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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headquarters of Zamasport  Novara, Italy

Frigerio Design Group

Architects Frigerio Design Group Location novara, Italy Client ZAMASPORTS.p.A. Projects 2017~ 2020 Area 

lot 9,000 m2; buildings 3,700 m2 (warehouse 780 m2, production 1,570 m2 and offices 1,350 m2)  Frigerio 

Design Group General Coordination, Architectural Project - concept, final project, authorisations, executive 

project and supervision Collaborators E. Frigerio with D. Bona (Project Manager) Final and Executive Project 

F. Valido, M. Sola, S. Cambiaggio, V. Villa, M. Verdona, D.Gesualdo Structures- Project and Supervision 

Studio Tecnico Ing. Silverio Tettamanti Installations - Project and Supervision Energy Engineering s.r.l 

Forman Geom. Massimo Zugnino Geology and Geotechnical Engineering Geol. Giorgio Grassi Acoustics 

- Project Arch. Elena Bocca General Contractor Notarimpresa SPA Building Envelope Gualini SPA Internal 

Glazed Walls Techno  Facade Sunscreens Krion by Porcelanosa Office Furniture Unifor, Rimadesio  Seats 

Arper Value of Work €6 million Photographs Mario Frusca

설계 프리게리오 디자인 그룹 위치 이탈리아 노바라 클라이언트 자마스포츠 S.p.A. 프로젝트 2017 ~ 2020 지역 

부지 9,000m2 건물 3,700m2  (창고 780m2 , 생산 1,570m2  및 사무실 1,350m2 ) Frigerio Design Group 그룹 일반 

조정, 건축 프로젝트-개념, 최종 프로젝트, 권한 부여, 실행 프로젝트 및 감독 공동 작업자  E. Frigerio와 D. Bona 

(프로젝트 관리자) 최종 및 실행 프로젝트 F. Valido, M. Sola, S. Cambiaggio, V. Villa, M. Verdona, D.Gesualdo 

구조 -프로젝트 및 감독 Studio Tecnico Ing. Silverio Tettamanti 설치-프로젝트 및 감독  에너지 엔지니어링 s.r.l 

Forman Geom. 마시모 주그 니노 지질학 및 지반 공학 Geol. 조르지오 그라시 음향-Project Arch. 엘레나 보카 주

계약자 Notarimpresa SPA 건물 외피 Gualini SPA 내부 유약 벽 테크노 외관 선스크린 Krion by Porcelanosa  사

무용 가구 Unifor, Rimadesio 시트 Arper 공사비 6 백만 유로 사진 마리오 프르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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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Floor Plan

