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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wer of
ShinEtsu Silicone

한국신에츠실리콘주식회사
http://www.shinetsu.net



에너지를 더하다!

www.aluenc.com

본사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9길 10 MBC 아카데미빌딩 5F Tel. 02-597-5521 Fax. 02-597-0969 
공장 |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음성로 1380 Tel. 043-878-8751 Fax. 043-878-8753 

다양한 디자인과 성능의 커튼월,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비정형 외피에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BIPV에 이르기까지

알루이엔씨는 건축외피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커튼월에커튼월에

*  알루이엔씨 Bipv가 적용된 세운오피스 빌딩



익스테리어와 제휴된 건설 및 건축자재 전문 마케팅 기업

온라인
마케팅

오프라인
마케팅

옥외�광고  TV 광고온라인�광고

건설�및�건축자재에�필요한�모든�마케팅을�진행해드립니다

건설�및�건축자재�전문�마케팅�기업 

Partnership

익스테리어와�제휴된 건설 및 
건축자재�전문 마케팅�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건설업�등 
20년�마케팅�장인의�노하우로 

기업의�매출을�상승시켜드립니다!

dio@platformnine.co.kr
010-9299-0717플랫폼나인과�함께�폭발적인�매출�상승을�경험하세요

건설�및�건축외장재 광고�영상�제작 업체, 

Fan.TA

이제는�영상�제작이�꼭�필요한�시대입니다
건설�건축외장재�전문�광고�영상�제작�업체

19년�노하우로�제작하는�광고�영상�제작�업체
SM엔터테인먼트�출신의�대표

문화체육관광부�대상을�받은�영상�기획력

촬영장비�보유 음악팀�보유 촬영팀�보유 3D 애니메이션�팀�보유

기업에�걸맞는 광고�영상을 
제작해드리겠습니다

ceo@fantakorea.com
010-8921-8447



다양한 패턴 예시

도장 방식이 아닌 인쇄 방식을 사용하여 자유로운 디자인과 굴곡 성형이 가능합니다.

Hair Line Wood Marble Pattern/Emboss

오래가는 항균·방오의 프리미엄 내외장재

SKC eco-deco film

디자인 변혁을 가져올 

  친환경 감성 소재

리얼 금속감 & 다양한 패턴 표현

SKC eco-deco film은 특수 Aluminum foil을 사용하
여 기존 메탈릭 도장 제품 대비 월등하고 사실적인 금속감
을 구현하며, 철판으로 스테인레스 및 알루미늄 제품 외관
을 구현 및 대체 가능합니다. 또한 9도 이상의 인쇄 기술로 
금속 외 대리석, 원목 등 천연 자재를 완벽하게 재현하여 
건축 내외장재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20년 내후성 보증

SKC eco-deco film의 표면층은 불소(PVDF) 100%로 
구성되어 있어 내후성, 내구성, 내약품성, 항균성이 우수
합니다. 

합리적인 가격

SKC eco-deco film은 타 천연소재 및 건축자재의 장점
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사용 가능합
니다. ※ 알루미늄 시트, 스테인레스, 아노다이징 등 금속성 자재 
및 대리석 대비 월등한 가성비

친환경 건축 자재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항균효과 및 항곰팡이 성능 1등급 평가를 획득한 친환경 
제품으로 의료시설이나 영유아 시설 등에 적합하며 폐기 
시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건축 자재입니다.

     Tel  070-7413-1584   E-mail  jh.cho@sk.com



이상봉 사옥

네오리스 대형 세라믹 패널

Formats, Applications & Thicknesses
크기, 용도 및 두께

World’s Best
Architectural Ceramic (주)가이인터내셔날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24길 11 B1-2층  T.02-514-4663   tile@chol.com   www.tile.co.kr

neolithasiapacific@neolithasiapacific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AZON Dual Cavity 적용



알프렉스는 (주)유니언스의 자체기술로 제조된 코어 소재가 사용되며, 차별화된 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비할로겐가스, 저연 고난연성 친환경 제품으로 유수의 국내 및 국제기준을 

통과한 우수한 제품입니다. Warnock Hersey, 독일 DIN, 영국 BS, 일본 JIS 불연, 

러시아 GOST 인증을 통과하여 세계적으로도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기술과 예술의 조화 
지난 45년 동안 보다 나은 건축공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축문화를 창조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해온 

(주)유창은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품질관리로 ISO 9002인증, 

KS규격, 우수품질마크 EM, 신기술인증마크 NT를 획득하고 

고품질의 제품생산과 한 차원 높은 건축시공을 바탕으로 

하는 국내 최고의 건축내장재 생산 및 시공 전문기업입니다. 

www.yoochang.com

(주)유창과 함께할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Tel: 02-2648-9600

For a better Space

인천국제공항 
Terminal 2 천장

모듈러 건축 철도/지하철3D 판넬

클린룸AL 압출재 주문제작

철제 칸막이루버 이큐톤

유창_A4신문광고_210x297.indd   1 2019-12-04   오전 8:18:23



단, 도면에 준하여, 단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7,000 ~ 7,500

2020년 2월 단가표



[본사, 공장/전시장] 경기도 광주시 광남안로 104-20(태전동 588)

Tel. 031)766-6410  Fax. 031)766-6417

www.alu-wood.co.kr



건축 외장 공사의 혁신
(주)영진테크, 조립식 무용접 트러스

(주)영진테크는 외장공사의 작업시간 단축과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표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저 김명조의 현장경험은 국내 건설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국내 시장에서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을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고객사의 만족을 선사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동촌길21번길 28
Tel.031-352-5306  Fax.031-352-5306

Email. ygtech9131@naver.com  Web.http://www.yg-tech.co.kr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월간익스테리어 광고 문의 010-2769-7643



Top Quality Silicone Sealant

20th anniversary

2000년 3월 경기도 일죽에서 시작한 (주)탑프라가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으로 국내 실란트 업계에서 중추적인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탑프라는 

고객의 가치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로 뻗어 나가는 세계 정상급의 실란트 전문 

생산업체로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20년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큰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사·연구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맹동산단로 37-20  TEL : 043-537-1384

이월공장 : 충북 진천군 이월면 귀농3길 87-42  TEL : 043-537-1380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613호(수서현대벤처빌)  TEL : 02-483-2328 

(주)탑프라
www.topseal.co.kr

(주)탑프라



(주)대동글라스텍은
유리에 세라믹 인쇄를 통해 건축 유리에 다양한 패턴과 무늬를 구현합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진흥로128번길 10(성곡동 671-2, 시화공단 5라 601-2)
Tel. 031.499.2521   Fax. 031.431.5794    www.dgt1007.com

동대구역 환승센터에 적용된 Frit Glass

저희가 생산하는 무늬 유리는 세라믹 코팅 후 열처리한 제품으로 
건물의 외장재 및 내장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요제품
- 커튼 월 룩 (Curtain Wall Look)
- 다양한 무늬를 인쇄한 후릿트 글라스 (Frit Glass)
- 도심 건축물에 색을 더하는 스펜드럴 (Spandrel Glass)
- 산업용 유리, 스크린 도어, 파티션용 유리

아존 단열바 / 폴리아미드 단열바 / 창호 가스켓 / 폴리아미드 압출

(주)기전금속은 알루미늄 창·커튼월의 단열시스템인 아존, 폴리우레탄 단열바와 폴리아미드 단열바를 

생산, 가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켓과 폴리아미드 압출설비를 구축하고 고객의 요구에 최고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순성로 731-14  전화: 041)353-1046  팩스: 041)353-1066

알루미늄 창·커튼월의 단열 - (주)기전금속

(주)기전금속



CONTENTS
파사드 협회 신규 회원사 소개

30 하오스 주식회사

32 위드웍스에이앤이 건축사사무소

제품 소개

35 (주)영진테크 무용접 트러스

News

36 단신 뉴스

 - KCC, 개방감 넓힌 주방 전용 시스템 창호 출시

 - KCC글라스, ‘품질 우선주의’ 유리 이맥스 클럽 확대

 - LG하우시스, 프리미엄 시스템 창호 ‘유로시스템9’ 출시

 - 명품마감재, 프리미엄 아파트 ‘주거고급화’ 이끌어

연중기획 - 한국 파사드 시공업체 탐방

40 은산건업

글로벌 파사드 업체 탐방

44 Seele

Curtain Wall 산책

48 OPUS

60 The ARC

72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에서 화려한 스테인레스 스틸

News

78 정책 뉴스

 -  건설현장 화재사고 제도개선 및 현장 이행력강화 방안 마련

 - “제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19일 출범합니다”

 - 국토부·산업부,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힘 모은다

 - 정부 합동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 … 대금지급시스템 전면 개편

 - 12일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5)’ 국무회의 의결

 - 오래된 건축물, 쾌적하고 안전하게 -그린리모델링 본격화

 

86 2020-2021년 세계 주요 파사드 및 건축관련 박람회 일정

90 커튼월 관련 주요업체 명단

32

60

72

48

2020/06

1. Design Information 
Design Code : KSSC-LSD16
Unit System : kN, m
Member No : 17
Material : SS235 (No:1)

   (Fy =  235000, Es = 210000000)
Section Name : B 50x50x2.3 (No:1)

   (Rolled : B 50x50x2.3).
Member Length : 0.33333

Depth        0.05000 Web Thick    0.00230
Flg Width    0.05000 Top F Thick  0.00230
Web Center   0.04770 Bot.F Thick  0.0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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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0.00043 Asz          0.00023
Qyb          0.00085 Qzb          0.00085
Iyy          0.00000 Izz          0.00000
Ybar         0.02500 Zbar         0.02500
Syy          0.00001 Szz          0.00001
ry           0.01930 rz           0.01930

2. Member Forces 
Axial Force Fxx = -0.0098  (LCB:   1, POS:J)

Bending Moments My  = -0.0098,  Mz  = -0.0000

End Moments Myi = 0.00423,  Myj = -0.0098  (for Lb)

Myi = 0.00423,  Myj = -0.0098  (for Ly)

Mzi = 0.00002,  Mzj = -0.0000  (for Lz)

Shear Forces Fyy  = 0.00007  (LCB:   1, POS:1/2)

Fzz  = 0.05041  (LCB:   1, POS:J)

3. Design Parameters 
Unbraced Lengths Ly  = 0.33333,     Lz  = 0.33333,     Lb  = 0.33333

Effective Length Factors Ky  =   1.00,  Kz  =   1.00

Moment Factor / Bending Coefficient
Cmy =   1.00,  Cmz =   1.00,  Cb  =   1.00

4. Checking Results 
Slenderness Ratio

        KL/r       =  51.8 < 200.0  (Memb:10, LCB:   1).................................... O.K

Axial Strength

        Pu/phiPn   =  0.0098/88.6657 = 0.000 < 1.000 ...................................... O.K

Bending Strength

        Muy/phiMny = 0.00977/1.66151 = 0.006 < 1.000 ...................................... O.K

        Muz/phiMnz = 0.00001/1.66151 = 0.000 < 1.000 ...................................... O.K

Combined Strength   (Compression+Bending)

        Pu/phiPn = 0.00 < 0.20

        Rmax = Pu/(2*phiPn) + [Muy/phiMny + Muz/phiMnz] = 0.006 < 1.000 ................... O.K

Shear Strength

        Vuy/phiVny   = 0.000 < 1.000 ...................................................... O.K

        Vuz/phiVnz   = 0.002 < 1.000 ...................................................... O.K

5. Deflection Checking Results 
L/ 300.0 = 0.0033  > 0.0000  (Memb:13, LCB:   2, POS:   0.5m, Dir-Z)....................... O.K

 Certified by : 

Company
Author

Project Title
File Name C:\...\tyyun\Desktop\test\test.mgb

Modeling, Integrated Design & Analysis Software
http://www.MidasUser.com
Gen 2020 

Print Date/Time : 10/23/2019 16:17

midas Gen Steel Checking Result



파사드 협회 신규 회원사 소개 파사드 협회 신규 회원사 소개

으로 내구성, 크랙, 기후저항성능에 있어 탁

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3.  외단열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인 외부 오염 및 변색에 대한 솔루션으로 진

정한 실리콘 수지 페인트인 스토컬러 로투

산 페인트 제안하여 해법을 제시한다.

4.  부위별 상세도면 제공으로 시공품질 향상시

킨다.

2020년 하오스에서 국내 시장에 도입하

려는 새로운 기법의 건식 외단열 시스템, 

StoVentec (스토벤텍)은 플라스터, 글라스 모

자이크, 도자기, 자연석, 유리 및 태양광 패널 

등 다양한 재료의 마감재를 적용한 건식 외단열 

시스템이다. 뛰어난 내구성과 안전성 그리고 유

연한 가공성의 캐리어 보드를 사용하여 기존에 

경험할 수 없었던 디자인을 제공한다.

하오스는 현재 Sto 제품군 중에서 내외장 마감

재, 외단열, 흡음재(Acoustic), 실내외 친환경 

고기능 페인트의 사업영역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Sto 독일 및 전세계 지사에서 수입된 마감

재와 친환경 고기능 페인트를 고객이 원하는 색

상으로 조색하여 판매, 조색 레시피는 sto 본사

와 실시간으로 조색 자료를 받아 조색하고 있

다. sto 색상은 약 800가지 색상이 있고, 타사

나 국제 표준 규격의 색상도 본사 실험실에서 

색상 분석 후 특별 레시피로 조색 가능하다.

김해신세계_외단열+페인트

회사소개

2011년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물(패시브 하우

스 포함)의 디자인, 건설, 보급을 목표로 미래지

향적인 경영이념과 정직에 기반을 둔 친환경 건

축자재 수입 및 패시브 하우스 인증 관련사업을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 하오스에서는 고효율 저

에너지 친환경 건축자재를 발굴하고 자체공사

에 적용을 통해 검증하고, 우수한 품질의 자재

를 국내에 보급하고 있다. 한국에 친환경 건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국내 환경 안

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사회

에 작은 일부가 되고자 한다. 2014년부터 Sto

의 한국 수입 총판으로 ‘의식 있는 건축’의 모토

를 함께 하며 한국에 친환경 건축문화를 정착시

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to는 1835년 독일에서 창립된 180여년 전통

의 친환경 종합건축자재회사이다. “의식 있는 

건축” 이라는 모토 아래 모든 생산 제품에 솔벤

트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기업으로 외단열 시

스템 내외장 페인트 복합외장재, 건축음향시스

템, 수성바닥재 등을 전문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전 세계 80여개국 3,800개 지점을 운

영하고 있다.

국내 ‘드라이비트’라고 알려진 외단열 시스템의 

선두주자로써, 미네랄울, 비드법 보온판, PF보

드 등 다양한 단열재와 호환되는 외단열 시스템 

보유. 각 단열재 별, 적용하는 재료별, 유럽외단

열시스템 성능 인증 (ETAG 004)을 보유하고 

있다.

1.  외단열시스템의 기본요구성능인 ETAG를 

만족할 뿐 아니라, 보다 강화된 기후저항 성

능 기준, 충격저항성능 기준을 충족(FIBAG)

한다.

2.  시멘트베이스의 무기질 베이스코트뿐만 아

니라 시멘트 프리 유기질 베이스코트 적용

하오스 주식회사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달래내로 27번길 4)

대표자 : 김광유

사업영역 : 내외장 마감재, 외단열, 흡음(Acoustic), 실내외 친환경 고기능 페인트

GS자이 서울숲_메탈릭 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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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위드웍스는 ‘설계 및 시공 엔지니어링’을 하는 

‘설계사무소’ 이다. 설계단계에서 비정형 건축 

시공 경험을 기반으로 실제 시공 가능한 설계

를 검토함과 동시에 시공단계에서는 복잡한 설

계 여건을 반영한 디지털목업 및 3D제작설계

를 지원하여 설계단계부터 건설단계까지 올라

운더로(all-rounder) 참여가 가능하다. 설계와 

시공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 중간

자적 입장에서의 접근으로 건축의 품질만을 목

표로 설계단계와 시공단계를 망라해 지난 10여 

년간 국내 유수의 디자이너, 건축사무소와 건

설사 협업을 하였고 매해 다양한 비정형 건축 

프로젝트를 참여해 왔다. 트라이볼(2008), 국

립해양박물관(2010), 서천국립생태원(2011), 

4대강물문화관(2012), 상암MBC판매시설

(2013), 세종정부청사 3단계1구역(2014), 

부산오페라하우스(2015), 롯데타워 포디움

(2016)을 비롯한 그 해 건축대상을 수상한 삼

성동KEB하나은행(2018)까지 굵직한 프로젝

트들을 거쳐오며 노하우에 기반한 여러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도 새로운 기술과 공법의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위드웍스에서 주로 참여하는 “비정형 건축”은 

지오메트리가 일반적이지 않은 건축을 표방하

며 소위 보편적인 건축과는 제작난이도 측면에

서 간단히는 기성복과 맞춤복 정도의 차이로 설

명되고 있지만 제작과 시공이 모두 포함된 실제 

필드에서의 체감하는 난이도는 훨씬 높다. 그

렇기 때문에 위드웍스는 “비정형 건축”을 단순

히 건물의 드라마틱한 외형만으로 말하기 보다

는 보다 “규격 기성재를 사용할 수 없거나 개별 

3D 제작도로 CNC 가공이 필요한 건축”으로 

확장하여 이야기한다. CNC가공을 위해 제작

설계에서부터 파라메트릭 설계가 고려되야한

다는 부분에서 전통적인 건축과는 접근 방식에

서부터 차이가 있어, 결론적으로 누구나 비정형

이라고 부르는 건축과 비교하였을때 제작 및 시

공 과정이 같은 건축을 “비정형건축”이라고 부

르며 이런 경우와 같이 제작을 위한 제작설계가 

필요할 때에도 위드웍스가 엔지니어링에 참여

하고 있다.

