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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wer of
ShinEtsu Silicone

한국신에츠실리콘주식회사
http://www.shinetsu.net

다양한 디자인과 성능의 커튼월,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비정형 외피에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BIPV에 이르기까지
알루이엔씨는 건축외피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커튼월에

에너지를 더하다!
세운상사

대신증권사옥

홍대복합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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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루이엔씨가 시공한 한화 본사 Bipv 및 외피

COLOUR YOUR WORLD
WITH EURAMAX
프리미엄 코일 코팅 알루미늄 외장재,
유라막스
프리미엄 코일 코팅 알루미늄 외장재 유라막스는
고객이 원하는 모든 색상을 구현하며,
가장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PlusAH 문의전화
02 574 9334

안전하고 아름다운
웰빙공간을 만드는
친환경 디자인 필름

Luxury Design

■ 특수 Aluminum foil을 사용, 초고도의 사실적인 금속감을 구현,
스테인레스 및 알루미늄 제품 외관 완벽하게 대체.

■ 9도 이상의 인쇄 기술로 대리석, 원목 등 천연 자재를 완벽하게 재현.

금속

Anti-virus

Eco-friendly

가성비 No.1
Design Film

Du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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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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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

■ SKC eco-deco film은 타 천연소재 및 건축자재의 장점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사용 가능.
알루미늄 시트, 스테인레스, 아노다이징 등 금속성 자재 및 대리석 대비 가성비 월등.

■ SKC eco-deco film 관련 문의처 : 전화 070 - 7413-1584 이메일 : jh.cho@s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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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Terminal 2 천장

For a better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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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과 예술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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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버

철제 칸막이

이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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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러 건축

3D 판넬

철도/지하철

하는 국내 최고의 건축내장재 생산 및 시공 전문기업입니다.

www.yoochang.com
AL 압출재

클린룸

주문제작

(주)유창과 함께할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Tel: 02-2648-9600

본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97(삼정동 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 202동 907호)
제 1공장_인천광역시 서구 설원로 138번길 20
제 2공장_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요리 37번지
제 3공장_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1008-2번지
Tel 02.873.6700 / 032.679.0057 Fax 02.873.1005 / 032.682.1012

37

2020년 2월 단가표

18,000
20,000

7,000 ~ 7,500
단, 도면에 준하여, 단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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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alcan.com

국내 최장 13m 피막라인 증설

용해/주조

압출

아노다이징

레이져 가공

CNC 가공

중앙알칸은 1989년을 시작으로 AL압출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가치를 위한 경영철학과 품질, 납기, 원가 경쟁력을 통해
중앙알칸의 미래를 고객과 함께 열어 가겠습니다.

시화공장

충주공장

중앙알칸 주식회사

평택공장

시화공장 경기 시흥시 군자천로185번길 54 Tel : 031-432-3657
충주공장 충북 충주시 충주산단1로 115 Tel : 043-851-6061
평택공장 경기 평택시 청북읍 서해로 1900 Tel : 031-681-3653

20th anniversary

(주)탑프라
Top Quality Silicone Sealant

2000년 3월 경기도 일죽에서 시작한 (주)탑프라가
올해로 창립 21주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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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탑프라
www.topse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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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존 단열바 / 폴리아미드 단열바 / 창호 가스켓 / 폴리아미드 압출

알루미늄 창·커튼월의 단열 - (주)기전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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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NFRC
인증 시뮬레이터
워크샵
참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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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NFRC 인증 단열 시뮬레이터 워크샵은 오는 2021년 3월 개최 예정이며, 코로나로 인하여 미국
NFRC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 : 사단법인 한국파사드협회 사무국 (02. 529. 9224)

(주)기전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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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ka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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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익스테리어는 국내 유일의 건축외장(파사드) 전문지로
설계사무소, 건설사, 외장시공업체, 파사드 컨설턴트 및 정부관련 기관 등
두터운 구독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 건설산업의 전면 BIM 도입, 본격 추진!
- 20년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공개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우수사례 선정
- 제2차 기반시설관리위… 선제적 기반시설 관리 구체화

COVID-19로 대면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면광고가 좋은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 올해부터 공사비 시장가격 변동 적용이 빨라진다.
- 4일부터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

90 커튼월 관련 주요업체 명단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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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회사 소개

워터웨이브(Water Wave) : 상상력을 금속판에 새기다.

Q 스틸라이프의 WATER WAVE의 장점 무엇

(주)스틸라이프

•국산자재를 사용하며, 스틸라이프가 직접 성

인가요?

형, 제작한다.
•모든 가공 (성형, 레이저절단, 레이저타공, 절
곡, 조립등)을 스틸라이프 김포공장에서 진
행한다.
•어떠한 모양도 성형이 가능하며, 별도의 비
용추가 없이 귀하만의 water wave 로 제작

인간에게 상상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서 워터웨이브(WATER WAVE)라는 건축자재

위한 워터웨이브 패턴을 주문생산 가능 하다고

도, 현재 우리가 쉽게 일상에서 마주치는 것들

로 탄생하였다.

밝혔고 중국이나 독일산에 비해 경제적으로 가

•절곡부위를 성형하지 않고 제작할 수 있어 틈

이 세상에 탄생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상상력

건축 외벽에 환상적인 물결무늬를 가지고 싶었

공할 수 있는 기술력까지 보유 하고 있다고 전

새 없는 조인트가 가능합니다. 또한 원하시

은 창조이고 예술이 되고 새로운 발전의 근원이

던 어느 누군가의 상상력이 만든 건축자재의 명

했다.

는 조립방법으로의 절곡은 물론 타공(조명,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이 아닐 수 없다. 건축자재 생산기술 또한 함

건축도 마찬가지다. 누군가의 호기심과 상상력

께 발전해서 자유로운 곡선과 3차원의 비정형

스틸라이프가 말하는 워터웨이브 특성, 장

으로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과 외관이 탄생하고

형상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동대문 디자인플라

점 및 건축적용범위

있는 것이다. 누구나 한번쯤은 깨끗한 푸른 바

자(DDP) 3차원 비정형 패널을 가공했던 (주)

다나 수영장의 일렁이는 물결 위로 비친 햇살을

스틸라이프가 이번에도 워터웨이브(WATER

Q WATER WAVE PANEL 이란 무엇인가요?

보았을 것이다. 대부분 보기만 했지 이것을 건

WAVE)의 완성을 이루어 내었다.

스테인리스 강판의 반사특성을 이용하여

Q 현재 개발된 패턴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물에 입히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하지는 못했다.

박광춘대표는 국내 3D 금속패널가공 분야에

PANEL에 비쳐지는 불규칙하고 기하학적인 형

현재 개발한 PATTERN은 총 14 종 * COLOR

이러한 일렁이는 무늬가 금속패널에 수놓아져

서 최적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고객만을

상을 보여주는 내, 외장 마감재이다.

6 * PATTERN SIZE 2로 총 150가지 형태로

재질은 STAINLESS STEEL MIRROR,

연출이 가능 하다고 한다.

다양한 워터웨이브 패턴

하여 준다.

설비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성형판재는 물론 완성제품과의 가격 경
쟁력이 있다.
•원하시는 공기내에 납품 가능하다.

MIRROR + VIBRATION, MIRROR + #4~#8,
GOLD, BLACK, OTHER COLOR(알루미늄

스틸라이프는 쭉 상상력을 가공한다.

복합판넬, 착색알루미늄, 징크외 금속등)

매일 모래폭풍으로 변화무쌍하게 모양이 바뀌
는 사막의 모래언덕을 보고 자란 소녀 자하 하

Q WATER WAVE는 어디에 사용 되나요?

디드는 커서 그 모래언덕을 닮은 부드러운 곡선

•인테리어 벽면, 천정면, 기둥

으로 이루어진 건축물 설계를 했다.

•익스테리어 벽면, 천정면

상상을 도면에다 그려 넣었고 많은 기술자들이

•이미지월

건축 시공 방법들을 연구해내기 시작하여 마침

•조명

내 유선형의 3D 건축물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조경 및 조형물

스틸라이프도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도

프는 그 상상력을 금속패널에 세겨넣었던 것

방하다. 정밀하고 실수없는 기술력으로 3D

•가구 및 소품

전이 었지만 유선형 건축물에 3D패널 가공을

이다. 스테인리스패널을 레이저절단, 레이저

금속판넬 가공분야에서 만큼은 기술의 표준

•엘리베이터 내장

구현해 내었다.

타공, 성형, 절곡, 조립의 공정이 최적화 되어

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에 전념을 다하겠

•기타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 건축물 외장재용

건축가 자하하디드는 지구에 유선형 건축이

있지 않으면 패널 연결부위가 맞지 않기 때문

다고 박광춘 대표는 전했다.

라는 상상력을 선물하고 떠났지만 스틸라이

에 패널 한장한장이 예술작품이라고 해도 무

패널)

32

상상을 도면에다 그려 넣었고 많은 기술자들이
건축 시공 방법들을 연구해내기 시작하여
마침내 유선형의 3D 건축물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객원기자 :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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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회사 소개

외부차양을 통한 융합건축의 리더
(주)코인

케네틱파사드(Kinetic Facade) + 친환경

에너지절감을 위한 차양과 케네틱파사드를 융

이다. 태양복사열이 건물 표면에 부딪히면 반

에너지절감 차양 + 광고판효과

합하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각 지역별 위도

사 내지는 창문(비젼구간)을 통해 흡수, 또는 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융합의 시대이다. 새

에 따른 태양의 각도를 계산하여 건축물 비젼

과된다. 비젼구간의 복사열은 내부 블라인드로

로운 것을 개발하고 창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Vision)공간을 통해서 들오는 복사열을 조절할

차단하고 있는데 일단 복사열이 유리 내부 측과

가치가 증명된 아이템들을 모으고 서로 융합하

수 있게 되었고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

블라인드 사이에서 발생하므로, 열 에너지의 이

는 과정에서 새로운 효과를 발생하는 것도 새로

의 전력을 절감하는 효과을 볼 수 있었다. 여기

득과 손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유럽에서는

운 창조 기법이다. (주)코인은 이러한 내용에 주

에 더하여 외부 노출되는 면을 광고판으로 활용

복사열 자체를 최소화 할 목적으로 블라인더를

목해 왔다고 한다. 1986년도에 설립해서 실내

되도록 접목하므로써 융합건축을 실천하고 있

외부에서 차양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차양시스템을 주력해 왔으며, 전 세계적인 친

다고 전했다.

효과적으로 열 에너지 이득과 감소를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 태양복사열은 외부에서 차양 되

환경 그린 에너지 건축물 적용에 발맞추어 외
부 차양시스템을 꾸준히 연구해왔다. 건축물 외

비젼(Vision) 구간을 사수하다

어야 하는 만큼 구조나 외부 환경에 견딜 수 있

부차양은 물론이고 외부 입면이 움직이는 케네

태양광선은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으로 구

도록 설계되고 제작되어야 한다. (주)코인은 태

틱파사드(Kinetic Facade) 적용이 시작되면서

성되어 있으며 열을 느끼게 하는 광선은 적외선

풍과 사계절을 가진 국내의 외부환경을 감안하

(주)코인 외부차양 시스템 취급품목

여 검증된 구조 시험을 통해서 완성되어야 한다

의 획득을 통해서 여러 가지 큰 해택도 볼 수있

나 성능지표 점수 미달 시 인허가 불가 / 건축

고 전했다. 또 전 세계적인 화두인 지구온난화

다고 한다.

물 완화기준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건

와 관련하여 건축물도 제로에너지빌딩을 권장

●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 건축물의 용
적률과 높이 제한 규제 완화

하고 있다. (주)코인은 여기에 주목하고 “저탄
소 녹색성장”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건물에서

축주 및 설계자가 별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ZEB) - 건축물의 용

●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비젼

적률 및 높이 제한 규제 완화 → 2025년 모

향후방향

구간을 사수해야 된다고 전했다.

든 건축물의 의무화 예정으로 인허가 필수적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적절한 융합이 필요한

요소

시대이다.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

친환경 건물 인증 평가 관련 점수 획득

	녹색건축인정(G-SEED) - 건축물이 용적률

을 통한 통합제어, 자동제어 및 모바일폰 제어

국내 친환경 건물 인증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

및 높이 제한 규정 완화 및 건축물 해체시 비

등 현시대에 요구되는 능동적인 변화를 제품과

을 볼 수 있는 만큼 건축 설계부터 차양 에너지

용 절감

스마트하게 융합해서 접목하고자 지속적인 연

절감 시스템이 꼭 검토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차양으로 아래 4가지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34

축물 완화를 받기 위해선 외부 인증기관에 건

●

	에너지 성능 지표(EPI) - 차양 적용 기준 충족

●

시 최대 7점 배점 가능 → 지자체별로 상이하

구개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객원기자 :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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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리스’ 이상적인 물리적 성질과 한계 없는 디자인

LG하우시스, ‘수퍼라이트 삼복층유리’ 출시!

가이인터내셔날 독점 공급, 고온 고압의 높은 강도 다양한 디자인으로 꾸준한 시장 확대

가벼운 무게·선명한 시야·뛰어난 단열성능 등 3박자 갖춰
■	국내 유리업계 최초로 삼복층유리 제품의 중간 유리로 기존 5mm 두께의 제품 대신 10분의 1 수준으로 얇은 0.5mm 두께의 얇은
건축용 유리 적용

‘네오리스(Neolith)’는 스페인 더사이즈 서피시

일을 갖는 표면디자인을 연출한다.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관련 시장에서 4가지 다

■	기존 제품 대비 무게 30% 줄이고 열관류율 10% 낮춰 단열성능 향상

스(TheSizeSurfaces)社가 생산하는 천연 세라

네오리스의 엄선된 원자재는 제품의 내구성과

른 두께를 제공하는 유일한 제품이다. 3mm에

■	뛰어난 단열성능은 물론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을 더한 차별화된 고성능 유리 제품 계속 선보여 나갈 것

믹 패널로 2010년 런칭 이래 건축과 인테리어

견고함을 주는 석영과 장석, 화학적 안정성을

서 20mm까지 다양한 두께를 통해 시공될 장소

디자인 분야에 혁신적인 반향을 일으킨 내,외장

제공하는 유리 및 실리카, 색조 속성을 돕는 천

에 따라 다른 두께의 사용이 정해진다. 3mm 두

재이다. 네오리스는 대형 사이즈와 최소의 두께

연 산화물을 기반으로 하는 100% 천연 소재로

께는 실내 벽 또는 가구 외장에 적용되며, 6mm

를 자랑하는 제품으로 건축세계에서 전례가 없

구성된다. 일반 세라믹이 네오리스와 독립적인

두께는 내부 또는 외부 벽(환기형 외벽)에 시공

는 물리적, 기계적 특징을 갖고 있다. 바닥재,

유사한 특징을 가질 수도 있지만 얼룩, 화학물,

될 수 있고, 12mm와 20mm 두께는 주방의 싱

벽, 조리대, 외벽, 외장 또는 가구 등 상업 및 주

긁힘 또는 열에 대한 강한 저항성과 같은 네오

크대와 같은 가장 까다로운 환경에 사용될 수 있

택 공간에서 수많은 실내외 용도로 사용되기에

리스만의 고유한 특징 모두를 제공하지는 않는

다. 대형제품의 주요 규격은 3600×1200mm,

이상적이며,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용도로

다. 유사한 출처의 재질이 있을 수 있지만 네오

3200×1500mm, 3200×1600mm, 2600

적용될 수 있다.

리스 제작을 위해 사용되는 원자재는 기존 제품

×1200mm, 2600×1500mm이며, 타일제

네오리스는 최고의 원자재와 소결 공정이라고

의 원자재보다 더 뛰어난 품질의 정제된 재질을

품의 주요규격은 1500×1500mm, 1500×

알려진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혁신적인 생산 과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균일한 제품을 보장한다.

750mm, 750×750mm, 1200×1200mm,

정을 통해 완성된다. 소결 공정 기법은 몇 시간

네오리스의 주요 특징으로는 불특수성, 긁힘 방

1200×600mm, 600×600mm, 600×

안에 수천 년 동안 자연이 석유를 만들어 내는

지, 고온 저항성, 손쉬운 세척, 위생 등이 있다.

300mm 이다.

과정을 모방한 것이다. 엄선된 원자재에 고도

네오리스는 액체가 침투하지 못하며 거의 완벽

네오리스 제품을 국내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LG하우시스가 삼복층유리 제품의 중간유리에

이를 통해 ‘수퍼라이트 삼복층유리’는 기존 LG

불편한 단점으로 꼽히던 무거운 무게는 줄이고

의 압력과 온도를 가하는 공정으로 첫 단계에서

한 방수 수준을 제공한다.

