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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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BOHEME 1500 x 3200 x 6+ │ 신신제약 사옥 │ 연미건축 △

ARCTIC WHITE 1200 x 3600 x 3+ │ 북한강 라온숨 카페 │ 마인드건축

        

▽ ARCTIC WHITE 1200 x 3600 x 3+ │ 석촌동 아데스 사옥 │ 아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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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vagnini가 만들어내는 METAL PANEL

BEYOND THE BEST

동천 수동메탈패널
(AGM-METAL PANEL)
세계적 명성, 판금기계의 대명사 이탈리아 Salvagnini 설비를 도입,
설계에서 완성품 공급까지 첨단 자동화 라인에서 만들어집니다.

판금 가공에서 가장 어려운 공정은 절곡 기술입니다. 절단이나 구멍 뚫기에 비교하여 공정이 복잡하며 정밀도를 높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동천은 세계적 판금 기계의 대명사 Salvagnini 시스템 설비를 새롭게 도입하여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절단·절곡의 자동화를 이룸으로써 완벽한 평탄도의
고품격 메탈 패널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독보적 제작 시스템
타사 제조불가 종패널 제작 가능 (단, 상하 최대 2.5m)합니다.

우수한 평탄도
자동화 Hot Press 설비 공정으로 타사대비 양생시간 5배,
접착성2배 증가하며 강판과 단열재를 열접착 방식으로
생산하여 시공후 패널 웨이브 발생이 거의없습니다.

미려한 외관
타사 메탈 패널 제조 방식인 롤 성형기 생산후 단면 후가공
시스템에 대비하여 살바니니 자동화 판금 시스템 설비로
절단 절곡 성형하여 완벽한 평탄도와 직각에 가까운
절곡면을 만들어 시공후 건물의 외관이 미려합니다.

AGM-METAL 패널(수동메탈)

AGM-METAL 종패널

AGM-METAL PANEL은 기존 타 메탈 패널
과는 제작 방식이 다른 패널로 타사에서는
제조 불가한 종패널 제작이 가능합니다.

※ 포스코 이노빌트 제품 선정
포스코 우수 강재를 사용한 최고 품질의
프리미엄 건축자재 인증

타 종패널 시공이 단순히 패널을 종으로 길게 세워 시공후 실리
콘이나 기타 마감으로 시공하는 반면 동천 AGM-METAL은 횡
패널과 동일한 상하 접합 방식으로 세로를 길게 제작 (상하 최대
2.5m) 하는 공법으로 종패널 시공후의 접합부 누수 문제를 완전
해결하였으며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타사대비 빠른 양생과 접
착성 증가 등 비교할 수 없는 우수한 패널입니다.

동천 평택 본사 (공장)
동천 당진 지점 (공장)
서 울 사 무 소
대 전 사 무 소
홈
페
이
지

:
:
:
: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오성북로 145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339 (석우리)
경기 과천시 새술막길 39 KT과천스마트타워 8층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869번지 405호

www.dcpanel.co.kr

TEL
TEL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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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031)681-2400 / FAX : (031)681-2800
041-363-9080 / FAX : 041-363-9081
(02)529-0711~3 / FAX : (02)529-0760
(042)931-2401 / FAX : (042)931-2402

하부(암측면) 브림
(난연성 PVC)

기밀용NBR폼 테이프 3T
(FM,UL인증)

기밀용NBR폼 테이프 3T
(FM,UL인증)

상부(수측면) 브림
(난연성 PVC)

사이드 I형 브림
(난연성 PVC)

사이드 I형 브림
(난연성 PVC)
글라스울

압출 가스켓

동천 평택 본사 (공장)
동천 당진 지점 (공장)
서 울 사 무 소
대 전 사 무 소
홈
페
이
지

:
:
:
: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오성북로 145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339 (석우리)
경기 과천시 새술막길 39 KT과천스마트타워 8층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869번지 405호

www.dcpanel.co.kr

TEL
TEL
TEL
TEL

:
:
:
:

(031)681-2400 / FAX : (031)681-2800
041-363-9080 / FAX : 041-363-9081
(02)529-0711~3 / FAX : (02)529-0760
(042)931-2401 / FAX : (042)931-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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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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파사드협회는
미국창호등급위원회 NFRC와 공동으로 한국에서
NFRC 인증 단열 시뮬레이터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NFRC 인증 시뮬레이터 워크샵에서는 Therm, Window 등 창호의

- 27일부터‘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제정안’행정예고

단열 시뮬레이션 전용 프로그램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교육하고 시험을 통과할 경우

- 30일 성남시 건설현장 찾아 방역실태 점검·안전관리 철저 당부

NFRC로부터 시뮬레이터 인증서가 부여됩니다.

- 노형욱 장관, “폭염 속 건설 근로자 안전·방역에 총력 기할 것
- 글로벌 인프라개발 정책 역량강화과정 4기 연수생 선발
- ‘21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공시

90 커튼월 관련 주요업체 명단

이번 시뮬레이터 워크샵은 미국과 한국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강의가 진행되며,
한국에서는 한국 트레이터가 워크샵의 진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2년 NFRC 인증 시뮬레이터 워크샵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사단법인 한국파사드협회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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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VIEW

INTERVIEW

패널업계의 전문경영인

(주)동천 김택용 대표이사

(주)동천은
동종업계에서
유일한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 중인
회사라는 점이
오너경영이 일반화된
업계에서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 생각한다.

고양현장

동천 평택공장

회사소개

여러모로 힘든 시기였으나, 그간 차근차근 구축해온 시스템과 인적자원

(주)동천은 2003년 8월 우레탄패널 1개 라인을 시작으로 현재 우레탄패

이 빛을 발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 싶다. 또한

널 2개 라인, EPS패널 1개 라인, 글라스울패널 2개 라인, 메탈패널 2개

우리 (주)동천은 변화될 시장에 맞춰 수동메탈(글라스울)설비 및 전문 인

라인(수동,자동), 후레싱(절곡)1개 라인까지 총 8개의 생산 라인을 구비

력을 충원하여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하여, 상용화 된 모든 샌드위치패널 관련 자재를 생산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동천그룹 통합연구소를 통해 신제품 개발과 특허 취득

또한 2017년 Italy Impianti OMS社의 경질우레탄고속라인을 도입하여

등 R&D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주춤했던 해외 수출이

건축용 내/외장재 분야에 있어 연간 총 20,600,000㎡ 생산능력을 가졌

조금씩 회복 됨에 따라 해외시장 활로를 개척하여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으며, LH, GS, 롯데 등 1군 건설사는 물론 전국 각지의 고객사에게 건식

시대에 도약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2021년을 보내고 있다.

공법에 대한 원스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내 몇 안되는 업체라 자부

주요약력
•이름 : 김택용 / Taek-Yong, Kim
•소속 : (주)동천 / 대표이사
•주요제품 : 샌드위치 패널 / 경질우레
탄폼 단열재
(주)동천 김택용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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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 전문 경영인 (CEO)

하고 있다.

주요 제품

최근 (주)동천 회사 동향에 대한 소개

우레탄 패널

2020년부터 현재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패널업계뿐만 아니라, 전 세

0.021W/m·k의 혁신적인 열전도율을 갖고 있으며, 글라스울이나 스티

계 대부분의 경기가 좋지 않아 다들 힘든 시기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저

로폴에 비해 열전도율이 50%밖에 되지 않아 단열 성능이 매우 우수하여

희 동천 또한 힘든 시기로 예상하였으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건축법 개정

다른 건축자재와 비교될수 없는 난방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으로 인해 패널업계 전체에 큰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란 예상을 조심스

한 낮은 흡습성과 우수한 난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간편한 시공성 및 경

럽게 하고 있다.

제성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공기 단축에 탁월한 외장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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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주)동천 만의 차별화된 장점과 영업방식(국가과제 및 인증관련
포함)
아직 우리 (주)동천이 이루고자 한 성공에 다다르기까지 한참 전이라
eps_edr

eps-edr3

eps-소골

gw_gbl 10 충진

차별화된 전략이나 영업방식이라고 할 만한게 있을지 모르겠다. 다만,
우리 (주)동천은 항상 ‘혁신’에 기반을 두고 ‘변화’를 제 1원칙으로 시
장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몇몇 기업과 조직들이 ‘혁신’과 ‘변화’를
철지난 유행어처럼 반복할 때, ‘혁신’과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
지 고민하고 그 고민의 결과를 실제 ‘실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gw_gbr 10 충진

gw-gdl-1

ur_wdl1

ur-wdl3

점이 (주)동천이 지금껏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차별점이고 또한
앞으로 (주)동천이 원하는 성공점에 다다를 수 있게 해줄 무기라 생각

(주)동천은 항상 ‘혁신’에 기반을 두고
‘변화’를 제 1원칙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ur-wll

하고 있다.

또한 (주)동천은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벤처 1,000억 기업』으로
서 중소벤처기업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

동천우레탄 보드

겠지만 무엇보다 동종업계에서 유일한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 중인 회
사라는 점이 오너경영이 일반화된 업계에서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 생각

(주)동천 김택용 대표이사

한다. 특히 (주)동천의 전문경영시스템은 한단계 더 나아가 사장 1인의

글라스울 패널

여 국내 최초로 DOUBLE SLAT CONVEYOR SYSTEM과 TIP SAW

상명하복식 운영이 아닌 모든 경영에 있어 각 부문의 중역간 회의와 실

1급 불연재인 유리면을 단열재로 사용한 글라스울로 만들어져 완벽한 화

BOARD CUTTING M/C을 글라스울 패널 생산에 도입하여 기존 여러

무담당자 중심의 경영회의를 통해 시장상황과 환경에 맞는 가장 합리

을 처분해서라도 직원들의 급여 만큼은 그 무엇보다 먼저 챙겨주셨던

재 안정성을 보이며, 우수한 흡음효과와 단열효과를 장점으로 가지고 있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고 있다.

