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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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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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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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단가표

18,00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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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공장

중앙알칸 주식회사

평택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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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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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영업시대,
지면광고를
적극 활용하세요.
월간 익스테리어는 국내 유일의 건축외장(파사드) 전문지로
설계사무소, 건설사, 외장시공업체, 파사드 컨설턴트 및 정부관련 기관 등
두터운 구독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COVID-19로 대면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면광고가 좋은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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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전금속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순성로 731-14 전화: 041)353-1046 팩스: 041)353-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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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NFRC
인증 시뮬레이터
워크샵
참가 신청 안내

- KCC·KCC글라스,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8개 부문 1위 수상
- KCC, 사회적 책임 다하는 우수 기업으로 선정
- 이건창호, 성능과 편의성 겸비한 PVC 창호 ‘에코시리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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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스틸로 만들어낸 반짝이는 도서관 서울대학교 관정관
60	Brunel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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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Capital Gate

뮬레이터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Façade Case Study_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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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멕시코시티 차풀테펙 우노 R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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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가 부여됩니다.

82 정책 뉴스

71

- 건설혁신 선도할 유망기업 100개사 선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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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장관,“한-영 스마트시티·저탄소 경제 협력 강화”

에서 워크샵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 비용이 크게 절감되었습니다.

- 그린리모델링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성
-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건설현장 특별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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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하겠습니다.

- 2일부터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전국 건설현장 합동점검

문의 : 사단법인 한국파사드협회 사무국 (02. 529. 9224)

78

90 커튼월 관련 주요업체 명단

www.ka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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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 유리, 잡철 토탈케어
(주)삼보ENG

장에서 제작되는데 협소한 공간에서의 실리콘
양생은 품질에 큰 영향을 끼칠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설치 후 변형이나 문처짐 등의 하자 발
생이 잦다고 한다.
(유리발주 → 틀에 유리 끼우기 → 실리콘 양생
작업 → 부속 및 현장설치)

<객원기자 : 김영수>

품질을 우선으로 하는 삼보ENG는 이러한 부분
을 개선하고자 양생장소를 갖춘 비교적 규모 있
건축물의 외장공사 품목에 유리공사, 금속공사

를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고 한다. 이러한 특

에 뛰어난 품질은 물론이고 현장의 요구에 능동

는 작업장과 야적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장 상

혹은 도어관련 공사가 포함되어서 발주 되는 경

정된 공사만을 토탈로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요

적으로 대처해 왔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황은 늘 변한다. 빨리 작업해서 현장에 출하해

우가 자주 있다.

구가 많았는데 (주)삼보ENG를 만나면 모든 것

외장전문 업체들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처

야 될 때도 있지만 현장의 사정으로 작업했던

이 해결 된다.

리해 주고 있다.

제품을 공장에 보관해야 될 경우도 생긴다. 그

대부분 건물 출입이 빈번한 입구 쪽이 대부분이

다양한 품목을
토탈로 취급하는 것은
복잡하고 혼란이 생기기
마련인데 삼보ENG은
주요 부속을 제외한
제작공정을
직접수행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잘 대응해
올 수 있었다고 한다.

래서 야적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라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전체 공사에서 소

이성삼 대표는 오랜 기간 동안 도어에 관해서

제작공장

물량이고 종류도 다양해서 각각의 전문 시공자

는 직접제작하고 현장시공을 함께 해왔기 때문

도어류는 작업이 단순해서 대부분 영세한 작업

한다고 한다.

토탈케어 (취급품목)
다양한 품목을 토탈로 취급하는 것은 복잡하고
혼란이 생기기 마련인데 삼보ENG은 주요 부속
을 제외한 제작공정을 직접수행 하기 때문에 효
율적으로 잘 대응해 올 수 있었다고 한다. 취급
품목은 다음과 같다.

•도어류 : 강화도어, 가마찌도어, 가네모도어,
세이프도어, 폴딩도어, 패닉도어, 방화유리
도어
•자동문 : 일반 슬라이딩 자동문, 이중 슬라이
딩 자동문, 패닉슬라이딩 자동문, 무인경비
시스템(3PCS), 서클슬라이딩 자동문, 기밀
성자동문, 방화자동문, 장애우 자동문, 알루
미늄프레임자동문, 반자동문(스므스)
•핸드레일 : 유리 계단난간, 헨드레일, 유리
난간
•유리 칸막이 : 샤워부스, 칸막이, 지하계단
지붕
* 유리공사, 창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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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

향후방향

•강화도어 : 상하 프레임에 강화유리와 힌지

이성삼 대표는 늘 현장에서 만날 수 있다. 자재

로 구동되는 도어
•가마찌도어 : 상하, 좌우 4면에 후레임이 있
어 강화유리를 파손 방지하는 도어
•가네모도어 : 후레임없이 유리 상하 끝단부
에 힌지로 구동되는 도어
•패닉도어 : 평상시 픽스&슬라이딩 도어인데
필요시 픽스부와 슬라이딩부가 여닫이로 개

발주, 제작, 설치를 직접 현장에서 직원들과 호
흡하기 때문이다.
완벽한 현장 마감을 위해서는 꼭 현장을 지켜봐
야 된다고 고집을 피운다. 앞으로도 시공은 직
영체제로 이끌어 가야한다. 고객과의 품질약속
을 지키고 납기를 생각 한다면 이것이 답이라고
전했다.

방할 수 있는 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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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회사 소개

스틸커튼월의 표면의 녹이나 이물질 및 탈지를 위해
작은 쇠구슬을 고압으로 피도물에 분사하여 표면을 한 꺼풀 벗겨내는 작업
즉 쇼트블라스트(shot blast)하여야 한다.

스틸커튼월에 분칠을 하다
분체도장 전문기업 세인(世仁)
<객원기자 : 김영수>

건축물 설계에서 공간적인 확장을 위해 층고가

기였지만 그동안 박세연대표의 기술을 믿고 지

분체도장(POWDER COATING)

높은 커튼월이나 큰 사이즈의 유리의 설치및 풍

원해주신 주위 분들 도움으로 자신감을 얻고 있

분체도장은 스틸의 부식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압이 센 지역의 경우 구조가 뛰어난 스틸커튼월

다고 한다.

건축물의 미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중요한

시스템을 많이 적용하고 있다.

현재 세인은 기술력을 인증받은 소재부품전문

부분으로 작업 시에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

크게 3가지의 형태로 집약되는데 T바형 , 사각/

기업이다. 이것은 산업통산부 산하 한국산업기

해야 한다고 한다.

삼각빌트업형 , 롤포밍형이 있는데 이러한 시스

술평가관리원에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

가장 흔한 불량으로 분체도료의 박리인데 매 공

템의 도장은 어떻게 진행 되는지 세인 박세연대

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2년부터 도

정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되는데 이것은

표를 만나 보았다.

입된 제도로서, 소재·부품산업의 기술경쟁력

단순한 하자가 아니다. 현장에 스틸커튼월이 설

세인은 산업용, 건설용 구조물 분체도장 전문기

제고를 위해 소재·부품 및 생산설비의 제조를

치된 이후 박리가 주로 발견되는데 이미 설치된

업으로 20년 이상의 생산라인 경험을 바탕으로

주 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커튼월을 해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건조형

2019년도에 창업을 하였다고 한다. 어려운 시

추천·확인하는 제도이다.

도료로 보수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래의 색상

① 쇼트처리후 행거

② 분체도포

③ 도료융착(건조실)

④ 검사

맞추기도 힘들고 요구되었던 도료 보증에도 영
향이 있기 때문에 작업시점 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박세연대표는 전했다.

공정순서별 공장내부 전경
일단 구조·중량물로 컨트롤 작업하기가 쉽지
않지만 피도물 표면의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⑤ 포장

스틸커튼월의 표면의 녹이나 이물질 및 탈지를
위해 작은 쇠구슬을 고압으로 피도물에 분사하
여 표면을 한 꺼풀 벗겨내는 작업 즉 쇼트블라

박세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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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shot blast)하여야 한다.

다. 행거 작업이 끝나면 분체도포한 다음 건조

향후방향

설을 갖추는 꿈을 키워 온 것도 사실이다.

쇼트된 제품이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하

로로 이동하여 분체도료의 융착과정을 거치면

자동화 라인을 구축하여 조금 더 안정된 품질

그리고 전 세계적인 추세가 환경적인 문제를 고

면서 적절하게 분체도포 되도록 작업대에 걸어

작업은 끝이난다.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것이 오랫동안 박

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고 있어 신규

야 한다(행거Hanger). 여기서 구조물의 형상

창인의 건조로 규격은 길이 14M 높이 4m

세연 대표의 성실과 품질을 믿고 거래해준 업체

친환경 시스템 도입은 시대적 요구로 받아들이

이나 크기에 따라 다양한 걸이를 구상하는 것도

의 규격인데 스틸커튼월의 수직부재가 대부분

들에 대한 보답이다.

고 있다고 전했다.

작업 효율과 품질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한

14M 이내라고 한다.

물론 오랜 세월 공장장을 하면서 제대로 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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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뉴스

|

정책뉴스

|

해외뉴스

단신뉴스

LG하우시스, 전시장 비대면 체험 확대!

|

정책뉴스

|

해외뉴스

에스와이, 항만 물류창고 지붕에 2MW 태양광 공사수주

인천공항 안내로봇 클로이가 LG지인 스퀘어에
■	‘LG지인 스퀘어’에 LG전자 자율주행 안내로봇 ‘LG 클로이(LG CLOi)’ 도입, 층별 안내/제품 소개/1층 전시공간 투어 등 안내 업무 수행

■ 부산 감천항 물류창고 6000평 지붕에 모듈 5000개 덮어…700가구 전력사용량

■	지난 7월 비대면 체험 가능 전시장으로 리뉴얼된 데 이어 안내로봇 도입, 직원 도움 없이 둘러볼 수 있는 쉽고 편리한 고객중심 전시

■ 바람에도 강한 ‘무타공 뉴솔라루프 기술’, 항만 지붕에 초속 50m 내풍설계 적용

장으로 탈바꿈

■ 지붕재 생산기업 이점 살려 공장과 창고 등 대형 지붕태양광 시공에 주력

■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로 고객 편의성 높여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전시 공간 만들어 갈 것

전시공간과 제품의 종류를 보여줘 고객이 스스

종합건자재기업 에스와이(109610)가 부산도

붕을 뚫는 작업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이 특징

에스와이 관계자는 “지붕재를 자체 생산하며

로 제품을 찾아보고 전시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시가스로부터 부산 감천항 물류창고 지붕 태양

이다. 시공기간과 총설치비가 기존 대비 30%

다수의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공장과 물류창고

안내한다.

광발전 EPC(설계·조달·시공 일괄)사업을 수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등의 대형 지붕태양광 시공에 주력 중”이라고

주했다고 29일 밝혔다. 2.1MW(메가와트) 규

에스와이는 뉴솔라루프와 관련 부자재를 통해

사업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용자가 로봇 투어 모드를 선택하면 주

모로 계약기간은 내년 2월 26일 까지다. 내년

공장과 창고 등에 대규모 지붕태양광발전 EPC

방, 욕실, 홈오피스, 홈카페, 거실 등으로 꾸며

1월말 상업운전이 목표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로이 안내로봇’의 안내에 따라 자세한 설명을

회사 측은 6000평 물류창고 지붕에 태양광 모

최근 정부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

들으며 둘러볼 수 있다.

듈 5000여개가 시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딜 등으로 공장 지붕태양광 시장이 확대되는 움

발전용량은 2.1MW로 일반 가정 700가구가

직임은 회사 측 호재다. 공장지붕태양광은 기존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의 자연훼손의 위험성이 컸던 임야태양광에 비

<자료제공: 에스와이>

진 1층 전시공간과 적용된 제품에 대해 ‘LG 클

실제 주방 공간에서 ‘LG 클로이 안내로봇’은
“지인들을 자꾸 초대하고 싶게 만드는 주방 ‘라

해 대규모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민원 등에도 자

운드 아일랜드 키친’이에요. 살림 잘하는 주부

에스와이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바람이

유로워 투자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

들이 정말 좋아하는 서랍형 냉장고가 빌트인

강한 항만 물류창고 지붕에 태양광모듈을 시공

된다.

LG하우시스가 플래그십 전시장 ‘LG Z:IN 스퀘

행해오며 로봇의 자율주행 안전성을 검증했다.

