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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도어

사다리·철재프레임·난간·계단 등의 공사

■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2013 
Winter

l 통권 제119호 l 

contents 

 

2013 신년호 (통권 제119호)

세이지 음악 센터, 게이츠 헤드

04

권두언

희망찬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봉기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협의회 회장

05

07

현장 갤러리

대형공간의 천장에 설치되는 차폐 시스템

다시 주목받는 태양광 발전 시설물

10

14

16

20

24

28

국내기술

창호가 만드는 BIPV

자연친화적인 목재 혼합형 방음벽

로프식 스크린 도어

능동형 방음벽 

금속과 유리의 만남, 금속구조물을 이용한 유리캐노피

OPEN JOINT SYSTEM 

30

Detail

세계의 대표적 비정형 커튼월

34

36

38

월드금속&창호

디자인과 기능성을 겸비한 폴딩도어

낡은 건물에 활력을 불어넣은 리모델링과 금속 구조물

접합, 강화유리 사용으로 유리난간 사용 확대

40

신경향

BAU 2013, 지속가능성이 빌딩산업에 영향을 미치다

44

45

특허

구조를 단순화한 조립식 경량칸막이  

천장의 경량틀 조립체

46

46

47

M&W NEWS

국토부, 부실·불법 건설사 본격 퇴출 

KDI“건설투자 올해 당초 3.1% 성장서 -0.2%로 수정”

상암DMC 랜드마크 재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48

골프상식

알면 도움이 되는 골프 규칙



2013_신년호 금속구조물&창호공사기술정보 0504

권두언

회원사 여러분 모두가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올해는 새로운 대통령의 첫 임기기 사직되는 해이

고, 국가적으로도 침체된 경기가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우리 회원사 모두에게 지난 한해는 정말 고생이 많

았던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금속구조물 상위 

업체 몇 개가 지난해 문을 닫았습니다. 외부적인 요

인도 있었지만 지난해 문을 닫은 업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모두가 저가수주로 회사를 연명했던 공통

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저가수주로 경영

상태가 악화되면서 더 이상 회사를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회사 고유의 기술과 품

질 경쟁력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경영의 끝이 좋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꾸준히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추구한 회사들은 여전히 활기차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 금속구조물 및 창호시

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제품들, 개성 있고 편리한 

제품들, 창의적이고 완성도 있는 제품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다면 올 한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한 해

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시대의 흐름을 읽고 경

쟁력 있는 기술로 승부할 때 2013년 계사년은 우리

에게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40%의 시장점유율을 자랑하던 핸드폰 생산

업체가 스마트폰으로의 시장 전환을 예측하지 못하

고 시장 점유율이 5%대로 하락하고 직원의 절반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우

리는 이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예측

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지난해 안타깝게 문

을 닫은 회사들의 전철을 다시 밟게 될 것입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은 태양광과 풍력의 이용에 관심

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에서 

이제는 에너지의 생산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

니다. 단열성이 뛰어난 제품이 주목받는 시대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들이 주

목받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금속구조물 및 

창호분야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 분야와 밀접

한 관계가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을 이용한 전

력의 생산 및 관리를 위해서는 금속 및 창호분야가 

선두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금속구조물 창호 회원사 여러분, 2013년

은 회원사 모두가 내실을 다지고 새로운 시대를 준

비하는 한해가 되기를 희망하며, 다시 한 번 회원사 

여러분 모두의 기업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모

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봉기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협의회 회장

금속구조물 창호 회원사 여러분, 
희망찬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현장

갤러리

대형공간의 천장에 설치되는 차폐 시스템

상업용 건축물의 로비 및 대형 공간의 천장은 인테리

어적인 마감은 물론 소음 차단 및 천장 시설물의 은

폐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최근에는 철판을 절곡하고 곡면으로 가공한 후에 천

장에 이를 설치하여 미관은 물론 기능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천장 시스템이 주목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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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갤러리

현장

갤러리

다시 주목받는 태양광 발전 시설물

주춤했던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높아지고 있다. 전기 생산 효율이 높은 기술들이 지

속적으로 선보이며, BIPV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들이 주목받고 있다. 

태양광발전이란 태양빛을 받으면 광전효과에 의해 전기를 발생하는 태양전지(반도체)의 특성을 활용하

여 전기를 생산해 내는 발전 체제를 말한다. 태양전지는 태양광 모듈에 태양광이 입사되면 전류가 흐르

게 되는 것이 동작원리를 이용한다.

태양광발전은 태양으로부터의 빛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바꾸어주는 발전방식이다. 태양전지는 반

도체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태양빛이 태양전지 내에 흡수되면 태양전지 내부에서 전자 (electron)와 

정공(hole)의 쌍(e-h pair)이 생성된다. 생성된 전자-정공 쌍은 전기장에 의해 전자는 n형 반도체로 이

동하고 정공은 p형 반도체로 이동해서 각각의 표면에 있는 전극에서 수집된다. 

판넬을 절곡하여 직선 또는 

유선형으로 천장에 설치할 

경우 실제 높이보다 더 높아 

보이는 공간 확장의 착시도 

기대할 수 있어 최근 대형 건

축물의 로비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판넬을 절곡하여 천장에 설

치하는 이 시스템은 다양한 

색상으로 표현이 가능하여 

인테리어적인 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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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갤러리

태양광 발전 분야는 에너지, 환경, 경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서, 시스템의 경

쟁력 확보를 위하여 태양전지의 고효율 화와 태양광모듈의 대형화에 의한 저가화 그리고 이러한 성능

개선 연구에 더불어 여러 분야에 응용할 수 있도록 기술의 실용화상품화에 초점을 두고 태양광발전 산

업계가 노력한 결과 머지않아 기존에너지(화석, 원자력)와 가격경쟁도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건물의 외장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요구되어지는데, 기본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스템에서 안정된 전력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는 양호한 일사조건, 어레이의 설치면적의 

확보, 음영의 미 발생, 설치 및 전력간선의 용이성 등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고유한 특성을 만족하는 환

경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태양광 산업은 의장성뿐만 아니라 기능성을 만족하는 태양광 발전시스템과 건축물과의 통합을 위하여 

지붕재, 건물외피, 창호재, 차양재 등의 다양한 적용방식이 검토되고 있으며, 설치지의 확보 측면과 음

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물간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검토할 때 지붕재 및 기타 창호재 등으로서의 태양

전지 모듈의 검토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은 1954년 미국 Bell Lab에서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를 개발하여 1958년 인공위성 

Vanguard에 응용한 것이 시초로 미국, 일본, 유럽에서 꾸준히 연구 개발하였으며 1990년에 상용화

가 시작되면서 그 성장속도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산업은 2001년에 최초로 GW규모의 

누적설비용량을 기록하였으며, 5년 뒤인 2005년에는 다시 세 배 이상 확대되어 약 3.7GW를 상회하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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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BIPV)은 솔라 모듈 및 패널이 고비용이며, 건물의 벽 및 창문, 

기타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틈새시장에 밀렸다. 더욱이 외관도 중시하면

서 BIPV 제품을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BIPV 및 건물부착형 태양광발전(BAPV) 시장은 설치용량이 215MW였

던 2009년 당시와 비교해 2016년까지 10배 이상인 2.4GW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BIPV의 전기 생산 용량이 증가하면서 이 시장의 규모도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해외 유명 시장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까지 BIPV 및 BAPV 설치용량이 

2.4GW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생산 효율의 향상으로 국내 창호 시공업체들에게도 새롭게 도전할 시장으로 급

속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 BIPV는 건물의 벽면 및 아트리움, 옥상에 결정 실리콘 모듈, 박막타일 및 지붕판을 

사용함으로써 외관도 향상시키고 있다. 

