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ME
Alicante is a city that grew overlooking the Mediterranean Sea.

Sculptural form of the new Pasarela del Postiguet was inspired by

Pasarela del Postiguet

"Pasarela del Postiguet" (Looping bridge from Alicante, in English) is

lightness of fresh mediterranean breeze, smoothness of the spiraling

an essential element that connects its urban center with the sea,

movement with which Pasarela descends from the hillside to the

spanning the Juan Bautista Lafora avenue which, with its intense

beach, and the dramatic forces that drive sailing boats at the hori-

traffic, presents a true visual and physical barrier between the beach

zon. The existing metal structure was first completely restored and

promenade and the city. In this way Pasarela becomes an important

protected and then wrapped into a new, continuously curving,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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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in the life of people of Alicante. Our intervention consists in

which changes its section along the entire length of the pasarela.

adaptation of a 20 year old structure, on one side making it more

The skin consists of modules of plastic reinforced with resin and

appropriate to present technical and functional requirements, and

glass fiber ( FRP ). This material not only creates an astounding play

on other side redefining its aesthetic language into a symbol of the

of lights and reflection, but also has numerous advantages for this

values that city of Alicante aspires to transmit: elegance and moder-

type of application, including very low weight, easy installation and

nity.

its good resistance to mechanical impact and corrosion. Linear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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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ing is laid along the interior face of the modules which endows
this sculptural object with a unique and dynamic identity.
Text: bg studio

알리칸테(Alicante)는 지중해를 바라보며 성장한 도시다. 알리칸테의 루핑 브리지
(Looping bridge)를 의미하는“Pasarela del Postiguet”
는 많은 차량 통행량으로 해변
산책로와 도시 사이에서 시각적, 물리적으로 진정한 장벽을 형성하고 있는 후안 바우
티스타 라포라(Juan Bautista Lafora) 거리를 가로지르며 도심과 바다를 연결해주는
필수적 요소가 되었다. 이 다리는 알리칸테 주민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연결 고리 역
할을 하고 있다. 건축팀은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요건들을 제시하는데 더욱 적합하면
서도, 그것이 지닌 미학적 언어를 알리칸테 시가 전달하고자 하는 우아함과 현대성이
라는 가치를 가진 상징으로 재정립되도록 20년 된 구조물을 고치는 것을 계획하였다.
새롭게 바뀐“Pasarela del Postiguet”
의 조각 형태는 상쾌한 지중해의 바람, 다리가
언덕에서 해변으로 내려갈 때 나타나는 나선형 움직임의 매끄러움, 그리고 수평선을
향해 항해하는 보트들을 밀어내는 극적인 힘에서 영감을 받았다. 먼저 기존의 철 구조
물을 완전히 복구하여 보호한 후, 다리의 전 구간은 새롭고도 곡선으로 이어지는 외피
로 포장하였다. 외피는 합성수지와 유리섬유로 이루어진 강화 플라스틱 모듈 (FRP)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소재는 조명과 반사가 펼치는 놀라운 유희를 창출할 뿐만 아니
라, 초경량, 용이한 설치, 기계적 충격 및 부식 작용에 대한 현실적인 저항 등 여러 가
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직선형의 LED 조명은 모듈의 안쪽 면을 따라 배치되어, 이 조
각 구조물에 독특하고도 역동적인 정체성을 부여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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