사업영역

설계 디자인 단계부터 건축의 완공까지 이어지

는 건축 전반의 프로세스 중 투입 시점 및 요구

되는 설계 범위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위

드웍스는 업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크게 설계단계와 시공단계로 나뉘어 진다.

 

설계단계

위드웍스의 비정형 3차원 설계 엔지니어링은 

다음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3차원 엔지니어링 

모델을 통해 비정형 곡면에 대한 시공성과 경

제성을 검토해보고 이에 따라 설계 기준을 결정

하며, 시공도면을 완성하는 단계이다. 원 설계

의 마감면을 분석하여 최적의 지오메트리를 찾

아내는 ‘디지털 최적화Digital Optimization’

와 원 설계의 하부구조를 분석하고 수치제어 공

법을 통해 이를 설계하는 ‘BIM 페브리케이션

BIM Fabrication’ 과정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3차원의 비정형 곡면을 1방향의 곡면이나 평면

으로 세분화하는 디지털 최적화과정은, 형태적, 

구조적 측면에서는 보다 정교한 실물 구현으로 

건물의 품질을 향상하며, 시공과 비용의 측면에

서는 가공법에 가장 적합한 크기를 제안해 공기

를 단축하고 불필요한 재료의 낭비를 막아 공사

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설계와 시공단계 사이에 디지털 목업(가상 시

공)을 통해 구조를 검토하고 부재 사이즈를 결

정한 뒤 이를 토대로 적합한 BIM 모델을 구축

했다면, 제작에 앞서 실물 목업을 진행한다. 단

위 규격이 크거나 자재수급 등의 사유로 경우

에 따라서는 설계단계에서 약식 검토만을 진행

한 이후 실제 제작 단계 직전에 목업을 진행할 

수 있다. 목업은 말 그대로 실제 크기의 3차원 

모형을 제작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공의 오류를 

사전에 찾아내기 위한 심화설계 과정이다. 완성

도 높은 비정형 건축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비주얼 목업을 통한 설계 디테일의 검

증과 시공 공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

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과정이 대

부분 형식적인 수준에서 이뤄지거나 생략되는 

위드웍스에이앤이 건축사사무소

세종복합 편의시설 제3공구(2020) 

THE ARC 4대강물문화관(2012)

롯데타워 포디움(2016)

상암MBC판매시설(2013) 세종정부청사 3단계1구역(2014)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7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 C-1216

대표자 : 김성진, 권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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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품질 확보가 어려운 실

정이다. 반면 위드웍스는 현장 목업을 실행하여 

실제로 그 과정을 통해 예상치 못한 오류를 찾

아내기도 하고, 이를 풀어낼 수 있는 새로운 해

법을 발견한다. 가장 최근에 완공된 광교 갤러

리아 백화점(2020)의 경우에도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주조한 스마트 노드를 스틸커튼월 공

법으로 풀어내며 국내 최초의 공법을 적용한 건

물이 되었다. 이는 새로운 공법을 위한 수 차례

의 목업이 빛을 발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제작 및 시공단계

건설단계에서의 엔지니어링은 무엇보다 결정

적으로 최초의 디자인을 완공까지 높은 품질로 

구현 해내는 것에 직접 관여되어 있으므로 매

우 중요하다. 위드웍스가 제작단계에 참여할 

경우에 설계 데이터를 완벽하게 CNC가공으로 

연동시켜 가상의 3D 디자인모델이 실제 건축

현장에서 적용되는 하나하나의 부재로 제작될 

수 있도록 한다. 부재는 작업자 숙련도에 의한 

제작오차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해 기계에 의한 

전체 공장 생산하며, 현장에서 임의 용접 및 절

단가공이 불가하도록 시방에 의해 볼트조립 시

공을 규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설계단계에

서부터 모든 부재는 시공을 위한 정보를 가진 

채로 제작되어 현장에 입고되므로 정밀도가 매

우 높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한국잡월드(2020), 세종복

합 편의시설 제3공구(2020) 현장 등에서도 동

일한 제작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시공에 있어서도 기타 여건에 의한 현장 시공오

차를 저감하기 위하여 3D 스캐닝을 통한 역설

계를 병행하여 수준 높은 비정형 파사드의 디자

인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파사드 협회 신규 회원사 소개

광교 갤러리아 백화점(2020) 트라이볼(2008)

한국잡월드(2020)

2017년 설립된 영진테크는 설립과 동시에 외

장 마감용 고정 브라켓과 연결 브라켓의 디자

인을 출원하고 곧바로 안착홈을 형성한 홀가공

장치와 팝너트 기능성 체결장치를 특허 등록하

였다.

작업시간의 단축과 안전사고 예방이 목적이라

는 ㈜영진테크의 김명조 대표는 풍부하고 노

련한 현장 경험을 통해 끊임없는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타사와 차별화된 ㈜영진테크의 대표적인 제품

은 연결브라켓과 외장 마감용 지지 브라켓, 외장 마감용 고정 브라켓이다.

이 제품들은 빠른 조립방식으로 공기 단축 효과를 가져오며 뛰어난 강도와 인장 하중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무용접으로 인하여 화재 위험이 아예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자 특징이다.

(주)영진테크 무용접 트러스

연결 브라켓 
Connection bracket

외장 마감용 지지 브라켓 
Support bracket for external finish

외장 마감용 고정 브라켓 
Fixed bracket for external finish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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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가 창호 프레임 두께를 대폭 줄여 시원한 

개방감과 세련된 디자인을 확보한 주방 전용 시

스템 창호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주방 전용 시스템 창호는 창틀 

두께는 줄이고 유리 면적을 늘려 시원한 개방

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주방에 일

반적으로 많이 적용하던 슬라이딩 형태의 창호

는 크기가 작고 두꺼운 창틀이 중간에서 시야를 

분할해 답답한 느낌을 주는 반면, 신규 주방 전

용 시스템 창호는 기존 슬라이딩 창호 대비 창

틀 두께를 60% 가량 줄이고 손잡이와 환기창

을 창호 한쪽으로 배치해 시야를 가리는 부분을 

최소화했다. 

시원해야 잘 팔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망

과 개방감을 중요시 하는 최근 건축 트렌드에 

따라 이를 극대화하면서도 단열 성능까지 꽉 

잡았다. 창틀 내부는 여러 단계로 나눠 열의 흐

름을 끊어주는 다중 격실 구조로 이루어져 있

으며, 유리는 더블로이 삼중복층유리를 적용해 

제로에너지하우스 수준의 뛰어난 단열 성능을 

갖췄다. 

창호 자체의 세련된 디자인도 강점이다. 주방 

전용 시스템 창호는 단열성이 우수한 PVC 재

질의 창틀이면서 바깥쪽에는 건물의 외관을 돋

보이게 하는 알루미늄 캡을 씌워 외부에서 보기

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반면, 창틀 안쪽으

로는 최신 인테리어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해 ▲

우드 화이트 ▲우드 베이지 ▲딥 그레이 등 색

상 3종을 준비했다.

환기창은 유럽형 여닫이 형식으로 히든 힌지, 

잠금 하드웨어, 핸들 등 부자재는 독일의 유명 

시스템 창호 전문기업인 지게니아의 하드웨

어로 적용했다. 또, 환기창의 유리는 창호 색

상에 맞춘 칼라유리 각각 적용해 고급스러움

을 한층 더했다. 환기창의 칼라유리가 창호 색

상과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주변 주방 가구 

및 전자 제품과 어우러져 멋스러운 인테리어

를 완성한다. 

이 밖에 주방 전용 시스템 창호는 창틀 배수 및 

결로 배출 기능은 물론, 경사형 배수 구조의 내

부 고정형 방충망을 설치해 생활 편의성까지 갖

췄다. 방충망은 착탈이 가능해 망을 보수하거나 

청소하기에도 쉽다.

KCC 관계자는 “기존 주방 창은 단순 환기용이

었지만 최근 조망권을 중요시하는 트렌드에 따

라 단열 성능을 유지하면서 개방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얇고 세련된 창호에 대한 수요가 많아

지고 있다”면서 “KCC 창호의 우수한 제품력과 

신속한 시공서비스, 본사의 품질보증 시스템을 

중심으로 고객에게 사랑받는 더욱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제공: KCC>

KCC, 개방감 넓힌 주방 전용 시스템 창호 출시

■ 기존 창 대비 창틀 두께 60% 가량 줄이고, 환기창 별도 배치로 탁 트인 시야 제공

■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 반영한 세련된 디자인

■ 독일의 유명 시스템 창호 전문 기업 지게니아의 하드웨어로 견고함 더해

KCC글라스가 ‘유리 이맥스 클럽(E-Max 

Club)’ 신규 회원사를 영입하며 고객 만족을 위

한 품질 경영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에 유리 이맥스 클럽 신규 회원사로 합류하

게 된 업체는 경기도 양주시의 ‘㈜대광유리’와 

경기도 파주시의 ‘㈜제일글라스’이다. 이로써 

KCC글라스는 전국에 총 75개 유리 이맥스 클

럽 회원사를 확보하게 됐다. 

유리 이맥스 클럽은 국내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KCC글라스가 직접 유

리 가공 업체들을 대상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인

증하는 유리 가공 전문 네트워크다.

유리 가공 업체가 이맥스 클럽 인증을 받기 위

해서는 KCC글라스가 요구하는 기준 이상의 표

준설비를 보유해야 하며, 고객 중심의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미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심사를 통해 품

질에 대한 의지나 품질 보증, 불만처리 능력 등 

품질 경영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맥스 클럽에서 

퇴출시켜 꾸준히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회원사 형태는 유리 가공 분야에 따라 복층유

리, 강화유리, 접합유리 부문으로 나뉘며, 각 회

원사가 영위하는 사업 부문별로 단수 혹은 복

수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대광유리는 지난 

2017년에 처음 복층유리 이맥스 클럽 인증을 

받은 이후 이번에 추가로 강화유리 부문까지 인

증을 받았다. ㈜ 제일글라스는 복층유리 부문으

로 이맥스 클럽에 신규로 합류했다. 

유리 제품은 유통 구조상 유리 원판을 가져다 

각각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가공을 거쳐야만 한

다. 이에 대해 생소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 입장

에서 유리 이맥스 클럽 인증은 유리 원판 제조

사인 KCC글라스가 직접 가공 품질까지 보증해

주는 격이기에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기준이 된

다. 이맥스 클럽 회원사에서 가공한 제품은 유

리 한 켠에 이맥스 클럽 가공 제품임을 알리는 

로고가 새겨져 있다. 

KCC글라스는 유리 이맥스 클럽의 활성화를 통

해 유리 가공 업체들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사의 품질 관리 시스템 및 품질 안정화를 기

반으로 고품질의 유리 제품으로 고객 만족을 이

끌어 내며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KCC글라스는 회원사와 수평적 커뮤

니케이션을 통한 의견 교류와 정보 공유의 자리

를 주기적으로 갖고 있으며, 회원사를 대상으로 

▲시험비용 할인 ▲KOLAS 시험성적서 취득지

원 ▲교육지원 및 품질지도 ▲공사연계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유리 이맥스 클럽은 

KCC글라스의 품질경영을 상징하는 것으로 앞

으로도 품질, 서비스 고객만족을 위한 상생 협

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단순한 거

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사업 파트너라는 인식 아래 회원사 지원에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자료제공: KCC>

KCC글라스, ‘품질 우선주의’ 유리 이맥스 클럽 확대

■ KCC글라스가 직접 품질 관리하고 인증하는 유리가공 전문 네트워크

■ ㈜대광유리, ㈜제일글라스 등 신규 회원사로 가입

■ 엄격한 품질경영 기준 통과한 회원사 전국 총 75개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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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하우시스가 단열성능을 확보한 프리미엄 시

스템 창호 ‘LG Z:IN(LG지인) 창호 유로시스템

9(E9-TT85PHI)’을 출시했다. ‘유로시스템9’

은 우수한 단열성능은 물론 다양한 편의사항

을 갖춘 LG하우시스의 최고급 PVC 창호 제품

으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 건축물과 건축

자재에만 부여되는 독일 ‘패시브하우스(PHI: 

Passive House Institute) 인증’을 획득했다. 

LG하우시스는 ‘유로시스템9’이 창호 프레임에 

창호 전용 내장 단열재와 고무 패킹 압착 밀폐 

시스템 등의 LG하우시스만의 차별화된 단열 기

술을 적용, 패시브하우스 인증을 획득했다고 설

명했다.

또한, 유럽형 틸트&턴(Tilt&Turn) 개폐 방식 적

용, 창 아래쪽 모서리 부위에 고무 재질 안전캡 

적용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기능, 창호 손잡이 

은이온 특수 코팅 적용 통한 세균 방지 기능 등 

다양한 편의 기능도 갖췄다.

특히, 디자인 측면에서 창 중간 프레임 두께를 

기존 제품 대비 약 20% 줄여 더욱 쾌적한 시야

를 확보토록 했으며, 원목 스타일의 프레임과 

매립형 경첩을 적용해 고급스럽고 깔끔한 디자

인을 구현했다

LG하우시스 창호사업부장 김진하 상무는 “‘유

로시스템9’은 단열 성능뿐 아니라 디자인, 안

전, 위생 등 창호가 갖춰야 할 모든 요소에서 고

객만족을 극대화 한 프리미엄 시스템 창호 제

품”이라며, “향후 ‘유로시스템9’을 고급 주택 

및 타운하우스 현장 등으로 공급을 확대해 연간 

약 3천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국내 시스템 창호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독일 ‘패시브하우스(PHI : Passive House 

Institute) 인증’

세계 최고 권위의 에너지 저감 및 친환경 건축

물 인증기관인 독일의 패시브하우스협회가 첨

단 단열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 

건축물과 건축자재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이다.

독일 패스브하우스협회가 인증하는 ‘패시브하

우스’란 벽체 열관류율 0.15W/(㎡K) 이하, 창

호 및 현관문 열관류율 0.8W/(㎡K) 이하, 열교

환기 효율 75% 이상(소비전력량 0.45Wh/㎥) 

으로 연간 15kWh/㎡ 이하(석유 1.5리터 해

당)의 난방에너지를 사용하며 전체 1차 에너지

를 120kWh/㎡ 이하로 소비하는 에너지 저감

형 건축물을 말한다.

틸트앤턴(Tilt&Turn) 시스템

창문이 앞으로 기울어지게 여는 틸트 방식과 창

문 전체를 안쪽으로 활짝 여는 턴 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개폐가 가능해 사용자가 환기량 조절

도 편리하다. 

<자료제공: LG하우시스 Z:IN>

LG하우시스, 프리미엄 시스템 창호 ‘유로시스템9’ 출시
독일 ‘패시브하우스 인증’ 획득, 국내 최고 수준 단열성능 확보

■ 창호 프레임에 창호용 내장 단열재 및 고무 패킹 압착 밀폐 시스템 등 단열기술 적용해 독일 패시브하우스 인증 획득

■ 유럽식 틸트&턴 개폐 방식, 쾌적한 시야, 원목 스타일 디자인, 안전 및 위생 기능 등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다양한 편의기능 갖춰

■  고급 주택 및 타운하우스 현장 등으로 공급 확대, 연간 약 3천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국내 시스템 창호 시장에서 점유율 계속 확대해 

나갈 것

대형 건설사들의 프리미엄 브랜드 런칭과 함께 

고급 마감재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

다. 특히,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와 고급빌라 분

양 시장의 경우, 유럽산 주방가구와 수전 브랜

드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고급스러운 외관과 

뛰어난 단열 효과로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가 각

광받고 있다. 