세라믹 전문 업체 ㈜가이인터내셔날(대표이

기존보다 얇고 가벼운 유리를 적용해 무게를 대

하우시스의 삼복층유리 제품 대비 무게를 30%

장점인 단열성능은 더욱 강화한 제품”이라며,

결합된 원자재는 최고 400바의 압력이 가해지

또한, 강한 표면 특성으로 긁힘과 마모에 대한

사 이봉재)은 2만훼베 규모의 덕평 자체 공장

폭 줄인 ‘LG Z:IN 유리 수퍼라이트 삼복층유리’

줄여 보다 적은 힘으로 창 개폐가 가능토록 했

“앞으로도 뛰어난 단열성능은 물론 고객이 필

는 프레스를 통과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패널

저항력이 강하며, 불에 접촉해도 타지 않고 높

에 재고를 확보하고, 배면 강도 보강 접합 및

를 출시했다.

으며, 무거운 무게로 불편함을 겪던 건설현장에

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을 더한 차별화

은 1200℃ 이상의 온도로 구워지는 가마를 통

은 온도를 가해도 연기가 나거나 해로운 물질을

워터젯 가공 등 내외부 사용에 적합한 전체 공

서의 시공 편의성도 높이게 됐다.

된 유리 제품을 계속 선보여 나가겠다”고 밝혔

과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대한 압축된 장

배출하지 않는다. 모든 유형의 화학 세제에 대

정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가이인터내셔날은

삼복층유리란 세 장의 유리를 붙이고 유리의 사

또한, 가운데 적용된 유리는 육안상으로 거의 보

다.

식용 풀 바디(Full Body) 표면이 탄생한다. 이

한 저항력이 뛰어나며,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지

1989년 설립 이래 지난 30여 년간 650개 세

이사이 빈 공간에 아르곤(Ar) 가스를 주입한 제

이지 않을 정도의 얇은 두께여서 기존 제품 보다

후 NDD(Neolith Design)라 불리는 디지털 프

않고 안전하게 음식과 접촉할 수 있다. (NSF

라믹 외장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16년 전

품이다. 두 장의 유리를 붙인 복층유리 대비 에

더욱 선명하고 맑은 시야 제공도 가능하다.

린트의 혁신적인 기술은 섬세하고 풍부한 디테

인증) 더불어 100% 천연 자재로 태양에 노출

세계최초의 박판 세라믹 ‘라미남(Laminam)’

너지 절감 및 결로 감소 효과가 뛰어나 주상복

되거나 극한 기후에

을 국내에 수입해 시공함으로써 현재까지 독

합, 고급빌라 건물에 적용되는 시스템창에 주로

이와 함께 ‘수퍼라이트 삼복층유리’는 유리 사

유체에서 저온 유체로 열이 통과하는 현상)에

도 색상이 변하지 않

보적인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다. 업체는 세계

사용된다.

이사이의 아르곤 가스층을 넓혀 열관류율을 기

의한 관류 열량의 계수로, 단위 표면적을 통해

으며, 패널마다 최고

최초, 세계 최고라는 수식어에 부합하는 세라

존 제품의 0.887W/m²K에서 0.789W/m²K

단위 시간에 한쪽 유체에서 다른쪽 유체로 전해

52%의 재활용 소재

믹 제품을 비롯해 최근에는 일반 타일들을 다

그 동안 국내 유리업계에서는 삼복층유리의 중

으로 10% 이상 낮추며 유리를 통해 빠져나가

지는 열량. 열통과율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를 사용하며 100%

양하게 수입해 주변 세라믹 업체들의 유통망

간 유리로 5mm 정도 두께의 건축용 유리를 사

는 에너지 손실을 줄여 단열성능도 향상시켰다.

같은 군의 제품일 경우 열관류율이 낮을 수록

재활용이 가능하다.

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시

용해 왔는데, 이번에 LG하우시스가 이보다 10분

두께는 네오리스를 탁

장을 확대하고 있다.

의 1 수준으로 얇은 0.5mm 두께의 美 코닝사가

LG하우시스 창호사업부장 김진하 상무는 “‘수

개발한 건축용 유리를 업계 최초로 사용했다.

퍼라이트 삼복층유리’는 그동안 삼복층 유리의

월하게 만드는 가장

36

<자료제공 : (주)가이인터내셔날>

열관류율
열관류(고체벽의 양측 유체온도가 다를 때 고온

그 제품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감소한다.

<자료제공 : LG하우시스 Z: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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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글로벌 실리콘 사업 통합으로 시너지 확대

KCC,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위해 건축자재 기부

■ KCC실리콘·KCC바실돈·KCG 실리콘 사업부 등 실리콘 자회사 지분 모멘티브에 매각, 사업 구조 재정비

■ 충북 옥천군, 경북 영양군, 경남 함안군 세 곳에 지역아동센터 완공

■ 균형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 완성, 기술 협력 강화를 통한 사업 확장 발판 마련

■ 친환경·고효율 건축자재로 아이들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보금자리 마련

■ 모멘티브에 대한 KCC 지분 기존 50%+1주에서 60%까지 확대

이번 매각을 통해 KCC는 지분을 직접 소유하

고 기술 협력 강화를 통한 신사업 확장의 발판

KCC가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참여

KCC가 지원한 창호는 고단열 패시브하우스

또한 각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 이용 시설이

던 기존 실리콘 사업 부문 자회사들을 모멘티브

을 마련하게 됐다.

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프로젝트’가 완

(PH) 인증을 보유해 단열성이 우수하고, 냉·

라는 개념을 넘어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료돼 충북 옥천군, 경북 영양군, 경남 함안군에

난방비를 절약해주는 효과를 갖춘 ‘에너지소

지역의 아동 보호 체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

지역아동센터가 개소했다.

비효율 1등급’ 제품이다. 다른 자재들 역시 한

형 지역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국공기청정협회의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인

특히 일손이 모자란 농번기에 안심하고 아이를

산하로 이전시키게 된다.
KCC 관계자는 “이번 매각은 KCC가 미래성장
모멘티브에 대한 KCC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동력으로 삼은 실리콘 사업 부문의 전문성을 높

한편, 양사가 가진 역량을 한 데 모아 균형 있는

이고 경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KCC는 지난해부터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

HB(Healthy Building Materials)마크 최우수

맡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

사업 포트폴리오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매각

강조하면서 “KCC와 모멘티브가 가진 상호 보

이버스 등이 추진하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

등급과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

하여 아동들이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완료되면 KCC는 모멘티브에 대한 보유 지

완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글로벌 실리콘

립 프로젝트에 참여해 건립에 필요한 각종 건

원에서 인증하는 환경마크를 보유하고 있는 대

할 예정이다.

분을 기존 50%+1주에서 60%(의결권 지분 지

시장에서 하나된 ‘원 컴퍼니(One company)’

축자재를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지난 6월 충북

표적인 친환경 제품들이다.

KCC 관계자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에

분율)까지 높이게 된다.

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옥천군 지역아동센터, 7월 경북 영양군 지역아

고 전했다.

동센터에 이어 11월 경남 함안군 지역아동센

KCC는 이번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을 통해

생각하고, 지역 아동 보호와 지원의 핵심 역할

터까지 총 세 곳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문

소외된 농어촌 지역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자연

을 하길 바란다”며 “KCC는 앞으로도 친환경 건

을 열었다.

친화적인 돌봄·놀이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축자재를 통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공간을

학부모들의 수요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아동들

만들어가는 등 선진 건축문화를 선도하도록 노
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CC는 글로벌 실리콘 기업인 모멘티브의 지붕
아래 실리콘 사업을 통합함으로써 계열회사들

한편, 모멘티브는 KCC가 2019년 5월 인수 작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업을 완료하고 지난해 1월 종속기업으로 편

내다보고 있다.

입한 글로벌 실리콘 제조업체다. 미국 다우

해당 지역의 주민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는데

의 정서 발달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Dow), 독일 바커(Wacker)와 함께 세계 3대

다 65세 이상의 노인층 인구 비중이 높은 초고

기대하고 있다.

실리콘 기업으로 꼽힌다.

령 지역인 반면, 아이들이 방과후 이용할 수 있

KCC가 실리콘 자회사들을 미국 자회사인 모멘
티브퍼포먼스머터리얼스(이하 모멘티브)에 넘

비용 최적화 및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원가 경

기면서 실리콘 사업 구조 재정비에 나섰다.

쟁력 확보, 실리콘 기술 교류 및 네트워크를 활

KCC는 지난달 1일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한

모멘티브의 사업 부문은 기능성 첨가제

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KCC를 비롯한 여러 기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Performance Additives), 특수 제품(For-

업과 기관들이 참여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mulated Specialties), 실리콘 원료 및 중간체

있는 든든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은

특히 KCC는 국내 최초로 실리콘 제조 기술을

(Core Silicones and Intermediates) 등 크게

것이다.

독자 개발해 실리콘 기초 원료인 모노머부터 2

3개 부문으로 구분된다.

매각 대상 회사는 KCC실리콘과 KCC바실돈

차 제품(실란트, RTV, LSR, HTV 외)까지 일괄

(KCC 영국 실리콘 자회사), KCG(KCC 중국

생산 체제를 갖췄을 만큼 실리콘 제조 분야에서

실리콘 원료에서부터 2차 제품까지 일괄 생산

드, 보온단열재, 페인트 등 자사의 건축자재들

광저우 법인) 내 실리콘 사업부다. 동일한 기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갖췄다.

하고 있으며, 전기전자·자동차·화장품·헬스케

을 제공했다. 어린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

어·통신·건설·농업 등 전방위 산업 분야에서

는 실내 공간인 만큼 KCC의 친환경·고효율 자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재를 통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조성

업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매각이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로 집계되는 매출액 등에는 영향

모멘티브는 이번 KCC실리콘 지분 취득을 계기

이 없다.

로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기지를 추가로 확보하

38

<자료제공 : KCC>

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아동 보호 시설이 절

용한 판매망 확대 등 실리콘 사업 측면에서의

KCC실리콘을 비롯해 실리콘 사업 부문 자회사
들을 모멘티브에 매각한다고 6일 공시했다.

KCC가 친환경 건축자재를 지원하게 돼 뜻깊게

KCC는 이번 프로젝트에 고단열 창호, 석고보

<자료제공 : KCC>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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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코로나보다 강한 바이러스 잡는 페인트로
국내 최초 환경마크 획득

에스와이, 고급외장재 ‘히든메탈’ 1시간 내화구조인정…
“화재보험료 40% 절감”

■ 일상생활서 최장 96시간 생존 바이러스, ‘숲으로바이오’ 페인트에 붙으면 6시간 내 99% 이상 사멸

■ 에스와이 고급외장재 ‘히든메탈 시리즈’, 1시간 내화구조인정 획득

■ 일본 Q-Tech, 전북대학교, FITI 시험연구원으로부터 항바이러스·항균·항곰팡이 성능 검증 완료

■ 딥드로잉기술 적용한 매끄러운 외관에 고급컬러로 건물외관 향상

■ 4대 유해 중금속 없고, Low-VOCs 항바이러스 페인트로 환경부 환경마크 최초 획득

■ 1시간 내화패널 외벽 적용 시 건물 화재보험료 최대 40% 절감

■ 인체 무해한 무기계 항바이러스제 적용 특허 출원

enveloped type)인 박테

했다. 6가크롬 화합물, 납, 카드뮴, 수은 등 4대

종합건자재기업 에스와이(109610)가 자사의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봄 대형 인명피해를 냈

회사 관계자는 “히든메탈은 고급외장재로 건축

리오파지(Bacteriophage)

유해 중금속 성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첨단기술이 적용된 고급 외장재에 1시간 내화

던 이천물류창고 화재 후속대책으로 모든 창고

물 외관의 수려함 때문에 기존에도 인기가 많았

와 고양이 칼리시바이러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도 획기적으로 낮췄

구조인정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1시간 내

와 공장에 준불연 성능 이상의 샌드위치패널 사

지만 내화구조인정으로 건물 연간 화재보험료

(Feline calicivirus), 그리

다. 환경마크는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 성능

화구조인정이란 화재 시 1시간 동안 불이 확산

용 의무화가 지난 8월 입법예고됐다. 내년 초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

고 피막 타입(Enveloped

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 부여하는 친환

되지 않게 막는 성능을 말한다.

시행 예정으로 내화 샌드위치패널 수요가 확대

으로 기대된다”며 “정유시설 등 위험물 저장고

type)인 Phi6와 인플루엔자

경 인증제도다.

될 것으로 보인다.

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시설 외벽에 히든메탈을

이번에 1시간 내화구조인정을 받은 제품인 ‘히

A다. KCC 숲으로바이오는

적용하면 화재보험요율이 30~40% 절감된다”

시험에 사용된 비피막, 피막

KCC는 숲으로바이오에 대해 항바이러스·항

든메탈 시리즈’는 에스와이의 고급 외장재 브랜

에스와이는 히든메탈 내화구조인정뿐만 아니

두 타입 모두에게 항바이러

균·항곰팡이 성능을 갖춘 수성 페인트로서 특

드다. 일반적인 샌드위치패널은 철판사이에 단

라 화재안전 제품 개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

스 성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

허 출원(출원번호 10-2020-0165464)까지

열재를 붙여 단열성능과 외벽마감에 사용되는

다. 11월에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개최한 한국건

한편, 국토교통부의 규제영향분석에 따르면 준

됐다. 이와 함께 황색포도상

완료했다. 특수 무기계 항바이러스제를 적용한

데, 에스와이의 히든메탈은 단열재 노출 없이 4

축산업대전 화재안전건축자재부문에 참가했고

불연 샌드위치패널 의무화가 시행되면 10년간

구균, 대장균 등의 박테리아

숲으로바이오는 이소티아졸린, 포름알데히드

면을 마감하고 특수 절곡기술을 적용한 메탈(평

지붕 내화 의무화법에 맞춰 내화방수지붕재인

4조 7000억 수준의 샌드위치패널 건축비 증가

KCC가 각종 바이러스와 균류에 대응할 수 있

와 흑곰팡이를 포함한 5가지 곰팡이류에 대해

등 유해물질을 포함한 유기계 항바이러스제와

판)패널이다.

‘FL루프’ 개발과 삼성엔지니어링과 공동개발한

가 예상된다.

는 항바이러스 페인트 ‘숲으로바이오’를 개발하

서도 FITI시험연구원으로부터 항균·항곰팡이

는 달리 인체에 무해하다. 또한 고온에서도 안

고, 환경마크 획득 및 특허 출원까지 완료했다.

성능을 검증 받았다.

정적이며 휘발성 및 용출이 없기 때문에 항바이

회사 측은 절단면 없이 매끄럽게 마감하는 절곡

러스성이 장시간 지속된다. 따라서 장기 내구성

기술인 ‘딥드로잉(Deep-drawing)’ 기술을 적

이 제품은 특수 무기계 항바이러스제를 적용한

2시간 내화 클린룸패널 출시에 속도를 낸다는

기능성 페인트로 쾌적한 실내 공간을 유지시켜

미국 환경청 백서에 따르면 비피막 타입은 피막

이 우수하고, 반영구적으로 우수한 항바이러스

용해 외관이 더욱 수려하고 방수에도 장점이 있

준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일상 생활환경에

타입보다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내성이 강하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다고 설명했다. 외장재는 외벽용으로 외부환경

서 최장 96시간동안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때문에 비피막 타입에 효과가 있는 항바이러스

있다. 그러나 KCC 숲으로바이오를 칠하면 도

제라면 상대적으로 내성이 약한 피막 타입에도

KCC 관계자는 “최근 바이러스로 인한 심각한

장 면에 붙은 바이러스가 6시간 내 99% 이상

효과가 있다고 보고돼 있다. 코로나19, 에볼라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항바이러스, 항균 기

사멸되는 효과가 있으며, 이를 전북대학교 연구

바이러스 등은 이번 시험에 쓰인 Phi6, 인플루

능을 가진 제품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에스와이는 자체적으로 컬러코팅라인을 보유

팀 시험을 통해 확인했다.

엔자A와 같은 피막 바이러스에 속한다.

다”면서 “숲으로바이오는 환경마크를 획득한

하고 있어 건물 외관을 더욱 살리는 고급컬러도

친환경 제품으로서 병원이나 학교, 상가, 아파

생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에스와이는 올해

<자료제공 : 에스와이>

계획이다.

에 노출돼 있어 외관뿐만 아니라 방수성능도 중
요하다.

KCC는 일본 연구기관인 Q-Tech, 전북대학교

숲으로바이오는 작업성 및 외관 특성이 우수

트 등 다중이용시설과 위생·보건요소가 특별히

SKC와 협업해 고급 인테리어필름을 적용한 히

연구팀을 통해 숲으로바이오의 항바이러스 성

할 뿐 아니라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 친환경 제

요구되는 환경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

든메탈로 SKC 천안 CMP패드 공장건축현장에

능에 대한 시험과 검증을 받고 성적서를 취득했

품이다. 특히 항바이러스 페인트 제품 중 최초

다”고 전했다.

외벽을 납품한 바 있다.