Sit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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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id and sustainable work environments
Frigerio Design Group designs an evocative and permeable headquarters for the Italian brand of prêt à porter, seeking the wellbeing of employees 
and the planet. Novara (Italy) | The new headquarters of Zamasport – a brand among the pioneers of Italian prêt à porter – promotes a new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humans and environment. Evocative and sustainable, Frigerio Design Group’s architecture conveys a concept 
of wellbeing combining ethics and respect for the environment. Intended to house production and executive areas  – offices, creative ateliers, test 
rooms and a part of production – the new building acts as a hinge between pre-existing buildings. 
Covering an area of 3,700 square meters, the architecture becomes loaded with symbolic and functional meaning. The external envelope evocates 
a fabric and that combination of technique and creativity characterising Zamasport’s work, a brand that has collaborated with important names 
in fashion such as Walter Albini, “father” of prêt à porter, and Gianni Versace. Spaces, pathways and environments are designed to contribute 
to a higher quality in the working life of employees, whose wellbeing is pursued in every aspect of the design. The use of natural lighting, the 
presence of greenery, acoustic comfort and the definition of internal microclimates contribute to shaping not only functional but also enjoyable 
and welcoming spaces, in the name of total quality. ]
THE ARCHITECTURAL PROJECT: ENVELOPE AND FACADES 
The building is situated in the centre of the industrial complex and acts as a hinge between pre-existent buildings – connected to them through 
transparent pathways – and its shapes are inspired by fabric, the raw material used by the company. Curves and sinuosity, pleats and folds give 
birth to vibrant and smooth surfaces, thanks to the natural and industrial materials, enriched by details and techniques that ennoble and qualify 
their image. Natural lighting is enhanced everywhere and greenery becomes an integral part of the project,  in  a  relationship  of  visual  continuity  
between  garden  and  architecture  that strengthens the human / nature bond. 
The structure designed by Frigerio Design Group is a simple and compact volume hiding, at the first floor, suspended gardens overlooked by 
the offices and all the atelier test rooms.  The architecture – developed on a 46x46 meter square plan and 10 meters high – is prefabricated 
in reinforced concrete and enhances natural lighting through large openings – such as the glass façade and the microshed covering in the 
fabric warehouse. The building’s volume is closed on three sides by structures made of prefabricated concrete panels – with thermal break and 
ventilated – with a finishing of self-cleaning photocatalytic concrete coloured in mass. Their smooth and sinuous texture, shaped by several folds 
vibrating in the natural lighting, recall the free geometries of fabrics. The surface is obtained by a formwork reproducing the vertical draping of 
a fabric and gives a touch of visible softness to the hardness of concrete. On the contrary, the main façade is completely glazed: here a shading 
in vertical curvilinear strips,  which  seem  to  be  moving,  intensify  the  feeling  of  lightness  given  by  the transparencies, by recalling strips of 
fabric hanging from above. 
THE INTERIOR PROJECT: PATHWAYS AND FUNCTION 
The layout of the different areas is conceived to provide the highest functionality and optimisation of the coexistence between the different 
functions, both the operational and the representative. Offices, workshops and meeting rooms are in the front of the building, while the warehouse 
is in the back: the two areas are sharply separate making them immediately distinguished. Production is located on the ground floor: the fabric 
and accessories warehouses with a loading and unloading area, the cutting department, the employee entrance and the main entrance for guests. 
A glazed connection on the west side links the new building to the other company departments designated to development, sewing and tailoring. 
The first floor, which overlooks the two internal suspended gardens, is dedicated to representative areas: it includes meeting rooms, break areas, 
the purchase department, production and general management with the test rooms – where the special tunable white lighting enables adjusting 
shade, heat and intensity of lights in order to enhance the perception of the garments. 
SENSORY COMFORT 
Work environment safety, use of natural lighting in every space, hierarchy of pathways in order to respect the different work needs: these are 
the three key-tasks to base the design and management of spaces for the Zamasport Headquarters. The interiors are characterised by simple 
finishing, industrial and performing, to ensure comfort, flexibility and low maintenance over time. Natural light, together with acousticsand 
microclimate, plays a role of primary importance, by designing airy and bright work environments, to ensure the highest comfort for workers. 
Thanks to the large windows in the façade, the offices and ateliers open outward creating a tight bond with the surrounding landscape. The various 
components (finishing, systems and modular furniture) are dry-assembled to guarantee easy maintenance and certified high quality. 
ENERGY EFFICIENC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order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and optimise sensory comfort, Frigerio Design Group realised an integrated design of the “building/system” 
organism, by maximising of passive performance and reducing the active. The Zamasport building is type NZEB (Near Zero  Energy  Building)  
since  it  uses  renewable  energy  sources  for  heating,  cooling, ventilation, production of sanitary hot water and lighting amounting to over half 
the overall energy needs. In the internal spaces a mixed system – static and air – is used to reduce the speed of internal air fluxes and maintain 
optimal temperature. In the production area there is a radiant flooring of concrete screed with all the installations exposed and distributed from 
top, in order to facilitate maintenance and additions over time. In the office area there are sound-absorbing metallic radiant ceilings enabling static 
heating and cooling, combined with an integrated system for renewing air supply from the outside and preventing draughts. 
High efficiency and colour rendering LED devices, which can be adjusted through a DALI domotic system – Digital Addressable Lighting Interface –, 
interfaced with a KONNEX system, were chosen for lighting. Offices are equipped with an internal illuminance sensor, making it possible to exploit 
natural light without wasting energy, while tunable white lighting of tests rooms adjust light colour according to the colour of clothes, emphasising 
and enhancing how they are perceived.  The mechanical and electrical installations are managed by complete Building Automation system, which 
also monitors the thermohygrometric conditions in every area as well as the state of all devices and any anomalies. The building is equipped with 
a photovoltaic 50 kWp installation providing up to 50,000 kWh per year.

