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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권두언

신년 단배식이 엊그제 있었던 것 같은데 벌써 9월이 되었다. 

건설 수주환경이 예년 보다 더욱 어려워져서 정신없이 뛰어 다니다 보니

어느 듯 한해의 절반이 지나서 벌써 노랗게 들녘이 물든 가을이다.

내년에는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과도기적 시간대에 있는 2011년은 건설전망을 새롭게 구상해야할 것 같다.

특히 지난 2008년9월 Sub prime Mortgage 사태<미국 리먼브러더스홀딩스 투자은행 파산>으로 불거진 

세계 경제공황사태, 그리고 이제 그 후폭풍의 영향으로 요즈음 국내의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되었으며,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부동산침체로 인하여 <건축 및 주택공사>가 하향성장을 하고 있어서 이와 직접 연관

이 있는 우리<금속구조물·창호공사 업종>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올해 건설경기 전망을 보면, 그간 건설 분야의 상당한 예산이 투입 되었던 4대강 정비 사업이 마무리 되는 

해가 되어 새로운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었고 또한, 지난 7월초 2018년 평창 동계올림

픽유치 확정에 따라 도로, 철도 등 연계분야에 대한 집중투자가 예상되어 건설투자 전망이 조금은 밝아 보

인다.

그러나 유난히도 2011년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한해가 될 듯하다.

현재 건설경기 지표가 낮은데다가 사회적 구조가 사회간접자본으로의 투자보다는 복지예산으로의 투자 

이전 과정에 있는 것이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현실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 같다. 즉, 건설예산은 자치단

체별로 앞으로도 더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인다는 뜻이다.

더구나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장마 그리고 태풍의 영향으로 8월 초순까지 장장 50여

일을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본 기막힌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여 공장가동율 과 매출관리 면에서 아주 어렵

게 보내기도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현재에 자만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업계는 자기만의 새로운 기술개발에 의한 산업재산권 확보와 이의 적용 확대, 그리고 고부가

가치 품목에 집중 투자하여 수익과 매출로 연계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보여 진다.

손해원
(주)국제이엔씨  대표이사

고부가가치 품목에 집중 투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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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감이 뛰어난 지하철 캐노피
지하철 캐노피가 과감한 디자인과 개방감이 뛰어난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기존에 답답한 지붕과 딱딱한 소재로 시공되어지던 지하철 캐노피는 유리커튼월이나 스틸커튼월 등 개방감이 
뛰어난 공법으로 대체되고 있다.

현장

갤러리

2011_가을호 금속구조물&창호공사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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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갤러리 심플하면서도 시공이 편리한 배움터 
지킴이 부스
최근 학교에 설치되는 지킴이 부스가 심플해지고 있다. 
규모가 크지 않으면서 학교 입구에 위치하여 학교 전체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배움터 지킴이부스의 
디자인이 바뀌고 있다. 
배움터지킴이부스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여러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속구조물ㆍ창호업계에는 틈새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속-201109_01.indd   8 2011-10-14   오전 6:58:07



2011_가을호 금속구조물&창호공사기술정보 09

+금속-201109_01.indd   9 2011-10-14   오전 6:58:08



10

국내기술

# 1

규격화된 브라켓  조립방식의 신공법 
보조인도시설

최근 2019년까지 3,214km의 자전거 도로망을 계획한다는 정부의 자전거 이용 활성

화 정책이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도나 지방도에 설치된 교량의 경우 

인도가 따로 없는 경우가 많다. 지방 시내의 경우도 보행 및 자전거의 통행량이 많음

에도 불구하고 교량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항상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

이지만 지자체에서 관련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속구조물.창호업계에서는 공사 금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

는 방법으로 기존 교량에 추가의 교대, 교각을 설치하지 않고 캔틸레버 형식의 브라

켓을 설치하는 방식의 인도교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제품사양 및 부품 조합도

1단 브라켓  (길이1.5m)

인도교 폭 1.5m 

인도교 폭 2.5m 

인도교 폭 3.5m

2단 브라켓    (길이1m)

1단 브라켓 사용

1단 + 2단 브라켓 사용

1단+2단+3단 브라켓 사용

3단 브라켓   (길이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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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_ 01

최근 선보인 교측인도교는 

인도가 없는 교량에 별도의 

교대, 교각의 설치 없이 교량

측면 상단에 조립방식으로 

브라켓을 설치한 후 바닥과 

난간을 설치하여 자전거 및 

보행이 가능하도록 만든 신

공법의 교측인도교이다.

철재를 주재료로 사용한 브라켓의 경우 녹이 슬고 유지보수가 어려우며, 확장 시 기

존 브라켓을 철거, 규격에 맞는 새로운 브라켓을 제작, 시공을 해야 함으로써 발생

되는 비용 및 폐기물이 상당하다. 교측인도교의 차별화된 장점으로는 알루미늄 소

재의 규격화된 브라켓을 볼트접합 방식으로 조립하여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였다. 

최근에 업계에서 개발된 조립식 브라켓의 경우 규격화된 브라켓(1단 1.5m, 2단 1m, 

3단 1m )을 제작하여 서로 볼트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요구조건에 맞춰 다양한 폭 

1.5m(1단), 2.5m(1단+2단), 3.5m(1단+2단+3단)의 인도교를 별도의 설계, 제작 없이 

손쉽게 시공할 수 있다. 또한 부재간 용접이 없고 규격화된 브라켓을 사용하기 때문

에 브라켓의 재사용이 가능하고, 교체가 간편하여 설치, 유지보수 및 확장공사가 용

이하다. 더불어 부식에 강한 알루미늄 소재 사용과 최적설계를 실시함으로써 부재

의 경량화를 실현 하였다. 브라켓 각각의 중량은 20kg~28kg정도이며 이는 철재구

조물의 1/3수준으로 별도의 양중장비의 필요 없이 인력으로도 충분히 이동 및 설치

가 가능하여 시공이 용이 하도록 개발되었다.

구조적 안전성의 경우 브라켓 설계 시 설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중을 적용하

여 바닥판 수직 하중 5kN/m2, 난간 수직하중 1kN/m, 수평하중 3.75kN/m에 대해 

구조계산을 수행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단기 및 장기 처짐에 대하여 기준

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치 내로 설계함으로써 사용성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수

행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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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외피의 
변화

국내기술

# 2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외피의 변화

1980년 이전의 공동주택 외피설계는 이중창 구조의 분합문과 내단열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스라브와 콘크리트 벽체를 통한 냉교는 아이소핑크 붙이기와 단열몰탈 바르기 등으로 보완

하는 형태였다.  80년대 이후 기준공 아파트의 주거면적을 넓히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는 

발코니 난간에 저급의 샷시창을 불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었으며 일부의 입주자들은 분합문을 

제거하고 발코니를 실내공간화 하는 확장공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주상복합을 중심으로 낮은 전용율의 극복전략과 고층전망을 실내로 유입하는 

효과를 위하여 초기 평면설계부터 분합문을 제거하고 발코니를 실내공간으로 병합한 확장형

평면이 선보이게 되었다. 하지만 확장형 발코니는 결로로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어 왔

다. 확장형 발코니라 함은 외부새시에 시스템창 또는 커튼월을 적용하고 발코니의 마감재를 

마루와 벽지 등으로 건식화한 발코니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 고기밀화한 외부새시로 인하여 실내의 습기가 모이게 되고 상대적으로 기밀성이 

적은 분합문을 통하여 발코니에 유입되고 난방이 없는 발코니에서 냉각되면서 결로가 발생하

게 된다. 이러한 결로는 조망권 침해의 불편함 뿐만 아니라 마감재를 적셔 부패, 곰팡이 비틀

림 등을 유발하고 벽체와 패널구간 등에 침투되어 내부결로를 발생시키며 내부결로로 젖은 

단열재는 단열성능이 영구적으로 저하되게 된다. 

