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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바야흐로 봄이다.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은 가고 만

물이 소생하는 계절이 유난히도 반갑다. 계절은 봄

에서 다시 겨울로 돌아가는 법이 없다. 겨울을 인내

한 모든 생물이 꽃을 피우고 또 다시 열정적인 여름

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우리 금속구조물창호 업계는 예전에 없었던 

침체를 겪고 있다. 밖으로 유럽의 금융위기의 여파

를 피해갈 수 없었고 내부적으로는 건설경기의 침

체를 체감해야 했다. 

지난해에는 중견 금속구조물창호업체 여럿이 위기

를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접어야 했다. 

저가수주로 인한 경영악화가 대부분의 원인으로 지

적되고 있다. 

공사업의 특성상 일감이 떨어지면 회사는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손해를 감수

하고 수주를 해야하는 악순환이 더 이상 영업을 영

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한편 돌이켜보면 지난해 문을 닫은 다수의 업체들

의 특징은 자체 기술이 취약한 상태에서 가격에 의

한 경쟁으로 일관했다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 

경기가 어렵고 국내 건축규모가 축소되어도 이익을 

창출하고 회사규모를 착실히 키워나가는 업체들도 

많다. 

꾸준히 기술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적정수준

의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는 건실하고 본받을만한 

기업도 적지 않다.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 수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회사도 있다.

국내 시장에서 축적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 동

남아, 캐나다에서 괄목할만한 수주를 이루어내는 

금속구조물창호업체들도 주목을 끈다. 

올해의 건설경기 전망도 지난해와 다르지 않을 전

망이다. 겨울이 추울수록 봄의 꽃송이가 더욱 화려

한 것처럼 어려운 환경을 잘 버티고 인내하고 미래

를 준비해온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련은 곧 축복이다. 시련 없이 성공한 사람이 없고 

고통 없이 견실한 기업으로 거듭난 회사도 없다. 

최근 수년간의 힘든 시기는 살아남은 기업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이며 사업을 꽃피우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을 것이다. 

내실을 다지고 자기만의 탁월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

들에게 이 봄은 약속의 계절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전태환
현대안전산업(주) 대표이사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협의회 서울운영위원

미래를 준비해온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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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갤러리

도시적 느낌의 유리방음벽

투명유리 방음벽은 뛰어난 차음성능은 물론 도시 경관과 잘 조화된다. 

최근에는 직선형이 아닌 곡선형의 방음벽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6mm 강화유리가 사용되고 있으며 상단의 곡면 부위에는 폴리카보네이트가 

적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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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갤러리

현장

갤러리

철재 프레임에 직접 유리가 취부되기도 하고 보행

이 많거나 미관을 고려하는 현장에는 금속 구조

물을 이용하여 유리를 고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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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갤러리

디자인이 부각된 버스 승강장

버스 승강장이 변하고 있다.

최근 시공된 버스 승강장은 비를 막아주는 기능적인 면은 물론 미려한 디자인으로 도로 경관을 향상

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LED를 이용한 조명이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겸비한 버스 승강장도 등장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독특하고 눈에 띄는 디자인을 적용한 버스 승강장 설치가 증가하고 있다.

군산시는 800여개의 버스 승강장을 현대적인 디자인의 승강장으로 교체하고 있고, 청주는 LED 조명

을 설치하고 여성 이용자를 위해 전면을 유리로 설치하는 버스 승장장도 적용하고 있다. 

대구시도 최근 100여곳의 버스 승강장을 대구시의 이미지에 맞게 수리 및 교체했다.

금속창호_2013 봄호 내지.indd   7 2013-04-10   오후 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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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PV는 건물 일체영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말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발전에 대한 전세

계적인 관심이 고조되면서 커튼월 관련업체들에게는 새로운 도전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

생에너지센터의 정의를 인용하면 “건축물 자재와 일체화된 태양전지모듈로서 BIPV 태

양전지 모듈은 필요한 건축물의 외장 자재의 일부 기능을 변경하여  전기생산과 건축자

재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현재 많은 건축물에서 신재생에너지 활

용 방안으로  태양광을 적용하고 있으나 지붕 및 주차장등의 여유 공간에 태양전지를 

거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건물과의 디자인적 융화가 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BIPV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서 건축외장재를 대체하여 전기적, 건축적 

성능을 동시에 만족하고 대체재로서 비용을 절감시키고, 건축외피 디자인과의 조화로 

건물의 부가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BIPV시스템은 전기적 구성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상용화 되어 있는 PV(Phovoltaic)시스

템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력회사의 전력계통과 연계하여 운전하는 계통연계형과 배전

선과 연계되지 않은 독립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BIPV의 경우 건축물에 적용되는 특

성상 건축물의 전력계통과 연계하는 계통연계형이 주를 보이고 있으며, 설치 환경 및 조

건에 따라 독립형을 사용하는 실정이다.

