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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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TB Glass는 월간익스테리어 신규 구독자 및 장기 구독자 이벤트 행사를 후원합니다.
월간익스테리어는 신규 구독자 선착순 15명 및 장기 구독자 15명에게 사은품을 지급하며, WHTB Glass는 이번 이벤트의 상품을 후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월간익스테리어 편집국으로 문의해주세요. 월간익스테리어 편집국 02.578.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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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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개

제품 소개

(주)탑프라가 제안하는

초기 점착력이 높아 추가 작업이 필요 없으며
우수한 내후성과 비오염성 방수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Bondung Solution

실리콘실란트는 공간의 갈라진 틈을 메워서 공
기나 물 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로, 건

TOPFIX HIGH GRAB (하이그랩)

TOPFIX SOFTAN (소프탄)

TOPFIX AQUA (아쿠아)

축물을 지을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건축 자재

이 제품은 건축 및 건설산업에서 우수한 초기

800% 이상의 높은 신율을 자랑하는 이 제품은

이 제품은 방음, 방청, 방진효과를 가지며 실내

다.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으로 된 창호를 벽에

점착력으로 밀봉 및 벽돌과 타일접착에 사용된

진동 및 충격 방지에 우수한 기능을 갖추어 조

외 균열보수 및 방수 전용 실리콘실란트이다.

고정할 때, 욕조와 욕실 문틀 주변이나 싱크대

다. 일반적인 기판 (목재,MDF,마분지 등)에서

인트 움직임이 큰 곳에 사용되는 제품이며, 수

젖은 표면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젖어

주변 등에 바르는 보통 하얀색을 띠는 물질이

판넬, 프로파일 및 기타 조각의 탄성집착에 사

성페인트 도장이 가능하여 강한 탄성력과 우수

있거나 매끄러운 표면에서도 적용 가능하며 물

실리콘실란트다. 실리콘실란트는 손쉽게 사용

용되며 다양한 건축 및 산업 응용분야에서 고강

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 흐르거나 습한장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할 수 있으며 누수, 열 손실, 내부 자재 부식 등

도의 유연한 결합을 제공한다.

주로 건축 및 건설산업에서의 밀봉 및 접착에

주방, 욕실, 타일, 누수면 등 완전건조 전 긴급

을 막아주어 마무리 작업용으로 사용된다.

또한, 초기 점착력이 높아 추가 작업이 필요 없

사용된다.

보수가 필요할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으며 우수한 내후성과 비오염성 방수성을 특징

또한, 고점도 타입으로 석재 및 타일 접착에 용

2020년 (주)탑프라에서 출시한 ‘탑픽스’는 기

으로 하고 있다. 친환경 제품으로 기존 폴리 우

이하고, 우수한 내후성으로 내부 및 외부 응용

존에 출시한 ‘탑씰’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으로

레탄 접착제에 사용되는 용매과 이소시아네이

제품에 적합하다.

사용 용도별 장점을 강화시킨 제품이다. ‘탑픽

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냄새 또한 매우 적다.

스’는 총 5개의 제품으로 구성되었다.

TOPFIX FASTER (패스터)

TOPFIX EMERALD CLEAR (에메랄드

(주)탑프라는 2000년 카트리지 국산화를 시작

이 제품은 건축 및 금속 산업에서의 본딩용으로

클리어)

으로 2011년부터 실리콘실란트를 생산하기 시

사용되어지는 제품이다. 최신 하이브리드 기술

MS-Polymer를 기반으로 하는 고품질의 맑은

작했으며 2014년 실리콘실란트 브랜드 `탑씰

의 변성 폴리머를 기반으로 하는 매우 빠른 강

에머랄드 투명의 1액형 실란트인 이 제품은 중

`을 론칭했다. 공장은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에

도의 빌드업을 갖춘 제품으로 빠른 경화 속도와

성경화형타입으로 완전한 투명을 제공하여 미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사무소를 금정역으

초강력 접착을 자랑한다.

관상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동시에 고품질의 물

로 확장 이전하였다.

성을 구현한다.
<자료제공 : (주)탑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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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컬러&디자인센터, 컬러와 디자인 트렌드 이끈다
■ 서울 서초동 본사 옆 지상 2층 규모 신축, 건축도료 디자인 및 CMF 쇼룸 조성
■ 컬러, 소재, 마감 등 최신 디자인 트렌드 정보, 고객별 최적화된 솔루션 제공
■ 보다 나은 삶과 가치를 위한 감성적 접근, 체계화된 색채 시스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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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내 최

KCC 관계자는 “브랜드 파워는 고객 만족을 척

한편, K-BPI는 올해 23년째를 맞는 국내 대표

초로 패시브인증인 ‘PH Z1’ 등급을 획득한 패

도로 하는 만큼 이번 K-BPI 1위 선정은 고객

적 브랜드 평가 지표다. 국내 산업군과 기업 브

시브 창호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 또, 건물 안쪽

들에게 제품과 서비스 품질을 인정받고 시장에

랜드 수준을 파악해 비교할 수 있도록 소비자

으로는 단열성이 좋은 PVC 재질을, 바깥쪽으

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조사를 바탕으로 브랜드 파워를 측정한다. 소비

로는 미려한 외관의 알루미늄 재질을 적용한 복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

자 조사는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만 15세 이상

합창호도 인기다. 우수한 성능과 디자인을 갖춘

하며 지속적인 친환경 제품 개발과 체계적인 브

60세 미만의 남녀를 대상으로 각 브랜드의 인

KCC창호는 에너지 제로 건축물, 재건축 조합,

랜드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변치 않는 사

지도 및 충성도에 대해 1:1 개별 면접 방식으로

고급형 타운하우스, 패시브형 및 에너지 제로형

랑을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사해 종합 점수를 매긴다.
<자료제공 : KCC>

주택들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다.
KCC(대표: 정몽진)가 지난 25일 한국능률협회

속 1위를 차지했다. 숲으로는 유해물질 방출을

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1년 한국산업

최소화한 KCC의 대표 친환경 페인트 브랜드

의 브랜드파워(K-BPI: Korea Brand Power

다. 도심 속 빌딩 숲을 친환경 페인트를 통해 자

숲으로는 우수한 친환경성과 색상 구현력, 곰팡

Index)’ 조사에서 친환경 페인트 부문에 3년 연

연 산림과 같이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으

이 등 각종 균류 억제 성능을 갖춰 주거시설, 공

속 1위로 선정되고, 창호재 부문에서도 1위에

로 바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실

장, 학교, 병원 등 다양한 곳에 두루 적용된다.

이름을 올랐다.

시했던 한국표준협회(KSA) 주관 한국품질만족

특히 `숲으로 웰빙`과 `숲으로 올인원`은 친환경

지수(KS-QEI) 조사에서도 6년 연속 1위를 차

건축자재 인증인 HB마크 최우수 등급을 받았을

KCC는 이번 조사에서 건축용 수성 페인트 브

지하며 그 품질을 인정받았던 만큼 이번 K-BPI

뿐만 아니라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산업

랜드인 ‘숲으로’로 친환경 페인트 부문 3년 연

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친환

기술원에서 인증하는 환경마크도 함께 획득하

■ 제1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신설 안건 의결

는 등 친환경성을 입증했다. 최근에는 누구나 쉽

■ 위원회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 제고로 ESG 경영의 토대 마련

게 칠할 수 있는 인테리어 전용 친환경 프리미엄

■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 운용 및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도 박차

경 페인트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KCC글라스,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페인트 ‘숲으로 셀프’와 각종 바이러스와 균류에
대응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페인트 ‘숲으로 바이
오’를 출시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상법상 자산총액 2조원이 넘지 않는 기업의 경

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 운용으로 저탄소 녹색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KCC창호’가 창호재 부

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가 의무사항

성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해비타트,

문에서 1위 브랜드로 이름을 올렸다. KCC창호

은 아니지만 KCC글라스는 경영의 투명성을 제

희망의 러브하우스 등과 손잡고 사회취약계층

는 KCC의 PVC창호 브랜드로 우수한 단열성이

고하고자 자율적으로 첫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돋보인다. 창호는 집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KCC글라스(회장 정몽익)가 사외이사후보추천

요소로 한 번 설치하면 장기간 사용한다. 그만

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큼 소비자들은 창호 제품 선택 시 신중을 기하

ESG 경영을 강화한다.

게 된다. KCC창호는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기

34

설치를 의결했다.
한편 KCC글라스는 이번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KCC글라스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보수 승인 등의 안건을 의

통해 지속가능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

결했으며 배당금은 주당 2100원으로 확정됐다.

준을 만족시켰기에 ‘창호’ 하면 가장 먼저 생각

KCC글라스는 26일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본

영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KCC글라스

나는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었다.

사에서 제1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

는 지난해 설립 이래 고객, 주주, 사회, 기업구

KCC글라스의 김내환 대표이사는 주주들에 대

을 통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가치경영, 창조경

한 인사말을 통해 “고객과 시장 중심의 경영활

KCC창호는 창호의 핵심 5대 성능인 내풍압성,

안건을 의결했다. KCC글라스는 이번 정관 변

영, 신뢰경영, 환경친화적 경영을 추구하는 데

동 강화와 디지털 마케팅 역량 고도화를 통해

수밀성, 단열성, 기밀성, 방음성이 우수하다. 건

경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해 사

역점을 두고 있다.

유리·인테리어 전문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

축물에서 열 손실이 가장 많은 부분이 창호라

외이사 후보 추천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지배구조와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뿐

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는 점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KCC창

예정이다.

만 아니라 공장의 폐열 및 태양광 등 신재생 에

<자료제공 : K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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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등장한 ‘레이어드 홈’…
이건창호가 제안하는 트렌디한 인테리어 자재는?

업계 최초로 10만회 개폐테스트 등 까다로운 품질 기준 통과하여
안전성 및 내구성 인정 받아

■ 2021년 트렌드 ‘레이어드 홈’ 부상하면서 ‘홈 오피스’ 인테리어 수요 증가 추세
■ 이건라움, 도어 개폐 통해 공간 활용도 높이는 인테리어 솔루션
이건창호의 알루미늄 슬라이딩 도어 브랜드
‘이건라움’이 국내 최초로 중문 부문에서 ‘품질
인증 Q마크’(이하 Q마크)를 획득했다고 2일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으며 집에 대한 정

감 있는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 특히, 재택근

테이블 판은 라미네이트 및 베니어 등 소재를

밝혔다.

의가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발간된 서

무가 활성화된 요즘, 거실에 이건라움의 ‘코너

활용했으며,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된 지지 프레

울대학교 김난도 교수의 저서 ‘트렌드코리아

솔루션(Corner Solution)’또는 ‘에스-싱크로

임을 더해 심플한 디자인과 탁월한 내구성을 강

Q마크는 제품 품질 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도

2021’에서는 코로나19가 변화시킨 집의 역할

(S-Synchro)’ 설치를 통해 평소에는 도어를 오

조했다.

모하기 위해 한국건설생활안전시험연구원

에 대해 주목하면서 2021년 대표 트렌드 키워

픈해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연출하고, 업무 중

(KCL)에서 실시하고 있는 품질 인증 제도다. 엄

드 중 하나로 ‘레이어드 홈(Layered home)’을

에는 도어를 닫아 사무공간의 업무 환경을 조성

허먼 밀러의 ‘에어론 체어’는 인체공학적 디자

격한 기준 아래 제품의 성능 및 안정성 평가 등

선정했다.

하는 등 맞춤형 공간활용이 가능하다.

인과 풍부한 미학 감각, 축적된 연구 및 엔지

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 ‘Q마크’

니어링 기술이 결합한 프리미엄 사무용 의자
‘레이어드 홈’이란 여러 옷을 겹쳐 입어 스타일

이건창호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

로 출시부터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제품이다.