 IMF~2000년 확장형 발코니 2001년 이후 확장형 발코니

단창

방/거실발코니
바닥난방

시스템창
OR 커튼월

원목/합판 마루 원목/합판 마루

바닥난방
방/거실발코니

시스템창
OR 커튼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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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_ 02

확장형 평면의 문제점

확장형 평면이라 함은 분합문을 철거하고 마감을 인접실과 같은 건식마감으로 변경하여 실내

공간으로 전용하는 것을 초기설계에 반영하여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확장형평면은 

외부새시와 분합문으로 이루어진 Double Skin의 전통적인 외피구조를 손상하게 되어 열쾌적

과 차음성에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최근의 초고층 주상복합의 대분분은 전용율의 단점을 극

복하고자 확장형 평면으로 분양되고 있고 전망의 확보를 위하여 대형 유리창이 채택되고 있

는 현실이다, 그런데 발코니의 난방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유리창은 대형화되어 동절기에

는 춥고 여름철에는 더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마루판의 변형 때문에 바닥스라브의 난방수온도를 높일 수 없고 코너부에 위치하여 2

면확장한 방의 경우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 또한 주상복합의 경우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복층유리 단창으로는 확장형 평면의 경우 외부소음 유입에 의한 고객 불만족

이 발생된다.

쾌적공간 창출을 위한 외피

일반 오피스빌딩은 실별 업무는 다르지만 사무실이라는 용도는 같아 각실별 온습조건이 일정

하고 난방은 팬코일이나 덕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외피설계는 구조, 기밀, 수밀성 등에 중점

을 두어 설계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주거건물은 옹벽과 칸막이벽으로 침실, 거실, 

발코니, 계단실, 보일러실 등 용도가 서로 다른 방으로 조밀하게 구획되어 있고 실별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실내의 온습조건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 전환은 이전의 외피설계시 고려되지 않았던 단열, 결로, 차음에 대한 기술적 보

완으로 실별 용도에 맞는 쾌적공간을 창출하기도 하며 획일화된 사양으로 적용된 커튼월을 

실별 쾌적대에 적합한 사양으로 구분 적용함으로써 최적설계에 의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발코니의 결로 발코니의 곰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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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거건물의 커튼월 공법

주거건물은 내부가 옹벽과 칸막이벽 등으로 크기가 서로 다른 방으로 구획되어 있어 외부모

듈이 일정하지 않은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하여,  UNIT의 수량이 많아지고, 동일 SIZE의 유니

트라 하여도 각 실마다 요구성능과 사양이 대부분 달라 UNIT 공법의 장점인 단순화 및 공기

단축을 실현하기 어렵다. 또한 유니트를 스라브에서 수평이동시에는 내부칸막이의 간섭으로 

시공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스팬드럴 구간의 프레임을 알루미늄으로 설계하므로써 단가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창호 프레임의 경우 Punched Window에 비하여 구조계산에 적용되는 스판이 길어

지고 Stack-Joint의 Al-Bar는 단면효율이 파이프에 비해 적은 채널형태를 취하고 있어 원가

부담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Unit 사이의 Stack-Joint는 외기의 침입에 취약하고 Al-Bar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국부연

돌효과로 단열이 손상되어 냉교에 의한 결로의 발생위험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주거건물의 

경우 유니트공법의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패널구간과 Punched Window시스템에 의한 

커튼월 공법이 원가와 공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유니트 공법도 스팬드럴 구간의 내부결로와 Al-Bar의 결로방지를 위해서는 별도의 

디테일 보완이 필요하다. UNIT 공법은 오피스건물에는 공기단축과 품질향상에 효과적인 공

법이나 주거건물에는 고비용만을 지출하고 공기단축과 품질향상의 측면에서는 별다른 효과

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프로젝에서는 Punched Window를 적용하고 있다,

전통적인 Punched Window의 작업순서는 골조 > 패널프레임 > 창호설치 > 유리설치 > 패널

설치 > 패널후면단열 > 내부마감착수 순서로 구성되어 골조와 마감으로 이어지는 주공정에 

공기지연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존의 Punched Window의 개량이 진행되고 있다. 골조

공사 진행후 공장에서 유리를 취부한 Punched Window를 스라브와 스라브 사이 또는 옹벽

과 옹벽에 끼우는 방식으로 바로 내부마감을 진행 할 수 있도록 골조와 창호 사이에는 

Back-Sheet와 고무화 아스팔트를 취부하여 마감공사중에 기밀성과 수밀성을 확보하는 공법

이다. 스팬드럴 구간의 단열재와 패널은(또는 유리)는 본건물의 곤도라를 이용하여 여유시간

에 작업하여 준공 이전에 마무리 하면되므로 Unit 공법에 비하여 공기지연의 사례가 발생하

지 않는다.

이같은 Punched Window 개량공법은 외관 디자인상의 필요에 의하여 수직연창과(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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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p Window) 수평연창의(Horizontal Strip Window) 형태로 응용될 수 있으며 대형 전망창의 

설치시는 Stack-Joint를 횡분할 하여 적용하여 양중 및 반입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고성능 커튼월의 핵심기술

기존복층유리의 경우 대부분 금속간봉을 사용하여 냉교현상에 의한 결로가 유리의 가장자

리에 발생하고 열파손의 위험이 많다.  또한 Pair Glass의 단열 차음 성능만으로는 대형화되

는 전망창의 냉기류, 차음, 결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어 커튼월의 단열바의 원리와 복층유리

제작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개념의 고성능 복층유리가 최근 선보이고 있다. 

또한 기존 파넬구간의 프레임에서 발생하는 냉교현상과 벽체 및 단열재의 투습으로 일어나

는 내부결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외벽체의 차음성능 향상과 국부연돌현상을 최

소화 하기 위한 복합외장패널도 선보이고 있다. 이밖에 최근들어 제습기능이 추가된 창이 시

공되어지고 있다.

삼중복층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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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공동주택의 건식벽체 
시공 현황

국내기술

# 3

최근 지어진 주거용 고층 건물에는 건식

벽체의 사용이 일반적이다. 

도심내에서 소음은 매년 증가하는 실정

으로 거주지 내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소

음과 인접세대에서 발생하는 효과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

여 공동주택, 호텔, 오피스텔 등의 건물이 

고층화되고 있으며, 건물의 경량화와 시공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습식벽체에 비하

여 건식벽체가 많이 시공되고 있다. 그러나 습식벽체에 비하여 일부 건식벽체의 경우 인접한 

세대의 소음을 충분히 차단시키지 못하여 소음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벽체를 가지고 세대를 구분하기 때문에 인접세대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할 수 있

는 것은 벽체뿐이다. 세대를 구분하는 간막이로서의 벽체의 차음성능은 소음의 차단을 위해

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인접세대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차단하는 측면에서는 콘크리트와 같은 균질 단층벽이 유효하

지만 건물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구조적 하중이 증가하고 저층부에서는 벽두께 증가에 따

른 유효면적의 감소가 야기된다. 

