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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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alcan.com

국내 최장 13m 피막라인 증설

용해/주조

압출

아노다이징

레이져 가공

CNC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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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화공장

중앙알칸 주식회사

충주공장

시화공장 경기 시흥시 군자천로185번길 54
충주공장 충북 충주시 충주산단1로 115
평택공장 경기 평택시 청북읍 서해로 1900

평택공장

Tel : 031-432-3657
Tel : 043-851-6061
Tel : 031-681-3653

20th anniversary

(주)탑프라
Top Quality Silicone Sealant

2000년 3월 경기도 일죽에서 시작한 (주)탑프라가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으로 국내 실란트 업계에서 중추적인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탑프라는
고객의 가치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로 뻗어 나가는 세계 정상급의 실란트 전문
생산업체로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20년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큰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탑프라
www.topse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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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존 단열바 / 폴리아미드 단열바 / 창호 가스켓 / 폴리아미드 압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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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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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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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적극행정으로 혁신기업 성장·건설현장 공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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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 증가

뮬레이터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주년 맞은 건설기술인의 날, “사람 중심 건설” 한목소리

NFRC-KAFA 인증 단열 시뮬레이터 워크샵에서는 Therm, Window 등 시뮬레이션 전용 프로그램의 올

- 2020 건축의 날, 변화하는 미래를 위한 발걸음

바른 사용방법을 교육하고 있으며, 수준 이상의 프로그램 운용 능력이 확인 된 후 NFRC로부터 인증서

- 김현미 장관, “안전사고 없는 안심 일터, 공공부터 솔선수범”

가 부여됩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와 항공비, 체류비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한국
86 2020-2021년 세계 주요 파사드 및 건축관련 박람회 일정

90 커튼월 관련 주요업체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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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www.ka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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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와이, 삼성ENG과 손잡고
국내 최초 2시간 내화 클린룸패널 개발
■ 국내최초 2시간 내화성능에 클린룸 마감…무하지공법 신기술로 공사기간 단축
■ 플랜트 강자 삼성ENG과 패널 1위기업 에스와이 합작품, 공동특허출원 완료
■ 3시간 내화도 개발 추진…반도체 클린룸, 다중이용시설 칸막이, 내외벽 등 활용

이상 덧붙이고 철판 마감하는 등 시공절차가 복

목하고 있다. 샌드위치패널의 성능과 활용폭을

체와 칸막이, 외벽 등 다양한 활용방법을 구상

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높였다는 평가다.

중”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현재 샌드위치패널의 차열, 차염성능을

개발에 참여한 에스와이 관계자는 “반도체 등

한편, 지난 8월 21일에 모든 창고와 공장 등에

개선한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지난 7월 특허를

첨단산업 핵심이 되는 클린룸에 내화성능의 본

준불연 샌드위치패널 사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출원했다. 2시간 내화 구조인정의 경우 한국화

개발품이 적용되면 고가의 장비 화재보험료 절

건축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규제영향분석

학융합시험연구원의 실물내화테스트는 통과했

감과 더불어 시공기간 단축으로 빠른 공장증설

에 따르면 10년간 4조7천억원 규모의 샌드위

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인정서 신청 대기 중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클린룸 수준의

치패널 시장 증가가 예상된다.

이다. 내년 1월 중 인정서 발급과 상용화를 기

고급 마감면으로 일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벽

<자료제공: 에스와이>

대하고 있다. 클린룸 내부에도 적용할 수 있도
록 강제분진테스트와 음압테스트 등도 진행하
고 있다. 제품의 확장성을 위해 1시간과 1시간
반 내화인정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양측
은 3시간 내화패널 개발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
혔다.

시공공법 개선도 눈에 띈다. ‘무하지공법’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무하지공법’이란 패널
벽 고정을 위해 각파이프 등 하지철물작업을 생
략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 샌드위치패널 시공에
는 고정과 구조역할을 위해 하지작업이 필수다.
종합건자재기업 에스와이(주)(109610)가 삼성

으로 활용가능한 마감과 시공 기간을 줄여주는

엔지니어링과 손잡고 국내외 최첨단 산업시설

무하지 공법의 시공성이 주요 특징이다. 올해

에 적용될 클린룸용 내화패널을 개발했다고 밝

초 개발에 착수해 현재 마무리 단계다.

혔다.

며 화재 확산을 막는 성능이다.

회사 측은 하지철물을 최소화하고 패널간 체결
만으로도 벽시공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발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규모가 큰 공장은 화재

있다고 밝혔다. 공기단축과 공사비 절감이 기대

시 화재확산역할을 할 수 있는 풍도벽에 90분

된다.

클린룸용 샌드위치패널의 2시간 내화성능은 국

이상 내화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최근 대형화제

회사 측은 내화성능과 마감성능, 시공성능을 동

내 최초다.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샌드위치패널

가 잇따르며 기업별로 법규보다 높은 2시간 이

업계에서는 플랜트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우

시에 확보하기 위한 개발건이라고 설명했다. 2

은 외벽용 90분 내화구조인정이 최고수준이다.

상의 내화기준을 적용하는 추세이다. 2시간 내

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삼성엔지니어링과 국내

시간 내화성능에 반도체 등 첨단공장의 클린룸

‘내화구조인정’이란 화재 시 구조성능을 유지하

화성능 확보를 위해 현장에서 석고보드를 4회

패널 1위 기업 에스와이의 공동개발건으로 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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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와이, 인도네시아 현대車 공장 건축에 패널 납품

KCC, 실리콘 사업 분할 신규법인 설립

■ 대차 아세안지역 생산거점 공장에 7만㎡ 외벽패널 납품

■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KCC실리콘(가칭)’ 신규 설립

■ 에스와이 인도네시아법인 긴밀 대응… 현대차 벤더사 현지 추가진출 기대

■ 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경영 효율성 강화

■ 베트남·인니·캄보디아 공장운영… “아세안 진출 기업 공장 건축 파트너 될 것”

■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 가능한 지배구조 확립,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

|

해외뉴스

종합건자재기업 에스와이(109610)가 현대자

에스와이는 22개동 공장건물의 외벽과 지붕으

다. 아세안은 유럽과 미국 등 기존 시장에 대비

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확

동차 인도네시아 공장 건축프로젝트에 외벽패

로 사용되는 샌드위치패널을 공급한다. 7만㎡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고 플러스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게 됐다. 이로써 시장

보한 실리콘 전문 기업을 출범시킴으로써 글로

널을 납품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자사가

규모로 볼트리스 우레탄패널과 지붕 강판 등이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어 매력적인 투자처

환경 및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됨

벌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또한 존

운영 중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캄보디아 등

다. 현지 시공사와 협업해 외벽 시공부분도 맡

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11월 예정된 한-아세안

은 물론, 전문화된 사업 영역에 역량을 집중하

속법인은 기존 건축자재 및 도료 업계에서의 선

현지 생산공장을 연계해 대기업 아세안 진출에

았다. 에스와이 인도네시아 생산법인이 현지에

정상회의 시 진화된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겠다

여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

도적 지위를 확고히 하며 지속적인 투자로 안정

신속 대응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 긴밀히 대응하며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고 선언하는 등 외교에 공을 들이고 있다.

로 기대된다.

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이다.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공장은 자카르타 동쪽

에스와이 인도네시아법인 황영배 사장은 “인도

에스와이 관계자는 “선제적인 투자로 인도네시

KCC가 실리콘 사업 부문의 전문성을 높이고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회사

KCC 관계자는 “실리콘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으로 약 40km 떨어진 브카시시(市) 델타마스

네시아도 초기 코로나 방역으로 공사의 차질이

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 현지 공장을 운영한

경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자회사를 설

분할에 따른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 변동

성장시키기 위해 사업의 고도화를 실현하고 사

공단에 공사 중이다. 약 24만평 부지에 완성차

있었지만, 현재 철골 공사 후 외벽 공사가 한창

것이 빛을 발하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법인의

립한다.

은 없으며 분할 자체로 연결재무제표 상에 미치

업 부문의 전문화를 통한 경영의 효율화를 확립

조립동 등 22개 공장건물이 들어선다. 올해 5

이다”며 “현대차 공장 정상 가동에 맞춰 벤더사

경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70%

는 영향은 없다.