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몇몇 고객사분들께서는 이러한

창업주께서도 적극 지지해주셨기 때문에 지난 3년간 모든 구성원들이

(주)동천의 전문경영인체제를 (주)동천을 신뢰할 수 있는 요인으로 말

각자의 자리에서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주었고, 그 결과 (주)동천

씀하시기도 한다.

은 2018년과 2019년, 가장 힘들었던 2020년까지 연속으로 매출 1천

다. 또한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처럼 유기질이 아닌 무기질로 오랜 기간
이 경과하여도 형태변화 및 부식이 거의 없는 뛰어난 패널로 충격, 압력,

EPS 패널

진동에도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며 내구성이 뛰어나다.

EPS에 나노기술을 적용, 특수처리하여 만들어진 준불연 EPS 패널은

저희 동천은 기존 글라스울 패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 분석하

기존 EPS 패널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며, 화재에도 강한 특징이 있

경영방침과 포부

다. 또한 붉은 벽돌의 21.5배 콘크리트의 49배나 되는 우수한 단열 효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업 성장은 바로 그 안에 있는 사람에

과로 건물의 유지관리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건축자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멀리로는 IBM 왓슨 연구소 사례가 있으며, 가

앞으로의 계획

재이다.

까이로 명실상부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이 있다. 특히 삼성은 삼성맨이

(주)동천뿐만 아니라 동종업계의 많은 동료분들도 제2의 IMF로 불리는

라는 말처럼 인재경영풀을 통해 거대하지만 빠르고, 다각화되어있지만

작금의 풍파를 견뎌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한가지 확실 한 것은

특정분야에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다고 본다.

패널업계가 시작된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뉴스에서는 단 한번도 경기

경질우레탄폼 보드

억원 이상을 달성함은 물론 올해도 그 성장세가 꺽이지 않고 이어질 수

폴리우레탄으로 이루어진 제품으로 독립 기포 내에 존재하는 낮은 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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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가 좋다는 말을 한적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천은 꾸준

도물질에 의해 현존 단열재 중 가장 우수한 단열효과를 지니고 있다. 또

때문에 저는 지난 3년간, 새롭게 발굴된 인재들이 그 역량을 십분 발휘

하게 성장 해 왔다. IMF이후 가장 혹독한 시기를 버텨준 우리 동천 그

한 EPS단열재에 비해 난연성과 내열성이 우수하여 시공 시 발생할 수 있

할 수 있음은 물론 동시에 기업의 성과를 구성원 각각의 목표 및 성취와

룹의 동료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며, 이러한 동료들과 함께 한다면 (주)

는 화재위험성이 낮다. 화재 원인을 제거하면 스스로 소화되는 자기소화

일치화시켜 조직과 개인이 유기적으로 상호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동천을 패널 업계의 명실상부한 선두 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

성 제품이며 차음성능 또한 우수하여 건물 안과 밖의 소음을 차단시키는

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라 확신한다.

효과를 갖고 있는 제품이다.

동시에 저의 이러한 경영방침은, 창업 초기 가장 힘든 시기 자신의 재산

<자료제공: (주)동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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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세계적인 화학기업

다우 강종수차장

다우의 플라스틱, 산업용
중간재, 코팅 및 실리콘 사업
포트폴리오는 패키징, 인프라,
모빌리티, 컨슈머 케어와 같은
고성장 시장의 고객들에게
광범위하고 차별화된
과학 기반의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회사 소개

1897

회사설립 (The Dow Chemical Company,)

다우(Dow)는 미국 미시간주 미들랜드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소재 과

1898

다우 최초의 상업적 제품으로 표백제 생산

학 기업이다. 1897년 설립되어 올해로 124년 째를 맞았으며, 한국에

1913

표백제 사업을 중단하고 염소 기반 사업 집중 표명

는 1967년 다우케미칼 인터내셔날을 개설하고 1969년 충주비료와 50

1916

염화칼슘, 마그네슘 메탈, 아스피린 시장 진출

1937

다우케미칼 주식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1937. 6.26)

1942

다우케미칼 캐나다 설립, 세계시장 최초 진출

스틱, 산업용 중간재, 코팅 및 실리콘 사업 포트폴리오는 패키징, 인프라,

1943

코닝글래스와 합작법인 다우코닝 설립, 실리콘 제품 생산

모빌리티, 컨슈머 케어와 같은 고성장 시장의 고객들에게 광범위하고 차

1967

다우케미칼 서울 사무소 설립

별화된 과학 기반의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1970

자동차용 제품군 시판

다우는 2016년 다우코닝과의 합병을 통해 실리콘 비즈니스의 경쟁력

1975

알래스카 송유관에 스타이로폼 절연제 공급
한국다우케미칼 설립

1979

클로린 공장, 여수의 폴리에틸렌 및 VCM 공장 설립
(한국 내 가장 큰 외국자본투자 회사로 1억4천8백만불 투자)

대 50 비율 합작회사인 한양화학을 설립하며 첫 진출했다. 다우의 플라

주요약력
•이름 : 강종수 / Jongsu Kang		
•소속 : 한국다우 / 건축팀
•주요 제품 : 건축 및 인프라스트럭쳐 실리콘 제품
•역할 : 한국 내 건축용 제품의 판매 및 기술 지원
•이력
한국다우 재직 중

2014.01 ~ 현재	한국파사드협회 홍보분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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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한국 내 최초 실리콘 공장 가동

1986

열가소성 플라스틱 생산량 세계 1위 등극

2010

월드와이드 올림픽 파트너 (TOP) 및 올림픽 후원 공식 화학기업

2011

미국 텍사스 프리포트에 세계적 규모의 에틸렌 생산 시설 건설 발표
사우디 아람코와의 JV인 사다라케미칼 (Sadara Chemical) 설립
계획 발표

2016

다우코닝 지분인수

2020년 12월 현재 다우는 전 세계 31개국에서 106개의 제조 공장을 운

2017

다우듀폰 합병

영하고 있으며, 연 매출은 약 390억 달러이다.

2019

다우, 다우듀폰으로부터 분사 완료

하며 더욱 전문성 있는 소재 과학 기업으로 변모했다.

2016.06 ~ 현재	(사)한국건축시공학회 내
실링기술 위원회 분과 위원

한국다우 강종수 차장

(DowDuPont)의 소재과학 부문이 됐다. 이후 2019년 4월 1일자로 다우
듀폰으로부터 분사, ‘다우’(DOW)라는 이름으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

담당
2013.10 ~ 현재

을 높였으며, 2017년 듀폰(DuPont)과의 동등합병을 진행해 다우듀폰

2008.12 ~ 2013.09 한국유리공업(주) 근무

지난 1980년부터 올림픽 파트너사로 활동, 2010년부터 월드와이드 올
림픽 파트너(TOP) 및 올림픽 후원 공식 화학기업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의 공식 탄소 파트너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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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레퍼런스를 통해 제품의 성능이 검증되어 왔다. 특히 다우는 시공 후

다우는 소재 과학 전문성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고객 중심적이며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재 과학 기업이 되고자 한다.

30년 이상 지난 건물들을 대상으로 기 적용된 제품의 물성 검수를 통해
현재까지 그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또
한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실리콘 실란트의 제품 품질 향상
을 가져오고 있으며, TS&D라는 직군의 역량을 활용하여 제품의 시공 품
질 확보 및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는 Oxime 계통의 실란트 제품에 포함된 MEKO 물질에
대해서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독성자료를 바탕으로 MEKO가
0.1% 이상 함유된 제품을 발암성으로 분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우는 기존 제품의 포뮬레이션을 Oxime 계통에서 Alkoxy 타입으
로 변경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제품을 취급하는 파
사드 업계 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업무 소개

향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있다.

실리콘 실란트를 건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생산부터 건축물에

한국다우 강종수 차장

축 담당 직원으로서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준공까지, 일련의 과정 간
필요한 각종 기술적인 검토 사항들에 대해 충실히 수행한다면 건축물 속

적용, 그리고 적용 간 품질 관리 활동까지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각종 업

영업방침 및 포부

에 실리콘 실란트의 시공 품질 또한 더욱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다우

무 지원이 필수적 이다. 건축용 화학제품을 적용하기 위해 건물의 구조를

실리콘 실란트는 부자재이지만, 기능 측면에서는 구조재로의 역할 뿐만

의 실리콘 실란트가 건축물의 기대 품질을 항상 그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사전 검토하고, 기밀 및 수밀 성능 확보를 위해 적합한 실란트의 설계 기

아니라 건물의 중요한 성능 요소 중 하나인 기밀 및 수밀 성능과 밀접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업계 종사자로서 저의 작은 목표

술 지원은 물론, 제품 적용 간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QC 활동 업

게 관계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다우는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고객에게

이다.