되어 있어 양념과 식자재를 손쉽게 꺼낼 수 있

하는 작업으로 내풍압 설계가 핵심”이라며 “에

삼성전자와 애플, 구글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어(LG지인 스퀘어)’에 안내 로봇을 도입하며 전

이후 대형 쇼핑몰, 자동차 전시장, 아파트 모델

고 발끝 움직임만으로 조명을 켤 수 있는 ‘모션

스와이의 특허 받은 뉴솔라루프 체결기술은 지

소비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

시장의 비대면 체험 확대에 나섰다.

하우스 등 다양한 공간에 적용돼 활용도를 높이

뷰’ 장식장까지 더해져 자꾸자꾸 요리하고 싶

붕에 구멍을 뚫지 않고 전용 클램프로 모듈을

다는 캠페인인 ‘RE100(Renewable Energy

고 있다.

어지는 주방이에요”라고 설명한다.

설치해 초속 50m의 풍압에도 견딜 수 있다”고

100)’의 이행 약속을 발표하는 등 민간 기업의

수주 성공 비결을 밝혔다.

자발적 참여도 눈에 띈다.

LG하우시스는 서울 논현동 가구거리에 위치한
플래그십 전시장 ‘LG지인 스퀘어’에 LG전자의

LG지인 스퀘어에서 운영되는 ‘LG 클로이 안내

‘LG지인 스퀘어’는 지난 7월 디지털 카탈로

자율주행 안내로봇 ‘LG 클로이 안내로봇(LG

로봇’은 본체 디스플레이와 음성 기능을 통해

그, 동영상, 시뮬레이션 기기 등을 활용해 비

에스와이는 공장과 물류창고의 벽체와 지붕 등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의원이 한국산

CLOi GuideBot)’을 도입, 방문 고객이 직원의

▲전시장 층별 안내 ▲전시 제품 소개 ▲1층 전

대면 체험이 가능한 전시장으로 리뉴얼된 데

에 주로 쓰이는 샌드위치패널 국내 1위 제조기

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움 없이도 전시장을 둘러볼 수 있는 비대면

시공간 투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안내 업무를

이어 이번에 안내로봇까지 도입하며 방문객이

업이다. 자체 개발한 지붕재인 뉴솔라루프를 보

우리나라 전체 제조공장의 지붕면적 4천만㎡에

(언택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수행할 예정이다.

직원 도움 없이도 전시장을 둘러볼 수 있는 보

유해 지붕태양광사업에 특화됐다는 평가를 받

태양광모듈을 설치하면 발전 잠재량이 3GW로

다 쉽고 편리한 고객중심 전시장으로 탈바꿈

는다.

추정된다. 대형 원전 3기 수준으로 업계에서는

하게 됐다.

뉴솔라루프는 무타공공법으로 지붕에 태양광

4조5천억원 규모의 시공시장이 열릴 수 있을

모듈을 설치하기 위해 하지철물을 덧대거나 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인천국제공항에 도입된 ‘LG 클로

예를 들어 방문객이 'LG 클로이 안내로봇'의 화

이 안내로봇’은 현재까지 공항 안내 업무를 수

면을 터치하면 ‘LG지인 스퀘어’의 각 층에 있는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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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KCC글라스,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8개 부문 1위 수상

■ KCC 5개 부문 1위 수상. 실란트 9년 연속, 수성·유성 도료 6년 연속, 천장재 4년 연속, 그라스울 2년 연속
■ KCC글라스 3개 부문 1위 수상. PVC바닥재 11년 연속, 저방사유리 4년 연속, 데코레이션 필름 신규 수상
■ 업계 제품 전문가와 소비자가 품질 우수성, 이용자 만족도 등 평가하여 시상
■ 친환경성 강화, 엄격한 품질관리로 친환경 건축자재 시장 선도

조사하여 발표하는 종합지표다. 한국표준협회

최초로 환경부 공인 ‘환경마크(환경표지인증)’

가해 업계 최초 아토피 안심마크를 획득했다.

KCC 관계자는 “KS-QEI 1위 수상은 각 분야별

와 한국품질경영학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측정

을 받았으며, 지속적으로 친환경 인증제품 라인

미끄럼 방지 기능(Non-Slip)으로 보행감이 탁

전문가뿐만 아니라 제품을 직접 구매한 소비자

모델로 소비자 의견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전

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KCC는 시장에서 KS

월하고 항균, 탈취에도 큰 효과를 낸다. 마루 대

들에게 제품의 품질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문가 평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조사 신뢰성이 높

규격 미달이나 용량이 일정하지 않은 실란트 제

비 습기에 강해 물을 엎질러도 제품에 손상이나

의미가 있다.

은 지수로 평가 받고 있다.

품들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우려

변형이 일어나지 않으며 물걸레질을 할 수 있어

특히 KCC 5개 부문, KCC글라스 3개 부문에서

해 실란트 정품 정량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

한국식 주거 환경에 적합한 바닥재라고 할 수

다년간 연속 1위를 차지함으로써 건축자재 업

고 있다.

있다.

계에서의 선도적인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두터운 두께감으로 층간 소음 저감 효과가 있는

는 점에서 매우 기쁘다”면서 “향후에도 지속적

KCC와 KCC글라스는 사용품질과 감성품질 등
품질측면에서 소비자들과 전문가에게 좋은 평
가를 받았다. 사용 품질은 제품의 성능, 신뢰성,

KCC글라스 역시 선진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종

프리미엄 바닥재 ‘숲 소리순’과 ‘숲 소리휴’를

인 기술 개발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소비자 만

내구성, 사용성, 안전성, 접근성 등 총 6개 항목

합 유리 및 인테리어 회사로서 명성을 이어가고

비롯해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의 관절 충격 흡수

족을 충족시키고, 품질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

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감성품질은 제품의

있다. KCC글라스는 PVC바닥재 부문에서 11

효과가 있는 ‘숲 도담’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고객의 제품에 대한 인지성, 얼마나 참

년 연속, 저방사유리 부문에서 4년 연속 1위로

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신하고 매력적인지 등을 평가하는 신규성 등 총

선정됐다. 데코레이션 필름 부문에서는 올해 처

3개 항목에 대한 점수를 말한다.

음으로 ‘KCC글라스 비센티’가 1위 제품으로 이

또한 이번에 신규로 1위 제품에 이름을 올린 데

름을 올렸다. 데코레이션 필름 업계에서는 KCC

코레이션 필름 비센티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

글라스가 최초 수상이다.

테리어와 리모델링 수요에 부응해 쉽고 재미있

KCC는 KS-QEI에서 다년간 연속 1위를 차지
함으로써 국내 건축자재 및 도료 업계를 이끄는
(왼쪽부터) 박건우 KCC글라스 이사, 최헌기 KCC 이사, 이강희 KCC글라스 이사, 연진흠 KCC 상무,
오승헌 KCC 상무, 김형석 KCC 이사, 이희근 KCC글라스 이사

KCC와 KCC글라스가 23일 서울시 중구 소공

이션 필름 등 3개 부문이다.

게 자신만의 공간을 꾸밀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선도 기업으로서 우수한 제품과 기업 역량을 다

KCC글라스 바닥재 브랜드인 'KCC글라스 숲'은

마감재로, 뛰어난 품질과 다양한 색상·패턴으

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에 수상한 실란트 부문

지난 4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

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은 9년 연속, 수성도료 및 유성도료 부문은 6년

하는 '2020 한국산업 브랜드파워(K-BPI)'에서

다양한 디자인으로 공간에 변화를 주고 싶은 부

연속, 천장재 부문은 4년 연속, 그라스울 부문

가정용 바닥재 부문 5년 연속 1위를 수상한 데

위를 취향에 따라 바꿀 수 있으며, 노후한 표면

은 2년 연속 1위 수상이다.

이어 이번 KS-QEI에서 11년 연속 1위 수상으

을 매끄럽게 새것처럼 리모델링 가능한 것이 장

로 명실공히 소비자가 만족한 최고의 바닥재로

점이다. 특히 뒷면에 점착제가 발라져 있어 현

인정받게 됐다.

장에서 누구나 바로 시공할 수 있다는 편의성

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한국품질만족지
수(KS-QEI)’ 시상식에서 건축자재 관련 8개

한국표준협회(KSA)에서 주관하고 산업통상자

특히 9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KCC의

부문에 1위로 선정됐다.

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품질경영학회가 후

건축용 실란트 브랜드 ‘KCC코레실’은 소비자

수상 부문은 KCC가 실란트, 수성도료, 유성도

원하는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는 해당 기

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한 고기능성 제품 라인

KCC글라스 숲은 우수한 품질에 고객의 건강까

글라스는 소비자와의 접점을 더욱 확대하기 위

료, 천장재, 그라스울 등 5개 부문, KCC글라스

업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이용한 경험자와 제품

업으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지 생각한 KCC글라스의 친환경 주거용 바닥재

해 전국 각 지역에서 비센티 대리점을 모집하고

가 PVC바닥재, 저방사유리(코팅유리), 데코레

전문가를 대상으로 품질의 우수성 및 만족도를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실란트 제품으로는 국내

다. 국내 최초로 바닥재에 편백나무 오일을 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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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창호, 성능과 편의성 겸비한 PVC 창호 ‘에코시리즈’ 출시
단열·기밀 성능과 생활 안전성 높인 3종 라인업으로 고객 선택의 폭 넓혀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 측정하는 ‘지속가능성 지수’ 건축자재 업종 1위 기업 선정
■ KCC의 지속가능 경영활동 담은 지속가능보고서 우수 보고서로 6년 연속 수상
창의 디자인적 완성도와 내구성을 높였다.
사용자 편의성에 집중한 E5는 인체공학적 설계
KCC가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지속가능성지수는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인

KCC가 올해 발간한 보고서는 2019년 1월부터

의 핸들과 생활 안전을 고려한 부자재 디자인이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대한민

ISO 26000을 기반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

2020년 1분기까지 KCC의 지속가능경영활동

특징이다. 여성과 노약자를 고려하여 창 짝을

국 지속가능성 지수(KSI: Korea Sustainability

행 수준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국내 최대 규

과 그 성과 및 주요 이슈들에 대한 내용을 담았

열고 닫을 때 손목의 피로도를 완화할 수 있도

Index)’ 건축자재 분야 1위 기업 선정과 ‘대

모의 이해관계자 기반 조사다. 이번 조사에는

다. GRI의 보고서 작성 원칙을 잘 준수해 실질

록 핸들 디자인을 설계했으며 색상은 블랙, 화

한민국 지속가능보고서상(KRCA: Korean

업종별 애널리스트, 환경 심사원 등 414명의

적 독자 관점에서 내용의 신뢰성, 전달력, 완성

이트 2가지로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창

Readers' Choice Awards)’을 동시 수상하는

전문가 그룹과 소비자, 협력사, 주주, 임직원 등

도 등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틀 배수구에 1mm 두께의 얇은 빗살형 배수홀

영예를 안았다.

2만5650명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해당 지속가능보고서는 KCC 홈페이지(www.

캡을 적용해 원활한 배수는 물론 배수홀을 통한

kccworld.co.kr)를 통해 누구나 확인해 볼 수

벌레 유입까지 막았다.

KCC는 이번 수상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KCC가 속한 건축자재 업종의 지속가능성지수

우수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로 6년

는 전 산업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

연속 수상에 빛나는 지속가능보고서상은 KCC

중에서도 KCC는 동종 업종 내 가장 높은 수치

KCC 관계자는 “기업의 경영 성과 못지않게 중

략했다. 경제적인 가격으로 출시되는 이 창은

가 지속가능 경영활동에 대한 이해관계자들과

를 나타내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KCC는

요한 것이 사회적 가치 창출이며, 이를 꾸준히

프레임 내부에 스틸 보강재를 설치하여 강풍과

의 소통에 힘쓴 값진 결과다. 또한 내실 있는 지

이사회의 책임성,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실천해 나가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명확하게 현

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휨이나 뒤틀림에 대

속가능 경영활동의 성과적 지표로서 지속가능

나타내는 조직 거버넌스와 반부패, 공정경쟁 등

황을 알리는 활동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했다. 또한, 구름성이 강화된 고급 하드웨어

성지수 1위 기업으로도 함께 선정됐기에 그 의

을 나타내는 공정운영관행 항목에서 높은 평가

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다양한 사

를 적용해 창 짝 개폐 시 부드럽게 구동되고, 유

미가 깊다.

를 받았다.