하고자 했다”면서 “이번 신규법인 설립을 통해

월 착공했고 내년 연말 정상가동 목표다. 완공

등 관련 기업의 추가 진출로 공장 건축 수요가

매출 신장 중”이라며 “패널 업계 유일의 상장법

KCC는 17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이사회를

되면 연간 최대 25만대 생산규모의 현대차 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으로 현지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열고 실리콘 사업 부문을 분할해 자회사 ‘KCC

KCC는 오래 전부터 실리콘을 중심으로 고부가

아세안 진출 기업 공장 건축에 좋은 파트너가

실리콘(가칭)’을 신규 설립할 것을 결의했다.

가치 분야를 주력 사업으로 삼고 역량을 집중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CC가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

왔다. 2003년 국내 최초로 실리콘 제조 기술을

는 단순·물적 분할 방식으로 KCC는 상장법인

독자 개발해 기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실리콘

으로 남고, 신설 자회사 KCC실리콘은 비상장

원료의 국산화를 실현했으며, 현재까지 국내에

법인이 된다. 분할 기일은 오는 12월 1일이다.

서 유일하게 유기실리콘 원료부터 1차, 2차 제

세안 생산거점이 된다. 대규모 투자건으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투자협약식에 참

회사 측은 현대차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기업의

여했다.

아세안지역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

<자료제공: 에스와이>

세계적 수준의 실리콘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
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자료제공: KCC>

품까지 일괄 생산하고 있다.
이번 분할은 건자재·도료·실리콘·소재 등
KCC가 영위하는 사업 중 실리콘 부문의 분리

지난 2011년에는 영국 유기실리콘 제품 생산

를 통해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 효율성

회사인 바실돈(Basildon)을 인수 합병하며 실

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회사 및 시장의 상황

리콘 사업에 활로를 마련하였으며, 2019년 미

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지분 매각, 외부 투자유

국 모멘티브퍼포먼스머터리얼스(이하 모멘티

치, 전략적 사업 제휴, 기술 협력 등을 통해 경

브)를 인수하여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경쟁력을

쟁력 강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해 나간다는

강화했다.

계획이다.
KCC는 이번 실리콘 사업부문 분할을 통해 바
KCC는 회사 분할을 통해 각 사업 부문별 특성

32

실돈, 모멘티브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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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하우시스, 친환경 건축자재 소비자가 인정!
바닥재/벽지/창호/단열재 등 ‘2020 올해의 녹색상품’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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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은 사단법인 한국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고단열 성능

녹색구매네트워크가 지난 2008년부터 녹색상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

■ 지아소리잠 바닥재 · 지아벽지 시리즈 · 수퍼세이브 창호 · 건축용 단열재 4개 제품 수상
■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인테리어 자재로 안전한 주거공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것

는 시상으로, 올해는 전문가를 비롯해 전국 21

LG하우시스 장식재사업부장 박귀봉 전무는

개 소비자환경단체와 230여명의 소비자 투표

“이번 올해의 녹색상품 선정을 통해 LG하우

단이 참여해 엄격한 평가를 거쳐 녹색상품을

시스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친환경 경영의

선정했다.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며,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친환경 인테리어 자재로 안전한 주거공

올해 심사에서 지아소리잠 바닥재와 지아벽지
LG하우시스의 바닥재, 벽지, 창호, 단열재 등 4

호, 건축용 단열재 등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아소리잠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등 2

시리즈는 제품 표면에 식물 유래 성분의 코팅층

개 제품은 7년 연속, 수퍼세이브 창호와 지아

을 적용해 친환경성을 높인 점에서 좋은 평가를

LG하우시스는 지난 2014년 건축자재 업계 최

벽지 등 2개 제품은 5년 연속으로 올해의 녹색

받았으며, 수퍼세이브 창호와 건축용 단열재는

초로 바닥재, 벽지 등 주요 제품이 소비자가 직

상품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수퍼세이브 창호

LG하우시스는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가 발표

접 뽑은 올해의 녹색상품에 선정된 이후 올해로

는 심사 대상 전 제품 가운데 상위 7개 제품에

한 ‘2020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에 지아소

7년 연속으로 선정되며 국내 대표 친환경 건축

만 주어진 ‘소비자가 뽑은 인기상’도 함께 수상

리잠 바닥재, 지아벽지 시리즈, 수퍼세이브 창

자재 기업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했다.

개 제품이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녹색상품에 선
정됐다.

간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LG하우시스 Z:IN>

LG하우시스, 건축용 단열재 공장 증설
충북 청주공장에 1,194억원 투자, 생산규모 55% 이상 늘려
■	PF단열재 4호 생산라인 증설, ’22년 3월 완공 예정
■ 현재 생산량(1,900만㎡)보다 55% 이상 증가한 3,000만㎡로 증가

LG하우시스가 건축용 단열재 생산라인을 증설

재 총 생산규모는 현재 생산량(1,900만㎡)보다

하며 화재안전성과 단열성이 뛰어난 고성능 단

55% 이상 증가한 3,000만㎡로 늘어난다.

열재 시장 선도에 나선다.
LG하우시스는 지난 2013년 10월 국내 최초로
LG하우시스는 충북 청주공장에 총 1,194억원

PF단열재 양산을 시작하며 고성능 단열재 시장

“PF단열재는 글로벌 시장에서 단열 성능과 화

을 투자해 PF단열재 생산라인을 증설하기로 결

에 진출했으며, 지난 ’18년 5월 2호라인과 올

재안전성을 인정받아 영국, 일본, 호주, 북미 등

정했다고 밝혔다.

해 5월 3호라인을 증설한 데 이어 이번에 4호

해외에서도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제품”이라

라인 증설 투자를 바로 이어가며 안정적인 공급

며, “고성능 단열재 공급 확대를 통해 국내 건

기반 확보에 나서고 있다.

축물의 화재안전성 및 단열 성능 개선에 기여해

신규 증설되는 4호 생산라인은 연간 1,100만
㎡의 생산규모로 2022년 3월에 완공될 예정
이다. 증설이 완료되면 LG하우시스의 PF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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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하우시스 장식재사업부장 박귀봉 전무는

<자료제공: LG하우시스 Z: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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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ing Laboratory
㈜씨앤씨

커튼월 성능 검증의 시작을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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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앤씨는 도면과 구조계산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
점들을 MOCK-UP TEST를 통하여 제품의 성능 검증 및 품질 향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술축적과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송도 I-TOWER>

<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

<CJ ONLY ONE R&D>

<하남 유니온스퀘어>

<해운대 관광리조트(L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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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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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tain Wall 산책

빼곡히 둘러싼 삼각의 창으로 햇빛과 바람이 드나드는

서울식물원
자료제공 : po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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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스건축구조엔지니어링(대표이사 황보석)의 이노빌트 PoSPACEs(포

설계 프로그램을 통한 정확한 설계 제작이 이뤄지기 때문에 부재 실측 없

스페이스)는 포스코 철강솔루션연구소와 포스코건설, 이에스건축구조엔

이 유리를 제작할 수 있고 PoSPACEs 자체도 공장에서 완전히 맞춤 제

지니어링이 공동으로 개발해 상용화한 비정형 구조 시스템이다. 일반 커

작돼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되기에, 시공 기간과 공사비 절감 효과가

튼월 구조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곡선 외장이나 개방감 있는 대공간 지붕,

탁월하다.

파사드를 미려하게 마감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건축가의 요구에 따라, 두 가지 타입으로 제작 가능
PoSPACEs는 포스코의 건축 전용 강재 HSA(High performance Steel

PoSPACEs는 건축가가 원하는 설계 디자인에 따라 두 가지 타입으로

for Architecture)로 제작한 노드(Node)에 건축가가 원하는 사이즈의 부

제작될 수 있다. 노드에 접합하는 부재의 각도가 10° 이하로 작을 경

재를 용접 접합해 제작한다. 중심에 노드를 두고 프레임이 되는 부재들이

우에는 60mm 이상의 후판을 절단하여 노드를 제작하는데, 이때 노드

뻗쳐 나가는 모양이다. 이때 노드에 용접하는 모든 부재의 각도를 세밀하

가 별 모양이기 때문에 ‘Star Type’ 이라고 한다. 별 모양 사이사이에 부

게 다변 설계할 수 있어, 서울식물원처럼 대공간의 지붕이나 벽을 유리로

재를 용접 접합하는 방식이다. 노드의 소재는 포스코의 HSA500(High

마감할 경우 PoSPACEs를 적용하면 획일적인 구성을 탈피한 탁월하고

performance Steel for Architecture 500)이며, Star Type 부재의 단

남다른 곡선 디자인 구현이 가능하다.