무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다우 실리콘 사업부의 건

<자료제공: 다우>

또한 글로벌 컴퍼니의 이점을 활용하여, 다른 국가/지역에서 새롭게 개발
된 제품을 한국에 소개하고, 건축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한국 파사드 업

최근 다우케미칼의 동향 소개

계 관계자 분들께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다우는 소재 과학 전문성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고객 중심적이며 포용

차별화된 장점과 영업방식(국가과제 및 인증관련포함) 소개

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재 과학 기업이 되고자 한다. 다우는 패키징 및 특수

다우 실리콘 사업부는 1940년 다우케미칼과 코닝글라스의 합자회사였던

플라스틱, 산업용 중간재 및 인프라스트럭쳐, 기능성 소재 및 코팅 등의 다

다우코닝에서 시작됐다. 2016년 다우로 합병된 다우코닝은 전세계 최초

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으며 약 35,7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

로 실리콘이라는 물질을 개발하고 상업화에 성공했으며, 현재 다우는 실

다. 한국에는 2020년 12월 현재 약 33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리콘 업계 내에서 가장 많은 제품을 생산 및 최다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 및 여수 사무소와 진천 실리콘 공장,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건축용 실리콘 실란트 제품의 역사는 다우의 역사와 함께 했다. 세
계 최초 weatherproofing silicone sealant를 개발 및 건물 적용, 세계

주요 제품 및 업무 소개

최초 structural silicone sealant를 개발 및 건물 적용했고, 전세계 수

주요 제품

많은 랜드마크 빌딩에 다우의 제품을 적용해 왔다. Structural glazing

•구조용/내후성/복층유리용/도로 및 항만용 실리콘 실란트

system에서 구조재의 역할을 수행하며, 건물의 각종 조인트에 적용되어

•건축용 화학제품(Construction Chemical) - 교량 등의 대형 구조물

기밀, 수밀 성능을 확보해야 하는 실리콘 실란트의 핵심 성능 중 하나는

외부 코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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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신뢰도(reliability) 이다. 다우의 실리콘 실란트는 오랜 기간 수많

43

회사 소개

불이나면 방화막을 형성하는
스마트한 준불연 경질 우레탄 폼보드

코스모폴 엑실드

회사 소개

코스모폴 엑실드만의 차별화는 국가기관과의 공동 특허 취득으로
안정적 준불연우레탄보드 납품이 가능하며 고성능 준불연 단열재이기에
기존단열재 대비 많은 두께절감이 가능하다.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에너지 저감정책에 따라 국내 건축법은 제로에너

저감된 성능으로 기존의 유기질 단열재로는 불가능한 수준의 성능이다.

더불어 준불연폴리우레탄 단열재 관련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제

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을 목표로 매년 단열성능이 강화된 단

화재의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우수한 불연 단열재인 무기질 단열재는 낮

안한다면 국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서』에 따르면 건축물

열재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가의 스티로폼 단열재가 아닌

은 단열성능과 높은 흡수율의 문제가 있고, 유일한 준불연 단열재인 페놀

에서 사용 가능한 단열재는 열전도율 0.051W/mK이하의 제품이면 사

고가의 경질우레탄폼 단열재의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폼 단열재(PF폼)는 포름알데히드와 산성 침출수 방출 등의 환경문제가

용이 가능하며, 모든 단열재는 반드시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제품이고,

그러나 최근 대형화재에 따른 화재확산과 인명피해의 주 요인으로 스티

있다.

건축물의 적용 부위별로 세심히 검토하여 적정수준의 단열재를 선정하여

로폼과 우레탄 등 유기단열재가 지목되며, 높은 단열성능에 준불연 성능

코스모폴 주식회사(대표이사 장가빈, 이재근)는 이미 검증받은 우수한

야 하나, 현재 국내 단열재 시장은 Zero Energy Building을 표방하면서

까지 추가된 단열재를 사용하도록 법이 개정되며 국내 단열재산업에 지

유기단열재인 경질 우레탄폼 단열재에 준불연 성능을 부여하기 위해 한

도 흡수성, 장기열전도 및 산성도(pH)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항이다.

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국세라믹기술원(원장 정연길)의 김형준박사팀과 공동으로 무기질의 능

또한 중국 및 해외에서 수입한 성능이 일정하지 않은 단열재가 유통되며

준불연은 화재가 발생해도 화재가 확산되지 않고 유독가스 방출이 대폭

동형 불연면재를 개발하여 완벽한 준불연 성능을 구현한 경질우레탄폼

국내 단열재 시장을 잠식하고 있기에, 장기적으로 건축물 내구성 및 소비

단열재(제품명 : 엑실드/국문, Exield/영문)를 2019년 국내 최초로 출

자 건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종식시켜야 할 듯 하다.

시하였다.
2021년 현재 국내 단열재 제조업은 생존이 걸린 시기로 첫째. 패시브하
코스모폴 준불연 경질우레탄폼 단열재는 건축물 단열재에 필요한 5가지

우스 수준(중부1지역 거실의 외벽 외기직접 열관류율 0.15W/㎡K)으로

요구사항인 우수한 단열성능, 시공성, 흡습성과 방화성능 외에도 환경유

의 강화, 둘째. 녹색건축 인증제도에 따른 친환경인증 획득 요구, 셋째 건

해성이 전혀 없는 제품으로 고가의 페놀폼 단열재가 장악하고 있는 준불

축법 난연성능 강화에 따른 소재 자체로 준불연 성능 구현이 필요한 상황

연 단열재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이다. 이는, 유기단열재 업계에 매우 어려운 과제이나 코스모폴은 강화된

적용부위는 주택 및 비주거의 고성능단열재 부착부위 및 커튼월건물의

건축법에 따른 신제품 출시 및 연구 강화를 통해 금년內 심재준불연 우레

Back Panel 및 옹벽부위 판넬내부 단열재로 사용이 가능하여 폭넓은 적

탄보드 제품 제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용부위의 장점으로 많은 구매처가 발생하고 있다.

삼일그룹(社) 소개
코스모폴 엑실드만의 차별화는 국가기관과의 공동 특허 취득으로 안정적

삼일그룹(회장 김성훈)은 1979년 삼일화학공업사(수원)로 설립되어

준불연우레탄보드 납품이 가능하며 두께 50mm에서 250mm까지 국내

가전, 산업용 포장재를 주로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2021년 현재 국내

최다인 21종의 규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7개사업장, 해외 4개사업장(슬로바키아,멕시코,태국 등)을 운영하고 있

또한 건축물의 구조를 담당하는 콘크리트의 안정적인 성능에 영향을 미

으며 건축용 단열재까지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준불연 우레탄보드 생산

치는 몇몇 산성단열재와 달리 코스모폴 엑실드는 중성의 성능을 인정받

을 하고 있는 코스모폴을 계열사로 운영하고 있다.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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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코스모폴 041-534-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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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하우시스, 디자인과 기능성 강화한 ‘인테리어 도어’ 중문
신제품 출시
트렌디한 디자인, 뛰어난 성능, 사후관리까지 믿을 수 있는 중문
■ 인테리어 도어 시리즈, 기능과 가격에 따라 3, 5, 7 등 다양한 중문 제품 선보여
■ 프레임 두께 18mm, 40mm의 슬림 디자인으로 개방감 극대화, 고강도 알루미늄 자재로 내구성 우수
■ 지인 시그니처 핸들, 이지오픈 핸들, 고성능 댐퍼 등 다양한 부자재 적용해 고객 편의성 높여

LX하우시스가 슬림한 디자인과 우수한 기능성

자인과 개폐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중문 신제품 ‘LX Z:IN 인
테리어 도어’를 선보였다.

간 유리와 다양한 프레임 컬러를 조합할 수 있
어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린다.

3

4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인테리어 도어는 기
존 중문 프레임보다 얇은 40mm(클래식),

손잡이와 레일 등 제품의 편의성도 고려했다.

새롭게 출시된 ‘LX Z:IN 인테리어 도어’는 다양

18mm(슬림) 두께로 출시해 세련된 디자인과

손잡이에는 유리에 지문이 남지 않는 지인 시그

한 중문 제품을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능과

극대화된 개방감을 선사한다. 특히, 내구성이

니처 핸들,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쉽게 열 수 있

가격대에 따라 인테리어 도어 3, 5, 7로 구분

강한 고강도 알루미늄 소재를 적용해 변형이나

도록 설계된 이지오픈 핸들을 적용해 편의성을

해 선보였으며, ‘클래식 슬라이딩’, ‘슬림 스윙’,

뒤틀림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인테

높였다. 하부레일은 턱을 낮춰 출입이 편하도록

‘슬림 슬라이딩’ 등 종류별로 다양한 프레임 디

리어 취향에 따라 투명, 불투명, 패턴 등이 들어

설계했다.

 인테리어 도어 7 클래식 슬라이딩
 인테리어 도어 7 슬림 스윙
 인테리어 도어 5 슬림 슬라이딩
 인테리어 도어 5 슬림 스윙
 인테리어 도어 3 슬림 슬라이딩

5

고성능 댐퍼, 바운스 스토퍼 등 프리미엄 부자

만의 특별한 품질 관리 프로그램으로 업계 최

리미엄 자재로 내구성까지 갖춰 완성도가 매

재를 적용한 것 또한 특징이다.

초로 중문 몸체에 대해 직영 시공 선택 시 최장

우 높은 제품”이라며 “향후 완벽한 품질의 제

10만 회의 개폐 테스트를 거친 고성능 댐퍼 하

10년 동안 사후 관리를 보증해 고객 만족도를

품 개발부터 시공, 사후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드웨어는 문을 닫을 때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

높였다.

전 과정에 걸쳐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해 손 끼임 및 파손을 방지하며, 문을 여닫을 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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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력해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

떨림을 잡아주는 바운스 스토퍼를 적용하여 부

LX하우시스 관계자는 “새로 출시된 인테리어

드러운 개폐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LX Z:IN

도어 신제품은 슬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프

다.
<자료제공 : LX하우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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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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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EL BOHINJ_REVITALISED
ZHUBO DESIGN

슬로베니아 보히니에 소재한 호텔 보히니 [Hotel Bohinj; 구 ‘호텔 콤파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지진으로부터 구조적 보호를 제공하기도 한다.

