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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wer of
ShinEtsu Silicone

한국신에츠실리콘주식회사
http://www.shinet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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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튼월에

에너지를 더하다!

www.aluenc.com
본사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9길 10 MBC 아카데미빌딩 5F Tel. 02-597-5521 Fax. 02-597-0969
공장 |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음성로 1380 Tel. 043-878-8751 Fax. 043-878-8753
*  알루이엔씨 Bipv가 적용된 세운오피스 빌딩

익스테리어와�제휴된 건설 및
건축자재�전문 마케팅�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건설업�등

20년�마케팅�장인의�노하우로

기업의�매출을�상승시켜드립니다!

온라인
마케팅

오프라인
마케팅

옥외�광고

온라인�광고

TV 광고

익스테리어와 제휴된 건설 및 건축자재 전문 마케팅 기업

건설�및�건축자재에�필요한�모든�마케팅을�진행해드립니다

건설�및�건축자재�전문�마케팅�기업

플랫폼나인과�함께�폭발적인�매출�상승을�경험하세요

dio@platformnine.co.kr

010-9299-0717
Partnership

안전하고 아름다운
웰빙공간을 만드는
친환경 디자인 필름

Luxur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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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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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

Anti-virus

Eco-friendly

가성비 No.1
Design Film

Du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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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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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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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C eco-deco film 관련 문의처 : 전화 070 - 7413-1584 이메일 : jh.cho@sk.com

네오리스 대형 세라믹 패널

neolithasiapacific
@neolithasiapacific

Formats, Applications & Thicknesses
크기, 용도 및 두께

World’s Best
Architectural Ceramic
이상봉 사옥

(주)가이인터내셔날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24길 11 B1-2층 T.02-514-4663   tile@chol.com   www.tile.co.kr

인천국제공항
Terminal 2 천장

For a better Space

알프렉스는 (주)유니언스의 자체기술로 제조된 코어 소재가 사용되며, 차별화된 공정에

기술과 예술의 조화

의해 생산되는 비할로겐가스, 저연 고난연성 친환경 제품으로 유수의 국내 및 국제기준을
통과한 우수한 제품입니다. Warnock Hersey, 독일 DIN, 영국 BS, 일본 JIS 불연,
러시아 GOST 인증을 통과하여 세계적으로도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루버

철제 칸막이

이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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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러 건축

3D 판넬

철도/지하철

하는 국내 최고의 건축내장재 생산 및 시공 전문기업입니다.

www.yoochang.com
AL 압출재

클린룸

주문제작

(주)유창과 함께할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Tel: 02-2648-9600

본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97(삼정동 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 202동 907호)
제 1공장_인천광역시 서구 설원로 138번길 20
제 2공장_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길성리 66번지
제 3공장_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1008-2번지
Tel 02.873.6700 / 032.679.0057 Fax 02.873.1005 / 032.68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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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단가표

18,000
20,000

7,000 ~ 7,500
단, 도면에 준하여, 단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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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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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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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alcan.com

국내 최장 13m 피막라인 증설

용해/주조

압출

아노다이징

레이져 가공

CNC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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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화공장

충주공장

중앙알칸 주식회사

평택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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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th anniversary

(주)탑프라
Top Quality Silicone Sealant

2000년 3월 경기도 일죽에서 시작한 (주)탑프라가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으로 국내 실란트 업계에서 중추적인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탑프라는
고객의 가치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로 뻗어 나가는 세계 정상급의 실란트 전문
생산업체로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20년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큰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탑프라
www.topseal.co.kr

본사·연구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맹동산단로 37-20 TEL : 043-537-1384
이월공장 : 충북 진천군 이월면 귀농3길 87-42 TEL : 043-537-1380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613호(수서현대벤처빌) TEL : 02-483-2328

아존 단열바 / 폴리아미드 단열바 / 창호 가스켓 / 폴리아미드 압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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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NFRC
인증 시뮬레이터
워크샵
참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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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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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NFRC 인증 단열 시뮬레이터 워크샵은 오는 2021년 3월 개최 예정이며, 코로나로 인하여 미국
NFRC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 : 사단법인 한국파사드협회 사무국 (02. 529. 9224)

(주)기전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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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ka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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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익스테리어는 국내 유일의 건축외장(파사드) 전문지로
설계사무소, 건설사, 외장시공업체, 파사드 컨설턴트 및 정부관련 기관 등
두터운 구독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80 정책 뉴스
- 손명수 2차관, “육운산업은 K-방역의 시작이자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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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사업 속도낸다… 기반시설·투자유치 본격화

지면광고가 좋은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 부실건설업체 적발체계가 더욱 촘촘해집니다
- 코로나-19 경제위기 딛고 해외건설수주 목표 300억불 달성
-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강화한다
- 국토교통 분야 결합전문기관에 한국도로공사 지정
- 건설 관련 공제조합,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68

90 커튼월 관련 주요업체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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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식

한국 파사드
인물 50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jskang@kict.re.kr
건축설비공학

(주)서미파사드 (THE
SUMMIT FACADE)
대표이사
sfacade@sfacade.com
Facade Consulting

고영우

한국다우케미칼(주)
차장
jongsu.kang@dow.com
Building & Infrastructure용
실리콘 기술검토

삼성물산
수석
kobawoo@samsung.com
빌딩 Façade 전문기술
초고층 빌딩 시공기술

(주)아텍글라스
대표이사
sckim@artechglass.co.kr
구조용 유리(Structural Glass
system) 설계 시공
건축용 유리 안전성 진단 및
컨설팅

김건성

김대엽

(주)한국울트라산업
대표이사
hku4673@hanmail.net
배연, 제연, 전동창 개폐기

(주)일진유니스코
대표이사
Daeyeob.Kim@iljin.co.kr
커튼월 설계 및 시공

(주)월테크
대표이사
walltech@walltech2008.
com
외장 컨설팅, 커튼월 컨설팅,
커튼월 설계, 구조계산,
단열해석, BIM

박광춘
(주)스틸라이프
대표이사
roof1@steellife.net
비정형 외장판넬 설계 제작 시공
메탈 루프

신상린
희림 종합건축사 사무소
QC본부 본부장, 부사장,
건축사
slshin@heerim.com
회사 내 설계도서 검토 및 협
의, 현장 업무 지원

김창영
(주)창테크
대표이사
cvtech@hanmail.net
커튼월 분야의 설계 엔지니어
링, 컨설팅

(주)위드웍스에이앤이건축사
사무소 대표이사
sjkim@withworks.kr
파사드 컨설팅 설계
비정형 건축물 3D 설계 및 시
공

김혁
현대건설
건축주택품질팀 책임매니저
hyuk9700@gmail.com
유리 창호 파사드

박병길

백준길

은산건업
대표이사
88eunsan@naver.com
커튼월 시공

월간익스테리어
발행인
curtainwall@haamail.net
언론

김유진
(주)무한글로벌/컨설팅
대표이사
j50614sd@naver.com
Façade 컨설팅

안영승
오석한
아존아시아(주)
부사장
단열 시스템 보급

윤병희
윤기준
(주)제이앤에스 한백
상무
jswall@chol.com
설계컨설팅

이경수
(주)자산유리
부사장
kslee@jasanglass.com
건축용 유리 기술지원,
에너지절감 외피 설계,
신제품개발, 기술영업 등

장병용
풍진화학 대표이사
poongjin1@hanmail.net
도장

YNP Engineering
뷰로하포드 코리아 대표
b.yun@ynpengineering.
com
파사드 엔지니어링,
디지털 디자인 및
뷰로하포드의 한국지사

이 시대 한국 파사드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 50인 선정

김인곤
에이티에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건축물외벽성능시험소

남형석

문동욱

(주)피엔에스커튼월
대표이사
hyungsuk.nam@pnsal.
co.kr
커튼월 프로파일

현대건설
책임매니저
dw3002@hdec.co.kr
커튼월 기술지원
(수주 및 수행)

성태경

손성구

삼성물산 빌딩ENG팀 건축기
술ENG그룹 책임
tk.sung@samsung.com
xrefsung@gmail.com
삼성물산 외장(커튼월,
석재, 유리, 판넬 등) 관련
전 분야에 대한 기술 지원

SK건설(주)
프로
sgson@sk.com
Façade Eng’g
PL/AL창호, 커튼월,
유리, 금속패널,
지붕공사 설계검토

옥종호
(주)원진
기술영업이사
koala@wonjinank.com
Cast-in Channel, Anchor
Solution 제작

2020 한국 파사드 인물 50선

김성진

김일헌
현대알루미늄(주)
커튼월 설계팀 상무
ihkim69@ialu.co.kr
커튼월 시스템 디자인,
해외공사 디자인 지원,
특수 디자인 설계,
VE 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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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영

김상철
김문엽

강종수

윤상섭
(주)월플러스
이사
wallplus@wallplus.net
외장재 Design & Field
Consulting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교수
ockjh@seoultech.ac.kr
커튼월 설계 및 시공,
비정형 건축물 파사드의
설계 및 시공 교육을 실시

원종호

윤태원

이건호

(주)서울창호
상무
ytw1820@nate.com
설계 및 기술 관련 총괄
연구개발업무(연구소장겸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객원연구
원(국책과제기술자문)

부산 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lee1ncdh@dau.ac.kr
초고층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건축외장 설계,
패시브/제로에너지건축물 설
계

(주)시티월이엔지
대표이사
citywall@chol.com
구조전문컨설팅

월간익스테리어는 2020년 한국의 파사드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 50인

심사위원은 목업시험소 CNC 정진세 대표, 컨선팅회사 J&S한백 정봉석

을 선정했다.

대표, 유리 컨설팅회사 아텍글라스 김상철 대표, 커튼월 컨설팅사 월플

2020년 한국 파사드 인물 50선은 파사드 시공분야, 설계분야, 컨설팅분

라스 이성식 대표, 삼성물산 고영우 부장 등 총 5명이 위촉되어 50인 선

야, 시험, 자재 및 설계·건설분야 50인을 선정하였다.

정을 위한 추천을 진행하였다.

2020년 한국 파사드 산업의 주요 인물 50인의 선정은 이 분야의 전문가

여러번의 회의를 통해 2020년을 대표하는 한국의 파사드 인물 50인이

를 발굴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여, 이 분야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선정되었다.

고취시키는 것은 물론, 파사드 산업의 중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이번 한국 파사드 인물 50인 선정은 CNC, 일진유니스코, PNS커튼월,

취지로 진행되었다.

다우케미칼, 아존아시아, 알루이엔씨, 원진, 쿠라레, J&S한백의 협찬으

이번 50인 선정을 위해서 한국 파사드 분야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로 진행되었다.

위촉하여 선정을 진행하였으며, 다수 추천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

선정된 50인에 대하여는 포스터가 제작되어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글

행되었다.

로벌 파사드 전문 매체에도 소식이 전해질 예정이다.

장민수
이봉재
(주) 가이인터내셔날
대표
tile@chol.com
세라믹 외벽 판넬공사,
테라코타 수입 및 공사

이성식
(주)월플러스
대표이사
pyhlss01@daum.net
커튼월 컨설팅

장성덕

장성종

월링크인터네셔널
대표이사
sdchang88@gmail.com
커튼월 시공

일진유니스코
국내사업본부장
skyjang@iljin.co.kr
커튼월 설계, 생산, 시공

정이복

정진세

(주)씨앤씨
부장
cncjs@chol.com
외장재 목업테스트

(주)씨앤씨
대표이사
c1234-@naver.com
커튼월 성능 검증

장기문
(주)다중씨엠씨
대표이사
AL창호공사

장춘석
베스트월
대표
bw0090@hanmail.net
커튼월 컨설팅
(설계 및 현장컨설팅 등)

정희석

조원일

쿠라레코리아
차장
aiden.jung@kuraray.com
고기능성 접합안전유리
중간막(구조, 차음, 의장 외)
설계기술지원

포스코건설
차장
hellostar@poscoenc.com
커튼월, PVC창호, 유리 등
외장분야 기술지원 및 기준수
립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
원
수석연구원
tankjang@kcl.re.kr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제도
(EPC) 적합성 심사위원
커튼월 목업시험

강재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jskang@kict.re.kr
건축설비공학

강종수

고영우

한국다우케미칼(주)
차장
jongsu.kang@dow.com
Building & Infrastructure용 실리
콘 기술검토

삼성물산
수석
kobawoo@samsung.com
빌딩 Façade 전문기술
초고층 빌딩 시공기술

정봉석
(주)제이앤에스 한백
대표이사
jswall@chol.com
파사드 컨설팅

지영화
에스이에스
대표이사
stonetechnics@
hanmail.net
석재 파사드 컨설팅

김두영
김건성

김대엽

(주)한국울트라산업
대표이사
hku4673@hanmail.net
배연, 제연, 전동창 개폐기

(주)일진유니스코
대표이사
Daeyeob.Kim@iljin.co.kr
커튼월 설계 및 시공

(주)월테크
대표이사
walltech@walltech2008.com
외장 컨설팅, 커튼월 컨설팅,
커튼월 설계, 구조계산,
단열해석, BIM

김상철
황상근
최영락
대림산업주식회사
전문임원, 주택기술개발원장
doroo@daelim.co.kr
주택기술개발, 공법검토

최재원
국영지앤엠
대표이사
유리

함병찬

홍성철

(주)대승창호시스템
대표이사
ds3533217@naver.com
알루미늄 단열시스템 창호

(주) 알루이엔씨
대표이사
schong@aluenc.com
커튼월 시공

에이펙(A-FEC)
대표
hsk3111@naver.com
고단열 및 특허 창호 제품 개
발 용역, 커튼월및 외장 관련
기술자문, 단열성능 개선창호
기술자문 등

김문엽
(주)서미파사드 (THE SUMMIT
FACADE)
대표이사
sfacade@sfacade.com
Facade Consulting

(주)아텍글라스
대표이사
sckim@artechglass.co.kr
구조용 유리(Structural Glass
system) 설계 시공
건축용 유리 안전성 진단 및
컨설팅

김성진
(주)위드웍스에이앤이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sjkim@withworks.kr
파사드 컨설팅 설계
비정형 건축물 3D 설계 및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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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헌

이건호

이경수

부산 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lee1ncdh@dau.ac.kr
초고층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건축외장
설계,
패시브/제로에너지건축물 설계

(주)자산유리
부사장
kslee@jasanglass.com
건축용 유리 기술지원,
에너지절감 외피 설계,
신제품개발, 기술영업 등

에이티에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건축물외벽성능시험소

현대알루미늄(주)
커튼월 설계팀 상무
ihkim69@ialu.co.kr
커튼월 시스템 디자인,
해외공사 디자인 지원,
특수 디자인 설계,
VE 엔지니어링

김창영

김혁

남형석

이성식

(주)창테크
대표이사
cvtech@hanmail.net
커튼월 분야의 설계 엔지니어링, 컨설팅

현대건설
건축주택품질팀 책임매니저
hyuk9700@gmail.com
유리 창호 파사드

(주)피엔에스커튼월
대표이사
hyungsuk.nam@pnsal.co.kr
커튼월 프로파일

(주)월플러스
대표이사
pyhlss01@daum.net
커튼월 컨설팅

문동욱

박광춘

현대건설
책임매니저
dw3002@hdec.co.kr
커튼월 기술지원
(수주 및 수행)

