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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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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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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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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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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NHAN
UNIV.
파사드분야 국내 유일 특수대학원
신한대학교 대학원 스마트건축공학과

신입생 모집

다양한 신입생 장학 혜택 제공

학과소개
- 스마트건축공학은 건설분야의 공학적인 모든 부분에 ICT와 융합된 건축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학문이므로 숙련된
건축엔지니어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 건축물을 안전하게 설계되고 시공될 수 있도록 건축구조와 시공분야 뿐만 아니라 최근 현대 건축물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초고층건축물 설계와 외피시스템에 대한 기술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교과과정
-건
 축외피설계, 건축외피재료 및 시공, 건축외피컨설팅, 스마트건축구조설계, 건축환경과에너지, 내풍설계, 		
스마트건축시공, 데이터베이스응용, 빅데이터컴퓨터응용, 초고층구조시스템, 건축내진공학, 스마트건축개발세미나 등

입학안내
모집시기 및 장학안내
모집시기
전형방법

2021.11월 중 시행 예정
전적대학 성적 50%,
학업계획서 50%

입학문의(신한대학교 대학원) : 031-870-3404

장학혜택
전공주임교수 추천 장학

수업료 40% 장학

동문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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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특허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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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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NFRC 인증 시뮬레이터 워크샵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사단법인 한국파사드협회로 문의주세요.

90 커튼월 관련 주요업체 명단

문의 : 사단법인 한국파사드협회 사무국 02. 529. 9224 www.ka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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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사드분야 국내 유일한 특수대학원

신한대학교 스마트건축공학과 박현수 교수
직위

교수 (디자인예술대학 학장)

연구분야

건축내진설계기술, 외장재구조 시스템개발

담당과목	건축내진공학, 스마트건축구조설계, 공간구조이해, 건축구조
연구실

에벤에셀관 5층 5120호

전화번호

031)870-3656(연구실). 031)870-3870(학장실)

이메일

hyun198@shinhan.ac.kr

스마트건축공학과에서는
건축물을 안전하게 설계되고
시공될 수 있도록
건축구조와 시공분야 뿐만 아니라
최근 현대 건축물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초고층건축물 설계와
외피시스템에 대한 기술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JS핀·앵커 보강공법을 이용한 조적벽 내진성능향상 기술개발

경력사항

신한대학교 스마트건축공학과 박현수 교수

2015.10~2016.06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

2016.06~2017.05

한국토지주택공사 구조 자문위원

2016.12~2018.12
2017.03~2017.12
2016.03~2018.12

군포시 건축위원회 위원

2018.05~2020.11

도봉구 건축위원회 위원

2019.04~현재
2016.09~현재
2015.10~현재

의정부시 건축위원회 위원

2016.02~현재

포천시 건축위원회 위원

2019.04~현재

서울시 건축위원회 위원

2021.04~현재

양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2021.06~현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기술평가위원

2018.01~현재

신한대학교 디자인예술대학 학장

학교 및 학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스마트건축공학과의 교과과정 소개부탁드립니다.

경기도 교육청 교육시설물 개축심의위원회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된 신

건축외피설계, 건축외피재료 및 시공, 건축외피컨설팅, 스마트건축구조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한대학교의 창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스마트건축공학과는 급변하는 현

설계, 건축환경과 에너지, 내풍설계, 스마트건축시공, 데이터베이스응용,

대건축과 초고층 및 대형화 건축물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

빅데이터컴퓨터응용, 초고층구조시스템, 건축내진공학, 스마트건축개발

도봉구 투자심사위원

발맞추어 건설분야에 ICT와 융합된 건축엔지니어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세미나 등, 파사드 관련분야의 국내 유일한 학과이다.

동두천시 건축위원회 위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인 초고층 및 대형화 건축물 건설수요가 폭발적
으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건축 디자인 및 엔지니어 인력

건축물을 안전하게 설계되고 시공될 수 있도록 건축구조와 시공분야 뿐

수급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본 지식복지대학원 스마트건축공학

만 아니라 최근 현대 건축물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초고층건축물

과에서는 초고층 및 대형건축물에 스마트건축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숙

설계와 외피시스템에 대한 기술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련된 건축설계자 및 엔지니어의 양성하고자 한다.

조적조 건축물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진동대 실험 (산학 컨소시엄 사업)

초고층 건물 고성능 외피시스템 개발 (국토교통부 지원사업)

연구실적
2013.12~2014.11	Cable Wall System 개발
			

(중소기업청 산학연기술개발사업)

2016.04~2018.03	기존알루미늄 외장재 대처를 위한 돌발하중이 고
려된 모듈화시공, 케이블월 외장재 시스템 개발
(중소기업청 상용화기술개발 사업)
2018.03~2021.06	세계시장 선도를 위한 초고층빌딩 설계 및 시공기
술 개발(국토교통부 지원사업)
2019.01~2020.02	마디부재 CFT 내진보강 및 이를 이용한 내진보강
공법(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
2019.01~2020.02	이중프레임 내진보강 및 이를 이용한 내진보강공
법(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
2019.10~2020.06	JS핀.앵커 보강공법을 이용한 조적벽 내진성능향
상 기술개발(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
모듈화시공 케이블월 외장재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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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개폐 파사드 업체

Libart
커튼월 및 스카이라이트를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간활용을 높인
제품이 있다.
이 제품은 수영장, 식당, 체육시설
등에 적용되면서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본지에서는 개폐가 가능한 커튼월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Libart
를 소개해 본다.
<편집자 주>

ⓒ Libart

Company introduction

flexibility tool in their hands to provide better configured spaces

처 솔루션 분야의 선도적인 글로벌 브랜드이다. Libart의 개폐가 가능한

Libart is the leading global brand

which have more adaptability which classic fixed glazings cannot

구조를 통해 동일한 공간을 실내에서 실외로 또는 그 반대로 몇 분 내에

in operable architectural solutions

offer to them.

전환할 수 있다.

utilizing Aluminum, Glass and

Libart’s retractable, telescoping solutions are used in hotels,

리바트의 접히는 구조물, 스카이라이트, 대형 스팬의 수직으로 접히는 창

Electromechanical systems. With

convention centers, shopping malls, cafes, restaurants, pools,

문과 문 등 건축업자들에게 새로운 디자인 옵션을 제공한다. 건축가는 이

Libart’s retractable structures, the

sports facilities, spa centers to individual homes.

제 기존의 고정 유리로는 제공할 수 없는 적응력을 갖춘 더 나은 구성 공

same space could be converted

With the movement it brings to architecture, Libart offers the

간을 제공할 수 있는 유연한 도구를 손에 쥐게 되었다.

from indoor to outdoor, or vice

advantage of having both indoor and outdoor spaces in the same

리바트의 접이식 솔루션은 호텔, 컨벤션 센터, 쇼핑몰, 카페, 레스토랑,

versa within minutes.

location and does it in the most aesthetically pleasing way.

수영장, 스포츠 시설, 스파 센터에서 개별 가정까지 사용된다.

Libart’s retractable structures,

Libart serves the architects, designers, contractors and

Libart는 건축에 가져오는 움직임으로 실내와 실외 공간을 동시에 사용

skylights and large span vertical

commercial clients through distributors and solution partners

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며 가장 미적으로 쾌적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retracting window and doors

located around the world. Libart systems are produced in USA,

있다.

provide architects new design

UAE and Turkey, and reaches to dealers in 40+ countries to

Libart는 전 세계에 위치한 총판과 솔루션 파트너를 통해 건축가, 디자이

options to standard solariums,

serve our customers.

너, 계약자 및 상업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Libart 시스템은 미국,

skylights or large span window and
ⓒ Libart

38

doors. Architects now have the

UAE 및 터키에서 생산되며,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0개 이
Libart는 알루미늄, 유리 및 기계적 시스템을 활용한 작동 가능한 아키텍

상의 국가의 딜러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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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ing Products

products are grouped under main sections of design such as

Introduction to projects with Libart products

Libart is the designer, engineer, and manufacturer of

retractable structures, retractable skylights, vertical retractable

Libart completed hundreds of projects around the world.

groundbreaking retractable architectural solutions. There are

windbreaks, windows and doors.

Generally focusing to commercial solutions, Libart works with

more than 60 different models and different combinations that

Libart’s retractable systems present a brand-new paradigm

hotel groups shopping centers and restaurants, also Libart

can be built to fulfill the needs of architects and owners. All the

in architecture starting from the design phases for architects

serves the high-end residential market.

to comfort of the end-user. When a Libart product is used in

Libart’s systems, which respond to every need and take

a space the boundary that normally defines the room gains

advantage of the space as efficiently as possible, help

flexibility letting people experience a convenient indoor and

restaurants and cafes on their journey to become successful

outdoor formation.

businesses. Libart’s retractable systems make it possible to

High-tech Libart products offer profitable areas whole year for

create attractive, spacious, and convenient spaces in hotels,

the businesses, regardless of the weather conditions. On the

cafes, restaurants, pools, spa, multi-use areas and save both

other hand, comfort and aesthetics come together with Libart’s

cost and space.

Retractable Skylights, Retractable Structures, Windows & Door

Houses gain spaces free of boundaries. With Libart’s terrace

Systems and Wind-Break Systems! These systems provide

solutions that can turn patios into winter gardens, both indoor

the chance to cover voids in buildings as roofs or facade with a

and outdoor pools are now possible without losing space.

maximum efficiency in usable space of buildings.

Moreover, with window solutions that provide continuous and

All Libart systems guarantee structural safety and ease of

panoramic views and wind and rain-breaker balcony systems,

operation for many years.

Libart brings a new perspective on housing design.

Libart는 혁신적인 접히는 건축 솔루션의 설계자, 엔지니어 및 제조업체

Some examples from Korea:

다. 건축가와 소유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60개가 넘는 다양한 모

Maple Beach: Retractable glass roof system of Libart was perfect

델과 다양한 조합이 있다. 모든 제품은 접히는 구조물, 접히는 스카이라

for Maple beach hotel because of its location and the beautiful

이트, 수직 접히는 윈드브레이크, 창문 및 문과 같은 디자인의 주요 섹션

view .

에 분류되어 있다.

The Maple beach is one of the finest hotels in Korea. They have

Libart의 접히는 외피 시스템은 설계 단계부터 최종 사용자가 편안하게

a customer-centric approach which help them climb to top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시작하여 아키텍처에 새로운 패러다임

in wellness market. They have an amazing rooftop swimming

을 제시한다. Libart 제품이 공간에서 사용될 경우 일반적으로 공간을 정

pool which is a wow-factor for the customers thanks to the

의하는 경계가 유연성을 확보하여 편리한 실내 및 실외 대형을 경험할 수

possibility of swimming and having their drinks in the bar with

as well as a seasonal infinity pool.