다. 시험에 쓰인 바이러스는 비피막 타입(Non-

로 환경부 공인 환경마크(환경표지인증)를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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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 KCC>

히든메탈이 적용된 SKC 천안공장 공사현장 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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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난방비, 이거 하나면 걱정 끝!”
에너지 효율 높이는 똑똑한 난방 아이템 각광
■ 단열성은 물론 디자인과 성능까지, 두 마리 토끼 동시에 잡은 난방 아이템 주목
■ 이건창호 PVC 신제품 ‘에코시리즈’, 단열 성능 및 편의성 겸비한 3종 라인업으로 인기

지난 16일, 서울 최저 기온이 이번 겨울 들어

우수한 단열성은 기본, 편의성·경제성까지

을 바탕으로 높은 에너지 효율과 합리적인 가

정 실내온도인 18~21℃를 유지하는 적절한

가장 낮은 영하 11.2도를 기록하며 매서운 추

고려한 3종 구성… 이건창호 PVC신제품

격, 안전성, 편의성을 갖춘 PVC 신제품 ‘에코

등 제어가 필요하다.

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에코시리즈

시리즈’(ECO Series)’를 출시했다.

낮에도 대부분의 지역이 영하권에 머무는 등

겨울철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면서 겨울철 가장 큰

실내의 열 손실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새롭게 선보이는 제품들은 ▷세미시스템

용해 난방비 절약 기능을 탑재한 고급형 모델

고민인 난방비 절감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

창호는 건물의 외기에 접해 있는 건축 자재로,

(Semi-System)으로 PVC 일반창에서 시

‘거꾸로 뉴 콘덴싱 프리미엄 가스 보일러’를

리고 있다.

실내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고 쾌적한 실내

스템 창의 핵심 성능을 경험할 수 있는 ‘E7’

출시했다.

환경 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 중 열

▷디자인과 편의성, 생활 안전성까지 겸비

갈수록 첨단화 되는 최근 건설업계 트렌드를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

전도율이 낮은 합성수지 소재를 활용한 PVC

한 ‘E5’, ▷합리적인 가격과 실용성을 강조한

적극 반영하여, 보일러 1대에 최대 4대의 모

기 기조가 강화되며 예년보다 집에서 보내는

창호는 탁월한 단열성으로 난방비 절감에 효

‘E3’까지 총 3개 라인 6개 제품으로 구성되

바일 장비를 연결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시간이 대폭 늘어난 만큼,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과적이다.

어 리모델링을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부터 신

보일러를 제어하거나 인공지능(AI) 스피커

축 주택 입주자에 이르기까지 큰 호응을 얻고

와 연동해 음성으로 작동하도록 한 것이 특

있다.

징이다.

제품으로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건창호는 지난 30년간 축적된 기술력

귀뚜라미는 사물인터넷 연동기술(IoT)를 적

여기에 기존 모델에는 없던 난방비 절약 기능
과 에너지 사용량 표시 기능을 적용했으며, 화

E7는 주로 고급 단독주택이나 최고급 아파트
에서 주로 사용되는 시스템 창호의 핵심 기술

이건창호 PVC일반창 에코 시리즈 ‘E5’

을 적용한 ‘세미시스템(Semi-System)’ 창

않아도 온수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온수

이다.

공급 능력도 향상했다.

창을 닫았을 때 창틀과 창짝이 밀착되는 ‘리프

편의성에 집중했다. 핸들은 창 짝을 열고 닫을

대신 고무 재질의 EPDM 가스켓을 사용해 장

트 앤 슬라이딩(Lift & Sliding)’ 방식을 사용

때 손목의 피로도가 감소될 수 있도록 디자인

기간 사용해도 변색이나 곰팡이 걱정없이 사

하여 기밀성능이 우수하고, 미세먼지나 틈새

되었으며 창틀 배수구에 얇은 빗살형으로 디

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바람을 효과적으로 막아 실내의 에너지 효율

자인된 캡을 적용해 원활한 배수는 물론 배수

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여기에 하부 레일과

홀을 통한 벌레 유입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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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이건창호>

스마트폰으로 보일러 제어해 난방비 절약,
귀뚜라미 ‘거꾸로 뉴 콘덴싱 프리미엄 가

창틀 측면은 알루미늄 커버를 사용하여 내구

이건창호 PVC일반창 에코 시리즈 ‘E7’

장실이 2개인 주택에서 보일러 용량을 늘리지

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급스럽고 세련된 미

E3은 경제적인 가격으로 가성비와 실용성을

스 보일러’

관을 완성했다.

중요시하는 소비자를 위해 탄생했다. 프레임

난방비 하면 겨울철 대표적인 방한 제품으로

내부에 스틸 보강재를 설치하여 강풍과 열에

꼽히는 보일러도 빼놓을 수 없다. 난방비를 절

E5는 인체공학을 바탕으로 설계한 핸들과 생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휨이나 뒤틀림에 대비했

약하기 위해서 집을 비울 때 보일러를 끄는 대

활 안전을 고려한 부자재 디자인으로 사용자

으며, 유리와 창틀의 결합 부위에 실리콘 마감

신 외출모드를 활용하고, 평소에는 겨울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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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C

Testing Laboratory
(주)씨앤씨

커튼월 성능 검증의 시작을
언제나 (주)씨앤씨가 함께 합니다 !
외벽을 형성하는 커튼월, 창호 등은 태풍, 폭우, 혹서, 혹한, 지진, 먼지 등 기후로부터 건물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시공되어야 합니다. (주)씨앤씨는 도면과 구조계산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문
제점들을 MOCK-UP TEST를 통하여 제품의 성능 검증 및 품질 향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술축적과 경제적 효과
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송도 I-TOWER>

<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

<CJ ONLY ONE R&D>

<하남 유니온스퀘어>

<해운대 관광리조트(LCT)>

(주)씨앤씨 www.cncmockup.co.kr
TEST 항목
LAB : 기밀시험 / 정압수밀시험 / 동압수밀시험 / 구조성능시험 / 층간변위시험 / 열순환시험 / 결로시험 / 지붕부상력시험 / NFRC400
FIELD : 기밀시험 / 정압수밀시험 / 동압수밀시험 / 노즐시험(HOSE TEST) / 블로어도어테스트(BDT) / 앵커인발시험 / 스크류인발시험

본 사 :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 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1720
시험소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인등로 222
TEL : 02.2040.7791~4 / FAX 02.2040.7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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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건축 - III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면재 지지가 가능하게 하므로
철근 콘크리트와 같은 강도를 유지하면서 건물자체를 경량화 할 수 있기에
기초 공사등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기고 : 박용성 아시아담당이사(Quanex)>

나무건축하면 Mass Timber라는 표현으로

일본 도쿄의 중심지인 니혼바시의 혼쵸 1에,

기대한다. (2020년 9월29일)

것으로 기대한다. (2020년 3월 26일)

우선 미국의 사례와 CLT (Cross Laminated

미츠이 부동산과 타케나카고무텐이 현존하는

출처: https://www.mitsuifudosan.co.jp/

출처: https://www.mec.co.jp/j/news/

Timber-직교집성판)으로 대변되는 유럽의 사

목조 고층 건축물로서는 일본내 최대 최고층

corporate/news/2020/0929_02/

archives/mec200326_odorinishi1.pdf

례들이 많이 검색되고 있다.

이 되는 지상 17층, 높이 약 70m, 연면적 약

이번호에서는 이런 미주나 유럽보다는 가까운

26,000㎡의 임대 오피스빌딩을 건축한다.

삿포로시에 일본 최초 고층 하이브리드 목조 호

노무라 부동산과 타케나카 고무텐은, 기둥·벽

일본의 최근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미츠이 부동산 그룹이 보유하는 삼림의 목재를

텔인 미츠비시 지쇼가 건설된다.

등의 구조부에 목질계 구조 부재를 사용한 목조

일본에서는 현재 건축자재로 유효 활용 가능한

사용해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에 공헌하다는 슬

11층건물로 1층에서 7층은 철근 콘크리트조,

하이브리드 고층분양 맨션 「프라우드 간다스루

목재가 많이 있는데, 산림보존을 위해서 적당한

로건에 타케나카고무텐이 개발한 내화 집성재

9층에서 11층은 목조의 하이브리드 구조를 채

가다이」를 발표했다.

벌채를 통해 순환의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인 「연엔우드」를 주요 구조재로 채용한 목조 하

용하였다.

지상 14층, 총 호수는 36호로 2021년 3월 하

그 중에서도 마디가 많은 나무나 굵지 않은 나

이브리드 건축이다.

2021년 가을 개업 예정이라고 한다.

순 준공 예정이다.

무등을 보다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CLT에

동 규모의 일반적인 철골조 오피스 빌딩과 비교

사용되는 목재는 약 1,050m3이며, 약 80%가

주택동에 대해 10층을 넘는 목조 하이브리드의

주목하고 있다.

하여 건축시 약 20%의 CO2 배출 절감 효과를

홋카이도산으로 그 지역산업 진흥에 공헌하는

신축 분양 맨션으로서는 일본 최초라고 한다.

이것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서 보는 것과 마찬
가지로 면재 지지가 가능하게 되므로 철근 콘크
리트와 같은 강도를 유지하면서 건물자체를 경
량화 할 수 있기에 기초 공사 등 비용절감이 가
능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기존의 개량전통식 중목구
조나 미국에서 도입된 2X4식등과의 코스트 경
쟁으로 인해 단독주택에서의 활용보다는 중층
또는 고층건물에서의 활용이 우선시되고 있다
고 보인다.
특히 공장에서의 CLT 제조와 가공을 통한 현장
시공 비용절감, 공기 단축등 효과의 극대화 노
력이 고층목조건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그 일련의 사례를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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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목질화된 공간이
가져다 주는
휴식효과, 조습효과,
바람, 빛, 향기 등
자연을 캡처하는
디자인과 기술이,
이용자의
건강과 쾌적성을
높인다.

정비 코스트가 들지 않는 것도 있어 어느 지역

이상과 같이 최근의 일본에서 기획되고 이루어

기사의 이면에는 목조건축의 지향점 중에 하나

에서도 조달하기 쉽게 되어 있다.

지는 일련의 목조고층빌딩 건설에 대해 알아보

인 공장생산형 건축에 대한 관심이 이러한 흐름

제재를 활용한 목조빌딩이 실현됨으로써 기존

았다.

을 유도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여기에 환경보호

의 설비를 이용해 보다 더 현지의 삼림자원을

대세라고 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으나, 하

와 에너지절약의 과제도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살릴 수 있게 된다. (2019년 11월18일)

나의 추세로서는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보여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노력을 기울일 때

출처: https://www.shelter.jp/news/

진다.

라고 생각한다.

main/5816
*제재(製材) : 제1의미는 벌채한 나무를 각목과 판재
가공 하는 것이고, 제2의미는 통나무와 원목을 절삭
가공하여 치수를 조정 한 목재 제품을 말한다 .
인용: https://ja.wikipedia.org/wiki/製材

주식회사 오바야시구미는 그룹의 지속적인 성
장을 향한 차세대형 연수 시설로서 일본 최초이
자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구조 부재(기둥·들
보·바닥·벽) 모두를 목재로 하는 고층 순목조
내화 건축물의 건설에 착수한다.
이 연수 시설은 자유롭고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기둥 등의 구조부에 일본산 목재를 사용한 목질

을 유발하여 새로운 혁신과 기업 문화를 만들어

계 구조 부재를 사용하고, 내장부에도 일본산

내는 것을 컨셉으로 한 차세대 교육 시설로, 이

목재를 사용해 삼림자원 순환을 통한 지구환경

개념의 실현을 위해 일본 최초의 고층 순 목조

유지, 거주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거주공간

내화 건축물을 건설한다고 한다. 목질화된 공간

제공을 목표로 한다. (2020년 3월 2일)

이 가져다 주는 휴식 효과와 조습 효과 이외에

출처: https://www.nomura-re.co.jp/cfiles/

바람, 빛, 향기 등 자연을 캡처하는 디자인과 기

news/n2020022701674.pdf

술이 이용자의 건강과 쾌적성을 높이고 교육 효
과의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자체 개발한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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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쉘터는 일본 최초로 제재를 주요 구조

트 빌딩 관리 시스템과 이용자의 생체 데이터를

부에 사용한 고층 목조 프로젝트로 센다이역 동

연결, 생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쾌적한 연수·숙

쪽 출구에 순목조 7층 빌딩을 건설한다.

박 환경을 제공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일반 유통재인 JAS제재*를

또한 건물의 외피 부하를 최소화하고 자연 에너

주요 구조부에 사용하는데, 이것은 일본 전국

지를 적극 활용하여 일반 건물에 비해 에너지

어느 지역에서도 현지의 나무로 고층 빌딩을 지

소비량이 50% 이하가 될 ZEB Ready (넷제로

을 수 있는 기술을 정비하는 목적이 있다.

에너지빌딩 레디)을 실현하고 LEED 인증 취득

목조 고층건축은 집성재의 사용이 일반적이나,

을 목표로 한다. (2019년 7월 23일)

집성재 공장의 정비 상황에는 지역 차이가 있는

출처: https://www.obayashi.co.jp/news/

것이 현실이고, 제재는 집성재에 비해 인프라의

detail/news20190723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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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tain Wall 산책

아름다운 외장이 돋보이는

보리소프 축구경기장

Football Stadium Arena Borisov

location
Borisov, Belarus
status
commission 2010
construction 2011
completion 2014
program
football stadium + public program
type
public + private

자료제공 : OFIS 건축설계사무소

client
FC Bate
County of Borisov
Engineering and local office
Magnus Group
area
public program 3.628 m2, offices 480 m2, service 2.000
m2
capacity
audience 13.000 seats, VIP 620 seats, press seats
100, parking spaces 800
structure
steel, reinforced concrete; roof structure- metal beams
with aluminium cladding
facade
Aluminium cladding(euramax)
project team
project leaders
Rok Oman, Spela Videcnik
project team
Janez Martincic, Rok Gerbec, Andrej Gregoric,
Konstantine Bogoslavsky, Janja Del Linz, Katja Aljaz,
Ana Kosi, Ieva Cicenaite, Grzegorz Ostrowski, Filip
Knapczyk, Sergio Silva Santos
collaborators
Lorna Jackson, Patrycja Majewska, Rita Dolmany,
Dusan Chobor, Darko Ivanovski, Alex Manecan,
Catalina Severin, Michele Albone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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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tain Wall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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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패널이 외피에 적용된 보리소프 축구장은 유럽 벨라루스에 위

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다. 좌석은 측면을 따라 17 열로, 짧은

치하고 있다.

측면을 따라 27-28 열로 경기장 주변에 배치되었다. 상단 서쪽 갤러리는

축구경기장인 아레나 보리소프의 컨셉은 현장에 있는 기존의 나무들을

기자실을 위해 사용된다. 40 명의 기자를 위한 좌석과 테이블이 있으며

최대한 유지하면서 자연적인 지형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었다.

프레스룸과 믹스 존으로 바로 연결되는 계단이 있다. 동쪽에는 250 석의

1만3천석 외에 추가로 3,000㎡의 공용 공간이 있으며 UEFA 분류에 따

좌석과 바,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있는 VIP 스탠드가 잇달아 배치되었다.

라 별 4 개에 해당하는 축구경기장이다.

VIP는 자동차 진입로가 있는 입구에서 엘리베이터를 통해 직접 출입 할

주차와 교통은 숲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수 있다. 선수들은 팀 버스와 주차장으로 가는 통로가 있는 하부 플랫폼

경기장은 통일 된 둥근 돔을 형성하여 하나의 밀폐 된 물체의 느낌을

에서 별도의 접근이 가능하다. 현장의 각 진입점에는 두 개의 탈의실, 혼

준다.

합 구역, 물리 치료 및 도핑 제어 공간이 있다.

외피는 스타디움 뼈대 위로 당겨진 천공 직물의 인상을 준다.
외피와 골조 사이의 공간은 상점, 바, 서비스, 화장실, 사무실, VIP, 언론

서쪽 스탠드 구역 아래에는 서비스 시설이 있는 4 개 층, 동쪽 아래 3 개

등이 배치되었다.