(주)스틸라이프
대표이사
roof1@steellife.net
비정형 외장판넬 설계 제작 시공
메탈 루프

김유진
(주)무한글로벌/컨설팅
대표이사
j50614sd@naver.com
Façade 컨설팅

김인곤

이봉재
(주) 가이인터내셔날
대표
tile@chol.com
세라믹 외벽 판넬공사,
테라코타 수입 및 공사

장민수

백준길
월간익스테리어
발행인
curtainwall@haamail.net
언론

신상린
희림 종합건축사 사무소
QC본부 본부장, 부사장,
건축사
slshin@heerim.com
회사 내 설계도서 검토 및 협의,
현장 업무 지원

박병길
은산건업
대표이사
88eunsan@naver.com
커튼월 시공

성태경

손성구

삼성물산 빌딩ENG팀 건축기술ENG
그룹 책임
tk.sung@samsung.com
xrefsung@gmail.com
삼성물산 외장(커튼월,
석재, 유리, 판넬 등) 관련
전 분야에 대한 기술 지원

SK건설(주)
프로
sgson@sk.com
Façade Eng’g
PL/AL창호, 커튼월,
유리, 금속패널,
지붕공사 설계검토

풍진화학 대표이사
poongjin1@hanmail.net
도장

장춘석
베스트월
대표
bw0090@hanmail.net
커튼월 컨설팅
(설계 및 현장컨설팅 등)

장성덕

장성종

월링크인터네셔널
대표이사
sdchang88@gmail.com
커튼월 시공

일진유니스코
국내사업본부장
skyjang@iljin.co.kr
커튼월 설계, 생산, 시공

정봉석

정이복

(주)제이앤에스 한백
대표이사
jswall@chol.com
파사드 컨설팅

(주)씨앤씨
부장
cncjs@chol.com
외장재 목업테스트

정희석

안영승
(주)원진
기술영업이사
koala@wonjinank.com
Cast-in Channel, Anchor
Solution 제작

장병용

(주)다중씨엠씨
대표이사
AL창호공사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
tankjang@kcl.re.kr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제도(EPC)
적합성 심사위원
커튼월 목업시험

장기문

오석한
아존아시아(주)
부사장
단열 시스템 보급

정진세
(주)씨앤씨
대표이사
c1234-@naver.com
커튼월 성능 검증

쿠라레코리아
차장
aiden.jung@kuraray.com
고기능성 접합안전유리
중간막(구조, 차음, 의장 외)
설계기술지원

조원일
포스코건설
차장
hellostar@poscoenc.com
커튼월, PVC창호, 유리 등
외장분야 기술지원 및 기준수립

옥종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교수
ockjh@seoultech.ac.kr
커튼월 설계 및 시공,
비정형 건축물 파사드의
설계 및 시공 교육을 실시

원종호
(주)시티월이엔지
대표이사
citywall@chol.com
구조전문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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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이앤에스 한백
상무
jswall@chol.com
설계컨설팅

지영화
에스이에스
대표이사
stonetechnics@hanmail.net
석재 파사드 컨설팅

최영락
대림산업주식회사
전문임원, 주택기술개발원장
doroo@daelim.co.kr
주택기술개발, 공법검토

윤태원

윤병희
YNP Engineering
뷰로하포드 코리아 대표
b.yun@ynpengineering.com
파사드 엔지니어링,
디지털 디자인 및
뷰로하포드의 한국지사

윤기준

윤상섭
(주)월플러스
이사
wallplus@wallplus.net
외장재 Design & Field Consulting

(주)서울창호
상무
ytw1820@nate.com
설계 및 기술 관련 총괄
연구개발업무(연구소장겸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객원연구원
(국책과제기술자문)

최재원
국영지앤엠
대표이사
유리

황상근
함병찬

홍성철

(주)대승창호시스템
대표이사
ds3533217@naver.com
알루미늄 단열시스템 창호

(주) 알루이엔씨
대표이사
schong@aluenc.com
커튼월 시공

에이펙(A-FEC)
대표
hsk3111@naver.com
고단열 및 특허 창호 제품 개발 용역,
커튼월및 외장 관련 기술자문,
단열성능 개선창호 기술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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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하우시스, ‘LG Z:IN 인테리어 지인스퀘어 강남’ 비대면 체험 확대
안전하고 편리한 언택트 전시장 투어

LG하우시스만의 기술력으로 단열 성능 강화한 시스템 창호
■ 언택트 트렌드 맞춰 LG Z:IN 인테리어 지인스퀘어 강남의 ‘VR 서비스’ 오픈
■ 각 층에 위치한 쇼룸과 제품을 3D로 구현해 실제 방문한 것처럼 생생하게 확인 가능

■L
 G하우시스만의 ‘복합 단열코어’ 개발… ‘유로시스템9’ 알루미늄 80 시리즈에 적용

■ LG클로이 안내로봇, 디지털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한 전시장 내 비대면 체험 요소 도입

■기
 존 제품 대비 단열 성능 30~40% 향상…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구현
■ ‘특수 감압 프로파일’ 적용해 우수한 기밀·수밀성능 강화

LG하우시스가 언택트 트렌드에 발맞춰 플래그

한 3층 공간까지 지인스퀘어 강남의 모든 공간

또한, 각 층별로 설치된 키오스크를 활용해 층

십 전시장 ‘LG Z:IN 인테리어 지인스퀘어 강남’

을 만나볼 수 있다.

별 안내 및 제품 소개, 가까운 전시장 위치 등

의 비대면 체험을 강화한다.

을 확인할 수 있다. 곳곳에 배치된 디지털 디스
특히 전시장 내부를 둘러보다 해당 공간에 적용

플레이에서는 각 제품 별 온라인 샘플북과 동영

서울 논현동 가구거리에 위치한 ‘LG Z:IN 인테

된 제품이 궁금할 때는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

상, 시공사례를 살펴볼 수 있고, 고객이 직접 컬

리어 지인스퀘어 강남’은 고객의 취향을 반영한

면 제품의 컬러, 패턴 등 상세 정보를 손쉽게 확

러나 패턴을 바꿔볼 수도 있다.

다양한 인테리어 쇼룸은 물론, 제품 상담부터

인할 수 있다.

디자인 제안, 시공업체 연결까지 이어지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며 월 평균 2천명 이상이 찾는

이 밖에도 전시장을 직접 방문하는 고객의 편의

산업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만큼, 인테리

인테리어 명소로 자리매김해왔다.

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하

어 업계 역시 이에 맞춰 발 빠르게 변화할 필요

고 있다. 전시장 1층에서는 ‘LG클로이 안내로

가 있다”며, “앞으로 LG Z:IN 인테리어 지인스

LG하우시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봇’의 도움을 받아 각 전시공간과 적용된 제품

퀘어 강남은 더 많은 언택트 서비스와 함께 쉽

트렌드에 맞춰 고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

에 대해 설명 받을 수 있다. ‘LG클로이 안내로

고 편리한 고객중심 전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

시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VR(가상현실) 서비

봇’의 화면을 터치하면 각 층에 있는 전시공간

했다.

스를 포함한 다양한 비대면 체험 요소를 도입

과 제품의 종류를 보여줘 고객이 스스로 제품을

했다.

찾고 전시장을 둘러볼 수도 있다.

LG하우시스가 자체 기술을 통해 ‘유로시스템9

시스의 복합 단열코어를 적용해 우수한 단열 성

축자재에만 부여되는 독일 ‘패시브하우스(PHI: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의 단열 성능을 강화하

능을 보여준다. 또한, 해안이나 고층 등 풍압이

Passive House Institute) 인증’을 획득했다.

고 고성능 프리미엄 시스템 창호 시장 확대에

높은 환경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특수 감

나선다.

압 프로파일’을 적용해 다양한 환경에서도 우수

LG하우시스 관계자는 “유로시스템9 알루미늄

있는 VR 서비스는 3D 스캐닝 기술을 활용해

한 기밀·수밀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슬림한

시스템 창호는 모듈화 설계를 통해 건축물의 다

오프라인 전시장을 온라인에 그대로 구현했다.

LG하우시스는 자사의 기술력을 집약하여 고성

프레임 디자인으로 시원하고 쾌적한 시야를 즐

양한 요구조건에 맞춰 적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능 창호 단열재인 ‘복합 단열코어’를 개발, 국내

길 수 있다.

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한다”며 “앞으로도 단열

고객은 자유로운 이동과 360도 회전이 가능한

성능뿐 아니라 디자인, 고객 편의성 등 창호의

VR 화면을 통해 전시장에 직접 방문한 것 같은

에서 자체 생산하고 있다. 기존 창호 단열재인

<자료제공: LG하우시스 Z:IN>

지인스퀘어 강남을 PC와 모바일로 살펴볼 수

‘폴리아미드(Polyamid)’에 복합소재를 추가하

이 밖에도, LG하우시스는 독일 단열블록 업체

다양한 요소를 강화해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해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다양한 콘셉트 공간

여 기존 제품보다 단열 성능을 30~40% 향상

와의 기술 제휴로 개발된 단열코어를 적용한 초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마련되어 있는 1층 ‘라이프스타일 존’, LG지

시킨 것이 특징이다.

고단열 시스템 창호 제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로시스템9 알루미늄 80 시리즈’는 LG하우

이를 통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 건축물과 건

36

LG하우시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인의 모든 제품을 살펴볼 수 있는 2층 ‘자재 라
<자료제공: LG하우시스 Z:IN>

이브러리’, 프리미엄 주방과 욕실 제품을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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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하우시스, 소방산업대상 국무총리표창 수상

LG하우시스, 수해지역 복구 돕는다

“준불연 벽장재 ‘LG Z:IN 준불연 시트’의 화재 안전성 인정받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바닥재, 벽지 등 자재 전달”

■일
 반 벽지와 달리 준불연 소재의 베이스층 적용한 벽장재 제품, 도료·석재 대비 시공시간 적게 들고 20~50% 저렴해 준불연 자재 활

■ 지난 8월 폭우 피해가 집중된 전남·전북 등 수해지역 침수가구에 바닥재, 벽지 등 자재 지원

성화 기여 인정

■ 사업 역량 활용해 어려움 겪는 지역사회에 도움 줄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지속해 나갈 것

■건
 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제품 개발에 더욱 힘쓸 것

LG하우시스가 지난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

이날 전달식에서 LG하우시스 장식재사업부장

해를 입은 수해지역의 복구를 돕기 위해 자재

박귀봉 전무는 “수재민들이 신속히 일상으로

지원에 나섰다.

복귀하고 안정된 생활을 되찾는데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이와 관련, LG하우시스는 29일 서울 마포구 희
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LG하우시스

“앞으로도 사업 역량을 활용해 어려움을 겪는

장식재사업부장 박귀봉 전무, 희망브리지 전국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재해구호협회 김정희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운데 수해지역 기부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LG지인 준불연 시트’는 종이, PVC(폴리염화

업의 생산 기술을 통해 출시한 제품이라는 점도

LG하우시스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크게 발생한

비닐) 등을 사용하는 일반 벽지와는 달리 준불

상생협력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전북 등 수해지역의 침수 가구에 바닥재
와 벽지 등 자재를 공급해 수재민들의 주택 복

연 소재의 베이스층을 적용, 불이 쉽게 번지지

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않고 화재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방출량이 적어

이번 수상을 계기로 LG하우시스는 산후조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준불연 성능 인

고시원, 휴게음식점 등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

정서를 획득한 제품이다.

산 피해 우려가 높아 불연 또는 준불연 성능의

특히, 수해 발생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준불연: 불연 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

실내마감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다중이용

복구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LG하우시스가 21일 소방청이 발표한 ‘제12

료. KS F ISO 5660-1 규격에 따른 열방출률

업소의 벽장재로 ‘LG지인 준불연 시트’ 공급을

로 필요한 자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전국재해구

회 소방산업대상’에서 ‘LG Z:IN(LG지인) 준

시험과 가스유해성 시험 기준에 적합해야 함)

늘려 갈 계획이다.

호협회 및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

불연 시트’로 산업기술부문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획이다.
기존 준불연 이상의 벽체 마감재인 도료나 석

LG하우시스 장식재사업부장 박귀봉 전무는

재와 비교해 시공 시간이 적게 들고 비용을

“화재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청으로부터 LG지인

한편, LG하우시스는 2018년 경북 영덕군의 태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20~50%까지 절감할 수 있어 건축물의 화재

준불연 시트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되어 이

풍 ‘콩레이’ 피해 발생 시에도 바닥재와 벽지를

이 주관하는 ‘소방산업대상’은 소방산업 분야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은 물론 준불연 자재

번 수상의 의미가 더욱 크다”며,

지원한 바 있으며, 매년 이웃 돕기 성금 전달,

첨단기술, 제품, 공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상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수성을

“앞으로도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높일 수 있

김장김치 나눔, 연탄 배달 등을 통해 사업장이

용화에 기여한 우수 기술인 및 기업(단체)을 발

인정받았다.

는 제품 개발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

위치한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

다.

헌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굴‧포상함으로써 소방산업 진흥을 도모하는
시상이다.

38

<자료제공: LG하우시스 Z:IN>

또한, LG하우시스의 연구개발(R&D)과 중소기

<자료제공: LG하우시스 Z: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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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KCC글라스, ‘2020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 개최

KCC, 온(溫)동네 숲으로 마을 축제 열어

■ 국내를 대표하는 실내건축 디자이너들의 등용문, 실내건축가협회와 공동 주최

■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우리마을’에서 마을 주민 및 서울시와 함께한 마을 축제 성황리 마쳐

■ 건축 디자인 분야의 우수한 인재 발굴 위해 2010년부터 11년째 후원 이어와

■ KCC 친환경 페인트로 칠해진 벽화 배경 삼아 버스킹 공연, 시화전 및 ‘온(溫)동네 숲으로 마을 영상 공모전’ 시상식 실시

■ ‘물 齋(재)’ 출품한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이병철, 장동혁, 최민성 학생 팀 대상 수상

■ 저층주거지 환경개선 사업 ‘온(溫)동네 숲으로’의 성과 공유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 나눠

공동 주최하고 있다. 올해 초 KCC에서 분사한

화되는 가운데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고립되거

KCC글라스도 후원사로 참여했다.

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건축가가 고

이번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은 10월 1차 접

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변화에 발

수를 시작으로 1차 심사, 2차 접수 및 심사까

맞추면서도 지속적인 가치를 확고히 함으로써

지 약 한 달에 걸쳐 진행됐다. 총 210개 응모

건강한 도시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디자이너

작품 가운데 1, 2차 심사를 거쳐 대상 1점과

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격려의 말을 전

최우수상 2점, 우수상 5점, 장려상 19점, 특

했다.

선 28점, 입선 52점 등을 선정했다. 대상작
송호철 KCC 건재판촉 부장이 _2020 대한민국 실내
건축대전_ 시상식 개최를 기념해 축사를 전하고 있다.

팀에게는 상장 및 상금 600만 원, 최우수상에

KCC글라스 관계자는 “대한민국 실내건축 디

게는 상장 및 상금 300만 원을 수여했으며,

자인계를 이끌어갈 훌륭한 새싹을 발굴하고,

KCC가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우리

대상으로 자연경관, 역사문화, 생활상, 골목길

고, 마을 공동체가 생산·판매하는 수제 공예품

나머지 수상자들에게도 각각 상장과 소정의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결국

마을에서 서울시와 함께 진행한 ‘온(溫)동네 숲

탐방 등 저층주거지 마을의 숨은 매력과 삶의

등 수익 상품 개발에도 힘을 보탰다.