그러므로 공간의 이용율을 높이고 공기단축을 위하여 두껍고 무거운 콘크리트 벽체보다는 

경량이고 제반성능을 갖춘 건식ㆍ경량벽체를 내부 간막이 벽체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차음성능이 우수하고 경량이며, 두께가 얇은 벽체의 개발이 건물의 고층화와 쾌적한 주

거환경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다.  

  

고성능의 음향성능 지니는 벽체개발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벽체의 시공시 상당한 주의를 기

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소음의 전달은 공기처럼 조금의 틈새를 통하여 전달이 가능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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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아무리 뛰어난 성능의 벽체가 개발된다고 할지

라도 시공상의 오차나 부주의한 시공을 통하여 

인접세대의 소음이 충분히 차단되지 못할 수도 

있다. 건축재료는 고대이래 많은 변천을 겪어 왔

으며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

다. 현대에 접어들면서 건축에 요구되는 여러 가

지 특성은 부재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필요로 하

게 되었고, 이같은 다양한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단일재료를 복합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복합재료(composite material)가 등장하게 되었다. 복합재료는 단일재료가 지니고 있

는 개별의 성능을 동시에 접목시킴으로써 강도, 단열, 차음, 내화 등과 같은 물리적 성능을 보

다 향상시킬 수 있으며, 경량화됨으로써 시공성의 향상 및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복합재료는 주로 벽체나 바닥에 적용되고 있고, 경량화를 통하여서 건축물의 고정하중 경

감을 위한 아주 적절한 재료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건식공법을 사용한 건식벽체는 뛰어난 시

공성과 미려한 마감, 공기의 단축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국내 주요 초고층 주거건물의 건식벽체 현황

본 조사는 국내 12개 건설사 22개 초고층 건축물의 건식벽체를 조사하였다. 

조사부위는 세대-세대, 방-방, 화장실-방, 실외기실-방, 세대-복도 등 총 5개 부위로 진행하

였다. 

1. 세대-세대간 건식벽체 현황

세대와 세대간의 건식 벽체는 주거 환경의 질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소음의 전달에 

민감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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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 대표적 고층주거건물의 세대간 건식

벽체의 종류를 살펴보면 압출성형콘크리

트패널의 사용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석고보드의 사용이 8건으로 그 다음을 차

지하였다. 

이밖에 경량콘크리트복합패널 및 기타 재

료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방과 방 사이의 건식벽체

상과 방 사이의 건식벽체는 대부분 석고

보드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22개의 고층주거건물의 경우 방과 

방사이의 사용 재료는 90.9%에 해당하는 

20개 건축물이 석고보드를 사용하였다. 

이밖에 2개 건축물이 압출성형 콘크리트

패널을 사용하고 있다. 

3. 방과 화장실 사이의 건식벽체

습기에 민감해질수 있는 부분인 방과 화

장실 사이의 건식벽체는 석고보드의 사용

이 63.6%로 총 14개 건물이 이를 채택하

였다. 

이밖에 5개 건물이 압출성형 경량 콘크리

트 패널을, 3개 건축물이 기타 건식벽체를 

적용하였다. 

방과 방 사이의 건식벽체 사용 비율

방과 화장실 사이의 건식벽체 사용 비율

세대간 건식벽체 사용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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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과 실외기 사이의 건식벽체

방과 실외기 사이의 건식벽체는 총 10

개 현장에서 석고보드를 사용하고 있

다. 3개 건축물이 압출성형 콘크리트패

널을, 3개 건축물이 기타 건식벽체를 

사용하였다.

5. 복도와 세대간 건식벽체

복도와 세대간에 사용된 건식벽체는 

36.4%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석고보드

를, 7개 건축물이 압출성형 콘크리트패

널을 사용하였다.

방과 실외기 사이의 건식벽체 사용 비율

복도와 세대간 건식벽체 사용 비율

건식벽체 구간별 사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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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성능이 추가된 루버

국내기술

# 4

루버는 실외와 실내를 구분하면서 통풍이 자

유로워야 하는 부분에 적용되는 셔터와 비슷

한 형태의 창이다.

루버는 햇빛과 빗물을 차단하는 동시에 환기

가 용이해야 하는 부분에 적용되며, 최근에는 

에어컨의 실외기가 외부로 노출될수 없게 됨

에 따라 건축물에 루버의 적용이 크게 증가하

고 있다. 하지만 루버의 적용이 건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약하기 때문에 국내 기술

의 발전은 더딘 편이다. 

루버는 상황에 따라서 슬랫(보통“날개”로 표

현됨)을 닫기도 하고 또는 개방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자칫 루버의 날개가 시공 

이후에 탈락하거나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들어서는 구조적으로 안정한 루버가 국내에서도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 이처럼 시공 이후에 날개가 탈락하는 일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루버의 날개를 개방하거나 밀폐해야하는 특성상 빗물은 막을 수 있었지만 공기의 흐

름을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에는 루버의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기밀성능까지 갖춘 루버가 등장했다. 

대형화 되고 고층화되는 건축물의 루버가 이제 기밀성능까지 갖추게 됨에 따라 보다 안락한 

주거 또는 근무환경 구현이 가능케 된 것이다. 

최근 대형 건축물에 루버의 적용이 늘어나면서 기밀성능에 대한 기술적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루버의 슬랫의 최대 열리는 각도는 보통 90°이다. 그러나 연구, 개발에 의한 새로운 메카니즘

의 덕택으로 그 이상의 각도도 가능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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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_ 04

기밀성능이 추가된 루버

종래에 창문을 구성하는 루버는 고정루버로써 단순히 환기 역할만을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 

사용되어 왔다. 이는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비슷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효율적 사용이 가능한 시스템루버(System Louver)가 개발되어 보

급되고, 환기 역할 만 담당하던 루버의 용도가 다양한 범위로 확대되고 있다. 

기밀성능이 추가된 루버는 기존 중심축에서 단순 회전하는 루버 브레이드의 구조를 변경하

여 기밀이 가능케 되었다. 

시스템루버에 기밀성능이 추가된 핵심기술은 브레이드가 편심축을 기준하여 회전하는데 

있다. 

기존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하게되면 내부에서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반면, 편십축을 기준으로 브레이드가 회전하게 되면 내부에 기밀성능

을 위한 장치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편심축을 기준으로 닫힌 브레이드의 마감선을 기준으로 내부에 알루미늄 몰드를 이용하여 

수밀성능은 물론 기밀성을 추가한 것이다. 

+금속-201109_01.indd   21 2011-10-14   오전 6:58:18



2222

방사형 낙석방지망

국내기술

# 5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

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여름 국지성 폭우는 수많은 피해를 야기시켰다. 

특히 산산태와 같이 산으로부터 주거지역으로 밀려오는 토사와 암석은 엄청난 인명

과 재산의 피해를 야기시켰다. 

본고에서는 도로주변의 낙석을 방지하는 도르레식 방사형 낙석방지망에 대해서 알

아본다. 