기존의 BIPV는 건물의 외관의 미적 부분을 일부 포기해야 했으나 이제는 오히려 건물의 

외관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BIPV 시장이 급속히 향상되게 됨에 따라 관련 규격 및 설치 기술도 함께 발

전하고 있다.  

창호가 만드는 BIPV

국내기술

# 1

건축물은 태양광 모듈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최상의 장소이다. 현재 지구상에서 태

양광을 매일 받는 지구의 표면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건축

물은 전 세계의 전기 사용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위적으로 생산한 총 전

기량의 약 50%를 소비한다. 

따라서 건축물에 적용하는 태양광발전 시스템은 독립형 발전 시스템이 특히 적합하지

만 송전망을 연결해서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 방식으로 설치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많은 전기를 소비하는 건물 현장에서 바로 전기를 생성하는 것은 송전망 인프라 구축

과 관련해서도 많은 이점들을 가진다. 발전소에서 배급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요처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은 송전에도 많은 전력 손실이 발생하지만, 분산전원 개념인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인 경우에는 발전된 전력이 수요처인 건물과 패

널 사이의 짧은 거리 사이에서만 송전되면 된다. 따라서 송전용 인프라 요구사항이 완

화됨은 물론 송전 손실도 줄일 수 있으며,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에 적합한 우수한 

분산 전원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협소한 국토 면적과 수도권에 과밀된 취락구조

를 갖는 곳에서는 에너지 사용처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BIPV와 같은 분산전원의 채

택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창호전문 시공업체들이 BIPV를 시공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기관련 전문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이에 대해 많은 

BIPV 시공업체들이 불편을 겪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외벽 및 창호에 BIPV 

모듈을 접목하는 것은 창호시공 기술

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별도의 면허

를 추가 보유해야 하는 것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최근 국내 대형 창호시공업체들의 경

우 대부분이 BIPV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기술 _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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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계산하여 건물 평면적 9.9㎡당 1kWp급 BIPV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되, BIPV

의 특성상 발전 효율을 70%로 계산하면, 새로 임야 또는 간척지를 개발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설치된 건물을 활용해 대략 226GWp의 전력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점을 가지는 BIPV는 1991년 독일 아헨주에서 최초로 설치되었으며, 대략 

20여년의 짧은 역사를 지니는 최신 건축 기법의 하나로도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최근 20년간 BIPV 기술을 꾸준히 개발하여 세계 BIPV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국내 기술개발 수준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창호시공 

관련 업체들의 기술개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양광 모듈을 건물에 설치한다면 가능한한 건물에 거치시키기 않고, 건물과 일체화

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그 이유는 건물의 건축과 외관은 건물의 가치, 건물에 대한 만

족감, 긍정적인 평가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미적인 이점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다른 한편으로는 건물 구조에 맞게 미리 설계되지 않고 건물에 거치된 패널은 

구조적 보강재, 건물 외장의 관통, 추가적인 안정기 설치 등의 요구가 발생할 수가 있

다. 따라서 BIPV 시스템이 설계 시에 반영되어 설치될 때에는 상기와 같은 추가적인 

요구사항과 가격적인 부담을 많은 

부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장 및 창호시공

업체들이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라는 것이 업계

의 의견이다. 

기존의 건물 외장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태양광 시스템이 설계

되거나 태양전지가 더욱 전형적인 

건물 외장재에 장착되는 경우 이러

한 기존의 건축 자재를 절약할 수 

있고, BIPV 제품으로 교체되기 때

문에 이러한 건축용 자재를 설치하

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2013년부터 국토해양부와 지식경

제부는 건축물에서 나오는 온실가

스를 체계적으로 파악, 관리하기 

위해 현재 기관별로 개별 관리하고 

있는 건물 에너지 정보를 2012년까

지 통합 관리할 계획으로 아파트·

오피스빌딩 등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가 통합 관리될 전망이며, 실질

적으로 국내에서도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관리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건물 전체의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돼 에너

지 사용량이 주택이나 건물 선호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BIPV 모듈이 창호에 사용될 경우에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과 시야 확보라는 상반

된 목적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프레임을 통해 전기를 수송

해야 하기 때문에 BIPV 기술과 창호의 시공기술은 향후 밀접하게 연계하여 발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국내기술

# 1

기술 _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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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친화적인 목재 혼합형 방음벽

국내기술

# 2

소음진동 공해는 일상 생활 중 가장빈번히 접하는 오염중의 하나로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쾌적하고 조용한 학교, 거리를 위해 이제 

방음벽은 없어서는 안될 구조물이 되었다. 방음벽은 소음을 가장 많이 받는 위치인 수

음점을 고려해서 제작하게 되며, 제작시에는 소음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느냐 하는 

흡음률, 벽을 통과한 소음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하는 삽입손실 등을 고려해서 제작한

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기준에 따라 방음벽을 제작, 설치하며 여기에

는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미관, 안전 측면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목재 방음벽은 환경친화적인 목재를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도시미관을 연출하는 신개

념의 방음벽이다.    

주변과 조화될 수 있는 형태로 미적효과가 뛰어나고, 흡음율이 매우 뛰어나다.

목재를 특수 가압, 방부처리하여 내구성 우수하다. 유리나 금속 재질의 방음벽에 비해

서 목재 방음벽은 빛의 반사가 없어 운전자에게 시각적 안정감을 준다.

또한 사용 위치와 용도에 따라서 타 방음판과 혼합 시공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목재 방음벽은 학교주변, 아파트단지, 철도, 고속도로, 국도, 도시밀집지역, 각종소음지

역 등에 설치되고 있다. 

14

기술 _ 02

목재 방음벽의 소재로는 반원주 목재, 각재 등이 사용되며, 흡음재는 폴리에스터가 사용

된다. 흡음률(N.R.C)은 73%. 투과손실은500Hz-27dB,1000Hz-31dB이다. 목재 방음벽의 

형태는 평면형과 반원주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인 목재 방음벽의 중량은 45kg/

M2이다. 일반적으로 목재 방음벽은 흡음식 방음벽과 반사형 방음벽이 있다. 내구성은 특

수 가압 방부처리된 목재가 사용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30년 이상인 것이 특징이다. 

목재 방음벽의 가장 큰 특징은 뛰어난 방음 효과와 함께 자연친화적인 소재라는 점이다. 

