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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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aluenc.com
본사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9길 10 MBC 아카데미빌딩 5F
공장 |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음성로 1380
*  알루이엔씨 Bipv가 적용된 세운오피스 빌딩

Tel. 02-597-5521
Tel. 043-878-8751

Fax. 02-597-0969
Fax. 043-878-8753

익스테리어와�제휴된 건설 및
건축자재�전문 마케팅�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건설업�등

20년�마케팅�장인의�노하우로

기업의�매출을�상승시켜드립니다!

온라인
마케팅

오프라인
마케팅

옥외�광고

온라인�광고

TV 광고

익스테리어와 제휴된 건설 및 건축자재 전문 마케팅 기업

건설�및�건축자재에�필요한�모든�마케팅을�진행해드립니다

건설�및�건축자재�전문�마케팅�기업

플랫폼나인과�함께�폭발적인�매출�상승을�경험하세요

dio@platformnine.co.kr

010-9299-0717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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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리스 대형 세라믹 패널

neolithasiapacific
@neolithasiapacific

Formats, Applications & Thicknesses
크기, 용도 및 두께

World’s Best
Architectural Ceramic
이상봉 사옥

(주)가이인터내셔날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24길 11 B1-2층 T.02-514-4663   tile@chol.com   www.tile.co.kr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AZON Dual Cavity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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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단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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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공장/전시장] 경기도 광주시 광남안로 104-20(태전동 588)
Tel. 031)766-6410 Fax. 031)766-6417
www.alu-wood.co.kr

건축 외장 공사의 혁신
(주)영진테크, 조립식 무용접 트러스
(주)영진테크는 외장공사의 작업시간 단축과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표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저 김명조의 현장경험은 국내 건설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국내 시장에서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을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고객사의 만족을 선사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동촌길21번길 28
Tel.031-352-5306 Fax.031-352-5306
Email. ygtech9131@naver.com Web.http://www.yg-tech.co.kr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월간익스테리어 광고 문의 010-2769-7643

20th anniversary

(주)탑프라
Top Quality Silicone Sealant

2020 NFRC
인증 시뮬레이터
워크샵
참가 신청 안내

사단법인 한국파사드협회는 미국창호등급위원회와 공동으로 매년 한국에서 NFRC-KAFA 인증 단열 시
뮬레이터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NFRC-KAFA 인증 단열 시뮬레이터 워크샵에서는 Therm, Window 등 시뮬레이션 전용 프로그램의 올
바른 사용방법을 교육하고 있으며, 수준 이상의 프로그램 운용 능력이 확인 된 후 NFRC로부터 인증서
가 부여됩니다.

2000년 3월 경기도 일죽에서 시작한 (주)탑프라가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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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과 협력으로 국내 실란트 업계에서 중추적인 회사로

에서 워크샵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 비용이 크게 절감되었습니다.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탑프라는
고객의 가치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내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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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로 뻗어 나가는 세계 정상급의 실란트 전문

사하겠습니다.

생산업체로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20년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큰 응원과

문의 : 사단법인 한국파사드협회 사무국 (02. 529. 9224)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탑프라

www.kafa.or.kr

www.topseal.co.kr

본사·연구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맹동산단로 37-20 TEL : 043-537-1384
이월공장 : 충북 진천군 이월면 귀농3길 87-42 TEL : 043-537-1380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613호(수서현대벤처빌) TEL : 02-483-2328

아존 단열바 / 폴리아미드 단열바 / 창호 가스켓 / 폴리아미드 압출

알루미늄 창·커튼월의 단열 - (주)기전금속
(주)기전금속은 알루미늄 창·커튼월의 단열시스템인 아존, 폴리우레탄 단열바와 폴리아미드 단열바를
생산, 가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켓과 폴리아미드 압출설비를 구축하고 고객의 요구에 최고의 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대구역 환승센터에 적용된 Frit Glass

(주)대동글라스텍은
유리에 세라믹 인쇄를 통해 건축 유리에 다양한 패턴과 무늬를 구현합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무늬 유리는 세라믹 코팅 후 열처리한 제품으로
건물의 외장재 및 내장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요제품
- 커튼 월 룩 (Curtain Wall Look)
- 다양한 무늬를 인쇄한 후릿트 글라스 (Frit Glass)
- 도심 건축물에 색을 더하는 스펜드럴 (Spandrel Glass)
- 산업용 유리, 스크린 도어, 파티션용 유리

(주)기전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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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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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

2020/09

회사 소개
30 안전을 위한 UL의 도전 화제 예방을 위한 UL의 다양한 노력
36 국내 판금 시장에 다양성을 시도하는 (주)미나테크
INTERVIEW
38 베스트월
News
42 단신 뉴스

45

- 홈씨씨, 감염과 냉난방 걱정 없는 선별 진료소 제작
- KCC,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5억원 전달
- KCC, 글로벌 기업으로의 비전 담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 이건창호, 신개념 멀티 시스템창 ‘파사드 시리즈’ 출시
- LG하우시스, 가구·인테리어 산업대전 ‘소펀(SOFURN)’ 참가
- SK건설, 아파트 창문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개발
Curtain Wall 산책
48 BIT 스포츠센터

48

60 파리 변호사협회 본부
70 슈베이 인터내셔널 센터
76 오스트리아 최초의 목조타워
News
80 정책 뉴스
- 2021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국토교통부, 구리시 지반침하 사고 관련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착수
- 국토교통 혁신펀드, 유망 중소벤처 투자 시동건다

60

86 2020-2021년 세계 주요 파사드 및 건축관련 박람회 일정

90 커튼월 관련 주요업체 명단

midas Gen

Steel Checking Result

Certified by :

Company

Project Title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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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SC-LSD16
: kN, m
: 17

Material

: SS235 (No:1)
(Fy = 235000, Es = 210000000)
: B 50x50x2.3 (No:1)
(Rolled : B 50x50x2.3).
: 0.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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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ial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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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esign Parameters
Unbraced Lengths
Effective Length Factors
Moment Factor / Bending Coefficient

4. Checking Results

Ly

= 0.33333,

Ky

=

1.00,

Kz

Cmy =

1.00,

Cmz =

Lz
=

= 0.33333,

Lb

= 0.33333

1.00
1.00,

Cb

=

1.00

Slenderness Ratio

KL/r

=

51.8 < 200.0

(Memb:10, LCB:

1)....................................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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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uy/phiV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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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eflection Checking Results
L/ 300.0 = 0.0033

>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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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UL의 도전

UL의 Building Inspection 서비스는 ICC, IFC, IBC 등 국제 규격에 따른
안전요구 사항을 점검하며, 고객의 요청에 따라 Local 규격들의 검토도 진행한다.

화재 예방을 위한 UL의 다양한 노력

UL은 building envelop 이외에 건물에 적용되

하고 있다.

항을 숙지하여 시운전, 운영 교육, 연간 안전검

Building Inspection 서비스의 개략적인 절차

UL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항목은 아래와 같다.

는 다양한 구조, 외벽, 내장제에 대한 서비스를

또한 설계목적에 맞게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인

사, 설계 검토, 보안 점검 및 구축 등 다양한 서

는 다음과 같다.

제공하고 있다. 특히, 화재 안전에 관한 부분은

운영을 필요로 하며, 특히 많은 유동인구가 왕

비스를 고객의 요구에 맞게 제공한다.

UL의 120년 역사를 통해 꾸준히 발전되어온

래하는 만큼 화재, 보안, 에너지관리 부분에서

분야이다. Building Inspection, NFPA 285,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한다.

UL Building Inspection 서비스

UL 723 서비스는 그 중 대표적인 서비스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UL은 Building

UL의 Building Inspection 서비스는 ICC,

●

Emergency command center

inspection 서비스를 통하여 건물의 최적의 상

IFC, IBC 등 국제 규격에 따른 안전요구 사항

●

Fire pump

태를 유지 보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제도적으

을 점검하며, 고객의 요청에 따라 Local 규격들

●

Fire zones/compartmentation

Building Inspection, 건물에 대한 종

로 요구되는 지역에 맞는 건축 코드에 부합하는

의 검토도 진행한다. 예를 들어, 건물내의 파이

●

Interior finish surfaces

합적인 검수

지를 확인하고, 자제와 설계의 적합성을 파악하

어 알람 시스템을 검토할 경우, NFPA 72, UL

●

Maximum building height and area

여 건물 운영 수명동안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827, UL 1981등의 관련 규격을 토대로 적합

●

Occupancy classification

현 시대의 건물은 다양한 필요와 수요에 발 맞

위해 돕는다.

성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

●

On-site fire hydrants/water tanks

추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한 기능을 요구

이를 위해 UL은 전 세계의 복잡한 건설 요구사

른 시험 진행이 가능하다.

●

Openings in fire-rated walls and floors

●

Portable fire extinguishers

●

Smoke control and venting

●

Sprinkler system

●

Stand pipe and hose system

●

Types of construction

Fire Safety
	Emergency access routes and open

●

spaces

Life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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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gress ramps

●

Elevators and fire lifts

●

Emergency and escape lighting

●

Emergency procedures plan

●

Exiting

●

Exit stairw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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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 detection and early warning

●

에게 제공 된다.

equipment

Code)에서는 NFPA 285 (Standard Fire Test
Method for Evaluation of Fire Propagation

●

Fire towers

●

●

Horizontal exits

객관적인 방식을 통해 검사

●

Illumination of means of egress

●

●

Stair pressurization

득할 만한 안전 규정을 적용
●

Security Systems

회사 소개

화재, 생명 안전 및 보안 시스템을 엄격하고

거주자, 보험자 및 현지 당국이 요구하는 납

규격 요구 사항 달성에 필요한 개선사항 및

고객 의사 결정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

Access control equipment

●

건물 유지 보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완전하

●

Burglar alarm systems

고 철저한 검사 보고서 제공

●

Closed circuit TV

●

●

Consultation

스템 서비스 제공

●

Motion detectors

●

Video surveillance systems

Characteristics of Exterior Non-LoadBearing Wall Assemblies Containing
Combustible Components) 에 따라 외벽 화
재의 안정성을 검토할 수 있게 하였다.

UL은 NFPA 285를 통해
다양한 외벽구조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건물 외벽에 사용되는
각기 다른 다양한
제품의 화재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돕는다.

건물 유지관리 담당자와 협력하여 정확한 시

NFPA 285, 외벽에 대한 내화 시험
UL 서비스의 장점
UL의 Building Inspection 서비스는 화재, 보

건물의 외벽 디자인의 다양화와 에너지 효율적

안 등 안전 시스템이 설계요구에 맞게 작동하는

인 구조를 추구하는 현대 빌딩의 주세로 인해,

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진행 한다. 제공되는

도심의 건물들은 외벽 화재에 쉽게 노출되어

모든 서비스의 진행 단계와 중간 보고는 모두

있다.

수치 화된 엄격한 검사 프로세스를 통하여 고객

따라서, 2012 IBC(International Building

UL은 NFPA 285를 통해 다양한 외벽구조에

재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안전

다양한 장점을 가진 외벽 시스템이지만 재료 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건물 외벽에 사용되는 각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체의 가연성, 건물의 구조적인 약점 및 외벽 화

기 다른 다양한 제품의 화재 안전성을 확인하도

32

재 시스템의 대응 부족으로 인해 화재에 매우

록 돕는다.

특히, 외벽 화재 진압이 쉽지 않은 대표적인 이

취약하다.

고층 건물의 화재는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로는 건물 외벽 시스템에 사용되는 가연성 자

일반적으로, 외벽 화재는 실내 발생 화재와 달

수반한다. 2014년 호주 라크로스 아파트 화재,

재 때문이다. 흔히 MCM이라 불리는 (Metal

리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2017년 영국 그렌펠 타워 화재, 두바이 토치

Composite Material) 금속 복합 재료들은 변

타워 화재 등의 예를 보면, 외부 화재를 제압하

형이 없이 지속적이며,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

1. 화염이 수직으로 전파된다.

지 못하여 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남겼

는다. 또한 시공성이 좋고, 보수가 쉬우며, 디자

2. 가연성 재료로 구성된 외벽들은 화염의 성장

다. 국내에서도 해마다 상당한 규모의 건물 화

인 및 성능 등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다. 이러한

및 확산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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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lenums = Flame Spread Index 0-25 &
Smoke Developed Index 0-50
Class A = Flame Spread Index 0-25 &
Smoke Developed Index 0-450
Class B = Flame Spread Index 26-75 &
Smoke Developed Index 0-450
Class C = Flame Spread Index 76-200 &
Smoke Developed Index 0-450

UL 서비스의 장점
UL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UL의 web site에
3. 창을 통해 화재가 건물 안, 밖으로 움직이고

건물 내장제를 평가하는 UL 723

Calssifcation Furnace를 개발하게 되었고, 이

기재 되며, 각 규제 기관, 건축 설계, 감리, 시공

스프링클러 같은 소화 시스템에 의한 보호가 제

서비스

는 현재 Steiner Tunnel로 명명되어 UL 723

사 등의 경우 UL site를 통해 제품의 인증에 대

규격의 시험 설비로 이용되고 있다.

해 확인한다. UL 인증품의 경우 사후심사 프로

한적이다.
4. 바람과 같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건물 내장재의 화재에 대한 평가는 UL 723이

받아 화재 진행 예측이 어렵다.

대표적인 시험 방법이며, 전세계적으로 오랜기

UL 723은 이 Steiner Tunnel 을 이용해 화염

지속적으로 UL 인증품이 인증에 부합하는지

따라서 외벽 시스템에 사용되는 자제들은 반드

간 동안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전파도와 연기 발생량을 측정, 평가하는 규격으

평가 및 관리한다.

시 화재의 진행과 확장을 지연하는 재질과 구조

건물 내 사용되는 내장재 (Interior Finish)의 경

로 1958년에 NFPA와 ASTM에 의해 채택되어

UL의 인증 및 사후심사 프로그램은 화염에 대

로 구성 되어야한다.

우 화재 시 화염의 번짐과 연기 발생에 의해 인

현재까지 건물 내장재의 평가 방법으로 광범위

한 내장재의 성능을 입증하고 보장하는데 가장

명 및 재산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하게 사용되고 있다.

적합하고 최선의 서비스이다.

