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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wer of
ShinEtsu Silicone

한국신에츠실리콘주식회사
http://www.shinet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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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튼월에

에너지를 더하다!
세운상사

대신증권사옥

홍대복합역사

www.aluenc.com
본사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9길 10 MBC 아카데미빌딩 5F Tel. 02-597-5521 Fax. 02-597-0969
공장 |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음성로 1380 Tel. 043-878-8751 Fax. 043-878-8753
알루이엔씨가 시공한 한화 본사 Bipv 및 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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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usAH 문의전화
02 574 9334

안전하고 아름다운
웰빙공간을 만드는
친환경 디자인 필름

Luxur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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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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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

Anti-virus

Eco-friendly

가성비 No.1
Design Film

Du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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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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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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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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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a better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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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과 예술의 조화

의해 생산되는 비할로겐가스, 저연 고난연성 친환경 제품으로 유수의 국내 및 국제기준을
통과한 우수한 제품입니다. Warnock Hersey, 독일 DIN, 영국 BS, 일본 JIS 불연,
러시아 GOST 인증을 통과하여 세계적으로도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루버

철제 칸막이

이큐톤

지난 45년 동안 보다 나은 건축공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축문화를 창조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해온
(주)유창은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품질관리로 ISO 9002인증,
KS규격, 우수품질마크 EM, 신기술인증마크 NT를 획득하고
고품질의 제품생산과 한 차원 높은 건축시공을 바탕으로

모듈러 건축

3D 판넬

철도/지하철

하는 국내 최고의 건축내장재 생산 및 시공 전문기업입니다.

www.yoochang.com
AL 압출재

클린룸

주문제작

(주)유창과 함께할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Tel: 02-2648-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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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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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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유리 제조용 실리콘 실란트 전문 제조업체

(주)지에스모아

충북 진천군에 있는 (주)지에스모아 (대표이사

지에스모아의 복층유리 제작용 2차 실리콘은

소시지 및 드럼 단위로 공급된다.

박규태)는 건축물의 다양한 공간에 적용이 가

작업환경에 맞게 주거용 1액형(MR-808)과

2액형은 실리콘 주제와 알코올 경화제를 혼합

능한 용도별 실리콘 전문 제조업체이다. 복층유

2액형(MR-8000,MR-9000) 구조용 2액형

하여 사용하며 부착성능이 우수하고, 구조용 복

리용 실리콘 실란트를 주요 생산 공급하고 있으

(MR-700)으로 나뉘어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층유리 2액형의 경우 내오존성과 내자외선성

며,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작년에는 자체 연구소

모두 내후성 및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으로 판유

도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다. 또한, 주거 및 구조

에 가속내구성 시험장비도 설치했다.

리 및 알루미늄 간봉과의 접착력도 우수하다는

용에 사용되는 복층유리 제작용을 비롯해 창호,

또한 작년 진천 공장 인근 부지 7,000훼베 규

평가이다.

커튼월, 욕실, 주방, 내부 방음, 방화용 실리콘

모를 매입해 총 13,200훼베로 공장을 확장하

1액형 제품은 사용이 편리하며, 표면 경화시간

등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을 완성하는데

며, 꾸준하게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10분 이내로 빠르고, 흑색과 백색으로 구성,

기여하고 있다.

유리글레이징용(E-7000)

내열용(MR-811)

방화용 (MR-911A, MR-911S)

실리콘 실란트는 용도와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최적의 효과를 발휘할수 있다

유리글레이징용(E-7000)은 옥심 경화형의 글

프라이머 없이 접착되고, 초산 같은 자극성 냄

㈜지에스 모아의 박규태 대표이사는 “다년간

레이징 및 건축물의 팽창 연결 조인트에 사용

새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건축물의 다양한

할 수 있는 비초산 실리콘 실란트로 대부분의

32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실리콘 실란트

건축자재에 부착성이 우수한 고기능성 제품으

방화용 (MR-911A, MR-911S)실리콘은 벽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며 “실리콘 실란트는 용

로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목재 창틀 글레이징

이나 바닥 등의 배선, 배관 공사로 인한 작은

도와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최

용으로 부식이 되지 않고, 사용이 편리한 1액

틈들로 인한 화재 확산과 유해가스를 차단해

적의 효과를 발휘할수 있다”고 전했다.

형 제품이다.

주며, 내화성, 내구성, 내열성 및 접착력이 우
수하고 방수, 방습, 방음 효과도 뛰어난 제품이

한편, 지에스모아는 실리콘 제조 시에 고품

내열용(MR-811)은 1액형 상온 경화형 내열성

다. 알루미늄, 목재, 콘크리트, 벽돌 등에 부착

질의 원부재료 사용과 정량 및 주원료를 상시

실리콘으로 피착제의 높은 열에 대한 저항이 우

성이 좋으며, 별도의 프라이머 없이 작업이 가

보유해 신속 정확한 납기에도 만전을 기하고

수하고, 작업성 및 내구성, 내후성이 뛰어나며

능하고, 장시간 수축 팽창에도 뛰어난 밀폐 효

있다.

유리, 금속, 플라스틱, 목재 등의 다양한 재질에

과를 발휘한다.

<자료제공 : (주)지에스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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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하우시스, ‘LG Z:IN 환기시스템’ 출시
추운 겨울에는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	실내 공기질 자동으로 감지해 오염된 실내 공기 외부로 배출하고, 3중필터 거쳐 미세먼지 등이 걸러진 외부 공기 실내로 유입시켜 쾌
적한 공기질 유지
■	환기를 통해 낮출 수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 관리에 효과적

어 냈다고 밝혔다.

■	환기 시 공기의 열에너지 교환해 냉·난방 에너지 손실 줄여주는 전열교환기 적용, 창문 여는 자연 환기보다 실내 온도 지키는데 효과적
■	고객 니즈에 대한 세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제품 지속 선보여 나갈 것

미국에서 교육자가 한국 교육시간에 맞춰 교육
을 진행하고 한국 트레이너들이 이를 지원하여
LG하우시스가 거실과 침실 등의 외기와 접하

특히, ‘LG Z:IN 환기시스템’은 실내 공기를 필

문을 열어 환기하는 자연 환기 방식보다 실내

는 창호 옆에 시공하는 창호 결합형 실내 공기

터로 걸러 공기질을 관리하는 방식인 기존 공기

온도를 지키는데 효과적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교육

질 관리 솔루션 제품 ‘LG Z:IN 환기시스템’을

청정 제품들과는 다르게 오염된 실내 공기를 3

방식은 펜데믹 이후에도 효율적인 교육방식으

출시했다.

중 필터를 거친 외부 공기로 바꿔주는 방식이어

이와 함께 스마트폰에 홈 IoT 어플리케이션

서 실내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는데

‘LG지인 링크’를 설치하면 외부에서도 실내 공

보다 효과적이다.

기질 확인과 제품 작동이 가능, 외출 후 집에 들

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교육을 받으로 가는 것도 많

‘LG Z:IN 환기시스템’은 창을 열지 않고도 환기

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미국에서 교육자가 한국

를 통해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을 방문하는 것 또한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

제품이다.

문에 이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하여 진

어가기 전 미리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 수
두통과 어지럼증을 유발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

있어 사용 편의성도 뛰어나다.

뜨리는 것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환

행하는 교육은 실험적이지만, 진행이 잘 될 경

제품 내부의 감지 센서가 실내 공기질을 자동으

기를 통해서 낮출 수 있어 쾌적한 실내 공기질

한편, ‘LG Z:IN 환기시스템’은 기존 창호에는

우에 소득이 많을 것으로 협회에서는 바라보고

로 감지해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환기가 필수로 꼽히기 때

연결 설치가 불가능하고 창호 교체 시에만 설치

있다.

으로 오염된 실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외부

문이다.

가 가능하며, 제품 높이는 창호와 동일하고 폭

특히, NFRC와 한국파사드협회가 공동으로 양

공기를 실내로 유입시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

성한 한국 트레이너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

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때 실내로 유입되는 외부

또한, ‘LG Z:IN 환기시스템’은 환기 시 배출되

을 이끌수 있게 되어, 향후 한국의 독자적인 시

공기는 프리필터, 탈취필터, 헤파필터(H13급)

는 실내 공기와 유입되는 실외 공기의 열에너지

뮬레이터 시스템의 구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등 제품 내부의 3중 필터를 거쳐 미세먼지 등이

를 교환해 냉·난방 에너지 손실을 줄여주는 전

LG하우시스 창호사업부장 김진하 상무는 “코

으로 보여지고 있다.

걸러진다.

열교환기를 적용, 요즘 같이 추운 날씨에도 창

로나19로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실내 공간에

은 18.5cm 정도로 슬림해 창호와 함께 시공하
기에 부담이 없다.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LG
NFRC 단열 시뮬레이터 워크샵에 참가하기

Z:IN 환기시스템’이 새로운 실

위해서는 협회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내 공기질 관리 솔루션 제품으로

(www.kafa.or.kr)

성장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편 이번 워크샵에서는 기존에 워크샵 참여 후

“앞으로도 고객 니즈에 대한 세

사단법인 한국파사드협회는 오는 3월 말 NFRC

이번 워크샵은 기존 워크샵 방식과는 다르게 온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인증서를 받지 못한 예년

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을 감

인증 시뮬레이터 워크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라인 교육 시스템을 일부 도입할 예정이다.

의 참가자들에게도 참여 옵션을 제공할 예정이

동시킬 수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

한국파사드협회는 지난 2015년부터 미국창호

코로나19로 인하여 미국 교육자들의 한국 방

라고 협회 관계자는 밝혔다.

로 선보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등급위원회와 협업하여 한국에서 창호의 단열

문이 어렵게 됨에 따라 한국파사드협회는 미국

시뮬레이션 워크샵을 진행해왔다.

NFRC와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방안을 만들

34

(참가문의 02.529.9224 한국파사드협회 사무국)

<자료제공 : LG하우시스 Z: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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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라스, 간편한 가공 가능한 고내구성 투명로이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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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사랑의 열매에 이웃사랑 성금 11억5천만원 기부
■ 전사적 차원 지속가능한 사회적 공유가치 창출 활동 일환

■	‘에지 스트리핑(edge stripping)’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간편한 가공

■ 지원 혜택 한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전국 지회별로 분할 기탁

■	국내에서 유통되는 동급 제품(NED)들 중 가장 우수한 열관류율 성능 보유

■ 저소득층 생계비·의료비 등 지원, 희망 나눔 실천

한글라스(www.hanglas.co.kr)가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면서 ‘엣지

KCC와 KCC글라스가 12일 사랑의열매 사회복

매하는 글로벌 정밀화학기업으로서, KCC만의

위를 지켜오고 있으며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인

스트리핑 (Edge Stripping)’작업 생략으로 간편하게 가공할 수 있는 소

지공동모금회에 저소득층 가정 및 불우이웃을

독보적인 친환경·고기능성 제품을 활용하여

홈씨씨를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고객 맞춤형

프트 로이(Low-E)유리 ‘플래니썸 듀라 맥스(PLANITHERM DURA

위한 성금 11억5천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더 좋은 삶을 위한 가치창조’라는 경영이념을

토탈 인테리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AX)’를 출시했다.

