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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기념사

최근 수년간 국내 건축경기는 뚜렷한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간간히 들려오는 동종업체의 부도소

식은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고 회사의 미래를 보다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되곤 한다. 회복세를 보이

지 않는 건설경기에 적지 않은 업체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회사를 지속하기 위해 터무니 없는 저렴한 

금액에 공사를 가져가기도 한다.

최근 몇 개의 현장들은 수주한 업체들이 안쓰러운 정도다.

이처럼 하나의 공사에 많은 업체들이 입찰을 하고 관리비도 나오지 않는 금액에 수주를 해가는 것은 한정

된 물량에 너무나 많은 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속, 창호분야의 시장 진입이 쉬운 것도 문제다. 영업을 담당하다가 관련업체와 친분이 쌓이고 특정 현장

이 공사를 수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기도 한다. 하지만 특정 현장이 마무리되면 그 다음부터

가 문제다. 이후에는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터무니 없는 금액에 수주를 해야 하고 그런 악순환이 지속되면 

그 회사는 오래가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된다.

눈을 살짝 돌려보면 국내 건축시장에는 너무나도 많은 일거리가 있다.

최근 정부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들의 사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다. 한정된 석유에너지를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제품들에 대한 요구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국내 건축산업을 이끄는 분야가 에너지 재활용 분야인 것 같다. 태양열, 지열, 수력 등을 이용한 자연

에너지활용 분야가 부각되고 있다.

BIPV(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시스템)를 비롯해 금속구조물 및 창호분야의 새로운 시장에 눈을 돌려야할 

때인 것 같다. 

이동준
전북-(유)엘제이건설산업

나만의 기술, 나만의 디자인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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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방음벽
거리의 흉물로 인식되어 왔던 방음벽이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투명 방음벽이 곳곳에 설치되면서 소음을 
차단하면서 도시경관도 살리는 몫을 하고있다.
유리, 폴리카보네이트 등의 소재가 사용되고 있다.

현장

시공이야기

2011_여름호 금속구조물&창호공사기술정보

+금속-201106_01(0614)수정.indd   5 2011-07-13   오전 12:16:03



06

현장

시공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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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강조한 
커튼월 더블스킨
더블스킨은 일반적으로 외벽이 두개의 막으로 
형성되어 단열 및 차음 등의 에너지 관리 측면에서 
접근되곤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의 
더블스킨도 증가추세다. 
외부와 내부를 차단하는 커튼월 외에 건축물의 
심미적 측면을 강조한 더블스킨을 소개해 본다.

+금속-201106_01(0614)수정.indd   7 2011-07-13   오전 12:16:10



08

현장

시공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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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국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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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 1

도시경관재의 설계기준

서론
도시경관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도시경관재는 단순히 보기좋은 

모양의 구조물이 아니다. 보행자와 도로 주행 차량의 안전을 책임지는 구조물이다. 

최근들어서는 단순히 아름답기만한 도시경관 구조물은 오히려 환영받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보기에도 좋고 설치 비용이 합리적이면서 안전한 도시경광재가 최근의 

트랜드다.

본고에서는 도시경관재의 주요 아이템인 교량난간과 방호울타리의 설계기준에 대

해서 알아본다.

본론

교량난간

보차도의 구별이 있는 교량의 연석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난간을 설치한다.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면으로부터 110cm이상의 높이로 하고 난간의 설계는 난

간의 정상부 윗면에 수직으로 980N/m(100Kgf/m), 측면에는 직각방향으로2,500N/

m(250Kgf/m)의 수평력을 가정하여 설계한다.

단, 도심부 등에서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은 3,700N/m(375Kgf/m)의 수평력을 가정

하여 설계한다. 난간은 일반적으로 수평레일형과 수직레일형이 사용되는데 수평레

일형은 부재간의 간격이 넓어지기 쉬워 어린이의 통학로나 유아가 많은 시가지등에

는 수직레일형을 사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이경우 수직부재간의 간격이나 최하단 수평부재와 연석과의 간격은 15cm 이하로 

해야한다. 

