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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wer of
ShinEtsu Silicone

한국신에츠실리콘주식회사
http://www.shinetsu.net

syworld.kr

syworld.kr

FL루프

Fireproof no Leakage

FRC PANEL

Fire Resistance Clean

불연패널

공동개발

GlassWool Nonflammable Panel

난연성은 물론, 시공성, 디자인성까지 모두 갖춘 고성능 건축외장용 패널과
친환경 제로에너지 설계에 내진특화 기술을 더한 신개념 모듈러 주택으로
건축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기업, 대한민국에서는 오직 에스와이뿐입니다.

볼트레스 타입으로
완벽방수

내화에 방수까지
불연페인트 처리

에스와이가 국내 패널업계 NO.1을 넘어

공동개발

불연접착제

내화 클린룸 적용 가능

더 강력한 G/W

세계 정상을 향해 도약합니다!

색상도료, 접착제까지 모든 불연

공동개발

볼트레스 타입으로
완벽방수

내화에 방수까지
불연페인트 처리

볼트레스 타입으로
완벽방수

더 강력한 G/W

불연접착제

더 강력한 G/W

내화 클린룸 적용 가능

색상도료, 접착제까지 모든 불연

내화에 방수까지
불연페인트 처리

불연접착제

내화 클린룸 적용 가능

색상도료, 접착제까지 모든 불연

건축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기업 에스와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40-2, 에스와이빌딩

T. 1588-0680 F. 031-234-0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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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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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료 50% 장학

네이버 검색창에 “신한대학교 대학원”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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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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36 국립수목원 최영태 원장
News
40 단신 뉴스

2022 NFRC 인증 단열
시뮬레이터 워크샵 개최

- KCC, 고강도 질화알루미늄 DCB 세라믹 기판 개발
- 에스와이-삼성ENG, 첨단공장 보험료와 시공기간 잡는 ‘2시간 내화 클린룸패널’ 상용화
- 소비자가 인정한 LX하우시스 친환경 인테리어 자재
- 한글라스, 열대자마을과 상생발전 협약 체결
Curtain Wall 산책
46 Shanghai Science and Technology Museum

48

“참가자 모집”

56 Giant Panda National Park Ya’an Science Education Center
64 LWK + PARTNERS enlivens intercity living with Hengqin Port TOD
74 Vilnius railway station

사단법인 한국파사드협회는
News
84 정책 뉴스
- 「제1회 그린리모델링 챌린지」 수상작 발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건설현장에서 건설기술인에 대한‘부당한 요구’퇴출
- ’21.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6조 원…전년 동기대비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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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90 커튼월 관련 주요업체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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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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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생태휴양공간

국립수목원 최영태 원장

국립수목원 전경

INTERVIEW

1949년 10월 중앙임업시험장 직렬 광릉출장소로 숲을 관리하였으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1967년 1월에는 출장소가 임업시험장 중부지장으로 승격되었다. 1983

광릉숲은 540여 년간 훼손되지 않고 잘 보전되어 전 세계적으로 온대북

년부터 1987년까지 수목원과 산림박물관을 조성하여 1987년 4월 5일

부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온대활엽수 극상림(極相林, climax forest)을

부터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기 시작하였는데, 식물자원화를 위한 다양한

이루고 있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숲이다. 극상림에는 서어나무, 졸

식물종의 확보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이에 신속하게 대처하

참나무, 갈참나무 등의 수종들이 혼재되어 있으며, 특히 서어나무가 가

기 위하여 임업연구원 중부임업시험장 수목원과에서 지금의 산림청 국립

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광릉숲에는 어린나무부터 오래된 고목에 이르기

수목원으로 신설, 개원하였다.

까지 다양한 식물들(944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장수하늘소와 같은 곤충

1987년 4월 5일 개원한 광릉수목원은 산림청 산하 임업연구원 부속기관

들(3,932종)이 많이 분포하여 이들 곤충을 먹고 사는 까막딱따구리, 오

인 국내 최초 수목원으로서 광릉 주변 약 500ha에 자리를 잡았다. 건립

색딱다구리, 쇠딱다구리 등 조류상(187종)도 다양하다. 이외에도 버섯을

목적은 산림에 대한 자연학습교육 및 대국민 정서순화와 산림사료의 영

포함한 고등균류(694종), 포유류(29종), 양서·파충류(30종), 어류(40종)

구적 보존과 전시로 국민의 환경보전 중요성 인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

등 총 6,251종의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어 광릉숲은 우리나라에서 단위

며 개원당시는 주제별 전문전시원, 산림박물관, 산림생물표본관, 산림동

면적당 가장 많은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산림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

물보전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라고 할 수 있다.

1999년 IMF이후 많은 생명자원들이 유출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이러한 특징에 근거하여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Man and the

를 관리할 국가기관의 필요가 절실해지고, 더불어 세계적인 광릉숲의 체

Biosphere: MAB)은 2010년 6월 2일 광릉숲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

계적 보전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립수목원으로 승격 독립기관으로

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광릉숲은 세계적으로도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신설되었다. 정부가 조성했다는 의미의 ‘국립’ 수목원은 여러 지역에 조
성됐으나 ‘국립수목원’이라는 이름은 이 곳이 유일하다.

특별한 가치

국립수목원은 산림생물 연구의 선도기관으로서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광릉숲을 보호하고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국립수목원은 1,123ha의 자연림과 102ha에 이르는 전문전시원, 산림박

관리하는 것은 물론, 산림생물 연구기관으로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산림생물종을 조사하

이 채택되고 식물자원 확보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하면서 이들 자원

물관, 산림생물표본관, 곤충스마트사육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 수집·증식하여 보전하고 복원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유용 식물자원을 탐사

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국가기관의 필요가 절실해졌다. 이에

전문전시원의 경우 1984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여 1987년에 완공되었

하고 수집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산림에 대한 국민

따라 임업연구원 중부임업시험장에 속해 있던 광릉수목원은 1999년 5월

으며, 식물의 특징이나 기능에 따라 25개의 전시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및 홍보를 임무로 하는데, 이를 위해 연구 결과를 활용한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24일 산림청 직속 국립수목원으로 승격 독립기관으로 신설되었다. 주로

국내 희귀, 특산식물을 보전하기 위한 희귀특산식물보존원을 비롯하여

(www.nature.go.kr) 운영, 주제별 전문 전시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가치

수목 관리와 연구에 머물던 수목원의 역할에 국내외 산림생물자원을 보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등 소리를 통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소리정원

를 알리는 산림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보급하는 일 등 다양한 업무를 함

전, 복원, 탐사, 교육, 전시 등을 하는 임무가 더해졌으며, 조선시대 세조

등 25개 전시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자생식물을 포함하여 8,200여

고려대학교 산림자원학 학사

께 수행하고 있다.

대왕 능림으로 지정된 1468년 이래 자연의 모습 그대로 보전되어온 광릉

종의 식물자원이 전시원 및 온실에 식재되어 있으며, 국민들에게 우리 자

미국 Texas A&M University 생태과학 및 관리학 석사

광릉숲에서부터 시작되어 지금의 모습까지, 우리 수목원이 한국의 수목원 분야에서 유일

숲이 1987년 광릉수목원으로 개장했다가 1999년 국립수목원으로 위상

생식물을 홍보하고 식물자원을 보전함은 물론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장으

한 국립수목원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수목원·정원문화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능동

이 높아진 것이다.

로서 다양한 자생식물을 전시 보전할 계획이다.

국립수목원 최영태 원장
소속(직위) 산림청 국립수목원(제11대 원장)
학력
서울 자양고등학교

충남대학교 대학원 산림자원학 박사수료
주요경력
중앙공무원교육원 임업사무관(시보)
산림청 산림휴양정책과 임업사무관

적으로 대처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떤 점
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지에 대하여 언급해 보고자 한다.

산림청 산림정책과 임업사무관
산림청 산림정책과 기술서기관
미국 Texas A&M Univ. 교육훈련 기술서기관

광릉숲과 국립수목원의 탄생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팀 팀장(기술서기관)

국립수목원이 자리한 광릉숲은 조선조 제7대 세조대왕이 묻힌 광릉의 부속림 중 일부로

산림청 국제협력담당관 담당관(기술서기관)

500여년이상 황실림으로 엄격하게 관리를 해오다 1911년 국유림 구분 조사시에 능묘 부

산림청 국제협력담당관 담당관(부이사관)
국제열대목제기구(ITTO) 고용휴직 부이사관

속지를 제외한 지역을 “갑종요존예정임야”에 편입시켰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광릉숲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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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자생식물 산업화 지원을 위한 야생화 품종개발과 모델정원 조
성, 야생화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로 국내 정원 연구의 중심에 설 수
있었다. 산림청의 정책 개발과 국립수목원의 정책 수행의 효과로 2020
년 기준 국가정원 2개소, 지방정원 26개소, 민가정원 31개소 등록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했으며 이밖에도 공기정화를 위한 실내정원, 한국형 식
재조합, 스마트가든, 폴리네이터 정원 등 그 정원 연구 영역의 범위와 깊
이를 넓혀가고 있다. 국가정원 정책방향은 정원 인프라와 다양한 문화콘
희귀특산식물보존원

DMZ자생식물원

유용식물증식센터

텐츠 개발로 정원문화와 정원복지 분야로 확장하고 있으며, 국립수목원
의 정원연구도 정원활동과 정원문화 일상화를 통한 사회적 처방(Social

2017 서울정원박람회에 조성된 국립수목원의 ‘정원 한 스푼 EAT Together’

1987년 4월 5일 개관한 산림박물관은 우리나라 산림과 임업의 역사와

했던 시기를 지나 국립수목원의 열려있는 숲에서 힐링공간으로서 최고의

prescription)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뒷받침

현황, 미래를 설명하는 각종 임업사료와 유물, 목제품 등 11,300점에 이

선택지가 될 것이다.