스 (Hotel Kompas)’]는 최종 외관을 고려하지 않은 채 30년 전 즉흥적

낙엽송 목재로 된 클래딩은 다른 새로운 외부 요소들을 덮어 호텔이 자연

으로 건축되었다. 이 호텔은 고원에 위치해 있어, 산, 보히니 호수, 야네

스러운 외관을 띠도록 한다. 입구 앞면의 확장된 구역에는 새롭고 더 넓

즈 크르스트니크 (Janez Krstnik) 교회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어 특별한

은 2층 높이의 로비와, 입구 캐노피, 레스토랑을 설치하였다. 오래된 호

친밀감을 선사한다. 호텔 보니히의 새 소유주는 구조 보강, 내부 개조, 지

텔 보히니 건물의 삼각형 박공지붕은 입구 앞면에 이미 눈에 띄는 요소를

속가능한 개조를 포함한 전면적 재단장을 결정하였다.

갖추고 있었으며, 배경에서 산 정상과 소통하는 듯한 삼각형 요소의 새로
운 구성에 영감을 불어넣었다. 이 호텔의 새로운 건축요소는 현지의 토속

재단장

적인 건축 디테일과 기교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기본 건물은 목재 골조의 새로운 외피구조물을 설치하여 보존하였다. 새
로운 발코니를 설치하고 전체 볼륨감을 바꾸는 것 외에, 이 골조는 배수

호텔 내부는 69개의 객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객실의 패턴 · 질감 · 가

로 · 전선 · 피뢰침과, 개조에 따라 생성된 구조물을 망라함은 물론, 이

구 디테일은 현지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또한, 이들 객실은 더블룸, 트

ⓒ Ziga Intihar

50
ⓒ ALES GREGORIC

51

Curtain Wall 산책

ⓒ Ziga Intihar

ⓒ Ziga Intihar

리플룸에서, 발코니와, 전체 경치가 한눈에 들어오는 창이 있는 패밀리룸

지인 모두 슬로베니아 고유의 명물을 비롯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구는 매우 분위기 있는 빛을 비춰주며, 의자는 재활용 플라스틱 병으로

호텔 보히니 전체의 기본구조 · 유리 · 벽에 표현된 그래픽은 1778년 8

까지 다양한 크기의 객실로 구성되어 있다. 긴 공용 복도에서 걸으면, 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통 건축물은 해마다 몇 개씩 사라지고 있으

만든 펠트로 제조되었다. 벽 · 가구 · 천장은 낙엽송을 주요 재료로 하고

월 26일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높은 산인 트리글라브 산을 최초로 정복한

히니 풍의 건초선반인 ‘토플러 (toplar)’의 구조물을 통과하여 걷는 것처

며, 대개 자체적으로 붕괴된다.

있으며, 모든 디테일은 현지 및 토착 전통에서 영감을 받았다. 공용 공간

4명의 용감한 남자 등반가들의 실루엣을 나타낸다. 그들의 이야기는 호

의 바닥은 주변 암석의 밝은 회색을 띤 테라스로 구성되어 있다. 입구와

텔 전체에 걸쳐 붉은 실을 사용하여 작품으로 나타내었으며, 용맹성과 용

럼 보인다. 슬로베니아의 장인정신이 담긴 이 전통적이고 기념비적인 구
조물은 호텔 주변의 마을을 따라 서 있다. 객실로 걸어가는 동안, 슬로베

공용 구역은 2층 높이의 입구 로비, 레스토랑 겸 조식당, 전통적인 테라

호텔 로비로 이어지는 커다란 검은 돌의 흔적은, 이곳의 명물 고양이 맥

기를 상징한다. 이 작품은 트리글라브 산과 함께 보히니의 강력한 상징과

니아에만 존재하는 이 독창적이고 토속적인 구조물 안을 걷는 특별한 체

코타 난로가 있는 복고풍 비스트로 (간이 식당), 소회의실, 와인숍이 딸린

스에 대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맥스는 호텔 보히니가 재단장을 위해 폐

정체성을 나타낸다. 그들이 트리글라브 산을 최초로 정복한 이야기를 통

험을 할 수 있다. 카펫 바닥과 천정 · 벽면에 재현된 이 기하학적 구조는

클럽이 구성되어 있다. 의자, 벤치, 커튼, 실내 장식품, 조명까지도 호텔

장한 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사라진, 호텔 보히니의 전설적인 고

해, 숙박객들은 과거를 돌아보고 현지의 뿌리 · 정체성을 돌아보면서, 역

디자인의 참고가 될 뿐 아니라 경고이기도 하다. 외국인과 슬로베니아 현

보히니를 위해 독창적으로 디자인되고 해석된다. 나뭇가지를 닮은 조명

양이이다.

사를 되살리는 것과 지역 정신을 고취하는 연결 고리를 창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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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호텔 보히니는 온수가 공급되는 야외 수영장과, 잔디밭을 갖춘, 작
은 피트니스 센터를 자랑한다. 기존의 오래된 수영장은, 대형 벽난로와
사교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개조하였다. 이에 따라, 숙박객들은 호수에서
수영하도록 권장되며, 이 호수의 물은 강과 통하여 흐르고 있어 1년에 세
번 이상 물이 교체되며, 수질이 가장 깨끗한 물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언덕이 많은 이곳에서 별이 가득한 하늘을 감상하면서 밤의 아름다
움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도록 호텔의 조명을 은은하게 유지하고 있다.
외부의 배열은 토종 식물이 성장하도록 할 것을 지시한 트리글라브 국립
공원의 지침을 고려하였다.

호텔 보히니의 재단장은 에너지 재생에도 중점을 두었다. 에너지 사용
을 계획할 때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고려된다.
ⓒ Ziga Intihar

A2 등급은 에너지 인증서 규정에 따라 획득할 수 있다. geo-sond가 있
는 열펌프는 열원으로 사용되며, 공용 구역과 일부 객실에는 복사열 바닥
난방, 또는 대류 냉난방식 냉방 · 난방이 제공된다. 호텔에는 중앙 제어장
치가 있어 냉방 · 난방의 양을 조절한다.

모든 조명기구는 에너지 절약형 LED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이들 기구는
조명 시간을 제한하는 센서를 통해 작동한다. 모든 내장형 장비는 전력소
비량 부문에서 최저 소비량에 해당하는 등급을 획득한 장비이며, 특히 광
공해 방지에 대한 현대적 지침에 따라 세밀하게 설계되었다. 호텔 보히니
는 트리글라브 국립공원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만큼, 생물다양성을 보
호하고 모든 야행성 동물과 생명체가 공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
하다.

Hotel Bohinj, the former Hotel Kompas was built
spontaneously over the last three decades, without thinking

ⓒ Ziga Intihar

about its final appearance. It is raised on a plateau, which
gives it a special intimacy, with views of Lake Bohinj, the
mountains and the church of Janez Krstnik. The new owners

balconies and changing the overall massing, the frames are

of the hotel decided for radical overhaul including structural

providing structural protection against the region’s frequent

reinforcement, interior refurbishment and sustainable

earthquakes as well as incorporating gutters, wires, lightning

renovation.

rods and recuperation outcomes. Larch wood cladding
covers other new exterior elements, giving the hotel a natural

ⓒ ALES GREGO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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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ovation

appearance. The entrance façade is complemented by

The basic volume was preserved with a new structure

an extension with a new, larger double-height lobby, an

envelope of wooden framework. As well as creating new

entrance canopy and restaurant. The triangular g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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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ES GREGORIC

roofs of old building already had recognizable elements on
the entrance façade the inspired the new composition of
triangulated elements that create dialogue with the mountain
tops in the background. The façade and new architectural
elements are inspired from local vernacular architecture
details and crafts.

The interior consists of 69 rooms. The rooms have a modest
local inspiration with patterns, textures and furniture details.
They are of different sizes, from double, triple to family
rooms with panoramic windows and balcony. Long common
corridors represent a walk through the construction of the
Bohinj hayrack “toplar”. These traditional monuments of
Slovenian craftsmanship stand along the villages around the
hotel. The walk to the room offers guests unique experience
of walking through these unique vernacular structures buildings that are present only in Slovenia. This geometry,
recreated on the carpet floor and on the ceiling and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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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ES-GREGORIC

coverings is not only a design reference, but also a warning.

color of surrounding rocks. Large black stone traces leading

The hotel also boasts a small wellness center with an

certificates. Heat pumps with geo-sond serve as a heat

Both foreigners to Slovenian unique specialty as well as

to the entrance and the hotel lobby remain in the memory

outdoor pool with heated water and on the lawn; the old

source, in common areas and some rooms there is

locals to protect cultural heritage. Every year, a few examples

of the famous Mr. Max, the legendary hotel cat, who after

pool was replaced by large fireplace and space for social

radiant floor heating or heating and cooling with the help

of this traditional architecture disappear, often collapsing on

previous hotel closed down for renovation disappeared into

events. This encourages guests to swim in the lake, which

of convectors. The hotel has central control, which also

its own.

an unknown place.

due to its fluidity with river changes the water at least three

regulates the quantity of heating and cooling.

times a year and is considered one of the cleanest waters.
The common areas include a two-level entrance lobby, a

The graphic represented on fabrics, glass and walls along

In order to once again feel the beauty of the night in the

All lighting is based on energy-saving LED technology,

restaurant and breakfast room, a retro-bistro with traditional

the hotel represent the silhouette of four brave men who were

hilly places and the starry sky, the lighting of the hotel is

the lights work through sensors which limits the lighting

terracotta stove, a small congress hall and club with wine

the first that conquered Triglav, Slovenian highest mountain

restrained. The external arrangements took into account the

time. All built-in equipment is in the lowest classes in terms

shop. Chairs, benches, curtains, upholstery, even lights are

on August 26, 1778. Their story is a red thread throughout

guidelines of the Triglav National Park which dictated the

of consumption and is designed intimately, especially in

unique designed and interpreted especially for this hotel.

the hotel, symbolizing courage and bravery. Alongside

indigenous growth.

accordance with modern guidelines on prevention of light

The lights, resemble branches and give a very intimate light,

Triglav, it represents a strong symbol and the identity of

chairs are from felt produced of recycled plastic bottles.

