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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wer of
ShinEtsu Silicone

한국신에츠실리콘주식회사
http://www.shinet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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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튼월에

에너지를 더하다!
세운상사

대신증권사옥

홍대복합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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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OUR YOUR WORLD
WITH EURAMAX
유라막스와 만나면
건축 외피의 모든 디자인이 가능해집니다.
프리미엄 코일 코팅 알루미늄 외장재 유라막스는
고객이 원하는 모든 색상을 구현하며,
가장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PlusAH 문의전화
02 574 9334

안전하고 아름다운
웰빙공간을 만드는
친환경 디자인 필름

Luxur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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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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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

Anti-virus

Eco-friendly

가성비 No.1
Design Film

Du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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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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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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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C eco-deco film 관련 문의처 : 전화 070 - 7413-1584 이메일 : jh.cho@s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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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NYI
GLASS GROUP
신의유리는 다양한 종류의
고품질 건축용 유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KS인증서 획득)
최고의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크라운리조트호텔(호주)

도쿄스카이타워오피스(일본)

동탄IX타워(한국)

High quality Float Glass			
Automobile Glass			
Solar Glass			
Electronic Glass			
Architectural Glass (Hold KS Certificate)

www.xinyiglass.com
한국지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더블유센터 604호
Tel: 02-6324-8883 Fax: 02-6324-8886

이명광 지사장 CP : 010-7770-8696
E-mail : mingguang.li@xinyiglass.com.hk

Beijing WHTB Glass는
더 좋은 유리를 만듭니다.
- Advenced Architectural Glass
- Oversize Glass
- Complex Make-Ups

Beijing WHTB Glass는 빌딩 파사드에서부터
인테리어 유리까지, 최고의 유리를 공급합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최고 품질의
WHTB Glass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알프렉스는 (주)유니언스의 자체기술로 제조된 코어 소재가 사용되며, 차별화된 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비할로겐가스, 저연 고난연성 친환경 제품으로 유수의 국내 및 국제기준을
통과한 우수한 제품입니다. Warnock Hersey, 독일 DIN, 영국 BS, 일본 JIS 불연,
러시아 GOST 인증을 통과하여 세계적으로도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WHTB PRODUCTS MAX SIZE(mm)
Coating Glass 2,540*12,000
Insulated Glass 3,300*12,000
Curved Tempered Glass 2,400*6,000
Concaved Tempered Glass 2,400*4,000
Silk Screen Ceramic Glass 3,000*6,000
Digital Ceramic Frit Glass 3,000*6,000
Laminatd Glass 3,300*12,000
Heat Soak Tested 3,000*8,000

www.whtbglass.com / e-mail : nczpatrick@163.com
한국 영업담당 : 손장순 지사장 070.8656.8800, 010.5327.1688

IGCC/IGMA, SGCC, BS/EN, CEKAL, AS/NZ certif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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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Terminal 2 천장

For a better Space

기술과 예술의 조화
루버

철제 칸막이

이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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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러 건축

3D 판넬

철도/지하철

하는 국내 최고의 건축내장재 생산 및 시공 전문기업입니다.

www.yoochang.com
AL 압출재

클린룸

주문제작

(주)유창과 함께할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Tel: 02-2648-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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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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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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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alcan.com

국내 최장 13m 피막라인 증설
아존 단열바 / 폴리아미드 단열바 / 창호 가스켓 / 폴리아미드 압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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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해/주조

압출

아노다이징

레이져 가공

CNC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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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화공장

(주)기전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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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공장

중앙알칸 주식회사

평택공장

시화공장 경기 시흥시 군자천로185번길 54 Tel : 031-432-3657
충주공장 충북 충주시 충주산단1로 115 Tel : 043-851-6061
평택공장 경기 평택시 청북읍 서해로 1900 Tel : 031-681-3653

3D FACADE

건축기술 전문의 특허법인
화우가 있습니다.
창호, 커튼월, 파사드 관련
특허출원, 심판 및 특허소송
특허 침해여부 판단 및 감정서 작성
특허법인 화우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의
지적재산권 전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특허법인입니다.

Consulting /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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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NFRC 인증 단열
시뮬레이터 워크샵 개최

- 포스코, ‘INNOVILT’ 프리미엄 내외장재 전시회 개최
- 포스코강판, 컬러강판 통합 브랜드 인피넬리 런칭
- KCC, ‘쿨 루프 캠페인’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도와
- KCC,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창호 부문 2년 연속 1위 수상
- LG하우시스, 프리미엄 시스템 창호 브랜드 ‘유로시스템9’ 신제품 출시
- 성큼 다가온 무더위에 미리 준비하는 홈캉스, 쾌적한 실내 공간을 위한 건축 자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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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고시
- 국토교통부 제1차관 산단 착수식 참석 및 베트남 인프라 협력활동 추진

사단법인 한국파사드협회는
미국창호등급위원회 NFRC와 공동으로 한국에서
NFRC 인증 단열 시뮬레이터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NFRC 인증 시뮬레이터 워크샵에서는 Therm, Window 등 창호의
단열 시뮬레이션 전용 프로그램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교육하고 시험을 통과할 경우
NFRC로부터 시뮬레이터 인증서가 부여됩니다.
이번 시뮬레이터 워크샵은 미국과 한국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강의가 진행되며,
한국에서는 한국 트레이터가 워크샵의 진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1년 NFRC 인증 시뮬레이터 워크샵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사단법인 한국파사드협회로 문의주세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90 커튼월 관련 주요업체 명단

문의 : 사단법인 한국파사드협회 사무국 02. 529. 9224 www.kafa.or.kr

66

2021년 현재 NFRC-KAFA 인증 단열 시뮬레이터 명단
고광수 (주)국영에스윈 / 곽성훈 (주)이건창호 / 권우성 (주)시티월이엔지 / 김석민 한국에너지시험원 / 김선형 (주)선우시스 / 김성종 (주)시티월이엔지 /
김아름 다스코 / 김태은 현대알루미늄 / 김혁 현대건설 / 남영미 티피지이엔지(주) / 배민호 (주)무한글로벌 / 양준호 (유)원진알미늄 / 오은주 (주)비이엘테크놀로지 /
오정현 (주)일진유니스코 / 이미진 엘지하우시스 / 이성진 아존아시아 / 이정근 (주)알루이엔씨 / 이철종 (주)알텍코리아엔지니어링 / 이혜영 KEPL /
이호열 (주)바이솔라 / 전인아 포스코건설 / 최준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최지성 (주)아키월 / 한문희 (주)비룡씨에이치씨 / 황성진 아존아시아 / 황정희 (주)상민에스디

회사 소개

회사 소개

®

DANPAL

LIGHT ARCHITECTURE SOLUTIONS
FOR THE BUILDING ENVELOPE

단팔은 빛의 건축물을 위한 솔루션인 반투명 시스템 패널을 개발한 첫번째 기업으로,
이 분야에서 명성을 얻어왔다.

(주)단팔코리아
(주)단팔코리아는 세계 최고 품질의 ‘U’자형 폴리카보네이트 패널인 단파

빛과 열에너지의 최적의 균형

우수한 내구성과 단열성

론을 생산하는 이스라엘단팔(DANPAL)사의 공식 한국 합작 법인이다.

단파론 패널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광으로 인한 풍부한 시각적 매

단파론 마이크로셀 패널은 특수하고 혁신적인 압축성형 기술로 제조되어

력, 단열 및 자외선 차단 기능을 제공한다.

시중에 출시된 다른 패널들보다 10배 이상의 조밀한 구조로 되어 있다.

반투명 시스템 패널을 개발한 첫번째 기업

패널 사이의 경간은 작은 편이며, 고객에게 반투명성과 강도가 조합된 최

단팔은 빛의 건축물을 위한 솔루션인 반투명 시스템 패널을 개발한 첫번

탁월한 빛의 분산

적의 제품을 제공한다. 단파론 마이크로셀 패널은100% 방수이며 우수

째 기업으로, 이 분야에서 명성을 얻어왔다. 단팔의 반투명 시스템패널은

마이크로셀 구조에 의해 자연광이 균일하게 분산되어, 다양한 모습들이

한 충격저항성과 단열성을 제공한다.

상업, 교육, 교통, 의료, 체육시설 그리고 첨단 기술프로젝트 등 세계의

연출된다. 특별히 건축의 자연 채광용으로 설계되어 패널을 구성하고 있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는 정방향 복층구조는 우수한 자연광을 제공하고 다양한 색상으로 변하

단파론 마감처리 옵션

는 독특한 특성을 보여 주면서, 다른 자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소프트라이트

단팔 시스템들은 혁신적인 기술과 깊은 건축에대한 노하우 그리고 진화

빛을 반사 또는 분산시킨다. 다양한 종류의 단파론 마이크로셀 시스템 패

소프트라이트 마감은 눈부심 현상을 크게 감소시킨다. 공압출 방식으로

하는 고객의 요구를 위해 만들어졌다.

널이 준비되어 있다.

생산되어 100% 영구 무광이다. 다양한 두께, 컬러로 제공되며 최적의 시
각적 편안함을 제공한다.

단팔은 이 분야의 리더로써 자연광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최신 기술의 시스템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단팔은 최고의 성
능과 차세대빛의 건축물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단팔은 보다 강력한 내구성과 우수한 풍하중 저항성, 지진 또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빠르고 쉬운 설치가 가능한 제품
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엔지니어링 능력을 단팔은 가지고 있다.

빛의건축물
태양 : 가장 자연스러운 빛과 에너지

Low E

빛의 건축물이라는 슬로건으로 단파론은 이러한 무한한 자원을 활용해

투명한 공압출 코팅으로, 투광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태양열 획득

우수한 자연광을 제공한다.

을 크게 감소시키며 자연광의 활용도를 높여준다. 태양 복사열을 선택적

단파론의 특징은 조밀한 마이크로셀로 구성된 패널이다.

으로 차단하여, 이로 인한 에너지의 부담을 줄이고, 에어컨 작동 비용을
절약해준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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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투명 패널을 사용하면 시간의 변화에 따라 벽체에 투영된 빛과 반사에
의해 변화하는 건축물로 만들 수 있다.

끝단부열처리
완벽한 마감을 위한 열처리 된 단부 마감은 마이크로셀 내부에 습기, 먼
HP

지, 벌레가 유입되는것이 방지되어 깨끗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파론HP 코팅은 낙서제거 그리고 환경오염 보호영역에 있어 유리한 발
전된 표면처리 방식이다. 이 HP 코팅처리 방식은 대부분의 단파론 패널
에 적용이 가능하다.

여수 GS칼텍스 예울마루 장도 미술관 ⓒ 이재성

단팔의 솔루션 적용분야
바이컬러(양면색상)

벽체

옥외시설물

양면 색상 옵션은 패널내부 및 외부컬러를 원하는 색상으로 다르게 표현

건식 조립시스템으로 깔끔한 외관 연

단파론 특유의 월등한 내구성과 유연

할 수 있다.

출이 특징이다. 특유의 반투명성은 직

성으로 자외선이 강한 외부환경에 견

모든 Danpal® 제품에 원하는 색상을 적용할 수 있다.

사광선의 부담을 주는 유리 커튼월을

딜 수 있는 캐노피/차양 등을 위한 솔

대체하기에 적합하다.

루션이다.

클래딩

루버

다양한 색상 및 마감옵션으로 기존의

태양열과 빛을 최적상태로 조절하며

오래된 건물의 외벽을 덮어 새롭고 다

내충격이 뛰어나다. 단팔이 제공하는

이나믹한 외관으로 변신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칼라옵션으로 외관을 역동적

최고의 솔루션이다.

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투명/불투명

단팔은 최고 품질의 토탈시스템과
커스텀 가능한 솔루션을
바로 설치 가능한 상태로 공급한다.

단팔은 모든 종류의 건축물을 위하여 파사드, 클래딩, 지붕, 천창, 루버

밝은 색상의 메탈느낌의 광택이 있는 외관은 다양한 톤의 불투명 패널을

그리고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채광 시스템을 디자인, 생산 그리고 공급한

선택 가능하다.

다. 지속적인 혁신은 단팔이 완벽한 채광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 분야의
천창지붕

인테리어

리더로써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조밀한 멀티셀의 반투명함이 고루 분

다양한 색상과 질감으로 실내의 벽면,

단팔은 최고 품질의 토탈시스템과 커스텀 가능한 솔루션을 바로 설치 가

산된 빛을 실내로 유입시키면서 자외

파티션 및 천장에 조명과 함께 적용하

능한 상태로 공급한다. 단팔시스템은 쉽고 간단히 설치할 수 있는 조립식

선은 차단하여 채광을 위한 채광 천창

여 세련된 실내를 연출할 수 있다.

건축외장재로 사전시험과 입증이 완료되었다.