하기 위하여 올해는 ‘사회적 약자 가드닝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정원

2018년과 2020년 개원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2026

이 우리 삶의 건강성과 즐거움을 주는 효과성 규명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년 개원예정 국립새만금수목원을 비롯한 국가 법인수목원을 포함하여,

르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2003년도에 완공된 산림생물표본관은 국
내외 식물 및 곤충표본, 야생동물 표본, 식물종자 등 100만 점 이상이 체

새로운 시작

(곤충 연구 분야) 국립수목원에서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동식물

국내 공사립수목원들을 아우를 임무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실질적인 수

계적으로 저장, 관리되고 있다. 2014년도에 완공된 유용식물증식센터

(정원 연구 분야) 국립수목원에서는 정원문화를 통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1급인 장수하늘소 등 주요 곤충에 대한 보전, 복원을 위해 기존 산림동물

목원 리더로서, 한국수목원관리원과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공·사립수목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은 대량증식 연구 등 산림생물자원의 품종소재 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정원에 대한 전반적이고 기초적인 연구를 추진

원 관리사를 리모델링 하여 2020년 ‘산림곤충 스마트사육동’을 준공하였

원, 이들을 대표하는 수목원식물원협회와의 관계개선에 더욱 힘쓰겠다.

발 및 보급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2016년에 개원한 DMZ자생식물원(강

중이다. 정원은 다양한 정원소재를 활용한 주제 정원을 만들어 대중들에

다. 스마트사육동을 통해 요즘 점점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곤충산업을 지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립 또한 명확히 하겠다. 책임운영기관에

원도 양구군 해안면)은 북방계 식물연구의 전초기지로서 통일에 대비한

게 공개하고, 누구나 쉽게 정원 활동에 대한 정보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

원하기 위한 대량사육, 천적·정서곤충 발굴, 산림곤충자원의 안정적인 증

게 주어진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연구 분야의 성

북한 식물 자원 연구 및 불모지 복원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는 데에 주목적을 두고 있다. 대중들의 일상생활과 더 밀접한 인프라이자

식 및 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앞으로 국민 누구나 언제어디서든 궁금한

과를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다.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산림 정책

문화 콘텐츠인 셈이며, 이러한 스펙트럼은 점점 더 확장되는 추세이다.

곤충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곤충 종 동정 센터 건립 및 시

에 활용되고,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연구,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

국민이 선택하는 최고의 생태휴양공간

개인적 취미와 건강을 위한 정원 활동에 더해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과

스템 구축, 기후변화에 따라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화분매개곤충의 보호

는 연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 단기간에 성과가 도출되기보다는 긴

국립수목원은 2019년부터 주 52시간제 정착에 따른 국민들의 여가문화

보건복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정원 정책 연구와 개발, 산업 규모(정원산업

를 위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며 관람객들이 국립수목원을 방문했을 때

호흡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과제를 발굴하고, 미래전략 도출을 위한 정보

패턴 변화 반영 및 입장객의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해 개원일을 주5일(화∼

의 경제적 가치는 약 12조5,711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직접적 가치는 약

곤충들의 생태를 알려주기 위하여 시설을 정비하고 있다.

와 메시지를 생성해 내겠다. 궁극적으로 연구의 결과들이 국민들의 눈높

토)에서 주6일(화∼일)로 늘기고 주말 및 공휴일의 입장허용인원을 증가

8조4,895억원, 전·후방 연쇄효과에 기반한 간접적 가치는 약 4조815억

(지의류 연구 분야) 국립수목원에서는 2010년부터 우리에게는 다소 이

이에 맞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켰다. 또한, 봉선사에서 국립수목원 정문까지 광릉숲의 생태계 건강성

원으로 추정)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름이 생소한 지의류의 연구를 영역을 넓혀가며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 지

을 지키는 동시에 국민과 소통을 통해 산림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가치

의류는 단독 생 단독 생명체가 아니라 곰팡이(fungi)와 광합성을 할 수

마무리

를 알리기 위하여 광릉숲길을 조성하였다. 이처럼, 국민 모두가 쉽고 편

이에 국립수목원은 2015년 정원까지 포함된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

있는 조류(algae)가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독특한 생명체로 전 세계에

코로나 19로 인해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일상이 그리운 요즘, 산

하게 찾아와서 편히 쉴 수 있는 언제든지 반겨주는 숲으로서의 국립수목

흥에 관한 법률」의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다양한 정원정책 제안 및 국제

14,000∼18,000종, 우리나라에는 800여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림은 아무런 대가 없이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공간이자 정서적 안정감을

원이 되기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코로나 19로 인하여 답답

심포지엄 개최, 코리아가든쇼의 운영, 시민참여형 정원 교육 등을 주최

있다. 극지방부터 적도, 조간대부터 산 정상까지, 토양, 바위, 수피 등 가

줄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국립수목원은 산림생물자원의 수집, 연구, 전

릴 것 없이 모든 물체의 표면에서 자라는 특이한 생명체이다. 현재, 수목

시, 보존 등 본래 기능 외에도 국내 수목원의 구심점이자 컨트롤 타워 역

원에서는 우리나라에 사는 지의류의 분류, 조사 및 표본수집의 영역을 넘

할을 맡아 대국민 자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의 삶에서 잠시 벗

어서 국가표준지의류목록의 온라인 서비스, 전국의 석조문화재 등에 발

어나 푸른 초목과 함께 여가를 즐기며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는 힐

생한 지의류를 방제하기 위한 연구, 미세먼지 대응 연구를 위해 대기오염

링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해나갈 것이다. ‘한사람의 꿈은 꿈으로 끝

에 민감한 지의류 선발하는 연구, 정원소재로서의 활용가능성 탐색 연구

날지 모르지만, 만인이 꿈을 꾸면 얼마든지 현실로 가꿔낼 수 있다’는 말

등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영역으로의 연구로 확대하고 있다.

처럼, 우리가 함께하는 미래 비전을 위해, 국립수목원은 국민 여러분의
앞날과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밀알이 되고, 함께 손잡고 나가는 동

앞으로의 역할
광릉숲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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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나무숲길

우리 수목원은, 한국의 수목원 분야에서 유일한 국립수목원으로써,

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료제공 : 국립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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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뉴스

|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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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단신뉴스

KCC, 고강도 질화알루미늄 DCB 세라믹 기판 개발

|

정책뉴스

|

해외뉴스

에스와이-삼성ENG, 첨단공장 보험료와 시공기간 잡는
‘2시간 내화 클린룸패널’ 상용화

■ 기존 알루미나 제품보다 열전도도 6배 향상, 우수한 제품 강도까지 확보
■ 세라믹에 구리 직접 접합한 DCB 기판, 방열 성능 중요한 파워모듈 반도체에 주로 쓰여

■ 에스와이·삼성ENG 공동특허 ‘첨단공장용 내화 클린룸패널’ 상용화 협약식, 10일 비대면 개최

■ 고성능 전자기기 시장 확대로 파워모듈 반도체도 고기능화 추세

■ “내화 클린룸패널 상용화로 첨단공장 화재안전성 강화·공장설비 보험료 절감·시공기간 단축 길 열려”
■ FRC패널, 1시간·1시간반·2시간 내화인정 획득…일반 칸막이, 일반 내외벽 등 제품 확장도 준비

KCC(대표 정몽진)가 독자적인 기술 연구 끝에

도가 6배 이상 높다. 열전도도가 높은 소재일수

발했다. 특히 개발 과정에서 최적의 배합비를

열전도도를 기존 제품 대비 6배 이상 향상시

록 열에너지를 더 잘 방출한다. 고전력 사용 환

찾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소재의 강도를 높이

종합건자재기업 에스와이[109610]가 삼성엔

또 첨단공장 내 설비에 대한 화재보험료를 아

킨 세라믹 기판 ‘고강도 질화알루미늄(H-AlN)

경에서 발생하는 열을 빠르게 배출함으로써 반

기 위해 첨가물을 추가하면 열전도도가 떨어지

지니어링과 손잡고 만든 ‘첨단공장용 내화 클린

낄 수 있다. 공장특성 상 초고가 장비를 배치하

DCB’를 개발했다.

도체 소자가 효율적으로 오랜 시간 작동할 수

고, 반대로 열전도도 특성에 중심을 두면 제품

룸패널(이하 FRC패널)’의 상용화 협약식이 지

고 유지하는 것이 필수인데 기존에는 이를 위해

최근 자동차, 산업기기, IT인프라, 신재생 에너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강도까지 개선돼

강도가 약해지는 현상이 있었다. KCC는 수없이

난 10일 양사 관계자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공장 설치비용에 버금가는 돈을 들여야만 했다.

지 등 차량용 및 산업용 시장에서 고성능 전기

알루미나 DCB보다 더욱 단단한 고강도 제품으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노력한 끝에 최적의 배합

됐다. 이날 에스와이는 FRC패널 상용화가 이

더욱이 최근 잇따른 공장 대형화재로 패널축조

전자 부품의 채용이 증가하고 시장이 확대되

로 거듭났다.

비를 선정했고 H-AlN DCB를 세상에 내놓을

뤄지면 클린룸 화재안전성 강화는 물론 첨단공

물에 대한 화재사고 경각심이 대두되고 있어 보

수 있었다.

장 내 설비에 대한 화재보험료 절감, 클린룸 시

험료가 올라가는 실정이다.