자연적인 시설물로 특별한 유지관리가 필요 없으며, 식물등의 식재 등을 통해 보다 자연

친화적인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단점으로는 타 방음벽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고 재활

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개방감을 선호하는 주택등에서는 시각적인 개방감이 떨어진

다는 이유에서 투명한 자재와 혼합된 형태로 시공되어지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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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 3

로프식 스크린 도어

우리나라의 승강장 스크린도어는 급속도로 느는 추세이고 특히 향후에는 일반열

차까지도 고상홈으로 전환될 예정이라 일반철도역까지도 PSD 설치요구가 생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기존의 밀폐형, 반밀폐형, 난간형 스크린도어의 경우에는 높은 비용과 풍압

에 약한 단점을 갖고 있다. 또한 ATO가 아닌 구간에서는 정위치 정차에 대한 기관

사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문 위치가 다른 차량을 혼합해서 사용하지를 

못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큰 하중으로 인해, 승강장 보강 공

사 추가 필요로 하기도 한다. 

하지만 로프식 스크린도어를 쓰면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녹동역에 설치했던 것은 로프식 스크린 

도어의 초기 버전으로 곡선 승강장 대응

에 힘들고,  신뢰성, 내구성 부족하며, 차

량과의 인터페이스 기술 부족 등의 문제

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같은 초기 설치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연구원이 주도하여, 이 

기술을 본격적으로 실용화를 시작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우선 로프식 스크린도

어의 핵심인 메인 Lift를 소형화하고, 내구

성을 높이며, 차량 인터페이스를 개발하

고, 개발된 제품을 점차 확대 설치할 예

정이다. 

기술 _ 03

상하 개폐식으로 운용되는 로프식 승강장 세이프도어는 종전 스크린도어보다 간편하

게 설치ㆍ이용할 수 있어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모든 열차 규격에 적용할 수 있는 상하개폐식 승강장 방재시스템이 개발돼 일본을 비

롯한 세계 시장 진출을 겨냥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최근 RPSD(Rope type Platform Safe Door ; 로프식 녹색 승강장 

세이프도어)로 불리는 새로운 철도역 안전시스템을 소개했다.

지금까지 운영돼던 철도역 승강장 스크린도어는 열차 차종에 맞춰 설계돼야 하는 한

계가 있었는데, 로프식 스크린도어는 시스템은 차종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설

계된 것이 핵심이다. 자체적으로 에너지 발전이 가능한데다 100%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시스템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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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 3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지하철도 역사의 스크린도어는 천정과 바닥을 모두 차단하는 유

형, 바닥과 지상 일부 공간을 차단하는 유형 등 2가지로 운영되고 있고 좌우로 개폐된

다. 스크린도어는 이미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입증했지만 지상역에서는 폭우ㆍ폭설, 

강풍, 혹한 등 날씨 요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열차의 문 위치와 스크린도어의 위

치가 정확히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다앙한 열차 규격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

다. 열차 기관사들이 문의 위치와 스크린도어를 일치시키느라 애를 먹는다는 점, 스크

린도어 설치에 적지 않은 공사기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단점이었다.

로프식 스크린도어는 2줄 이상의 로프로 설치된 세이프 도어를 양쪽 승하강 리프트

를 이용해 아래위로 열고 닫는 시스템이다. 차량 길이 단위의 세이프 도어는 열차 출

입문과 함께 자동으로 개폐되는데 5m, 10m, 20m, 60m, 200m 등 다양하게 단위 모

듈을 구성할 수 있다. BLDC 모터와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해 자체적으로 에너지

를 생산ㆍ사용하고, 남는 에너지는 승강장에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기술 _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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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 4

최근 도로소음 및 건축 소음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및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음을 줄이고자 하는 종래의 방음벽에 대한 연구는 주로 소음을 제거하기 위한 

방음벽의 재료와 구조에 대해 집중해 왔다. 예를 들어, 흡음성이 높은 재료로 방음

벽을 만들거나 방음벽에 소리가 잘 흡수되기 위한 구조, 방음벽의 홈의 모양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한편,  최근에는  능동소음제어(Active  Noise  Control;  ANC) 시스템을  방음벽에  

적용하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은 방음벽 상단에서 저주파 

대역 소음이 크게 회절되어 방음벽 

후면부 소음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방음벽 상단에 적용할 

능동형 소음감쇄기를 제작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다양한 형태의 소음감쇄기를 적용

하여 방음벽 상단의 후면으로 회절

하는 소음을 줄일 수 있지만 소음은 

방음벽 상단뿐만 아니라 방음패널

과 방음벽 하단부를 통해서도 그대

로 통과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

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욱이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소음

은 사람의 귀에 들리는 가청주파수 

대역의 소음도 존재하지만 들리지 

않는 영역인 극저주파 대역의 소음

도 발생하게 되는데, 최근 이러한 극

저주파 대역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례보고가 있다.

또한 극저주파 대역의 소음은 방음벽 하단의 콘크리트구조물과 지면을 통해 그대

로 통과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방음벽 상단부, 방음패널, 방음벽 하단부 각각에 대해 효과적으로 소음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능동방음벽시스템은 다수의 방음패널이 종횡으로 배치되어 형성되는 방음벽을 

말한다. 아래는 지면과 접하고 위에는 상기 방음벽이 설치되는 설치대에 삽입되고 

일부가 상기 지면에 접하도록 설치되고, 소음 및 진동을 검출하는 센서부, 상기 소

음 및 상기 진동을 제거하는 액추에이터, 상기 센서부에서 검출된 소음 및 진동에 

따라 상기 액추에이터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능동형 동흡진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능동방음벽시스템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액추에이터는 스프링과 댐퍼가 연결된 영구자석, 반응질량체, 코일을 포함하며, 제

어부는 상기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제어하여 자계의 변화에 따라 댐퍼의 감쇠특성

을 변경시켜 상기 소음 및 진동을 흡수하도록 할 수 있다.

기술 _ 04능동형 방음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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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수의 방음패널은 흡음재로 형성된 흡음판 및 표면에 설치되어 입사된 소음

원의 전기적 임피던스 값을 션트회로에 제공하여 전기적 공진을 발생시켜 소음을 

감소하는 압전소자를 포함하는 스마트 패널을 포함할 수 있다.

다수의 방음패널은 중공부를 갖는 패널몸체, 스피커 어레이, 소음측정수단 및 음

압에 기초하여 상기 스피커의 출력음을 제어하여 상기 중공부의 음향 임피던스를 

능동 제어함으로써 소음을 감소시키는 음향 임피던스 제어부를 포함하는 능동방

음패널도 효과적이다.

다수의 방음패널은 중공부를 갖는 패널몸체, 중공부측 내벽면측에 설치되는 스피

커 어레이, 소음측정수단, 에러계측수단 능동소음제어부를 포함하는 능동방음패

널을 포함하여 설치될 수 있다.