링 하는 ‘레이어드 룩(Layered look)’에서 파생

면서, 2021년에는 ‘레이어드 홈’ 트렌드로 인한

특허 받은 펠리클(Pellicle) 소재로 제작되어

이번에 Q마크를 획득한 슬라이딩 시스템 도어

된 단어로, 집이 주거라는 기본 기능 외에 사무

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앉아있을 때의 인체 발열과 습기를 외부로 분

와 자동 중문 제품은 각각 10만회와 30만회의

실, 피트니스 등 외부에서 행해졌던 다양한 기

건라움의 제품들은 필요에 따라 기존 공간을 효

산시키며, 업그레이드된 설계를 통해 인체와

개폐테스트를 통과해, 도어와 댐퍼의 내구성이

능을 내부에서 추가로 수행하는 현상을 의미한

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접하는 시트면과 등받이면을 각기 다른 탄성

다. 이처럼 집의 기능이 다양화되고 코로나19

높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건라움은 이건

의 8개의 존이 감싸주어 체중 분포에 따라 섬

해 도어 유효폭과 손잡이 높이 등 휠체어 사용

등의 이슈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소비자들

창호 직영전시장 ‘이건하우스(EAGONHAUS)’

세하게 무게를 분배하여 편안함을 느끼게 해

시의 인체 치수를 함께 고려한 점도 인정받아

의 인테리어 관심도는 대폭 증가했다. 특히, 주

를 비롯해 전국 이건 브랜드 전시장 또는 인테

준다.

Q마크 인증이 최종 결정되었다고 관계자는 밝

목할 부분은 여행 등을 위해 모아둔 자금을 프

리어 제휴점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부착이 가능하다.

검증되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사용자들을 위

혔다.

이건라움 S-LITE

적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

사용하여 품질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고 있는 베스트 셀러 아이템이다.
Q마크를 획득한 이건라움의 대표 제품

이건창호 관계자는 “이번 Q마크 인증 획득은

리미엄 인테리어 자재에 투자함으로써, 자신에
게 특화된 고급스러운 주거 공간을 구성하려는

한편, 북유럽 가구 브랜드 ‘프

니즈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리츠 한센(Fritz Hansen)과 미

‘S-LITE’는 슬림한 프레임이 돋보이는 알루미

특히, 매립형 하부레일의 경우 부드러운 구동감

이건라움의 중문 제품 개발 노하우가 결실을 맺

늄 소재의 슬라이딩 중문이다. 공간을 효율적으

과 우수한 내구성 뿐만 아니라 1mm 높이의 낮

은 결과”라고 말하며, “이건라움이 국내 최초 Q

최근 이러한 트렌드 이슈가 주목받으면서 이건

먼 밀러(Herman Miller)’ 역시

로 분리하면서도 개방감을 유지해 쾌적한 인테

은 바닥 레일을 적용하여, 출입공간에 적용해도

마크 획득을 통해 국내 중문 업계의 품질 기준

창호의 슬라이딩 도어 시스템 브랜드 ‘이건라움

‘레이어드 홈’ 브랜드로 주목받

리어가 장점인 제품이다. 여기에 다양한 컬러와

걸림이 없도록 설계하였다.

을 높이는데 앞장설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

(EAGONRAUM)’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고 있다. 프리츠 한센의 ‘플라

고 밝혔다.

있다. 이건라움이 선보이는 도어 제품들은 개

리스 테이블’은 핸드폰이나 태

폐만으로 공간을 프라이빗하게 구분하거나 넓

블릿 등을 충전할 수 있는 케이

산 모터 사용으로 조용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게 사용하는 등 공간 활용도를 효과적으로 개

블 브릿지 옵션을 갖추는 등 업

이 제품은 현관과 욕실 등 주거공간은 물론, 사

수 있으며, 유럽연합 인증마크인 CE인증을 받

선한다. 또한 슬림한 알루미늄 프레임과 강화

무 공간에 적합한 기능성과 세

무실까지 공간분할이 필요한 공간이면 어디든

은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등 우수한 하드웨어를

유리로 구성되어 탁월한 내구성과 함께 개방

련된 스타일을 갖춘 제품으로,

재질로 구성된 디자인 유리로 모던하고 세련된
공간을 완성할 수 있다.

36

이건라움의 자동 중문 제품은 소음이 적은 독일

<자료제공 : 이건창호>

<자료제공 : 이건창호>

국의 사무용가구 브랜드 ‘허

이건라움 코너솔루션(Corner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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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글라스, 고내구성 로이유리 제품명 ‘EGIS’로 변경

KCC, 국내 기업 최초 내화·단열 성능 전문 연구시설 마련

■ ‘이지(Easy)’ 발음, 제우스의 방패처럼 쉽고 튼튼한 성능, KCC 농구단명의 복합적 의미 담아

■ 중앙연구소에 최신 연구 설비 갖춘 내화시험동 신축

■ 여러 겹의 세라믹 박막층으로 가공성과 내구성 우수한 KCC글라스 대표 유리 제품

■ 각종 건축자재, 내화구조체 등의 내화, 단열, 내구성 종합적 평가

■ 고내구성 싱글 로이유리 최초로 투명, 실버, 블루, 그레이 4가지 색상의 제품 라인업 완성

■ 내화 관련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서 연구 활동의 신뢰성 높여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KCC 농구단명

가했다. 이로써 고내구성 싱글 로이유리로는

KCC(대표: 정몽진)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인 ‘EGIS’와 연계해 고객에게 더욱 친숙하게

업계 최초로 4가지 색상의 제품 라인업을 완

중앙연구소에 각종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체에

다가가고자 하는 뜻도 반영했다.

성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대한 내화 및 단열 성능을 시험하고 평가하는
‘내화시험동’을 신축했다. 내화 및 단열 성능만

EGIS 로이유리는 KCC글라스를 대표하는 유

KCC글라스 관계자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

을 전문적으로 시험하는 연구 시설을 마련한 것

리 제품 중 하나로 은나노 박막층과 이 층을

생한 EGIS 로이유리는 뛰어난 가공성과 내구

은 국내 기업 중 KCC가 처음이다.

보호하기 위한 여러 겹의 세라믹 박막층으로

성을 지녀 KCC글라스를 대표하는 유리 제품

국내 대표 종합 유리 기업인 KCC글라스(회

구성돼 내구성이 탁월하며 가공 및 취급이 쉽

중 하나”라며 “제품명 변경과 함께 고객의 다

이번에 신축된 내화시험동은 연면적 1,547㎡

장 정몽익)가 가공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싱

고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우

양한 니즈를 반영한 차별화된 제품으로 기능

(약 468평)의 지상 2층 규모로, 건축물 화재 발

글 로이유리인 ‘E-GLASS HD’의 제품명을

수한 단열 성능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성 유리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

생 시 내화 성능을 요구하는 부위에 대한 성능

‘EGIS(이지스)’로 변경하고 주거용과 소형 상

을 크게 절약해 준다.

했다.

평가를 주로 수행한다. 내화성 실험 구역과 단

업용 건축물의 기능성 유리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

열성 실험 구역 등 2개 구역으로 운영되며, 벽
디자인 요소도 빠지지 않는다. 다양한 색상으

한편 국내 최대의 판유리 및 코팅유리 생산능

체, 지붕판, 보, 방화문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해

로 건축물에 심미적 가치를 더할 수 있어 소비

력을 자랑하는 KCC글라스는 원료부터 완제품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활동의 신뢰성을 높여가고 있다. KOLAS 국제

으며, 지속적으로 지붕구조체와 더불어 벽제,

EGIS는 영어 단어 ‘Easy(쉬운)’와 유사한 발

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높은 판매량을 보

까지 일관생산체제를 갖춰 안정적인 제품 공

최신 설비를 갖춘 KCC 중앙연구소 내화시험동

공인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과 ‘국제표준

보, 방화문 등 광범위하게 내화시험을 수행할

음을 지녀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이고 있다. 최근에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기

급으로 국내 유리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

은 벽체용에 적용되는 수직 가열로와 지붕에 적

(ISO/IEC 17025)’에 따라 시험기관의 품질시

계획이다. 우수한 내화·단열 성능을 갖춘 건축

이자 제우스의 방패처럼 우수한 내구성을 지

존의 투명, 실버, 블루 색상에 건축용 유리 시

를 지켜오고 있다.

용되는 수평 가열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내화도

스템, 시설 및 장비, 프로세스 등에 대한 적합성

자재 개발을 통해 화재로부터 인명을 구하는 골

닌 제품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 또한

장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그레이 색상도 추

료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소형 가열로도 운영하

을 인정받아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KOLAS

든타임을 확보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친환경

고 있다. 또한 단열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열관

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 발급한다. KOLAS 공인

건축물인 제로 에너지 빌딩을 더욱 활성화해 나

류율 시험장비, 창호의 내풍압, 결로를 측정하

시험성적서는 국내 기업의 수출, 관납, 해외인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는 장비도 갖춰 단열 재료의 성능, 창호 소재의

증 취득 등에 활용된다.

<자료제공 : KCC>

내풍압, 결로 등 건축물 전체의 단열, 내화, 내

<월간익스테리어 신규 구독자 및 장기 구독자 사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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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KCC관계자는 “내화시험동은 내화성능을 높이
내화구조에 대한 관심과 법규들이 2010년 이

는 기술 확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

후 정립되고 있으며, 2020년 8월 이후에는 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

월간익스테리어는 신규구독자 선착순 15명 및 장기 우수 구독자 15명에게 5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특히 이번 신축 내화시험동은 국가기술표

붕에 대한 내화구조 시공이 법제화되어 2021

니다”며 “이런 점을 더욱 살려 앞으로 고객과의

이번 사은행사는 WHTB Glass 협찬으로 진행합니다.

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년 하반기부터는 건축시공 현장에서 적용될 것

기술지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더 많은 안전

자세한 사항은 월간익스테리어 편집국으로 문의해주세요. 신규 및 장기 구독자 사은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KCC 중앙

한 건축물이 건축되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

02.578.2114

화재 및 내화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

연구소에서는 무기단열내화재를 적용한 지붕

했다.

정받아 제품설계·분석평가·품질관리 등 연구

구조체에 대한 내화 시험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

<자료제공 : K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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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와이, ‘좋은 건축’ 확산 위해 유튜버와 맞손
■ 에스와이-‘직영홍선생’ 「좋은 건축 확산을 위한 건축콘텐츠 협력 MOU」 체결

■ 우리 영토 독도의 소중함 전 세계에 알리는 ‘독도 청년 지킴이 아이디어 시상식’ 개최

■ 누구나 조립할 수 있는 DIY 농막 프로젝트·직영건축아카데미 등 협력

- 독도 관련 교육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한 ‘새삼스리’ 팀이 대상 수상
■ 사업 역량 활용한 다양한 애국 사회공헌활동 지속적으로 전개해 갈 것

지」 시리즈로 인기를 끌었다. 최근에는 ‘직영건
LG하우시스가 대학생들과 함께 ‘독도 청년 지

지난해 10월 독도의 날(10월 25일)에 발족한

와 알락할미새를 주인공으로 교육 애니메이션

축아카데미’를 개설해 1기 수강생도 모집 완료

킴이’ 활동을 펼치며 우리 영토 독도의 소중함

7개팀 21명의 대학생 ‘2020 독도 청년 지킴이

영상 및 음원을 제작한 ‘새삼스리’팀(홍익대학교

했다.

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들’은 교육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독도 홍보

2학년 안슬기 양 외 2명)이 대상을 수상했다.