있다.

a beautiful seaview. However, this facility was only available

The above definition was the case for the offerings at the hotel

첨단 리바트 제품은 날씨 여건에 상관없이 1년 내내 수익성 있는 지역을 제

to their customers in good weather conditions before Libart’s

until the end of 2019. What happened next revamped the

공한다. 반면 Libart의 리트랙터블 스카이라이트, 리트랙터블 구조물, 윈도

installation.

explanation of the facilities for the hotel customers. The hotel’s

우 & 도어 시스템 및 윈드브레이크 시스템과 편안함과 미학이 함께 제공한

St. John’s Hotel: St. John Hotel located along Gangmun beach in

management welcomed the year 2020 with Libart Free Standing

다. 이러한 시스템은 건물의 빈 공간을 지붕 또는 정면으로 커버할 수 있는

Gangneung, South Korea is a multi-cultural space. January 2018

retractable pool enclosure that transformed the seasonal infinity

기회를 제공하여 건물의 가용 공간에서 최대의 효율성을 제공한다.

is marked as the official opening of this hotel which houses over

pool to the year-round swimming pool with complete outdoor

모든 Libart 시스템은 다년간 구조적 안전과 운영의 용이성을 보장한다.

1000 guest rooms and suites, banquet facilities and restaurants

and indoor experience. St. John Hotel swimming pool distant

Libart는 혁신적인 접히는 건축 솔루션의
설계자, 엔지니어 및 제조업체다.
건축가와 소유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60개가 넘는 다양한 모델과
다양한 조합이 있다.

ⓒ Lib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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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y with these indoor swimming pools with its feature of

장, 스파, 다중이용 구역에 매력적이고 넓고 편리한 공간을 만들 수 있으

한국 강릉 강문 해수욕장을 따라 위치한 세인트존 호텔은 다문화 공간이

complete outdoor experience all the time and indoor comfort

며 비용과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

다. 2018년 1월은 계절적 인피니티 풀뿐만 아니라 1000개 이상의 객실

as required in winters or bad weather. The self-supported

주택에서도 경계 없는 공간을 확보한다. 파티오를 겨울 정원으로 바꿀 수

과 스위트룸, 연회시설, 레스토랑이 들어서는 이 호텔의 정식 오픈으로

aluminium frame retractable glass system behaves as a portable

있는 리바트의 테라스 솔루션으로 실내와 실외 수영장이 공간 손실 없이

기록되고 있다.

room covering the pool from all sides along with the roof.

모두 가능해졌다. 또한 연속적이고 파노라마적인 전망과 바람과 빗물 차

상기 정의는 2019년 말까지 호텔에서 제공하는 것에 대한 경우였다. 그

Retracts at both ends of the pool the structure is mighty in size

단기 발코니 시스템을 제공하는 윈도우 솔루션을 통해 Libart는 주택 디

다음에 일어난 일은 호텔 고객을 위한 시설 설명을 새롭게 했다. 호텔 경

with the strength that can support the snow load of 300 KG and

자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영진은 계절적 무한대 수영장을 연중무휴 수영장으로 탈바꿈시킨 리바트

supported the high wind load of the region which is 0.9 KN/m2.

프리 스탠딩 리트랙터블 풀 엔클로저로 2020년을 맞이했다. St. John
한국에도 여러 시공사례가 있다.

Hotel 수영장은 겨울이나 궂은 날씨에도 항상 완벽한 야외 체험과 실내

Libart는 전 세계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리바트는 일반적으로

리바트의 접히는 유리 지붕 시스템은 위치와 아름다운 경치로 인해 메이

쾌적함이 특징인 실내 수영장과 멀리 떨어져 있다. 자체 지지 알루미늄

상업적인 솔루션에 중점을 두고 호텔 그룹 쇼핑센터 및 레스토랑과 협력

플 비치 호텔에 안성맞춤이었다.

프레임 접이식 글라스 시스템은 지붕과 함께 모든 측면에서 풀을 덮는 휴

하며 고급 주택 시장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메이플비치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호텔 중 하나다. 멋진 옥상수영장이 있

대용 룸 역할을 한다. 풀의 양쪽 끝의 리트랙트는 300KG의 눈 하중을 지

건축가의 모든 요구에 대응하고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리

어 바닷가 경치가 좋은 바에서 수영과 음료수를 마실 수 있어 고객들의

탱할 수 있는 강도와 0.9KN/m2인 지역의 높은 풍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바트의 시스템은 레스토랑과 카페가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 위한 여정에

큰 관심사다. 그러나 이 시설은 Libart가 설치하기 전에는 날씨가 좋은 날

강도로 크기가 매우 크다.

도움을 준다. 리바트의 접이식 시스템을 통해 호텔, 카페, 레스토랑, 수영

의 고객들만이 이용할 수 있었다.

Please introduce the history of Libart.
Libart was an independent division of the Libra Group until 1997.

ⓒ Libart

Libart는 전 세계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리바트는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솔루션에
중점을 두고 호텔 그룹 쇼핑센터 및
레스토랑과 협력하며
고급 주택 시장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The aim of the group companies was to provide innovative,
functional architectural solutions to the building industry products
to the markets which were lack of local production. Libart

Vertical Retractable solutions such as windows, doors, facades,

was the project branch of the group of companies, which was

and balustrades.

creating skylight, facade and different architectural projects.

ⓒ Lib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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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experience though different fields Libart has gained all the

리바트는 1997년까지 리브라 그룹의 독립 부서였다. 그룹사의 목적은 지

knowledge underneath one roof.

역 생산이 부족한 시장에 건축 산업 제품에 혁신적이고 기능적인 건축 솔

Libart slowly stared to work around a new concept as providing

루션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리바트는 스카이라이트, 파사드 및 다양한 건

retraction to skylights and structural products which were

축 프로젝트를 만드는 기업 그룹의 프로젝트 지부였다. 리바트는 서로 다

focused to residential buildings. During the years of bult up

른 분야의 경험을 통해 한 지붕 아래 모든 지식을 얻었다.

knowledge and the fallowing demand from architects and

리바트는 빌딩에 집중했던 스카이라트와 구조용 제품을 수축시키는 새로

industry investors Libart started to focus on to design which

운 개념을 서서히 연구하기 시작했다. 지식이 쌓이고 건축가와 산업 투자

were using insulated glass and also systems that were able to

자들의 다음과 같은 수요가 증가하는 동안 Libart는 절연 유리를 사용하

withstand structural loads such as wind loads and snow loads.

는 설계와 풍하중과 눈하중과 같은 구조적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시스템에

This allowed Libart to take a place in the industry which still

집중하기 시작했다.

is not accomplished by any other company, Libart provides

이는 Libart가 아직 다른 회사에서 달성하지 못한 업계에서 입지를 다질

solutions in 3 different fields of architectural design which are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Libart는 모두 철회할 수 있는 3가지 아키텍처 설

all retractable: Retractable structures, Retractable skylights, and

계 분야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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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we select, train and motivate them. Good example of

are trying to flip the equation here. We are finding out the

우리는 창문과 문이 무엇일 수 있는지를 수직 후퇴의 혁명적인 접근법

this lies in the fact that in the last 15 years almost all of our

expectations beforehand and providing it at the very beginning of

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제품을 통해 건축가들은 기

competitors are old Libart employees. Something I am very

the configuration of a space. We speed up the spatial evolution

존의 문과 창문에서 더 멀리까지 디자인을 확장할 수 있었다. 당사의

proud of.

in this sense. This is what will shape the future architecture.

Panora-View 창과 문은 5.5m x 5.5m의 순 개구부로 중단 없는 뷰
를 제공한다. 현재 제품군은 소규모 주택, 파티오, 레스토랑에서 시작하

ⓒ Libart

우리의 미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측면은
직원들의 선택,
교육 및
동기부여
방법에 있다.
ⓒ Libart

저는 Libart의 창업자이자 CEO로서 품질, 기능, 사용자 혜택에 만족할

날이 갈수록 건축가의 유연한 실내 실외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여 대규모 상업용 건물에 이르기까지 커튼월 솔루션으로 마무리된다.

때까지 시스템을 실험할 수 있는 럭셔리함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창립

있다. 쇼핑센터, 식당, 호텔, 주민센터 등의 공간이다. Libart는 제품 회사

Panora-View Windows and Doors는 성공과 성장 속도에 놀라움을

25주년을 맞이하면서 Libart의 비전은 최신 기계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가 아니라 건축 컨셉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디자이너와 건축가

금치 못했다.

디자인과 비즈니스 및 맞춤형 제작 방법의 혁신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

의 상상력만큼이나 넓다. 이러한 생각이 건축가들이 그들의 디자인 아이

되고 있다.

디어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이유다. Libart는 “건축에서의 움직임”

우리의 미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측면은 직원들의 선택, 교육 및 동기부

이다. 우리는 건설업자들을 위해 아이디어를 듣고, 배우고, 기능성 제품

여 방법에 있다. 이에 대한 좋은 예는 지난 15년 동안 경쟁업체 대부분이

에 반영한다.

Libart의 오래된 직원이라는 점이다. 이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점이다.

건축은 정말 독특한 사업 분야다. 아키텍처가 제공하는 것은 종종 구체적

<문의 : 02. 578. 2114>

이거나 실제적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아키텍처는
What role do you expect your company to play in future

사용자에게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요구와 기대를 실현할 수

architecture?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Libart는 이런 의미에서 건축 공간과 정말 관련

Each passing day the understanding, and in turn need for flexible

이 있다. 우리는 주거 공간이나 상업 공간이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

indoor – outdoor spaces by architects are increasing. These are

지, 그리고 외부 요인들이 이러한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매우 잘 이

spaces in shopping centers, restaurants, hotels, community

해한다. 사람들은 공간을 사용하고 공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

centers and similar. Libart is not a product company, it is an

나 단점을 깨닫고 건축이 대응한다. 우리는 여기서 방정식을 뒤집으려고

Architectural concept company therefore our future is as wide as

한다. 우리는 사전에 기대 사항을 파악하여 공간 구성의 맨 처음에 제공

the imagination off designers and architect. This thinking is the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공간 진화를 가속화한다. 이것이 미래

reason why architects can find answers to their design ideas.

의 건축물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Libart is “Motion in Architecture” We listen, learn and translate

인터뷰

ideas to functional products for the builders.

What technology is currently being developed with the most

리바트 설립자겸 CEO Cem Comu

Architecture is a really unique field of business. What

emphasis?

architecture provide often is perceived as something concrete,

We are redefining what windows and door can be, with a

What are your achievements and roles in the company?

or physical which is honestly not the case. What architecture

revolutionary approach of vertical retraction. In this way, the

As the founder and CEO of Libart, I have the luxury and

provides is experience to users therefore it should have the

product allowed architects to extend their design further from

independence to experiment with systems until I am satisfied

capacity to realize the needs and expectations of them. Libart

traditional doors and windows. Our Panora-View windows and

with the quality, functionality, and benefit to the users. As

really related to architectural spaces in this sense. We are

door provide uninterrupted views with net openings of 5.5m x

we enter our 25th year, Libart vision continues to a driven by

very good at understanding what a residential, or commercial

5.5m. Present product range, starts with smaller home, patio,

innovation in designs and in the methods of business and

space really requires, and how external factors will affect these

restaurant use to large commercial building and concluding with

custom fabrication utilizing latest machinery and software.

realities. People use a space and express their feelings about

curtain-wall solutions. Panora-View Windows and Doors has

The most important aspect to our future lies in our employees,

it or realize the shortcomings and architecture responds. We

surprised us as its success and pace of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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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오엠스틸은 이종 금속 판재들을 접합하여 두 금속이 갖고 있는 구조적,
기계적 성질을 활용하여 산업전반에 활용을 연구해 왔다.