면 사이즈는 최대 250mm까지 적용 가능하다.

서울식물원의 외장 커튼월과 같이 배부른 원통쉘 형태는 단순해 보이지

또 다른 타입은 서울식물원에 시공된 ‘Ball Type’이다. 접합하는 부재의

만 기술적으로는 모든 프레임의 연결 각도가 달라 제작과 시공의 난이도

각도가 10°이상으로 클 경우에 이 타입을 사용한다. 노드 소재는 포스코

가 높다. 또 커튼월은 프레임 설치 후 그 사이사이에 최종 마감재인 유리

의 HSA500/600이며, 냉각 프레스 성형을 통해 동그란 모양으로 제작한

를 설치해야 하고, 유리를 오차 없이 가공하기 위해 프레임 설치 뒤 부재

다. Ball Type은 부재의 각도를 10°이상 크게 적용할 수 있으면서, 부재

를 모두 실측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노빌트 PoSPACEs는 전용

단면 사이즈는 최대 600mm까지 적용 가능해 더 역동적인 곡률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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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노드인 Ball의 속이 비워져 있는 형태로 개발되어,

이 주어지는데, 이는 PoSPACEs의 부재들을 연결하는 노드 부분이 포스

속이 꽉 채워진 유사 형태의 타 제품 대비 노드 중량을 절반가량 낮추는

코의 고강도강 HSA로 제작되는 덕분이다. HSA는 강종에 따라 인장강

강점과 함께 거의 모든 곡면을 실현할 수 있다.

도를 500MPa 이상 보증하면서 굽힘과 용접 시 변형 발생은 최소화한다.
특히 PoSPACEs Ball Type의 경우에는 노드 중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구조 성능은 더 강하게, 하지만 더 가볍게 짓는다

구조 성능은 강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훨씬 더 가벼운 건축물을 지을 수

대공간 스페이스 프레임 구조는 트러스 형태의 2-Layer(더블레이어)를

있게 된다.

취하는 경우가 많다. 중간 기둥 없이 부재들끼리 하중을 전달하며 구조
체를 지지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더 견고한 2-Layer을 따르게 된다. 서

실제로 서울식물원의 경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제안한 솔루션을 통해

울식물원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노드와 부재의 접합을 힌지 접합(Hinge

기존 2-Layer 구조에서 PoSPACEs를 적용한 1-Layer로 구조 변경을

Connection, 경첩 접합)으로 한 2-Layer 스페이스 프레임으로 설계되

거쳤다. 덕분에 기존안 대비 상당량의 강재량과 시공기간이 절감되었으

었다. 2-Layer에서 곡면을 형성해야 했기에 부재끼리의 연결이 복잡하

며,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솔루션 제안부터 설계, PoSPACEs 제작, 시공

고 개방감이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또 이 경우 노드 부분은 주물로 제작

전 과정을 이에스건축구조엔지니어링과 함께 하면서 포스코그룹-이노빌

되어 제작 기간이 길고, 노드와 프레임 자체의 중량도 크기에 시공이 어

트 얼라이언스의 시너지를 톡톡히 보여줬다.

렵고 시공비도 높아지게 된다.
이노빌트 PoSPACEs는 서울식물원, 대구은행 본점 등에 적용되어 건축
이에 반해 PoSPACEs는 부재가 외력에 의해 휘어질 수 있는 힌지 접

물 내부에서도 하늘 바로 아래 있는 듯이 탁 트인 공간을 선사하고 있다.

합이 아닌 노드와 부재를 완전히 용접하는 모멘트 접합(Moment

이용자에게는 남다른 미학적 즐거움을, 건축가와 시공사에는 더 경제적

Connection) 방식으로 제작된다. 때문에 부재가 변형되거나 휘어지는

이고 뛰어난 성능을 보장하는 PoSPACEs. 앞으로 더 많은 건축물의 구

힘에 저항할 수 있어, 1-Layer 프레임으로도 곡면 구성이 충분히 가능하

조 솔루션으로 활약하게 될 것이다.

다. 이로써 구조적인 안정감과 함께 2-Layer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개방감

42

43

Curtain Wall 산책

LWK + PARTNERS delivers wellness-driven
retail space with Zijing Paradise Walk

Project
Zijing Paradise Walk
Location
Hangzhou, China
Client
Longfor Properties
Architect
LWK + PARTNERS
Site Area
28,557.5 sqm
Gross Floor Area
68,000 sqm
Year of Completio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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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소비자들이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개인의 건강을 잘 관리

심 테마는 문화와 웰니스다. 이를 위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 전역에

하면서 머무르는 공간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향은 팬데

걸쳐서 다양한 레저와 웰니스 시설을 제공하며, 또한 고대 항저우의 휴이

믹 이후 더욱 커지고 있다. 지징천가(Zijing Paradise Walk) 쇼핑몰은,

식 건축물을 주된 건축양식으로 하여 단아하면서 고상한 문화유산의 감

이러한 소비자의 경향을 반영한 건축사무소 LWK + PARTNERS의 응답

각을 잘 구현해서 건축물에 녹여내고 있다.

이라 할 수 있다.
지징천가는 최근 Global RLI Awards에서 2020년도 RLI 가장 기대되는

46

이러한 새로운 커뮤니티 쇼핑센터는 중국 항저우시 서호지구(West

오프닝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이로써 전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이면서 혁

Lake district)에 있는 우리탕 강 옆에 위치해 있으며, 이 쇼핑센터의 중

신적으로 소매와 레저 컨셉을 접목한 것으로 찬사를 받았다. 또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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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컨셉은 2018년도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제12회 International

깎인 듯한 지붕은 항저우 건축양식의 상징과도 같은 지붕 형상을 담은 것

Design Award에서 동상을 수상을 하였다.

이며, 캔틸레버식 구조와 형체의 변화를 통해 중국 전통가옥의 휴식 공간
과도 같은 다층으로 구성된 “행잉 컨트리야드(hanging courtyards)”를

지역 건축양식의 재창조

조성하고 있다. 휴이 건축양식은 완전한 하얀색 벽으로 잘 알려져 있으

쇼핑몰의 전반적인 설계는 즐길 거리로 넘쳐 흐르는 현대적 디자인 언어

며, 이 프로젝트에서는 은빛 파사드를 통해서 새롭게 리메이크되었다. 이

와 함께 전통적인 휴이 건축양식의 고상함과 단아함을 잘 접목하고 있다.

파사드에서는 주로 아주 얇은 알루미늄 패널을 사용하여 고대 벽돌 공간

LWK + PARTNERS 디렉터이자 이 프로젝트의 수석건축가인

과도 같이 자연스럽게 울퉁불퉁 휘어진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다.

Ferdinand Cheung은 “우리 건물은 역사적인 항저우 건축양식을 연상

쇼핑몰 전역에 걸쳐서 ‘비움’과 ‘채움’의 대담한 상호작용이 어우러져 있

시키는 실루엣, 파사드 재료와 패턴으로 이루어진 차분한 색의 어우러짐

고, 중국식 정원 고유의 변화하는 그림자에서 영감을 받은 수직하게 드리

과 함께 주변 환경이 조화를 이룬다.”고 설명한다.

워진 파사드 오프닝은 방문객들에게 흥미로운 시공간적 경험을 선사한다.

48

49

Curtain Wall 산책

50

웰니스 중심의 경험

을 향상시키도록 건축물이 설계되어 있다. 1층에는 플라자와 태극권 정

건강과 웰니스는 지징천가(Zijing Paradise Walk) 설계의 핵심이며, 이

원(tai chi garden) 등이 있으며 위쪽 층에는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고 실

는 지역민들이 녹색 공간과 소통하고 교류하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내 농구코트와 실외 조깅 트랙 등이 있어서, 누구든 활용할 수 있도록 모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두 접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녹지대로 채워져 있다. 캔틸레버식 구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오락 공간이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

로 되어 있어서, 보행자용 인도를 따라 여름철이나 비가 오는 날에 편안

동을 지원하고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품질

하게 머물다가 갈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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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어 있는 채광창, 파사드 오프닝, 움푹 들어간 안뜰을 통해서 따사로

Ferdinand Cheung, Director at LWK + PARTNERS and

for its stark white walls, which are given a fresh remake at

움 가득한 햇빛이 흘러 들어와, 우리의 일생 생활의 일부인 자연의 혜택

the lead designer of the project, explained, “Our building

the project through silvery façades. Extra-thin aluminium

을 돋보이게 한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자연과 인간의 연계성을 보여주기

harmonises with the environment with a subdued palette of

panels are primarily used in the façades, creating staggered

위해 강변 공원과 연결되어 있다.

façade materials, patterns and silhouettes reminiscent of

patterns with a natural unevenness resembling ancient

historic Hangzhou architecture.”

brickworks.