기념품 제작, 홍보 음원 제작 등의 다양한 활동
이와 관련, LG하우시스는 25일 국립고궁박물

을 펼쳤다.

관에서 대학생 수상팀 대표, LG하우시스 및 문

직영홍선생은 업무협약식에서 “나도 건축사기
이외에도 6개 국어 및 수화로 독도 소개 영상을

를 당해본 일반인 직영건축주였기 때문에 자기

제작한 ‘명덕대게’팀 (한양대학교 1학년 신민승

만의 건축을 꿈꾸는 예비 건축주들이 건축사기

화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 독도

LG하우시스는 팀별 활동 경비 지원은 물론 문

군 외 2명)이 최우수상을, 독도의 지하자원을

를 당하지 않도록 모든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청년 지킴이 아이디어 시상식’을 개최했다.

화재청과 함께 독도의 역사와 문화유산 소개,

수호하는 가상의 독도수호대의 모습을 레고 블

싶다”며 “샌드위치패널과 모듈러주택 등 시공

프로젝트 기획, 영상 제작·편집 등 대학생들의

록으로 제작해 영상화한 ‘오도독’팀(충북대학교

이 쉽고 단열성능이 좋으면서 합리적인 가격의

관련 문화콘텐츠 제작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3학년 이성준 군 외 2명)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

‘독도 청년 지킴이’는 대학생들이 우리 영토 독
도 관련 자연, 문화의 소중함을 전 세계에 알리

다양한 건축자재와 공법을 재밌게 소개하는 콘
에스와이와 직영홍선생의 좋은 건축 확산을 위한 MOU 체결식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했다.

한 교육과 예산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

이 중 독도를 처음 접하는 시기의 아동 및 청소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새삼스리’팀

램이다.

년들을 대상으로 독도에 서식하는 괭이갈매기

대표 안슬기 양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쉬우

종합건축자재전문기업 에스와이(109610)가

면서도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독도 콘텐츠를 만

건축전문 유튜버와 ‘좋은 건축’ 확산을 위해 손

들기 위해 독도에 서식하는 새들이 주인공으로

잡았다.

텐츠들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필요
에스와이는 ‘직영홍선생’ 채널을 통해 누구나

뛰어난 건축자재들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지속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북한

축’을 표방하며 직영건축과 주택, 상가 등 건축

결핵환자 치료병동과 평창동계올림픽 등에 사

에스와이는 지난 17일 아산 에스와이빌드 2층

에 관심 있는 구독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

용된 것과 동일한 자재인 폴리캠패널을 통해 누

대회의실에서 인기 건축전문 유튜버인 ‘직영홍

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이다.

구나 조립할 수 있는 DIY 농막 제작과정을 공

LG하우시스 홍보/대외협력담당 이동주 상무는

선생’ 채널과 『‘좋은 건축’ 확산을 위한 건축콘

“이번에 독도 청년 지킴이들이 제작한 다양한

텐츠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개한다고 밝혔다. ‘직영건축아카데미’ 등 교육
직영건축은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진행해 개성

사업도 협력을 병행한다.

있는 건축을 경제적인 가격으로 할 수 있지만,

문화콘텐츠들이 우리 영토 독도를 보다 널리 알
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

에스와이 관계자는 “최근 유튜브 사용자 증가

건축 전과정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많은 스트레

한편, 에스와이는 불 확산을 막아주는 다양

서, “향후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축자재

와 DIY·셀프 건축의 인기로 건축 관련 콘텐츠

스와 손해를 감수해야하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한 내화제품과 외부 오염이 안 되는 세라믹하

기업으로서 사업역량을 활용한 다양한 애국 사

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중”이라며 “인기 건축

양질의 정보가 필수적이다.

이퍼빌 컬러강판 등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하

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문 유튜버인 ‘직영홍선생’과 협업으로 당사의

‘직영홍선생’은 유튜브에서 「사기 없는 내 집

며 고기능성으로 제품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밝혔다.

제품들뿐만 아니라 예비 건축주들에게 좋은 건

짓기」 시리즈와 상가주택 직영공사 건축 과정

축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을 1일 1영상으로 실시간 공유한 「100일챌린

<자료제공 : LG하우시스 Z: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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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될 수 있도록 시공이 간단하고 성능이

‘직영홍선생’은 ‘건축사기 종말’과 ‘가성비 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게 됐다”고 말
했다.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에스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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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

중대재해처벌법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구분

개념

중대산업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
명 이상 발생

●

●

●

●

의무 주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오태환 변호사
법무법인(유) 화우 / 노동그룹장
Tel: 02-6003-7597, C.P.: 010-2710-2219
Fax: 02-6003-7027
Email: thoh@hwawoo.com
Website: hwawoo.com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
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이용자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의무 목적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의무 내용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

제3자의 종사자, 이용자 등에 대한 의무 부담
	사망 재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재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양벌규정 있음
●

처벌

●

들어가며

란이 가라앉기는커녕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상

언뜻 살펴보면 중대재해특별법에 특별한 점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

황이다.

없는 것처럼 보인다. 경영책임자등이 재해예방

벌법’)이 2021. 1. 8. 국회를 통과하여 2021.

현재 여러 전문가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

과 관련한 의무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면 된다

1. 26. 공포되었다. 총 16개 조문과 부칙 2개

과 관련한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발 빠른

는 것이고,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

조로 구성된 단촐한 법령이지만 2022. 1. 27.

기업들은 법무법인 등에 의뢰하여 중대재해처

대시민재해를 발생하게 하면 무거운 형사처벌

반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문언 해석상‘사

책임자등에 포함되는지 혹은 안전보건에 관한

하고 관리할 지위에서는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

벌법의 대응을 위한 컨설팅을 시작하고 있는데,

을 받게 된다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도 논란이

업을 대표’라는 표현은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권한을 이사급 임원에게 위임하는 경우 대표이

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안을 시행하는 경우

은 막대하다. 특히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가 비

현재 시점까지 진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

계속되는 이유는 핵심 쟁점들에 대해 중대재해

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별다른 의

사는 중대재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

회사 내 안전 및 보건 관련 의무들을 누구에게

교적 높은 건설업계가 가지는 위기감은 이미 여

을 둘러싼 논의와 법 시행을 약 10개월여 앞둔

처벌법이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이 없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률(이

지다.

어떠한 범위에서 위임할 것인지, 최상위 경영자

러 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들에 대

하‘산안법’) 제14조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

향후 법원의 판례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정리될

는 어떠한 내용을 보고받고 어떠한 수준에서 관

당초 중대재해처벌법은 영국의 기업과실치사

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해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상을 사용하는 회사나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

쟁점이기는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리할 것인지는 정함에 있어서는 정밀한 점검과

능력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대표이사

정리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이사 등 최

검토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를 모태로 한 것으로 알려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적인 구조 및 핵심

중대재해처벌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에 대하여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상위 경영자에게 중대재해를 방지할 의무를 부

만, 실제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양자 사이에는

쟁점

경영책임자등은 누구인가?

수립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

과하고 있는 이상 모든 권한을 제3자에게 단순

경영책임자등이 부담하는 수범 의무의 구체적

규정 체계나 처벌 대상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

중대재해처벌법 본문은 제1장 총칙, 제2장 중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에는 형사책

에 관한 사항을 계획에 포함 시켜 매년 이사회

히 위임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책임에서 온전히

인 내용은 무엇인가?

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조문들을 아무리 정독해

대산업재해,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4장 보칙

임의 주체인 경영책임자등을“사업을 대표하고

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면책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다만 중대재해처벌

중대재해처벌법은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경영

보아도 중대재해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에서 알 수 있듯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이 준수하여야

법이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

책임자등이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아래와 같이

는‘경영책임자등’은 누구인지, 경영책임자등이

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형사처벌

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

할 의무 내용과 상당 부분 중첩된다는 점에서도

당하는 사람’ 역시 경영책임자의 범주에 포함

규정하고 있고, 이를 제5조에서 원용하고 있다.

부담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구체적인 의무 내용

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

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경영책임자등은

더욱더 그러하다.

시키고 있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제9조 제1항도 거의 동일

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민재해를 개념, 의무주체, 목적, 내용 등을 중심

사업주와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문제는 산안법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혹은

를 회사 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들에게

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다만 제1호에서 ‘점

있어 법이 공포되는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논

으로 구분해서 표로 정리해 보면 <표1>과 같다.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수범자이자, 해당 의무 위

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하는 이사급 임원도 경영

분산시키는 경우 대표이사가 모든 의무를 이행

검’의 의무가 추가되어 있을 뿐이다).그리고 경

42

43

기고

기고

영책임자등의 의무 중 제1, 4호는 향후 구체적

실적, 차년도 활동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의 개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에서 규

해석에 따라서는 예기치 않은 장소나 대상에 대

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는 강학상 산업안전보건론에서 논의되는 산

정하고 있는데,“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도

해서도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열려

업안전보건관리시스템(Occupational Safety

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있다.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의 의미에 대해

and Health Management Systems)의 기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서는 고용노동부가 산안법상의 “지배·관리”를

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골격과 상당 부분 중첩되기도 한다.

제공하는자”,“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해석한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

관한 조치

다음으로, 재발방지대책의 대상이 되는 재해의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

고 파악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제거 등을 통해

의미에 대해서도 논란은 있지만, 중대재해처벌

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자”이다. 그

통제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법의 입법목적이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중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

는 한데 이 역시 향후 판례의 해석이나 태도를

➌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

의 보호에 있고, 제4조 제1항에서는 종사자의

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

유의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

로를 제공하는 사용종속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의 이행에 관한 조치

여, 제9조에서는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하게 되는데, 문제는 실제 노무종사자의 범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제정과 관련한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어디까지인지와 여러 단계로 하도급이 이루어

쟁점

정되어야 하는지의 논란이다. 사견으로는 산안

여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시행령의 후속 입법

있으므로,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한 재해는 중대

진 경우 어느 단계까지 보호 대상이 된다는 것

앞서 본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법이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일반법적인 체계를

은 물론 법원 판례나 행정해석 등을 통해 점차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를 의미하고 단순한 산업

인지이다.

등이 부담하여야 할 수범 의무의 핵심적인 사항

갖추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고, 산안법이

구체적인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기업

재해나 사고는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산안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

을 시행령에 위임해 두었다. 지난 2021. 2. 22.

이미 대표이사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상

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매

그런데 위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만으

해 보인다. 또 관계 법령의 범위에 대해서도 단

는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하되, 근로자가 아니

고용노동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대한 ‘21

당한 안전보건관리체계나 시스템에 대한 의무

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다만, 시행령의 제정

로는 경영책임자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언하기는 어렵지만 기업들이 영위하는 다양한

더라도 도급에 따른 수급인 소속 근로자 및 노

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에서 중대재해처

도 부과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중대재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회사가 형사책

이행해야 한다는 것인지를 확정하기 어렵다.‘안

사업영역별로 적용되는 법령 중 사고 예방 및

무를 제공하는 일부 특수형태종사근로자를 보

벌법 시행령은 3월 중으로 안이 마련된 후 관계

해처벌법의 시행령은 산안법에 따른 각종 의무

임을 면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잘 갖추

전보건관리체계’는 어떠한 내용과 수준이어야

대응에 관한 규정이나 안전확보에 관한 내용이

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도

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7월 중 국무회

중 안전보건관리체계나 시스템적 요소들을 중

고 있는지, 그러한 시스템이 현장에서 잘 작동

하는지,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해야 할‘재해’는

포함된 법령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

의 의결을 거치는 일정으로 제정될 것이라고 밝

심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

되고 있는지는 지금부터라도 점검하는 것이 필

중대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인지,‘관계법령’이란

것이다.

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

혔다.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시행령의 제정 작

능성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요하다.