UL의 NFPA 285 시험

1949년 49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보스턴 코

벽, 천장 마감재, 각종 단열재, 바닥재, 코팅 혹

NFPA 285 시험의 주 목적은 가연성 물질을 포

코넛 그로브 나이트클럽 화재, 1946년 61명의

은 필름, 데크 등 다양한 제품이 UL 723에 의

한편, UL Korea는 2019년 9월 한국건설생활

함하는 건물 외벽의 화재 전파도 확인하기 위해

사망자가 발생한 시카고 라살레 호텔 화재, 아

해 평가되어 질 수 있다.

환경시험연구원 (KCL)의 삼척 실화재 시험장

고안된 시험 방법이다.

이오아 캔필드 호텔, 아틀란타 윈코프 화재는

벽의 표면 혹은 인접한 구획으로 화염이 전파되

대표적으로 건축 내부를 통해 화재가 빠른 속도

UL 723 시험을 통해서는 화염 전파도 (Flame

이는 일리노이에 위치한 UL Fire Resistance

지 않는지 평가하기 위해 실제 제품이 적용된

로 전파되고 이에 따른 연기에 의해 수많은 사

Spread Index, FSI)와 연기 발생도(Smoke

Lab 이외의 최초의 UL 723 시험소이다. 현재

모형을 통해 화재 성능을 시뮬레이션 한다.

망자를 낸 대표적인 화재이다.

Developed Inex, SDI)를 측정할 수 있다. 타

까지 일부 제품군에 한해서만 시험 진행이 가능

지 않는 시멘트의 FSI와 SDI는 0, 붉은오크나

하지만, KCL의 Steiner Tunnel을 포함한 장비

그램을 운영하여, 정기적인 사후 검사를 통해

을 UL 723의 WTDP Lab으로 지정하였으며,

시험 진행은 ISMA (Intermediate-Scale

이러한 화재 사건들을 통해 미국에서는 내장

무의 FSI와 SDI는 100으로 설정되며, 각 제품

는 이러한 제품군들에 대해 UL 723 test를 구

Multistory Test Apparatus) 로 알려진 2층 시

재에 대한 규격 및 시험 방법에 대해 보다 많은

의 화염 전파 속도와 연기 발생량에 따라 FSI와

현할 수 있음이 입증 되어졌다. 따라서, KCL에

험 설비를 사용하며, 1층에는 개방된 창이 설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NFPA 101, NFPA

SDI가 정해진다.

서의 시험은 UL 엔지니어 입회 하에 진행되며,

치된다. 두개의 가스 버너가 사용되며 각각 1

5000, IBC(International Building Code)

층 시험실 내부, 1층 개방된 창을 통하여 화염

등 다양한 규격에 의해 화재에 의한 화염의 전

측정된 FSI와 SDI는 IBC 에 따라 Class A, B,

인증에 대한 권한이 보장되어 지기 때문에 한국

을 발생시킨다. 30분동안 지정된 온도와 열 플

파를 지연할 수 있는 내장재의 사용을 규정

혹은 C로 분류 되어지며, 낮은 FSI와 SDI를 가

뿐 아니라 아시아, 중동 지역의 테스팅 허브로

럭스가 유지되며,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의 화염

하게 되었다. UL은 내장재의 표면 연소 특성

진 제품은 화염에 대해 좋은 성능을 가진 제품

활용되어 질 수 있다.

전파 길이와 벽체에 설치된 온도센서를 통한 온

(surface burning characteristics)에 대해

으로 평가되며, Code에서 요구하는 구역에 사

도 상승을 측정하여 제품이 평가된다.

Albert J. Steiner의 주도하에 Fire Harzard

용되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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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본사에서 진행되는 시험과 동등한 결과 및

<자료제공 : UL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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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금 시장에 다양성을 시도하는

(주)미나테크
Thalmann 3D 절곡 프로파일 실례

The BASE(자동화 설비): Decoiler->Slitter->CTL->절곡

㈜미나테크는 2012년 설립되어 다양한 제품의
트레이딩과 대리점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글로벌
무역 회사이다.

2007년 오스트리아(유럽)에 설립된 본사
MINATECH GmbH의 국내 지사로 유럽 오스

럽의Thalmann, CIDAN사 폴딩 방식의 절곡기

Thalmann은 1948년 스위스에서 설립된 절

트리아에 소재하고 있는 본사를 통해 국내 고객

를 국내에 보급하고 있다. 폴딩 방식의 절곡기

곡기 전문생산 기업으로 현재 유럽, 아시아, 중

사가 원하는 유럽 현지 Maker 제품을 구매 대

는 프레스 절곡기 보다 다양한 모양으로 절곡이

미, 남미, 북미 등에서 26개 대리점을 운영하

행하고 있으며 국내 업체의 유럽 현지 시장 진

가능하다. 국내 판금 가공 시장에 다양성을 부

고 있다.

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여하여 국내 판금가공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또한, 현재 국내에는 Thalmann의 롱폴딩기는

현재 미나테크에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유

위해 도움이 되고자 한다.

2대가 설치되어있다.

Thalmann의 TD 모델과 TC 모델

Thalmann TD 200 모델

The BASE(자동화 설비): Decoiler → Slitter → CTL → 절곡

Thalmann 절곡기로 만든 House

또한 Thalmann사는 설비를 지속적으로 업그

류를 다양한 형태로 구부릴 수 있는 편리하고

레이드하고 향상시키는 한편, 고객들에게 보다

유연하며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양질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하고 있다. 이를 위해 Thalmann사는 스웨덴

아울러, CIDAN사는 자회사인 NUIT과 Forstner

CIDAN사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를 통해 온라인 주문 → 디코일 → 절단 → 제품
절곡 → 탈취까지 단 한명의 작업자에 의해 운

CIDAN 설비는 판금

용이 가능한 The BASE(통합생산을 위한 완전

폴더 분야에 세계적인

자동화 장치)를 개발하여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업계 선도적인 공급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CIDAN Mechanics의 금속 폴더는 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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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를 시장에 선보였다.
<자료제공: ㈜미나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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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커튼월 SYSTEM CONSULTING 전문 업체

베스트월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각종 재난이 증가하고 있다. 홍수와 태풍, 화재와 전염병 등 세계는 점차 가혹해지는 자연환경에 직면하고 있

회사소개 부탁드립니다.

다. 이에 커튼월 컨설팅은 상당한 전문성과 경험적 지식이 요구되며, 초기 단계의 커튼월 디자인 설계가 더욱더 중요시 되고 있다.

현대건축물이 단순한 주거공간의 기능을 넘어 예술성을 추구하면서 합리

이에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커튼월 기술력 및 노하우를 입증한 베스트월을 만나보았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인터뷰는

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환경을 창출하는 추세에 있으며, 건축물의 외관을

서면으로 진행하였다.

아름답게 표현하고자하는 건축가들의 연구와 노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
<최가회 기자/팀장 cygongan@gmail.com>

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건축외장재에 있어서는 가공이 뛰어나고 중량이 가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입증된 커튼월 기술력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가치를
소중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벼운 알루미늄을 소재로 사용하는 커튼월 공법이 해외에서는 물론 국내
에서도 급속도로 확산되어 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국내의 기념비적인 건물의 대부분이 알루미늄 커
튼월 공법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건축의 발전적 변화추이에 따라 폐사에서는 커튼월 엔지니어
주요약력
•1977~1978 울산알미늄 공업(주) 근무
•1979~1992 현대건설(주) 근무
•~1982 미국AUBREY WEEKS & ASSOC, INC 연수과정 수료

링 및 컨설팅분야에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내외 대형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입증된 커튼월 기
술력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끊임없는

•~1984 현대알미늄 사우디 지점 근무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986 사우디 DAMMAM 주재 ZAMIL ALUMINUM 근무

현재도 지속적으로 기술협력관계에 있는 해외 업체인 독일 프리드만 사,

•1993~1996 한승건업(주) 근무/기술담당 임원

SMITHEMERY CO. 사, MD-AMERICA LABORATORY, INC. 등이

•1997~2005 (주)경남알미늄 근무/기술담당 임원

있으며, 국내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등이 있어 활발한 기술교류가

•2006~현재 베스트월 대표
참여프로젝트
•1979~1990 JEDDAH PUBLIC HOUSING 등 사우디, 이라크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훈련되고 축적된,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입증된 커튼월 기술력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적으로 기념비적인 대형 프로젝트에 최선을

등 해외공사 다수

다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대한생명 63빌딩, 인터콘티넨탈 호텔, 경기은행 본점 등 다수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입증된 커튼월 기술력 및 노하우를 바

•1991~1997 삼성으료원, 선경증권 사옥 등 다수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탕으로 고객의 가치를 소중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1998~2000 대만 TAICHUNG TOWER 외 동남아 공사 다수
•2000~2005 영종도 신공항 여객터미널 및 교통센터, 제주 일산
및 ASEM컨벤션센터 등 다수
•2006~2015 킨텍스 제2전시장, 세종시 정부청사3단계 1구역,
잠실 제2롯데월드몰(캐주얼동/엔터테인먼트동/공연장/타워동
로비) 등
•2016~현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
베스트월 장춘석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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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P2 및 H9, KT송파지사 등 다수

컨설팅 업무 소개 부탁드립니다.
커튼월 컨설팅은 상당한 전문성과 경험적지식이 요구되며 초기단계의 커
튼월 디자인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커튼월 공사를 성공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시공사를 중심으로 감독,
감리 및 전문 시공사나 커튼월 컨설팅사가 모두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협
조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순천향 대학교 부속 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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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의 품질확보
* 공장검수절차 준수

그 동안의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며
커튼월 공사를 예정된 공기 안에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현장 품질 개선 사항 확보
* 외장의 유지 관리

귀사의 컨설팅 제공 서비스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근들어 단열성능에 대한 사전 검토는 필수적입니다.
모든 국가에서 높은 단열성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계절에 의한 햇빛의 각도에 따른 실내환경의 변화에 대한 예측도 시행합
니다.

KT송파지사 개발사업

따라서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기 위하여 커튼월 설계부분은 물론 자재선

컨셉단계에서 모든 사항들이 검토 된 후에 본격적으로 외부 커튼월에 대

정, 생산과정 및 제작 그리고 현장 시공에 이르기까지 커튼월 공사의 전

한 디자인 검토가 진행됩니다.

과정에 걸쳐 발주자를 대신하여 참여 함으로서 그 동안의 경험과 축적된

설계 초기단에서부터 건축가와 컨설턴트와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기술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며 커튼월 공사를 예정된 공기 안
에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식적인 결과도 많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H9 BL

이에 베스트월이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건축가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CONSULTING 업무 목표
- 전문성과 경험, 지식에 의한 경제적 설계 검토
- 효율적인 협조관계를 통한 업무개선
- 발주자의 업무를 대행하여, 공사의 잠재적 부실 요인을 제거
- 공사 지연을 방지하고 공사품질의 확보하고자 함
가산 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

② CONSULTING 업무 중점 추진사항
- 설계 의도 실현
* 설계의 상징성 추구
* 커튼월 SYSTEM 적합성 검토
* 쾌적한 실내 환경 제공
최근에는 BIPV나 LED가 외벽에 적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 공기 준수 및 공법 개선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P2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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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단계부터 생산 및 시공 품질관리

이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사전 검토가 진행되어야 하며, 커튼월 컨설

* 빠른 의사결정으로 공기 준수

턴트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공적인 시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기능 및 구조적 측면 보완 공법 개선

한국 교직원 공제회관 신축공사

<자료제공: 베스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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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뉴스

|

정책뉴스

|

해외뉴스

단신뉴스

홈씨씨, 감염과 냉난방 걱정 없는 선별 진료소 제작

|

정책뉴스

|

해외뉴스

고 있다. 패널 보드끼리 서로 맞붙여 결합하는

전국 지차체로부터 지속적인 납품 협의가 이루

방법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곰팡이의 발생률이

어 지고 있다.

낮으며 시공 기간도 짧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홈씨씨는 우수한 자재들

■ 이솔테크와 함께 ‘이동형 비대면 선별 진료소’ 제작에 참여

홈씨씨 인테리어 자재가 적용된 이동형 비대면

로 가족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드

■ 검사 공간 분리해 2차 감염 막고, 의료진 피로도 줄이는 설계 적용

선별 진료소는 지난 6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는 만큼 의료 현장에서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

■ 곰팡이 걱정 없고 빠른 시공 가능한 홈씨씨 이지패널 적용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이 있었다”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

비대면 선별 진료소는 광산구의 것이 전국 최초

해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홈씨

다. 패시브 컨테이너 하우스에 자동화 설비와

씨의 제품이 적용된 이동형 비대면 선별 진료소

홈씨씨 자재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조달 등록됐

가 의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

다. 현재는 경상남도 울주보건소, 창원보건소,

다”고 전했다.

KCC글라스의 인테리어 브랜드인 홈씨씨가 ‘이

에 함께하며 우수 자재를 적용해 시설의 완성도

무엇보다 선별진료소 내 냉난방기 사용이 자유

동형 비대면 선별 진료소’ 제작에 참여해 코로

를 높였다.

롭고, 의료진은 레벨D방호복·N95마스크·고글

나19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있다.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할 필요 없이 안전하게 검
홈씨씨가 참여해 제작한 이동형 비대면 선별 진

사를 할 수 있어 검진 업무의 피로도는 낮추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전 양상을 보이면서 일선

료소는 의료진 공간과 수검자의 동선을 완벽히

효율성은 높였다. 무더위 속 방호복을 입은 상

의료 현장에 변화가 생겼다. 더욱 안정적인 진

분리해 2차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의료진의

태로 검사 업무를 하다가 의료진들이 쓰러지는

료 시설을 위해 여러 업체들이 협력해 컨테이

피로도를 줄일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일을 막고 감염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게 한 것

너 하우스로 된 비대면 선별 진료소를 구축했

검체 채취 공간과 의료진의 대기 장소가 완벽하

이다. 또한 수검자의 공간은 음압, 의료진의 공

고, 기존 천막으로 운영되던 선별 진료소 자리

게 분리돼 있고, 체온 측정부터 검체 운송까지

간에는 양압이 흘러 공기가 섞이지 않도록 설

를 대체하고 있는 것. 홈씨씨는 에너지 절감형

검사의 전 과정에 자동화 장비를 적용해 완벽한

계했고, 음·양압기 고장 시 경고음이 울려 바로

모듈러 하우스 제작 업체인 ‘이솔테크(대표: 송

비대면 검사가 가능하다. 모든 검사가 끝나면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종운)’와 시공 업체인 ‘㈜미소(대표: 지광춘)’가

하우스를 자동 소독하는 시스템도 적용돼 안전

협력해 개발한 이동형 비대면 선별 진료소 제작

이 2중으로 보장된다.