최근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부촌 일대에 들어

선 ‘나인원 한남’의 경우, 초고가 아파트라는 타

이틀에 맞게 독일 라이히트(Leicht)의 주방가

구와 돈브라이트(Dorn Bracht) 수전 등 유럽

의 명품자재가 사용되었다. 또한, 냉난방 효율

과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평창동, 성북

동 등 고급 주택단지에서 주로 접할 수 있는 이

건창호의 알루미늄 시스템 단창제품과 SUPER 

진공유리가 동시에 적용되었다. 

이건의 알루미늄 시스템 단창은 알루미늄의 고

급스럽고 깔끔한 외관에 Lift & Sliding방식의 

구동 시스템을 갖춘 창이다. 

단창임에도 불구하고 단열성능 1등급이라는 놀

라운 성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창답게 

기밀성능 역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이건창호의 SUPER 진공유리는 콘크

리트 벽만큼의 단열성능과 차음 성능을 자랑해 

실내에서도 조용하고 안락한 실내환경을 선호

하는 입주민들의 기대수준을 충족하였다. 

서초 삼호가든 4차 재건축으로 탄생한 반포 써

밋의 경우, 일반 푸르지오 보다 고급화된 브랜

드임을 표방하기 위해 마감재 고급화에 나섰다. 

전 평형대에 걸쳐 독일의 노빌리아(Nobilia) 주

방가구를 적용하고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음에 입주민들이 영향을 받

지 않도록 방음이 우수한 이건의 SUPER 진공

유리와 알루미늄 시스템 창을 적용, 입주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주거 고급화를 표방하는 프리미엄 아파트에서 

알루미늄 시스템창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유

는 PVC소재에 비해 구조성능과 내풍압성에 강

한 소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초고층 아파트나 

조망이 중요시 되는 호텔, 리조트 등에서 선호

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PVC 이중창과 유사한 단열성능을 

창 하나로 연출할 수 있으며, 고급스럽고 모던

한 디자인으로 공간의 품격을 한층 높여준다. 

실제로 강남권의 한 재건축 조합에서 설문 조

사한 바에 의하면, 조합원의 90% 이상이 탁 

트인 조망과 개방감이 중요한 거실의 경우, 알

루미늄 시스템 단창이 설치되길 원한다고 답한 

바 있다. 

그 중 업계의 선두 주자인 이건창호의 알루미

늄 시스템 창은 알루미늄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단열성능과 오랜 시간 자외선에 노출되

어도 변색이 적은 특수 소재 도장으로 시장에서 

사랑받고 있다. 심미성과 기능성을 모두 충족하

여 주거 고급화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이유이다. 

앞으로도 알루미늄 시스템 창에 대한 인기는 지

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제공: 이건창호>

명품마감재, 프리미엄 아파트 ‘주거고급화’ 이끌어
알루미늄 시스템창호는 뛰어난 기능성과 심미성으로 주거 고급화의 핵심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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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만덕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은산건업(주)는 건물외장공사인 커

튼월과 판넬 등을 설계, 제작, 시공하는 종합 엔지니어링 전문 건설 업체

이다. 또한, 자체 특허기술로 개발한 실외기실의 환기창인 시스템 루버를 

생산, 공급하고 있다.

은산건업의 사훈은 ‘주인정신’이다. 매사의 일을 주인정신을 갖고 임하면 

자기개발 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가 같이 발전하게 된다는 믿을을 갖고 

매사에 최선을 다한 결과 영세기업으로 시작한 은산건업은 현재 3년째 

연속으로 부산권역 도급 선두 기업으로 성장했다.

건물외장의 커튼월과 판넬의 엔지니어링 제작, 시공하는 업체

은산건업(주)

연중기획 - 한국 파사드 시공업체 탐방

부산 APEC 정상회의장

부산국제금융센터 복합개발 2단계 신축공사(BIFC)

서울 여의도 파크원

부산 명지더샵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취재: 최가회 기자 cygongan@gmail.com>

회사규모

구분 위치 규모 비고

본사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건면 : 350㎡ 직원 25명

김해공장 경남 김해시 상동면
대지 : 5,000㎡ 

건면 : 2,500㎡
직원 30명

서울 사무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O/T(사무실) 직원 3명

봉림공장 경남 김해시 생림면
대지 : 10,000㎡ 

건면 : 3,500㎡
8월말 준공예정

공장전경도

주요공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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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건업이 국내 파사드 시장에서 주목할만하게 성장 한 배경은 탄탄한 

조직력과 기술력에서 비롯된다. 25년간 한결 같은 신용의 은산건업을 탄

생시키기 위해 외상대금 등 모든 자금집행을 1군건설업체 수준으로 주

어진 약속일에 지급해오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단계부터 작업환경을 배려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은산건업은 지방건설사이면서도 국내 대부분의 1군 업체의 협력사로서

의 확고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의 경우는 최우수협력업체

로 10여년간 그 이름을 유지해오고 있다. 주요 건축 현장으로는 영종도

신공항 제2청사, APEC정상회의장, 자갈치시장, 부산영화의전당, BIFC, 

부산서면롯데백화점, 용호동W(69F) 등 국내 최정상급 건축물들이 그 실

적을 증명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산의 최고층 해운대LCT(107F) 및 여의

도의 명물 파크원 호텔의 공사를 마무리했다.

은산건업의 직원들은 고객지향의 사고와 주인정신으로, 고객이 은산건업

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또한, 직원과 협력사 그리고 고

객을 진정으로 섬기고 아끼는 경영을 하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업으로

의 참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은산건업의 박병길 대표는 “사회가 필요로하는 System구성이 제대로 

된 멋진 중소기업을 이땅에 일궈 내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라며 지금

보다 앞으로의 은산건업의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해 보시라는 자신감도 

전했다.

연중기획 - 한국 파사드 시공업체 탐방

부산 영화의전당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해운대 LCT 복합개발사업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부산 용호동W 주상복합빌딩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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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le는 1984년 독일의 파사드 전문가 Glazier Gerhard Seele과 철강 

건축 디자이너 Siegfried Gossner에 의해 설립되었다. 

Seele는 세계 시장을 무대로 기술이 요구되는 파사드 공사와 정교한 시

공이 요구되는 현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성장해왔다. 

현재 전 세계에서 약 1,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빌딩의 외피는 보다 독특한 디자인, 엔지니어링 및 경제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Seele은 이러한 다양한 요구에 매우 능동적으로 대응

해왔다. 

재료에 대한 깊은 이해는 유리, 강철, 알루미늄, 막 및 기타 첨단 재료를 

사용하는 고유 한 솔루션을 만든다.

파사드 건축 솔루션

독창적인 파사드의 뒤에는 세계적 파사드 전문기업인 Seele가 있다. 사

용된 재료에 대한 깊은 이해는 유리, 강철, 알루미늄, 막 및 기타 첨단 재

료로 만들어진 Seele만의 고유한 솔루션으로 이어진다. Seele는 전 세계

적으로 혁신적인 외관 및 지붕 솔루션을 제공한다. Seele는 Seele 고유

의 쉘 구조, 복잡한 전체 유리 디자인 및 복잡한 유니트 커튼월 등에서 기

술 및 품질을 보여준다.

seele의 구조용 유리

Façade 건축 전문가인 Seele는 유리를 가장 순수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방법과 설계 원칙을 개발해왔다. 

Seele의 구조용 유리는 최소한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매우 복합한 기술

이 녹아있다.  최소화, 투명도, 대형사이즈의 유리, 디테일 등은 건물 외

피의 속성이며, 이처럼 복잡한 기술들은 Seele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Seele steel glass design

한편 Seele의 디자인은 건물 내부의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많은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우 복잡한 글레이징, 일체형 환기시

스템, 조명 또는 태양광 패널의 방향을 바꾸는 이동식 루버가 내부 환경

을 위한 다양한 기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고객의 요청시, Seele는 조명, 난방, 화재 감지 시스템, 배수 시설 및 이

동 요소와 드라이브 메커니즘을 통합하기도 한다.

최근 글로벌 건축의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는 디지털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다. 스틸 커튼월 

디자인은 상세하고 복잡한 3D 모델로 구성된다. 

Seele의 높은 수준의 엔지니어링 능력은 최소한의 가시적 하중지지 부재

로 설계하중을 크게 줄이는 역할을 한다. 설계 작업의 초기 단계에는 형

태, 구조 시스템 및 재료를 결합하여 고객의 구조, 건축 및 미적 요구 사

독일 파사드 전문기업

Seele

글로벌 파사드 업체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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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구현 및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

전세계의 유명한 건축가들과 다양하고 혁신적인 파사드 디자인을 완성시

킨다. 

건축 외피의 계획과 설계단계에서부터 건축가들과 협업하며 독립적인 소

유주가 운영하므로 높은 수준의 표준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Seele는 파사드의 기술의 한계에 끊임없이 재정의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

끼고 있다. 

환경보호, 자원의 재활용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고객과의 꾸준한 파트너 관계 구축 또한 

이 회사 철학의 핵심이다. 

<자료제공 : Seele>

항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포함된다. 

매개 변수화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으므

로 시공중 설계변경 없이 초기 설계단계에서 파사드의 시공을 정확히 예

측할 수 있다. 

Seele의 혁신의 힘으로 스틸과 유리가 결합

Seele의 모든 스틸과 유리의 결합 시스템은 기본 컨셉만큼이나 매우 독

특하다. 스틸과 유리의 결합으로 완성되는 파사드는 Cutty Sark의 보존 

프로젝트를 통해 완벽하게 실현되었다. 

이 프로젝트에서 이 회사는 유리 고정 장치가 판유리 사이의 조인트에 숨

겨 질 수 있도록 했다. 

곡유리

곡유리는 이 회사의 탁월한 기술 중 하나다. 냉간 곡유리 성형 기술은 유

리를 단단한 틀에 걸쳐 곡선 모양으로 만든 다음 클램핑바를 사용하여 고

정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바람이나 눈 등의 하중에 안전하며, 효과

적인 설계로 판유리의 두께를 줄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접합필

름을 통해 원하는 현태의 곡면을 안전하게 유지시켜준다. 

글로벌 파사드 업체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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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tain Wall 산책

OPUS

자료제공 : 자하하디드아키텍츠

ⓒ LaurianGhinitoiu 

Location
Dubai, UAE 

Date
2012/2020 

Client 
Omniyat Properties

Status
Built

Size
8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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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tain Wall 산책

새로운 ME두바이호텔의 본거지인 Opus는 두바이 운하(Dubai Water 

Canal)의 다운타운인 두바이(Downtown Dubai)와 비즈니스 베이

(Business Bay)와 인접한 부르즈 할리파(Burj Khalifa) 지구에 위치하고 

있다. 견고함과 공허함, 불투명함과 투명함,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 사이

의 균형을 탐구한 이 디자인은 Zaha Hadid가 2007년 선보였으며 그녀

가 건축과 인테리어를 모두 맡은 유일한 호텔이다.

84,300 평방미터(907,400 평방피트)에 달하는 Opus는 큐브 형태이면

서 두 개의 분리된 탑으로 설계되었다. 큐브는 중심이 ‘침식’되어 그 자체

로 디자인의 중요한 볼륨인 자유로운 형식의 빈 공간을 만들었다. 공허의 

양쪽에 있는 반쪽의 두 건물은 지상에 있는 4층의 아트리움으로 연결되

어있고 또한 3층의, 지상으로부터 71미터 떨어져있는 폭 38미터의 불균

형적인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Opus의 정교한 직각의 기하학적 구조’는 기본적인 유리 큐브의 중앙

에 있는 8층의 빈 공간의 유동성과 극적으로 대비된다”고 Zaha Hadid 

Architects의 프로젝트 책임자인 Christos Passas는 설명한다.

큐브의 이중 유리 단열제 표면은 태양열을 받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UV 

코팅과 거울 프릿 패턴으로 되어있다. 건물 전체에 적용된, 이 도트 프릿 

ⓒ LaurianGhinitoiu ⓒ LaurianGhinito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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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tain Wall 산책

ⓒ LaurianGhinitoiu 

ⓒ LaurianGhinitoiu ⓒ LaurianGhinitoiu 

ⓒ LaurianGhinitoiu 

ⓒ LaurianGhinito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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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tain Wall 산책

패턴은 건물의 직교 형태의 선명도를 강조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반사와 

투명도에 따라 변하는 빛의 지속적인 재생을 통해 볼륨을 녹인다.

빈 공간의 6,000 평방미터의 표면은 4,300개의 평면의 단일 커브 또는 

이중 커브 유리로 만들어진다. 고효율 유리 유닛은 8mm Low-E 유리

(안쪽에 코팅된)로 구성되며, 판 유리 사이에 16mm 캐비티 및 1.52mm 

PVB 수지 라미네이트가 있는 6mm 투명 유리 2층으로 구성된다. 이 곡

선의 표면은 강화유리가 필요한 특정한 구역을 식별하는 디지털 3D 모델

링으로 설계되었다.

낮에는 큐브의 표면이 하늘과 태양, 그리고 주변의 도시를 반사하고, 밤

에는 각각의 유리 패널 내부에서 개별적으로 제어가 가능한 LED 동력 조

명장치에 의해 밝혀진다.

Zaha Hadid의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가구는 호텔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데, ‘Petalinas’ 소파와 로비에 있는 긴 수명을 보장하는 재료와 그 구성

요소로 제작된 ‘Ottomans’ 등은 재활용될 수 있다. 각 침실에 ‘Opus’ 

침대가 있고, 스위트룸에는 책상이 있는 ‘Work & Play’ 콤비네이션 

소파가 배치되어 있다. 호텔의 침실또한 2015 년에 Hadid가 N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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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tain Wall 산책

Porcelanosa를 위해 디자인한 ‘Vitae’욕실 컬렉션이 포함되어 있으며 호

텔 인테리어에서 유동적인 건축 언어를 이어간다.

ME 두바이 호텔에는 74개의 객실과 19개의 스위트룸이 있고, Opus 

빌딩에는 사무실 층, 서비스 레지던스 및 레스토랑, 카페와 ROKA를 포

함한 바, 현대 일본 로바타야키 레스토랑과 MAINE Land Brasserie가 

있다.

Opus 전역의 센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사용에 따라 환기 및 조명을 자

동으로 조정하고, ME 두바이는 Meliá Hotels International 계획에 따

라 지속가능한 실천을 한다. 호텔 투숙객들은 호텔 곳곳에 배치된 식수분

배기와 함께 머무는 중 사용할 스테인리스 물통을 받게 된다. 객실에 플

라스틱 병이 없고 모든 구역에서 플라스틱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는 프로

그램이 존재하는 이 호텔은 뷔페를 제공하지 않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

고 버려진 유기물을 재활용할 퇴비제를 마련하고 있다.

ⓒ LaurianGhinito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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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C
4대강 대표 물 문화관

Curtain Wall 산책

위치 : 한국 수자원 공사 

설계 : Asymptote + 이가건축

구조설계 : 동양구조안전기술

시공 : 대림산업(주)

비정형철골공사 : 동성중공업

3D 설계 & 엔지니어링 : 위드웍스

공사기간 : 2011년 11월~2012년 9월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806

주요 외부 마감재 : ETFE+ AL. 패널 

연면적 : 5,955.42㎡

건축물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건물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높이 : 19.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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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대표물문화관인 디아크(The ARC)는 세계적인 건축가 하니 라쉬

드(Hani Rashid)가 설계했다. 완공 후 8년이 지났지만 디아크의 비정형 

외관 구현을 위해 적용된 기술은 매우 혁신적이었으며, 특히 디지털 제조 

기술들을 건설에 적극 도입해야하는 최근 디자인 트랜드에 참고할 만한 

좋은 건축사례라고 생각한다. 디아크는 일반적인 건설프로세스로 완성된 

건축물이 아니라 설계단계에서부터 외장공사 전체에 대해 디지털제작 및 

Curtain Wall 산책

김성진

대표이사, 건축사

■ 업체명 : 디지털 건축연구소 위드웍스 

■ 연락처 : 02)417-0782, 010-8785-0182  / sjkim@withworks.kr

■ 홈페이지 주소 : www.withworks.kr

현장조립을 반영하여 구현하기 매우 어려운 형태의 건축물을 짧은 시간

에 시공한 매우 기술 혁신적인 건축물이다. 