어떠한 법까지를 의미하는지,‘관리상의 조치’란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이나 규정 체

하는 자도 보호 대상에 포섭함으로써 그 범위를

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것을 가정한 것이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시행령에 위임된 내용 중 제

또한 전면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정비하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등이 정

계 등을 종합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

대폭 확장했다. 산안법상 특수형태종사근로자

과연 예정된 시점에 시행령이 제정될지는 다소

2조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직업성 질병”이

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

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향후 시행령을

임자등이 부담하는 의무는 회사가 중대재해를

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전속성, 노

의문이다.

나 앞서 본“관계법령”의 등은 시행령의 내용에

영책임자등이 보호해야 할 대상 사업 혹은 사

통해 경영책임자 등이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할

방지하기 위한 체계 즉,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무의 비대체성이 인정되어야 보호 대상이 되었

개인적으로는 시행령의 제정 작업과 관련해서

따라서는 관련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가

업장은 어느 범위까지인지, 보호 대상이 되는

사항들이 정리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행령이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 그러한 시스템이 정

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제한을 전혀 두

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

능성이 매우 크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

종사자는 누구인지를 확인해 두는 것은 반드시

제정될때까지 지켜보고만 있으면 되는지에 대

상적으로 작동되면서 실효적으로 재해 예방의

고 있지 않은 것이다. 나아가 하도급이 여러 단

아 보인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이 구축하려는

이나 수범 의무의 내용이 대폭 확장될 가능성이

필요할 것이다.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라는 것

해 누구도 시원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로 모아지게 될 것이고,

계를 거쳐 이루어진 경우에도 모두 보호 대상이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열려 있기 때문이다.

이 단시간내에 체계를 갖추거나 작동되어 효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 제정과정은 아래에

사업영역별로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각

되는 종사자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영책임자로

과 산안법 사이의 관계가 문제 된다. 이는 중대

현재 공포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유관기관은 법

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2022. 1. 27.

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앞서 본 쟁점들에 대

종 규제법령을 얼마나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는

서는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단계의 노무제공

재해처법법은 산안법의 특별법인가라는 근본

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예기치 않은 사

해 논의되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경영책임자

지에 따라 형사책임 여부가 좌우되지 않을까 생

자까지 모두 안전 및 보건을 책임져야 하는 상

적인 화두인데, 기존 산안법이 대표이사, 안전

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총 6개 부처인데,

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처하는데 매우 곤란해

등이 구축하고 이행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

각된다.

황에 처하게 되었다.

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부과한 여러 안전보건

앞으로 유관기관들이 원활하게 협조하여 기업

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시점부터 기본적

물론 보호의 영역과 관련해서는 제4조와 제5조

관리시스템이나 관리적 조치의 내용이 중재재

들이 예측할 수 있는 시행령을 제정해 주기를

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작동하면서 향후

기대해 본다.

시행령에 제정되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부족한

➊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

➋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➍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는 산안법 제14조에 규정된 대표이사가 수립해

이제 막 태어난 중대재해처벌법은
앞으로 많은 여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시행령의 후속 입법은 물론 법원 판례나 행정해석 등을
통해 점차 구체적인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야 하는 안전보건계획과 제15조 안전보건관리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을 보장하여야 할

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등에게 부과된 안

책임자의 소관 업무들이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

종사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또는 사업장’이나 ‘시설, 장비, 장소’로 한정하

전보건확보의무와 일치하는지 아니면 중대재

이 커 보인다. 특히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가 무엇을

해처벌법은 산안법과 전혀 다른 내용과 체계의

맺음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책이라

는 경영방침, 조직, 예산 및 시설, 전년도 활동

보건을 확보해야 할 대상은‘종사자’이다. 종사

의미하는지 역시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지 않아

법령이므로 독자적인 안전보건확보의무가 규

이제 막 태어난 중대재해처벌법은 앞으로 많은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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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보완하는 것이 미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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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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 renovation of an office
building complex with
underground car park

전(前) 베를린 빌머스도르프 세무서[Berlin-Wilmersdorf tax office]

존재해왔고 이 구역에서 도시를 상징하는 건물에 대한 의식적인 배려를

는 1971년에 지어진 것으로, ‘Blissestrasse 5/Berliner Strasse 132/

보여주는 사례이다. 9층짜리 사무용 건물단지를 대폭 정비하는 과정에

Uhlandstrasse 97/Wilhelmsaue 26-27’ 블록(block)의 약 4분의 3을

서, 4개의 고층건물 가운데 처음 2개의 사무실 층을 개조했는데, 소방대

차지하는 건물이다.

리프트[fire brigade lift]와 압력 환기식 계단을 설치했다. 건물설비도 현

1층은 건물이 가득 들어차 있는데 주로 매장, 주차장으로 활용된다. 층이

대화했으며, 지하 주차장은 새로운 바닥 슬래브를 설치했다.

올라가면서 4가지 건물로 분리되지만 이들 건물은 연결되어 있으며 블록

새로운 환기식 커튼형 파사드는 내후성이 강한 분체도장된 대형 흰색 알

모서리로부터 뒤로 밀려난 거리가 서로 다르다.

루미늄 시트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금속패널은 넓게 돌출된 창문으로

이 프로젝트는 현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법과 더불어 1970년대부터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창문 박스 하나하나는 압출 가공된 알루미늄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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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전

리모델링 후

ⓒ Klemens Renner

ⓒ Philipp Bauer

ⓒ Philipp Bauer

ⓒ Philipp Bau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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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emens Re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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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파일로 제작되었다. 단열성이 뛰어난 신형 알루미늄 턴앤틸트창은 최

The former Berlin-Wilmersdorf tax office, which was built in

근 강화되고 있는 단열, 방음 요건에 가장 부합하는 자재이다.

1971, covers around three quarters of the block Blissestrasse
5 / Berliner Strasse 132 / Uhlandstrasse 97 / Wilhelmsaue 26-

빌헬름사우에[Wilhelmsaue]를 바라보는 다층 주차장의 1층 파사드는

27. The ground floor is almost completely superstructed by

알루미늄 루버로 덮여있고 색채 조합은 메인 파사드와 유사하다. 옥상 테

buildings and mainly used for retail and parking purposes. The

라스는 면적이 약 145 m²이며, 3번 건물의 옥상에 설치되었다 .

rising storeys are divided into four separated but connected

건물 단지에 건물을 상징하는 입구도 설치했다. 로비, 그리고 1층에서 8

buildings, which are set back to different distances from the

층까지의 승강기쪽 로비에는 대형 원목 베니어판으로 제작된 벽 클래딩

edge of the block.

과 거울처럼 광택이 나는 검은색 티타늄 질산염 코팅 스테인리스강 프로

The project is an example of a contemporary, sustainable

파일로 제작된 플린스를 설치했다. 개조 과정에서 건물을 지속적으로 사

approach and a conscious engagement with the existing

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고려하여 이 건물의 파사드 개보수는 진행

architecture from the 1970s that characterises the city in this

되었다.

district.

ⓒ Klemens Re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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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rear-ventilated, curtain-type façade consists of largeformat, highly weather-resistant powdercoated white aluminium
sheet cassettes. These are structured by widely projecting
reveal boxes of the windows, individually manufactured from
extruded aluminium profiles. The new, thermally separated
and highly heat-insulating aluminium turn-tilt windows optimally
meet the current requirements for thermal and sound insulation.
The single-storey façade of the multi-storey car park facing
Wilhelmsaue was clad with aluminium louvres and given a colour
scheme similar to the main façade. A roof terrace of approx. 145
m² was built on the roof of component 3.

54
ⓒ Werner Huthmacher

In the course of the far-reaching refurbishment measures of the

The complex also received an appropriate, representative

nine-storey office building complex, the office floors of initially

entrance. The lobby and the lift lobbies from the 1st to the 8th

two of the four high-rise buildings were converted and equipped

floor were furnished with wall cladding made of large-format,

with a pressureventilated staircase as well as a fire brigade lift.

real wood veneered panels and plinths made of mirror-polished,

The building services were modernised and the underground

black titanium nitrite-coated stainless-steel profiles.

car park was sealed off by the installation of a new, partially

Requirements for barrier-free use of the building were taken into

lowered floor slab.

account during the re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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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emens Renner

Blissestrasse 5, 10713 Berlin
Client : Becker & Kries Unternehmensgruppe, Berlin
GFA : 9,259 sqm (Component 1+2), 13,655 sqm (Parking
levels)
ⓒ Klemens Renner

Completion : June 2020
Service stages : 1-5 +8
Architect : Sergei Tchoban
Project partner and -leader : Philipp Bauer
Team : Alina Molina, Hanna Bulavana, Dirk Kollendt,
Katharina Stranz, Evgenia Sulaberidze, René Hoch
Project management : BAL Bauplanungs und Steuerungs
GmbH, Berlin
Landscape planner : KUULA Landschaftsarchitekten,
Berlin
Interiors : Raumdeuter, Berlin
Structural engineering : Weiske & Partner GmbH, Berlin
Façade : GMS; Grebenauer Metallbau Schreiner GMBH,
Grebenau
Shell construction : ARGE BS35; Bleck & Soehne, Berlin
Construction : Lindner SE, Arnstorf
Doors & Gates : Ohning + Co. GmbH, Dresden
Locksmith : LTM Nitschke & Sohn GmbH, Helbeduendorf /
district Toba
Concrete stone : NSW Wernigerode, Wernigerode
Landscaping : Doerries Galabau GmbH, Einbeck
Electronics : Ritter Starkstromtechnik Berlin GmbH & Co.
KG, Berlin
Ventilation : En.plus GmbH, Branch Berlin
Elevators : Lutz Aufzuege, Reinbek / Hamburg
Photographer : Klemens Re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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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vre Abu Dhabi
Ateliers Jean Nouvel

프리츠크상 수상자인 건축가 장 누벨 브르 아부다비를 구상하기 위해 아

프레임으로 분리되어 있다. 프레임의 구성요소는 10,000개인데, 이들 구

랍의 전통 건축문화에서 영감을 구했다. 누벨은 현장의 전후사정을 고려

성요소는 85개의 초대형 요소로 사전에 조립되었으며, 이들 요소 각각의

하고, 루브르 아부다비를 해양 ‘박물관 도시’로 설계했다. 도시에서 대조

무게는 50톤에 달한다.

를 이루는 일련의 흰색 건물은 메디나와 아랍의 저지대 주거지에서 영감
을 얻은 것들이다. 갤러리 23개를 비롯해 총 55개의 개별 건물들이 이 박

돔의 복잡한 패턴은 정밀 기하학적 설계의 산물이다. 돔을 제작하는 과정

물관을 구성하고 있다. 건물의 정면은 고상도 콘크리트판넬 3,900개로

에서, 아틀리에 장 누엘의 건축 디자인 팀과 뷰로하폴드 엔지니어링의 구

이루어져 있다.