상금이 주어졌다.

장기적으로 건축 산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으로 마을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모습을 알리고, 온(溫)동네 숲으로 사업이 잘 표

이를 통해 더욱 진보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

이번 온(溫)동네 숲으로 마을 축제는 KCC가 올

현된 마을 영상을 선정해 시상했다. 대상은 작

KCC 관계자는 “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

심사 결과 대상의 영예는 작품명 ‘물 齋(재)’를

이기도 하다”면서 “언제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해 서울시, 저층주거지재생사업단, 초록우산

품명 ‘우리는 바로 온동네 숲으로’을 출품한 서

는 사회공헌활동에 동참하게 돼 매우 기쁘다”

출품한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이병철, 장

진취적으로 도전하는 인재들을 응원하고 있으

어린이재단과 함께 진행한 저층주거지 환경개

울 금천구의 김태양 씨에게 돌아갔다.

면서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동혁, 최민성 학생 팀에게 돌아갔다. 대상작은

며, 각종 산학협력 활동을 비롯한 인재양성 지

선 사업인 ‘온(溫)동네 숲으로’의 성과를 지역 주

쌀을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하나의 라이프스

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

민과 공유하고 축하하며 주민공동체 간 소통을

KCC는 지난 3월 관련 단체들과 사업 논의 및 계

타일과 미래 친환경 자원으로 제안해 쌀 소비

다”고 전했다.

나누고자 마련된 행사로, 100여명이 참석했다.

획 수립을 시작으로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우

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생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
속하며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리마을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 및 공동체 활성

한편, 온(溫)동네 숲으로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

이번 대전의 심사위원장을 맡은 안희영 심사

한편, 올해로 32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실내건축

이날 북가좌동 우리마을에서는 KCC의 친환경

화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다. KCC의 친

2011년부터 추진해 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위원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시사성과 프로세

대전은 실내건축 디자인의 저변을 확대하고 유

페인트 ‘숲으로’로 칠해진 벽화를 배경 삼아 버

환경 페인트를 활용해 벽화를 그려 마을에 생동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내 열악한 저층주거지

KCC 및 KCC글라스가 한국실내건축가협회

스에도 충실해야 한다”면서 “외부 요인에 따

능하며 참신한 디자이너를 발굴하기 위한 장이

스킹 공연과 시화전이 열렸다. 코로나19로 인

감을 불어넣고, 페인트, 창호, 보온단열재 등 각

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

(KOSID)와 함께 공동 주최한 ‘제32회 2020

라 급변하는 실내 환경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

다.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공모전으로 명실

해 행사장 곳곳에서 발열 확인을 진행했고, 지

종 건축자재를 지원해 노후 주택을 개선했다.

업이다. 지난 2018년부터 응암산골마을(응암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의 시상식이 11월 7

하고, 실내 공간에 대한 깊은 고민을 바탕으로

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실내건축 디자인 행

역 주민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준수

일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에서 개최됐다.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요 심

사로 꼽힌다. 실력 있는 학생들이 창의적인 아

하며 마을 축제를 즐겼다.

KCC는 능력 있고 가능성 있는 건축 디자인 분

사 기준을 밝혔다.

이디어를 구현하고 디자이너로 당당히 인정받

야의 청년들을 발굴하고, 관련 분야로의 진출
을 돕기 위해 2010년부터 11년째 메인 후원

송호철 KCC 건재판촉 부장은 이날 행사에서

사로서 KOSID와 대한민국 실내건축대전을

축사를 통해 “최근 비대면과 초개인화가 가속

40

로 31-10), 삼태기마을(상월곡동24), 우리마
특히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자원을 활

을(증가로 40길 45-9) 등에서 사업을 진행했

용해 경제적 자립까지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

다. KCC는 지난해 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

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신인 디자이너

또한 마을 축제의 일환으로 ‘온(溫)동네 숲으로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시가 개최한 ‘온동네 성과공유 한마당’에서 서

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을 영상 공모전’ 시상식도 진행됐다. 지난 3

마을여행 기획단을 구성해 마을 곳곳에 그려진

울시장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년간 온(溫)동네 숲으로 사업을 진행한 마을을

벽화를 중심으로 여행 코스 및 브랜드를 개발하

<자료제공: KCC>

<자료제공: K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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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美 스포트라이트 어워드 지속가능성보고서 부문
최고 등급 플래티넘 수상

홈씨씨, ‘2020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올해의 최고 브랜드
2년 연속 수상

■ 미국 홍보, 마케팅 조사기관 LACP 주관 전세계 기업 홍보물, 커뮤니케이션 자료 경쟁력 평가

■ 한국소비자협회 주관, 소비자 권익 증진 및 경쟁력·신뢰성·공익성 높인 기업에 시상

■ KCC 지속가능성보고서 부문 플래티넘 수상, TOP 100 중 14위 선정

■ KCC글라스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 정보 불균형 큰 인테리어 시장서 소비자 권익 보호,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창의성, 메시지 전달력, 디자인 등 높이 평가
■ 국내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도 KSI, KRCA 수상

국 주요 지역에 쇼룸형 전시 판매장을 운영하고
KCC가 전세계 기업 홍보물과 커뮤니케이션 자

분야에서 최고의 작품을 선정한다.

지난달 16일에는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

있다. 홈씨씨 매장에서는 인테리어와 관련한 다

료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미국의 ‘2020 스포

올해는 12개국 500여 개 기업이 경합을

는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접할 수 있고, 인테리어

트라이트 어워드(Spotlight Awards)’ 지속가

벌였으며, 우수 작품을 선정해 플래티넘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지수(KSI: Korean

상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 구매할 수 있다. 셀프

능성보고서 부문에서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Platinum), 골드(Gold), 실버(Silver), 브론즈

Sustainability Index)’ 건축자재 분야 1위 기

인테리어 고객을 위한 페인트 칼라 매칭 서비스

(Platinum Award)을 수상했다.

(Bronze) 상을 수여했다.

업 선정과 ‘대한민국 지속가능보고서상(KRCA:

나 원하는 규격으로 목재를 절단해 주는 서비스

Korean Readers' Choice Awards)’을 동시

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 진행을

수상한 바 있다.

위한 인테리어 상담과 실측, 홈 인테리어 스타

스포트라이트 어워드는 세계적인 홍보, 마케

KCC의 '2019/20 KCC 지속가능성보고서‘는

팅 조사기관인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

이번 대회에서 총점 100점 만점 중 99점을 얻

League of American Communications

어 대상 격인 플래티넘상을 수상했다. 특히 창

지속가능성보고서는 회사의 사회적 책임

Professionals)이 주관하는 대회다.

의성과 메시지 전달력, 디자인 등 총 6개 평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비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홈오피스’, ‘홈트’, ‘홈

가 항목 중 5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해당

전과 전략, 그리고 이에 대한 경제적·사회적·환

쿡’ 트렌드가 대거 확산되며 집의 용도와 의미

애뉴얼리포트, 브로슈어, 영상, 뉴스레터 등 기

보고서는 LACP가 뽑은 이번 대회 우수 작품

경적 가치 창출 목표와 성과를 이해관계자와 공

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주거공간에 대한 새로운

업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을 대상으로 11개

‘TOP 100’에서 14위에 기록됐다.

유하기 위해 주요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보

니즈(Needs)는 노후 주택의 리모델링 수요 증

고서는 KCC 홈페이지(www.kccworld.co.kr)

가로 이어지고 있다. 홈씨씨는 이러한 인테리

를 통해 누구나 확인해 볼 수 있다.

어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을

KCC는 2015년부터 국

일링 제안, 무료 견적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제표준인 ISO 26000 및

홈씨씨는 올 한해 소비자의 폭넓은 지지를 얻고

선도하기 위해 표준 시공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GRI(Global Reporting

KCC 관계자는 “세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가 24일 서울시 중구 세종호텔에서 진행된

소비자에게 깊이 각인된 우수 브랜드로 선정됐

시공 인테리어 파트너 인프라 강화 및 차별화된

Initiative) 보고서 작성

에게 KCC만의 독특함을 살리면서도 쉽고 명

‘2020대한민국소비자대상’ 시상식에서 올해

다. 특히 표준화된 프로세스 기반의 시공과 안

인테리어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기준에 따라 매년 발간하

확하게 지속가능경영 현황을 알릴 수 있도록

의 최고 브랜드 부문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심A/S 서비스까지 고객 맞춤형 원스탑 솔루션

고 있다.

표현한 것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국내외 유수

안았다.

을 제공함으로써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 불균

KCC글라스 관계자는 “홈씨씨가 2년 연속 소비

처음 발간했을 당시부터

대회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며 “앞

형이 컸던 인테리어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자가 뽑은 최고 브랜드로 선정된 것은 홈씨씨만

매년 국내외 유수 경연대

으로도 KCC는 투명하고 명확한 지속가능성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소비자

에 앞장서고 신뢰할 수 있는 토탈 인테리어 서

의 브랜드 가치와 품질을 인정받은 것이어서 더

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

보고서 발간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속가능 경

대상은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욱 뜻 깊다”면서 “앞으로도 최신 트렌드를 반영

두며 여타 기업·단체의

영 활동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쟁력, 신뢰성,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기업과

보고서와 비교해 높은 수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

개인을 발굴하고, 분야별 기업들의 우수성과

홈씨씨는 전국 매장에서 200여개 브랜드와 3

비스로 소비자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

준임을 인정받고 있다.

다.

업적을 평가 및 격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만 가지 이상의 인테리어 자재 라인업을 갖추고

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행사다.

있으며, 인천, 울산에 대형 건축자재 매장 및 전

<자료제공: K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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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글라스의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

한 인테리어 상품과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서

<자료제공: K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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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EAGON), 제31회 이건음악회 성료…
온라인 콘서트로 가을 밤의 낭만 선사

제31회 이건음악회, 온라인 콘서트로 나눔의 가치 이어간다

■ 이건음악회 최초 비대면 형식의 온라인 콘서트 개최, 공식 유튜브 채널 통해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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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콜 곡 아리랑으로 연주자들의 한국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여 희망과 위로의 메세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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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고성(古城)에서 전하는 ‘감동의 오케스트라 선율

종합건축자재기업 이건(EAGON)이 ‘사회적 거

받아왔다.

가 남다혜의 편곡으로 새롭게 태어난 아리랑과

리두기’ 기조에 발맞춰 개최한 ‘제31회 이건음

특히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지친 국

에드워드 엘가의 ‘수수께기 변주곡’ 중 ‘님로드’

악회’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민들의 마음을 아름다운 선율로 위로하기 위

로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지난 11월 7일 토요일 오후 8시, 비대면 형식

해 기획된 이번 음악회는 독일의 ‘뷔르템베르

의 온라인 콘서트로 치뤄진 이건음악회는 음악

크 챔버 오케스트라 하일브론(Württemberg

‘뷔르템베르크 챔버 오케스트라 하일브론’을 이

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예술문화 전문채널 아르

Chamber Orchestra Heilbronn, 이하

끌고 있는 수석지휘자 ‘케이스 스칼리오네’는

떼TV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번 공연은 약 90분

WKO)’이 함께했다. 여기에 독일 베를린 ‘슈타

“앵콜 곡인 아리랑을 통해 온라인으로 연주를

동안 독일 고성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츠카펠레 (Staatskapelle Berlin)’의 최초 여성

듣고 있을 한국 관객들에 대한 우리의 애정을

선율로 청중들에게 낭만적인 가을 밤의 추억을

악장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윤이 협연자로 나서

전달하고자 했다”고 말하며, “한국에 있는 팬들

선사했다.

클래식 팬들의 주목을 받았다.

에게 멋진 음악으로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
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하루 빨리 한국

이건음악회는 지역 사회에 음악의 감동을 나누

1부 공연에서는 모차르트가 작곡하던 당시 유

에서 관객을 만날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기 위해 이건이 지난 30년 간 빠짐없이 진행해

행하던 터키풍의 음악 양식이 반영된 모차르트

음악회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온 무료 클래식 음악회로, 세계적인 뮤지션들과

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5번 A장조 K 219>가

함께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이며 매년 클래식

연주되었으며, 이어지는 2부 공연에서는 아름

뿐만 아니라 재즈, 합창 등의 다양한 장르의 음
악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의 기대를 한 몸에

이건이 후원한 인천함박초등학교의 ‘토닥토닥 마음교실’ 전경

종합건축자재기업 이건(EAGON)이 코로나 시

및 창호, 마루, 라움 등 인테리어 건축자재 공급

이외에도 이건은 올해 3월 코로나19 확산 방지

이건이 처음으로 시도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

대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하고 꾸준한 사회

과 시공을 지원했다.

를 위한 성금 1억원을 인천 사랑의열매 사회복

답고 서정적인 멜로디가 돋보이는 쇤베르크의

인 콘서트에 참여한 시청자들은 대체로 연주자

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정화된 밤>이 연주되었다. 앵콜 곡으로는 편곡

의 표정과 감정을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

이건은 ‘토닥토닥 마음교실’ 뿐만 아니라 다양

시설을 미추홀소방서에 기탁하여 화재 위험에

이건은 지난 17일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초록

한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

노출된 취약계층 보호에 앞장서는 등 사회적 활

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는 없지

우산어린이재단이 함께하는 무료 심리치료사

인 메세나 활동인 이건음악회는 31년간 한 해

동을 이어가고 있다.

만, 이번 이건음악회 통해 잠시나마 지친 마음

업 ‘토닥토닥 마음교실’에 후원기업으로 참여했

도 거르지 않고 개최되고 있으며 음악을 통한

을 다독이고 위로 받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

다고 밝혔다. ‘토닥토닥 마음교실’은 가정과 학

나눔의 가치와 진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건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사회

다”며, “앞으로도 이건음악회를 비롯한 지속적

교에서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이

지난 11월 7일 31번째로 개최된 이건음악회는

가 함께 나아가기 위한 꾸준하고 다양한 활

인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동을 기획,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히며 “이건

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치료 및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발

많은 관객들이 음악을 통한 감동을 나눌 수 있

(EAGON)은 앞으로도 친환경 건축자재를 통

한편, 제31회 이건음악회는 이건음악회 공식 유

달상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프로그

도록 TV와 유튜브 온라인 콘서트로 진행했다.

해 건강한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보다 더 나

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어 라이브 시간에 참여하

램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코로나로 지친 많은 사람들에

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전

게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선보여 희망과 위

했다.

다.
제31회 이건음악회 1부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5번> 공연 모습

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바 있으며, 주택용 소방

서 좋았다는 의견이었다. 음악회 관계자는 “코

지 못한분들도 언제 어디서든 재시청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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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이 후원기업으로 참여하는 ‘토닥토닥 마음교실’의 협약식 모습

<자료제공: 이건창호>

이건은 원활한 심리검사와 치료 프로그램 운영

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

을 위한 심리치료실의 공간 설계, 디자인 지원

고 있다.

<자료제공: 이건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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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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기고

나무 건축 - II

<기고 : 박용성 대표이사(Quanex)>
<Process-1>

지난호에서 예고한대로 LCT-ONE을 진행한

지역 제재소나 건설회사가 하나가 되어 건축자

2009년부터 연구를 개시한 목조와 철근 콘크

니라 목조부재의 재활용도 염두에 두고 있다.