(주)티오엠스틸

현시대를 정보통신 기술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라고

TLF융착패널 장점

말한다. 여기서 핵심은 융합인데 건축도 마찬가지다. 고효율 단열성능을

(경제성, 소음감소, 단열효과, 절곡부 연신율 최소, 안정구조)

구현하기 위하여 외기에 면한 창호에 알루미늄과 pvc를 접합한 사례에서

경제성

보듯이 이종 재료들의 장점들을 잘 융합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

코르나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원자재는 엄청나게 폭등
하고 있다. 이러한 여파로 인하여 전문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 되고

(주)티오엠스틸은 이종 금속 판재들을 접합하여 두 금속이 갖고 있는 구

있다. 건설현장의 공사수주와 현장납품 되는 시점이 길게는 1년이 차이

조적, 기계적 성질을 활용하여 산업전반에 활용을 연구해 왔다. 기존에

가 나기 때문에 원자재 상승기에는 오른 가격이 원가에 반영되지 않아서

건축시장에 출시되었던 이종금속의 접합강판류가 접착제를 사용하였다

적자발생이 크다. 스테인리스 스틸, 구리, 알루미늄 등의 얇은 박판과 강

면 티오엠스틸은 자체 개발한 TLF(Thermal Lamination Film)을 열융

판을 TLF융착하므로 기존 통강판보다 30%~50%의 원가를 줄일 있다는

착 하여 이종금속이 구조적으로 하나의 판재가 형성되도록 한다고 전했

것이다. 현재 내. 외장재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곳은 엘리베이터 공

다. 융착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호르몬(BPA) 유해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간이라고 한다.

TLF융착 패널 완제품

않아 친환경제조 공법이라 세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도 같이 하
고 있다고 한다.

소음감소, 단열효과

현재 식품용 금속용기 내부에 TL필름이 융착되어 사용되고 있는 이유도

이종금속 사이에 TL필림으로 융착되어 있는 구조로 통강판 보다는 소

동박판을 융착하여 주방 싱크대 혹은 주방가구에 적용 한다면 코로나시

친환경의 안정성을 확보 하고 있는 이유 때문이라고 신학열부사장이 전

음 및 진동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필름이 열전도를 일부 차단하는 단열

대에 경제성을 가진 향균 효과로 국민 건강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했다.

(Thermal Break)역할을 해주므로 단열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다. (동의 향균작용은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임)

절곡부 연신율최소

건축물에서 티오엠스틸은 원판자재를 TLF융착해서 새로운 판재를 생산

선 도장된 금속판재를 절곡할 때 절곡면이 늘어나면서 표면에 크랙이 생

하는 원자재 생산 공급업체이다. 기술혁신과 현장에서 요구되는 제품의

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티오엠스틸의 경우 얇은 박판들이 절곡되

완성도를 계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는 임무를 해야 한다.

어 절곡면에 크랙이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

건축물 내장. 외장에서 건물을 디자인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구

들과 원판생산 제조사들(동국제강, 포스코강판, KG동부제철)의 다양한

부산/공장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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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F융착 패널 생산공정

성은 전문건설 분야의 영역으로 이러한 업체들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

신소재와 도장기술의 발전으로 건축 내. 외장재의 구성이 더욱더 풍요로

각한다.

워 질것으로 예상된다.

관심 있는 전문건설업체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향후 방향

전했다. 결국 원자재 업체의 기술적인 안전성과 생산가공 및 시공업체들

구조적 안정성

(주)티오엠스틸은 식품용기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소음감소와 경량화가

의 건축에 잘 접목 되어야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된다는 것이다. 융합의

절곡시 이종금속간의 접합부위 박리문제가 늘 지적 되어오고 있는데 TLF

더욱 요구되는 전자, 자동차 등 다양한 분에서 적용을 기획하고 있다. 냉

시대에 이종금속도 융착하지만 업체들도 융합을 이루어 미래를 설계할

융착 패널은 열융착과정에서 필림과 이종금속이 하나의 구조체로 형성

장고,세탁기 등 대형 가전의 소음을 줄일 수 있어 가전제품의 문에 적용

수 있어야 된다고 신학열 부사장이 전했다.

되기 때문에 절곡시에도 안정화된 구조를 유지한다고 한다.

할 경우 여닫을 때 나는 소리를 줄일 수 있다.

<취재 : 김영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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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씨씨, 프리미엄 창호 ‘홈씨씨 윈도우(HomeCC WINDOW)’ 출시
■ 우수한 성능과 다양한 기능, 세련된 디자인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창호
■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시공과 AS, 고품질의 국산 원자재 사용으로 업계 최장 13년 품질보증
■ 고급 사양의 고단열 특수코팅 로이유리 적용으로 에너지 절감 및 프라이버시 보호 효과도 뛰어나
■ 세이프 스토퍼, 방충망 고정 핸들 등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여주는 다양한 부자재 구비
■ 홈씨씨 윈도우 7, 홈씨씨 윈도우 5, 홈씨씨 윈도우 스마트 등 다양한 제품 구성 선보여

KCC글라스의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

마트 오픈 기능 및 눈으로 잠금 상태를 확인 할

에 따라 업계 최장인 최대 13년의 품질보증도

성까지 더한 내창용 창호인 ‘홈씨씨 윈도우 스

가 프리미엄 창호인 ‘홈씨씨 윈도우(HomeCC

수 있는 잠금표시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

제공한다.

마트’ 등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돼 설치 장소와

WINDOW)’를 출시했다.

된 ‘스마트 핸들’도 새롭게 적용됐다. 또한 차콜

홈씨씨 윈도우는 원자재와 부자재가 조립돼 하

목적에 따른 제품 선택의 폭도 넓다.

그레이, 스터링실버 등 핸들 색상의 선택도 가

특히 홈씨씨 윈도우에 적용되는 KCC글라스의

능하다.

고단열 특수코팅 로이유리는 대형 비즈니스 빌

홈씨씨는 홈씨씨 윈도우 출시를 기념해 20일부

딩 등에만 적용되던 고급 사양의 유리로 열차단

터 9월 19일까지 다양한 혜택을 담은 고객 이

루 만에 시공이 가능한 창호 제품으로 프리미엄
창호에 걸맞은 우수한 성능과 다양한 기능 그리

홈씨씨 윈도우는 가공과 시공, AS에 이르는 전

효과가 뛰어나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냉난방 비

벤트를 진행한다. OX퀴즈를 통해 홈씨씨 윈도

고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한다. 한층 강화된 다

과정을 본사에서 직접 관리한다.

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반사율이 높아 외부로부

우에 대해 알아보는 ‘홈며들다 OX퀴즈’, 문진

격실 구조와 강철 보강재가 적용된 설계로 강한

또한 창호의 가장 중요한 자재인 유리와 프로파

터의 프라이버시 보호 효과도 뛰어난 제품이다.

표 작성을 통해 우리 집 창호의 상태를 점검해

비바람에도 안전하며 창문 개폐를 도와주는 스

일 등에 고품질의 국산 원자재만을 사용해 항목

로이유리의 색상도 그린, 블루 등 두 가지 중 하

보는 ‘홈씨씨 윈도우의 창호 진단 키트’ 등 온라

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인 이벤트에 참여하는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와 배스킨라빈스 기프티콘을 증정하

다양한 기능의 부자재가 적용된 점도 홈씨씨 윈

며 상담 및 실측 신청 고객은 추첨을 통해 텐트,

도우의 특징이다. 창문 개폐 시 손 끼임을 방지

아이스박스, 캠핑용 의자 등 JEEP 캠핑용품도

해 주는 세이프 스토퍼, 강풍으로 인한 방충망

받을 수 있다.

의 탈락을 방지하는 방충망 고정핸들, 배수구로

또한 행사 기간 중 실제 계약을 진행한 고객

부터의 해충 유입을 막아주는 방충배수캡, 빈틈

200명에게는 선착순으로 고단열 특수코팅 로

을 막아 바람과 이물질을 차단하는 IL기밀캡 등

이유리를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여주는 다양한 부자
재를 적용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차단과 방범

홈씨씨 관계자는 “창호는 실내 디자인에 많은

기능을 더한 기능성 방충망 등도 추가로 설치할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집과 외부 사이에서 단

수 있다.

열, 방음, 수밀, 기밀, 내풍압 등 다양한 책임을
갖는 중요한 인테리어 요소”라며 “홈씨씨 윈도

홈씨씨 윈도우는 다양한 기능과 세련된 디자인

우가 프리미엄 창호로서 창호 시장을 한 단계

특수코팅 로이유리는 국내 시장 1위의 종합 유

향후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창호 시장에 새로운

의 최고급 유럽식 창호인 ‘홈씨씨 윈도우 7’, 뛰

레벨업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리 기업인 KCC글라스가 직접 생산하는 비즈니

트렌드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

스 빌딩용 고급형 유리로서 홈씨씨 윈도우를 통

했다.

어난 성능과 품질로 홈씨씨를 대표하는 외창용
창호인 ‘홈씨씨 윈도우 5’, 우수한 성능에 경제

48

또한 “특히 홈씨씨 윈도우에 적용되는 고단열

해 합리적인 가격에 주거용으로 적용됨에 따라

<자료제공 : K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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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와이, 미래엔서해에너지와 지붕태양광 발전설비 업무협약 체결
■ 태양광발전설비 구축 업무협약 체결...신규 태양광발전사업 및 EPC사업 발굴에 박차
■ 에스와이, 자체기술로 지붕태양광 전문성↑...지붕태양광 全 사업모델 갖춘 유일기업
■ “신재생에너지 확대전략 참여와 온실가스 저감 통한 新시장 발굴 및 수익창출에도 집중”

■ 올해 초 듀오라이트 클럽 및 세큐라이트 파트너 품질기준 강화
■ 올해 5개 업체 새로 가입하여 총 98개 회원사로 구성

종합건자재기업 에스와이[109610]가 미래엔
국내 유리산업의 선두주자 한글라스는 올해 초 안정적인 품질에

서해에너지와 지붕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을 위

대한 소비자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가공유리 생산자 네트워크인

한 업무협약을 9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듀오라이트 클럽과 세큐라이트 파트너’의 품질기준을 한층 더 강

회사 측은 미래엔서해에너지와 업무협약 및 신

화하였다.

재생에너지라는 공통분모에 기반하여 신규 태
양광발전사업 및 EPC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

듀오라이트 클럽, 세큐라이트 파트너란 중소 가공유리업체와의

이다. 태양광 EPC사업은 설계, 부품·소재 조

상생을 도모하고 국내 가공유리 공급 구조를 합리적 가격의 품질

달, 공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이

중심 시장 구조로 개선하고자 만들어진 국내최초 가공유리 생산

다. 서해에너지는 충남지역에 인프라를 갖추고

자 네트워크로 품질이 인증된 업체만을 엄선해 한글라스의 기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친환경에너지 전문기업

품질, 브랜드를 공유하고 있다. 듀오라이트 클럽은 2002년, 세큐

이다.

