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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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막스와 만나면
건축 외피의 모든 디자인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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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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jing WHTB Glass는
더 좋은 유리를 만듭니다.
- Advenced Architectural Glass
- Oversize Glass
- Complex Make-Ups

Beijing WHTB Glass는 빌딩 파사드에서부터
인테리어 유리까지, 최고의 유리를 공급합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최고 품질의
WHTB Glass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알프렉스는 (주)유니언스의 자체기술로 제조된 코어 소재가 사용되며, 차별화된 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비할로겐가스, 저연 고난연성 친환경 제품으로 유수의 국내 및 국제기준을
통과한 우수한 제품입니다. Warnock Hersey, 독일 DIN, 영국 BS, 일본 JIS 불연,
러시아 GOST 인증을 통과하여 세계적으로도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WHTB PRODUCTS MAX SIZE(mm)
Coating Glass 2,540*12,000
Insulated Glass 3,300*12,000
Curved Tempered Glass 2,400*6,000
Concaved Tempered Glass 2,400*4,000
Silk Screen Ceramic Glass 3,000*6,000
Digital Ceramic Frit Glass 3,000*6,000
Laminatd Glass 3,300*12,000
Heat Soak Tested 3,000*8,000

www.whtbglass.com / e-mail : nczpatrick@163.com
한국 영업담당 : 손장순 지사장 070.8656.8800, 010.5327.1688

IGCC/IGMA, SGCC, BS/EN, CEKAL, AS/NZ certif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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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Terminal 2 천장

For a better Space

기술과 예술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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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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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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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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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전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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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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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FACADE

건축기술 전문의 특허법인
화우가 있습니다.
창호, 커튼월, 파사드 관련
특허출원, 심판 및 특허소송
특허 침해여부 판단 및 감정서 작성
특허법인 화우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의
지적재산권 전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특허법인입니다.

Consulting /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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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단신 뉴스
- KCC, 공식 홈페이지에 ‘건자재 기술 포털’ 오픈
- KCC글라스, 한국자원봉사문화와 협업 통해 임직원 참여 사회공헌 실천에 앞장
- KCC글라스, 인도네시아에 첫 해외공장 설립, 글로벌 시장 공략 본격화
- LG하우시스, 제 1회 LG Z:IN 인테리어 디자인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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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로 인한
비대면 영업시대,
지면광고를
적극 활용하세요.

70 RCC Headquarters in Ekaterinburg
News
80 정책 뉴스
- 15일 오전 9시,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 개통

60

- 1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발주청·지자체 명단 공개
-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등 1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 5건 선정
- 23일부터 스마트건설 챌린지 신청하세요… 총 상금 2억 8천만원
- 국토부 건설기계심평위, 등록말소 타워크레인 120대 재형식승인 신청 반려

월간 익스테리어는 국내 유일의 건축외장(파사드) 전문지로
설계사무소, 건설사, 외장시공업체, 파사드 컨설턴트 및 정부관련 기관 등
두터운 구독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COVID-19로 대면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90 커튼월 관련 주요업체 명단

70

지면광고가 좋은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문의 : 월간익스테리어 편집부 02-578-2114 담당 : 최가회 팀장

회사 소개

건축용 일반유리에서부터 고성능 유리까지

북경 WHTB Glass

회사 소개

대형사이즈의 유리 제조 설비를 통해 WHTB는
주문에서 공급까지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현재 건축 법규를 뛰어넘는 대형사이즈
유리 유닛을 제공할 수 있으며 수십 년의 성능을 제공한다.

베이징 WHTB Glass는 2002년 초 총 4600

고층 유리부터 매장이나 전시장을 위한 대형 사

만 달러를 투자해 설립된 유리 가공제품의 선

이즈 유리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

두 업체다. 공장 면적은 80,000m², 연면적은

든 것을 요구하는 WHTB Industries는 사용자

110,000m² 이다.

가 필요로 하는 유리 제품을 제작하여 사용자의
정확한 설계 및 기술 사양에 맞출 수 있다.

WHTB Glass위 주요 장비는 Tamglass, Lisc,
Bystronic, Intermac, Bottero 등과 같은 세

대형사이즈의 유리 제조 설비를 통해 WHTB는

계적으로 유명한 가공 장비 제조업체에서 수입

주문에서 공급까지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현재

한 것들이다. 핀란드의 Glaston Group에서 제

건축 법규를 뛰어넘는 대형사이즈 유리 유닛을

작한 A+W(ERP)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제공할 수 있으며 수십 년의 성능을 제공한다.

WHTB는 중국 유리 산업의 가장 전문적인 소

로이유리

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유리 제조업체
가 되었다.

WHTB Glass 본사 전경

WHTB의 Low-E Glass는 여름에는 건물을
시원하게 유지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유지하

주요 제품으로는 태양광 반사유리, 로이유리,

여 뛰어난 단열 성능과 태양열 제어 기능을 제

단열유리, 강화유리 & 열강화유리, 곡면강화

공하면서 높은 수준의 가시광선과 부드러운 외

유리, 내화유리, 디지털프린터 세라믹프리트유

관을 제공한다.

WHTB 회장 Yang Hong Bin(杨宏斌)

리, 실크스크린유리 등이 있으며 이들 제품들이
복합된 제품도 있다. WHTB는 BS/EN, AS/

태양 반사 유리

고, 설계 기준, 안전 코드를 충족하며, 태양 제

곡선 강화 유리

NZS, ASTM, ANSI 표준 등에 따라 엄격하게

반사유리는 낮 동안 프라이버시를 보존하기 위

어 및 열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WHTB는 원형, J자형 등 다양한 곡면 강화유리

관리된다.

해 사람들의 시선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

중국 내 최대 생산시설과 전문 CNC 기계, 초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채택했다.

면서도 밖을 내다볼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코

열처리 유리제품

팅이 있다.

최적의 강도와 최소 왜곡을 위해 WHTB 최고

강화유리

의 설비로 최고의 제품을 공급한다. 열처리된

WHTB의 강화유리는 현장에서의 자발적인 강

대형 유리 제조 능력을 갖춘 WHTB Glass
Group은 대량 물량은 물론 소량 물량의 유리

절연 유리

유리는 일반 유리보다 2-4배 이상 강풍, 열응

화유리 파손 가능성을 줄이는 기술을 적용하고

가공제품들을 효율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게 생

프로젝트 사양에 따라 제작되는 IG 유닛은 다양

력에 노출되거나 구조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있다. 이 전용 공정은 강화유리의 현장 파손을

한 유리 제품을 사용하여 원하는 미관을 달성하

유리 용도에 이상적이다.

줄여 보안 수준을 높인다.

산할 수 있도록 이상적으로 설정되었다. 외부

32

WHTB Glass 공장 외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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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라미네이트

안전한 적층 유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투명, 선팅, 반사, Low-E, 스판렐, 세라믹 프리

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세심한 주의

공한다. 이 눈부신 올 글라스 유리 옵션은 수

를 기울이고 품질 높은 공법에 대해 설명하는

직 벽, 입구 및 캐노피에 이상적으로 적합하

맞춤형 마감을 제공한다.

며, 설계자는 오늘날 면적에 가장 높은 수준

트 및 실크 스크린 등 모든 유리 종류로 제공되

실크 스크린 글라스

는 WHTB는 탁월한 품질, 고급 기능 및 오버사

WHTB 실크 스크린 세라믹 에나멜 프리트 제

이즈 기능을 제공한다.

품은 표준 및 맞춤형 스크린 패턴을 다양한 색

포인트 글레이징 시스템

상으로 사용하여 건물 디자이너들에게 흥미롭

포인트 글레이징 시스템에 적합한 유리를 제

사운드 컨트롤 글라스

고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 및 내부 유리를 맞춤

WHTB Sound Control Glass는 최고의 솔루

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의 투명도를 제공하고 금속 멀리언의 필요성
을 제거할 수 있다.

션으로, 라미네이트 글라스의 장점을 모두 갖
춘 안전 및 음향 성능의 탁월한 조합이며, 태양

디지털 인쇄 유리

광 흡수 라미네이트 글라스와 당사의 모든 색

초기 설계 단계부터 밸류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조 인터레이어와 결합하여 최고의 성능을 구현

를 통해 건축가 및 엔지니어가 디지털 세라믹

한다.

인쇄 유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인 절감
효과를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디지

Sentry Glass Plus

털 세라믹 인 글라스 인쇄는 복잡한 기능적 성
®

DuPont™ SentryGlass Plus는 태풍이나 허

능 요구사항을 충족한다.

리케인을 경험하는 건물의 소유자와 거주자에게

34

더욱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며, 유리 커튼월 시

정밀 드릴링 및 밀링

스템, 캐노피, 스카이라이트 및 난간에 대해 더

드릴링 및 밀링에서 광택 작업 및 엣지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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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필수 업무의 스마트화
(주)하이컴텍 ‘커튼월PRO’

(주)하이컴텍에서 출시한 ‘커튼월PRO’는 견적,

유리, 창호, 스테인리스 등 건축자재 관련 프로

산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

발주, 실측, 제작, 공사관리의 전 공정을 지원하

그램 개발 전문업체 (주)하이컴텍(대표이사 강

난 10년간 ‘커튼월PRO’를 기획 개발하였다.

는 ‘올인원(All in One)’ 시스템이다.

구만)은 알루미늄 업체의 부정확한 견적과 원가

[제작지시서]

[Auto CAD 원본파일]

[기준선에 자재를 지정하면 커튼월 자동생성]

[절단지시서]

‘커튼월PRO’는 CAD 사용자뿐만 아니라 누

두께를 고려한 커튼월 길이산정으로 정확한 물

량산출 대행 업무를 시작했으며, 이 프로그램을

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사용 시 Auto

량 및 원가산출이 가능하여, 최적의 견적금액을

통해 고객들의 견적산출 부담을 크게 줄이고, 생

CAD 도면을 읽어 사급, 관급을 비롯한 다양한

산출할 수 있다. 또한, Nesting 알고리즘을 통

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방식의 견적산출, 장바 물량산출, 절단지시서

한 현업맞춤형 장바 발주 및 실측길이 관리 기

하이컴텍 강구만 대표이사는 “20여년 간 유리

등이 10분 이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관

능까지 탑재도 하여 알루미늄 업체들의 실무를

와 창호, 새시 등 건축자재 관련 프로그램을 개

련 업체들은 그동안 커튼월 전문 프로그램이 없

한층 더 크게 높인다는 평이다.