이러한 건설프로세스를 DfMA (Design for Manurfacture and 

Assembly)라고 하는데,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도입

하여 기존 건설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

인 임금의 상승, 건설 숙련공의 부족, 외관 디자인의 복잡화 등으로 타 산

업보다 건설산업은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조산

업은 4차산업 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소량다품종을 생산해 내기 위해 기존 

대량생산기반의 제조업에서 스마트 팩토리로의 전환을 위해 많은 제조업

들이 활발히 노력 중이다. 

건축산업 역시 4차산업혁명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생산

성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들이 필요하다. 디아크에 적용된 디지털 제조 기

술과 시공방법들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건축산업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CNC Machining 

디아크는 비정형 외관의 형태와 수입 외장재 등 여러 가지 시공하기 어려

운 요소로 인해 짧은 공사기간 내에 일반적인 건축시공 프로세스로 완성

할 수 없는 건축물이었다. 특히 비정형 외장 마감재인 ETFE(Ethylene 

Tetra fluoro Ethylene는 해외에서 제작, 수입해야 했으므로 더 많은 기

간이 필요했으며, ETFE를 시공하기 위한 하부 구조체가 정밀하게 시공

되지 않을 경우 재 시공에 의한 공기지연이나 현장실측으로 인한 형상 변

경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디지털 제조기술

을 활용하여 각부부분을 공장에서 제조한 후 현장에서 단순 조립하는 방

법을 고려하였다.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머시닝은 정밀 제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가공기술로 재료의 종류에 따라 사용되는 가공기가 각각 

다르다.<그림 1> 일반적으로 건축공사는 공사비 금액상승 등으로 이러한 

방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디아크는 비정형 곡면의 ETFE

와 알루미늄 외장패널들을 각각 다른 크기로 제작하여했기 때문에 CNC

머시닝은 시공품질과 정밀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 

보통 건축공사에서는 철골 구조체를 완성한 후, 마감공사는 실측을 통

해 구조체의 시공오차를 확인 후 마감재를 제작, 시공한다. 디아크는 짧

은 공기 때문에 철골 구조체 제작과 동시에 ETFE(제작: 독일)를 제작하

여 철골 공사완료 후 바로 설치해야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실측 없이 디

지털 3D 모델을 기준으로 ETFE 가공, 제작 해야 했고, 반드시 철골 외피 

구조체가 시공오차 5mm이내에서 시공되어야 했기 때문에 자동차 및 항

공기의 제작에 이용되는 CNC 머시닝을 활용하여 모든 외장재 시공용 구

조부재들을 공장에서 CNC로 정밀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기반의 시공 프로세스를 적용하여야만 했다 

디자인 초기단계에서 비정형 외장재를 지지하기 위한 철골 구조체 모델

링은 원형 파이프를 2방향 벤딩 후 현장 용접하여 조립하는 방법이었다. 

<그림 2> 그런데 곡률이 다양한 2방향 벤딩 파이프를 정밀하게 가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제작 가능한 방법을 적

용하기로 하였다. 

<그림 1> CNC Mach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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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C Twisted Tube 공법의 적용

비정형 곡면에서 형태를 통제하고 좌표를 제어하는 방법은 다양하지 않

다. 공사비 및 시공사례들 통해 3차원 형상제어 방법인 ‘CNC Twisted 

Tube 공법’을 건축가와 발주처에 제안하였고, 건축가의 승인을 얻은 후 

최종 공법을 확정할 수 있었다. 평면곡면으로 할 경우 더 쉽게 제작하는 

방법도 있었으나 입면모듈은 원 설계디자인에 따라야 한다는 건축가의 

요청에 따라 3D 형상의 외장재 지지용 구조재를 만들어야 했다. 

‘CNC Twisted Tube 공법’은 국내 적용사례가 없었지만, 3차원 좌표의 

정밀 수치제어가 가능하고 짧은 공사기간 내에 제작이 가능하였다. CNC 

Twisted Tube의 3차원 좌표 제어 개념은 3차원 형상부재의 각 면을 

CNC 머신으로 절단 한 후 하나의 부재로 용접하여 다양한 곡률을 가진 

3차원 단일 곡면 부재를 제작 방법이다. <그림 3>

‘CNC Twisted Tube 공법’은 비정형건축 마감면의 2방향 곡률을 구조 

중심면에 투영하여 마감면과 평행한 곡률을 가진 구조체를 만들어 부재

의 3차원 좌표를 제어함으로서 철골 부재량을 최소화 하고 구조체의 시

공품질 향상과 후속공정의 3차원 좌표 관리를 통해 비정형 곡면 건축물

의 정확한 형상구현이 가능한 공법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북경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적용된 사례가 있었지만 국

내에는 적용 사례가 없었다.<그림 4>

‘CNC Twisted Tube 공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CNC 가공을 위한 3D 

모델링, 구조검증, 부재가공 및 제작관리, 시공좌표관리 등 일반적인 철

골공사와 비교 할 때 시공과정에서 많은 엔지니어링이 필요하지만, 정밀

시공, 시공공기 절감, 시공품질 향상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구조실험 및 1:1 목업

시공단계에서 ‘CNC Twisted Tube’에 대한 공법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구조성능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Built-Up 부재의 구조 내력, 용

접 방법을 검토하여 1:1 목업 제작을 위한 도면을 완성하였다. <그림 5> 

또한 정확한 ‘CNC Twisted Tube’ 시공을 위해 가설벤트를 설치하여 철

골의 처짐을 최소화 하였으며, 각각의 부재 연결 위치마다 현장 검측을 

통해 설계 좌표와 시공 좌표와의 시공오차를 확인한 후 정밀하게 시공하

도록 하였으며, 비정형 철골 조립 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모델링과 

제작부재를 동시에 검토하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임의로 시공하지 않토

록 하였다.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도입할 경우 반드시 공장제조, 현장조

립과정, 공기 및 비용을 고려하여 최종 3D 제작 설계를 확정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조 및 시공과정에서 비용상승이나 잘못된 제조방법

으로 제조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비정형 건축물 외관을 제작 및 시공하기 이전에 선행되는 1:1 비주얼 목

업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정형 건축물에서는 기존에 사용해 온 공법으로 

시공되지만, 비정형 건축물은 곡률, 재료, 디테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목

업을 통해 문제점이 있는지 찾아야 하며, 문제점이 있을 경우 반드시 개

선해야만 본 공사 진행시 문제가 없다. 설계단계에서 진행하는 디지털목

업으로 완벽하게 문제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비주목업을 진행하

여 최종 공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6>

목업에서 찾은 문제점들은 3D 설계에 반영하여 CNC가공을 위한 3D 모

Curtain Wall 산책

<그림2> 디자인단계 구조프레임 <그림 3> CNC Twisted Tube 제작 개념도

<그림 4> 북경올림픽 주경기장

<그림 5> CNC Twisted Tube의 구조성능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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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tain Wall 산책

델링을 진행하였고, 최종 마감재인 ETFE의 제조설계는 제작사인 독일에

서 진행하였고 그 3D DATA를 받아서 국내에서 제작하는 철골과 간섭 여

부를 검토하였다. <그림 7>

독일에서 진행한 ETFE 제작 및 설치를 위한 제작용 모델링과 국내에서 

제작 시공하는 하부 구조체 모델링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토록 하기 위

해서 제작 전 제작용 3D 모델링을 통합 검토하여 오류들을 최종 수정한 

후 ETFE 및 비정형철골 제작을 진행하였다. 

CNC 가공 및 시공

시공 전 각 공종별 3D 제작 모델링의 통합관리 되지 않을 경우 시공과정

에서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디지털패브리케이션은 현장조립 및 시

공이 용이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3D 엔지니어링, 제조설계, 제조단계가 

<그림 6> CNC Twisted Tube 와 ETFE 목업

<그림 7> CNC 가공을 위한 3D 모델링

매우 복잡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전문 기술자 없이

도 현장에서 쉽게 조립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건축프로세스로 

비정형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기술자의 능력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는 

형상이 복잡할수록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제조단계에서 아무리 정밀하게 제작해도 시공단계에서 조립할 수 있는 

공법이 없으면 정확한 시공을 할 수 없다. 특히 구조재의 시작점을 정확

하게 측량하고 그 위치에 맞게 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정형건축

물은 기준점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런데 비정형 건축물은 곡면이

나 3D면에서 시공 기준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측량을 통해서 

3D 시공 포인트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디아크의 경우 최 하단부 철

골 시공기준점을 정확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테두리 보 내부에 

CNC로 가공된 가이드 빔을 설치하여 외장재 시공을 위한 비정형 철골의 

시작점 좌표를 정확하게 제어하도록 하였다. <그림 8>

철골공사는 가조립 후 본 용접을 하게 되는데, 부재의 경사각이 심할 경

우 본용접 전 변형이나 처짐을 줄이기 위해 가설벤트에 의한 지지가 필요

하게 되는데, 디아크에서도 CNC Twisted Tube구조를 지지하기 위한 

가설벤트 설계와 지하층에 잭 스포터 보강설계를 진행하여 시공과정에서

의 변형을 줄이기 위한 가설시스템을 적용하였다. 

가설지지 공법은 설계단계에서는 비용문제로 본공사에 반영하지 못했지

만 시공단계에서는 발주처에서 중요성을 인식하여 시공에 적용할 수 있

었다. 

ETFE는 특수 외장재로 그 당시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었

기 때문에 독일에서 제작 후 비행기로 운송하여 국내 현장에 들어왔다. 

시공기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만약 외장지지용 철골이 정확하게 제작, 시

<그림 8> 가이드빔 및 가설 벤트의 설치 <그림 9> ETFE의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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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치마다 크기가 다른 비정형 AL. 패널을 CNC T-BAR에서 고정점을 

만들어 외부로 나오는 방법과 CNC T-BAR를 일정구간을 유닛으로 만들

어 조립하도록 하여 시공성을 확보하고 시공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

법을 적용하였다. 

시공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은 외장재지지 구조체인 CNC 

T-BAR 시스템과 비정형 패널을 동시에 제작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현

장 실측 없이 비정형 패널을 설치한다는 것은 하지트러스가 정밀하게 제

작되고 조립될 때 만 가능하다. 서천국립생태원에서 CNC T-BAR를 적

공되지 않으면 고가의 ETFE를 현장실측해서 재 발주 후 설치하는 공사

기간 내에 공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CNC Twisted Tube 공법, 가

이드빔설치, 가설 철골 벤트지지 등을 적용하여 정밀하게 CNC Twisted 

Tube가 제작되고 시공되도록 하여 해외에서 수입된 ETFE는 재 발주 없

이 시공할 수 있었다. 

ETFE 뿐만 아니라 지붕공사도 시공의 난이도가 매우 놓은 비정형 곡면

으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3개월 내에 제작, 시공을 완성하지 않으면 제한

된 시공기간 내에 완성할 수 없었다. 곡면 지붕을 효과적으로 시공해 내

기 위해서도 특수한 공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디아크 보다 먼저 서천 국립 생태원 생태체험관에 사용한 CNC T-BAR

공법을 좀 더 발전시켜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0>

<그림 10> 립생태원 생태체험관

<그림 11> 지붕 AL.패널의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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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지붕천창 마감일체형 유닛을 엔지니어링한 

경험을 한층 더 발전시켰다. 

지상부분 구조체 철골 공사가 3월부터 시작하여 7

개월의 짧은 기간에 이렇게 시공하기 어려운 형태

의 건축물을 전체 공사를 완료했다는 것은 큰 의미

가 있다.

CNC 가공에 의한 제작 및 시공을 설계단계에서부

터 고려하였고, 시공단계에서는 설계에서 엔지니어

링 한 공법들을 제조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더 발전

시켜나갔기 때문에 모험적이었지만 성공적으로 정

해진 기간내에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었다. 

맺음말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은 설계와 시공이 통합될 때 가장 효율적이다. 설

계단계에서부터 디지털패브리케이션을 고려한 설계엔지니어링과 시공

단계에서 1:1 목업을 통한 상세한 검토와 CNC 디지털 제조방법이 적

용될 때 비정형 건축물의 공기단축은 물론 완성도 높은 건축물을 구현

할 수 있다. 

디아크가 갖는 프로젝트의 상징성과 의미는 기존 현장 시공기반의 건축 

기술의 한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디지털 제조 기술을 활용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건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위주의 건축공법에서 

공장제작 현장 조립 방법의 건설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디지털제조들은 디아크가 완성될 때보다 훨씬 진보 되었고 계속 발

전하고 있다. 3D 설계엔지니어링, 3D 스캐닝을 활용한 측량기술, 로봇암

을 활용한 3D 레이저 용접 및 절단 기술, 3D 프린팅 기술의 보급화는 건

축설계와 시공분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건축산

업 분야가 타 산업보다 기술이 낙후되어 있고 생산성이 낮지만 이러한 새

로운 기술에 투자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지금 맞이하고 있는 

4차 산업 혁명시대에 건축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015, 건축 (대한건축학회) 434호, “ 디지털패브리케이션을 활용한 비정형 건축

물의 설계 및 시공 엔지니어링” 내용 보완 

Curtain Wall 산책

<그림 12> 공사완료 후

<그림 13> 야경사진(엠엠라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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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아라비아 유전 중심부에 위치한 킹 압둘라지즈 세계 문화 센터는 

놀라운 프로젝트다. Snøhetta 건축 관행에 의한 디자인을 스테인리스 

스틸 튜브로 만든 외관의 형태로 구조적이고 미학적으로 까다로운 솔루

션으로 전환해야했다. 최신 IT 방법과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결합해야만

이 프로젝트가 실현가능했다. 

건축가들의 계획에 따르면, 압둘라지즈 왕 세계 문화 센터의 5 개 건물은 

밝은“조약돌”처럼 햇빛에 비춰야했다. 이러한 비전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façade 건설 전문가인 seele은 총 면적 30,000평방 미터를 커버

하기 위해 3 차원으로 구부러진 수천 개의 스테인리스 스틸 튜브를 사용

하여 건물 외피를 완전 자유형 표면으로 만들었다. 화려한 3 차원 자유형 

형태 중 가장 높은 것이 하늘로 90m 높이에 이른다. 모든 튜브는 스탠딩 

이음새로 결합 된 판금으로 피복 된 비바람에 견디는 일체형 빌딩 외피로 

만들어진 지지 구조물에 고정된다. 튜브는 건물 외피와 튜브의 다른 움직

임을 보상하는 소위 핀에 부착된다. 고품질 표준과 사막 기후의 특수 요

구 사항에 대한 정의를 수행하기 위해 Seele은 최신 3D 계획 및 매개 변

수화, 재료에 대한 최대 지식 및 산업 수준에 따라 Industry 4.0에 따라 

준비 단계로 많은 작업을 옮겼다. 매우 까다로운 물류가 모두 중요했다.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에서
화려한 스테인레스 스틸
튜브 외관에 이르기까지 1과 0으로 만들어지는 파사드

자료제공 : see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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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튜브

이 복합체의 유기적 형태를 달성하기 위해 1.4462 듀플렉스 스틸로 제작 

된 약 70,000 개의 스테인리스 스틸 튜브(끝에서 끝까지 총 360km)는 

모두 독특한 기하학적 형태를 갖는다. 

지오메트리, 디자인, 생산, 치수 검사 및 직립의 기준점은 튜브의 가상 중

심선이었다. 인접한 이중 곡률 튜브 사이의 거리는 정확히 10mm이다. 

모든 튜브는 구조물의 후속 위치에 따라 표시되고 구부러져야 하며, 창문 

주변의 차양에 필요한 일부는 기술적으로 복잡한 방법으로 압착해야했

다. 둥근 튜브가 소위 찌그러진 튜브로 바뀌었을 때 소위 전이가 필요했

다. 이 기하학적으로 까다로운 파사드를 완성하려면 숙련 된 엔지니어의 

전문 지식이 필요했다. 모든 층에 걸친 스테인레스 스틸 튜브의 외관은 

이전에 건축 된 적이 없었으며,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거의 없

었다. 따라서 많은 형태의 테스트가 필요했으며, 프리폼 벤딩 머신에서의 

벤딩 및 측정을 위한 특수 프로그래밍이 필요했다.

처음에는 올바르게 구부러진 튜브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 4 가지 테스트

가 수행되었다. 튜브가 효율적으로 생산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seele은 

문제를 식별하고 낭비를 거의 0으로 줄이는 영리한 솔루션을 고안했다. 