솔루션이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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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INNOVILT’ 프리미엄 내외장재 전시회 개최
■ 14개 이노빌트 얼라이언스와 함께 더샵갤러리에서 내외장재 전시
■ 건설사·설계사·인테리어사 등 20곳 230여 명 참석
■ “주택과 빌딩의 공간 구성에 스틸 내외장재 적용 확대될 것”

포스코(회장 최정우)가 5일부터 7일까지 이노
빌트 얼라이언스와 함께‘INNOVILT’ 프리미엄

[표]프리미엄 내외장재 전시회에 참여한 이노빌트 얼라이언스와 제품
NO

고객사

제품명

구분

1

(주)엔아이스틸

스틸커튼월

외장재

2

(주)포스코인터내셔널

Innofacade(스틸커튼월)

외장재

3

주신기업(주)

ZINTA MAX SYSTEM
PALA REX SYSTEM

외장재

공간, 동일, 희림, 포스코A&C, LX하우시스, 공

4

엠스틸(유)

카멜레온 다이아몬드 패널

외장재

장, 등 건설사, 설계사, 전문 인테리어사 등 20

5

(주)나라판넬

Pos - 징크 2·3골

외장재

곳에서 모두 230여 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6

(주)기린산업

불연 메탈 패널, Renovation Panel

외장재

7

(주)씨에이플랜

Urban Dress

외장재

8

포스코강판

PosArt

내장재

9

(주)나팔

NAPAL - PosART Speaker/Frame

내장재

10

덱스퀘어(주)

Dex-Board, Dex-Art Board

내장재

11

제일루버(유)

Natural Mosaic Kinetic Wall
Cladding System

내장재

사의 제품 중 기술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12

리스퀘어산업(주)

불연 안심 금속 큐비클

내장재

판단해 이노빌트(INNOVILT) 제품으로 인증되

13

(주)디자인허브코리아

아트리폼

내장재

며, 이노빌트 인증 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이노

14

(주)디에스피

INOXTEEL, DURAMAT

내장재

내외장재 전시회를 개최했다.
건축의 프리미엄 & 美 란 주제로 열린 이번 스
틸 내외장재 전시회에는 삼성, 대림, GS, 자이
S&D, SK, 한화그룹, 롯데, 포스코건설, 간삼,

방역기준에 맞춰 3일간 모두 8개 투어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노빌트(INNOVILT)는 2019년 포스코가 만
든 국내 최초의 프리미엄 강건재 통합브랜드이
다. 포스코 강재가 100% 사용된 강건재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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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 얼라이언스라고 한다. 올 상반기까지 총

인 패턴, 불연, 항균, 광택 등의 다양한 코팅 기

업은 심플하지만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ZINTA

100개사 152개 강건재 제품이 이노빌트 인증

술, 그리고 별도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무

MAX SYSTEM을 공유하였다. 또한, 씨에이플

제품으로 선정되었다.

오염 접합 방식 등이 접목되어 아름다움과 시공

랜의 프리패브 파사드 모듈 시스템, 포스코강판

이번 전시회에는 POSMAC, STS, PosART 등

성이 우수한 제품들이다.

의 포스아트 발표를 통해 스틸 건축물의 美를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의 친환경 고부가가치 강

제품을 직접 보고 만지며 질감까지 체험할 수 있

홍보했다.

재로 만들어진 14개 이노빌트 얼라이언스의 내

게 하는 동시에 상세 시공 과정까지 쉽게 이해할

포스코는 건설산업 Key Player를 대상으로 비

외장재들이 선보였다.

수 있도록 실물 시공 샘플과 설명 패널로 전시물

즈니스 연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장을 마련했다

을 구성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는 점에서 Alliance사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

1층에는 엔아이스틸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스

한 참석자는 “스틸이 다양한 디자인을 소화할

었다.

틸커튼월, 주신기업의 ZINTA MAX SYSTEM,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

한 건설사 참가자는 전시물의 시공방법을 보고

엠스틸의 카멜레온 패널, 나라판넬의 Pos -

품과 주방용품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져

바로 진행중인 건설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싶다

징크 2·3골, 기린산업의 불연 메탈 패널과 파

있다. 주택과 빌딩의 공간을 구성하는데 내구성

며 바로 미팅 일정을 잡기도 하였으며, 참여한

라메트릭 디자인 위에 PosMAC 소재를 적용

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스틸 내외장재의 적용

얼라이언스간에도 서로의 제품과 솔루션을 융

한 ‘Urban Dress’ 제품 등 외장재가 전시되었

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참가 소감을

합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다. 1층에서 3층으로 이동하는 계단 내부에는

밝혔다.

포스코강판의 PosART 제품들이 자리하였다.

투어에 이어 얼라이언스와 포스코에서 스틸 내

이노빌트 얼라이언스 NAPAL 기업 이윤배 대

PosART 제품은 도금강판 위에 다양한 색상과

외장재 적용 사례와 시공방법을 직접 발표하는

표는 “바라던 바다 방송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무늬를 구현한 제품으로 고급 가전용 및 내장

세미나도 함께 열렸다.

서 일반 시청자에게 그리고 설계 전문가를 대상

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3층에는 나팔의 Napal

포스코 구조연구그룹은 아파트 측면패널 시스

으로 한 특별 전시회와 기술 세미나 발표를 통해

Speaker, 덱스퀘어의 덱스아트보드, 제일루버

템 개발 사례, 비정형 스틸 디자인 패널 구현을

제품 홍보와 수요 창출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의 Natural Mosaic Kinetic Wall, 리스퀘어의

위한 솔루션 개발 사례들을 소개하여 스틸 내외

포스코는 이번 전시회를 강건재 생태계를 강

불연 안심 금속 큐비클, 디자인허브코리아의 아

장재에 대한 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였으며, 포

건화하는 모멘텀으로 삼아 ‘INNOVILT’ 제

트리폼, 디에스피의 INOXTELL 등 내장재가

스아트를 적용한 인테리어 음향기기인 나팔 스

품의 우수성을 지속 전파하고 포스코 프리

전시되었다.

피커는 눈과 귀를 동시에 끌었다. 리스퀘어는

미엄 강건재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포스아트를 적용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
이노빌트 얼라이언스별로 보유한 고유의 디자

한 프리미엄 주방가구를 소개하였으며, 주신기

<자료제공 : 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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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쿨 루프 캠페인’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도와
■ 지역사회 공동시설 및 소외계층 시설 대상으로 쿨 루프 캠페인 실시
■ 한국미래환경협회와 인천 부평구 송암보호작업장에서 에너지 절감형 차열 페인트 ‘스포탄상도(에너지)’ 도장 작업 지원

포스코 강판은 7월 8일 서울 강남구 더샵 갤러

크젯 프린트강판인 포스아트(PosART), 불연

도록 상생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공동마케팅

리에서 컬러강판 통합 브랜드 인피넬리를 런칭

(PosNC)과 항균 기능을 가진 컬러강판(PGS항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했다.

균),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색상을 볼 수 있는
카멜레온 강판(PVDF) 등이 있다.

이 행사에는 고객사와 투자자, 포스코그룹사들
이 참석했다.

또한, 포스코강판은 이달부터 고객사인 승일실
업과 함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피넬리 디자인

포스코강판은 인피넬리 브랜드 론칭을 시작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발표 했으며, 이달중으로

로 기존 제품들의 고급화를 추진하며 고객과의

홈페이지를 인피넬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인피넬리는 한계가 없는 무한한(Infinite)이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무한히 새로운 가치를 창

매월 SNS를 통해 인피넬리를 사용중인 고객사

뜻과 아름답게, 정교하게(Finely)를 의미하는

출하는 컬러강판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을 밝

의 제품을 홍보하는 공동 마케팅도 실시한다는

단어의 합성어이다.

혔다.

계획을 밝혔다.

계를 뛰어넘어 무한히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런칭행사에 참석한 윤양수 포스코강판 대표는

기존 건재와 가전 산업을 중심으로 제품을 개

컬러강판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인피넬리는 고객과의 소통과 소비자들의 목소

발, 판매해왔으나, 인피넬리를 시작으로 앞으로

리에 더욱더 귀 기울여 새로운 라이프를 창조하

는 컬러강판의 장점을 극대화해 적용 범위를 확

인피넬리 제품으로는 다양한 디자인과 질감

는 것이 목표이다.”라며 “인피넬리를 소재로 사

대해나갈 방침이다.

을 가진 프린트강판(PosPRINT), 고해상도 잉

용하는 고객사의 제품판매가 더욱 확대될 수 있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 기능성을 바탕으로 한

인천 부평구 송암보호작업장에서 KCC 행복나눔봉사단이 건물 옥상에 차열 페인트를 도장하고 있다.

<자료제공 : 포스코강판>

KCC(대표 정몽진)가 22일 사단법인 한국미래

인트를 도장함으로써 지붕이 받는 열기의 축적

태양열 총 반사율)값이 높아 실내 온도를 낮게

환경협회와 함께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장애인

을 감소시켜 건물의 온도를 낮춰준다.

유지할 수 있고, 차열 효과가 우수해 여름철 에

직업재활시설인 송암보호작업장 옥상에서 ‘쿨

별도의 큰 공사 없이 햇빛과 태양열을 반사하는

너지 절감에 도움을 준다.

루프(Cool Roof)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

효과가 있는 차열 페인트만 칠하면 되기 때문에

사에는 자원봉사에 나선 KCC 행복나눔봉사단,

간단하고 효과적인 폭염 대응책으로 손꼽힌다.

KCC 관계자는 “이전부터 노인복지시설과 어

한국미래환경협회 관계자, 그리고 곽기성 송암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고 온실가스 배출을

린이집 등 지역사회 공동시설 및 소외계층 시

보호작업장 원장 등이 참석했다.

감축하는 등의 환경 보전 효과도 있어 전국적으

설에 차열 페인트를 지원하는 쿨 루프 캠페인

로 캠페인을 확대해가는 추세이다.

으로 사회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해왔고,

송암보호작업장은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이번에 인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움을

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훈련교사, 사

KCC는 이번 쿨 루프 캠페인에 자사의 에너지

주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회복지사가 함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시설로,

절감형 차열 페인트 ‘스포탄상도(에너지)’ 제품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겠

KCC가 여름철 폭염이 시작되기 전에 이들이

을 무상 지원했다.

다”고 밝혔다.

쾌적한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쿨

스포탄상도(에너지)는 미국 에너지 절감형 도

루프를 조성해주기로 한 것이다.

료 인증기관인 CRRC(Cool Roof Rating

<자료제공 : KCC>

Council)에서 차열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쿨 루프 캠페인은 건물의 지붕에 흰색 차열 페

40

일반 도료 대비 TSR(Total Solar Reflec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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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하우시스, 프리미엄 시스템 창호 브랜드
‘유로시스템9’ 신제품 출시
창 프레임 두께 줄인 슬림폭 디자인과 에너지 1등급 단열성능 구현

■ 소비자가 건강성, 환경성, 안전성, 충족성, 사회성 측면에서 웰빙 정도 평가
■ 단열성, 방음성 등 우수한 성능과 미려한 디자인으로 창호 시장 선도
■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1위 선정에 이어 창호 대표 브랜드로 입지 굳혀

■	특허 출원한 ‘단열성 창호 시스템_다중격벽구조’ 설계 기술로 최고 수준의 단열성능 만족하면서 창호 프레임 두께 줄인 슬림한 디자
인 동시 구현
- 올 10월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사양 기준 충족
- 기존 대비 프레임 두께 5% 줄여 보다 쾌적한 시야 확보

KCC(대표 정몽진)가 24일 서울시 중구 소공동

올해 18회째를 맞는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및 서비스의 품질, 디자인 제공 방법 등 소비자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1 소비자웰빙환경만족

(KS-WEI)는 한국표준협회(KSA)와 연세대학

의 주관적 만족 및 신뢰 정도) ▲사회성(기업의

지수(KS-WEI)’ 시상식에서 창호재 부문에 1

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가 2004년에 공동 개발

공정거래, 사회적 공헌 및 산업발전 기여 정도)

위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했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웰빙 제품과

등 5개 항목이다.

달성했다.

서비스를 대상으로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하여

KCC창호는 창호의 5대 핵심성능인 단열성, 방

실제, ‘유로시스템9(E9-PLS200)’의 창호 프

부문별 1위를 선정한다. 소비자에게는 객관적

음성, 수밀성, 기밀성, 내풍압성이 모두 우수해

레임 두께는 200mm로 기존 PVC 시스템 창호

KCC는 KS-WEI에서 2년 연속 창호 부문 1위

인 웰빙환경지수 정보와 소비 선택 기준을 제시

건축물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높이는 등 제로에

대비 두께를 5% 줄여 보다 쾌적한 시야를 확보

를 차지해 국내 건축자재업계를 이끄는 선도 기

하고, 기업에게는 웰빙 제품 개발에 유용한 정

너지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고단열·고기능 창

했으며, 단열성능은 올 10월부터 시행되는 강

업으로서의 우수한 제품력과 기술력을 다시 한

보로 활용된다.

호에 대한 고객 니즈를 충족한다. 특히 KCC의

화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사양(열관류율

패시브하우스 창호는 국내 최초로 패시브 인증

0.861W/m²k) 기준을 충족한다.