회공헌 활동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리와 창틀의 결합 부위에 실리콘 마감 대신 고

을 다하고 지속가능 경영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

무 재질의 EPDM 가스켓을 사용해 변색과 곰

지속가능보고서상은 한국표준

있다.
E3은 창호의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를 공

이건창호 PVC일반창 에코 시리즈 ‘E7’

팡이 걱정을 덜었다.

겠다”고 밝혔다.

이건창호 PVC일반창 에코 시리즈 ‘E7’

성실히 수행하고 지속가능보고

한편,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

국내 최고의 시스템 창호 기업 이건창호가 30년

적인 가격과 실용성을 강조한 ‘E3’까지 총 3개

이건창호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을 통해 세미

서를 통해 소비자, 협력회사 등

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지

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급 신축주택 및

라인 6개 제품으로 구성되었다.

시스템 창 ‘E7’부터 편의성과 실용성을 강조

의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잘하

속가능성 대회는 지속가능성 트렌드에 대한 기

개보수용 창호 시장을 겨냥한 신제품 ‘에코시리

먼저, E7는 고급 단독주택이나 최고급 아파트

한 ‘E5’, ‘E3’까지 차별화된 라인업으로 소비

고 있는 기업에게 수여하는 상

업의 전략적 활동과 경제·사회·환경 활동에 대

즈(ECO Series)’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등에 주로 사용되는 고성능 시스템 창을 합리적

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라며, “합리적인 가격

이다. 국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공

에코시리즈는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를

인 가격대로 경험하고자 하는 소비자를 겨냥했

은 물론, 성능과 편의성까지 모두 잡은 에코

작성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유하는 자리다.

겨냥해, 제품 라인업을 확장하고 소비자 선택의

다. 특히 세미시스템(Semi-System) 기술을

시리즈의 우수한 성능을 직접 느껴 보시기 바

Reporting Initiative)를 기반으

한국표준협회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조

폭을 넓혔다. 신제품은 ▷세미시스템(Semi-

적용하여 고급 창호에 주로 사용되는 ‘리프트

란다”고 전했다. 에코시리즈는 이건창호 대리

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평가

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

System)으로 PVC 일반 창에서 시스템 창의

앤 슬라이딩(Lift & Sliding)’ 개폐 방식과 강화

점 및 인테리어 제휴점을 통해 상담 받을 수

하는 국내 유일의 실수요자 기

다.

핵심 성능을 경험할 수 있는 ‘E7’ ▷디자인과

된 기밀 성능을 경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하부

있다.

편의성, 생활 안전성까지 겸비한 ‘E5’, ▷합리

레일과 창틀 측면에 알루미늄 커버를 사용하여

이건창호 PVC일반창 에코 시리즈 ‘E5’

협회(KSA)가 사회책임활동을

(왼쪽부터) 심재국 KCC 총무인사총괄 상무, 이상진 한국표준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지속
가능성대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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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평가제도다.

<자료제공: KCC>

<자료제공: 이건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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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창호, 인천리빙디자인페어 기획 전시
‘작은집 프로젝트’에 제품 지원

제31회 이건음악회, 온라인 콘서트로 나눔의 가치 이어간다

■ 2019 한국건축문화대상 대상 수상한 ‘건축가 최 욱’ 전시 작품에 건축자재 지원

■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국민의 답답하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치유의 장 마련

■ 이건창호의 시스템창호, 트렌디한 디자인과 단열성능의 우수성 인정받아 시공자재로 채택

■ 30년 넘게 지속해온 국내 대표적인 기업 메세나 활동 ‘이건음악회’, 올해 최초로 비대면 온라인 콘서트 기획

독일 고성(古城)에서 전하는 ‘감동의 오케스트라 선율

국내 시스템창호 기업 이건창호가 오는 10월

이 설계한 ‘작은집 프로젝트’의 모듈시스템 공

이번 작품에서 최욱은 건축주가 상상하는 공간

전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브론(Württemberg Chamber Orchestra

22일부터 25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

간에 창호제품을 지원했다. 다양한 삶의 단면

의 모습이 여러 모양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컨

(코로나19)으로 인한 국민들의 지친 마음을 따

Heilbronn, 이하 ‘WKO’)’을 캐스팅했다. 무대

는 ‘2020 인천리빙디자인페어(ILDF)’에 참여

을 담은 이번 전시에는 이건이 자랑하는 알루미

셉 하에, ‘작은집’을 구성하는 2.4m X 2.4m의

뜻하게 보듬어 줄 고품격 클래식 음악회가 찾아

에 오르는 ’WKO’는 세계에서 주목받는 실내관

하는 건축가 최욱의 전시 작품에 알루미늄 시스

늄 시스템창 △ 그랑뷰시리즈 ‘EWS 75 TT’ △

모듈 구조가 어떤 형태로든 조합이 가능하도록

온다.

현악단 중 하나로 1960년 창단 이래 독창적이

템창호 등 인테리어 건축자재를 지원한다고 밝

‘ESS 240 PS’ 등 다양한 제품이 사용되었다.

기획했다.

고 수준 높은 앙상블로 명성을 쌓아왔다. 특유

혔다.

종합건축자재기업 이건(EAGON)은 올해

의 활기 넘치는 스타일과 차별화된 오케스트라

그의 작품이 전시된 ‘디자이너스 초이스

‘작은집’에 쓰이는 자재들은 기능적이고 튼튼하

로 창단 60주년을 맞은 독일의 ‘뷔르템베르

사운드가 특징적이며, 고전 작품에서 20세기

‘2020 인천리빙디자인페어’는 인천관광공사와

(Designers’ Choice)’는 인천리빙디자인페어

면서,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것들로 엄선하

크 챔버 오케스트라 하일브론(Württemberg

현대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

㈜디자인하우스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내 최

의 하이라이트로 동시대를 대표하는 국내·외

여, 크기는 작지만 여느 집만큼 쾌적한 공간을

Chamber Orchestra Heilbronn, 이하

주하며 청중들과 폭넓은 교감을 나눠왔다.

대규모 리빙 전시회다. 올해의 주제는 ‘또 하나

디자이너들이 한 해의 주요 트렌드 키워드를 발

구현한다.

WKO)’과 손잡고 ‘제31회 이건음악회(Eagon

의 스타일’로 코로나19 이후 주거 공간을 넘어

견하고 이를 통해 리빙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작품에는 이건창호의 대표 슬림제품인 ‘ESS

Concert)’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근무, 취미생활 등 확장된 역할을 하게 된 집의

을 제안하는 기획전시이다. 최욱은 이번 전시를

240 PS’와 신제품 그랑뷰 시리즈 ‘EWS 75

개념을 새롭게 조명할 예정이다.

통해 인체 스케일을 바탕으로 설계한 모듈시스

TT’가 사용되었다. 이 중 그랑뷰 시리즈의

올해로 31주년을 맞은 ‘이건음악회’는 지

<바이올린 협주곡 제5번 A장조 KV219>로 열

이건창호는 건축가 최욱(원오원 아키텍츠 대표)

템의 가능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EWS 75 TT’는 미니멀한 건축 트렌드를 반영

역 사회에 음악의 감동을 나누기 위해 이건

예정이다. 특히, 이 곡에서는 세계적인 지휘자

하여 프레임 입면 두께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

(EAGON)이 주최하는 무료 클래식 콘서트다.

다니엘 바렌보임이 이끄는 독일 ‘슈타츠카펠레

다. 프레임이 줄어든 만큼 유리 면적이 증가해

1990년 인천에 소재한 이건산업 공장에서 개

베를린(Staatskapelle Berlin)’의 최초 여성 악

음악회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

실내에서 더 넓은 풍경을 조망할 수 있고, 실내

최된 체코의 아카데미아 목관 5중주단 초청 공

장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윤이 협연해 눈길을

으로 31년 이건음악회 역사상 첫 비대면 콘서

채광량까지 증가시켜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

연을 시작으로 클래식 기타리스트 ‘밀로쉬 카라

끈다. 2부 공연에서는 ‘WKO’의 대표 레퍼토리

트를 진행하게 됐다”며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

한다.

디글리치’, 피아니스트 ‘시몬 디너스틴’ 등 세계

인 쇤베르크의 <정화된 밤>이 연주될 예정이다.

만 세계 최정상급 연주자들이 진심을 담아 전하

제31회 이건음악회(Eagon Concert)의 서막
은 ‘터키풍 협주곡’이라고도 불리는 모차르트의

적 수준의 음악가들을 초청하여 매년 수준 높
이건창호 관계자는 “이번 제품 지원을 통해 이

은 공연을 펼쳐왔다. 또한 작년에는 세계 3대

오는 11월 7일(토) 오후 8시에 개최되는 ‘제31

에 작은 위로와 치유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

건의 제품이 올해 건축 트렌드를 제안하는 한편,

오케스트라 중 하나인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

회 이건음악회’는 비대면 형식의 온라인 콘서트

혔다.

새로워진 집의 역할을 고찰해보게 하는 예술작

스트라’ 단원들로 구성된 ‘이건앙상블(EAGON

로 진행된다. 이건음악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품으로 승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Ensemble)’이 30회 이건음악회를 축하하기

비롯해 예술문화 전문채널 ‘아르떼TV’를 통해

<이건음악회 SNS 안내>

이건창호가 건축자재 기업을 넘어 한국 건축문

위해 내한하여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실시간으로 공연이 방영될 예정으로 TV, 모바

이건음악회 공식 블로그(http://eagonblog.

일, PC 등을 통해 수준 높은 공연을 누구나 편

com)

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대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건축가 최욱의 전시 작품 ‘작은집’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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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율의 감동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

여러 건축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협업 기회를 확

매년 품격 있는 무대로 호평 받아온 ‘이건음

안하고 안전하게 감상할 수 있다. 음악회 방송

이건음악회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

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악회’는 올해의 연주자로 독일 명문 실내관현

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건음악회 공식 블로

youtube.com/user/eagonblog)

악단인 ‘뷔르템베르크 챔버 오케스트라 하일

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이건창호>

<자료제공: 이건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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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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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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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창호 에너지효율 정책에 따른
알루미늄 창호 단열 솔루션

AZON단열재는 강화되는 정부정책과 발맞춰
단열재의 기본성능인 단열성을 비롯하여 특히 커튼월에서 요구하는 구조성능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창호 설계가 가능한 제품으로 평가되고있다.

<자료제공 : 아존아시아>

2015년 파리에서 체결된 “파리협약”에 따라

로 에너지 건축 단계적 의무화”를 기본 로드맵

전 세계 각국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

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발 맞춰 다

정서” 이후의 새 기후변화체제를 위해 온실가

양한 규제와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점차 강화해

스 배출을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과제가 주

나가고 있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개정안>

어졌다. GABC(Global Alliance for Building
and Construction)에 따르면 글로벌 총 에너

산업자원부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고

지 소비량과 탄소 배출량의 약 40%가 건축물

효율 제품 기술개발 촉진과 보급 확대를 위한

을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건축물 총 에너지 소

고효율 기자재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비량 중 창호를 통한 비율이 약 60%를 차지하

한 2012년부터 창호 제품들의 열적 성능을 객

원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환경 오염 저감에 기

고 있다고 한다.

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창호 에너지 소비 효

여한 건축물에 인증을 부여하고 세제혜택 및 건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에

율 등급표시제(이하 창호등급제)를 시행하고 있

축기준 완화를 지원하는 미국의 LEED 인증과

너지원 수입 의존도가 약 92%에 달하기 때문

다. “창호등급제” 제도 도입은 급작스러운 변화

유사한 녹색건축인증(G-SEED) 제도를 시행하

에,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요

로 업계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으나, 현재 시장

고 있다.

를 줄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에너지 소비량이

에 안착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시행 약 8

많은 건축물과 창호의 에너지 효율 향상이 반

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개정

산업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정책 강화를 위해

있어 업계에서는 기술 개발을 통해 기준에 부합

창호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업체 별로

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

이 예정되어 있다.

커튼월을 고효율기자재인증 품목에 추가하기

하는 제품 출시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열 성능을 향상한 신제품이 앞다퉈 출시되고

위한 공동고시를 준비 중이며, 공동고시를 통해

<GA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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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각 부처간 중복규제를 통한 혼선을 방지하고 관

창호는 건물에 수려한 미관은 물론 채광, 조망,

알루미늄은 우수한 구조 강도, 경량이면서 우수

리규정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환기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건축물 외피

한 가공성을 비롯하여 100% 리사이클이 가능

상업용 건물에 주로 적용되는 커튼월의 경우 현

의 주요 구성 요소이지만 에너지 관점에서는

하다는 점 등 창호재로서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재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의 준수가

주된 열 손실과 열 취득 경로로써 건축물의 냉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알루미늄이 창호재로

필요 하지만 “창호등급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난방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서는 설계 단계

서 상업용 건물 및 주거용 건물에도 적용 비율

국토교통부에서도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있었다.