벤딩 및 측정 기계를 위한 특수 프로그램이 C# 언어로 작성되었다. 이로 

인해 생산 중 실수를 3% 미만으로 줄일수 있었다. seele의 수석 구조 엔

지니어인 Stefan Kloker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프로그래밍과 데이터

베이스의 데이터 수집을 통해 우리는 모형을 구축하고 자체 학습 기계를 

4 대 이내에 가동시킬 수있었습니다. 수개월 해결책을 완성하기 위하여 

굽힘 전에 굽은 튜브의 최종 형상을 직선 튜브로 역 계산하고, 굽힘 과정

을 시뮬레이션하고, 맞춤의 정확성을 확인한 다음 모든 데이터를 확인한 

후 튜브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특정 데이터 레코드가 저장되면 언제

든지 재구성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 공정에는 이미 매우 엄격한 공차, 재료의 거동, 튜브의 맞춤 

정확도 및 지지 구조물에 대한 고정 등 많은 요소가 이미 통합되었다. 재

료 특성으로 인해 기계에서 다시 굽힘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튜브 당 굽힘 

및 비틀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이었다. 

필요한 형태를 넘어서 튜브를 구부리면 강철의 스프링 백이 발생한다. 

seele의 엔지니어는 계산에서 고정물에 대한 마킹과 드릴링을 고려하여 

굽힘 후 위치가 명확하고 드릴 구멍이 올바른 위치에 있도록해야 했다. 

벤딩 머신은 통합 측정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알고리즘을 자동으로 개발

한 후 각 벤딩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했다. 이 프로젝트

는 건설 솔루션뿐만 아니라 자체 학습 기계 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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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4.0 원칙에 따른 스테인레스 스틸 튜브 생산

모든 튜브는 구부러졌으며, 정확하게 생성 된 3D 데이터에 따라 벤딩 및 

측정 기계에서 연결을 위해 테이퍼가 마무리되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을 통해 정확한 순서도 미리 지정해야 했다. 

모든 튜브가 일회성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부품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연결부에 따라 분류되었다. 결과적으로 모든 튜브에는 정확한 QR

코드 및 레이저 조각이 각 튜브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개별 지침이 필요했

다. 생산 후, 모든 튜브는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 시일로 개별 포장되었다. 

그런 다음 현장의 설치 순서와 일치하도록 상자에 포장하여 상자에 고정 

된 순서로 현장에 배달되었다. 

현장 직원은 QR 코드를 스캔하여 3D 모델을 통해 건물에서 튜브와 튜브

의 위치를   식별 할 수 있었다. “설계에서 생산, 설치에 이르기까지 프로젝

트의 모든 단계는 일관성 있는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만족할만한 결과

를 얻었다. 사우디 아라비아 사막의 현장에서의 설치 절차는 효율성과 경

제성이 매우 중요하다. 

완벽하게 계획된 물류 및 독창적인 준비의 결과로 현장에서 작업을 수

행 할 때 튜브 중 하나가 잘못되었거나 누락되지 않았다.”라고 Seele 

Middle Feast의 전무 이사 인 Jürgen Laky는 말한다. 

이 매우 복잡한 건설 프로젝트의 결과는 어느 각도에서나 설득력이 있다

다. 킹 압둘라지즈 센터(King Abdulaziz Center)의 외관은 계단이나 가

장자리 없이 건물 주위를 감싸고 있으며, 둥근 모양과 튜브가 완벽하게 

평행을 이룬다.

Curtain Wall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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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4.29)”를 계기

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과 근원적 대책을 마련을 위한 건설안전 혁신

위원회* 2기 킥오프 회의(장관 주재)를 개최했다.

* 1기 혁신위원회(‘19.10∼’20.1월)를 통해 「건설안전 혁신방안」 마련·발표

(‘20.4.23)

이번 혁신위원회 2기에는 학계, 공공기관, 노동조합, 시민단체, 업계 등 

지난 1기 혁신위원을 중심으로, 건축자재 등 화재사고 전문가들이 추가·

투입됐다.

사고 이후 정부는 관계장관회의(4.30)에서 범정부 TF*(단장 : 국무조정

실장)를 통해 사고수습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국토부는 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고용부·행안부·

기재부·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최종대책을 발

표할 계획이다.

이번 혁신위원회 킥오프 회의에서는 화재사고 이후 국토부가 논의한 주

요 검토과제들을 설명하고, 혁신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주요 검토과

제는 다음과 같다.

(건축자재 기준 강화) 이번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가연성 

건축자재와 폭발 우려가 높은 유증기가 발생하는 뿜칠작업 관리 강화 방

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그간 건축물의 마감재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을 지속 강화

했으나, 내부 단열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내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창고ㆍ공장 등에서는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의 사용을 전면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하와 같이 환기가 취약한 공간에서는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안전 최우선 공사관리 기반 조성) 발주자와 시공사·감리 등 건설공사 주

체들이 안전을 우선 고려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공사 막바지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위험작업이라도 동시에 진행하는 일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비용을 우선하는 시공사를 저지할 수 있도록 

감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들도 근로자 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비용은 발주자도 부담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장 이행력 강화) 정부가 마련한 안전관리 정책들이 현장에서 작동되도

록 이행력을 확보한다.

전국 30개 지자체에만 설치되어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대폭 확대하

기 위해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중ㆍ소 기초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통해 설치를 

유도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단계부터 시공과정까지 주체별 안전관리의 권

한과 역할·책임 및 처벌 등을 총괄 규정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

한다.

오늘 킥오프 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물론 앞으로 혁신위원회를 통해 제

안·건의된 과제들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실제 근

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근절 제도개선 방안(가칭)을 마련하고, 

범정부 TF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2008년에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판박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고, 참담한 심정”이

라면서 “제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들과 함께 비용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혁파하고,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뿌리를 뽑겠다”고 다

짐했다.

‘반복된 인재’악순환 고리 끊는다
건설현장 화재사고 제도개선 및 현장 이행력강화 방안 마련
- 국토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회의 -

국가건축 및 도시정책을 총괄하는 ‘제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

건위)가 2020년 5월 19일 출범(’20.5.19~’22.5.18)한다.

국건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총 30

명(위원장 포함 민간 위원 19명과 당연직 위원 11명)으로 구성되며,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 건축정책의 심의·조정 역

할을 한다. 

그동안 국건위는 대통령 보고대회, 전국 순회 포럼 및 현장 토론회, 공공

건축 컨퍼런스 등을 통해 정부·지자체·업계 등과 소통하고 건축의 이정

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제6기 위원장에는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학장 박인석 교수가 지명되었다. 

박인석 위원장은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로서 우리 도시건축의 발전을 위

한 정책 연구 및 저술 등의 활동을 해왔으며, 제5기 위원회에서는 정책조

정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6기 민간위원의 특징을 살펴보면 제5기 국건위와 

정책적 연속성*를 기할 수 있도록 다수(8명, 42%)의 위원이 연임되었

으며, 지역균형발전 및 양성평등 기조에 발맞추어 비수도권 전문가(7명 

37% : 강원 1, 충청 2, 영남 2, 호남 2)와 여성위원(8명, 42%)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40대 젊은 인사(8명, 42%)의 위촉을 배려하였다. 

* 건축 허가제도 추가 개선, 발주방식 개선, 도시설계 혁신 및 도시건축 통합설계 

확산, 지역개발 사업에 포함된 건축사업 혁신, 생활SOC 건축사업 질적 혁신 등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6기 위원 구성 》

• 민간 위원(19명) : 박인석(위원장), 강미선, 강예린, 김기수, 김아연, 김

영욱, 김영철, 김정임, 김현준, 박철수, 유나경, 이경아, 이광환, 이효원, 

전숙희, 전영훈, 정명철, 최동희, 한영근

• 당연직 위원(11명) :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

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편, 제6기 국건위의 향후 활동과 관련하여 박인석 위원장은 “좋은 건

축, 열린 도시”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제5기 위원회가 건축과 도시공간 

혁신을 위해 추진했던 주요 정책과제를 이어받아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

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제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19일 출범합니다”
국가건축정책 비전·목표 제시…내 삶에서 체감하는 실질 성과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월 11일

(월)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부와 산업부는 양 부처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

의 효과를 높이고 2025년부터 민간부문에서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의무화

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선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17%를 차지하

는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건물

부문 BAU 대비 32.7%)” 달성에 한층 가까워질 것이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와 산업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과 관련한 공동운영제

국토부·산업부,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힘 모은다
- 업무협약을 통해 부처 간 제도·사업 연계 및 협력사업 발굴·지원
-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T/F> 발족… 지속적 협력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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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시행 1주년을 앞두고 그간 운영해온 임

금 직접지급제를 보완·개선하고, 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노사민정 협의체(일자리 위원회 건설산업 TF)와 관계부처회의 등 10여 차례  논

의를 바탕으로 마련,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건설현장의 체불은 건설산업의 고질적이며 심각한 문제*로, 건설근로자

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인재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소되

어야 할 과제이다.

정부는 공공건설현장에서의 임금·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발주

자 임금직접지급제*’를 ′19.6월부터 의무화해 온바 있다.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

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조달청 등 보급 중)

이번 개선방안에는 실현 가능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면서 임금체불 없는 건

설현장 안착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반영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21년부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①건설사 압류에도 임금·대금이 체

불*되지 않으며, ②선금·선지급금**(사(私)기성) 등 전체 자금흐름을 모

니터링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도와 더불어 각 부처별로 운영되는 제도 및 사업을 검토하고, 관련 개선

사항과 협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그간, 국토부와 산업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17~)’, ‘건축 에너지효

율등급제도(‘10~)’ 등 관련 제도를 공동 운영해온 바, 이의 발전방안을 모

색하여 신축 및 기축 건물의 에너지성능 관리기반을 확대한다.

아울러, 각 부처가 운영 중인 ‘그린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와 같은 에너지효율화 투자 지원제

도 등을 활용하여 협력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이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효율 향상에 따

른 에너지절감 의무목표를 부여함으로써 효율향상 투자유도 및 에너지절감 성과 

제고

국토부와 산업부는 이 날 체결한 협약에 따라, 건물 에너지절감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T/F(이하 T/F)>를 관련 전

문기관과 함께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T/F에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건

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능 

향상 목표” 실현을 위해 심층 논의 및 연구를 진행한다. 

필요 시 한국감정원 등을 자문단으로 위촉하여 관련 기관의 전문적인 의

견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T/F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2020년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된 시점에서, 이번 산업부와의 업무협약은 경제·혁신적 사

업모델을 발굴하여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확대까

지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고,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산업부는 그동안 건축물에 적용되는 다양한 

설비·자재에 대해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을 광범위하게 추진해왔는데, 이

번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건물부문의 종합적 에너지 효율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보다 강화된 임금직접지급제를 통해 임금체불 없는
안심일터를 만들겠습니다
- 정부 합동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 … 대금지급시스템 전면 개편
- 공공발주자 역할 강화로 건설일자리 등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

* 건설사 계좌를 거쳐 임금·대금이 지급되고 있어, 건설사 계좌압류시 임금·대금

도 압류  

** 정식기성은 2∼3개월마다 이루어지나 임금 등 매달지급을 위해 건설사가 근로

자 등에 선지급

우선, 대다수 기관이 사용 중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20.9)하여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노무비는 보

호하고, 발주자가 자재·장비대금을 직접 지급(’21.1)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선금·선지급금 등 일부 공사대금 흐름 파악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선금·선지급금도 전체 흐름을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확

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이 보완(’20.7)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시스템’은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통해 발주

자가 자재·장비 종사자 등에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 원·하수급인이 만기일에 지급할 대금을 안전하게 예치·보관하기 위해 대·중소

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결제 관리·운영 기관) 명의로 개설·운용

지금까지는 선금 등을 수급인 계좌에 보관하여 모니터링 및 유용방지가 

어려웠으나, 이를 예치계좌를 통해 처리하도록 개선(’20.下)된다.

그 밖에, 기관별 자체 대금지급시스템 역시 상기 두 가지 개선목표를 달

성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우선, 철도시설공단은 특수계좌를 신설하여 건설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장비사업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며,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서울시, 경기도 등 자체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 중인 일부 지자체도 내년

부터 개선된 기능이 사용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나아가 앞으로 모든 대금지급시스템이 위 개선기능을 반드시 갖추도록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

대금지급시스템 개선과 함께, 시스템 사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스템

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임금직접지급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선지급금도 시스템 활용, 임금 대리지급 금지 등 주요원칙은 법에 명시하

고, 발주자의 선금사용 모니터링 의무 등 세부기준은 기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통해 명확화 한다.

한편, 기존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이 확대된다.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 확대>

①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일부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일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발주사업도 포함

② 5천만원 이상 공사  3천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

③ 현장 전속성 있는 자재·장비社의 근로자 임금도 시스템을 통해 지급

공공발주기관은 소관 현장의 체불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정기 체불점검, 전담인력 운영 등 체불근절을 위한 

공공발주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현재 2점 → 최대4점)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별 정기 체불점검을 실시하고, 공정

경제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주요 공공기관의 자율적 체불근절 방안을 마

련하고 그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 공정위, 국토부,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 등 11개 부처 

이러한 임금직접지급제가 민간 건설현장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불이익은 강화해나간다.

공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감경민간발주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원수급인, 상호협력평가 가점 상향(기존 3점→5점) 등 민간발주 공

사에서 자발적으로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혜택(이하 인센티

브)을 제공한다.

한편, 과거 3년간 대금 체불의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상

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하던 것을 1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상

습체불에 대한 불이익을 확실히 한다.

*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되면 시공능력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 감액(2%)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대책은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사용원칙을 확립하는 동시에, 공공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공이 선도하는 건설현장 체불근절 종합대책으로,” “임금체불 없는 안

심일터 문화가 현장에 안착되어 건설 일자리 이미지 제고 등 건설산업 경

쟁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경기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설

현장의 취약계층인 근로자와 자재·장비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

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과 함께 전자카드제, 기능인등급제, 적정임금제 

등 다양한 시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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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1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5차 국무회

의에서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5)*(이하 “기본계획”)을 심

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기반시설관리법 제8조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 제1차 계획은 법의 시행에 맞

추어 신속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법 시행(‘20)을 포함하여 6년 

이번 기본계획은 기반시설관리법 제정(‘18.12, ’20.1 시행) 전후에 발생

한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에 따라 범부처 전담조

직(TF)*을 통해 마련되고 발표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19.6)」

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였다. 

* 국토부 제1차관(단장), 기재·과기정통·행안·농식품·산업·환경·해수부 실·국

장급

이번 기본계획을 통하여 7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의 노후화*

로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반시설 관리정책에 대한 새

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기반시설 중 30년 이상 경과된 비율은 18%, 10년 후에는 40% 수준으로 

증가 예상

** 과거 5년간 기반시설 관리 투자 규모(국가, 지자체, 공공·민간):(’15) 9.1조→ 

(’16) 9.2조→ (’17) 10.1조→ (’18) 11.0조→ (’19) 12.6조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세계 일류의 기반시설 관리로 강한 경제,고품격 생

활안전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1) 기반시설 관리 거버넌스 정립, 2) 기반시설 안전등급을 “미흡” 및 “불

량” 없도록 관리, 3)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을 통한 일자리 확대, 

4) 선제적 투자를 통한 미래부담 경감을 4대 목표로 제시하였다.

세계 일류의 기반시설 관리로 
강한 경제·고품격 생활안전을 실현하겠습니다
12일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5)’ 국무회의 의결

이번 기본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종합적·선제적 유지관리체계 구축

시설별로 산발적으로 수립되었던 15종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을 「기

본계획(국토부, 5년 단위)-관리계획(관리감독기관, 5년 단위)-실행계획

(관리주체, 1년 단위)」의 입체적·종합적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 기본계획 대상 15종 기반시설 종류 > 

대분류 소분류 기반시설

중대형 

SOC(7)

교통시설(4) 도로·철도·공항(국토부), 항만(해수부)

방재시설(3)
댐(환경·산자부), 저수지(농식품부), 

하천(국토부) 

지하시설물

(8)

지하관로(5)
상수·하수도(환경부), 가스·열수송·

송유관(산자부)  

지하구(3)
전력구(산자부), 통신구(과기정통부), 

공동구(국토부)

시설별 상이한 관리기준도 공통된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준 설정

을 통해 상향 일원화하여, 관리주체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촉진한다.

아울러, 관리감독기관 간 유기적 협력과 효율적 이행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20~)을 비롯해 국토안전관

리원* 설립(’20), 민·관 합동 기반시설관리협의체 구축(’20~) 등 이행 조

직도 정비한다. 