CREE사가 제품화한 기술을 살펴 보겠다.

재를 지역 생산화하여 바이오매스에 의한 에너

리트(RC)조의 하이브리드 구조에 의한, 중고층

이를 위해 다양한 실증실험을 통해 LCT시스템

(관련자료출처: Cree Infobroschure EN_0.

지 공급을 핵으로 하나의 순환형 사회를 형성하

건축 시스템인 LCT 시스템에 대한 연구 개발

의 구조와 방화 그리고 차음에 대한 유효성을

pdf 및 www.creebuildings.com)

고 있다.

프로젝트의 실증 모델로서 건설되었다.

입증하였다.

목조로 얼마나 대규모화, 고층화할 수 있을지에

LCT는 Life Cycle Tower의 앞 글자를 딴 것

주목하는 일반 관점과는 다른 시각이다.

이다.

하이브리드 구조의 오피스 빌딩 「LCT ONE」은
프리패브리케이션 (Prefabrication-공장제작

<Process-2>

LCT 시스템의 본질은 단순히 철이나 콘크리트
등의 구조부재를 목재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형 건출물)에 의한 높은 시공성으로 뛰어난 환

「LCT ONE」은, 오스트리아 서부의 독일의 국경

LCT ONE은 8층, 높이는 약 26m이지만 LCT

그 지역에 기반을 가진 목재 자원을 활용하는

경 성능을 실현한 중고층 건축물이다.

과 가까운 포어아를베르크주의 도른비룬이라고

시스템은 현시점에서 약 100m(30층 정도)까

건축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현지의 임업과

그러나, 단순히 목조를 활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는 곳에 세워졌으며 완성은 2012년이다.

지 건설 가능한 기술수준이다.

지역내의 경제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Ceiling-1>

LCT 시스템의 건축적인 특징은, 공장 생산(프
리패브리케이션)에 의한 고품질과 공사기간 단

LCT 시스템은 목재를 이용한 특수 건축물이 아

축, 그리고 패시브 하우스 기준을 만족하는 높

니라, 일반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중고층 건축

은 환경 성능이다.

시스템을 목표로 개발되었다.
Cree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제품으로서의 부

패시브하우스 기준은 1년간 1m²당 1차 에너

재의 수출이 아니고, 지역별 임업과 건설업이

지사용 기준치가 120kWh, 1년간 1m²당 난방

일체가 된 목재의 라이프 사이클의 구조 그 자

부하 기준치가 15kWh, 기밀성능은 50Pa 가

체의 구축이다.

압시 누출횟수 0.6회 이하 = 틈새상당면적(C

이 회사는, 전세계 어디라도 파트너쉽을 구축하

값) 0.2cm²/m²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여, 시스템과 노하우를 제공해 나갈 준비가 되

이는 40평형짜리 주택을 소형에어컨 1대로 제

어 있다고 한다.

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많은 건축물 개발에 LCT시스템이 이용
됨으로써 순환형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고 싶다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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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적인 특징으로는 내장재나 표면 마감 없이

고 한다.

목조 기둥과 보를 노출 시킨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따르면, 환경 건축이나 지속가

이것은 아름다운 자연의 소재를 보여줄 뿐만 아

능형 건축이란, 단지 에너지 절약 기술을 채용

<Ceili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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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지역사회의 자원이나

구조의 하중은 집성재 기둥과 목조+RC조 합성

현장과 완공 건물을 보다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

와 조정 및 목조 기둥과 RC조 코어의 신축률 차

경제의 사이클과 연결되는 것이라 말해야 할

바닥 슬래브로 지지한다. 바닥 슬래브는 층별로

해 최소화하고 있다.

이와 하중에 따른 목조 기둥 압축 예측 등에 특

것이다.

분할한 기둥 위에 설치한다.

기둥과 일체가 된 목조 외벽 패널도 완전한 프

히 주의를 기울였다.

수평하중에 대하여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바닥

리패브리케이션으로 하고 충진단열부터 3복층

LCT ONE은 일반적인 RC조와 비교해서 최대

LCT ONE의 기본적인 시스템은 (1)목조인 보

슬래브와 기둥의 접합부분을 연결하여 코어에

유리를 채용한 고단열 새시, 그리고 외장 블라

약 90%의 CO2 풋 프린트를 개선했다.

과 RC조의 바닥 슬래브를 일체화한 합성 슬래

수평력을 전달한다.

인드까지 시공해 현장에 반입했다.

재이용 가능한 목재와 콘크리트 사용량을 삭감

브, (2)기둥과 일체가 된 목조 외벽 패널, (3)RC

코어는 기둥, 보, 바닥 슬래브 등의 프리페브리

조의 수직 동선 코어의 3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케이션 부재를 설치하기 전에 현장에서 선행 시

「LifeCycle Tower」에 대해 일관해서 추구해

(3)이외의 부재는 모두 프리패브리케이션으로

공한다.

온 것은, 철저한 프리패브리케이션화, 현장에서

하여 현장 가공을 최대한 없앰으로써 정확한 시

한 건물은, 자원의 투입과 동시에 건설시의 에
너지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의 콘크리트 타설의 삭감, 목재를 사용하여 부

건물은 지역의 난방시스템에 접속해 큰 폭으로

공을 가능하게 하였다.

각 층의 바닥 슬래브는 프리패브리케이션 공장

재를 경량화 하여 큰 폭으로 시공 기간을 단축

1차 에너지를 절감한다.

합성 바닥 슬래브의 기본 모듈은 2.7m×8.1m

에서 목조 보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제작하

하는 것이다.

지역의 난방 시스템은 바이오매스에 의한 코에

이다.

였다.

LCT ONE은 일반적인 RC조의 같은 규모의 건

너지를 이용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열원으로

우물형 천장이나 매달림 천장을 배제하였으며,

기둥 끝부분의 접합에는 앵커와 스틸 파이프를

물에 비해, 약 30%의 경량화에 성공했다.

한다.

보와 보 사이에 난방, 냉방, 소화 설비, 조명, 환

이용하여 시공성을 향상시켰다.

8개층의 합성 바닥 슬래브와 보 그리고 기둥은

몸체의 단열성능은, 외벽 U값 0.11W/M²k이

기 설비를 배치하였다.

수평하중을 코어의 내력벽에 전달하기 위해 바

불과 8일 만에 시공하였다.

고 창문은 목제 새시+트리플 유리의 복합 U값

닥 슬래브끼리의 조인트부만 현장에서 콘크리

0.76인 초고단열 사양이다.

동선 코어에는 계단과 엘리베이터, 화장실, 설

트를 타설하였다.

LCT 시스템의 시공은 목조와 RC조의 하이브

비 샤프트를 수납하고 있다.

현장에서의 콘크리트 타설은 시공 속도 향상과

리드 구조라는 점에서, 이업종 간 긴밀한 연계

난방과 환기는 통상 2.7m 모듈별로 자동 조정
되고 있다.
외기온도와 배기온도를 측정하여 냉난방을 자
동적으로 최적화한다.
이용자에 의한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을 피하기
위해 외기가 실온에 대해 높거나 낮을 때 창문
이 설정 시간 이상으로 열린 상태이면 창문에
설치한 센서에서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시스템
을 채용했다.
예를 들면, 외기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공조가
가동되고 있는 경우는 이용자에게 창문을 열도
록 신호를 보낸다.

각실은 자연채광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자동조
광에 의해 최적화를 도모하고 있다.
옥상의 주광감지기가 항상 외부의 조도를 계측
하고, 내부의 이용상황에 맞추어 일사차폐를 위
한 외장블라인드의 슬래트 각도를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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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공간정보 경영포럼 상설 회의장
UN Geo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
Forum Permanent Site

유엔 공간정보 경영포럼 상설 회의장 (UN Geospatial Information

맞추어 타원형 형태를 띠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구조물은 주위의 환경

Management Forum Permanent Site)은 중국 더칭 현 남부의 지리

과 잘 어울리며, ‘다양성 안의 조화’를 구현하면서 더칭 현 지리정보타운

정보타운 (Geographic Information Town)에 소재해 있다. 구체적으로

에 완벽하게 융합한다.

는 타샨 2번가와 타샨 3번가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취위안 가 (街)가 이
회의장을 가로지르고 있다. 이 웅장한 건물은 피닉스 호 (The Phoenix

취위안 가는 회의장이 위치한 섬을 통과하며, 따라서 이 회의장은 두 부분

Lake) 중심부의 섬에 건축되었으며, 이곳에서는 더칭 현이 한눈에 들어

으로 나뉘어 있고 후문 공간은 이 도로를 따라 형성되어 있다. 이 회의장

온다. 유엔 공간정보 경영포럼 상설 회의장의 지상 면적은 42,556 m2

의 동반구와 서반구에서, 컨퍼런스 센터의 정문과 대극장은 개별적으로

이고, 3층으로 구성된 주 건물의 높이는 23.95 m이며, 지하 건축 면적은

설치되었으며, 이들은 피닉스 호를 향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29,507 m2이다.
회의장의 동반구는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요 공간, 정원 500명의
유엔 공간정보 경영포럼 상설 회의장은 이 회의장이 위치한 섬의 형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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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강당, 정원 300명의 소강당과 기타 여러 회의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 Zhao Qi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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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hao Qiang

ⓒ Zhao Qiang

서반구는 영화관과 정원 1,000명의 대극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재료를 배열하며 장치를 도입하고 현지 요소를 적절하게 통합함으로써

내부 강당은 복도와 공동 로비를 통해 서로 연결이 가능하다.

‘근처의 대나무 숲과 그늘, 멀리 떨어진 곳의 산과 흐르는 물’이라는 예술

ⓒ Zhao Qiang

적 개념을 갖추게 되었다. 이 공간은 더칭 현의 산 · 물 · 구름 · 나무를 유
유엔 공간정보 경영포럼 상설 회의장의 디자인은 구름을 뚫고 하늘에서

기적으로 결합하여, 아름다운 풍경의 지리적 특징을 생생하게 표현한다.

춤추는 불사조의 모습을 형상화한 디자인이다. 회의장의 전체는 희미하
게 빛나는 구름처럼 보이며, 피닉스 호 위에 조용히 누워 있는 것처럼 나

더칭 현의 목가적 경관을 재현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은 이 디자인은,

타남으로써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다. 금속 지붕은 속이 움푹 들어간 입체

유연한 실외 · 실내 공간과 건물의 역동적인 외부 형태를 구현함으로써

형태를 띠고 있어, 날개를 펴고 높이 솟아오르는 ‘비상하는 불사조’처럼

현지의 지리적 특징을 색다른 방법으로 나타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엔

보이며, 시적인 그림을 선사한다. 회의장 전체를 멀리서 바라보면, 구름

공간정보 경영포럼 상설 회의장은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방문객들이 생

의 고요함이 ‘불사조의 비상’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면서 완벽한 극적 효

각의 물결과 감성적 공명을 불러일으키는 현대적이고 자연스러운 예술적

과를 연출한다.

개념을 느낄 수 있는, 도시의 공동 공간이다.

회의장 전체는 희미하고 흐르는 ‘구름’ 형태를 띠어 ‘불사조’의 날렵함과

The project is located in Geographic Information Town, south

유연성을 강조하며, 건물 전체가 불사조가 구름 사이를 날아가는 감동적

of Deqing County, China. It is, specifically, between Tashan

인 순간을 나타내는 동시에 더칭 현 지리정보타운의 희망찬 미래를 예언

No.2 Street and Tashan No.3 Street,and across Quyuan

하고 있다.

Road. Built on an island on The Phoenix Lake, the grand

회의장의 내부 공간은 단순한 구조적 형태가 특징이며, 공간을 강조하고

architecture is a window for the world to see Deqi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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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hao Qiang

The building’s above-ground area is 42,556 square meters,

conference rooms, while west hemisphere contains a grand

with a main structure of three floors andaheight of 23.95

theater for 1000 people, a cinema and so on. All the internal

meters, and the underground construction area is 29,507

halls can be connected to each other through corridors and

square meters.

shared lobbies.

The project takes on an ellipsoid shape, which is consistent

The design used the imagery of a phoenix that breaks

with the form of the island where it is located. In this way, the

through the clouds and dances in the sky. The overall

overall architecture matches well with the site environment,

architecture looks like a white glimmering cloud, lying silently

and perfectly integrates into Deqing County Geographic

on The Phoenix Lake and integrating with the surrounding

Information Town with a posture of “harmony in diversity”.

environment. The three-dimensional and hollowed-out metal
roof, looks like a “flying phoenix” that spreads the wings and

Since Quyuan Road passes through the land, the building

soars highly, presenting a poetic picture. Viewing the entire

was divided into two parts, with its secondary entrance

building from a distance, the quietness of clouds and “the

spaces along the road. In the east and west hemispheres,

flying of the phoenix” form a distinct contrast, full of sense of

the main entrances of the conference center and the grand

drama.

theatre were set up separately, which face the lake and are
coordinated with the surroundings.

With the glimmering and flowing “cloud” highlighting the
lightness and flexibility of “the phoenix”, the whol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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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astern hemisphere of the architecture consists of the

indicates the touching moment that the phoenix flies

main venue for 2000 people, a multi-functional hall for 500

through the clouds, and predicts the promising future of

people, a small lecture hall for 300 people and several

Geographical Information 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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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hao Qiang

ⓒ Zhao Qiang

ⓒ Zhao Qiang

ⓒ Zhao Qiang

ⓒ Zhao Qiang

ⓒ Zhao Qiang

Featuring simple structural forms, the interior space was
endowed with an artistic conception of “woods and shades
of bamboos nearby, mountains and flowing waters at
distance” through the emphasis of space, the collocation of
materials, the introduction of devices and the appropriate
integration of local elements. It organically combines the
mountains, waters, clouds and trees of Deqing County,
vividly presenting the geographical features of the beautiful
landscape.
Taking the creation of pastoral landscape in the County
as the starting point, the design aims to indicate the local

Architects: The Architectural Design & Research
Institute of Zhejiang University
Location: Deqing Geographic Information Town,
Huzhou City, Zhejiang Province, China
Category: Courthouse
Chief Architects: Zhenling Wu, Bing Chen
Design Team: Yu Chen, Rui Zhu, Jiachen Zhang,
Zhenyue Fan, Xiaobing Cai, Tao Fang
Area: 72063.0 m2
Project Year: 2018
Photographs: Jun Cai, Qiang Zhao

geographical features beyond formal level, through flexible

Client: Management Committee of Science and
Technology New Town, Deqing County

outdoor and indoor spaces, and the dynamic exterior shape

Partner: Shanghai Construction No.5 (Group) Co., Ltd.

of the architecture. It is an urban public space, where every

Project description courtesy of architects

guest, from the world, can feel the modern and natural
artistic conception, with thought waves and emotional
ⓒ Zhao Qi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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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nance being insp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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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게이트아울렛
Citygate Outlets New Extension and The Silveri
Hong Kong – MGallery

모든 것을 포용하는 활기찬 도심은, 주민들과 방문객들 사이에 강한 정

건물 나누기

체성과 장소감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자주 간주된다. 이는 홍콩

시티게이트 아웃렛이 큰 건물로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과제 중 하나는

의 건축사무소 LWK + 파트너스 (LWK + Partners)의 핵심 고려사항이

앞면을 연접식 형태로 구축하는 한편, 높이 올라갈수록 건물 앞면이 점점

며, 그 이유는 LWK + 파트너스는 미국의 건축 · 설계회사 아르키텍토

더 뒤로 물러나도록 함으로써 건물을 나누는 데 있었다. 이에 곡면형 커

니카 (Arquitectonica)와 협력하여 홍콩 시티게이트 아웃렛 (Citygate

튼월 형태의 앞면과 알루미늄 클래딩 패널을 채택하고 이를 선명한 색상

Outlets) 신규 확장공사와 실베리 홍콩 M갤러리 (The Silveri Hong

조합의 맞춤형 평행사변형 알루미늄 띠로 두름으로써 상쾌하고 독창적이

Kong – MGallery) 호텔 신축 공사에서 설계 건축가 겸 피승인 주요 건축

며 역동적인 캐릭터를 연출하였다.