번 입증했다. 창호는 주택의 단열 성능을 결정

■	항균핸들, 매립형 잠금장치, 메탈릭 마감재 등의 고기능성 부자재 적용, 보다 완성도 높은 시스템 창호 디자인 구현
■	고급 주택 및 아파트, 타운하우스 등으로 공급 확대, 점유율 늘려 나갈 것

하는 중요한 요소로 한 번 설치하면 장기간 사

평가항목은 ▲건강성(소비자의 건강을 증진시

인 ‘KR-제로에너지창호’ Z1등급 인증을 취득

용하게 되는 만큼 소비자는 창호 제품 선택에

키기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 정도) ▲환

했다.

신중을 기하게 된다. KCC창호는 건강·환경·안

경성(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제조, 이용 공간의

전 등 소비자의 웰빙 기준을 만족시키며 프리미

환경 친화 정도) ▲안전성(상품 및 서비스 이용

KCC 관계자는 “KS-WEI 1위 수상은 소비자가

계의 ‘단열성 창호 시스템_다중격벽구조’ 기

엄 창호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게 됐다.

시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 정도) ▲충족성(상품

직접 웰빙 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 1위 제

술을 지난 3월 특허청에 특허 출원(출원 번호:

품으로 인정받은 것인 만큼 의미가 더욱 깊다”

10-2021-0033606) 한 바 있다.

면서 “앞으로도 KCC는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

또한, 세균 번식 방지에 효과적인 항균핸들, 매

해 제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를 이룩하여 새로운

립형 잠금장치, 메탈릭 마감 등의 고기능성 부

생활공간을 창조하고 소비자 삶의 질을 향상하

자재를 적용해 보다 완성도 높은 시스템 창호

LG하우시스는 이처럼 외부 냉기를 막아 열 손
실을 더욱 줄일 수 있는 창틀 내부 구조 최적 설

LG하우시스가 프리미엄 시스템 창호 브랜드

최고 등급의 사양을 충족한다.

‘유로시스템9’의 신제품 ‘LG Z:IN(LG지인) 창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밀성 1등급, 수밀성 50등

한편, KCC는 이번 KS-WEI 1위 수상 외에

호 유로시스템9(E9-PLS200)’을 선보였다.

급 충족은 이중창 및 로이유리 적용 여부 등 조건(사

LG하우시스 창호사업부장 김진하 상무는 “기

도 지난 분기에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유로시스템9(E9-PLS200)’은 우수한 단열성,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존 시스템 창호보다 기능과 디자인에서 모

이 주관하는 ‘2021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세련된 디자인, 리프트 슬라이딩(Lift & Slide)

(K-BPI)’ 조사에서 창호 부문 1위에 선정된

개폐 방식을 갖춘 PVC(폴리염화비닐) 시스템

특히, LG하우시스 만의 ‘단열성 창호 시스템_

PLS200)’ 제품을 고급 주택 및 아파트, 타운

바 있어,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한

창호 제품이다.

다중격벽구조’ 설계 기술로 열 손실은 줄이는

하우스 등으로 공급을 확대해 국내 시스템 창

민국 대표 창호 브랜드로서 입지를 공히 인정

먼저, ‘유로시스템9(E9-PLS200)’은 에너지소

최고 수준의 단열성능을 만족하면서 창호 프레

호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

받고 있다.

비효율등급 1등급의 단열성능, 기밀성 1등급,

임 두께는 줄인 슬림한 디자인을 동시에 확보한

다.

수밀성 50등급 등 창호의 기본 성능에서 모두

제품이다.

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KCC>

42

디자인을 구현했다.

두 완성도를 높여 출시한 ‘유로시스템9(E9-

<자료제공 : LG하우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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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 다가온 무더위에 미리 준비하는 홈캉스,
쾌적한 실내 공간을 위한 건축 자재 제안
■ 올 여름도 집콕 홈캉스가 대세… 무더위에 대응하는 인테리어 건자재에 소비자 눈길
■ 이건창호, 고기능성 프리미엄 PVC시스템창호 신규 출시로 소비자 이목끌기 나서

이건창호 ‘에보시리즈’ ‘PSS 140 PS’

트로 세련된 디자인과 고기능성을 동시에 구현

이런 추세로 인하여 노루 페인트에서는 에너지

했다. 특히 ‘에보시리즈’에 사용된 프리미엄 데

절감형 옥상방수 페인트인 ‘에너지 세이버 쿨

코시트는 독일 콘티넨탈(Continental)사의 제

루프 수성’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적외선을 반

품으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복사열을 반사시

사하는 흰색 특수 안료를 사용해 태양열을 반사

켜 PVC소재로 구성된 창호 프레임의 변형을

하는 차열 효과를 통해 표면의 열을 대기 중으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로 빠르게 방출한다. 노루 페인트에 따르면 기

일반적으로 PVC 소재는 여름철 외부의 뜨거운

존 콘크리트 표면 온도 대비 20도 이상을 줄이

복사열에 의해 형태가 변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

고 실내 온도를 4-5도가량 낮추는 고기능성 제

하여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

품으로 콘크리트 옥상 및 일반 옥상에도 사용

지만, 이건창호의 ‘에보 시리즈’는 프리미엄 데

가능하다.

코시트 부착으로 열에 의한 PVC몸체의 변형을

여름철 창을 통해 실내로 들어오는 자외선은 실

최소화하여 창호 프레임의 내구성을 대폭 높였

내 기온을 높일 뿐만 아니라, 햇살이 닿는 가구

다. 또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없는 무독

와인테리어 소품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SKC

성 프로파일로 실내 체류시간이 많은 여름철에

이건창호 ‘에보시리즈’ ‘PWS 85 TT’

이건창호 ‘에보시리즈’ ‘PDS 85’

는 일반 소비자가 유리창에 직접 시공할 수 있

적합하다. 여기에 프로파일 몸체는 화이트, 브

는 가정용 윈도우필름 ‘SK 홈케어필름 DIY’를

최근 초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한낮의 최고

재로 쏠리고 있다. 소비자들이 주목하는 올 여

라운, 그레이 3종으로 구성되어 다크브라운, 다

출시했다. 윈도우 필름은 뜨거운 태양열 차단은

기온이 30도를 넘으면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름 쾌적한 실내 환경을 구현할 건축자재를 소개

크그레이 컬러의 데코시트 부착에도 이질감 없

95%, 자외선 차단율은 99%에 달해 실내 기온

시작됐다. 올해는 평년보다 더욱 뜨거운 여름이

한다.

이 일체화된 디자인의 창호를 경험할 수 있다.

을 쾌적하게 하고 실내 가구 및 커튼의 색 바램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폭염에 대비한 여름 인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기의 유입을 막고 내부의

한편, 도시는 열섬현상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

을 방지한다.

테리어를 준비하려는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포

냉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하

해 대기 온도가 높아 건물 내부에도 영향을 미친

이건창호 관계자는 “온난화 등으로 빨라진

착되고 있다.

는 ‘창호’는 시원한 여름을 위해 반드시 체크해

다. 이때 건물 지붕을 밝은색으로만 바꿔도 태양

여름의 시작과 평균 온도 상승을 고려해 기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가

야 하는 건축 자재다. 특히 에어컨 사용 시 중요

열을 반사해 실내 온도를 낮춰주어 여름철 냉방

PVC 시스템 창호의 단점을 보완하고, 뜨거

커지고 있으나 아직 마음 놓고 휴가를 떠나기는

한 냉방 효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유리와

비를 절약에 도움이 된다. 지난 2010년 미국 뉴

운 햇살에도 PVC 몸체의 손상이 적은 프리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홈캉스를 즐기기 위

프레임 등 창호의 구성 요소들이 잘 갖춰져 있

욕에서는 오래된 벽돌건물에 거주하는 저소득

미엄 PVC 시스템 창호 ‘에보 시리즈’를 출시

해 준비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습하고

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국내 최고의 시스

층 노인들이 폭염에 사망하는 일이 늘어나자 이

하게 되었다”며, “우수한 성능과 디자인을 갖

무더운 날씨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에어컨 등 냉

템창호 전문기업 이건창호는 최근 여름철 국내

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White Roof Cool

춘 신제품 ‘에보 시리즈’를 통해 무더위에도

방 기구도 중요하지만, 냉방 효율을 높이는 실

기후에 안성맞춤인 프리미엄 PVC 시스템창호

City’ 캠페인을 시작한 것을 시초로, 국내를 포

쾌적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밝

내 환경 조성이 우선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

‘에보 시리즈(EVO Series)’를 출시했다.

함한 전 세계 40여개 국가의 주요도시에서 ‘쿨

의 이목이 자연스럽게 여름철에 특화된 건축자

44

신제품은 유럽식 프로파일과 프리미엄 데코시

루프(Cool Roof)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혔다.
이건창호 ‘에보시리즈’ ‘PDS 85 PS’

<자료제공 : 이건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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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와이, 컬러강판 최대 40년 품질보증…
“미국 등 10개국 1만톤 수출”

에스와이, SY폴리캠 ‘준불연성적’ 획득…
화재 강한 모듈러주택에 한발 더

■ 품질 40년 보증하는 ‘하이퍼빌40’ 출시…시험생산분 미국 수출

■ SY폴리캠, 화염에 외형 유지하고 가스유해성 시험도 통과…국토부 준불연 기준 ‘적합’

■ 폴란드, 우크라이나, 캐나다, 콜롬비아 등 10여개국 컬러강판 1만톤 수출 진행

■ 폴리캠하우스, 2년 전 내진성능 확보한 데 이어 올해 화재안전성까지 갖추게 돼

■ 외부판매 확대로 컬러강판 전문회사 도약, 베트남법인 수출기지로 활용

■ “건축전문 유투버와의 협업 ‘좋은 건축 확산 DIY 셀프농막 캠페인‘에 SY폴리캠 활용”

종합건축자재기업 에스와이(109610)가 컬러강

믹하이퍼빌’도 생산 중이다. 기존 동국제강과

국내외 법인을 통해 1만톤의 컬러강판 수출실

건축외장용패널 전문기업인 에스와이[109610]

판 전문회사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최대 40년

KG동부제철, 포스코강판 등 컬러강판 주요사들

적도 올렸다.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 유럽과 일

가 화재에 안전한 구조용 단열패널(SIP)을 내

까지 품질보증하는 컬러강판을 출시하고 미국

과 경쟁보다는 차별화된 제품으로 입지를 다진

본, 호주, 이집트, 콜롬비아, 파키스탄 등에 6천

놨다.

시장에 수출하는 등 외부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다는 계획이다. 최근 컬러강판 시장은 호황이다.

톤 수출을 진행했고, 베트남법인을 통해 미국과

에스와이는 자사 구조용 단열패널인 ‘SY폴리

에스와이는 초고내후성 프리미엄컬러강판

가전과 건설 등 전방 수요산업이 코로나바이러

캐나다에 4천톤 수출을 진행했다. 베트남법인

캠’이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 주관 화재안전

인 ‘하이퍼빌40’을 출시하고 킹스판 미국법

스 사태를 딛고 회복함과 동시에 원재료 가격 상

은 한국의 철강수출쿼터를 피해 미주지역에 수

테스트에 통과해 지난 10일 SIP 준불연성적서

인에 시험생산분을 수출했다고 9일 밝혔다.

승으로 제품 가격이 지속 인상되고 있다. 올해

출이 가능하다. 베트남 현지에 글로벌 가전사에

를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하이퍼빌40’은 세계적인 도료회사인 발스파

에만 50% 수준 인상해 톤당 150만원에 육박한

가전용 공급과 더불어 선진국 수출기지로도 활

(VALSPA)와 협업해 최대 40년 까지 표면 변색

다. 주요 철강 공급국인 인도의 코로나사태로

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미 내진성능을 입증 받은 ‘폴리캠

및 균열 등의 제품하자를 보증한다. 보증기간은

원자재 수급 어려움과 중국 정부의 최근 철강재

회사 관계자는 “현재 컬러강판시장은 건자재,

하우스’가 올해 화재안전성까지 갖추게 됐다고

전세계적으로 업계 최고 수준이다.

수출 관세 환급 정책 철폐로 중국산 수입물량이

자동차, 선박, 건설 등 전방산업 경기회복으로

도 덧붙였다. 폴리캠하우스는 SY폴리캠을 사용

컬러강판은 냉연강판과 아연도금강판, 알루미

줄어들면 가격 상승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수요가 폭등해 제품 품귀현상이 일어날 정도”

해 패널라이징 방식으로 지은 모듈러주택이다.

늄강판 등에 색상과 무늬를 입힌 제품이다. TV,

에스와이는 주력제품인 샌드위치패널의 원자

라며 “컬러강판 자체생산으로 주력제품인 샌드

냉장고 등 고급 가전제품과 건축 내외장재 표면

재 공급 목적으로 컬러강판 자체생산에서 외부

위치패널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SY폴리캠은 세 차례에 걸친 열방출 시험에서

에 쓰인다. 제품의 외관을 담당하기 때문에 표

판매 확대를 위해 컬러강판 생산설비(CCL) 증

올해 컬러강판 수출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2만

외형 변화없이 모두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2

며 중부 내륙지방의 공공기관 독신자 관사, 베

재가 쓰여야 행사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면 박리나 변색 등이 품질과 직결된다.