태양광 발전과 BIPV

국내기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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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부위 설치 형태 특징 사례

벽

•벽면 외장재형

-   벽체 외장재로서 태양광 모듈을   

적용시킨 타입

-   디자인적으로 주변 외장재와의 

마감 및 조화가 중요

•커튼월(CurtainWall)형

-   커튼월 창호 비젼부에 태양광 

모듈을 적용시킨 타입

-   용도에 따라 투과율 조절 및 단열 

성능을 확보하여 건축적 성능을 

만족

•스팬드럴(Spandrel)형

-   스팬드럴 구간에 태양광 모듈을   

적용시킨 타입

-   투과율이 필요 없는 구간이어서   

고효율/고성능의 제품을 적용, 

발전량을 극대화함

창호 •창재형

-   건축물 창호부에 태양광 모듈을   

적용시킨 타입

-   일반적으로 전기적 배선을 

고려하여 고정형 창호에 주로 

적용

차양시설

•캐노피(Canopy)형

-   캐노피에 태양광 모듈을 적용시킨 

타입

-   차양 및 비가림의 성능을 

만족하면서 태양광에너지 활용이 

가능

•차양형

-   창에 부착되는 차양시설 및 

루버등에 태양광 모듈을 적용시킨 

타입

아트리움 •천창형

-   상부 천창에 태양광 모듈을 적용 

시킨 타입

-   셀배치 및 투과율 조정을 통해 

자연채광 유입을 조절

기술 _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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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 1

 BIPV시스템은 건축외장재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축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할 점들이 있다. 

이에 디자인적 활용을 위한 요소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며 국내 BIPV시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고

려하였다.

구분 고려요소 종류 내 용 예 시

패터닝

건물 외피

디자인적

포인트 적용 

및 기존 건물 

패턴과의 융화 

결정형

-   일반적으로 모듈 내 셀은 균일하게 

배치가 되어 패턴을 형성하고 있으나 

이의 조정을 통해 디자인적 요소로 

활용이 가능함

박막형

-   모듈내 셀의 간격을 조정함으로서 

투과율 조정 및 패턴을 나타낼 수 

있으며 전통 창호와 같은 문양 및 패턴 

적용이 가능함(효율 하락 및 단가적 

문제를 고려해야 함)

더미*

BIPV설치면과 

관찰자와의 

거리를 

고려, 시각적 

통일감과 

경제성의 

동시 획득 

결정형

-   발전이 불량인 셀을 이용하여 모듈을 

제조하는 방식과 셀 모양으로 유리에 

스크린 인쇄하는 방식이 있음

-   불량셀 이용시 기존 모듈과 일치하나 

제조단가가 상승함

박막형

-   기존 모듈을 커팅하여 적용하는 

방식과 스크린 인쇄하는 방식이 있음

-   박막형의 경우 기존 모듈을 커팅하는 

제조 공정의 추가로 인해 제조 단가 

차이가 큼

결합방식

창호부에 적용되는 BIPV시스템의 경우 프레임의 캡(Cap) 적용을 지양하고 모듈과 모듈사이의 마감을 실

런트로 하여 모듈내 음영의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건물 외피의 디자인적 통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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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장성을 높이기 위한 캡 적용시 모듈내 음영을 고려하여 높이나 폭등을 조절,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열

현재 BIPV시스템의 건축 외장재로서 단열 성능 기준으로 참고할 것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

칙’[국토해양부령 제458호, 시행일 2012. 4. 30, 일부개정]에 의한 [별표 4]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

율표(제21조제1항제1호 관련)와 개정이 예정중인‘’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국토해양부고

시 제2012-1473호]등이 있다.   건축물의 지역적 위치 

및 BIPV시스템의 설치 부위에 따라 단열 기준은 차이

를 보이고 있으며 건물의 열손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면서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다.