보도용 횡단방지 난간 및 추락방지 난간

횡단방지난간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음은 물론 항상 보행자와 접촉하고 있음을 감

안하여 가능한 감각적으로 표리감이 없고 보행자에 불쾌감을 주지 않게함과 동시에 

돌출된 부분이 없으며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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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_ 01

차량방호 울타리 설계 및 성능기준

방호울타리의 설계는 구조 계산, 전산분석(Computer Similation), 간이시험, 실물충돌

시험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나, 차량 방호울타리의 기능 보장을 위한 성능 확인은 

최종적으로 실물충돌시험을 통해 확인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실물충돌시험은 실제 차량의 충돌에 따른 방호울타리의 성능을 충분한 신뢰도

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도로관리자는 방호울타리를 선정할때 실물충돌시험

을 통해 그 성능이 확인된것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차량방호울타리는 충격도를 기준으로 한 등급에 대해 주어진 시험조건에 따라 실물

차량 충돌시험시, 구조성능, 탑승 자 보호성능, 충돌 후 차량의 안전성능 등 이 각각

의 성능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결론
도시의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주요 요소로 자리잡은 교량난간 및 방호울타리는 디자

인적인 측면에 앞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이다. 

안전한 보행과 도로주행을 위하여 디자인에 대한 고려에 앞서 안전에 대한 설계기준

이 충족되어야 하겠다.

<표>방호울타리의 등급 및 적용 예시

등급 SB1 SB2 SB3 SB4 SB5 SB6 SB7

기준충격도(KJ)

저속구간(설계속도 60km/시 미만인 집산도로, 국지도로)

일반구간
(60km/시 이상~
80km/시 인주간선
도로, 보조 간선도로)

일반구간
(100km/시 이상인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 중앙분리대, 교량구간 및 노측
  위험도가 큰 구간

- 도로가 타도로와 교차되는 등
  특수구간
-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기본등급

주) 1. ⊙ 표시는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등급
    2. ○ 표시는 도로여건이나 시설물 개발수준에 따라 사용이 권장되는 등급
    3. 도로의 구분에서 속도를 설계속도(km/시)로서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를 준용함
 

- 중앙분리대, 교량구간 및 노측
  위험도가 큰 구간

- 도로가 타도로와 교차되는 등
  특수구간
-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기본등급

60 90

⊙ ○

130

⊙ ○

160

⊙ ○

230

⊙ ○

420

⊙ ○

⊙ ○

600

⊙ ○

적
용
도
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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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의 캐노피 시공시 환기 및 
화재에 대한 고찰

국내기술

# 2

이창우, 서기윤 , 김정욱

서론
터널과 터널 사이에 설치되는 터널 캐노피는 시야확보나 시공현장 특성을 고려되

어 설치되지만 환기나 화재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다. 

캐노피 구간 내에서의 기류유동특성의 이해는 정상환기 뿐만 아니라 비상시 대처

방안 강구를 위한 요건이다. 또한 터널 방재시스템 설계를 위하여서는 종단구배, 평

면선형, 단면크기 및 형태 등과 같은 터널의 다양한 특성이 화재확산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정량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국내도로터널의 전형적인 특성

을 적용한 터널에 캐노피가 된 경우와 종단 및 선형구배, 단면적 및 형태, 곡선구간

이 환기 및 화재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CFD분석한 자료를 요약해 본다.

본론
연구의 분석결과 145m길이의 캐노피인 

경우 50%정도의 개구율이 기류유동 패

턴 및 환기효과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

으로 나타났다. 1.8km 터널내에서 20MW 

화재발생시 종단구배는 풍속분포와 화재

연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제트팬(φ

1250) 4대를 가동한 경우 화재발생 후 5분 경과시 하류 40m지점 부근에서의 화재

연 농도는 +2% 구배에서는13% 감소, -2% 구배의 경우에는 20%정도 증가하며 또

한 backlayering거리가 45m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사각형 단면터널의 경우, 화재연 농도 및 풍속분포는 말굽형 터널과 비교하여 현

저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선 터널에서는 이들 변수는 모두 

감소하며 100초 경과시 50m 정도의 backlayering을 보이며 이후 서서히 감소한

다. 곡선터널인 경우는 화재연의 확산이 느리며 100초 경과시 50m에 달하던 

backlayering현상은 급격히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201106_01(0614)수정.indd   12 2011-07-13   오전 12:16:19