에서부터 창호의 열적 성능에 대한 고려가 필

이 높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관리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하지만 이렇듯 강화되는 정부의 다양한 건축물

요하다.

PVC가 마케팅의 영향으로 주거용 건물을 석권

재정하였고, 지난 2017년 개정을 통해 관리지

관련 정책을 통해 향후 업계에 부담이 가중될

외피에 중요한 구성 요소인 유리의 경우, 로이

함에 따라 알루미늄이 상업용과 관급시장에 국

역 세분화 및 창호 열 관류율 기준이 강화하였

것으로 예상되며, 강화되는 기준이 현재의 시장

유리의 사용이 일반화되고 과거 특정 랜드마크

한되어 적용되고 있다.

다. 또한 환경부와 공동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

상황과 기술 수준에 비해 다소 빠르게 진행되고

프로젝트에만 적용되었던 삼중유리, 진공유리

알루미늄이 창호, 커튼월에서 가장 큰 단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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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건축 - I

<기고 : 박용성 대표이사(Quanex)>
<Dual Cavity Curtain-Wall Frame>

지적되는 부분이 단열 성능인데, 최근에는 강

역으로 건축물 및 창호의 구조적 성능이 매우

알루미늄 창호 업계에서는 강화되는 기준

한자어로 목구조 건축이라고 흔히 불리우나, 산

화되는 에너지 정책과 발 맞춰 이러한 알루미늄

중요시되고 있다. AZON 단열재은 단열재의 기

에 만족하는 제품 개발을 위해 한국인정기구

에 살아 있는 생명을 나무목이라고 굳이 한자를

이제 그 나무가 본격적인 건축의 소중한 자재로

미주에서는 Mass Timber라는 이름으로 활발

창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AZON, 폴리아미

본 성능인 단열성을 비롯하여 특히 커튼월에서

(KOLAS) 공인시험기관을 통한 창호 성능 시

사용하는 대신 우리말인 나무라고 부르는 것이

등장하게 되었다.

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고, 유럽은 물론 가까운

드 등의 열교 차단제가 매우 중요 부분으로 검

요구하는 구조성능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창호

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성적 발급까

친근하기도 하고 친환경적인 느낌에 다가서는

나무는 이산화탄소의 저장고로 친환경적인 요

일본에서도 고층 목조건물들을 볼 수 있다.

토되고 있다.

설계가 가능한 제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 시간과 비용이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

것으로 생각 되어 나무 건축이라고 불러 보았

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건축 환

고 있다.

다.

경에 적합한 소재로 다시 탄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경량 목구조와 포스트 빔 공법 등을

불에 약하지 않을까, 또 휘어지고 꺾어지고 또

보완하면서 탄생한 매스팀버 공법을 중심으로
해외 사례를 살펴 보았다.

업계에서는 기존 단열 창호 대비 알루미늄 프레

폴리아미드 단열재도 “창호등급제” 등 각종 기

이러한 부담은 열 성능 해석 프로그램(THERM

임 열 관류율을 추가 개선할 수 있는 AZON 이

준에 만족하기 위해 기존 약 10mm 정도의 제

& WINDOW Program)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물론 여러 해 전부터 통나무 주택이나 미국식

는 뒤틀려서 원래의 구조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중 단열(Dual Cavity) 시스템의 적용이 증가하

품 군에서 30mm 이상으로 열교 차단 폭을 넓

을 통해 줄일수 있으며, ㈜아존아시아는 AZON

2x4 목조 주택 등이 우리 곁에 와 있었지만, 나

까 하는 우려들은 엔지니어링으로 많은 부분이

고 있으며, 적용 시 “창호등급제” 1등급을 만족

힌 Wide 타입의 적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

단열 시스템이 적용된 창호에 대한 열 성능 시

무는 우선 소중히 아껴야만 하는 귀중한 존재로

해소되었고, 이제 그 장점들을 모아 고층 건물

엔지니어링의 발전과 재료의 개량이 힘 입어 아

할 수 있는 창호 제품 설계가 가능하다.

근에는 창호 열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AZON

뮬레이션, 도면 검토를 지원하고 있다.

무의식적으로 생각 하는 것은, 초등학교가 국민

까지도 구성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주 빠른 속도로 목조 고층빌딩들이 건립되었고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높아 초고층 건축물이

+ 폴리아미드 단열재가 함께 적용되는 복합 단

각광을 받고 있으며, 태풍 영향을 많이 받는 지

열 창호도 증가하고 있다.

<Therm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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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 불리던 시절에 산림보호를 외치며 선생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건축물

님 인솔로 급우들과 나무에 나쁘다고 하는 송충

에너지 절감이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트랜드로

이 등 해충을 잡으러 나무 젓가락과 깡통을 들

자리잡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정

고 학교에서 가까운 이 산 자산으로 헤집고 다

부의 목표와 정책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고, 업

녔던 기억이 있는 나뿐만은 아닐 것이다.

계는 정부의 정책에 발 맞춰 나가는 노력이 요

식목일 마다 모두 동원되어 고사리 손으로 어린

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무를 심고, 낑낑거리며 산까지 양동이로 물을

건축물과 창호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

날라 나무 주변에 뿌려주며 튼튼하게 자라기를

수불가결한 존재로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업계

기원했던 그런 마음들이 나무를 대하는 마음이

각계각층의 노력을 모아 정부 정책을 준수해 나

고, 그런 마음이 모인 결과 벌거숭이 민둥산 천

가고 더 나아가 에너지 효율이 향상된 창호와

지였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만큼

건축물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켜 나

짧은 시간 안에 산마다 푸른 나무들이 가득 들

가야 하겠다.

어찬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주게 되었다고 생각

(이미지 출처: https://1r4scx402tmr26fqa93wk6an-wpengine.netdna-ssl.com/wp-content/
uploads/2020/08/Think-Wood-CEU-Mass-Timber-in-North-America.pdf)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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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s://www.thinkwood.com/
building-better/taller-buildings)

또 더 많은 수의 건립기획이 진행되고 있다.

는 호호 넥스트가 있다.

섬유 시멘트 패널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였다.

유로 접합 안전유리로 되어 있으며, 내측창은

4,425 Pa의 풍압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견디고

약 19,500 평방미터의 호호 비엔나 단지에는

Spruce(스프루스-가문비나무) 로 만든 벽과

단창 안전유리로 되어 있다. 고효율 에너지성능

있다고 한다.

호텔뿐 만 아니라 식당, 사무실, 서비스 아파트,

천장은 표면에 아무런 가공을 하지 않아 더욱

을 가진 복층유리의 제작을 위하여 단열간봉으

이 호호비엔나와의 직접 연관성은 확인하기 어

피트니스 공간도 갖추어져 있다.

더 강렬하고 관능적인 나무의 특성을 잘 보여

로 Super Spacer® T-Spacer™ Premium

려우나, 같은 오스트리아에는 이러한 모듈러

2016년에 착공하였고 2018년에 완공 되었다.

주고 있다.

Plus 채택한 덕분에 3복층유리는 열에너지 관

시스템을 개발하고 라이센스 판매하는 기업이

점에서 뛰어난 0.5 W/m²K의 Ug 값을 달성하

있다.

RC조의 코어에 목조를 결합하여 구성한 혼합

전체적으로 호호비엔나는 1층부터 74%에 달

고 유리 엣지 열전도율은 0.033 W/mK의 Psi

크리빌딩즈라는 기업이다.

구조방식을 채택하였고 건설에는 약6,500만유

하는 목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프로젝

값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체창문의 Uw 값

이 회사에서 시스템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로의 예산이 소요 되었다고 한다.

트 개발자에 따르면, 동일한 유형과 크기의 기

은 0.78 W/m2K이고, 총 태양 에너지 투과율

보여주기 위해 시범적으로 지은 빌딩 중 하나인

존 콘크리트 철근 건축물에 비해 2,800톤가량

은 49%이다.

LCT-One을 보도록 하겠다.

LCT-One

건물의 74%가 목조로 만들어져서 철골과 콘크

의 CO2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목재는 지속

리트를 사용한 유사한 건축물에 비해 이산화탄

적으로 관리되고 토종산림에서 독점적으로 파

"복층유리의 간봉을 반드시 단열간봉을 사용해

소의 배출을 2,800톤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

생되었기 때문에 짧은 수송로를 통해 얻을 수

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호호 비엔나과 같은

해 목조로 지어진 프로젝트이다. 나무에는 천연

있는데, 이는 골드LEED 인증서의 요건 중 하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질

이산화탄소 저장기능이 있다. 시멘트나 철근 콘

나이며, 다음과 같은 목재 사용에 대한 의견도

문” 이라고 복층유리 제작사는 설명하며 “이 프

크리트로 빌딩을 지을 때 보다 나무로 시공 시

덧붙이고 있다.

로젝트에서 얻은 낮은 열 전달 값은 수퍼스페이

훨씬 적은 에너지가 사용되며, 재활용 가능한

코어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8개층을 5명의 작업
(이미지 출처 : https://www.quanex.com/
news-room/edgetech-super-spacer-inthe-hoho-wien/ )

인과 크레인으로 8일만에 작업하였다고 한다.
창호까지 조립하는 벽체는 공장에서 제작되고,
현장에 운반되고 조립 된다.

서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없고, 로봇

이 프로젝트는 또한 방화, 방음, 풍속 흡입 부

방식으로 지속해서 재배하고 가공하는 목재는

"이 프로젝트의 목재 소비량은 단 1시간17분만

에 의해 제어 생산되어 마지막 밀리미터까지 정

하와 관련된 정교한 기술 예비 시험도 후속 프

이 회사가 제품화한 기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포스터에서 나와 있는 것 중 가장 나중의 것

결국 요람에서 요람까지의 원칙에 따르는 귀중

에 오스트리아 숲에서 다시 자라나는 양과 같습

밀하게 생산되는 자동 복층유리 생산 라인을 통

로젝트를 위한 획기적인 것이다. 창호 및 벽은

다음호에서 살펴 보겠다.

-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보면 가장 최근의 것인

한 자원창고임을 대중에게 알리고 있다.

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매년 재배되는 3,000만

해 경제적인 복층 유리 생산이 보장됩니다"라고

입방미터의 목재 중에서 2600만 입방미터가

강조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HoHo Vienna 프로젝트를 살펴
보겠다.

목재 콘크리트 합성 건축물로 세워진 호호비엔

사용되며, 나머지인 400만 입방미터는 숲에 남

나는 화재 안전상의 이유로 건물 내부는 계단,

아있어, 지속적으로 목재의 재고를 늘리고 있는

파사드의 최종 조립전에 크로스 라미네이트 목

호호비엔나

엘리베이터, 공급축 등을 포함하는 견고한 철근

데 이것은 1입방미터의 목재가 매초마다 다시

재로 만든 벽에 창문을 장착하여 현장에 공급되

호호비엔나는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되는 복합시

콘크리트 코어로 구성 되어있다.

자란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었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양중하고 장착되었다.

설로 24층, 84미터 높이의 타워로 이루어져 있

콘크리트 코어를 중심으로 미리 조립된 단단한

다. 15층과 9층짜리 2개의 추가 타워가 도킹되

목재 구조물이 배열되어 있으며, 적용되는 방화

3중유리를 채용하여 단열성능이 우수한 복층유

m2K도 건물의 우수한 단열 특성을 반영한 것

어 건물이 상호 지지되도록 하였고, 바로 옆에

요건으로 인해 목재 전면에는 천연 원료로 만든

니트 1,100여장의 외측창은 음향 공학상의 이

이다.

섬유시멘트로 피복한 벽의 U값 0.182 W/

지능형 프리 캐스트 모듈러 시스템의 등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고층건설에 목재를 사용하는 것
이 활성화되고 있다. 호호 비엔나의 모듈식 건
축 원리는 단순함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
인상적 이다. 몇 개의 견고한 목재 구성요소의
반복도를 높여 비용 안정성은 물론, 날씨와 관
계없이 연속적으로 조립할 수 있어 시공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50

나무이기에 콘크리트로 한 것에 비해 당연히
가볍겠지만, 30%라는 숫자는 더욱 실감난다.

공장제작 모습. 제작에도 또 운반에도 가벼운 무게는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된다.