차양 및 실내공간 조도 조절

일반적으로 시중에 적용되고 있는 결정형 및 박막형 

BIPV 모듈은 유리사이에 셀이   적용되는 특성상 차양

적 효과를 가지게 된다. 결정형 모듈의 경우 셀과 셀사

이의 간격을 조정함으로서 빛의 실내 유입을 조절할 수 

있게 되나, 셀의 모양이 실내 바닥에 비치게되어 실내 

공간 조도에 있어 균일성이 떨어지게 된다. 박막형의 경

우 셀의 투과율을 조절하여 빛의 실내 유입을 조절하며 

균일성 확보를 통한 재실자의 쾌적성이 증대되어 창호 

대체재로서는 더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술 _ 01

BIPV용 프레임의 다양한 적용 방식

결정형 BIPV

박막형 BIPV

금속창호_2013 봄호 내지.indd   11 2013-04-10   오후 6:44:49



12

방음벽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

국내기술

# 2

일본이 전국 고속도로망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대표적인 신재

생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자국 내 태양광 산업의 성장에 

기폭제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총 연장 약 9000㎞에 달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태양광 발전 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

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변의 유휴 공간은 규모가 방대한데다, 임차료가 저렴

하기 때문이다. 실제 선진국의 경우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할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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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_ 02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오레건 주에서도 지난 2008년부터 고속도로변 제방

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 운영중이다. 

　

일본 고속도로 관리 업체들은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조량이 많은 도시 주변의 고속

도로변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샤프·도시바·교세라 등 주요 태양광 

발전 업체들에게 유휴 공간을 저렴한 임대료로 빌려줄 계획이다. 임대료 수입을 고속

도로 업체들의 부채 상환 등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일본 고속도로 

관리 업체들은 일부 구간의 제방과 요금소 지붕, 주차장 빌딩 등에 태양광 패널을 설

치하기도 했다. 

　

일본의 이처럼 적극적인 행보는 최근 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

성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지난 2004년만해도 일본은 태양광 발전 용량에서 선두를 

달렸었다. 하지만 그 이후 유럽이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는 중국이 태

양광 패널 생산 능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떠올랐다. 고속도로변에 태양광 발전 설

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은 자국 내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도 더 끌어올리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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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전역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2800만KW급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약 530만 가구의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포괄적인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스템이 상

용화하면 아직은 취약한 태양광 발전의 원가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해외 태양광 방음벽 적용 현황

지난 2010년 개통한 제2게이한고속도로의 방음벽에는 1,96m X 0.51m의 직사각형 모양의 모듈

이 설치되었다. 

각 모듈은 68개의 태양전지로 

구성되어 있고 2,400평방미터

의 면적에 2,37장의 모듈을 설

치되었다.

모두 4개의 톨게이트 요금소 

위에 설치된 이 발전설비는 

120KW로 4개의 톨게이트에 

필요로 하는 전력의 15~20%

를 충당 할 수 있어서 년간 약 

150만엔의 전기료 절감과 42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

대된다고 한다.

모듈을 양산형이 아닌 특수형

으로 주문 제작했고 교통사고 

파손 우려 때문에 지상에서 

30m정도에 설치하고 기타 배

선을 안쪽으로 배치하는 비용 

등의 특수 비용 증가로 총 비

용은 약 4억5천만엔으로 상당

히 많이 들었다고 한다.

이 비용은 모두 서일본고속도

국내기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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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회사가 사회적 책임 비용으로 보

고 지불했다고 한다.

독일의 경우 뮌헨시 A92 Mortorway 

도로변 1km 구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전력량

(500KW)은 가정용으로 설치되는 태

양광판의 전기용량(3KW) 기준으로 

약 170가구가 사용 가능한 양이다. 

Emden의 방음벽 구간에는 태양광 

발전판이 설치되어 약18가구가 사용

할 수 있는 전력량(55KW)을 생산하

고 있다. 또한 A3 Highway 2.7Km 터널 지붕에 태양전지판을 설치하여 가정용 태양광발전 용량 

기준으로 환산시 약 930가구에 설치해야 얻을 수 있는 전력량(용량 2,800KW)을 생산하고 있으

며, 약1,100만유로가 건설비로 소요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도로변에 태양광판을 설치하여 240가구가 가정용 태양광판을 설치하여야 얻을 

수 있는 전력량(730KW)을 얻고 있다.