층이 있다. 방문객을 위한 로비는 1 층에 있으며 4 개의 계단 액세스 포

내부적으로 둥근 경기장은 좋은 음향을 제공하고 게임 중에 플레이어와

인트가 있다. 경기장은 자연적으로 환기가 이루어져 열이 머물지 않도록

팬 모두로부터 외향적인 분위기를 장려하지만 훈련 시간 동안에는 훈련

했다. 경기장 내부 공간에는 방문객의 화장실, 바, 구급실 및 구금 시설이

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있으며 하프 타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3.000㎡의 공공장소는

경기장은 남북방향으로 배치되었고, 면적은 85x105m이며 68x105m

구조물의 북쪽, 남쪽 및 동쪽 끝의 지상에 배치되었다. 동쪽에는 레스토

가 경기에 사용된다. 나머지 공간은 광고 화면, 사진 작가 및 카메라를 설

랑과 볼링장이 있다. 레스토랑은 경기 중에 VIP를 위한 식사를 준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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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로비에 있는 VIP 라운지와 바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엘리베이터

public space and are classified 4 stars according to UEFA

가 있다. 남쪽에는 공공 피트니스 / 체육관 스튜디오가 있다. 다른 공용

categorization. Traffic and parking is organised between

공간은 다양한 상업 활동을 위해 설계되었다. 모든 레스토랑은 공용 플랫

the forrest. The arena forms a unified rounded dome, giving

폼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플랫폼 주변에는 원형 보행자 광장이 있으며 주

the impression of a single enclosed object. The Skin of the

변 원형 교차로 및 만남의 공간이 있다. 주차장은 기존의 산림에 포함되

dome gives an impression of a fragile stretched perforated

어 배치하였다.

textile pulled over the stadium skeleton. The covered space

이 독특한 축구경기장의 외장재는 유라막스의 알루미늄 패널이 적용되

between the skin and the tribunes is a public street-a

었다.

vestibule with public program (shops, bars, services, toilets)
and galleries above (offices, VIP,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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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takes into account the natural advantages of

Internally, the rounded arena provides good acoustics and

the location and the existing interventions within the terrain,

encourages an extrovert atmosphere from the players and

while maintaining as many of the existing trees on site as

the fans alike during the game, but focuses concentration

possible. Besides 13.000 seats there is additional 3.000㎡ of

during training time. The playing surface has N-S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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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 total area of 85x105 m, on which 68x105m is used

The foyer for visitors is located on the first floor level and has

for playing. The remaining area allows enough space for

4 stairway access points. It is a covered plateau, naturally

the installation of advertising screens, photographers and

ventilated and unheated. Extending all around the inner

cameras. The seats are arranged around the playing field

stadium arena, this space contains the visitor’s toilets, bars,

in rows of 17 along the sides and rows of 27-28 along the

first-aid room and detention: it is a place to break during

short sides. The upper west gallery is reserved for press

half-time. 3.000㎡ of public program is distributed at ground

cabins, with seats and tables for 40 journalists and direct

level on the north, south and east ends of the structure. In

stair access to the press room and mix zone. In the east are

the east, a restaurant and bowling area are located. The

the VIP stands, with 250 seats and bar and entertainment

restaurant prepares meals for the VIP during the match, with

spaces. The VIP is accessed directly via an elevator from

a service elevator for catering to the VIP lounge and bar

the entrance area with a car driveway. The athletes have a

within its public foyer. In the south, there are public fitness/

separate access on the lower platform, with passage to team

gym studios. Other public area spaces are designed for

buses and parking. At each entry point to the field are two

various commercial activities. All restaurants have access

dressing rooms, mix zone, physiotherapy and a space for

from the public platform. Around the platform is a rounded

doping control.

pedestrian square, as a peripheral roundabout and meeting
area. Parking pockets are organized into the existing forest

There are 4 floors with extra program and service facilities

area.

under the west stand area and 3 floors under the east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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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 기술을 갖춘 세계 최초의 사진미술관

서울사진미술관

터키 건축가 오즈누르 피나르 체 (Öznur Pınar Çer)가 설립하여 운영 중인 회사 마스크 아
키텍츠 (MASK Architect)는, 자체 사진촬영 기술을 갖춘 세계 최초의 사진미술관 (대한민국
서울에 건설 중)을 설계하였다. ‘서울사진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할 이 미술관은 최초의
‘카메라 옵스큐라 (camera obscura: 바늘구멍 사진기)’ 사진미술관으로, 여기서는, 카메라
옵스큐라 구조물에 대해 간단하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카메라 옵스큐라는
미술관 그 자체이며, 이 미술관의 옥상 카메라와 전시실 바늘구멍을 사용하여 서울의 현재 스
카이라인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방문객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자료제공 : MASK Architect

지구에서 가장 큰 카메라는 서울에 있다!
사진미술관의 목적은 사진을 전시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카메라를 만들
고, 과거·현재·미래를 결합하여 방문객들이 결코 잊지 못할 경험을 창조하는 ‘카메라 옵스큐
라 (camera obscura: 바늘구멍 사진기)’를 옥상에 설치하여 사진예술과 대한민국 수도 서울
의 진가를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진은 우리의 추억을 소중하게 만들고 이러한
추억을 한 순간에 고정하며, 삶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속적이고 빠르게 지나간다. 디지털에
서 아날로그까지, 현미경 사진에서 위성 영상에 이르기까지, 사진기술은 이처럼 매우 짧은 순
간을 포착해 왔다.
또한, 이보다 더 전에는 사진기술의 시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카메라 옵스큐라’가 존재하였
다. 근본적으로는 카메라 속성의 첫 번째 혁신을 제시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큰 카메라를 서울
에 설치하여 현지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획기적인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모든 연령과 직업의 방문객들이 전세계에서 서울의 활기찬 문화 현장에 참여하고 서울 사진
미술관을 방문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카메라 옵스큐라는 서울의 경제·관광 흐름을 활성화할
것이다.

서울사진미술관 옥상에 설치될 ‘카메라 옵스큐라’
2023년 6월 개관 예정인 서울사진미술관은 서울 북동부의 도봉구 문화예술단지에 건설 중
이며, 마스크 아키텍츠의 ‘카메라 옵스큐라’는 서울의 역사와 서울이 혁신과 전통의 균형을
유지해온 방식을 문서로 정리하여 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띠고 있다. 이 카
메라 옵스큐라는 당사가 설계하여 설치할 옥상 구조물로, 여기서는 전시실에서 서울의 발전
하는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는 동시에 건물 내 전시장 상단을 통해 하늘 공간을 볼 수
있는 이상적인 구조를 띠게 된다.
본 프로젝트의 디자이너 오즈누르 피나르 체는, “본 프로젝트는 서울사진미술관 옥상 위와
전시실 위에 ‘카메라 옵스큐라’를 설치하여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이를 통해, 서울의 변화와 발전상이 담긴 모습들을 방문객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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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kish Architect Öznur Pınar Çer’s firm MASK Architects
has designed ‘’ The First Art and Photograpy Museum in the
World which has taken a picture by itself in Seoul. Named ‘’
The First Camera Obscura Photographic Art Museum ‘’, we
can think about this installation in a simple and fun way: it
is the museum itself, with its roof-top camera and pinholes
in exhibition rooms, who are taking a picture of the present
skyline of Seoul and showing it to the visitor.

THE BIGGEST CAMERA ON PLANET EARTH IS IN SEOUL!
Isn’t the purpose of a Photography Museum to celebrate
Photography? So why not create the biggest camera on
planet Earth and celebrate the art of photography and
the city of Seoul with an installation of a rooftop ‘Camera
시설물은 옛 모습과 최신 기술을 결합하여, 서울사진미술관을 방문하는

대조를 이룬다. 당사의 임시 설치미술품과, 외부 정면에 나타나는 밤은,

Obscura’ that marries past, present, and future into an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교육을 동시에 제공하는 사명에 가치를 더한다. 이

빛의 패턴과 변화하는 색상이, 매개변수적 건축언어가 반영된 막의 유연

experience that visitors will never forget. Photography makes

디자인은 사진작가들과 일반 대중 모두의 관심을 끌 것이며, 랜드마크가

한 움직임에 반응하는 몽환적인 풍경을 나타낸다. 전면 바닥면에는 스크

our memories valuable, fixing them for a moment, while life

되는 동시에 서울사진미술관이 서울 최초의 사진미술관이라는 사실을 분

린이 설치되어, 야간에는 관람객들에게 좋은 분위기를 연출할 것이다. 외

keeps rolling rapidly in time. From digital to analogical, from

명하게 나타낼 것이다. 또한, 이처럼 교육과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함으

부 조명 디자인은 분할된 조명 광선에서 빛나는 유동체에 이르는 놀라운

microscopic pictures to satellite images, Photography has

로써, 사진기술의 역사와 미래를 같은 장소에 나타내는 동시에 이 미술관

경로를 따라 밤낮으로 이어질 것이다.

bee n freezing those fleeting moments. And, before all that,
there was what we can call the grandmother of Photography,

건물을 과거와 미래를 완벽한 융합체로 소개하며, 당사는 이를 현대 서울
에서 번영하는 가치라고 생각한다.”라고 소개하였다.

은색 알루미늄 외장재 패널의 직사각형 공간 프레임 구조 시스템

the ‘Camera Obscura.’ And it is to this origin that we want

당사의 카메라 옵스큐라를 통해, 서울사진미술관은 서울 최초로 이처럼

서울사진미술관의 주요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코어 (계단, 엘리베이터,

to come back to present the first innovation of the camera

특별하고 매력적인 디자인을 도입할 공공 건물이 될 것이다. 당사에서 제

화장실 벽), 철골공간 골조 구조물 (주요 골조), 복합 보, 데크가 혼합된

properties and give both locals and tourists a landmark

안하는 핵심 가치 중 하나는, 서울 시민들에게 사진의 세계를 훌륭하게

구조이다. 건물의 외피는 건물의 외부 조명을 위한 공동 조명요소가 있는

experience that will provide Seoul with the Biggest Camera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시설물인 ‘카메라 옵스큐라’를 사용하여 서울사진

은색 알루미늄 클래딩 패널의 직사각형으로 덮여 있다. 스페이스 프레임

on Planet Earth. Our installation will also boost the city’s

미술관 건물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 미술관 공간 주변에

은, 스페이스 프레임을 주요 구조요소로 활용하는 장치인 특수 강철 튜브

economy and tourism flow, as visitors from all around the

서 있는 방문객들은 햇빛만 있으면 되는 기술을 사용하여 구름 사이를 가

및 노드로 구성된다. 클래딩은 특수 제작된 다양한 패널로 구성된 커튼월

world, and all ages and profession, come to participate in

상으로 걸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카메라의 렌즈를 기울여 서울의 도시 풍

시스템이다. 한 예로, 심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당사는 청소가 용이한 외

Seoul’s vibrant cultural scene and have the Museum’s as one

경을 볼 수도 있으며, 방문객들은 새로운 현실을 체험하고 서울의 생생한

부 클래딩 재료를 집중적으로 물색하였다.

of the main incentive s for their visit.

사진을 감상할 수도 있다.

또한, 클래딩은 회색을 사용할 것이다. 은색 알루미늄 클래딩 패널의 직

‘Camera Obscura’ on Seoul Photographic Art Museum roof-

각 부분이 돌출되며, 흙먼지가 묻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모든 건물 시

top.

and tradition. Our ‘Camera Obscura’ rooftop installation is an

외부 조명 디자인

스템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수명이 길며 유지관리 노력이 적게 소요되도

Seoul Photographic Art Museum is located on the cultural

ideal way to showcase the developing skyline of Seoul’s city

외부 조명의 디자인은 우아함과 매끄러움에 의해 결정된다. 표면에 있는

록 설정된다. 바닥의 구조는 강철 슬래브이므로, 두 개의 서로 다른 구

and art facilities of Dobong-g u in the Northeastern part

view at the exhibition rooms and showcase the sky view at

수천 개의 밝은 화소 (pixel)는, 방문객들에게 몽환적이고 별이 빛나는 하

조 시스템이 각자의 특성을 결합하여 함께 작동하는 훌륭한 혼합 구조

of the city, and our ‘camera Obscura ‘ has the mission of

the top of the exhibition area in the building.

늘을 연상시킨다. 조명 패턴은 외부 표면의 구조 패턴을 따른다. 파도 형

를 제공한다. 여기서 이러한 특성으로는 콘크리트의 강성과 강철의 다

documenting and provid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Seoul’s

Project Designer’s Öznur Pınar Çer says ‘’ This project

태의 이 구조는, 직사각형의 은색 앞면 무늬를 띤 결정체 외관과 뚜렷한

기능성이 있다.

history and the way it has managed to balance innovation

aims to create a new experience for visitors by cr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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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mera Obscura’ installation on top of the museum’s

as a great introduction to the world of Photography for the

roof and exhibition rooms, would present for the visitor’s

citizens of Seoul. Visitors that stand around the gallery space

snapshots from Seoul’s changing and developing the city.

will allow them to virtually walk among the clouds, using a

The installation brings together a synthesis of ancient and

technology that requires nothing but sunshine. Moreover, by

new technology that adds value to the Seoul Photographic

tilting the lens of the camera, we will also be able to show

Art Museum’s mission of entertaining while educating

segments of Seoul’s urban landscape, immersing visitors

its audience. This design will attract the interest of both

in a new reality and making them participate in actual living

photographers and the general public making it a landmark

photography of the city.

and underlining the fact that the museum is actually the
first Photographic Art Museum in Seoul. The combination

WHAT IS A CAMERA OBSCURA?

of education and entertainment also brings the history and

Camera obscura (from Latin, meaning “darkened room”) is a

future of Photography in the same place and at the same

device that varies in size and can take the shape of a box or

time in a way that will make the Museum’s building a perfect

a whole room. A hole has been pierced on one of the sides

synthesis of past and future that we find is a thriving value in

or walls which lets the light into the box or room, projecting

HOW DOES THE CAMERA OBSCURA WORK ?

sky images on the middle of the gallery space on the

contemporary Seoul.’’

the image on the other opposite wall or side. The device has

A Law of Optics that the ancients had already discovered

event and educational programs. Its could be arranged by

Our Camera Obscura will turn Seoul Photographic Art

been used in the past in science fairs and even as a circus

serves as the base for the Camera Obscura mechanism.

controlling with the computer. Thus the interior of the cloud

Museum into the first public building in Seoul to host such a

attraction, which makes it favourite for any kind of public.

Namely, light travels in a straight line, but when some of

chamber has trees, clouds, and blue sky projected across

special and attractive design. One of the key values of our

There are more complex camera obscuras that use mirrors to

the rays pass through a small hole pierced on thin material,

the white cement walls on exhibition 3-4 area and gallery

proposal is to enhance the educational role of the building

project image upwards and right-side-up, and they can also

instead of scattering, the rays cross the hole and reshape

space which is located at the centre of the building.

by using an invention, the ‘Camera Obscura’ which also work

have lenses sometimes.

on the opposite wall (any flat surface held parallel to the

At the top of the building, we will mount a plain mirror,

hole) as an upside-down image. This peculiar phenomenon

protected by a hood and a window-pane. The mirror is

was described already the manuscripts of Leonardo da

angled so that natural light reflects downwards into the

Vinci in the 15th century and by the mid-sixteenth century,

tower. The light will pass through three lenses, bringing the

lenses had begun to be used to increase the brightness and

focus onto the gallery space. The lenses also switch the sky

sharpness of the image.

view so that it appears upside down on the gallery space.
The mechanism will be adaptable and orientable , according

HOW DOES THE ‘CAMERA OBSCURA’ WORK INSIDE THE

to the exhibition events. When the main gallery space is

MUSEUM

darkened, our eyes adjust to the light and we will see the

One of the systems comprised of two lenses and a large

reflected images.

periscope mirror was installed on the very top of th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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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closable and openable system. when Its area needs

WHAT IS THE PURPOSE OF THE CAMERA OBSCURA IN OUR

a dark area, the pinhole will be closed to provide a dark

BUILDING

atmosphere for exhibition. On event, the pinhole will be open

The main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use the structure and

to show visitors how it could be to realize a real camera. This

shape of the building itself as a big camera. The camera

system provides a great event and experience for users.

obscura idea on the top of the building will project the wide

At the top of the roof surface on the west side has a mirror

sky that could be seen from the roof. It can also be used

was used to reflect the inverted image so it provides appears

on the west and east surfaces of the building, which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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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conomic growth for the residents of the Northeastern
region. Moreover, local residents, professional and amateur
photographers will have the chance to profit from the
museum’s collections and exhibitions. And all these cases,
the ground floor space, in which the Camera Obscura would
project the outside images, will be used for festivals, forums,
and exhibitions that will further enhance the dynamic and
lively nature of our installation.

ABOUT THE FORM CONCEPT
“Photographic Art Museum Design ‘ sets itself in contrast
to the block-like structures t hat surround it in Seoul, Korea.
At the same time, this cultural center takes INSPIRATION
from TAEKKYEON which is a traditional Korean martial art
that makes use of fluid, rhythmic dance-like movements
to strike or trip up an opponent. On the front side of the
building we can experience a cantilever movement through
the south side that represents a KICK OF THE HUMAN
such as TAEKKYEON dance movements, which are fluid,
organic and strong in their emphasis. This has in its front a
spectacular trapezoid in movement, different in every angle:
an open form that invites the public into its space. The
overhanging structures on the front of the building double
up as projecting roofs, guiding the visitor into the orientation
area, Ticket hall, cafe and bookstore hall. The exposed steel
structure appears like a huge sculpture with decoratively
alternating light and shadow on the wide forecourt. Each of
the angles of the building provide a different perspective
on a different angle so that visitors can share the exciting
allow the Camera to show Seoul’s urban landscape across

feeling the building communicates while they are surrounded

the gallery space.

by its infrastructure. The overlapping, curved contours on

Now, just by walking on the gallery space that is in the centre

the surface break out of the orthogonal urban grid pattern,

of the building, visitors can experience in real-time lively

attracting visitors magically.

scenes of the surrounding Seoul city. This kind of scientific

Museum Design’s fluid architecture embodies an enlightened

device will give a wonderful experience for all kinds of local

philosophical framework. T he centre’s fluid exterior surfaces

public, making the visit a must for any tourist that happens to

rise from its surroundings to define a series of exhibition,

visit the city. In relation to the local and national visitors, this

education, and research spaces within, inviting the urban

installation will expand the educational opportunities, cultural

fabric of the city into the heart of building. The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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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es up to 22 meters in height and covers an area of 84 5

made openable, closable, and adjustable for the times in

Architecture Firm : MASK Architects

square meters footprint closed area. Inside, the center of

which there will be need of daylight in that area.