발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커튼월

어 직원의 숙련도에 따라 견적시간 및 물량산출

PRO’를 기획 출시하게 되었다.” 며 “현재 한번

의 편차가 심했으나 커튼월PRO 사용 후 이러

특히 견적서, 제작지시서, 절단지시서, 공종집

의 CAD도면 입력으로 커튼월, 유리, 코킹, 스

한 문제를 보다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계표, 공종별내역 뿐만 아니라 일위대가, 중량

테인리스 등의 견적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산

산출서, 산출내역서, 영업실행내역서, 커팅플랜

출할 수 있는 솔루션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커

산출지시서, 장바발주서, 구조계산서 등의 엑셀

다. 덧붙여 “앞으로도 사용자들의 현업사용에

튼월PRO’는 커튼월 특화기능 구현을 통해 관

출력물을 제공하여 업무효율성을 한층 더 업그

귀를 기울여 꾸준한 개발노력을 통해 업계의 업

련 작업자들의 수월하게 업무를 돕는다. 이 프

레이드 시켰다.

무효율과 편의성, 고객만족의 서비스를 제공하

로그램은 일람표 도면을 통해 내장된 CAD기능
[물량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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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도]

으로 자동 기준선을 생성하며, 실제 알루미늄의

겠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주)하이컴텍은 올상반기부터 커튼월 견적 및 물

<자료제공 : (주)하이컴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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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R&D 프로젝트>

국내 앵커의 선두주자

2015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연구책임자

(주)원진 안영승 이사

- 중소벤처기업부
2016~2017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회사소개 부탁드립니다.
1987
1993
1994
1997
1998

-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중기애로기술지원사업 연구책임자

1999

- 경기테크노파크

건설분야 흐름에 맞춰
자체 기술개발을 통한
현장 여건에 맞는
새로운 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시공이 간편하고
안전한 제품 생산에
끊임없이 투자하고 있다.

2020~2021년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공동기관 연구책임자
- 국토교통부
2020~2021년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2002
2004
2005
2006

- 중소벤처기업부
2007
2010

<대표 공급 프로젝트 현황>
LWT 잠실롯데월드타워

2011
2012
2013

해운대 LCT 복합리조트
해운대 위브더제니스

2014

해운대 아이파크

2015
2016

BIFC 부산국제금융센터
IFC 서울국제금융센터
베트남 호치민 81 랜드마크타워
캐나다 밴쿠버하우스
주요약력

삼성전자 기흥, 화성, 평택 Project

•이름 : 안영승 YeongSeung An

2017
2018
2020

원진 설립
플라스틱 프레임앵커(WRS) 개발
(주)원진화스닝(법인등록)
제1공장 준공(김포 대포리)
스터드앵커(WSA) 개발
엘리베이터용 파워세트앵커 개발
자동화설비 생산 개시
중량물 앵커(WHA) 개발
볼트 앵커(WBA) 개발
제2공장 준공(김포 송마리)
창호타격 앵커(WPS) 개발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아스콘용 앵커(WRS) 개발
MAIN-BIZ 『경영혁신중소기업』인증
커튼월 고정앵커(WJC) 개발
시스템창호 고정앵커(WDA) 개발
‘커튼월 고정장치’특허 획득
INNO-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인증
벤처기업 인증
‘금속판 창틀 고정용 브래킷’ 특허 획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엘리베이터 앵커(WEA) 개발
(주)원진으로 상호변경
김포공장 증축
JET-FAN 턴버클 개발
JET-FAN 브래킷 고정용앵커(WSA-A4) 개발
국책연구과제 산학연협력 R&D 사업 수행(중소기업청)
국책연구과제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수행(중소벤처기업부)
콘크리트용 스크류(WCS) 개발
창호 프레임용 스크류(WCSP) 개발
‘창틀고정브래킷’ 특허 획득
‘높낮이조절고정앵글시스템’ 특허 획득
국책연구과제 기술촉진연구사업 수행(국토교통부)
국책연구과제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수행(중소벤처기업부)
유럽 CE(ETA) 인증 획득

•소속 : (주)원진 / 기술영업이사
•주요제품 : Cast-in Channel, Anchor
Solution
•역할 : 연구개발총괄, 기술솔루션 구

화된 제품들을 벤치마킹하여 제품 개발 및 미국 ACI, 유럽 ETA 기준에

축, 기술자문, 해외인증총괄, 기술영업

부합한 DB를 확보, 국내 건축용 앵커의 유럽 제품의 독과점을 막고 수입

총괄

대체 효과 및 나아가 태국, 베트남등 동남아 국가뿐만 아니라, 캐나다 미

•現 1997. 02 ~ 현재 (주)원진 재직중
•現 (사)한국콘크리트학회(KCI) 정착이
음위원회 분과위원
•現 (사)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
(주)원진 안영승 기술영업이사

38

(주)원진은 고성능 앵커의 불모지와 같았던 국내 현실에서, 유럽의 선진

회(KSMI) 정회원

주 지역으로 수출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책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국가 기준에 부합한 안전성 확보
된 앵커 개발, 내진성능 시험, 신뢰성 시험, 성능 DB 확보, 유럽 ETA 인
증 획득 등등 국내·외 건축현장에 신뢰성 있는 제품 공급에 국내 유일무
이한 앵커전문 업체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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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진의 생산품목 소개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Set Anchor는 앵커볼트의 직경보다 확장 Head의 직경이 크

과제를 통해 앵커 개발 및 기준성능시험, 신뢰성시험, 내진성능시험 등을

기 때문에, 콘크리트 천공 Hole을 3~4mm 더 크게 천공을 하고 확장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뢰성이 확보된 제품으로 국내 건축시장의 산

Sleeve를 별도의 치공구를 이용, 타격하여 확장하는 방식이기에, 앵커볼

업안전 확보 및 수입대체, 공사비 절감, 해외시장 개척등을 이루어 나갈

트와 천공 Hole과의 공차로 인한 외부 충격 및 동적하중에 의한 앵커 탈

계획이다.

락의 위험성이 있다.
이에 비해 Stud Anchor(Wedge Type)는 앵커볼트의 직경과 콘크리트

1987년 설립된 원진은 1993년 플라스틱 프레임앵커(WRS)개발을 시작

천공 Hole의 직경이 동일한 규격이며, 타격확장 방식이 아닌, Nut의 조

으로 스터드앵커(WSA), 중량물 앵커(WHA), 창호타격 앵커(WPS), 아

임 Torque에 의한 비틀림 제어 방식이므로, 앵커 확장의 균일성 및 외충

스콘용 앵커(WRS), 커튼월 고정앵커(WJC), 엘리베이터 앵커(WEA) 등

격, 동적하중에 대한 내구성이 우수하다.

을 꾸준히 개발하며 2007년에는 ‘커튼월 고장장치’특허를 획득하였다.
2010년 INNO-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인증을 받으며 건설분야에서

(주)원진의 앞으로의 계획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뢰성 안전성 경제성을 바탕으로 앵커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전문
업체이다.

[고하중, 중간하중용 앵커 시스템]

[경량 하중용 앵커 시스템]

또한, ‘커튼월 고장장치’특허를 시작으로 콘크리트용과 창호 프레임용 스

[브라켓 앵커 시스템]

크류를 개발하였으며 ‘창틀고정브래킷’과 ‘높낮이조절고정앵글시스템’특
허를 획득하였다.
주요제품의 특장점 소개 부탁드립니다.

Cast-in Channel

실제 이러한 형태의 제품을 선도적으로 개발하였던 유럽의 제조사에서도

2020년부터는 국책연구과제인 기술촉진연구사업(국토교통부)과 상용화

압착제품은 정적하중인 설비, 파이프 고정등의 목적으로 개발하여 적용

기술개발사업(중소벤처기업부)을 수행중이며, 최근에는 유럽 CE(ETA)인

하고 있다.

증을 획득하였다.

(주)원진의 Cast-in Channel 제품은 접합방식에 있어서 자동용접용 로
봇을 이용한 GMAW(Gas Metal Arc Welding)-가스금속아크용접 방

원진은 현장여건 및 하중조건에 따라 고하중, 중간하중, 경량하중용 앵

식을 이용, 모든 접합부의 전면용접접합을 하고 있으며, 용접에 대한 ISO

커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주력제품인 외장재 고정앵커

인증을 획득하였다.

(주)원진의 WSA 제품은 1998년 개발을 시작으로, 2002년과 2015년,

(매립형 Cast-in Channel), 고정브래킷은 국내시장은 물론 세계적인

재질 또한 KS D 3519 : SAPH440 자동차구조용 고장력 열연강판 사용

2020년에 걸쳐 산학연을 통한 연구개발 및 내구성 실험을 통해, 국내에

랜드마크 건축물에 사용되고 있다. 원진은 나날이 발전해가는 건설분

으로, 중국 Q235 재질을 사용하는 경쟁 제품에 비해 강도가 우수하다.

앵커관련 설계기준이 마련되기 이전부터 미국 ACI, 유럽 EOTA 기준을

야 흐름에 맞춰 자체 기술개발을 통한 현장 여건에 맞는 새로운 제품을

2020년도에는 유럽 ETA 인증을 획득하여,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확보 하

도입, 국제 기준에 부합한 앵커 성능시험 및 DB 확보를 통해 제품의 신뢰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시공이 간편하고 안전한 제품 생산에 끊임없이

기존의 단순한 형태의 구조요소에 비해, 제품의 양측면에 측면지지대 성

였다. 이로 인하여 베트남 및 캐나다 신규현장에 유럽 제품과 경쟁하여,

성을 확보해 왔다. 또한 국내에 경주, 포항 지진등을 통해 지진에 대한 건

투자하고 있다.

형, 매립앵커볼트에 Serration을 성형 하여 복합적인 응력분산요소를 확

최종 승인을 얻어내는 쾌거를 거두었다.

축물의 안전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여, 2019년부터 건축물의 외장 포함 비

보, 구조적으로 우수하고, 동일 단면적에서 콘크리트 응력을 극대화 시키
는 성능 확보.