 

도르레식 낙석방지망의 개요

 단일가닥의 와이어 로프를 도르레식의 방사형태로 배열하여 낙석에너지 흡수기능

을 증진시킨 중앙보강구, 보조보강구, A-볼트로 구성된 조립식 구조의 낙석방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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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_ 05

공이다. 

도르레식 방사형 낙석방지망공법은 A-볼트, 와이어로프, 철망을 사면에 일체화시

켜 하중지지력을 극대화시킨 공법이다.

이 방식은 중앙보강구에 A-볼트를 설치하여 록볼트/네일링 개념의 사면 보강효과

를 갖는다. 지반의 조건에 따라 보조보강구에 추가적인 A-볼트 시공이 가능하다.

공장에서 생산된 유니트의 조립식 구조를 채택하여 시공이 간편하고, 소요인력이 

절감되어 경제적이며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부분적인 보수작업이 가능하여 유지관리가 편리하다.

도르레식 와이어 로프 구조

도르레식 와이어로프 구조는 초기 낙석 운동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고안된 구조로서 낙석 암블록 발생시 와이어로프가 이완/재배열 하는 과정을 통해 

낙석 운동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한다.  이러한 개념은 피 작

용체의 유연도(flexibility)가 증가

할수록 작용체의 운동에너지는 

감소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낙석하중을 효율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러한 

기능은 단일 유니트에서 중앙

보강구와 보조보강구를 통해 

단일 가닥의 와이어로프가 도

르레식으로 설치되므로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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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본 기술의 주요 핵심기술

로서 “철망-와이어로프”

시스템을 사면에 정착하는 

기술을 꼽을 수 있다.  낙석

방지망이 낙석하중에 대한 

충분한 하중지지력을 보유

하기 위해서는 “철망-와

이어로프” 시스템을 사면

에 정착시키는 구조부재가 

낙석하중에 저항할 수 있

는 충분한 인발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특수 고안된 중앙보강구를 통해 록볼트

를 시공하여 고정핀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A-볼트

A-볼트는 기존의 록볼트에 정착헤드를 탑재한 것으로서 몰탈채움 이전에 소정의 

인발저항력(이하 “겉보기 인발저항력”이라 칭함)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

며 이러한 겉보기 인발저항력은 그림에서와 같이 A-볼트가 천공 후 삽입되는 과정

에서 헤드부의 절삭날이 주변 암반에 고정됨으로써 발휘된다.  이러한 겉보기 인발

A볼트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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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력은 몰탈을 주입한 후 경화되는 동안 방지망을 별도의 가시설로 지지할 필요성

이 없게 하므로 시공성을 향상시킨다.

턴버클을 이용한 조립식 시공기술 

 6m×6m 크기의 단일 유니트를 턴버클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조립ㆍ시공함으로써 

전체적인 시공이 가능하며 크레인을 이용하여 시공함으로써 필요인력을 감소시키

고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시공 후 문제발생시 손상이 발생

한 부분에서의 유니트만을 제거하고 재시공할 수 있어 유지관리가 수월하다는 장점

이 있다.

기술 _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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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커튼월, 지속적 성장

최근들어 스틸커튼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일부 스틸커튼월 전문시

공업체의 전유물이었던 스틸커튼월 시장이 커튼월 시장의 주요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일부 저층부를 중심으로 적용되던 스틸커튼월은 최근들어 건물 전체가 스틸커튼월

로 설계되어 지는등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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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월은 건축물의 하중을 받지 않는 비내력 벽으로 건물의 외관에 커튼을 치듯이 

유리를 고정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이 구조역할의 FRAME을 

스틸로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스틸커튼월의 가장 큰 장점은 조망 확보다. 알루미늄 커튼월에 비하여 강도가 3배에 

달하는 스틸은 보다 슬림한 디자인을 가능케 하여 조망확보에 유리하다. 

때문에 건물의 저층부나 조망이 특히 요구되는 건축물에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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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FRAME의 슬림화는 디자

인 적인 측면에서도 알루미늄

에 비해 유리한 부분을 갖고 

있다. 

또한 곡선 가공이 유리하여 최

근들어 비정형화 되고 있는 건

축물에 적용이 활기를 띠고 있

는 것이다. 

스틸은 압축, 인장, 휨 하중에 

높은 저항을 갖고 있는 성질이 

있다. 날씬함, 우아함, 콤팩트한 

디자인이 스틸커튼월의 가장 

큰 장점이다. 

  

 STEEL C/W VS AL. C/W의 장단점 및 물성 비교

                                                                                                                           C/W              STEEL C/W

설계작업성 직선적인 디자인에 적합 다양한 입면과 스림한 디자인 가능

구조 구조적으로 다소 취약 구조적으로 우수

시공성
 층고가 높을 경우 스틸 보강재 설치후  단일부재로 설치 가능

  알루미늄 설치(공정관리 어려움)

내화성 보통 우수

제품생산방식 압출생산 압연, 절단, 절곡, 용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

비중 2.70 7.86

강도(Kg/mm2) 7.138 21,414

인장강도(Kg/mm2) 5 15

열전도율(Kcal/m2 hrc) 204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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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은 압축, 인장, 휨 

하중에 높은 저항을 

갖고 있다. 또한 강한 

풍압에 대한 저항을 갖

고 있다.

파이프 형태의 부재는 

높은 구조값을 가질수 

있으며, 외형상 슬림한 

디자인이 요구되는 경

우에는 T-BAR 형상이 

선호되고 있다. 

T-BAR는 조망이 가장 좋은 스틸커튼월 부재라고 할 수 있다.              

기술 _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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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측 개방형 가드레일

노측개방형 가드레일은 가드레일판을 지주의 내외측에 복수열로 설치하고 원통형 충격흡수대

와 레일보강판으로 이루어진 노측용 개방형 가드레일 제작기술이다.

이는 기존의 W형 가드레일 보다 인장강도가 향상되어 충돌시 충격을 흡수·완화하고, 차량 탑

승자의 시야를 보다 넓게 확보하여 주는 장점이 있다.

인장강도는 인장을 받고 있는 물체가 찢기지 않고 견디는 능력을 말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인천대교 인근 고속버스 추락사고’ 이후 고속국도, 국도변 차량방호

울타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지난해 방호울타리 보강계획을 수

립하여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개선사업을 시행 중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5년간 1,428km의 가드레일을 보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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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_ 07

교통신기술 지정은 교통신기술 지정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이해관계

자등의 의견수렴 과정과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현장심사와 기술심사를 

거쳐 신규성, 진보성, 안전성, 보급·활용성 등 신기술 지정 4개 주요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

로 인정되는 기술에 지정하게된다. 노측개2010년 4월 교통신기술 지정·보호제도가 시행된 이

래 4번째로 지정된 것이며, 보호기간을 3년으로 인정하였다.