면서 이에 적용되는 파워모듈 반도체도 고기
능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KCC는 기존 세라

DCB(Direct Copper Bonding) 는 아무런 중간

열전도도와 강도를 모두 잡은 제품인 만큼 시장

공기간 단축의 효과까지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믹 기판의 재료로 가장 널리 사용되던 알루미나

층 형성 없이 세라믹에 구리를 직접 접합한 기판

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Al2O3)를 대신해 질화알루미늄(AlN)을 기반

이다. 열을 내보내는 방열 성능이 우수한 세라믹

다. KCC는 현재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양

으로 한 향상된 기판을 개발했다. 질화알루미늄

을 기반으로 하기에 금속이나 플라스틱 소재 기

산 품질 승인을 받아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평

FRC패널(Fire Resistance Clean)은 에스와이

이란 패널 고정에 필요한 각파이프 등 하지철물

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초정밀기술 선점을 위한

세라믹의 특징인 높은 열전도도에 더해 제품 강

판을 적용하기 어려운 고전압ㆍ고전류 반도체

가용 샘플을 요청하는 고객도 늘어나 신규 샘플

와 삼성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특허 낸 국내 최

의 설치를 생략해주는 신기술로 일반적인 환경

건설속도가 중요한 첨단공장 축조에 꼭 필요한

도를 향상시켜 우수한 내구성이 돋보이는 이른

환경에 주로 쓰인다. 특히 주요 전기전자 부품에

제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KCC는 고

초의 클린룸 전용 내화 샌드위치패널이다. 단열

에서는 하지작업 없이 바닥과 벽면에 레일만 설

제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 ‘H(High Strength)-AlN DCB’이다.

탑재돼 전류, 전압 등 전력을 제어하는 파워 모

객이 H-AlN DCB를 적용한 신규 프로젝트 진

재는 불에 강한 무기질 성분의 미네랄울이며 그

치하면 돼 시공진행률이 빠르다. 더욱이 이 공

참고로 오는 12월 말부터 건축자재 화재안전

질화알루미늄 세라믹을 기반으로 한 H-AlN

듈 반도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행 시 고객의 생산 조건에 최적화할 수 있는 공

양면은 0.8mm 두께의 불소코팅 아연도금강판

법을 통해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시공완료 후

기준이 강화된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

DCB는 알루미나 기반 DCB제품 대비 열전도

KCC는 4년여의 노력 끝에 H-AlN DCB를 개

정 개발도 함께 제공한다. 다양한 고객사 생산라

이 감싸고 있다. 단열재와 강판은 ‘국토교통부

부분교체 작업’도 가능해졌다.

안은 가연성소재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인에 맞춰 공정 수율과 효율을 상승시킴으로써

불연재료 기준적합’ 판정을 받은 접착제로 이어

고객 만족을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붙였다.

물론 시공법 개선을 노릴 수 있다. 무하지공법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
양 사는 FRC패널의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성

로 건축물 내외부 마감재는 물론 내부심재도 화

능 내화인정서를 각각 획득한 상태다. 현재 3시

재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KCC 관계자는 “열전도도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FRC패널이 상용화되면 우선 클린룸 화재안전

간 성능 내화인정서 획득을 앞두고 있다. 향후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배합비를 찾기

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단열재인 미네랄울

제품 확장을 위해 클린룸 축조 외 일반 다중이

위해 지난한 연구와 실패, 재도전의 산고 끝에

(650도)이 화재에 강한 글라스울(350도)보다

용시설 칸막이, 일반 내외부벽체로의 활용도 준

용어설명

빛을 발했다”면서 “이번 개발을 통해 KCC의 소

도 연소점이 약 2배 높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

비 중에 있다.

(1) 내화 : 화염과 열에 최대로 견뎌내는 성질.

재 기술력을 세계 무대에서 널리 알리는 계기로

체를 생산하는 첨단설비에 치명적인 분진을 일

삼고, 다양한 고객의 특수 공정까지 고려한 제

으키지도 않는다. 기존 클린룸패널의 경우 분진

에스와이 관계자는 “첨단공장 설계기준 상 화

품 개발로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학혼합 유기질인 우

재 시 확산을 막아주는 풍도벽체를 보다 강력하

고 전했다.

레탄을 단열재로 써야만 했다. 우레탄은 상대적

고 빠르게 만들어내고자 하는 데서 FRC패널 제

으로 불에 약하다.

품개발 아이디어를 얻었다”라며 “안전과 기능

<자료제공 : K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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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무하지공법’을 통해 시공기간 단축은

(2) 클
 린룸 : 반도체 등의 초정밀물질 제조공정을 위한
첨단공장 내 무균무진 성질의 특수구획.
(3) 하
 지철물 : H빔 철강 위에 샌드위치패널을 부착하
기 위해 필요한 사전작업 구조체.
<자료제공 : 에스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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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인정한 LX하우시스 친환경 인테리어 자재
바닥재/단열재/창호/벽지/바닥매트 등 5개제품 ‘올해의 녹색상품’ 선정

단신뉴스

|

정책뉴스

|

해외뉴스

전기준 KC인증’ 및 친환경건축자재 단체 표준
인증인 ‘HB마크 최우수 등급’ 획득 등 친환경
성은 물론 실생활소음(경량바닥충격음) 저감 기
능과 DIY가 가능한 시공 편의성까지 갖춰 좋은
평가를 받았다.

■	바닥재·PF단열재는 8년 연속, 수퍼세이브 창호·지아벽지는 6년 연속, 안심매트는 처음으로 소비자가 뽑은 ‘2021 올해의 녹색상품’
에 뽑혀

한편,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은 사단법인

- 국내 인테리어 업계에서 최다인 5개 제품 선정, 친환경 경쟁력 다시 입증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가 2008년부터 녹색상

- 주거공간용 바닥매트 제품 안심매트, ‘소비자가 뽑은 인기상’ 동시 수상

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는

■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친환경 인테리어 자재로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공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것

시상으로, 올해는 전국 22개 소비자환경단체와
소비자 투표단이 참여해 친환경성과 상품성이
우수한 총 51개의 녹색상품을 선정했다.

LX하우시스의 바닥재·단열재·창호·벽지·바닥

는 2014년 이후 8년 연속으로, 수퍼세이브 창

층에 적용해 친환경성을 높인 점을, 수퍼세이브

LX하우시스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직접 뽑는

매트 등 5개 제품이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녹색

호와 지아벽지는 6년 연속으로, 안심매트는 이

창호와 건축용 PF단열재는 뛰어난 단열 성능으

녹색상품에 주요 제품이 8년 연속으로 선정되

상품에 선정됐다.

번에 처음으로 올해의 녹색상품에 이름을 올리

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어 LX하우시스가 추구해온 친환경 경영의 가치

도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친환경 인테리어 자재

게 됐다.

제품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를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로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만들어 나

LX하우시스는 사단법인 한국녹색구매네트워

특히, 국내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최다인 5개 제

특히, 올해 초 출시되자 마자 바로 녹색상품으

크가 발표한 ‘2021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

품이 올해의 녹색상품에 선정되며 LX하우시스

로 선정된 안심매트는 심사 대상 중 소비자 득

에 LX Z:IN(LX지인) 지아소리잠 바닥재· PF단

가 국내를 대표하는 친환경 인테리어 기업임을

표율이 가장 높은 10개 제품에 주어지는 ‘소비

열재·수퍼세이브 창호·지아벽지·안심매트 등

소비자들로부터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

자가 뽑은 인기상’도 동시에 수상했다.

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심사에서 지아소리잠 바닥재와 지아벽지

안심매트는 마루, 타일 등 기존 바닥재 위에 설

이로써 지아소리잠 바닥재와 건축용 PF단열재

는 식물유래성분을 피부와 접촉하는 제품 표면

치하는 주거공간용 바닥매트로, ‘어린이제품안

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LX하우시스>

한글라스, 열대자마을과 상생발전 협약 체결
■ 지역사회 환경보전 및 공동발전을 위한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

지난 14일 한글라스 군산공장(공장장 이강훈)과 전북 군산시 열대자마을

한글라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근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열대자 환경위

환경위원회(위원장 유진우)는 지역사회 환경보전 및 공동발전을 위한 상

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건강검진 지원 및 마을 내 초등학교 발

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열대자 환경위원회도 군산공장과 지역
민 간 공유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군산공장 이강훈(부사장) 공장장은 “최신 대기 오염 방지 설비를 위해
150억 원을 투자해 환경오염 배출 물질을 보다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계
획”이라며 “친환경·사회적기업으로의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열대자 환경위원회 유진우 위원장은 “군산 향토기업인 한글라스와 협약
을 통해 기업과 주민 간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참다운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한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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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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hitects : Ennead Architects
Area : 39000m²

Shanghai Science
and Technology Museum

Year : 2021
Photographs : Arch-Exist
Lead Architect : Thomas Wong
Design Team : Thomas Wong, V. Guy Maxwell, Grace Chen, Wei Wei
Kuang, Charles Wolf, Anthony Guaraldo, Jorge Arias, Margarita
Calero, Michael Caton, Christina Ciardullo, Eugene Colberg, Regina
Jiang, Jörg Kiesow, Aidan Kim, Stefan Knust, Xinya Li, Francelle Lim,
Xiaoyun Mao, David Monnar, Nikita Payusov, James Rhee, Yong Kyun
Roh, Miya Ruan, Na Sun, Eric Tsui, Stephanie Tung, Charles Wong,
David Yu, Fred Zhang
Client : Shanghai Science and Technology Museum
Local Design Institute : Arcplus Institute of Shanghai Architectural
Design & Research
City : Shanghai
Country :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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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nead가 디자인한 이 기념비적인 새 박물관은 방문객들이 실제 천문

찾는 장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라고 Ennead Architects의 디자인 파

으로 야심찬 디자인을 선보였다. 웡은 태양계 내의 여러 물체의 중력에

박물관 정문 위에 매달려 있는 오큘러스는 입구 광장을 가로질러 지상의

현상에 직접 관여하게 하는 인상적인 경험을 만들어낸다. 그 건물은 규

트너인 Thomas J. Wong이 말했다. “상하이 천문학 박물관의 큰 아이

의해 만들어진 복잡한 안무를 보면서 물리학의 고전적인 “3체 문제”에

햇빛을 추적하고 수영장을 반사하는 것으로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 하

모, 형태, 그리고 빛의 조작을 통해 태양과 지구의 궤도 운동과 우리의 근

디어는 주제에 대한 본능적인 경험을 설계에 주입하고 건물에 들어가기

서 영감을 얻었다. 이것은 박물관 정면의 구불구불한 건축 리본에 반영

지의 정오에, 박물관 입구 광장의 원형 승강장과 정렬하는 완전한 원이

본적인 관계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42만 평방피트에 달하는 상하이 과

도 전에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방문이 끝날 무렵

된다. 건물의 외피는 눈에 띄게 중력의 영향을 받는 일련의 아크 경로를

있다. Oculus는 시민 광장에 진정한 타임피스를 창조한다.