구조재에도 내진설계를 반영하도록 법제화 되었으며, 2021년 02월 18

Stud Anchor(Wedge Type Expansion Anchor)

일자로 콘크리트용 앵커 설계기준이 국가기준코드에 고시(국토교통부)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C형 찬넬과 매립앵커볼트의 접합방식이 프

국내 시장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되었다.

레스 압착방식으로 C형 찬넬의 내부에 Head를 성형시키는 방식인데,

왔던 타격확장 방식의 Set Anchor

드디어 국내에서도 콘크리트에 적용되는 앵커에 대한 기준이 마련됨에

Head를 압착하는 과정에서 C형 찬넬의 하부 강재 항복이 유발됨으로 인

의 구조적 불안전성을 보완하고,

따라,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지던 저가형 중국 제품과 DB가 없는

해 응력 발생시 변형이 빠르게 유도된다. 그러므로 압착방식의 접합방식

시공 편의성 까지 갖추어진 유럽형

무자료 제품들의 현장 사용에 제한이 되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은 구조적으로 높은 하중과 풍하중에 의한 반복하중등 동적 피로하중이

비틀림 제어 확장앵커 Type의 후

(주)원진에서는 KDS 14 20 54 : 2021 콘크리트용 앵커 설계기준에 부

발생되는 외장용으로는 적합지 않다.

시공 앵커이다.

합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국토교통부 및 종소벤처기업부의 국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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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글라스, 한국자원봉사문화와 협업 통해 임직원 참여 사회공헌
실천에 앞장

■ 건자재 제품 기술 자료 총망라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자료 검색·다운로드
■ 연구소 성능시험 신청, 열관류율 계산, 천장재 적용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제공

■ 한국자원봉사문화와의 협업 통해 봉사 문화 조성 및 임직원 참여 사회공헌 활동 전개

■ 모바일 기기에서도 간편하게 내려 받고 SNS메신저로 전송, 고객 편의성 높여

■ 기후변화 대응 위한 환경정화와 자원순환 활동에 주력할 계획
■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및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운용 등 ESG경영에 힘써
■ ESG 경영팀 신설하고 정몽익 회장이 ESG 경영 직접 챙겨
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스마트폰
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별도의 어플
리케이션 설치 없이 KCC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KCC글라스(회장 정몽익)가 사단법인 ‘한국자

KCC글라스는 한국자원봉사문화와의 협업을

ESG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용할 수 있다. 제공된 자료는 자신의 모바일

원봉사문화’와 업무협약을 맺고 다양한 임직원

통해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

최근에는 경영지원본부 산하에 ESG경영팀을

기기로 내려 받거나 이메일, 카카오톡으로 다른

참여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

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신설하고 정몽익 회장이 ESG 경영 전략과 세

을 실천해갈 예정이다.

부 사항을 직접 챙기는 등 기업 전반에 걸친

이들에게 곧바로 전달할 수도 있다.
KCC글라스는 지난 21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

ESG 경영 안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KCC는 건자재 기술 포털 도입을 통해 고객의

치한 한국자원봉사문화 사무실에서 양측 관계

특히 회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회사의 영업력을 한층

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KCC글라

영 기준 중 하나인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

KCC글라스 관계자는 “한국자원봉사문화와의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모바일 기

스 임직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SDGs)에 적극 동참하고자 공기정화 키트 제

협업을 통해 임직원에게 봉사 문화를 조성하고

기를 적극 활용하는 업무 환경 변화에 맞춰 시

함께 기획해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작과 설치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정화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자원순환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기업시민으로서 건강한 사회를 위한 사회적

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누구나 쉽게 이용
KCC(대표 정몽진)가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자

자료를 제품 카테고리별로 찾아보거나 키워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한국자원봉사문화는 1997년 창립된 이후 다양

공식 홈페이지에서 건자재 제품 관련 기술자료

검색으로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영업

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지속해

KCC글라스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더불어

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건자재 기술 포털’을

또한 건자재 기술 포털에서는 고객 기술 지원

및 운영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 경쟁력 강화에

오고 있는 단체다.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공장 발전시설 운용 등

구축했다. 대리점이나 일선 영업 현장에서 필

서비스도 제공한다. KCC는 경기도 용인시에

힘쓰고, 업무 환경의 변화 및 고객사 현장 직원

요한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위치한 중앙연구소에서 △내화 △단열·결로 △

들의 니즈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이를 지원하는

됨으로써 고객 만족을 통한 영업력 확대에 도움

기밀·수밀·내풍압 △흡음·차음 등 다양한 제품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능 시험을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능 시험을 희망하는

KCC 관계자는 “이번에 선보인 건자재 기술 포

KCC가 공식 홈페이지(www.kccworld.co.kr)

고객은 KCC 건자재 기술 포털에서 손쉽게 시

털 서비스는 거래선과 소비자의 활용도가 높다

를 통해 선보인 건자재 기술 포털은 창호, 내

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밖에 건축물 구조체의

고 평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사용자들이 더욱

외장재, 보온단열재 등 KCC의 각종 건축자

열관류율 계산, 천장재 제품인 마이톤의 디자인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 제품과 관련한 기술 자료를 총망라했다.

적용 시뮬레이션도 이용할 수 있다.

관리 및 업데이트할 예정”이라며, “친환경 제

제공 자료는 각 제품에 대한 상세 소개가 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KCC>

품 개발뿐만 아니라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서

긴 카탈로그부터 각종 인증서, 공인성적서,

KCC 건자재 기술 포털은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비스 제공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소비자 만족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

데 중점을 두고 개발돼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도를 높이는 활동들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보건자료), 도면, 시방서, 자재승인서류, 시공

UI(User Interface)와 UX(User Experience)

전했다.

사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사용자는 필요한

를 최적화해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필요한 자

42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KCC글라스와 한국자원봉사문화 관계자들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
다. 사진 왼쪽부터 한국자원봉사문화 정희선 사무총장, KCC글라스 김명주 부장
<자료제공 : KCC>

KCC글라스와 한국자원봉사문화 관계자들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
다. 사진 왼쪽부터 한국자원봉사문화 장수아 대리, 한국자원봉사문화 정희선 사무
총장, KCC글라스 김명주 부장, KCC글라스 주은진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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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글라스, 인도네시아에 첫 해외공장 설립,
글로벌 시장 공략 본격화

LG하우시스, 제 1회 LG Z:IN 인테리어 디자인 공모전 개최

■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의 바탕(Batang) 산업단지 내 49만㎡ 규모 판유리 공장 설립 추진

■ 대학생·대학원생 대상 주거공간 및 리빙제품 디자인 공모전 진행, 총 412건 아이디어 접수, 44개 수상작 선정

“Z세대의 아이디어로 미래 주거공간 디자인해요!”

■ 6일 이사회 열고 첫 해외공장 설립 의결, 2024년 완공 예정

- 작은 자취방에 유리막대 배열해 다양한 활동 가능한 공간 구성, 1인 가구의 새로운 주거공간 디자인 선보인 덕성여대 최다민 학생

■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이 대상 수상
■	대상/금상/은상 수상자에게는 LG하우시스 인턴십 기회 제공, 공개채용 시 서류와 1차면접 거치지 않아도 되는 2차면접 응시 자격
특전 부여
■ 독창적인 공모전 당선작 아이디어들을 향후 LG지인 인테리어 상품 및 공간 컨셉 개발에 적극 활용할 것

국내 대표 종합 유리 기업인 KCC글라스(회장 정몽익)가
인도네시아에 첫 해외 유리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동남아

의 ‘우주유영(Space Walk)’ 작품이 선정됐다.

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대상, 금상, 은상 수상자에게는 LG하우시스 인

나선다.

턴십(’21년 7~8월) 기회가 제공되며, 인턴십
우수 수료자에게는 공개 채용 시 서류와 1차 면

KCC글라스는 6일 이사회를 열고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접 전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2차 면접 응시

(Java)의 바탕(Batang) 산업단지 내 유리 생산공장 설립을 의결했다. 설립 예정인 유리 생산공장은 총 49만㎡ (약 14.8만평) 규모

자격 특전이 부여된다.

로 오는 2024년 완공될 예정이며 완공 시 연간 약 43만8천톤의 건축용 판유리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최다민 학생은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인

이번 인도네시아 공장 설립은 KCC글라스가 국내 TOP 유리 기업으로서 내수 시장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

현상에 주목했고 반 고흐의 작품 ‘별이 빛나는

기 위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건설시장은 세계 건설시장 대비 약 2배 가까운 성장률

밤’에서 영감을 받아 유리막대로 자취방 공간을

을 기록하는 등 높은 시장성을 나타내면서 이미 많은 국내 관련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하고 있다.

보다 빛나게 그리고 보다 다층적인 활동이 가능
하도록 구성해 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KCC글라스는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될 건축용 판유리를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시아 시장에 판매할 예정이며, 단계적

LG하우시스가 젊은 디자이너들과 함께하는 주

2개월간 접수된 아이디어는 총 412건으로 전

LG하우시스 디자인센터장 천하봉 상무는 “미

으로 공장을 증설해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종합 유리 클러스터’로 키워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설립되는 인도네시아 공장은 작년

거공간 및 리빙제품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하며

국의 디자인 전공 학생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래 고객이기도 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LG하우

KCC글라스 설립 이후 건설되는 첫 해외 생산공장으로, KCC글라스의 글로벌 시장 확대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 주거공간의 새로운 디자인 패러다임 확보

받았으며, 이 가운데 총 44개 아이디어가 수상

시스의 인테리어사업 비전을 널리 알리는 한편

에 나섰다.

작으로 뽑혔다.

우수 인재 확보 차원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디자

KCC글라스는 오는 20일, 인도네시아 현지의 공장 설립 부지에서 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기공식을 가질 예

이와 관련, LG하우시스는 16일 서울 논현동에

LG하우시스는 1차 내부심사 및 2차 외부 전문

인 공모전을 개최하게 됐다”며,

정이다.