능동방음벽시스템은 상기 방음벽과 T자를 이루도록 상기 방음벽의 상부와 직교하

게 설치되고 유동공과  막힘부가  교번적으로 형성되는 방음벽상단블록을 더 포

함하며, 막힘부의 내부공간에는 유동공을 향해 설치되는 스피커, 유동공에 유입

되는 소음을 측정하기 위한 소음측정수단, 에러계측수단 및 능동소음제어부가 설

치될 수 있다.

능동방음벽시스템은 방음벽상단블록의 상면에 상향 경사지게 설치되는 보조방음

부재를 더 포함하며 보조방음부재의 상면에는 다수의 스피커와 다수의 에러계측

수단이 어레이 형태로 삽입 설치되며, 상기  방음벽상단블록의  능동소음제어부가  

상기  소음측정수단  및  상기  다수의  에러계측수단에  입력되는 소음에 기초하

여 상기 방음벽 후면부의 회절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제어음원이 상기 다수의 스피

커를 통해 방사되도록 제어할 수 있다.

능동방음벽시스템은 방음벽상단블록의 상면에 상향 경사지게 설치되는 보조방음

부재,  및 도로  가드레일에  설치되

는 소음측정수단을 더 포함하고,  

상기 보조방음부재의 상면에는 다

수의 스피커와 다수의 에러계측수

단이 어레이 형태로 삽입 설치되며,  

상기 방음벽상단블록의 능동소음제

어부는 상기 소음측정수단 및 상기 

다수의 에러계측수단에 입력되는 

소음에 기초하여 상기 방음벽 후면

부의 회절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제

어음원이 상기 다수의 스피커를 통

해 방사되도록 제어할 수 있다.

또한 방음패널로서 스마트 폼과 능

동방음패널을 사용하고 방음벽 상

단에는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구조의 능동소음제어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각 부분의 소음의 

특성에 맞게 대처하여 효과적으로 

소음을 줄일 수 있다.

기술 _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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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과 유리의 만남, 
금속구조물을 이용한 유리캐노피

포인트 글래이징을 이용한 유리 캐노피가 건물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최근들어 지

하철 캐노피는 물론 건물 입구 캐노피에 금속구조물을 이용하여 유리를 고정하는 

방식인 포인트 글래이징 캐노피의 공사가 증가하고 있다. 

포인트 글래이징 캐노피란 금속 구조물을 이용하여 유리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프레

임이나 구조용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탁월한 안전성을 유지하며, 뛰어난 디

자인으로 건축물의 자연미를 극대화하고 개방감과 차별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캐

노피 시스템이다. 

포인트 글래이징을 이용한 캐노피는 특수 가공한 볼트를 접시 머리 모양으로 가공된 

홀에 결합시키기 때문에 유리표면에 외견상 평탄하며 내부에서 금속 구조물 등으로 

기술 _ 05

유리를 지탱하는 최신공법이다. 최근 사용되는 포인트 글래이징을 이용한 유리 

캐노피는 12mm 강화유리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

용되는 모든 강화유리는 자파방지 처리를 위해 열간유지시험(HEAT SOAK 

TEST)을 거친 후 사용되며 강화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등 다양한 형태로의 적

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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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계적으로 초고층 건축물의 적용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금속 구조

물을 이용한 유리용 커튼월방식의 캐노피 시스템 적용은 확대되고 있다. 

금속 구조물을 이용한 캐노피에 주로 사용되는 구조물은 스파이더 형태의 금속 

구조물이다. 이 금속 구조물은 유리 모서리에 구멍을 뚫어 유리를 지지한다. 이러

한 시스템은 이미 유리를 주로 사용하는 커튼월 건물에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들

어서 캐노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캐노피에 이러한 시스템의 적용이 증가하

고 있는 것이다. 

포인트 글래이징을 이용한 캐노피는 최근들어서는 보다 다양한 형태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빗물이 지상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캐노피 끝부

분을 살짝 높혀 빗물을 내부 배수관을 통해 배출하기도 하고 곡면 형태의 디자인

으로 우수를 배출하기도 한다. 

일부 건물의 경우에는 금속과 유리가 매우 차가운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

통 처마의 모양으로 시공되는 경우도 있다.

캐노피를 구조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를 일반적으로 “스파이더”라고 

부른다. 캐노피에 사용되는 스파이더는 외기에 노출되고 빗물에 영향을 받기 때문

에 일반적으로 스테인레스를 사용한다. 

캐노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스파이더가 적용되고 있다.

기술 _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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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_ 06OPEN JOINT SYSTEM

최근 국내 건설업계에는 오픈조인트(OPEN JOINT) 

방식의 외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오픈조인트 방식의 커튼월이 국내에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고 기술적인 뒷받침 또한 충분하지 않아 설

계자나 건축주가 이를 적용하는데는 적극적이지 못

한 것이 현실이다.

금속패널의 이론과 설명을 실제적으로 설계에 반영

하기 위해서는 설계의 사례를 검토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러한 예로서 스테인레스를 이용한 

OPEN JOINT가 영종도 신공항 공항관리청사에 시

공이 완료되어 있다.  모든 금속재료의 표면이 그러

하지만 특히 스텐레스의 표면에서 실란트는 재료의 상징성이 주는 현대적이고 밝은 느낌을 

저해하는 요소가 됨으로써 실란트의 노출을 억제 해야할 필요성이 큰 재료중에 하나이다.

OPEN JOINT 공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자면 빗물이 침투하고자 하는 힘(중력, 운동에너

지, 표면장력, 모세관 현상, 기압차)을 미리 제거하는 것을 말하며 특히, 그 중에서 기압차에 

의한 물의 이동을 막는 공법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미국에서는 오픈조인트 공법이 단편적인 적용에 그치고 있는 경향이 있으나 유럽에서는 

WEATHER TIGHTENING의 2단계 방법의 적용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이 방법은 현재까지의 

오픈조인트 중 가장 진보된 것이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는 물

론 해외에서조차 이 공법의 설계 이론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설계자는 많지 않으며 대부

분 개념적인 이해에 그치고 있다. 