학기술박물관의 새로운 천문관은 천문학 연구에만 전념하는 세계 최대의

에는, 건축물에 의해 짜여지고 지지되는 하늘과 직접 연결되는 절정의 순

추적한다.

박물관이 될 것이다.

간이 있습니다.”

중앙 아트리움의 심장, 입구에서의 전방 운동량, 그리고 천체투영관을 둘

스피어에는 이 건물에 반쯤 잠복해 있는 천문관 극장이 있다. 눈에 잘

러싼 행성 같은 구. 박물관과 디자인을 정의하는 세 가지 주요 건축 요소

띄지 않는 최소한의 지지로 무중력이나 반중력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

“이 건물을 만들면서, 우리는 제도적 사명이 그 자체가 가르치는 건축물

2014년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 우승한 Ennead는 우주의 기하학과 천

인 Oculus, Inverted Dome, 그리고 구는 태양, 달, 그리고 별을 추적하

킨다. 순수한 구형은 우리 우주의 원시적인 모양을 나타내며, 태양이나

과 완전히 얽히고 우리 우주를 형성하는 몇 가지 기본 원칙에서 형태를

체의 움직임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반영하여 직선이나 직각 없이 건축적

는 천문학적 도구 역할을 한다.

달에 대한 우리의 위치로부터 우리가 양보하는 방향과 마찬가지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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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녹지대에 위치한 박물관 구내는 임시 및 영구 전시물, 78피트 태양

“In making this building, we wanted to create a place

망원경, 천문대, 광학 플라네타륨, 교육 및 연구 센터, 디지털 스카이 극

where the institutional mission is fully enmeshed with an

장을 포함한 다수의 건물과 프로그래밍을 포함한다. 박물관의 프로그래

architecture that itself is teaching, and finds form in some

밍은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우주 탐사를 위한 공예품과 도구, 그리고 교육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that shape our universe,” said

적인 전시물을 특징으로 할 것이다.

Thomas J. Wong, Design Partner at Ennead Architects. “The
big idea of the Shanghai Astronomy Museum was to infuse

Designed by Ennead, the monumental new museum creates

a visceral experience of the subject matter into the design

an immersive experience that places visitors in direct

and to deliver that before you even enter the building. And

engagement with real astronomical phenomena. Through

at the end of your visit, there is this culminating moment

scale, form, and the manipulation of light, the building

directly with the sky, which is framed and supported by the

heightens awareness of our fundamental relationship to the

architecture.”

sun and the earth’s orbital motion. At 420,000 square feet,
the new astronomical branch of the Shanghai Science and

Winners of the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in 2014,

Technology Museum will be the largest museum worldwide

Ennead delivered an architecturally ambitious design –

solely dedicated to the study of astronomy.

without straight lines or right angles, echoing the geometry of

ⓒ Arch-Exist

문객을 위한 항상 존재하는 기준점이 된다. 구는 그것이 포함하는 프로
그램적 요소의 요구조건에서뿐만 아니라 주요한 천체형태의 추상적 표
현으로 그것의 모양을 도출한다. 마치 지구의 지평선에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박물관 하단부의 지붕평면에 박힌 이 구는 건물을 한 바퀴 돌면
서 점차 시야에 들어오는데, 마치 위성 중 하나에서 행성에 접근하는 것
처럼 펼쳐져 관람객들이 아래에서 무중력 덩어리로 그것을 경험할 수

ⓒ Arch-Exist

있게 해준다.

역전 돔은 건물 옥상 중앙 아트리움의 꼭대기에 위치한 커다란 뒤집힌 유
리 장력 구조로서 방문객들이 방해받지 않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 전
시 여행의 정점인 이 공간은 지평선과 인접한 도시적 맥락의 전망을 차단
하고 방문객을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늘로 집중시킨다. 이것은 안에서 시
뮬레이션된 경험을 결론짓기 위한 우주와의 실제 만남이다. 박물관 내부
와 뒤집힌 돔 아래에 있는 720도 나선형 경사로가 박물관 전시 내내 방문
객의 궤도 흐름을 추적하고 눈을 정점까지 올려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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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verse and the dynamic energy of celestial movement.

The Oculus, suspended above the main entrance to the

Wong drew inspiration from the classic “three-body problem”

Museum, demonstrates the passage of time by tracking a

in physics, looking to the intricate choreographies created

circle of sunlight on the ground across the entry plaza and

by the gravitational attraction of multiple bodies within

reflecting pool. At noon during the summer solstice, there

solar systems. This is reflected in the winding architectural

is a full circle, which aligns with a circular platform within

ribbons of the Museum’s facade. The building’s envelope

the Museum’s entry plaza. The Oculus creates a veritable

traces a series of arcing paths that are visibly influenced by

timepiece in the civic square.

gravitational pull: the heart of the central atrium, the forward

ⓒ Arch-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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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entum at the entry, and the planet-like sphere that

The Sphere houses the planetarium theater, which is half-

envelopes the planetarium theater. The Museum and each

submerged in the building. With minimally visible support,

of the three principal architectural components that define

it evokes an illusion of weightlessness or anti-gravity. The

the design – the Oculus, Inverted Dome, and Sphere – act

pure spherical form references the primordial shapes in our

as functioning astronomical instruments, tracking the sun,

universe and, like the orientation we yield from our position

moon, and stars.

relative to the sun or moon, becomes an ever-present

53

Curtain Wall 산책

ⓒ Arch-Exist

reference point for the visitor. The Sphere derives its shape

encompassing sky – a real encounter with the universe to

not only from the requirements of the programmatic element

conclude the simulated experience within. The 720-degree

it contains but as an abstract manifestation of a primary

spiraling ramp inside the Museum and underneath the

celestial form. Embedded in the roof plane of the lower

Inverted Dome traces the orbital flow of the visitor sequence

Museum wing, as if rising out of the Earth-bound horizon,

throughout the Museum exhibits and launches the eye

the sphere gradually emerges into view as one rounds

upward to its apex.

the building, the drama unfolding as though one were
approaching a planet from one of its moons, allowing visitors

Set within an expansive green zone, the Museum grounds

to experience it as a weightless mass from below.

include a host of buildings and programming including
temporary and permanent exhibits, a 78-foot solar telescope,

The Inverted Dome is a large inverted glass tension structure

an observatory, an optical Planetarium, an Education and

that sits on top of the central atrium of the building at the

Research Center, and a Digital Sky Theater. Programming at

roofline so visitors can occupy the center of the glass dish

the Museum will feature immersive environments, artifacts

with an unimpeded view of the sky. The culmination of the

and instruments of space exploration, and educational

exhibit journey, this space cuts the view of the horizon and

exhibitry.

adjacent urban context and focuses the visitor on the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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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nt Panda National Park Ya’an
Science Education Center
China Southwest Architecture Design and Research Institute

자이언트판다국립공원 야안과학교육센터는 면적 약 14000M², 건설면
적 5342M²로 쓰촨성 자이언트판다국립공원의 창업 프로젝트 중 하나
이자 유일한 인기 과학교육센터이다. 이 장소는 중국 자이언트 판다 보호
및 연구 센터의 비펑샤 기지로 가는 유일한 길목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중요한 교통 수단일 뿐만 아니라, Ya’an이 지역 자이언트 판다 문화 관광
을 건설하기 위한 첫 번째 기착지이기도 하다.

Architects : China Southwest Architectural Design and
Research Institute
Area : 5387 m²
Year : 2020
Photographs : Arch-Exist
Lead Architects : Yi Liu, Li Ang Bowei
Construction : Sichuan Wen Ao Engineering Construction Co.
Ltd
Architecture Design Team : Zhao Yang, Yumin Tian, Jiawei
Zhang, Meng Zhu, Rui Chen
Structure Design Team : Qiong Bi, Yu Lei, Bo Dong, Yifeng Liu
Water Supply & Drainage Design Team : Pei Huang, Huming Lv,
Heyu Huang, Bo Li
HVAC : Ling Yang, Xiaodan Min, Junwei Cai, Yingjie Chen,
Xichen Liu
Electric Team : Dong Guo, Kun Nie, Shuangquan Lei
Curtain Wall : Biao Dong, Binli Yin, Yu Zhang, Zhipeng Yang,
Huaxu Gong
Building Physics : Qinglong Gao, Chen You Luo, Xiao Wang
Client : Ya’an Forestry Bureau
City : Ya’an
Country :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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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의 통합 형태

현하고 나쁜 관습의 표현 기법을 피하기 위해, 건물 정면의 외피는 수직

우리는 주변 환경에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건물을 지

의 금속 격자 커튼월, 흑백 경사도를 사용하여 구부러진 볼륨과 결합하여

면에 부착한다. 북적이는 반대편에서 바라보면 건물 전체가 울창한 대나

유연한 팬더 이미지를 추상화함으로써 방문자들이 어디를 가든 그것에

무 숲에 잠길 뻔했고, 위로 솟은 호만이 그 존재를 일깨워준다. 다리를 따

둘러싸인 팬더 이미지를 추상화한다.