위치한 LG지인 인테리어 지인스퀘어 강남전시

가 심사를 거쳐 대상 1명(상금 1,000만원), 금

“독창적이고 심미성 높은 이번 공모전 당선작

장에서 공모전 수상자 및 LG하우시스 관계자들

상 2명(각 300만원), 은상 2명(각 100만원), 동

들을 향후 LG지인 인테리어 상품 및 공간 컨셉

KCC글라스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2억7천만명의 인구와 수도 이전 계획 등 건설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가”라며 “새

이 참석한 가운데 ‘제 1회 LG Z:IN 인테리어 디

상 8명(각 50만원), 장려상 31명(각 10만원)을

개발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롭게 설립될 인도네시아 공장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선정했다.

한편, LG하우시스는 향후 국내뿐 아니라 해외

이번 공모전은 전국의 대학생·대학원생들을 대

대상에는 14평 규모의 좁은 자취방 곳곳에 얇

까지 범위를 확장해 디자인 공모전을 계속 이어

한편 바탕 산업단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인 ‘그랜드 바탕 시티(Grand Batang City)’ 내 통합산업단지

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말까지 ▲나를

은 유리막대를 배열해 학습, 운동 등 다양한 활

갈 계획이며, 관련 전공분야 학생들의 디자인

부지로 총 4천300만㎡ (약 1300만평) 면적에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목표로 조성되고 있다.

위한 주거공간 인테리어 디자인 부문 ▲LG지

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우주공간 같은 몽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을 지속 제

인 자재를 활용한 리빙제품 디자인 부문 등 두

적 분위기를 연출, 1인 가구의 새로운 주거공간

공해 나갈 계획이다.

개 분야로 나뉘어 아이디어 접수가 진행됐다.

디자인을 제시한 덕성여자대학교 최다민 학생

<자료제공 : K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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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LG하우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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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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tain Wall 산책

LWK + PARTNERS creates living
streetscape for Aoti Vanke
Centre

항저우의 첸장 센추리시티 중심업무지구에서도 중심부에 자리잡은 아오

업중심부에 대한 시야를 최대한 확보한다.

티 반케 센터는 2개의 오피스 타워와 포디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부상하고 있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빌리지의 관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리 형태의 포디움이 지상에서 떠올라 중앙 안마당을 창출하고, 준공공
포디움 지붕 정원은 타워 2개를 연결하는 다리로 기능하면서 건물 이용

두 개의 건물중 높은 건물인 T1은 기업 임차인을 유치하는 반면, 낮은 T2

자들의 공생과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한다.

는 신규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동 사업 공간이다.

이곳은 세로형 부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지름길일 뿐 아니라, 2층 높

이들 타워는 회전하면서 자연광을 극대화하고 첸탕 강 주변의 새로운 상

이의 실외 공간을 관통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와같이 구획을 운영 측면에

스마트 비즈니스 & 라이프스타일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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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세부화하면, 인간이 척도가 되면서 건물 이용자와 일반 보행자들이 경

이를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험하고 향유하는 개발이 이루어진다.

자연의 중심

50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업무공간과 접속하는 방식을 재고

프로젝트는 타워 로비가 가장 중요한 지점을 차지해야 한다는 오피스 건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LWK + PARTNERS의 디렉터이자 프로젝트 수

축의 확립된 규범을 깨뜨리고 있다. 아오티의 경우, 로비가 중심에서 한

석 건축가 페르디난드 청[Ferdinand Cheung]의 설명이다. “펜데믹 때

걸음 물러나고 현장 중심 진입 지점인 중앙 안뜰이 2배로 커지면서 도시

문에 물리적 환경이 우리의 안녕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부각되었는

구조와 통합, 관계하는 공간이 확장되었다.

데요, 아오키 벤터 센터가 사람들이 무엇이 자신에게 최선인지 탐색하고

지상 층의 경우, 풍부한 조경의 보행구역에는 2층 높이의 쇼핑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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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 갤러리가 늘어서 있는데, 이 보행구역은 간선도로를 따라 길게 뻗

친화적인 균형을 강화했다. 건물 이용자들은 풍부한 그리너리, 자연광,

어 있고 쇼핑매장의 정면은 극대화되었다. 이 구역은 보행의 흐름을 안뜰

공기흐름을 만끽할 것이다.

방향으로 유도하며, 광장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제
공한다.

마감 차단막은 패시브 쉐이딩[passive shading]으로 직접일사를 차단하
고 눈부심이 최소화되도록 타워 파사드에 설치했다. 옥상 정원의 가벼운

아오티 얀케 센터는 미국 그린빌딩협회[U.S. Green Building Council]

조경은 차양을 제공해 건물 전체의 태양열을 줄이고, 타워 루프는 트렐리

로부터 LEED 골드Gold 인증을 받았다. 프로젝트에서는 다층 그리너리

스로 덮어 과도한 일사를 방지했다.

[Multi-layered greenery]가 실행되고 있다. 95,521 평방미터 규모의
바닥구역에는 산소가 공급되는 탈출공간을 삽입해 건축과 경관의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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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공개 토론, 친목, 편안한 교류를 위한 공간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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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티 거주민들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업무, 사회참여와 통합하도록

generation, promoting interactions, active engagement and

고취됨은 물론이고, 건물 어느 층에 거주하든 관계없이 녹음이 우거진 환

sustainability.

경에서 이러한 통합이 가능하다.

A smart business and lifestyle community
Located at the heart of Hangzhou’s Qianjiang Century City
The future of work is constantly being reimagined. Aoti Vanke

central business district, Aoti Vanke Centre is made up of

Centre, an innovative working hub in Hangzhou, China

two office towers and a podium, perceived as the gateway of

designed by LWK + PARTNERS, embraces the hybrid mode

the emerging Asian Games Village of Hangzhou.

as the way forward and challenges conventional workspaces
by externalising human activities to a fluid and highly

The taller T1 houses corporate tenants, while the shorter

permeable field of semi-outdoor space.

T2 features co-working space for start-ups and microentrepreneurs. The towers are rotated to maximise natural

This sleek new office complex reinterprets the podium-tower

sunlight and views to the new commercial core by the

typology with each level of its elevated podium rotated by a

Qiantang River.

different degree to create myriad walk spaces for people’s

54
ⓒ Werner Huthmacher

enjoyment. At a time when COVID-19 has accelerated

The ring-shaped podium is lifted off the ground to create a

shifting trends in sustainable design and spatial relations,

central courtyard, while the semi-public podium roof garden

the programmatic stack blurs the work-life distinction and

serves as a bridge between the two towers, promoting

lends itself towards a smarter urban lifestyle for the next

symbiosis and creating networking occasions for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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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s. It also allows the passing through of a double-

Heart of nature

height covered outdoor space, as well as providing a north-

The project disrupts the established nor m in office

south shortcut across the longitudinal site. This operative

architecture that the prime central spot should be occupied

subdivision of the lot brings down the development to a

by tower lobbies. Instead, at Aoti, the lobbies take a step

human scale, experienced and enjoyed by the building

back from the forefront and the central courtyard doubles as

users and pedestrians at large.

an entry point at the heart of the site, opening up more space
to integrate and engage with the urban fabric. At street level,

“The project is an opportunity to rethink the ways we

the richly landscaped pedestrian zone is lined with two

collaborate with one another and connect with the

stories of retail, F&Bs and galleries, stretching lengthily along

workspace,” noted Ferdinand Cheung, LWK + PARTNERS

the main road with maximised shop frontage. It funnels the

Director and Principal Architect of the project, “The pandemic

walk flow into the courtyard, where a public forum provides a

has highlighted the impact the physical environment has on

relaxed communal environment for casual exchanges.

our wellbeing and productivity, so I hope Aoti Vanke Centre
creates space for people to take stock and discover what

Aoti Vanke Centre is recognised with LEED Gold certification

works best for them.”

from the U.S. Green Building Council. Multi-layered greenery

Project : Aoti Vanke Centre
Location : Hangzhou, China
Client : Huayun Xinde Real Estate
Co., Ltd
Architect : LWK + PARTNERS
Site Area : 13,969 sqm
Gross Floor Area : 95,521 sqm
Year of Completion : 2020

is implemented in the project, interpolating 95,521 square

and the tower roofs are capped with trellises to screen off

metres of floor area with oxygenating breakout spaces,

excessive insolation.

to strive for a more nature-oriented equilibrium between
the architecture and landscape. Building users will enjoy

With plenty of spaces for recreation, open forums,

tangibly the abundant greenery, natural sunlight and air flow.

meeting friends and casual exchange, not only are people
encouraged to merge lifestyle with work and social

Decorative fins are installed on the tower facades to provide

engagements at Aoti, but they can also do so amidst

passive shading from direct insolation and minimise glare.

leafy surroundings – no matter how high up you are in the

Soft landscapes at the rooftop gardens provide shading

building.

to reduce solar heat gain of the building mass as a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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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enigstadt-Quartier, Berlin
아파트 117호, 지상 층에 사업용 건물, 지하에 주차장을 갖춘

주거용 고층 빌딩 신축 공사

60

주거용 신규빌딩 괴니그스타트 카르티에는 프리드리히샤인 국립공원

주거단지는 10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2층이 타워 형태로 추가

[Volkspark Friedrichshain]과 알렉산더광장[Alexanderplatz] 사이의

된 것이 특징이다. 정면이 엇갈린 형태인 6층 건물은 처마의 높이

베를린-프리드리히샤인에 자리 잡고 있다. 프로젝트 명칭은 베를린의 역

가 베를린의 역사적인 치수로 조정되어 있으며, 건물은 바님스트라세

사적인 괴니그스타트 구역에서 따 왔는데, 이 구역은 미테[Mitte], 프렌

[Barnimstrasse] 공통 안뜰 진입로의 측면에 있다. 반대편 끝 지점의 경

츠라우어베르크[Prenzlauer Berg], 프리드리히샤인[Friedrichshain] 구

우, 지상 층과 그 윗층들이 건물단지를 주변건물과 연결한다. 1층의 상업

역까지 뻗어있다.

단위만 제외하면, 이곳에는 주거용 아파트만 있다.

유행을 타지 않는 차분한 구조로 처마 높이가 제각기 다른 이 건물은 몰

커다란 면적에도 불구하고, 건물은 호실 높이의 넉넉한 창문 정면과 넉넉

스트라세[Mollstrasse]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기존의 개발

한 창문 정면과 개방적인 설계된 지상 층으로 밝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창

노선을 그대로 채택해 전형적인 블록 엣지 구조를 이어간다.