업체로 활동하였기 때문이다. 시티게이트 아웃렛은 홍콩의 밀집된 공간

시티게이트 아웃렛 건물의 일부는 조경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뒤

중 비교적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부지에서 심미적 매력, 운영 요구사항,

로 물러난 형태를 띠며, 시민들이 즐길 만한 열린 공간을 조성하여 전체

자산 가치, 공동체 참여 간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다.

거리 풍경을 활기차게 한다. 3, 4, 6, 7, 9층에는 테라스식 조경 데크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들 각 층에서는 서로 다른 경관이 눈에 들어온다. 5

홍콩 퉁청 타운 부지 (TCTL) 제11구역에 소재한 시티게이트 아웃렛은 기

층에 새로 확장한 공간은 기존 아웃렛 몰의 지붕 정글 (Roof Jungle)로

존의 시티게이트 아웃렛 몰 (Citygate Outlets Mall)을 확장하고 5성급

연결되어 통행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부티크 호텔 실베리 홍콩 M갤러리를 신축하여 탄생하였다. LWK +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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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스는 시티게이트 아웃렛 아래에 위치한 대중교통 터미널 · 역 · 정류소

지속가능성 요건에 섬세하게 부응하고 사용자 중심적인 설계

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모든 당사자들 간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통합형 지속가능성 전략은 ‘구조를 우선시하는’ 실용적인 접근방식을 사

교류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을 이어주는 필수 가교 (架橋) 역할을 하였다.

용하여 수행된다. 본 시티게이트 아웃렛 공사에서는 수동적 설계 특징,

LWK + 파트너스의 인테리어 디자인 팀은 실베리 홍콩 M갤러리의 공용

스마트 기술, 엄선된 재료들, 건물의 방향, 외피, 운영 및 유지보수와 에

공간을 설계 · 시공한 한편 상업지구 인테리어 시공 작업도 담당하였다.

너지 관리에 접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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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ibrant all-embracing urban centre is often regarded
necessary for building a strong sense of identity and
sense of place among residents and visitors. This is the
key consideration for LWK + PARTNERS as it works as
Authorised Person and Executive Architect, in collaboration
with Arquitectonica as Design Architect for Citygate Outlets
New Extension and The Silveri Hong Kong – MGallery in
Hong Kong, China. It is perfect balance between aesthetic
appeal, operational needs, asset values and the community
engagement on a site with a relatively large coverage in
Hong Kong’s dense context.

The complex includes an extension of the existing Citygate
Outlets mall and The Silveri Hong Kong – MGallery, a new
five-star boutique hotel, at Tung Chung Town Lot (TCTL)
no 11. LWK + PARTNERS acted as an essential bridge
between all parties to ensure smooth and efficient delivery
with minimal disruption to the public transport terminal
located below. LWK + PARTNERS Interior Design Team is
also responsible for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hotel’s
또한, 가능한 모든 부분에서 재생 에너지를 고려하였으며, 에너지 효율을

(MEP) 말뚝, 스프링 분리기, 부유식 주추 (플린스: plinth) 시스템에 음향

common areas and execution works of interiors of retail

위하여 천장 채광창과 지정된 커튼월 형태의 앞면을 통해 최적의 자연 환

감쇠기와 소음기 (消音器: silencer)를 장착하였다.

arcade.

기와 일광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열 전달은 건물 외피를 통해 제

본 공사가 복합적인 고난도 공사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또 다른 예가 있

어된다. 이러한 기능은 모두 토지 사용, 계획 요구사항, 전체수명 비용,

다. TCTL 제11구역에서 쇼핑몰을 신축하면서 상부 구조물을 시공하는

Celebrating Gateway and Connectivity hub

탄소 배출 등을 처리하는 동시에, 건물 사용자들의 건강과 복지에 직접적

동시에, TCTL 제2구역에서는 시티게이트 아웃렛 중 기존 부분을 철거하

The complex is located in Tung Chung, a district in north

인 영향을 미치는 실내 환경 질을 매우 중시한다. 본 공사는 홍콩 녹색건

는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이 철거 작업은 정상 운영 중인 기존 대중교통

Lantau Island of Hong Kong. In the 2017 Policy Address by

축 위원회 (Hong Kong Green Building Council)에서 BEAM Plus 은

터미널이 위치한 장소 위에서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컨설턴트 · 도

the city’s Chief Executive, the overall blueprint for Lantau’s

장 인증을 잠정적으로 획득하였다. 지속 가능한 건물설계 및 에너지 효율

급업자 팀 전체 내에서 구조, 건물 서비스, 순환 측면에서 신규 쇼핑몰과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was set out as ‘development

성에 대한 조항은 퉁청의 저탄소 배출 공동체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된다.

기존 쇼핑몰 간의 연결을 조정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일

for the north, conversation for the south’. Tung Chung’s visual

반 대중과 현장 직원 모두가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략적 계

prominence in an area where three major access points to

획을 수립하기 위해 팀과 긴밀히 협력할 교통 컨설턴트가 임명되었다.

Hong Kong converge presents an opportunity to create an

특히 상업지구와 영화관에 인접한 호텔 객실이 위치한 5~7층에서의 소

inspiring and lasting image that represents the city’s urban

음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였다. 일반적으로, 야간에 매

identity to the world.

extension serves as a connectivity hub for the district,

장에서 공사 설치 작업을 진행하면, 객실에 (구조물 또는 공기로 인한) 소

본 공사는 새로 조성된 상업지구와 재개발된 시티게이트 아웃렛을 연결

음·진동이 발생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객실은 구조물의

하여 지역 사회에 부가가치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틀로부터 분리하여 작업현장 외부에서 일정 수준의 내부 설치 작업

본 공사는 기능적이고 인간중심적인 특성으로 지역 사회의 필요를 충족

Tung Chung is the ‘Gateway to Hong Kong’ from the

spaces for adding over 50 brand new shops to the existing

을 통해 조립식으로 제작하였다. 또한, 내부의 배경 소음을 줄이기 위해

할 뿐 아니라 도시의 관문에서 하나의 통합되고 시대를 초월한 랜드마크

international airport, as well as a popular recreational

mall. With a public transport terminal at the ground floor, the

영화관 근처 구역에도 흡음재를 사용하였다. 그 밖에도, 기계·전기·배관

로서 건축 창의성과 상업적 가치를 성공적으로 결합하기도 한다.

destination filled with purifying greenery. The Citygate Outlets

project is also close to the MTR providing easy acces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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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ring an extra 31,800 square metres of contemporary r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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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town Hong Kong.

three voids and two skylights, with changing shapes and
sensible disposition on strategic floors for enhancement of

Located in proximity to Tung Chung MTR station and Ngong

lively shopping environment. As daylight penetrates down

Ping 360 cable car, the new retail complex aims to act as

to the levels below, sunrays interact with the elliptical voids

an integrated transport hub to provide convenient and

to create a dancing of light and shadows which constantly

direct interchange services for the visitors and shoppers,

energises the circulation on each retail level and atrium

and effectively link up dispersed components of the whole

space on Level 2, taking the visitor experience to the next

community. All main entrances are strategically planned to

level.

draw local residents and nearby tourists from all directions,
giving a boost to street-level activity. Internal circulations

The Silveri Hong Kong – MGallery takes up the upper

are carefully orchestrated for a connected experience

part of the building from Level 5 onwards, marking Accor

between the existing and new portions of the mall, which are

Hotel’s first MGallery by Sofitel, anchoring around 12,300

connected through carefully planned and convenient points

square metres of lifestyle hotel accommodation in the city.

on Levels 2-4.

Its lobby and interior common areas, designed by LWK +
PARTNERS Interior Design Team, takes inspiration from the

A dynamically flowing experience is delivered partly through

timeless, cross-cultural links between silver and the moon.

an interplay of light and shadows. The atrium is defined by

Memorable, almost theatrical experiences will be created

for the hotel guests, from a sense of arrival at the concierge

streetscape with open spaces for public enjoyment. Terraced

to the verdant surroundings of pool deck, through varying

landscape decks on Levels 3, 4, 6, 7 and 9 offer a different

degrees of subtle or sometimes more prominent spatial and

view captured at each level. At Level 5, the new extension is

hospitality design.

connected to the Roof Jungle of the existing mall, ensuring a
well-coordinated interflow of traffic.

Breaking down the building mass
Given a relatively large building mass, one of the challenges

Sustainability-sensitive and user-oriented

is to break down the massive building bulk with articulated

A holistic sustainability strategy is delivered through the

façade treatments and progressive building setback along

use of a pragmatic ‘fabric first’ approach. Passive design

the height of the building. A curved curtain wall façade

features, smart technologies and select materials are

and aluminium cladding panels are adopted, wrapped

introduced to the building orientation, envelope, operations

by bespoke parallelogram aluminium strips in a vivid mix

and maintenance, and energy management.

of colours to produce a refreshing, unique and dynamic

Renewable sources are considered wherever possible,

character.

while natural ventilation and daylight reception are optimised
through the skylight and designated curtain wall faç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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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of the building is set back to create an area of

for energy efficiency. Heat transfer is controlled through

landscaped street environment, enlivening the overall

the building envelope. All these serve to address land use,

65

Curtain Wall 산책

P

R

Q

B

A
er121

S
M

N

L
K

Project: Citygate Outlets New Extension and The Silveri Hong
Kong – MGallery

C

J
H

X

Location: Hong Kong, China
Z

Client: Newfoundworl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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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Area: 10,026 sqm
Gross Floor Area: 43,954 sqm
Year of Completion: 2019
planning requirements, whole life costs and carbon emissions

Authorised Person: LWK + PARTNERS

while attaching great value to indoor environmental quality,

Executive Architect: LWK + PARTNERS

which has a direct impact on the health and wellbeing of

Design Architect: Arquitectonica

building occupants. The project is provisionally awarded a

Executive Interior Designer (retail): LWK + PARTNERS

silver BEAM Plus certification by Hong Kong Green Building

Interior Designer (hotel common areas): LWK + PARTNERS

Council. Sustainable building design and energy efficiency
provisions are to be implemented in order to contribute a low
carbon emission community in Tung Chung.
and contractors between the new and existing mall in
Intensive efforts were made to mitigate noise impact at

terms of structure, building services and circulation. Traffic

Level 5 -7, where hotel guestrooms are located adjacent

consultants were appointed to work closely with the team to

to the retail area and cinema boxes. Possible noise

draw up strategic arrangements to facilitate easy and safe

(structural-borne and air borne) and vibration implication

access for both the general public and site staff.

on the guestrooms will be incurred from fit-out works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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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s normally during the night-time. Guestrooms are

Adding to the complexity and challenge is the concurrent

The development aims to create added value for the

structurally detached from main structural carcass frame and

progress of the superstructure construction at the new phase

community and synergy effect by connecting the new retail

prefabricated with a certain degree of interior fit-out works

of the mall at TCTL no. 11 and demolition of the existing

complex and renovated Citygate Outlets. It not only responds

off-site. Sound absorbing material was also used for the area

portion of Citygate Outlets at TCTL no. 2 above the existing

to the needs of the community with functional and humanistic

near the cinema box to reduce internal background noise

public transport terminal, which was still in uninterrupted

qualities, but also successfully blends architectural creativity

level. Acoustic attenuator and silencer were applied for MEP

operation. This was partly tackled through intensive

and commercial value into one integrated and timeless

piling, spring isolators and floating plinth system.

interfacing coordination within the whole team of consultants

landmark in the Gateway to th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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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XEN univer CITY
더 넥센 유니버시티
자료제공 :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77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휴게공간, 복지를 위한 부대시설 들로 구성되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어 있다. 또한 저층부는 일반 방문객에게 개방된 로비, 라운지, 리셉션 및

대지면적 17,105㎡

전시공간과 도서관을 갖추어 공공에 기여함과 동시에 종합적인 기업 홍

연면적 57,171.47㎡

보를 위한 장소로 계획하였다.

건폐율 57.73%
용적률 234.48%

Design Concept

규모 지하 2층, 지상 8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The Combination of the Company’s Identity and Green Building

조경면적 2,993.31㎡

기업의 아이덴티티와 녹색건축이 결합된 도심형 연구시설

외부재료 커튼월+접합유리루버, 화강석, 알루미늄
건물의 외관은 기업이 추구하는 역동적이며 혁신적인 이미지를 구현함
과 동시에 건물 전체적으로는 친환경적인 외피와 지열에너지의 복사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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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넥센 유니버시티(The Nexen Univer-City)는 국내 대표적인 타이어

난방 방식의 활용, 태양광 패널 지붕 등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개발 회사인 넥센 그룹의 새로운 R&D 센터로서 최근 첨단산업의 거점으

저감계획을 고려하였다. 또한 대지 북측에 위치한 공원의 녹지와 인접

로 국내 굴지의 기업들의 연구시설이 유치되고 있는 서울 강서 마곡지구

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건물의 중심녹지공간인 중정(Courtyard)을 계

내에 위치하고 있다.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넥센의 기업문화와 다음 세기

획하였다.

로 이어지는 전통을 담아내는 상징적인 연구시설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

이러한 중정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독특한 이중나선구조(Dual-

로 하였다.

Helix) 형태의 내, 외부 산책로는 기능적으로 완성된 연구시설의 공간들

기업의 연구특성에 맞추어 복합적인 연구 개발시설들을 갖추고 있으며

을 이어주며 교류와 휴식, 지속적인 아이디어의 발현이 가능한 장소로 구

기능적인 공간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교류공간, 건물 내,외부에 계획된

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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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Hub & Dual-Helix

PLAN : Sequential Spaces

중정과 이중나선 산책로

연속된 공간

Green Helix_지상3층에서 옥상층까지 엇갈려 구성된 연속된 외부공간

차량으로 건물에 접근하는 사람들과 도보로 건물에 진입하는 경우 모두

으로 계단 & 스탠드 & 녹지가 단조로운 사면의 왜곡을 통하여 역동성을

지상1층부터 3층에 계획된 개방된 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강조한다. 각 조경 요소들에 사용되는 재료의 조화와 대비를 통해 패턴의

기업에 소속된 근무자들과 연구원들은 지상 3층부터 별도의 보안영역을

가시성을 극대화하였다.

거쳐서 각자의 공간으로 이동한다.

Green Lounge_건물 상부 라운지와 연계된 오픈형 중정으로 특별한 커
뮤니티 가든 역할을 한다. 목재스탠드와 자작나무, 음지성 지피는 도심속

건물 내 모든 공간은 연구자와 작업자, 심지어 방문객들 사이의 소통을

작은 숲 경관을 만들어낸다.