* 건설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전문 인력 교육 등의 

업무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지원

생활안전 관리수준 상향 및 안전사각 지대 해소

모든 기반시설의 개별 법령과 규정에서 정밀점검 및 안전등급 부여를 의

무화(‘20~’21)하여, 경과연수가 아닌 관리 상태를 기반으로 기반시설 안

전등급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유지하고,

*관리감독기관(6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지자체)은 최소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안

전등급을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안전등급을 평가하여 이력을 관리

소규모 취약 시설물 중심으로 센서 부착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원격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21~)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준공 후 20년을 초과하는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매 5년), 30년 이

상 경과한 지하시설물은 성능개선 또는 교체 원칙*에 따라 관리(‘20~)하

고, 주요 통신·전력 및 수도·가스관 등의 이중화·네트워크화(‘20~’25, 

수도 `30)를 통해 사고 발생 시 광역적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

비한다.

*시설 특성, 안전도, 사고발생 시 영향, 주변 시설물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관리

계획 및 최소유지관리·성능개선 기준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이 원칙 설정

또한,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의 안전정보를 공개(‘20~’21)하고, 전국단

위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23), 지하지도 정확성 검증(‘20~) 등 기반

시설 관리정보체계도 강화한다. 

스마트 유지관리 기반 구축과 관련 산업 육성

우선,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인프라 총조사*를 통해 시설물 상

태 등을 DB화(‘20~’24)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취약지역·시설요소

를 과학적으로 규명한다.

*인프라 총조사를 바탕으로 시설물별 안전·성능 상태 등을 정량화한 「기반시설 건

강진단서」를 발행하여 정책 지원 및 홍보에 활용(‘25)

노후SOC 등 기반시설에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 시스템도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과제(R&D)*를 확대(‘20~)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진단·유지관리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유지관리 새싹기업 활성화를 통해 

신규인력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기반시설 토탈케어 기술 개발)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하시설물과 지

상시설물을 아우르는 모니터링, 진단, 평가, 예측, 장수명화 등 기술개발

또한, 기반시설 「유지관리 산업 해외진출 중·장기 로드맵(‘24)」을 통해 

선진국·개도국 맞춤형 진출 전략과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비전

목표

추진

전략

 세계 일류의 기반시설 관리로 강한경제, 고품격 생활안전 실현

 ◈ 새로운 기반시설관리 거버넌스 정립

 ◈ 전체 기반시설 안전등급을 “미흡” 및 “불량” 없도록 관리

 ◈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을 통한 일자리 확대

 ◈ 선제적 투자를 통한 미래부담 경감

【관리체계】

선제적

관리체계 마련

【기술·산업 육성】

스마트 유지관리를 

통한 산업육성 추진

【관리대상·방식】

생활안전 관리수준 

상향

【관리대상·방식】

생활안전 관리수준 

상향

【 현 재 】 【 변 화 】

•종합적·선제적 유지관리 계획 체계 정립

•유기적 유지관리 이행체계 구축

•기반시설 안전·유지관리 합리화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지하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데이터 기반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활용

•유지관리 일자리 개선 및 산업성장 지원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  

강화

•다양한 안전투자 재원조달 방안 마련

변화

모습

안전점검

투자

관리체계

관리방식

정보화

기술·산업

보이는 위험만 처리

신규건설 위주 투자

시설별 사후 위주

관리

경험의존 예측·수동 

관리

기관별 분절적 관리

인력 중심의 산업

잠재된 위험도

발굴·해소

노후 시설 선제적

투자 강화

총체적·선제적 관리

빅데이터 기반

예측·자동 관리

플랫폼을 통한

정보 통합관리 

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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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오래된 건축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국토

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인 그린리모델

링의 본격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맞춤형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13일(수)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인 

K-water 물사랑 어린이집을 찾아 그린리모델링 사업 도입에 따른 건축

물 에너지성능, 공기질 등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각계 전문가들

과 함께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원식·윤관석·박홍근 국회의원, 박영순 국회의원 당선

자와 함께 LH, K-water 사장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이 참석하여 그

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향후 관계기관 간 협업방

오래된 건축물, 쾌적하고 안전하게 -그린리모델링 본격화
- 김현미 장관 <물사랑 어린이집>찾아 활성화방안 논의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로드맵 수립 착수 

선제적 기반시설 안전투자 및 투자재원 다각화

‘20년부터 ’25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13조 원 내

외*(국비 5조원 내외, 지자체 5조원 내외, 공공·민간 3조원 내외)를 투자

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실현한다.

* 기본계획 수립 이전 5년간(‘15∼’19) 투자비용(연평균 10.4조원) 대비 약 28% 

증가

국가·지자체는 관리주체에 비용을 출자·출연·보조·융자 등으로 지

원*(‘20~)하고,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 기반 시설 유지

관리·성능개선 투자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 다만, 민간관리시설은 융자로 한정(‘20.4, 기반시설관리법 개정)

또한, 관리감독기관은 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민간자본 활용* 등 추가

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21~)하고, 기반시설관리위원회는 이를 바탕

으로 「기반시설관리 종합투자계획」을 수립(‘21~)한다. 

*신규 개발사업과 시설개량을 묶음사업(bundle)으로 하여 민간자본 유치 등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은 기반시설관리위원회(4.29, 총리 주재)

와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되었으며, 각 부처와 광역지자체 등 관리감

독기관의 관리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올해는 기반시설 관리의 원년으로 기반시설

관리법 시행,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

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계획의 이행을 통해 국민이 기반시설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해당 중앙행정기관

과 광역지자체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촘촘한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기반

시설관리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안 주요전략 및 과제

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K-water 물사랑 어린이집은 국토부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 시범

사업을 통해 2015년에 준공된 사업으로, 단열보강 및 로이복층유리 창

호*, 냉난방기, 강제환기장치 설치 등을 적용하는 전면  리모델링을 시행

하여, 에너지 22.2%를 절감시킨(월평균 광열비 약 50만원 절약) 대표적

인 성공모델로 손꼽힌다. 

* 적외선 반사율이 높은 금속을 코팅시킨 에너지 절약형 로이유리를 복층으로 겹

친 창호

< 물사랑 어린이집 개요 > 

구분 내용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면적(용도) 550㎡(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준공년도 1988년, GR준공: 2015년2월

총공사비 3.2억(1억 지원)

공사내용 단열 및 창호보강, 냉난방기 및 강제환기장치 등

그린리모델링 전 그린리모델링 후

그린리모델링은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효율이 저하된 기존건축물의 단열·

기밀·설비 등을 개선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거주 생활환경을 개선

하는 사업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 파리기후협약(’15.12)에 따라 건물부문은 ‘30년까지 64.5백만톤 온실가스 감축 필요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로에너

지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신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확보 기

반을 구축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축물 720만동 중 약 75%인 540만동이 준공 후 15

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로, 이들 노후 건축물들은 에너지성능 저하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생활만족도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단열성능저하, 결로·곰팡이 및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실내환경  악화로 

거주자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노후 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 할 시 전염성 호흡기 질환(9∼20%), 알레르기·천식

(18∼20%), 기타 불편(20∼50%) 감소 가능(美 그린빌딩협의회(USGBC, ’15))

특히 13만5천동의 공공건축물 중 41%에 이르는 5만5천동은 어린이, 어

르신과 같은 취약계층이 이용하고 있어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가 시급하다. 

그간 국토부는 LH를 그린리모델링 센터로 지정, 공공부문에   대한 컨설

팅 지원*을 진행하고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자지원** 사업을 수

행하고 있으나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13∼’19년 총 130개소 지원, ‘20년 25개소 지원 예정

** ‘14∼’19년 총 40,100건 지원, ‘20년 12,000건 지원 예정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 공모를 통해 선정된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시공비 지원(‘13∼’18

년), 설계 컨설팅, 내진성능평가 등 지원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 노후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금융대출 알선 및 대

출금이자(1~4%)를 지원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린리모델링의 확산을 위해 공공과 민간부문을 구분

해 지원하는 맞춤형 전략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공공부문에서는 선도사업 추진과 함께 에너지성능이 낮은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로드맵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 의무화 기준, 단계별 조치사항 및 에너지성능 평가체계 고도화 등 포함

민간부문의 경우 에너지소비가 많은 단독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이자지원사업 확대 등 보다 다양한 사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건축물의  안전성

과 쾌적성이 화두가 되면서 고성능, 친환경 자재·설비 관련 건축자재 산

업과 건물에너지 분야에서의 일자리창출 등 그린리모델링의 경제적 효과

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 어린이·노약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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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프랑크푸르트 건축설비, 기기 박람회

(Facility Management And Int-l 

Exhibition and Conference 2020)

독일/프랑크푸르트 06.02-04 건축, 건설, 빌딩 등 https://www.mesago.de/

미국 샌프란시스코 태평양 건축 박람회

(PCBC 2020)
미국/샌프란시스코 06.10-11

외장 마감, 천장 및 마감재,

하드웨어 등
http://www.pcbc.com/

상해 친환경 건축 및 건축자재 박람회 중국/상해 06.22-24 건축, 세라믹  https://www.propakchina.com/en

2020년 7월, 8월

미국 텍사스 건축 박람회

(Sunbelt Builders show 2020)
미국/텍사스 날짜 미정 건축,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

http://www.sunbeltbuildersshow.
com/

미국 댈러스 국제 건축 박람회

(Sunbelt Builders show 2020)
미국/댈러스 날짜 미정 건축,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

http://www.sunbeltbuildersshow.
com/

2020년 9월

볼로냐 세라믹 및 타일/건축자재

박람회
이탈리아/볼로냐 9.28-10.02 건축,세라믹 http://www.cersaie.it/

2020 일본 오사카 간사이 시설

리노베이션 전시회
일본 09.09-11

배관파이프, 벽, 바닥보수,

통신기기 등
http://www.reedexpo.co.jp/en/

2020 베트남 호치민 건축자재 전시회 베트남 날짜 미정
건설자재, 건축자재,

실내외 인테리어 등
http://www.vietbuildafc.com/

벨기에 건설기계 박람회

(MATEXPO 2020)
벨기에/코르트레이크 날짜 미정 건축 및 건축기자재 등 http://www.matexpo.com/

2020년 10월

나고야 국제 건축 종합박람회

(NAGOYA2020)
일본/나고야 10.10-12 건축자재, 각종유지보수제품 등

http://www.chukei-news.co.jp/
kenchiku/

상해CIHS하드웨어, 철물 박람회 중국/상해 10.10-12 공구및 철물, 보안및 잠금장치등
http://www.hardwareshow-
china.com/

뒤셀도르프 국제 유리기술 전시회

(glasstec)
독일/뒤셀도르프 10.20-23 유리건축, 유리가공, 유리제조 등 http://www.glasstec.de

하노버 Euro Blech금속가공,

기술박람회
독일/하노버 10.27-30 금속가공, 기술 등 http://www.euroblech.com

아제르바이잔 건축박람회

(BakuBuild 2020)
아제르바이잔/바쿠 10.22-25

건축기술, 창문, 문, 세라믹, 목공,

인테리어
http://www.advantour.com/

칠레 산티아고 건축 박람회

(EDIFICA 2020)
칠레/산티아고 10.02-05 빌딩, 건축 관련 제품 http://www.edifica.cl

북경 국제 창호, 도어 박람회

(FENESTRATION BAU CHINA 

2020)

중국/북경 10.29-11.01 창호, 도어, 커튼월 등 http://www.mm-sh.com/

2020년 11월

파리 국제 건축박람회(BATIMAT 

2020*프랑스최대건축자재전)
프랑스/파리 11.04-08 문, 창문, 건축, 건설, 건자재 등 http://www.batimat.com

텍사스 건축, 건설 디자인 전시회 미국/포트워스 11.08-10 건축, 건설, 빌딩 https://texasarchitects.org/

하노이 건축자재 전시회 베트남/하노이 11.06-11
실내, 외장식, 인테리어, 건축, 건설,

빌딩
http://vietbuildafc.com.vn/

두바이 The Big 5건축 건설장비

박람회 
아랍에미레이트/두바이 11.25-28 건축자재, 건설장비 등 https://10times.com/the-big5

2020년 12월

뉴델리 ACE Tech 건축 박람회 인도/뉴델리 12.05-08 타일, 조명, 창, 문, 홈 오토메이션 등 https://www.etacetech.com/

2021년 2월

뮌헨 건축 박람회(BAU) 독일/뮌헨 02.11-13 건축, 건설, 건축자재전반 등 https://digital-bau.com/en/

스페인 발렌시아 타일, 세라믹 박람회

(CEVISAMA 2021)
스페인/발렌시아 02.03-07

세라믹 타일, 유리 블록,

욕실 및 주방 등

http://cevisama.feriavalencia.com/
en/

브르노 국제 건축 박람회 

(International Building Fairs Brno 

2021)

체코/브르노 02.26-29 계획, 건축, 디자인 및 건축재료 http://www.bvv.cz/ibf/

미국 건축자재 박람회

(Lumber and Building Material 

Expo-LBM EXPO 2021)

미국/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
02.06-08 목재, 건축자재 등 https://www.nrla.org/

잘츠부르크 건축, 에너지 절약 박람회

(Bauen+Wohnen Salzburg 2021)
오스트리아/잘츠부르크 02.06-09

건물 리모델링 및 현대화,

건축재료 등
http://www.bauen-wohnen.co.at/

베로나 건축 목재 박람회

(Legno&Edilizia 2021)
이탈리아/베로나 날짜 미정 목재, 바닥, 지붕, 문 및 창 등 http://www.legnoeedilizia.com/

체코 프라하 국제 지붕 건축 박람회

(Roofs Prague 2021)
체코/프라하 02.06-0.8 지붕 재료, 건설용 서비스 등 http://www.strechy-praha.cz/

그리스 건축 자재 박람회

(Infacoma 2021)
그리스/파이아니아 날짜 미정

건축자재 및 시스템, 기계장치 및

장비 등
http://infacoma.helexpo.gr/el

포즈난 국제 건설,건축 박람회

(BUDMA 2021)
폴란드/포즈난 02.04-0.7 창문과 문, 건설, 하드웨어 등 http://www.budma.pl/pl/

밴쿠버 국제 건축 박람회

(BUILDEX VANCOUVER 2021)
캐나다/밴쿠버 날짜 미정 건축 자재 및 설비 제품 등 http://www.eventseye.com/

오스트리아 비엔나 친환경 건축,에너지 

절약박람회

(BAUEN,ENERGIE WIEN 2021)

오스트리아/비엔나 02.20-23
건물 물질 및 재료, 에너지 절약,

신재생 에너지 

http://www.bauen-energie.at/en/
home/

라스베가스 콘크리트, 건설기계 박람회

(World Of Concrete 2021*세계 최

대 콘크리트 산업전*)

미국/라스베가스 02.04-07 콘크리트 및 벽돌, 건설기계 등
http://www.vegasmeansbusiness.
com

라스베가스 건축 박람회(International 

Builders- Show 2021)
미국/라스베가스 02.21-23 건축 및 주방용품, 욕실용품 일체

http://www.buildersshow.com/
Home

시베리아 건축 박람회

(Sib Build 2021)
러시아/시베리아 날짜 미정 건축 자재, 도어, 창문, 건축 장비 등 http://www.sibbuild.com/en-GB

오스트리아 건축 박람회

(HAUSLBLAUER 2021)
오스트리아/그라쯔 02.28-03.01 창, 목재/플라스틱/금속/유리 등 https://www.kaerntnermessen.at/

상해 국제 R+T 도어 및 창호 박람회

(R+T Asia 2021)
중국/상해 02.24-26 도어 및 창호 http://www.rtasia.org/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국제 건축 박람회

(YugBuild 2021)
러시아/크라스노다르 02.26-29 건축 자재 및 장비 등 http://www.tradefairdates.com/

2021년 3월

라스베가스 건설기계 및 중장비,콘크리

트,광산기계 박람회(CONEXPO2021)
미국/라스베가스 03.10-14

건설기계 및 중장비, 콘크리트,

광산기계
http://www.conexpoconagg.com/

동경 건축 및 건자재 박람회 

(Architecture+Construction 

Materials 2021)