라이트 파트너는 2007년에 출범하였다.

에스와이는 자사 노하우 특화제품인 ‘FL루프

미래엔서해에너지 이영모 팀장, 송민섭 상무, 박영수 대표, 에스와이 전평열 대표, 백대진 이사

(Fireproof no Leakage)’를 통해 지붕태양광
올해는 금창판유리(대표 추운호), 대일유리(대표 강경문), 신광유

사업에 전문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용도를 넓히기도 했다.

장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기술경쟁력

리(대표 홍종근), 태한(대표 김성민), 평화특수유리(대표 윤병철) 5

에스와이 FL루프는 내화기능과 방수기능을 모

이로 인해 에스와이가 단일 산업단지에 자체소

을 보유한 파트너사와 시너지를 일으켜 신시장

개 업체가 새로 가입하여 총 98개 회원사(76개 회사) 로 구성되었

두 갖추고 있는 제품이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비형, 전력판매형 등 모든 지붕태양광 사업모델

개척은 물론 업계 최고 에너지솔루션 기업이 되

다. 5개의 업체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기술 및 품질을 인정받은 기

구멍을 뚫지 않는 무타공 공법을 통해 태양광

을 갖춘 국내 유일기업이 됐기 때문이다. 에스

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으로 듀오라이트 클럽 및 세큐라이트 파트너 회원사가 되었으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

와이 인주생산단지는 총 지붕면적 1만평, 9천

이날 행사에는 에스와이 전평열 대표이사, 미래

며 앞으로 주기적인 품질관리, 기술지원, EHS 교육등의 듀오라이

지붕태양광모듈 설치를 위한 하지철물 덧대기

여개 태양광모듈 규모로 연간 4.5GW 전력을

엔서해에너지 박영수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트 클럽 및 세큐라이트 파트너 회원사만을 위한 특화된 혜택이 제

작업을 생략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총 시공

생산해낼 수 있다.

한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2050년

공될 예정이다.

기간과 설치비가 기존에 비해 30% 이상 적게

에스와이 관계자는 ”에너지전문기업과의 업무

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96% 이상 감축)’과

드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이외에도 에스와이

협약을 통해 단열 및 시공 건축자재 제조기업

기업들의 ‘RE100 캠페인(소비전력 100% 재

한글라스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동반성장 구

는 바닥면(지붕) 반사광에도 발전하는 양면모듈

에서 신재생에너지 건축기업으로 입지를 더욱

생에너지 사용 약속)’이 확산되면서 공장 지붕

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며 “회원사가 자립적으로 품질경쟁력

형에 최적화 된 ‘세라믹하이퍼빌 지붕재’ 등 특

공고히 하게 됐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전략

태양광 사업확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과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업계의 전반적

화제품으로 지붕태양광 사업에 최적화된 기업

에 적극 참여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새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 1천여개 산업

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늘려

이라 평가받는다.

운 시장발굴과 수익창출에도 집중할 것“이라

단지 공장지붕의 잠재 발전용량은 연간 5GW로

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에스와이는 지난 5월 SK E&S 코원에너지서비

고 말했다.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7조원 규모의 시공시장이

스와 에스와이 인주3공장 지붕임대 태양광발전

미래엔서해에너지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도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붕태양광 사업모델 활

시가스 외에 신재생에너지로도 사업영역을 확

<자료제공 : 한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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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에스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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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하우시스 PF단열재, ‘올해의 에너지위너상’ 수상

LX하우시스, ESG 성과 담은 10번째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뛰어난 단열성능으로 건축물 에너지 절약 효과 인정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환경/사회/지배구조분야 성과 소개

■ 기존 건축용 유기단열재 보다 1.5배 이상 뛰어난 단열성능(열전도도 0.020W/m·k) 확보로 에너지 절약 성능 뛰어나

■ 2012년 업계 최초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선보인 이후 10년 연속 발행, 글로벌 ESG 표준 추가 적용하고 ESG 관련 공개 항목 확대

- 제24회 ‘올해의 에너지위너상’에서 ‘에너지 절약상’ 수상

-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 대비 1.3만톤 줄여, 환경투자금액은 61% 증가

■ 뛰어난 단열성능 확보한 고성능 단열재 제품 지속적으로 선보여 국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저감에 적극 기여해 갈 것

- 협력사 CSR 리스크 진단 사업, 총 4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
- 주주권 행사 편의 위한 전자투표제 도입,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

LX하우시스의 PF단열재(제품명 : LX Z:IN PF

에 처음으로 ‘올해의 에너지위너상’에 뽑혔다.

보드)가 소비자시민모임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께로 단열성능(열전도도) 규정을 충족할 수 있
어 건축물의 전용면적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

공동 주최한 ‘제 24회 올해의 에너지위너상’에

‘LX Z:IN PF보드’는 국내 건축용 유기단열

서 ‘에너지 절약상’을 수상했다.

재 가운데 최고 수준의 단열성능(열전도도

도록 해준다.

0.020W/m·k)을 확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또한, ‘LX Z:IN PF보드’는 환경부의 환경성적

1997년 시작된 ‘올해의 에너지위너상’은 매년

량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이는 열전도도를

표지(EPD) 인증 및 저탄소 인증을 확보, 녹색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기술과 에너지 절약 효과

기준으로 다른 국내 건축용 유기단열재 제품보

건축인증 평가시 가점 혜택이 주어지는 녹색제

가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

다 1.5배 이상 뛰어난 성능이다.

품이다.

‘LX Z:IN PF보드’는 뛰어난 에너지 절약 성능

단열성능이 뛰어난 만큼 건축물 벽체를 설계할

특히, 제조과정에서 프레온계 발포 가스를 사

LX하우시스가 지난해 ESG(환경·사회·지배구

활동과 환경투자 내용을 소개했다.

고 지원하기 위한 진단 사업의 경우 지난해 총

을 확보한 단열재 제품으로 높이 평가받아 이번

때 기존 유기단열재와 비교해 절반에 가까운 두

용하지 않는 등 환경을 고려해 제품을 생산하

조) 경영 성과를 담은 10번째 지속가능경영 보

LX하우시스의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4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고 있고 한국공기청정협회의 HB마크 최우수

고서를 발간했다. LX하우시스는 지난 2012년

13.2만톤(tCO₂eq, 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지배구조분야에서는 주주친화 정책 확대와 경

등급을 획득해 제품의 친환경성과 안전성을

인테리어 업계 처음으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2019년 배출량(14.5만톤) 대비 약 9% 감소했

영 투명성 강화 내용을 담았다. 올해부터 LX하

확보했다.

를 선보인 이래 이번 보고서로 10년간 매년 발

다. 이는 총 1.3만톤이 감소한 것으로 나무 약

우시스는 주주권 행사 편의를 위한 전자투표제

행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가능 경영

113만 그루가 한 해 동안 흡수하는 온실가스

를 도입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

LX하우시스 장식재사업부장 조대영 상무는

성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해 가고 있다.

양과 맞먹는다. 같은 기간 제조 과정에서 발생

영해 사외이사 선임 과정의 독립성을 높였다.

“이번 ‘올해의 에너지위너상’ 수상으로 PF단열

특히, 올해는 기존 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

하는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 공정 혁신 등

LX하우시스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이

재 제품의 뛰어난 단열성능을 바탕으로 한 에너

(GRI) 기준에 더해 TCFD 및 SASB 등 글로벌

을 위한 환경 투자는 확대했다. 지난해 LX하우

해관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ESG 핵심이

지절약 효과에 대해 신뢰도를 더욱 높이게 됐

ESG 표준을 추가로 적용하고 이에 따른 ESG

시스의 환경투자 금액(114억원)은 전년(71억

슈를 기반으로 ESG 중점 추진 영역 및 성과를

다”며, “앞으로도 뛰어난 단열 성능을 확보한

관련 공개 항목을 대폭 확대했다.

원) 대비 61% 증가했다.

보다 더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말했다.

고성능 단열재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국내

*TCFD : 국제금융안정화위원회의 기후변화 관련 재

사회분야에서는 협력사 CSR 리스크 진단, 상

한편, LX하우시스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저감에 기여해 나가겠

무적 영향 공개에 관한 기준

생펀드 운영 및 각종 기술 지원 등의 다각적인

국·영·중문으로 제작돼 고객, 주주, 협력회사,

다”고 밝혔다.

*SASB : 미국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안한

동반성장 활동과 인테리어 자재를 지원해 국가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배포

산업별 지속가능성 회계기준

유공자 자택 및 지역 아동센터 개보수 등을 펼

될 예정이며, 회사 홈페이지(www.lxhausys.

치는 사회공헌 내용을 소개했다.

co.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자료제공 : LX하우시스>

환경 분야에서는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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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와 함께 CSR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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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tain Wall 산책

국립수목원 숲이오래
ⓒ 이훈구

ⓒ 이훈구

ⓒ 이훈구

건축개요
발주처 : 국립수목원
총괄 PM : 국립수목원 배준규
건축설계 및 기획 : 지음플러스 (총괄 건축가: 김성훈, 설계팀: 이창민)
공동설계 : 노드건축사사무소
조경설계 : DRA 디자인 그룹
인테리어 설계 : 미인터내셔날+우진아이디
건축 공사 : 이호종합건설
실내 공사 : 우진아이디
조경 공사 및 조성 : 국립수목원 + 공간시공A1
감리 : 지음플러스, 송원도시건축사사무소, DRA 디자인 그룹
글 : 김성훈
사진작가 : 이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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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구

ⓒ 이훈구

Curtain Wall 산책

ⓒ 이훈구

ⓒ 이훈구

에필로그

지금 아이들의 삶의 공간에는 자연이 없다.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

기존의 수목들과 어울리는 공간 배치

바이오 필릭 디자인 / Biophilic design

우리 아이들의 삶은 변하고 있다.

에 자연을 돌려줘야 한다. 아이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자연이며 나무와

건물을 배치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아름다운 자연의

국립수목원 “숲이 오래”는 자연, 생태와 건축이 공존하고, 자연 속에서 디

우리의 자연과 지구가, 인류의 무지로 훼손되어, 맑은 하늘을 볼 수 없다.

숲과 여러 생물과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국립수목원 어린이

풍경과 조화이다. 더군다나 오래된 기존의 “낙우송과 전나무”를 이전

자인의 원리를 찾아내는 바이오 필릭 Biophilic Design에 기반을 둔 건

미세먼지와 코로나바이러스로 마스크가 일상화돼버린 일상이 우리 아이

숲 학교 “숲이 오래”는 숲을 오래 보존하자는 뜻과 “숲이 아이들에게 오

및 벌채하지 않고 건축물을 배치해야 함은 계획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축물이다. 앞서 언급한 기존 나무들과의 조화뿐만 아니라, 지구 생태계에

들에게는 너무나 미안한 일이다.