Elevation &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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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자마스포츠 본사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작업 환경

프리게로 디자인 그룹은 직원과 지구촌의 웰빙을 추구하는 이탈리아 브랜드 prêt ê porter의 연상적(좋은 기억)이고 투광 가

능한 본사를 설계한다. 이탈리아 노바타에 있는 prêt à porter의 선구자 중 브랜드인 자마스포츠의 새로운 본사는 기술, 인

간 및 환경 간의 새로운 관계를 촉진한다. 연상적이고 지속 가능한 프리게로 디자인 그룹의 건축은 환경에 대한 윤리와 존

중을 결합한 웰빙 개념을 전달한다. 사무실, 크리에이티브 아틀리에, 테스트 룸 및 생산의 일부와 같은 생산 및 집행 영역

을 수용하기위한 새 건물은 기존 건물 사이의 경첩 역할을 한다.

3,700m2의 면적을 차지하는 이 건축물은 상징적이고 기능적인 의미로 가득 차 있다. 외부는 직물과 자마스포츠의 작업

을 특징 짓는 기술과 창의성의 조합을 떠올리게 한다. Walter Albini, prêt à porter의 '아버지', Gianni Versace와 같은 패션

계의 중요한 이름과 협업 한 브랜드이다. 공간, 통로 및 환경은 디자인의 모든 측면에서 웰빙을 추구하는 직원의 작업 생

활에서 더 높은 품질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었다. 자연광의 사용, 녹지의 존재, 음향적 편안함 및 내부 미세한 기후의 정의

는 전체 품질이라는 이름으로 기능적일뿐만 아니라 즐겁고 환영하는 공간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아키텍처 프로젝트 : 외피와 외관

이 건물은 산업 단지의 중심에 위치하고 투명한 통로를 통해 연결된 기존 건물 사이의 힌지 역할을 하며, 그 모양은 회사에

서 사용하는 원재료 인 직물에서 영감을 받았다. 곡선과 굴곡성, 주름 및 접힘은 이미지를 고상하게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디테일과 기술로 강화 된 천연 및 산업 소재 덕분에 활기차고 매끄러운 표면을 만든다. 자연 채광은 모든 곳에서 강화되고 

녹지는 인간과 자연의 유대를 강화하는 정원과 건축 사이의 시각적 연속성 관계에서 프로젝트의 필수적인 부분이됩니다.

프리게로 디자인 그룹이 설계 한 구조는 1 층에 사무실과 모든 아틀리에 시험실에서 내려다 보이는 매달린 정원이 숨어있

는 단순하고 컴팩트 한 볼륨이다. 46x46m의 정사각형 평면도와 10m 높이로 개발 된이 건축물은 강화 콘크리트로 조립식

으로 제작되었으며 유리 파사드 및 직물 창고의 마이크로 셰드 덮개와 같은 큰 개구부를 통해 자연 채광을 향상시킨다. 건

물의 볼륨은 조립식 콘크리트 패널로 만들어진 구조물 (열 차단 및 환기 기능)에 의해 3면이 닫혀 있으며 매스 색상의자가 

세척 광촉매 콘크리트 마감 처리가되어 있다. 자연광에서 진동하는 여러 주름에 의해 형성되는 부드럽고 유연한 질감은 직

물의 자유로운 기하학을 상기시킨다. 표면은 직물의 수직 드레이핑을 재현 한 거푸집 공사로 얻어지며 콘크리트의 경도에 

눈에 띄는 부드러움을 부여하였다. 반대로, 메인 파사드는 완전히 유약 처리되어 있다. 여기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수

직 곡선 스트립의 음영은 위에서 매달린 천 조각을 상기시켜 투명 필름이 주는 가벼움의 느낌을 강화하였다.