KCC가 10억원, KCC글라스가 1억5천만원을

‘업業 연계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실현

각각 마련했다.

해가고 있으며, 특히 국토교통부의 노후주택 개

KCC 관계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곳

선사업 ‘새뜰마을’, 서울시 저층주거지개선사업

에 성금이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KCC는 앞으

www.hanglas.co.kr

최고의 단열 성능과 간편한 가공이 가능한 고내구성 투명 로이 유리

“ 최고의 가치로 빛나는
프리미엄 유리의 탄생! ”

플래니썸 듀라 맥스는 지난 2016년에 출시한 소프트 로이(Low-E)유리
‘플래니썸 듀라 플러스(PLANITHERM DURA PLUS)’의 업그레이드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온동네 숲으로’, 서초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반

로도 전략적 사회공헌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

제품이다. 듀라 플러스는 한글라스의 대표 인기 제품으로 내구성, 단열성,

이날 전달식에는 심재국 KCC 상무, 김연순 사

딧불 하우스’, 강릉시 주문진 등대마을 외벽도

하고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박차를 가할

간편한 가공 등의 제품 특장점과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요구가 일치하면서

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KCC 및 KCC글라

색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KCC만의

것이다”라고 밝혔다.

수요가 꾸준히 늘어났다. 한글라스는 이러한 시장 트렌드에 맞춰 듀라 플

스 행복나눔봉사단 직원들이 참석했다.

사회공헌브랜드를 지속개발 및 발전시켜 나가

러스에서 한단계 더 개선된 독보적인 성능의 제품으로 ‘플래니썸 듀라 맥
스’를 출시했다고 말했다.

Easy

엣지 스트리핑(edge stripping)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간편한 가공성

Excellent

높은 내구성으로 가공 시 스크래치와 손상 우려 최소화

Energy
Saving

※ 4면 노출 커튼 월에는 엣지 스트리핑 필요

우수한 단열성능으로 난방 에너지 절감
※ 국내에서 유통되는 동급 제품(NED)들 중 가장 우수한 열관류율 성능 보유

<자료제공 : KCC>

고 있다.
이번 성금은 KCC와 KCC글라스가 전사적 차원
에서 지속 가능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한편, KCC글라스는 지난해 KCC로부터 유리·

이번에 출시한 제품은 ▲소프트 로이유리 복층 제작 공정에 필수적인 ‘엣

이행해 나가고자 마련했다. 특히 울산, 여주, 전

인테리어·바닥재 사업부를 인적분할해 출범

지 스트리핑(edge stripping)’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논 엣지 가공 (Non-

주, 서산 등 KCC 및 KCC글라스의 주요 사업장

한 회사다. 국내 유리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

edge deletion) 로이유리이면서 ▲경쟁사 동급 대비 가장 우수한 열관류

이 있는 전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별로 성

율 성능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금을 분할 기탁함으로써 지원 혜택이 어느 한곳

더불어 ▲강화가 가능한 제품으로 경우에 따라 강화 가공을 할 수 있어 가

에 집중되지 않고 도움이 꼭 필요한 곳에 고루

공 생산성이 우수하며 재고관리가 용이하며 ▲강한 코팅막으로 가공 시 스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크래치와 손상 우려 최소화 ▲최대 12개월간 장기보관 가능 등 탁월한 내
구성능을 유지한다.

전달된 성금은 다시 각 지역별 지자체에 지정
기탁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가정

한글라스 관계자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동급 제품(Non Edge

과 이웃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서 지원될

Deletion)들 중 가장 우수한 열관류율 성능을 가지고 있어, 뛰어난 단열

예정이다. 이를 통해 KCC는 지자체 및 모금회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강화 후에는 제품의 열관류율이 더욱 향상

와 함께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효율적으로 활용

된다.”며 “한글라스는 다양한 기능의 코팅유리제품을 갖추어 소비자의

되도록 노력하며, 지역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선 기술력으로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라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고 말했다.
<자료제공 : 한글라스>

36

KCC는 건축자재, 도료 및 실리콘 등을 생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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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유튜브 광고, 역대급 패러디로 흥행 대박 이어간다
■ 배우 성동일의 유쾌한 패러디 향연, 액자식 구성 독특한 연출로 흥미 유발
■ 맥락 없는 드립, 솔직함 등 MZ 세대의 취향과 트렌드 정확히 짚어
■ TVCF 선정 베스트 크리에이티브 부문 1위, 광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호평
■ 모두가 ‘거리두기’에 한창인 요즘, 세상과의 ‘연결’에 초점 맞춰

들어도 단번에 떠올릴만한 역대 유명 광고들은

브)’이다. 이번 광고 역시 <기-승-전-‘세상을

이번 광고에서는 첫 장면부터 상투적인 홍보 말

을 연결하는 KCC 창호’라는 카피를 더욱 또렷

모두 모았다. 그야말로 대폭주하는 패러디의 향

연결하는 창’ KCC창호>라는 스토리가 반복된

투에 “요즘 저런 광고 누가 봐? 답답하다”고 핀

이 각인시킨다. 특히 카피는 최근 단절되고 경

연이다. 특히 여러 편의 광고들이 끊임없이 연

다. 역대 광고들을 MZ세대의 유머 코드로 재해

잔을 주는가 싶더니 곧바로 “KCC 창호라면 답

직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따뜻한 울림을 준다

결되는 독특한 액자식 구성과 성동일 특유의 인

석함으로써 기성세대와 MZ세대 모두를 매료시

답함이 가라앉고 속이 뻥 뚫릴 거에요”라며 대

는 평가다.

간미가 엿보이는 코믹 연기가 더해지면서 시청

킬 수 있었던 것이다.

놓고 패러디로 맞받아 친다.

자들에게 큰 재미를 준다.

영상 말미에는 “광고가 언제 끝날지 궁금하시

이에 KCC 광고 담당자는 “유례없는 전염병으

특히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

죠? 그렇다면 창을 한번 바꿔보시죠”라며 넉살

로 모두가 ‘거리두기’를 하는 요즘, ‘창’이라는

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영상

요’ 같은 명카피, 명장면을 담은 옛 광고들을 중

좋게 대사를 이어가다 결국 “대체 몇 번을 연결

존재가 가정과 세상, 집안과 집 밖을 연결하는

이 공개된 지 한 달여 만에 조회수 800만과 ‘좋

심으로 시선을 끌어 모으고 있다. 기존 광고를

하는거야”라며 광고 모델조차 폭발하고 마는

매개체라는 점에 착안했고, 역대 이름난 광고

아요’ 수 1만5천을 넘겼고, 댓글도 1700개 이

아는 세대에게는 반가움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

솔직한 모습으로 보는 이들을 폭소하게 한다.

들을 패러디해 모조리 다 ‘연결’해 보았다”면서

상 달렸다.

라, 영상이 진행될수록 개연성을 미뤄두고 마

해당 영상 게시글에는 “광고 보기 싫어서 프리

구잡이로 폭주하는 흐름을 통해 ‘피부가 장난이

광고 영상은 국내외 CF랭킹을 공개하는

색조 매력이 더해지면서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

미엄 결제해서 쓰는데, 도리어 유튜브로 광고를

아닌데?’라는 광고 멘트를 처음 듣는 10대 친

‘TVCF’에서 베스트 크리에이티브 부문 1위, 종

을 줄 수 있었고, 최근 한 사람이 다양한 캐릭터

찾아보게 만들 만큼 재미있다”, “이 영상을 보

구들도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든 센스 있는

합 4위에 선정되는 등 일반 네티즌들뿐만 아니

로 분화돼 각각에 걸맞은 활동을 하는 ‘부캐(부

고 초끈이론을 이해했습니다. 세상은 진동하는

구성이 눈에 띈다. ‘얼큰하게 세상을 연결하는

라 광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副)캐릭터)’라는 트렌드와도 잘 맞아떨어졌다”

작은 끈들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창으로 이루어

창, KCC 창호(라면 광고 클리셰 패러디)’라는

마케팅 분야 유명 유튜버인 ‘왈도(WLDO)’는

고 전했다.

져 있었습니다”, “무슨 약을 하셨길래 이런 명

대목까지 와서는 이유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웃

‘2020년 최고의 한국 광고 3편’ 중 하나로 꼽

광고를 만드셨어요?”, “이런 광고 기획안이 통

을 수밖에 없다.

았으며, 최근에는 EBS의 인기 캐릭터 ‘펭수’

과할 수 있는 기업주는 칭찬받아야 한다” 등의

“여기에 노련미가 돋보이는 배우 성동일의 팔

가 KCC 광고를 패러디한 ‘죄송합니다. 앞광
여기에 MZ세대를 더욱 매료시키는 ‘솔직함’까

고 좀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

지 더했다. 흔히 ‘약 빨고 만들었다’며 ‘이런 광

는 등 다양한 곳에서 새로운 콘텐츠로 이어지

인테리어에 관심이 없는 소비자들에게는 다소

고 기획안을 통과시키다니 놀랍다’는 반응도 기

고 있다.

낯설 수 있는 창호 제품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존 광고에서 보기 힘든 솔직함에서 비롯된다.

이렇듯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까닭은 이른바

특히나 최근에는 유명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

전문가들은 대체로 패러디 광고들이 끊임없이

댓글이 이어졌다.

KCC가 지난달 10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번 광고에는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들며 맛깔

‘MZ세대’의 취향과 트렌드를 정확히 짚었기 때

사이에서 붉어진 ‘뒷광고’ 논란으로 인해 처음

연결되는 연출이 참신하다는 반응이다. 전혀

선보인 창호 광고 ‘무한 광고 유니버스에 갇힌

나는 생활 연기를 선보이는 배우 성동일이 모델

문이다.

부터 광고임을 밝히고 제품을 과감하게 노출함

다른 분위기의 광고들을 위화감 없이 받아들이

성동일(Feat. KCC창호)’ 편이 800만회 영상

로 출연해 유쾌한 패러디 연기를 펼친다. 보일

MZ세대 사이의 웃음코드를 꼽자면 ‘갑자기?’