조 공학자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다. 패턴은 8개로 겹쳐진 레이어에
서 다양한 크기와 앵글로 반복된다. 각각의 광선은 나타났다 사라지기 전

직경이 180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돔이 박물관의 대부분을 덮고 있는데,

에 8개의 레이어를 관통해야 한다. 그 결과, 태양의 경로가 하루 종일 이

이 돔은 바다는 물론이고 주변지역과 아부다비 도시에서도 볼 수있다. 이

동하면서 영화 같은 효과를 연출한다. 밤에는 7,850개의 별을 형성하고,

돔은 오스트리아의 철골구조 전문업체 바그너 비로[Waagner Biro]가 제

이는 내/외부에서 다 볼 수 있다. 이 효과를 ‘빛 내림’이라고 부르는데, 오

작했다. 돔은 8개의 서로 다른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깥쪽 4개는

랫동안 수많은 모방, 모형제작의 대상이 되어 온 것으로 컨셉을 정의하는

스테인리스강, 안쪽 4개는 알루미늄으로 덮여 있고 5미터 높이의 강철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59

58
ⓒ Roland Halbe

ⓒ Roland Halbe

Curtain Wall 산책

ⓒ Mohamed Somji

ⓒ Roland Hal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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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을 지지하는 것은 기둥 4개뿐이며, 이들 기둥은 110m 간격으로 서로

It is rather unusual to find a built archipelago in the sea. It is

떨어져 있다. 돔이 떠 있는 듯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이 기둥들을 박

even more uncommon to see that it is protected by a parasol

물관 건물 내부에 은폐했다. 안쪽 돔의 높이는 지상에서 외피의 밑면까지

creating a rain of light.

29m이다. 돔에서 가장 높은 지점의 높이는 해수면에서 40m, 지상에서
는 36m이다.

The possibility of accessing the museum by boat or finding
a pontoon to reach it by foot from the shore is equally

“All climates like exceptions. Warmer when it is cold. Cooler

extraordinary, before being welcomed like a much-awaited

in the tropics. People do not resist thermal shock well. Nor do

visitor willing to see unique collections, linger in tempting

works of art. Such elementary observations have influenced

bookstores, or taste local teas, coffees and delicacies.

Louvre Abu Dhabi. It wishes to create a welcoming world

It is both a calm and complex place. A contrast amongst a

serenely combining light and shadow, reflection and calm. It

series of museums that cultivate their differences and their

wishes to belong to a country, to its history, to its geography

authenticities.

without becoming a flat translation, the pleonasm that results

It is a project founded on a major symbol of Arab architecture:

in boredom and convention. It also aims at emphasising the

the dome. But here, with its evident shift from tradition, the

fascination generated by rare encounters.

dome is a modern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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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useum city and is visible from the sea, the surrounding
areas and Abu Dhabi city. This dome was constructed by
the Austrian company Waagner Biro who specialize in steel
structures. The dome consists of eight different layers: four
outer layers clad in stainless steel and four inner layers clad
in aluminium separated by a steel frame five metres high.
The frame is made of 10,000 structural components preassembled into 85 super-sized elements, each weighing up
to 50 tonnes.

The dome’s complex pattern is the result of a highly studied
geometric design. It involved close collaboration between
the architectural design team at Ateliers Jean Nouvel and
the structural engineers at BuroHappold Engineering. The
pattern is repeated at various sizes and angles in the eight

ⓒ Luc Boegly & Sergio Grazia

ⓒ Luc Boegly & Sergio Grazia

A double dome 180 metres in diameter, offering horizontal,

inspiration for the concept of Louvre Abu Dhabi in traditional

perfectly radiating geometry, a randomly perforated woven

Arabic architectural culture. Taking a contextual approach to

material, providing shade punctuated by bursts of sun.

the site, Nouvel designed Louvre Abu Dhabi as a ‘museum

The dome gleams in the Abu Dhabi sunshine. At night, this

city’ in the sea. Its contrasting series of white buildings take

protected landscape is an oasis of light under a starry dome.

inspiration from the medina and low-lying Arab settlements.
In total, 55 individual buildings, including 23 galleries, make

Louvre Abu Dhabi becomes the final destination of an urban

up this museum city. The façades of the buildings are made

promenade, a garden on the coast, a cool haven, a shelter of

up of 3,900 panels of ultra-high performance fibre concrete

light during the day and evening, its aesthetic consistent with

(UHPC).

its role as a sanctuary for the most precious works of art.”
Pritzker-prize winning architect Jean Nouvel s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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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ast dome, 180 metres in diameter, covers the major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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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buildings and land. The complex engineering concept
made Louvre Abu Dhabi one of the most innovative and
challenging museum projects to be built in recent times.
The Concept Design phase for the Louvre Abu Dhabi
project took place between 2006 and 2007. The Design
Development phases followed in 2007 to 2012 and the
construction of the museum from 2013 to 2017. Prior to
the completion of the museum, the Louvre Abu Dhabi has
already been the recipient of three international awards:
winner of the ‘Project of the Future’ category of the Identity
Design Award in 2015; the European Steel Design Award
in 2017, received with Waagner Biro, the Louvre Abu Dhabi
dome specialist, and winner of the ‘Most Prominent UAE
Project’ category of the Identity Design Award in 2017.

Architects : Ateliers Jean Nouvel
Area : 97000 m²
Year : 2017
Photographs : Roland Halbe, Abu Dhabi Tourism & Culture
Authority, Fatima Al Shamsi, Mohamed Somji, Luc Boegly & Sergio
Grazia
Manufacturers : Carrière du Hainaut, Debbas, EFP-ME-UK, Erco,
Fischer, Lucibel, Nesite, Sonogamma, Troll, VetroTech SaintGobain, Zumtobel, Meyvaert, San Jose, San José
Architect In Charge : Jean Nouvel
Partner Architect : Hala Warde
Artistic Commision : Jenny Holzer Giuseppe Penone
superimposed layers. Each ray of light must penetrate the

buildings to give the impression that the dome is floating.

eight layers before appearing then disappearing. The result

The interior dome elevation is 29 metres from the ground

is a cinematic effect as the sun’s path progresses throughout

floor to the underside of the cladding. The highest point of

the day. At night, it forms 7,850 stars visible from both inside

the dome is 40 metres above sea level and 36 metres above

and out. Named the ‘rain of light’, this effect has been the

ground floor level.

subject of many models and mock-ups over the years and is
one of the defining features of the concept.

The museum design is a collaboration between traditional
design and modern construction techniques. The tranquil

The dome is supported by only four permanent piers, each

environment encourages visitors to enjoy the ever-changing

110 metres apart. These are hidden within the museum

relationship between the sun and the dome and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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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Leaders : Jean-François Bourdet, Anna Ugolini
(rchitecture / Interior Design / Museography); Sabrina Letourneur,
Frédéric Imbert (Design); Damien Faraut, Athina Faraut
(Construction)
Senior Architects : Rolando Rodriguez-Leal, Mireia Sala Font,
Anne Traband, Michal Treder, Natalia Wrzask
Architecture Team : Raphael Renard, Reda Slaoui, Youssef
Tohme, Qiang Zou, Stefan Zopp, Kris Geldolf, Roula Akiki,
Alessandro Balducci, Jessica Caldi, Camille Dauty, Mark Davis,
Stacy Eisenberg, Marion Foucault, Steven Fuhrman, Virginie
Heckle, Stéphanie Menem, Abel Patacho, Miguel Reyes, Kathryn
Stutts, Jordi Vinyals, Sébastien Yeou, Mariam Abuebeid, Sara Al
Sawi, Kelly Anastassiou, Donna Ashraf, Jessica Caldi, Daniella De

ⓒ Roland Halbe

Almeida, Fay El Mutwalli, Maryam Hosny, Zaina Khayyat, Youmna
Najjar
Interiors : Floriane Abello, Lucas Dumon, Isabella Garbagnat,
Jaiyao Huang, Tanguy Nguyen, François Zab
Renders : Artefactory (Eric Anton), Jugulta Le Clerre, Clément
Oudin, Raphael Renard
Graphic Design : Rafaelle Ishkinazi, Marie Maillard, Léo
Grunstein, Clovis Vallois
Engineers : ARUP (Concept Design); BuroHappold, Transsolar
(Schematic Design); Andrew Snalune (Façades); BuroHappold
(Construction)
Museography : Renaud Pierard
Signange : Philippe Apeloig, Kristian Sarkis
Lighting Design : 8’18”
Scenography, Multimedia : dUCKS scéno
Landscape : Michel Desvigne, Jean-Claude Hardy
Interior Design : Eric Nespoulous / JND
Acoustics : Studio DAP
Cost Consultant : MDA Consulting
Seismic : Setec
Models : Jean-Louis Courtois
City : Abu Dhabi
Country : United Arab Emi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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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주년을 맞이한
엘루마텍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루브르 아부다비, 상하이의 포뮬라 1 서킷과 시카고의 시어스 타워의 공

151(에디션 90 포함)은 가공 길이가 6~30m 에 달하며, 특히 산업용 부

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이들의 건설에는 모두 엘루마텍 SBZ 151 머시닝

품을 가공할 수 있다. 경로 지정, 드릴링, 태핑, 나사산 밀링, 노치 및 톱

센터가 사용되었다. SBZ151 은 엘루마텍의 주력 상품으로 회사 창립 90

질 등의 모든 작업은 고정식 프로파일 바에서 수행되므로 프로파일 표면

주년을 맞아 재설계되었으며, 금세 시장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최대한 부드럽게 처리된다. 또한 옵션인 각도 헤드를 사용하면 아래에

랄프 해스펠 글로벌 마켓 리더 CEO 는 “엘루마텍은 91 년 차에도 SBZ

서 기계식 프로필을 만들 수 있으므로 클램핑 작동 한 번으로 6 개 측면

151 Edition 90 을 시장에 계속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에디션 90

에서 모두 작업할 수 있다. 내장된 툴들은 툴 교환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

은 향상된 제어 시스템과 최적화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하는 한편, 두 개의 별도 작업 구역을 통해 셔틀 작동에 기계를 사용할 수

SBZ 151 모든 라운드의 시도와 테스트를 거친 장점을 결합하였기 때문

있다.

에 이러한 성공은 예상하지 못할일이 아니였다.
한 가지 개선 사항은 SBZ 151 Edition 90 의 새로운 클램프 개념으로,

“유연성, 신속성 및 정확성”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클램프 폭을 조정할 수 있다. 클램프 홀더를 원

랄프 해스펠은 “SBZ 151 Edition 90 에 적용된 높은 자동화 수준과 첨

하는 대로 꺼낼 수 있는 반면, 자성의 클램프 블록은 다른 종단 단면도로

단 제어 기술을 통해 금속 건설 업계의 고객 요구사항을 유연하고 신속하

빠르게 전환할 수 있다. 또 하나의 SBZ 151 Edition 90 의 강점은 바로

고 정확하게 충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 길이 측정, 탭핑, 시계 시스

사용이 가능한 eluCloud 다. “알프 해스펠은 알루미늄 및 박벽 강철 프로

템 등과 같은 선택적 추가 기능도 향상된 사용자 환경에 도움이 된다. 어

파일들의 효율적인 가공에 관한 한 에디션 90 은 우리가 만든 걸작입니

떤 구성이든 에디션 90 은 어떠한 요구도 충족시키는 고품질의 시간 절

다.”라고 말했다.

약형 솔루션이다. 이제 91년째를 맞이하는 만큼 이 제품의 완성도와 성
능은 엘루마텍의 최고의 걸작이라고 자부하는 충분한 이유이다.

디자인: 베스트셀러를 위한 새로운 모습
90 주년을 맞아 새롭게 디자인된 후드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춘 새로

실행 계획 및 작업 준비에 대한 Elumatec의 포괄적인 지원

운 디자인의 SBZ 151 Edition 90 선보였다. 새로운 버전의 주요 목표는

누벨은 강철과 알루미늄이라는 두 가지 현대적인 건축 재료를 주로 사용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유연하게 가공하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자면,

했다. 독특한 구조를 가진 돔의 가장 매혹적인 부분은 빛과 움직임의 매

이제 기계 가공 유닛을 최대 66m/min 의 동적 서보 드라이브를 사용하

혹적인 드라마이다. 밤에 돔은 총 7,850개의 별들이 있는 캐노피를 형성

여 배치할 수 있다.