라 흐르는 개울을 건너도 우리는 아직도 전체 그림을 볼 수 없다. 매끄러
운 지붕 곡선이 대나무 끝을 따라 앞으로 뻗어나가 입구까지 이어진다.

수동적 생태학적 설계
이 현장은 교통상황과 소음방해가 뛰어나다. 북쪽의 고속도로와 서쪽의

그 건물은 입구 근처의 땅에서 솟아올라 가장 높은 지점으로 맴돌다가 유

도시도로는 가장 낮은 기술인 녹색소음 저감 방법인 대나무 심기를 택한

행을 따라 땅으로 돌아와 특별한 3개의 꽃잎 뫼비우스 고리를 형성한다.

다. 동시에 평면 배치에서는 소수의 사무실 구역의 복도가 소음을 마주하

기능적인 고려 외에도, 우리는 또한 이곳의 소중한 동물인 자이언트 팬더

고 있으며, 소음은 건물 자체의 필요한 이중층 벽을 통해 더욱 감소되어

의 끝없는 주기적인 성장에 우리의 축복을 준다. 건물 정면의 주제를 표

도시에 숨겨진 조용한 공간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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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풍환경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배치 방향을 선택하고, 최적의 볼

햇빛 아래서 전시회를 보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또 다른 경험이다.

륨 형태를 얻기 위해 비교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물 자체의 시차 및 오버

기존의 폐쇄형 인공환경과는 달리, 이 프로젝트는 실내에 자연 대나무 숲

헤드 지점을 최적화한다. 야안은 예로부터 비가 왔다. 특별한 자연 조건

과 시원한 바람, 햇빛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중 피부는 탐탁

은 프로젝트의 빗물 활용에 내재된 이점을 제공한다. 지붕과 부지의 빗물

지 않은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부드러운 확산광은 아트리움의 도움을 받

수집, 규제, 저축을 통해, 사업 운영 중 비전통수원의 이용률은 기존 사업

아 관람객들에게 산소와 활력이 넘치는 전시공간을 조성한다.

의 2배가 넘는 놀라운 30.5%에 이를 수 있다.
Giant Panda National Park Ya’an Science Education Center

혁신적인 전시 배치 개념

covers an area of about 14000 M ², The total construction

우리는 특별한 공간, 즉 실내와 실외 전시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경험

area is 5342 M ². It is one of the start-up projects of the

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방문객들은 실내 전시에서 야외 전시까지 방해

giant panda National Park in Sichuan and the only popular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다. 원형 기복의 도움으로, 사람들의 발걸음은 장소

science education center. The site is located on the only

구석구석까지 확장될 수 있고, 아트리움을 따라 배치된 대형 연속 바닥

way to Bifengxia base of China Giant Panda Protection and

유리는 외부 환경과 실내 전시 사이의 경계를 더욱 흐리게 한다.

research center. It is not only an important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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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 but also the first stop for Ya’an to build local giant

The building rises from the ground near the entrance, hovers

panda cultural tourism.

to the highest point, and then follows the trend and returns
to the ground to form a special three petal Mobius ring.

Form of integration into nature

In addition to functional considerations, we also give our

We deliberately attach the building to the ground to have

blessing to the endless and cyclic growth of giant panda,

as little impact o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s possible.

a precious creature here. In order to express the theme on

Looking from the other side of the busy traffic, the whole

the facade and avoid the representational technique of bad

building is almost submerged in the dense bamboo forest,

customs, the outer skin of the building facade uses a vertical

and only an upturned arc reminds people of its existence.

metal grid curtain wall, black-and-white gradient, combined

Across the stream along the bridge, we still can’t see the

with the curved volume to abstract a flexible panda image,

whole picture. The smooth roof curve stretches forward along

so that visitors can feel the atmosphere surrounded by it

the bamboo tip, leading us to the entrance.

wherever they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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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e simulation of site wind environment, select

exhibitions. Visitors can walk unimpeded from the indoor

the best layout orientation, and optimize the staggered

exhibition to the outdoor exhibition. With the help of the

and overhead points of the building itself by means of

circular undulating planting roof, people’s footsteps can

comparative simulation, so as to finally obtain the best

extend to every corner of the site, while the large continuous

volume form. Ya’an has been rainy since ancient times. The

floor glass arranged along the atrium further blurs the

special natural conditions provide inherent advantages for

boundary between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the indoor

the rainwater utilization of the project.

exhibition.

Passive ecological design

Through the rainwater collection, regulation and storage

The site has excellent traffic conditions and noise

on the roof and site, the utilization rate of non-traditional

Viewing the exhibition in the sunshine is another experience

interference. For the expressway in the north and the urban

water sources during the operation of the project can reach

we create.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closed artificial

road in the west, we choose the lowest technology green

an amazing 30.5%, more than twice that of conventional

environment, the project strives to introduce natural bamboo

noise reduction method - bamboo planting. At the same time,

projects.

forest, cool wind and sunshine indoors. The double skin

in the plane layout, the corridor of a small number of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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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used to isolate the unfavorable direct light, and the soft

areas is facing the noise, and the noise is further reduced

Innovative exhibition arrangement concept

diffuse light is obtained with the help of the atrium, so as

through the necessary double-layer wall of the building itself,

We try to create a special space experience, that is, the

to build an exhibition space full of oxygen and vitality for

so as to create a quiet space hidden in the city.

experience of blurring the boundaries of indoor and outdoor

vis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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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은 2021년 9월 마카오에서 다리만으로 분리된 광둥성 주하

LWK + PARTNERS enlivens intercity living
with Hengqin Port TOD

64

문에, 국경을 넘는 이동과 교류 또한 증가할 것이다.

이(朱海) 남부에 위치한 헝친( in,)섬에 광둥-마카우(廣東-Macau) 심층
협력구역을 건설할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중국 주하이 헝친항 복합용도개발은 헝친항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건축

헝친은 항상 마카오와 광둥성 사이의 자연스러운 연결점이었지만, 이 계

가 LWK + PARTNES는 편리한 운송과 긴밀하게 통합된 효율적인 프로

획은 이웃 국가들에게 시너지 효과와 더 깊은 통합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

그램을 갖춘 TOD(Transit-Orient Development)로 설계하여 최신 개

현이다. 새로운 틀에 따라, 두 도시 기반 시설의 더 큰 개선 사이의 강화

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된 경제적, 사회적 협력이 예상될 수 있다.

다목적 개발로서, 그 프로젝트는 섬 공동체를 되살리는 도시의 관문에 매

더 많은 마카오 주민들이 헝친에서 살거나 일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기 때

력적인 도시 라운지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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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도시의 슈퍼 노드

하다. 그러나 모든 도시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독특하기

급속한 도시화는 중국의 도시들에 밀도, 교통 혼잡, 환경 오염과 같은 다

때문에 성공적인 TOD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없다.

양한 도시 위협을 가져왔다. 이는 자원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주민들

도시들이 TOD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의 계획 및 설

의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TOD는 기능

계 원칙이 인구 밀도, 여행 습관, 개발 목표, 문화 및 역사와 같은 지역적

공간, 철도 연결 및 친근하고 접근 가능한 보행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특성을 고려하여 채택되어야 한다.

보행 가능한 지역을 형성하는 중국 도시에서 주요 개발 모델로 부상했다.
그 결과 ‘역-도시 통합’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토지를 보다 효

헝친항 복합용도개발은 203.9m와 164m의 두 개의 초고층 타워와 4층

율적으로 사용하고, 생활, 직장, 레크리에이션 및 공공 서비스 간의 상호

연단과 4층 지하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공항에는 사무실, 호텔, 소매 공간

연결성을 증가시키는 생활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및 항만 및 관련 상업 시설과 직접 연결되는 서비스 아파트가 있다. 헝친
항은 2020년 개통된 광저우-주하이간 도시철도 연장 구간과 마카오 경

TOD 모델은 광범위한 철도 네트워크를 갖춘 고밀도 도시에 가장 적합

전철의 미래 연장 구간이 만나는 곳이며, 마카오의 유명한 카지노와 호텔

이 밀집한 코타이 스트립은 차로 몇 분 거리에 있다.

이 프로젝트는 주변 환경, 도로망 및 항구와 통합되는 편안하고 편리한
슬로우 모빌리티 시스템을 제공한다. 전천후 도보여행은 자동차의 필요

어반 게이트웨이, 어반 라운지

성을 줄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방식을 장려하기 위

헝친은 땅이 제한된 섬이다. 헝친항 복합용도개발은 기능 공간, 공공 공

해 시작되었다.

간 및 조경의 전략적 조직과 함께 수직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강력한 도시

소매 시상대는 생활방식과 직장 사이의 연결 고리로 계획되며, 다양한 공

연결망을 구축한다. 그것은 항구 시설, 교통 계획, 주변 거리 경관을 사려

공 공간이 야외와 실내 공간의 통합을 촉진하고 행인과 교환 승객에게 매

깊은 계획과 건축 설계와 연결하는 반면, 다층 지하 공간과 보행 다리는

력적인 과도기 구역을 제공한다. 그것은 또한 빌딩 덩어리의 충격을 완화

사람들이 공동 지역을 통해 통로를 통해 편안한 사용자 경험을 즐길 수

시키고 항구를 통해 도시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도착감을 만들어준다.