으로써 콘텐츠의 재미를 더하는 ‘앞광고’가 트

게 하는 장치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을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러, 음료수, 화장품, 안마의자 등 대사 한마디만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맥락 없는 ‘드립(애드리

렌드로 자리잡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메타포를 형성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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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K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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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점보유리 생산업체인 Seele,
Bründl Sports에 대형 유리 시공

오스트리아 알프스에서 가장 혁신적인 스포츠

떨어진 캔틸레버로 Kitzsteinhorn 산의 탁 트

blocher가 다시 확장을 의뢰하면서 Seele는

건설을 위해 Seele은 투명한 추락 방지 및 유리

매장 중 하나가 카프룬 중심부에 지어 질 예정

인 전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건물은 2021년

이 건물에 대형 유리를 공급하게 됐다.

보도의 정적지지를 위해 11m 길이의 측면 유

이다. Bründl Sports의 기존 플래그십 스토어

가을에 개장을 준비중이다.

전체 건설 관리 및 세부 계획은 오스트리아

리 스트링거를 설치할 계획이다.

는 지하 주차장을 갖춘 2,500 평방 미터의 면

파노라마 산책로 외에도 Bründl Sports의 새

MAB Kaprun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유리 지지대는 상단 영역의 스테인리스 스틸 화

적으로 확장된다.

로운 플래그십 스토어는 유리로 둘러싸인 스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건축물의 하이라이트는

키 서비스와 옥상 테라스가 있는 라운지를 제

캔틸레버 유리 스카이웨이

이 솔루션은 플랫폼에 최대 투명성을 제공한다.

Seele에 의해 실현 된 유리 파노라마 산책로가

공한다.

seele Group의 자회사인 se-austria는 10m

바닥은 3 개의 유리창으로 구성된다. 이 전망대

될 것이다.

수상 경력에 빛나는 플래그십 스토어의 첫 번째

캔틸레버 유리 통로의 세부 계획, 생산 및 설치

에서 15 미터 아래로 크리스탈 블루 마운틴 강

이 산책로는 Kapruner Ache 강에서 약 10m

디자인을 담당했던 독일 건축 및 디자인 회사인

계약을 체결했다.

을 내려다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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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너와 하단 영역의 지지대를 통해 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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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특허는 돈이 되어야 한다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다고 한다.
결국 새로운 기술이라고 해서 모두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새롭게 개발된 기술은 반
드시 돈이 되어야 한다.
돈이 되는 특허(또는 특허)는 첫째, 시장의 니즈

김성규

(needs)가 있어야 한다. 종래 기술에 대한 문

특허법인 화우 / 대표 변리사
Tel: 02-3465-7743, C.P.: 010-7520-7500
Fax: 02-3465-7800
Email: sgkim@hwawoo.com
Website: ip.yoonyang.com, ip.hwawoo.com

제점을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확실한 니즈를
만족시키는 솔루션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시장의 니즈가 다른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경
<그림 1> R&D를 통한 기술개발 및 특허등록의 흐름도

우에 대비하여 명확한 차이점과 우월성이 있어
야 한다. 셋째, 물품의 제조가 간단하고 쉬워야

머리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주위에서 흔하게 찾

자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것이다. 하지만, 특허

3. 의견제출통지서에 따른 의견서 및 보정서

고 기업체의 참여 및 과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조사가 필요하다.

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어야 하고 저렴한

출원을 위한 명세서는 단순한 기술의 나열이 아

작성은 더욱 전문성이 필요하다.

실용화 계획이 명시되는 등의 R&D 성과물의

5. 최종 연구 성과는 하나라 할지라도 특허출원

가격으로 제조할 수 있어야 하며 제조공정이 단

니고 개발된 기술을 경쟁기술로부터 보호하기

특허를 등록받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코로나 19로 인

사업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은 많이 해야 한다.

순하고 쉬워야 한다. 넷째, 개발된 물품을 사용

위한 전략을 갖고 작성해야 한다.

의 심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인 특허청 심

하여 전례 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계속적

있다.

6. 특허출원 및 특허관리도 전략이 필요하다.

하기 쉬워야 하며, 제품사용에 특별한 기술이나

인 경기침체와 중소기업의 불황으로 산업의 위

사관의 의견제출통지(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

교육이 요구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발명자가 작성한 특허출원명세서는 대부분 기

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실제로 특

축과 마이너스 성장의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R&D 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

상기 6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

다섯째, 잠재고객의 관점에서 개발되어야 하고

술적인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가

허출원명세서는 발명자가 특허청의 홈페이지

특히 21세기 경제 환경이 자본과 노동 중심에

은 연구자가 R&D 성과목표를 개발 기술의 상

기로 한다.

경쟁사와의 비교를 비용대비 퀄리티가 있어야

장 중요한 특허의 보호를 받는 범위인 특허청구

에 들어가서 안내를 받아 직접 출원할 수도 있

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기술 중심으로

품화 및 사업화를 염두에 두고 개발된 기술을

한다.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게 또는 너무 넓게 설정된

으나, 1차 심사(First action)인 거절이유통지

바뀜에 따라 세계 각국은 21세기 지식경영의

특허출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특허청구범위가 상대적

를 받고 대응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상기 거절

요체인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세계경제의 주

특허를 다루는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적극적으

2. 특허출원명세서는 그 기술분야의 전문지

으로 좁게 기재된 명세서는 특허 등록의 가능성

이유통지의 가장 빈번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도권 장악을 위하여 국가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로 권장하고 싶은 일이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

식을 갖춘 자가 작성해야 한다.

은 높일지 모르지만, 보호범위가 극히 작아 특

결국, 특허 등 산업재산권 및 기술 경쟁력의 확

다면 연구 성과를 특허출원하면서 경험부족 및

1. 특허는 반드시 돈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수행하는 R&D 과제를 통한 기술개발

허권자로서 권리행사를 거의 할 수 없는 경우가

① 특허출원서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그 발명

보는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약간의 실수 탓에 R&D 성과가 사라져 버리기

요즘에는 어느 분야에서나 기술이 넘쳐나고 있

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

있을 수 있다.

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일종의 방한복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도 하는 것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은

R&D를 통해서 기술개발 목표를 정하고 그에

반면에 기술에 대한 욕심 때문에 특허 청구범위

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수 없어 R&D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특허

찾기가 힘들다고 한다. 우리 주위의 많은 기술

따른 성과물을 특허등록 받아 제품화 및 실용화

가 너무 넓게 기재된 경우에는 특허 심사과정에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는 경우(특허법 제42조

따라서 우리는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기술

출원 및 기술개발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들이 모두 필요한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

를 통해서 사업화를 하며, 동종업체에 대한 기

서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거절결

제3항)

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그 때문

사항을 아래와 같이 나누어 기재 한다.

다. 심지어 어려운 과정을 거쳐 획득한 특허도

술우위 확보를 위하여 다시 기술개발을 하는 흐

정되거나 설사 특허가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추

발명자인 특허권자가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경

름이다.

후 사업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무효심판에

② 특허청구범위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의하여 쉽게 무효되어질 수가 있고, 또한 보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되지 않은 경우(특
허법 제42조 제2항 제1호)

에 다양한 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가

본론

수행하는 각종 R&D 과제를 통해 얻어진 성과

1. 특허는 돈이 되어야 한다.

우가 드물다고 한다. 이는 적용의 용이성을 고

물들은 기업체는 물론 연구소와 대학에서 실제

2. 특허출원명세서는 그 기술 분야의 전문지식

려하지 않은 기술개발의 결과라 할 것이다. 그

R&D 과정에서 도출되는 특허기술에 대한 특허

범위가 너무 넓어 특허분쟁의 소지가 많이 발생

로 사업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을 갖춘 자가 작성해야 한다.

래서 최근에는 특허를 기반으로 신청한 조달 우

출원을 발명자가 직접 특허출원명세서를 작성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기술분야의 전문가만

한다. 이러한 R&D 사업의 사회적인 배경을 뒷

3. 의견제출통지서에 따른 의견서 및 보정서 작

수제품이나 신기술신청 등에서 반드시 특허권

해서 직접 출원인이 되어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이 해당기술분야에서 일단 특허가능하면서 보

③ 특허청구범위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

받침하듯이 최근의 R&D 정책 역시 단순하게

성은 더욱 전문성이 필요하다.

의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여 신청제품과 특허

를 종종 보곤 한다. 개발한 기술에 대한 이해도

호범위가 넓은 정도의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할

재되지 않은 경우(특허법 제42조 제2항 제2호)

실험실 규모의 연구보다는 사업화를 염두에 두

4. R&D 로드맵을 통한 연구개발 및 선행기술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가 모두 일치되

가 가장 높은 사람은 해당 기술을 개발한 발명

수 있다 할 것이다.

④ 발명이 신규성이 없거나, 즉 특허출원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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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

과 목표를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연구

된 발명이거나,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

과제의 사업화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다.

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특허법 제

5. 최종 연구 성과는 하나라 할지라도 특허출

29조 제1항)

원은 많이 해야 한다.
⑤ 발명이 진보성이 없거나, 즉 특허출원 전에

우리는 R&D를 수행하면서 항상 최종 성과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목적을 두고 연구 활동을 한다. 그 과정에서 다

가진 자가 공지된 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

양한 아이디어를 접하기도 하지만 수많은 아이

할 수 있는 경우(특허법 제29조 제2항)

디어가 그냥 기억의 망각 속에서 사라지고 최종
적인 결과물 하나에 만족하곤 한다. 최적화된
<그림 3> 보조기술의 특허를 통한 핵심기술의 방어

이러한 거절이유들에 대하여 기술적 및 법리적

아이디어가 간명하게 연구 성과를 말해주기도

으로 의견서를 쓰고 최초출원명세서를 보정한

하지만 간혹 연구 결과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다는 것은 대단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할 것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

신규성 입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연

으며, 공격 특허는 자체 개발은 한계가 있으므

다. 특허등록은 상기 의견제출통지에 따른 의

지 못한다. 성과에 치중하여 아이디어의 범위를

구노트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로 특허기술 거래를 통해서 양도받는 경우가 많

견서, 보정서에 의하여 심사관이 재심사(2차 심

좁히다 보면 결국은 기술범위가 좁아지게 되고

다. 아울러 연구 과정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발

다.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핵심 방어특

사, Last action)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특허출원 하고자 할 때 특허의 범위가 좁

표 자료에 의하여 공개된 기술은 공개일로부터

허도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사에 넘어갈 수 있다

아지게 되어 최종적으로 사업화가 진행되면 특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출원할 때 특허의 신규

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전략적인 특

허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성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특허법

허관리를 위해서는 핵심 협력사 관리도 한 몫

제30조 제1항).