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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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D-D
0

10 m

Elevation North-East
0

10 m

Section A-A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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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디자인의 협곡 모양 코니스 스트립은 유색 건축 콘크리트로 제작

기계실, 보관실 이외에도, 자동차 41대가 주차할 수 있는 1층짜리 지하

된 것으로, 발코니, 로지아, 대형 창문[바닥에서 천정까지 뻗은 창문]과

주차장이 있는데, 그 중 일부는 방벽이 없다. 출입구는 수위실 바로 옆에

함께 흘러가는 라인을 형성하고 파사트 행렬에 가소성과 긴장을 추가한

있다. 총 240대의 자전거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도 계획되었으며, 이

다. 수평에 대한 강조는 좁게 이어지는 난간을 통해 보강되며, 이것이 투

러한 주차공간은 지하, 지상 층 또는 안뜰의 옥외시설에 위치하고 있다.

명한 유리 요소, 불투명한 유리 요소와 합쳐져 건물 전체에 확실한 캐릭
터를 부여한다.

The new residential building Koenigstadt-Quartier is located

이 새로운 주거용 아파트 빌딩은, 주거용 아파트 2층에서 5층까지, 다양

in Berlin-Friedrichshain between Volkspark Friedrichshain

한 개인별 요구사항과 임차인들의 희망사항에 따라 다양한 아파트 솔루

and Alexanderplatz. The project was named after the historic

션을 제공한다. 넉넉한 녹색 옥상 테라스와 연속적인 발코니가 모든 층에

Koenigstadt quarter of Berlin, which extends over parts

띠를 두르면서 삶의 질을 드높인다. 주거단지의 안뜰 구역에서는 모든 연

of the districts Mitte, Prenzlauer Berg and Friedrichshain.

령의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있으며, 이곳은 600sqm 면적의 개방적

With its timeless and quiet architecture, the different eaves

이고 나무로 덮인 개별 잔디 구역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heights, the building fits in with the urban atmosphere a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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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lstrasse and continues the typical block edge structure

here.

by taking up the alignment of the existing development.

Regardless of its large dimensions, the building presents

The residential complex consists of a ten-storey block,

itself light and open through its room-high, generous window

which is marked by two further storeys in the shape of a

fronts and an openly designed, flat glazed ground floor. The

tower. A six-storey, staggered front building brings the eaves

lavishly designed, cove-like cornice strips made of coloured

height back to the historical Berlin dimensions and flanks

architectural concrete form a flowing line with the balconies,

the access to a common inner courtyard on Barnimstrasse.

loggias and floor-to-ceiling windows and lend the facade

At the other end, the ground and upper floors connect the

matrix additional plasticity and tension. The horizontal

complex to the neighbouring buildings. Apart from the

emphasis is supported by the narrow continuous parapets,

commercial units on the ground floor, only flats were built

which together with the rhythm of transparent and opa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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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 elements give the volume an unmistakable character.

area of over 600 sqm

The new rental apartment building offers a wide range of

In addition to technical and storage rooms, a single-storey

apartment solutions, from 2-room to 5-room flats, for different,

underground car park in the basement provides space for

individual requirements and wishes of the tenants. Generous,

41 car parking spaces, some of which are barrier-free. The

green roof terraces and continuous balcony bands across all

entrance and exit are located next to the gatehouse. A total

floors additionally increase the quality of living.

of 240 parking spaces for bicycles have also been planned

The courtyard area of the residential complex was equipped

for the building, which are located in the bicycle rooms

with children’s playgrounds for all ages, which are divided

on the basement and ground floor and or in the open-air

into individual areas in an open, tree-covered and lawned

facilities in the courtyard.

New construction of a residential high-rise building with 117

mbH, Kassel Building equipment: Plan B - Beratende Ingenieure

apartments, business unit on the ground floor and underground car

GmbH, Berlin

park
Pauline-Staegemann-Strasse 2-6, 10249 Berlin
Client: Bauart Gruppe, Berlin GFA: 17,000 sqm Completion:
Januar 2021 Service stages: 1-5
Architect: Sergei Tchoban Project partner and -leader: FrederikSebastian Scholz Team: Johannes Beese, Valeria Kashirina,
Eimear O’Gorman, Fabiana Pedretti, Daniele Ricci, Ingo
Schwarzweller, Ramona Schwarzweller, Evgenia Sulaberidze,
Nancy Wendland

Landscaping: Hanke & Partner Landschaftsarchitekten, Berlin
Fire protection: Upmeyer und Partner Pruefingenieure fuer
Brandschutz, Stralsund
Finishing: Lindner Group KG, Berlin
Architectural concrete: GBJ Geithner Betonmanufaktur
Joachimsthal GmbH, Ziethen
Metal construction, façade: Haskamp Group, Edewecht
Photographer: Klemens Renner

Structural engineering: Mehlhorn und Vier Ingenieurgesell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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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C Headquarters in
Ekaterinburg

70

예카테린부르크[Ekaterinburg]에서 RCC 본사가 공식 개장했다. 러시아

모로 되어있다. 업무 공간 컨설팅 그룹은 고객의 활동을 분석했고 이들

최초의 오피스 빌딩으로, 기존의 셀룰러 오피스 빌딩을 재해석하고 품질,

호실을 위해 혁신적인 모듈 시스템을 고안하는 작업을 지원했다. 그런 다

편의성, 유연성 부문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15층 건물의

음, 실내 엔지니어링 팀과 함께 신속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태양광 수

혁신적인 모듈형 오피스 유닛은 에너지 효율적인 엔클로저로 봉인되어

준이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업무에도 적합한 형태로 설계했다.

있는데, 이것이 예카테린부르크에서 회사를 상징하는 고유한 심벌이 되

각각의 2층 모듈은 위층이 아래를 포개는 한 쌍의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

었다.

는데, 이 부분은 2층 클래딩 모듈을 통해 외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모듈

RCC는 세계를 선도하는 고리 생산업체 중 하나이며, 삼각형은 구리의 화

은 중앙 복도 양쪽으로 줄지어 배치되어 있으며, 이 중앙 복도는 하나의

학적 구조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건물의 왕관은 RCC의 새로운 로고와

탈출 공간으로 기능하는데, 대기 라운지가 있고 유리 승강기를 통해 도시

통합된 것으로, 리브랜딩은 건축에서 영감을 받으면서 진행되었다.

를 전망할 수도 있다. 15층의 경우, 위쪽에서 조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

사무용 1층의 출발지점은 본사를 기존의 커다란 공공 업무공간이 아닌,

간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고, 이곳에서 회사 전체 모임이나 행사를

‘직원을 위한 집’으로 재창조하는 것이었으며, 호실은 친근한 가정집 규

개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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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목표는 브리엄 우수등급[BREEAM Excellent rating]이다. 예카

RCC Headquarters in Ekaterinburg has officially opened.

테린부르크의 심한 계절별 온도변화[종종 +30°C에서 -30°C에 이르는

The practice’s first office building in Russia, the building

온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겨울철의 적은 태양광에 반응하고 여름철에

reimagines the conventional cellular office to set new

는 직사광선에 따른 열을 완화하도록 솔리드 구역[solid area]과 유리 구

standards in quality, comfort and flexibility. The 15-storey

역이 균형을 도모했다. 현장은 도시와 최근에 조경이 개발된 강둑을 전

building’s innovative modular office units are enveloped in

망한다. 이러한 그리너리는 건물 지하까지 확장되고, 건물 공간은 직원

an energy efficient enclosure, which provides a distinctive

용 개인정원을 창조하는 형태로 전환된다. 조경은 셀룰러 방식의 내부 구

symbol for the organisation in Ekaterinburg.

조에 따랐고, ‘외부 호실’을 설치했다. 이곳은 직원의 휴식과 점심을 위한

RCC is one of the world’s leading producers of copper and

평화로운 공간이다. 건물 내부의 추가적인 시설로는 화상 회의실, 중역

the triangulated form draws inspiration from the chemical

회의실, 회의 공간, 간부 식당 등이 있다.

structure of copper. The crown of the building integ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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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C’s new logo - a rebranding which has, in turn, been

engineering teams to enable rapid construction and ensure

inspired by the architecture.

ideal levels of natural daylight for concentrated work.

The starting point for the office floors was to reinvent

Each two-storey module comprises a pair of offices, stacked

the headquarters as a ‘house for staff’ - instead of the

one on top of the other - this is expressed externally through

conventional large, communal workspaces, the rooms are of

the double-storey cladding module. The modules are

a more intimate, domestic scale. The practice’s workplace

arranged in rows on either side of a central hallway, which

consultancy group analysed the client’s operations and

functions as a breakout space, with lounge seating and

helped to devise the innovative modular system for

views of the city through the glazed lift shaft. At level fifteen,

these rooms. This was then developed with the in-house

the space is top-lit to create a flexible space for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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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e gatherings and events.

landscaped river bank. Extending this greenery to the base
of the building, the footprint is shifted to create a private

The design targets a BREEAM Excellent rating. Responding

garden for staff. The landscaping echoes the cellular

to Ekaterinburg’s wide temperature range between seasons

internal arrangement, with a sequence of ‘external rooms’

- often from +30°C to -30°C - the balance between solid

that provide peaceful spaces for staff to relax and eat

and glazed areas is designed as a reaction to low level

lunch. Further facilities within the building include a video

winter sun, while mitigating the heat of direct sunlight during

conference room and boardroom, meeting spaces and an

the summer. The site overlooks the city and the recently

executive dining area.