(이미지출처 : https://www.creebuildings.com/project/life-cycle-towe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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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로 만들어낸 반짝이는 도서관

서울대학교 관정관

프로젝트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 신축공사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중앙도서관 본관은

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동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1974년 이승우의 설계로 1975년 완공됐다. 당시의 모더니즘을 반영해

연면적

27,245.96m²

지어진 이 건축물은 4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큰 변화 없이 잘 쓰였다.

구조방식 철골 철근 콘크리트 (steel-reinforced concrete)조,

국내 ‘최고’, ‘최대’, ‘최다 장서’ 같은 여구를 굳이 붙이지 않아도, 서울대

		

6~8층 철골 메가 트러스 구조

학교 중앙도서관이 오랜 세월 수많은 학생들이 글을 읽으며 진리를 탐구

주요외장 이노빌트 스틸커튼월 + 아노다이징 판넬

해온 중요하고 역사적인 장소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실

설계사

(주)테제건축사사무소

내 오픈스페이스나 디지털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등 도서관에는 더

시공사

(주)대우건설

많은 역할이 기대되었다. 서고나 열람실의 공간이 부족해지기도 했다. 이

시설분류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층수
자료제공 : po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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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2013년, 중앙도서관의 증축동인 관정관을 짓게 됐다.

지상 8층

설계년도 2012~2013년

기둥 없이 넓게 열린 실내 공간

시공기간 2013년 6월 20일~2014년 12월 30일 (18개월)

모든 건축물이 그러하듯, 관정관 설계에도 몇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었

(자료 출처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관정관 건립 백서(2016))

다. 건물을 중앙도서관 본관과 직접 연결해야 했고 중앙도서관과 학생회

53

Curtain Wall 산책

관 사이 중앙계단, 또 중앙도서관 동쪽에 난 ‘걷고 싶은 길’을 살려야 했

이 2개 층 양쪽 코어 메가 기둥에 걸친 구조다. 이런 대규모 건축물에 길

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도서관과 약학대학 사이 좁은 부지를 고를 수밖에

이 방향의 장스팬 트러스구조를 쓰는 경우는 드물다. 관정관의 철골 트러

없었다. 중앙도서관 뒤로 훤히 펼쳐지는 산과 하늘을 가리지 않으려는 의

스에는 건축용 초고강도강재인 HSA650(High performance Steel for

도로(관악산의 건축고도 제한도 지켜야 했다), 고층으로 계획한 초반의

Architecture 650)강이 쓰였다. 항복강도 650MPa, 인장강도 800MPa

여러 가지 안 대신 ㄱ자 모양으로 중앙도서관의 우측면과 상부를 덮는 꽤

급 강재인 HSA650은 1㎟ 면적으로 80㎏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 이

얌전한 매스(덩어리. 건축에서 일정한 규모를 갖고 공간을 규정하는 실

HSA650은 포스코가 세계 최고 수준을 자신하는 제품이기도 하다. 우수

체)로 설계 최종안이 결정됐다. 중앙도서관 옥상 위로 건물의 일부를 띄

한 소재와 시공기술이 건축에 숨을 불어넣은 사례인 것이다.

워 마치 중앙도서관에 새로운 층을 덧댄 듯한 수평적 해법이다.
▲ 사다리꼴 모듈의 커튼월로 시공된 관정관 외벽. 이를 위해 비정형 디
실내 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길이가 165미터에 이르는 기다란 형

자인이 가능하고 타 소재 대비 높은 구조성능을 지닌 스틸커튼월이 채용

태를 취했다. 6, 7, 8층의 평면도를 살펴보면 엘리베이터실 근처 코어에

됐다,

자리한 기둥을 제외하고는 중앙부를 지나는 기둥이나 벽이 없다. 6층은
멀티미디어플라자, 정보검색실로 구성돼있고 7, 8층은 열람실인데 학생

하늘과 산의 빛을 담는 파사드

들이 주로 머무르는 이러한 공간에서 높은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 무려

설계를 맡은 유태용은 이 프로젝트에서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112.5미터에 이르는 길이 방향의 트러스(선형의 부재를 삼각형 그물 모

‘빛’을 주된 개념으로 삼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빛을 투영하는 작은

양으로 짜서 하중을 지탱시키는 방식)를 6층과 7층 사이, 7층과 8층 사

건축요소 하나를 정하는 데서 설계를 시작했다. 기존 중앙도서관의 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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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견한 단위를 반영한 이 요소를 연속적으로 반복해 전체를 이루도

대학교 관정관 건축의 핵심이라면 그 바탕에 이노빌트 스틸커튼월이 있

록 했다.”고 말했는데, 건물의 파사드(건축물의 외관)를 보면 이러한 의도

었다.

가 읽힌다.
스틸커튼월과 아노다이징 패널(알루미늄 표면을 산화시키면서 피막을 형

건축가의 상상력을 해방시키다

성한 도금 패널)이 교차하며 반복되는 외벽이다. 패널은 여름 햇볕이 강

스틸커튼월은 알루미늄커튼월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뛰어난 특장점을

하다는 것을 고려해 16도로 기울였다. 이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기도 하

가지고 있는데, 그중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건축가가 원하는 대로 입면

고 내부로 빛을 들이기도 한다. 사다리꼴 모듈로 전체를 일관되게 덮은
데서 기존의 건축과 주변 환경을 존중하려고 한 태도가 엿보인다.

커튼월은 현대 건축에서 전혀 특이한 게 아니지만 관정관처럼 층고가
4.5미터로 높은 건물에서는 구조적 이유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관
정관과 같이 비정형적인 다자인으로 외벽을 구현하고 싶다면, 스틸을 소
재로한 커튼월이 가장 적합하다. 관정관의 커튼월은 유리와 아노다이징
판을 잡아주는 프레임이 가늘고 깔끔한데, 여기에 포스코 포스맥을 소재
로 한 이노빌트 스틸커튼월을 사용했다. 동트는 시간부터 저녁 어스름까
지, 반짝이며 빛을 반사시키는 파사드가 관정관의 위압적인 느낌을 덜어
줄 선택이었다. 코어가 양옆으로 배치돼있고 중간이 길게 트여있어 사면
으로 열린 듯한 넓은 실내 공간, 그리고 프레임의 두께가 가늘고 마감이
우수해 외관에서 극대화되는 유리와 아노다이징의 리듬감. 그것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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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현장의 경우에도 커튼월의 디자인이 사

튼월은 알루미늄 대비 단열 성능이 30% 향상되고 내화 성능도 용융점과

다리꼴의 ‘비정형’ 모양을 띄고 있는데, 이는 스틸커튼월로 시공했기에

지속 시간 면에서 압도적으로 높다.

가능했다. 스틸커튼월은 위에서 내려누르는 압축에 상대적으로 강하고
중심축 바깥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인장력, 휘는 현상 등에 높은 구조 성

서울대 중앙도서관 관정관은 외벽에 비정형 스틸커튼월이 시공되어 시시

능을 보이므로 별도의 보강 없이 최대 12m 높이로 시공할 수 있다. 심플

각각 변하는 하늘의 인상을 그대로 담아냈다는 평을 받으면서 2015년에

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을 상상하고 있다면, 스틸커튼월이 제격. 고강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of

도의 스틸 소재로 만들기에 가능한 일이다. 덕분에 고중량의 차양 시스템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선정, ‘죽

도 보강없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기 전에 봐야 할 도서관(1001 Libraries to see before you die)’의 목
록에도 등재되었다.

더불어 알루미늄커튼월과 비교해서 스틸커튼월은 스틸 부분의 면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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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줄이면서도 구조 성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즉, 프레임이 차지

또한, 인공물인 건축을 통해 오히려 자연을 잘 느낄 수 있기도 하다. 건축

하는 공간은 줄이고 유리 혹은 기타 패널 소재의 면적은 늘려서 더 넓은

가들에게 자연을 담는 것은 언제나 큰 숙제다. 차갑고 낯설게 보이는 첨

조망과 개방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스틸 소재의 강점 덕분에 건

단 기술과 새로운 재료가 오히려 건축에 바람과 물과 햇빛과 초록을 가져

축가에게도, 건물 사용자에게도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개방감 확보라는

다준다. 시시각각 변하는 관악의 풍경을 담고 관정관의 커튼월이 반짝거

심미적 기능성 외에도 높은 단열성과 내화성능도 기대할 수 있다. 스틸커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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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nel Building
Fletcher Priest Architects

런던에는 수많은 공학적 기념비가 어깨를 비비며 들어서 있는 곳이 몇

웬드사의 사이먼 실버(Simon Silver)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위대

군데 있을 것이다. 더웬트 런던사(Derwent London)의 브루넬 빌딩

한 건축가 브루넬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튼튼한 건물을 설계해야 한

(Brunel Building)은 플레쳐 프리스트(Fletcher Priest)가 설계한 17층

다는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짜리 업무용 신축 건물로, 그랜드 유니언 운하(Grand Union Canal), 패
딩턴 역(Paddington Station), 그리고 이점바드 킹덤 브루넬(Isambard

수로가 존재하고 베이컬루 라인(Bakerloo Line) 지하터널 2개가 현장의

Kingdom Brunel)이 건설한 대(大)서부철도(Great Western Railway)

한 쪽 코너를 가로지르기 때문에 해결책 역시 기술적이었다. 플레쳐 프리

의 런던 종점을 내려다보고 있으며, 브루넬이 사상처음으로 다리를 건설

스트(Fletcher Priest)가 아럽(Arup)과의 협력을 통해 제안한 강철 다이

했던 현장의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A40 고가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어그리드 외부골격(steel diagrid exoskeleton)은 지금은 소실된 브루넬

Architects : Fletcher Priest Architects

새로 개통된 런던 횡단철도 엘리자베스 라인(Elizabeth Line)이 근처에

의 대서부철도 고가교를 참고하고 있다.

Area : 31248 m²

정차한다. 100년 된 주철(cast-iron) 지하터널이 현장 아래를 관통한다.

Year : 2019

이것은 시각적으로 매력적일 뿐 만 아니라, 건물의 튜브 라인을 확장시키

Photographs : Dirk Lindner, Jack Hobhouse, Raluca Ciorbaru, Tim Fallon

이처럼 독특하고 인상적인 배경이 브루넬 빌딩 디자인의 분위기를 결정

는 것도 가능해진다.

Client : Derwent London

하고 있다. 지침(brief)은 공간의 의미와 편의성을 부각시킴과 더불어, 입

건물은 이 모서리 지점에서 뒤로 당겨지는데 하중을 줄이기 위함이다. 반면,

주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혁신적인 업무공간을 개발하라는 것이었다. 더

터널 2개 사이에 있는 말뚝 라인은 지반 하중을 분산시키는데 기여한다.

Structural Engineer : ARUP
M & E Consultant : Cundall
Quantity Surveyor : Arcadis
Project Manager : Gardiner & Theobald
Cdm Coordinator : Jackson Coles / HCD
Approved Building Inspector : MLM
Main Contractor : Laing O’Rourke
Façade Specialist : ARUP
Landscape : Plincke / Barton Willmore
Transport : ARUP
City : London
Country : United Kingdom

ⓒ Jack Hob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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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ck Hobhouse

ⓒ Dirk Lindner

상부구조(superstructure)를 32,912 평방미터 건물의 외부로 밀어

미학적으로, 이는 콘크리트, 강철, 오크나무를 내부에서 노출된 상태로

냄으로써, 기둥 없는 내부 바닥 공간(분산된 중앙 코어(core) 쪽으로

두었고 배관 설비도 눈에 드러난다는 의미다. 특히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12~16m 뻗어있고 끝에서 끝까지가 66m)이 창출된다. 입주자들은 최상

건설의 품질이다. 코어(core)와 같은 부분은 매우 까다로운데, 이 부분의

의 융통성을 가지면서 설비를 들이고 확 트인 시야를 즐길 수 있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역은 일관성 있게 마감되어야 하고 공사하는 동안에
도 계속 보호받아야 한다. 거대한 실물 크기의 물리적 모형과 통합 디지

외부 구조로 인해 창문에 그늘이 생기고, 유리창의 면적은 넓어지며 햇빛

털 모델링(integrated digital modelling)이 핵심 설계 도구가 되었다.