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4. R&D 로드맵을 통한 연구개발 및 선행기
술조사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R&D를 통한 기술개발

따라서 R&D 수행 과정에서 도출된 기술은 지

은 사업화를 위해서 행해지는 만큼 보다 신중하

속적으로 개발하여 사업화를 했을 때 주변기술

우리는 개발된 특정 기술을 특허등록을 통해서

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기술의 독자성 인정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를 위해서는 즉흥적인 기술개발 계획수립보다

있도록 전략적인 특허출원이 필요하고 나아가

특허 전략적 측면에서 소극적 의미의 방어 전략

는 R&D 로드맵과 같은 기술개발 전략을 바탕

경쟁기술에 대한 시장 선점을 위한 요소기술의

으로 볼 수 있다. 특허에도 공격특허와 방어특

오늘날 특허보유여부는 단순히 우수한 기술력

으로 체계적인 기술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특허등록 추진도 필요할 것이다.

허가 분명히 존재한다.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서

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형식적인 기능을 벗

는 방어용 특허와 공격용 특허를 적절히 사용해

어나서,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다. R&D 로드맵의 작성을 통하여 기술개발 주

맺음말

제 및 기술개발 투자자는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6. 특허출원 및 특허관리도 전략이 필요하다.

야 경쟁사와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작용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각국으

투자의 우선순위 결정이 가능하고 나아가 구체

우리는 연구개발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실험과

있다.

로 하여금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도록 할 수 밖

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자산운용의 최적

기술구상을 하게 된다. 이들은 토론과 분석을

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해서 최적화되며 최종적으로 하나의 기술 요

일반적으로 방어특허는 우리가 사업화하고자

있어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강력한 제재수

상기 R&D 과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최종

소만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 대

하는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우리가 사업화하고

단은 특허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특허전략을 수

산출물은 사업화 아이템이다. 이것을 실체화하

비하여 연구노트 작성을 통해서 아이디어 개발

자 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에 관한 특

립함으로써,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견제하는 한

기 위해서는 특허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

및 발전 과정을 볼 수도 있고 나아가 유사한 연

허를 말하며, 공격특허는 경쟁사의 사업화 요소

편 특허확보실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안요

과정에서 선점된 기술이 있다면 그동안의 연구

구 활동의 지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와 관련된 특허 기술로써 상대방이 분쟁을 걸어

소들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올 때 맞대응할 수 있는 특허기술이다.

이상으로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자들이

또한, 특허 심사 및 분쟁 시에 신규성에 대한 심

방어특허는 대부분이 자체적인 기술개발로 만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받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를 진행할 때 발명자가 작성한 연구 노트가

들어지고 협력사에서 기술을 양도받는 일도 있

몇 가지 사항을 기재해 보았다.

과정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
해서 R&D 과제 수행 중에 지속적으로 선행기
술조사 및 경쟁기술 분석을 통해서 과제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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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특허출원 후 심사 흐름도

에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 보호주의를 취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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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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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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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항목
LAB : 기밀시험 / 정압수밀시험 / 동압수밀시험 / 구조성능시험 / 층간변위시험 / 열순환시험 / 결로시험 / 지붕부상력시험 / NFRC400
FIELD : 기밀시험 / 정압수밀시험 / 동압수밀시험 / 노즐시험(HOSE TEST) / 블로어도어테스트(BDT) / 앵커인발시험 / 스크류인발시험

본 사 :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 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1720
시험소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인등로 222
TEL : 02.2040.7791~4 / FAX 02.2040.7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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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Center Tuchfabrik,
Berlin
디지털 도장 패널의 적용으로 새로운 건물로 되살아난 Tuchfabrik 본사

48
ⓒ Werner Huthmacher

베를린에 있는 Tuchfabrik의 이전 직물 공장은 2016년 외피를 새롭게

실 용도로 변경되었다. 이제 크리에이티브, 무역, 비즈니스 및 상업 공간

탈바꿈하는 현대화가 완료되었다.

이 혼합되어 이전 Tuchfabrik에서 새로운 건물로 변모했다.

테겔 공항에서 멀지 않은 베를린 북부에 위치한 1966년의 단순한 상업용
건물은 원래 직물 생산에 사용되었으며 이미 수년에 걸쳐 창고와 사무실

그러나 건축가는 외부 디자인으로 건물의 원래 용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로 변형되어왔다.

오늘날 방문자는 새 외피를 통해 건물에 들어 와서 그 장소의 역사로 한

개보수 과정에서 전체 단지는 다양한 새로운 상업적 용도를 결합한 사무

걸음 물러나가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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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g Bannan

특 대형 색상의 빛나는 실 묶음이 새 파사드를 따라 수평 및 수직으로

기존 쉘은 약간의 추가 하중 만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특히 알루미늄 골

이동하면서 직물을 형성하고 있다. 디자인 된 패턴의 수평 반복은 최대

판 코어가 있고 무게가 평방 미터당 5.7kg에 불과한 가벼운 유라막스의

14m이고, 수직으로는 단지 3 ~ 4 층의 기존 높이로 인해 반복 없이 구성

알루미늄 복합패널이 이 건물의 새 패널로 사용되었다.

되었다.
외피에 적용된 총 440 개의 패널 중 크기가 큰 패널은 각각 고유한 식별

이 건물은 리노베이션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외관을 갖게 되었는데, 건물

번호와 지정된 장소가 있는 완전히 개별적인 부품으로 제작되었다.

입구에 설치된 대형 글씨체의 회사명과 조화를 이뤄 매력적인 이미지를

정교한 계획을 거쳐 총 1,500 평방 미터의 면적이 디지털 인쇄 공정으로

만들어냈다.

생산되었다. 짙은 회색 배경에서 밝은 색상으로 시각화 된 실 묶음이 거

이 건물의 외피에 적용된 유라막스의 외장 패널은 디지털 코팅 방식으로

의 펄럭이는 것처럼 보인다.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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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V 5413
Gewerbezentrum Tuchfabrik
Schnitt

ⓒ Greg Bannan

Modernisation and renovation of a former factory building,

former Tuchfabrik. With their external design, however, the

design and renovation of the façades

architects referred to the building’s original use.
Today, the visitor enters the building through its new

ⓒ Werner Huthm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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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dernization of the former cloth factory in Berlin has

envelope and seems to take a step back into the history of

been completed. The simple commercial building from

the place: oversized, colored and luminous thread bundles

1966, located in northern Berlin not far from Tegel Airport,

move horizontally and vertically along the new façade and

originally served the textile production and had already been

form a woven fabric. Horizontally the repeat of the designed

transformed over the years into storage and offices. In the

pattern is up to 14 meters, vertically it was even composed

course of refurbishment, the entire complex was designated

without repeats due to the existing heights of the three to

to office purposes combining a wide range of new different

four floors of the complex. The bigger part of the 440 panels

commercial uses. Now a mix of creatives, trades, business

were totally individual pieces, each with its own identification

and commercial spaces have found their new home in the

number and assigned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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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ner Huthm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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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g Bannan

ⓒ Greg Bannan

Address : Friedrich-Olbricht-Damm 62, 13627 Berlin
Client : FOD Immobilien GmbH, Berlin
Total facade surface area : 2.860 sqm
Completion : July 2016
Work stages : 1-8
Architect : Sergei Tchoban, Tchoban Voss Architekten
Project leader : Pavel Zemskov
ⓒ Greg Bannan

Creative director façade design : Valeria Kashirina
Team : Silvia Grischkat, Rene Hoch, Evgenija Sulaberidze,
Katja Fuks, Lev Chestakov
Façade engineering : Priedemann Fassadeberatung,
Großbeeren
Metal works : Windeck GmbH, Kloster Lehnin
Facade cladding : Metawell, sandwich panels, Neuburg an
der Donau
Digital print : Euramax Coated Products BV, Roermond, The
Netherlands
Photography : Werner Huthmacher, Greg Bannan, Lev
Chestakov

ⓒ Greg Bannan

After the elaborate planning, the total area of 1,500 square

kilograms per square meter were used as new panelling.

meters was produced in a digital printing process. On the

With regard to the new constructivist appearance after the

dark-grey background, the thread bundles visualized in

renovation, the old and new name of the place was attached

bright colors almost appear to be fluttering.

at the entrance in oversized letters of the avant-garde

Since the existing shell was only able to carry a small

Rodchenko font, completing the project and creating a new

additional load, particularly light aluminum sandwich panels

attractive image for a formerly unimposing place.

with aluminum corrugated cores and a weight of only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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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er C at Shenzhen Bay Super
Headquarters Base
Shenzhe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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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ha Hadid Architects(ZHA)는 Shenzhen Bay Super Headquarters

Tower C 디자인의 이중 절연 통합 유리 커튼 월은 자체 음영 처리를

Base에서 Tower C를 건설하기 위한 디자인 공모전의 우승자로 발표되

위한 수직 채널로서 유리를 계단식으로 만들고 작동 가능한 공동을 통

었다고 밝혔다.

해 외부 공기를 끌어들이는 채널 내에 환기 레지스터를 통합한다. 각 층
에 대해 매우 효과적인 환경 제어와 함께 자연 및 하이브리드 환기를 제

Shenzhen Bay Super Headquarters Base는 광동, 홍콩, 마카오의 광

공한다.

동 만 지역을 담당하는 심천의 중요한 비즈니스 및 금융 중심지가 될 것
이다. 매일 300,000 명의 직원을 수용하는 글로벌 기술 허브 내에 기업

지속적으로 외부 및 내부 조건을 모니터링하는 지구의 스마트 관리 시스

본사 클러스터를 통합한다. 국제 회의, 전시회, 문화 및 예술 프로그램을

템과 연결된 실내 환경 제어는 지구 중앙 네트워크 내에서 고효율 장비

위한 장소를 포함하여 본사 기지는 주거 개발, 교통 센터, 식물 초원 및

및 냉각기 공장 최적화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실시간으로 조

습지가 있는 해안 지역을 통합 할 것이다.

정된다. 이 디자인은 또한 지구를 위해 태양 에너지를 수확하기 위해 태
양광 발전뿐만 아니라 물 수집 및 재활용을 통합 할 것이다.

Shenzhen Bay Super Headquarters Base 내에 있는 Zaha Hadid
Architects의 Tower C는 도시의 계획된 남북 녹색 축과 심천의 동서 도

모든 계단식 수준의 아쿠아 포 닉스 정원은 지역 환경의 오염 물질을 생

시 회랑이 교차하는 위치에 응답한다. 인접한 공원 및 광장과 직접 연결

물학적으로 걸러 내고 실내 오염 물질과 미립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

되어 두 개의 타워 내에서 위로 뻗어있는 계단식 풍경으로 변모하는 이

휘발성 유기 화합물 재료를 설치한다. 효율성과 웰빙을 높이기 위해 개

디자인은 문화 및 레저 명소가 타워를 하나로 묶고 파노라마를 제공하는

발의 모든 측면에서 최적의 통합에 대한 지구의 야심을 계속 유지하면

넓은 다리에 수용되는 건물의 중심부로 대중을 초대한다.