라고 손짓한다”라는 뜻의 이중 의미가 있다. “숲이 오래”는 건물과 외부

하다. 건물은 기존의 나무들을 중심으로 둘러싸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벌들의 서식처인 “벌집”을 건물의 주요 디자인 컨

스마트 폰과 태블릿 등의 작은 모니터 공간이 이제는 아이들의 세상이 되

야외 공간을 통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쉽고 재밌게 숲과 환경의 중요성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대상지 동쪽 봉천사천으로 열리는 배치를

셉으로 한다. 벌이 사라지면, 식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여 멸종되며, 지

어 버렸다.

을 알려주기 위한 교육과 전시 장소로 활용된다

두게 된다.

구의 산소공급과 먹거리 제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벌들이 생태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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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양한 생물들의 공존에 대한 중
요성, 생물 종 다양성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우리는 벌집형 매스
의 바이오 필릭 디자인 (Biophilic Architecture Design)을 선택하게 된
다. 육각형의 벌집 구조는 생태계에서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는 벌과 벌
집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정방향의 공간이 아닌 다양한 육각형 모
듈들의 공간을 통하여 아이들의 “생태적 상상력”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

야외 공간 전시 계획
-야
 외무대 : 기존 수목을 중심으로 벌집 형태의 배치구조로 자연스럽게
구성된 공간은 야외 테라스 무대 공간이 된다. 이곳에서는 야외에서 방
문객들이 앉아서 공연을 볼 수도 있고, 자연 속에서 열린 교실이 되는
것이다.
-레
 인가든 : 지붕의 경사면을 통해 빗물을 받아들여서 재활용하는 개념의
레인가든은 아이들에게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교육적인 측면과 벌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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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구

ⓒ 이훈구

물 홈통, 빗물 저금통 등으로 충분히 재미의 요소를 가질 수 있게 한다.
-키
 친 가든 : 식물을 직접 가꾸며 여러 감각을 자극하고 깨우는 체험공
간으로 풍부한 감성을 아이들에게 주는 오감 체험 텃밭이다.

자연과 함께하는 외부 및 내부 마감
숲속에 있는 Tree house 개념인 건물의 특징을 잘 반영, 외부는 친환
경 탄화목 채널 슬라이딩 마감을 통해 주변 수목과 어울리는 입면 구성
을 한다. 창호 및 프레임과 물 홈통 등은 Posco C&C의 목무늬 고해상

62

그 외에 다채로운 식재로 구성된 옥상 정원과 곤충의 서식과 삶은 관찰하

프린트 강판 INFINELI를 통해서 탄화목 채널 사이딩과 어울리는 외관

고 볼 수 있는 폴리네이트 가든이 구성이 된다. 벌집 모양의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내부는 프린터 목무늬 강판과 다채로운 인테리어

형태의 곤충호텔은 건물 외부 정원으로 형성될 뿐만 아니라, 건물의 난간

구성을 통하여, “나무, 잎, 나이테, 숲” 등 숲과 생태의 다양한 주제들을

등 일부로도 구성이 된다.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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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ven-storey Ferrum 1
business centre

사무실 건물인 페럼 1(블록 16)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폴루스트로보 지

전의 예전 정원과 오늘날의 피스카레프스키 프로스펙트 사이의 경계에는

역에 있는 옛 로시야 공장의 역사적인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 스몰니 대

1877/78년과 1882년에 유명한 러시아 미술 이론가이자 화가인 알렉산

성당 맞은편 네바 강 오른쪽 둑에 위치한 알렉산드르 안드레예비치 베즈

더 브누아의 가족이 빌린 여름 별장이 위치해 있었다. 1911년, “전국 산

보로드코 왕자를 위한 궁전은 18세기 말 넓은 공원 한가운데에 있는 이

업화” 과정에서, 로시야 기계 공장은 공장 부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생산

탈리아 건축가이자 화가인 자코모 쿠아렝기의 설계에 따라 지어졌다. 몇

시설, 창고, 행정 건물을 지었다. 이전의 정원 지역은 유실되었다. 공장은

년 동안, 이 시골집은 사회 생활의 중심지였다. 19세기 후반, 공원은 상트

오래 전에 문을 닫았고, 공장 증축 과정에서 세워진 건물들(일부는 아직

페테르부르크 상류층을 위한 인기 있는 휴양지이자 건강 휴양지였다. 궁

완성되지 않은 건물들)은 텅 빈 채 부패하기 시작했다. 10년 이상 동안,

자료제공 : TCHOBAN VOSS ARCHITEKTEN

Ferrum 1, Saint Petersburg
Design of the façades and foyers of a new seven-storey
office building
Address : Sverdlovskaya Naberezhnaya, 44 B, Block 16,
195027 Saint Petersburg, Russia
Client : Teorema (Business Park Polustrovo Ltd), Saint
Petersburg
GFA : 7,965.00 sqm
Completion date : 08/2021
Service stages : 1-8 (Façades and foyers)
Architect : Sergei Tchoban
Project Manager : Valeria Kashirina
Team : Severin Burr, René Hoch, Natalia von Kruechten,
Puk Paludan, Evgenia Sulaberidze
General contractor : Teorema (Business Park Polustrovo
Ltd.), St. Petersburg
Project management : Teorema (Business Park Polustrovo
Ltd.), Saint Petersburg
Landscaping : Teorema (Business Park Polustrovo Ltd.),
Saint Petersburg
Structural engineering : Nord Fassade, St. Petersburg
Corten steel : SSAB, Saint Petersburg
Windows/doors : Guardian Glass, Moscow
Aluminum frames : Reynaers, Saint Petersburg
Lifts : Mac Puar S.A, Moscow
Assembly lifts : Schtihmas, Saint Petersburg
Photographer : Ilya Iva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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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산업 부지는 개발 회사인 Teorema의 지시로 광범위한 재개발을

면 중 하나인 중요성의 주제는 전면을 설계할 때 집중되었다. 사무실 건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TCHOBAN VOSS Architekten은 이 사이트에

물의 이름인 “페룸”은 라틴어로 철을 의미하며, 파사드를 구성하는 재료

다기능 상업 캠퍼스 하우스 브누아(2008), 사무실 복합 건물 Seasons-

에 대한 언급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던 옛 산업 부

앙상블(2013) 및 주거 단지 파이브 스타(2016)를 이미 실현했다.

지의 역사에 대한 언급이기도 하다.

ⓒ Ilya Ivanov

조각 파사드는 기하학 그리드로 구성되며, 일관되고 역동적이며, 느슨하

동일한 파사드 해법과 조경된 내부 뜰

고 끈적끈적한 실의 유기적으로 흐르는 직물 3차원 줄무늬가 직사각형

7층짜리 페럼 1 비즈니스 센터는 러시아에서 조각적인 Corten 강철 파

건물을 가로 및 세로로 걸쳐 있다. 평평한 모듈과 돌출된 모듈을 번갈아

사드로 건설된 최초의 건물 중 하나다. 이 내식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건

사용하면 플레이팅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측면에서 보면 스트

축 자재는 특유의 녹이 슬어 있는 붉은 파티나와 벨벳 질감을 통해 건물

립의 교차점에 있는 수평선은 때때로 수직선 아래로 하강하는 것처럼 보

이 특히 놀랍고 표현력 있는 외관을 제공한다.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측

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건물의 모서리에는 섬세한 구조 유리가 코

ⓒ Ilya Iva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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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의 날카로운 모서리의 주름을 번갈아 가며 사용되므로 강철은 유리 본

The office building Ferrum 1 (Block 16) stands on the

체 주름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건물은 황금 알루미늄 패널 밴

historic site of the former Rossiya factory in St Petersburg’s

드로 덮여 있으며, 광택이 메인 파사드 피복재의 강렬한 색상을 시각적으

Polustrovo district. Situated on the right bank of the Neva

로 상쇄한다. “겉은 녹, 속은 금”은 페럼의 주요 디자인 테마이다.

opposite the Smolny Cathedral, a palace for Prince

건물의 주 출입구는 큰 포탈로 표시되어 있고, 중앙 현관에는 양면 구조

Alexander Andreyevich Bezborodko was built on the site

유리가 있어 이 공간을 빛으로 채우고 그것을 주변 공원과 시각적으로 연

at the end of the 18th century according to the designs of

결한다. 모든 포이어의 색상 디자인은 투톤 컨셉을 따르며, “내면의 금

the Italian architect and painter Giacomo Quarenghi in the

색”이라는 테마가 여기에서 등장한다. 따라서 반짝이는 금색 리프트 포탈

middle of a spacious park. For years, this country house

은 차가운 회색의 금속 표면과 번갈아 나타난다. 벽 덮개는 인쇄된 유리

was a centre of social life.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park

로 만들어졌다.

was a popular recreation and health resort for the upper
classes of St Petersburg. On the border between the former
garden of the palace and today’s Piskarevsky Prospekt
used to stand the summer house rented by the family of
the famous Russian art theorist and painter Alexander
Benois in 1877/78 and 1882. In 1911, in the course of the
“industrialisation of the entire country”, the Rossiya machine
factory occupied large parts of the site as factory premises
and built production facilities, warehouses and administrative
buildings. The former garden area was lost. The factory was
closed down a long time ago, and the buildings, which were

ⓒ Ilya Ivanov

erected in the course of the factory’s expansion (some of
them still unfinished), stood empty and began to decay. For

ⓒ Ilya Iva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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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than ten years now, the former industrial site has been

striking, expressive appearance. The theme of materiality,

At the corners of the building, delicate structural glazing

undergoing extensive redevelopment under the direction of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in architecture, was the

alternates with the sharp-edged folds of the Corten, thus the

the development company Teorema. In the course of this,

focus when designing the façade. The name of the office

steel seems to play around a body of glass. The building

TCHOBAN VOSS Architekten have already realised the

building “Ferrum”, Latin for iron, is a reference to the material

is crowned by a band of golden aluminium panels, whose

multifunctional commercial campus House Benois (2008),

structuring the façade, but also at the same time a reference

sheen visually offsets the intense colouring of the main

the office complex Seasons-Ensemble (2013) and the

to the history of the former industrial site on which the new

façade cladding. “Rust on the outside, gold on the inside” is

residential complex Five Stars (2016) on this site. Opposite

building was erected.

Ferrum’s central design theme.

Ferrum 1 (Block 16), Ferrum 2 (Block 17) is being built

The sculptural façade is constructed in a geometric grid and

The building’s main entrance is marked by a large portal,

with an identical façade solution and a landscaped inner

presents itself as a coherent, dynamic, organically flowing

and the central foyer features double-sided structural glass

courtyard.

fabric of loose “warp and weft” threads. Three-dimensional

that fills this space with light and visually connects it to the

The seven-storey Ferrum 1 business centre is one of the

stripes span the rectangular building both horizontally and

surrounding park. The colour design of all foyers follows a

first buildings in Russia to be constructed with a sculptural

vertically. The alternation of flat and protruding modules

two-tone concept, with the theme of “gold on the inside”

Corten steel façade. This corrosion-resistant and extremely

creates the illusion of a plaiting. Viewed from the side, the

coming into play here. Thus, shiny gold lift portals alternate

durable building material with its characteristic rust-red

horizontal lines at the intersections of the strips sometimes

with metal surfaces in cold grey. The wall coverings are

patina and velvety texture gives the building a particularly

seem to dive beneath the vertical lines and vice versa.

made of printed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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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도 랜드마크가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골조

전곡읍 주차타워

•외장 시공사 : 주승이엔씨

•건설사 : 이준종합건설(주)

•외장 패널 제작사 : 주신기업(주)
•외장 적용 시스템 : 진타맥스, 팔라렉스, 캠즈프러스(원재료:포스맥(PosMAC))
•설계담당 : (주)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장동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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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매일 마주하는 주차장은 별다른 특색

폭이 대폭 커졌다. 앞으로 이러한 장점들을 잘 살려서 기본 패턴으로만

적용공법 : 진타맥스

없는 창고형 구조와 철골 구조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건축물 중 하

설계되던 소외 되었던 건축물에 많은 적용이 예상 된다.