2011_여름호 금속구조물&창호공사기술정보

T e c h n o l o g y

13

기술 _ 02

종단구배, 평면선형, 단면 크기 및 형태등과 같은 터널의 기하학적 특성은 열기류 

유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터널내 화재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터널의 안전성 평가에 중요한 변수이다. 또한 산악지형이 많은 국내에서는 

최근 2개 이상의 터널이 인접건설되는 경우가 많아져 1개 터널에서의 화재는 근거

리에 위치한 인접터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인접터널사이 공간에 설해방

지 또는 시계조절 목적의 canopy와 같은 구조물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터널 갱구

와 갱구사이 공간에서의 기류유동에 대한 이해가 캐노피구간에서의 환기효율 뿐

만 아니라 인접터널로 화재연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는 것이 연구의 결과다.

표 1에 기하학적 특성 영향 분석 대상인 국내 도로터널의 전형적인 2차선 및 3차

선 터널과 캐노피 설치터널의 주요제원을 정리하였다. 기하학적 특성변화에 따른 

화재확산 분석은 구배 0%의 말굽형 2차선 직선터널을 기본터널로 하여 종단 및 

선형구배, 내공단면 및 단면이 각각 다른 터널을 대상으로 하였다.

CFD분석은 미국 Memorial 터널 화재시험 프로그램인 MTF V TP의 결과에 따라 

표 1. 연구대상 터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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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CT 3-D 모델을 터널 환기 및 방재분석 전용 프로그램으로 개편한 Inres사

의 SOLVENT ver 1.0을 이용하였다.

결론
자료에 의하면 개구율이 30%인 경

우 캐노피 구간에서의 개구부를 통

한 높은 유출풍속으로 인접터널의 

기류가 역전되는 현상이 관찰되며, 

개구율50% 및 70%의 경우 모두 

축방향 및 횡방향 기류유동이 원활

하며 기류 유동 형태 또한 흡사하나 캐노피 구간에서의 축방향 풍속의 분산은 

70%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또한 인접터널로의 유도풍속으로 판단

한 환기력 전달 효율면에서 50%의 경우가 우위를 보임에 따라 canopy의 설치에 

따른 환기효율 분석결과 50%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다.

연구에서는 인접터널 사이에 설치된 canopy에 의한 환기효과와 터널의 기하학적

특성 특히 구배, 단면형태 및 곡선부에 의한 화재연 확산형태의 차이를 분석하였는

데,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캐노피 개구율이 30%경우는 개구부를 통한 높은 기류의 배출은 인접터널의 환

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캐노피 구간에서의 기류 유동 형태의 큰 차이가 

없는 개구율 50% 및 70%중, 70%의 경우는 축방향 풍속의 변동이 상대적으로 크

게 나타나 환기효율 측면에서 50%의 경우가 적정 개구율로 판단되어졌다.

(2) 20MW 화재발생시 종단구배는 풍속분포와 화재연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제

트팬(φ1250) 4대를 가동한 경우 화재발생 후 300초 경과시 하류 40m 지점을 기준

으로 +2% 구배는 화재연 농도 87% 감소, -2% 구배는 120%정도 증가하고 현저한 

+금속-201106_01(0614)수정.indd   14 2011-07-13   오전 12:16:19



2011_여름호 금속구조물&창호공사기술정보

T e c h n o l o g y

15

기술 _ 02

backlayering 현상도 45m길이 구간에서 관찰되었으며 시간경과에 따라 점증하고 

있다.

(3) 직사각형 단면터널의 경우, 화재연 농도 및 풍속분포는 말굽형 터널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는다.

(4) 3차선 터널은2차선의 경우에 비하여 300초 경과시 40m 하류지점에서 화재연 

농도는 72%정도감소하였으며 100초 경과시 50m거리 구간에서 관찰된 

backlayering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감소한다.