서 Tower C의 조달은 구현 된 탄소 감소 및 재활용 재료를 목표로 할
것이다.

확장되는 Shenzhen Metro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는 Tower C의 계단식
연단은 공원과 통합되어 글로벌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성장한 이 역동적

Tower C의 디자인은 중앙 녹색 축 내에서 도시와 자연을 심천의 새로운

인 도시를 위한 새로운 공공 공간을 만든다. 공원의 풍경을 타워의 낮은

핵심 지역의 TOD와 통합하여 슈퍼 본사 기지 내에서 미래의 타워가 될

층에 있는 시민 광장과 결합하면 지하에 있는 대중 교통 인터체인지까지

‘슈퍼 스케이프’를 만들게 된다.

직접적인 보행자 접근과 일광이 제공된다.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타워의
디자인에는 광범위한 자전거 주차 및 충전 시설도 포함된다.

Zaha Hadid Architects(ZHA) was announced as the winner
of the design competition to build Tower C at Shenzhen Bay

ZHA에서 개발 한 3D 모델링 도구를 통해 건축 매스, 방향 및 정면 대 바

Super Headquarters Base.

닥 비율의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Tower C의 디자인은 거의 400m에 두
개의 타워가 있는 다차원 수직 도시로 기둥이 없는 자연 조명 사무실 공

Shenzhen Bay Super Headquarters Base will be an

간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쇼핑, 엔터테인먼트 및 식사 시설, 호텔, 컨벤션

important business and financial centre in Shenzhen

센터 및 전시 갤러리가 있는 문화 시설이 있다.

serving the Greater Bay Area of Guangdong, Hon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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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acau; integrating clusters of corporate headquarters

a transportation centre, botanical grasslands, and coastal

intersection of the city’s planned north-south green axis and

where cultural and leisure attractions are housed in sweeping

within a global technology hub accommodating 300,000

zone with wetlands.

Shenzhen’s east-west urban corridor. Connecting directly

bridges that tie the towers together and give panoramic

with its adjacent park and plazas which transform into a

views of the city.

employees each day. Including venues for international
conferences, exhibitions, cultural and art programmes, the

Tower C by Zaha Hadid Architects within the Shenzhen Bay

terraced landscape extending upwards within its two towers,

headquarters base will incorporate residential developments,

Super Headquarters Base responds to its location at the

the design invites the public into the heart of th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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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d by the expanding Shenzhen Metro network,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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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stepped podium integrates with the park to create a new
public space for this dynamic city that has grown to become
a global centre of technology innovation. Uniting the park’s
landscapes with the civic plazas of the tower’s lower levels
provides direct pedestrian access and daylight to the public
transport interchange below ground. Prioritising pedestrians,
the tower’s design also includes extensive bicycle parking
and charging facilities.

Informed by 3D modelling tools developed by ZHA that
optimise efficiencies in architectural massing, orientation and
facade-to-floor ratios, Tower C’s design is a multi-dimensional
vertical city of two towers at nearly 400m, providing columnfree naturally-lit office space, shopping, entertainment and
dining amenities, together with a hotel, convention centre
and cultural facilities with exhibition galleries.

The double-insulated, unitised glass curtain wall of Tower
C’s design steps the glazing as vertical channels for selfshading and incorporates ventilating registers within the
channels that draw outside air through operable cavities;
providing natural and hybrid ventilation with very effective
environmental control for each floor.

Connected with the district’s smart management systems

minimise indoor pollutants and particulates. Continuing the

that continually monitor external and interior conditions,

district’s ambitions for optimal integration throughout all

indoor environmental controls will adjust in real time to

aspects of the development to increase efficiencies and

reduce energy consumption with high-efficiency equipment

well-being, Tower C’s procurement will also target embodied

and chiller plant optimisation within the district’s central

carbon reductions and recycled materials.

networks. The design will also incorporate water-collection
and recycling as well as photovoltaics to harvest solar

The design of Tower C integrates the city and nature

energy for the district.

within its central green axis with the transit orientated
development(TOD) of Shenzhen’s new spine, creating a

Aquaponics gardens on all terraced levels will biologically

‘superscape’ that will become a tower of the future within the

filter contaminants from the local environment and low-

Super Headquarters Base.

volatile organic compound materials will be install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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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K + PARTNERS
중국 중산의 OCT항 쇼핑몰, 아파트 디자인 공개

자료제공 : LWK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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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K + PARTNERS는 중국 중산(中山, Zhongshan)의 중산 OCT 항구

규모 문화관광 프로젝트이다. 이곳 강변의 쇼핑몰은 지역의 시각적 상징

탕으로 중산 OCT 항구를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도시

찬가지로, 쇼핑몰과 아파트의 건축은 매력적인 상하이 번드를 지향하는

에서 가장 눈에 띄는 2가지의 구성요소를 위해 선정된 도안을 공개했다.

이자 핵심 교통 요충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파트 단지는 전체 스카

여가에 대한 수요, 사업상의 필요성, 강의 생태, 건강한 삶, 지속 가능한

중산의 비전을 구현한다는 목표 하에 전통과 현대를 적절하게 배합하면

이는 중국 광둥성-홍콩-마카오를 잇는 다완취大灣區(greater bay area)

이라인의 최상부를 형성한다.

개발목표에 대응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구성요소들이 체험형 보도교를

서 지역의 수경을 존중하고 있다.

의 서부 해안에 휴양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스치(Shiqi)에서 추진하는 대

작년에는 ‘하나의 고리, 2개의 심장, 3개의 벨트, 6개의 구역’ 개념을 바

통해 연결되는데, 이 보도교는 핵심 순환통로로 기능한다. 종합계획과 마

현대적인 중산 번드
전체 개발의 주요 상업 아이콘으로써, 쇼핑몰은 지역의 남쪽 끝에 교통
동인動因으로 자리 잡고 강 건너 습지를 조망한다. 이 쇼핑몰은 수변 쇼
핑거리와 축제장소의 시작 지점이기도 하다. 이에, 강 건너의 미식가 거
리와 다리를 연결하여 양쪽 강변의 순환과 아름다운 경치가 시너지 효과
를 발휘하도록 함으로서, 중산의 번드 - 오락과 경관이 결합된 체험적 번
화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쇼핑몰은 인근 주민들의 일상 생활공간이
되기도 할 것이다.

쇼핑몰은 중산 번드의 홍보대사로써, 전통과 현대의 디자인의 융합을 나
타내는 물결 형태와 파사드를 통해 변화를 일으키는 정신과 중산의 미래
비전을 기린다. 쇼핑몰의 입구 플라자는 강변 산책로와 축제 공간의 시작
지점으로,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넉넉하고 개방적인 공간을 제공하기
도 한다.

도시의 대화를 촉진하는 5가지 테마 명소
자연적, 문화적, 상업적, 사회적 요소의 상호작용을 통해 고안되는 5가지
의 쌍방향 도시공간은 물과 땅, 그리고 공기 중에서 몰입감 있고 다감각
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이들 공간은 방문객을 끌어들여 이들에게 공간 탐
색을 독려한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은 불규칙한 형태의 개발 지역 내부를
흘러 다니도록 사람들을 자극하기도 한다.

‘중산 번드’(Bund of Zhongshan)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번화
가에서 쇼핑하는 사람들에게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며, 건물 파사드
에 장착된 LED 스크린은 어떤 주제에도 적합한 맞춤형 콘텐츠를 전시한
다. ‘공중 정원’(Sky Forest)은 산소가 공급되는 옥상 공원으로,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녹색 화초와 휴양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대양의 심장’(Heart of Ocean)은 중앙 출입구 위에 수족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극장, 아트리움, 식음료 구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도착하는 방문객의 시각적 인상
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족관을 투명 유리로 마감했다. ‘도시 데크’(Ur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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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k)에는 270도 시야로 강, 축제장소와 건너편의 풍경을 내려다볼 수

pedestrian bridge which serves as the primary circulation

있는 전망대가 있다. ‘시크릿 중산’(Secret Zhongshan)은 좁은 협곡 같

route.

은 공간을 식물원과 수상시장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특별한 식사 경험과
도시 심장부에서 자연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Like the masterplan, the architecture of the mall and
apartments pays respect to the local waterscape through
a sensible mix of tradition and modernity, with the aim to

LWK + PARTNERS has revealed the winning designs of the

recreate Zhongshan’s version of the glamorous Shanghai

two most prominent components of Zhongshan OCT Harbour

Bund.

in Zhongshan, China, a large-scale cultural-tourism project
in Shiqi aimed to be a recreational destination in the west

Modern Bund of Zhongshan

coast of China’s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As the primary commercial icon of the whole development,

Bay Area. They are its riverfront retail mall, which is expected

the shopping mall is situated on the southern end of the site

to be the site’s visual landmark and core traffic driver, and

as a traffic driver, looking towards wetlands across the river.

the apartment blocks, which defines the topmost part of the

It also marks the start of a waterfront retail promenade and

overall skyline.

festive avenue.

Last year, the practice completed the masterplan for

The scheme makes connections with the gourmet street

Zhongshan OCT Harbour based on a ‘One Ring, Two Hearts,

across the river and with the bridge, synergising circulations

Three Belts, Six Zones’ concept. The scheme is a response

and beautiful views across both riverbanks to create the

to urban recreational demands, business needs, river

Bund of Zhongshan – an experiential high street combining

ecology, healthy liv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culture, entertainment and landscape. The mall is also set to

Different components are connected by an experiential

become a daily lifestyle destination for residents nearby.

As an ambassador of the Bund of Zhongshan, the mall
celebrates the transformative spirit and future vision of
Zhongshan with undulating form and façades which display
a fusion of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design language.
Its entrance plaza – the beginning of waterfront retail
promenade and festive avenue – also provides generous
open spaces for public enjoyment.