진타맥스는 포스맥(PosMAC) 원자재를 심플한 직선의 미를 살려 건물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내장·외장·천정 패널이다. 현장성형 방식으로

나이다. 기존 주차타워는 외적인 디자인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설계되어

언덕길을 올라가자 건물들 사이로 독특한 외관의 2층 주차타워가 조금

가로*세로*길이 제한이 없는 고객 맞춤형 제품 제작 및 시공이 가능하다. 주차타워 외장 일부 및 옥상내장, 지붕 전체에 진타맥스 프로파일이 적용되어

좀 딱딱한 이미지가 고착화 되어있는데 이번 전곡읍 주차타워는 금속 패

씩 모습을 드러낸다.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전곡읍 주차타워는 예측되지

오염없는 모던한 외관이 완성되었으며, 시원하게 뻗은 직선 라인으로 공간의 여백을 살리면서 넓은 공간감을 연출했다.

널의 다양한 가공 기법을 통해서 외적인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않는 변화 무쌍함이 특징인 프로젝트로 반복되는 일상 속 폭 넓은 경험을

고급스러운 랜드마크로 평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공하는 신개념 공용공간이다.
개성있는 외관 디자인으로 주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과 동시에

외부에 노출되는 금속패널인 만큼 포스코강판의 녹슬지 않는 철인 “포스

지역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거듭나며 도시이미지 제고에 일조를 하고

맥(PosMAC)”으로 디자인하였다. 여기에 일반 강판보다 4배 이상 높은

있다.

해상도 나무 프린팅 기법을 접목한 “인피넬리(포스코강판)”로 외장에 나
무무늬 질감을 포스맥(PosMAC) 판재 위에 구현하여 친환경적인 고급

보행자와 방문자 모두가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완성하기 위해

화를 추구하였다.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축공법들이 조화롭게 잘 활용되었다.
전곡읍 주차타워는 총 3가지 타입의 외장 건축공법을 연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재와 롤포밍 가공으로 구현된 다양한 패턴의 형상은 주차장이

포스코강판의 “인피넬리”의 내츄럴우드, 테라코타 패턴을 차용한 메탈

라기 보다는 고급스런 건축물로 부각 시키게 되었다. 주신기업(주)의 요

마감재로 자칫 어수선해 보일 수 있는 입면배치에 안정감과 균형감을 제

철형태의 진타맥스, 일반 오픈조인트 평판형태의 캠즈플러스및 팔라렉스

공하였으며,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끌어올려 주민들의 삻의 질과 접근성

3가지의 가공형태의 배치와 포스아트의 다양한 프린팅 색감의 대비를 통

을 높였다.

해서 건물의 고급화를 완성 할 수 있었다.
균형과 불균형, 대칭과 비대칭, 디자인이 자아내는 형태가 주는 변칙적인
건축 설계에 있어서 이러한 포스코 강판의 우수한 소재와 패널 형상가공

리듬을 체험할 수 있는 전곡읍 주차타워 프로젝트 이제 주차장도 랜드마

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건축물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에 선택의

크가 될 수 있다.

진타맥스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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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tain Wall 산책

적용공법 : 캠즈플러스

적용공법 : 팔라렉스

캠즈플러스는 포스맥(PosMAC) 원자재에 오염 발생 요인을 차단하는 Non-sealant 방식의 오픈조인트 외장 시공 공법이다. 무제한 길이로 설치가 가

팔라렉스는 포스맥(PosMAC) 원자재를 활용하여 기존 실란트 취부 방식의 복합판넬, 시트공법에서 발생하는 판넬 오염 요인을 원천 제거하고 아름다운

능한 시트의 장점과 성형 패널의 장점이 합쳐진 새로운 시공방식으로 고객맞춤형 제작이 가능하다. 주차타워 외장 입면 일부에 캠즈플러스 기본형 프로

외관의 영구적인 유지를 위해 개발된 오픈 조인트 방식의 외장 판넬 시공 시스템이다. 전곡읍 주차타워 외장 전반에 팔라렉스 디자인형 프로파일이 적용

파일을 적용하여 끊김없이 이어지는 연속적인 리듬감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공간이 완성 되었다.

되었으며, 정형화된 직사가형 배치에 변칙적인 감각을 더해 독특하고 개성있는 외장 디자인이 연출되었다.

캠즈플러스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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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라렉스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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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tain Wall 산책

친환경 우량민물고기 종자생산시설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골조

단양 물고기 박물관

•외장 시공사 : 주승이엔씨

•건설사 : 태웅건설(주)

•외장 패널 제작사 : 주신기업(주)
•외장 적용 시스템 : 파비스 큐브 ( 원재료:포스맥(PosMAC))
•설계사 : 건축사무소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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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tain Wall 산책

파비스큐브 설치도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생동하듯 하늘로 솟구치는 파사드의 라인이 인상

이 프로젝트는 평범함을 거부하고 건물에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부여해줌

외장,지붕 마감재의 필수사항으로 요구되는 방수기능을 획기적으로 항상

적인 이 곳. 내리쬐는 햇빛에 의해 반짝임을 더하는 외장 패널의 두가지

과 동시에 미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이노빌트 얼라이언스 입체

시켰으며 설치가 용이한 평이음 시스템이다. 파비스 큐브의 입체형 패널

색감의 조화가 흥미로운 가운데, 물고기 비늘을 상징하는 듯한 포스코강

형 건축공법으로 녹이 슬지 않는 포스맥(PosMAC)을 원재료로하여 주신

디자인은 각도에 따라 음영이 살아있으며 빛에 의한 음영으 차를 이용하

판의 “포스맥(PosMAC)”을 원재료로 입체형 가공을 형상화한 파비스큐

기업(주)의 독자적인 모양가공 기법을 반영하고 있다.

여 매력적인 외관 디자인 연출이 가능하다.

이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는 주변환경과 자연스럽게 조화되면서

적용공법 : 파비스큐브

단양 물고기 박물관 프로젝트는 설계단계에서 부터 건물의 목적성을 외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독특한 외장 디자인으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

파비스큐브는 포스맥(PosMAC) 원자재를 활용한 입체형 다이아몬드 형

관에 연출하고자 고심하여 물고기 비늘형태의 외장으로 랜드마크형 건축

로 잡고있다.

태를 지닌 우수한 외장 방수 시스템이다.

물이 완성되었다.

브 패널 하나하나가 모여 물결치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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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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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 축소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국민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26일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규제개선 과제 20건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 26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

량 산정을 위한 수식 환산이 복잡하고 곤란하였다.

인식할 수 있도록 차량 앞·뒷면, 좌·우에 각각 총 4개의 끝단표시등을 설

이 참석한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주재)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 특정된 물품의 비중에 따라 별도로 부피를 결정하여 최대적재량 산정

치할 의무가 있다.

과제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상가리모델링 사업의 규제 개선

(예) 휘발유(비중 0.8) 탱크로리로 경유(비중 0.9)도 운송 시 적재가능 부피 환산
필요

록 예방한다.

(개선) 광도기준 등을 만족하는 경우 일체형으로 끝단표시등을 제작할 수

*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개정(도심재생과, ‘21.12)

있도록 허용하여 배선 등 작업 간소화를 도모한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산업계, 일반국민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부처 내에
서 자체적으로 개선과제 발굴을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개선) 제작허용총중량 내에서 자동차제작자가 사용목적에 맞게 최대적

중소업계·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불합리한 규정의 합리화 등을 위한

재량을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현황)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외부경관 개선 등을 위한 상가리모델링

냉장냉동용 차량의 대폐차 범위 명확화

사업을 추진 중이나,상가 임대·임차인간 이해관계 상충, 높은 자부담율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개정(물류산업과, ’21.8)

(90%) 등으로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황)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폐차한 일반형·밴형 차량 등*을 다시 대폐

(개선) 간판정비 등 외부수리 위주로 지원방식을 보다 구체화하고, 사업

차하는 경우 원래 유형으로만 허용하여 일반형→냉장냉동용으로 대폐차

활성화를 위해 자부담율 완화, 정책연계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한다.

(현황)공동주택 분쟁조정을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려는 경우 위임

한 차량을 밴형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형→냉장냉동용→일반형

* 임대·임차인간 상생협력으로 임대료 상승률 제한 또는 경관협정·청년창업 등

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었다.

→밴형’으로 대폐차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정책 연계시 자부담율 추가완화 등

총 20건의 제도개선을 확정하였다.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 시 첨부서류 보완
이번 심의회로 제2기 규제혁신심의회 민간위원 임기(’20.9~’21.8)가 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주택건설공급과, ’21.12)

료되며, 보다 다양한 계층 및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위원을 새롭게
위촉하는 등 제3기 민간위원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 일반형, 덤프형, 밴형,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중 윙바디, 탑장착차량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공공임대 입주자 이주 지원 확대

(개선)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대신에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통해서도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 축소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행정편의를 제고한다.

가스운송화물차 가스운송장치 규정 개선

통보사항 중 일부분이 이미 세움터, 나라장터 시스템에 기재되는 정보와

(현황) 가스운송화물차의 가스용기 검사를 위해 고압가스법상 용기검사

중복되어 행정부담이 가중되었다.(예:재하도급 여부)

와 자동차성능및기준규칙 상 신규안전검사를 이중으로 받아 업계의 부담
을 가중하고 있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규제*하고 있었다.

중고차 구입 시,‘자기부담금 확인’유의사항 마련

*(행복주택) 타 행복주택으로의 재입주 원칙적 제한, 소득근거지 변경 등 불가피한

*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자동차운영보험과, ’21.9)

경우 허용(통합공공임대) 최근 3년 이내 공공임대 계약 체결 사실이 있는 사람인
경우 감점 부여

(현황)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환경부)의 지원을 받은

폐차 당시 소유자가 이를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행복주택) 대학생·청년 등의 이동이 잦은 특성을 감안하여 직장과 가까

항목을 제외하여 인증기간에 따른 업계부담을 완화한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환경부)’에 따라 차주가 자기부담금

운 위치, 넓은 평형 등 자유로운 이주를 위해 기존 입주자에 대한 재청약

(10%) 납부시 국가가 보조금(90%)을 지원 중이나, ’18년 이전에는 사후 납부를

제한을 삭제한다.