Bohinj. With their story of the first approach, guests will

Par t of the renovation of the hotel was also energy

National Park, this is even more important, as it protects

Larch wood is main material of walls, furniture and ceiling,

return to the past, to local roots and identity, and create a

rehabilitation. When planning energy use, the strict rules

biodiversity and enables the coexistence of all nocturnal

all details inspired by local and vernacular tradition. Floors

connecting circle between reviving history and bringing the

on efficient use of energy are taken into account. Class

animals and organisms.

in common areas are made of terrace that has light grey

local spirit.

A2 is achieve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for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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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lution. As the hotel is located in the heart of the Trigl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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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ASSY

Living alongside Koellnischen Park, Berlin
New residential building

독일 베를린에 소재해 있고 6개 동으로 구성된 ‘EMBASSY’ 아파트 단

(Alexanderplatz)과, 겐다르멘 시장 (Gendarmenmarkt) 주변의 역사적

지는 쾰니셰르 공원 (Koellnischer Park) 맞은편의 22,774 m2 규모

인 중심지도 단 몇 분 거리에 있다.

의 부지에 건설되었다. 베를린 미테 (Mitte) 구에 있는 쾰니셰르 공원
은 슈프레 강 (Spree River)에서 멀지 않으며, 이 공원에는 17세기에는

EMBASSY 아파트 단지는 규모와 디자인 측면에서 도시 구조와 조화롭

도시 요새가 자리하고 있었다. 18세기 중반부터는 당시 프로이센 왕국

게 조화를 이루며, 다양한 구조로 깊은 인상을 심어준다. EMBASSY 아

의 수도 베를린의 확장을 위해 이 요새가 하나씩 해체되었다. 오늘날에

파트의 앞면은 거리를 향해 있고, 각 동은 서로 다른 디자인으로 단장되

는 수많은 대사관과 영사관이 이곳 인근에 소재해 있다. 알렉산더 광장

어 각각 고유한 특성을 띤 6개의 개별 아파트 건물로 구분되어 있다.

Am Koellnischen Park 6-7, 10179 Berlin
Client: ADAM EUROPE GmbH, Berlin
GFA: 10,742.40 sqm
Completion: June 2021
Service stages: 1-4, Lead details and artistic
supervision
Architect: Sergei Tchoban
Project partner: Martin Krebes, Frederik-Sebastian
Scholz
Project leader: Martin Krebes
Team: Lev Chestakov, Giorgia Fontana, Valeria
Kashirina, Jennifer Klaehn, Fabiana Pedretti, Fabio
Prada, Daniele Ricci, Ingo Schwarzweller, Evgenia
Sulaberidze, Liem Yagob
Project management: WasE-Bau GmbH, Berlin
General contractor: Adolf Lupp GmbH & Co KG, Berlin
Execution planning: ardoris GmbH, Berlin
Landscaping: NOLTE | GEHRKE - Partnerschaft von
Landschaftsarchitekten mbB, Berlin
Structural engineering: KRAMPE Beratende Ingenieure
GmbH, Berlin
Building physics: PORR Design & Engineering
Deutschland GmbH, Berlin
Fire protection: KREBS+KIEFER Ingenieure GmbH,
Dresden
Building equipment: Mueller Ingenieurgesellschaft
GmbH, Potsdam
Interior: Design Alchemists, Berlin
Clinker construction: Drantmann Klinker - Bau GmbH &
Co. KG, Berlin
Clinker: Janinhoff GmbH & Co. KG, Muenster-Hiltrup
Natural stone/facade: Stone Alliance GmbH, Wetzlar
Sun protection: WAREMA Renkhoff SE, Marktheidenfeld
Photographer: Roland Hal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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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난간 높이가 서로 달라 이러한 독립성이 돋보인다.

EMBASSY 아파트는 총 133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일부에는 장애
물이 없으며, 이들 133세대는 전체 2~7층과, 일부 동의 경우 1층에 걸쳐

자연석과 클링커 벽돌로 만든 천공 형태의 파사드는 신중하게 채택된 서

분포되어 있다. 이 단지 1층에는 총 4개의 상가가 있으며, 이들 상가는 A

로 다른 자연스러운 색상으로 번갈아 배열되어, 베를린의 전형적인 주변

동에 2개, F동에 2개가 있다. EMBASSY 아파트는 1~5개 침실이 딸린

건축물의 유형성과 다채로움을 나타낸다. EMBASSY 아파트 건물의 앞

세대로 고르게 구성되어 있고, 면적이 가장 넓은 세대는 160 m2이다. 대

면 중 일부는 매끄럽거나 골이 진 자연석이 드러나 있고, 나머지는 돌출

부분의 세대는 테라스 또는 발코니를 통해 주변의 녹지와 연결되어 있다.

부와 오목한 부분으로 양각 구조를 띠고 있다. 목재 알루미늄 창 시스템

거리를 향한 앞면의 출구는 유리문으로 디자인되었다. 높이가 서로 다른

에는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넓은 유리 표면이 있어, 각 방에 우수

옥상에는 옥상 테라스가 있고, 이 옥상 위의 평평한 지붕에는 녹지가 조

한 채광을 제공한다.

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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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동의 입구는 개별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이들 입구는 주소를 생성하고

The “EMBASSY” residential project, consisting of six

건물을 구별하는 역할을 한다. C~E동의 1층과 2층을 차지하는, 두 개의

buildings, was built on a 22,774 sqm plot opposite

층으로 구성된 타운하우스는 별도의 출입구를 통해 거리에서 직접 출입

Koellnischer Park. The listed park in Berlin’s Mitte district,

할 수 있다.

not far from the Spree River, dates back to a city fortification
from the 17th centur y. From the middle of the 18th

지하에는 총 76대를 수용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다. 입구

century, it was dismantled piece by piece in favour of the

는 Rungestrasse를 통해, 출구는 Koepenicker Strasse를 통해 이용할

expanding Prussian capital. Today, numerous embassies

수 있다. 지하 주륜장 (자전거 주차장)에는 총 243대를 수용할 수 있으며,

and consular offices are located in the immediate vicinity.

지하 주륜장에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실외 시설에 자전거를 세울 수 있

The Alexanderplatz and the historic centre around

다. 안뜰은 고밀도 조경 처리하였다. 아파트 1층의 안뜰에는 테라스를 조

Gendarmenmarkt are just a few minutes away.

성하였다.
The residential ensemble fits harmoniously into the urban
fabric in terms of scale and design and impresses with its
varied architecture. Differently designed street façades
divide the development into six individual apartment
buildings with their own unique character. In addition,
different parapet heights emphasise this independence.

Perforated façades made of natural stone and clinker bricks
in different, discreetly natural colours alternate and pick
up on the materiality and colourfulness of the surrounding
architecture typical of Berlin. Some of the residential building
façades have smooth or ribbed natural stone reveals, others
are structured in relief by projections and recesses. Woodaluminium window systems with generous, floor-to-ceiling
glass surfaces provide light-flooded rooms.

A total of 133 flats, some of them barrier-free, are distributed

ⓒ Roland Halbe

over six full storeys and a stacked storey. There are a total
of four commercial units on the ground floor of the building
roof terrace, and the flat roof above the staggered storey has

the basement. The entrance is via Rungestrasse and the exit

been planted with greenery.

via Koepenicker Strasse. 243 bicycle parking spaces are

The flat mix is balanced, with 1- to 5-room flats of up to

Individually designed building entrances create an

located in the basement and others in the

160 sqm in size. The majority of the residential units are

address and serve to identify the buildings. The two-storey

outdoor facilities.

connected to the green surroundings via terraces or

townhouses on the ground and first floors of houses C - E are

The inner courtyard was intensively landscaped. Terraces

balconies. The exits of the façade on the street side were

accessible directly from the street via separate entrances.

were created in the courtyard for the ground floor flats.

designed as French windows. The staggered storey has a

An underground garage with 76 parking spaces is located in

complex, two in house A and two in house F.

ⓒ Roland Hal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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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온실
Kuehn Malvezi 행정동

오버하우젠 중심에 위치한 오피스 빌딩은 행정동 건물과 옥상 정원의 다

수직 정원은 광장과 지붕 정원을 연결한다. 이 프로젝트는 조경사 아틀리

양한 기능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해 두 가지 유형의 특징을 통합했다.

에 르 발토와 협업하여 개발되었으며, 오래된 조경유형과 새로운 조경유

벽돌 건물의 물리적 특성과 온실의 섬세한 가벼움 사이의 긴장감은 도시

형을 공공공간으로 의도적으로 결합한 효과적인 도시계획요소이다. 나무

의 중요한 위치인 알트마르크트의 도시적 맥락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가 늘어선 시장 광장으로부터 계단을 오르고 승강장을 오르는 다양한 코

정체성을 만들어낸다.

스가 방문객들을 옥상으로 안내합니다.