지징천가는 2020년도 초반에 개점한 이후, 전통문화와 주변의 자연환경

The shaved roofs mimic the iconic Hangzhou-style roof,

및 현재의 도시생활을 모두 접목하고 기념함으로써 지역민과의 연계를

while cantilevering and shifting of forms create multi layers

A bold interplay of solid and void is present throughout the

구축하는,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종착지가 되어가고 있다. “사람들이 좋

of ‘hanging courtyards’, resembling breakout spaces in

mall, and there are vertical façade openings inspired by

아하는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웰니스 중심의 소매업 한계

Chinese traditional housing. Hui-style architecture is known

sifted shadows characteristic of Chinese gardens, offering

를 뛰어넘어서 인근 지역에 활발한 생활방식을 촉진하는 등, 사람들의 기
본적 요구에 따르는 것이다.”고 Ferdinand는 말한다.

Taking good care of personal health and staying comfortable
in a space are growing priorities for today’s consumers, a
trend that has intensified since the pandemic. The Zijing
Paradise Walk retail mall is a considered response by
architectural practice LWK + PARTNERS.

With culture and wellness as the central themes, this new
community shopping centre rests next to the Wulitang River
in West Lake district in Hangzhou, China. It offers diverse
leisure and wellness facilities spread across interlocking
spaces, which are also well integrated with the key essence
of ancient Hangzhou’s Hui-style architecture, embodying a
sense of simplicity, elegance and preserved heritage.

Zijing Paradise Walk has recently been recognised as RLI
Most Anticipated Opening 2020 at the Global RLI Awards,
which celebrates the most visionary and innovative retail
and leisure concepts from across the globe. Its architectural
concept also won a bronze award in the prestigious 12th
International Design Award in 2018.

Reinventing local architecture
The overall design of the retail mall captures the elegance
and conciseness of traditional Hui-style architecture with
playful modern design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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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teresting visual and spatial experience for visitors.

indoor basketball courts and outdoor jogging trails are all

Since its opening in early 2020, Zijing Paradise Walk

highly accessible and suffused with greenery. Cantilevered

has become a social destination for the community,

Wellness-driven experience

forms provide generous sheltered space along pedestrian

forging connections with local people by celebrating

Health and wellness are at the heart of Zijing Paradise Walk’s

sidewalks, serving as comfortable buffer zones during the

traditional culture, its natural surroundings and

design, which also involves living in harmony with nature to

summer and on rainy days.

modern city life. “It caters to people’s basic needs

motivate local people to interact with green spaces.

while offering multiple experiential recreational
Ample sunlight is brought in through a series of skylights,

facilities, pushing the envelope for wellness-

Equipped with various recreational spaces, the architectural

façade openings and a sunken courtyard, highlighting nature

driven retail and promoting an active lifestyle in the

design supports communal activities and improves the

as part of our daily life. The project also makes connections

neighbourhood,” said Ferdinand.

quality of life for those who live or work in the area. Its

with the riverside park to encourage people’s engagements

ground floor plazas, tai chi garden, upper-level terraces,

with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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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Cité du Vin
보르도 와인박물관

ⓒ Julien Lanoo

“보르도 와인박물관 건물은 강과 도시 사이에서 와인의 영혼을 불러일으

그 특징으로는 울퉁불퉁한 포도나무, 잔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와인, 프랑

키며, 따라서 어떠한 형상도 모방하지 않은 건물이다.”

스 가론 강의 회오리치는 물결이 있다. 박물관의 모든 세부 양식은 ‘매끄
러운 곡선, 무형 및 감각적 특징’으로 대표되는, 와인의 영혼과 액체성 본

강인한 건축적 자태를 띤 보르도 와인박물관은 선명한 곡선과 형태가 돋

질을 상기시킨다 (XTU 아키텍츠).

보이는 건축물이다. 상징적인 건물인 이 박물관의 황금색 틀은 도시 안의
작은 도시를 품고 있으며, 이 작은 도시는 다양한 체험을 선사하는 생활

박물관 건물 외벽은 둥근 곡선 형태를 띠며, 이러한 곡선성은 실내 공간,

공간이다.

자재, 규모에서도 느낄 수 있다. 이 박물관의 출입구가 있는 정면은 보르도
시내를 향해 있으며, 박물관 건물은 이 정면을 장식하는 밝은 돌로 상징되

ⓒ X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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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르도 와인박물관의 구조를 이와 같이 설계한 최초이자 진정한 목표는,

는 황금빛으로 눈부시게 빛난다. 자체 외관은 실크 스크린 인쇄 처리된 유

지속적인 이동을 통해 이 박물관과 주위 공간을 서로 연결하는 데 있었다.

리 패널과, 천공된 무지개 빛깔의 래커 알루미늄 패널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의 건축사무소 XTU 아키텍츠 (XTU Architects)의 대표건축가

보르도 와인박물관 건물은 강에 그 모습을 비춤으로써 강과 교류하며, 그

아눅 르장드르 (Anouk Legendre)와 니콜라스 데마지에르 (Nicolas

모습은 햇빛이나 하루 중 시각에 따라 변화한다. 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Desmazières)는 보르도 와인박물관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의

와인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이처럼 매우 독창적인 형상이 연출되어,

상징으로 형성된 공간을 디자인 하였다.

흐르는 강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

57

Curtain Wall 산책

건물 양쪽에 있는 각 입구는 내부와 외부 사이의 움직임 · 썰물 · 흐름의

의미한다. 이들은 각각 독창적이고 무한한 목적지로 이어지는, 부드럽고

곳에 이르기까지 구조물을 따라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는 따라가야 할 고

조이는 듯한 형상을 연출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이들 형상은 모두 움

느낌을 선사한다. 한 입구는 도시를 향해 있고 다른 입구는 강을 향해 있

회전하는 움직임으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다. 이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정된 경로가 없으며 발견할 세계만 있다.

직임과 관련이 있다.

다. 상층부에 위치한 전망대는 마치 망루처럼 빛나며, 이 전망대에 올라

문화적 풍경의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탐험하는 것과 같다. 이 박물관 구

서면 방문객은 보르도의 빛나는 전경과 주변 지역이 한눈에 들어온다.

조의 최초 목표는, 건축 과정을 원근도법에 맞추어 전개함으로써 건축양

이 체험의 목적은 사물이나 현상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진지하

계를 벗어난 온전한 휴식을 선사하며, 와인 체험과 흡사한, 곡선미 · 흐름

식 자체를 하나의 여정으로 만드는 데 있다.

게 탐구하는 데 있다. 보르도 와인박물관의 구조를 살펴보면, 뒤로 움푹

· 고도의 세계를 연출한다. 방문객들은 이러한 구조에 의해 창의적인 사

들어간 부분이 있는 반면 다른 곳에서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

고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몰입형 · 탐험가적 여정을 발견하고 완
주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조성된다.

이 아치 구조는 목재 틀, 보트, 여행 중 와인을 연상시킨다. 이는 현실 세

XTU 아키텍츠의 관점에서, 보르도 와인박물관 전체를 둘러보는 과정 자
체는 와인 · 강 · 방문객의 흐름과 같은 흐름을 따른다. 방문객들은 박물

따라서, 이 건물의 하층부는 포도나무의 뿌리를 연상시키는, 지하실과 같

다. 이 박물관에서 가장 강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구역인, 목재로 조성

관 건물을 강물처럼 통과하고 중앙 계단을 따라 이동하면서, 흐르는 듯한

은 어두운 세계이다. 1층에는 교차점인 지하를 향해 계단식으로 내려가

된 아치 (arch)는 다채로운 하늘과 같다.