Website : https://maskarchitects.com
Contact e-mail : mask@maskarchitects.com

the building has an impressive spiral staircase that leads

Firm Location : Frankfurt,Italy,Turkey

to the four-floors of the exhibition and education level as a

INTERIOR LIGHTING DESIGN

continuous and fluent design. The dynamic stair sculpture

We will develop a characteristic feeling of unison between

not only connects the exhibitions and education levels

fluid forms, daylight, and lighting at the Photographic Art

between the orientation zone but also acts as a stage for t he

Museum Design. Linear louvers follow the conceptual grid

Lead Architects : Öznur Pınar Çer

flow of movement through the ‘vertical decorative element‘.

and filter the sunlight—ensuring a soft light for the structural

Lead Architects e-mail : oznurpinar.cer@maskarchitects.com

In total 6,658.92 gross square meter on the museum’s

curves. Electrical lighting is concealed wherever possible.

Lead Designer and Project Architect : Öznur Pınar ÇER

four floors where you can enjoy in real lifetime the photo

The black stairways create an intense contrast with their

Technical Team : Danilo Petta, Sohyun Jeon, Ernesto Estrella Cozar

experience and exhibitions of classic examples of ‘Camera

white luminous underside. Diffuse light flows through the

Obscura.’ The exhibition part will be comprised of optical

building and builds a calm counterpoint to the dynamic lines

illusions, puzzles, etc., providing guests with dizzying

and the black and white material contrast. Homogeneous

alternate realities and tricks for the mind and the senses.

basic illumination is ensured by dimmable fluorescent

Gamification will be a key element of these exhibitions.

lamps fitted behind light-scattering translucent acrylic glass

Visitors are encouraged to get involved wit h everything, play

on either side of the entire length of the decorative ceiling

with it all, and unlike a lot of learning centers, there is nothing

design line. Aluminium louvers on ground floor serve as

daylight conditions. The stairs and pathways hugging the

SPACE FRAME STRUCTURE SYSTEM WITH RECTANGULAR OF

in this one you are not allowed to touch. Its interior will be

sunshades, regulated by the intelligent light management

walls or freely spanning the room are turned into carriers of

SILVERY ALUMINIUM CLAD DING PANEL

distributed over the 3rd and 4th floors, that hosts a wide

system in response to the position of the sun and the

light themselves. Their translucently shimmering undersides

The main structure of the Photographic Art Museum is a mix

variety of artworks of over 1,435 square meters of exhibition.

required lighting. The system also controls the light output of

fitted with fluorescent lamps behind light-scattering foil and

of reinforced concrete core (stairs,lifts and Wc walls), steel

It s particular external form does not allow the entry of the

the Luminaires. This ensures a perfect mixture of natural and

acrylic glass take on the appearance of boxes of light.

space frame structures (main frame) and composite beams

light. However, some of the exterior facade panels would be

artificial light that can be adjusted according to the ex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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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Area : 2,500 m2
Gross Built Area : 6,658.92 m2
Project location: 70,Madeul-ro 13-gil, Dubong, Seoul

Clients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ngineering : Mask Architects
Landscape : Mask Architects
Consultants : Tümer design Studio – Sertaç Tümer
Collaborators Local Architecture Office : SOBO Architects

and decks. The skin of the building is clad with rectangular

EXTERIOR LIGHTING DESIGN

of silvery aluminium cladding panel with joint lighting

The design of the exterior lighting is driven by fluidity and

elements for the exterior lightings of the building. The s pace

seamlessness. Thousands of light pixels on the surface

frame is composed of a special steel tube-and-nodes that

remind the audience of a dream-like starry sky. Light patterns

was devices to utilize a space frame as its main structural

are following the structure pattern on the exterior surface.

element; the cladding is a curtain wall system comprised of

These waves stand in clear contrast to the crystalline exterior

various specially fabricated panels. We focused, for example,

with the rectangular silvery facade pattern. Our temporary

on easy-to-clean external cladding materials because of the

art installation and night shown on the exterior facade

heavy air pollution. Moreover, the cladding will be gray. The

represents a dream-like landscape in which light patterns

rectangulars of silvery aluminium cladding panel come up

and changeable colours react to the flexible movement o f a

and will be dirt- repellent. In general, all building systems

membrane while embedded in her parametric architectural

are chosen to have high durability and a long lifetime and

language. The installation of the screen on the front bottom

low maintenance efforts. The floor’s structure is steel slab,

surface will represent a nice atmosphere for visitors during

thus providing a great mixed structure, in which two different

the night. The exterior lighting design will be tracing a

structural systems work together by combining its properties,

remarkable path from fragmented light line s to a luminous

in this case, the stiffness of the concrete and the versatility of

fluidity by day and night.

the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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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아키텍쳐가 설계한 ‘Oasys’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중심부의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한다. Oasys는 열·자외선·소음·바람을 막아

배정된 공간에 오아시스로 조성될 계획이며, 마스크아키텍쳐는 이 공간

주는 장벽 역활로 설계되었다.

을 아부다비 주민들을 위한 편안한 생활공간으로 전환할 것이다. 개발도

OASYS + SYSTEM

상국에 그러한 공간이 조성되도록 이러한 조치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다.

주위의 야자수를 심어 조성한 모듈식 구조 시스템인 Oasys는 야자수 잎

아부다비는 활기차고 다채로운 도시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

에서 영감을 받아 실제 오아시스로 조성되었다. 주변 구역에서 보았을

에 따라 아부다비가 번성할 수 있도록 관광·교육·금융·문화 산업이 성장

때, Oasys는 독창적인 미적 외관을 갖추고 있는 동시에 지역 문화유산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사는 실외 열쾌적 설비와, 기후 변화

역사 및 현대적 디자인의 풍경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미 발견할 수 있다.

에서 도시 개발과 사회에 이르는 각종 위협이 완화될 분야가, 공공·개인
자료제공 : Mask Architects

공간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Oasys의 ‘오아시스’ 디자인 개념은, 도시 한가운데에 진정한 오아시스
를 조성하는 동시에 더 푸른 도시로 변화시킬 필요에 따라 탄생한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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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아키텍쳐는 아부다비 주민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옥

다. 즉, Oasys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고려하여 설계된 것이다. 또한,

외 공간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보다 환경적

마스크아키텍쳐는 아부다비 주변에 ‘Oasys 디자인 개념’을 보급하여 아

으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하게 해줄 오아시스를 설계하였다. 주민들이 옥

부다비를 녹색 도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유연하고 교체 가능

외 공간과 상호 작용하려는 욕구를 증진함으로써 이들이 주변 환경과 사

한 디자인 선뿐 아니라 모든 실외 기능도 ‘Oasys’ 개념에 손쉽게 적용할

회적·육체적으로 교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마스크아키

수 있다. 이 개념은 휴식 공간의 섬 역할을 하는 허브·중심점의 네트워크

텍쳐는 기온이 과도하게 높은 주변 지역으로부터의 피난처 역할을 할 다

를 형성하기 위해 쉽게 모방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집단과 커뮤니티를

용도 공간을 설계한 것이다. 이 공간에는 임시 팝업 스탠드, 카페, 휴식공

위한 사교·사회 공동체 역할을 한다. 모듈식 설계에 따라, 각 모듈을 필

간, 전시장, 자연 휴양지 등이 조성될 수 있다. 당사가 설계한 Oasys는,

요에 따라 확장할 수 있으며, 모든 규모와 환경의 각종 공간에서 구현할

이 지역의 이러한 환경에서 직면하는 현대 도시·사회 공간 개발의 모든

수 있는 야자수 형태의 구조를 분류할 수 있다. 모든 저수장비와 필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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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s more effectively in their daily routines. It is important

can see that already it has a unique aesthetic look from the

that we keep the residents socially and physically engaged

surrounding areas as well as keeping in touch with the local

with their surroundings by increasing their desire to interact

cultural heritage and landscape of historical and modern

with outdoor spaces. So we have designed a multi-use

design.

space in which it will act as a refuge from the surrounding

The “Oasis” design concept has been influenced by the

areas that are overheated. There can be temporary pop up

need to create a greener city as well as creating a real oasis

stands, cafes, sitting areas, exhibitions sites, nature retreats

in the middle of the city.The Oasis is designed not only for

etc. The Oasis we have created answers all the issues of

today, but for the future in mind too. We also offer to distribute

modern urban and social space development that we face

the ‘The Oasys design concept’ around Abu Dhabi to make

in such environments in the region. Our design stands as a

the city greener. Besides the the flexible and replaceable

barrier from heat, UV rays, noise and wind.

design line, any outdoor functions are adapted easily into

The Artificial Breathing Palm modular structure system,

‘Oasys’ conceptA mechanism that can be replicated easily

‘Oasys’ is inspired by palm leaves to create a real oasis. You

to form a network of hubs and centre points in which they act

비를 수용하는 기반시설은 냉각이 필요한 지정된 토지에 먼저 설치된다.
Oasys의 설치 모듈은 필요할 때 임시로 또는 5~10월의 혹서기에 사용
할 수 있으며,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We have designed The ‘Oasys’ as an Oasis that is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city to our allocated space in which we
will transform the space into a comfortable habitable area
for the residents of Abu Dhabi. We see and realise the need
for such measures to be taken to create such spaces in our
developing societies. As Abu Dhabi seeks to grow its vibrant
and diverse city, it can be seen that it has growing industries
in tourism, education, finance and culture that allows Abu
Dhabi to thrive. So we agree that outdoor thermal comfort
instalments are important to public and private spaces as
well as the sectors that will see an ease of threat from climate
change to urban development and society.
We have designed an Oasis that protects Abu Dhabi’s
residents and to make their lives more environmentally
sustainable and healthy for them to be able to use out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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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slands of rest places, socialising and sociable communal

area. We wanted to create cool and breathable outdoor

for the collective and community.The modular design allows

spaces. We will collect and harvest solar energy with solar

groupings of the palm structures that can be implemented in

panels placed on the roofs of the palms. With the foundation

various and multiple spaces of all scales and environments

housing storage units, we will be able to store electricity as

as each module is scalable to need. The foundations that

well as able to distribute it at outlet points. With the palms

house all the water storage and vital equipment will be set

and branches of the structure, it allows protection from

up first to the appointed land where cooling is required. Our

wind and sound. We would like to block out all external

installation modules can be temporary as to when needed

effects from the surrounding area and stop it entering the

and focus on the shoulder months of May to October as well

space, as wind and noise. This allows creating a calm and

as permanent.

peaceful environment. We also will have trees surrounding

The palm canopies are underlined with nozzles that spray

the structure to create an extra-eco space. This will also help

mist into the air to create a cooler environment. This in return

with deflecting wind and sound and creating fresh air and

will keep the temperature low and controllable in the Oasis

creating a habitat and sanctuary for birds.
When it turns dark, the lights come on. Fitted under the
palms are lights that will be interactive. They will be used
to create a mood setting environment for each and any
occasion. Blue lights on the modules will resemble the Sky,
as the yellow lights represent the Sun and green is also
a reflection on the Ecology. ‘The Artificial Breathing Palm
modular structure system´ will act as a , the atmosphere
would also be an Exhibition space for Art Installations,
design weeks and so on, we are sure that the atmosphere
will excite the users from children to the elder people.

Foundation base on nominated land around Abu Dhabi
The advantage of the flexible modular system design is that
the foundation base will house all of the functional technical
data (water and and electric supplier pipes and the steel
structure) will be distributed and and built up on all selected
and marked land to provide a network of foundations for
future requirements.Briefly, we are to offer a service to set
up the base foundations on all nominated land area for the
Cooling Design around Abu Dhabi.After we have built and
distributed the foundations on nominated land, we will have
a network grid of foundation bases ready, meanwhile the
land can and will be used as any public zone, ready for
when the site needs any cooling system. The proce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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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 up the system is very easy and quick as we already

modules which are A, B, C, D and E. With this in mind,

have foundations set up with the essential equipment (water,

our structure can be set up to any variation needed and

electric and structure requirements).

necessary for the space it is intended for. All our modules

While our structures can be temporary, it is important that

can connect together with their different scales to create

we are able to keep them up to create a spatial area for

unique spaces. We can group each module in different

permanent social spaces.

variations and customise each design layout and make it a
bespoke setup for its intended use at each space. With this

Individually and as a group on Land with different functions.

function, the design and setup is scalable to any area size

At the same time, the modular variation can be used

required. This allows it to be mobile in any space or land of

in groups, or they can even be distributed individually

Abu Dhabi in which this cooling system is required.Modular

of the custom-patterned-perforated and illuminated metal

depending on required variations and use in the public

branch pieces will provide a variety height creation with

surfaces that have a Custom Designed Cooling Nebulizing

space.As you can see, the area under the canopy can

using the modules A,B,C,D and E to create a different height

Nozzle with Fun System.

provide many different functions of social space for example

requirements on an outdoor comfort conditions.Inside of the

The nozzles and lighting circles are mixed randomly together

sitting, cafe, playground, open-reading zone...etc.So our

branch will have a space to technical equipments to provide

to provide different variation.Custom Designed Cooling

design will provide any requirements with the option of

a clear and order construction technique and modifying.

Nebulizing Nozzle with Fun System high-pressure misting

flexibility, expand-ability, development and open design

The foundation base will house all of the functional technical

fans on the land that are extremely effective in lowering the

solution.

data (water and electric suppliers pipes and the steel

equipment for the mist cooling system and steel construction

temperature on an outdoor patio by up to 30 degrees. These

structure) will be distributed and and built up on all the

elements of the Oasys structure. The foundation also provides

misting fans are equipped with Custom Designed Cooling

Modular System that can extendable by adding branch pieces

selected and marked land to provide a network of foundations

housing for the water tank and solar energy collector which

Nebulizing Nozzle with a Fun System that releases a fine

We have different dimensions and scales based on 5

for future requirements. The foundation has all required

comes from the solar panels located on the roof.

mist of water into the air. The water mist evaporates when
contacting the air to provide maximum cooling witho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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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Section with mist Cooling System in Structure

residual effects of moisture or wetting the ground. The high

The main body of the steel structure is connected with

pressure misting fans will enable citizens to spend countless

the concrete foundation at basement level. Each Oasys

hours outside, even amidst extreme heat and humidity.High

system has a main steel structure in the middle of the body.

pressure systems can more effectively control odours and

Interconnecting beams that are joined through the main steel

dust.

structure are all run through the middle. Therefore, all loads

Mist can also clean the surrounding area away from dust,

which are dead and live are transferring with the main steel

smoke, and other common pollutants. High-pressure

structure of the body centrally.

systems will bring immense relief to pets suffering from

We created a double layered surface to create a gap

oppressive heat. Battery powered and self-powering water

between the main steel structure and the finished cladding

timers, ACP Controller, flow meter, time, pressure and

material. The gap will provide exterior dote lighting

temperature sensors are also available in our Oasys system.

equipment requirements, it will be illuminated by lighting.

Through the smart temperature sensor, it can provide

Exterior cladding material is 30% glossed-transparency

different high-pressures according to the requirement of the

material, with the double layered gap that will provide a

outdoor comfort conditions. All systems will be adjustable

deepness perception.

and controllable by technological advancement (Smartphone

When you look at the bottom surfaces, we have 26 pieces

applications and arduino electronic c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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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를 높이고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

제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조종사 안전·편의 최우선 고려

결한 바 있다.

(변경) 최소면적기준 삭제

*	(현행) 냉방 및 난방 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확대 운영

올해 실무자와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전담조
직(T/F)’을 3차례 운영하여 아래와 같이 협력방안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

다만, 면허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사람은 조종

안전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종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면허취소,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불이익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한다고 밝혔다.

은 없다.

’20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의 시행으로 내년부터 인증건수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가 대폭 상승할 것에 대비하여, 원활한 인증 수행 및 인증 소요기간 단축
등으로 국민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인증기관을 추가 지정한다.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이용되는 기자재 품목 검토를 통해 금속제커튼
<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

이번 교육기한 연장은 최근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월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신규 지정하도록 협의하였으며, 향후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을 위해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이수기한(당초)

이수기한(변경)

교육시행에 따른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최우선

2009. 12. 31. 이전

2020. 12. 31.

2021. 12. 31.

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2010. 1. 1. ~ 2014. 12. 31.

2021. 12. 31.

2022. 12. 31.

2015. 1. 1. 이후

2022. 12. 31.

2023. 12. 31.