노측개방형 가드레일은 사고 발생시 충격을 흡수하고 완화하여 차량 탑승자의 안전성을 높여

주고, 교통사고에 따른 비용절감 등 사회적 비용도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강지주 지주와 전면레일 사이 원통형 충격흡수대 연결구조

수평레일 복수열 배치 수평레일 지주양측 배치 원통형 충격흡수연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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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프스의 수정
Langenfeld에  새로운  온천스파로  잘 알려진 이 건물은 Tyrolean Otz계곡에  거대한 

크리스탈 보석처럼 서있다. 날씨에 상관 없이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알프스의 경관을 

편하게 감상할 수 있다. 개방된 커튼월은 건축구조물이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온천의 유리커튼월이 어떻게 내부에서 외부를 편하게 감상할 수있게 되었는지는 건축가 Erich 

Schnogass의 도전으로부터 가능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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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와 외관이 조화된 공간

유리, 금속 그리고 물은 각자 서로 같은 장소에 공존하고 있다.

중앙 메인홀의 유리파사드로부터의 수정 같은 2개의 앵글은 유리 지붕으로 합쳐지고, 개방감의 

극대화를 위해, 모든 보강구조는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었으며, 유리는 조화된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 

건물은 S.G글레이징과 실리콘조인트로 마감된 16M의 원뿔을 통해 연결되었다.

수영장 공간에서 특히 요구되는 높은 커튼월 기술력

특별하게 시공상 요구되는 이 모든 것들은 수영장의 조건과 연계되는 것이어야 했다. 

습한 공기에 포함된 염소성분으로부터 녹발생에 대한 합리적 보호와 모든 파사드의 시공의 안전한 

환기와 배수, 프레임구조에서의 냉각점 보호 등이 이 건물에서 특히 해결해야할 어려움 들이었다.

하지만 이 아쿠아 돔은 단지 56mm폭으로 큰 온도차이의 공간에서의 시각적인 요구와 기술이 

융합되었다. 

모든 편의 시설들에 설치된 총 2,000m2의 파사드는 고도의 혁신적인 기술이 요구 되었다.

행복한 이용자들

이 온천의 담당자는 아쿠아돔의 시공 결과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온천담당자  Heinz Resmann씨는 

"아쿠아 돔  방문객들은 Otz 벨리산의 인상적인 독특한  전망을 즐깁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에도 

그들은 온천에서 건강욕을 즐기면서 눈꽃송이를 볼 수 있습니다. 전망은 절대  흐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창문의 성애와 혹 결로수를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모든 기술과 기능이 

라이코사의 THERM+으로  해결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매일 몸소 체험에 의해서 확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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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외벽 시스템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
건물 외피는 건설업계에 있어 진정한 혁신 엔진이다. 새로운 자재, 시스템 및 설계 

옵션들이 건물 사용자 웰빙과 안락함의 최적화는 물론 건축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Helmut Jahn이 설계한 제네바의 Serono 신규 본사 건물이나 Christoph Ingenhoven이 설계한 

프랑크푸르트의 Deutsche Lufthansa 신규 본사 건물은 흥미롭고 독특한 파사드와 지붕이 

아주 다양하게 적용된 사례이다. 그 중 주요 요소로는 지붕을 덮은 파사드, 고도로 투명한 

케이블 파사드 및 유압으로 작동하는 유리 지붕과 같은 특별 구조 등이 있다. 방콕 국제 

공항이나 작센하우젠에 위치한 KZ 기념관은 혁신적인 막구조를 건물 외피의 핵심 요소로 

사용한 사례이다. 더불어 슈투트가르트 대학의 ILEK와 같은 연구 기관들이 결합 유리 구조, 

교체가 가능한 판유리 및 탄소 섬유 코팅 유리 등에 대해 실시한 연구 덕분에 혁신을 위한 

새로운 길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다. 

 

Mannheimer Assurance 본사 Mannheimer Assurance, 자세한 파사드 시스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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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 건물 외피

건 물  외 피 는  건 물 

에너지 관리에 관한 

현대적인 접근법에서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단열성, 일광 활용, 

투명 설계, 효과적인 

차 양  장 치  및  바람 

보호나 자연 환기와 

같은 항목들은 고도의 

기능 성 과  통합도를 

갖춘 퍼사드 요소를 

요구한다. 

혁신은 결합된 파사드 

시 스템의  현대적인 

해 결 책 으 로  인 해 

도모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유형의 파사드는 최적화와 집중 개발이 비용 효과적인 대형 프로젝트에서 맞춤화 

과정을 거친다. 독일 만하임에 위치한 Mannheimer Assurance의 신규 건물에는 혁신적인 

이중 스킨 파사드가 적용되었다. 차양이 복도로 이어지고, 투명한 2차적인 외부 파사드 

스킨의 보호를 받는다. 복도로 열리는 두 개의 좁은 스윙 윈도우는 자연 환기를 가능케 한다. 

스윙 윈도우를 보호하는 것은 풍속을 낮추고 강하 보호 작용을 하는 천공성 스테인레스 스틸 

스크린이다. 창문이 열리면 파사드 복도가 폐쇄되어 가열된 차양에서 발생하는 따뜻한 공기가 

사무실 공간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복도를 통해 전파되는 소음을 차단하는 

효과도 발생한다.

혁신적인 결합 파사드 시스템의 또 다른 사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Serono 신규 본사의 

지붕널로 덮인 파사드이다. 이 건물에서는 층별로 통합된 플랩이 자연 환기 기능을 제공한다. 

서로 겹치는 외부 판유리로 구성되고 지붕널로 덮인 파사드가 바람으로부터 플랩을 

보호한다. 차양 장치는 내풍성이 아주 높은 외부 s-enn 스테인레스 스틸 스크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스크린은 고층 건물에서도 충분히 믿을 만한 성능을 발휘한다. 

투명한 유리 스킨

건축 및 건물 사용자의 웰빙을 위해서 대형 정원, 입구 로비 및 이와 같은 종류의 넓은 공간을 

조성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들 공간에는 가능한 한 투명하게 만들고자 하는 강렬한 염원이 

작용한다. 이 염원을 성취하는데 아주 날렵하고 가벼운 케이블넷 파사드를 설계하기도 한다.  

Serono/제네바, 지붕널로 덮인 결합된 파사드. 렌더링과 이렉션 작업이 진행 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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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공간

혁신적인 파사드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있어 적응성이 여전히 핵심 요소이다. 현대 시스템은 다양한 외부 

매개변수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개별 파사드 요소에 제한된 “소규모” 단위로 대응할지라도 말이다. 

대형 건물의 경우 건물 외피 조건을 좀 더 근본적으로 바꿈으로써 기존가 다른 더욱 진취적인 종류의 적응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처럼 전체 공간을 변경하는 접근법의 예로는 개조가 가능한 지붕과 이동이 가능한 특별 구조 

등이 있다. 

프랑크프루트의 Deutsche Lufthansa. 
케이블월 파사드와 유리 지붕 외관.

Hamburg-Rothenbaum 테니스 스타디움. 개조가 가능한 지붕 케이블월 파사드.

Mannheimer Assurance. 케이블월 파사드 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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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막외피

막은 지붕 구조나 차양에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비나 햇빛을 차단하는 주요 

기능을 수행해왔다. 막에 혁신적인 접근법을 적용하면 열이나 소음 차단과 같은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이중 곡선이 아닌 새로운 미학적 기능을 선보일 수도 있다. 

방콕 국제 공항의 중앙홀은 3겹 막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바깥쪽 겹은 비와 햇빛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고, 안쪽 겹은 천공성을 띤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플라스틱 흡수제를 입힌 

케이블넷이 있다. 이처럼 겹이 추가됨으로써 방열 기능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행기 

소음 차단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다. 