이지패널 등 홈씨씨 자재가 적용된 비대면 선별진료
소에서 의료진이 피검진인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 제공=광주광역시 광산구)

<자료제공: KCC>

부산 보훈병원 등에 납품하기 위해 제작중이며,

KCC,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5억원 전달

진료소 내부에는 손을 씻기 위한 위생도기, 수

■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 위해 성금 5억원 기탁

전 등이 홈씨씨 제품으로 설치됐고, 내부 마감

■ KCC 3억원, KCC글라스와 KCC건설 각각 1억원씩 출연

재로는 홈씨씨의 ‘이지패널’ 이 적용됐다. 비대

■ 국가적 어려움 발생 때마다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

면 진료소에 적용되는 마감재는 내수성, 위생
성, 판넬면 내열성, 시공성, 유연성 등이 요구되
는데, 이에 적합한 품목으로 홈씨씨 인테리어

KCC는 최근 장기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KCC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에 이어 유례없

자재가 선택된 것.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는 긴 장마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수해 지역

성금 5억원을 기탁한다.

의 조속한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자 성금을
마련했다”며 “생활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수

홈씨씨의 이지패널은 주로 집안의 욕실 인테리

이지패널 등 홈씨씨 자재가 적용된 비대면 선별진료소 외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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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 적용되는 제품으로 위생적이며 시공성이

이번 성금은 KCC가 3억원, KCC글라스와 KCC

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기

우수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이지패널의 경

건설이 각각 1억원씩 총 5억원을 출연해 마련

원한다”고 전했다.

우 홈씨씨만의 유일한 패널 시공 방식인 ‘히든

했으며, 13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몰딩’으로 곰팡이 없는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준

기탁했다.

한편, KCC는 그간 산불·태풍·질병 등 국가적

원 지역 산불 피해, 포항 지진 발생 당시에도

다. 일반적으로 패널 마감재는 패널과 패널 사

기탁한 성금은 수재민들을 위한 재해구호 물품

어려움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피해 복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지원한 바 있

이를 연결해 주는 부자재인 몰딩이 밖으로 돌출

지원과 수해 피해지역 복구 등에 우선적으로 사

노력에 동참해왔다.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

다.

되는 시공 방식을 사용하나 홈씨씨의 이지패널

용될 예정이다.

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

을 위해 성금 10억원을 기부했으며, 지난해 강

<자료제공: KCC>

은 밖으로 보이지 않는 히든 몰딩 방식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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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글로벌 기업으로의 비전 담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이건창호, 신개념 멀티 시스템창 ‘파사드 시리즈’ 출시

■ 올해로 6번째 발간, 2019년 1분기부터 2020년 1분기까지의 경영 성과 담아

■ 커튼월과 시스템창의 장점을 결합, 주거공간에도 대면적 창을 자유롭게 구성

■ 주요 이슈는 모멘티브 인수, 첨단 소재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 제시

■ 슬림한 디자인과 높은 단열성능을 고루 갖추고 비용까지 합리적

■ 지속가능경영 위한 5가지 주요 전략과 R&D 역량 강화 위한 노력 강조

이번 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는 KCC의 ‘모멘티

그중에서도 R&D 역량 및 기술관리능력 강화에

국내 시스템창호 기업 이건창호가 커튼월과

창호의 시원한 개방감은 물론 높은 에너지효율

이건창호 관계자는 신제품에 대해 “최근 자사

브 퍼포먼스 머티리얼즈(이하 모멘티브)’ 인수

대한 성과가 눈에 띈다. KCC는 미래 기술 개발

시스템창의 장점을 결합한 슬림 멀티 시스템

까지 동시에 만족시킨다. 특히 이건창호의 차세

가 출시한 ‘그랑뷰 시리즈’, ‘패시브 시리즈’와

를 주요 이슈로 꼽았다.

과 기술혁신을 이루기 위해 R&D 분야 투자 비

창 ‘파사드 시리즈’(EWW 150)를 새롭게 출

대 고성능 유리인 ‘SUPER 진공유리’ 적용 시

조합 시, 소형 상업빌딩 및 오피스텔 등의 상업

KCC는 지난해 5월 미국 글로벌 실리콘 제조업

용을 2017년부터 매년 늘리고 있으며 2019년

시한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의 성능에 준하는 단열

용 건축물뿐 아니라, 고급 단독주택과 주거용

체 모멘티브의 인수작업을 완료하고 올 1월 종

역시 전년 대비 22억 원 이상 증가했다. 통합

및 기밀성능을 실현한다.

소형 집합건물 등 주거용 건축물까지 다양한 적

속회사로 편입했다. 이로 인해 KCC는 한국 기

지식재산 관리체제 구축과 기술분야별 특허 전

이건창호가 이번에 선보인 ‘파사드 시리즈’는

업 역사상 세 번째로 큰 규모의 해외 인수합병

담 인력 운영으로 보유한 지식재산권 건수를 매

최근 건축 시장에 부는 대면적 슬림창 추세를

또한, 콘크리트 슬래브(Slab)사이에 제품을 시

열, 기밀 성능까지 갖춘 ‘파사드 시리즈’가 그동

을 성공시키며 실리콘 제품 개발과 생산기술에

년 200건 이상 증가시키며 사업 성장에 필요한

겨냥한 제품으로, 단열 및 기밀 성능은 유지하

공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 현장 상황에 따

안 높은 비용으로 인해 커튼월 설치를 망설였던

서 경쟁력을 확보했고, 향후 아시아뿐만 아니라

기술력과 관리능력을 키우고 있다.

면서 최대 가로 2.3m, 세로 3.6m의 대면적 창

라 완제품 출고와 현장에서 조립하는 넉다운

건축주들에게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

을 구현할 수 있는 멀티 시스템창이다.

(Knock-Down) 설치가 모두 가능하여 커튼월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 등으로 시장을 넓혀 나간다는 계획
이다.

용이 가능하다”며, “슬림한 디자인에 우수한 단

대비 시공과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KCC 관계자는 “KCC는 보다 환경 친화적이고
혁신적인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과 기술력 향

‘파사드 시리즈’는 모던한 건축 입면을 구현할

또한 리프트앤슬라이딩(Lift&Sliding), 턴앤틸

한편, ‘이건창호’는 1988년 국내 최초로 알루

또 보고서 서두에는 ‘Chairman’s Message’

상에 모든 기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면서

수 있도록 수직 프레임과 수평 프레임의 두께를

트(Turn&Tilt) 등 다양한 개폐방식의 시스템창

미늄 시스템창호를 도입한 이래 뛰어난 기술력

를 통해 모멘티브 인수를 기반으로 2020년 미

“향후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신뢰와 기업 경쟁

각각 30mm, 20mm로 슬림하게 개발했다. 여

호와 결합이 가능하여 고객이 원하는 건축 입면

을 바탕으로 소비자 신뢰를 쌓아온 프리미엄 시

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의지를 천명하는 한

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소재기업이 되기 위해 한

기에 알루미늄 시스템창의 장점인 높은 내구성

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스템창호 기업이다.

KCC가 경제·사회·환경 등에서의 경영 성과와

편, 전세계적인 생산, 영업 네트워크 확보를 통

걸음씩 나아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과 우수한 단열, 기밀 성능까지 갖추어 대면적

꼽힌다.

향후 비전을 주주와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해 첨단 소재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2019/20 KCC 지속

전을 제시했다.

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다.

한편, KCC가 발간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는 2019년 9월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보고서상

이 외에도 지속가능보고서에는 연결재무상태

(Korea Readers’ Choice Awards)에서 제조

KCC는 매년 국제 기준 GRI(Global Reporting

표, 사업 현황 등 경영 일반 사항을 비롯해 KCC

업체 부문 우수보고서로 선정되었으며, 2019

Initiative)와 ISO26000, UN 지속가능개발목

의 지속가능경영체계와 윤리·준법경영 그리고

년 11월 Spotlight Awards 에서는 TOP 100

표(UN SDGs)에 따라 지속가능성 현황을 담은

이를 운영하는 기업지배구조가 자세히 소개돼

보고서로 선정되어 높은 수준의 내용구성과 디

보고서를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자인을 인정받았다.

있다. 지난 2015년 첫 발간을 시작으로 올해가

KCC만의 지속가능경영의 주요 전략으로 선정

뿐만 아니라 KCC는 한국경영인증원에서 ‘국

여섯 번째다. 올해 발간한 보고서는 2019년 1

한 △안전·환경책임 강화 △인재 중시 △지속

내 100대 지속가능경영기업’으로 선정되어

월부터 2020년 1분기까지 KCC의 지속가능경

가능한 기술혁신 △고객과 시장 지향 △공유가

향후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을 위해 힘쓸 예정

영활동과 그 성과 및 주요 이슈들에 대한 내용

치 창출 등 5가지 활동들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

이다.

을 담았다.

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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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이건창호>

<자료제공: KCC>

이건창호 파사드 시리즈 ‘EWW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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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아파트 창문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개발

■	8/12~8/15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 참가
■	거실, 아이방, 현관 등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인테리어 공간 제안
SK건설은 아파트 창문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코로나 19 및 라이프 스
타일 변화를 반영한 신평면 18건을 선보였다고
18일 밝혔다.
SK건설과 알루이엔씨, 국영지앤엠은 개폐 가
능한 세대 창호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적용해 발
전 및 차양, 아파트 미관을 유지할 수 있는 ‘공
동주택 창문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개발했다.
창문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SK건설이 운영
하는 ‘R&D 오픈 플랫폼’을 활용한 성과로 외
부 조망을 고려한 박막형 태양광 패널을 사용
했고 창문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 투과율을

(오른쪽부터) 전승태 SK건설 건축주택사업부문장, 홍성철 알루이엔씨 대표, 최재원 국영지앤엠 대표가 개폐되
는 창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10~30%까지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개
폐되는 창문에서 발전된 전기를 세대 내 전력계
통에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시스템도 공동 개발

우선, 코로나19 등 바이러스와 미세먼지 차단

를 반영하여 캥거루 하우스 평면도 도입할 계획

해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을 위해 ‘클린-케어’ 평면은 84㎡ 타입에 적용

이다. 이 평면은 84㎡평형 5베이 판상형 구조

되며 세대 현관에 중문과 신발 살균기를 설치

로 단위세대 실사용면적을 극대화하고, 원·투

SK건설 관계자는 “기존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

하고, 거실로 향하는 중문 외 별도의 공간인 ‘클

룸 옵션을 적용하면 별도의 독립공간으로 생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옥탑, 측벽 등에 거치하는

린-케어룸’을 조성해 동선을 분리했다.

할 수 있으며 소형가구, 청년층 위주로 세대 분

형태로 설치 면적 확보가 어려웠지만, 창문형

클린-케어룸에는 SK건설이 개발한 UV LED

리형 임대도 가능하다. 그 밖에도 32㎡, 49㎡,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했다”

모듈 제균 환풍기와 스타일러 등을 설치하고,

62㎡, 74㎡ 등 틈새 평형을 통해 공간 활용성

며 “발전된 전기는 공용부가 아닌 단위세대용

욕실과 세탁실도 함께 배치했다. 대피 공간과

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LG하우시스가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LG하우시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변화하는 고객

해, 방문객이 직원의 도움 없이도 쉽고 편리하

으로 사용돼 입주자에게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실외기실을 통합해 발코니 공간을 확장했다.

SK건설은 최근 신평면 저작권 등록을 마쳤으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

의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인테

게 공간 별 인테리어 솔루션을 확인할 수 있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플렉스FLEX 59’와

며, 이를 통해 도시정비 및 민간도급사업 수주

업대전(SOFURN·이하 소펀)’에 참가해 다채

리어 공간을 선보였다.

록 했다.

창문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SK건설이 운영하

‘캥커루 하우스’ 평면도 선보인다. FLEX 59 평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로운 라이프스타일 공간을 선보였다.

가족의 소통을 돕는 거실 공간, 안전 사고와 유

고 있는 ‘연구개발(R&D) 오픈 플랫폼’을 활용

면은 벽과 기둥의 골조를 최소화해 고객 취향에

해물질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아이방, 최신 디

또한,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방문객이 인테리어

한 성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및

따라 기존 3베이(침실 1-거실-침실 2 구성) 구

전승태 SK건설 건축주택사업부문장은 “아파트

소펀은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와 조선일

자인 트렌드를 반영한 스타일리시한 현관 등 다

전문가와 1:1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

SK그룹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창출의

조에서 거실과 침실을 하나로 통합해 사용할 수

창문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개발을 통해 제로에

보가 공동 주최한 가구·인테리어 전시회로, 이

채로운 공간을 제안했다.

해,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뿐만 아니라 디자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있다.

너지건축물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신평면

인 제안, 시공업체 연결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이번 개발된 신평면은 포스트 코로나, 라이프

제공했다.

스타일변화, 기본 상품 업그레이드 등 크게 3가

육아를 하는 맞벌이 부부와 부모와 같이 사는

지로 구분된다.

30~40대 자녀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트렌드

번 전시회는 국내 대표 라이프스타일 전시회
‘2020 조선일보 라이프쇼’와 함께 열려 더욱

특히, 일상 속에서 자주 떠올리는 인테리어에

풍부한 볼거리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벽면에 카드 형태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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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LG하우시스 Z:IN>

등 상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객 만족도
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료제공: 알루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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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 Sports Center
BIT 스포츠센터

중국 베이징의 위성도시 량샹에 새로 건립된 BIT 스포츠센터는 그 부지

또한, BIT 스포츠센터에서 나타난 매개변수적 표현은 중국 후통과 만리

에 내포된 수평성을 그대로 반영하여 시공되었다. 옌산 산맥을 배경으로

장성의 물성에 나타나 있는 회색 일체형 색조를 복원함으로써 베이징의

하고 전경이 눈에 들어오는 이곳에는 모더니즘 및 포스트모더니즘 양식

역사적 맥락을 강조한다. 이 센터의 지붕은 물결 모양을 띠며, 현대식 건

을 띤 BIT 캠퍼스가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그 앞에는 광대한 규모를 자

축기법으로 만리장성의 곡선지면을 재현하였다.

랑하는 도시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BIT 스포츠센터는 BIT의 주요 연구
영역인 ‘진폭’과 ‘궤적 투영’을 기본 구조로 하여 평평한 부지에서 격식을

이 센터에 적용된 장엄한 금속 건축기법은 매개변수적 구조와 함께 BIT

갖춘 표현을 확장함으로써 이 부지 아래에서의 사람들과 생각의 자유로

가 추구하는 과학 및 기술 미학을 나타낸다.