은 더욱 깊게 침투한다. 빔은 정면으로 점점 가늘어지는 형태이므로 보
다 높은 유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햇빛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환경적, 사회적 지속 가능성은 설계 팀과 클라이언트 모두의 핵심 야망이

되었다. 이러한 빛과 공간의 인상은 바닥과 천정의 간격이 넓어짐에 따

었다. 복잡한 외부 다이어그리드(diagrid) 구조는 건물 정면을 20% 차광

라 더욱 강렬해진다. 플레쳐 프리스트(Fletcher Priest)와 아럽(Arup)은

하고(shading) 에너지 수요량을 줄이는데 기여한다. 대수층 열에너지 스

건물설비 엔지니어 쿤달(Cundall)과의 협력 작업을 통해 바닥구조와 설

토어(ATES. Aquifer Thermal Energy Store)와 40층 깊이의 보어 홀

비를 하나의 구획으로 최대한 조밀하게 통합했고(일반 사무용 건물보다

(borehole) 2개가 설치됨에 따라 저低탄소 냉/난방도 가능하다. 샤워기

100mm 작게). 이에 따라 천정이 더욱 높아졌다.

에서 나온 중수는 건물 화장실 용수로 재활용되고 있다. 최첨단 로봇 공

63

62
ⓒ Jack Hobhouse

Curtain Wall 산책

ⓒ Jack Hobhouse

ⓒ Dirk Lindner

장에서 제작한 구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패널의 노출된 아랫면은

격납고 크기의 전동 유리 미닫이문은 셔터처럼 안으로 밀어 넣을 수 있어

편안한 내부 열 경사(thermal gradients)를 실현하고 1인당 용적(more

서 나무가 늘어선 예선로 보도(towpath walkway)가 확장된다. 행인들

volume per person)을 넓히는데 도움을 준다. 천정을 노출된 상태로

은 수로 주변의 식당, 카페, 선술집에 들어갈 수 있고 3배 높은 리셉션 중

둠으로써 탄소 발자국(embodied carbon)을 540톤 이상 줄였다. 건축

앙 홀에서 공공미술을 감상할 수도 있다. 한 편, 거주자들은 2곳의 넓은

폐기물의 90% 이상을 재활용했으며, 지면 고로슬래그(ground blast-

지붕 테라스에서 런던을 조망할 수 있다. 친환경 조경(Soft landscaping

furnace slag. 제강/제철 폐기물)는 콘크리트에 사용했다.

- 건물을 짓지 않는), 야생화 화분, 나무, 그리고 새 둥지용 박스 모두가
한 때 경공업지대였던 이 곳의 지역생태계 복원에 기여하고 있다.

현장에 있는 건물은 수로의 이 부분에 걸쳐 있어서 수로 접근을 가로막고

ⓒ Jack Hob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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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도 방해한다. 지금은 수로 쪽 인도가 200년이 넘는 세월 만에 처음으

There can be few areas in London where so many

로 시민의 접근을 허용했는데, 나중에는 리틀 베니스(Little Venice) 부근

engineering landmarks rub shoulders. Derwent London’s

에 신규 보행로가 조성될 것이고, 새로운 시민공간과 예술작품(artwork)

Brunel Building, a 17-storey new-build workplace building

도 선사할 것이다. 런던에서 수로 주변을 개발한 경우는 몇 안 되는데, 브

designed by Fletcher Priest, overlooks the Grand Union

루넬 빌딩과 수로에서 진입하는 그 정문이 그 중 하나이다.

Canal and Paddington Station, the London terminus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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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ning across one corner of the site. Working with Arup,

areas of glazing and deep daylight penetration. Beams are

Fletcher Priest’s proposal for a steel diagrid exoskeleton

tapered as they approach the facade, permitting the use of

refers to Brunel’s now lost Great Western Railway viaducts. It

taller perimeter glazing and further increasing daylight. This

is not only visually arresting but allows the building to span

impression of light and space is further enhanced by the high

the tube lines. The building is pulled back at this corner to

floor-to-ceiling dimensions. Fletcher Priest and Arup worked

reduce loading, while a line of piles between the two tunnels

with building services engineer Cundall to integrate the floor

helps to distribute foundation loads.

structure and services into as tight a zone as possible, some
100mm less than normal for workplace buildings, to further

Pushing the superstructure to the outside of the 32,912 sqm

increase ceiling heights.

building delivers column-free internal floor space – spanning
12-16m to the dispersed central cores and 66m from end to

This aesthetic means that materials such as concrete, steel,

end. Occupiers can have maximum flexibility with their fit-

and sawn oak have been left exposed internally, and service

outs and enjoy unimpeded views.

ducts and pipes are visible. Extra emphasis has been put on
the quality of construction - a particular challenge in areas

The external structure shades windows, allowing larger

such as the core, where huge areas of concrete required

ⓒ Jack Hobhouse

Isambard Kingdom Brunel’s Great Western Railway, and is
next to the site of Brunel’s first-ever bridge. The elevated A40
expressway runs past and the Elizabeth Line, the new crossLondon railway, stops near-by. One hundred-year-old castiron subway tunnels run beneath the site.

This unique and evocative context sets the tone for the
design of Brunel Building. The brief called for development
with an innovative workspace that would attract occupiers, as
well as highlighting the significance and amenity of the area.
“We agreed that the design demanded a robust construction
which would embody the spirit of the great engineer Brunel”,
explains Derwent’s Simon Silver.

The solution was also technically driven by the presence
ⓒ Jack Hob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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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canal and two Bakerloo Line underground tunnels

ⓒ Dirk Lind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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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sistent finish and had to remain protected

carbon. More than 90% of construction waste was recycled

boxes all contribute toward re-establishing the local ecology

during construction. Extensive full-scale physical

and ground blast-furnace slag (a waste product from iron

in what was previously a light-industrial area.

mock-ups and integrated digital modelling became

and steel production) was used in the concrete.

key design tools.

ⓒ Dirk Lind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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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 rich and complex building, which took three years to
The existing building on the site spanned this section of the

construct, could only be delivered by harnessing the latest

Environment and social sustainability were central

canal blocking access and views along the canal. The canal-

digital tools, developing and coordinating the design, and

to the ambitions of both the design team and the

side walk is now publicly accessible for the first time in more

managing the logistics for fabrication and construction. “We

client. The complex external diagrid structure

than 200 years and will eventually provide new pedestrian

could visualise the design via simulated walkthroughs and

provides 20% shading to the facades, helping to

routes to nearby Little Venice, as well as a new public space

virtual reality headsets, enabling the architects, designers,

reduce energy demand. An Aquifer Thermal Energy

and artwork. Brunel Building is one of the surprisingly few

and suppliers to check for clashes, such as pipework

Store (ATES), with two forty-storey deep boreholes,

canal-side developments in London with its main entrance

running through beams, so we could make and assess

provides low- carbon heating and cooling.

on a canal.

changes holistically,” says Fletcher Priest associate Chris

Greywater from showers is recycled to flush the

Motorized hangar-sized glazed sliding doors can be rolled

Radley.

building’s bathrooms. Exposed undersides of the

back to provide an extension to the new tree-lined towpath

structural precast concrete floor panels, made

walkway. Passers-by can visit the canal-side restaurant

All workspace was oversubscribed long before completion,

in a state-of-the-art robotic plant, help to deliver

café and bar and view the public art in the triple-height

Brunel is the new home to a remarkably diverse ecology from

comfortable interior thermal gradients and more

reception concourse. Meanwhile, occupiers have access to

many sectors; Sony Pictures, the Premier League, Alpha FX,

volume per person. Leaving the ceilings exposed

two expansive roof terraces with views across London. Soft

Splunk, Hellman & Friedman, Coach, and Paymentsense.

also saved more than 540 tonnes of embodied

landscaping, planters with wildflowers, trees, and n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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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Gate
RMJM

캐피탈 게이트(Capital Gate)의 ‘피더 타워’(Feature Tower)는 보다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했는데, 그 기반은 저준위 경관조명과 정

큰 규모의 ADNEC 마스트플랜에 따른 전시장에 위치한 것으로 개발

면 조명이 결합해 촘촘한 LED 클러스터(cluster, 무리)를 형성하고 이

의 상징이다. 이 타워의 특징은 역동적인 강철, 유리 정면과 놀라울 정

를 강철 유리 시스템 설계와 통합한데 있다. 높이 160m가 넘는 이 35층

도로 유기적인 형태이다. 캔틸레버형(cantilevered) 커피라운지, 개방

짜리 건물은 16,000 평방미터가 넘는 양질의 사무공간을 제공하며, 아

형 에어 풀 데크(air pool deck)를 갖춘 이 타워는 아부다비 스카이라인

부다비 최초의 하얏트 호텔 ‘하얏트 캐피털 센터’(The Hyatt@Capital

에서도 고유한 존재이며, 전시장에 기억에 남을 정체성을 부여한다. 조

Centre)도 이곳에 있다.

각품 같은 스테인리스강 ‘스플래시’(splash)가 건물 정면에서 흘러내리
고 낮은 곳에서는 호텔 입구 캐노피(canopy)를 형성하며, 그랜드스탠드

구조적으로, 이 까다로운 건물은 490개의 밀집한 말뚝 위에 서 있는데,

(grandstand) 위를 흐르면서 건물과 그랜드스탠드 좌석 모두를 위한 일

이들 말뚝은 건물이 눈에 띄게 기울어짐에 따른 중력, 풍력, 지진에 견

사차폐 장치가 되고 있다.

딜 수 있도록 지하 30m를 뚫어 박아 넣은 것들이다. 피처 타워(Feature
Tower)는 RMJM의 설계, 건물 내부 엔지니어링 역량을 보여주는 전형

70

비정형(free form) 내부 아트리움(atrium)과 역학적인 유리 지붕으로 인

적인 사례이다. 2010년 1월, 기네스북은 아부다비의 캐피탈 게이트를 세

해 자연광과 공간이 타워 깊숙이 침투한다. 외부조명은 광공해와 에너지

계에서 가장 많이 기울어진 인공 탑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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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pital Gate ‘Feature Tower’ is an iconic development

stainless steel ‘splash’ flows down the front and at low level

located on the exhibition site of the greater ADNEC

forms the hotel entrance canopy, flowing over the existing

masterplan. The tower is distinguished by a dramatic steel

grandstand and acting as a solar shading device for both the

and glass facade with a striking organic form. With its

building and the grandstand seating.

cantilevered tea lounge and open air pool deck, it provides

72

a unique presence on the skyline of Abu Dhabi and creates

A free form internal atrium with a dynamic glass roof brings

a memorable identity to the exhibition centre. A sculptural

natural light and space deep into the tower. External l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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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designed to minimise both light pollution and energy
consumption, based on a combination of low-level landscape
lighting with façade lighting comprising a net of compact LED
clusters integrated into the design of the steel glazing system.
At over 160m tall, the building stands 35 storeys high and
offers over 16,000 sqm of high quality office space, as well as
Abu Dhabi’s first Hyatt hotel, ‘The Hyatt@Capital Centre’.

Structurally, this challenging building sits on an inte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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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tain Wall 산책

distribution of 490 piles which were drilled 30 metres
underground to accommodate the gravitational, wind and
seismic forces caused by the distinctive lean of the building.
The Feature Tower is an exemplary example of RMJM’s design
and in-house engineering capabilities. In January 2010
Capital Gate in Abu Dhabi was recognised as the world’s
furthest leaning manmade tower by the Guinness Book of
World Records.

Architects: RMJM
Location: Abu Dhabi – United Arab Emirates
Architect in Charge: Jeff Schofield, Senior Design Architect &
Neil van der Veen, Associate Director
Area: 53100.0 m²
Project Year: 2011
Manufacturers: Pentair
Quantity Surveyor: Hanscomb
Project Architect: Tony Archibold
Glass Manufacturer: Cardinal Glass
Lightning Services: DPA Lightng Consultants
Steelworks: Eversendai
MEP: ETA
Kitchen/Dining: Tricon
Furniture/Finishings: Marwan Furnishings Dubai
Artwork/Accessories: Arte Vivo
Project Managers: Mace
Façade Consultant: Waagner Biro
Hotel Interior Design Consultant: RPW
Ground Floor Interior Design Consultant: U+A Architects
Ground Floor Lobby Chandelier: Lasvit
Landscaping Consultant: Al Khatib Crackneli
Client: ADN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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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SIFOL SENTRYGLAS®의
유리 파사드가 멕시코시티 신축 복합 건물의 주인공이 되다
자료제공:

신축 복합 건물들이 멕시코시티의 스카이라인을 주도하는 가운데 최신 접합안전 유리 중간막 기술 덕분에 입주자와 방문객,
사무실 근로자의 시야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설계사
Taller-G & KMD ARCHITECTS
파사드 시공사
WSP
접합유리 가공사
Tvitec
접합유리 시공사
Vitro Canceles
건설 관리
Bovis
개발사
T69 S.A.
건축주
Arquitectoma

Image ⓒ Arquitectoma

멕시코시티 차풀테펙 우노 R509

사다리꼴을 이등분한 파사드 형태와 일정하지 않은 메자닌 높이 때문에
유리 패널의 80%가량이 서로 크기가 달랐다.