(5) 곡선터널인 경우는 곡선부 저항의 증가에 따라 화재연의 확산이 느리며 100초 

경과시 50m거리 구간 정도에서 관찰된 backlayering은 급격히 감소한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 도로터널의 전형적인 특성을 가진 터널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여타 특성이 동시에 연관이 되는 경우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방법의 단계적 적용

에 따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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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제도와 외벽시스템

국내기술

# 3

서론
금속구조물 및 창호분야에도 각종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수주에도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글에서는 해외의 인증제도와 외피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

써 업계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본다.

각국의 인증제도 소개는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을 소개할 것이다. 영국은 BREEAM을 세계 최

초로 개발하여 1990년대에 정리가 되었으며, LEED는 미국에서 개발되어 북미뿐 아니라 세계

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 개발한 GBC는 2002년 IiSBE(International Initiative for a 

Sustainable Built Environment)로 이전되어 각국의 지역특성에 적용가능하도록 변형가능한 소

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포괄적인 인증기준으로 발전시켜왔다. 일본의 경우, CASBEE의 경우는 

정부, 대학, 기업들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산학관 공동으로 개발하여 평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GBCC)는 2002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인증을 시작하였

고, 현재는 전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다.

본론
영국 BRE Office of the Future(1996년 준공)의 경

우가 영국에서는 최고 등급을 받은 건축물이다.

이 건물에서 가장 유심있게 볼 것은 에너지저감

과 환기 시스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건물의

에너지 절감 방법은 냉난방부하에 대해서는 곡

선형 천정 및 이중 슬래브에서 냉난방을 하는 

시스템을 적용하여 하절기에 에어컨을 사용하

지 않도록 고안하였며, 우리가 관심있어하는 외

피에 대해서는 일사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창호의 사이즈를 크게 했으며, 하절기 일사 조절을 

위해서 건물 전면부에 전동제어가 가능한 반투명 루버를 설치하였다. 이는 이지역이 온난지역

으로 난방부하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대표적인 건물은 메사추세츠주 캠브리지에 있는 Genzyme Center이다. 이건물의 

그림 1.1 BRE Office of the Future(외관사진) 

+금속-201106_01(0614)수정.indd   16 2011-07-13   오전 12:16:20



2011_여름호 금속구조물&창호공사기술정보

T e c h n o l o g y

17

기술 _ 03

경우는 빛의 유입 방법이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건물 중정에 태양의 궤도에 따라 움

직이는 반사장치를 이용하여 빛의 유입량을 

극대화 하였으며, 또한 반사광이 강한 흰색

계열의 마감재를 쓰므로 인하여, 실내 구석

까지 빛이 전달되므로 조명에너지의 대부분

을 인공채광이 아닌 자연채광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흐린날이나 자연채광이 어려운 시기

에는 센서가 작동하여 전기에너지로 조명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연평균 45%의 조명에너지를 절감하고 있다.

또한, 냉난방 부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건물 외주부의 32%를 이중외피와 블라인드를 내장

한 Low-E유리를 사용하였으며, 이중외피와 고효율 창호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절기에는 블라

인드에서 이사를 차단하여 실내 온도 상승을 방지했으며, 동절기에는 버퍼존(Buffer Zone:중공

층)이 열손실을 막아 난방에너지를 41%나 절감하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일본 북해도 삿포로시에 건설된 Taisei Sapporo Branch Building로 지역적 기후

조건을 최대한 활용한 대표적인 친환경 건물이다. 한냉지역 임을 고려하여 외단열 벽식 구조로 

계획하였으며, 태양광 채광시스템인 'T-Soleil', 'Eco-void'를 이용한 자연환기 시스템을 적용하

였으며, 지진으로 인한 골조 및 외장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TASMO(제진댐퍼)'를 적용하였다. 

외피의 열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외단열 벽체의 개구부를 최소화 하였으며, Low-E 유

리를 설치하여 열관류율을 낮춰서 난방부하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 하였다.