일본/동경 03.03-06 건축 및 건자재 https://messe.nikkei.co.jp/en/ac/

영국 친환경 건축 박람회

(Ecobuild 2021)
영국/런던 03.05-07 건축, 콘크리트, 재목, 에너지 등 http://www.ecobuild.co.uk/

이스탄불 창호 박람회

(ISTANBUL WINDOW 2021)
터키/이스탄불 03.04-07 건축, 건설, 빌딩, 창호, 유리 등

http://www.istanbulpencerefuari.
com/index.php

밀라노 실내 건축 박람회

(MADE EXPO 2021)
이탈리아/밀라노 날짜 미정 창, 자동화 기술, 신재생 에너지 등

http://www.madeexpo.it/en/index.
php

필리핀 세계 건축 박람회

(WORLDBEX 2021)
필리핀/마닐라 03.14-18 건축, 건설, 빌딩, 엔지니어링 등

http://www.worldbex.com/Event/
Worldbex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건축 자재 박람회 

(Indo build tech Expo 2021)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날짜 미정 스마트 기술 및 건축 자재 등 http://www.indobuildtech.com

박람회명 개최장소 전시 품목 홈페이지기간 박람회명 개최장소 전시 품목 홈페이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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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독일 뉘렌버그창호 박람회 독일/뉘렌 03.18-21
건축·건설·빌딩, 유리·도자기, 

목재가공
http://www.frontale.de

체코 건축 박람회(Habitat 2021) 체코/프라하 03.26-29 건설, 건축, 유리, 목재, 건자재 등
http://www.forhabitat.cz/2015/cz/
intercept.asp

러시아 사할린 건축 박람회 

(SakhalinStroiExpo 2021)
러시아/사할린 03.26-27

건설, 건축 및 마감재료,

건설 장비 등
http://www.sakhstroiexpo.ru/

상해 도모텍스 바닥재 박람회

(DOMOTEX ASIA CHINA FLOOR 

2021 *중국최대*)

중국/상해 03.24-26 목재, 바닥재, 장비 및 기술 등
http://www.domotexasiachinafloor.
com

상해 국제 건축 및 종합자재 박람회

(IBCTF 2021)
중국/상해 03.24-26 건축재료,창,문,유리,건축장비 등 http://en.cbd-china.com

캐나다 국제 건설 박람회

(NATIONAL HEAVY EQUIPMENT 

SHOW 2021)

캐나다/미시소가 날짜 미정 중장비,도로 건설 등 http://www.nhes.ca/

러시아 건축 박람회

(MOSBUILD 2021)
러시아/모스크바 03.31-04.3

건설, 건축 자재 및 설비, 도어,

하드웨어 등
http://www.mosbuild.com/

2021년 4월

뮌헨 Bauma 건설기계 및 장비 박람회 

(bauma 2021 *세계최대)
독일/뮌헨 날짜 미정 건설, 건축, 건축자재 등

http://www.bauma.de/de/home.
php

브라질 국제 건축 박람회

(FEICON BATIMAT 2021)
브라질/상파울루 날짜 미정 도어 및 창호, PVC 등

http://www.feicon.com.br/en/
Home/

카자흐스탄 아티라우 건축 박람회

(Atyrau Build 2021)
카자흐스탄/아티라우 04.8-10 재료 및 구조물, 건설, 창, 문 등 http://www.atyraubuild.kz/en/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 건축

박람회(Interstroy Expo 2021)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날짜 미정 건축 자재 및 장비, 스마트홈 등

http://www.interstroyexpo.com/
en

상해 국제 건축기자재 박람회

(Expo Build China 2021)
중국/상해 04.27-29 건축 자재, 도어, 창문, 건축 장비 등 http://www.expocacc.com/en/

상해 국제 유리 산업 박람회

(China Glass 2021)
중국/상해 04.14-17 건물 및 가공, 유리제품 등 http://www.chinaglass-expo.com

2021년 5월

모스크바 국제 건설기계 박람회

(Bauma CTT Russia 2021)
러시아/모스크바 05.26-29 건설장비, 건축자재 등 http://ctt-expo.ru/

<참관문의> 월간 익스테리어 편집국 Tel. 02-578-2114

박람회명 개최장소 전시 품목 홈페이지기간

사단법인 한국파사드협회는 미국창호등급위원회와 공동으로 매년 한국에서 NFRC-KAFA 인증 단열 시

뮬레이터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NFRC-KAFA 인증 단열 시뮬레이터 워크샵에서는 Therm, Window 등 시뮬레이션 전용 프로그램의 올

바른 사용방법을 교육하고 있으며, 수준 이상의 프로그램 운용 능력이 확인 된 후 NFRC로부터 인증서

가 부여됩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와 항공비, 체류비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한국

에서 워크샵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 비용이 크게 절감되었습니다. 

2020년 NFRC 인증 단열 시뮬레이터 워크샵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파사드협회로 문의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문의 : 사단법인 한국파사드협회 사무국 (02. 529. 9224)

2020 NFRC 
인증 시뮬레이터

워크샵
참가 신청 안내

www.ka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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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훈산업(주) 경기도 시흥시 계수동 559-11 031)404-8070 커튼월, 잡철

동부제강(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838 02)610-3511 외장패널

(주)동신씨지이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81-4 02)409-6434 D.S.G, 유리

동영외장산업(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61 천사의도시 1차 569 031)719-6110 커튼월

(주)동양강철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729-9 윈윈프라자 4층 02)585-1321 커튼월시스템창호

(주)동양에이엘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15 리더스타워606 02)864-3695 커튼월, 창호

(주)동양엔지니어링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619-7 031)959-1833 커튼월, 창호공사

동일유리(주)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40-16 043)275-6161 커튼월, 유리

(주)동하건업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7-7 02)998-2792 외장패널

(주)로커스엔지니어링 부산시 강서구 미음동 1496-4번지 051)442-6003 건축물조립, 외장판넬

(주)리알금속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1 삼호물산빌딩 A-1401호 02)589-1397 커튼월, 외장판넬

(주)라우텍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2동 546-8 그린프라자 403호 032)326-7600 금속창호, 시스템루바

(주)바우리모델링건설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5-8 삼화빌딩 02)423-5111 외장패널리노베이션

(주)벽산 서울시 중구 쌍림동 22-1 외장재사업부 02)2260-6114 외장패널

벽엔지니어링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8 금강벤처텔 1807호 031)386-5553 외장판넬건축물조립

비멕(주) 서울시 양천구 목1동 917-9 현대41타워 3713호 02)2168-2391 스테인리스용접허니컴패널

(주)비엘공간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96-1 올림피아빌딩 610 02)424-3111 커튼월, 외장패널

(주)비오건설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93-1 고려빌딩 4층 02)593-6162 인터폰디패널, 외장패널

(주)비엠씨지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9-5 영원빌딩 4층 02)563-7000 ALPOLIC/fr (ACM,SCM,TCM,ZCM)

(주)비씨앤택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5-206 02)715-8825 외장패널, 창호리모델링

(주)빛나시스템창호 경기도 화성서 남양읍 남양로 337-22 031)356-0540 창호, 커튼월

(주)신오알미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94-26번지 미네르바빌딩 5층 02)3452-7005 커튼월, system

(주)삼선산업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677 053)582-2888 외장패널

 

월간 익스테리어는 1999년 창간 이후 

국내 유일의 커튼월 및 건축 외벽 중심의 전문지로 

업계의 기술발전 및 정보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파사드협회 공식지정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매월 10,000부가 인쇄, 발송되며 설계사무소, 건설회사, 

커튼월 및 창호 시공업체, 외벽관련업체를 포함해 

정부관련 기관, 대학교, 도서관 등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서초구 언남11길 7-20 재은빌딩 2층 Tel 02-578-2114 Fax 02-576-3114 

Homepage www.facades.co.kr   E-mail cygongan@gmail.com 

국내 유일의 커튼월 및 건축외벽 중심 전문지

월간 익스테리어

월간 익스테리어 광고를 통해 기업홍보, 신기술ㆍ신제품 홍보 등 

기업 경쟁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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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월, 외벽 시공

(주)가이인터내셔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28 02)514-4663 케라트윈, 세라믹패널

(주)경남윈스텍 경기도 광주시 광남안로 104-20(태전동 588) 031)766-6410 커튼월, 시스템창호

(주)경신 경상북도 경산시 대평동 60-1 053)985-2881 커튼월, 창호, 나노세락믹

(주)경풍산업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148-11번지 032)556-5341 커튼월, 창호

고금산업개발(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571-6번지 031)531-1672 창호커튼월

공승기업(주)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89-10 02)430-3719 건축물조립 P.C패널

(주)국영지앤엠(G&M)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36(서초동 준영빌딩 7층) 02)2015-0320 유리, 창호, 건축물조립

금호석유화학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 시그니쳐타워 동관 10층 02)6303-3536 커튼월창호

(주)기린산업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51-31 02)549-6661 외장단열복합패널

NANO ENG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3-3번지 대청타워 2316호 02)3413-5566 커튼월, 창호

(주)남선알미늄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29-13 053)610-5200 커튼월, 창호

(주)네오스텍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발산5길37(발산리 577) 031)359-8501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주)다금 경남 김해시 이동 115-7 055)329-6205 건축물조립, 외장패널

(주)다담이엔씨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68길 15, 1002호(등촌동, 아벨테크노) 02)2038-2356 커튼월, 창호

(주)다중CMC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82-13 동원빌딩 3층 02)425-6484 커튼월, 외장판넬, 패브릭

(주)대경에스앤씨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3 02)786-8478 석재패널오픈시스템

(유)대명엔지니어링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66-1 061)464-3327 판넬, 커튼월시공

대명화성(주)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260-3번지 055)342-5451 불연AL복합판넬

(주)대승컨설팅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36-21 금자탑빌딩 402 02)572-2263 외벽패널

대원C.M.C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귀전리 444 02)873-6700 창호, 커튼월

대원산업개발 경기도 남양주 시진건읍 진관리 660-3 031)574-5583 al창호,커튼월

(주)대웅엔지니어링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13 현대벤처빌 1413호 02)445-3181 커튼월

파사드 관련 주요업체 명단 파사드 관련 주요업체 명단

월간 익스테리어
세계 최대 건축박람회

독일 뮈헨 BAU2021 참관단 모집
전시회 개최기간 : 2021년 1월 11-16일 

bau-muenchen.com
월간익스테리어는 세계 최대 건축박람회인 BAU2021 참관단을 모집합니다. 

BAU건축박람회는 파사드 분야의 신제품, 신기술 및 최신 아이디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최고의 박람회입니다. 

월간익스테리어는 선착순으로 40명의 참관단을 모집중이며, 참관단은 주최측으로부터 VIP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특히, 2021년 박람회는 세계 최고 파사드 기업의 본사, 연구소, 공장 및 시공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람회 참관문의 : 월간익스테리어 편집국 02-578-2114 

World’s Leading Trade Fair for Architecture, 
Materials an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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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진유니스코 서울시 강남구 대치2동 968-5 일동빌딩 7층 02)6353-0114 커튼월, 창호, 외장패널

재성알미늄(주)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84 유통상가 C14동 214호 02)806-1400 커튼월, 판넬

제너텍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 399번길 325-8번지 제너텍 빌딩 051)517-1553 커튼월, 창호

(주)제드윈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114번지 현대골든텔Ⅲ 910호 02)456-7525 커튼월, 창호

(주)중앙창호 인천시 서구 석남2동 223-40 032)583-7771 커튼월, 시스템창호, 외장판넬

정광산업(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8-8 02)553-8403 외장패널

주식회사 조은엔터프라이즈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575-1 , 2층 02)900-0931 AL커튼월, PVC창호

진영판넬(주) 경산시 자인면 옥천리 504-7 053)851-9825 건축물조립, 창호

(주)창경 C.M.C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월하로 479번길 35 031)984-5571 창호,커튼월공사

창일산업개발(주)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2가 37번지 하나비즈타워 8층 02)2691-7134 커튼월, 패널, 잡철

창크레이딩(주)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8 우림라이온스밸리 B-808 02)576-2987 커튼월, 스틸커튼월, 외장패널

(주)청파건설 경남 양산시 웅상읍 덕계리 452-12 055)387-4021 커튼월, 시스템창호, 외장패널

(주)케이씨씨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1-4 02)3480-5228 커튼월, 창호, 유리

탑엔지니어링(주)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565-5 051)831-0515 건축물조립, 외장패널

태진건조(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15-6 에덴빌딩 403호 02)568-6445 커튼월, 창호, 유리

(주)테크윈창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606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타 
(B동1303호)

02)541-3781 커튼월

(주)TEC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37-11 02)3445-0110 외장패널, 석재

파사드이엔씨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76 동양빌딩3층 02)578-2961 커튼월, SPG

(주)포러스이앤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7 안양무역센터 402 031)384-9424 커튼월, 시스템창호

(주)포성 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617-5 053)745-7225 커튼월, 창호

하나판넬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247-79번지 055)321-0561 외장패널

(주)하니셀ENG 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 118-5 하나빌딩 6층 02)512-2010 하니컴판넬

(주)한국다지마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9-9 경산빌딩 205 02)3452-2015 외장패널

(주)한국알미늄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38-1 031)865-1113 AL 압출

(주)한국지앤씨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7-30 02)549-5744 외벽용, 인조석

(주)한국카본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310 한국카본빌딩 6층 02)718-0081 하니컴판넬

한길외장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325-2 서울숲한라시그마밸리 1차 805호 02)498-5005 창호,판넬(각종금속,고밀도)

본사 : 충북 음성군 맹동면 맹동산단로 37-20 
TEL 043)537-1384, 02)483-2328(주)탑프라

실리콘 실란트의 대표 브랜드, TOPSEAL !!!

탑씰 실리콘 실란트!

www.topseal.co.kr

(주)탑프라는 실란트 시장에서 국내 최고를 
목표로 한국의 다양한 건축물과 소재에
최적화된 실란트를 연구개발,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탑씰이라는 자체 실리콘 실란트 브랜드로 
세계 1등 수준의 기술개발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고객 감동 서비스를
약속 드립니다.

삼원창호(주)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87-2번지 4층 02)431-3052 창호, 커튼월

삼창알미늄공업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0-11 02)431-8031 건축물조립

(주)서울창호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136-4 제2동 032)545-7901 커튼월, 창호공사

선이인터내셔날(주)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139번지 02)3141-4774 외장패널, 알루징크

(주)선우시스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48-35 031)984-2349 커튼월, 시스템창호

(주)선우시스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2 신영팰리스타워 504호 031)708-6903 커튼월, 외장패널

(주)성진금속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144-47 032)555-7825 커튼월, 창호시공

세광건업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5987-9번지 051)973-1351 외장판넬, 창호

세일단조 www.cablestructure.com/www.semalloy.com 055)387-7070 STSHanger Rod, Cable Set

세일산업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1120번길 8-15 031)382-1773 커튼월, 쉬트, 창호

세화판넬(주)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227-12 051)301-1886 건축물조립·외장판넬

(주)새한월 서울시 송파구 방이2동 70번지 유성빌딩 301호 02)2203-8100 외장패널

(주)새한창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코아오피스텔 819호 02)425-4227~8 창호, 커튼월, 외장패널

(주)소명실업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135-16 031)798-2651 외장패널

송민산업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939번지 062)672-6481 외장패널, 창호

신성갤러리(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392 031)958-1605 커튼월, 시스템루버

신양하이테크산업(주)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120-15 일심빌딩 2층 02)443-7363 AL커튼월, PVC창호

서진금속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 210-5 031)761-7215 커튼월, 외장공사, 스틸커튼월

신명알미늄(주)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4번지 로즈데일빌딩 1137호 02)401-6354 커튼월

(주)신승윈텍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68-11 051)441-9900 커튼월, 시스템창호

(주)신한금속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40 대명빌딩 409호 02)3474-5060 창호, 커튼월, 리모델링

(주)신태명 대구시 각산동 235-2 053)962-8269 건축물조립, 창호

씨지이(주)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437번지 031)456-3041 유리커튼월

(주)알루이엔씨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98 MBC아카데미B/D 5층 02)597-5521 커튼월, 외장패널

알루텍(주)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68 대륭포스트타워 5차 4층 02)6675-1361 커튼월, 창호

(주)알코판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 기계진흥회관 4층 02)369-8391 불연알루미늄복합판넬

LG하우시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번지 OneIFC 17층 02)6930-0259 커튼월, 창호

엠비케이(주) 서울시 서초구 양재2동 266-1 우진빌딩 2층 02)571-6129 커튼월스틸커튼월

(주)열린창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325-3번지 2층 02)441-9182 커튼월, 외장패널

(주)영선알미늄 경기도 부천시 상동 408 나진빌딩 8층 804호 032)822-8921 커튼월, 외장패널

(주)월시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 02)785-9958 커튼월, 외장패널, 창호

(주)오성 경남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19-9번지 055)338-9798 커튼월공사, 가공

(주)용비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92-7 청명빌딩 401 02)548-8771 커튼월, 외장패널