운 흐름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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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ial View ⓒ Horizon

View from Square to the South Elevation ⓒ atelier Alter Architects

Curtain Wall 산책

South Elevation light-on ⓒ Highlite Images

베이징의 혹독하고 긴 겨울을 고려하여, BIT 스포츠센터의 BIT 캠퍼스

BIT 스포츠센터에는 서로 통하는 공간이 많으며, 이를 통해 창의성과 평

는 연면적 15,692 m2의 실내 운동공간을 갖추고 있다. BIT 캠퍼스는 관

가능력을 향상시키고 협력을 유도한다. 이처럼 의사소통이 더욱 유동적

람석 3,000석 규모의 농구장, 10레인 수영장, 무술 · 태권도 · 탁구 등의

이고 자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영감과 적극적인 참여를

경기를 위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해 서로 교류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공간이 형성되었다.

BIT 캠퍼스의 형태는 기후에 맞게 단순하고 조밀한 형태를 띠는 만큼, 기

따라서, 이 센터에서는 다양한 규모와 탄력적인 공간으로 재정의된 공용

존의 대규모 유형을 안으로부터 혁신하는 데 있다. 인간미를 느끼게 해주

공간이 형성되어,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킹, 모임 및 그룹 활동이 가능하

는 풍경은, 외부가 아닌 내부의 계획적 · 공간적 복합성을 구현한다.

다. 또한, 이 센터의 구조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공한다. 즉, 흥미를 자
극하여 영감을 선사함으로써 적극적인 학습을 유도한다.

독일 태생의 미국 건축가 미스 반 데어 로에 (Mies van der Rohe:

50
East Elevation ⓒ Highlite Images

1886~1969)의 〈유니버설 스페이스 (원제: Universal Space)〉와, 영국

공간은 설계와 구획을 통해 도시 차원과 건축물 차원 모두에서 교류가 가

의 건축가 세드릭 프라이스 (Cedric Price: 1934~2003)의 〈펀 팰리스

능하다. 이 센터의 평면도에 의하면, 수영장과 농구장 사이에 끼어 있는

(원제: Fun Palace)〉로부터 영감을 받아 설계한 BIT 스포츠센터는, 풍부

입구 산책로는 북측 캠퍼스와 남측 캠퍼스를 연결한다. 남동측 모퉁이에

한 활동에 대한 시각적 · 물리적 접근을 장려하는, 캠퍼스의 열린 공간을

있는 유리로 둘러싸인 농구장은 거리 생활과 BIT의 경기장과 결합하면

형성한다.

서, 이러한 교차의 도시적 맥락은 ‘활력’과 ‘포용성’으로 재정의된다.

또한, 공간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분야를 뛰어넘어 서로 교류할

인간의 압축되고 연속적인 조리개를 통해 수영장을 바라보면, BIT 스포

수 있다.

츠센터는 중앙 캠퍼스 광장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을 살

51

Curtain Wall 산책

Lobby ⓒ Weiqi Jin

View from the lobby to the Swimming Pool ⓒ Highlite Images

Hallway ⓒ Weiqi Jin

펴보면,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는 투명하게 설계되었으며, 따라서 프로그

가지 기술이 사용된 연구에서 파생된 ‘궤적 포물선’을 따라 떠다니는 ‘날

램을 서로 중첩하여 수직적으로 교류하는 것처럼 나타난다.

아가는 기계’를 건축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3세트
의 ‘궤적 포물선’이 던져 올려짐으로써 3세트의 이중 곡률 표면을 형성한

수영장 뒤에는 태권도 경기장, 탁구 경기장, 테스트 센터가 각각 2, 3, 4

다. 각 곡률 표면 세트는 건물의 지붕이 되는 물결 모양의 부체 (浮體: 떠

층에 위치해 있다. 이들 시설에는 모두 수영장을 향한 다른 조리개가 장

있는 물체)를 이룬다. 물결 모양의 부체는 서로 어긋난 형태를 띠며, 유리

착되어 있으며, 보조 광원으로 채광창을 공유한다.

벽으로 밀폐되어 건물의 명층 (明層: 건조물에서 채광을 위해 지붕 위에
돌출하여 나란히 설치한 높은 창)을 형성한다.

농구장 좌석은 주위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바닥판은 조절이 가능
하다. 또한, 각 공간의 바닥은 서로 연결되어 캠퍼스 전체에 걸쳐 매끄럽

물결 모양의 이 부체는 단면의 높이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입체 골조로

게 결합된다.

구성된다.

3층 플랫폼은 농구장, 입구 산책로, 수영장과, 그 너머 캠퍼스가 내려다

돌출이음 형태의 지붕은 입체 골조의 상단을 덮는 데 사용되며, 입체 모

보이는 전략적 공간에 배치된다.

자이크식 알루미늄 판은 이 입체 골조 아래의 이중 천장에 사용된다.

예술과 과학의 통일을 요구하는 BIT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공 과

예산 · 일정 · 시공 능력의 제약으로 인해, BIT 스포츠센터 공사의 매개

정에서는 과학, 건축, 예술에 대해 이탈리아 미술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

변수 기반 설계는 실행 과정에서 막대한 문제에 직면한 바 있다.

(Leonardo da Vinci: 1452~1519)의 분야 간 교류를 구현하는 것을 다
시 한번 시도하였다.

이 건물은 강풍 지역에 위치해 있다.

BIT 스포츠센터 공사는 다 빈치가 스케치 한 작품 〈날아가는 기계 (영문

또한, 이 건물은 거대한 캔틸레버 (외팔보)의 형태를 띠고 있어, 주위에서

제목: Flying Machine)〉로부터 영감을 받아 시작되었다. 여기서는 여러

발생하는 상승풍에 의해 건축 과정에서 난관을 겪기도 하였다. 이에 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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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modernization, education in China breaks away from

balances its heavy loaded polytechnic studies with art and

the obsolete test-oriented mentality and gradually embraces

sports.Sited in Liangxiang, the satellite city of Beijing, the BIT

the comprehensive learning instead. University, as the

Sports Center, along with the BIT Stadium, frame an entrance

pioneer in school system and in society as well, is urged to

to the extended exurb BIT campus.

invent a new learning model to revolutionize the framework

중을 산출하고 구조 설계를 기반으로 하는 풍동 시험을 실시하였다. 또

눈이 홈통에 도달하여 녹기 전 지붕이 눈을 수용하도록, 지붕의 높이를

한, 방풍 클립을 사용하여 지붕에 돌출이음 형태의 판을 고정하였다.

나타내는 표면의 경사를 설계 과정에서 수정하였다. 그 밖에도 눈막이

in education. Although being an engineering school, Beijing

The project responses to the horizontality embedded in the

Institute of Technology has a legacy of integrating science

site: with the panoramic landscape of Yan-Shan mountain

and humanity and contextualizing them in a larger social

chain as the background, the modernist and post-modernist

context.

campus as the midground, and the ambitious urban parks as

The recent pedagogy of the school consciously counter-

the foreground. The project bases its tectonic on “amplitude”

(snow guard: 지붕으로부터 눈이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도록 차양 가까
또한, 빗물이 유출하여, 지붕의 높이를 나타내는 표면의 볼록한 부분에

이 두는 판 또는 부재)도 추가로 설치되었다.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 부분에 모여 고이는 물은 홍수와 누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구조 설계를 최적화하기 위해 구조공학자들과 집중적으로 협력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설계 단계에서 볼록형 홈통에 더 많은 배수조를

한다. 그 예로, 지붕의 곡률을 변경하여 철재 사용량을 대폭 줄일 수 있었

배치하고 그에 따라 배수관 크기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다. 건설 중 예산 초과 문제에 대해, 우리는 설계를 당초 계획대로 고수하
면서 예산에 맞추어 설계를 통합하고 솔루션을 단순화하기 위해 노력하

폭설 시 내리는 눈이 땅에 직접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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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Elevation ⓒ Atelier Alter Architects

and “trajectory projection”—the major study areas of BIT—

Space is permeable in both urban and architecture scales,

have different apertures into the swimming pool and share its

to stretch its formal expression on a flat site, allowing the free

through plan and section. In plan, an entrance promenade,

skylight as supplemental light source.

flow of people and thought beneath it.

sandwiched between swimming pool and basketball hall,

While the basketball hall seating is elevated, the ground

Besides, the parametric expression of the project also

connects north and south campuses. As the glass enclosing

plate becomes flexible, and programs on the ground are

addresses the historic context of Beijing by reinstating the

basketball hall at the south east corner merges with street

interconnected and join seamlessly into the campus life.

greyish monolithic tone in the materiality of Hutong and

life and the BIT stadium, the urban context of intersection is

The third-floor platforms are placed in strategic points of

Great-wall.The undulating roof of the project recreates the

redefined with vitality and inclusiveness.

space which overlooks the basketball hall, the entrance

curve ground of the Great-wall with modern construction.

The compressed and continuous human scale aperture

promenade, the swimming pool, and the campus beyond.

The project’s austere metallic architecture statement,

at the swimming pool links the sports center to the central

To response to BIT’s call for unity between art and science,

along with its parametric syntax, express the science and

campus square. In section, as program interfaces are

the project attempts to reiterate Leonardo da Vinci’s

technological aesthetics that BIT is striving for.

designed to be transparent, vertical permeability is achieved

interdisciplinary dialogue on science, architecture, and art.

The severe long winter in Beijing calls for 15,692 sm. of

by nesting programs within one and another.

Da Vinci’s drawing of the “Flying Machine” was the initial

indoor athlete space to be add to the new campus by the

Programs behind swimming pool—taekwondo, table tennis

inspiration for the project. The project attempts to build a

sports center. The project encompasses a 3000-seats

and testing center—at second, third and fourth floors, all

floating “Flying Machine” with “trajectory parabola” derived

basketball hall, a 10-lanes swimming pool, and spaces for
martial art, taekwondo, table tennis, etc.
As building form is kept simple and compact for the climate,
the challenge lies in revolutionizing big-box typology from
within; The humanistic landscape is created through crafting
the programmatic and spatial complexity of the interior rather
than the exterior.

With Mies’ “Universal Space” and Cedric Price’s “Fun
Main Stadium ⓒ Atelier Alter Architects

Palace” in mind, the project creates an open field of porous
campus that encourage visual and physical access to
abundant activities.
The transparency in space inspires trans-disciplinary
dialogues among students.

North Elevation ⓒ Highlite Images

The project’s spatial porosity engages creativity, criticality,
and collaboration. New social space typology is invented, as
communication occurs in a more fluid and spontaneous way,
and people are joint together through inspiration and active
participation.
Communal space with various scales and flexible spatial
definitions are thus created for new forms of networking,
gathering and group activities. The architecture offers a new
education model: active learning from being inspired in a
South Elevation ⓒ atelier Alter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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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mulating field.

South Elevation ⓒHighlite Images

Canopy Detail-01 ⓒ Weiqi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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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15692 m²
Year: 2019
Photographs: Weiqi Jin, Horizon Aerial, Highlite Images
Manufacturers: AutoDesk, Chaos Group, Beijing
Bolongsheng Gong Mao, Beijing Hongtai East Star Stone,
CSG HOLDING, Hoogovens Building Systems, McNeel, Qi
Cai Construction, Taitong Environment
Design Team:Zhenwei Li, Kai Qin, Ping Jiang, Wei Huang,
Tongwei Liu, Dehu Du, Jiahe Zhang, Ran Yan, Lairong
Zheng, Jiaming Mei, Lidong Song, Xiaoxiao Zhao, Jingshi
Zhang, Bida Wei, Wei Xiong, Weidi Chen, Xiaoqing Guo,
Xueyun Da, Bo Huang, Leilei Ma, Hui Cao
Clients: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
Engineering:China IPPR International Engineering Co., Ltd.
Landscape:China IPPR International Engineering Co., Ltd.
Design Consultant:Beijing Hanhua Architectural Design
Co.Ltd
Curtain Wall Consultant:PAG Façade Systems Co., Limited
Lighting Consultant:Jingyunyoujin Lighting Technology
(Beijing) Co., Ltd. Zhongchen Yuanzhan (Beijing) Lighting
Design Co., Ltd.
Acoustic Consultant:China IPPR International Engineering
Co., Ltd.
Collaborators:Beijing Hanhua Architectural Design Co.Ltd
Roof Detail ⓒ atelier Alter Architec ts

Soffit Detail ⓒ atelier Alter Architects

Roof ⓒ Atelier Alter Architects

from Polytechnique studies. Three sets of “trajectory

constrains, the parametric design of the project encounters

In order to prevent heavy snow from falling directly

parabola,” drawn across sky, are loft to obtain three sets

tremendous challenges during its execution.

onto the ground, the design modified the slop of the

of double curvature surfaces; each set of curve surfaces

The project locates in a strong wind zone.

topological roof surface to have the roof hold the

forms a undulating volume to be the roof of the building; the

The huge cantilever was challenged by the uplifting

snow before it melted into the gutter, and snow guard

discrepancies between the undulating volumes are sealed

wind pressure of the site. A wind tunnel test was done to

was also used in addition.

with glass wall to form the clerestories for the building.

understand the wind load and base the structure design

We collaborate intensively with structural engineers to

The undulating volumes is constructed in space-frame to

upon. Besides, wind-resisting-clips were also used to secure

optimize structure design; by reshaping the curvature

accommodate the topological changes in section.

the standing-seam panels on the roof.

of the roof, we were able to reduce the usage of

Standing-seam roofing is used to cover the top of the space-

Also, rainwater runoff represented a substantial problem

steel tremendously. For the over budgeting problem

frame while three dimensionally tessellated aluminum panels

for the convex part of the topological surface of the roof, as

during construction, we tried to integrate design and

are used for the suspended ceiling beneath the space-

water collected there might cause flood and leakage.

simplify solutions to meet the budget while keeping

frame.

The design solution was to place more catch basins in the

the design intact.

Due to budgetary, scheduling and construction ability

convex gutter, and enlarge drainage pipe size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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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son de l’Ordre des Avocats
파리 변호사협회 본부

프랑스 파리 변호사협회 본부인 MOdA (Maison de l’Ordre des

Batignolles)과 카르디네 가 (Rue Cardinet)로 둘러싸여 있다.