Five themed attractions strike urban dialogues
Five interactive urban spaces are devised in an interplay of
natural, cultural, commercial and social elements, o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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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ersive, multisensory experiences on water, on land

recreational facilities for people to exercise. ‘Heart of Ocean’

and in the air. They engage visitors and encourage them to

features a cantilevered aquarium above the main entrance,

explore the space, opening up a range of urban dialogues

fully wrapped in transparent glass for maximum visual

and possibilities. These diverse experiences also serve the

impression on arriving visitors while offering an interface

function of stimulating the people flow within the irregularly

for engagement to those passing by the cinema, atrium

shaped development site.

and food and beverage area. ‘Urban Deck’ provides a
270-degree panoramic observation deck overlooking the

‘Bund of Zhongshan’ leverages digital technology to

river, festive avenue and scenery over the opposite side.

empower an immersive experience for high street shoppers,

‘Secret Zhongshan’ transforms a narrow valley-like space

with LED screens embedded in building façades displaying

into a botanical garden plus floating market providing an

customisable contents to fit any themes. ‘Sky Forest’ is

exceptional dining experience and a chance to get close to

an oxygenating rooftop park with verdant greenery and

nature at the heart of th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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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ments nestled in urban living room

‘cultural urban living room’, its apartments take advantage of

At the west side of the site is a line of three apartment blocks

its convenient water, land, and rail transportation networks

topping the whole development’s dynamic skyline. Towers

to attract populations from nearby cities. Residents are

are arranged in a single line to allow the widest possible

also surrounded by comprehensive leisure and cultural

visual corridors while giving the apartments the best views.

entertainment facilities within walkable distance.

Not only does this enhances the living experience, but
residents will also be able to establish greater connections

The above winning proposals by LWK + PARTNERS for the

with the neighbourhood.

shopping mall and apartments of Zhongshan OCT Harbour
are now under design development. LWK + PARTNERS has

The tower design takes cue from the graceful movements

successfully integrated design aesthetics and local culture

of yachts and sea waves, in resonance with the aquatic

with an understanding of cultural tourism and complex

associations of the masterplan. The buildings feature

spatial functions.

curvilinear façades, slender horizontal overhangs and an

In creating a continuous Bund of Zhongshan along the

ocean palette, augmented by distinctive tower crowns

river, these two components have inherited the masterplan’s

mimicking the form of waves as they hit the shore and

emphasis on waterscapes as well as historical vibes of the

forming a unique silhouette for the site.

city, while developing a new way of urban living for the future
Zhongshan.

With Zhongshan OCT Harbour conceived as the cit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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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2020년 공종별 수주현황 >
2020

최근 5년간 최대실적·작년 대비 57% ↑… 중남미 크게 증가

< 참고 : 2010년 이후 해외건설 수주현황 >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수주액(억불)

716

591

649

652

660

461

282

290

321

223

351

수주건수(건)

593

625

620

682

708

697

607

624

662

667

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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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폴란드 ‘바르샤바 신공항 자문사업’을 수주
(420만유로)하며, 향후 3년간 신공항의 계획·건설·운영에 대한 전략적

2019

전년대비
증감률(%)

구 분

수주액
(백만불)

비중
(%)

수주액
(백만불)

비중
(%)

산업설비

18,636

53.0

10,870

48.7

71.4

토 목

9,838

28.0

4,539

20.3

116.7

건 축

5,029

14.3

4,912

22.0

2.4

전 기

684

2.0

711

3.2

-3.8

하면서 금융-시공-운영으로 이어지는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는데 큰 의

통 신

89

0.3

78

0.4

13.8

미가 있다.

용 역

855

2.4

1,209

5.4

-29.3

*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운영·유지관리 사업(7,580만불, 도공·SK건설)

합 계

35,131

100

22,319

100

57.4

(투자) SK건설,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시공) SK건설 / (운영)

자문을 통해 인천공항의 노하우를 전파하게 되었다.
도로 분야에서는 공기업-민간건설사가 공동으로 팀(Team-Korea)을 이
루어 투자개발사업(PPP)인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운영·유지관리
사업’을 수주하였다. 특히 동 사업은 우리 기업이 시공과 투자에도 참여

도공, SK건설

< 참고 : 2020년 지역별 수주현황 >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와 해외건설협회(회장 이건기)는 2020년 해외건
설 수주액이 작년 초에 설정했던 목표액 300억불을 크게 초과한 351억

2020

앞으로도 정부는 도로·철도·공항 등 우리 공기업이 운영 능력 등에서 강
점이 있는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민-관 공동 진출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을

2019

전년대비
증감률(%)

구 분

수주액
(백만불)

비중
(%)

수주액
(백만불)

비중
(%)

중 동

13,297

37.9

4,757

21.3

179.5

우리 해외건설은 2010년 700억불 돌파 이후 ‘14년까지 매년 500억불

아시아

11,578

33.0

12,532

56.1

-7.6

이상의 수주를 기록해 왔으나, 이후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16년부터 매

중남미

6,917

19.7

280

1.3

2,367.0

년 300억불 내외의 수주실적을 보였다.

유 럽

1,596

4.5

2,470

11.1

-35.4

건축 분야에서는 카타르 ‘루사일 플라자 타워’가 눈에 띈다. 70층 규모의

* 바르샤바 폐기물 소각 플랜트(5.5억불, 포스코건설) : 연간 30만톤 규모 폐기물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저유가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아프리카

1,196

3.4

1,714

7.7

-30.2

빌딩 2개동을 건설하는 공사로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인근에

처리

다변화 등 우리 건설업체의 진출전략 강화 노력과 「해외수주 활성화 방

북미·태평양

547

1.5

566

2.5

-3.5

지어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 마련(‘20.6), ‘팀코리아(Team Korea)’를 통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수

합 계

35,131

100

22,319

100

57.4

* 카타르 루사일 플라자 타워 BP12 공사(10.6억불, 현대건설)

불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수주실적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했다고 밝혔다.

적극 지원(금융·투자 연계 등)할 계획이다.
산업설비(플랜트) 분야에서는 사우디, UAE, 알제리, 이라크 등 중동 지역
을 중심으로 대형 사업을 수주하는 가운데 유럽에서 수주한 대형사업도
눈에 띈다. 폴란드 ‘바르샤바 폐기물 소각 플랜트’는 우리 기업이 유럽 컨
소시엄을 제치고 수주하였다.

한편, 우즈벡·사우디 등에서 산업설비(플랜트) 기본설계(FEED)를 수주
하였으며, 멕시코 ‘도스보카스 정유공장’ 수주 사례와 같이 후속 EPC 사

주 지원 등에 힘입어 ‘19년 대비 57% 증가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철도 분야에서는 파나마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발주한 ‘파나마 메트로 3

업에 대한 수주성과가 기대된다.

2020년도 해외건설 수주실적을 살펴보면, 총 359개사가 98개국에서

호선 사업’을 수주하였으며, 이는 우리기업이 중남미 지역에서 최초로 수

* 우즈벡 부하라 정유공장(720만불, SK건설), 사우디 PDH 플랜트(755만불, SK

351억불(567건)을 수주하였다.

주한 대규모 철도사업(EPC)으로 향후 추가적인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건설), 폴란드 석유화학공장(1,630만불, 현대ENG) 등

지역별로는 중동(38%), 아시아(33%), 중남미(20%) 순으로 중동 지역

데도 의미가 크다.

수주실적이 크게 반등(전년 대비 180%↑)한 가운데, 중남미 지역에서도

* 파나마 메트로 3호선(28.4억불, 현대건설) : 파나마시티 내 25km 모노레일 건설

올해 수주한 사우디 ‘아람코 하위야 우나이자 가스 프로젝트’의 경우도
기본설계(FEED) 수행사와 협력하여 설계과정에 참여한 후 수주한 사례

수주(69억불)가 대폭 증가(1.3%(`19)→19.7%(`20))하면서 수주지역 다
변화가 이뤄졌다.

또한, 필리핀과 싱가폴 등에서 철도 분야 주요 사업을 수주하였다.

로서, 기본설계(FEED) 선점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 중남미 주요수주 : 멕시코 도스보카즈 정유공장(37억불), 파나마 메트로(28.4

* (필리핀) 남북철도 2단계(10.5억불, 현대·대림·포스코등) : 말롤로스-클락

* 사우디 우나이자 가스 프로젝트(18.5억불, 삼성ENG) : 잉여 가스 저장 및 재처

2020년 해외건설 신규 수주사업 중 특징적인 사업을 소개하면, 수주금액

(33km) 철도, 역사 등(싱가폴) 종합철도 시험선로 공사(4.5억불, GS건설) : 50ha

리 설비

기준 최대 규모 공사는 멕시코 ‘도스보카스 정유공장’ (37억불)으로, 이

부지에 3개 테스트 트랙 설치

억불)

항만 분야에서는 연말(12.30)에 26억불 규모의 이라크 ‘알포 신항만’ 공

공종별로는, 플랜트(산업설비) 수주가 절반 이상(53.0%)으로 여전히 높

는 우리 기업이 중남미 지역에서 수주한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이다. 특

은 비중을 보였으며, 토목(28.0%), 건축(14.3%) 등의 순이었다.

히, ‘19년에 수주한 기본설계(FEED)의 성공적 수행을 토대로 시공 단계

공항 분야에서는 동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수주한 역대 최대 규모인 방글

사를 수주하였다.

산업설비의 경우 전년 대비 71% 증가(109억불→186억불)하였으며, 토

(EPC)까지 수주하였다.

라데시 ‘다카 국제공항 제3터미널’ 공사를 수주하였다.

* 이라크 알포 신항만 공사(26.3억불, 대우건설) : 컨테이너 터미널, 연결도로, 침

목 부문도 전년 대비 117%(45억불→98억불)로 크게 증가하였다.

* 멕시코 도스보카즈 정유공장(37억불, 삼성ENG) : 34만 배럴 규모 정유공장 신설

* 방글라데시 다카 국제공항 제3터미널 신축공사(16.5억불, 삼성물산)

매터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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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분야에서는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이하 경협산단)’

례로서 ‘19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 우민쉐(U Myint Swe) 미얀마 부통령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

국토교통부 오공명 기업성장지원팀장은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

조성공사를 본격 착수한다. 경협산단은 LH와 미얀마 정부가 공동 투자

등 양국 정부 관계자와 경제인 등이 참석하는 기공식을 개최한 바 있다.

흥원 누리집(www.kaia.re.kr/알림/사업공고/국토교통R&D)을 통해 공

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수기술의 개발을 위한 인력과 자본이 모일 수 있는

(EDCF활용)하는 한국형 산업단지(68만평규모)로, 미얀마 진출을 희망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수주 모멘텀이 ’21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고위

고 중(1.8~2.9)이며, 제안서 접수와 선정평가 등을 거쳐 4월부터 연구비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의 기

하는 우리 기업은 물론 해외 여러나라 기업들이 입주할 전망이다.

급 수주 지원, Team-Korea 플랫폼 구축, 금융·투자 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이 시작된다.