Architects : Foster + Partners
Area : 18450 m²
Year : 2021
Photographs : Oleg Kovalyuk
Manufacturers : POHL, Irline, Mobil, Solo
Client : RCC (Russian Copper Company)
Design Team : Norman Foster, David Nelson,
Spencer de Grey, Luke Fox, Angus Campbell,
Jeremy Kim, Jonathan Parr, Mike Holland, Stefan
Bench, Dimitri Chaava, Julija Cholopova, Louise
Clausen, Amy Company Butler, Patrick Crocock,
Elisa Fernandez Ramos, Charlotte Gallen, Raphael
Giacomuzzo, Michelle Hudson, Martin Kehoe, Paul
Kennedy, Alena Kereshun, Anton Khmelnitskiy,
Annabel Knightley, Andy Lister, Sarah Lister, Yuen
Nam, Connie Luk, Maria Mallalieu, Luke Moloney,
Aleksejus Nevemdomskis, Charlie Parford Plant,
Mariia Pashenko, Stelios Psaltis, Dina Timartseva,
Harry Twigg, Vincent Westbrook, Michael Woodrow
Foster+Partners Engineers : Andrew Jackson,
Andrew Coward
Other Foster+Partners Team Members : Paul
Kalkhoven, Armstrong Yakubu, Sarah VillarFurniss, George Fereday, Thouria Istephan,
Matthew Burger
Collaborating Architect : P. M. VostokProekt
Structural, Mechanical And Electrical Engineer
: Foster + Partners/P. M. VostokProekt
Kitchen & Logistics : Cini-Little International
Façade Engineering : Priedemann
Security System : WSP
Vertical Circulation : D2E
Lighting Design Consultants : Jason Bruges
Studio
Traffic Engineer : MIC
Acoustic Engineer : Sandy Brown
Landscape Consultant : Hyland Edgar Driver
Main Contractor : A1
City : Yekaterinburg
Country :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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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혁신기업과 우수기술 정보가 한자리에…
15일 오전 9시,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 개통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온라인 플랫폼,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이

적용, 검·인증 등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연구개발 재정사업

하 기업지원허브)를 4월 15일 오전 9시부터 운영한다.

** 국토교통 혁신펀드 : 정부 예산과 민간 자금으로 조성하여 국토교통 분야 중소·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중소기업벤처부의 한국모태펀드 내 계정)

산발적으로 제공하던 국토교통 관련 정보들을 통합하면서, 앞으로 중소·
벤처기업들은 기업지원허브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행 중인 지원사

(기술매칭) 중소·벤처기업들이 우수기술을 등록할 수 있으며,‘국토교통

8686) 메뉴가 추가되면서, 기업들은 전화 연결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내

업*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공기관 등 발주처는 기업들이 보유

기업성장지원위원회(이하 기업성장위)*’와 연계되어국토부 산하 공기업

게시글 작성을 통해서도 애로사항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 우수한 기술을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 발주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 중소·벤처기업들의 애로사항 접수, 문의사항 답변 등을 위해 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KAIA)에서 운영 중인 단일 상담창구(`20.11월∼)

* 기술사업화 R&D, 국토교통 혁신펀드, 실험시설 사용지원, 혁신제품 인증 등

등록한 기술은 관련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자동 전달되어 사전
<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https://hub.kaia.re.kr) 초기화면 >

검토를 거치게 되고, 이를 통과한 기술은 기업성장위 산하의 분과위원회

국토교통부 백승근 기획조정실장은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는 국토교통

가 우수성을 검토하여 공공현장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게

분야 최초의 기업지원 통합플랫폼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을 연결하는 구

된다.

심점이 될 것”이라며, “이용자와 게시물이 많을수록 플랫폼의 가치가 높

*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정책 총괄심의, 우수기술의 현장적용 촉진 목적으로 설치

아지는 만큼, 유관기관과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향후 자료

한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 위원회(`20.12월 발족)로, 국토교통부 실·국장, 산하 공

또한, 기업지원허브 홈페이지에 One-Call 지원센터*(대표전화, 1599-

축적에 대비한 시스템 안정화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기관장(도공, 코레일 등),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

(기술전시관) 중소·벤처기업들이 보유한 우수기술과 그 기술이 적용된 현
장을 상시 공개하는 온라인 홍보관으로, 현재 360° 파노라마 영상, 카드
뉴스 등을 포함하여 총 80개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으며, 향후 관련 개
인방송, 국토교통부의 주요행사 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등록

1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발주청·지자체 명단 공개
대형건설사 10개 업체, 발주청 12개소, 시·군·구 29개소

할 예정이다.
기업지원허브는 기업지원, 기술매칭, 기술전시관 등 총 3가지 메뉴로 구
성하였다.

< ‘기술전시관’ 화면 예시 >

(기업지원) 중소·벤처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5대 분야*별 맞춤형 지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올해 1분기 동안 건설사고 사망자

’21년 1분기 기간 가장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태영건설로

원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공

해당기간 중 총 3명의 건설근로자가 사망하였다

* 판로지원, 금융지원, 기술지원, 창업·경영지원, 규제 해소 등

개하였다.
중량물에 근로자가 맞는 사고가 ‘과천지식정보타운 3BL공구 및 S-5BL

기업들은 기술사업화 R&D*,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 국토교통부와 산하

명단공개는 건설 주체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있고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

공구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 1월 20일, 2월 27일에 연이어 발생하여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각종 사업의 지원 자격, 신청 방법·절차, 지원혜

하기 위한 정책으로, ’19년 5월부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 발

각 1명이 사망하였고, 3월 9일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

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주청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서 건설차량(펌프카)의 손상에 따른 차량 부품과의 충돌로 1명이 사망하

* 기술사업화 R&D : 중소기업의 기술이 발주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테스트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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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분기 연속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영건설과 재발방지

롯데건설㈜, ㈜한라, ㈜금강주택, 양우건설㈜ 등 7개 건설사에서 각 1명

인천광역시는 서구·경제자유구역청·미추홀구·남동구에서 각 1명씩 총 4

를 위한 회의(4.16)를 통해 관련 대책을 보고 받은 바 있다.

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명, 충청남도는 서산시·서천군·예산군에서 각 1명씩 총 3명의 사망사고

이어 삼성물산, DL건설에서 각 2명,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훈 격

소 속

직 위

성 명
1

1

㈜태영건설

13

3

1.20

현장수

합계

131

150

1

147

2

-

-

29

-

-

1

GS건설

30

29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체계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2

포스코건설

24

21

1

19

1

-

3

호반건설

11

15

-

15

-

-

4

금호산업

28

35

-

35

-

-

비고
과천지식정보타운 S-5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지적건 시정명
현지시정 주의 과태료
수
령

구분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개 대형건설사에 대해서는 6월까지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연번

해외뉴스

[표4] `21.2~3월 특별점검 결과(’20.4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
연번

자가 발생하였다.

[표1] 상위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 발생현황(`21.1∼3월)

|

5

두산건설

10

13

-

12

1

-

한편, ´20년 4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의 건설현장 131개 현장

6

KCC건설

20

24

-

24

-

-

에 대해서는 `21년 2월부터 3월까지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하였다.

7

동양건설

8

13

-

13

-

1

2.27

과천지식정보타운 S-3BL 공동주택 신축공사

1

3.19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1

2.18

강릉안인화력 1, 2호기 건설공사

1

3.1

정자동 178-4번지 외 4필지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2단계 건축공사

점검결과, 총 150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품질시험 불량 등 위

1

2.10

인천고잔지식산업센터

반 현장의 벌점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

1

2.27

제주 중문 특급호텔 리노베이션 및 증축사업

에 부과할 예정이다.

면서, “건설주체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분기부터는 100대 건설사뿐

2

삼성물산

1

2

3

DL건설

17

2

4

현대건설(주)

2

1

1

3.11

현대케미칼 HPC Project Package-1 건설공사

5

지에스건설(주)

4

1

1

2.8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6

㈜대우건설

6

1

1

2.23

운문댐 안전성 강화사업 건설공사

7

롯데건설(주)

8

1

1

3.30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화도~양평간 건설공사(제1공구)

8

㈜한라

36

1

1

2.6

동탄(2) 경부고속도로 직선화공사(제2공구)

9

㈜금강주택

37

1

1

2.10

동탄 금강펜테리움 IX 타워 신축공사

10

양우건설(주)

40

1

1

1.6

마전지구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

만 아니라 사망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하도급 업체까지 확대공개하고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촉진하고

특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극행정·규제혁신으로 민생안정·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20년 1분기 중 가장 많은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화성시 2명, 수

공사로 2명이 사망하였고,

원시·과천시·시흥시·부천시·평택시·기흥구·성남시·구리시·파주시·의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등 1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 5건 선정

정부시에서 각 1명씩 총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국가철도공단, 강릉에코파워, 산림청, 울산시 남구, 원주시, 한국농어촌
[표3] 지자체별 사망사고 발생현황(인·허가한 민간공사 기준)

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해남군, 홍성군, 화순군에서 각 1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연번

[표2] 발주청별 사망사고 발생현황(`21.1~3월)
합계 사망자
사고일
발주청
(명) (명)
한국토지
주택공사

1

인·허가기관 현황

12

화성시(2명), 수원시·과천시·시흥시·부
천시·평택시·기흥구·성남시·구리시·파주
시·의정부시(1명)

공사명

2

인천광역시

4

2.6

동탄(2) 경부고속도로 직선화공사(제
2공구)

3

충청남도

3

서산시·서천군·예산군(1명)

4

서울특별시

2

송파구·강서구(1명)

2.27

과천지식정보타운 S-3BL 공동주택
신축공사

5

부산광역시

2

수영구·북구(1명)

6

광주광역시

2

남구·광산구(1명)

※ (1인 사망 발주청 11곳) 국가철도공단, 강릉에코파워, 산림청, 울산시 남구, 원
주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해남군, 홍성군, 화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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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망자

서구·경제자유구역청·미추홀구·남동구
(1명)

2
1

1

지역

※ (1인 사망 5개 지자체) 경북도 문경시, 강원도 양양군, 제주도, 울산시 경제자
유구역청, 경남도 김해시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올해 1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한 물류인프라 확충

수사례로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물류인프라 확충” 등 5건을 선정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등으로 급증하는 생활물류 수요에

였다.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 물류 인프라 활용을 선정하였다.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주택·물류·교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분야에서

물류업계는 도심지 인근의 높은 지가,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물류시설 부

적극적인 아이디어로 신속하게 추진한 정책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 확보가 어려웠으나,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속도로 나들목
(IC)·분기점(JCT) 인근, 폐도 및 과거 영업소 부지 등 34곳을 후보지로

<< 적극행정·규제혁신 선정사례 >>
①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한 물류인프라 확충
② 국내최초 해상드론 유상배송
③ 도심 한가운데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방법! “호텔·상가 리모델링”
④ 선조치 후 제도보완으로 위험구간 구간과속단속카메라 신속 설치
⑤ 코로나-19 백신 긴급 수송체계 구축 지원

발굴하여 물류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격 추진에 앞서, 후보지 중 수도권 내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해 업계 수
요가 많은 기흥IC 인근 부지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민간의 사업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해 민자사업(BOT) 방식으로 기획하였다.
1분기에는 사업시행자 선정 및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였고,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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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상 진입로 설치 등 사업추진이 용이한 만큼 ‘23년 상반기에는 운영

관광객 감소, 오피스 공실 등으로 공동화된 도심에 쾌적한 청년주택을 공

먼저, 정부·공항공사·항공사 등 유관기관은 신속지원 전담조직(TF)을

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급하고, 주택 내 공유시설을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의 역

구성하여 보건당국 및 항공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절차를 종합적

아울러, 하반기에는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부지여건·지역특성을 감

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One-Step)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안한 물류기업 수요맞춤형 사업 모델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

백신에 대한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절차를 완전 면제하도록 항공보안

이다.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내업체가 위탁 생산하는 백신의 해외수출을 지

|

해외뉴스

원하였으며, 백신의 콜드체인 유지를 위해 필요한 드라이아이스 탑재기
준을 완화하여 백신수송량을 3배 이상 증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4차 산업 시

이에 4.21일까지 총 229.6만 회분의 백신이 성공적으로 항공기를 통해

대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며, 선정

해외에서 국내에 도입되었으며, 향후에도 백신수송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된 우수사례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 나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할 예정이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최초 해상드론 유상배송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드론사업 자본금 완화(16.5월), 전담부서신설(19.8
월), 규제개혁 로드맵(‘19.9)등 드론사업 모델 발굴을 지원해왔다.