독일 작센하우젠에 위치한 새 KZ 기념관은 가능한 한 추상적이고 내향적으로 설계되었다. 

강철 격자로 구축된 내부 공간 구조를 두 개의 막으로 감싸고, 두 개의 막 사이에 존재하는 

공기를 제거하여 안정적이고 평평하며 고른 표면-막과 더불어 독특한 모양새를 연출한다-을 

구축함으로써 이음매가 없는 하얀 입체적 인상을 주고 있다. 

새 방콕 국제 공항의 중앙홀. 자세한 다층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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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고품질 방화문의 흐름
고품질 방화문은 높은 수준의 주거 안락과 안전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징을 

만족시켜야 한다. 미래 방화문 개발의 목적은 최적화된 방화문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들 

특징 간에 지능적인 연계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개발, 검사 및 특히 방화문에 중요한 증명 가능한 테스트와 믿을 수 

있는 테스트가 필요하다. 

고객의 특별한 요구 외에도 건축업자의 상인 직원이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고객에게 올바른 조언을 할 수 있고, 고객의 요건을 정확하게 

충족시키는 제품을 추천할 수 있다.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은 방화 부품들을 확보하고 이들을 

판매하지만, 그들이 판매하는 방화문에 적합한 부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방화문은 사람이 일하거나 방문하는 모든 건물에서 중요한 안전 기능을 수행한다. 방화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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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 경로에 위치하는 매우 중요한 방화 요소이다. 따라서 ‘책임자’는 방화문의 상태를 

살펴 방화문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이는 방화문 부품들이 

서로 맞아떨어지는 하나의 제품으로 설치될 때 가능하다. 

대부분의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평상 시에는 열려 있고 화재 시에는 자동 

혹은 수동으로 닫히도록 설계된 방화문도 있다. 설계 방식이 어떠하든 간에 계단이나 다른 

장애물이 방화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방화문이 제대로 결합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확인해야 한다. 계전기를 통해서 화재 경보 시스템에 연결된 전자기 장치로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방화문도 있다. 전력이 끊기거나 화재 경보가 작동할 경우 코일로 전달되는 

전력이 차단되고, 그에 따라 방화문이 저절로 닫히게 된다. 

테스트와 분류

화재 및 연기 감지 장치-문틀, 문짝, 부속품 및 모든 일반적인 부속물-는 작동 준비가 완료된 

시스템으로 판매되어야 하며, 화재 시 일관되고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하는지를 증명해 

보여야 한다. 연기와 화재를 감지하는 문은 모든 건축 부속물은 물론 장착(예를 들어, 자물쇠/

볼팅 장치 및 폐쇄 장치)과 더불어 내구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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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테스트 표준 EN 1634를 바탕으로 하는 유럽 규정 하에 DIN 4102-5(독일)에 따라 

연소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부정적인 결과는 불꽃 상승, 과도한 온도 상승 및 강력한 연기 

발생 등이 있다. 그 외 부정적인 테스트 결과로는 건축 요소 파손 및 고장난 문 장치 등이 

있다. 

방화문 유지관리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위 치 한  국 립  방 재 

협회(Nat iona l  F i 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가 실시한 화재 

연구에 의하면, 화재 시 

자 동  스 프 링 클 러 

시스템이 항상 믿을 

만한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며, 종종 작동하지 

않기도 한다고 한다. 

이는 방재 노력에서 방화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보여준다. 방화문과 

스모크 도어는 제대로 된 유지관리를 통해서만 화재 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방화문 

업계는 화재 시 생명 보호와 건물 성능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그에 따라 

롤링 및 슬라이딩 방화문 검사 요건과 비슷한 검사 요건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독일 협회 Insutrieverband Tore T, ren Zargen ttz는 방화문 및 스모크 도어 유지관리를 위한 

특별 의무를 제시하였다. 첫째, 유지관리는 정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유지관리 

작업은 유지관리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외부 하청업자를 쓸 경우, 외부 

하청업자는 해당 조직/기업이 작성하는 유지관리 장부에 서명해야 한다. 

결론은 유능한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이를 제대로 문서로 작성함으로써 

방화문과 탈출문이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CEN/TC 33 - 화재 + 연기 특별 조사 위원회

오랜 사전 작업을 통해 문과 관련된 구체적인 유럽 방재 표준이 틀이 잡히기 시작했다.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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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 적용하던 방재 표준을 유럽 단일 표준으로 전환할 경우, 제조사는 여러 가지 긴급한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 화재 테스트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앞으로 우리 제품은 

어떻게 분류될 것인가? 이와 같은 상황을 명료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유럽 차원에서 활약하는 

화재 + 연기 특별 조사 위원회가 화재와 연기를 예방하는 문을 위한 모든 제품 표준 요건을 

조사 및 통합하고 있다. 제조사가 할 일은 제품 특성을 증명하고, 제품 용도, 사용 제한 및 

의무적인 공장 생산 관리 등을 정의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제조사에 해당된다. 

화재 + 연기 특별 조사 위원회가 유럽 차원에서 방화문과 스모크 도어의 제품 표준을 

마련하는데 지침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작업과 개발을 위해서 표준화 그룹에 제안과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미래 경향

오늘날 건축물은 훨씬 더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개발, 제조, 품질 보증 

및 유지관리 개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새로운 개념을 구축하려면 제조사가 처리 공장, 

기계학 및 사용자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 따라서 유지관리와 같은 사안이 

새로운 중요성을 띠게 될 것이다. 

+금속-201106_02_1.indd   41 2011-10-06   오전 7:36:23



42

신경향 B

폴딩도어의 고급화
개방감을 극대화 시킬수 있는 도어가 폴딩도어다.

폴딩도어는 평상시에는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고, 필요한 부분만을 도어로 

사용하다가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도어를 모두 열어 내부와 외부가 하나의 

공간이 되도록 한다. 

최근에는 고급주택이나 리조트 호텔에 적용을 목적으로 고급 폴딩도어들이 

선보이고 있다.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폴딩도어는 디자인적인 요소를 특징으로 하여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개방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폴딩도어는 에너지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폴딩도어는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 아직까지 수요가 많지 않고 적용 부위마다 모두 색다른 컨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금형을 개발하고 다양한 하드웨어를 개발하여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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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는 시장이 작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특수한 용도에 적용되는 폴딩도어를 개발하여 선보이고 있기도하다.

최고급 도어브랜드를 지향하는 론첼 윈도우(LONCHEL Window)의 '폴딩 파사드(Folding 

Facade)'는 타운하우스 및 리조트, 세컨드 하우스에 뛰어난 조망권과 채광성, 개방감을 선사해 

친환경과 쾌적함을 강조하는 한편 하이엔드 주거공간의 미학적 감각과 가치를 부각시킨다.

기존 알루미늄 창호에 비해 월등한 단열성능과 내구성이 특징으로, 삼단 집성원목을 적용한 

내부 목재는 아름다운 입면과 섬세한 우드패턴을 자랑한다. 또한 목재 벤딩을 방지하는 

'엔지니어링 룸버' 적용으로 안정성과 고급감을 극대화 했다. 엄선된 최고급 목재는 설계 

컨셉에 따라 컬러별, 수종별로 맞춤 제작 된다. 