ⓒ hiepler, brun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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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서 바라보면 도시의 역사적 중심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typologies. The tension between the physicality of the brick
building and the delicate lightness of the greenhouse creates

하스아키텍텐과 협력해 계획한 옥상온실 중 일부는 오버하우젠 소재 프

a new identity that affects the urban context of the Altmarkt,

라운호퍼 환경안전에너지기술연구소가 건물통합농업 분야에서 그 개념

an important location in the city.

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구지역이다.
A vertical garden connects the square with the roof garden.
The office building in the center of Oberhausen combines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landscape architects

the diverse functions of a public administrative building and

Atelier Le Balto, it is an effective urban planning element

rooftop garden in a new way, integrating features of both

that purposefully combines the old and new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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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ologies as a public space. A varied course leads visitors from
the tree-lined market square up steps and platforms, past climbing
plants and seating areas, to the roof. From the rooftop, the view
opens up over the historical center of the city.

A part of the rooftop greenhouse, which was planned in cooperation
with Haas Architekten, is a research area used by the Oberhausenbased Fraunhofer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afety and Energy
Technology, to realize its concepts in the field of building-integrated
agriculture.
ⓒ hiepler, brun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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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태양광 캐노피

디자인 개념

너지의 생산은 매우 중요하다.

수년 동안 OPENBOX ARCHITECTS는 대안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를 위해 오픈박스 아키텍쳐는 주택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70%를 태양

의 개발이 미래 기술의 핵심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전지판을 통해 생산하는 시설을 만들어 왔다.

다양한 공간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또한 매우

ⓒ b.grimm

74

중요한 일이다.

2017 년부터 오픈박스 아키텍쳐는 대체적이고 깨끗하며 지속 가능한 에

추가적인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기존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활용한 에

너지 사업에 우리의 디자인 영향력을 협력하기 시작했다.

ⓒ b.gri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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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설명

치에 있는 사무실 주차장에 두 개의 태양광 패널 캐노피를 제안했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OPENBOX 설계 개입이 많은 성공을 거둔 후 B.

우리는 멋진 조각의 형태로 태양 전지판으로 완성 된 주차장 지붕을 완성

Grimm Power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알리는 데

했다.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보내왔다. 브리핑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
는 상징적인 랜드 마크를 본사 사무실에 만드는 것이었다. OPENBOX

B.Grimm Power는 태양 에너지 분야의 선도적인 전문 기업으로, 회사

디자인 팀은 본사 레이아웃을 연구하고 주요 도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위

의 본사는 태양 광 패널과 태양열 농장을 사용하고 있다. 디자인은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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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연의 통합이다. 보다 역동적인 형태를 만들기 위해 각각의 태양광
패널은 에너지 파동에 따라 다양한 각도로 배열되어“The Power wing”
이 되었다. 또한 B.Grimm 기업의 가치에서 영감을 얻은 태양광 패널은
기업 내 사람들의 단결을 보여준다.

예술 작품 자체는 단 2 개의 기둥이 있는 50m 작품의 강철 골격과 태양
전지판 설치와 결합 된 그랜드 캔틸레버를 드러내어 엔지니어링 미학을
표현한다. 이것은 구조 및 에너지 공학에서 인류의 업적을 상징한다. 구
조의 표면 아래에는 B.Grimm Power 색상 정체성을 나타내는 테라코타
오렌지 대시가 있다. 본사 앞을 지나는 메인 스트리트와 입구 길을 지나
는 조각품들은 의도 한 의식을 가지고 강렬한 존재감을 자아낸다. 단순한
시각적 랜드 마크가 아닌, 하나의 것으로 인식되어야하는 공학과 예술의
연결을 상징하는 조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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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건설기계 공급과잉 방지 위해
2023년까지 건설기계 4종의 신규등록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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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명확해진다
27일부터‘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 지침 제정안’행정예고

소형 타워크레인 새롭게 포함하고 노후화 예방 등 보완대책도 조속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 (예시 2) 법령에 터널공사(5년), 도장공사(1년)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23년 7월까지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를 통해 도입된 기종이며, ’20.7월 이후 형식승인을 받은 소형 타워크레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있으나, 터널안 마감공사인 도장공사를 주된 공사인 터널공사 5년으로 과도하게

신규등록 제한이 연장되고,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20년 7월 이전에

인은 등록에 제한이 없다.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적용

형식신고*된 소형 타워크레인(3톤 미만)은 수급조절 대상에 새롭게 포함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하도급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 기산일을 하도급공사의 완공일이 아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업계 및 레미콘 제조업계를 위하여 수

* 건설기계 제작·조립·수입자는 건설기계를 판매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급조절범위 내에서 건설기계가 최대한 가동할 수 있게 하도록 보완대책

건설산업기본법령에는 “공사종류별 목적물”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규

원도급공사의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을 산정하는 등 하도급사에게

관계기관에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 형식을 승인(신고)하여야 함

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사종류”로만

부당 전가하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 하자담보기간을 과도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를 위해 오는 하반기 중 「건설기

* (예시) 하천공사 중 배수통문의 경우 상하수도 목적물임에도 공사종류가 명시되

하게 요구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7월 22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계관리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임의적으로 과도하게 적용

민관합동TF 활동 등을 통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

* 국토부1차관(위원장),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이해단체 등 15인이 서면으로
참여

침’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급조절 대상의 교체등록은 3년 이내 연식의 신차만 허용하여 노후화를

또한,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공사로서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방지한다. (택시, 화물차 등 타 수급조절 대상은 이미 적용 중)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하자책임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하자담보책임 관련 용어 정의

있음에도, 하자담보책임을 불합리하게 주된 공사로 길게 정하는 사례도

하자담보책임은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하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건설기계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해 ’09년에 도입
되었으며, 이후 2년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수급조절

말소 장비의 교체등록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하여 건설기계가 적기에 공급

있었다.

고, ‘시공상 하자’란 시설물이 설계도서와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여부를 결정해왔다.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예시 1) 법령에 터널공사(5년), 도로(2∼3년)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시공 후 균열ㆍ파손ㆍ누수 또는 기능상 장애 등이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있으나, 터널안 도로공사 등의 경우 주된 공사인 터널공사 5년으로 과도하게 적용

하였다.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은 ’09년부터 수급조절 대상이었으며, 콘크리트펌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보험 미가입 등 사실상 사용하지 않거나 안전을

프는 ’15년부터 대상에 포함되었다.

위해할 수 있는 장비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 하천공사의 공사종류별 적용기준 >

국토교통부는 이번 심의에 앞서 3월 초부터 전문기관(대한건설정책연구
원)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건설기계 수급추이를 분석하는 한편, 전문가 의

아울러, 레미콘 제조업체와 믹서트럭 운송사업자 등 업계와 상생문화

견수렴과 업계 간담회를 통해 수급조절에 대한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율

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갈등해소를 지원해 나갈 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획이다.

이를 통해 마련된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국토교통부는 이번 심의결과에 따른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와 수급조절

같다.

기간을 7월 30일 고시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3종은 향후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
석되어 ’23년까지 수급조절을 유지한다. 또한, ’20.7월 이전에 형식신고
된 소형 타워크레인을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하였다.

참고로, 신규등록이 제한되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20.7월 이전 신고절차

80

공사별

1) 하상ㆍ제방 도로

2) 하천보

3) 배수통문
4)관계수로ㆍ매립

적용공사별
(영 별표4)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속 도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
한다]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년

도로

①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
② ① 외의 시설

10년

①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② 관로 매설ㆍ기기설치

7년
3년

댐

상ㆍ하수도

2년

5년

관계수로ㆍ매립

3년

5) 부지정지

부지정지

2년

6) 친수시설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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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기준 명시

하자분쟁과 불공정행위 금지 등

건설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

불필요한 하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천재지변, 유지관리 부실관

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라도 하자보수책임을 지도록 명확화하고,

리상 하자 등 건설공사의 하자여부 판정과 적용사례를 소개하였고, 불합

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공사가

리하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자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

아닌 하도급공사로 한정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토록 규정하였다.

도록 불공정행위 금지사항, 하자담보 면책사유 등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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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방역 강화에 역량 집중”강조
30일 성남시 건설현장 찾아 방역실태 점검·안전관리 철저 당부

* 건산법령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나 사용자의 불공정행위 관련 내용파악을 용

공사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구체화

이하게 하기 위해 예규에서도 적용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건설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7월 30일 성남시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하

또한, “성남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라며,

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 실태 및 근로자 작업안전 관리

“업무시간 외에도 지켜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사적 모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책임기간을 적용하도록 구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

현황 등을 점검하고, 공사 마무리까지 방역을 위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말

임을 자제하는 등 개개인 모두의 경각심을 높여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체화하였고,

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아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연이은 폭염으로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

* (예시1) 터널안 또는 교량 위의 도로공사는 ‘도로’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8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

윤 차관은 코로나-19 방역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현황 등을 보고받은 뒤,

해야 한다”면서, “현장 책임자는 작업현장과 가까운 곳에 휴식공간을 제

(예시2) 세부 공종별로 규정하지 아니한 전문공종에 관해서는 전문공사별 하자담

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2천명에 달하여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공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하는 한편, 현장 내 근로자 안전을 위협

엄중한 상황인 만큼, 현장의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면밀하게 살펴봐 달

국토교통부 김근오 건설정책과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

강조하면서, “근로자는 작업 중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현

라“고 당부했다.