설 투자를 한 것이 결실을 맞이했다고 평가하고

톤 이상으로 회사의 캐쉬카우가 될 것”이라고

회에 걸친 가스유해성 시험에서는 합격치보다

트남 박리에우성 교직원 숙소로도 공급됐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에스와이는 40년 보증 제품 외에도 세라믹도료

있다. 국내 2개 라인과 베트남 2개라인, 캄보디

말했다.

5분 이상을 더 견뎌내며 유해가스 발생시간을

를 사용해 자기세정력을 갖춘 컬러강판인 ‘세라

아 1개라인 총 5개라인을 확보했다.

에스와이 관계자는 “폴리캠하우스는 일반 목조

에스와이는 지난 3월 건축전문 인기 유튜버인

주택의 장점은 물론 인건비 절감, 정밀시공에

‘직영 홍선생’ 채널과 콘텐츠 협력 MOU를 체

준불연성적 획득으로 SY폴리캠 기반의 폴리캠

대한 하자 절감 등 모듈러주택의 장점까지 갖춘

결했다. 협약 후 SY폴리캠을 이용해 누구나 조

하우스도 화재안전성을 갖추게 됐다. 가연성 건

친환경 신개념 주택”이라며 “내진성능을 이미

립할 수 있는 DIY 셀프농막을 제작하고 이를 영

축자재 사용 전면금지를 골자로 하고 12월 시

입증 받은데 이어 이번에 내화기능 초석을 갖추

상공개하는 게 첫 번째 콘텐츠로 선정됐다.

행예정인 건축법 개정안에 대비했다는 게 회사

게 되면서 안전가옥이라는 목표에 한 발 더 내

측 설명이다.

딛게 됐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 에스와이>

늦췄다.

SY폴리캠 제품

목조·모듈러주택 업계 최초로 2018년 내진성능평가
를 받은 SY폴리캠하우스. 당시 리히터 6.5 규모의 지
진까지 안전성을 입증 받았다.

SY폴리캠은 별도의 구조물이 필요 없으며 공구
하나로 조립과 해체가 가능해 시공성이 좋고 운

에스와이 세라믹하이퍼빌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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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와이 컬러강판 생산현장 전경

폴리캠하우스는 앞서 2018년 업계 최초로 이

이어 “SY폴리캠은 건축전문 유투버와의 협업

반성, 단열성도 뛰어나다. 북한의 결핵환자 격

뤄진 내진 성능평가를 통해 6.5 규모의 지진안

통해 ‘DIY 셀프농막’ 자재로도 쓰일 예정”이라

리집중치료병동 300동 조성을 위한 모듈러자

전성을 입증 받은 바 있다. 이는 평창 동계올림

며 “DIY 셀프농막은 ‘좋은 건축 확산’ 캠페인의

재로도 납품된 바 있다.

픽 선수지원단 3,000여명의 숙소로 활용됐으

일환인만큼 SY폴리캠처럼 편리하고 안전한 자

<자료제공 : 에스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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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C

Testing Laboratory
(주)씨앤씨

커튼월 성능 검증의 시작을
언제나 (주)씨앤씨가 함께 합니다 !
외벽을 형성하는 커튼월, 창호 등은 태풍, 폭우, 혹서, 혹한, 지진, 먼지 등 기후로부터 건물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시공되어야 합니다. (주)씨앤씨는 도면과 구조계산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문
제점들을 MOCK-UP TEST를 통하여 제품의 성능 검증 및 품질 향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술축적과 경제적 효과
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송도 I-TOWER>

<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

<CJ ONLY ONE R&D>

<하남 유니온스퀘어>

<해운대 관광리조트(L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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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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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신지식재산권(New Industrial Property
Rights)이란 전통적인 산업재산권, 저작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서 경제의 발전 및 변화와
함께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새로운 지식재
산권을 말한다. 신지식재산권은 첨단산업재산
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및 기타로 구분되

김성규

는바, 첨단산업재산권으로는 반도체 집적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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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배치설계, 생명공학기술 등이 있고, 산업저
작권으로는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이
있으며, 정보재산권으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
1)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가 가지는 독점, 배

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또한, 공동저

업비밀보호, 데이터베이스, 뉴미디어 등이 있

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Copyright)은

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

고, 기타로는 프렌차이징, 지리적표시, 케릭터,

산업재산권과 달리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

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저작권법

인터넷도메인네임, 새로운 상표, 색채상표, 입

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제39조). 다만, 저작인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

체상표, 맛, 소리, 냄새상표 등이 있다.

하지 않는 점에 특징이 있다. 상기 ‘저작물’이

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으며, 저작자가 사망하면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비게이션이라 할

을 말한다(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1항). 또

라 함은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

소멸한다.

지식재산권의 필요성

지식재산의 개요

것이다.

한,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

또한, 저작권에는 ‘저작인접권’이 포함되는바,

그렇다면 지식재산권은 왜 필요한가? 첫째,

먼저 ‘특허’란 무엇인가? 부끄럽지만 필자는 공

예를 들어 신모델의 휴대전화가 출시되기까지

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

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

‘저작인접권’이란, 글자 그대로 저작권에 인접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특허

과대학을 졸업했으면서도 특허가 무엇인지, 그

는 다양한 지식재산이 적용되어지게 되는데, 유

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지식

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

한 권리로서, 저작권은 아니지만 저작권에 유

등 지식재산권은 독점배타적인 무체재산권으

리고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가 무엇인지 정

체물인 휴대전화와 그 휴대전화가 개발될 때 수

재산기본법 제3조 제3항). 특히, 지식재산권은

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

사한 권리로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 음반

로 신용창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및 기술판

확하게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아는 척 하면서 지

많은 지식재산인 특허, 디자인, 브랜드와 같은

무형(Intangible)의 것이므로 동산이나 부동산

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

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을 보호하는 권리를 말한

매를 통한 로열티 수입이 가능해진다. 둘째,

내왔다. 그런데 21세기 경제 환경이 자본과 노

무형의 재산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지게 되며,

과 달리 점유를 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또

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

다. 저작물을 보호하는 이유는 저작자가 창작활

사전 분쟁이 예방되고 권리가 보호된다. 즉,

동 중심에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기술

이들은 각각 별개의 재산권으로 보호되어지는

한, 지식재산권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산업발전

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

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인센티브)를 제공

자신의 발명 및 개발기술을 적시에 출원 및 권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세계 각국은 21세기 지

것이다. 오래 전 삼성전자와 애플이 7년간 끌어

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Industrial

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 관련 산업의 발전을

리화 함으로써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

식경영의 요체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국

온 스마트폰 특허전쟁에서도 가장 큰 다툼은 삼

Property Rights)과 저작권(Copyright) 및

프로그램저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4조).

꾀하는데 있다. 이것은 나아가 세계 인류 문화

고,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무단 사용시 적극적

가역량을 총 결집하게 되었고, 각종 매스컴을

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하고 있었는지

최근 새롭게 두각을 받고 있는 신지식재산권

또한, 상기 저작권(Copyright)은 ‘저작재산권’

유산의 축적이기도 한다. 저작물의 성립요건은

으로 대응하여 법적 보호가 가능해진다. 셋째,

통하여 지식재산, 특허경영이라는 말이 생활속

여부였다고 한다.

(New Industrial Property Rights)으로 나누

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되며, 상기 ‘저작재산

타인의 창작물을 베끼지 않고 독창적으로 창작

R&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 기술 개발의

어진다. 상기 지식재산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권’은 저작물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

한 것이어야 하며,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어서도

원천이 된다. 막대한 기술개발 투자비를 회수

에서 쉽게 접하게 되면서 지식재산권은 산업재
산권, 저작권 등을 포함하고, 다시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의 의미 및 종류

권리인 산업재산권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

리인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 있어야 하

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 되며, 확보된 권리

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①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 IP)이란

하고 아래에서는 저작권과 신지식재산권에 대

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말하고,

며, 머릿속의 생각만이 아닌 외부에 표현이 되

를 바탕으로 타인과 분쟁 없이 추가 응용하여

총칭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특허를 이해하게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

한 설명을 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적

어야 한다.

기술개발이 가능하다. 넷째, 정부의 각종 정책

되었다. 그리고 특허청에서 특허 심사관으로 근

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 정보 · 기술, 사상이

무하면서 소위 특허맨이 되면서부터 알게 되었

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다. 요즘은 젊은 사람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에
게 특허, 산업재산, 지식재산은 초행길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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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인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을

자금 및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허

② 저작권(Copyright)이란 지식재산권의 하나

말한다. 상기 저작재산권은 양도와 이용을 위

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허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

로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등을 독창적으로

한 허락이 가능하고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

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것으로, 상기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1) 2011. 6. 30. 일 개정되긴 전에는 저작권의 존
속기간이 저작자가 사망 한 후 50년이었다.

기술사업화 자금지원, 우수발명품시작품 제작
지원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자금 활용과 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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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의 이해

지되며,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특허

상전화기를 반구형이나 네모꼴로 변화를 주는

비유사한 것으로 판단한다.

리나라는 선 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선 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⑨ 지

권자는 그 행위자를 상대로 특허권침해를 이유

것이 디자인이다.

상표의 사용권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동안 다

원주의는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

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출원, ⑩

로 민 ·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디자인 보호법의 보호대상인 디자인은 물품성,

른 사람이 관련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귄리를 부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⑪ 출

형태성, 시각성 및 심미성의 4가지 요건을 구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지식재산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권리인 산
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은 특허권

실용신안(Utility Model)

한 것이어야 하는바, 물품성은 구체적인 물품으

사용하는 것을 금할 수 있다. 상품의 존속기간

점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

실시 준비 중인 출원, ⑫ 전문기관에 선행기술

(Patent), 실용신안권(Utility Model), 디자인

실용신안(Utility Model)은 산업상 이용할 수

로서의 유체동산을 말하고, 형태성은 디자인 창

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 동안이며,

할 수 있으며,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

조사를 의뢰한 출원, ⑬ 공해방지 또는 제거가

권(Design) 및 상표권(Trademark)을 총칭하

있는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

작의 핵심이 되는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

그 기간은 10년씩 갱신이 가능하다.

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다 할

주목적인 출원, ⑭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

며,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음으로써 배타적

으로서(실용신안법 제4조), 여기서 고안이라 함

의 결합을 말하며, 시각성은 육안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또한, 선 발명주의는 출원의 순서와 관

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예 : 전남 장흥군 청정

독점권이 부여된 권리를 말한다 . 산업재산권

은 특허와 동일하게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것을 말하며, 심미성이란 미적 감각을 일으키는

주요 특허제도

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하

해역갯벌생태산업특구), ⑮ 65세 이상인 사람

은 일정기간 동안 권리가 보호되고 그 후에는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실용신안법 제2조). 즉,

것을 말한다. 따라서 미적처리가 되어 있지 않

특허제도의 목적 및 특허요건

는 것으로,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발명가

또는 시한부 환자의 출원으로 하고 있다.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실용신안은 이미 발명한 것을 개량해 더 편리하

는 기능ㆍ작용효과만을 주목적으로 한 것은 디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보호에 장점이 있다. 특히 사업체를 가지고 있

2019년 11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적정

게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Life-Cycle이 짧고

자인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

지 않은 개인발명가들이 선호하는 제도라 할 것

특허심사처리기간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특허법 제

이다. 이 제도에서는 발명가가 발명에 관한 구

선심사 신청업체의 우선심사 신청대상 요건

2)

특허(Patent)

실용적인 주변 개량기술을 말한다. 따라서 실용

특허의 어원은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

신안은 물품의 고안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

상표(Trademark)

1조)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체적인 일지를 작성하고 증인을 확보해야 하며

으로 ‘벤처기업’이라는 응답이 45.6%로 가

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

므로 방법이나 물질에 대한 기술적 발명은 특허

상표(Trademark)란 상품을 생산 · 가공 또는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

특허청으로서는 발명의 시기를 확인하여야 하

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기술혁신형 중소

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 증서를 개봉

의 대상이지 실용신안의 대상이 아니다. 실용신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

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즉, 기술 공개를 통하

는 불편이 있다.

기업(INNOBIZ)’이 20.3%, ‘제3자 실시’가

된 문서, 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안권의 권리존속기간은 특허와는 달리 출원일

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여 공개기술이 활용되고, 발명자에게 기술공개

“Open” 이라는 뜻을 가진 ‘Patent’가 ‘특허권’

로부터 10년이다.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의 대가로 국가에서 독점권을 부여하여 발명의

우선심사제도

시(준비)중이 11.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이에 색채를 결

욕을 고취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

또한, 상기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선심사를

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특허는 아직

16.7%, ‘국가연구개발사업’이 12.3%, 자기실

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기술을 최초로 발명하는

디자인(Design)

합한 것을 말하며(상표법 제2조제1호), 상표권

하는 것이다.