멕시코시티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했다! 멕
시코시티에서 가장 유명한 대로인 레포르마 거
리(Paseo de la Reforma)에 들어선 차풀테펙
우노(Chapultepec UNO) R509는 이 도시에
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차풀테펙 우노 R509는 대로의 중간 지점에 위
치하며, 차풀테펙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차풀테
펙 성 인근에 자리해 방문객과 입주민, 사무실
근로자들에게 멋진 파노라마 뷰를 선사한다. 전
층에서 주변 숲 뿐만 아니라 도시의 남쪽과 서
쪽, 북쪽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레포르마 거리의 설계자 페르디난드 폰 로젠바
이크(Ferdinand von Rosenzweig)는 파리 샹
젤리제 거리와 같은 유럽의 근사한 거리를 염두
에 두고 이 거리를 디자인했다. 멕시코 시티의
중심부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레포르마 거
리는 현재 관광명소, 고급 식당과 호텔, 사무용
빌딩, 대중 예술 전시장 그리고 신축 건물로 가
득하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시민들이 모
여 함께 즐기는 유서 깊은 공간이다.

표 축구팀의 승리를 축하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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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멕시코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인 차풀테펙 우노 R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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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이 열릴 때 독립기념탑 부근에서 국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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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 ⓒ Alberto Alarcon, Kuraray

•의장 및 디자인: 흑백 및 컬러 중간막

차풀테펙 우노 R509은 방문객과 입주민, 사무실 근로자들에게 주변 숲 뿐만 아니라
도시의 남쪽과 서쪽, 북쪽 풍경을 즐길 수 있는 파노라마 뷰를 선사한다.

구성됩니다. 파사드 외에 실내 요소에도 접합유리를 시공했는데, 난간에
는 SentryGlas®를, 바닥과 파티션에는 유백색 SentryGlas® TW를 적용
했습니다. 모두 합해서 30,000m2 이상의 SentryGlas® ionoplast 중간
막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접합유리 시공을 담당한 Vitro Canceles의 디자인
책임자 이냐시오 카스티요 바스케스(Ignacio Castillo Vázquez)는 다음
과 같이 설명했다. “주변의 멋진 경치를 설계의 중요 요소로 결정했기 때
문에, 접합유리 파사드는 그에 대한 해답으로 바로 채택되었죠. 한편 핀
(fin)은 강철이나 알루미늄 중에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삼중 접합
유리를 선택했는데 이는 삼중 접합유리가 필요한 수준의 강도를 갖추면

이 아름다운 58층짜리 복합 건물에는 A급 사무실과 개인 거주 공간(여덟

물이 최소화된 투명한 모습으로 진화하여 현재의 모습이 갖춰졌죠. 결

서 파사드의 미적인 측면도 충족시킨다는 점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개 층), 리츠칼튼 멕시코시티 호텔(153실)과 천장이 2층 높이에 달하는

과적으로 접합유리 글레이징이 파사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이 증명

“설계는 흥미로운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파사드가 이등분된 사다리꼴

스카이 라운지가 있다.

된 것입니다.”

인 데다 메자닌 높이가 일정치 않아서, 비슷한 치수를 반복 적용할 수 없

27,000m² 규모의 임대 가능한 사무공간 외에도 건물 내에는 자동화 지
하 주차장이 완비된 웅장한 모터 로비(Motor Lobby), 두 개 층에 걸쳐

“우리는 SentryGlas 가 건물 파사드에 가장 적합한 중간막이라고 확신

약 1,500 x 3,800mm였습니다. 당사는 Trosifol 측과 함께 유리 두께를

사용 가능한 체육관, 회의실, 카페테리아 등 다양한 시설이 있어 입주민

했습니다. 다른 중간막 소재에 비해 이 제품은 강도가 탁월한 것은 물론

계산했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접합유리를 추천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과 호텔 투숙객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파손 후 안전 성능도 뛰어났습니다. 또한 미관을 해치는 지지체 사용을

가장 훌륭하니까요.”

세계적인 현대 건축 프로젝트 대부분이 그렇듯이 건축 과정에서 다량의

줄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설계한 대형 유리 패

SentryGlas®와 같은 현대적인 중간막은 엔지니어와 건축가에게 더 큰

유리가 사용되는데, 이는 유리가 자연광의 이점과 탁 트인 전망을 선사

널은 일반 PVB로는 구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설계의 자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적용 가능 범위를 확장시켜준다. 깔끔

하기 때문이다. 이번 공사에서는 업계 최고의 시공 및 기능 요건을 갖춘

접합유리 글레이징의 접합 가공 대부분을 담당한 Tvitec의 로베르토 아

한 선, 탁월한 투명도와 구조적 성능 중에서 아무것도 희생하거나 포기할

Trosifol(트로시폴) SentryGlas®(센트리글라스®) ionoplast(아이아노플

리아스(Roberto Arias)는 다음과 같이 상세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프

필요가 없으므로, 이번 프로젝트 역시 최상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라스트) 중간막의 접합유리 기술이 대활약 했다.

로젝트에서 당사는 글라스 핀(glass fin)으로 지지하는 접합유리를 공

자연과 인공적인 환경을 함께 아우르는 흥미로운 도전을 제시한 이번 프

Taller-G 소속 건축가인 아르투로 레온(Arturo Leon)은 다음과 같이

급하여 서쪽 파사트, 외부 스크린 또는 스킨에 활용되도록 했습니다.

로젝트에서 접합유리 글레이징은 당연한 선택이었다. 또한 이번 사례를

설명했다. “접합유리 글레이징은 이번 프로젝트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스크린은 8mm FT + 1.52mm SentryGlas® + 8mm FT를 채택했

계기로 SentryGlas®와 같은 소재의 지속적인 개발과 이 제품을 통해 성

흥미롭게도 최초의 설계는 자립 구조물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고 접합유

고, 삼중접합유리 글레이징이 적용된 핀(fin)은 10mm FT + 1.52mm

취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사용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축적되면서, 접합

리 글레이징이 최소화된 디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외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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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ntryGlas + 10mm FT + 1.52mm SentryGlas + 10mm FT로

유리 가공에 대한 신뢰와 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세계적인 현대 건축 프로젝트 대부분이 그렇듯이 건축 과정에서
다량의 유리가 사용된다.

Image ⓒ Arquitectoma

었습니다. 유리 패널의 80%가량이 서로 크기가 달랐지만 평균적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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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 선도할 유망기업 100개사 선정·지원

(선정대상) 선정 대상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매출실적 및 기술

26일부터 성장잠재력 보유한 건설혁신 선도기업 발굴·전방위 지원

한다. 또한, 2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사망사고 발생 등으로 행정처분

①시장진출(국내) 분야의 경우 상호협력평가 가점(3점), 고용평가 가점

을 받은 경우, 부도·회생·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

(0.5점), 인증제(KISCON 기업정보 공개)* 등을 통해 지원하고,

정대상에서 제외된다.

* 100대 기업에 대한 홍보·인식개선 등을 위해 인증서·인증마크를 부여

지원도 추진한다.

인력 고용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미래 투자계획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성장잠재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건설업계 중

국토교통부는 10월 26일부터 3주간(10.26 ~ 11.15) 중소건설기업들

각 부문별로 ①시장진출(국내) 기준은 종합건설업의 경우 직접시공능력,

②시장진출(해외) 분야는 타당성·사업성 분석(KIND)* 및 시장개척 지원

소기업을 대상으로 건설혁신 선도기업 100개사를 발굴하고 기술개발 및

의 신청을 받고 「건설혁신선도기업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전문건설업은 공사관리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또한, ②시

(해외건설협회) 그리고 컨설팅(해외건설협회·로펌) 등을 지원한다.

국내·해외시장 개척 등 전방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11월말 대상기업을 선정한다.

장진출(해외)는 해외진출 계획의 타당성·구체성을 중심으로, ③기술개발

* 해외시장 진출시 사업의 현지사정상 적합 여부, 수익창출 가능성 등 검토

은 기술 구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선정한다.
또한 ③기술개발의 경우 창업 생태계 플랫폼 제공을 위한 ‘스마트 건설지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100대 기업은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성

「건설혁신선도기업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새로이 추진하는 100대 건설

장하고 건설산업 발전을 이끌어 갈 건설혁신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

혁신 중소건설기업 선정을 위해 최초로 구성되며, 산업계, 공공발주기관,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특성과

원센터’* 입주지원(’21년 말), 혁신기술 수요처 제공을 위한 ‘수요기반 기

된다.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게 된다.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술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우대 등을 통해 지원한다.
* 기술 혁신 기업이 한 공간에 모여 기술을 개발·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공통지원) 국토부는 방안 마련을 위해 중소건설기업 140개를 대상으로

** 기업수요에 따른 기술 개발을 지원, 사업화시 애로사항 해결도 지원

수요를 조사(’20.8~9월, 국토연구원)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보증부담완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의 선정계획은 다음과 같다.

화(수수료 10%↓), 저리자금 대출 확대(20%↑) 등 단기간에 사업 여건

100대 기업 선정계획 및 지원방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토연구원

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원한다.

(www.krihs.re.kr),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대한전문건설협회

(분야별지원) 또한, 분야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정 분야에 특화된

(www.kosca.or.kr)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선정분야) 100대 중소건설기업 선정은 종합·전문 건설업 구분없이 모든
중소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①기술개발(30%), ②시장
진출(60%), ③기술개발·시장진출(10%)로 분류하여 분야별로 경쟁력을
갖춘 건설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한-영 스마트시티·저탄소 경제 협력 강화”
27일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과 양국 간 협력방안 논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7일(화)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

를 만드는 “녹색 경제 회복(Green Economic Recovery) 정책”을 추진

서 알록 샤마(Mr. Alok Sharma)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양국 간 친환경 교통,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

(Secretary for the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야에서 협력을 제의하였다.

Strategy)을 만나 스마트시티 분야 등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김현미 장관은 한국 역시 UN 기후변화협약의 서명 당사국으로서 탄소배

* 단, 선발 비율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추후 유동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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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면담은 온실가스 감축을 논의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

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19년 『수소경제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사국총회(COP26)의 의장으로서 내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인 2030 BAU(배출전망) 대비 37%감축 목표

COP26을 홍보하기 위해 방한한 샤마 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를 위해 수소도시법 제정, 수소시범도시 조성,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알록 샤마 장관은 영국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수소경제 인프라 보급 확대, 친환경 스마트도시 조성 등 저탄소 경제

을 위해 2050년 탄소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환경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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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건설현장 특별점검 강화

특히, “세종과 부산에 조성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도시 교

이에 따라 향후 한국의 국토교통부와 영국의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는

통, 환경, 안전, 주거, 복지 등의 공공서비스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양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하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적용하고 신재생 에너지, 자원

기로 하였다.

재활용 등을 도입해 도시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도시로 조성할 것”

이와 더불어, 이번 면담을 통해 양국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사

이라고 강조하였다.

회·경제로의 구조 전환을 위한 영국의 녹색 경제 회복 정책과 한국의 디

또한, 기후변화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 위해 스마트시티 분야를 포함한 수

지털·그린 뉴딜 정책이 많은 유사점이 있음을 공감하면서,

소 모빌리티, 수소 도시 등의 분야에서의 최첨단 기술 연구개발(R&D),

향후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하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분기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건설현장에서 각 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정책 등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망사고가 발생한 발주청 명단을 공개하였다.

* 대림산업,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한신공영, 효성중공

국토부, 3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발주청·지자체 명단 공개

업, 극동건설, 이수건설, 금광기업, 영무토건

3분기 동안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동부건설이며,
특히, GS건설의 경우 지난 2분기 동안에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는

해당 기간 동안 3명의 건설근로자가 사망하였다.