(주)알코텍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45번지 광명sk테크노파크 A동 909호 02)2083-2211 커튼월

(주)우리알미늄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21-1 032)577-5550 창호공사, 피막

(주)우신에이펙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640-1 051)832-2000 알루미늄복합패널, 커튼월

(주)우진알루미늄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48번길 17 군포아티밸리 B동 1707호 031)8068-2070 창호, 커튼월공사

(주)유승상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2 신영팰리스타워 1101호 031)707-3366 창호공사, 커튼월

(주)윈스피아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846-3 031)358-8680 커튼월, 시스템창호

(주)원진알미늄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테크노벨리 416 063-278-2577 커튼월, 창호

(주)원남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5-8 유진빌딩 2층 02)732-0134 스틸커튼월전문(설치,제작)

(주)월앤루프제일 강동구 성내동 443-25번지 창진빌딩 2층 1호 B호 02)365-0124 금속구조물, 판넬, 지붕

YB인터내셔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94-4 한덕빌딩 602호 02)567-1261 알루코본드(알루미늄복합판넬)

은산건업(주)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동 302번지 다산타워 302호 051)756-3494 커튼월 및 외장시공

(주)을지특수정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83-9 (시화공단3라 523-3호) 031)499-8311 스틸커튼월 생산, 시공

(주)이건창호시스템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967-3번지 02)2007-2200 시스템창호, 커튼월

(주)이창기업 대구시 수성구 상동 406-1 053)761-3737 시스템창호, 철물

이앤에이에스 전북 익산시 춘포면 증보들길 49-6 063)723-3377 방폭창호, 커튼월, 태풍루버

익진엔지니어링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96-3 광명빌딩 2층 02)557-9043 외장패널, 하니컴

(유)일광창호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587-9 031)353-9420 커튼월, 시스템창호, 금속

(주)일조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1129-3번지 성보빌딩 909호 055)329-3766 외장패널

(주)일신커튼월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2-8번지 김해빌딩 203호 02)518-1015 커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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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사드 컨설팅

(주)무한글로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8-1 건영빌딩 3층 02)575-5823 커튼월컨설팅

(주)베스트월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77-2 세림빌딩 2층 02)2634-0011 커튼월컨설팅

브이에스에이 코리아 (VS-A 
Korea)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6길 1, 2층 02)6959-9731 파사드 컨설팅, 엔지니어링

(주)서미파사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7 문정대명벨리온 509호 02)3477-1555 파사드 컨설팅

세건CTM 서울시 양천구 신정4동 1004-7번지 2층 02)585-7151 커튼월컨설팅

(주)시티월이엔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  코오롱트리폴리스 B동3403호 031)708-6134 종합 파사드컨설팅

(주)신승윈텍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68-11 항운회관903 051)441-9900 커튼월컨설팅

(주)아키월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501 청호빌딩 606호 02)2038-4194 커튼월컨설팅

(주)유텍파트너스 서울시 양천구 목1동 923-14 드림타워 1101호 02)2607-7720 파사드컨설팅

(주)이림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 로즈데이오피스텔 1238호 070)4290-2090 부자재, 단열재 컨설팅

익스펌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1가 84-1번지 동양빌딩 302호 02)6401-9212 커튼월컨설팅

에이스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8-1 대림아크로텔 A동 1018호 02)6230-2150 커튼월컨설팅

(주)월테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7, 1702 031)342-0562 외장컨설팅

(주)월플러스 서울시 광진구 구의1동 257-115 한미빌딩 3층 02)579-3343 컨설팅

위더스이엔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동 18 시그마2오피스텔 A동657 031)718-2799 커튼월컨설팅

(주)제이앤에스한백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84-7 안흥빌딜별관 3층 02)412-1546 커튼월컨설팅

티앤엠 서울시 광진구 중곡 2동 47-24번지 02)922-0877 커튼월컨설팅

(주)ABEi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64-9번지 4층 02)3442-7371 커튼월컨설팅

BL공간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196번지 올림피아빌딩 610호 02)424-3111 커튼월컨설팅

DCL partners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75 크레신타워 B1 
광진비즈니스센터 207호

070)42516959 커튼월컨설팅

FACO-파코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72번길 11 031-601-8769
facade engineering & 
consulting

금속패널 가공 업체

(주)다금 경남 김해시 이동 115-7 055)329-6205 판넬가공

(유)대명엔지니어링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66-1 061)464-3327 건축물조립, 외장판넬

대원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1084-34번지 053)985-2881 복합판넬 및 고밀도목재판넬

디엔디 경기도 평틱시 청룡동 66-3 031)653-8282 가공판넬 하니컴

(주)보람외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 265-3 031)982-8613 AL 판넬가공, BACK 판넬

삼창금속(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86-2 (시화공단 5바 -616) 031)433-5685 AL, SHEET 가공

서강산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90번지 17블록 11호 031)493-2882 복합판넬가공

(주)서진기업 충남 아산시 온천대료 1122번길 35-11 041)534-9456 AL 판넬, 절단ㆍ절곡, N.C.T가공

(주)소명실업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135-16 031)798-2651 복합판넬

수경테크(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73-5 시화공단 3마 218호 031)319-0042 sheet 가공

신우산업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4-8 031)638-0224 복팝판넬가공

영선철강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30-9 남동공단 17B-10L 032)822-8927 sheet 가공

(주)오크라메탈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화합로 304-47 031)557-2261 AL Sheet, EGI, 백판넬 가공

(주)우신엔지니어링 충북 진천군 이월면 동성리 436번지 043)535-8002 복합판넬절곡 가공

유림산전(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수직1길 33-15 031)359-9366
AL-SHEET, 백판넬, NCT 가공, 
복합판넬가공

유일AMP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417-2 031)988-5650 판넬가공

이일산업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수직1길 33-15 복합판넬

정명금속(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60-14 시화공단2라 514호 031)434-7050 sheet

정봉산업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연평리217-15 031)571-1468 복합판넬가공

(주)정원에이티 경기도시흥시정왕동2094-5(시화공단3마805) 031)434-0247 AL SHEET, BACK PANEL

지훈이.엔.지(주) 충남 당진군 순성면 옥호리 1-34 041)352-8072 AL Sheet, Back Panel

(주)지엠산업 광주광역시 광산시 옥동 880-15(평동산단1번도로) 062)943-9377 AL SHEET 절곡가공

(주)한마루엔지니어링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30-25 02)889-3600 창호커튼월

한맥중공업(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36층 02)783-9999 외장패널, 철골

한국유리공업(주)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33 영풍빌딩 15층 02)3706-9459 커튼월, 창호, S.P.G

한국내외장(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262-9번지 건영빌딩 4층 02)575-3511 커튼월, 외장패널

한판유리(주)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6-7 02)2234-3626 창호, 유리

(주)한림이앤씨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826-35 태영빌딩 902호 02)376-0080 지붕커튼월

(주)한신산업 대구시 서구비산동 228-1 053)654-9272 외장패널, 시스템창호

한양이엔씨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129-2 성동레인보우B/D 201 02)448-7031 커튼월, 창호

한화L&C 서울시 중구 장교동1번지 한화빌딩 15층 02)729-1114 시스템창호, 커튼월

현대알루미늄(주)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서초동, 서초평화빌딩 13층) 02)2103-3030 커튼월, 창호

(주)홍성이엔씨 www.ihongseong.com 032)322-9007 커튼월, 외장판넬

(주)화인커튼월 www.openjoint.com 02)825-2233 외벽오픈조인트

(주)화산알텍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매산리 187번지 2층 031)768-3979 창호공사, 커튼월

Mock-Up Test & Field Test  

에이티에이(주) 충남 논산시 연산면 신암리 175 041)733-4734 mock-up, field test

한국유리 전북 군산시 소룡동 77번지 063)460-4111 mock-up test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
연구원(KCL)

총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463-4 041)667-9403
Mock-Up Test, 필드테스트, 
열관류율 시험

CNC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1720(수서동, 수서현대벤쳐빌)
시험소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인등로 222(영덕리 21)

02)2040-7791 mock-up test, field test

UL Korea 서울시강남구역삼동GFC 26F UL Korea 02-2009-9145
UL인증, 목업Test, 기타 해외 건축자제  

TEST(ASTM, NFPA, ASME etc.)

본사·공장 경기도 하남시 초광로 257 전화 02)429-3637 팩스 02)429-2967 (주) 현지산업개발

시화공장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 185번길 35 전화 031)434-6226 팩스 031)434-6230

고객님의 성원을 잊지않는 현지산업 (주)현지산업

AL-SHEET EGI PANEL
건축 내외장재 금속 판넬 가공 선두주자 현지산업

AL-SHEET PANEL (3T,2T)

EGI,GI BACK-PANEL (1.6T,1.2T,0.8T)

PT 카바 휀코일 카바

선코팅 PANEL 가공

펀칭(타공) PANEL 가공 창호밴딩

살바니니 자동화설비 보유(판금+절곡)

복합 PANEL 가공

최첨단 장비와 기술력 확보! 

조일알루미늄 대리점

AL-SHEET 재고 200TON이상 항시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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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단열바

(주)거산알루미늄 경북 성주군 성주읍 용대로 75 054) 933 - 9651~3 알루미늄 압출 및 Azon 단열 임가공 

(주)경동프로폰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3길 22 054) 974 - 7233~4 알루미늄 도장 및 Azon 단열 임가공 

경희알미늄(주)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570 053) 583 - 5049 알루미늄 창호 일괄 생산 

(주)기전금속 충남 당진시 순성면 순성로 731-14 041) 353 - 1046 Azon 단열 및 폴리아미드 압출

나눔테크 경기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452-17 031) 356 - 7535 Azon 단열 임가공 

(주)남선알미늄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288 053) 610 - 5199 알루미늄 창호 일괄 생산 

(주)대명창호 남원공장 전라북도 남원시 노암동 868-1번지 063) 636 - 8504 알루미늄 압출 및 Azon 단열 임가공

(주)대아프로폰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길 85 053) 583 - 8465 알루미늄 도장 및 Azon 단열 임가공

(주)대한테크 경북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 동골령일반산업단지 2블록 1로트 054) 956 - 8781~2 알루미늄 도장 및 Azon 단열 임가공

(주)동해공영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382로 60번길 50 051) 831 - 6130 Azon 단열 도어 생산

서림기계 경기 안성시 일죽면 장암로 49 031) 674 - 4955 Azon 단열 임가공

서연테크(주) 경북 고령군 개진면 인안길 41 054) 955 - 4608 Azon 단열 임가공

서진단열창호 경기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2길 46-9 031) 498 - 4900 Azon 단열 임가공

성경엔텍(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 94번길 16 031) 499 - 2653 Azon 단열 임가공

(주)알루코 대전 대덕구 대화로 119번길 31 042) 605 - 8199 알루미늄 창호 일괄 생산

에이피코퍼레이션 경기 안성시 금광면 배티로 733-3 031) 676 - 2569 Azon 단열 임가공

윈솔 경기 화성시 봉담읍 덕우공단2길 36 031) 298 - 6601 Azon 단열 임가공

(주)이노바 경기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33 031) 499 - 5946 알루미늄 도장 및 Azon 단열 임가공

(주)이지폴딩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독고개길86번길 34 1688-7087 Azon 단열 도어 생산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본지 편집국(02.578.21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탑엔지니어링(주)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565-5 051)831-0515 복합판넬(쉬트)

(주)태양에스티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095-7(시화공단3마817-3) 031)434-8877 AL Sheet, Stainless 가공

(주)티에스메탈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138번지 031)594-0146 AL SHEET,백판넬,화스너

(주)한국외장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619-7번지 031)959-0390 AL, Steel 절곡가공

(주)한신산업 대구시 남구 대명9동 724-1 대경빌딩 053)654-9272 복합판넬

현지산업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4-9번지 시화공단2다601-1 031)434-6226
AL, Steel 쉬트가공, 복합판넬가공, 
절곡가공, 스터드볼트, 단열조립

(주)현지산업개발 경기도 하남시 초광로 257 02)429-3637
AL, Steel 쉬트가공, 절곡가공, 

스터드볼트

(주)HS건설산업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318-2번지 031)981-0213 복합판넬가공, 절곡가공

한성금속 인천시 서구 당하동 625-1 032)563-2257 AL Sheet, EGI절곡

ATM산업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귀전리 448-9 031)997-7793 복합판넬, 백판넬

도장 업체

광주산업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신월리 574-3호 031)764-4771 불소도장

(주)네오스텍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발산5길37(발산리 577) 031)359-8501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주)메르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192-2 031)351-6425 불소도장

대진 에프엔씨(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936-7 031)352-6471 불소도장, 열전사

동양강철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73-2 080)999-1324 불소도장

(주)두현 충북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47-1 043)883-0605
알루미늄 압출(1,350t), 
다이케스팅, 분체도장 및 어닝

(주)드림이앤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42-94 화남지방산업단지 3블럭 4로트 031)356-9385 스틸커튼월&구조물 분체도장

(주)삼미도장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106-1번지 032)684-3163
불소, 세루폰, 쎈코트, 분체, 
아크릴, 메라민

(주)서울경금속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61-1번지 남동공단 101블럭 2롯트 02)2040-6543 인터폰-D, 아노다이징

성경앤텍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04 시화공단2마 301-1 031)499-2653 아노다이징

세라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11 경기테크노파크 903 031)500-4440 세라믹도장

신양특수도장(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465-4,8번지 031)997-7228 AL 표면처리,도장

알베코이앤씨(주) 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 12길 35 우영빌딩 4층 02)3442-6071 아노다이징

에이원금속(주)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산단3로 11길 36 041)356-7655 불소도장

예문테크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1나 804 031)498-3311 불소도장, 수전사

(주)우리알루미늄 인천서 구원창동 산21-1 032)577-5550 아노다이징

창성알마스타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마산리 635번지 033)343-1969 아노다이징

칠성기업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112-10 031)354-4681 불소도장

조광페인트테크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49-16 051)314-7720 불소도장

(주)지엠산업 광주광역시 광산구 옥동 880-15(평동산단1번도로) 062)943-9377 인터폰-D, 불소도장

(주)창공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영태리 57-15번지 031)953-8188 불소도장, 세라믹 도장업체

복합패널 생산업체

(주)네오스텍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발산5길37(발산리 577) 031)359-8501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대명화성(주)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260-3번지 055)342-5451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주)알코판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 기계진흥회관 4층 02)369-8391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SY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1길 3 1588-0680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주)우신에이펙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01길 26 02)547-0100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주)유니언스 서울 송파구 문정동 292 가든5 Tool 8층 S08호 02)2047-4705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홍성산업(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0-7 02)554-3400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배연창

(주)한일배연창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9길58(독산동) 02)891-1176 배연창

파사드 관련 주요업체 명단 파사드 관련 주요업체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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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월 창호 유리 등 건축외벽종합 기술전문지

월간 익스테리어는

국내 기술 및 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보다 신속하고, 깊이있는 취재를 약속드립니다.

외벽은 건축에서 기술과 규모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지는 지속적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익스테리어 관련기술

및 정보를 게재하여 업계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금속, 유리, 석재, 패널, 창호, 커튼월 등 외벽관련업체 소식을 기다립니다.

신제품 개발, 주요사내행사, 임원동향, 확장, 이전, 설비도입 등 관련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자에 대한 혜택

- 10권의 가격으로 12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월간익스테리어 주최의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

- 본지 소유 자료에 대한 서비스 제공

- 본지 발행 단행본에 대한 할인혜택(10%)

월간 익스테리어 구독 대상

- 건축설계사무소

- 건설업체

- 커튼월 생산, 설계, 시공업체 관계자

- 창호 생산, 설계, 시공업체 관계자

- 판유리 생산, 설계, 시공업체 관계자

- 석재 생산 및 시공업체 관계자

- 각종 외벽자재 가공기계 생산, 판매 회사

구독료 입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001-144868 ㆍ 예금주 주식회사 사이공간

문의

전화 : 02)578-2114(대표전화) 팩스 : 02)576-3114

Architectural Facade Magazine



회원사 혜택

1. ㈜한국파사드협회 주최 교육의 교육비 할인(25~30%)

2. 파사드 전문가 양성과정 참석

3. 본 협회 주관 또는 후원 세미나에 무료 참여

4. 기술 및 행정 애로사항 개선

5. 목업테스트, 단열성능시험 등 창 및 외피 관련 시험비용 20~30% 할인(KCL 등)

6. 업종별 분과활동

회원가입문의 : 02. 529. 9224

(사)한국파사드협회

 회원사 모집

www.kaf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