“첨단기술로 건설현장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그 결과 민간에서 육지와 해상을 드론으로 잇는 물품배송사업을 발굴 및

선조치 후 제도보완으로 위험구간 구간과 속단속카메라 신속 설치

제안, 관계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사업등록증을 발급(‘21.2)하고

구간과속단속카메라는 교통사고(42%)와 과속비율(25%)을 감소시켜 국

본격적인 유상배송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민생명을 지키는 매우 효과적 수단(인명피해 45%↓)이나, 현행 「도로교

현재 부산 부두에서 2km 정도 해상에 정박 중인 국내 선박에 서류, 소독

통법」에 따르면 지자체와 경찰청만 구간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

약, 마스크 등 선원이 필요한 경량물품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사업이 지

었다.

난 3월부터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도 구간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드론을 활용하면 기존의 선박운송 대비 소요시간이 40분에서 5분으로

(‘20.12.8 발의)중에 있으나, 사고다발 지역 등 구간단속카메라 설치가

단축되고, 비용도 40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시급한 구간에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긴급히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4차 산업 기반의 첨단기술을 활용

향후 배송 물품 종류 및 지역 확대, 장거리 배송을 위한 K-드론시스템과

였다.

한 스마트건설 기술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속도감 있는 현장 적용을 유도

도 연계되면 사업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는 선(先)조치-후(後)제도보완의 적극행정 사례로 국토교통부의 도로

하기 위하여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1’를 개최한다.

관리사업 예산을 긴급 배정하여 위험구간 4개소를 상반기 중 설치완료하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1’ 은 창의적인 스마트건설 기술을 발굴·전시하

고 하반기에도 설치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 기술시연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을 경쟁하는 무대로 일산 킨텍스에서

이를 통해 위험구간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된다.

23일부터 스마트건설 챌린지 신청하세요… 총 상금 2억 8천만원
- 스마트안전·로보틱스·사물인터넷·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경연
-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 통한 공공기관 판로지원 등 혜택 부여

<스마트안전장비>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예시>

이번 경연은 스마트안전, 건설자동화, 로보틱스, 사물인터넷(IoT)·인공
지능(AI)·센싱, 건설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설자동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으로 건설기계, 3D 프린팅 등을 활

5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스마트건설 챌린지 누리집

용한 스마트 시공 및 시공관리 관련 제품·장비 및 기술들이 경쟁한다.

도심 한가운데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방법! “호텔·상가 리모델링”

(http://www.smartconst challenge.com)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

인구구조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아 작성한 후 4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메일

가구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심 내 공실 상가·관광호텔을 리모

(smartcon@kict.re.kr)로 제출하면 된다.

델링하여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 사례이다.

5개 분야별 경연대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범적으로 안암동의 관광호텔을 청년들이 살고 싶은 쾌적한 주택으로

코로나-19 백신 긴급 수송체계 구축 지원

리모델링하여 공급하였고, 실제 입주민의 SNS 활동, 국내외 방송 송출

질병청이 코로나-19 백신 국내확보계획을 발표(12.8)함에 따라 신속하

(스마트안전) 국토안전관리원 주관으로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안

등을 통해 오피스, 호텔 건물을 활용한 1인가구·공유형 신(新)주거 모델

고 안전한 백신 항공수송을 위하여 질병청을 비롯, 항공업계, 유통업계

전장비(HW)와 안전관리시스템(SW)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

을 제시하였다.

등과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였다.

전사고에 대비한 다양한 안전기술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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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3D 프린터>

<자동화 건설기계
MG/MC>

<시공관리 시스템>

(로보틱스) 한국도로공사 주관으로 로봇, 드론 등의 기계 장치와 이를 제

85

단신뉴스

|

정책뉴스

|

해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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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하는 SW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분야 무인화 및 스마트 시공·유지관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

와 관련된 기술들을 다양하게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도공단

<철근 결속 로봇>

<케이블 점검 로봇>

구분

주요 내용

특히, 장관상을 받은 우수 기술은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를 통한 기술

•건설기계, 3D 프린팅 등을 활용한 건설공사의 스마트 시
경연주제
공 및 시공관리 관련 기술

매칭을 통하여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공공기관 건설현장 중에서 테스트베

대상기술

아이디어 공모전」*과 「2022년 스마트건설 혁신기업 프로그램」** 참가

목표

시 다양한 특전을 부여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자동화 및 건설용 3D 프린팅 관련 기술
•건설자동화 현장 지원 및 통합관제 관련 기술
•건설자동화 기계, 3D 프린팅 등을 활용한 시공 및 시공관
리 관련 스마트건설 기술 발굴 및 기술보급 촉진
구분

* 예비창업자, 신규사업 확장 기업에게 창업지원을 제공(`21.7～10월, 12개 팀을

(IoT·AI·스마트센싱)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정책뉴스

(분야 2) 건설자동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

드를 우선 부여하거나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며, 「2022 스마트건설 창업
<건설현장
4족 보행로봇>

|

선정 상금 2.4천만원 지급, 6개 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입주자격 부여)

(AI), 센서 등을 활용한 주요시설 유지관리, 안전관리 기술 등을 다각적으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 성능 개선 및 고도화, 현장 실·검증 등의 지원을

로 평가한다.

목적으로 `22.5월부터 `22.12월까지로(예정) 약 40개 기업에 8억원을 지원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스마트건설 기술의 확산과 발전을

경연
시나리오

시상

예선

경연내용

|

(분야 4) 건설 IoT, AI, 센싱 (국가철도공단 주관)
구분

•IoT·AI·센싱 활용 스마트 시공, 운용·유지관리(AI공정
관리, 통합관제, 계측 등)
대상기술
•IoT·AI·센싱 활용 안전관리(위험예측, 대처, 안전시스템
등)
목표

•스마트 건설기술 홍보를 통해 우수기술 적용 및 개발 활
성화 기여
구분

경연
시나리오

시상

유와 기술간 융·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경연을 통해

경연내용

IOT, AI, 센싱기술의 시공 및 유지관리와 안전관
예선 리분야에 대한 스마트 건설환경 실현 서면평가 시
행 (본선 진출작 선정)
본선

최고혁신상(국토교통부 장관상)·1,500만원 (2팀)
혁신상(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500만원 (5팀)

위해서는 건설업체와 분야별 기술업체가 협업하여 우수 기술의 상호 공

주요 내용

•IoT·AI·센싱 등을 활용한 스마트 시공, 운용·유지관리,
경연주제
안전관리 기술

스마트 건설환경 실현을 컨셉으로 제안 기술의
혁신성, 우수성, 및 시연계획에 대한 서면평가

제안 기술의 전시, 시연 및 기술설명(발표)에 대
본선 한 혁신성, 기술성, 적용성, 파급성 등을 고려하
여 종합평가

해외뉴스

본선 진출 스마트 기술들의 기술 파급성, 혁신성,
기술성 등 현장경연으로 평가

최고혁신상(국토교통부 장관상)·1,500만원 (2팀)
혁신상(국가철도공단 이사장상)·500만원 (5팀)

“첨단 건설안전 기술이나 스마트건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대기업,
<IoT 웨어러블 장비>

<무인 스캐닝 장비>

<IoT-AI 센서>

중견·중소기업, 새싹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우수 기술의 현장 적용을 더
욱 가속화 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분야 3) 로보틱스 (한국도로공사 주관)
구분

(BIM SW Live)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BIM SW 관련 우수성과
발굴 및 성과확산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과 활용사례의 2개 부문으로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1 분야별 세부계획

경쟁한다.