유도하는 동시에 기능적인 분리 및 기업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밀

Roof Sunlight Terrace_마곡지구를 조망하는 열린공간으로 햇살과 바

하게 고려되어 있다. 또한 건물의 중심부에 위치한 중정으로 햇볕이 내리

람을 느끼며 휴식하는 가장 최상층에 위치한 옥상정원이다.

쬐고 자연스럽게 녹지로 근무자들이 모여들어 쉬거나 행사를 할 수 있는

<중정과 이중나선 산책로>

<이중나선 구조의 개념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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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공간을 제공한다. 중정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독특한 이중나선

와 근무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하였다. 또한 전체 건물 중 연구동과

프로젝트명

형태는 내·외부 공간들을 의사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촉진하는 동

었다. 남쪽과 동쪽 파사드에 설치된 유리루버는 타이어의 궤적으로부터

실험동의 동선을 이어주는 남측면의 아트리움 공간은 지상 1층 로비의

더 넥센 유니버시티

시에 근무자와 연구자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협력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

영감을 받아 디자인 되었으며, 직사광선의 작업공간과 외부로부터 되돌

지열을 이용한 바닥복사 냉난방 설비와 연계되어 채광 및 상부 천창의 환

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아오는 반사광선의 양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측면을

기를 통해 주요 공용공간의 실내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

고려하였다.

되었다.

The Nexen Univer-City
설계사명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 H Architecture, P. C.
대표자명

FACADE : Function & Iconic Facade

중정을 둘러싼 조경과 함께 설치된 루버들은 건물 전체에서 자연환기 시

기능성과 상징성을 고려한 파사드 계획

스템으로 건물의 복사열을 차단하고 냉난방 부하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R&D Center with Green

더 넥센 유니버시티의 외관은 환경적은 측면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연구

있도록 하여 많은 연구 및 실험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공간들이 편안하고,

녹지를 품은 연구소

김태만(해안) + 최창학(H)
Taeman Kim + Changhak Choi
설계자명단

더 넥센 유니버시티의 조경계획은 연구시설의 보안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해안) 박민진, 안성호, 이성렬, 김승래, 윤정희, 최동훈, 염준철, 박요한,

“Green Helix”라는 요소를 통해 수직·수평으로 연속적인 경험을 담는

김하해, 서수성, 윤재원, 조인철, 김현지, 조선희, 최유미, 이상민, 강민상,

입체적인 공간을 의도한다. 특히 건물의 중심이 되는 중정(Courtyard)은
입체적 공간에 둘러싸여 다양한 행사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중

안석희, 김선아, 고우현, 박종일, 황윤하, 여수진, 이행숙, 박영필, 김나은,
한수정, 지석진, 최용재, 박종진, 차주재, 양재민, 김민정, 박병준, 백진욱,
황인철, (H) 김동일

심 휴게공간이 된다. 모든 층에서 조망이 가능한 중정은 대표적 경관요소

Minjin Park, Seong ho An, Sungryul Lee, Seungrae Kim, Junghee

로써 잔디를 배경으로 새로운 재료들이 더해지면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

Yoon, Donghoon Choi, Juncheol Yeom, Yohan Bahc, Hahae Kim,

을 만들어 낸다. 타이어 전문기업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조경계획에는 역
동성과 미래지형성이 담겨있다.

Susung Seo, Jaewon Yoon, Inchul Cho, Hyunji Kim, , Sunhee Cho,
Choi Yu Mi, Sangmin Lee, Minsang Kang, Sujin Yeo, Sukhee Ahn,
Sun-a Kim, Woohyun Ko, Jongil Park, Yunha, Hwang, Haengsook
Lee, Yeongpil Bak, Naeun Kim, Su-Jung Han, Seokjin Ji, Yongjae
Choi, Jongjin Park, Jujae Cha, Jaemin Yang, Minjeong Kim,
Byeongjun Park, Jinuk Baek, Inchul Hwang

< 동측 입면 전경 >

< 북측 입면 전경 >

건축개요
대지위치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77
용도(국문/영문)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대지면적(㎡) : 17,105㎡
건축면적(㎡) : 9,874.67㎡
연면적(㎡) : 57,171.47㎡
조경면적(㎡) : 2,993.31㎡
건폐율(%) : 57.73%
용적률(%) : 234.48%
규모(지상/지하층) : 지상 8층 / 지하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외부마감 : 커튼월+접합유리루버, 화강석, 알루미늄 쉬트 & 아노다이징 패널
내부마감 : 목재패널, 대리석, 바닥공조 용 엑세스플로어, 비닐타일
설계기간(연/월) : 2016년 5월 ~ 2017년 9월
준공(연/월) : 2019.3.29
협력업체 : 신화에스디지, CS 구조, 덕성알파이엔지, 목원엔지니어링, 일신
이앤드씨, 한백에프엔씨, 지음엔지니어링, 제이앤에스 한백
건축주 : 넥센타이어㈜, ㈜넥센
시공회사 : 쌍용건설㈜
시공사 컨설턴트 : 월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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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넥센 R&D센터 파사드 주요 고려사항

그리하여 외부루버의 재료를 3T 알미늄 판넬에서 외
부 시야가 확보되는 유리를 적용하기로 설계 변경되
어, 유리는 17.52mm (8HS+1.52SGP+8HS)를 사
용하고 양면 구조 실란트 충진고정 방식으로 알미늄
FRAME에 삽입시켰다.

자료제공 : 월플러스

유리의 형상은 초기안의 형상과 같이하고 수평면으
로 10°의 경사로 세우기로 했으며, 유리의 표면에는
건축주의 주요 상품인 타이어의 문양과 같은 모양을

외장 알미늄 커튼월 형식 (4-SIDE GLAZING 방식)

세라믹 프릿으로 인쇄 적용하였다.

설계 초안은 공장에서 유리에 몰딩을 취부하여 현장출하 하면 현장에서
는 알미늄 클립을 이용하여 스크류 고정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또한, 유리는 양면 강화유리로 계획되었으나 HEAT

또한, 외부 루버가 취부되는 이중외피 부분의 MAIN 수직부재는 이중외

SOAK TEST의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양면 반강

피 고정용 브라켓 부분을 피해 결속시키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화 유리를 적용하였고, 유리루버의 외부 풍압에 의

실제 적용은 V/E 실현 및 공기단축을 위해 현장 유리 취부 방식의 단순한

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합필름을 고사양인

수직재로 변경하여 적용했다.

SGP 사양을 적용 하였다.

(이중외피 고정용 브라켓부분은 수직재의 앞면과 뒷면을 관통하여 가공)

[설계 초안으로 제작한 외부루버 견본품 2가지 모델]

[설계 초안 수직재]

[실제 적용 수직재]

커튼월 부재의 최적화한 V/E를 확보하기 위하여 초기단계인 건축물에
적용하는 설계풍압 산정은 “건축물 하중 기준 및 해설 - 2009”를 적용하
여 산정하였으며 산정결과는 최대 정압 : +178.5 Kgf/㎡ 과 최대 부압 :
-339.2 Kgf/㎡를 적용했다.
그러나 건축의 MAIN 골조공정 지연으로 후속공정인 커튼월 설치 일정
[설계 초안 수직재]

[실제 적용 수직재]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외부 루버
설계 초안은 건물 유리 외부에 이중외피 형식으로 3T 알미늄 쉬트를 이

로비 와 아트리움 스틸 커튼월 형식 (4-SIDE GLAZING 방식)

용한 외부 루버를 설치하는것으로 계획하여 진행하였다.

설계 초안은 공장에서 유리에 몰딩을 취부하여 현장출하 하면 현장에서

설계 초안에 의한 견본품을 3T 알마늄 판넬 절곡품 과 타공한 3T 알미늄

는 알미늄 클립을 이용하여 스크류 고정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절곡품으로 2가지의 견본을 제작하여 품평회를 가진 결과는 내부 근무자

실제 적용은 V/E 실현을 위해 전면 사각부재는 PIPE 형태로 하고 공기단

들이 외부의 판넬로 인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판넬 자체의 휨에대

축을 위해 현장 유리 취부 방식의 단순한 수직재로 변경하여 적용했다.

한 구조 안정성 확보가 어려워 적용하기 힘들다는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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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유리 루버 VISUAL MOCK-UP
공사가 진행중인 코너부분에 상단부는 불투명 접합유리 견본품
을 설치하였고 하단부에는 타이어 무늬를 인쇄한 투명 프릿 유
리를 설치하였다.
유리루버는 2단씩 각각의 방향을 반대로 설치하였다.
또한, 수평면으로 10°의 경사로 세우기 위해서는 고정용 브라켓
또한 2번 절곡 해야 맞출 수 있었다.

준공
외부 유리루버를 경사지게 설치함으로서 내부 근무자의 시야가
확보되고 직사광선을 차단해주며 반사되는 빛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커튼월 컨설팅을 통해 총 공사비 절감과 외형

리로 최종 변경하게 되었다.

당 현장은 알미늄 커튼월과 스틸 커튼월 및 2가지 커튼월 외부

의 다변화 및 커튼월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외장설계 초기당시 이 부분을 결정하기 위해 알미늄 판넬을 비롯하여 유

에 설치되는 유리루버를 이용한 이중외피가 적용된 현장으로 풍

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의 실물 샘플을 제작하고 심도있는 품평회를 거
쳐 최종 결정되었다.

외장 커튼월 개요
그라스 루버는 알루미늄 멀리언을 관통하여 빠져 나오는 15T 스텐레
넥센타이어 R&D 센터 현장의 외부 커튼월은 크게 세가지의 재료로 구성

드 브라켓에 의해 지지되며 내측의 커튼월과 외부의 그라스 루버 사이는

된다. 일반 사무공간의 외피를 형성하는 ALUM. 커튼월과 로비 및 아트

900MM의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일종의 더블스킨 개념으로도 해석된다.

리움과 같이 높은 층고를 형성하는 구간의 스틸 커튼월, 그리고 ALUM.

또한 스테인레스 브라켓 위에는 CAt WALK을 설치하여 MAINTENANCE

커튼월과 스틸커튼월의 외부에 설치되는 GLASS LOUVER이다.

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알루미늄 커튼월은 4-SIDE STRUCTURAL GLAZING 공법의 스틱타

그라스 루버는 풍하중에 의한 휨에 대응하기 위해 8T 단판 유리를 두장

입 커튼월로서 일반적인 스틱타입 커튼월과 다르지 않다.

접합하여 사용함에 따라 루버의 자체 하중이 매우 큰 증가하였고 유리루

당초 FACTORY GLAZING 타입의 스틱 커튼월로 설계되었으나 경제성

버에 전달되는 측면 풍하중에 의해 유리루버의 진동이 발생될 경우 커튼

및 시공성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타입으로 변경되었고 특히 수직 멀리언

월 후레임에 전달되는 진동을 최소화 하기 위해 그라스 루버를 커튼월후

을 뚫고 나오는 그라스 루버 지지용 15t SUS 브라켓 시공을 용이하게 하

레임에 고정하지 않고 별도의 베이스 앵커를 골조에 매립하여 유리루버

기위해서 FIELD GLAZING 공법으로 변경하였다.

를 고정하였다.
외부의 돌출루버를 커튼월 후레임에 직접 고정함으로써 바람에 의한 진

스틸커튼월은 일반적으로 층고가높은 로비와 아트리움의 구조를 해결하

동이 후레임에 전달되어 불안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기위해 알미늄보다 강성좋은 스틸 후레임이 요구 되었으며 알미늄 커튼

78

월과 같이 FIELD GLAZING 타입으로 변경하여 경제성 및 시공성을 향

삼각형 형태의 그라스 루버는 매층마다 분절되어 슬라브에서 앵커링 되

상시켰다.

지만 특히 2개층 단위로 500mm의 골이 파여진 알미늄 수평띠장에 의

본 건물의 POINT라고 할수있는 GLASS LOUVER는 당초 ALUM

해 강하게 분절되어 시각적인 단조로움에 변화를 주었고 삼각형 형태의

SHEET로 설계되었으나 실내에서의 VIEW를 가리고 타이어 문양의 상

그라스 루버는 2개층마다 삼각형의 꼭지점끼리 맞닿아있는 형상으로 회

징표현이 어렵고 풍압에대한 판넬의 휨이 우려된다는 판단하에 접합 유

전각을 달리하면서 외피의 변화를 더욱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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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2차관, “육운산업은 K-방역의 시작이자 핵심”

점검을 하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고용부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검사

였다고 밝혔다.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7개 기관에서 총 79건의 부실검사를 적발하

다만,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실시하여 타워크레인

18일 육운의 날 기념식 참석… 기술·서비스 혁신 통해 미래 선도 강조

였다.

검사지연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민주·한국 노동조합총연맹

* (업무정지 3개월)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방재안전보건환경기술원, 코리아종합
안전, 산업안전관리

특히, 현장 특별점검에서는 검사대행기관의 업무실태 뿐만 아니라, 장비

** (업무정지 1.5개월) 한국산업안전, 한국안전기술협회, 에스-솔루션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11월 18일 16시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공, 선진교통문화 정착, 코로나-19 방역수칙 철저이행 등에 대한 업계

의 임의개조, 허위연식, 현장안전관리, 작업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종

제34회 육운의 날*에 참석하여 육운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

의 의지를 다졌다.

합적으로 점검하여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사대행기관 업무실태 점검을 실시

* 고발 1, 과태료 104, 벌점 36, 수시검사 248, 시정조치 3,426

하여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부실검사를 줄여 나

포상을 실시하고 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고종황제 자동차 시승일(1903.11.14.)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1987년부터 매년
행사 개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문》
오늘 제34회 육운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육운산업 종사자 일동은 육운산

이번 검사기관 업무실태 점검결과 적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울러, 지난 ‘20.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추진한 현장 특별점검*의 후

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교통서비스 향상을 통해 국가 경제의 도약과 서
손명수 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육

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운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를 맞고 있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 우리 국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 시행하는 등

하나. 우리는 친절과 봉사의 정신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으
로부터 신뢰받는 육운인이 된다.

코로나-19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육운업계의 노력과 성과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하나. 우리는 교통사고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경주한다.

아울러, 육운산업이 기술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그 미래
로 먼저 가는 미래산업으로 발전하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고, “육

하나. 우리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으로 국가경제 발전의 초석이 된다.

운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K-방역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하나. 우리는 안전하교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
에 앞장선다.

강조하면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
칙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서류 점검에서는 과부하방지장치·선회제한장치 등 안전장치 작동불량

속조치로 향후 정기검사 시 장비철거 등으로 특별점검에서 누락된 타워

및 와이어로프 과다 손상 등 검사 불합격 사항에 대해 합격처리(시정권

크레인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불량장비의 건설현

고)하거나, 검사원 자격 미달인 자를 검사원으로 채용하는 등 건설기계관

장 사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리법 위반사항 16건을 적발했으며, 현장 특별점검에서는 마스트·지브 등

* (특별점검) 전체 소형 타워크레인 1,764대 중 594(34%)대 점검

주요구조물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선회·권상·기복 전동기의 형식이 설계
도서와 상이하는 등 63건의 부실검사 사항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타워크레인 안전을 최일선에서 관리
하는 검사대행기관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부실검사를 없애고, 타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검사대행기관별 부실 검사비율을 기준으로 총

크레인 안전관리를 통해 타워크레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7개 검사대행기관에 대해 1.5개월에서 최대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하나. 우리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한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육운산업 발전을 인정받아 금탑산업 훈장, 포장

2020년 11월 18일

등 총 12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육운산업 종사자

전국 육운산업 종사자 일동

117만 명을 대표하여 결의문*을 채택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육운서비스

새만금 사업 속도낸다… 기반시설·투자유치 본격화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2.1조원 규모 SK 투자협약 체결

타워크레인 부실검사를 근절시키겠습니다
검사대행기관 업무실태 점검… 부실검사 적발된 7곳 업무정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11월 24일새

장, 소순열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북 지역 국

만금 동서도로 개통식 및 SK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성과를 시작

회의원, 건설사 관계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하여 건설 관계자 표창 수여

으로 새만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및 동서도로 시범주행 등을 진행하였다.