Avocats)는 현재 파리 17구에 건설 중인, 법조계 종사자들이 근무할 건
물들로 구성될 법조타운 (Cité Judiciaire)의 핵심 건물이다. MOdA는 투

MOdA의 주변에는 대형 사무실 건물과 아파트 건물이 있으며, MOdA의

명함을 상징으로 하며, 이 투명한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활, 활동, 오

개발지의 두 가지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는 모습을 이 건물 밖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다. MOdA는 규모가 훨씬

- 새로 건설될 법원 (Palais de Justice): 이 법원은 파리 지방 사법경찰

더 큰 파리 법원 통합청사와 어울리고 이 청사의 위치를 쉽게 찾아낼 수

청 (Direction Régionale Police Judiciare de Paris), 파리 변호사협회

있도록 위치해 있으며, 그 자체로 분명한 독립체로서 자랑스럽게 독립적

(Maison de l’Ordre de l’Avocats)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은 함께 새

으로 서 있다. MOdA는 아래에 지하철이 지나가는 부지에 건설 중인 만

로운 법조타운을 구성한다.

큼 정교한 구조를 띠고 있으며, 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공공

- 마틴 루터 킹 공원 (Martin Luther King Park): 이 공원은 도시의 공

도시 공간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원이자, 휴식을 위해 조성된 녹지공간인 동시에, 부지 전역으로부터 오는
길이 만나는 지점이며, 도시 활동을 주도하고 활성화할 보행자 전용구역

새로 조성될 법조타운은 파리 북서부 클리시 바티뇰 (Clichy

이기도 하다.

Batignolles) 개발구역에 위치해 있다. 이 구역은 북쪽으로는 포르트 드
클리시 가 (Avenue de la Porte de Clichy), 서쪽으로는 파리 외곽순

MOdA의 설계는 세 가지 핵심 아이디어에서 비롯된다.

환도로인 페리페릭 (Périphérique), 남쪽으로는 생 라자르 역 (Gare St.
Lazare)으로 향하는 철도 노선, 동쪽으로는 바티뇰 광장 (Square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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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투명성’이다. ‘투명성’은 사회정의 유지를 책임지는 기관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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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상징적 이상이다. MOdA 빌딩은 이 이상을 구현할 뿐 아니라 이

법정 앞의 중앙 광장을 향해 있다. 이 광장은 단단한 구조물 표면과 어린

협회장실이 들어선다. 즉, 이들은 변호사 업무에 필수적인 장소로, 법정

이 빌딩 중심부 1층 양쪽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한편, 강당 아

를 널리 전하기도 할 것이다. 이 건물의 외관은 매우 투명하여, 건물 내에

나무 및 크게 자란 나무와 섬세하게 어우러진 공간이다. 마틴 루터 킹 공

에서 단 몇 걸음 거리에 있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이 공간

래의 깎아낸 형태의 경사면에서는 베르시에 대로 (Boulevard Berthier)

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과 내용을 볼 수 있다. 파리 사법부에 대한 새로운

원을 보완하는 이 광장은 만남의 공간이자 교류의 장이 되는 한편, 지역

내의 다양한 기능의 구성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 크게

를 통해 마틴 루터 킹 공원이 눈에 들어온다. 정면의 일부에 해당하는 이

이미지의 한 부분으로, 계단, 도서관, 거래실, 중역 회의실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삶을 위한 새로운 공공 공간이 될 것이다.

영향을 받았다.

부분은 중앙 광장보다 더 돌출되어 있으며, 두 개의 가느다란 강철 기둥

MOdA 빌딩 정면 안쪽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활이 들여다보인다. 건물의

에 의해 지지된다. 복잡한 기능적 · 건축적 요구와 부지 특성상의 제약에

형태 역시 그 일부이다. 정면의 평면은 경사져 있어, 바로 뒤에 있는 강당

앞서 기술한 두 가지 요소와 분리할 수없는 세 번째 요소는 ‘기능’이다.

MOdA 빌딩의 일부는 전통적인 방식의 기초공사가 어려운 파리 지하철

도 불구하고, MOdA 빌딩은 최대한 밝고 투명하게 보이도록 설계되었다.

의 모양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또한, 건물의 옥상 테라스의 높이는 법정

MOdA는 파리 시내 중심부의 도핀 광장 (Place Dauphine)에 있는 기

역 바로 위에 위치해 있다. 이에 거대한 캔틸레버 (외팔보)를 강철로 시공

동시에, MOdA 빌딩의 지붕 테라스는 법원의 지붕 테라스와 정렬되어 있

의 밑창돌과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어, ‘평등’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강조

존 MOdA 사무실과 함께 파리의 법조계 종사자들의 주요 활동무대이자,

함으로써 이를 설계에 포함할 수 있었다. MOdA 빌딩의 앞부분은 포르

어, 중앙 광장의 틀을 형성하는 주요 건축물로서 인상적인 수평선을 생성

한다.

새로 건립될 법원 내부에 조성될 전용 공간이 될 것이다. 새로 개장하는

트 드 클리시 가 (Avenue de la Porte de Clichy) 방향으로 갈수록 점점

한다.

MOdA 빌딩에는 170석 규모의 강당과, 도서관, 변호사협회의 행정 기관

더 가늘어지며, 두 개의 주요 정면의 양쪽에 위치한 철제 기둥 및 장력막

및 사무실, CARPA (변호사 지급보증기금) 사무소, 중역 회의실, 변호사

대 시스템에 매달린 형태를 띤다. 이러한 방식으로 건물을 지탱함으로써,

두 번째 아이디어는 건물의 맥락과 관련이 있다. MOdA의 주요 정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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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Paris Bar Association), is an integral part of the new

site is bounded by the Avenue de la Porte de Clichy to the

Cité Judiciaire, a group of buildings dedicated to the legal

north, the périphérique city ring-road to the west, the rail

profession,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in Paris’s 17th

lines into the Gare St Lazare to the south, and the Square de

arrondissement. Symbolically transparent, the life of the

Batignolles and Rue Cardinet to the east.

building, its activity and its comings and goings, will be

With large office and apartment buildings around its

clearly visible through its facade. The MOdA is sited so that

periphery, the heart of the development centres on two key

its building fits with and references the much larger Paris

elements:

Courthouse (law courts) building, while standing proudly

-the new Palais de Justice (the law courts), with which are

independent from it, a clear entity in its own right. Structurally

associated the Direction Régionale Police Judiciare de Paris

sophisticated to deal with a site that sits on top of the Metro,

(the regional judicial police headquarters), and the Maison

it is also an important part of the new public urban spaces

de l’Ordre de l’Avocats, (the Paris Bar Association) and

being generated here that will invigorate this neighbourhood.

which together constitute the new Cité Judiciaire;

The new Cité Judiciaire is in the Clichy Batignolles

-the Martin Luther King park, a green lung for the city, a

development zone, in the north-west corner of Paris. The

planted, green space for relaxation, but also the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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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LaurianGhinitoiu

point of routes across the site, a pedestrianised area that will

the level of the building’s roof terrace is perfectly aligned

drive and animate urban activity.

with that of the first layer of the law courts, demonstrating an

Three key ideas guided the design of this building.

important equality.

Firstly, transparency – an important symbolic ideal for the

The second idea relates to the building’s context. The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maintaining justice. The MOdA

MOdA’s main facade is orientated towards the main

building will not only embody this ideal, but communicate

concourse in front of the law courts, a space that is a

it too. With its highly transparent facade, the building’s

carefully modulated mix of hard surfaces and planting

architecture puts everything inside on display, activity and

and mature trees. Supplementing the Martin Luther King

contents. As part of this new image of justice for Paris, the

park, this square will serve as a space for meeting and a

staircases, the library, the salle des marchés (the trading

place for exchange, a new public space for the life of the

room) and the board room and all the life of the building is

neighbourhood.

clearly visible behind the facade. The shape of the building

The third factor, inseparable from the first two, is functionality.

is part of this too: a sloping plane on the facade clearly

The Maison de l’Ordre des Avocats will become the principal

references the shape of the auditorium just behind it, and

site in Paris for bar professionals, alongside the ex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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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A offices on Place Dauphine (in the centre of Paris), and

The organization of the various functions within this space

a system of masts and tension rods located on each side

complexity of its functional and architectural aspirations, and

dedicated spaces to be created inside the new Palais de

was strongly influenced by the desire to make them easily

of the two principal facades. Lifting the building in this way

the constraints of the site, the building has been designed

Justice. The new building will house a 170-seat auditorium,

accessible.

also creates the potential for extra transparency at ground

to appear as light and transparent as possible. At the same

a library, the administrative bodies and offices of the Bar

Part of the building is positioned directly above a Paris metro

floor level to either side of the building’s core. Meanwhile the

time, the alignment of its roof terrace with that of the law

Association, the offices of CARPA (the Lawyers’ Pecuniary

station which limits the scope for traditional foundations. By

cut away slope under the auditorium opens views through

courts generates a strong horizontal that frames and anchors

Payment Fund), the board room and the Bar President’s

constructing in steel, huge cantilevers can be incorporated

to Boulevard Berthier and Martin Luther King park. This

the concourse.

office; in short a place essential to the lawyers’ work, only

into the design. The nose of the building, where it tapers

section of the facade which also oversails the concourse,

two steps from the law courts, but free of its constraints.

towards Avenue de la Porte de Clichy, will be suspended via

is supported by two slim steel columns. Despite the dense

CLIENT Ordre des Avocats de Paris + SogelymDixence
DESIGN Renzo Piano Building Workshop,
architects
DESIGN TEAM B. Plattner, P. Colonna (partner
and associate in charge), S.Cimino, C.Guézet
with S.Giorgio-Marrano, C.Maxwell-Mahon,
J.Moolhuijzen (partner); A.Bagatella,
D.Tsagkaropoulos (CGI); O.Aubert, C.Colson,
Y.Kyrkos (models)
CONSULTANT SAIA Ingénierie (structure, MEP,
sustainability, civil engineering); RFR (façade);
Franck Franjou (lighting); Meta (acoustics);
Labeyrie & Associés (A/V systems); NAMIXIS
(fire prevention); Origoni & Steiner (graphics);
SLETEC (cost consul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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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베이 인터내셔널 센터

슈베이 인터내셔널 센터는 중국 광둥 성 뤄후 구 남동부에 위치해 있으

(Andy Wen) 박사는 자신만의 접근법으로 이 센터의 복합적인 외관을

며, 서쪽을 향해서는 광대한 도시 공원의 녹지를 내려다보고 있다. 이 센

설계하여 그 디자인에 풍부하고 현대적인 매력을 부여하였다. 공공 공간

터는 고밀도 상업용 · 주거용 건물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나, 이 센터가 속

은 옥상 녹지와 하늘 정원으로 단장되어, 건물 · 도시 · 사람들 사이의 자

한 개발지는 주위에 자연 경관을 확보하기 위해 원형 녹지 시스템으로 설

연스러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계되었다. 슈베이 인터내셔널 센터를 설계한 대만 태생의 건축가 앤디 웬
슈베이 인터내셔널 센터의 디자인은 다양한 높이의 공공 공간을 통합한
다. 이 센터의 옥상에는 하늘 정원을 조성하였고, 야외 계단에는 설계에
따라 조경을 하였으며, 옥상 기단 (基壇: 주위 터보다 약간 높게 설치한
Architects
Aedas

단) 주위에도 녹지를 조성하였다. 따라서, 이 센터에는 업무 · 생활 · 여
가활동 모두가 가능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Area
105000m²
Year
2020
Photographs
CreatAR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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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몬드 인터내셔널 빌딩은 도심의 맥락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으며, 독
창성과 혁신을 구현한다.
이 빌딩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중국의 민족종교인 도교의 이념이 이 빌딩
의 윤곽에 절묘하게 통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빌딩의 수직 형태는
대나무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이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도교 우주론
을 통해 도교와 자연 사이의 연결을 암시한다. 도교 우주론에서는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으며,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라고 주장한다.

슈베이 인터내셔널 센터에는 A등급 사무실, 보석 및 생활용품 쇼핑센
터, 식당가, 엔터테인먼트 및 기타 다양한 시설이 함께 입점한다. 사무
실과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타워에 위치하며, 상업시설과 보석
전시 센터는 저층부에 위치해 있어 저층부 입구를 통해 편리하게 접근
이 가능하다.

광대한 녹지는 주변 지역과 통합되고 도시의 경관을 자연스럽게 향상시

그몬드 인터내셔널 빌딩의 디자인은 중국 전통 대나무에서 영감을 얻은

키는 기능을 한다. 건물 저층부를 따라서는, 벽면을 따라 구부러진 형태

것으로, 번영을 상징하고 기업의 덕목과 무결성을 나타낸다. 미니멀리즘

가 특징인 초대형 LED 스크린이 설치되어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를 나타

양식으로 설계된 이 빌딩은 위로 올라가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파인 틈

낸다.

형태의 마디로 나뉜다.
이 디자인은 대나무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며, 주변 지역의 발전을 밀접

웬 박사는 “슈베이 인터내셔널 센터가 속한 그몬드 인터내셔널 빌딩

하게 반영한다. 저층부는 넓은 대나무 잎의 윤곽을 본떴으며, 곡선 윤곽

(Gmond International Building)은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다. 이

과 LED 스크린으로 이 건물의 상업시설이 밀집한 층을 둘러싸고 있다.

빌딩의 LED 스크린은 스카이라인의 초점으로서, 눈 (eye)에서 영감을

밤에는 줄무늬 형태의 빛이 고층부인 타워를 비추며, 도심의 도시 구조를

받은 독창적인 중심물이며 이웃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나타낸다.”라고 소

반영하는 LED 조명으로 건물과 건물 주위를 밝게 비춘다.