한편 직선폴딩도어가 아닌 곡선형의 폴딩도어도 선보이고 있어 다양한 디자인의 폴딩도어를 

선택하고자 하는 건축가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국내 건축물이 단순한 디자인에서 벗어나 고급화되고 패션화되면서 뛰어난 성능의 폴딩도어의 

적용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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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유리판넬과 허니콤판넬이      
        구비된 건물의 벽면 마감재

문봉운 / (주)경신

본 발명은 건물의 외벽면에 시공되는 마감재이다. 이 외벽면 마감재는 외측의 유리판넬과 내측의 허니콤판넬로 

구성되어, 별도의 단열재 시공이 생략될 수 있게 한 것이다. 중량이 가볍고 평활도가 좋으며 파손 우려가 적다. 

단가가 저렴하며 시공이 간편하다. 유리판넬과 허니콤판넬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는 공간유지구 내부를 합성수지 

심재가 구비된 알루미늄재질로 구성하였다. 계절변화에 따른 실내 온도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게 열전도율을 

저하시켰다. 고정클립에 의해 외벽면의 브라켓에 지지되도록 하였으며, 화재발생시에 마감재가 건물의 

외벽면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유리판넬과 허니콤판넬이 구비된 건물의 벽면 마감재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벽면 즉 외벽면에는, 외부와 내부를 차단하는 마감재로 시공되는데, 이런 마감재는 건물의 

내부에서 외부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유리재질로 이루어진 투시부와, 건물의 외벽을 미려하게 연출하는 

장식재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 장식재의 경우에는 쎄라믹판넬을 이용하여 건물의 외벽면에 부착하거나 금속이나 석재 등으로 이루어진 

패널을 별도의 체결수단에 의해 건물의 외벽면에 체결하여 건물의 외관이 미려하게 연출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장식재가 단일재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의 단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기 장식재와 

건물의 외벽면 사이에 유리섬유나 또는 스티로폼 등과 같은 별도의 단열재를 충진하였다. 그래서 단열재 

충진으로 시공비용이 가중되고, 기간이 경과될 경우에는 단열재의 단열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한편, 최근 시공된 건물들은 콘크리트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H빔 형상의 철골로 건물의 골격을 구성한다. 이 

철골로 이루어진 건물의 골격의 외측 벽면에 프레임을 시공한 다음, 상기 프레임의 내측부에 투시창이나 또는 

마감재를 시공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바, 종래 마감재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단열효과가 없음에 따라, 별도의 

단열구성을 시공하여야 함으로써, 시공기간의 연장은 물론 작업효율성이 저하되고 시공단가의 증대를 가져오는 

문제가 있다.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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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종래 H빔 골조로 이루어지는 건물의 마감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마감재가 구조실리콘만으로 건물의 

벽면에 부착 고정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마감재의 지지성이 크게 저하된다. 특히 화재 발생 때  구조실리콘이 

화염에 녹게 되어 건물의 벽면에 시공된 마감재가 떨어지게 되고, 떨어지는 마감재에 의해 지상의 보행자들의 

안전사고나 차량의 피해사고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본 발명은 종래 건물의 벽면 마감재가 지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 마감재를 유리판넬과 

허니콤판넬의 이중구조로 구성하여, 단열재 시공을 생략함으로써 시공성 향상, 비용의 절감, 안전성 확보와 함께 

단열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하였다. 허니콤 판넬의 가벼운 중량에 의해 마감재 전체 하중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유리판넬과 허니콤판넬의 간격을 유지하는 공간지지구를 알루미늄외부체와 합성수지내부체로 구성하여 

열전도율을 매우 저하시켜, 계절변화에 따른 온도차가 실내온도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하였다. 고정클립에 

의해 외벽면의 브라켓에 지지되도록 하여 화재가 발생되더라도 마감재가 건물의 외벽면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유리판넬과 허니콤판넬이 구비된 건물의 벽면 마감재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은 건물의 벽면에 시공되는 벽면 마감재인 허니콤판넬과 유리판넬로 구성되어, 허니콤판넬과 유리판넬 

사이에 공간부가 형성되기 때문에 단열효과가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또한, 가벼운 중량에 의해 시공성도 크게 

향상되고 평활도가 좋으며 생산단가의 절감을 유도할 수 있다. 공간부를 유지하는 공간유지구가 알루미늄외부체와 

합성수지심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열이 실내로 전달되는 열전도율이 크게 저하된다. 계절변화로 

달라지는 외부와의 온도차에 의해 실내 온도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름철의 냉방기나 겨울철의 온풍기 

등의 가동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에너지 절약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고정클립에 의해 허니콤 

판넬이 지지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되어 구조실리콘이 녹더라도 마감재가 건물의 외벽면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인명피해와 같은 안전사고나 차량의 훼손과 같은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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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카,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회계예규 개정 내용

일반관리비율 6% 적용공사 

코스카(KOSCA·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박덕

흠·사진)는 지방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상향 조정 등

을 담은 지방계약법시행령 및 관련 회계예규인‘원가

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정내용을 최근 시·도회와 업종별협의회를 통해 회

원사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에는 일반관리비 상향조정, 예정가격 심사

제도 도입,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직접지급 근거 신

설 등을 담고 있다. 코스카가 안내한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예정가격 심사제도를 도입해 예

정가격 결정,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심사를 담당토

록 했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직접지급 근거도 신

설했다. 파산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상당기간 대가지급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의 청구가 있으면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 면제사유에 녹색기술, 녹색

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이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은 자 중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

우를 추가했다. 개정령은 또 종전 행복도시와 혁신도

시 사업에만 적용되던 기술제안 입찰대상을 모든 공사

로 확대하는 한편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에 지연배

상금과 계약기간 연장 등을 추가했다.

◇수의계약 운영요령=천재지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가능 수의계약 대상에 △재공고 입찰 시 낙찰자

가 없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받았으나 제출자가 1인으로 재견적서를 받더라도 제

출자가 1인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했다. 정

당한 이유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부정당

업자 제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수의계약 결격사

유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도서지역에서 이뤄

지는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도서지역 업체만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일반관리비를 전반

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간접노무비는 현실화했다. 전

문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율 6% 적용대상 공사는 

5000만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5.5%는 5000만

원~3억원 미만에서 5억원~30억원 미만으로, 5.0%

는 3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각각 개정해 전

반적으로 일반관리비를 상향 조정했다. 반면 간접노무

비는 14% 적용대상 공사를 5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등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코스카CC 9월29일부터 시범라운딩

코스카CC가 9월29일부

터 11월13일까지 6주간(

매주 목ㆍ금ㆍ토ㆍ일) 시범

라운딩을 운영한다.

이번 시범라운딩은 내년 

4월 개장에 앞서 시설을 최종 점검하고, 회원의 소리

를 청취함으로써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

됐다. 시범라운딩 예약은 전화 접수(043-870-

1001~3)로 가능하며 목ㆍ금에는 20팀, 토ㆍ일에는 30

팀씩 진행될 예정이다.

코스카CC는 우리 조합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 

+금속-201106_02_1.indd   46 2011-10-06   오전 7:36:26



m & W  n e W s

2011_가을호 금속구조물&창호공사기술정보 47

투자해 충북 음성에 27홀 규모로 조성됐다. 중부고속

도로 음성IC에서 20분내 위치하며, 내년 말 성남-장

호원 자동차전용도로와 동서고속도로(평택~충주)가 

개통되면 북음성IC에서 10분 내로 접근 가능하다.