다양한 공사가 복합되어 법령에 공사종류를 명시하지 아니한 하천공사는

쟁 요인을 해소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확립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

장책임자는 기본방역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선제적인 방역 실천에 모

한편, 윤 차관은 취임 이후 5차례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과

목적 및 기능에 맞게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공종별 적

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근로자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보책임기간을 따름

용기준을 마련하였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명확화 사례 >

노형욱 장관, “폭염 속 건설 근로자 안전·방역에 총력 기할 것
- 27일 건설현장 폭염 대비 건설근로자 안전 확보에 총력 강조
- 잠실역 환승센터 찾아 방역실태 점검·환승인프라 적기확충 지원

터널) 일괄 10년 적용 ⇒ 포장 2~3년, 차선도색 1년, 타일 1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27일(화) 구리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

며, “발주자는 시공자가 공사중지 상황을 우려하여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

설 현장을 찾아 폭염기간 중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하고자 무리한 작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한 만큼, 공기연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해 줄 것으로 당부하였다.

장과 계약금액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줄 것”도 요청하였다.
* (공공) 공사계약일반조건(기재부예규), (민간) 표준도급계약서(국토부고시)

노 장관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폭염에 대비한 안전관리계획을 보고받은
뒤,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있는 가운데 실외 작업이 많은 건설 근로

또한, 노 장관은 근로자가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현장 곳곳에마련된 급

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수시설과 간이 휴게실을 둘러보는 자리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물·휴식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현장 작업공간에서 멀지 않은 곳

하천보) 하자기간 불분명 ⇒ 본체 10년, 기타시설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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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낮 무더위 시간에는 실외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정상적인 작업

에 휴게시설을 확보하는 등 건설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심하고 비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중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으

상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배수통문) 일괄 7년 적용 ⇒ 철근콘크리트 구조부 7년, 관로매설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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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건설현장 방문에 앞서 노 장관은 잠실역 환승센터를 찾아 코로

틈없는 방역망 구축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다.

체 초청간담회 등 풍성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연수생들의 만족도 또한

및 성장에 기여하고 싶다” 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방역을 위해 총력을

아울러, “GTX, 신안산선 등 광역철도가 본격적으로 개통하게 되면 수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건설정책 홍보 및 주요 이슈 연구, 전문가 정책 트렌드 진단 등 주요핵심 정

다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권 광역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비하

노 장관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강화된 방역대책에 대하여 보고

여 서울역, 청량리역 등 주요 광역환승센터를 속도감 있게 구축하고 사당

작년 9월에 입학한 캄보디아 연수생 2명(Dim Sokkhim, Throng,

를 받은 뒤, 광역버스 승·하차 게이트 및 환승통로, 관제실 등 환승센터

역, 당산역 등 서울시내 주요 환승거점 12곳의 광역버스 환승시설도 개

Chandaravuth)은 해외건설협회에서 발행하는 K-Build 저널* 기고문

국토교통부 오성익 해외건설정책과장은 “글로벌 인프라개발정책 역량강

내 방역현장 곳곳을 꼼꼼하게 점검하였다.

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을 통해, “무엇보다 한국의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화 과정이 융복합적 인프라개발 인력양성을 통한 한국형 모델 수출 기반

이 자리에서 노 장관은, “잠실역 환승센터는 수도권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이와 함께, “환승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경기도의

project) 노하우를 통해 캄보디아에도 민간분야의 인프라 사업 참여를 촉

을 마련하고 우리 건설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면

광역 환승센터로 하루 약 1만2천명의 이용객들이 이용하시는 곳”인 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정부도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를 위해 노

진 할 수 있는 방법을 벤치마킹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에

서, “국내기업 주요 진출국가와 중장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외

큼,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한층 높여 신속하고 빈

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배운 인프라개발 경험과 기술을 캄보디아의 지속가능한 인프라개발

수주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보를 우리기업체 등에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정기간행물(분기별 온라인 발간)

글로벌 인프라개발 정책 역량강화과정 4기 연수생 선발

‘21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공시

24개국 86명 지원자 중 20명 선발… 9월 3일부터 교육과정 시작

- 총 70,347개사 대상 평가… 삼성물산·현대건설에 이어 지에스건설 3위
- 8월 1일부터 평가액 기준으로 입찰제한, 수주제한 등의 근거로 활용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립대학교가 운영하는 ’글로벌 인프라개발 정책 역량

을 대상으로 공개모집(6.1.~6.20)한 결과, 24개국에서 86명이 철도, 주

강화 과정‘ 연수생을 공개모집한 결과,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

택, 금융, 투자개발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경쟁률 4.3 : 1) 한 것으로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1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삼성물산

세계 24개국에서 86명이 지원하였다.

나타났으며, 1차 서류심사(6.21~6.25)를 통해 42명을 선정한 후, 2차

㈜이 22조 5,640억 원으로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글로벌 인프라개발 정책 역량강화 과정*

온라인 인터뷰(6.28~7.8)를 거쳐 최종 합격자 20명*을 선발(7.9)하였다.

(Glob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Scholarship Program) 제4기

* 인도네시아 3명, 우즈벡 3명, 말레이시아 2명, 태국 2명, 캄보디아 2명, 에티오

2위는 전년과 동일하게 현대건설㈜(11.4조원)이 차지했고, 3위는 전년 4

연수생 20명을 최종 선발*하고, 9월 3일부터 시작하는 교육과정을 위해

피아 1명, 케냐 1명, 탄자니아 2명, 르완다 1명, 우간다 1명, 가나 1명, 페루 1명

위를 기록한 지에스건설㈜(9.9조원)이 차지했다.

필요한 등록금, 기숙사비, 현장학습 등 일체 경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위탁기관)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육과정) 3학기 석사과정

’글로벌 인프라개발 정책 역량강화 과정‘(Global Infrastructure

(‘21.8월∼22.12월), (참가국가)해외건설 분야 중점협력국(31개국) (지원규모) 학

Development Scholarship Program)은 한국형 인프라개발 경험과 기

기당 3억원

술을 연수생들에게 전수하여 중점협력국 공무원의 인프라개발 분야 핵심
인재를 배출하는 한편, 인프라개발 선도국가로서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

’글로벌 인프라개발 정책 역량강화 과정‘(Global Infrastructure

를 제고하고, 중점협력국 공무원과 국내 기업 실무자 간 교류확대를 통해

Development Scholarship Program)은 국내기업의 해외 건설시장 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데 기

출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8년부터 운영해온 프로그

여하는 등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램으로 1기 20명, 2기 19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오는 12월 수료를

* 1~3기 연수생(59명) 과 도로공사, 도화엔지니어링 등 총 27개 기업과 인턴쉽 수

앞둔 3기 연수생 20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다.

행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 정보공유 및 인프라개발 협력방안 등 모색

코로나-19로 인해 지원자가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번 4기

또한, 기본수업 외 참여 연수생들이 한국의 다양한 인프라 개발경험을 체

연수생 선발을 위해 해외건설 분야 중점협력국(31개) 정부 및 공공기관

감할 수 있도록 철도, 도로, 신도시개발 등 현장견학과 함께 인턴십, 업

84

체들의 순위가 1단계씩 상승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1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7.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전년 3위를 차지했던 대림산업㈜은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디엘이앤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0,347개사로 전체 건설업

씨㈜를 신설함에 따라, 8위를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전년 4위∼8위 업

체 77,822개 사의 90%이다.

<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토목건축공사업) >
(단위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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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체 등록현황 및 시공능력평가 업체 수(‘21.7.23 현재) >
구분

종합업

전문업

기계설비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체수
(77,822개)

14,060

47,374

9,096

7,292

시평업체
(70,347개)

12,651
(90.0%)

43,722
(92.3%)

6,867
(75.5%)

7,107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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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건설(4,240억 원), ‘에너지저장ㆍ공급시설‘은 현대엔지니어링(4,237

신인도평가액 = 신기술지정, 협력관계 평가, 부도, 영업정지, 재해율 등

(도급하한제)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

억 원)ㆍ대우건설(3,198억 원)ㆍ포스코건설(2,262억 원) 순이다.

을 감안하여 가ㆍ감산

3%이내, 토건 1,200억원 이상)는 시평금액의 1% 미만공사 수주 제한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

시평제도 활용현황

(입찰참가자 자격기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입찰자의 시평

사실적ㆍ경영상태ㆍ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매년 공시(7월

(유자격자명부제)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 구분[1등급(6,000억원 이상)∼

액은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을 초과해야 함

말)하고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다.

7등급(81억원)]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공사실적(‘20년) 주요 순위

명부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토목건축 분야는 현대건설이 7조 3,209억 원, 삼성물산이 6조 6,924

* 유자격자명부제: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1등급(6,000억 원 이상)∼7등급

억 원, 대우건설이 6조 3,016억 원
•토목 분야는 현대건설이 2조 600억원, 삼성물산이 1조 3,107억 원,
대우건설이 1조 2,468억 원

•산업ㆍ환경설비 분야는 삼성엔지니어링이 4조 2,497억 원, 삼성물산
이 2조 1,405억 원, 지에스건설이 2조 1,159억 원
•조경 분야는 대우건설이 1,495억원, 대방건설이 590억 원, 한화건설

** 도급하한제: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 3%
이내, 토건 1,200억 원 이상)는 시평금액의 1% 미만 공사의 수주 제한

개별 건설업체에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는 업종별 건설 관련 협회 누리집
(대한건설협회 www.cak.or.kr, 대한전문건설협회 www.kosca.or.kr,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www.kmcca.or.kr,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www.fma.or.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 481억 원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요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20년) 주요 순위

(근거) 국토부장관이 매년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

토목업종 중에서 ‘도로’는 현대건설(7,408억 원)ㆍ디엘이앤씨(6,235

인도를 기초로 시공능력*을 평가ㆍ공시(7.31일까지, 건산법 제23조)

억 원)ㆍ대우건설(5,611억 원), ‘댐’은 삼성물산(1,934억 원)ㆍ디엘이

*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

앤씨(428억 원)ㆍ현대건설(324억 원), ‘지하철’은 삼성물산(3,456억
원)ㆍ지에스건설(2,403억 원)ㆍ두산건설(1,280억 원)순이며, ‘상수도’

동 업무는 대한건설협회 등 업종별 건설협회*에 위탁ㆍ운영

는 코오롱글로벌(623억 원)ㆍ포스코건설(323억 원)ㆍ태영건설(322

* 종합(5종): 대한건설협회, 전문(21종): 대한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ㆍ가스시설

억 원), ‘택지용지조성’은 SK에코플랜트(2,382억 원)ㆍ현대엔지니어링

(2종):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시설물유지(1종):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1,785억 원)ㆍ대광건영(1,423억 원) 순이다.