이 원칙이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

이용한 경험에 대한 응답으로 ‘있다’는 응답이

것을 말하는데, 특허법 제2조 제1항에서 “발명

“디자인”이란 물품(글자체를 포함한다)의 형

은 이와 같은 상표로서 등록된 것을 독점적으로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59.5%로 높게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건설

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

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표를 권리로

요건은 ①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어 일

분야’에서 86. 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

보호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명확

하며(특허법 제29조, 산업상 이용가능성), ②

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

서 화학분야 65.1%, 에너지 자원분야 58.8%

따라서 자연법칙이라 할 수 없는 보험제도, 게

을 말하고, 상기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

히 하여 상품선택에 길잡이를 제공하고, 상표사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

구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

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규칙, 암호작성방법이나, 자연법칙에 반하는

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용자는 자신의 상표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업무

어야 하고(신규성), ③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특허법 제61조).

또한, 우선심사를 신청한 이유로 ‘제품/서비

영구기관 등은 발명이라 할 수 없다. 또한, 기술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

상 신용을 얻어 상품 및 상표의 재산적 가치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우선심사의 대상은 (ⅰ) 특허법 제64조에 따라

스 출시 일정을 맞춰 빠르게 사업화 하기 위

적 사상으로 정의하고 있어 장차 기술로 활용할

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

높여 가는 효능을 발휘하게 된다.

없는 것이어야 한다(진보성)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제3자)가 업

해’라는 의견이 6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수 있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아이디어까지를

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또한, 디자인 등록요

따라서 법이 상표를 보호하는 것은 상표가 갖는

또한, 특허권은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

(業)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며, 이어서 ‘경쟁사의 기술모방을 늦추고 사

포함한다. 일단, 특허권이 부여되면 특허출원일

건은 공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하

이러한 기능, 즉 출처표시기능. 품질보증기능,

력이 발생(속지주의)한 것이어서, 선진국의 특

인정되는 경우, (ⅱ) 특허법 시행령 제9조에 따

업의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가 35.4%로 높

로부터 20년 동안 특허권자를 제외한 다른 사

고(디자인보호법 제9조). 물품에 대한 창작인

광고 선전기능 등을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

허도 우리나라에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른 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

게 나타났다. 또한, 우선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람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업(業)으로서 그 특

점에서 실용신안과 공통되지만, 디자인은 미적

한 것이지 상표를 구성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

반드시 한국 특허청에 출원하여 한국 특허청 심

는 경우로서, ①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② 녹색

가장 높은 이유에 대한 응답은 36.8%를 보인

허발명을 생산 · 사용 · 양도 · 대여 · 수입하거

과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는 이들의 결합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③ 인공지능 또

‘우선심사 신청료가 부담이 되어서’로 나타났

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을 하는 것이 금

과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실용신안과 구별

아니다.

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출원,

다. 상기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우선심사

된다. 디자인과 관련된 명언은 ‘자연을 그대로

상표의 유사여부는 양 상표를 객관적, 전체적,

선 출원주의와 선 발명주의

④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⑤ 국가 또는

신청비율은 2018년 기준 17.7%로 주요 IP5

복제하는 사람이 천재다. 그것이 디자인이다.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⑥ 벤처기업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이다. 원래 모습은 디자인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

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⑦ 기술혁신형 중

고 하고 있으며, 향 후 더 증가할 추세로 예측

의 어머니이다’라는 말이 있다. 쉽게 말해서 탁

전체로서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으로서 선 출원주의와 선 발명주의가 있는데 우

소기업(INNOBIZ)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⑧

한다고 했다.

2)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
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
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
는 것을 업(業 )으로 한다(변리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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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tain Wall 산책

이 프로젝트는 Shenzhen CBD의 Futian 지역에 있는 Civic Center 근

의 설계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대신, 우리는 두 개의 단순한 수직 타워 빌

CDB Bank & Minsheng Bank
Financial Building

처에 위치해 있다. 이론적으로는 좋은 위치이나 안타깝게도 이미 주변에

딩을 설계하기로 결정했다. 둘째, 밀집된 도심 속에서 도시 생활의 랜드

고층 건물이 많아 간선도로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게

마크인 독특한 도심 공공 공간을 조성하고자 디자인의 포커스를 타워 빌

다가 이 블록의 경우 비록 작긴 하지만 두 개의 은행이 소유하고 있다. 도

딩에서 건물의 베이스로 전환했다.

플롯의 중앙부에 ‘공동 홀(shared hall)’ 이 출입구로 설치되어야 할 것

여기서 우리는 ‘에지 볼’을 했고 ‘공동 홀’ 개념을 두 개의 타워 빌딩을 함

ZHUBO DESIGN

이다. 그러나 이 두 소유자는 공유 재산의 소유권 문제를 두려워해 ‘공동

께 연결하는 유선형 포디움 건물로 변경했지만 바닥에는 도시 쪽으로 완

홀’을 건설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 디자인의 두 가지 주된 어려움

전히 개방된 공공 통로가 있다. 통로는 사이트 중심부에서 확장되어 높은

이었다.

유리 돔을 형성한다.

시 디자인 관점에서 볼 때, 양 당사자의 전반적인 디자인과 개발을 통해

우리는 프로젝트의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진을 위한 후퇴’ 전략을
선택했다.

돔 꼭대기에는 채광창이 있다. 햇빛이 비치면 유리의 반사와 굴절이 일반
적인 직선형 유리 건물에서는 볼 수 없는 수정 같은 빛과 그림자 효과를

첫 번째, 주변에 있는 다른 건물들과 경쟁이 될 수 있는 색다른 타워 빌딩

만들어 낸다. 이 현관은 완전히 개방되어 있으며 인근 지역 및 대중 교통

ⓒ BailYu

ⓒ BailYu

54
ⓒ ZengZhe

ⓒ Bail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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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건물이 도시 친화적인 특성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 자유로운

The project is located near the Civic Center in Futian district,

형식의 곡선형 포디움은 ‘시티 로비(City lobby)’ 라는 개념의 새로운 경

CBD of Shenzhen. Theoretically, this is a good location,

험을 더해 준다. 그리고 이 로비 덕분에, 사람들은 이 초고층 건물에 걸어

but unfortunately, there are already many tall buildings in

들어가 단순히 멀리서 바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이 도시에 안겨 주

the surroundings so that the project can hardly be seen on

는 신선함과 포용력을 느낄 수 있다.

the arterial roads. Besides, although this block is small, it’s

ⓒ BailYu

ⓒ Gong.Xiaowen

ⓒ BailYu

정거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늘과 대피처 역할을 할 수 있는 흥미로

과가 뛰어나다. 비틀림으로 인해, 단순한 음영 라인이 드라마틱한 효과를

운 지름길을 제공한다. ‘공동 홀’ 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도시와 공유하는

주는 것 같이 보인다

홀’로 변모한다. 소유자인 두 은행은 관리 문제도 피할 수 있었다.
비록 포디움 건물에 많은 수의 곡면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모든
더블 파사드에는 수직의 차양 루버가 주된 요소로서 채택되었지만, 루버

형태와 모든 유리 설치 각도에 적용 가능한 표준 노드 시스템을 설계했

는 타워 빌딩의 상단 및 태양 복사열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모서리 부분

다. ‘유닛커튼월’ 의 구조적 특성을 더불어 채용한 ‘기어’ 메커니즘을 닮

에서 45도 비틀려 있다. 그리고 그 길이가 세로 부분보다 길어 그림자 효

은 디자인은 시공 효율성을 크게 높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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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ed by two banks.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design, it

to build a real “shared hall”, for fear of ownership problems of

suggests that through the overall design and development of

shared properties. These are the two major difficulties of this

the two parties, a “shared hall” should be built as an entrance

design.

First, instead of discussing how to design an unconventional

at the center of the plot. But the two owners were not willing

We chose the strategy of “retreating in order to advance” to

tower building that can compete with others in the

solve the contradictions in the project.

surroundings, we chose to design two upright and simplistic
tower buildings; Second, we shifted the design focus from the
tower building to the base of the building, trying to create a
distinctive urban public space, a landmark of urban life in the
densely built city center.

Here we played an “edge ball” and changed the “shared hall”
concept into a streamlined podium building that connects the
two-tower buildings together, yet with a public passage that
is completely open to the city at the bottom. The passage is
enlarged at the center of the site, forming a tall glass dome.

There is a skylight on the top of the dome. When sunlight
shines in, the reflection and refraction of the glass produce
a crystal-like light and shadow effect that is not available in
ordinary straight-faced glass buildings. This entrance hall is
completely open and provides a playful shortcut to shading
ⓒ BailYu

and sheltering for people from nearby properties and public
transportation stations. It has transformed from a “shared hall”
to a real “hall shared with the city”. The two banks also avoided
the management problems.
ⓒ ZengZhe

For the twoer facades, vertical shading louvers are adopted as
the main element, but the louvers are twisted at 45 degrees on

characteristics of the “unit-typed curtain wall” together greatly

the top of the tower building and at the corners that receive the

improves the construction efficiency.

most solar radiation. The length is longer than the vertical part
and its shading effect is better. Due to the twist, the simple

We hope that this building would be city-friendly. The free-

shading lines seem to have a dramatic effect

form curved shape of the podium adds to a new experience
of the concept of “City lobby”. And due to this lobby, people

ⓒ Bail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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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podium building has a large number of curved

can walk into these super high-rise buildings and feel the

surfaces, we still designed a standard node system to adapt to

freshness and tolerance that they give to the city, instead of

any shape and any angle of glass installation. The design which

just looking from afar.

resembles the “gear” mechanism that absorbs the struc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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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lith in Chase Center

파사드가 없는 미래 지향적이면서도 고전적인 디자인을 동시에 요청하면

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맞추어, Neolith는 표준 슬라브 외에 세 가지 변

서 건축가에게는 더욱 큰 도전과제가 되었다. 여기서 아이디어는 모든 각

형 형태를 제공함으로써 패턴을 맞춤화했다.

도에서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원형 건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Neolith | 체이스 센터
건물의 베이스는 거리를 지나가는 보행자들과의 주된 인터페이스다. 이

특수 광촉매 처리인 PURETi의 사용과 더불어, Neolith 슬라브는 온실 가

것은 아름다워야 했지만 동시에 충격 및 파손 가능성을 견딜 수 있어야

스를 무해한 물질로 분해해 쉽고 안전하게 제거함으로써 건물의 전반적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클라이언트는 콘크리트 사용을 반대했고 건축가

인 지속 가능성 능력에 기여한다. 파사드는 15,500 평방피트의 Neolith

인 Manica Architecture 측은 Neolith®의 사용을 제안했다.

로 덮여 있다. 특수 마감 처리를 통해, 도로에서 1,400대 이상의 화석연

샌프란시스코 미션 베이에 위치한 체이스 센터 아레나는 골든 스테이트

있기 때문에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지역사회에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워리어스의 홈 구장이 오클랜드에서 이곳으로 이전되었을 당시 만들어졌

기회가 있다.

유통 파트너인 Evolv Surfaces의 도움으로, 체이스 센터의 베이스의 많

다. 이와 같이 잘 계획된 경기장은 음악 공연장 역할을 하고 지역 스포츠

이 프로젝트의 요체는 밀집된 도시 환경과 잘 어울리면서도 독특한 디자

은 부분에 도금 처리된 Neolith® Iron Corten의 사용이 결정되었고 개

그룹 및 판매업체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인으로 감명을 줄 수 있는 건물이었다. 클라이언트가 후면 출입구나 후면

성이 풍부하게 표현된 과감하고 짙은 오렌지 톤이 사용되었다. 프로젝트

60

료 자동차를 치우거나 360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온다.

경기장이 해안가 위치에 비추어 적합하도록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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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장에서 중요했다. 이것이 그가 만 (bay)의 항해 역사를 반영할 수 있

사회가 함께 모여 스포츠 팀을 활기차게 축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

는 특정 재료를 찾기 위해 노력한 이유다. 예를 들어, 깨끗하고 현대적인

소가 될 것이다.

돛의 라인을 연상케 하는 경기장의 흰색 금속 클래딩은 모든 것을 아우르
는 디자인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마치 건물이 물 위에서 보트에 동력을

The Chase Center arena in Mission Bay, San Francisco was

공급하는 바로 그 바람 속에서 나선형으로 회전하는 것 같다.

built for the Golden State Warriors when their home ground
was relocated from Oakland. A well-planned arena like this

재료는 이 지역의 건축 양식에 맞추어 선택되었지만, Mission Bay의 직

has the opportunity to offer much to a community beyond

선적이면서도 고르지만은 않은 미학과는 일부 대비되는 디자인도 중요했

sporting events as it can also serve as a music venue,

다. 건축가는 주변 건물들의 일반적인 입방체형 특성과 달리 둥근 건물을

support local sporting groups and vendors and create jobs,

선택했다. 넓은 공간 전체에 걸쳐 이음매 없는 곡선을 채용함으로써, 이

and attracts tourists.