* (인증건수)’17∼’19년:81건, ’20.11월:426건 (운영·인증기관)한국에너지공단

국토부와 산업부는 협력방안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21년 내 시행하고자 하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

자금지원(융자 등) 활성화를 통한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 유도

효율등급 인증제도’ 등 공동 운영하는 관련 제도의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
로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수강편의 제고를 위해 교육기
관 및 교육장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집합교육의 수강인원 제한 등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 등 제로에너지건축에 소요되는 투자비 지원을

※ 조종사면허 최초 발급일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한계를 극복하고 감염병 발생 시에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교육 시

활성화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융자지원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국토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

스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내, 홍보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있는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관련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25년 민간부문

*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 ’21년 최대 150억원 이내(예정), 3년 거치 5년 분할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실
현의 선도적 역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타워크레인 전복ㆍ붕괴 등 잇따른 건설기계

또한, 교육장 부족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불편 해소를 위해 교육장이 없

상환(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21년 최대 20억원 이내(예정), 3년 거치 7년 분할

사고를 방지하고자, 작년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 도입

거나 장거리에 위치한 경우 해당 지자체 및 전문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순

상환

되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회·출장교육을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에너지혁신정책관은 “기기효율관리제도를 국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적용대상 확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

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

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이 건설기

그린뉴딜 확산과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예방 등 안전교육을 1일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계 조종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인증을 희망하는 소규모 건축물이

생활에 밀접한 건축물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산업부가 추진중인 에너지
효율향상 정책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종합적인 효율향상을 위해 국토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늘어나고 있어, 인증 적용대상의 최소면적 기준을 삭제*하여 국민들의
인증제도 참여도를 제고한다.

국토부·산업부,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협력방안 마련
- 자금지원 활성화를 통한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 유도
-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확대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에너

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 성능향상을 위해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공동부령으로 운영중인 관련법

국토부와 산업부는 지난 5월 11일 양 부처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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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
’20년

’23년

’25년

공공건축물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축물
(5백㎡ 이상)

민간건축물
(1천㎡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

▶

’30년

▶

민간·공공 건축물
(연면적 5백㎡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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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뉴스

|

정책뉴스

|

해외뉴스

단신뉴스

|

정책뉴스

|

해외뉴스

건설산업의 전면 BIM 도입, 본격 추진!

(적용절차·주요표준 등) 또한, 단계별 세부 적용방법과 성과품 관리 기준,

(인력 양성) BIM 데이터 활용에 중점을 둔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건축사

BIM 모델의 원활한 공유·교환과 업무수행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관련표

대상 실무교육에 반영하고, 건축학계와 함께 건축학인증·공학인증 등 대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마련

준, 다양한 주체가 생성하는 BIM 정보를 공유하는 협업체계 등을 제시하

학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미래 설계자들의 BIM 역량강화도 추진한다.

였다.

또한, BIM 사업 참여 경력관리, 역량평가 방안, 교육인정제도 등을 도입하
고, BIM 융합 얼라이언스 등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2030 건축BIM 활성화 로드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의 BIM(건설정보모델링) 적용 기본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

(산업 활성화) 건축 디지털산업 가속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국가BIM센터)

원칙, 적용절차, 협업체계, 공통표준 등을 제시하는 「건설산업 BIM 기본
지침」과 「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여 12월 29일 발표

「2030 건축BIM 활성화 로드맵」의 주요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BIM센터는 산·학·연·관의 통합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문가의
(제도 개선) LH 공동주택은 ‘21년부터 연차별로 BIM 적용 의무화를 확

의견을 수렴하고 BIM 활성화 수준 및 기술 현황 등을 분석하여 향후 신

(BIM 정의) 그간 주로 학술적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어왔던 BIM에 대한

대하고, 민간건축물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 사

규사업 발굴 및 미래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업(~‘23)을 통해 BIM 인허가 시스템을 마련하여 ’24년부터 건축물 규모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에 「BIM 설계대가」를 마련하여 원활한 BIM

에 따라 단계적으로 BIM 설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발주 및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에 발표한 ‘건축’분야를 포함하여

한다고 밝혔다.

BIM*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성장 중인 ‘스마트건설기술’의 핵

를 중심으로 BIM 관련 정책·연구개발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

심이 되는 3차원 설계와 빅데이터의 융복합 기술로서, 기획부터 설계, 시

* “건설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라 함은 시설물의

공, 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활용 및 공유하여 설계·시공·유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3차원 모델 기반으로 통합하여 건설 정보와

또한, BIM 모델의 건축 인허가 지원을 위해 BIM 도서작성지침, BIM 도

‘토목’ 등 건설분야 전반의 BIM 의무적용 등을 담은 단계별 통합 로드맵

지관리 상 오류와 낭비요소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생산성과

절차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상호 연계하고 디지털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서 납품 목록, BIM 도서 검토 매뉴얼 등 기준·지침의 제·개정을 추진하

도 제시할 예정이다.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체계를 의미한다.

고, 민간 부문의 자발적 BIM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입찰 가산점 마련, 인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3차원 모델과 건설정보(자재, 공정, 공
사비, 제원 등)를 결합해 건설 全 과정의 정보를 통합 생산·관리·활용하는 기술

(적용대상) BIM의 적용대상을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 등

허가 법정처리기간 단축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해 나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BIM 기본지침을 통해 발주자-설계자-시공

갈 계획이다.

자-유지관리자 등 건설주체 간에 다양한 건설 데이터를 활발히 공유·활

‘건설산업진흥법’상 모든 건설산업에 적용하되, 설계·시공 통합형 사업*

용할 수 있는 BIM 적용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특히, “공공뿐만 아

이에 세계 주요국(미국, 영국, 싱가폴 등)에서도 BIM의 적극 도입 및 활

에 우선 적용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기술 개발) 계획단계에서의 설계 최적안을 제공하는 BIM 설계 자동화

니라 민간부문에서도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BIM 이용이 점

성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침 및 로드맵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기술 개발(‘22~)과 함께, 시공단계의 가상시공을 통한 시공관리 지원 기

차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토목·건축 등 건설산업 전반에 ‘2025년 전면 BIM 설계’

방식

술 등 BIM 시공 자동화 기술 개발(’25~)도 추진한다.

를 목표로 BIM 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 등을 적극 추진중이며, BIM 활성

유지관리단계에서는 BIM 기술로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축물의 안

한편, 본 BIM 기본지침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에서 내려받을 수

화의 일환으로 이번에 BIM 관련 기본 원칙과 공통 기준 등을 마련하고,

(적용수준) BIM의 적용수준을 건설사업의 설계단계에 국한하지 않고 조

전, 에너지 사용관리 등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는 지능형 유지관리

있다.

BIM 도입이 앞선 ‘건축’ 분야에 대한 활성화 로드맵을 우선적으로 제시

사-설계-발주-조달-시공-감리-유지관리 등 전(全) 생애주기에 대해

기술 개발(‘26~)도 국가 R&D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정책자료-정책정보-건설

하는 것이다.

BIM을 도입하며, 특히, 설계단계는 전면 BIM 설계*를 원칙으로 하였다.

* (정책) 스마트건설기술 로드맵(‘18.10), 건설엔지니어링 발전방안(’20.9) 수

* (현재) 병행설계(2D+BIM) 및 전환설계(2D 설계 후 BIM 전환)로 비효율 발생

립·시행(R&D) 스마트 건설 R&D(’20-’25, 2천억원), 국산 BIM소프트웨어 개

→ (전면설계) 처음부터 BIM으로 설계하고 이를 통해 성과물(도면, 수량 등) 작성

발(신규사업 추진중) 등

(기존) 2D 도면 설계

공동주택
(LH)
(개선) 3D BIM 설계
코드

F01-S012-E034

물량

133.05㎥

재료

콘크리트

공정

터널

비용

80

구분

○○○원

공공
건축물
(조달청)

민간
(인허가 지원)

단기 (∼‘23)
‘21

‘22

신규공모
25%

중기 (∼‘26)
‘23

‘24

‘25

장기 (∼‘30)
‘26

‘27

신규공모
50%

‘28

‘29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설계관리 사업 및
공공건축사업 사업비 규모(원)

적용단계

적용범위

300억 이상

계획·중간·실시

모든 공종

200억~300억 미만

계획·중간·실시

건축, 구조

100억~200억 미만

계획

건축

-

‘30

신규공모
100%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 등)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
(연면적 2천㎡ 이상)

연면적
5백㎡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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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공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우수사례 선정

안전관리 수준평가 다수 참여자, 지속적인 수준 향상 보여

지역브랜드 창출·청년 일자리·시공교육 등 11개 우수사례 성과 확산

국토교통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교통사고·산재 사망

평가제도 시행 후 4년간(‘17~’20년)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분석한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도시재생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11

서울소셜스탠다드는 1인 가구 맞춤형 주거유형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점

자수 절반 줄이기) 실천과제의 일환인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

결과, 평가 참여 대상에 포함된 횟수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준이 향상되고

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 돋보였다.

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를 2회 이상 받은 대상자의 평균점수가 처음 평가를 실시한 대상자

‘예비사회적기업’이란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하였으나 사

또한 ㈜어반트랜스포머와 ㈜공유를위한창조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간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고 공개함으

보다 높게 나왔으며, 평가 실시 횟수가 증가할수록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

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예비

기획·운영 역량과, 빈집을 이용한 ‘거제시 한달살이’ 등의 참신한 기획아

로서,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파악하여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

났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디어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도하기 위한 제도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평가제도 관심도 향상▲평가지표 이해도 향상▲참여자의 개선 필

있다.

요성 인지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 (사회적 목적)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희망둥지협동조합은 집수리사업 교육 및 시공으로 도시재생에 기여를 하

주요 평가항목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활동, 안전교육, 재해예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고 있는 점과, ㈜툴아이피는 도시재생사업지 내에서 컨설팅 등의 활동에

방 활동, 안전시스템 운영 여부 등이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 참고 2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20년도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176개 현장에 참여한 213개 발주청·건설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도시재생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대상으

㈜다해브러, ㈜아이나리 및 ㈜더청연은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으

사업관리용역사업자·시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안전사고 경각심

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2020년까지 총 158개 기업을

로, 주민교육, 지역컨텐츠 개발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점(다해브러),

제고를 위해 수준평가 결과에 건설사고 사망자수를 반영*한 등급을 산정

지정하였고, 17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였다.

플리마켓, 청년카페 운영 등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활동(아이나리), 벽화

하였다.

* (‘18) 52개, (‘19) 60개, (‘20) 46개

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에 기여하는 점(더청연) 등이 인정받았다.

이번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우수사례 선정은 도시재생분야에서 사

☞ 참고 1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우수사례’

* 평가기간내 건설사고 사망자 발생시 2명 당 → 1등급씩 하향 조정

구분

발주청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시공자

우수

1개

6개

12개

보통

14개

18개

33개

다소미흡

5개

18개

42개

미흡

29개

11개

24개

업 성과를 창출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 우수 기업들의 사례

평가 횟수

1회

2회

3회

4회

발주청

34.47

44.79

62.22

66.25

건설 사업 관리

61.05

63.38

66.32

87.31

시공자

53.28

67.89

83.97

85.28

구분

를 발굴하여 전파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11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신

지난 10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우수사례로 신청을 한 25개 기업

념, 주요 사업성과, 사회공헌 내용, CEO 인터뷰 등을 담은 책 (「2020년

들을 대상으로 사회적목적 실현노력, 지원제도 활용, 도시재생 기여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우수사례집」)으로 엮었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심사하였고, 총 11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 발주청 우수기관(1)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3개 기업 포함

정보체계 누리집(www.city.go.kr)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들의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우수업체(6) : ㈜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조성균 과장은 “사회적경제 주체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도시재생사업

링, 경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동남이엔씨(주), 동부엔지니어링, 삼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인피루트와 ㈜오롯컴퍼니는 도시재생 창업교육을 활발하게 하는 점

의 중요한 주체 중 하나”라며 “이번 우수사례로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

우씨엠건축사사무소, 수성엔지니어링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어야 하며, ‘21년에는 평가지표 간소화,

과 주요 고객층이 분명하고 높은 역량을 보유한 점이 각각 좋은 평가를

에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를” 바란다

사고사망자 지표 반영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받았다.

면서, “아울러 선정된 기업들의 사례가 현재 활동 중인 예비사회적기업이

-	시공자 우수업체(12) : ㈜신세계토건, 금호산업, 남양건설, 남진건설

82

책자는 전국의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도시재생종합

㈜, 대림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동아건설산업, 신동아건설㈜, 에이치

수준평가 결과와 제도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

디씨현대산업개발, 케이씨씨건설, 한진중공업, 화성산업㈜

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
㈜쏘시오리빙은 공동주택의 주거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점이, ㈜

망한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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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기반시설관리위… 선제적 기반시설 관리 구체화
17개 관리계획 수립·25년까지 57조원 투자…국민생활 안전환경 강화

정부는 12월 28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2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

이와는 별도로 위원회에서는 ‘제1차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20~‘25)’

하 위원회)에서 6개 중앙부처 소관 15종 기반시설과 서울 및 광주시의 중

수립 이후 이행사항도 보고되었다.

장기 실시계획을 담은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20~’25)을 심의·의결

먼저, 노후 기반시설에 대해 선제적 관리를 위해 ‘21년 기반시설 안전강

(서면)했다고 밝혔다.

화 정부예산*도 20년 대비 약 13% 증가된 6.0조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철도 개량 1.8조원(0.2조원 ↑), 노후 도로 개량 1.6조원(0.1조원 ↑), 국가

이번 관리계획은 제1차 위원회(’20.4) 이후 4개의 기반시설 분과위원회

하천 유지보수 0.4조원(0.2조원 ↑), 저수지 보수 0.7조원(0.1조원 ↑) 등

를 통해 총 11차례 사전 검토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중앙부처* 및 광역지
자체**의 소관 시설 및 기관별로 수립되었다.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국토부(도로·철도·공항·하천·공동구),산업부(가스·열수송·전기·송유), 환경부

자발적인 참여와 안전투자를 유도하고 촉진하도록 하였다.

(상수도·하수도·댐),해수부(항만),농림부(저수지),과기부(통신구) 15종 시설 대상

*노후 기반시설 대상 지자체 기반시설 체인지-업 공모사업(‘21년 20억)

** 서울특별시 및 광주광역시 (나머지 15개 시·도는 ’21년 수립)

15종 기반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제원, 노후도, 보수보강 이력 등을 데이
관리계획에는 시설의 노후도, 안전등급 등 기반시설의 현황을 정리하고,

터베이스(DB)화하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취약지역과 시설을 과학적으로

’25년까지의 소관 기반시설 관리목표*를 제시하였으며,

규명하는 ‘인프라 총조사’와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도 본

* ① (도로·철도·공항 등) A·B 등급 95% 수준의 양호한 상황으로 지속 유지

격 시작(’20~’23)하였고, 건설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시설물의 생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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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도로시설 관리계획(안)

국토부

도로시설안전과 장종익 사무관

044-201-3923

제1차 철도시설 관리계획(안)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 권성근 사무관

044-201-4626

제1차 공항시설 관리계획(안)

국토부

공항안전환경과 박권필 사무관

044-201-4344

제1차 항만시설 관리계획(안)

해수부

항만기술안전과 김하성 사무관

044-200-5955

제1차 어항시설 관리계획(안)

해수부

어촌어항과 김용수 사무관

044-200-5657

제1차 수도공급시설 관리계획(안)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김경록 사무관

044-201-7129

제1차 전기공급설비 관리계획(안)

산업부

분산에너지과 김형윤 주무관

044-203-5199

제1차 가스공급설비 관리계획(안)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임은성 사무관

044-203-5274

제1차 열공급설비 관리계획(안)

산업부

분산에너지과 이현석 주무관

044-203-5193

제1차 방송통신시설 관리계획(안)

과기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이주용 사무관

044-202-6434

제1차 공동구 관리계획(안)

국토부

도시재생과 윤동영 사무관

044-201-3722

제1차 송유설비 관리계획(안)

산업부

에너지안전과 김형민 주무관

044-203-5278

제1차 하천 관리계획(안)

국토부

하천계획과 박병준 사무관

044-201-3642

제1차 저수지 관리계획(안)

농림부

농업기반과 강대일 사무관

044-201-1860

제1차 댐(다목적댐 등) 관리계획(안)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이상훈 사무관

044-201-7615

제1차 댐(발전용댐) 관리계획(안)

산업부

전력산업과 김종선 서기관

044-203-4513

제1차 하수도 관리계획(안)

환경부

생활하수과 조영희 사무관

044-201-7025

② (항만·어항 등) D, E 등급(항만·어항 8개) 시설을 C등급으로 상향 보수

기 전반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20.12)하

제1차 서울특별시 관리계획(안)

서울시

안전총괄과 한병찬 주무관

02-2133-8024

③ (지하관로 등) 송유관, 열수송관은 신규 등급 부여, C등급이상 유지

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정책 포럼’도 구성

제1차 광주광역시 관리계획(안)

광주시

자연재난과 배성근 주무관

062-613-2684

(’20.11)하였다.
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년간의 점검·진단, 실태조사, 보수·보강계획

위원회는 이번 관리계획 수립으로 15종 기반시설 및 지자체는 동일한 목

과 교체·신설 등의 실시계획을 구체화하였다.