있게 해준다. 지역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그 프로젝트는 도시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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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생활수준의 추가적인 개혁과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기 위한 좋은 위치

지역특성의 건축설계

에 있다.

친환경 도시가 되려는 헝친의 목표를 수용하면서, 이 프로젝트의 현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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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언어는 인본주의적 정신과 도시 생태에 대한 존경 둘 다를 표현한다.

로 취급된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의 녹색 건물 평가 표준(GB/T50378-

두 개의 타워는 헝친의 자연 경관에서 영감을 받은 역동적인 스카이라인

2014)에 따라 별 3개를 받을 수 있다.

을 만들기 위해 서로 보완하는 높이에 서 있다. 또한 능률적인 디자인과
해양 팔레트를 채택함으로써 자연 경관 및 해안 환경의 혼란을 피할 수

다음 트렌드 : Green TOD

있다.

중국 사회가 자연 보존과 환경 건강을 점점 더 인식함에 따라, 계획 접근

LWK + PARTNES는 의식적으로 지역 기호, 스타일, 양식 및 구성 방법

방식으로서의 TOD는 순전히 기능적이고 효율 중심적이며 소형 모델에

을 건축 세부사항에 통합한다. 파사드는 깨끗하고 단순하며, 지나치게 장

서 사람, 도시 및 자연 간의 조화를 염원하는 모델로 전환되고 있다. ‘역-

식적인 요소가 없으며, 날카로운 고층 타워 형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시 통합’이라는 개념은 ‘역-도시-인간 통합’으로 나아가고 있다.

모든 층에 수평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파사드의 규모, 질감 및 재료도
인접 건물에 반향을 일으킨다.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LWK + PARTNES는 그린 TOD가 만연한 도
시화와 교통 문제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동인이며 모든 도시의

에너지를 절약하고 생물학적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반적인 계획,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게 되었다. 정보기술과 스마트 시티의 발전은 또한

배치 및 건물 구조는 모두 여름 그늘과 자연 환기를 선호하도록 설계되었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실현하는데 있어 사업과 도보통행이 많은 도심

다. 녹색 지붕은 또한 자연 녹지의 존재를 높이기 위한 다섯 번째 파사드

인 TOD와 밀접하게 연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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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eptember 2021, the State Council of China officially
announced its plan to build a Guangdong-Macau in-depth
cooperation zone in Hengqin, an island located in the
southern part of Guangdong’s Zhuhai, separated from Macau
only by a bridge. While Hengqin has always been a natural
connection point between Macau and Guangdong, the plan
is a strong statement of a synergistic future and deeper
integration for the neighbours. Under the new framework,
intensified economic and soci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and greater improvements in urban infrastructure can
be expected. As more Macau residents will choose to live
or work in Hengqin, cross-border mobility and exchange will
also shoot up.

Hengqin Port Mixed-use Development, Zhuhai, China is
situated right beside the Hengqin port itself. Architect LWK
+ PARTNERS designed it as a transit-oriented development
(TOD) with efficient programmes closely integrated with
convenient transport, setting an excellent foundation
for capturing the latest development opportunities. As a
multipurpose development, the project makes an engaging
urban lounge at the city’s gateway which revitalises the

land and growing interconnectedness between living, work,

a hotel, retail spaces and serviced apartments directly

multilevel underground spaces and footbridges allow people

island community.

recreation and public services.

connected with the port and associated commercial facilities.

to channel through communal areas and enjoy a comfortable

The Hengqin port is where the 2020-opened Guangzhou-

user experience. As regional development speeds up, the

Super node of two cities

The TOD model is best fit for high-density cities with

Zhuhai Intercity Railway extension meets the future extension

project is well positioned to facilitate further reform and

Rapid urbanisation has brought a range of urban threats

extensive railway networks. However, as every city is

of Macao Light Rapid Transit, while the famous casino- and

upgrade of the city’s industries and living standard.

to cities of China, such as densification, traffic congestion

economically, socially and environmentally unique, there

hotel-studded Cotai Strip in Macau is just a few minute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just to name a few. These not

is no single way of building successful TOD communities.

drive away.

only put pressure on resources, but are directly affecting

For cities to gain the most from TOD, its planning and

the quality of life of inhabitants. TOD has consequently risen

design principles must be adapted with consideration of

Urban gateway, urban lounge

road network and the port. An all-weather walking route is set

as a major development model in Chinese cities, which

local characteristics like population density, travel habits,

Hengqin is an island with limited land. Hengqin Port Mixed-

out to reduce the need for cars, encouraging a healthy and

forms walkable neighbourhoods through effective planning

development goals, culture and history.

use Development adopts a vertical programme with a

sustainable lifestyle in the community.

The project brings about a comfortable and convenient slow
mobility system that unifies with its surrounding environment,

strategic organisation of functional spaces, public spaces

of functional spaces, railway connections and the creation
of a friendly and accessible pedestrian network. The result

Hengqin Port Mixed-use Development consists of two super

and landscaping, creating a strong urban connector. While

The retail podium is planned as a link between lifestyle

is ‘station-city integration’ emerging as a way of living that

high-rise towers standing at 203.9 and 164 metres with a

it links the port’s facilities, traffic planning and surrounding

and work, with a diversity of public spaces to promote the

energises the community, providing more efficient use of

four-storey podium and a four-storey basement. It has offices,

streetscape with thoughtful planning and building designs,

integration of outdoor and indoor spaces and provide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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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aging transitional zone for passers-by and interchange

towers stand in complementing heights with one another to

decorative elements and with horizontal features on every

passengers. It also relieves the impact of the building mass

create a dynamic skyline inspired by the natural landscape

floor to balance out the sharp tall tower form. The scale,

and creates a sense of arrival for those entering the city

in Hengqin. By adopting a streamlined design and marine

texture and materials of the façade also resonate with the

through the port.

palette, it also avoids disrupting the native landscape and

adjacent buildings.

coastal environment.

Building design with local characteristics

To save energy and foster a biophilic built environment, the

Embracing Hengqin’s goal to become an eco-friendly city,

LWK + PARTNERS consciously incorporates local symbols,

overall planning, layout and building fabric are all designed

the project’s modern architectural language expresses both

styles, forms and construction methods in the architectural

to favour summer shading and natural ventilation. Green

a humanistic spirit and respect for urban ecology. The two

details. The façade is clean and simple, free of over-

roofs are also treated as a fifth façade to raise the presence
of natural greenery. The project qualifies for
a three-star rating under China’s Assessment
Standard for Green Building (GB/T503782014).

Next trend: Green TOD
As China’s society becomes increasingly aware
of natural conservation and environmental
health, TOD as a planning approach is shifting
from a purely functional, efficiency-driven and
compact model to one that aspires to liveability,
low-carbon building and harmony between
people, cities and nature. The idea of ‘stationcity integration’ is moving towards ‘station-cityhuman integration’.

Ye a r s o f e x p e r i e n c e h a s l e d LW K +
PARTNERS to believe that Green TOD is the
core driver of sustainable development amid
rampant urbanisation and traffic challenges,
while also taking into account every city’s
unique characteristics.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smart city initiatives
will also be closely linked with TODs, which
are urban centres with intensive business
and foot traffic, in realising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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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nius railway station
Vilnius, Lithuania / 2021

Architect : Zaha Hadid Architects (ZHA)
Design : Patrik Schumacher
ZHA Director : Gianluca Racana
ZHA Project Directors : Ludovico Lombardi,
Michele Salvi
ZHA Project Associate : Davide del Giudice
ZHA Project Team : Alexandra Fisher,
Jose Navarrete Deza, Maria Lagging,
Richard Maekallas, May Harper
ZHA Sustainability Team :		
Carlos Bausa Martinez, Megan Smylie,
Taras Kashko, Vera Kichanova
Consultants
Local Executive Architect : 		
CLOUD architektai
Engineers : Sweco Lietuva UAB
Landscape Architect : LAND s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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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뉴스 기차역 단지와 주변 지역의 재개발을 위한 최고의 개념을 선정하

통 허브가 될 것이다. 새로운 공공 공간을 풍부하게 제공하면서, 우리의

철도 발트 선에 더하여 국가 및 지역 철도 서비스의 교통 중심 역할을 하

길이에 따른 선형 천창과 철도 선로 위에 유리로 된 전면은 자연광과 중

기 위한 국제 건축 대회의 평가 위원회는 자하 하디드 건축가의 제안에

제안은 이곳을 교통의 요충지를 이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빌뉴스와

는 장벽에서 벗어나야 한다.

앙홀을 통한 직관적인 항해를 제공한다.

가장 높은 순위를 부여했다.

지역 사회를 위한 목적지로 탈바꿈시킵니다.”

자하 하디드 건축가의 ‘그린 커넥트’ 제안은 자연에 둘러싸인 새로운 시

보행자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우선시하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의제에

원래의 역을 개조하고 재사용함으로써 9,500m2의 새로운 중앙홀 다리

9,000m2 역의 선명성이 복원되고 도시의 버스 네트워크를 위한 새로운

민공간과 함께 21세기 통합 교통의 중심지를 조성한다.

필수적인, 빌니우스 기차역을 업그레이드하려는 자하 하디드 아키텍츠의

가 만들어졌고, 이것은 기존의 유산 건물이 알려준 현대적 재해석이다.