움직임의 느낌을 지속시킨다.

는 무대가 위치해 있다. 거울에 반사되는 모습은 방문객들의 방향감각을

이는 방문객들이 발견의 선순환을 체험하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음을

ⓒ X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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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building does not resemble any recognizable shape

흐리게 하여 이들이 빛을 향해 위쪽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

하늘은 포도주를 빚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며, 수확량은 하늘에

because it is an evocation of the soul of wine between the

다. 이들은 안뜰에서 이 빛을 느낀 다음, 이 빛이 매우 찬란하게 빛나는

의해 결정된다. 목재로 조성한 이 하늘은 솟아오르고 물결치며 팽팽하게

river and the city.’

ⓒ X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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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ong architectural statement, La Cité du Vin stands out

nature: ‘seamless roundness, intangible and sensual’ (XTU

with its bold curves and shape. An iconic building, this

Architects).

golden frame hosts a Cité within the city, a living space with

This roundness transcribed in the building’s exterior can also

experiences to discover.

be felt in its indoor spaces, materials and scale. La Cité du Vin
dazzles with a golden shimmer reminiscent of the light stone

The initial aim of the building’s architecture was genuinely

found on Bordeaux facades. Its own facade is made up of

to create a link between La Cité du Vin and the spaces

silk-screen printed glass panels and perforated, iridescent,

surrounding it through perpetual movement.

lacquered aluminium panels.

Anouk Legendre and Nicolas Desmazières, the architects

Changing with the sunshine or the time of day, the building

from XTU, designed a space shaped by symbols of identity:

dialogues with the river through its reflections: there are very

gnarled vine stock, wine swirling in a glass, eddies on the

close parallels with a wine’s constantly changing appearance.

Garonne.

This very distinctive shape causes you to look at the river

Every detail of the architecture evokes wine’s soul and liquid

running past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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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ilding’s two entrances on either side create an
impression of movement, ebb and flow between inside and
outside. One entrance faces the city and the other faces the
river. Higher up, the viewing tower enables visitors to discover
the illuminated city and the surrounding land, almost like a
watchtower.

In the eyes of XTU, the main tour itself follows these flows:
wine, the river, the flow of visitors. You pass through the
building like a river, with visitors becoming voyagers flowing
around the central staircase, perpetuating this impression of
movement.

This means that visitors are constantly moving as they
experience a virtuous circle of discovery. Each person
discovers a new world in a fluid, rotating motion leading
to an unusual, limitless destination, like a journey through

ⓒ Julien Lanoo

the meanderings of a cultural landscape which feeds the
imagination.
The initial aim was for the building programme to develop in

The wooden structure is reminiscent of a timber frame, of

wine experience. Visitors are in a discovery mind-set initiated

line with the scenography, making the architecture a voyage in

boats, of wine on its travels. It is an immersive break with reality,

by the architecture, which creates the right conditions for them

itself.

a world of roundness, fluidity and elevation approximating the

to discover and complete this immersive, initiatory journey.

Architects: XTU Architects

Research Team:J oan Tarragon, Gaëlle Le Borgne, Stefania
Maccagan, Cristina Sanchez

Downstairs is therefore a dark world, like a cellar, with the roots
of the vines. The ground floor is raw as an immersion stage
ⓒ Patrick Tourneboeuf

diving into the project, a crossing point. The mirror reflections
are disorienting and encourage visitors to move upwards
towards the light. They feel this light on the courtyard then
follow it through the structure until it finally explodes. There is

Photographs: Delphine Isart, Patrick Tourneboeuf, XTU, Julien
Lanoo, Paul Desmazieres

Partners: Casson Mann ,Scenographer (innovative tool of
the permanent tour), SNC-Lavalin ,Engineering, Le Sommer
Environnement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aim of the experience is genuinely to question rather than

Manufacturers: Adapta Color, Guardian Glass, SADEV,
Sonogamma, Thebault Groupe

Site:13 644 m²

let alone. Sometimes the architecture steps back, in other

Architect In Charge:Anouk Legendre, Nicolas Desmazières

places it reappears.The wooded arch of the permanent tour,

Budget: 81M€ excluding VAT/ 55M€ (architecture +
scenography)

Project Leaders: Mathias Lukacs, Dominique Zentelin

the strongest area of La Cité du Vin, is like a varied sky. The

Client: City of Bordeaux

Credits: XTU, Delphine Isart, Julien Lanoo, Patrick
Tourneboeuf

sky is everything in winemaking, determining the harvest. This

Owner: Fondation de La Cité du Vin

City: Bordeaux

wooden sky rises, undulates and tightens. Once again, this is

On Site Team: Delphine Isart, Claire Leroux, Thibault Le
Poncin, Joan Tarragon

Country: France

no fixed route to follow, just worlds to discover.

all about movement.

ⓒ X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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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rianGhinitoiu

Yea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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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Saint-Gobain
Valode & Pis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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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gio Grazia

ⓒ Sergio Graz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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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층, 165m 높이에 약 49,000 평방미터 규모의 이 건물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성능 및 사용자 편의에 중점을 둔 모범적인 건물을 목
표로 지어졌다.

오늘날 La Défense에서 새로운 타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약
이 있는 대지의 적절한 활용을 비롯해 많은 것을 해결해야 한다.

이 건물은 독창성을 보여 주며 유리의 반사와 투명도를 적극적으로 활
용하였다.
내부의 대형 온실은 건물의 내부와 내부의 분위기 연출에 중요한 부분
을 차지한다. 특히 이 정원은 건물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 Sergio Graz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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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gio Grazia

ⓒ Sergio Grazia

ⓒ Sergio Grazia

ⓒ Sergio Grazia

Architects
Valode & Pistre
Area
49000m²
Year
2019
Photographs
Sergio Grazia, Laurent Kronental
Manufacturers
AutoDesk, Saint-Gobain
Lead Architects
Denis Valode-Jean Pistre
Clients
Generali / Saint-Gobain

ⓒ Sergio Grazia

ⓒ Sergio Grazia

Engineering
Egis,Terrell, Artelia, Arcora, Movveo, G-Sir, Transsolar, 8’18’’
Landscape
Raphia
Consultants
Batiss, Lasa, Artelia QEB
Building Contractor
Vinci Construction
City
Paris
ⓒ Sergio Graz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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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gio Grazia

ⓒ Sergio Grazia

이 건물은 모든 층에 사무실을 배치했으며, 최상층에는 리셉션 공간과
회의장소로 구성했다.

이 건물은 유리의 사용을 극대화 하여 뛰어난 작업 환경과 넓은 사무실,
탁 트인 전망의 이점을 극대화 하고 자연 채광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Country
France

69

Curtain Wall 산책

SBF Tower

Hans Hollein & Christoph Monschein

영국의 건축설계업체 O.H.A.(오언 힉스 아키텍처: Owen Hicks

SBF 타워의 디자인은 홀라인이 시카고에 머물던 시절에 그린 미래의 마

Architecture)는 중국 선전 SBF 타워의 새로운 사진 시리즈를 공개하

천루에 대한 스케치를 토대로 하였으며, SBF 타워는 건물 밀집지대의 노

였다. 이들 사진에는 1985년 프리츠커 상 수상자 한스 홀라인 (Hans

출된 모퉁이에 위치한 고층 건물들 중에서도 눈에 띈다. SBF 타워는 사

Hollein)이 크리스토퍼 몬샤인 (Christoph Monschein)과 공동 설계한

무용 고층건물로, 도시와 어우러진 전략적 위치에 건립되었다. 또한, 선

SBF 타워의 거의 완공된 모습이 담겨 있다. 선전 시 푸톈 구에 소재한

전 시청과 주요 남북 축에 인접해 있는 동시에,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SBF 타워는 이 두 건축가가 2010년 중국의 증권회사 서던 앤 보세라 펀

선난 대로에 위치해 있는 한편, 증권거래소 건물이 눈에 띄는 선전 중심

즈 (Southern and Bosera Funds)로부터 의뢰받아 설계하였으며, 주변

부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자리한다.

의 고층 건물들과 대조를 이룰 정도로 다르게 설계하였다.