평가방법
건축업종 중에서 ‘아파트’는 대우건설(4조 1,972억 원)ㆍ지에스건설(4조

평가액 = 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1,581억 원)ㆍ포스코건설(3조 8,045억 원) 순이고, ‘업무시설‘은 현대건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 공사실적 × 70%

설(9,649억 원)ㆍ삼성물산(7,133억 원)ㆍ현대엔지니어링(5,368억 원),
’광공업용 건물’은 삼성물산(3조 5,044억 원)ㆍ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1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조 1,434억 원)ㆍSK에코플랜트(1조 424억 원) 순이다.

*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비율+자기자본비율+매출순이익율+총자본회전율)÷5

산업ㆍ환경설비업종 중에서는 ‘산업생산시설’은 지에스건설(1조 6,412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 + (퇴직공제 납입금×10) + 최근 3

억 원)ㆍ현대엔지니어링(1조 1,717억 원)ㆍSK에코플랜트(9,898억 원),

년간 기술개발 투자액

‘화력발전소’는 삼성물산(2조 44억 원)ㆍ두산중공업(1조 111억 원)ㆍ현

* 전년도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자수 × 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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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78억 원)],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건축 분야는 삼성물산이 5조 3,817억 원, 현대건설이 5조 2,608억
원, 포스코건설이 5조 896억 원

< ‘21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사 현황(토목건축) >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2021년

2020년

업체명

평가액

순위변동

업체명

평가액

삼성물산(주)
현대건설(주)
지에스건설(주)
(주)포스코건설
(주)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주)
롯데건설(주)
디엘이앤씨(주)
HDC현대산업개발(주)
SK에코플랜트(주)
(주)한화건설
디엘건설(주)
(주)호반건설
(주)태영건설
대방건설(주)
코오롱글로벌(주)
중흥토건(주)
계룡건설산업(주)
삼성엔지니어링(주)
한신공영(주)
동부건설(주)
금호건설(주)
(주)서희건설
제일건설(주)
우미건설(주)
(주)동원개발
(주)부영주택
두산건설(주)
(주)한라
쌍용건설(주)
(주)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주)케이씨씨건설
효성중공업(주)
(주)반도건설
(주)호반산업
(주)금강주택
신세계건설(주)

225,640
113,770
99,286
95,157
87,290
84,770
67,850
64,992
56,103
49,162
34,165
32,492
31,483
26,478
24,863
20,766
20,585
20,244
19,455
19,284
19,172
18,275
18,174
16,425
15,408
15,156
14,930
14,909
14,861
14,819
14,116
14,108
13,909
12,642
12,549
12,502
12,385

↑1
↑1
↑1
↑1
↑1
↓5
↑5
↓1
↓1
↑12
↑3
↓2
↓3
↑1
↑10
↑7
↑1
↑4
↑14
↓3
↑7
↓2
↓9
↓3
↓9
↓20
↓1
↑1
↑1

삼성물산(주)
현대건설(주)
대림산업(주)
지에스건설(주)
(주)포스코건설
(주)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주)
롯데건설(주)
HDC현대산업개발(주)
SK건설(주)
(주)한화건설
(주)호반건설
(주)태영건설
(주)반도건설
중흥토건(주)
삼성엔지니어링(주)
대림건설(주)
계룡건설산업(주)
코오롱글로벌(주)
한신공영(주)
동부건설(주)
(주)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금호산업(주)
효성중공업(주)
두산건설(주)
우미건설(주)
대방건설(주)
쌍용건설(주)
(주)케이씨씨건설
(주)동원개발
제일건설(주)
(주)한양
(주)서희건설
(주)호반산업
중흥건설(주)
(주)한라
(주)금강주택

208,461
123,953
111,639
104,669
86,061
84,132
76,770
65,158
61,593
51,806
37,169
35,029
26,879
22,364
21,955
21,078
18,089
18,011
17,643
17,226
17,116
16,147
15,926
15,878
15,777
15,343
14,588
14,504
14,434
14,222
13,943
13,554
13,544
13,050
12,709
12,236
1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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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뉴스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88

(주)한양
엘티삼보(주)
중흥건설(주)
아이에스동서(주)
양우건설(주)
(주)한진중공업
화성산업(주)
에스지씨이테크건설(주)
씨제이대한통운(주)
(주)금성백조주택
(주)서한
대보건설(주)
(주)라인건설
두산중공업(주)
보광종합건설(주)
신동아건설(주)
(주)동양건설산업
경동건설(주)
진흥기업(주)
에이스건설(주)
(주)대광건영
(주)시티건설
(주)우방
(주)케이알산업
(주)유승종합건설
동원건설산업(주)
일성건설(주)
(주)보미건설
극동건설(주)
삼부토건(주)
(주)성도이엔지
(주)협성건설
(주)신안
(주)삼정기업
(주)태왕이앤씨
남광토건(주)
요진건설산업(주)
경남기업(주)
(주)서해종합건설
(주)대원
(주)선경이엔씨
한림건설(주)
(주)힘찬건설
(주)협성종합건업
대우조선해양건설(주)
대우산업개발(주)
동서건설(주)
삼환기업(주)
(주)삼정
동문건설(주)
(주)흥화
파인건설(주)
금광기업(주)
(주)대저건설
(주)원건설
동아건설산업(주)
계성건설(주)
강산건설(주)
디에스종합건설(주)
대양종합건설(주)
(주)모아종합건설
(주)유탑건설
(주)영무토건

|

11,669
11,388
11,302
11,143
10,242
10,024
9,462
9,419
9,061
8,811
8,257
8,256
7,769
7,355
7,258
6,877
6,674
6,534
6,439
6,260
6,199
5,957
5,737
5,243
4,989
4,886
4,561
4,504
4,348
4,287
4,283
4,105
3,963
3,896
3,828
3,816
3,781
3,725
3,645
3,635
3,595
3,567
3,496
3,475
3,407
3,330
3,316
3,261
3,252
3,194
3,166
3,115
3,098
3,050
3,037
3,030
3,015
3,009
2,999
2,947
2,943
2,885
2,883

정책뉴스

↓6
↓5
↑9
↓2
↑3
↓1
↓3
↓1
↑1
↓1
↑9
↑5
↑1
↑6
↓4
↓4
↑7
↓15
↑20
↑1
↑10
↑4
↑4
↑1
↑7
↓4
↑26
↓13
↓9
↑48
↑3
↑17
↑3
↑7
↓18
↓8
↓4
↓8
↓16
↑33
↑5
↑5
↑17
↑12
↓5
↓9
↑3
↓13
↓5
↓21
↑15
↑9
↑15
↓3
↑30
↑3
↓2
↑31
↓5

|

해외뉴스

신세계건설(주)
엘티삼보(주)
양우건설(주)
(주)부영주택
(주)이테크건설
화성산업(주)
(주)시티건설
씨제이대한통운(주)
(주)한진중공업
(주)서한
(주)금성백조주택
대보건설(주)
아이에스동서(주)
두산중공업(주)
진흥기업(주)
에이스건설(주)
신동아건설(주)
경동건설(주)
(주)협성건설
보광종합건설(주)
(주)서해종합건설
(주)라인건설
(주)동양건설산업
(주)신안
(주)케이알산업
삼부토건(주)
(주)힘찬건설
(주)대광건영
주식회사보미건설
동원건설산업(주)
일성건설(주)
(주)대원
(주)대저건설
한림건설(주)
(주)유승종합건설
극동건설(주)
(주)선경이엔씨
(주)태왕이앤씨
파인건설(주)
요진건설산업(주)
동문건설(주)
(주)동아지질
(주)우방
(주)삼정
경남기업(주)
이수건설(주)
(주)이지건설
금광기업(주)
라온건설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건설(주)
대우산업개발(주)
(주)대명건설
남광토건(주)
(주)흥화
강산건설(주)
범양건영(주)
(주)성도이엔지
(주)영무토건
(주)모아종합건설
삼환기업(주)
일신건영(주)
새천년종합건설(주)
대양종합건설(주)

11,507
10,752
10,355
9,857
9,499
9,321
8,999
8,897
8,712
8,247
7,826
7,446
7,407
6,999
6,266
6,174
6,111
6,029
5,965
5,887
5,668
5,390
5,286
5,239
4,972
4,954
4,951
4,949
4,673
4,438
4,364
4,357
4,344
4,140
4,078
4,056
3,930
3,838
3,758
3,694
3,542
3,514
3,453
3,418
3,335
3,237
3,187
3,163
3,155
3,152
3,022
3,018
2,978
2,899
2,895
2,850
2,846
2,794
2,780
2,764
2,708
2,664
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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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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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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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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