술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판로개척

*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공사(2,565만불, 계룡산업·세아STX)

수주지원 활동을 이어나가고, 투자개발형사업(PPP)ㆍPMㆍ스마트시티

* 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신규과제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One-call 상담센

지원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등 고부가가치 사업에 대한 수행 역량과 진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범부

터 (☎1599-8686 내선 4번, honeycut@kaia.re.kr, shw85@kaia.re.kr, )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미얀마 경협산단은 정부 간 협업을 통해 구체적 결실을 맺은 사

처 차원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1년 국토교통 중소기업 10대 유망기술 지원 대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9일부터 시행

- 중소기업 유망기술 사업화지원 265억 신규투자(작년대비 4.6배)
- 초기창업부터 성장·도약까지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유망기술의 시장진출을 위해 시제품 제작·검증,

① 스타트업, ② 혁신중소기업, ③ 민간투자 연계, ④ 수요기관 연계 등

시험시공 등을 지원하는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이하 ‘기술사업화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사업지원을 체계화했다.

지원사업‘)’의 ‘21년 신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그러나,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

허용된다.

정됨에 따라, 기존의 제도운영 방식은 도심지 주택개발 및 공급을 저해하
는 측면이 있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
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이에, 도심지 내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 지원을 통하여 신규주택 공급을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① 창업 7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억 원(연구기간 3년 이내)의 연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

촉진하기 위해, 향후에는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

및 사업화지원을 위해 265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예산을 확보, 미

구비를 지원하는 스타트업(초기창업) 지원의 경우, 창업 초기임을 감안하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기로 하였다.

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국토교통 10대 유망산업* 중심으로 신규과제를 지

여 등록 특허가 아닌 출원특허 보유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19)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

* 특히, 신탁은 위탁자가 사업자금 조달 등 필수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고, 수탁자

원한다고 밝혔다.

원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그간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 스마트시티, 녹색건축, 자율주행차(미래차), 드론, 자동차 애프터마켓, 스마트건
설, 스마트물류, 프롭테크, 공간정보, 철도부품 + α

‘기술사업화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직접 기획하고 개발해, 실험실 성능

는 위탁자의 이익 등을 위해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점도 감안할 필요

② 공공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개발한 유망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하여,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

이를 위해,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

기술의 기술개량, 시제품 제작·검증 등을 위해 최대 13억 원(연구기간 3

았다.

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의무(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이행

년 이내)을 지원할 계획이다.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고, 수익자의 이

의 예외를 인정한다.

익 등을 위해 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등을 추진토록 하는 법률관계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7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증까지 완료한 수준(기술성숙도 6 이상)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사
업으로, 유망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

③ 또한, 사업화 역량이 검증되어 민간투자(최근 3년간 3억 이상)를 받

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해 매출액 증대 뿐만 아

은 중소기업인 경우, 추가 기술개발, 인·검증, 현장적용 등 사업화 전과

니라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

정 통합지원을 위해 최대 20억 원(연구기간 3년 이내) 규모의 자금도 지

고 있다.

원하며,

국토부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연구역량이 악화되는

사유 외에는 5년 범위 내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함

【 참고 : 허가구역 내 신탁사업 추진 관련 사례 】
A 시행사는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업무·근린생활시설 부지(약
2,400㎡)를 용도변경하여 주상복합시설로의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경쟁력 강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중소·

④ 중소기업이 연구기간 내 사업화 실적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방안을 검토.

벤처기업 연구개발(R&D) 지원예산을 전년대비 약 4.6배 증액*했으며,

수요처로 연구실증장소를 제공하는 수요기관 연계형 과제도 최대 13억

그러나, 강남구 삼성동 허가구역 지정(’20.6)에 따라, 해당 지역 내에

* 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신규예산 : ‘20년 57억(18개 과제)→‘21년 265억(84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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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연구기간 3년 이내) 지원할 예정이다.

서는 토지신탁 방식의 개발을 할 수 없게 되어 토지거래계약 및 개발
계획 무산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 「주택법」상 주택(주상복합 포함) 및 준주택(기숙사, 오피스텔 등)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에 한하여
허용한다.

83

단신뉴스

|

정책뉴스

|

해외뉴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정우진 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

한편,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탁이 널리 활용 중임을 감안,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확인할 수 있다.

단신뉴스

|

정책뉴스

지방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

해외뉴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건
축 허가 및 건축 심의가 간소화되어 허가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금융비용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건축 심의 대상 축소*를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0.10.22 시행)됨

등이 절감될 것”이라면서, 또한, “전기차 충전소와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심의 대상 지역 지정을 목적·경계 등을 명확히 하

체험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 최소화해야 한다.

신기술 관련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

* 건축심의 대상을 ‘모든 지역’에서 ‘지자체가 공고·지정하는 지역’으로 대폭 축소

였다.

또한, 심의위원회 운영 시 과도한 도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코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1월

로나-19 등 감염병에 대비하여 비대면 방식 심의도 가능하도록 「건축위

15일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원회 심의기준」이 개정된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4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
- 전기차 충전소 : 면적 1,000㎡ 미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 생활형숙박시설 :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 필요
- 건축 허가 시 제출 설계도서 : 구조·설비 관련 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

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고,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

(용도 명확화) 건축법령 용도 정의에 생활형숙박시설은「공중위생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

설 분양공고시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토록

치를 확대하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특급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

건설기술인”에서 “고급건설기술인”이상으로 완화한다.

통부 건축정책과 또는 건축안전과/ 팩스: 044-201-5574, 5575

′20년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발주청·지자체 명단공개
대형건설사 7개 업체, 발주청 22개소, 시·군·구 19개소

(허위·과장 광고)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
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토록 지자체에
공문 시달
< 기 분양 생활형숙박시설 >
(지도강화)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용도 사용은 건축법 상 이행강

●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을 제2종 근린

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 제작 후 주민센터 배포 등 행정지도

생활시설로 분류하며, 전기차 충전소(연면적 1,000㎡ 미만)는 주거지역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년 4분기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

사망사고 명단공개는 건설 주체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경영문화

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발주청·지자체 명단을 공개하였다.

를 만들어 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19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년
4월부터는 매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다.

(용도변경) 오피스텔(주거용)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

경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 및 「물환경
법」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시설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입지·용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만인 시설로 규정한다.

단계에서 구조·설비 등 안전·기술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

아울러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
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

허가 시 제출해야 했던 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

설임을 명시하여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서, 소방설비도는 착공신고 전까지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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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가 개선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는 「대기환경법」, 「소음진동법」, 「물환

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법),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건축물관리법)의 설

건축물분양법령 개정 추진

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

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한다.

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 신규 생활형숙박시설 >
관리법」의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확화하고, 생활형숙박시

예고(‘21.1.15.~’21.2.24.)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기준이 개선된다.

< 생활형숙박시설의 불법 주택 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 >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

[표1] 상위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 발생현황(`20.10∼12월)
연번

시공사

시평순위

합계(명)

사망자(명)

사고일

공사명

1

지에스건설

4

1

1

10.27

군산시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

2

포스코건설

5

1

1

11.6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 건설공사

3

호반건설

12

1

1

11.28

건대입구역 3-3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신축공사

4

금호산업(주)

23

1

1

11.23

제2여객터미널 확장 땅파기 및 파일공사

5

두산건설(주)

25

1

1

10.30

고속국도 제29호선 건설공사 제6공구

6

(주)KCC건설

29

1

1

11.20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1공구 건설공사

7

(주)동양건설산업

60

1

1

10.5

Paragon 하남 미사지구 C1BL 주상복합

85

단신뉴스

|

정책뉴스

|

해외뉴스

단신뉴스

′20년 4분기 중 금호산업,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호반건설 등 7개 건

서울특별시는 광진구 2명, 강서구·관악구·성북구·중구에서 각 1명씩 총

설사에서 해당 기간 동안 각 1명의 건설근로자가 사망하였다.

6명, 강원도는 춘천시에서 3명, 부산광역시는 수영구·기장군에서 각 1

′20년 4분기 중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발주청은 한국도로공사로 3

명, 충청남도는 아산시·서천군에서 각 1명, 경상남도는 창원시 의창구에

명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하였고 하동군, 한국철도공사에서 각 2명의 사망

서 1명 등 각 시·군·구에서 인·허가한 건설현장에서 14명의 사망사고자

사고자가 발생하였다.

가 발생하였다.

|

정책뉴스

|

해외뉴스

27일부터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
- 화재알림·공유주차 등 체감도 높은 스마트기술로 지역문제 해결 기대
- 3월 17일부터 3일간 접수… 4월 중 사업지 17곳 내외 최종 선정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망사고가 발
[표2] 발주청별 사망사고 발생현황(`20.10~12월)
연번 발주청

1

2

3

합계 사망자
사고일
(명)
(명)

한국
도로
공사

하동군
한국
철도
공사

2
3

2

2

계획이다.
공사명

고속국도 제29호선 건설공사
10.30
제6공구

1

10.31

대관령지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1

11.08

월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급수구역 확장공사

1

12.21

광포2교 재가설 공사

12.30

경부선 천안-소정리
99.980km 부근 외 3개소
배수시설 설치공사

2

생한 7개 대형건설사에 대해서는 오는 ’21년 3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 (1인 사망 발주청 19곳)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

한편, ′20년 3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의 건설현장 166개 현장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에 스마트서비스를 구

이를 해결하고자 원룸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 공유주차

축하여 정주 여건을 회복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용자는 앱을 통해 주변 주차가능 공유주차면

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검색은 물론, 결제도 가능하며 원룸주는 유휴주차면을 공유주차면으
로 제공하여 포인트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대하여 `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하였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으
점검결과, 총 211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이중 벌점부과 대상

로,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기술을 적용해 지역 문* 지

③ 에너지·환경 : 스마트 빗물받이

은 4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6건이다. 벌점 및 과태료 처분은 지방국토관

자체는 도시재생사업의 매칭 비율에 따라 사업비의 40∼60% 부담

B지역 일대는 빗물받이로 유입된 하수 및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악
취로 주민과 보행시민의 불편이 크다. 스마트 빗물받이는 사물·빗물·

리청에서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표4] `20.10~12월 특별점검 결과(3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
연번

역난방공사, 국가철도공단,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

구 분

현장 수 지적건수

시정
명령

현지
시정

과태료

합 계

166

211

4

205

6

올해는 8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7곳 내외의 사업지를 선정할 계

악취감지센서를 부착하여 배수가 필요한 시점에 덮개를 자동으로 개

획이다.

폐하여 주변 생활하수 악취 및 낙엽 등의 유입물로 인한 막힘 현상을

공모사업 신청 대상은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방지한다. 더불어 실시간 상태정보 수집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

도시재생뉴딜사업지를 대상으로 한다.