오픈조인트 공법이란 다시 말하면 'RAIN SCREEN원리'와 '등압설계'를 이해하여야 하며 이

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오픈조이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레인스크

린의 원리가 우선 정리된 후 등기압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 접급방법이다. 'RA IN 

SCREEN'이란 단지 외기에 노출된 벽 등에 빗물이 침투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며, '등압설계'는 내부와 외부의 기압차를 동일하게 유지시킴으로써 침투된 물

을 자연스럽게 외부로 배출시키는 원리를 말한다. 불꽃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연료, 열, 산소

가 있어야 하듯이 빗물 등이 외벽을 통해 내부로 침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요소 즉, 

물, 개구부(틈), 물이 개구부를 통하여 이동시키는 힘 등의 요소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를 제거하면 물은 건물 내부로 침투할 수 없다.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개구부를 없

애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개구부를 없애는 방법의 하나인 실링의 경우 철저한 품

질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관리 소홀로 내부로 침투된 물이 있을 경우 이것은 외부로 다시 

배출되지 않고 외벽 내부의 오염을 발생시키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때로는 내부에서 오염된 

물질이 다시 외부로 유출되어 건물 외벽을 더럽히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처럼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누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서는 커튼월 설계자는 오픈조인트 공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에는 여러 커튼월 시공업체들이 오픈조인트 공법을 적용하여 일체 SEALANT를 사용하

지 않고 외부에서는 자외선과 물에 강한 실리콘 가스켓을 사용하고, 내부에는 EPDM 

GASKET 을 사용하여 내부와 외부와의 기압차를 해소시키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등압설

계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가장 주된 요구사항은 RAIN SCREEN 뒤의 공기층 압력을 적어도 

외부의 모든 개구부에서 동시에 개구부들에 가해지는 외부 압력과 같아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압력이 낮다면 물이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픈조인트 형식의 채택은 스테인레스 패널은 상단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수평 보강재 즉 트

랜섬에 의해 연속적으로 고정되면서 자연스럽게 널려있는 형태이고 접혀진 패널의 날개가 

수직보강된 상황 하 에서 자중에 의해 자연스럽게 놓여지게 되므로 모든 방향으로부터 행사

되는 열신축이나 풍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설

계되었다. 즉 강제적인 나사못의 고정방법이 아니고 

패널의 형상이 자연스럽게 놓여지도록 고안 함으로 

해서 어떠한 변형도 일으키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오픈조인트 공법의 부수적인 요소들은 시공 

단가의 상승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

목에서 오픈조인트 공법은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킴은 

물론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경제

적인 공법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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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대표적 비정형 커튼월

최근의 건축물은 건축주와 건축가들의 요구에 의해서 점차 비정형의 형태를 띠는 것을 선호하고 있

다. 다양한 방법으로 비정형 커튼월이 시공되고 있으며, 최근 수년동안 비정형 커튼월의 대명사로 

손꼽히고 있는 해외 건축물들을 소개해 본다. 

영국 박물관, 런던

대영박물관으로 불리는 영국박물관의 지붕은 기존의 건물 광장을 도넛 형태의 새로운 지붕으로 덮

는 프로젝트이다. 약 6천m2의 면적으로 형성된 영국박물관의 지붕 공사는 최적의 유리 사이즈를 결

정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작업이었다. 이 공사를 위해 총 3,312개의 유닛이 제작되었다. 

모든 유닛은 각자 다른 모양으로 제작되었으며, 단지 중앙을 중심으로 대칭의 모양을 하고 있다. 

세이지 음악 센터, 게이츠 헤드

16년간의 계획기간을 거쳐 비누방울 모양을 본따 만든 이 건축물은 2000년부터 4년에 걸친 공사기

간을 걸쳐 완공되었다. Spencer de Grey에 의해 설계된 이 건축물은 약 14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

되었다. 

대영박물관의 지붕이 삼각

형의 유리유닛의 조립, 용접

으로 시공된 반면에 이 건물

의 외벽은 각기 다른 형태의 

사격형 유닉이 적용되었다. 

사각형의 각기 다른 모양의 

유닛이 선택된 것은 빠른 시

공과 제조 원가의 절감을 고

려했기 때문이다. 

Zlote Tarasy, 바르샤바

폴란드의 대형 쇼핑몰인 Zlote Tarasy는 10,200m2 면적의 투명한 지붕을 볼록하거나 오목한 형태의 

기하학적 외벽으로 구성하였다. 

다른 일반적 형태의 건물 사

이에서 외벽의 모양이 물흐

르는 듯 자연스럽게 연출하

는 것이 이 공사의 가장 중

요한 초점이 되었다.

대영박물관의 삼각형 형태

의 유리 유닛이 적용되었다.  

Detail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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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

# 1

월트디즈니 콘서트 홀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의 외벽

은 스테인레스 스틸 패널이 

적용되었다. 내부는 목재를 

많이 사용하여 부드러운 느

낌을 주고 외부는 유리와도 

같은 스테인레스 스틸 패널

을 사용하여 미려함과 첨단 

건축물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 

밀라노 건축박람회장 지붕

밀라로 박람회장의 명물로 자리잡은 이 건축물은 알프스

산맥의 파노라마를 반영하고 있다. 건축가 Massimiliano 

Fuksas의 의도가 반영된 이 건축물은 유리커튼월이 더 

이상 단조로울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수많은 마

름모꼴의 유리가 기하학적으로 연결된 이 건축물은 국내

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는 국내 건축가 및 건축가에게 좋은 표본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 건축물은 폭 30미터에 길이

가 1300미터에 이르고 면적은 530,000m2이다.

이 건축물의 배수시스템도 지붕의 가장자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시스템이 아닌 분화구 

형태의 홀을 따라 처리되도록 했다. 내부로 흘러들어온 비와 눈을 별도의 시스템으로 배수처리하

도록 설계되었다. 물결치는 모양을 가능케 한 것은 마름모꼴의 유리모양 때문이다. 이 마름모꼴 

유리창은 평평한 면은 물론 급격히 경사지는 곡면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급격한 곡면의 시

공을 위해 독특한 모양의 연결구가 적용되었으며, 이 시스템에 의해 이 건축물의 실현이 가능케 

되었다.

BMW월드, 뮌헨

뮌헨의 올림픽 공원 옆에 자

리하고 있는 BMW 월드는 

2,500개의 독특한 모양의 

유닛으로 구성되었다. 스틸

커튼월의 표현력을 최대한 

살린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

는 이 건물은 삼각형의 유닛

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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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금속&창호

디자인과 기능성을 겸비한 폴딩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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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다. 개방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폴딩도어는 에너지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취약했던 것이 사실

이다. 

국내에 아직까지 폴딩도어의 수요가 많지 않고 적용 부위마다 다른 모양을 요구하고 있기 때

문에 국내에서 금형을 개발하고 다양한 하드웨어를 개발하여 상용화하기에는 시장이 작다.

폴딩도어는 사용 목적에 따라 외부와 실내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도하고 때로는 최대의 개방을 요

구하는 곳에 사용된다. 

최근에는 기능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단열성능을 겸비한 폴딩도어가 선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

의 한 주택에 설치된 이 폴딩도어는 외부의 강한 충격에 안정성을 보이면서도 뛰어난 단열성능을 보

여주고 있다. 

도어를 최대한 개방했을 때에는 실내와 실외를 완전히 하나의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면서도 문을 

닫았을 때는 다른 일반적인 도어와 마찬가지로 단열성능 수밀성능 및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

고 있다. 

최근에 소개된 이 폴딩도어가 뛰어난 수밀, 기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은 바닥 레일의 두께를 최소화 

했기 때문이다. 레일의 두께를 최소화 하면서도 잠금장치를 눈에 띄지 않도록 내장한 것이 이 폴딩도

어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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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금속&창호

낡은 건물에 활력을 불어넣은 
리모델링과 금속 구조물

매우 창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메인 건물에 부속된 이 캐노피 형태의 구조물은 

학생들에게 보다 신선한 영감을 불어넣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이곳의 기온은 여름에는 쉽게 30도 중후반으로 올라가며 낮은 습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기후를 감안하여 금속구조물은 보다 시원하고 개방된 느낌을 준다. 