자동차 끝단표시등 설치기준 완화

허용

* 자동차 성능 및 기준 규칙(첨단자동차과, ’22.3)

(현황)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 산정 시 주로 운송하는 품목을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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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지원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개선) 자동차성능및기준규칙상 신규안전검사에서 고압가스법 용기검사

경량화물차 적재물품 최대적재량 산정방식 개선

후 적재량을 비중으로 산정*하여, 다른 품목을 운송하려는 경우 최대적재

(현황) 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의 기존 입주자가 동일한 유형의 다른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차주의 자기부담금* 납부여부를 알 수 없어 이 후

(개선) 세움터, 나라장터 등 타 시스템과 중복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항

* 자동차규칙 및 세칙 개정(첨단자동차과, ’22.3)

* (예시) 일반형↔밴형, 밴형↔윙바디, 윙바디↔일반형 등(덤프형 제외)

* 자동차 성능 및 기준 규칙 개정(첨단자동차과, ’22.3)

종합정보망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하나

목을 축소하여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공공주택정책과, ’21.12)

냉동용 차랑으로 대폐차한 후에도 상호 간 대폐차를 허용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건설산업과, ’21.12)

(현황) 도급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

(개선) 일반형, 밴형 등은 상호 간 대폐차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냉장

(현황) 너비가 210㎝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경우 타운전자가 차량을 쉽게

(통합공공임대) 자녀 출산, 노부모 부양 등으로 적정한 평형의 타 공공임
(개선) 자동차 양도증명서 서식의 유의사항 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

대에 재입주 신청할 경우, 입주자 선정 시 기존 입주자에게 부여되었던

기부담금 납부여부 확인’을 명시하여 선의의 매수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

감점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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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과제별 담당자 >
주요 과제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 축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21.12)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
성정용 사무관

044-201-3538
3509

경량화물차 적재물품 최대적재량 산정방식 개선
(자동차 성능 및 기준 규칙 및 시행세칙 개정, ’22.3)

첨단자동차과

박문수 과장
서정석 사무관

044-201-3847
3850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
박동감 사무관

044-201-3364
3372

가스운송화물자동차 가스운송장치 규정 개선
(자동차 성능 및 기준 규칙 개정, ’22.3)

첨단자동차과

박문수 과장
서정석 사무관

044-201-3847
3850

자동차 끝단표시등 설치기준 완화
(자동차 성능 및 기준 규칙 개정, ’22.3)

첨단자동차과

박문수 과장
서정석 사무관

044-201-3847
3850

냉장냉동용 차량의 대폐차 범위 명확화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개정, ’21.8)

물류산업과

이진철 과장
김병채 사무관

044-201-4016
4017

중고차 구입시,‘자기부담금 확인’유의사항 마련
(자동차등록규칙 개정. ’21.9)

자동차운영
보험과

김은정 과장
박승민 사무관

044-201-3855
3860

도시재생 상가리모델링 사업의 규제 개선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개정. ‘21.12)

도심재생과

이성민 과장
박원호 사무관

044-201-4928
4932

생애주기에 따른 공공임대 입주자 이주 지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21.12)

공공주택정책과

성호철 과장
홍일산 사무관
김민균 사무관

044-201-4539
4514
4513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 시 첨부서류 보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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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교통사고 위험구간에 과속단속

요자의 청약대기 수요를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였고, 위

* 지구지정→지구계획 승인→사전청약→사업승인→주택착공→본 청약(공공주택

원회는 적극행정으로 의결(2.26)하였다.

사업)

그 결과, 국토부가 경찰청과 협의하여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고 관

먼저, 3기 신도시 인천계양 등 공공분양주택 4.3천호에 대해 1차 사전청

리·운영은 경찰청으로 이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약을 시행(7.28~8.11)하였고, 하반기에 2.8만호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
정(’22년 3만호)이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다발구간 등을 종합 분석하여 설치가 시급한 4개 구
간을 선정하여 해당구간에 과속구간 단속카메라 8대를 9월 중 설치하고,

아울러,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8.7만호)과 3080+사업*(1.4만호)에도 사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청약을 확대하여 ’24년 상반기까지 총 10.1만호 사전청약을 추진할 계
획이다.
* 공공택지 신규지정 등을 통하여 ’25년까지 서울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공급

피부에 와 닿는 적극행정으로 ‘민생안정·국민안전’ 강화
9일 차관회의에서 국토교통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9월 9일(목) 열린 제35차 차관회의에서 국

우수사례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안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고 밝
혔다.

【 차관회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 】
• (개요) 기관별 적극행정 중점과제 및 우수사례 연이어 발표
• (대상) 차관회의 참석 기관(28개)
• (시기) ’21.8.26(목) ~ 10.28(목), 9차에 걸쳐 진행
* 1차 : 중기부, 개인정보위, 인사처 2차 : 산업부, 교육부,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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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험지역 구간과속 단속카메라 선제적 설치

수도권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공공택지 사전청약 시행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2천명대 감축”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구간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거복지로드맵(’17년), 3기 신도시 등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가 효과적*이나, 설치권한이 있는 경찰청·지자체는

수도권 30만호(’18년~’19년)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 중이나, 공공주택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고, 국토부, 도로공사 등도 무

지구지정·지구계획 등 법정절차 이행에 시일이 소요(3~4년)되어, 주택

1차 사전청약 결과, 총 9.3만명이 신청하였고 그 중 공공분양 28.1대1,

인단속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20.12,행안

공급효과 조기화에 한계가 있었다.

신혼희망 13.7대1 등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신청자 중 서울 거주
자가 38.2%를 차지하여 서울지역 주택수요 흡수 효과가 기대된다.

위)되었으나 신속한 입법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 기존 단속장비 대비 인명피해 45%, 교통사고 42%, 과속비율 25% 감소 효과

이를 극복하고자 본 청약 1~2년 전 사전청약*을 시행하여, 무주택 실수

83

단신뉴스

|

정책뉴스

|

해외뉴스

단신뉴스

|

정책뉴스

|

해외뉴스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인프라 확충 추진

이를 해결하고자 기존 건축물의 정보를 입력하면 사업개선 효과와 적용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물류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심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여 금년도 상반기 완성,

내외에 대규모 물류시설 확충이 필요하나, 주민 반대 및 도심內 높은 지

운영을 개시하였다.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스마트건설 챌린지 2021’개막
첨단기술로 건설현장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자체는 이 시스템을 통해 사업 추진여부는 물론이고 사업방식 등을 즉

- 9월 1일부터 메타버스 기반 온라인 전시 및 경연대회 동시 운영
- 스마트안전·로보틱스·사물인터넷·인공지능·BIM 등 첨단기술 경연

가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도시 접근성이 우수한 고속도로 IC 근처 공터 등

시 결정할 수 있어 비용절감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고속도로 인근 유휴부지에 물류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새로운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장관상과 총 1억 5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우수 기술로 선정된 25개

다양한 스마트건설기술을 선보이고 소통하는 장이 열린다.

(분야별 5개) 기술은 각 기관장상과 총 1억 3천만 원이 수여된다.

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주관*하

특히, 장관상을 수상하는 우수 기술은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를 통한

* 도공이 부지제공, 민간이 설치·운영 후 소유권을 도공에 이전(BOT방식)

는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1」*가 9월 1일부터 개최된다고 밝혔다.

기술매칭을 통하여 한국도로공사 등 4개 공공기관에서 건설현장 테스트

*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LH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

베드를 우선 부여하거나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일정) 개막식 9.1 / 기술경연 9.1 ～9.3 / 전시행사

또한, 「2022 스마트건설 창업아이디어 공모전」*과 「2022년 스마트건설

9.1~9.30

혁신기업 프로그램」** 참가 시에도 다양한 특전을 부여할 계획이다.

예산의 효율적 투입을 위해 민간투자방식으로 ‘기흥IC 물류시설 구축사
업*’을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하였고, ’25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사지원 시스템(Greeny) >

< 기흥IC 물류시설 구축사업 개요 >

* 예비창업자나 5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10~12인을 선정하여 컨설팅,

그린리모델링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올해 2회 차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4차 산업기반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연구자 매칭, 시제품 제작지원, 스마트건설지원센터 무상입주 등 지원

스마트건설기술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사전공모 및 심

**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 성능 개선 및 고도화, 현장 실·검증 등을 지원하

사를 통해 선정된 5개 분야* 74팀의 기술 경연과 전시로 진행된다.

기 위해 약 40개 기업을 선정하여 총 8억원 지원(지원규모 변경가능)

* 스마트안전(15팀), 건설자동화(12팀), 로보틱스(15팀), IoT·AI·센싱(15팀),
BIM SW Live(17팀)

기술전시는 3D 전시 컨벤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기술경연과 동일하게

개막식 행사는 9월 1일 오전 10시부터 행사 누리집(http://www.

5개 분야 74개 기술을 소개하는 부스로 구성·운영된다.

smartconchallenge2021.com)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며, 현

메타버스 기반의 전시관에서는 관람 뿐만 아니라 명함 교환, 음성·화상

대자동차그룹이 인수(`20.12)한 세계적 로봇기업인 보스톤 다이나믹스 4

채팅 등을 통한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하며 비즈매칭을 위한 미팅룸에서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532-8

족 보행로봇 스팟의 기술공연과 인공지능 및 센싱기술로 구현하는 국내

최대 10명까지 참여하여 보안을 갖춘 회의를 할 수 있다.

총사업비 : 386억원

토공 자동화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운영방식 : BOT Build-Operate-Transfer)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의 스마트

운영기간 : 30년 건설기간

이 사업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물류시설의 확충은 물론이고, 민간자

시스템 메인 화면

본 유치 활성화, 유휴부지 효용성 증대, 대형 트럭의 도심지 진입감소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 황성규 제2차관은 “코로나19,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제·사

기술경연은 9. 1일에서 9. 3일까지 5개 분야로 나누어 91개 기관과 기업

건설기술 경연과 전시의 장으로, 새롭게 혁신하고 있는 건설기술을 한자

이 참여하여 3일간 진행되며 총 74개 기술이 경합할 예정이다.

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번 경연을 통해 “국내의 스마트

로봇기술이 접목된 로보틱스 분야는 ‘스마트 드릴링 로봇’, ‘AI 바닥 미장

건설기술의 수준을 가늠하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건설산업을 선도해

로봇’, ‘수중구조물 유지관리 로봇’, ‘현장 순찰 로봇’ 과 같이 현장에 적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용 가능한 15개 기술이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1」 행사 관람은 누리집 접속을 통해 메타버스 기

회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혁신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과 적극적인 행정노력이 중요하다”면서, “국토부는 민생과 직결된 현안

스마트안전 분야는 ‘스마트안전감시단’, ‘산업용 추락 보호 에어백’ 등 15

반의 온라인 컨퍼런스홀과 전시관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볼 수 있으

지자체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시 에너지 소요량 분석,

이 많은 만큼,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소기의 성과를 조기에

개 기술이, 건설자동화 분야는 ‘스마트 드론 자동관제 및 시공관리 시스

며, 유튜브를 통하여도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다.