데 8.18 또 다시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1명의

그린리모델링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성

지난, 7월 30일 “대구 메리어트 호텔 및 서비스드레지던스 신축공사” 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설현장에서 기존 조적벽 해체작업 과정에 조적벽이 무너지면서 작업자를

전국 5개 권역별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선도기관 공모

덮쳐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9월 2일 또다시 “평택

대우건설과 한신공영의 경우에도 2분기에 각 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덕 A-1BL아파트건설공사(6공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부부 근로자

데 이어 3분기에도 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2명이 지상 6층 높이에서 건설용 리프트와 함께 추락하여 사망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는 그린리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20~’21)의 성공적 완수는 물론 지역의 그린

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역거점 플랫폼을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중점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선도기관’은 그린뉴딜 추진, 국가 온실가

기관이며 각 2명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하였다.

<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구성 계획(안) >
지역거점 플랫폼 운영체계

스 감축목표 등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향상의 중요성이 높

주요역할

(사업공유) 관련업체·기관 대상 세미나,
포럼 등 지역확산 기반 마련

아짐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댈 전문기관 간 협력

(인재육성) 실무 기회제공 등 플랫폼 구
성원 역량강화 및 전문가 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11월 3일까지 한국
시설안전공단 녹색건축센터에 정해진 양식의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

(교육·홍보) 그린리모델링 사업 참여자
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며, 희망 기관의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 등에 대한 종합 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여부가 결정된다.
* 접수처 : 한국시설안전공단(https://www.kistec.or.kr)
문의처 : 044-771-4753, 4750
** 현재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물과 관련한 연구·학술 또는 기업 활동 등을 통

[표1] 상위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 발생현황 (`20.7∼9월)
연번

시공사

시평순위

합계(명)

1

동부건설

21

3

사망자(명)

사고일

공사명

1

‘20.7.30

대구 메리어트호텔 및 서비스드레지던스 신축공사

2

‘20.9.2

평택고덕 A-1BL아파트건설공사 6공구

2

대림산업

3

1

1

‘20.7.2

410,000 MTY mPE Plant

(사업지원) 에너지 성능 및 실내환경 평
가, 공사 품질확보 지원

3

GS건설

4

1

1

‘20.8.18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지장물 철거 및 이설공사

(과제발굴) 지역 그린리모델링 수요조
사, 향후 사업 추진계획 도출

4

포스코건설

5

1

1

‘20.7.12

운정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 건설공사

5

대우건설

6

1

1

‘20.7.24

부천시 신중동역 복합시설 신축공사

6

현대엔지니어링

7

1

1

‘20.8.19

광주 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 신축공사

7

한신공영

20

1

1

‘20.9.11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12공구 노반시설 기타공사

8

효성중공업

24

1

1

‘20.7.6

용산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도시정비사업

9

극동건설

73

1

1

‘20.8.11

부산 에코델타시티 2단계 제4공구 조성공사

10

이수건설

83

1

1

‘20.8.31

부천원종 LH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11

금광기업

85

1

1

‘20.7.11

불갑저수지 치수능력확대사업

12

영무토건

95

1

1

‘20.8.29

부산～울산 복선전철 망양역사 신축 기타공사

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창출한 지역의 우수 연구기관, 교육기관, 사업체 등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모든 정책은 각 지역의 전문가, 지자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선도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국토교통

체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과 함께 향후 해당 지자체, 사업자 및 시민들로 구

“전국에 산재한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리모델링의 경우 지역

성된 각 권역*의 플랫폼의 구성을 완성하고 선도기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과의 네트워킹과 협업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지역거점 플랫폼을 그린리

* ① 서울·경기권, ② 충청권, ③ 강원권, ④ 전라·제주권, ⑤ 경상권

모델링 정책의 싱크탱크이자 사업 활성화의 교두보로 키워나갈 계획”이

특히, 한국판 뉴딜의 중점과제 중 하나인 그린뉴딜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

라고 밝혔다.

84

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대구광역시 등 4개
또한, 대림산업,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 11개* 대형건설사의

21일부터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선도기관’ 모집공고를 시행한
다고 밝혔다.

3분기 중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

총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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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

합계(명)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2

국가철도공단

2

3

한국수자원공사

2

4

대구광역시

2

정책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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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20.7 ~ 9월 특별점검 결과 (2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

[표2] 발주청별 사망사고 발생현황(`20.7 ~ 9월)
연번

|

사망자(명)

사고일

공사명

1

7.12

운정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 건설공사

1

9.4

화성남양뉴타운 B-9BL 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

1

8.29

1

구 분

현장 수

지적건수

현지시정

주의

시정명령

과태료

합 계

143

206

197

4

4

1

1

GS건설

30

45

44

-

1

-

부산~울산 복선전철 망양역사 신축 기타공사

2

SK건설

17

26

23

2

1

-

9.11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12공구 노반시설 기타공사

3

현대건설

15

24

21

2

-

1

1

8.11

부산 에코델타시티 2단계 제4공구 조성공사

4

대우건설

27

36

36

-

-

-

1

9.4

2020년 장흥지방상수도 관망정비공사(장흥읍)

5

롯데건설

26

41

39

-

2

-

1

8.19

수성의료지구 오수관로 설치공사

6

태영건설

9

13

13

-

-

-

1

9.20

대구패션창조거리 조성공사

7

한신공영

12

14

14

-

-

-

8

중흥토건

7

7

7

-

-

-

※ (1인 사망 발주청 11곳)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 한국철도공사, 포항지방해양항만청, 국방시설본부, 한국농어촌공사, 강서구청, 남원시, 진안군, 청

연번

원구, 함양군

지자체에서 인·허가한 소규모 민간 건설현장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

서초구·용산구에서 각 1명씩 총 6명, 전라남도는 순천시·여수시·함평군

생한 지자체는 경기도이며 부천시 3명, 화성시·평택시 2명 등 총 10명의

에서 각 1명씩 총 3명의 사망사고자가 발생하였다.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서울특별시는 강동구 2명, 강남구·서대문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현장안전 강화·품질 우수 업체에는 벌점 경감·혜택 부여
- 부실공사 벌점산정 방식을 평균→합산으로 변경하여 법인의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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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명

합계

시군구별 현황

1

경기도

10

부천시(3명), 평택시·화성시(2명), 안양시·양평군·이천시(1명)

건설공사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벌점산정방식 변경, 부

는 평균방식으로, 부실시공을 하더라도 현장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벌점

2

서울특별시

6

강동구(2명), 강남구·서대문구·서초구·용산구(1명)

실벌점 측정기준 명확화, 안전·품질을 위해 노력한 업체에 인센티브 부

부과에 따른 불이익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3

전라남도

3

순천시·여수시·함평군(1명)

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

4

인천광역시

2

계양구·서구(1명)

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5

경상남도

2

거제시·김해시(1명)

가 소관 모든 현장의 안전·품질 책임을 강화하도록 벌점 산정을 합산방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 (1인 사망 4개 지자체) 대구시 동구, 울산시 남구, 강원도 철원군, 충북도 청주시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공사비, 투입인력 결정 등 실제 권한을 가진 업체

식으로 정상화했으며, 합산 방식은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벌점부과 이의신청 시 위원회 심의절차 신설(안 제87조의3)
벌점부과 대상 업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 기존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사망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2분기

향후, 벌점 및 과태료 처분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

벌점 측정기준의 객관성 대폭 향상(안 별표8 제5호 가~다목)

에는 벌점 측정기관의 직원이 검토하던 것을 6명 이상의 외부 위원이

동안 사망사고 발생한 대형건설사의 건설현장 143개 현장에 대하여 `20

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도록 ‘미흡한 경우’ 등 모호한 용어

함께 심의토록 하여 벌점이 객관적으로 부과되도록 위원회 심의절차를

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일부 측정기준에서 측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도입했다.

년 7월부터 9월까지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하였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건설현장이 보다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할

따라 1~3점을 부과하던 것을 부실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여 1, 2, 3점

점검결과, 총 206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추락방지시설 설치

수 있도록 상위 건설사들이 솔선수범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으로 명확히 정했다.

미흡, 주요 구조부 철근 노출, 정기안전점검 계획수립 미흡 등 부적정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점검 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시공사례 4건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꾸준히 실시하여,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

벌점 산정방법을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안 별표8 제4호)

다”고 밝혔다.

개정 전 부실벌점 산정방식은 부과받은 벌점을 점검 받은 현장 수로 나누

86

또한 벌점심의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의 자격, 의
무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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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뉴스

|

정책뉴스

|

해외뉴스

준공 후 벌점 부과가능 기간을 제한(안 별표8 제5호 사목)

또한, 현장관리가 우수한 시공사 및 엔지니어링사는 반기별 점검받은 현

개정 전에는 준공 후에도 영구적으로 벌점 부과가 가능하던 것을 준공 후

장 수 대비 벌점을 받지 않은 현장의 비율(관리우수 비율)에 따라 관리우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부실 유무를 판단토록 하여 현장의 안전·품질을

수 비율이 95% 이상이면 1점, 90%이상 95% 미만이면 0.5점, 80%이

조기에 확보하도록 개선했다.

상 90%미만이면 0.2점을 해당 반기에 측정된 벌점을 경감한다.

현장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설사 등에 혜택 도입(안 별표8 제5호 바목)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건설현

벌점 경감기준을 도입하여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관리에 노력하는 업체

장의 기술자부터 경영진까지 건설공사의 안전·품질관리 수준 향상에 더

에게는 과도한 벌점이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욱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정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우선, 반기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시공사는 다음 반기에 측정된 벌

수 있도록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업계와도 지속 소

점을 20% 경감하고, 2반기 연속하여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 36%, 3반기

통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2020 NFRC
인증 시뮬레이터
워크샵
참가 신청 안내

연속인 경우 49%, 4반기 연속인 경우 최대 59%까지 벌점을 경감한다.

2일부터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전국 건설현장 합동점검
전국 966개 도로·철도·건축물 현장에 11개 기관 합동점검반 투입·점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동절기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트 타설·양생 시 적정한 시공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 품질관리

11월2일부터 12월11일까지 총 30일간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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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실태는 지반침하,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현황, 절개지 및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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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수자원, 공항, 건축물 등 전국 966개 건설현장에

착공사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 적정성을 확인하고, 타워크레인,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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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여 일제히 실시하며, 점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 20명을

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

포함한 11개 합동점검반으로 구성하였다.

조변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 도로 198, 수자원 20, 철도/지하철 247, 아파트/건축물 347, 공항 16, 기타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보고서 작성, 근태ㆍ교체 적정여부, 안전관

138개소

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도 함께 점검 할 계획
이다.

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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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점검반은 동절기 화재 위험공사 관리실태, 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
등 품질관리 실태, 절개지·굴착공사 가시설 안전관리 실태, 타워크레인,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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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타기 등 건설기계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사하겠습니다.

* 콘크리트 타설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시기에 시공되

따라 엄중히 조치가 될 예정이다.

는 콘크리트

문의 : 사단법인 한국파사드협회 사무국 (02. 529. 9224)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한명희 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정부의 건설현장

화재 위험공사에 대해서는, 화재취약 공종 및 밀폐공간 질식 등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건설현장의 ‘최우선 가치

위험공사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혹한기에 사용하는 한중 콘크리

는 안전’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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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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hitectural Facade Magazine

월간 익스테리어는 1999년 창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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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커튼월 및 건축 외벽 중심의 전문지로
업계의 기술발전 및 정보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파사드협회 공식지정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매월 10,000부가 인쇄, 발송되며 설계사무소, 건설회사,
커튼월 및 창호 시공업체, 외벽관련업체를 포함해
정부관련 기관, 대학교, 도서관 등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익스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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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사드 관련 주요업체 명단
삼원창호(주)
삼창알미늄공업
(주)서울창호
선이인터내셔날(주)
(주)선우시스
(주)선우시스템
(주)성진금속
세광건업
세일단조
세일산업
세화판넬(주)
(주)새한월
(주)새한창호
(주)소명실업
송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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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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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사드 관련 주요업체 명단

파사드 관련 주요업체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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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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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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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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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산업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4-9번지 시화공단2다601-1

031)434-6226

(주)현지산업개발

경기도 하남시 초광로 257

02)429-3637

(주)HS건설산업
한성금속
ATM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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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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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산업
(주)네오스텍
(주)메르코
대진 에프엔씨(주)
동양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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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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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두현

충북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47-1

043)883-0605

(주)드림이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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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356-9385

(주)삼미도장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106-1번지

032)684-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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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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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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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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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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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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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9길58(독산동)

02)891-1176

배연창

도장 업체

알루미늄 단열바
(주)거산알루미늄
(주)경동프로폰
경희알미늄(주)
(주)기전금속
나눔테크
(주)남선알미늄
(주)대명창호 남원공장
(주)대아프로폰
(주)대한테크
(주)동해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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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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