표와 체계를 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미래 투자비용도 전망할 수 있
게 되었으며, 내년에는 나머지 광역지자체의 관리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또한, 계획기간 내 관리목표 달성을 위해 과거 5년간의 비용보다 약 91%

기초지자체 등 관리주체의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관리계획의 이행 상황

증가된 총 57조원, 연평균 9.6조원(국비 6.9조, 공공·민간 2.7조)이 소요

을 점검하고 성과를 가시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정부는 앞으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체계를 통하여 ‘때를 놓치지 않

* 서울시의 경우에도 과거보다 약 31% 증가된 연평균 약 2.2조원, 광주시는 56%

는 투자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관리해 나

증가된 연평균 1,744억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

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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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처

담당자

연락처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전반

국토부

시설안전과 성언수 사무관

044-201-4997

국토부

시설안전과 성언수 사무관

044-201-4997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이행현황

196개 주요 시장단가 집중 관리·시장가격 신속 반영(5년→2년)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

제2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안건별 담당자

1호안건

올해부터 공사비 시장가격 변동 적용이 빨라진다.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하여 총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

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0년 12월 31일(목) 공고하였다.
* (표준시장단가)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

표준시장단가 총 1,797개 중 293개 단가는 조사를 통해 제·개정하고 나

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하여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

머지 1,504개 단가는 최근 7개월 물가지수(생산자물가, 시중노임)를 적

** (표준품셈)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용하여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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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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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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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토질·시공조건별로 토공사 단가를 세분화하고 창호·타일공사 단가에서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공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기존 신설 공

변동이 큰 재료비를 분리하는 등 건설현장 시공실태(규모, 시공 조건 등)

사 중심의 기준을 유지관리 공사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였으며, 교량시설

를 반영하였으며, ‘20년 하반기 대비 2.06%(공사비 총액 기준 0.42%)

물(교량받침, 신축이음 등), 보도블록 교체 기준 등도 신설*하였다.

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매년 유지관리 단가를 추가 반영, 세분화하여 ‘유지관리 품셈’ 발간 예정(‘23)

특히, 타워크레인 임대료의 월 가동시간, 적용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적

그 외에도, 가설 및 콘크리트포장 공사비 산정을 현실화하기 위해 유로폼

용 예시를 제공하여 공사비 산정 시 누락되는 비용이 없도록 개선하였으

자재비를 현실 임대료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콘크리트포장

며, 현장에 적정 임금보장 및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대형장비(300kw급 페이버) 기준 등도 신설하였다.

또한, 단가 변동성이 크고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196개 주요 단가를 2년
주기(기존 5년)로 조사하고, 단가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박명주 과장은 “앞으로도 근로자 안전과 직접적

‘상시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 가격 변동을 조기에 반영하면서 시장

으로 연관되는 항목은 즉시 업계의 요구 등을 반영하는데 힘쓸 것이며,

조사 신뢰성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스마트 건설기술 등과 같은 현장의 빠른 변화에도 적용 가능하도
록 기준 관리 체계를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신뉴스

건축
부문

기계설비
부문

‘21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제·개정 사항은 국토교

우선, 건설현장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안전 난간대, 안전

통부(http://www.molit.go.kr 뉴스·소식/공지사항) 또는 공사비 산정

통로 설치와 같이 건설 현장 필수 안전관리 비용 산정 기준을 신설해 발

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http:// cost.

주청 등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kict.r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토목
부문

건축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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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철근콘크리트공사 : 직전대비 6.2% 상승
- [알폼/갱폼] 층별 시공특성 구분(셋팅층/일반층/마감층 규격 구분)
- [면마무리] 전면마감/부분마감 구분, 규격 세분화 → 높이 3.6m이하/초과
ㅇ 창호 및 유리공사
- 재료비 분리(제품종류 다양, 지급자재, 직접구매 등), 수요많은 목재창호/PL창호/커튼월 공종 신설, [커튼월]비계 사용 시
작업높이별 보정기준 마련

해외뉴스

ㅇ 타일 및 돌공사
- 재료비 분리, 타일 시공법에 따른 단가분리(떠붙이기/압착붙이기/접착붙이기)
- 타일 바탕고르기 공종 신설, 타일종류별 보정기준 신설(일반/모자이크/특수)
ㅇ 도장공사
- 재료비 분리(페인트 종류 다양, 제원별 시방기준 및 사용량 규정)
- 공종/규격 정비 : 1회 시공기준 제시 → 횟수별 가산, 사용빈도 높은 바름 방법(붓칠, 뿜칠, 롤러칠) 제시
- 비계사용 높이별 보정기준 신설, 비닐보양/도장 바탕/스프레이 신설
ㅇ 보온공사
- 재료 및 재료비 변화(보온재 다양, 적용실적 많은 재료 위주 제시)
- 시공규격 확대 및 보정기준 신설(접합방식, 시공위치, 마감재 종류)

주요 내용

공통
부문

ㅇ 가설공사(안전시설물)
- 현행 표준품셈 “2-8 방호시설”에서 제시하는 항목 외 안전시설물에 대한 품 기준 신설(안전난간대(토목)/안전통로 설
치 및 해체 기준 신설)
ㅇ 기초공사
- 신규자재 반영 ⇒ 목재토류판 외 강재토류판 적용근거 신규제시
- 전용장비 조립/해체기준 현실화 ⇒ 외부반출입, 작업구간내 이동 구분 적용
- 다짐말뚝 시공실태 반영(샌드드레인 공법 삭제, 쇄석다짐말뚝 신규 반영)
ㅇ 철근콘크리트공사
- 유로폼 자재비 계상방법 추가(임대료 산정방법 조항 추가)
- 대상부재(빔, 거더) 중량 확대적용 및 대형장비 활용 시공실태 반영
- 교량받침 수상작업 기준 현실화(육상시공, 수상시공 품 분리제시)

토목
부문

ㅇ 도로포장공사
- 소규모 도로포장(기층), 소형장비 투입 등에 대한 시공기준 추가 반영
- 대형 포설장비(페이버) 시공기준, 조립 및 해체 투입기준 신설
- 저속도로포장(소형고압블록) 항목 정비
ㅇ 지반조사
- 지반조사품은 전문기관(엔지니어링품셈 관리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우리부에서도 지속 관리하기로 결정

건축
부문

ㅇ 칠공사
- 시설물 보호를 위한 비닐보양 투입 기준 신설
- 철재면 및 목재면 바탕만들기 신설

주요 내용

ㅇ 흙깎기 : 직전대비 9.6% 상승
- 토질조건 세분화(혼합토사 신설, 암종류 세분화), 공사규모 판정기준 개선(전체 공사수량 → 지형조건에 의해 단절되
는 구간의 공사수량)
ㅇ 암발파/소할 : 직전대비 3.2% 하락
- 발파 재료비 제외(폭약, 뇌관 등), 시공규격 분리(30cm미만/이상)
ㅇ 터파기 : 직전대비 11.8% 상승
- 토질(혼합토사 신설, 암종류 세분화) 및 시공조건(양호/불량/특수) 세분화, 터파기 깊이 변경(6m→5m)
ㅇ 흙쌓기 : 직전대비 11.8% 상승
- 공종신설(시공빈도 많은 암쌓기 단가 신설), 작업기준 변경(인력→장비)
ㅇ 콘크리트치핑 : 직전대비 5.7% 하락
- 작업 분리(콘크리트 치핑/접착제바르기), 사용장비 변화(인력 → 경장비)

|

구분

< 표준시장단가 제·개정 주요내용 >
구분

정책뉴스

< 표준품셈 제·개정 주요내용 >

표준품셈은 업계의 조사 요청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체 1,333(‘20년 1월
기준) 항목 중 338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제·개정하였다.

|

기계설비
부문

ㅇ 덕트공사
- 현장 덕트제작 품 삭제 → 품질기준 강화로 인해 공장제작 후 반입
- 자체추진 고소작업대(시저형)에 의한 시공할증 반영
- 세대내 환기덕트, 일반댐퍼(원형) 투입기준 신설
ㅇ 펌프 및 공기설비
- 집수정 배수펌프 시공범위(가이드파이프 설치) 명시
- 송풍기 및 환풍기 신규자재 반영(인라인덕트 팬 시공기준 반영, 욕실배기팬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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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뉴스

|

정책뉴스

|

해외뉴스

4일부터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

2021 NFRC
인증 시뮬레이터
워크샵
참가 신청 안내

- 유지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에 따른 취약 기반시설 조기 개선 지원
- 2월 1일부터 10일간 접수 → 3월 중 사업지 8곳 내외 최종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취약한 기반시설을 조기 개선할 수 있도록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1월 4일(월)부터 2월 10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신규 사
업으로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을 유도하며, 성능개선이 시급한 취약 기반시설 성능개선 사업에 대해
40%~60%를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올해는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총 8곳 내외의 노후 기반시설을 선정
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시설은 지자체 소관 시설 중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D(미흡),
E(불량)등급과 같이 개선이 시급한 취약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공모 선정에는 해당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의 노력도, 추진계획의
구체성 등 사업의 준비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신속하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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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착수하고 체감도가 높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자체 및 시설을 선

뮬레이터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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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사업 접수기간은 2월 1일(월)부터 2월 10일(수)까지 10일간이며, 1

가 부여됩니다.

차 예비평가를 통과한 사업지에 대하여는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
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3월 초 최종 선정을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김태곤 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노후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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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세부평가항목 등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에 대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높이고 취약한 기반시설을 조기에 개선할

에서 워크샵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 비용이 크게 절감되었습니다.

한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 1월 4일부터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면서, “지자체에서는 지역 주민의 체감도가 높

게시되는 공모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은 사업계획을 적극 발굴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2021년 NFRC 인증 단열 시뮬레이터 워크샵은 오는 2021년 3월 개최 예정이며, 코로나로 인하여 미국
NFRC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선정절차 및 일정 >

공모사업 공고

공모신청·접수

’21.1.4

’21.2.1~2.10

자세한 내용은 협회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공모평가

예비 평가 및 선정위원회 평가
’21.2.

선정

문의 : 사단법인 한국파사드협회 사무국 (02. 529. 9224)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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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사드 관련 주요업체 명단

파사드 관련 주요업체 명단

커튼월, 외벽 시공

(주)대웅엔지니어링
도훈산업(주)
동부제강(주)
(주)동신씨지이
동영외장산업(주)
(주)동양강철
(주)동양에이엘
(주)동양엔지니어링
동일유리(주)
(주)동하건업
(주)로커스엔지니어링
(주)리알금속
(주)라우텍
(주)바우리모델링건설
(주)벽산
벽엔지니어링
비멕(주)
(주)비엘공간
(주)비오건설
(주)비엠씨지코리아
(주)비씨앤택
(주)빛나시스템창호
(주)신오알미늄
(주)삼선산업

(주)가이인터내셔날
(주)경남윈스텍
(주)경신
(주)경풍산업
고금산업개발(주)
공승기업(주)
(주)국영지앤엠(G&M)
금호석유화학
(주)기린산업
(주)나노엔지니어링
(주)남선알미늄
(주)네오스텍
(주)다금
(주)다담이엔씨
(주)다중CMC
(주)대경에스앤씨티
(유)대명엔지니어링
대명화성(주)
(주)대승컨설팅
(주)대원C.M.C
대원산업개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28
경기도 광주시 광남안로 104-20(태전동 588)
경상북도 경산시 대평동 60-1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148-11번지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571-6번지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89-1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36(서초동 준영빌딩 7층)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 시그니쳐타워 동관 10층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51-31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103 감북동 374-4 3층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29-13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발산5길37(발산리 577)
경남 김해시 이동 115-7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68길 15, 1002호(등촌동, 아벨테크노)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82-13 동원빌딩 3층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3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66-1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260-3번지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36-21 금자탑빌딩 402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397 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
202동 907호
경기도 남양주 시진건읍 진관리 660-3

02)514-4663
031)766-6410
053)985-2881
032)556-5341
031)531-1672
02)430-3719
02)2015-0320
02)6303-3536
02)549-6661
02)471-5500
053)610-5200
031)359-8501
055)329-6205
02)2038-2356
02)425-6484
02)786-8478
061)464-3327
055)342-5451
02)572-2263

케라트윈, 세라믹패널
커튼월, 시스템창호
커튼월, 창호, 나노세락믹
커튼월, 창호
창호커튼월
건축물조립 P.C패널
유리, 창호, 건축물조립
커튼월창호
외장단열복합패널
커튼월, 창호
커튼월, 창호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건축물조립, 외장패널
커튼월, 창호
커튼월, 외장판넬, 패브릭
석재패널오픈시스템
판넬, 커튼월시공
불연AL복합판넬
외벽패널

02)873-6700

창호, 커튼월

031)574-5583

al창호,커튼월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13 현대벤처빌 1413호
경기도 시흥시 계수동 559-1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838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8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61 천사의도시 1차 569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729-9 윈윈프라자 4층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15 리더스타워606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619-7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40-16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7-7
부산시 강서구 미음동 1496-4번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1 삼호물산빌딩 A-1401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2동 546-8 그린프라자 403호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5-8 삼화빌딩
서울시 중구 쌍림동 22-1 외장재사업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8 금강벤처텔 1807호
서울시 양천구 목1동 917-9 현대41타워 3713호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96-1 올림피아빌딩 610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93-1 고려빌딩 4층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9-5 영원빌딩 4층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5-206
경기도 화성서 남양읍 남양로 337-22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94-26번지 미네르바빌딩 5층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677

02)445-3181
031)404-8070
02)610-3511
02)409-6434
031)719-6110
02)585-1321
02)864-3695
031)959-1833
043)275-6161
02)998-2792
051)442-6003
02)589-1397
032)326-7600
02)423-5111
02)2260-6114
031)386-5553
02)2168-2391
02)424-3111
02)593-6162
02)563-7000
02)715-8825
031)356-0540
02)3452-7005
053)582-2888

커튼월
커튼월, 잡철
외장패널
D.S.G, 유리
커튼월
커튼월시스템창호
커튼월, 창호
커튼월, 창호공사
커튼월, 유리
외장패널
건축물조립, 외장판넬
커튼월, 외장판넬
금속창호, 시스템루바
외장패널리노베이션
외장패널
외장판넬건축물조립
스테인리스용접허니컴패널
커튼월, 외장패널
인터폰디패널, 외장패널
ALPOLIC/fr (ACM,SCM,TCM,ZCM)
외장패널, 창호리모델링
창호, 커튼월
커튼월, system
외장패널

국내 유일의 커튼월 및 건축외벽 중심 전문지
월간 익스테리어 광고를 통해 기업홍보, 신기술ㆍ신제품 홍보 등
기업 경쟁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Architectural Facade Magazine

월간 익스테리어는 1999년 창간 이후
Vol.184 | 2015 |
Vol.184 | 201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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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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익스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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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사드 관련 주요업체 명단
삼원창호(주)
삼창알미늄공업
(주)서울창호
선이인터내셔날(주)
(주)선우시스
(주)선우시스템
(주)성진금속
세광건업
세일단조
세일산업
세화판넬(주)
(주)새한월
(주)새한창호
(주)소명실업
송민산업
신성갤러리(주)
신양하이테크산업(주)
서진금속
신명알미늄(주)
(주)신승윈텍
(주)신한금속
(주)신태명
씨지이(주)
(주)알루이엔씨
알루텍(주)
(주)알코판넬
LG하우시스
엠비케이(주)
(주)열린창
(주)영선알미늄
(주)월시스
(주)오성
(주)용비
(주)알코텍
(주)우리알미늄
(주)우신에이펙
(주)우진알루미늄
(주)유승상사
(주)윈스피아
(주)원진알미늄
(주)원남
(주)월앤루프제일
YB인터내셔날
은산건업(주)
(주)이건창호시스템
(주)이창기업
이앤에이에스
익진엔지니어링
(유)일광창호
(주)일조
(주)일신커튼월
(주)일진유니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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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87-2번지 4층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0-11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136-4 제2동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139번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48-3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2 신영팰리스타워 504호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144-47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5987-9번지
www.cablestructure.com/www.semalloy.com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1120번길 8-15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227-12
서울시 송파구 방이2동 70번지 유성빌딩 30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코아오피스텔 819호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135-1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939번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392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120-15 일심빌딩 2층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 210-5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4번지 로즈데일빌딩 1137호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68-1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40 대명빌딩 409호
대구시 각산동 235-2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437번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98 MBC아카데미B/D 5층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68 대륭포스트타워 5차 4층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 기계진흥회관 4층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번지 OneIFC 17층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39 2층(양재동, 삼승빌딩)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325-3번지 2층
경기도 부천시 상동 408 나진빌딩 8층 804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
경남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19-9번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92-7 청명빌딩 401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45번지 광명sk테크노파크 A동 909호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21-1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640-1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48번길 17 군포아티밸리 B동 1707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2 신영팰리스타워 1101호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846-3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테크노벨리 416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5-8 유진빌딩 2층
강동구 성내동 443-25번지 창진빌딩 2층 1호 B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94-4 한덕빌딩 602호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동 302번지 다산타워 302호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967-3번지
대구시 수성구 상동 406-1
전북 익산시 춘포면 증보들길 49-6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96-3 광명빌딩 2층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587-9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1129-3번지 성보빌딩 909호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2-8번지 김해빌딩 203호
서울시 강남구 대치2동 968-5 일동빌딩 7층