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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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ject is located on the Southeast side of the Luohu

outdoor staircases and greenscaped rooftop podiums, the

District and overlooks the vast greenery of urban parks to

development is equipped with space to accommodate work,

its West. Although high-density commercial and residential

live and recreate activities. Extensive greenery is used to

buildings surround the project, the development is designed

integrate into the surrounding neighbourhood and enhance

with a circular green space system to ensure that the

the city’s urban landscape seamlessly. Distinguished by its

development is enveloped with a natural landscape. Dr.

curved silhouette, an extensive LED screen sits along the

Andy Wen’s unique approach to the project’s complex texture

base of the building and showcases the city’s vibrant energy.

lends the design a rich and contemporary appeal. The
public space is redefined with elevated greenery and a sky

“The Gmond International Building is the tallest in the area.

garden to create natural synergy between the architecture,

As the skyline’s focal point, the distinct eye-inspired LED

the city and its people.

screen is a centrepiece and represents attentive regard for
the neighbourhood.” – Dr. Andy Wen

The project’s design incorporates public space on multiple
levels. Designed with sky gardens on towers, landscaped

The design draws inspiration from traditional Chinese

bamboos to symbolize prosperity and represent the

The design integrates subtle Taoist ideologies into the

corporation’s virtue and purity. The minimal tower is

outline of the building. The verticality of the bamboo-inspired

distinguished by openings along each node as the volume

building alludes to the connection between Taoism and

gradually peaks. Inspiration from bamboos closely reflect the

nature through a well-known Taoist cosmology: “Tao gives

development of the surrounding neighbourhood. The podium

birth to One, One gives birth to Two, The Two gives birth to

adopts contours of a wide bamboo leaf and wraps around

Three, The Three gives birth to all universal things.“

the commercial portion of the building with a curved outline
and LED screen. At night, a stripe of light illuminates the

The project integrates Grade-A offices, a jewellery and

tower and lightens the development with LED lights to echo

lifestyle shopping centre, food and beverage, entertainment

the city’s urban texture.

and various other functions. Office and apartments are
located in the quieter towers while commercial and jewellery
exhibition centres are conveniently located and accessible

Fir mly rooted in the context of the city, the Gmond

through the podiums.

International Building embodies originality and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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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최초의 목조타워

에너지 효율과 자원보존에 대한 길을 열고 있는 호호 비엔나의 건축의 비
밀을 살펴 보겠다.

ⓒ Thomas Lerch

HoHo Wien 프로젝트 - Edgetech슈퍼 스페이서 ®
호호 비엔나는 온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목재 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이 빌
딩은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목재 건설의 마천루와 같은 프로젝트이다.
이 건축물은 단열성, 자원보존성, 효율성 및 방음 특성이 모두높은 성능
을 보여주어, Gold LEED 인증서와Gold EGNB(Oustrian Sustainable
Building Council) 인증서를 수여 받은 프로젝트이다. 특별히Edgetech
의 Super Spacer® 웜엣지스페이서 (단열간봉) 시스템을 적용한 6,000
평방미터 면적의 고효율 복층유리를 채용하여 에너지절감을 극대화 하였
다.
이 프로젝트에 사용된 복층유리는Warm Edge Spacer인 Super
Spacer로 제작된 3중복층유리(Triple IG)로써 Petschenig glastec

ⓒ Thomas Lerch

GmbH가 제조하였으며, 0.5 W/(m²K)의우수한 Ug 값을 달성하여 일반
복층유리와는 차원이 다른 열관류율을 실현하였다.

수들 중 하나로 간주된다. 건물의 74%가 목조로 만들어져서 철골과 콘
요람에서 요람까지 - 이 프로젝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용된 원료가

크리트를 사용한 유사한 건축물에 비해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2,800톤 줄

환경적으로 유해한 물질과 폐기물을 남기지 않고 지속적인 생물학적 또

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목조로 지어진 프로젝트이다. 나무에는 천연이산

는 기술적 주기로 재사용 되었다는 것이다. 건설업은 이 요람에서 요람까

화탄소 저장기능이 있다. 시멘트나 철근 콘크리트 제조때 보다 나무가 시

지의 원칙이 현재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데, 잘

공시 훨씬 적은 에너지가 사용되며, 재활용 가능한 방식으로 지속해서 재

알려진대로 건설의 주재료인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전세계 CO2 배출량

배하고 가공하는 목재는 결국 요람대요람 의 원칙에 따라 귀중한 자원창

의 약 8%가 발생된다. 시멘트 산업이 한나라라고 친다면 세계 이산화탄

고 이다..

소 배출량이 중국과 미국에 이어 시멘트가 3위를 차지 할 정도 이다. 그

ⓒ cetus Baudevelopment+kit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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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의 절반은 화학적 과정중에 방출되며, 따라서 이 비율 또한 재생 에너

RüdigerLainer와 Partner architect’s office가 설계한 호호 비엔나는

지를 사용한 생산을 통해 0으로 감소 되지 않을 수 있다. 건설 붐으로 인

유럽 최대 도시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인 아스페른 제스타드의 랜드마크

해 건설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천연자원을 소비하고 있는 산업분야

가 되고 있다.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로써 24층, 84m 높

이며, 그결과 건설 산업에서 발생하는 광물건설과 철거폐기물로 말미암

이의 타워로 이루어져 있으며,15층과 9층짜리 2개의 추가 타워가 도킹되

은 거대한 쓰레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또한 모래와 자갈과 같은 자연 건

어 건물이 상호 지지되도록 하였고,바로 옆에는 호호 넥스트가 있다. 약

축자재는 점점 부족해지고 있으며,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 많은곳에서 상

19,500 평방미터의 호호 비엔나 단지에는 호텔뿐만 아니라 식당, 사무

당한 환경적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 서비스 아파트, 피트니스 공간도 갖추어져 있다..

목재 콘크리트 혼성공법 (두가지 재료의 장점을 모두 살린 공법)

목재 콘크리트 합성 건축물로 세워진 호호비엔나는 화재 안전상의 이유

이에 따라 호호베엔나 프로젝트는 많은 건축가들에게 목재의 재생 가능

로 건물 내부는 계단, 엘리베이터, 공급축등을 포함하는 견고한 철근 콘

한 원료는 건설산업의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주요한 조정 가능한 변

크리트 코어로 구성되어있다. 콘크리트 코어를 중심으로 미리 조립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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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 목재 구조물이 배열 되어 있으며, 적용되는 방화요건으로 인해 목재

전체적으로 호호위엔은 1층부터 74%에 달하는목재가 큰 비중을차

전면에는 천연 원료로 만든 섬유 시멘트 패널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였다.

지하고있다. 캐럴라인 팰피(Caroline Palfy) 프로젝트 개발자겸cetus

Spruce(스프루스-가문비나무) 로 만든 벽과 천장은 표면에 아무런 가공

Baudevelopment GmbH사의 전무이사에 따르면, 동일한 유형과 크기

을 하지 않아 더욱 더 강렬하고 관능적인 나무의 특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의 기존 콘크리트 철근 건축물에 비해 2,800톤가량의 CO2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목재는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토종산림에서 독점적으로 파
생되었기 때문에 짧은 교통로를 추가할 수 있는데, 이는 골드LEED 인증
서의 요건 중 하나이다. Caroline Palfy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프로
젝트의 목재소비량은 단 1시간17분만에 오스트리아 숲에서 다시 자라나
는 양과 같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매년 재배되는 3,000만 입방미터의
목재중 2600만 입방미터가 사용되며, 나머지인 400만 입방미터는 숲에

ⓒ cetus.at+Thomas Lerch

ⓒ cetus.at+Thomas Lerch

ⓒ cetus.at+Thomas Lerch

ⓒ Erich Reisman

남아있어, 지속적으로 목재의 재고를 늘리고 있는데, 이것은 1입방미터
의 목재가 매초마다 다시 자란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건물벽의 구성-인상적인 팀 워크
원래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두장으로 구성된 창문이 계획 되었으나, 비바
람의 저항성 측면에서 구조적 재검토가 필요했다. 따라서, 창호 제조 업체
인Katzbeck은오스트리아의Holzforschung Austria(오스트리아목재연
ⓒ cetus.at+Thomas Lerch

구소)와 협력하여 낙상 보호장치인 멀리온이 달린 두장의Spruce목재 알
루미늄 창문으로 구성된 솔루션을 개발하였다. UNIGLAS 탑퓨어 FLS
가 탑재되고 3중유리를 채용하여 단열성능이 우수한 복층유니트 1,100
여장은 비엔나 출신의Petschenigglastec GmbH 사가 파사드용으로 공

ⓒ cetus Baudevelopment+kito.at

급 하였다. 외측창은 음향 공학상의 이유로 접합 안전유리로 되어 있으

에 목재를 사용하는 것이 활성화 되고 있다. 호호 비엔나의 모듈식 건축

한 질문은 호호 비엔나과 같은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에서는 있을 수 없는

며, 내측창은 단창 안전유리로 되어 있다. 고효율 에너지성능을 가진 복층

원리는 단순함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 인상적 이다. 몇 개의 견고한

질문”이라고Petschenigglastec GmbH의 Hanspeter Petschenig 상

유리의 제작을 위하여 Hanspeter Petschenig는 단열간봉으로 Super

목재 구성요소의 반복도를 높여 비용 안정성은 물론, 날씨와 관계없이 연

무는 설명하며 이 프로젝트에서 얻은 낮은 열전달 값은 수퍼스페이서가

Spacer® T-Spacer™ Premium Plus선택하였다.덕분에 3복층유리는

속적으로 조립할 수 있어 시공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RWT Plus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열에너지 관점에서 뛰어난 0.5 W/m²K의 Ug 값을 달성하고 유리 엣지

구조 엔지니어들은 Richard Woschitz의 지도 하에 호호 비엔나를 위해

열전도율은 0.033 W/mK의 Psi 값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체창문의

특별히 시스템 노드를 개발했는데, 이 시스템 노드는 목재 콘크리트 복합

“호호 비엔나는 에너지의 효율과 자원의 최적화에 대한 길을 열고 있으

Uw 값은 0.78 W/m2K이고, 총 태양 에너지 투과율은 49%이다.

천장, 목재 기둥, 빔 및 벽 요소의 조립식 요소로 형성되어 있다. 이것은

며, 우리는 이를 위해 수퍼스페이서가 공헌할 수 있었음을 자랑스럽게 생

다음 조립전 단계는 Hasslacher Norica Timber에서 수행 되었는데,

금속 연결을 위해 용접 작업이 필요한 철재를 사용하는 방식과는 달리 목

각한다.”라고 Edgetch 유럽의 부사장인 Joachim Stoss 는 자부심을 가

이 회사의 General Contractor인Handlacher가 파사드의 최종 조립전

조 주택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품들은 제때에 공급 되었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양중하고, 장착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방화, 방음, 풍속 흡입 부하와 관련된 정교한

뿐만 아니라, “ Flexible스페이서(간봉)는 복층유리의 생산에도 큰 이점을

Ethernit 섬유시멘트로 피복한 불투명벽의 U값 0.182 W/m2K도 건물

기술 예비 시험도 후속 프로젝트를 위한 획기적이다. 오스트리아

제공한다는 점 입니다. 수퍼 스페이서® 는 로봇에 의해 제어 생산되어

의 우수한 단열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Holzforschung 에 따르면 창호 및 벽은 4,425 Pa의 풍압에 아무런 어려

마지막 밀리미터까지 정밀하게 적용, 생산되며, 수퍼스페이서의 도입 덕

움 없이 견디고 있다고 한다.

분에 자동 복층유리 생산 라인을 구현하여 경제적인 복층유리 생산이 보

에 크로스라미네이트 목재로 만든 벽에 창문을 장착 하였다. 벽의 구성

경제적이면서 작업공간을 절약하며 연속적으로 제작
ⓒ cetus Baudevelopment+kito.at

78

지능형 프리 캐스트 모듈러 시스템의 등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고층건설

장됩니다”라고 Hanspeter Petschenig 상무는 거듭 강조하고 있다.
또한 “물론 복층유리의 간봉을 반드시 단열간봉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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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해외뉴스

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스마트화 투자도 확대 편성하였다.
* SOC 디지털화 예산 : (’20년) 8,140억원 → (’21년안) 14,974억원 (R&D포함)

- 2021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0년 첫 도입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배수시설 개폐 : 인력→원격
중량화물 운반
파워캐리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1일 발표된 `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21년 공공건축물(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1,085동, 공공임

계획안이 전년대비 13.2%(+6.6조원) 증가된 56.7조원이라고 밝혔다.

대주택 8.2만호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자동제어)은 `21년 정부안에 확대*(1,217개소 설치) 반영하였다.

고속 분류기(4m/s)

*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예산 : (’20년) 900억원 → (’21년안) 1,800억원

(SOC디지털화) `21년은 SOC와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기존 기반시설

- 도로·철도 시설 등에도 IoT 센서 등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공공건축물) ’20년 3차 추경 2,276억원 → ’21년 예산안 2,276억원

예산은 23.1조원으로 전년대비 12.9% 증가(+2.6조원)되었으며, 기금은

《 (참고) ’21년 SOC디지털화 주요사업(안) 》

(공공임대주택) ’20년 3차 추경 360억원 → ’21년 주택도시기금안 3,545억원

33.6조원으로 전년대비 13.3% 증가(+4.0조원)되었다.
(물류인프라) 코로나 19 확산기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물류분야는 국
이번 예산·기금안은 ‘코로나 19 위기’와 ‘구조적 변화’라는 특별한 상황

가차원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에 대응하여 투자를 강화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 물류인프라 구축 예산 : (’20년) 62억원 → (’21년안) 319억원

국토부는 `21년도 예산·기금 사업을 준비하면서, ①위기극복과 미래 준

확대 편성된 예산은 낙후된 물류센터의 혁신적 개선, 민간 물류센터 투자

비(+1.1조원), ②국민안심을 위한 국토교통 안전강화*(+1.0조원), ③지

확대의 마중물 제공에 중점을 두었다.

《 (참고) ’21년 물류 인프라 강화를 위한 주요사업(안) 》
사업

정부안
(억원)

주요내용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도 증액(+4.0조원) 편성하였다.

스마트 공동물류
센터 건립지원

59

중소택배업체 등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류센터를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
에 조성

주요 특징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노후물류기지 스
마트 재생

3

노후된 기존 물류기지에 디지털 장비 등
을 결합하는 재생사업 추진(21년 기본계
획)

또한, 취약계층이 주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거급여 예산을 확대편
성(+0.4조원)하였으며, 무주택 실수요자 금융지원과 임대주택의 원활한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
’20년 예산 1.7조원 → ’21년 예산안 2.5조원 (※주택도시기금(안)
0.4조원)

정부안
(억원)

주요내용

첨단도로교통체계

5,785

교통안전, 교통정보 등을 지원하는 ITS 4,133km,
자율차 지원 인프라(C-ITS) 500km 등

도로유지보수

180

비탈면 산사태 감지 IoT 시스템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490

터널 원격제어, 교량 IoT 관리시스템

자율자동차 상용화

296

자율차 시험환경 고도화, 통신보안체계 확립, 자율주행 서비스(셔틀 등) 시범운영

철도 스마트SOC

2,682

시설물 IoT 센서 구축, 스마트 철도 건널목, 스마트 철도역사 구축 등

열차 유지보수 검측

276

운행열차에 센서를 부착하여 선로 자동점검

공항

스마트 공항 구축
(생체인식시스템 구축)

68

전국 공항 비대면 탑승수속 시스템 구축

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1,800

하천 배수시설 원격,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도로
및
자동차

철도

역의 활력 제고(+0.8조원) 측면의 투자를 증액 편성하였다.
* 안전분야 예산은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 카테고리와 일부 중복

사업

분야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

108

디지털 물류실증
단지 조성

60

물류회사가 로보틱스, 인공지능 보안 등
스마트기술 도입시 융자 이자지원

스마트시티는 `21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기존 검증된 솔루션을

(디지털트윈) 자율차, 드론 등 신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全 국토를 데

전국 지자체에 보급하는 사업을 편성하였다.