내부 프로젝트 : 경로 및 기능

서로 다른 영역의 레이아웃은 운영 및 대표자 모두에서 서로 다른 기능 간의 공존에 대한 최상의 기능과 최적화를 제공하

기 위해 고안되었다. 사무실, 작업장 및 회의실은 건물 앞쪽에 있고 창고는 뒤쪽에 있다. 두 구역이 뚜렷하게 분리되어 즉

시 구별된다. 생산은 1 층에 위치한다 : 적재 및 하역 구역이 있는 직물 및 액세서리 창고, 절단 부서, 직원 입구 및 손님을 

위한 정문이다. 서쪽의 유약 연결은 새 건물을 개발, 봉제 및 재봉으로 지정된 다른 회사 부서와 연결된다. 내부에 매달린 

두 개의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1 층은 대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회의실, 휴식 공간, 구매 부서, 생산 및 테스

트 실이 있는 일반 관리가 포함된다. 여기에서 특수 조정 가능한 흰색 조명으로 그늘, 열을 조절할 수 있다. 의복에 대한 인

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명의 강도.

감각적인 편안함

작업 환경 안전, 모든 공간에서의 자연 조명 사용, 다양한 작업 요구 사항을 존중하기위한 경로 계층 : Zamasport 본사 공

간 설계 및 관리를위한 세 가지 핵심 작업이다. 인테리어는 단순한 마감, 산업 및 성능이 특징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편

안함, 유연성 및 낮은 유지 보수를 보장한다. 자연광은 음향 및 미기후와 함께 통풍이 잘되고 밝은 작업 환경을 설계하여 

작업자에게 최고의 편안함을 보장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파사드의 큰 창문 덕분에 사무실과 아틀리에가 바깥

쪽으로 열려 주변 풍경과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한다. 다양한 구성 요소 (마감, 시스템 및 모듈 형 가구)는 건식 조립되어 손

쉬운 유지 관리와 인증된 고품질을 보장한다.

에너지 효율성 및 환경적 지속 가능성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감각적 편안함을 최적화하기 위해 프리게로 디자인 그룹은 수동적 성능을 최대화하고 능동적 성능

을 감소시켜 "건물 / 시스템" 유기체의 통합 설계를 실현했다. Zamasport 건물은 전체 에너지 요구량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

는 난방, 냉방, 환기, 위생 온수 및 조명에 재생 가능 에너지 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NZEB (제로 에너지 빌딩 근처) 유형이

다. 내부 공간에서는 정적 및 공기 혼합 시스템을 사용하여 내부 공기 흐름의 속도를 줄이고 최적의 온도를 유지한다. 생산 

지역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지 관리 및 추가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든 설치가 노출되고 분산된 콘크리트 스크 

리드의 복사 바닥이 있다. 사무실 공간에는 외부에서 공기 공급을 갱신하고 외풍을 방지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과 결합 된 

정적 난방 및 냉방을 가능하게 하는 흡음 금속 복사 천장이 있다.

KONNEX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되는 DALI domotic 시스템 (Digital Addressable Lighting Interface)을 통해 조정할 수있는 고

효율 및 연색성 LED 장치가 조명용으로 선택되었다. 사무실에는 내부 조도 센서가 장착되어 에너지 낭비없이 자연광을 활

용 할 수 있으며, 테스트 실의 조정 가능한 백색 조명은 옷의 색상에 따라 밝은 색상을 조정하여 인식 방식을 강조하고 향상

시킨다. 기계 및 전기 설비는 전체 빌딩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며, 이는 또한 모든 영역의 열 습도 조건과 모든 장치

의 상태 및 이상 현상을 모니터링한다. 건물에는 연간 최대 50,000kWh를 제공하는 태양 광 50kWp 설비가 장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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