파사드 관련 주요업체 명단
02)431-3052
02)431-8031
032)545-7901
02)3141-4774
031)984-2349
031)708-6903
032)555-7825
051)973-1351
055)387-7070
031)382-1773
051)301-1886
02)2203-8100
02)425-4227~8
031)798-2651
062)672-6481
031)958-1605
02)443-7363
031)761-7215
02)401-6354
051)441-9900
02)3474-5060
053)962-8269
031)456-3041
02)597-5521
02)6675-1361
02)369-8391
02)6930-0259
02)571-6129
02)441-9182
032)822-8921
02)785-9958
055)338-9798
02)548-8771
02)2083-2211
032)577-5550
051)832-2000
031)8068-2070
031)707-3366
031)358-8680
063-278-2577
02)732-0134
02)365-0124
02)567-1261
051)756-3494
02)2007-2200
053)761-3737
063)723-3377
02)557-9043
031)353-9420
055)329-3766
02)518-1015
02)6353-0114

창호, 커튼월
건축물조립
커튼월, 창호공사
외장패널, 알루징크
커튼월, 시스템창호
커튼월, 외장패널
커튼월, 창호시공
외장판넬, 창호
STSHanger Rod, Cable Set
커튼월, 쉬트, 창호
건축물조립·외장판넬
외장패널
창호, 커튼월, 외장패널
외장패널
외장패널, 창호
커튼월, 시스템루버
AL커튼월, PVC창호
커튼월, 외장공사, 스틸커튼월
커튼월
커튼월, 시스템창호
창호, 커튼월, 리모델링
건축물조립, 창호
유리커튼월
커튼월, 외장패널
커튼월, 창호
불연알루미늄복합판넬
커튼월, 창호
커튼월스틸커튼월
커튼월, 외장패널
커튼월, 외장패널
커튼월, 외장패널, 창호
커튼월공사, 가공
커튼월, 외장패널
커튼월
창호공사, 피막
알루미늄복합패널, 커튼월
창호, 커튼월공사
창호공사, 커튼월
커튼월, 시스템창호
커튼월, 창호
스틸커튼월전문(설치,제작)
금속구조물, 판넬, 지붕
알루코본드(알루미늄복합판넬)
커튼월 및 외장시공
시스템창호, 커튼월
시스템창호, 철물
방폭창호, 커튼월, 태풍루버
외장패널, 하니컴
커튼월, 시스템창호, 금속
외장패널
커튼월
커튼월, 창호, 외장패널

재성알미늄(주)
제너텍
(주)제드윈
(주)중앙창호
정광산업(주)
주식회사 조은엔터프라이즈
진영판넬(주)
(주)창경 C.M.C
창일산업개발(주)
창크레이딩(주)
(주)청파건설
(주)케이씨씨
탑엔지니어링(주)
태진건조(주)

(주)테크윈창
(주)TEC
파사드이엔씨
(주)포러스이앤지
(주)포성
하나판넬
(주)하니셀ENG
(주)한국다지마
(주)한국알미늄
(주)한국지앤씨
(주)한국카본
한길외장
(주)한마루엔지니어링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84 유통상가 C14동 214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 399번길 325-8번지 제너텍 빌딩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114번지 현대골든텔Ⅲ 910호
인천시 서구 석남2동 223-4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8-8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575-1 , 2층
경산시 자인면 옥천리 504-7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월하로 479번길 35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2가 37번지 하나비즈타워 8층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8 우림라이온스밸리 B-808
경남 양산시 웅상읍 덕계리 452-1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1-4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565-5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15-6 에덴빌딩 403호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606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타
(B동1303호)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37-11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76 동양빌딩3층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7 안양무역센터 402
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617-5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247-79번지
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 118-5 하나빌딩 6층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9-9 경산빌딩 205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38-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7-30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310 한국카본빌딩 6층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325-2 서울숲한라시그마밸리 1차 805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30-25

02)806-1400
051)517-1553
02)456-7525
032)583-7771
02)553-8403
02)900-0931
053)851-9825
031)984-5571
02)2691-7134
02)576-2987
055)387-4021
02)3480-5228
051)831-0515
02)568-6445

커튼월, 판넬
커튼월, 창호
커튼월, 창호
커튼월, 시스템창호, 외장판넬
외장패널
AL커튼월, PVC창호
건축물조립, 창호
창호,커튼월공사
커튼월, 패널, 잡철
커튼월, 스틸커튼월, 외장패널
커튼월, 시스템창호, 외장패널
커튼월, 창호, 유리
건축물조립, 외장패널
커튼월, 창호, 유리

02)541-3781

커튼월

02)3445-0110
02)578-2961
031)384-9424
053)745-7225
055)321-0561
02)512-2010
02)3452-2015
031)865-1113
02)549-5744
02)718-0081
02)498-5005
02)889-3600

외장패널, 석재
커튼월, SPG
커튼월, 시스템창호
커튼월, 창호
외장패널
하니컴판넬
외장패널
AL 압출
외벽용, 인조석
하니컴판넬
창호,판넬(각종금속,고밀도)
창호커튼월

실리콘 실란트의 대표 브랜드, TOPSEAL !!!

탑씰 실리콘 실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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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탑프라

www.topseal.co.kr

본사 : 충북 음성군 맹동면 맹동산단로 37-20
TEL 043)537-1384, 02)483-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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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사드 관련 주요업체 명단
한맥중공업(주)
한국유리공업(주)
한국내외장(주)
한판유리(주)
(주)한림이앤씨
(주)한신산업
한양이엔씨
한화L&C
현대알루미늄(주)
(주)홍성이엔씨
(주)화인커튼월
(주)화산알텍

파사드 관련 주요업체 명단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36층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33 영풍빌딩 15층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262-9번지 건영빌딩 4층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6-7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826-35 태영빌딩 902호
대구시 서구비산동 228-1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129-2 성동레인보우B/D 201
서울시 중구 장교동1번지 한화빌딩 15층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서초동, 서초평화빌딩 13층)
www.ihongseong.com
www.openjoint.com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매산리 187번지 2층

02)783-9999
02)3706-9459
02)575-3511
02)2234-3626
02)376-0080
053)654-9272
02)448-7031
02)729-1114
02)2103-3030
032)322-9007
02)825-2233
031)768-3979

외장패널, 철골
커튼월, 창호, S.P.G
커튼월, 외장패널
창호, 유리
지붕커튼월
외장패널, 시스템창호
커튼월, 창호
시스템창호, 커튼월
커튼월, 창호
커튼월, 외장판넬
외벽오픈조인트
창호공사, 커튼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83-9 (시화공단3라 523-3호)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81

031)499-8311
031)352-9730

스틸커튼월 생산, 시공
스틸커튼월 생산

충남 논산시 연산면 신암리 175
전북 군산시 소룡동 77번지

041)733-4734
063)460-4111

총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463-4

041)667-9403

mock-up, field test
mock-up test
Mock-Up Test, 필드테스트,
열관류율 시험

스틸커튼월 생산업체
(주)을지특수정밀
제일레이져

Mock-Up Test & Field Test
에이티에이(주)
한국유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
연구원(KCL)

AL-SHEET EGI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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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8-1 건영빌딩 3층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77-2 세림빌딩 2층

02)575-5823
02)2634-0011

커튼월컨설팅
커튼월컨설팅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6길 1, 2층

02)6959-9731

파사드 컨설팅, 엔지니어링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7 문정대명벨리온 509호
서울시 양천구 신정4동 1004-7번지 2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 코오롱트리폴리스 B동3403호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68-11 항운회관903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501 청호빌딩 606호
서울시 양천구 목1동 923-14 드림타워 1101호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 로즈데이오피스텔 1238호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1가 84-1번지 동양빌딩 302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8-1 대림아크로텔 A동 1018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45 케이비즈리옴 610호
서울시 광진구 구의1동 257-115 한미빌딩 3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동 18 시그마2오피스텔 A동657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84-7 안흥빌딜별관 3층
서울시 광진구 중곡 2동 47-24번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64-9번지 4층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196번지 올림피아빌딩 610호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75 크레신타워 B1
광진비즈니스센터 207호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72번길 11

02)3477-1555
02)585-7151
031)708-6134
051)441-9900
02)2038-4194
02)2607-7720
070)4290-2090
02)6401-9212
02)6230-2150
031)342-0562
02)579-3343
031)718-2799
02)412-1546
02)922-0877
02)3442-7371
02)424-3111

파사드 컨설팅
커튼월컨설팅
종합 파사드컨설팅
커튼월컨설팅
커튼월컨설팅
파사드컨설팅
부자재, 단열재 컨설팅
커튼월컨설팅
커튼월컨설팅
외장컨설팅
컨설팅
커튼월컨설팅
커튼월컨설팅
커튼월컨설팅
커튼월컨설팅
커튼월컨설팅

070)42516959

커튼월컨설팅

031-601-8769

facade engineering & consulting

(주)다금
(유)대명엔지니어링
대원
디엔디
(주)보람외장
삼창금속(주)
서강산업
(주)서진기업
(주)소명실업
수경테크(주)
신우산업
영선철강
(주)오크라메탈
(주)우신엔지니어링

경남 김해시 이동 115-7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66-1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1084-34번지
경기도 평틱시 청룡동 66-3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 265-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86-2 (시화공단 5바 -61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90번지 17블록 11호
충남 아산시 온천대료 1122번길 35-11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135-16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73-5 시화공단 3마 218호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4-8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30-9 남동공단 17B-10L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화합로 304-47
충북 진천군 이월면 동성리 436번지

055)329-6205
061)464-3327
053)985-2881
031)653-8282
031)982-8613
031)433-5685
031)493-2882
041)534-9456
031)798-2651
031)319-0042
031)638-0224
032)822-8927
031)557-2261
043)535-8002

유림산전(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수직1길 33-15

031)359-9366

유일AMP
이일산업
정명금속(주)
정봉산업
(주)정원에이티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417-2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수직1길 33-15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60-14 시화공단2라 514호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연평리217-15
경기도시흥시정왕동2094-5(시화공단3마805)

031)988-5650

판넬가공
건축물조립, 외장판넬
복합판넬 및 고밀도목재판넬
가공판넬 하니컴
AL 판넬가공, BACK 판넬
AL, SHEET 가공
복합판넬가공
AL 판넬, 절단ㆍ절곡, N.C.T가공
복합판넬
sheet 가공
복팝판넬가공
sheet 가공
AL Sheet, EGI, 백판넬 가공
복합판넬절곡 가공
AL-SHEET, 백판넬, NCT 가공,
복합판넬가공
판넬가공
복합판넬
sheet
복합판넬가공
AL SHEET, BACK PANEL

파사드 컨설팅
(주)무한글로벌
(주)베스트월
브이에스에이 코리아 (VS-A
Korea)
(주)서미파사드
세건CTM
(주)시티월이엔지
(주)신승윈텍
(주)아키월
(주)유텍파트너스
(주)이림
익스펌
에이스월
(주)월테크
(주)월플러스
위더스이엔지
(주)제이앤에스한백
티앤엠
(주)ABEi
BL공간
DCL partners
FACO-파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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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의 성원을 잊지않는 현지산업 (주)현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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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CNC

금속패널 가공 업체

031)434-7050
031)571-1468
031)434-0247

95

파사드 관련 주요업체 명단

파사드 관련 주요업체 명단

지훈이.엔.지(주)
(주)지엠산업
탑엔지니어링(주)
(주)태양에스티
(주)티에스메탈
(주)한국외장
(주)한신산업

충남 당진군 순성면 옥호리 1-34
광주광역시 광산시 옥동 880-15(평동산단1번도로)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565-5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095-7(시화공단3마817-3)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138번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619-7번지
대구시 남구 대명9동 724-1 대경빌딩

041)352-8072
062)943-9377
051)831-0515
031)434-8877
031)594-0146
031)959-0390
053)654-9272

AL Sheet, Back Panel
AL SHEET 절곡가공
복합판넬(쉬트)
AL Sheet, Stainless 가공
AL SHEET, 백판넬, 화스너
AL, Steel 절곡가공
복합판넬
AL, Steel 쉬트가공, 복합판넬가공,
절곡가공, 스터드볼트, 단열조립
AL, Steel 쉬트가공, 절곡가공,
스터드볼트
복합판넬가공, 절곡가공
AL Sheet, EGI절곡
복합판넬, 백판넬

현지산업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4-9번지 시화공단2다601-1

031)434-6226

(주)현지산업개발

경기도 하남시 초광로 257

02)429-3637

(주)HS건설산업
한성금속
ATM산업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318-2번지
인천시 서구 당하동 625-1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귀전리 448-9

031)981-0213
032)563-2257
031)997-7793

광주산업
(주)네오스텍
(주)메르코
대진 에프엔씨(주)
동양강철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신월리 574-3호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발산5길37(발산리 577)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192-2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936-7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73-2

031)764-4771
031)359-8501
031)351-6425
031)352-6471
080)999-1324

(주)두현

충북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47-1

043)883-0605

(주)드림이앤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42-94 화남지방산업단지 3블럭 4로트

031)356-9385

(주)삼미도장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106-1번지

032)684-3163

(주)서울경금속
성경앤텍
세라켐
신양특수도장(주)
알베코이앤씨(주)
에이원금속(주)
예문테크
(주)우리알루미늄
창성알마스타
칠성기업
조광페인트테크
(주)지엠산업
(주)창공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61-1번지 남동공단 101블럭 2롯트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04 시화공단2마 301-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11 경기테크노파크 903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465-4,8번지
서울시 서초구 나루터로 12길 35 우영빌딩 4층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산단3로 11길 36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1나 804
인천서 구원창동 산21-1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마산리 635번지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112-10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49-16
광주광역시 광산구 옥동 880-15(평동산단1번도로)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영태리 57-15번지

02)2040-6543
031)499-2653
031)500-4440
031)997-7228
02)3442-6071
041)356-7655
031)498-3311
032)577-5550
033)343-1969
031)354-4681
051)314-7720
062)943-9377
031)953-8188

불소도장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불소도장
불소도장, 열전사
불소도장
알루미늄 압출(1,350t),
다이케스팅, 분체도장 및 어닝
스틸커튼월&구조물 분체도장
불소, 세루폰, 쎈코트, 분체,
아크릴, 메라민
인터폰-D, 아노다이징
아노다이징
세라믹도장
AL 표면처리,도장
아노다이징
불소도장
불소도장, 수전사
아노다이징
아노다이징
불소도장
불소도장
인터폰-D, 불소도장
불소도장, 세라믹 도장업체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발산5길37(발산리 577)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260-3번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 기계진흥회관 4층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1길 3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01길 26
서울 송파구 문정동 292 가든5 Tool 8층 S08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0-7

031)359-8501
055)342-5451
02)369-8391
1588-0680
02)547-0100
02)2047-4705
02)554-3400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9길58(독산동)

02)891-1176

배연창

도장 업체

알루미늄 단열바
(주)거산알루미늄
(주)경동프로폰
경희알미늄(주)
(주)기전금속
나눔테크
(주)남선알미늄
(주)대명창호 남원공장
(주)대아프로폰
(주)대한테크
(주)동해공영
서림기계
서연테크(주)
서진단열창호
성경엔텍(주)
(주)알루코
에이피코퍼레이션
윈솔
(주)이노바
(주)이지폴딩
중앙알칸(주)

경북 성주군 성주읍 용대로 75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3길 22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570
충남 당진시 순성면 순성로 731-14
경기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452-17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288
전라북도 남원시 노암동 868-1번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길 85
경북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 동골령일반산업단지 2블록 1로트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382로 60번길 50
경기 안성시 일죽면 장암로 49
경북 고령군 개진면 인안길 41
경기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2길 46-9
경기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 94번길 16
대전 대덕구 대화로 119번길 31
경기 안성시 금광면 배티로 733-3
경기 화성시 봉담읍 덕우공단2길 36
경기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33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독고개길86번길 34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 185번길 54(시화공단 2다 205호)

054) 933 - 9651~3
054) 974 - 7233~4
053) 583 - 5049
041) 353 - 1046
031) 356 - 7535
053) 610 - 5199
063) 636 - 8504
053) 583 - 8465
054) 956 - 8781~2
051) 831 - 6130
031) 674 - 4955
054) 955 - 4608
031) 498 - 4900
031) 499 - 2653
042) 605 - 8199
031) 676 - 2569
031) 298 - 6601
031) 499 - 5946
1688-7087
031)432-3657/8

알루미늄 압출 및 Azon 단열 임가공
알루미늄 도장 및 Azon 단열 임가공
알루미늄 창호 일괄 생산
Azon 단열 및 폴리아미드 압출
Azon 단열 임가공
알루미늄 창호 일괄 생산
알루미늄 압출 및 Azon 단열 임가공
알루미늄 도장 및 Azon 단열 임가공
알루미늄 도장 및 Azon 단열 임가공
Azon 단열 도어 생산
Azon 단열 임가공
Azon 단열 임가공
Azon 단열 임가공
Azon 단열 임가공
알루미늄 창호 일괄 생산
Azon 단열 임가공
Azon 단열 임가공
알루미늄 도장 및 Azon 단열 임가공
Azon 단열 도어 생산
알루미늄 압출, 도장, 피막,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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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패널 생산업체
(주)네오스텍
대명화성(주)
(주)알코판넬
SY
(주)우신에이펙
(주)유니언스
홍성산업(주)

배연창
(주)한일배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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