대학 캠퍼스 내에 위치한 이 건물은 기후와 용도를 고려하여 빛을 관리하고 온도

를 관리한다. 부속으로 설치된 이 금속구조물은 이러한 건물의 용도를 보완하며 

금속과 목재를 활용하였다.

멕시코의 한 대학 캠퍼스내에는 금속 구조물을 활용하여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기능을 더욱 향상시킨 구조물이 주목을 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목적으로 시공된 이 건물의 눈에 띄는 구조물은 메인 건물

과 조화를 이룬다. 

이 금속 구조물의 역할은 기존 건물에 활력을 불어넣는 용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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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금속&창호

접합, 강화유리 사용으로
유리난간 사용 확대

유리난간은 강화만 하였을 경우에는 파손 시 유리조각이 낙하하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유리난간에 아직도 접합유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파손 시 2차 피해의 우

려가 높다.

미국의 경우에도 최근 유리 난간에 대한 규격을 강화한 이후에 유리난간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유리난간은 시야의 개방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국내에서도 많은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시야에 방해가 되는 부속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 최근의 특징이다.

강화, 접합유리를 사용한 유리난간의 적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리난간은 매우 주목할 만한 난간 시스템임에는 

틀림없다. 강화 및 접합, 가공 후에 사용되는 유리난간은 다른 어떠한 난간의 안전성과 비교

해 도 부족함이 없다.

최근 유럽은 유리난간에서 부자재의 면적을 최소화하는 형식이 인기를 끌고 있다.

기존에 유리의 고정을 위해 사용되었던 고정 장치 없이 최대한 유리의 면적을 확보하는 형식

이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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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미래의 건축 디자인에는 어떤 테마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BAU2013에서 건축가들의 포럼과 전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 

BAU2013은 다양한 포럼과 모든 분야의 건축관련 참가업체들이 제공하게 된다.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건축이다. BAU2013의 가장 큰 테마는 역시 건

축의 지속가능성이 될 것이며 가장 뜨거운 토론의 주제가 될 것이다. BAU와 연합된 유럽의 여

러 협회들은 2011년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지속가능성에 대한 뜨거운 토론을 전개할 예정이다. 

BAU박람회에서의 최근 실적들은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지속가능성은 건

물의 수명 및 사회와도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가까운 미래에 건물의 평가와 테스트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은 역시 지속가능성이다. 빌딩의 지속가

능성은 건물 개개의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

와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가 초점이 될 것이며 포

럼과 전시를 통해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

을 수 있다. 

에너지 2.0

최근 새롭게 만들어진 용어인 '에너지 2.0'은 인터

넷 용어 Web 2.0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용어다. 

Web 2.0은 새로운 웹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

하고 있으며, Energy 2.0 또한 새로운 에너지 패

러다임을 의미한다. 에너지 2.0은 기존의 에너지 

개념이 아닌, 기존의 화석 에너지와 새로운 개념

의 에너지와의 조화가 초점이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사용과 이러한 에너지 생

산 기술을 창호 및 커튼월 등의 부분에 어떻게 접

목할 것인지가 이번 BAU2013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21 세기의 도시 개발

이미 전세계 인구의 절반은 도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전문가들은 2050년이면 전세계 인구의 

75%인 90억명이 도시생활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BAU2013은 향후 다가올 미래의 도시에 대

한 계획을 제시하게 된다. 이미 독일은 인구의 3/4

신경향

 BAU 2013, 지속가능성이 빌딩산업에 영향을 미치다

1월 14일부터 19일까지 뮌헨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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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향

이 도시생활을 하고 있다. 공급되는 

에너지의 40%는 건물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이중 75%는 냉난방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21세기의 도시

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향후 다가

올 미래의 에너지 관리의 중요성을 말

해주고 있다. 

한편 많은 부분의 에너지는 이동을 

위해 소비되고 있다. 향후에는 업무를 

위한 상업용 건물과 주거를 위한 건물

과의 상호 통합도 도시 설계 부문에

서 주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BAU 2013

BAU2013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건축박람회로 알려져 있다. 이번 박람

회는 2013년 1월 14일부터 19일까지 

독일의 뮌헨에서 개최된다. 약 40여개

국으로부터의 2천여개의 업체가 전시

에 참가하며, 24만여명이 전시장을 관

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지속가능한 건축물을 

테마로 각종 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며, 

많은 업체들이 같은 주제로 신제품과 

새로운 기술들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창문과 문 (B4 홀, C4)

창과 문 부문은 BAU에서 오랫동안 주요 시리즈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목재, 

플라스틱, 유리, 알루미늄 등 모든 소재의 창과 문을 소개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의 태양광 이용 기술은 창 및 외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번 박람회는 창과 커

튼월이 어떻게 태양광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건물 외벽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유리의 이용이 관심의 초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알루미늄 프레임은 태양광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도 주요 초점이다. 

알루미늄 (홀 B1/B2/C1)

BAU2013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분야는 건물의 외벽 분야이다. B1과 C1은 알루미

늄 커튼월을 주제로 전시되며, B2는 스틸을 비롯한 알루미늄 외의 다양한 외장 금속재로 구

성된다. 

최근 건축물은 비정형 입면을 선호하고 있다. 알루미늄과 유리를 이용한 비정형 커튼월의 모

든 기술을 선보이게 된다. 

또한 최근 경쟁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초고층빌딩에 대한 기술들이 선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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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구조를 단순화한 조립식 경량칸막이

        
천장의 경량틀 조립체 

본 고안은, 내측의 메인프레임과 외측의 보조프레임이 일체로 형성된 이단지주프레임을 형성하고, 상기 

한 쌍의 이단지주프레임을 메인프레임이 대향하도록 이격시켜 메인프레임의 외측(양측)에 전면판과 

배면판의 접속하여 일체형으로 형성하며, 각 보조프레임의 외측에는 측면캡을 일체형으로 씌워 형성한 

조립식 경량칸막이다.

메인프레임과 보조프레임이 일체로 형성된 이단지주프레임에서 메인프레임의 외측(양측)에는 전면판과 

배면판의 일체형으로 접속하여 줌으로서 구조를 단순하게 하고 용이하게 조립할 수 있으며, 중량을 

가볍게 하여 용이하게 다루거나 운반할 수 있으며, 각 이단지주프레임의 외측 보조프레임에 씌워지는 

측면캡의 모양과 색상을 다양하게 함으로서 외관을 더욱 미려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

본 고안은 화장실용 칸막이와 같이 건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방(실내)으로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조립식 경량칸막이를 개선한 것이다.