ⓒ ONJ

ⓒ O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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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F 타워는 총 42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높이는 200 m, 가로

각각의 층은 겉으로는 다르게 보인다. 타워의 정면 라인을 기준으로, 각

와 세로의 길이는 각각 45 m인 정사각형의 평면을 갖추고 있다. 지상공

층은 움푹 들어가 있거나 캔틸레버 형태로 돌출되어 있다. 이 교차된 볼

간의 연면적은 80,500 m2에 이른다. 타워 주변에는 부속 건물이 하층부

륨들 곳곳에는 식재된 식물들이 층과 볼륨에 걸쳐 넓게 연결되어 있다.

에서 타워의 부분적인 틀을 이루고 있으며, 하층부에는 출입구, 공공 비

하늘 정원이 있는 층에서는 원하는 곳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크

즈니스 홀, 고급 음식점 등이 마련되어 있다.

기의 전망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정문은 북쪽에 있으며 지붕이 있는 진
입로가 있다. 사용된 자재로는 고급스러운 석재 표면과, 목재, 유리 및 금

SBF 타워 건물 자체는 수직적 정원을 이루는 잘 조각된 모습이 꼭대기까

속이다.

지 이어지며, 대안적인 업무 형태와 지속성이 고려되어 설계된, SBF 타
워만의 차별화된 외관으로 나타난다. 타워는 위로 향하면서 3번에 걸쳐

A series of new photographs of Shenzhen´s SBF Tower

서로 다른 볼륨들이 교차된 모습을 하고 있다. 아래서부터 정사각형의 평

has been unveiled by O.H.A, showing Pritzker Prize winner

면이 6개 층으로 구성된 하나의 볼륨이 곧게 올라가다가 바로 위에는 5

Hans Hollein and Christoph Monschein’s design nearing

개의 층으로 구성된 볼륨이 위치해 있다. 이렇게 교차되는 볼륨은 각각

completion in the Futian district of Shenzhen. Commissioned

다르게 돌출된 형태를 띤다. 이들 볼륨은 3번에 걸쳐 이렇게 교차되어 있

by the duo of Southern and Bosera Funds back in 2010,

으며, 이들 볼륨 위의 최상층 볼륨은 6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the project was envisioned to contrast any high-rise in the
vicinity because it is different.

With its memorable design, based on an early sketch drawn
by Hans Hollein in his time in Chicago, how skyscrapers
should look in the future, it becomes a dominant statement
within the high-rises, in an exposed corner position of the
cluster.

ⓒ O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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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s Hans Hollein & Christoph Monschein
Year 2018
Photographs ONJ
Local Architect SADI
Leed, Façade Consultant Werner Sobek Ingenieure
Client Southern / Bosera Fund
Local Representative His a-Wei Wang
Job Captain SanHwan Lu
Program High-rise building for office use
Status Of Project First Prize Competition 2009;
Ground-breaking 2011
Built Area 80.000m² office area, 200m, 42 floors
City Shenzhen Shi
Country China

ⓒ ONJ

ⓒ
Lerch
ⓒcetus.at+Thomas
ONJ

ⓒ Erich Reisman

The office tower has a strategic position within the texture of

alternative workstyle and sustainability. Vertically the tower

the city. Adjacent to the Town Hall and its main North-South

is a layered structure featuring two different zones of 5 to 6

axis, and located on East-West oriented Shen Nan Avenue,

floors each which repeat alternating 3 and 4 times. One such

it has the pole position in the central quarter in Shenzhen,

zone has 6 identical floors with a square outer perimeter.

wherein midst the stock exchange building dominates.

But the other zone of 5 floors is highly complex in its outer
appearance:

The tower building in a plan is a simple square of 45 m x
45 m, with 42 floors and an overall height of 200 m and it

Each individual floor is seemingly different; deep setbacks

features a total floor area of 80.500 m² above ground. A skirt

and far outreaching cantilevers interchange along the

building partially frames the tower in the base zone, where

imaginary façade line and are overgrown with plants.

the entrance area, the public business hall and a high-class

These sky garden-levels also have the advantage that their

restaurant are located.

purposely versatile outer appearance is very flexible and can
easily answer individual situations. The main entrance lies

ⓒ O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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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wer building itself rises on top as a highly sculptured

in the north with a covered drive up. The materials used are

building with vertical gardens integrated with the architecture

elegant surfaces of stone and wood, glass, and metals.

such giving the tower a very distinct appearance talk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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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 마르코폴로 공항
®

TROSIFOL 접합안전유리 중간막을 사용한 확장공사로 강도와 투명도,
안전과 차음을 모두 달성한 이탈리아 베니스 공항

설계사
One Works, Milan
파사드 시공사
AZA Corp
접합업체

자료제공:

TVITEC SYSTEM GLASS, S.L.
공항 관리
SAVE S.p.A.

선택의 폭이 넓은 Trosifol(트로시폴)의 고성능 중간막이 제공하는 다재다능한 기능으로,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해결하고 매우 복잡한

새로운 확장공사로 상부 전체가 접합유리 글레이징으로 덮힌 통로는 플라자 앞뜰 스타일의 구조물로 완성되었으며,
통로 완공은 터미널로의 접근성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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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sifol® Sound Control PVB는 최고의 지붕용 자재일 뿐 아니라 파사드의 탁월한 성능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Image ⓒ AZA Corp

마르코폴로 공항, 이탈리아 베니스

Image ⓒ AZA Corp

디자인도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었다.

Façade Case Study_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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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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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 접합안전유리의 생산 공정은 일반 PVB 접합유리 제품과 마찬가
지로 효율적이고 단순하다.
Image ⓒ AZA Corp

모든 접합유리 글레이징 공사는 사례별로 요구사항과 상황이 다르므로

SentryGlas®를 사용하여 제작한 지붕 패널은 삼각형이거나 직사각형/마름모인 이중 접합유리 글레이징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어 기술적으로 복잡한 요소를 담고 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엔지니어와 제작사, 시공사는 반드시 모든 측면을
완벽히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이번의 공항 확장공사는 전형적인 사례와
는 매우 달랐으며, 접합유리 글레이징의 미적 요소와 궁극적인 기능성 사
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커다란 도전이었다. 다층 구조, 냉간 굽힘,
고강도, 최고의 투명도 등 수없이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Trosifol®

베니스 마르코폴로 공항(Aeroporto di Venezia Marco Polo)은 이탈리

이다. One Works의 설계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새로운 공간은 일

을 거친 후 현장에서 냉간 굽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총 6,300m²

ionoplast와 PVB 중간막의 첨단 성능 덕분에 모든 기능을 충족시킬 수

아의 유서 깊은 도시 베니스 북쪽의 본토에 위치해 있으며, 전 세계의 수

상적인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할 뿐 아니라, 승객들이 상업

의 고성능 유리를 공급했으며, 이 가운데 5,946m2는 지붕 패널용이었습

있었다. 이와 더불어 파사드의 소음 저감 효과 요건을 고려할 때 마르코

많은 비행기가 이 곳을 경유한다. 2018년에는 1,100만 명 이상의 여행

지구 광장에서 보게 되는 베니스 석호의 아름다운 장관도 담아낼 수 있도

니다.

폴로 공항은 유리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보기라

객이 이용하면서 이탈리아에서 네 번째로 바쁜 공항이라는 명성을 얻게

록 설계되었습니다. One Works는 베니스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인 석호

파손 전후의 강도와 설하중 및 풍하중, 유지보수와 청소를 위해 이동하

할 수 있다.

되었다.

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기존의 공항 건물과 새롭게 확장된 구

는 작업자를 고려했을 때, 우수한 복원력을 가진

베니스를 비롯하여 역사 유적, 아름다운 자연 명소와 가까운 마르코폴로

역이 조화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SentryGlas® 중간막을 사용한 것은 탁월한 선택
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물리적 보안의 관점에

설공사가 시작되는 등 다양한 업그레이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유리 제작사 Tvitec의 마케팅 매니저인 Roberto Arias는 다음과 같

서 정확한 템퍼링과 유리 파편의 안전성은 사고나

최근 진행된 확장 프로젝트를 통해 여객 터미널을 새롭게 단장한 결과,

이 덧붙였다. “Trosifol의 SentryGlas®(센트리글라스®) ionoplast(아

공격이 있을 때를 대비해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입

연간 1,500만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승객에게 쾌적하고 인

이아노플라스트) 중간막을 사용하여 제작한 지붕 패널은 기술적으로 매

니다. ‘사고’ 자체보다는 날아가는 파편으로 인해

상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하고 여기에 유리 소

우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습니다. 패널은 삼각형이나 직사각형 또는 마름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재를 과감하게 접목하였는데, 상당 부분에 강도와 소음 저감 효과가 특징

모의 이중 접합유리 글레이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크기가 2m

Trosifol® Sound Control PVB는 최고의 지붕

인 Trosifol의 첨단 중간막 기술이 사용되었다.