적용기술 및 사업비 산출, 개선효과 시뮬레이션 등이 필요하나, 한정된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템’ 등 12개 기술이 경합하고, 사물인터넷·인공지능·센싱 분야는 15

* 행사 누리집 : 검색 ‘스마트건설챌린지 2021’

인력과 전문가 위탁비용 등으로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개 기술이, 건설정보모델링(BIM) 분야는 17개 기술이 서로 경쟁할 예정

* 10년 이상 노후된 국공립 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 약 1천동에 대하여 에너

이다.

지성능 및 실내공기질 등을 개선하는 사업

이번 행사에서 최우수 기술로 선정된 10개 기술(분야별 2개)은 국토부

84

(http://www.smartconchallenge2021.com)
* 유튜브 채널 : 검색 ‘스마트건설챌린지 2021’
(https://www.youtube.com/channel/UCubBfJKXziaSN_yqB0kl3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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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분야별 경연 및 전시 기술현황 >
스마트안전 (국토안전관리원 주관) 9월 1일 오후(13:00∼17:05)
기술명

기관/업체명

비고(생중계 시간)

1

스마트안전 플랫폼

(주)영신, (주)유엔이커뮤니케이션즈

13:00∼13:15

2

Smart 안전감시단(Spot)

현대엔지니어링(주), (주)컨워스

13:15∼13:30

3

산업용 추락 보호 에어백

세이프웨어(주)

13:30∼13:45

4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현장 안전관리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13:45∼14:00

5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IMOS)

(주)한라, (주)휴랜

14:00∼14:15

6

실시간 스마트 작업안전관리 시스템

GS건설(주), (주)빅파워솔루션

14:25∼14:40

연번

기술명

기관/업체명

비고(생중계 시간)

1

스마트 드릴링 로봇

빌딩포인트

14:00∼14:15

2

SOC 구조물(교량) 안전점검

(주)공간정보, (주)무한정보기술

14:15∼14:30

3

케이블 안전 점검 시스템

스마트제어계측

14:30∼14:45

4

무인수상선 및 고해상소나 기반 수중구조물 유지관리
로보틱스 장비 및 제어시스템

(주)다음기술단

14:45∼15:00

포스코건설

15:00∼15:15

12

두산인프라코어

12:05∼12:20

로보틱스 (한국도로공사 주관) 9월 2일 오후(13:00∼17:05)

7

HIDETECT

현대건설기계

14:40∼14:55

8

Edge AI와 IoT 기술을 융합한 이동식 스마트
안전시스템

(주)한림기술, (주)태왕이앤씨,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14:55∼15:10

9

AI 기반 건설현장 안전평가 시스템

콩테크(주)

15:10∼15:25

10

TB 스마트안전대

(주)티앤블루랩, (주)포스코건설,
(주)시큐라플러스

15:25∼15:40

5

POS-Site(디지털 현장 플랫폼) 구축 및 활용

11

대형구조물(댐) 안전점검

공간정보 컨소시엄

15:50∼16:05

6

Big-EYE 시스템(터널 측정)

아워브레인

15:25∼15:40

12

영상해석 기반 말뚝 관입량 계측 시스템

(주)포스코건설, (주)지오멕스소프트

16:05∼16:20

7

TLc Landview

SK텔레콤, (주)코세코

15:40∼15:55

13

3D 스캐닝 기술 기반 현장조사,
화재 현황 및 보수 보강 물량 산출 SW 적용

(주)스캔비

16:20∼16:35

8

AI 바닥 미장로봇

현대엔지니어링, (주)로보블럭시스템

15:55∼16:10

9

현장 순찰 로봇 및 현장 작업 자동화 기술

현대건설(주)

16:10∼16:25

14

일체형 드롭 해머장치

(주)영풍씨앤디

16:35∼16:50

10

드론 인프라 점검을 위한 웹 플랫폼 기술

수성엔지니어링

16:25∼16:40

15

터널 경보장치 등

(주)에이알텍

16:50∼17:05

11

안전관리 플랫폼

에스아이오티(주)

16:50∼17:05

12

드론과 매립형 변형률 시각화 시스템을 이용한
Prefab 디지털 트윈 시스템

중앙대학교 스마트인프라연구실

17:05∼17:20

13

자율비행 검사용 드론 및 유무선 페인팅 드론

한국전력기술,경운대학교, 김천대학교, 에이셉챌린지,
태정인더스트리, 남경건설, 천풍무인항공, 알파드론

17:20∼17:35

14

건설드론 플랫폼

메이사

17:35∼17:50

15

박스형 교량 내부의 레일로봇을 활용한
스마트안전점검기술

미래시티글로벌

17:50∼18:05

건설자동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 9월 2일 오전(9:0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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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어 유압 굴착로봇 기술과 스마트 건설관제
솔루션 “XiteCloud”를 결합한 “원격제어 기반의
스마트 관제 및 굴착자동화 기술”

연번

연번

기술명

기관/업체명

비고(생중계 시간)

1

3D MC

소끼아코리아

9:00∼9:15

2

스마트 드론 자동관제/시공관리 시스템

대우건설(주), 한국도로공사

9:15∼9:30

3

3D 프린팅 건설로봇의 철근결합 적층시공법

건설용3차원프린터협동조합

9:30∼9:45

4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주택 벽체 및
기타 시설물 시공 및 제작 자동화

제이에이치

9:45∼10:00

5

RCS MAX system

(주)포스코건설, 페리유한회사

10:00∼10:15

6

HIASSIST

현대건설기계

10:25∼10:40

연번

기술명

기관/업체명

비고(생중계 시간)

스마트 건설기술에 활용 가능한 산업용 로봇 시스템의
다목적 복합가공 제어를 위한 소프트웨어 솔루션
(GERRY)

1

IoT 기반 비탈면 거동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

(주)에이티맥스

9:00∼9:15

7

비에이티파트너스

10:40∼10:55

2

HIMATE Assist Detector

현대건설기계

9:15∼9:30

3

스마트 시운전 솔루션(AI 품질진단 Kit)

(주)대림

9:30∼9:45

8

스마트 건설기계 시공/시공관리 솔루션

영신디앤씨

10:55∼11:10

9

드론 데이터 플랫폼

(주)엔젤스윙, 트림블

11:10∼11:25

4

IoT 스마트안전장비와 AI CCTV를 이용한
통합 스마트안전플랫폼

(주)디지쿼터스

9:45∼10:00

10

드론 항공 측량 기술을 이용한 건설 현장 지원 솔루션
(PolarisMS)

(주)디지털커브

11:25∼11:40

5

개방형 API 기반 IoT 안전장비 통합 모니터링 플랫폼

(주)마엇

10:00∼10:15

6

IoT센서 및 클라우드 기반
교량 상시 변위계측/관리 시스템

중앙대학교,반석안전주식회사

10:25∼10:40

11

드론을 활용한 건설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파일 기초의
시공오차 분석/시각화/문서화 기술

7

화상분석기술을 이용한 비부착 비접촉식
변위계측기술

시설물안전연구원(주)

10:40∼10:55

(주)현대특수건설

IoT·AI·센싱 (국가철도공단 주관) 9월 3일 오전(9:00∼13:05)

11:5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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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마트제어계측(ITS)

10:55∼11:10

9

IBOT System

선진이알에스

11:10∼11:25

10

대심도 수직구 Smart 연직도 관리 시스템

포스코건설(주)

11:25∼11:40

11

디지털 맵핑을 활용한 온라인 암판정 시스템

미래이앤씨(주)

11:50∼12:05

12

IoT 기반 전력설비 진단 및 자산관리 시스템

(주)제나드시스템, 효성중공업(주)

12:05∼12:20

13

SAFE ON(세이프온) Smart System

(주)엠와이씨앤엠

12:20∼12:35

14

스마트 IoT 건설물류 통합관제 시스템

더플레이스7

12:35∼12:50

15

스마트 IoT 기술을 활용한 교량의 유지관리기술 제안

탄탄안전(주),
중앙대학교 스마트안전구조연구실

12:50∼13:05

BIM SW Live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 9월 3일 오후(14:00∼18:35)
연번

기술명

기관/업체명

비고(생중계 시간)

1

KG Road

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14:00∼14:15

2

무해체 보 거푸집과 알루미늄 폼웍 실무에 적용한
BIM SW

(주)트림블솔루션즈코리아, (주)시드소프트,
(주)성지제강

14:15∼14:30

3

시설물 유지관리 BIM

(주)지쓰리씨

14:30∼14:45

4

단지분야 BIM기반 유지관리 플랫폼
(베트남 THT 현장 적용)

대우건설, (주)IDM

14:45∼15:00

5

Revit Add-in 방식 수량-공사비 산출 자동화 솔루션

(주)글로텍

15:00∼15:15

6

공간환경 커스터머이징을 위한
실사 기반 증강현실 시스템

이해라이프스타일

15:25∼15:40

7

드론 데이터 플랫폼 (기술)

(주)엔젤스윙

15:40∼15:55

8

BIM을 활용한 동적 가상건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사례)

(주)태성에스엔아이

15:55∼16:10

9

Builder Hub (기술)

(주)한라, (주)창소프트 아이엔아이,
단국대 산학협력단

16:10∼16:25

10

BIM 기반 케이슨 설계 자동화 (기술)

현대건설(주)

16:25∼16:40

BIM SW Live 개발 분야

BIM SW Live 활용 분야

88

11

Builder Hub (사례)

(주)한라, (주)창소프트 아이엔아이,
단국대 산학협력단

16:50∼17:05

12

BIM 기반 케이슨 설계 자동화 (사례)

현대건설(주)

17:05∼17:20

13

신안산선 PJT BIM 설계 및 가상시공 활용

포스코건설(R&D센터, 신안산선사업단, 지쓰리씨)

17:20∼17:35

14

디지털화를 통한 대규모 토공 현장의
계획 수립 및 검증

DL E&C

17:35∼17:50

15

3D 스캐닝 기반 BIM 데이터를 활용한 성공사례

동양구조안전기술

17:50∼18:05

16

대산-당진 4공구 BIM 데이터(KMZ) 활용 사례

다산컨설턴트

18:05∼18:20

17

항만시설의 BIM 기반 설계 자동화 기술 활용 사례

서영엔지니어링

18:2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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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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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C

금속패널 가공 업체

031)434-7050
031)571-1468
031)434-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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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사드 관련 주요업체 명단

파사드 관련 주요업체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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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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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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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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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산업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4-9번지 시화공단2다601-1

031)434-6226

(주)현지산업개발

경기도 하남시 초광로 257

02)429-3637

(주)HS건설산업
한성금속
ATM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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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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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산업
(주)네오스텍
(주)메르코
대진 에프엔씨(주)
동양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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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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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두현

충북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47-1

043)883-0605

(주)드림이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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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356-9385

(주)삼미도장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106-1번지

032)684-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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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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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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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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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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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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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9길58(독산동)

02)891-1176

배연창

도장 업체

알루미늄 단열바
(주)거산알루미늄
(주)경동프로폰
경희알미늄(주)
(주)기전금속
나눔테크
(주)남선알미늄
(주)대명창호 남원공장
(주)대아프로폰
(주)대한테크
(주)동해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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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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223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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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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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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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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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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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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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