최적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건물 내 3개의 영화관 벽과 천장에 소프트셀이 설치되어 있으며 ‘Basel’ 
제품의 커스텀 버전으로 업홀스터링되어 있고, 갤러리에 있는 소프트셀에는 ‘Field’ 
제품이 씌워져 있습니다.

M+의 다른 곳에서는 Kvadrat의 텍스타일이 좌석, 커튼, 기둥, 벽에 사용되었습니다. 

사진: XU Liang Leon

M+
중국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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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Foster + Partners

프로젝트
Foster + Partners는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와 Cleveland 
Clinic을 위해 설계된 오하이오의 4층 건물 Samson Pavilion 전체에 Kvadrat 
흡음 솔루션을 주문했습니다. 

솔루션
Kvadrat Acoustics 솔루션은 협업과 효과적인 학습을 지원합니다. 이곳은 ‘Toto’ 
제품으로 업홀스터링한 1,440개의 삼각형 소프트셀 Broadline 흡음 패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다양한 크기의 ‘Haze’ 제품으로 업홀스터링한 소프트셀 흡음 
패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삼각형 소프트셀 흡음 패널은 Delos M. Cosgrove 중정 위의 지붕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Haze’ 제품으로 업홀스터링한 흡음 패널은 부속 건물 전체의 
교실, 강당, 복도, 사교 공간의 천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진: Mark Wayner

Cleveland Clinic
미국 오하이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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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바드라트 솔루션과 귀하의 프로젝트 가능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십니까? 
www.kvadratacoustics.com으로 이동하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영감을 주는 동영상 및 이미지
– 기술 규격서
– 문서 자료
– 지속 가능성을 위한 당사의 노력
– 프로젝트 사례

더 자세히 보기

Kvadrat 쇼룸 
위치: 미국 뉴욕
건축 및 설계: Jonathan Olivares 
사진: Daniele Ansidei

https://www.kvadrat.dk/en/kvadrat-acou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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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이미지
고객: Salmon Eye
위치: 노르웨이 하르당에르 피요르 
건축 및 설계: Kvorning Design
솔루션: 주문형 텍스타일을 사용한 소프트셀 Broadline 패널 설치 
사진: Roel van Tou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