본 고안은 이격된 프레임의 전면과 배면에 전면판과 배면판을 각각 부착하여 일체형으로 형성하고, 

전면판과 배면판과의 사이에 중간심재를 내장하며, 상단과 하단에 지지바를 결합한 것에 있어서, 상기 

프 레 임 을  내 측의  메 인 프 레 임 과  외 측의 

보조프레임이 일체로 형성된 이단지주프레임으로 

형성하고, 한 쌍의 이단지주프레임을 대향시켜 

메인프레임의 외측(양측)에 전면판과 배면판의 

결합하여 일체형으로 형성하며, 메인프레임의 

외측(양측)에 결합된 전면판과 배면판과의 사이에 

중간심재를 내장하며, 각 보조프레임의 외측에는 

측면캡을 일체형으로 씌워 결합한 것을 조립식 

경량칸막이를 제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고안의 또 다른 목적은 사각틀을 형성하는 

이단사각틀을 형성하는 이단지주프레임의 외측 

보조프레임에 측면캡을 씌우되, 측면캡의 모양과 

색상을 다양하게 함으로서 외관을 더욱 미려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된 조립식경량칸막이를 

제공하려는데 있다.

본 발명은 천장의 경량틀 조립체에 관한 것으로서, 

나사결합을 통해 천장패널에 대한 결합을 견고히 

하고,  결합된 나사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깔끔한 외관을 갖도록 한 천장의 경량틀 조립체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천장의 슬래브에 고정된 행거볼트 및 이 

행거볼트의 하단부에 결합된 행거에 걸려 지지된 

복수의 지지바의 하단부에 결합되며, 지지바에 

대하여 수직한 방향으로 배치된 복수의 고정바의 

하부에 결합된 복수의 천장패널을 고정바에 

결합시키는 결합조립체를 포함하는 천장의 경량틀 

조립체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천장패널은 외측을 

향해 절곡된 절곡편을 포함하되, 상기 절곡편은 

이웃하는 천장패널 간에 서로 중첩되도록 배치되고, 

상기 결합조립체는, 중첩된 절곡편의 저면에 

배치되며, 양측에는 피걸림부가 형성되고 나사공을 

포함하는 홀더의 나사공을 통과하여 중첩된 

절곡편을 고정바에 고정시키는 고정나사, 그리고 

상기 홀더의 하방에 배치되어 홀더를 차폐하며, 상기 

홀더의 피걸림부에 결합되는 걸림부가 형성된 

제1조이너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천장의 경량틀 조립체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천장의 경량틀 조립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웃하는 천장패널의 절곡편이 서로 중첩된 상태에서 고정나사에 의해 고정바에 고정됨으로써, 

결합상태가 견고 하게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풍압이 천장패널의 상방에서 천장패널의 하방을 향해 작용되더라도, 천장패널이 낙하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또한, 절곡편을 통해 노출된 고정나사는 홀더 및 제1조이너에 의해 차폐됨으로써, 시공된 천장패널의 

외관이 깔끔한 효과가 있다.

특허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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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들, 불황에도 건설R&D 투자 지난해 보다 늘렸다 

엔지니어링 해외수주 5% 점유 목표

건설업체들이 장기불황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연구개발 

투자비를 전년대비 22%나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 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건설업체들이 연구개발에 투자

한 비용은 총 9085억6900만원으로, 전년 7454억9600

만원 대비 1630억7300만원이 늘어 증가율이 21.9%에 

달했다.

이와 함께 연구기관수도 1425곳에서 1627곳으로 202개

(14.2%) 증가했고, 연구원수는 6317명에서 6861명으로 

544명(8.6%)이 늘어나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연구

원 1인당 연구개발비도 평균 1억3243만원으로 전년비 

12.2%(1442만원)가 증가했다.

건설업체들의 연구개발비 투자는 연도별로 2005년까지 

6000억원대를 유지하다가 2006년 3816억원으로 급감

했고 이어 2007년 5443억, 2008년 6449억원으로 회복

했으며 2009년 8493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0년 

다시 7455억원으로 떨어졌었다.

연구기관수와 연구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연구

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 2005년까지 2억원 내외를 유지

하다 2006년 9944만원으로 급감했고 2009년 1억3542

만원으로 회복됐다가 떨어졌었다.

주체유형별로는 대기업이 연구기관 63곳, 연구개발비 

3352억9100만원, 연구원수 1416명(1인당 2억3679만원)

으로 집계됐고, 중소기업은 1351곳, 5157억3300만원에 

1351명(1억1428만원), 벤처기업은 213곳, 575억4500만

원, 932명(6174만원)으로 나타났다.

색체질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서 ISO 등 국제표준에 

맞는 품질관리체계(품질경영·평가 등)를 정립하고 품

질교육 및 공사현장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한다. 또 전

국단위의 시공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전문기관이 통일

된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심사하도록 개선한다.

  시설물관리단계에서는 선제적·국민체감형 시설물 유

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역량 결집=전방위적 건설엔지

니어링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내 ENG

기업의 해외진출에 유리한 전략국가를 선정하고, 해당 

국가의 법·제도 연구를 통해 진출전략 수립, 정보 등

을 제공한다.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추

진방향은 ‘건설기술 기술 5대강국’ 진입을 위해 작년 

1.9%였던 엔지니어링 해외수주비율을 2016년에는 5% 

점유하고, 건설업체 설계경쟁력도 작년 19위에서 10위

로 끌어 올린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를 위해 △건설기술 경쟁력 기반 구축 △건설 단계별 ‘

소프트’ 역량 강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역량 결집 등 

3대 주요전략과 13개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	 건설기술 경쟁력 기반 구축=기술인력 분야에서는 글

로벌 환경에 맞는 인력관리와 시장친화·미래형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건설정보분야에서는 정보표준화 및 통신기술 융·복

합 연구를 촉진하고 R&D·신기술분야에서는 그린스

마트 건설기술 개발과 기술 실용화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민간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 예산지원을 올해 

40억원에서 2014년 50억원, 2016년 60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 건설단계별 ‘소프트 역량 강화’=계획·설계단계에서는 

기술력 중심 발주·심의, Global·User지향 기준 정비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기술력 중심의 기술제안입찰을 

활성화하고 낙찰자 결정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설계·

시공기준을 코드화하는 등 기준의 컨텐츠를 총체적으

로 정비한다.

  시공관리단계에서는 현장 밀착형 품질·안전관리, 녹

전문건설사들 침체, 불공정하도급에 직접적 영향 받아

건설경기 장기침체에 따라 하도급업체들이 물량감소 뿐 

아니라 불공정하도급으로부터도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카 중앙회(회장 표재석)가 최근 발

간한 ‘2011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

면, 지난 2011년 전문건설공사 수주실적 총액은 71조

498억원으로 전년 대비 5.0% 감소했다.

원도급시장은 총 수주액이 21조6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9% 상승했고 1건당 수주규모도 4700만원으로 전년도

와 비슷했으나, 동일 항목에 대한 하도급시장의 상황은 

심각했다. 하도급 총 수주액은 49조9808억원으로 전년

에 비해 무려 7.9% 급감했고 1건당 수주규모 역시 3억

3200만원으로 11.2%나 감소해 대비를 이뤘다.