이터로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사업도 확대 편성하였다.

* 한국판 뉴딜 스마트시티 예산 : (’20년) 1,342억원 → (’21년안) 2,061억원

* 디지털트윈 관련 예산(3D지도구축, 정밀도로지도, 공간정보 공동활용체계 등) :

☞ ’21년안에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신규사업 502억원 포함

(’20년) 892억원 → (’21년안) 1,584억원

※ 108억원 국비 지원으로 약 5,000억원
이상 민간투자 유발 예상

《 (참고) 디지털 트윈 활용사례 》

물류시범도시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물
류 서비스 실증 지원

`21년도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에 따른 경제·일상생활의 위축과 중단 리
스크를 극복하고, 미래도약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사

《 (참고) 물류센터 內 스마트 인프라 사례 》

스마트교차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스마트횡단보도

자율 드론 활용 등

업을 본격 편성*하고, R&D 사업을 증액**하였다.
* 한국판 뉴딜 사업 : ’20년 1.2조원(예산) → (’21년안) 예산 2.0조원+기금 0.4조원
** R&D 투자 : ’20년 5,247억원 → ’21년안 6,006억원

(그린리모델링)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건축산업·일자리 육성을 위
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편성하였다.

80

자율운송 로봇
(한국형 KIVA)

자동 화물 반출입
시스템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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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뉴스

재난·안전·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에 대응하고, 30년 이상 노후

< 바람길 분석 >

|

정책뉴스

|

해외뉴스

(하천분야) 홍수 등의 예방을 위해 국가 하천정비와 유지보수 예산을 확

횡단보도 조명시설

화된 SOC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1년도에는 국토교통 안

대 편성(※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포함)하였다.

전분야*를 약 20%(+1조원) 확대 편성하였다.

*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 예산 : (’20년) 2,724억원 → (’21년안) 4,129억원

* 관련 R&D 및 한국판 뉴딜 예산 일부 포함

국가하천정비 사업 예산 : (’20년) 3,415억원 → (’21년안) 3,513억원

< 오염사고 확산 분석 >

< (참고) 하천정비 사례 (경남 남강 생초지구) >

국토교통 안전 분야 주요 부문별 `21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하천구역 정비 전

하천구역 정비 후

(도로분야) 교량 등 노후화 추세 등에 맞춰 1·2종 대형시설의 보수예산
등을 확대하고, 그간 안전대책의 추진 예산을 편성*하였다.
< 교통 시뮬레이션 >

< 대피경로제시 >

*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20.1월) : 설해대응 투자, 도로표지정비 등 강화
’20~’23 도로교통안전 강화 특별대책(’20.5월) : 과속카메라 확대, 보도설치,

《 (참고) 자율차 지원 등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구축 사례 》
정밀도로지도 완성
(점·선·면+속성)

도로 스캐닝

(철도분야) 전기설비와 교량·터널 등 기반 SOC의 노후도가 높은 점을 감
안하여 시설보수 확대·개량 등 예산을 편성하였다.

횡단보도조명, 마을주민 보호구간 확대, 위험구간·사고잦은 곳 개선 등

일상생활에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 조명설치,

일평균 8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지하철(도시철도)은 운행중단·사고 등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상(176억원), 사고

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 개선 지원예산을 편성하였다.

피해 취약계층 지원(217억원) 등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자동차사

도로포장 보수, 도로변 보도 설치 등 생활 SOC도 지속 추진된다.

고피해지원기금에도 501억원 편성하였다.
《 (참고) ’21년 철도 안전 분야 주요사업(안) 》

《 (참고) ’21년 도로안전 분야 주요사업(안) 》
정부안
(억원)

사업
(R&D) 그간 2%대 성장하였던 국토교통 R&D 투자는 부품 국산화, 산업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8,601

지원 등을 위해 14%이상 확대* 편성하였다.
* R&D총액 : 최근 5년평균 4,790억원 → ’20년 5,247억원 → ’21년안 6,006억원

《 (참고) ’21년 R&D 주요사업(안) 》
사업

정부안
(억원)

주요내용

철도차량부품
개발

152

철도부품 기업 경쟁력 제고 및 부품산
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산화 지원 등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251

건설산업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를 위한
기술혁신 및 스마트 생태계 조성 등

자율주행기술
개발 혁신

273

자동차-ICT-도로교통 융합 신기술 서
비스 및 표준 등 개발 등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배송 인프라
혁신기술개발

1,482

생활물류배송 및 인프라 구축 기술, 물
류 디지털정보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등
개발 등

정부안
(억원)

주요내용

일반철도 안전 및 시
설개량

11,512

수도권 신호시스템 안정화, 선로전환기
개량, 전기설비 개량, 선로 개량, 소방
안전시설 정비, 교량구조 개선 등

고속철도(KTX) 안전
및 시설개량

1,462

전기설비 개량, 교량 내진보강 등

369

내구연한 경과 및 안전에 취약한 서울·
부산 도시철도의 전기설비 등 개선

주요내용
노후교량 개축 등 교량기능개선, 교량
및 터널보수 방호울타리, 횡단보도 조명,
보도 설치 등

6,644

포트홀 등 도로포장 보수, 위험비탈면
정비 등

도로병목지점 개선

1,666

교차로 개선, 오르막/단구간 개선, 입체
횡단 차로, 버스정차대 설치 등

위험도로개선

1,482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로의 선형 개
선등

도로유지보수

사업

《 (참고) 생활 속 도로안전 시설 구축 사례 》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지역의 활력 제고
’20년 예산 10.7조원 → ’21년 예산안 11.4조원 (※주택도시기금(안)
0.6조원)

`21년에는 침체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주요 간선교통망을 확충하는 사업을 확대 편성하였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19.1월 발표한 예타 면제사업의 본격적추진을
뒷받침하고자 3,765억원(’20년 1,116억)을 편성하였다.
< (참고)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사업 사례 >
특고압 배전반 개선 전
(서울2호선 상왕십리역)

특고압 배전반 개선 후
(서울2호선 상왕십리역)

신규 착공될 국도 위험구간 개선사업과 남해안 활력제고를 위한 서남해
안 관광도로 등은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한다.

세종~청주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

방호울타리, 보도 설치

도(김천～거제) 등 설계단계 사업도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

전기선로 개선 전
(부산1호선 노포역 인근)

전기선로 개선 후
(부산1호선 노포역 인근)

(도시재생) 낙후된 도심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및
혁신지구 등 사업을 확대 편성하였다.
* 도시재생(도시활력증진 포함)예산 : (’20년) 7,777억원 → (’21년안) 9,180억원

국민안심을 위한 국토교통 안전강화
’20년 예산 4.8조원 → ’21년 예산안 5.8조원 (※자동차기금(안) 501
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출융자 사업과, 노후 산업단
지 재생 등에 대한 기금 지원도 확대 반영하였다.
* 도시재생 기금(주택정비 제외) : (’20년) 6,043억원 → (’21년안) 6,398억원

82

83

단신뉴스

|

정책뉴스

|

해외뉴스

단신뉴스

|

정책뉴스

|

해외뉴스

(지역거점 육성)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69

사고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 가능(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혁신도시의 정착을 지원하고, 새만금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지원도

제주 제2공항 건설

473

46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위원장 외 터널 2명, 토질·지반 3명, 수리 1명, 법률 1명

지속 추진**된다.
위원회는 서울대 정충기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8명으로 구

*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 : (’20년) 157억원 → (’21년안) 737억원
** 새만금관련 국토부 예산(’21년안) :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1,000억원, 새만금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전망 강화

성하여 8.28부터 10.30까지 약 2달간 활동할 예정이며, 객관적이고 투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조사는 주변 지하매설물 상

그린산단 조성 종합계획 수립 5억원, 새만금 신공항 120억원, 새만금~전주고속도

’20년 예산 1.7조원 → ’21년 예산안 2.1조원 (※주택도시기금(안)

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태 및 인근 공사현장과 지반침하의 연관성 등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

로 1,879억원

29.8조원)

* 8.29(토)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착수회의 실시 예정(현장)

제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사고를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할 것”이
라고 말하며, “아울러, 조사가 완료되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

(간선 교통망) 지역 접근성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주요 SOC 건설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의 지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다.

원을 위해 주거급여 등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 편성하였다.

《 (참고) 주요 간선교통망 건설사업 ’21년 예산 》
사업

정부안(억원)

도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6,699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1,879

대구 순환 고속도로 건설

공항

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거급여) 수급자 증가 등에 대비하여 `20년 대비 21.8% 증가된 1.98

분야

철도

근본적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상수도관, 지반, 터널 등 관련 분야

조원을 편성하였다.
* 주거급여 예산 : (’20년) 16,325억원 → (’21년안) 19,879억원

국토교통 혁신펀드, 유망 중소벤처 투자 시동건다

1,056

(공공주택) 주거복지로드맵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21년 22만호

올해 170억 펀드 결성완료, 2027년까지 총 3천억 조성 목표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

1,053

공급*을 위한 기금투자를 증액 편성(16.6→19.1조원)하였다.

봉담~송산 민자도로 건설

1,337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건설

2,000

* 공공임대 주택 15만호, 공공지원 주택 4만호, 공공분양 주택 3만호 등

국토교통 신산업 분야에서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창업한 A씨는 우수기술을 인정받아 국내외에서 매출 계약을 성사시켰지만 이후 기업
확장을 위한 추가자금 확보에 어려움 ☞ 국토교통 혁신펀드의 도움으로 본격 투자 유치

부산~울산 복선전철 건설

1,272

공공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지원단가 인상(5%),

강릉~제진 철도 건설

600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 등도 반영하였다.

포항~삼척 철도 건설

2,585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5,800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

5,050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

800

디지털·그린뉴딜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국토교통 10대 유망산업*의 혁신

이에, 국토부는 올해 최초로 한국모태펀드 내 국토교통 혁신계정을 신설

(금융지원)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구입자금 융자와 전월세 자금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하고, 정부예산 100억 원을 출자하였다.

융자 지원 등*에도 기금을 증액 편성(9.4→10.7조원) 하였다.

* 스마트시티, 그린리모델링, 자율주행차(미래차), 드론, 자동차 애프터마켓, 스마

* 전세대출(버팀목),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 등

트건설, 스마트물류, 프롭테크, 공간정보, 철도부품 + α

펀드 운용사 모집에는 총 8개사가 지원해 8: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
패스파인더에이치 선정)했으며, 총 70억 원의 민간 출자자 모집도 순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4일 국토교통 혁신펀드의 제1호 子펀

롭게 이뤄져 국토교통 유망산업에 대한 시중의 관심을 입증했다.

드(‘패스파인더 국토교통혁신 투자조합’)가 민간자금 조성을 마치고 총
170억 원 규모로 결성 완료되어 그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구리시 지반침하 사고 관련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착수
2달간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펀드는 디지털·그린뉴딜 등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혁
신성·기술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투자 유치를

‘국토교통 혁신펀드’는 국토교통 분야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최

희망하는 기업들은 펀드 운용사인 ㈜패스파인더에이치(02-739-9041,

초의 정책펀드로, 국토부는 ‘27년까지 약 2천억 원을 출자하여 총 3천억

rooji.lee@pathfinderh.com)로 문의하면 된다.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정책기획관은 “국토교통 분야 최초의 정책 펀드인 ‘국
그동안 국토교통산업은 급속하게 성장·발전해왔으나, 국토교통 분야 유

토교통 혁신펀드’가 그동안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온 국토교통 신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26일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도로에서 발

영한다고 밝혔다.

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환경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다.

업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풍부한 시중의 유동성이

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

*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면적 4제곱미터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지반침하

* 4차 산업혁명 분야(헬스케어 등 20개)에 대한 벤처투자 금액 중 자율차, 드론,

국토교통 신산업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다 할

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

가 발생하거나, 사망자·실종자·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지반침하사고에 대하여

스마트시티 등 국토교통 분야 투자는 전체의 2.3%(중기부 ’18년 벤처투자)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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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장소

기간

전시 품목

홈페이지

2020년 10월

개최장소

기간

전시 품목

라스베가스 콘크리트, 건설기계 박람회
(World Of Concrete 2021*세계 최
대 콘크리트 산업전*)

미국/라스베가스

02.04-07

콘크리트 및 벽돌, 건설기계 등

라스베가스 건축 박람회(International
Builders- Show 2021)

미국/라스베가스

02.21-23

건축 및 주방용품, 욕실용품 일체

시베리아 건축 박람회
(Sib Build 2021)

러시아/시베리아

날짜 미정

홈페이지
http://www.vegasmeansbusiness.
com

나고야 국제 건축 종합박람회
(NAGOYA2020)

일본/나고야

10.10-12

건축자재, 각종유지보수제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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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CIHS하드웨어, 철물 박람회

중국/상해

10.10-12

공구및 철물, 보안및 잠금장치등

http://www.hardwareshowchina.com/

뒤셀도르프 국제 유리기술 전시회
(glasstec)

독일/뒤셀도르프

10.20-23

유리건축, 유리가공, 유리제조 등

http://www.glasstec.de

하노버 Euro Blech금속가공,
기술박람회

독일/하노버

10.27-30

금속가공, 기술 등

http://www.euroblech.com

오스트리아 건축 박람회
(HAUSLBLAUER 2021)

오스트리아/그라쯔

02.28-03.01

창, 목재/플라스틱/금속/유리 등

아제르바이잔 건축박람회
(BakuBuild 2020)

아제르바이잔/바쿠

10.22-25

건축기술, 창문, 문, 세라믹, 목공,
인테리어

http://www.advantour.com/

상해 국제 R+T 도어 및 창호 박람회
(R+T Asia 2021)

중국/상해

02.24-26

도어 및 창호

칠레 산티아고 건축 박람회
(EDIFICA 2020)

칠레/산티아고

10.02-05

빌딩, 건축 관련 제품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국제 건축 박람회
(YugBuild 2021)