지역의 일부 경직된 심미적 특성을 부드럽게 할 수 있었다.
The brief for this project was a building that suited the dense
이를 보완하기 위해 Manica Architecture는 도시 및 Warriors 측과

urban environment of the neighborhood but that was also

함께 신중하게 작업하면서 주변 공간이 미세하면서도 매력적으로 보

able to make an impression with a distinctive design. The

일 수 있도록 했다. 경기장 주변의 공공 산책로와 광장은 일년 내내 개

client challenged the architect even further by requesting

방되어 있어 이 지역사회의 자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경기장은 지역

a simultaneously futuristic and classic design with no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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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ance or rear facade. The idea was to create a building-

Neolith | Chase Center

in-the-round that felt inviting from every angle.

Along with the use of PURETi, a special, photocatalytic
treatment, the Neolith slabs break down greenhouse gases

The base of the building is the primary interface with

into harmless substances that can be easily and safely

pedestrians on street-level. This meant that it needed to be

removed, contributing to the building’s overall sustainability

beautiful but also able to withstand impact and potential

credentials. The façade is clad in 15,500 square feet of

vandalism. The client was against using concrete, and the

Neolith. With the special finish, this is equivalent to taking

architects - Manica Architecture - suggested the use of

over 1,400 fossil-fueled cars off the road or planting 360

Neolith®.

trees.

With the help of distributing partner, Evolv Surfaces,

It was important to the architects to choose materials to

patinated Neolith® Iron Corten was specified around much

ensure that the arena was appropriate for its waterfront

of the Chase Center’s base, boasting bold, deep orange

location. This is what drove his search for particular materials

tones with plenty of embodied personality. To suit the

that would reflect the nautical history of the bay. For example,

project’s specific needs, Neolith customized the pattern,

the arena’s white metal cladding, reminiscent of the clean,

providing three variants in addition to the standard slab.

modern lines of sails create an all-encompassing design, it’s

as if the building is spiraling in the same wind that powers

space was subtle and inviting as well. Public walkways and

boats on the water.

plazas around the arena are open all year round, an asset
for the local community. This arena will serve as a beautiful

While materials were selected to be sympathetic to the area’s

place for the community to gather and celebrate their

architecture, it was also important for the design to provide

sporting teams with exuberance.

some contrast to Mission Bay’s linear, blocky aesthetic.
The architects opted for a round building, as opposed to

About Neolith

the predominantly cuboid nature of the neighborhood’s

All Neolith slabs are 100% natural and produced in a

buildings. By employing seamless curves throughout the

carbon-neutral environment, making them appropriate for

large venue, they were able to soften some of the locality’s

specification in any professional or residential surfacing

rigid aesthetic.

application. Neolith is also a safe and hygienic material,

Complementing this, Manica Architecture worked carefully

never compromising on performance and visual appeal.

with the city and the Warriors to ensure the surro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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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luca Estación San José

Toluca Estación San José는 전체 멕시코 공화국 내에서 가장 인구가

Avenida Juarez의 북쪽 가장자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Nevado de

많은 곳인 Estado de Mexico의 수도인 Toluca de Lerdo의 도심에 있

Toluca의 광활한 전망과 더불어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루프탑 정원이 갖

는 다용도 기반 시설이다.

추어진 상태로, 도시의 중심 지역을 재활성화하고 주차장, 사무실, 공동
작업 구역, 문화 및 상업 공간 등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오버랩 한다는 목

이 프로젝트는 Toluca의 역사 지구와 대학 지역을 남쪽으로 연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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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하에 지역 및 대도시 수준 등 두 가지 차원 모두에서 이 지역 주변에 분

ⓒ LGM-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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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M-Studio

ⓒ LGM-Studio

산된 활동을 집중하고 새로운 문화, 경제 및 활동 허브를 만드는 하나의

을 만들고 추가적으로 구멍을 뚫어 대각선 관계와 수직 공간을 만들어 낸

기회로서 등장하고 있다.

다. 부드럽고 가벼운 금속성 스킨이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부분들을 둘
러싸고 있어 가장 높게 평가되는 대성당, Cosmovitral 및 Nevado de

유연한 인프라. 그 결과, 다양한 유형의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

Toluca의 전망들을 빚어낸다.

연한 인프라가 생성된다. 정리되고 의미 있는 기하학적 구조를 갖고 있

68

는 노출된 콘크리트 상부 구조는 도시 환경과 관련되며 이러한 도시 환경

Toluca Estación San José is a mixed-use infrastructure in the

을 가까이에서 그리고 그 너머에서 내려다보고 있다. 구조 프레임은 가

city center of Toluca de Lerdo, the capital city of the Estado

느다란 이중 빔 계열을 지지하는 기둥 필드로 배열되어 일정한 특성을 부

de Mexico, the most populated entity of the whole Mexican

여하고 콤플렉스를 통합한다. 그 위에, 연속 슬라브를 접어서 주차 공간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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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M-Studio

ⓒ LGM-Studio

ⓒ LGM-Studio

The project is placed in the northern edge of Avenida

cultural and commercial spaces… coronated with a public-

Juarez, which links Toluca’s Historic District with the

access garden at the rooftop with spectacular views of the

University area to the south., and arises as an opportunity to

great Nevado de Toluca.

concentrate the disperse activity around this neighborhood
and create a new cultural, economic, and activity hub, both

A flexible infrastructure. The result is a very flexible

at local and metropolitan levels, a social condenser with the

infrastructure that expects to be occupied by different types

goal of revitalizing the central area of the city, overlapping

of users. A naked concrete super-structure with a clean,

community programs: car park, office, and co-working areas,

meaningful geometry relates to the urban surrou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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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M-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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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M-Studio

rising above and overlooking them, both closely and

to generate diagonal relations and vertical spaces. A gentle

beyond. The structural frame gives character and unifies the

lightweight metallic skin encloses the resulting volume,

complex, arranged as a field of pillars supporting a double

framing the most appreciated views: the Cathedral, the

family of slender beams. Over them, continuous slabs are

Cosmovitral, and the Nevado de Toluca.

folded to create the parking area and are further perfo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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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sparken in Bjergsted,
Stavanger, Norway

Bjergsted에 있는 Finanssparken은 Stavanger 도심 바로 외곽에 위치
한 Spare Bank 1 SR-Bank의 새 본사다. 이 건물은 나무로 만들어진 유
럽에서 가장 큰 사무실 건물 중 하나이다.

지상 7층, 지하 3층 규모로 약 650명의 직원을 수용할 수 있다.

Helen & Hard와 Saaha Architects가 디자인한 건물은 삼각형 모양으
로 도시 환경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정문인 남쪽에서부터 사옥 안쪽에
아담한 광장이 조성되어 친근하고 푸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동쪽의 건
물은 약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길쭉한 파사드가 차츰 솟아 있다. 건
물 전면이 7층까지 이어진 자리에는 비에르슈테드 공원의 공연장 쪽으로
개방된다.

전면은 3중 단열 유리 유닛인 필킹톤 Pilkington Insulight™ 트리플로
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단열 유리 구성의 안전, 보안 또는 기계적 강도
요구 사항에 따라 고성능 태양광 컨트롤 글라스 Pilkington Suncool™
70/35가 연마, 강화 및 복층 유리로 사용되었다. 건물 전면의 스판드렐
영역에도 필킹톤 스판드렐 글라스 IGU와 동일한 제품이 사용되었으며,
내부 창에는 에나멜 유리를 사용했다.

유리창의 큰 크기와 유리사양을 고려해야 하는 높은 하중으로 인해 정문

이 건물은 매우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건물이다. 목재 건설은 지속가능

파사드에는 6mm 강화 필킹톤 선쿨™70/35T로 제작된 3중 유리장치가

성 전략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이다. 또한 열 펌프와 24개의 지열 탐침을

4mm 강화 필킹톤 옵티프라우팅™ 클리어 T로 적층되어 IU의 외부 창으

갖춘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 외피와 난방이 이러한 현상에 기여한다. 또한

로 사용되었다.

서버실의 폐열은 난방 시스템으로 공급된다.

동쪽, 남쪽 및 서쪽 전면에는 패시브 선 프로텍션을 제공하는 외부 수직

이 건물은 BREAM 우수 레벨 인증을 받았다. 2019년 올해의 건축물로

유리 핀이 있으며, 남쪽 파사드의 외부 스크린과 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선정되기도 했다.

위한 내부 선 프로텍션으로 보완됩니다. 두 제품 모두 실내의 과열을 효
과적으로 방지하고 광 투과율을 유지합니다.
Finansparken in Bjergsted is the new head office for
아트리움 위에는 유리 지붕이 있고 나머지 건물 위에는 침전물 녹색 지붕

SpareBank1 SR-Bank, which is located just outside

이 있다. 보다 높은 태양열 제어가 필요한 경사 지붕 영역에는 낮은 태양

Stavanger city center. It is one of the largest office buildings

열 투과율을 제공하기 때문에 Pilkington Suncool™ 50/25로 제작된 단

in Europe made of wood.

열 유리가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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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ea is just over 22,000 m² with 7 floors above

Pilkington Insulight™ Sun Triple. High performance solar

4 mm toughened Pilkington Optifloat™ Clear T have been

of Pilkington Suncool™ 50/25 have been applied as they

ground and 3 floors below ground and accommodates

control glass Pilkington Suncool™ 70/35 has been used

used as an external pane of IGU.

provide lower solar heat transmittance.

approximately 650 employees.

as annealed, toughened or laminated glass depending on

The building designed by Helen & Hard and Saaha

the safety, security or mechanical strength requirements in

On the east, south and west facades there are external

building. Timber construction is one of the important aspects

Architects is shaped like a triangle and fits perfectly into the

various insulating glass configurations. The same product

vertical glass fins that provide passive sun protection,

of the building sustainability strategy. An energy-efficient

urban environment. At the main entrance, from the south, a

has been used for spandrel area of the façade as Pilkington

supplemented with external screens on the south façade

building envelope and heating with heat pumps and 24

small square has been built which creates a friendly, green

Spandrel Glass IGUs with the use of enamelled glass as an

and interior sun protection for the rest of the building. Both

geothermal probes also contribute to this. In addition, the

environment in the office building. To the east, the building

internal pane.

products effectively prevent overheating of the rooms while

waste heat from the server rooms is fed into the heating

maintaining good light transmission.

system.

has a slightly different character. The elongated façade

The financial park is a very sustainable and innovative

gradually rises. On the site where the façade reaches the

On the main entrance façade due to the big size of glass

seventh floor, the building opens up towards the concert hall

panes and high applied loads that needed to be taken into

There is a glass roof over the atrium and sedum green roof

level. It has also been recognised as Building of the Year

in Bjergsted Park.

account for glass specification, triple glazed units made of

over the rest of the building. In the inclined roof area that

2019.

The façade has been made of triple insulating glass units

6 mm toughened Pilkington Suncool™ 70/35 T laminated to

required higher solar control, insulating glass units made

76

The building has been certified to BREEAM Out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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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구조물

JCDecaux는 Zaha Hadid의 디자인을 활용하여 광고판의 새로운 언어

파시핫스팟, 거리 조명 등에서 혁신직이고 주목을 끄는 디자인을 만들

를 만들어 냈다.

어낸다.

JCDecaux 1964년 프랑스에서 설립되었으며, 버스 정류소 캐노피 등

JCDecaux는 2003 년에 세계 최초의 비엔나에 셀프 서비스 공공 자전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사다.

거 대여소를 설치하기도 했다.
광고협찬을 받아 설치하는 자전거 보관소는 현재 전세계 700개 이상의

JCDecaux는 다양한 제품을 제공한다. 공공장소의 벤치, 화장실, 와이

국가에서 이용되고 있다.

ⓒ Luke Ha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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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ke Hayes

ⓒ Luke Hayes

JCDecaux는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공공디자인을 제공한다. 매트 스테

보행자들은 이 매력적인 광고판에 어떤 광고가 상영되는지 관심을 갖

인리스스틸을 이용한 이중리본 광고판은 디지털 스크린과 결합하여 도시

는다.

의 명물이 되었다. 이러한 디자인적인 광고판은 기존의 광고판을 대체할

ⓒ Luke Ha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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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중 리본 스테인리스 구조물에 설치된 광고판은 8mm 픽셀의 26*6 미

런던에 위치한 이 광고판은 사람, 자전거, 자동차의 동선을 고려하여 설

터의 디스플레이이며, 30*9미터의 강철 프레임으로 고정하고 있다.

치되었고. 디지털 광고판을 결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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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리모델링·바이오가스 공급시설도 기술형 입찰한다

널 방재시설 및 관리지침’에 따른 2등급 터널을 포함하고, 플랜트 분야

형입찰 심의대상시설에 포함하여 민간의 창의성을 통한 기술증진을 도모

에서는 하수·폐수(1만t/일 이상)처리 관로시설(연장 15㎞ 이상), 바이

하였다.

30일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고시

오가스 공급시설(연료전지 및 수소연료) 등을 심의대상시설에 새로이

다만 성능개선, 리모델링 등의 일반 공사를 무분별하게 턴키로 발주되지

포함하였다.

못하도록 중앙심의위원회*에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
하였다.