하는데, 이 별들은 크기와 각도에 따라 다르고 바깥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계속 보인다. 이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의도되었다. 별이 총총한 하늘은 8

새로운 클램프 개념과 함께 컨트롤 시스템도 업데이트되었다. SB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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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의 오프셋 강철 및 알루미늄 모듈에 의해 생성된다. 이것은 세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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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특별했다. 엘루마텍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협력 회사들을 도왔다. 필요한 제조 솔루션을
조합하여 세팅하고 엘루마텍팀의 종합적인 기
술 서비스를 제공했다. 루브르 아부다비에 제공
된 지원은
제조 공정 전체를 포괄했다. 처음에는 가상 인
터페이스 관리 및 디지털 데이터 감소에서 테스
트 단계까지 다양했다. 마지막으로, 엘루마텍
은 매우 까다로운 작업에 가장 적합한 프로파일
머시닝 센터를 추천했고 물류도 처리했다. 더욱
이, 우리는 고객의 현장에서도 지속적인 도움을
새로운 디자인, 신세대 컨트롤 시스템, 인체공학적 컨트롤 유닛, 최적화된 클램핑 개념 및 엘루 클라우드
준비: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SBZ 151 Edition 90 은 베스트셀러로 선정되었습니다.
Image copyright: elumatec AG, Mühlacker

프로파일 표면을
보호하기 정지해 있는 동안
라우팅, 드릴링, 태핑,
나사산 밀링,
노칭 및 톱질 등
SBZ 151 Flexium+에서
이 모든 가공작업이
진행된다.

제공했다. 그곳에서 실제 프로파일 가공과 함께
인상적인 돔의 건설을 위한 개별 요소의 최종

SBZ 151에 대한 새로운 클램프 개념은 공구 없이도 클램프 폭을 조정할 수 있다.
Image copyright: elumatec AG, Mühlacker

조립이 수행되었다.

eluCad - 디자인과 프로덕션 간의 사용자
친화적인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아부다비 루브르 건축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해
엔지니어들은 아부다비의 화이트 알루미늄사에
SBZ 151 플렉시엄+ 프로파일 머시닝센터 2대
를 설치했다. SBZ151은 알루미늄 및 박벽강

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데이터를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프로파일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프로그래밍에는 자동화된 CSV 인터페이스가 사용된다.

있도록 설계된 5축 종합 가공 머시닝센터이다.

실행 계획과 후속 작업 준비를 위해 프로젝트 개발자는 필요

프로파일 표면을 보호하기 정지해 있는 동안 라

한 CSV 파일을 제공했으며, 여기서 관련된 변수들은 엘루마

우팅, 드릴링, 태핑, 나사산 밀링, 노칭 및 톱질

텍에서 맡았다. 이 입력을 기반으로 총 21개의 마스터 파일이

등 SBZ 151 Flexium+에서 이 모든 가공작업

생성되었으며 약 50만 개의 프로파일 부품에 대한 공정 데이

이 진행된다. 이렇게 하면 프로파일의 6면이 동

터가 eluCad 프로그램으로 전송되었다.

시에 가공된다.

Mühlacker 현장에서의 테스트 단계 이후, 작업 준비 조치가

SBZ 151 Flexium+의 내장된 툴들은 툴 교환

실행되었고, 이후 구현 단계를 시작할 수 있었다. 독특한 별빛

시간을 짧게 유지하여 기계 가공 주기를 최적화

돔을 가진 루브르 아부다비는 세계에서 가장 야심찬 건설 프

도 이례적일정도로 특별한 구조이며 프로젝트 개발은 높은 기술력으로 유명한 철강 건설 회사인

한다.

로젝트 중 하나이다. 이를 통해 아부다비 에미리트는 미래의

비엔나의 Waagner Biro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최고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Elumatec

SBZ는 eluCad 소프트웨어로 제어된다.

문화와 과학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그렸다.

또한 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eluCad는 eluSoft 자회사가 만든 효율적이고

동시에 루브르 박물관 건물과 돔은 프로젝트 파트너인 오스트

돔의 구조 요소에 대한 제조는 아부다비에 위치한 당사의 파트너 회사인 White Aluminium에

기계 중립적인 프로그래밍을 위해 개발한 지능

리아의 Waagner Biro, 엘루마텍의 파트너사인 아랍에미레이

서 맡았다. 뛰어난 건축 디자인을 처음부터 현실로 옮기려면 맡은 바에 대한 책임감으로 긴밀한

형 소프트웨어 솔루션이다. 사용자 친화적인 소

트 White Aluminium 및 엘루마텍의 독일 Mühlacker 사이

협조가 필요했다. 핵심적인 역할은 오스트리아의 수도에 있는 프로젝트 개발자들과 엘루마텍 및

프트웨어는 사용자가 ISO 코드를 사용하여 프

트 간의 인상적이고 뛰어난 협업을 상징한다.

그들의 협력 회사가 맡았다. 물론, 지능형 프로파일 머시닝센터 제조업체로서 엘루마텍의 노하

로그래밍할 필요가 없고 논리적으로 구성된 그

45° 톱날: SBZ 151 의 A 축 회전 범위는 -110° ~ +110°(톱날 직경 400mm)입니다.
Image copyright: elumatec AG, Mühl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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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브르 아부다비: SBZ 151은 대각선 180m의 박물관 55개 건물에 걸쳐 있는
돔의 건설에 사용되었다.
Image copyright: NICOLA MESSANA PHOTOS / Shutterstock.com

루브르 아부다비는 SBZ 151에 사용된 지능형 프로필 가공 기술의 잠재력을 보여준다.
Image copyright: Myroslava Bozhko / 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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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라톤 문 호텔

쉐라톤 문 호텔은 상하이 서부와 항저우 북쪽에 위치한 난타이 호수
옆에 위치해 있으며 호수를 건너 쑤저우와 우시가 내려다보인다.

예로부터 후저우는 “비단의 집”과 “풍요한 땅”으로 알려져 있으며, 호
수의 이름을 딴 주변 지역의 유일한 고대 문화 도시이다. 좋은 문화와
지리적 환경은 전통과 현대적 분위기를 모두 호텔에 가져다 주는데,
독특한 디자인으로 타이호의 수경과 통합되어 자연경관의 시적이면
서도 인위적인 울림을 자아낸다.

쉐라톤문호텔은 건축과 자연을 직접 통합해 수면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원형 건물은 물에 비친 모습과 일치하여 초현실적인 모습을 연
출한다. 햇빛과 호수의 반사로 건물의 곡선 모양이 수정같이 선명하

다. 밤이 되면 건물 내부와 외부 조명으로 건물 전체가 환하게 밝혀진다.

문호텔은 건축과 자연을
직접 통합해 수면을 최대한
활용한다.
원형 건물은
물에 비친 모습과 일치하여
실제와 팬텀의 초현실적인
모습을 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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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과 물을 감싸는 부드러운 빛은 호수 위로 떠오르는 밝은 달을 닮아
고전적이고 현대적인 분위기를 현출한다.

선명한 고리모양은 구조설계에 큰 도전장을 던졌고, 결국 공사 중 환경
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대용량, 경량, 내진성이 뛰어난 ‘강화 콘크리트 코
어관’이 적용되었다. 그물 모양의 곡선 표면 구조는 건물을 더욱 견고하
게 만들며, 최상층의 더블콘 구조와 연결되는 교량형 브레이싱 스틸 구
조로 이 건물의 견고함이 한층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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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정면에는 섬세한 질감의 흰색 알루미늄 띠장과 유리가 층층이 깔려

망이 뛰어나고 대규모 활동이 가능하게 했다. 상단은 호수 위에 떠 있는

있어 건물 규모에 대한 환상과 드라마틱함을 자아낸다.

듯한 느낌이 들어 그곳에 있었던 경험은 특별하고 잊을 수 없다. 문 호텔
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중시하고 방문객들의 관능적이고 영적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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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의 둥근 모양은 모든 객실이 좋은 경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을 강화시켜, 의심할 여지 없이 후저우의 인류와 자연의 새로운 상징이

모든 방향의 자연광을 증가시킨다. 상단의 아치형 공공공간은 탁 트인 전

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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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çade Case Study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아레나, 베이징/중국
SENTRYGLAS® IONOPLAST 중간막으로 제작된 리본 형태의 외벽으로
빙판의 속도감을 표현한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아레나

설계사
Beijing Institute of Architectural
Design (Group) Co., Ltd Populous
접합유리 가공사
Tianjin North Glass Industrial
Technical Co.,LTD
건축주
Beijing National Speed Skating
Pavilion Management Co. LTD
Image ⓒ Arquitectoma

자료제공:

야심찬 콘셉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종종 새로운 제작공정이 필요하다. 아이스 리본(Ice Ribbon) 경기장으로도 불리는 웅장한
스피드 스케이팅 아레나는 신규 제작기법과 첨단 구조용 중간막이 구현할 수 있는 디자인의 정점을 보여준다.

속도감을 상징하는 리본 형태의 외벽은 고투명도의 저철분 복층유리로 제작했으며, 모두 Trosifol SentryGlas® ionoplast(트로시폴 센트리글라스® 아이아노플라스트)
접합안전유리 중간막을 사용해 접합 처리했다.

올림픽은 인간의 노력과 끈기, 기량과 운동 능
력을 견주는 축제이지만, 최근에는 개최 도시와
국가의 위상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역할도 중요
하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행사가 돋보이도록 경제,
이타주의, 기술 발전, 사회 성숙도 등을 선보일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동원된다. 여기에는 화
려한 행사와 아이콘, 매력적이고 세련된 마스코
트, 대량 마케팅, 수많은 회의와 만찬, 친선 도
모가 포함된다. 그리고 경이로운 건축물을 빼놓
을 수 없다.
동계 및 하계올림픽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디자이너와 건축가의 상상력이 나래를 펼치는
가운데, 이에 발맞춰 구조공학자와 접합유리 글
레이징 업체 역시 참신하고 매력적인 방향성을
추구해야 했다. 그 결과물은 꾸밈 없고 실용주
의적인 큐브에서부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
제작 과정을 재정의해야 할 만큼 시각적 역동성
을 자랑하는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

지금부터 2021년 세계 종목별 스피드 스케이

Image ⓒ Erqing Li

팅 선수권 대회와 2022년 동계올림픽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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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m의 경주 트랙과 최대 12,000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빙상장은 22개의 유리 리본으로 둘러싸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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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Façade Case Study

Trosifol™은 건축 분야 접합 안전 유리용 PVB 중간막 및 ionoplast 중간막 분야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춘 Trosifol은 탁월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구조용: Trosifol® Extra Stiff PVB 및 SentryGlas® ionoplast 중간막
•차음용: Trosifol® 차음용 SC Monolayer 및 Multilayer
•UV 컨트롤: UV 완벽 차단에서 자연 투과까지
•UltraClear: 업계 최저 황색도 지수
•의장 및 디자인: 흑백 및 컬러 중간막

그레이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반경이 작은 유리에 열강화 공

Image ⓒ Erqing Li

정을 적용함으로써 설계사와 건축주의 상상을 능가하는 제품이 완성되었

중국 베이징에 있는 국립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에서 2022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가 개최될 예정이다.

습니다.”

베이징건축디자인연구소(Beijing Institute of Architectural Design
(Group) Co., Ltd.)의 설계본부장인 젠 팡(Zhen Fang) 박사는 다음과 같
이 설명한다. “우리는 entryGlas® 저철분 안전유리를 선택함으로써 궁극

드 스케이팅 경기가 열릴 중국 베이징의 국립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4번째 표면을 low-E 코팅 처리한 8mm 유리, 내부 패널 분리 목적으로

경우 안전유리에 영향을 주는 노란색 또는 녹색 빛이 비치기도 하는데 우

(National Speed Skating Oval)의 면모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건물은

아르곤을 충전한 12mm 공기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약하면 8mm

리는 이러한 현상을 피해 갈 수 있었죠. 제품은 파사드 설계사들이 다각

®

동계올림픽에 사용되는 26개 시설 중 하나이지만 지난 2008년 하계올림

유리 + 1.52mm SentryGlas + 8mm 유리로 설계된 것이다.