러시아/크라스노다르

02.26-29

건축 자재 및 장비 등

http://www.tradefairdates.com/

북경 국제 창호, 도어 박람회
(FENESTRATION BAU CHINA
2020)

http://www.edifica.cl

중국/북경

10.29-11.01

창호, 도어, 커튼월 등

파리 국제 건축박람회(BATIMAT
2020*프랑스최대건축자재전)

프랑스/파리

11.04-08

문, 창문, 건축, 건설, 건자재 등

텍사스 건축, 건설 디자인 전시회

미국/포트워스

11.08-10

건축, 건설, 빌딩

하노이 건축자재 전시회

베트남/하노이

11.06-11

두바이 The Big 5건축 건설장비
박람회

아랍에미레이트/두바이

11.25-28

뉴델리 ACE Tech 건축 박람회

인도/뉴델리

12.05-08

http://www.mm-sh.com/

http://www.batimat.com
https://texasarchitects.org/

실내, 외장식, 인테리어, 건축, 건설,
http://vietbuildafc.com.vn/
빌딩
건축자재, 건설장비 등

https://10times.com/the-big5

2020년 12월
타일, 조명, 창, 문, 홈 오토메이션 등 https://www.etacetech.com/

2021년 2월
뮌헨 건축 박람회(BAU)

독일/뮌헨

02.11-13

건축, 건설, 건축자재전반 등

스페인 발렌시아 타일, 세라믹 박람회
(CEVISAMA 2021)

스페인/발렌시아

02.03-07

세라믹 타일, 유리 블록,
욕실 및 주방 등

브르노 국제 건축 박람회
(International Building Fairs Brno
2021)

체코/브르노

02.26-29

계획, 건축, 디자인 및 건축재료

https://digital-bau.com/en/
http://cevisama.feriavalencia.com/
en/
http://www.bvv.cz/ibf/

미국 건축자재 박람회
(Lumber and Building Material
Expo-LBM EXPO 2021)

미국/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

잘츠부르크 건축, 에너지 절약 박람회
(Bauen+Wohnen Salzburg 2021)

오스트리아/잘츠부르크

베로나 건축 목재 박람회
(Legno&Edilizia 2021)

이탈리아/베로나

체코 프라하 국제 지붕 건축 박람회
(Roofs Prague 2021)

체코/프라하

02.06-0.8

지붕 재료, 건설용 서비스 등

http://www.strechy-praha.cz/

그리스 건축 자재 박람회
(Infacoma 2021)

그리스/파이아니아

날짜 미정

건축자재 및 시스템, 기계장치 및
장비 등

http://infacoma.helexpo.gr/el

포즈난 국제 건설,건축 박람회
(BUDMA 2021)

폴란드/포즈난

02.04-0.7

창문과 문, 건설, 하드웨어 등

밴쿠버 국제 건축 박람회
(BUILDEX VANCOUVER 2021)

캐나다/밴쿠버

오스트리아 비엔나 친환경 건축,에너지
절약박람회
(BAUEN,ENERGIE WIEN 2021)

http://www.buildersshow.com/
Home

건축 자재, 도어, 창문, 건축 장비 등 http://www.sibbuild.com/en-GB
https://www.kaerntnermessen.at/
http://www.rtasia.org/

2021년 3월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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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명

오스트리아/비엔나

02.06-08

02.06-09
날짜 미정

날짜 미정

02.20-23

목재, 건축자재 등
건물 리모델링 및 현대화,
건축재료 등
목재, 바닥, 지붕, 문 및 창 등

건축 자재 및 설비 제품 등
건물 물질 및 재료, 에너지 절약,
신재생 에너지

https://www.nrla.org/

http://www.bauen-wohnen.co.at/
http://www.legnoeedilizia.com/

라스베가스 건설기계 및 중장비,콘크리
트,광산기계 박람회(CONEXPO2021)

미국/라스베가스

03.10-14

건설기계 및 중장비, 콘크리트,
광산기계

http://www.conexpoconagg.com/

동경 건축 및 건자재 박람회
(Architecture+Construction
Materials 2021)

일본/동경

03.03-06

건축 및 건자재

https://messe.nikkei.co.jp/en/ac/

영국 친환경 건축 박람회
(Ecobuild 2021)

영국/런던

03.05-07

건축, 콘크리트, 재목, 에너지 등

http://www.ecobuild.co.uk/

이스탄불 창호 박람회
(ISTANBUL WINDOW 2021)

터키/이스탄불

03.04-07

건축, 건설, 빌딩, 창호, 유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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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라노 실내 건축 박람회
(MADE EXPO 2021)

이탈리아/밀라노

날짜 미정

창, 자동화 기술, 신재생 에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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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세계 건축 박람회
(WORLDBEX 2021)

필리핀/마닐라

03.14-18

건축, 건설, 빌딩, 엔지니어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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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건축 자재 박람회
(Indo build tech Expo 2021)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날짜 미정

스마트 기술 및 건축 자재 등

2021 독일 뉘렌버그창호 박람회

독일/뉘렌

03.18-21

건축·건설·빌딩, 유리·도자기,
목재가공

체코 건축 박람회(Habitat 2021)

체코/프라하

03.26-29

건설, 건축, 유리, 목재, 건자재 등

러시아 사할린 건축 박람회
(SakhalinStroiExpo 2021)

러시아/사할린

03.26-27

건설, 건축 및 마감재료,
건설 장비 등

상해 도모텍스 바닥재 박람회
(DOMOTEX ASIA CHINA FLOOR
2021 *중국최대*)

중국/상해

03.24-26

목재, 바닥재, 장비 및 기술 등

상해 국제 건축 및 종합자재 박람회
(IBCTF 2021)

중국/상해

03.24-26

건축재료,창,문,유리,건축장비 등

캐나다 국제 건설 박람회
(NATIONAL HEAVY EQUIPMENT
SHOW 2021)

캐나다/미시소가

날짜 미정

중장비,도로 건설 등

러시아 건축 박람회
(MOSBUILD 2021)

러시아/모스크바

03.31-04.3

건설, 건축 자재 및 설비, 도어,
하드웨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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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frontale.de
http://www.forhabitat.cz/2015/cz/
intercept.asp
http://www.sakhstroiexpo.ru/
http://www.domotexasiachinafloor.
com
http://en.cbd-china.com

http://www.nhes.ca/

http://www.mosbuild.com/

2021년 4월

http://www.budma.pl/pl/
http://www.eventseye.com/

http://www.indobuildte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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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뮌헨 Bauma 건설기계 및 장비 박람회
(bauma 2021 *세계최대)

독일/뮌헨

날짜 미정

건설, 건축, 건축자재 등

브라질 국제 건축 박람회
(FEICON BATIMAT 2021)

브라질/상파울루

날짜 미정

도어 및 창호, PV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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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 아티라우 건축 박람회
(Atyrau Build 2021)

카자흐스탄/아티라우

04.8-10

재료 및 구조물, 건설, 창, 문 등

http://www.atyraubuild.k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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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명

개최장소

기간

전시 품목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 건축
박람회(Interstroy Expo 2021)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날짜 미정

건축 자재 및 장비, 스마트홈 등

상해 국제 건축기자재 박람회
(Expo Build China 2021)

중국/상해

04.27-29

상해 국제 유리 산업 박람회
(China Glass 2021)

중국/상해

04.14-17

홈페이지
http://www.interstroyexpo.com/
en

건축 자재, 도어, 창문, 건축 장비 등 http://www.expocacc.com/en/
건물 및 가공, 유리제품 등

http://www.chinaglass-expo.com

2021년 5월
모스크바 국제 건설기계 박람회
(Bauma CTT Russia 2021)

러시아/모스크바

05.26-29

건설장비, 건축자재 등

http://ctt-expo.ru/

2021년 6월
프랑크푸르트 건축설비, 기기 박람회
(Facility Management And Int-l
Exhibition and Conference 2021)

독일/프랑크푸르트

06.02-04

건축, 건설, 빌딩 등

미국 샌프란시스코 태평양 건축 박람회
(PCBC 2021)

미국/샌프란시스코

06.10-11

외장 마감, 천장 및 마감재,
하드웨어 등

상해 친환경 건축 및 건축자재 박람회

중국/상해

06.22-24

건축, 세라믹

https://www.propakchina.com/en

https://www.mesago.de/

http://www.pcbc.com/

2020 NFRC
인증 시뮬레이터
워크샵
참가 신청 안내

2021년 7월, 8월
미국 텍사스 건축 박람회
(Sunbelt Builders show 2021)

미국/텍사스

날짜 미정

건축,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

http://www.sunbeltbuildersshow.
com/

미국 댈러스 국제 건축 박람회
(Sunbelt Builders show 2021)

미국/댈러스

날짜 미정

건축,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

http://www.sunbeltbuildersshow.
com/

2021년 9월
볼로냐 세라믹 및 타일/건축자재
박람회

이탈리아/볼로냐

9.28-10.02

건축,세라믹

2021 일본 오사카 간사이 시설
리노베이션 전시회

일본

09.09-11

배관파이프, 벽, 바닥보수,
통신기기 등

2021 베트남 호치민 건축자재 전시회

베트남

날짜 미정

건설자재, 건축자재,
실내외 인테리어 등

벨기에 건설기계 박람회
(MATEXPO 2021)

벨기에/코르트레이크

날짜 미정

건축 및 건축기자재 등

http://www.cersaie.it/
http://www.reedexpo.co.jp/en/
http://www.vietbuildafc.com/
http://www.matexpo.com/

사단법인 한국파사드협회는 미국창호등급위원회와 공동으로 매년 한국에서 NFRC-KAFA 인증 단열 시
뮬레이터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NFRC-KAFA 인증 단열 시뮬레이터 워크샵에서는 Therm, Window 등 시뮬레이션 전용 프로그램의 올
바른 사용방법을 교육하고 있으며, 수준 이상의 프로그램 운용 능력이 확인 된 후 NFRC로부터 인증서
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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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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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사단법인 한국파사드협회 사무국 (02. 529. 9224)
<참관문의> 월간 익스테리어 편집국 Tel. 02-578-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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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사드 관련 주요업체 명단

파사드 관련 주요업체 명단

커튼월, 외벽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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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NO ENG
(주)남선알미늄
(주)네오스텍
(주)다금
(주)다담이엔씨
(주)다중CMC
(주)대경에스앤씨티
(유)대명엔지니어링
대명화성(주)
(주)대승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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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3-3번지 대청타워 2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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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통진면 귀전리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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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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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873-6700
031)574-5583
02)445-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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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 커튼월
al창호,커튼월
커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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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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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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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익스테리어
세계 최대 건축박람회

독일 뮈헨 BAU2021 참관단 모집

Architectural Facade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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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회 개최기간 : 2021년 1월 11-16일

World’s Leading Trade Fair for Architecture,
Materials and Systems

업계의 기술발전 및 정보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매월 10,000부가 인쇄, 발송되며 설계사무소, 건설회사,
커튼월 및 창호 시공업체, 외벽관련업체를 포함해
정부관련 기관, 대학교, 도서관 등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월간익스테리어는 세계 최대 건축박람회인 BAU2021 참관단을 모집합니다.
BAU건축박람회는 파사드 분야의 신제품, 신기술 및 최신 아이디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최고의 박람회입니다.
월간익스테리어는 선착순으로 40명의 참관단을 모집중이며, 참관단은 주최측으로부터 VIP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특히, 2021년 박람회는 세계 최고 파사드 기업의 본사, 연구소, 공장 및 시공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90

국내 유일의 커튼월 및 건축 외벽 중심의 전문지로
최근 한국파사드협회 공식지정지로 선정되었습니다.

bau-muenchen.com

박람회 참관문의 : 월간익스테리어 편집국 02-578-2114

01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익스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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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page www.facades.co.kr E-mail cygong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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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사드 관련 주요업체 명단
삼원창호(주)
삼창알미늄공업
(주)서울창호
선이인터내셔날(주)
(주)선우시스
(주)선우시스템
(주)성진금속
세광건업
세일단조
세일산업
세화판넬(주)
(주)새한월
(주)새한창호
(주)소명실업
송민산업
신성갤러리(주)
신양하이테크산업(주)
서진금속
신명알미늄(주)
(주)신승윈텍
(주)신한금속
(주)신태명
씨지이(주)
(주)알루이엔씨
알루텍(주)
(주)알코판넬
LG하우시스
엠비케이(주)
(주)열린창
(주)영선알미늄
(주)월시스
(주)오성
(주)용비
(주)알코텍
(주)우리알미늄
(주)우신에이펙
(주)우진알루미늄
(주)유승상사
(주)윈스피아
(주)원진알미늄
(주)원남
(주)월앤루프제일
YB인터내셔날
은산건업(주)
(주)을지특수정밀
(주)이건창호시스템
(주)이창기업
이앤에이에스
익진엔지니어링
(유)일광창호
(주)일조
(주)일신커튼월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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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재2동 266-1 우진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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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83-9 (시화공단3라 5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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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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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499-8311
02)2007-2200
053)761-3737
063)723-3377
02)557-9043
031)353-9420
055)329-3766
02)5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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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틸커튼월 생산, 시공
시스템창호, 커튼월
시스템창호, 철물
방폭창호, 커튼월, 태풍루버
외장패널, 하니컴
커튼월, 시스템창호, 금속
외장패널
커튼월

(주)일진유니스코
재성알미늄(주)
제너텍
(주)제드윈
(주)중앙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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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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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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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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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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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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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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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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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마루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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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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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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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커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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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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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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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040-7791

mock-up test, field test

UL Korea

서울시강남구역삼동GFC 26F UL Korea

02-2009-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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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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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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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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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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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72번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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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이.엔.지(주)
(주)지엠산업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417-2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수직1길 33-15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60-14 시화공단2라 514호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연평리217-15
경기도시흥시정왕동2094-5(시화공단3마805)
충남 당진군 순성면 옥호리 1-34
광주광역시 광산시 옥동 880-15(평동산단1번도로)

031)988-5650

DCL partners
FACO-파코

AL-SHEET EGI PANEL

금속패널 가공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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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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34-7050
031)571-1468
031)434-0247
041)352-8072
062)943-9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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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 Sheet, Back Panel
AL SHEET 절곡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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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사드 관련 주요업체 명단

탑엔지니어링(주)
(주)태양에스티
(주)티에스메탈
(주)한국외장
(주)한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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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31-0515
031)434-8877
031)594-0146
031)959-0390
053)654-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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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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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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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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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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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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