경기침체에 따른 물량감소가 원도급 시장보다는 전문건

설사들이 집중하고 있는 하도급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

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도급시장은 이 같이 수주실적이 

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불공정거래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았다.

불공정특약을 강요받은 비율이 20.4%로 전년 대비 

6.5%p 증가했다. 불공정특약의 유형은 민원처리부담 전

가가 29.9%로 가장 높았고 물가변동 미적용(28.1%), 추

가공사비나 설계변경 미반영(26.5%), 4대보험료 전가

(9.7%) 등이 뒤를 이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분포 현황

전국(정회원)                                                                                                                                                                                    2012년 11월 기준

서울시(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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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lf Rules

골프는 복잡한 룰만큼이나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된다. 이번 호에는 아마추어 경기에

서 주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리해 본다. 

Address(어드레스) 플레이어가 티 그라운드에 볼을 치기 위해 발의 위치를 정하고 클

럽헤드를 지면에 놓아둔 채로 있는 상태. 셋 업(Set up)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Albatross(알바트로스) 규정타수보다 3타 적은 수로 홀 인하는 경우로 파 5홀에서 2

타에 컵인 되었을 때를 말한다. 

Approach(어프로치) 가까운 거리에서 핀을 조준하는 것을 말한다. 

Average golfer(애버리지 골퍼) 일반 골퍼들 중 핸디캡이 18~15 정도의 사람으로 1라

운드를 평균 90~95전후로 끊는 플레이어를 말함. 

Average score(애버리지 스코어) 여러 번의 스트로크 플레이로 각 홀의 합계 타수를 

평균한 스코어. 

Back spin(백스핀) 공의 역 회전. 로프트가 있는 클럽을 바르게 친 공은 백 스핀(Back 

spin)으로 나타난다. 

알면 도움이 되는 골프 규칙
Back tee(백티) 일반적으로 그린에서 가장 멀리 있는 

티 그라운드(Tee ground)를 말한다. 그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티 그라운드를 프런트 티(Front tee) 

라고 부른다. 

Birdie(버디) 한 홀에서 파 보다 한 타 적은 타수를 

말함. 

Blind hole(브라인드 홀) 티 그라운드에서 그린이 보

이지 않는 홀을 말한다. 

Bunker shot(벙커 샷) 벙커 안에 떨어진 공을 그린 또

는 페어웨이(Fairway)로 쳐내는 타법을 말하며, 벙커 

안에서 클럽이 모래에 닿게 되면 벌 타가 부여된다. 

Caddie(캐디) 플레이어를 따라다니면서 클럽 등을 

운반해 주는 사람. 룰(Rule)상으로는 플레이어의 유일

한 원조자가 되는 셈이며, 캐디의 조언을 받아도 무방

하다. 

Carried honor(캐리 오너) 전 홀에서 동점이 된 경우, 

다음 홀에서도 이전 오너가 우선권을 갖고 있는 것. 

Carry(캐리) 사전 상으로 볼이 날아간 거리. 골프에

서는 볼이 공중을 나는 거리를 말한다. 

Casual water(캐쥬얼 워터) 코스의 장애로써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고, 비 따위로 괸 물이라는 뜻. 골프에

서는 코스 내에서 우연히 생긴 일시적인 습지로 워터 

해저드와는 다르게 구분된다. 

Champion course(챔피온 코스) 공식 선수권 경기

를 할 수 있는 정규의 설비를 갖춘 코스로 홀수는 18

홀, 전장은 6,500야드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Chip in(칩인) 칩샷으로 볼이 홀에 들어가는 것. 

Club face(클럽 페이스) 실질적으로 공을 치는 타구 

면으로 채의 종류에 따라 모양이 다양할 수 있다. 

Concede(컨시드) 홀 매치 경기에서 상대방이 볼을 

원 퍼트로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 실지로 

퍼팅이 있기 전에 상황을 인정 하는 것으로, 스트로

크 플레이 에서는 허용치 않음. 

Course rate(코스 레이트) 기준이 되는 플레이어의 

플레이를 기준으로 그 코스의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

하여 정한 코스의 난이도. 

Divot(디봇) 볼을 쳤을 때 잔디나 흙이 클럽헤드에 닿

아 파여진 곳. 

Dog leg(도그 렉) 개의 뒷발처럼 굽은 홀. 골프에서 

우측이나 좌측으로 굽어져 있는 홀을 말한다. 

Down blow(다운 블로우) 탑 오브 스윙(Top of 

swing) 에서 내려친 클럽헤드의 중심이 최저점에 이

르기 전에 볼을 치는 것. 

Down hill lie(다운 힐 라이) 공이 내리막 경사에 위치

하고 있는 상태. 

Draw(드로) 우 타자의 경우 좌측으로 공이 휘어지는 

볼. 의도적으로 한 샷을 드로우 샷(Draw shot)이라고 

한다. 

Drop(드롭) 경기 중 볼을 잃어버렸거나 장애지역 또

는 도저히 경기가 불가능한 위치에 볼이 놓여 있을 

때, 경기가 가능한 위치에 볼을 옮겨 놓거나 새로운 

볼을 다시 놓는 것을 말한다. 

Edge(에지) 홀, 그린, 벙커 등 홀의 요소들의 구획을 

결정짓는 가장자리. 

Fade(페이드) 우 타자의 경우 우측으로 공이 휘어지

는 볼. 의도적으로 한 샷을 페이드 샷(Fade shot)이라

고 한다. 

Fairway(페어웨이) 티 그라운드와 홀 사이에 길게 잔

디가 잘 정비되어 있는 것. 

Flat swing(플랫 스윙) 클럽의 톱 스윙이 직각으로 휘

두르는 것. 특히 키가 작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스윙. 

Fore caddie(포어 캐디) 경기요원이 고용한 캐디의 

한 사람으로 경기 시 목표가 분명치 않을 경우 그 보

조 경기진행캐디를 전방에 세워 놓는다. 경기 시 국외

자로 취급한다. 

Foursome(포섬) 매치플레이(Match play)의 일종. 두 

사람이 다른 두 사람과 대항하고, 각 조가 한 개의 공

을 교대로 타구 하는 경기방식의 일종. 

Front tee(프런트 티) 티 그라운드 중 홀과 가장 가까

운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보통 여성을 위한 경우와 일

반인들이 티 샷(Tee shot)을 이곳에서 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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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이야기

아무 도전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가죽신을 신으면 편안하고, 나막신을 신으면 위태롭다.

그렇지만 편안하면서 방심하기 보다는 위태로우면서 스스로 지키는 것이 낫다.

유신환(조선	학자)

유신환은	주자학자로서	많은	제자를	길러냈고,	시무(時務)에도	밝아	군역제·적서차별의	개혁을	주장한	인물이다.	

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말한다.	“편안한	삶에는	성장이	없다”라고.

뭔가를	시도한다는	것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험은	지속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곧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생과	사업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것도	감수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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