가 넘습니다.”

용 자재일 뿐 아니라, 0.76mm의 Trosifol® SC

11,000m2 규모로 확장된 공간은 플라자 앞뜰 스타일의 구조물로 완성

복층 유리 유닛으로 제작된 2,700개의 패널은 모두 10mm의 아웃보드

Monolayer 중간막이 삽입된 10mm 고투명 배강

되었으며, 전체가 접합유리 글레이징으로 완성된 280m 길이의 통로는

강화유리와 16mm의 공기층, 인보드 접합유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도유리를 두 겹 사용하여 제작한 파사드(2,500m2)

터미널로의 접근성을 개선했다. 새로운 무빙 워크는 부두로도 연결되기

겹의 8mm 배강도유리는 0.89mm의 SentryGlas® 중간막을 두 겹(총

가 탁월한 성능을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

때문에 승객들이 바포레토(수상버스)나 수상 택시로 베니스까지 편안하

1.78mm) 접합하여 제작한 것이다.

다. Trosifol® SC Monolayer는 PVB 중간막과 동

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설명을 이어갔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보다 더 혁신적인 유리는

일한 유리 파편 안전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탁월한

새롭게 완성된 플라자의 주요 구성요소인 격자 패턴의 지붕은 건축회사

없을 것입니다. 이 접합유리 글레이징은 다층 구조, 맞춤형 패널 지지 시

차음 성능도 제공한다(일반 PVB 필름에 비해 최대

One Works에서 설계한 것으로, 충분한 채광과 자연스러운 통풍이 특징

스템, 특수 실링을 활용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수학적 모델링과 테스팅

3dB 더 효과적). 또한 Trosifol® SC Monolayer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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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sifol® SC Monolayer는 PVB 중간막과 동일한 유리 파편 안전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탁월한 차음 성능도 제공한다(일반 PVB 필름에 비해 최대 3dB 더 효과적).

Image ⓒ AZA Corp

공항의 방문객과 통행량을 수용하기 위해 2002년에 현대적인 터미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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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적극행정으로 혁신기업 성장·건설현장 공정성 강화

그 결과 건설사 압류 등에 취약했던 임금지급체계가 보완되어, 건설근로

중요하다”면서, “국토부의 많은 정책현안이 경제와 민생에 직결되는 만

자의 임금이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큼 적극행정을 적극 지원하여, 혁신기업 성장과 공정경제에 기여하고 많

9월 17일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국토부 손명수 제2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

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과 적극행정 실천이 무엇보다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17일(목) 제38차 차관회의에서 주요 부

국토부가 발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적극행정 주요 실천과제 및 우수사례
1 플랫폼 사업 제도화를 통한 모빌리티 혁신

를 발표하였다.

플랫폼 모빌리티 사업을 제도화하는 운수사업법 시행(’21.4) 이전에 규
< 차관회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 >

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반반택시 등 맞춤형

• (개요) 기관별 적극행정 주요과제 및 우수사례 연이어 발표

서비스를 공급하는 플랫폼 운송업체*의 조기 시장진출을 지원하였다.

• (대상) 차관회의 참석 기관(27개 부처 등) + 청 단위 2개 기관

* (반반택시) 자발적 동승할인 (스타릭스) 사전 확정요금제 (파파) 렌터카 기사알선

•	(시기) ’20.9.3(목) ~ 10.22(목), 7차에 걸쳐 진행(하루 4개 기관,
기관별 3분 발표)

총 63조 7천억 원… 건축공사가 크게 증가

허용 (마카롱 등 가맹택시) 앱미터기 기반 탄력요금제 등

* 1차: 산업부, 과기부, 인사처 2차: 기재부, 중기부, 교육부, 행안부
이에 따라, 불과 5개월 만에 가맹택시 서비스지역이 3배 이상 확대(3월8
국토부는 △혁신기업 성장지원 △건설현장 공정성 강화 △수도권주택공

개지역→8월26개지역)되고, 운행대수가 6배 이상 확대(3월2,600대→8

급 조기화 △그린리모델링 본격화 등 4건을 주요 실천과제로 선정하고

월16,264대)되는 등 모빌리티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올해 2분기(4~6월) 건설공사 계약액은 토목과 건축이 모두 증가하며, 전

0.8% 증가한 13조 9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63조 7천억 원을 기록했다.

건축 분야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7% 증
가한 49조 8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결과로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점추진 중이다.

➊ (혁신기업 성장지원)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 국토교통 혁신펀드 조
성, 우수기술 판로 확대 등 국토교통 중소벤처 활성화 방안 마련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 증가

플랫폼 사업 제도화 추진경위

‘20.2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25조 8천억 원

• 택시-플랫폼 대타협(’19.3) → 택시상생방안 발표(’19.7) → 운수

(전년 동기 대비 22.6% 증가), 51~100위 기업이 3조 9천억 원(12.4%

사업법 개정(’20.4)

증가), 101~300위 기업 4조 3천억 원(8.1% 증가), 301~1,000위 기업

*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구성(’20.5)하여 하위법령 개정 등 구체적 방안

- 특히, 중소기업 보유 우수 혁신기술의 현장 적용 확대 등을 위해 기

2. 기업 규모별 계약액

5조 6천억 원(5.1% 증가), 그 외 기업이 23조 9천억 원(6.7% 증가)을

마련 중

기록하였다.

업성장지원팀 신설(’20.7) 및 장관주재 기업성장지원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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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➋ (건설현장 공정성 강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확대(시장·준
시장→기타공공기관 등 포함, 5→3천만원 이상) 및 민간확산으로 건

2 공공이 선도하는 건설현장 임금체불 근절
노·사·전·정이 참여하는 일자리위원회(건설분과)를 통해 「임금직접지급

3. 지역별 계약액

설임금 체불근절

제 개선방안(’20.5)」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노무비 계좌 분리 등 임

‘20.1분기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32조 6

금지급시스템을 개편하였다.

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3%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31조 1천억

➌ (수도권주택공급 조기화) 3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연내 확정
및 사전청약 6만호 공급 추진(’21년 하반기 3만호, ’22년 3만호)
➍ (그린리모델링 본격화) 공공건축물 및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
링*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성과 창출
* 공공건축물 2천동(’20∼’21년) 및 공공임대주택 22.5만호(’20∼’25년) 개설

원으로 7.1% 증가하였다.
< 임금직접지급시스템 개편내용(하도급지킴이) >
(본사 소재지별) 수도권 소재 기업은 36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주체별·공종별 계약액

9.1% 증가하였고,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26조 8천억 원으로 18.8% 증

(주체별) 공공공사 계약액은 토목이 증가하며 13조 9천억 원으로 전년

가하였다.

동기 대비 6.5% 증가하였고, 민간부문은 건축이 증가하며 15% 증가한
국토부는 장관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와 기업성장지원위원회를 통해 적

49조 7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극행정 추진상황을 점검·지원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성
과급 최고등급, 특별승진 가점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80

한편,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 통계누리(stat.moli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종별)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 분야의 계약액은 전년 동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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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년 맞은 건설기술인의 날, “사람 중심 건설” 한목소리
- 정세균 국무총리, 건설산업 도약을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강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연태)는 9월 23

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으며, 기념식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

일(수) 오후 2시 30분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건설기술인 등 45명이

라 정부포상 대상자 중 6인이 대표로 수상했다.