코스카CC는 ‘중부권 최고의 명품골프장’을 목표로 

PGA메이저대회 챔프 양용은 프로가 설계감수에 참

여, 수차례 현장을 방문해 27홀을 라운딩하면서 코스

를 점검했다. 또 고전양식과 지중해양식이 적절히 조

화된 클럽하우스는 고급 건축설계로 유명한 에이그룹

이 설계했으며, 시공은 롯데건설이 맡았다.

기술교육원‘우수교육훈련프로그램 경진대회’동상  

올초 개설한‘용접·배관 현장기능책임자 과정’입상 

조합 기술교육원은 지난 8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2011년 우수교육훈

련프로그램 경진대회 ‘집체교육훈련 향상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조합 기술교육원은 고용노동부가 주

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2011년 우수

교육훈련프로그램 경진대회‘집체교육훈련 향상부문

’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8일(목)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됐으며, 기술교육원은 ‘

용접?배관 현장기능책임자 과정’으로 입상하였다.

‘2011 직업능력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

번 경진대회는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양질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공유

함으로써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

다. 경진대회는 추진전략ㆍ교수학습내용 등 18개 항목

을 평가기준으로 하고, 1ㆍ2차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심

사를 진행했다. 

기술교육원에서 실시한 ‘용접ㆍ배관 현장기능책임자 

과정’은 건설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기용접, 건설

환경설비, 보도포장, 소형건설장비운전 등 기능부문과 

품질관리, 노무관리, 리더십 등 현장관리부문을 함께 

교육하는 과정으로 올해 초 개설됐다.

이 과정은 체계적인 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건설근로

자에게 제도권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설기술력 

및 현장관리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또 건설산업 

특성상 공사가 없는 동절기에 교육을 실시하고, 건설

근로자공제회에서 훈련수당 월 50만원을 지급해 건

설근로자의 참여를 지원하는 장점이 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분포 현황

전국(정회원)                                                                                                                                                                                      2011년 8월 기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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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상식

Golf Rules
골프를 신사의 운동이라고 한다. 심판 없이 플레이 하는 골프의 룰을 알면 라

운드가 더욱 재미있어 진다.

Q. 티잉그라운드에서 어드레스가 완료된 뒤 티샷을 헛스윙 했는데 볼이 티에서 

떨어졌을 때와 떨어지지 않았을 때 벌타는. 

A. 우선 볼이 떨어졌을 경우 헛스윙은 1타로 인정되지만 벌타는 없다. 그러나 다

시 티위에 올려놓고 쳤다면 2벌타를 당한다. 

알면 도움이 되는 골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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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습스윙과 왜글, 어드레스 과정에서 볼이 티에서 떨어졌다면 벌타 없이 다시 티업할 수 있다. 한편 어

드레스가 완료된 뒤 헛스윙해 볼이 티에서 떨어지지 않았어도 1타로 인정되며 벌타는 없다. 하지만 이 상황에

서 볼을 만지면서 티의 높이를 다시 조정해서 티샷하면 2벌타. 이처럼 벌타가 부과되는 것은 샷을 하려는 분

명한 의도에서 스윙(헛스윙 포함)한 이후는 인플레이(inplay)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Q. 그린에서 'OK'받은 볼을 장난삼아 퍼팅했는데 홀컵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A. 스트로크플레이로 치러지는 정규대회에서는 OK가 없다. 정규대회중 OK가 허용되는 것은 홀마다 승부를 

가리는 매치플레이로 일단 선언된 OK선언은 취소할 수 없고 OK를 받은 선수도 거절할 수 없다. 

동반자가 OK를 선언했는데도 볼을 집어들지 않고 퍼팅을 했는데 홀컵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1타로 인정된다. 

따라서 OK타수에 1타가 추가된 것이 그 홀의 성적. 

Q. 그린위에 있는 볼끼리 충돌한 경우에 대한 처리방법 및 벌타 적용. 

A. 홀에 가까운 a가 볼 마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질이 급한 b가 먼저 퍼팅을 하여 a의 볼을 맞췄을 경우

에 해당된다. 

b가 2벌타를 받습니다. Putting 전 맞힐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Marking을 요구해서 공을 반드시 마크한 뒤 

Putting을 해야합니다. a의 공은 원위치에 Replace해야하며, b는 2벌타를 받고 정지한 자리에서 경기를 계속

하여야 합니다. 

만일 b의 공이 그린 밖에서 친 공일 경우에는 벌타 없이 위와같이 경기하시면 된다. 

Q. 분실구라고 생각했던 볼이 홀인원인 경우 

A. 골프규칙1-1(골프의 정의)과 Decision of Golf 1-1/3에 의하면 공이 홀에 들어간 순간 그홀의 경기는 이미 

끝난 것이며 1타로 그홀을 마친것이 됩니다. 그뒤에 분실구로 생각하고 친 타구는 취소된다. 

Q. 파3홀에서 A가 티샷한 볼이 OB지역이 아닌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뒤 A가 친 잠정구가 홀컵 가

까이 온그린 됐다. A는 최초의 볼을 찾는 것보다는 1벌타를 받더라고 분실구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

단해 잠정구로 계속 플레이하기로 결정했다. 이 경우 A가 친 최초의 볼이 발견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동반자 B는 그 볼을 5분간 찾아볼 수 있는가. 

A.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A가 온그린된 잠정구를 스트로크하기 전까지만 찾아볼 수 있다. 

플레이어는 원구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 도달할 때 까지는 그 잠정구를 몇 번이라도 플레이할 수 있다. 플레이

어가 원구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보다 홀에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잠정구를 플레이한 경우 원구는 자동적으로 

분실구로 처리되기 때문에 동반자의 볼수색은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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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이야기

제 9대 임원 및 운영위원 명단

흔히들 ‘위기는 기회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단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 속에서 기회를 전혀 볼 수 없었다.
그 후 준비한 다음에 위기가 다시 왔을 때 알았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라는 것을...
(김인백, ‘삶에 도전장을 던져라’에서)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재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위기 대처 능력, 보다 정확하게는 사전 준비 정도에서 비롯된다.

평상시에 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들은 위기를 두려워하는 대신 오히려 기회 극대화가 가능한 위기상황
을 고대하며 기다릴 수도 있다.

그 정도는 되어야 위기관리를 잘하는 리더라 할 수 있겠다. 

  고문 (주)영화티엔씨 김상기

   서광강건(주) 홍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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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공영(주) 최장용

  부산 (주)홍주산업 윤한주

  대구 서울건업(주) 권대일

  인천 (주)성원창호 원재희

  광주 새양금속(주) 한태인

  대전 (주)보한 권성섭

  울산 (주)명성이앤씨 이상철

  경기 용성산업개발(주) 박용래

  강원 (합)제원건설 최택규

  충북 (주)조은건설산업 이학수

  충남 (주)제일건업 강일환

  전북 (유)엘제이건설산업 이동준

  전남 (주)한국기업 송태한

  경북 (주)신영개발 신근철

  경남 (주)영진사 노인호

  제주 (주)영동기업 전정배

  감사 (주)성산엔지니어링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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