결론
위와같이 해외의 LEED와 외피와의 상호 연계성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LEED의 EA(Energy and 

Atmosphere)는 건축 중 외피와 관련된 사항의 비중이 크며 특히 냉난방부하를 효과적으로 줄

이는 방안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냉난방 부하는 외피의 열관류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

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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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들어 주거용 및 상업용 건축물의 외벽 유리는 단열성 및 자외선 차단기능이 탁월한 제품

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로이유리가 최근 수년동안 국내 건축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

세다. 하지만 최근들어서는 로이유리복층유리보다 에너지절감 효과가 진공유리가 선보이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아직 일부 건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진공유리가 국내 건축물 시장과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시장을 구축하게될지 궁금하다.

본론
진공유리는 표준 주택 대비 에너지절감 효

과를 45% 이상 유지해야 하는 그린홈 1등

급을 획득하기 위한 필수제품으로 인식되

고 있다.

고급 주택, 아파트 등 건축용 뿐만 아니라 

향후 산업용 가전제품 등으로 시장이 활대

될 전망이다.

진공유리는 유리 사이를 진공상태로 유지

하여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한 열손실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건물 벽의 단열성능과 유사한 단

열성을 지닌 고기능성 유리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그린홈 기술'에 따르면, 그린

홈 1등급을 획득하기 위해서 표준 주택 대비 에너지절감 효과를 45%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진

공유리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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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전체 열손실의 약30%가 창호와 유리를 통해 발생되기 때문에, 단열유리 중 최고의 성

능을 지닌 진공유리의 수요가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진공유리를 포함한 건축용 단열 복층유리의 시장규모는 현재 1,500억 원 정도로 추정

되고 있으며, 오는 2015년경 약 8,000억 원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공유리는 세 장의 판유리를 사용한 삼중유리 구조로, 실내 방면으로 두 장의 유리 사이 공

간을 0.2mm로 유지하고, 공기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필러(Pillar)를 일정 간격으로 심은 뒤, 내

부의 잔류가스를 완벽하게 제거해 밀봉함으로써 진공 상태의 유리를 제작한다. 

여기에 유리 한 장을 더해 아르곤(Ar), 크립톤(Kr) 등 고단열가스를 그 사이에 주입함으로써 단

열 성능을 극대화한 삼중유리 형태의 진공유리를 완성한다.

          

결론
오는 2015년 국내 단열복층유리의 시장은 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계는 이

제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는 제품들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고성능 단열복층유리의 요구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이제 국내에서도 여러 유리생산업

체에서 진공유리의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그린홈이 주택창호 시장의 핵심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는 지금 진공유리에 대한 관심은 날

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진공유리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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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장민수

서론
외벽을 형성하는 커튼월은 바람, 비, 지진 등 자연의 기후

조건 및 주변여건에 충분히 견딜수 있도록 설계, 제작, 시

공되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목업테스트는 최근에 들

어서 고층 및 중요도가 높은 건물에는 일반화 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커튼월을 반드시 테스트 해야 하는 것은 아

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거쳐 테스트 종류 및 기준을 

검토하여 진행하면 커튼월 및 창호업체 입장에서는 비용

을 줄일수도 있다.

목업테스트(Mock-Up Test)는 단순히“절차”가 아니라 외벽시스템의 기술개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테스트를 준비하는 것이 업계의 기술 

축적에 바람직 할 것으로 보여지며, 본고에서는 목업테스트의 테스트 항목에 대해

서 알아본다.

본론

Test의 목적

현장에 커튼월을 설치전에 성능을 확인하고 평가된 테스트 결과를 검토하여 디자

인에 반영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목업테스트 시료를 설치햄봄으로써 시공, 디자인

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테스트를 통해 커튼월 성능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 및 건물주의 확신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목업테스트는 필요하다.

테스트 항목

기밀성능시험(Air Infiltr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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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성능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 F 2292에 명기

된 “창호의 기밀성 시험 방법”과 미국재료시험학

회(ASTM) E 283에 명기된 “Test Method for 

Determining Rate of Air Leakage Through Exterior 

Windows, Cur tain Walls and Doors under 

Specif ied Pressure Dif ference Across the 

Specimen"로 시험을 하고 있다. 다만 KS F 2292의 

경우에는 창호 즉 창(Window)과 문(Door)에만 적용

할 수 있는 시험규준으로 일반적인 단창 및 

Punched Window의 시험에 많이 적용되며, ASTM 

E 283은 위에 명기된 바와 같이 창호와 커튼월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시험규준으로 