<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 >

개통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참여인원을 최소화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 업무실태 전수점

이번 점검은 검사대행기관의 운영체계 및 업무수행 적정성, 검사원의 검

검을 실시한 결과 8개 기관 중 7개 검사대행기관에서 부실검사를 확인해

사업무 수행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했으며, 지난 4월 타워크레인 총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은 새만금 동서도로 시점부(신시교차로)에서 정

새만금 동서도로는 2015년 11월 착공하여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전

최대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괄기관(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함께 검사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서류

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양충모 새만금개발청

주 간 고속도로를 잇는 연장 16.5km 및 4차로로 건설된 새만금의 핵심

80

고 방역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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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축으로, 물류수송 등을 위한 중요 교통관문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도

된다. 특히, 방조제 도로(33.9km)를 제외하고 최초로 개통되는 간선도

구축할 예정이다.

로로서, 호남·영남·수도권 등에서 새만금까지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 ’22년 완공목표, 센터장비를 활용해 태양광업체 기술지원 등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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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건설업체 적발체계가 더욱 촘촘해집니다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특별실태조사를 통해 68개 업체 적발

투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서도로는 개통식 다음날인 11월 25일 낮 12시부터 개통될 예정

또한, SK컨소시엄 투자유치 사례처럼, 나머지 투자유치형 수상태양광 발

이다.

전사업도 내년 중 사업자 모집에 순차적으로 착수하여, 새만금 투자 활성
화를 위한 마중물로 삼을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하기 위

이는 기존 조사의 적발율(20% 내외)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개선사항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하여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격업체 68개사를 적발했다고 밝

위반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술능력 미달 18건, 자본금 미달 10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 및 SK 투자협약은

혔다.

건, 사무실 기준 미달 1건, 기타 자료 미제출 30건이며, 실태조사 실시 통

‘창업클러스터 구축 및 데이터센터 유치 산업투자형 발전사업’의 사업자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보여주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

이번에 실시한 특별실태조사는 매년 지자체를 통해 실시하던 정기조사와

보 후 등록말소(폐업신고) 13건으로 나타났다.

로 SK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새만금개발청 등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로도 수변도시 및 재생에너지 등 주요 사업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여 새

는 별도로,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에 걸쳐 지자체,

협약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양충모 새만금개

만금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혐의업체로 적발된 68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처분청인 시·도지사가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3개년 연속 실적미신고 업체, 신규등록 후 2개월

청문절차 등을 거쳐 과징금(1억 원 이하) 또는 영업정지(6월 이내), 등록

이내 대표자ㆍ소재지 변경 업체, 동일대표자가 과거 5년 이내 5회 이상

말소(3년 이내 동일한 위반 시) 처분을 하게 된다.

< SK 투자협약 체결 >

발청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및 신영대 의원 등이 참
석하였다.

새만금 동서도로 현황

SK컨소시엄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상태양광 사업권(200MW)을 인센티

건설업 신규등록한 업체 등 부실업체의 징후를 조기경보시스템*에 새롭

브(혜택)으로 받고, 새만금 산단에 2조 1천억 원 규모의 창업클러스터 및

사업개요

게 적용하여 197개 의심업체를 추출하여 정밀조사한 결과 68개 업체가

국토교통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

데이터센터 구축, 투자유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SK 컨소시엄의 원활한

(목적)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망의 동서 중심축으로서 신항만과 고속도로

적발되었다.

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사업 진행을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 또한 이루어질 계획이다.

를 연결하고 국제협력용지 등 새만금사업 지역의 접근성 제고

* 건설업체, 재무정보, 기술인, 보증 등의 정보를 분석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상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새만금청(제반 인허가), 전북도·군산시(행정적·재정적 지원), 농어촌공사(부지

(규모) 자동차전용도로 L=16.5㎞(신설), 4차로(B=20m)

시 점검하고, 부실·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적발하는 시스템

적기 공급 등)

(구간)새만금방조제(새만금 신항만) ~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총사업비) 3,637억원(국비)

SK 그룹은 국내 최초로 한국 RE100* 위원회에 가입을 신청하는 등 재생

특별실태조사 결과

(사업기간) ‘13년 ~ ’20년(공사기간 ‘15.6 ~ ’20.11)

에너지 활용에 관심이 큰 만큼, 새만금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과 시너지
를 창출할 계획이다.

추진경과

* RE100(Renewable Energy 100%) : 기업이 사용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

기본설계 완료 (`14. 11.)

지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 (`15. 6.~11.)
공사 준공 및 개통 (`20. 11.)

SK컨소시엄은 지난 9.16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새만금개발
청과 사업추진계획* 등을 협의하여 이번 협약을 체결하였다.
* (창업클러스터, 1천억 원) ’21년 착공, ’23년까지 구축(데이터센터, 2조원) ’25
년까지 8개동, ’29년까지 총 16개동 구축

< 투자유치 활성화 >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과 함께,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도 지
속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게 산단 내 장기임
대용지를 저렴(국공유 재산 가액의 1%)하게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산

82

노선도

지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조사
대상업체

적격
업체

197
40
6
4
15
8
1
1
80
5
1
9
4
2
5
8
8

129
22
5
3
11
6
1
0
50
5
1
6
4
2
2
8
3

부적격업체
등록기준 미달
계
(중복제외)
25
6
1
0
1
2
0
0
10
0
0
3
0
0
2
0
0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10
3
1
0
1
0
0
0
2
0
0
2
0
0
1
0
0

18
4
0
0
0
2
0
0
9
0
0
1
0
0
2
0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자료미제출
(조사기간 중
등록말소 포함)
43
12
0
1
3
0
0
1
20
0
0
0
0
0
1
0
5

* 자본금, 기술능력 4개 업체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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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뉴스

|

정책뉴스

|

해외뉴스

단신뉴스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업종

자본금
법인

8.5억원이상

개인

17억원이상

-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

법인

5억원이상

기술인 2인을 포함한 6인 이상

개인

10억원이상

-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이상

법인

3.5억원이상

기술인 2인을 포함한 5인 이상

개인

7억원이상

기술인 2인을 포함한 5인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이상
법인

어 총력을 다 한 결과, 연초 중동지역 대규모 토목·플랜트(산업설비) 수주

SK건설)

이번 해외건설 수주액 302억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아

사무실 보유

5억원이상

없음)

시아(35.6%)·중동(34.3%)이 여전히 해외건설의 주요 시장을 차지하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올해 해외수주 300억불 달성을 계기로 11월

는 가운데, 중남미 지역의 수주규모가 크게 늘었다.(중남미 비중 : ‘19

26일 기획재정부, 주요 건설기업*(16개사), 해외건설협회 및 한국해외인

0.6%(1.3억불) → ‘20 23%(68.9억불))

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대표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중남미 주요수주 : 멕시코 도스보카즈 정유공장(37억불), 파나마 메트로(28.4억

* 참석기업(가나다 순) : GS건설, SK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도화ENG, 동아지

불) 등

질, 동일건설, 삼성ENG, 삼성물산, 쌍용건설, 엘티삼보, 유신, 평화ENG, 현대건
설, 현대ENG, 희림건축

반 등)
개인

10억원이상

- 기계, 금속, 화공,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
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

또한, 폴란드에서는 바르샤바 신공항 컨설팅사업의 전략적 자문사로 선
정(인천국제공항공사)되는 성과도 거뒀다.(‘20.12월 계약예정)

- 건축분야 기술인 1인 이상

공사업

* (우즈벡) 부하라 정유공장(720만불, SK건설) / (사우디) PDH 플랜트(755만불,

(국토개발분야 불인정-도시계획, 응용지질, 지적, 지질 및 지
- 토목분야 기술인 1인 이상

산업·환경설비

사우디·우즈벡에서는 우리기업이 시공(EPC)에 머물지 않고, 기본설계

우리 해외건설업체와 정부, 공공기관이 “팀코리아(Team Korea)”를 이루

외수주 300억불을 넘기는 성과를 이뤄냈다.

(법정 면적 규정은

기술인 2인을 포함한 4인 이상
조경공사업

해외뉴스

를 시작으로, 11월 중남미지역 대형 인프라사업 수주까지 최종적으로 해

- 위의 기술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인 총 11인 이상

건축공사업

|

(FEED)까지 수주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시설·장비

-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이상
기술인 2인을 포함한 5인 이상

토목공사업

정책뉴스

극적인 의지를 담아 전방위적인 수주 지원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기술 능력
-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이상

|

법인

8.5억원이상

개인

17억원이상

공종별로는, 플랜트(산업설비) 수주가 절반 이상(56.9%)으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번 간담회는 올해 해외건설 수주현황을 점검하면서 내년도 정부차원의

* 해외건설 공종별 비중(11.26 기준) : 산업설비(56.9%), 토목(22.7%), 건축

수주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코로나-19에 따른 해외건설 현장별 애로사항

(15.5%), 엔지니어링(2.5%), 전기(2.2%), 통신(0.2%)

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운영유지 사업(7,580

김현미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모두가

만불), 태국 3개공항 연결 고속철도 감리(514만불) 등 사업영역을 다각화

힘든 때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의 노력으로 해외건설 수주가 반

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등되어 매우 반갑다. 그러나, 아직도 진짜 위기는 오지 않았으며, 코로

응용분야의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중급이상 기술인 6
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초급기술인 이
상 총 12인이상

나-19에 따른 해외건설 수주영향은 내년 이후에 본격화될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경제위기 딛고 해외건설수주 목표 300억불 달성
- 11.26일 기준, 작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302억불로 집계
- 26일 김현미 장관, 18개 건설사와 업계 간담회…내년도 해외수주 전략 논의

투자개발사업(PPP)의 경우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운영유지 사업

우리업체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개척을 해주

(7,580만불) 등 신시장 개척의 성과가 있었으며, 올 한해 한-방글라데시

길 당부”하였으며,

플랫폼 등 정부간 협력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
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반등의 추진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위급 수주지원과 국내 금융

* 투자개발사업 수주추이 : ‘18년 12억불 → ‘19년 17억불 → ‘20.11.26 4.6억불

지원 확대 등 모든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범부처 차원에서 우리기업 수주지

금년도 수주 중 눈여겨볼 사항은, 파나마에서 역대 최대규모로 발주한

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사업’을 우리기업이 수주하여 파나마시티의 교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홍남기)는 11.26

올해 해외건설수주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저유가, 세계경기 불확실성

난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며,

일부로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움 속에도 300

증가로 인한 발주공사 연기·감소와 국가별 봉쇄조치 등에 따라 당초 부정

* 파나마메트로 3호선(28.4억불, 현대건설) : 파나마시티 내 25km 모노레일 건설

억불을 넘겼다고 밝혔다.

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멕시코에서 ‘도스보카즈 정유공장’의 경우, 우리기업의 기본설계(FEED)

* 해외건설수주액(억불) : (‘16) 282, (‘17) 290, (‘18) 321, (‘19) 223
* 과거 5년간 11월 누계 해외건설수주액(억불)- 전년동기 수주(억불) : (‘16.11)

이에 ’20.6월 정부는 해외수주 위축에 대비한 적극적 보완책으로서 ’20

역량을 바탕으로 시공(EPC)까지 수주하였다.

233, (‘17.11) 234, (‘18.11) 255, (‘19.11) 180, (‘20.11) 302

년 해외수주 300억불을 목표로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을 대외경제장관

* 멕시코 도스보카즈 정유공장(37억불, 삼성ENG) : 34만배럴 정유공장 신설

회의를 통해 마련하였고 그간의 해외수주 하락세를 반등시키기 위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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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강화한다

12월 개정 후 2021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21년 7월부터 강화된 에너지성능기준 시행… 23일부터 행정예고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

의견 제출처 :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보-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3, Fax 044-201-5684)

※ 의견 제출기간 : ’20.11.23.~12.3.(10일간)

에는 2020년 12월 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내년 7월부터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
인 대상)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그간 「주택법」과 「녹색건축법」에 따른 에너지성능 지표가 각각 ‘에너지
절감률‘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이원화되어있어 일선 현장에 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용 경

려움이 있었다.

감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
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 개정안을 10일간

에너지성능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배점 확대

국토교통 분야 결합전문기관에 한국도로공사 지정
다양한 데이터 결합으로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 생태계 성장 촉진 기대

(‘20.11.23~12.3) 행정예고 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5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
지자립률*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

* 해당 건축물이 소비하는 총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자체 생산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안전한 가명정보의 결합·활용을 지원하기 위

최근에는 빅데이터, AI 등 다양한 산업에서 가명정보 데이터 이용 수요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는 에너지의 비율

해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하여 국토교통 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기대

(이하 전문기관)으로 한국도로공사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가 높아 국토교통 분야 가명데이터 활용 촉진 및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 등급 이상으로 상향*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성능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에 대한 최소 요구

* 에너지절감률 60% 이상 → 63% 이상으로 3%P 강화된 수준

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5년까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한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하였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

국토교통부는 제도시행이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심사하여 우선 지정하였다.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은 민간서비스 개발 및 정책 활용 등 국민편익이

한국도로공사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축된 국가교통 빅데이터 플

촉진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결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곳으

랫폼* 운영 사무국으로서 13개 민간·공공 기관의 다양한 교통관련 데이

특히, 환기설비의 경우 자연ㆍ기계ㆍ혼합형(자연+기계) 등 다양한 방식

로, 결합을 원하는 기관들이 신청한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해 정보주

터(4개분야 215종)를 수집하여 유통하고 있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19.6,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으로 개발되고 있어 각각의 에너지 저감성능(열교환효율 등)을 면밀히 분

체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익명·가명 처리한 후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

* 모빌리티 빅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을 통해 데이터 기반 활용 서비스를 지원하

확산 방안」)

석하여 설계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

는 플랫폼(https://www.bigdata-transportation.kr)

▶ (의무화 로드맵) (’20년) 1,000m2 이상 공공→(’25년) 500m2 이상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공동주택은 우리 국민의 3

공공, 1,000m2 이상 민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30년) 500m2 이

분의 2 이상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이번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를 통해 기

상 모든 건축물

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에

▶ (인증 요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 에너지자립률 20%

너지비용 절감으로 장기적인 주거비 부담*도 줄어드는 1석 2조의 효과가

이상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무화를 목표로 ’09년부터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행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에 포함되

며, ‘25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을 목표*로 이번에 에너지 성

어 있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 저감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반영해 나갈

능기준을 한 단계 상향한 것이다.

계획이다.