참석한 가운데「2020 건설기술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국가 철도망 확충에 공헌한 정병율 ㈜서

37여 년간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등 정부 주요국책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전국에 총 6,645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등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함

진현기(62)

산업포장

박영인(58)

근정포장

장호면(65)

세명대학교
부교수

34여 년간 시설물 유지관리분야에서 설계, 심의, 진단, 건설
공사품질, 안전관리점검 등을 통해 국가건설산업의 안전화
를 이루는데에 기여함

장행수(57)

(주)고미건축 디자인
대표이사

30여 년간 건설업계에 종사하며 건설산업의 디자인분야 및
품질, 제도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내 건설산업의 건
설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현기술단 대표이사에게 수훈의 영광이 돌아갔으며, 은탑산업훈장은 진현
건설기술인의 날은 87만 건설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사기

신동아건설(주)
부사장

은탑산업훈장

30여 년간 대규모 복합프로젝트 및 국내 초고층빌딩의 설계
(주)현대종합설계건축사
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대한민국 초고층 건설기
사무소 상무
술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함

기 신동아건설㈜ 부사장이 수상했다.

진작을 위해 2001년부터 시작된 기념행사로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
으며 올해로 스무 돌을 맞이했다.

아울러, 박영인 ㈜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 상무, 장호면 세명대학교
부교수가 각각 산업포장과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이외에 장행수 ㈜고미

올해 행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건설 분야 뉴노멀(새로운 표준)의 주

건축디자인 대표이사 등 3명이 대통령 표창, 이웅복 ㈜신화엔지니어링종

역이 되겠다는 다짐을 담아 ‘건설기술인! 희망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새

합건축사사무소 상무 등 4명이 국무총리 표창, 손창우 ㈜포스코건설 상

로운 비전과 꿈을 제시했다.

무보 등 20명이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로 인해 두 차례 연기 끝에 개최되었으며, 생활

정세균 국무총리는 치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국내외 건

속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 국토

설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건설기술인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교통부 박선호 1차관 및 정부포상 수상자 등 최소인원 45명만 참석했다.

격려”의 뜻을 전하고,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건설산업 패러다임이 바뀌

대통령 표창

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설 엔지
특히, 매년 1,000여 명이 기념식에 참석하여 건설기술인의 날을 축하해

니어링 역량을 강화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해달라고

온 만큼, 건설기술인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유튜브 및 건설기술인협

당부했다.

회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행사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여 현장의 감동
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정부도 ‘사람 중심의 건설’ 구현을 위해 청년 고용과 중·장년

신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최적으로 활용하는 저에
(주)신화엔지니어링종합
이웅복(53)
너지 기계설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내 에너지정책 및
건축사사무소 상무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함

국무총리표창

층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스마트건설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통해 건설
이날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많은 건설기술인 31인에게 정부포상 및 국

기술인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2020 건설기술인의 날」 건설기술발전 유공 수상자 명단 >
< 「2020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 대표 수상자 명단 >
연번
훈격

사진

성명(나이)

소속(직위)

공적 요지

1
2

금탑산업훈장

정병율(63)

(주)서현기술단
대표이사

43여 년간의 철도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철도시설
의 안정적인 건설 및 예산절감, 청년고용,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함

산업훈장

소속

직위

성명

비고

(주)서현기술단

대표이사

정병율

금탑

신동아건설(주)

부사장

진현기

은탑

3

산업포장

(주)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

상무

박영인

4

근정포장

세명대학교

부교수

장호면

(주)다산컨설턴트

사장

김시격

(주)고미건축디자인

대표이사

장행수

(주)수성엔지니어링

부사장

최경돈

5
6
7

82

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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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이크엠이씨

대표이사

권오민

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축사(영상), 수상자 발표, 김현미 국

사(해안건축 대표) 등 4인이 국무총리 표창 및 임종엽 교수(인하대학교)

우일산업(주)

이사

백재호

토교통부 장관 치사(영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주범 건축의

등 3인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주)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

이웅복

날 운영위원회 위원(건국대학교 교수)이 ‘건축인 선언’을 낭독하며 창의

아울러,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유공자 포상 이외에 「제14회 대한민국 공

한국전력기술(주)

부장

최기현

적인 건축문화의 창달과 건축인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건축인의

공건축상」 수상자도 함께 발표하였다.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제14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시상식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매년 건축의 날 기념식 현장에서 진행되었던 수여식은 비대면 행사인 관

품격 높은 디자인의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고 개선하는데 기여한 11개 기

계로 부득이하게 생략되었으며, 건축문화 및 건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

관이 정부포상과 장관표창 등을 수상하였다.

공자 36명을 발표하였다.

쇠퇴한 도시의 학교 도서관을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고 가꾸는 마을 도

12

(주)나눔건설사업관리

대표이사

강상찬

13

(주)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부사장

김세연

14

태강건설분쟁연구소

대표

김영강

15

도시구조안전(주)

대표이사

김현덕

16

한국광해관리공단

과장

박미영

17

(주)우인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박원호

18

(주)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

서귀석

토문건축사사무소 최두호 대표이사가 다양한 주거형식과 시스템을 적

19

(주)포스코건설

상무보

손창우

용한 건축 및 도시단지 설계, 주거단지 디자인 발전방향 연구 등 우리나

20

(주)제일기초이엔씨

본부장

송경현

라 건축·주거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동탑산업 훈장을 수상하였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하영상(치사)을 통해 “건축 산업과 건축문화

(주)한맥기술

전무

신영각

LH토지주택대학교 김한섭 교수가 LH에서 근무하며 주거복지 로드맵 이

발전을 위해 오늘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건축인 여러분들께 감

(주)미래기술단

이사

신홍근

23

(주)범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

우제석

행, 공공주택 설계공모, 건축사 참여 확대 등 공공주택 디자인 혁신 및 품

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와 도전 앞에

24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

전무

윤원근

질향상을 견인한 공로로 산업 포장을 수상하였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건축 산업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함께 노

25

(주)진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이범구

또한, 김혜정 명예교수(명지대학교) 등 3인이 대통령 표창, 김흥수 건축

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26

두산건설(주)

차장

이용철

21
22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27

현대엔지니어링(주)

부장

이진제

28

(주)유신

전무

정용태

29

(주)건화

상무

조준석

30

강원대학교

교수

최충익

31

(주)단에이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

이사

한기만

서관으로 탈바꿈시킨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 도서관’
이 국무총리표창(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현미 장관, “안전사고 없는 안심 일터, 공공부터 솔선수범”
- 22일 건설현장 안전대책 점검·논의… 공공현장부터 솔선수범 강조
- 건설 근로자 안전·생명 보호 위한 법적 제도 갖춰갈 것… 임금체불 근절 당부

2020 건축의 날, 변화하는 미래를 위한 발걸음
- 24일 기념식“작은 건축, 도시를 바꾼다”주제로 유튜브 생중계
- 건축산업·문화발전 유공자·‘2020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수상자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2일 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5개 지방

아울러 “더 늦기 전에 건설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가정으

청장 및 도로공사ㆍ토지주택공사ㆍ한국철도공사ㆍ국가철도공단 4개 유

로 돌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예방대책을 실천해야 할 때”라면서, “공공기

관기관 관계자들과 「건설안전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열고 건설현장 사망

관 소관 건설현장부터 솔선수범하여 보다 심도 있고 정확한 사고 분석을

사고 근절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였다.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김 장관은 “정부도 건설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건설현장이

「2020 건축의 날」 기념식이 9월 24일(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인

제정된 이래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왔다.

김현미 장관은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건설안전 혁신방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건설안전특별법’ 등 법적 제도를 갖춰 가겠

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이번 행사는 일상의 크고 작은 건축물들이 모여 도시를 바꾸고 이끌어간

안’을 내놓고 건설현장 사고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사망자 수가

다”고 덧붙였다.

각계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유튜브 건축학회 TV)으로 개최되었다.

다는 취지 아래 “작은 건축, 도시를 바꾼다”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코로

증가세*에 있다”면서, “건설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코로나-19에 이어 장마까지 길어져 건설 근로자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건축의 날(9월 25일)은 경복궁의 창건일(1395년

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더 이상 건설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하였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9월 25일)을 기념하여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 창달과 미래 건축에 대한 새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 ’17년 506명 → ’18년 485명 → ’19년 428명(상반기 229명) → ’20년(상반기

앞두고 있는 만큼, 안전에 이어 생계까지 위협받지 않도록 임금체불 근절

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건축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5년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강부성 대한건축학회 회장의 개회사, 진

254명)

에도 공공기관에서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84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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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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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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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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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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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술 및 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보다 신속하고, 깊이있는 취재를 약속드립니다.
외벽은 건축에서 기술과 규모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지는 지속적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익스테리어 관련기술
및 정보를 게재하여 업계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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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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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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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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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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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