스마트 건설기술 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 모듈러 시공, 토공 자동화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술, 통합관제 등이 시공에 중점 반영되는 공사도 심의대상시설에 포함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이제는 건축 리모델링, 토목·건축 분야 건축물의 성능보수나 개량사업,

또한, 단순한 스마트건설기술 반영을 벗어나 건설정보모델링(BIM) 설계

였다. 이를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

연료전지와 수소연료와 같은 바이오가스 공급시설도 기술형 입찰로 발주

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모듈러 시공, 토공 자동화기술, 통합관제

으로 기대된다.

할 수 있다.

등 시공에 중점 반영되는 공사를 기술형입찰로 발주할 수 있도록 심의기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노후화된 교량, 터널, 건축물과 같은 기반 시

준을 강화하여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을 촉진하였다.

설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 리모델링, 성능개량(보수) 공사와 바
이오가스 공급시설 등을 일괄입찰(턴키), 대안, 기술제안입찰 대상에 포

특히, 2050 탄소중립 실현으로 상징되는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함하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하고 7월 2일 고시하

하기 위해 마련한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에 맞춰 바이오가스 공급시설

였다.

(연료전지 및 수소연료 포함)을 심의대상시설에 포함하여 수소 충전 인프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기술
형입찰이 활성화 되어 노후 SOC 등 시설물 성능 및 품질향상 뿐만 아니

특히, 노후화된 교량, 터널, 철도 대형시설의 성능개선, 공동주택(21층

라 건설기술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이상)이나 공공청사(연면적 2만㎡ 이상) 리모델링 등의 일반공사도 기술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라 확충 및 수소기술력 향상을 유도하였다.
지금까지는 장대터널(3㎞ 이상), 특수교량, 대형건축물(연면적 3만㎡ 이
상), 등의 신규대형시설물 대상으로 턴키 발주가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안에 따라,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축 리모델링, 성능개량(보수)
등의 공사도 기술형입찰 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혁

먼저, 토목분야 심의대상시설에는 교량, 터널, 항만, 철도 시설물의 안

신을 통해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전과 방재등급을 고려하여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도로터

한국-베트남 경제협력의 산실,
베트남 최초 한국형 경제협력 산업단지가 본격 조성됩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 산단 착수식 참석 및 베트남 인프라 협력활동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7월 7일(수) 현지에서 개최되는 베트남 최초

흥옌성 클린산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

의 한국형 산업단지인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43만평) 착수식을 통해 산

공사(KIND) 등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측 컨소시엄과 베트남 유수의

단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개발기업 에코파크사의 자회사인 TDH 에코랜드사가 공동 투자하
여 베트남 흥옌성 산업도시 리트엉켓에 한국기업 전용산단을 조성, 분양

본 사업은 ‘17년부터 양국 정부·기업간 협력이 개시된 이후, 지난 ‘19년

하는 사업이다.

한국정부가 발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정책 및 ‘19년 11월 한-아세안 특
별정상회의에서 양국정상이 추진하기로 합의한 핵심 경제협력 사업으로,
이번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 총리실
의 투자정책결정을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토지보상, 토지분양과
산단 조성 등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윤성원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인프라 협력단을 파견하
여 한국 정부 대표로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 착수식에 참석하는 등 베트남

【 흥옌성 클린산단 개요 】
• (사업내용) 하노이 남동측 30㎞ 흥옌성 리트엉켓 지역에 143ha(43만평)
산업단지 조성
• (사업구조) 한국측 컨소시엄(75%)ㆍTDH ECOLAND(25%) 출자법인
설립
* 한국측 컨소시엄 : LH(35%), KIND(25%), KBI건설(10%), 신한은행(5%)
• (사업비/기간) 총 910억원/’21～’71(50년 임대 후 청산) * 산단 준공 예
상시점 : ’23

에서의 해외건설 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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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국기업들은 베트남 내 우수한 위치에 기반시설이 완비된 양

망하고 있는 베트남 롱탄 신공항 1단계 건설사업(약 47억불) 및 호치민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질의 산업 용지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베트남 진출 거점을 확보할 수

지하철 2호선(건설비 약 21.5억불) 사업관리 등에 대한 수주지원 활동을

위치도

있게 되었으며,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1.01 : 공동시행 5개社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윤성원 국토교통부 차관은 “이번 흥옌성 경협산단 착수식은 우리정부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경쟁력

가 신남방정책의 3P전략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

(베트남 성장 잠재력) 인구 약 1억명에 가까운 내수시장, 30여년간 연평

베트남 역시 경협산단 조성을 통해 한국기업 투자유치가 원활해지고, 양

(Peace)’을 기반으로 양국 정부 협력을 통해 한국형 사업모델을 추진, 구

균 6% 이상의 고도성장

국 간 교역 활성화, 베트남 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체적인 결실을 맺은 주요 성과“라면서, “정부는 앞으로 베트남은 물론 여

것으로 예상된다.

타 신남방국가들과의 협력 및 교류기반도 넓혀가는 한편, 정부간 협력

(우수한 입지) 하노이 도심으로부터 약 30km 이격, 1시간 이내 노이바이

* 약 60여개 한국기업 입주, 4억 달러 직접 투자, 약 1만 여명의 고용 창출 예상

(G2G)을 토대로 사업 초기부터 한국형 사업모델을 공유하여 우리기업의

국제공항(50km)과 하이퐁 항만(75km)으로 접근 가능

‘20.06 : 베트남 현지 개발계획(D/P) 승인

*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와 인접한 입지적 장점과 베트남의 풍부한 노동력을 기
반으로 산업·물류·주거 등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기업 투자여건이 우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풍부한 노동력) 인구의 약 70%가 생산가능 인구로 젊은 노동력 풍부,

이번 착수식에는 한국측에서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박노완 주베트
남 한국대사, 장충모 LH 부사장 등이, 베트남측은 쩐 꾸억 반(Tran Quoc

베트남 흥옌성 클린산단 사업개요

동일권역 아세안 국가들 대비 저렴한 월 최저임금

추진배경

(원스탑 서비스) 행정·금융·세무 등에 대하여 입주 초기단계서부터 운영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따라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강화 및 다양한 국가와

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원스탑 서비스 제공

Van) 흥옌성장, 레 타잉 꿘(Le Thanh Quan) 기획투자부 국장 등이 참석
하였다.

특히, 양국 주요 인사는 축사를 통해 흥옌성 경협산단 추진에 대해 그동

의 교역을 통해 시장을 다변화하고 한반도 경제영토 확대를 추진하여 우

안 양국 정부 간 다방면의 협력 노력이 구체화된 모범사례로 평가하며,

리기업(중소·중견)의 베트남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교두보 마련

토지이용계획(안)

내년 한국-베트남 수교 30년을 맞아 앞으로도 흥옌성 산단조성과 같은
협력사례가 늘어나 양국 간 우호관계가 지속 유지되고, 양국 경제발전에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신력 있는 개발주체) 한국을 대표하는 공기업인 LH(컨소시엄)와 전문
성 있는 현지 로컬사가 설립한 합작투자회사가 사업 시행

사업개요
(세제 혜택) 최초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4년간 법인세 50% 감면, 업종

- 위치 : 하노이 남동측 30km 흥옌성 리트
엉켓

에 따라 최대 15년간 법인세 혜택

한편,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흥옌성 경협산단 착수식 참석을 계

- 면적 : 1,431천㎡(431천평)

기로 7월 5일(월)부터 7월 9일(금)까지 베트남을 방문하여 우리기업의

- 사업비 : 약 910억원

향후계획

해외건설 수주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활동할 계획이다.

- 사 업 주 체 ( 참 여 지 분 ) : L H ( 3 5 % ) ,

‘21년 하반기 : 토지보상 및 입주확약서 제출기업 등에 토지공급 추진, 실

베트남은 지난 ‘66년 우리 건설기업이 첫 진출한 이후 아시아지역 내 해
외건설 수주액 2위(1위 싱가포르), 세계 전체 5위를 차지하는 해외건설
주요시장이며, 개발도상국으로서 경제발전 견인을 위해 공항·항공·철

KIND(25%), KBI건설(10%), 신한은행

시설계를 통한 조성공사 착공

(5%), Ecoland(25%)로컬

* 입주확약서 제출기업 우선 공급 후 잔여필지는 일반분양

- 사업내용 : 한국기업 진출 위한 산업단지
조성

도·항만· 도로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중에 있어 우

추진경위

리 인프라기업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17.04 : 흥옌성 산업도시 개발 협력 MOU 체결 (LH ↔ 흥옌성 ↔ 에코
파크)

이에 따라 윤 차관은 7.6(화) 베트남 건설부차관(부이 홍 밍, Bui Hong

* (체결목적) 흥옌성 산업도시 개발 협력(전체 약 900만평)

Minh), 하노이시 부시장(즈엉 득 뚜언, Duong Duc Tuan)과의 협력회의
를 통해 스마트시티 등 도시개발 분야 협력방안, 하노이 사회주택 인허가
추진 등 기업애로 해소 관련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7.7(수), 7.8(목)에는

‘18.02 : 우선사업지구(흥옌성 산단) 선정 MOA 체결 (LH ↔ TDH
Ecoland)

베트남 교통부 차관(레 아잉 뚜언, Le Anh Tuan)과 베트남 공항공사 사
장(부 테 피엣, Vu The Phiet)을 각각 면담하여, 우리 기업이 진출을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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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 : 사업 예비시행약정서(PIA) 체결 (LH ↔ TDH Eco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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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뉴스

|

정책뉴스

|

해외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확정 예정

단신뉴스

|

정책뉴스

17.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
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

해외뉴스

다중이용업소법의 영업장(다목)은 화재 위험을 고려하여 23개 업종 모두
포함

18.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19.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20.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가목~다목에 준하는 시설(라목)로 △바닥면적 2천㎡ 이상 주유소ㆍ가스
충전소 △종합유원시설업(놀이공원 등) △준공 후 10년이 넘은 도로교
량ㆍ철도교량 및 도로터널ㆍ철도터널을 규정

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압착증,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
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잠수병), 공기색전증

정부는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 할 계획입니다.

법 제정(‘21.1.26)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
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로 검토하
여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노ㆍ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
예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
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
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1.26. 공포, 2022.1.27. 시
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총 3개 장, 16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
니다.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안 제2조, 별표1)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의 범
위를 별표1에서 규정
* 법 제2조 제2호(중대산업재해) 다목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

3.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에 노출되
어 발생한 한기, 고열, 치조농루, 설사, 단백뇨 등 급성 중독
4.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 신부전 등 급성 중독

흉부 압박감, 흥분상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 급성
중독
6. 일시적으로 다량의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
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 급성 중독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청
색증,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급성 중독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소실,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 급성 중독
9. 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호흡곤
란, 두통, 구역, 구토 등 급성 중독
10. 불화수소ㆍ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화학적 화상, 청색
증, 호흡곤란, 폐수종, 부정맥 등 급성 중독
11. 인(백린, 황린 등 금지물질)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
양, 점막자극 증상, 경련, 폐부종, 중추신경계장해, 자율신경계장해 등
급성 중독
12.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위
장관계 질병
13. 기타 화학적 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및 별표22에서 규
정된 화학적 인자에 한한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이면서 인과관계 명확성과 사업주 등의 예방 가능

14.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별표1]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제2조 관련)
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ㆍ일산화탄소
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2.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 복부
산통, 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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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무형성 빈혈
24.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열사병

5.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두통, 현기증, 구역, 구토,

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성이 높은 질병으로 구체화

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
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
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16.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 질병은 제외한다.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안 제4조, 제5조, 제10조~제
13조)
법 제4조와 제9조*에 따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인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이행에 관한 조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안 제3조, 별표2 및 별표3)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범위를 구체화

* 법 제2조 제4호(공중이용시설) :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목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의 시설
- 나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시설물
-다
 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목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
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 소상공인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소규모 비영리시설, 교육시설, 공동주
택은 적용 제외

다중이용성ㆍ위험성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용 범위 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가목) 시설군을 대부분 적용하되, ①
실내주차장 및 업무시설 중 ②오피스텔ㆍ주상복합 및 ③전통시장은 제외
①주·출차 外 사람 없음 ②법에서 공동주택 적용 제외 고려 ③다만, 건축물이 연면

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의 구체화

*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중대산업재해)와 (원료ㆍ제
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ㆍ신체의 안전을 위한 조치(중대시민재해)를 규정(제1호~제4호)
- 그 중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제1호) △안전보
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제4호)에 관한 구
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용되도록 규정 → 세
부 기준은 가이드라인 등으로 보완 예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 적정 인력ㆍ예산, 점검 의무이행 등 규정

* (안전보건 인력 배치)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ㆍ보건관
리자 배치 기준 준용(300인 이상 사업장만 전담인력 배치), 중대시민재해
는 적정 인력 배치 의무로 규정
* (안전보건 예산 편성)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중대산업
재해ㆍ시민재해 모두 규모별 기준을 정하지 않고 적정 예산 편성 의무로
규정

적 5천m2 이상인 전통시장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나목>에서 적용

시설물안전법의 시설(나목) 중 1ㆍ2종 시설물은 대부분 적용하되, 수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관리상 조치는 점검 결과를 보