* (현행)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 (’21.7월∼) 1+ 등급 → (’25년∼) 1++ 등급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비교≫

* 시뮬레이션 결과, 세대(84m2 기준) 당 30만 원의 건설비가 증가되나 에너지비
용 절감으로 8.7년이면 증가된 건설비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

한편,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기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
주택 에너지성능 지표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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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전문결합기관 선정 과정≫

공문

신청서접수

서류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

심의·지정

사전수요제출
(산하기관)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서류 심사

시설·공간 점검
정보 결합테스트

서류 및 현장
종합심사

데이터운영
위원회(서면)

국가교통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도로공사가 보유중인 하

국토교통부 정보화통계담당관 김용옥 과장은 “이번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이패스·휴게소 데이터(약 4.8억건/일) 등과의 결합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계기로 국토교통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데이터결합을

모빌리티 융합 데이터셋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며,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보안에 만전을 기할

2021 NFRC
인증 시뮬레이터
워크샵
참가 신청 안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다루어야 하는 만큼, 공공기관 최초로 정보보
호관리인증체계(ISMS)를 인증 받은 기관으로서 신뢰도가 높다.

가명정보 결합 신청 방법

가명 정보의 데이터 결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문기관만이 수행할

-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 (031-8098-6950),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수 있으므로, 이번 전문기관 지정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결합

- 신청방법 : 결합신청서(참고.1)를 작성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신청

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상세안내 (https://privacy.ex.co.kr)

건설 관련 공제조합,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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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경영 효율화 추진

뮬레이터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NFRC-KAFA 인증 단열 시뮬레이터 워크샵에서는 Therm, Window 등 시뮬레이션 전용 프로그램의 올
바른 사용방법을 교육하고 있으며, 수준 이상의 프로그램 운용 능력이 확인 된 후 NFRC로부터 인증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공제

합에서 보증규정 등을 정비 중에 있으며,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의사결정

조합의 의사결정과 운영방식 혁신으로 공제조합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

체계 개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조합, 업계,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을 수

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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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

에서 워크샵을 진행하게 됨에 따라 비용이 크게 절감되었습니다.

행령 개정안을 11월 30일부터 2021년 1월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비고

총인원

30명 이내

21명 이내

당연직
위원

1 기재부 소속 공무원 1명
2 국토부 소속 공무원 1명
3 출자액이 가장 많은 협회의
회장 1명
4 조합 이사장 1명

1 기재부 소속 공무원 1명
2 국토부 소속 공무원 1명
3 조합 이사장 1명

조합원
위원

5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13
명 이내

4 출자좌수 등의 기준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9명
이내

전문직
위원

6 국토부가 위촉한 전문가 13
명 이내

5 국토부가 위촉한 전문가 9
명 이내

공제조합은 금융기관이 미비했던 1960년대부터 건설공사에 필요한 계
약이행보증과 건설기업 융자 등의 기능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직접시공
활성화,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등 새로운 건설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와 운영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연구용역(‘19.7∼’20.1) 등을 통해 개선 필요과제를 발굴
해 왔고, 이 중 이익잉여금 처리, 보증수수료율 등의 과제는 현재 공제조

가 부여됩니다.

2021년 NFRC 인증 단열 시뮬레이터 워크샵은 오는 2021년 3월 개최 예정이며, 코로나로 인하여 미국
NFRC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 : 사단법인 한국파사드협회 사무국 (02. 529. 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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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월, 외벽 시공

(주)대웅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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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C.M.C
대원산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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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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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창호,커튼월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13 현대벤처빌 1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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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45-3181
031)404-8070
02)610-3511
02)409-6434
031)719-6110
02)585-1321
02)864-3695
031)959-1833
043)275-6161
02)998-2792
051)442-6003
02)589-1397
032)326-7600
02)423-5111
02)2260-6114
031)386-5553
02)2168-2391
02)424-3111
02)593-6162
02)563-7000
02)715-8825
031)356-0540
02)3452-7005
053)582-2888

커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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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184 | 2015 |
Vol.184 | 2015.01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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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익스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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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사드 관련 주요업체 명단
삼원창호(주)
삼창알미늄공업
(주)서울창호
선이인터내셔날(주)
(주)선우시스
(주)선우시스템
(주)성진금속
세광건업
세일단조
세일산업
세화판넬(주)
(주)새한월
(주)새한창호
(주)소명실업
송민산업
신성갤러리(주)
신양하이테크산업(주)
서진금속
신명알미늄(주)
(주)신승윈텍
(주)신한금속
(주)신태명
씨지이(주)
(주)알루이엔씨
알루텍(주)
(주)알코판넬
LG하우시스
엠비케이(주)
(주)열린창
(주)영선알미늄
(주)월시스
(주)오성
(주)용비
(주)알코텍
(주)우리알미늄
(주)우신에이펙
(주)우진알루미늄
(주)유승상사
(주)윈스피아
(주)원진알미늄
(주)원남
(주)월앤루프제일
YB인터내셔날
은산건업(주)
(주)이건창호시스템
(주)이창기업
이앤에이에스
익진엔지니어링
(유)일광창호
(주)일조
(주)일신커튼월
(주)일진유니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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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87-2번지 4층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0-11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136-4 제2동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139번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48-3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2 신영팰리스타워 504호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144-47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5987-9번지
www.cablestructure.com/www.semalloy.com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1120번길 8-15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227-12
서울시 송파구 방이2동 70번지 유성빌딩 30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코아오피스텔 819호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135-1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939번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392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120-15 일심빌딩 2층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 210-5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24번지 로즈데일빌딩 1137호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168-1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40 대명빌딩 409호
대구시 각산동 235-2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437번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98 MBC아카데미B/D 5층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68 대륭포스트타워 5차 4층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 기계진흥회관 4층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번지 OneIFC 17층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39 2층(양재동, 삼승빌딩)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325-3번지 2층
경기도 부천시 상동 408 나진빌딩 8층 804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
경남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19-9번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92-7 청명빌딩 401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45번지 광명sk테크노파크 A동 909호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21-1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640-1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48번길 17 군포아티밸리 B동 1707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2 신영팰리스타워 1101호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846-3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테크노벨리 416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5-8 유진빌딩 2층
강동구 성내동 443-25번지 창진빌딩 2층 1호 B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94-4 한덕빌딩 602호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동 302번지 다산타워 302호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967-3번지
대구시 수성구 상동 406-1
전북 익산시 춘포면 증보들길 49-6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96-3 광명빌딩 2층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587-9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1129-3번지 성보빌딩 909호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2-8번지 김해빌딩 203호
서울시 강남구 대치2동 968-5 일동빌딩 7층

파사드 관련 주요업체 명단
02)431-3052
02)431-8031
032)545-7901
02)3141-4774
031)984-2349
031)708-6903
032)555-7825
051)973-1351
055)387-7070
031)382-1773
051)301-1886
02)2203-8100
02)425-4227~8
031)798-2651
062)672-6481
031)958-1605
02)443-7363
031)761-7215
02)401-6354
051)441-9900
02)3474-5060
053)962-8269
031)456-3041
02)597-5521
02)6675-1361
02)369-8391
02)6930-0259
02)571-6129
02)441-9182
032)822-8921
02)785-9958
055)338-9798
02)548-8771
02)2083-2211
032)577-5550
051)832-2000
031)8068-2070
031)707-3366
031)358-8680
063-278-2577
02)732-0134
02)365-0124
02)567-1261
051)756-3494
02)2007-2200
053)761-3737
063)723-3377
02)557-9043
031)353-9420
055)329-3766
02)518-1015
02)635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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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성알미늄(주)
제너텍
(주)제드윈
(주)중앙창호
정광산업(주)
주식회사 조은엔터프라이즈
진영판넬(주)
(주)창경 C.M.C
창일산업개발(주)
창크레이딩(주)
(주)청파건설
(주)케이씨씨
탑엔지니어링(주)
태진건조(주)

(주)테크윈창
(주)TEC
파사드이엔씨
(주)포러스이앤지
(주)포성
하나판넬
(주)하니셀ENG
(주)한국다지마
(주)한국알미늄
(주)한국지앤씨
(주)한국카본
한길외장
(주)한마루엔지니어링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84 유통상가 C14동 214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 399번길 325-8번지 제너텍 빌딩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114번지 현대골든텔Ⅲ 910호
인천시 서구 석남2동 223-4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8-8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575-1 , 2층
경산시 자인면 옥천리 504-7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월하로 479번길 35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2가 37번지 하나비즈타워 8층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8 우림라이온스밸리 B-808
경남 양산시 웅상읍 덕계리 452-1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1-4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565-5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15-6 에덴빌딩 403호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606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타
(B동1303호)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37-11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76 동양빌딩3층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7 안양무역센터 402
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617-5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247-79번지
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 118-5 하나빌딩 6층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9-9 경산빌딩 205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38-1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7-30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310 한국카본빌딩 6층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325-2 서울숲한라시그마밸리 1차 805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30-25

02)806-1400
051)517-1553
02)456-7525
032)583-7771
02)553-8403
02)900-0931
053)851-9825
031)984-5571
02)2691-7134
02)576-2987
055)387-4021
02)3480-5228
051)831-0515
02)568-6445

커튼월, 판넬
커튼월, 창호
커튼월, 창호
커튼월, 시스템창호, 외장판넬
외장패널
AL커튼월, PVC창호
건축물조립, 창호
창호,커튼월공사
커튼월, 패널, 잡철
커튼월, 스틸커튼월, 외장패널
커튼월, 시스템창호, 외장패널
커튼월, 창호, 유리
건축물조립, 외장패널
커튼월, 창호, 유리

02)541-3781

커튼월

02)3445-0110
02)578-2961
031)384-9424
053)745-7225
055)321-0561
02)512-2010
02)3452-2015
031)865-1113
02)549-5744
02)718-0081
02)498-5005
02)889-3600

외장패널, 석재
커튼월, SPG
커튼월, 시스템창호
커튼월, 창호
외장패널
하니컴판넬
외장패널
AL 압출
외벽용, 인조석
하니컴판넬
창호,판넬(각종금속,고밀도)
창호커튼월

실리콘 실란트의 대표 브랜드, TOPSE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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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탑프라

www.topse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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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사드 관련 주요업체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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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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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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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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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499-8311
031)352-9730

스틸커튼월 생산, 시공
스틸커튼월 생산

충남 논산시 연산면 신암리 175
전북 군산시 소룡동 77번지

041)733-4734
063)460-4111

총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463-4

041)667-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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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틸커튼월 생산업체
(주)을지특수정밀
제일레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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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HEET EGI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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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040-7791

mock-up test, field test

UL Korea

서울시강남구역삼동GFC 26F UL Korea

02-2009-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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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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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75-5823
02)2634-0011

커튼월컨설팅
커튼월컨설팅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6길 1, 2층

02)6959-9731

파사드 컨설팅, 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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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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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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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42516959

커튼월컨설팅

031-601-8769

facade engineering & consulting

(주)다금
(유)대명엔지니어링
대원
디엔디
(주)보람외장
삼창금속(주)
서강산업
(주)서진기업
(주)소명실업
수경테크(주)
신우산업
영선철강
(주)오크라메탈
(주)우신엔지니어링

경남 김해시 이동 115-7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66-1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1084-34번지
경기도 평틱시 청룡동 66-3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 265-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86-2 (시화공단 5바 -61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90번지 17블록 11호
충남 아산시 온천대료 1122번길 35-11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135-16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73-5 시화공단 3마 218호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4-8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30-9 남동공단 17B-10L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화합로 304-47
충북 진천군 이월면 동성리 436번지

055)329-6205
061)464-3327
053)985-2881
031)653-8282
031)982-8613
031)433-5685
031)493-2882
041)534-9456
031)798-2651
031)319-0042
031)638-0224
032)822-8927
031)557-2261
043)535-8002

유림산전(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수직1길 33-15

031)359-9366

유일AMP
이일산업
정명금속(주)
정봉산업
(주)정원에이티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417-2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수직1길 33-15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60-14 시화공단2라 514호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연평리217-15
경기도시흥시정왕동2094-5(시화공단3마805)

031)988-5650

판넬가공
건축물조립, 외장판넬
복합판넬 및 고밀도목재판넬
가공판넬 하니컴
AL 판넬가공, BACK 판넬
AL, SHEET 가공
복합판넬가공
AL 판넬, 절단ㆍ절곡, N.C.T가공
복합판넬
sheet 가공
복팝판넬가공
sheet 가공
AL Sheet, EGI, 백판넬 가공
복합판넬절곡 가공
AL-SHEET, 백판넬, NCT 가공,
복합판넬가공
판넬가공
복합판넬
sheet
복합판넬가공
AL SHEET, BACK PANEL

파사드 컨설팅
(주)무한글로벌
(주)베스트월
브이에스에이 코리아 (VS-A
Korea)
(주)서미파사드
세건CTM
(주)시티월이엔지
(주)신승윈텍
(주)아키월
(주)유텍파트너스
(주)이림
익스펌
에이스월
(주)월테크
(주)월플러스
위더스이엔지
(주)제이앤에스한백
티앤엠
(주)ABEi
BL공간
DCL partners
FACO-파코

건축 내외장재 금속 판넬 가공 선두주자 현지산업
AL-SHEET PANEL (3T,2T)
EGI,GI BACK-PANEL (1.6T,1.2T,0.8T)
PT 카바 휀코일 카바
선코팅 PANEL 가공
펀칭(타공) PANEL 가공 창호밴딩
살바니니 자동화설비 보유(판금+절곡)
복합 PANEL 가공
최첨단 장비와 기술력 확보!
조일알루미늄 대리점
AL-SHEET 재고 200TON이상 항시보유

고객님의 성원을 잊지않는 현지산업 (주)현지산업
본사·공장 경기도 하남시 초광로 257 전화 02)429-3637 팩스 02)429-2967 (주) 현지산업개발
시화공장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 185번길 35 전화 031)434-6226 팩스 031)434-6230

94

CNC

금속패널 가공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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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사드 관련 주요업체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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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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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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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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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산업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4-9번지 시화공단2다601-1

031)434-6226

(주)현지산업개발

경기도 하남시 초광로 257

02)429-3637

(주)HS건설산업
한성금속
ATM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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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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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산업
(주)네오스텍
(주)메르코
대진 에프엔씨(주)
동양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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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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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두현

충북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47-1

043)883-0605

(주)드림이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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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356-9385

(주)삼미도장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106-1번지

032)684-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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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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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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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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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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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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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불연알루미늄복합패널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9길58(독산동)

02)891-1176

배연창

도장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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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성주군 성주읍 용대로 75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3길 22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570
충남 당진시 순성면 순성로 731-14
경기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452-17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288
전라북도 남원시 노암동 868-1번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길 85
경북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 동골령일반산업단지 2블록 1로트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382로 60번길 50
경기 안성시 일죽면 장암로 49
경북 고령군 개진면 인안길 41
경기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2길 46-9
경기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 94번길 16
대전 대덕구 대화로 119번길 31
경기 안성시 금광면 배티로 733-3
경기 화성시 봉담읍 덕우공단2길 36
경기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33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독고개길86번길 34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 185번길 54(시화공단 2다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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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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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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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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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연창
(주)한일배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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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튼월 생산, 설계, 시공업체 관계자
- 창호 생산, 설계, 시공업체 관계자
- 판유리 생산, 설계, 시공업체 관계자
- 석재 생산 및 시공업체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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