(분야 1) 스마트 안전 (국토안전관리원 주관)
구분

주요 내용

경연주제

목표

<BIM SW 개발사례(예:창소프트(
左)/DL이엔씨(右))>

구분

<설계/시공 및 XR 활용사례>
경연
시나리오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1’은 우수한 건설기술을 발굴하여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특전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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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

경연내용

스마트 안전기술의 혁신성, 우수성, 시연계획
예선
서면평가 시행
본선

행사인 만큼, 우수 기술로 선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상 및 공공기관장상*
과 총 2억 8천만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스마트 HW(안전보호장비 등)와 SW(안전관리운영시스
템 등), 결합형(HW+SW) 기술의 시(경)연을 통해 현장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기술·노하우 공
유로 안전문화 정착의 계기 마련

주요 내용
•로봇, 드론 등을 활용한 SOC 건설 및 유지관리 분야 로
보틱스 제품 및 기술

•로보틱스(드론, 로봇 등 기계장치와 로봇 제어가 가능한
SW 기술 등)를 활용한 스마트 건설(시공) 관련 기술
대상기술 •로보틱스(드론, 로봇 등 기계장치와 로봇 제어가 가능한
SW 기술 등)를 활용한유지관리(보수보강·점검 등) 관련
기술

경연주제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기술
•스마트 안전 HW장비(위험 감지. 예방, 보호 하드웨어 장
비 등)
대상기술
•스마트 안전 SW기술(예측/인지/사고/대응 의사결정지
원 소프트웨어 등)

(분야 5) BIM SW Live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

목표

경연
시나리오

•로보틱스를 활용한 SOC 분야 안전성·생산성 제고 및 기
술보급 촉진
구분

경연내용

예선

SOC 건설·유지관리 분야에 로보틱스를 활용한
주제로 공모참여 기술별 서면평가 시행

공모참여 기술의 전시, 발표(설명) 및 시연을 통한
본선 경연 평가

구분

주요 내용

경연주제

•BIM 소프트웨어 개발사례와 실무 활용사례를 주제로 관
련 우수 사례 발굴

•BIM SW 개발사례 부문: 저작도구, Add-in, 써드파티,
협업시스템 등 건설산업에 BIM을 적용하기 위한 소프트
웨어 개발 사례(SW 출품)
대상기술
•BIM SW 활용사례 부문: 상용 또는 자체개발 BIM SW
를 건설산업에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
목표

경연
시나리오

* 본선 참가팀 확정 후 기술시연 방안 별도 공지

시상

최고혁신상(국토교통부 장관상)·1,500만원 (2팀)
혁신상(한국도로공사 사장상)·500만원 (5팀)

시상

•BIM 소프트웨어 및 활용사례 발굴을 통한 우수성과 확산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BIM 활성화 및 건설산업 BIM
Boom-Up
구분

경연내용

예선

혁신성, 우수성, 시연계획을 심사하여 전시 출품
작 선정

본선

출품작의 혁신성, 적용성 등에 대한 지표기준에
따라 심사

최고혁신상(국토교통부 장관상)·1,500만원 (2팀)
혁신상(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상)·500만원 (5팀)

스마트 안전기술의 혁신성 기술성 적용성 파급성
등을 현장 경연으로 평가

최고혁신상(국토교통부 장관상)·1,500만원 (2팀)
혁신상(국토안전관리원 원장상)·500만원 (5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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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국토부 건설기계심평위, 등록말소 타워크레인 120대
재형식승인 신청 반려
시정조치(리콜) 명령 9개 기종 249대의 시정조치계획도 심의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평위”)는 4.16

워크레인의 사용중단으로 인한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공감하지만,

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2월 등록말소된 타워크레인 120대*와 리

안전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장비를 현장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

콜대상 타워크레인 249대**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서 및 형식승인 서류

용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2021 NFRC
인증 시뮬레이터
워크샵
참가 신청 안내

를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반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입·판매자가 등록말소 120대를 재사용하기 위해 제출한 형식승

* 등록말소(120대) : FT-140L(19대), CCTL130-L43A(90대), CCTL140-

인 서류는 지적된 결함사항을 보완하고 있으나, 해당장비는 형식신고 서

43A(11대)

류*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

** 시정조치(249대) : CCTL80A(57대), CCTL80B(27대), CCTL110(38대),

해서는 전문기관 구조검토 등 장비 전체에 대한 정밀검증이 필요하다는

CCTL90(20대), CCTL90A(5대), CCTL150A(20대), CCTL150-L48A(3대),

의견이다.

CCTL150-L68B2(4대), CCTL120(75대)

* ‘20.6월부터 신고제가 승인제로 전환되었으며 해당 장비는 신고제를 통해 도입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중 70.2%가 소형(원격조

이번 심의결과로 인해 등록말소 장비 120대는 현장사용이 중단될 예정

종)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것에 착안하여, ‘20.2월부터 7월까지 소형 타

이다. 반면, 리콜 대상 249대는 현장에서 계속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워크레인을 대상의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결함이 의심되는

조속한 리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12개 기종 장비에 대해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하였다.
* ‘18∼‘20년 3년간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47건 중 33건이 소형타워

사단법인 한국파사드협회는 미국창호등급위원회와 공동으로 매년 한국에서 NFRC-KAFA 인증 단열
시뮬레이터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콜 대상인 249대에 대해서는 수입·판매자가 아직 구체적인 리콜내용
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으로, 국토부는 사고예방을 위해 건설사업자 전체

NFRC-KAFA 인증 단열 시뮬레이터 워크샵에서는 Therm, Window 등 시뮬레이션 전용 프로그램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교육하고 있으며, 수준 이상의 프로그램 운용 능력이 확인 된 후 NFRC로부터 인증

그 결과, 12개 기종(369대) 모두 결함이 발견되었으며, 지난 2월 심평위

에게 리콜대상 장비의 사용자제를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한편, 수입·판매

를 통해 결함사실을 확인한 후, 중대한 결함이 있는 3개 기종 120대는 등

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완계획 제출을 촉구할 계획이다.

록말소, 상대적으로 경미한 9개 기종 249대는 리콜(시정조치)명령 조치

아울러, 등록말소 장비의 재형식승인을 위해 수입·판매자가 형식 승인 서

를 하였다.

류를 보완 제출할 경우,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심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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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조치에 따라 해당기종을 수입·판매한 업체에서는 12개 기종에 대

산하에 설치하여 전문적인 심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에서 워크샵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 비용이 크게 절감되었습니다.

서가 부여됩니다.

한 시정조치계획서와 형식승인 서류 일부를 제출하였으며, 심평위는 4월
16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반려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전문가로써 안전성이 확보
되지 않은 장비의 사용을 용인할 수 없으며, 심평위는 앞으로도 건설기계

이번 심평위는 평가위원*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민간검사업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심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 등 전문기관의 자문과 소유자·수입자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심의
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 학회, 시민단체, 법률가 등 관련분야 전문가 18명

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2021년 NFRC 인증 단열 시뮬레이터 워크샵은 코로나로 인하여 미국 NFRC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 : 사단법인 한국파사드협회 사무국 (02. 529. 9224)

것이며, 소형뿐만 아니라 일반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
심평위 위원들은 소유자·수입자의 경제적 손실과 현장에서 운영 중인 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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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사드 관련 주요업체 명단

파사드 관련 주요업체 명단

커튼월, 외벽 시공

덕인금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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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대웅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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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13 현대벤처빌 1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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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45-3181

al창호,커튼월
커튼월

충남 아산시 음봉면 연암산로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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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1)544-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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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장패널, 금속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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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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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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코코리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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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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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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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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논현로 559 밀레하우스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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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동촌길 21번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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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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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79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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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352-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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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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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창호, 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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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용접 트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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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신커튼월
(주)일진유니스코
재성알미늄(주)
제너텍
(주)제드윈
(주)중앙창호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2-8번지 김해빌딩 203호
서울시 강남구 대치2동 968-5 일동빌딩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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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18-1015
02)6353-0114
02)806-1400
051)517-1553
02)456-7525
032)583-7771

커튼월
커튼월, 창호, 외장패널
커튼월, 판넬
커튼월, 창호
커튼월, 창호
커튼월, 시스템창호, 외장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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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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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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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41-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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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커튼월, PVC창호
건축물조립, 창호
창호,커튼월공사
커튼월, 패널, 잡철
커튼월, 스틸커튼월, 외장패널
커튼월, 시스템창호, 외장패널
커튼월, 창호, 유리
건축물조립, 외장패널
커튼월, 창호, 유리
커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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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싸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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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무하로110번길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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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미길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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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2636 - 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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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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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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술 및 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보다 신속하고, 깊이있는 취재를 약속드립니다.
외벽은 건축에서 기술과 규모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지는 지속적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익스테리어 관련기술
및 정보를 게재하여 업계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금속, 유리, 석재, 패널, 창호, 커튼월 등 외벽관련업체 소식을 기다립니다.
신제품 개발, 주요사내행사, 임원동향, 확장, 이전, 설비도입 등 관련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자에 대한 혜택
- 10권의 가격으로 12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월간익스테리어 주최의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
- 본지 소유 자료에 대한 서비스 제공
- 본지 발행 단행본에 대한 할인혜택(10%)

월간 익스테리어 구독 대상
- 건축설계사무소
- 건설업체
- 커튼월 생산, 설계, 시공업체 관계자
- 창호 생산, 설계, 시공업체 관계자
- 판유리 생산, 설계, 시공업체 관계자
- 석재 생산 및 시공업체 관계자
- 각종 외벽자재 가공기계 생산, 판매 회사

구독료 입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001-144868 ㆍ 예금주 주식회사 사이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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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NFRC 인증 단열
시뮬레이터 워크샵 개최
“참가자 모집”
사단법인 한국파사드협회는
미국창호등급위원회 NFRC와 공동으로 한국에서
NFRC 인증 단열 시뮬레이터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NFRC 인증 시뮬레이터 워크샵에서는 Therm, Window 등 창호의
단열 시뮬레이션 전용 프로그램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교육하고 시험을 통과할 경우
NFRC로부터 시뮬레이터 인증서가 부여됩니다.
이번 시뮬레이터 워크샵은 미국과 한국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강의가 진행되며,
한국에서는 한국 트레이터가 워크샵의 진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1년 NFRC 인증 시뮬레이터 워크샵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사단법인 한국파사드협회로 문의주세요.

문의 : 사단법인 한국파사드협회 사무국 02. 529. 9224 www.kafa.or.kr
2021년 현재 NFRC-KAFA 인증 단열 시뮬레이터 명단
고광수 (주)국영에스윈 / 곽성훈 (주)이건창호 / 권우성 (주)시티월이엔지 / 김석민 한국에너지시험원 / 김선형 (주)선우시스 / 김성종 (주)시티월이엔지 /
김아름 다스코 / 김태은 현대알루미늄 / 김혁 현대건설 / 남영미 티피지이엔지(주) / 배민호 (주)무한글로벌 / 양준호 (유)원진알미늄 / 오은주 (주)비이엘테크놀로지 /
오정현 (주)일진유니스코 / 이미진 엘지하우시스 / 이성진 아존아시아 / 이정근 (주)알루이엔씨 / 이철종 (주)알텍코리아엔지니어링 / 이혜영 KEPL /
이호열 (주)바이솔라 / 전인아 포스코건설 / 최준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최지성 (주)아키월 / 한문희 (주)비룡씨에이치씨 / 황성진 아존아시아 / 황정희 (주)상민에스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