국내 일반적인 실물모형시험에서 주로 시행하는 시험방법이다. 두 방법 모두 시료

를 사이에 두고 내외부 공간의 압력차에 의한 공기 투과의 정도를 파악하는 시험이

다. 이러한 외장재의 기밀성능은 건축물 전체의 에너지 손실 및 창호의 결로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므로 최근 들어 중요한 시험항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 많이 시행하는 ASTM E 283에 의한 시험방법은 대게의 경우 미국건축제

조자협회(AAMA) 규준과 병행하여 실제 Mock-Up 시험에 응용된다. 동압하에서 

수밀성능시험 (AAMA 501.1) Standard Test Method for Exterior Windows, Curtain 

Wall and Doors for Water Penetration Using Dynamic Pressure 이 시험은 외기에 

일어하는 동압(動壓)에 의한 창호 및 커튼월의 누수를 살펴보는 시험이다. 정압(靜

壓)하에서의 수밀 성능 시험과 마찬가지로 설계풍하중(Design Wind Load)의 20%

에 해당하는 압력으로 시험하며, 마찬가지로 30.4kgf/m2의 최소치와 73.1kgf/m2

의 최대치를 AAMA에서 추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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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재용 풍하중(Wind Load) 

최근 건축물의 규모가 대형화 경량화 

고층화되어 가면서 건축물의 외장재에 

작용하는 풍하중이 중요하게 되었다. 건

축물의 외장재에 설계의 범위는 지붕 외

벽부재와 골조의 제 2차 부재로 사용되

는 구성재에 대한 설계용 하중 즉 각종 

외벽 판넬, 커튼월을 지지하는 중도리, 

띠장, 스터드 등의 이차부재 및 외장재, 

파스너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고층건축물, 비정형건축물 등의설계는 

건축물 주위의 배치 및 그 형상으로 인

해 건축물 주위의 배치 및 그 형상으로 

인해 건축물 주위의 유동 특성이 달라지므로 외장재에 작용하는 풍압력의 크기는 

서로 상이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비정형성 건물의 풍압계수의 추정은 풍동

실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기서는 주로 정형 형태에 대한 외장재용 풍압계

수 값에 관하여 기술하겠다. 또한 본 건설교통부제정 건축물 하중기준에서의 풍하

중은 태풍, 전선풍, 계절풍을 근간으로 한 풍하중으로 선풍, 국지풍, 국지적 돌풍은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층간변위

동역학적인(Dynamic), 회전력, 수직변위의 평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시험 방법의 비교적 느린(정적인) 움직임은 동적 테스트에서 얻어지는 결과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시험 방법은 지지점과 각각의 세부요소로 구성되는 거대한 커튼월이나 외벽의 

Mock-Up Test에 적용될 수 있다.

이 시험의 적절한 사용은 정적인 하중의 적용, 처짐산정, 그리고 시험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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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이 경험할 수 있는 변위를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시험 방법은 시험체에 수평변

위를 유발시키는 장치와 절차를 

설명하나 변위 왕복 시간은 동적 

건물의 수평 처짐이나 지진과 똑

같은 층간변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C/W의 내진설계는 층

간변위보다는 힘에 근거한 접근

을 강조했다. 층간변위의 크기는 

애매모호 했으나, 지금은 자주 설

계를 지배하는 요소가 되곤한다. 

지 진 공 학 의  연 구로  유명한 

SEAOC(캘리포니아 구조기술자

협회)는“변형은 힘을 대체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Code(규

준)은 지진의 움직임(변위)의 크기가 더욱더 강조해야 한다는 얘기한다.

결론
대형 건축물 또는 고층건축물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외벽의 성능

을 예측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계산상의 결과와 직접 시료를 설치하여 물을 뿌리고 층간변위테스트를 하

는 것은 실제와 가장 가까깝게 시공전에 외벽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이다.

최근 일본의 대지진 및 해일로 국내 건축물도 성능의 향상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서 Mock-Up Test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테스트가 단순이 시공 절차에 의한 요식행위가 아닌 외피 시스템의 효율적인 

설계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어져야겠다.

기술 _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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