적인 계산을 거친 후 추천했습니다. 설계사로서 우리는 필름의 강도와 시

픽에서 필드 하키 경기장으로 사용되었으며, 2008년 올림픽 당시 활약한

모든 유리는 저철분 유리다. 곡선 형태의 IGU는 평면과 동일하게 다층 형

각 효과에 집중해야 했기에, SentryGlas®와 같은 고강도 필름은 대규모

버드 네스트(Bird’s Nest)나 워터 큐브(Water Cube)만큼 중요한 시설

식이지만 2.28mm SentryGlas®를 사용해 차별화했다. 패널의 최대 길

유리 시공 프로젝트에서 성공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로 명성이 높다.

이는 약 4,100mm, 최대 원호 길이는 2,400mm, 최소 굴곡부 반경은

는 저철분 유리의 뛰어난 고투명도 외에도 높은 강도와 수명 그리고 탁월

400m의 경주 트랙과 최대 12,000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이 빙상

1,500mm이다.

한 파손 후 안전 성능 때문에 SentryGlas®를 선택했습니다.”

장은 40x180m 규모를 자랑하며, 외벽의 바닥에서 34m 높이까지 22개

톈진 노스 글라스(Tianjin North Glass Industrial Technical Co., Ltd.)

쿠라레와 노스 글라스는 애플 스토어와 상하이의 신축 도서관 등 웅장한

의 유리 리본이 건물을 휘감고 있다. 얼음을 연상시키는 외관으로 빙판

의 영업이사인 리 춘 차오(Li Chun Chao)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도면

대형 유리 구조물 시공을 위해 협력한 바 있다. 업계를 선도하는 구조용

의 속도감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유리 리본은 고투명도 저철분 복층유리

에 맞추어 유리를 가공하는 일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릅니다. 초기 단계에

중간막의 성능과 성장을 거듭하는 유리 가공 기술의 결합으로 인해 다양

(IGU)로 제작했으며, 모두 Trosifol SentryGlas ionoplast 중간막을 사

서는 구조용 유리로 투명한 곡면을 구현하고자 했지만 반경이 너무 작다

한 프로젝트에서 구조용ㆍ미관용 접합유리 글레이징 분야의 잠재력이 점

용해 접합 처리했다. 외벽을 휘감은 유리 외벽의 아름다움은 특히 밤에

는 점과 유리가 뒤틀릴 가능성이 문제로 꼽혔습니다. 관건은 둥글게 휜

차 커지고 있다.

돋보이는데, 선명한 리본 형태의 외벽에 조명효과가 더해지면 마치 움직

4m 길이의 유리 패널을 사용하면서 뒤틀림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극

이는 듯한 생동감이 느껴진다.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처리로 굽힌 유리를 시공한 후 나타날 수 있는

올림픽과 같은 행사는 건물 디자인과 콘셉트 측면에서 한계를 초월하는

뒤틀림이나 낮은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유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성을

시도의 기회가 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실험의 장이 되기도

파사드는 면적이 총 30,000㎡에 달하고 3,484개의 각기 다른 유리 패

높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반경도 제작할

한다. 성공적인 시공 사례가 알려지면 신중했던 설계사들도 접합유리 글

널로 이루어져 있다. 패널은 형태에 따라 구성이 상이하도록 설계되었다.

수 있는 곡선 유리 강화 장비를 개발ㆍ실험하고 시범 생산했습니다. 오류

레이징 및 중간막의 이점을 조금씩 수용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콘셉트가

수정과 실험을 거치면서 마침내 정식 주문을 받기 전까지 장비 변경과 업

점차 세계 여러 프로젝트로 퍼져 나갈 수 있게 된다.

®

®

평면 IGU의 경우 외부 패널은 8mm 유리 + 1.52mm SentryGlas +

78

노스 글라스는 반경이 작은 유리 패널에 열강화 공정을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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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투명도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생산된 다른 중간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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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규제 완화·불법 행위 차단 법령 개정 추진

2021 건설기술인의 날,“일하고 싶은 건설산업 구현”

19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세균 국무총리, 건설기술인 권익보호·공정한 건설생태계 강조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사업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

직접시공 활성화 및 건설근로자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시공 실적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88만 건설기술인을 대표하는 한국건설기술

이날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많은 건설기술인 42명에게 정부포상 및 국

설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합법적인 건설 시공을 위해 건설현장의 부조리

가산 확대(10→20) 및 상습체불주에 대한 감점을 대폭 확대(2→30)하는

인협회(회장 김연태)와 같이 3월 24일(수) 오후 3시 임피리얼 팰리스 호

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여했으며, 기념식에는 5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및 불법 행위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건설산업기본법」및 하위법령 개정안

등 신인도 항목을 일부 조정한다.

텔에서 「2021년 건설기술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건축분야 설계 및 감리CM분야에 공헌한

건설기술인의 날은 건설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사기 진작을

오봉석 ㈜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 회장에게 수훈의 영광이 돌아갔으

위해 2001년부터 시작된 기념행사로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

며, 은탑산업훈장은 박계병 ㈜대한콘설탄트 회장이 수상했다.

을 3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작년부터 민관합동TF 활동

불법 행위 처벌 강화

해로 스물 한 번째를 맞이했다.

등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상향 조정(법 제82조제1항)
현장 애로형 건설규제 개선 방안

건설업 교육기간 유예 도입(법 제9조의3 제1항)

산업포장에는 이한용 ㈜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 회장, 김천학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

올해 행사는 건설산업이 경제 회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다짐을

㈜홍익기술단 부회장이, 최명기 건설큐엠시험원㈜ 원장 등 4명이 대통령

한액을 계약규모 증가에 따라 상향(1억원 → 2억원)하여 영업정지 대체

담아 ‘건설기술인! 더 나은 내일을 향해’라는 주제로 건설의 새로운 목표

표창, 하한기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등 34명이 국무총리 표창

과징금을 현실화한다.

와 방향을 제시했다.

및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코로나-19 등 전염병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생활 속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지침

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하여 교육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진 아웃 추가(법 제83조제7호)

을 준수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 및 정부포상

정세균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해외건설

를 마련하였다.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수상자 등 최소인원 50명만 참석했다.

수주 351억 불로 5년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에서 묵묵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3진 아웃제) 하고 있으나, 적정한

히 맡은 책임을 다한 건설기술인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며,

가스시설공사 업무내용 현실화(영 별표 1)

시공을 저해하는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코로나-19로 참석하지 못하는 건설기술인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유

“앞으로 정부는 건설사업 구조를 ‘기술중심, 사람중심’으로 혁신하고, 불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고려, 일반주택 사용 규모

3진 아웃제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튜브 및 건설기술인협회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행사를 실시간으로 생

법, 부실, 부조리 없는 공정한 건설생태계 조성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중계하여 현장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힘을 쏟겠다고 강조하였다.

인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는 가스시설시공업(제2
종 및 제3종)이 시공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및 무단이탈 시 처벌 강화(법 제97조 및 영
별표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건설근로자 등록기준 인정(영 제79조의2)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강화를 위해 발주자의 승낙없이 다른 현장에 중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조직문화 확립을 통해 출산율 제고와 건설근로

복 배치한 경우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와 동일하게 건설사업

자의 경력단절 방지 및 고용안정성 개선을 위해 육아기 단축 중인 건설근

자를 처벌받도록 하고,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건설현장을 무단이탈할 경

로자를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한다.

우 건설기술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 조정(30만원→50만원)
하는 등 건설현장 시공관리를 강화한다.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시 우수 중소건설기업 우대(규칙 별표 6)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

정규직·청년 적극 고용 등을 통해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우수 중

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건설산업기본법은 국회에 상정하

소기업에 대해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시 가점(0.5점)을 부여한다.

고, 하위법령은 6월까지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시공능력평가 기성실적 서류 간소화 및 직접시공실적 가산 확대(규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

제22조, 별표 1·2)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4차산업 도약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혁방안을 제

민간 발주 소액공사 기성실적 증빙 서류를 전자세금계산서로 갈음하여

시하는 등 건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

실적증명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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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 대표 수상자 명단
훈격

사진

성명(나이)

소속(직위)

공적 요지

금탑산업훈장

오봉석(81)

(주)종합건축사
사무소동일건축
회장

•	50년간 신기술, 특허개발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감리, 건설
사업관리, 건축설계분야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건설기술 및 산업발전에 기여함

은탑산업훈장

박계병(75)

(주)대한 콘설탄트
회장

•	52년간 공법개선, 신기술개발 등의 노력으로 건설사업을 성
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장학재단 설립을 통해 후진양성에
도 노력하는 등 건설기술발전에 기여함

81

단신뉴스

훈격

사진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

정책뉴스

성명(나이)

소속(직위)

이한용(73)

(주)아이티엠
코퍼레이션
건축사사무소
회장

건설큐엠
시험원(주)
원장

최명기(55)

|

해외뉴스

단신뉴스

공적 요지

연번

•	4 4년간 건설사업관리 선진화에 앞장서 국책사업을 성공적
으로 완수, 국가예산 절감과 일자리 창출,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을 실천하는 등 건설기술발전에 기여함

•	32년간 건설안전과 품질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설기
술인 인력양성과 기술저술, 기술자문 등을 통해 안전사고 방
지와 제도개선 등 건설산업발전에 기여함

국무총리
표창

하한기(64)

•	36년간 건설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자체, 학회 등의 기술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건설산업 관련 사
회적 활동으로 건설기술발전에 기여함

「2021 건설기술인의 날」 건설기술발전 유공 수상자 명단
연번
1
2

산업훈장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주)종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

회장

오봉석

금탑
은탑

(주)대한콘설탄트

회장

박계병

(주)아이티엠코퍼레이션 건축사사무소

회장

이한용

(주)홍익기술단

부회장

김천학

5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염두성

6

(주)태조엔지니어링

사장

이성기

(주)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박용호

3
4

7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8

건설큐엠시험원(주)

원장

최명기

9

(주)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부사장

조신석

(주)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하한기

10
11

국무총리표창

|

해외뉴스

소 속

직 위

성 명

21

(주)신성엔지니어링

부사장

남열우

(주)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도재삼

23

(주)다산컨설턴트

상무

박계용

24

(주)삼보기술단

상무

박남식

25

(주)동일기술공사

부사장

박병욱

26

롯데건설(주)

수석

박원삼

27

(사)대한산업안전협회

부장

박인서

28

(주)원종합엔지니어링

대표

서항구

29

한국잡월드

과장

송현장

30

(주)예맥

대표

신상호

31

(주)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소장

신수진

(주)평화엔지니어링

이사

심진아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33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

전무

윤진철

34

(주)청림건설조경

대표이사

이래현

35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임영준

36

(사)한국기계설비기술사회

이사

정영석

37

(주)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정형진

38

(주)건화

전무

조영복

39

(주)건일

부사장

탁영식

40

(주)컨코스트

대표이사

현동명

41

(주)동해종합기술공사

부회장

황원배

42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상무

황정규

비고

3년마다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혁신… 교육기관 경쟁체계 본격화
성과 평가 후 갱신심사 반영… 신규 교육기관 6곳 추가지정

(주)세종이엔씨

대표이사

김광호

12

(주)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부사장

김종대

13

(주)펨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전무

국광호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3.30일)를 거쳐

기관으로 결정되었다.