문ㆍ배수펌프장 등은 제외(지자체가 지정ㆍ고시하는 3종 시설물은 제외

고받고 적절한 조치 이행, 법상 교육 여부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

하되 일부를 포함)

로 규정

87

단신뉴스

|

정책뉴스

|

해외뉴스

(소상공인 의무 면제) 중대시민재해 중 원료ㆍ제조물 분야의 소상공인은

(교육 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이행 등 안전보건경영방안 △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업무절차 수립ㆍ교육 실시 확인ㆍ서류보관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주요내용 △정부의 산업재해예

면제

방 정책

*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 제4조) : △안전보건 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점검ㆍ개선 업무처리절차 마련 △전문인력 배치
△적정 예산 편성ㆍ집행 및 관리체계 마련 △500명 이상 사업장 전담조
직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위기시 대응절차 마련 △도급시 적정 비
용ㆍ기간의 보장 등
*법
 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안 제5조) : ∆반기별 1회 이상 의무이행
점검 결과 확인 및 조치 ∆인력배치 및 추가예산 편성 등 조치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확인 및 조치
*중
 대시민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 제10조, 원료ㆍ제조물) : △적
정 규모 인력 배치 여부 확인 △적정 예산 편성 여부 검토 △유해ㆍ위험
요인 점검ㆍ개선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
*법
 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안 제11조, 원료ㆍ제조물) :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여부 연 2회 이상 점검 및 조치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을 위한 교육 여부 확인 및 조치
*중
 대시민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 제12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
교통수단) : △적정 규모 인력 배치 여부 확인 △적정 예산 편성ㆍ집행
여부 확인 △안전계획 수립ㆍ이행 △안전점검 여부 확인 △위기관리대
책 수립 △연 2회 이상 확인ㆍ점검 후 필요한 조치 이행 등
 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안 제13조,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법
: △연 1회 이상 관계 법령 의무이행 점검 및 조치 △안전 관리자 교육
이수여부 확인 및 조치

(교육 방법)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하되 매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일정을
통보
*소요비용은 교육대상자가 부담

(과태료 부과) 50인 미만 사업장 → 1차500만원, 2차1,000만원, 3차
1,500만원 / 50인 이상 사업장 → 1차1,000만원, 2차3,000만원, 3차
5,000만원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안 제14조)
법 제13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중대산업재
해의 발생사실 공표 방법,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

*법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
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음
-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안 제6조~제9조, 별표 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법 제8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이수

2021 NFRC
인증 시뮬레이터
워크샵
참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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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서가 부여됩니다.

(공표 대상)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발생 일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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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재해자 현황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위

에서 워크샵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 비용이 크게 절감되었습니다.

의무 및 과태료 부과”를 구체화

* 법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
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반 사항

2021년 NFRC 인증 단열 시뮬레이터 워크샵은 코로나로 인하여 미국 NFRC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공표 방법) 관보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되, 게시기간은 1년

-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부장관이 부과ㆍ징수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또는 통합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
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시간, 교육 시기와 방법, 교육비용의 부담, 위반

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횟수와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을 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사단법인 한국파사드협회 사무국 (02. 529. 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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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사드 관련 주요업체 명단

파사드 관련 주요업체 명단

커튼월, 외벽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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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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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28
경기도 광주시 광남안로 104-20(태전동 588)
경상북도 경산시 대평동 60-1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148-11번지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571-6번지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89-1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36(서초동 준영빌딩 7층)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 시그니쳐타워 동관 10층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51-31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103 감북동 374-4 3층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 29-13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발산5길37(발산리 577)
경남 김해시 이동 115-7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68길 15, 1002호(등촌동, 아벨테크노)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82-13 동원빌딩 3층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3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66-1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260-3번지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36-21 금자탑빌딩 402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397 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
202동 907호
경기도 남양주 시진건읍 진관리 660-3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13 현대벤처빌 1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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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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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873-6700

창호, 커튼월

031)574-5583
02)445-3181

al창호,커튼월
커튼월

충남 아산시 음봉면 연암산로 192
경기도 시흥시 계수동 559-1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838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8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61 천사의도시 1차 569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729-9 윈윈프라자 4층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15 리더스타워606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619-7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40-16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7-7
부산시 강서구 미음동 1496-4번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1 삼호물산빌딩 A-1401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2동 546-8 그린프라자 403호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5-8 삼화빌딩
서울시 중구 쌍림동 22-1 외장재사업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8 금강벤처텔 1807호
서울시 양천구 목1동 917-9 현대41타워 3713호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96-1 올림피아빌딩 610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93-1 고려빌딩 4층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9-5 영원빌딩 4층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5-206
경기도 화성서 남양읍 남양로 337-22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94-26번지 미네르바빌딩 5층
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677

041)544-8555
031)404-8070
02)610-3511
02)409-6434
031)719-6110
02)585-1321
02)864-3695
031)959-1833
043)275-6161
02)998-2792
051)442-6003
02)589-1397
032)326-7600
02)423-5111
02)2260-6114
031)386-5553
02)2168-2391
02)424-3111
02)593-6162
02)563-7000
02)715-8825
031)356-0540
02)3452-7005
053)582-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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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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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익스테리어는 1999년 창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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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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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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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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코코리아(주)
신성갤러리(주)
신양하이테크산업(주)
서진금속
신명알미늄(주)
(주)신승윈텍
(주)신한금속
(주)신태명
씨지이(주)
(주)알루이엔씨
알루텍(주)
(주)알코판넬
LG하우시스
엠비케이(주)
(주)열린창
(주)영선알미늄
(주)영진테크
(주)월시스
(주)오성
(주)용비
(주)알코텍
(주)우리알미늄
(주)우신에이펙
(주)우진알루미늄
(주)유승상사
(주)윈스피아
(주)원진알미늄
(주)원남
(주)월앤루프제일
YB인터내셔날
은산건업(주)
(주)이건창호시스템
(주)이창기업
이앤에이에스
익진엔지니어링
(유)일광창호
(주)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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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87-2번지 4층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0-11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136-4 제2동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139번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48-3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2 신영팰리스타워 504호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144-47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5987-9번지
www.cablestructure.com/www.semalloy.com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1120번길 8-15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227-12
서울시 송파구 방이2동 70번지 유성빌딩 30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코아오피스텔 819호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135-1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939번지
서울 강남구 논현로 559 밀레하우스 4층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392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120-15 일심빌딩 2층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 210-5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4번지 로즈데일빌딩 1137호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68-1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40 대명빌딩 409호
대구시 각산동 235-2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437번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98 MBC아카데미B/D 5층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68 대륭포스트타워 5차 4층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 기계진흥회관 4층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번지 OneIFC 17층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39 2층(양재동, 삼승빌딩)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325-3번지 2층
경기도 부천시 상동 408 나진빌딩 8층 804호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동촌길 21번길 2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
경남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19-9번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92-7 청명빌딩 401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45번지 광명sk테크노파크 A동 909호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21-1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640-1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48번길 17 군포아티밸리 B동 1707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2 신영팰리스타워 1101호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846-3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테크노벨리 416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5-8 유진빌딩 2층
강동구 성내동 443-25번지 창진빌딩 2층 1호 B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94-4 한덕빌딩 602호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동 302번지 다산타워 302호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967-3번지
대구시 수성구 상동 406-1
전북 익산시 춘포면 증보들길 49-6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96-3 광명빌딩 2층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587-9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1129-3번지 성보빌딩 909호

파사드 관련 주요업체 명단
02)431-3052
02)431-8031
032)545-7901
02)3141-4774
031)984-2349
031)708-6903
032)555-7825
051)973-1351
055)387-7070
031)382-1773
051)301-1886
02)2203-8100
02)425-4227~8
031)798-2651
062)672-6481
02)790-2311
031)958-1605
02)443-7363
031)761-7215
02)401-6354
051)441-9900
02)3474-5060
053)962-8269
031)456-3041
02)597-5521
02)6675-1361
02)369-8391
02)6930-0259
02)571-6129
02)441-9182
032)822-8921
031)352-5306
02)785-9958
055)338-9798
02)548-8771
02)2083-2211
032)577-5550
051)832-2000
031)8068-2070
031)707-3366
031)358-8680
063-278-2577
02)732-0134
02)365-0124
02)567-1261
051)756-3494
02)2007-2200
053)761-3737
063)723-3377
02)557-9043
031)353-9420
055)329-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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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신커튼월
(주)일진유니스코
재성알미늄(주)
제너텍
(주)제드윈
(주)중앙창호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2-8번지 김해빌딩 203호
서울시 강남구 대치2동 968-5 일동빌딩 7층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84 유통상가 C14동 214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 399번길 325-8번지 제너텍 빌딩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114번지 현대골든텔Ⅲ 910호
인천시 서구 석남2동 223-40

02)518-1015
02)6353-0114
02)806-1400
051)517-1553
02)456-7525
032)583-7771

커튼월
커튼월, 창호, 외장패널
커튼월, 판넬
커튼월, 창호
커튼월, 창호
커튼월, 시스템창호, 외장판넬

정광산업(주)
주식회사 조은엔터프라이즈
진영판넬(주)
(주)창경 C.M.C
창일산업개발(주)
창크레이딩(주)
(주)청파건설
(주)케이씨씨
탑엔지니어링(주)
태진건조(주)
(주)테크윈창
(주)TEC
파사드이엔씨
(주)포러스이앤지
(주)포성
하나판넬
(주)하니셀ENG
(주)한국다지마
(주)한국알미늄
(주)한국지앤씨
(주)한국카본
한길외장
(주)한마루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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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53-8403
02)900-0931
053)851-9825
031)984-5571
02)2691-7134
02)576-2987
055)387-4021
02)3480-5228
051)831-0515
02)568-6445
02)541-3781
02)3445-0110
02)578-2961
031)384-9424
053)745-7225
055)321-0561
02)512-2010
02)3452-2015
031)865-1113
02)549-5744
02)718-0081
02)498-5005
02)889-3600

외장패널
AL커튼월, PVC창호
건축물조립, 창호
창호,커튼월공사
커튼월, 패널, 잡철
커튼월, 스틸커튼월, 외장패널
커튼월, 시스템창호, 외장패널
커튼월, 창호, 유리
건축물조립, 외장패널
커튼월, 창호, 유리
커튼월
외장패널, 석재
커튼월, SPG
커튼월, 시스템창호
커튼월, 창호
외장패널
하니컴판넬
외장패널
AL 압출
외벽용, 인조석
하니컴판넬
창호,판넬(각종금속,고밀도)
창호커튼월

실리콘 실란트의 대표 브랜드, TOPSE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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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탑프라

www.topse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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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사드 관련 주요업체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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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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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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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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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499-8311
031)352-9730

스틸커튼월 생산, 시공
스틸커튼월 생산

충남 논산시 연산면 신암리 175
전북 군산시 소룡동 77번지

041)733-4734
063)460-4111

총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463-4

041)667-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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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틸커튼월 생산업체
(주)을지특수정밀
제일레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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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HEET EGI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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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040-7791

mock-up test, field test

UL Korea

서울시강남구역삼동GFC 26F UL Korea

02-2009-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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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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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75-5823
02)2634-0011

커튼월컨설팅
커튼월컨설팅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6길 1, 2층

02)6959-9731

파사드 컨설팅, 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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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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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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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42516959

커튼월컨설팅

031-926-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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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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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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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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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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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산업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4-9번지 시화공단2다601-1

031)434-6226

(주)현지산업개발

경기도 하남시 초광로 257

02)429-3637

(주)HS건설산업
한성금속
ATM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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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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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산업
(주)네오스텍
(주)메르코
대진 에프엔씨(주)
동양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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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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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두현

충북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47-1

043)883-0605

(주)드림이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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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356-9385

(주)삼미도장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106-1번지

032)684-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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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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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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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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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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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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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9길58(독산동)

02)891-1176

배연창

도장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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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성주군 성주읍 용대로 75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3길 22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570
충남 당진시 순성면 순성로 731-14
경기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452-17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288
전라북도 남원시 노암동 868-1번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길 85
경북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 동골령일반산업단지 2블록 1로트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382로 60번길 50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단7길 12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무하로110번길 117
경기 안성시 일죽면 장암로 49
경북 고령군 개진면 인안길 41
경기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2길 46-9
경기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 94번길 16
대전 대덕구 대화로 119번길 31
경기 안성시 금광면 배티로 733-3
경기 화성시 봉담읍 덕우공단2길 36
경기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33
경기도 광주시 열미길 134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 185번길 54(시화공단 2다 205호)

054) 933 - 9651~3
054) 974 - 7233~4
053) 583 - 5049
041) 353 - 1046
031) 356 - 7535
053) 610 - 5199
063) 636 - 8504
053) 583 - 8465
054) 956 - 8781~2
051) 831 - 6130
031) 358-1947
02) 2636 - 7580
031) 674 - 4955
054) 955 - 4608
031) 498 - 4900
031) 499 - 2653
042) 605 - 8199
031) 676 - 2569
031) 298 - 6601
031) 499 - 5946
1688-7087
031)432-3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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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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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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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연창
(주)한일배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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