대중 교통 터미널과 연결된다. 역 앞의 업그레이드된 스토티즈 광장 공원

Zaha Hadid Architects의 감독인 Gianluca Racana는 말했다, “빌니우

제안은 나우진카이 지역과 도시 중심부를 연결하는 철로 위에 새로운 공

역의 새로운 다리의 구성은 점차 길이를 따라 변화한다. 기존의 신고전주

내에 사람이 사는 풍경으로 설계된 터미널의 야외 원형 경기장과 경사로

스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로 이 대회에서 최고 순위를 받게 되어 영

공 다리를 통합하고, 기존의 철도 시설을 변화시킨다. 도시를 Vilnius를

의 역의 삼각형 페디먼트에 의해 정의된 지붕에서 나우지닌카이 지역의

가 옥상에 있는 공공 테라스로 연결된다.

광입니다. ‘그린 커넥트’는 승객의 경험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미래형 교

통합하는 연결선으로 나누고 유럽의 고속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새로운

펠로소스 거리에 착륙할 수 있는 부드러운 기하학적 구조와 부피로, 다리

스토티스 광장의 기존 주차장을 새로운 지하 시설로 이전함으로써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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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주변 공원은 300여 그루의 새로운 나무와 4000여 m2의 조경을 갖춘

결된 일련의 자연 서식지를 조성하면서, 이러한 도시 녹지 공간은 쉽게

The evaluation commission of the international architectural

Gianluca Racana, Zaha Hadid Architects’ Director said, “It is

도시의 활기찬 시민공간이 될 것이다.

접근할 수 있고 웰빙과 상호 작용을 강화하기 위해 연중 지역사회에서 즐

competition to select the best concepts for the redevelopment

an honour to be awarded highest ranking in this competition

새로운 중앙홀 다리는 폭이 46미터이고 철도 승강장을 가로지르는 150

길 수 있다.

of the Vilnius railway station complex and surrounding area

for such a strategically important site for Vilnius. ‘Green

미터에 달한다. 선로 위로 10미터 받쳐진 다리 지붕 구조의 유체 형태와

Vilnius 기차역과 주변 지역을 개조하기 위한 Zaha Hadid Architects의

awarded the highest ranking to the proposal by Zaha Hadid

Connect’ will be a future-proof transport hub designed with

버스 터미널의 계단식 경관은 가볍고 내화성이 있으며 낮은 내화 탄소를

설계도 에너지 생산 기술과 인접 지역 내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한 오염

Architects.

the passenger experience in mind. Providing a wealth of

포함하는 국지적으로 소싱된 적층 목재로 구성되어 있다.

제거 전략을 통합했다. 연간 태양 복사 분석은 겨울에는 내부 햇빛을 극

Zaha Hadid Architects’ ‘Green Connect’ proposal creates an

new public space, our proposals transform the site into a

자연 기반 솔루션은 설계에 필수적이다. 녹색 지붕, 조경, 심기는 여름에

대화하고 여름에는 눈부심을 줄이기 위해 면적을 정의했다. 이 분석은 또

integrated transportation hub for the 21st century with new

destination not only for those using the transportation hub

는 온도를 낮추고 겨울에는 단열재를 제공할 것이다. 도시 내에 상호 연

한 최적의 효율을 위해 태양광 발전 패널의 위치를 결정했다.

civic spaces enveloped by nature.

but also for the city of Vilnius and the lo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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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l to the city’s ongoing sustainability agenda that

transforms along its length; from the pitched roof defined by

prioritizes pedestrians and cyclists, Zaha Hadid Architects’

the existing neoclassical station’s triangular pediment into

proposal to upgrade Vilnius railway station incorporates

softer geometries and volumes that reduce in scale to land

a new public bridge over the railway tracks that connects

at Pelosos Street in the Naujininkai district. A linear skylight

the Naujininkai district to the south with the city centre and

along the length of the bridge and glazed facades over the

Vilnius old town; transforming the existing rail infrastructure

railway tracks provide natural light and intuitive navigation

from being a barrier that divides the city into a connector that

through the concourse.

unites Vilnius and serves as a transport hub for national and

Removing the temporary kiosks and offices installed over

local rail services in addition to the new Rail Baltic line that

recent decades, the clarity of the existing 9,000m2 station is

links with Europe’s high-speed network.

restored and linked with a new public transport terminal for
the city’s bus networks. Designed as an inhabited landscape

The renovation and reuse of the original station creates a

within the upgraded Stoties Square park in front of the

new 9,500m2 concourse bridge that is a contemporary

station, the terminal’s outdoor amphitheatre and ramp lead to

reinterpretation informed by the existing heritage building.

a public terrace on its roof.

The composition of the station’s new bridge gradually

Relocating the existing car parking in Stoties Square to a

80

81

Curtain Wall 산책

82

new underground facility, the square and its adjacent park

roofs, landscaping and planting will lower temperatures in

will become a vibrant civic space for the city with over

summer and provide heat insulation in the winter. Creating

300 new trees and 4,000m2 of landscaping including the

an interconnected series of natural habitats within the city,

creation of tree-lined avenues along its main axes and water

these urban green spaces are easily accessible and can

gardens for the natural collection, filtration and purification of

be enjoyed by communities throughout the year to enhance

rainwater.

wellbeing and interaction.

The new concourse bridge is 46 metres wide and spans

Zaha Hadid Architects’ design to renovate Vilnius Railway

150 meters across the railway platforms. Supported 10

Station and surrounding areas also incorporates energy

metres above the tracks, the fluid forms of the bridge’s roof

production technologies and depolluting strategies to improve

structure and the terraced landscape of the bus terminal

air quality within its adjacent neighbourhoods. Annual solar

are constructed in locally-sourced laminated timber that is

radiation analysis has defined the facades to maximise

lightweight, fire resistant and incorporates low embodied

sunlight within its interiors in winter and reduce glare in the

carbon.

summer. This analysis also determined the positioning of

Nature-based solutions are integral to the design. Green

photovoltaic panels for optimum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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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그린리모델링 챌린지」 수상작 발표
-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성과 공유
-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기술·정책 담은 4개 부문에서 총 121건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건물부

‘내가 만든 에너지, 나의 그린 도시’는 어린이가 자전거를 이용하여 전기

(사진전) 조선대 양호열 학생 작품이 제출한 ‘그린리모델링으로 에너지

문 탄소중립과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해 추진한 「제1회 그

를 생산하는 개념을 그린리모델링과 접목하여 표현한 독창성 측면에서

UP!, 주거쾌적성 UP!’이 최우수상(국토부 장관상)에, 남대문중 2학년 임

린리모델링 챌린지」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하였다.

높은 평가를 받았고, ‘지구를 구하는 마법!’은 알라딘을 모티브로 그린리

태영 학생이 제출한 ‘태양광 그린에너지’ 작품이 우수상(LH 사장상)에 선

올해 처음 개최된 「그린리모델링 챌린지」는 그림, 사진, 영상제작 등 각

모델링이 푸른 지구를 만들어 간다는 이미지를 재치 있게 표현하여 최우

정되었다.

부문별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그린리모델링 관련 대국민 관심제고와

수작으로 선정되었다.

<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부문 수상작품 >

‘그린리모델링으로 에너지 UP!, 주거쾌적성 UP!’은 그린리모델링 관련

참여확대를 위해 기획되었으며, 국토교통부와 그린리모델링 센터 업무를
< 그림 그리기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품 >

수행 중인 LH(사장 김현준)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이 함께 개최

O : ZONE

상세한 기술요소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였으며, ‘태양광 그린에너지’는 건

하였다.

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식 차양 패널을 강조하여 최신 그린리모델

이번 공모전은 일반 국민들과 그린리모델링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5월

링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게 평가받았다.

늘 해 : 해처럼 밝은 어린이집

이번 수상작에 대해서는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연장가능)까지 서울
시 상암동에 위치한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선보일 예정이며, 온라인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총 91일간 진행되었으며, 전문 평가단*의 심사
< 사진전 부문 수상작품 >

를 통해 그림그리기, 영상제작, 사진전, 에너지·온실가스 저감 분석 등 4

전시도 함께 진행된다.

개 부문에 대해 총 121건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 국토교통부, LH, 국토관리원, 대한건축학회, 대한설비공학회, 한국 FM학회, 그

※ 온라인 전시 누리집

내가 만든 에너지, 나의 그린 도시 지구를 구하는 마법! 그린리모델링

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대표기관(중앙대 등 6개 기관)

① 그린리모델링 챌린지 공식 누리집 (http://greenremodeling.re.kr)
② LH 그린리모델링 센터 (http://www.greenremodeling.or.kr)

《 그린리모델링 챌린지 대회 참가부문 》
참가부문
1
2

(UCC 제작) 중·고등부/대학(원)부의 최우수상에 중앙대 김혜연 학생,

참가대상

우수상에 한밭대 권두현·변상운·이주연 학생의 작품이 선정되어, 각각

유치원, 초등부 저학년(1~3학년)

국토교통부 장관상(상금 50만원)과 LH 사장상(상금 30만원)을 수상하

③ 국토안전관리원 (http://www.kalis.or.kr)

그린리모델링으로 에너지 UP!
주거쾌적성 UP!

태양광 그린에너지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에

그림
그리기

유치부(자유그림)
초등부(포스터)

초등부 고학년(4~6학년)

였다.

대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을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UCC
제작

중·고등부

만 13세 이상 중·고등학생

김혜연 학생 작품은 그린리모델링의 의미와 기술요소를 적절한 스토리텔

선정된 작품을 소개하여 그 의미를 널리 공유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챌

대학(원)부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중·고등부

만 13세 이상 중·고등학생

일반부

만 19세 이상 일반부

3

사진

4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링 방식으로 표현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고, 권두현·변상운·이주연 학생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그린리모델링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효

린지가 대국민 참여확대 등 그린리모델링의 실질적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작품은 높은 전기세에 대한 고민을 그린리모델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과를 표현하는 작품패널을 심사한 결과, 중앙대 정동준·이정우·천영철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표현하였다.