14

(주)한국구조물안전연구원

이사

김대호

종합교육기관(7곳) 및 전문교육기관(8곳)을 지정하였다.

* 종합교육기관: 건설기술분야 전과목 및 법령·정책 등 소양과목 교육

15

한국도로공사

차장

김성경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 및 갱신 등을 위하여 위원

한국지역난방기술(주)

부장

김성원

장(기술안전정책관) 포함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주)대건엔지니어링

이사

김영필

18

(주)스타빌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웅회

19

(주)삼일기업공사

부사장

김태일

20

(주)동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형철

16
17

82

훈 격

정책뉴스

22

32
(주)신한종합
건축사사무소
부사장

훈 격

|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전문교육기관: 안전, 품질 등 특정 분야·과목을 전문적으로 교육(기본교육 제외)

교육기관 심사는 교육관리기관인 (재)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이 산학연의
그간 교육실적과 연간 교육수요를 감안한 총량에 맞춰 평가결과가 양호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월(‘20.12.~’21.3.)간

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교육기관*은 기존 교육기관 5곳, 신규 2곳 등 총

심층적 심사를 진행하였다.

7곳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은 기존 교육기관 4곳, 신규 4곳 등 총 8곳

교육기관 공모 및 설명회를 거쳐 기관의 건전성, 교육시설장비 등 운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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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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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뉴스

계와 교육실적, 교육만족도, 교육훈련편성 등 기관의 운영실적과 계획에

심사에 반영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공공

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최선을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하였다.

이다.

발주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역규제 폐지의 취지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려하여 공사를 발주할 것과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부대공사 판단기준을
건설기술인 교육은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기술

또한, 미래변화에 대응한 스마트건설 교육과 사업기획, 금융조달 등 해외

능력 향상과 안전·품질 등 지속적 교육을 시행할 목적으로 최초·승급·계

사업 전반의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는 등 건설기술 교육 체계를 개선하

속교육으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고, 교육기관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견인

국토교통부 박진홍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및 주력분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4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

해 나갈 계획이다.

야 제도가 도입되는 내년에도 건설업계의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하여 제

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설업계, 발주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최근 도입되고 있는 건설정보모델링(BIM), 모듈공법, 자동화 등 새로운
건설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건설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3년마다 교육기관 갱신 및 신규공

안전교육을 지속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제도이다.

모를 통해 교육기관의 혁신적 변화를 유도하여 건설기술인 중심의 교육

준수할 것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서 “이를 위해서는 시대변화에 맞
국토교통부는 교육관리기관((재)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을 통해 매년 교

는 스마트건설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교육기관에 공급하여 건설기술 교

육기관의 기관운영, 교육실적 등 성과를 평가하여 3년 후 교육기관 지정

육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색건축인증(G-SEED) 유효기간 연장 가능해진다
인증기간 연장제도 신설·절차간소화 등으로 친환경 건축물 활성화 기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영세업체 보호·발주자 부담 경감방안 마련

앞으로 녹색건축인증(G-SEED)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 유효기간(5년)이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만료되기 전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5년간 유효기간

* 예비인증 심의위원회를 생략하는 경우 약 60~75만원의 수수료 절감

을 연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단독주택 및 그린리모델링 대상 녹색건축인증의 경우 심사인력을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 인증에

축소(4명→2명)하여 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관한 규칙」 및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250㎡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이거나, 그린리모델링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의 시행(’21. 1. 1.)에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를 등록한 경우만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따른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

고려하도록 한다.

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

*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억원 이하인 전문공사 중 관급자재 비중이 공사예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도입하여 인증받은 건축물의

한다.

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사후관리 강화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한 인증업무 창구 일원화

이번 개정안은 영세업체 보호 및 발주자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업계, 발

** 업역 폐지 시(’18년, 건산법 개정)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위해 2억원 미만의 전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주 등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180일 전부터

녹색건축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 등은 기존에는 개별 녹색건축 인증

주자 등과 협의하여 마련하였다.

문공사에는 종합업체의 참여를 제한(∼’23년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의 적정성 심사 및 현장조

기관에 신청하였으나, 인증관리시스템(http://www.gseed.or.kr, 한국

사를 통해 인증성능이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 5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하

건설기술연구원 운영)을 통해 신청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속

자본금 확인 절차ㆍ방법 간소화(안 제11조 및 별표 2)

여 녹색건축인증의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발주자의 종합건설업 자본

또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개정 전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이 만

이번 개정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은

건설공사의 발주방식 개선(안 제8조 및 제9조)

금 충족여부 확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문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업종

료된 건축물에 대하여도 2021년 9월 30일까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우선, 입찰공고 시 주된 공사가 아닌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않도록 명확히

의 자본금 합이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협회의

록 특례 규정을 두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였다.

(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다.

확인서로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2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

* (예시) 4개 전문업종 등록 시 자본금 5.25억원 > 토목업 자본금 기준 5억원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를 통해 인증 수수료 인하

으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의 사후관리를 유도하여 친환경 건축물 제도를

가 종전 공사와의 유사성을 검토하여 공사 구분(종합/전문공사)을 유지하

이와 함께,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 시 활용되는재무관리상

녹색건축인증 예비인증과 본인증 시 각각 진행했던 인증심의위원회를 본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면서, 또한 “지속적으로 행정절차를

는 것을 고려하도록 하고, 관급자재 비중이 높아* 사실상 2억원 미만**인

태진단보고서의 유효기간도 1년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인증에서만 하도록 개선하여 심사 기간 단축 및 수수료를 인하하게 되어

개선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84

200→120만원(40% 절감)으로 수수료 절감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금번 녹색건축 인증 규칙 및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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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고, 비수도권이 41조 5천억 원으로 20.1% 증가하였다.

‘20.4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37조 4천억 원(전
년 동기 대비 19% 증가), 51~100위 기업 4조 6천억 원(10.2% 감소),

(본사 소재지별) 수도권이 49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4% 증

101~300위 기업 7조 1천억 원(22.2% 증가), 301~1,000위 기업 7조 5

가하였고, 비수도권이 32조 4천억 원으로 22.7% 증가하였다.

천억 원(50.9% 증가), 그 외 기업이 25조 6천억 원(17.2% 증가)이다.
’20.4분기(10~12월)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증가하며,

한편, 지난해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은 261조 4천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한 82조 4천억 원을 기록했다.

비 13.5% 증가한 수치이다.

* KISCON에 통보된 전년도 계약 금액의 총합 기준으로 기업 규모 순위 재집계

지난해 연간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지난해 연간 단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이 106조 9천억 원(전년 대비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125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한

12.0% 증가), 51~100위 기업 16조 2천억 원(18.4% 증가), 101~300

반면, 비수도권은 135조 4천억원으로 21.2% 증가하였다.

위 기업 21조 6천억 원(14.9% 증가), 301~1,000위 기업 23조 9천억
원(21.1% 증가), 그 외 기업이 92조 3천억 원(12.3% 증가)이다.

(본사 소재지별) 수도권이 153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하
였고, 비수도권이 107조 2천억 원으로 17.2% 증가하였다.

지역별 계약액
‘20.4분기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한편,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누리집(stat.
moli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40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3% 증

한국형 저탄소 도시 모델의 핵심 기술 개발… 탄소중립 성큼
- 국토부, 연구개발 과제로 도시자원 순환기술 개발 성공
- 도시 폐기물 한 곳서 복합처리…환경·에너지 문제 동시 해결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은 ‘생

특히, 지난 `16년 6월부터 ‘20년 11월까지 국토교통부 R&D사업으로 추

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 도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폐기물

진되었으며, 고등기술연구원(주관기관), GS건설 등 12개 공공기관 및 기

을 복합적으로 처리하여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도시자원 순환형 복합 플

업에서 개발에 참여하였다.

랜트 건설기술*(이하 도시자원 순환기술)“을 개발하였다.

도시자원 순환기술 개발에는 민간 34억원, 정부 95억원 등 총 129억 원
이 투입되어 기술개발 및 실증을 완료하였다.

주체별·공종별 계약액

(공종별)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 공종 계약액은 ’20.4분기 17조 원으

* 환경기초시설과 에너지 생산·공급시설을 연계하여 생활·음식물쓰레기, 하수슬

(주체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20.4

로 전년 동기 대비 10.5% 감소했으며,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12.9% 감

러지 3종의 폐기물을 연료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복합 플랜트 기술

분기 23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9% 증가, 연간으로는 65조

소한 57조 7천억 원을 기록했다.

그간, 도시 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개별 시설에서 각각 처리하는 방식이어
‘도시자원 순환기술’은 광역단위 분산형 도시에너지 수급체계로의 전환

서 경제성과 에너지 효율성이 낮고 해당 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악취

한편, 건축의 경우,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과 공장·작업장 등 기타 건축

을 위한 한국형 저탄소 도시 모델의 핵심적인 기술로써, 시운전을 통하여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왔으나

민간부분은 58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 연간으로는

이 증가하며 ’20.4분기 29.7%(65조 4천억 원), 연간으로는 24.2%(203

성능검증까지 완료하고 운영기술까지 확보한 점과 핵심 설비(수열탄화,

* (일반적 사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 선별시

전년 대비 14.2% 증가한 195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

조 6천억 원) 증가하였다.

건조, 소각)를 국산기술로 개발하여 기술 수준을 선진화하였다는 점에서

설, 하수처리시설 등을 지상에 개별적으로 설치·운영하여 폐기물을 처리 하고 있

의미가 크다.

으며 폐기물 처리과정에 악취 발생 등으로 환경 민원이 지속 제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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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NFRC
인증 시뮬레이터
워크샵
참가 신청 안내

‘도시자원 순환기술‘ 개발을 통해 여러 종류 폐기물을 한 곳에 모아 복합

면 550가구의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고, 연간 2,466톤의 온실가스(CO2)

플랜트를 거쳐 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어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한번에 해

배출을 저감하는 것으로 실증되었다.

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 환경기초시설들은 첨단기
‘도시자원 순환기술‘ 실증시설은 3가지 폐기물을 동시에 운반하여 활용

술을 활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규모 분산형으로 추진될 수 있

할 수 있는 수도권매립지내 설치하여 인근 드림파크CC* 클럽하우스에

을 것“이라면서, “기피시설로 여겨져 왔던 과거와는 달리, 지하공간을 활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20. 10월부터 `20. 11월까지 실증을 거

용하여 에너지 공급시설로 사용하고 지상공간은 다양한 편의시설로 활용

쳤다.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드림CC) 수도권매립지(인천광역시 서구)에 조성된 46만평 규모의 퍼블릭 골프
장(클럽하우스 2동, 36홀)으로 수도권매립관리공사가 관리·운영

우스에 에너지를 공급한 결과, 연간 3.3억 원의 에너지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3가지 폐기물을 각각 처리하는 비용대비 30%의 처리비용을

시뮬레이터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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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 부여됩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와 항공비, 체류비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한국
에서 워크샵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 비용이 크게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도시혁신, 스마트시티 조성, 신도시 건설 등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해외 수주 활동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밝혔다.

‘도시자원 순환기술‘로 만들어진 복합플랜트를 통해 드림파크CC 클럽하

사단법인 한국파사드협회는 미국창호등급위원회와 공동으로 매년 한국에서 NFRC-KAFA 인증 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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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실증되었다.

문의 : 사단법인 한국파사드협회 사무국 (02. 529. 9224)
또한, 7,000가구(인구 2만명 기준)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14
톤, 음식물쓰레기 4.8톤, 하수슬러지 3.8톤 등 폐기물 22.6톤을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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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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184 | 2015 |
Vol.184 | 2015.01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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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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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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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C

금속패널 가공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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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