설본부, 금천구, 양천구, 서울문화재단,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대구

1

동부건설

13

22

-

21

1

이번 공모사업의 지원 대상 분야는 안전·소방, 교통, 에너지·환경, 생활·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달성군, 정선군, 안동시, 아산시,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2

대림산업

22

30

-

30

-

복지 등 4대 핵심 분야이며, 이러한 분야의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지역 내

순천대학교, 경상북도 울릉교육지원청

3

GS건설

18

16

-

15

1

현안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4

포스코건설

23

19

1

19

-

5

대우건설

17

22

1

22

-

6

현대엔지니어링

23

27

-

27

-

7

한신공영

9

11

-

11

-

8

효성중공업

6

8

-

7

1

9

극동건설

13

21

1

22

-

① 안전·소방 : 스마트 화재감지

10

이수건설

6

10

-

10

-

A지역의 전통시장은 소매점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인접 상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이며, 인·허가기관인 평택시 3
명, 하남시·광주시·구리시·안성시·파주시·남양주시·용인시에서 각 1명
씩 총 10명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하였고,

[표3] 지자체별 사망사고 발생현황(인·허가한 민간공사 기준)
연번
1

86

지역
경기도

지원대상 분야의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다.

인·허가기관 현황

11

금광기업

9

11

-

9

2

로 번질 우려가 크다. 스마트 화재감지 서비스는 점포에 연기·열을 감

10

평택시(3명), 하남시·광주시·구리시·
안성시·파주시·남양주시·용인시(1명)

12

영무토건

7

14

1

12

1

지할 수 있는 무선감지센서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119 소방관서

서울특별시

6

광진구(2명),
강서구·관악구·성북구·중구(1명)

3

강원도

3

춘천시(3명)

4

부산광역시

2

수영구·기장군(1명)

5

충청남도

2

아산시·서천군(1명)

6

경상남도

1

창원시 의창구(1)

에 화재 발화점, 점포 현황정보, 현장 상황 등을 신속하게 통보하여 화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은 “건설현장이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하는 것

④ 생활·복지 : 스마트 고령자 안심 서비스
C지역은 기존 추진 중인 독거노인 안전서비스를 확장하고자, 기존의
단순 실내 SOS 버튼 방식에 음성인식 알람 및 움직임 센서를 추가하
였다. 구조 음성 및 활동을 인식하여 버튼을 누를 수 없는 긴급한 상황
에도 자동으로 위급상황을 인식해 보호자 및 유관기관에 연락과 출동
대응이 가능하다.

< 스마트서비스 분야별 주요 예시 >

사망자

2

로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등 스마트한 하수도관리가 가능하다.

재 조기진압을 가능하게 한다.

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중요한 과제로, 건설주체들이 더욱

이번 사업지 선정과정에서는 실현가능성 및 효과성, 필요성 및 타당성,
거버넌스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추진계획의 구체성, 착수가능성, 기존 스마트 인프라와의 연계성
등 실현가능성 및 효과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여 지역 문제를 단기간 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지를 중
점 선정할 예정이다.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21년에도 분기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관

② 교통 : 스마트 공유주차

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특별점검을 꾸준히 실시하여 현장의 실질

D지역 대학가 인근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법주차 및 소방차 진입 문

공모사업 접수기간은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이며, 관련 분야 전문

적인 안전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 등이 심각하다.

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4월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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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뉴스

|

정책뉴스

|

해외뉴스

<선정절차 및 일정>

사업 공고

공모 신청 및 접수

발표 평가

사업지 선정

사업 추진

’21.1.27

’21.3.17~19

’21.4.14~16

’21.4월말

’21.5 이후

세부 평가기준, 작성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

국토교통부 도심재생과 박상민 과장은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된 지

go.kr) 또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www.city.go.kr)에 게시된 선정공

역 현안을 스마트기술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에서는

고문 및 신청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2021 NFRC
인증 시뮬레이터
워크샵
참가 신청 안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변창흠 장관, “상생과 협력적 노사관계 강조”
26일 국토부 노사 10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

사단법인 한국파사드협회는 미국창호등급위원회와 공동으로 매년 한국에서 NFRC-KAFA 인증 단열 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최병욱 국토교

의 복지향상이 결국에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통부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상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과 협력적 노사관계를 강조”하였다.
또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실천이 더 중요한 만큼

뮬레이터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NFRC-KAFA 인증 단열 시뮬레이터 워크샵에서는 Therm, Window 등 시뮬레이션 전용 프로그램의 올
바른 사용방법을 교육하고 있으며, 수준 이상의 프로그램 운용 능력이 확인 된 후 NFRC로부터 인증서

사측에서도 향후 실행방안 마련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였다.

가 부여됩니다.

통, 설득과 이해를 통해 89개 항목을 21개 항목으로 압축하여 합의하였

아울러, 이번 협약 외에도 “노사 간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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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해 상생과 협력적 노사관계가 정착되

에서 워크샵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 비용이 크게 절감되었습니다.

이날 협약은 2010년 이후 10년 만에 재개되었으며 양측 간에 인식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차례의 실무교섭위원회와 조율회의 등 대화와 소

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노사간 소통을 촉진할 “노사간담회 정례화” ▲과로
사·돌연사 등 공무상 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설해대
책 등 비상근무가 잦은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보장” 등 근무환경 개
선과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들이다.

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직원들이 우리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가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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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사단법인 한국파사드협회 사무국 (02. 529. 9224)

본적인 토대”라고 강조하면서, “노사 간 소통과 협력으로 일궈낸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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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사드 관련 주요업체 명단

커튼월, 외벽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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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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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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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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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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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873-6700

창호, 커튼월

031)574-5583

al창호,커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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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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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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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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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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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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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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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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갤러리(주)
신양하이테크산업(주)
서진금속
신명알미늄(주)
(주)신승윈텍
(주)신한금속
(주)신태명
씨지이(주)
(주)알루이엔씨
알루텍(주)
(주)알코판넬
LG하우시스
엠비케이(주)
(주)열린창
(주)영선알미늄
(주)월시스
(주)오성
(주)용비
(주)알코텍
(주)우리알미늄
(주)우신에이펙
(주)우진알루미늄
(주)유승상사
(주)윈스피아
(주)원진알미늄
(주)원남
(주)월앤루프제일
YB인터내셔날
은산건업(주)
(주)이건창호시스템
(주)이창기업
이앤에이에스
익진엔지니어링
(유)일광창호
(주)일조
(주)일신커튼월
(주)일진유니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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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87-2번지 4층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0-11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136-4 제2동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139번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48-3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2 신영팰리스타워 504호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144-47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5987-9번지
www.cablestructure.com/www.semalloy.com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1120번길 8-15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227-12
서울시 송파구 방이2동 70번지 유성빌딩 30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코아오피스텔 819호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135-1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939번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392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120-15 일심빌딩 2층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 210-5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4번지 로즈데일빌딩 1137호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68-1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40 대명빌딩 409호
대구시 각산동 235-2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437번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98 MBC아카데미B/D 5층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68 대륭포스트타워 5차 4층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 기계진흥회관 4층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번지 OneIFC 17층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39 2층(양재동, 삼승빌딩)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325-3번지 2층
경기도 부천시 상동 408 나진빌딩 8층 804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
경남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19-9번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92-7 청명빌딩 401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45번지 광명sk테크노파크 A동 909호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21-1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640-1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48번길 17 군포아티밸리 B동 1707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2 신영팰리스타워 1101호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846-3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테크노벨리 416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5-8 유진빌딩 2층
강동구 성내동 443-25번지 창진빌딩 2층 1호 B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94-4 한덕빌딩 602호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동 302번지 다산타워 302호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967-3번지
대구시 수성구 상동 406-1
전북 익산시 춘포면 증보들길 49-6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96-3 광명빌딩 2층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587-9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1129-3번지 성보빌딩 909호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2-8번지 김해빌딩 203호
서울시 강남구 대치2동 968-5 일동빌딩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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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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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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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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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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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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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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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41-3781

커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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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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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리콘 실란트의 대표 브랜드, TOPSE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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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탑프라

www.topse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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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사드 관련 주요업체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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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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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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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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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499-8311
031)352-9730

스틸커튼월 생산, 시공
스틸커튼월 생산

충남 논산시 연산면 신암리 175
전북 군산시 소룡동 77번지

041)733-4734
063)460-4111

총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463-4

041)667-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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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틸커튼월 생산업체
(주)을지특수정밀
제일레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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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HEET EGI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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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040-7791

mock-up test, field test

UL Korea

서울시강남구역삼동GFC 26F UL Korea

02-2009-9145

UL인증, 목업Test, 기타 해외 건축자제
TEST(ASTM, NFPA, ASM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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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75-5823
02)2634-0011

커튼월컨설팅
커튼월컨설팅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6길 1, 2층

02)6959-9731

파사드 컨설팅, 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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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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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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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42516959

커튼월컨설팅

031-601-8769

facade engineering &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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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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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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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림산전(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수직1길 33-15

031)359-9366

유일AMP
이일산업
정명금속(주)
정봉산업
(주)정원에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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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88-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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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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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내외장재 금속 판넬 가공 선두주자 현지산업
AL-SHEET PANEL (3T,2T)
EGI,GI BACK-PANEL (1.6T,1.2T,0.8T)
PT 카바 휀코일 카바
선코팅 PANEL 가공
펀칭(타공) PANEL 가공 창호밴딩
살바니니 자동화설비 보유(판금+절곡)
복합 PANEL 가공
최첨단 장비와 기술력 확보!
조일알루미늄 대리점
AL-SHEET 재고 200TON이상 항시보유

고객님의 성원을 잊지않는 현지산업 (주)현지산업
본사·공장 경기도 하남시 초광로 257 전화 02)429-3637 팩스 02)429-2967 (주) 현지산업개발
시화공장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 185번길 35 전화 031)434-6226 팩스 031)434-6230

94

CNC

금속패널 가공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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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파사드 관련 주요업체 명단

파사드 관련 주요업체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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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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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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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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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산업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4-9번지 시화공단2다601-1

031)434-6226

(주)현지산업개발

경기도 하남시 초광로 257

02)429-3637

(주)HS건설산업
한성금속
ATM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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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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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산업
(주)네오스텍
(주)메르코
대진 에프엔씨(주)
동양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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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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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두현

충북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47-1

043)883-0605

(주)드림이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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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356-9385

(주)삼미도장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106-1번지

032)684-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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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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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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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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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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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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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9길58(독산동)

02)891-1176

배연창

도장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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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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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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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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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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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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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연창
(주)한일배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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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익스테리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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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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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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NFRC 인증 단열
시뮬레이터 워크샵 개최
사단법인 한국파사드협회는 오는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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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