학생의 ‘O : ZONE’이 최우수상(국토부 장관상)을, 충북대 한아영·김다

< UCC 제작 부문 수상작품 >

희·김범민 학생의 ‘늘 해 : 해처럼 밝은 어린이집’이 우수상을(LH 사장

LH 김현준 사장은 “앞으로도 공모전 개최, 정책 지원 등 그린리모델링이

상) 수상하였다.

전국적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

부문별 주요 선정작은 다음과 같다.

혔다.
‘O : ZONE’은 그린리모델링 요소별 에너지 저감 효과를 비교·분석하여

(그림 그리기) 자유그림(초등 저학년) 부문에서 윤중초 3학년 최예준 학

그린리모델링 전·후 성과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였고 ‘늘 해 : 해처럼 밝은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은 “중요한 국가 현안인 건물부문 온실가스

생의 ‘내가 만든 에너지, 나의 그린 도시’, 포스터(고학년) 부문에서 미송

어린이집’은 다양한 친환경 요소들과 함께 에너지 분석을 심도 있게 진행

감축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초 6학년 김지우 학생의 ‘지구를 구하는 마법! 그린리모델링’이 각각 최

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우수상으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50만원을 수상하였다.

84

중앙대 김혜연

한밭대 권두현·변상원·이주연

85

단신뉴스

|

정책뉴스

|

해외뉴스

단신뉴스

|

정책뉴스

|

해외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안 제6~7조, 고용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구
체적 내용 등 규정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틀 → 정부는 법 시행(’22.1.27)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의무이행 여부 교육실시 여부를 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미이행시 필요

(교육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한 조치(인력배치, 예산 추가편성 등)

중대산업재해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방안 등으로 구성

※ 이하 ‘②원료·제조물’, ‘③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내용도 유사하게
규정

(교육방법) 20시간 범위內 운영 비용은 참여자 부담 분기별 중대산업재
해 발생 법인·기관 대상 교육대상자 확정 등

원료·제조물 관련(안 제8~9조, 환경부)
정부는 9월 28일(화)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고용·환경·국토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

인력 배치·업무부여 예산편성·집행 조치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공표 대상) 중대산업재해로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인체 유해성이 강하여 중대시민재해 우려가 높은 원료·제조물(영 별표5)

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안 제12조, 고용부)

중대산업재해 관련(안 제4~5조, 고용부)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1.1.26. 공포, 2022.1.27.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

(과태료) 1차(1천만원), 2차(3천만원), 3차(5천만원)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 틀이다.

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요인 주기적 점검 및 위험징후 대응조치 보고·신

(공표 내용) 사업장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피해자 수 재해 내용·원인

고절차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 마련

해당 사업장 최근 5년 내 재해발생 여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 독성가스·농약·마약류·방사성물질·의료기기·화약류·유해화학물질(제1~11호)

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시공능력 상위 200위內 건설사업자 해당

및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해로운 원료·제조물(제12호)”로

(공표 방법) 관보, 고용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1년

규정

게시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안 제10~11조, 국토부)

정부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 시행(‘22.1.27)에 필요한 충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안 제2조, 고용부)

③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반기 1회 이상)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는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정함
* 화학적 인자는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허가 대

④ 필요한* 예산 편성,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개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업 등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을 정
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이행 제3자 도급·용역시 안전·

법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분야별 고시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예산 부여, 충실성 평가기준

보건 확보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연 1회 이상)

권역별 교육 ∆현장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한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법 시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 안전·유지관리 위한 인력 확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수행 관련 포함

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등 총 199종의 유해인자와 인 등 금지물질을 의미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

분한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시행령을 최대한 신속히 확정하였다.

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선정
※ 직업성 질병의 구체적 내용은 첨부한 시행령의 ‘별표1’을 참고

⑥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안 제3조, 국토부)

⑦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은 대상의 명확성 공중 이용
성 및 재해발생시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 범위 규정

⑧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 ▲작업중지 등 대응조치 ▲피해자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방안 등 포함

건설현장에서 건설기술인에 대한‘부당한 요구’퇴출
17일부터 5곳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연면적 2천m2 이상 지하도상가, ② 연장 5백m 이상 방파제, ③ 바닥
면적 1천m2 이상 영업장, ④ 바닥면적 2천m2 이상 주유소·충전소 등

⑨ 제3자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 ① 실내공기질법上 시설, ② 시설물안전법上 시설, ③ 다중이용업소법上 영업장

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기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9월 17일 부

운영한다고 밝혔다.

④ 그 밖의 시설

* ▲재해예방 조치능력에 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등

터 소속기관인 5곳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

*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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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뉴스

|

정책뉴스

|

해외뉴스

“공정건설지원센터”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21.3월)에 따라, 건설기술

* ① 설계ㆍ시공 기준 및 그 밖에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

인이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지시를 받은 경우 신고를

②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않는 사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항, ③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ㆍ왜곡
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증언ㆍ서명 ④다른 법령에 따른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 등

이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법령을 위반하도

에 관한 기준을 위반

록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요구받은 때는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
1577-8221) 할 수 있으며, 신고된 내용이 부당한 행위 요구로 확인되

공정건설지원센터는 지난 ‘18.12월부터 제정·공표된 건설기술인 권리헌

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이 불이익을 받았

장에 이어서 발주자와 사업자 간 수직적 구조 등에 따른 건설 산업의 부

다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태료(1,000만원 이하) 부과를 결정하게

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건설기술인이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

된다.

도록 함으로써 건설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1.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76조 원…전년 동기대비 19.4%↑

’21.2분기(4~6월)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증가하며, 전

기업 규모별 계약액

년 동기 대비 19.4% 증가한 76조 원을 기록하였다.

‘21.2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31조 2천억 원

*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 51~100위 기업 5조 6천억 원(41.4% 증
가), 101~300위 기업 6조 1천억 원(42.6% 증가), 301~1,000위 기업

주체별 분류에 의할때 공공은 14.4조원(전년 동기대비 3.1%↑), 민간은

5조 5천억 원(2.2% 감소), 그 외 기업이 27조 5천억 원(15.2% 증가)을

61.6조원(23.9%↑)을 기록하였다. 또한 공종별로는 토목은 14.8조원

기록하였다.

(6.9%↑), 건축은 61.2조원(22.8%↑)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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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별·공종별 계약액

지역별 계약액

(주체별) ‘21.2분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

‘21.2분기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40조

액은 14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하였고, 민간부문은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8%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3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9% 증가한 61조 6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17.8% 증가하였다.

(공종별)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 공종 계약액은 철도, 항만 등이 증가

(본사 소재지별) 수도권이 47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6% 증

하며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한 14조 8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가하였고, 비수도권이 28조 8천억원으로 22.3% 증가하였다.

건축의 경우, 상업용 건축과 공장·작업장 등 기타 건축이 증가하며

한편,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누리집(stat.

22.8% 증가한 61조 2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moli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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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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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언남11길 7-20 재은빌딩 2층 Tel 02-578-2114 Fax 02-576-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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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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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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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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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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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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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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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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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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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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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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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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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리콘 실란트의 대표 브랜드, TOPSE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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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탑프라

www.topse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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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사드 관련 주요업체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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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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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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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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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499-8311
031)352-9730

스틸커튼월 생산, 시공
스틸커튼월 생산

충남 논산시 연산면 신암리 175
전북 군산시 소룡동 77번지

041)733-4734
063)460-4111

총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463-4

041)667-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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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틸커튼월 생산업체
(주)을지특수정밀
제일레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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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HEET EGI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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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040-7791

mock-up test, field test

UL Korea

서울시강남구역삼동GFC 26F UL Korea

02-2009-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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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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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75-5823
02)2634-0011

커튼월컨설팅
커튼월컨설팅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6길 1, 2층

02)6959-9731

파사드 컨설팅, 엔지니어링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7 문정대명벨리온 509호
서울시 양천구 신정4동 1004-7번지 2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 코오롱트리폴리스 B동3403호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68-11 항운회관903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501 청호빌딩 606호
서울시 양천구 목1동 923-14 드림타워 1101호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 로즈데이오피스텔 1238호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1가 84-1번지 동양빌딩 302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8-1 대림아크로텔 A동 1018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45 케이비즈리옴 610호
서울시 광진구 구의1동 257-115 한미빌딩 3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동 18 시그마2오피스텔 A동657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84-7 안흥빌딜별관 3층
서울시 광진구 중곡 2동 47-24번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64-9번지 4층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196번지 올림피아빌딩 610호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75 크레신타워 B1
광진비즈니스센터 207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0, 101동 6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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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파사드 관련 주요업체 명단

파사드 관련 주요업체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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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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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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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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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산업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4-9번지 시화공단2다601-1

031)434-6226

(주)현지산업개발

경기도 하남시 초광로 257

02)429-3637

(주)HS건설산업
한성금속
ATM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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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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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산업
(주)네오스텍
(주)메르코
대진 에프엔씨(주)
동양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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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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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두현

충북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47-1

043)883-0605

(주)드림이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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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356-9385

(주)삼미도장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106-1번지

032)684-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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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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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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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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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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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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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9길58(독산동)

02)891-1176

배연창

도장 업체

알루미늄 단열바
(주)거산알루미늄
(주)경동프로폰
경희알미늄(주)
(주)기전금속
나눔테크
(주)남선알미늄
(주)대명창호 남원공장
(주)대아프로폰
(주)대한테크
(주)동해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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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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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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설계사무소
- 건설업체
- 커튼월 생산, 설계, 시공업체 관계자
- 창호 생산, 설계, 시공업체 관계자
- 판유리 생산, 설계, 시공업체 관계자
- 석재 생산 및 시공업체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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