호주 멜버른의 Essendon 공항 근교 Tullamarine - Calder Interchange에는 설치용량 24KW의 

박막형 태양전지 모듈이 설치되었으며, 15년 안에 설치비용의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술 _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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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형 승강장 스크린 도어

국내기술

# 3

철도 승강장에 설치되어 평상시에는 굳게 닫혀 있지만, 열차가 도착한 뒤 승객을 받기 위

해 지하철 열차의 출입문이 열림과 함께 스크린도어의 출입문이 자동적으로 열리고 지하

철 열차의 출입문이 닫히면 이에 따라 스크린도어의 출입문이 닫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평상시에 굳게 닫혀 있기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면 선로 투신자살을 포함한 선로 추락사

고를 스크린도어가 없을 때와 비교해 무려 90% 가량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난간형 스크린 도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난간형 스크린도어는 기존의 밀폐형 스크린도어 및 반밀폐형 스크린도어에 비해서 초기 

설치비가 저렴하다는 측면과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국내 기술에 의해 난간형 스크린도어는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2014년부터 본격적으

로 시공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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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_ 03

특히 최근에 개발이 완료된 난간형 스크린도어는 일체형 조립제품으로 시공 및 설치가 매

우 간편하기 때문에 발주처 입장에서 초기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면에서 각광받고 

있다. 

난간형 스크린도어는 사람의 가슴 높이 정도로 승강장 플렛폼에 설치하여 추락방지는 물

론 별도의 소방시설이나 제연시설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스크린 도어는 밀폐형, 반밀폐형, 난간형이 있다.

밀폐형은 승강장과 선로 사이를 유리벽으로 완전히 차단한 형태. 한국의 지하철역에 설치

된 스크린도어는 거의 이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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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 3

반밀폐형은 밀폐형과 거의 모양새는 같으나, 위쪽이 뚫려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지상

역이나 크고 아름다운 지하역의 경우 위쪽을 다 막지 못하니 막을 수 있는 부분만 막

는 것이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은 모든 역이 지하역이지만 일부 역이 반밀폐형으로 

설치되어있다.

난간형은 스크린도어의 높이가 가슴 높이 정도나 그 이하이다. 

최근 국산화가 완료된 난간형 스크린도어는 역사의 상, 하부의 마감공사가 불필요하

기 때문에 시공비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소방시설의 설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면에서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변역에 설치되어 있다. 높이는 전동차의 창문을 다 덮

는 정도이다. 2014년 개통되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모든 역사가 난간형 스크린도어

로 시공될 예정이다.

최근 개발된 난간형 스크린도어는 이동가이드레일을 적용하여 외관상 미려함이 뛰어

나고, 비상수동장치 및 중간 가이드 레일을 보다 실용적으로 적용하여 해외에서도 경

쟁력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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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롭게 개발이 완료된 난간형 스크린도어는 해외시장에서도 반응이 좋다. 현재 

브라질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 국산 난간형 스크린도어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스크린도어는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밀폐형은 승강장에서 천장까지를 완전히 막는 형태이다. 선로 공간과 승강장이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에, 열차가 진입할 때 발생하는 소음, 바람(열차풍)이나 먼지 등이 승강장

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역사의 공조에도 도움을 준다.

반밀폐형은 밀폐형과 비슷하게 약 2.8m 정도의 높이로 설치되지만, 선로와 승강장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고 위가 뚫려 있는 형태이다. 이 때문에 소음 등의 차단 효과

는 밀폐형에 비해 적고, 바람 등도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 지상역과 고가역에 주로 설치

된다. 지붕이 없이 노상에 있는 역은 아무리 높게 설치해도 반밀폐형이 된다.

난간형은 밀폐형의 절반 정도의 높이로 설치된다. 밀폐형에 비해 설치비가 싸다는 장점

이 있으나, 열차풍 차단 등의 효과는 적고, 얼굴을 선로 가까이 내밀 가능성도 높지만, 

비상시에는 쉽게 문을 열고 대피가 가능하고, 역내로도 대피가 가능하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의 건대입구역과 강변역에 설치되어 있다.

기술 _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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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량확장을 통한 인도 및 자전거 도로 
설치 공법

최근 기존 교량에 추가로 금속구조물을 설치하여 보행이나 자전거 이용을 용이하게 하

기위한 교량확장 장치의 시공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도나 지방도에 설치된 교량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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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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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지자체에서 관련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방식이 기존 교량에 추가의 교대, 교각을 설치하지 않고 

보행로나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방식의 브라켓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인도 및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는 시스템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브라켓의 경우 철재와 알루미늄이 사용되고 있다. 

교량 확장을 위하여는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경사면에 인도 및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여, 

공기를 단축하고, 공사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지지력을 향상시키는 교량 확장 방식이 적

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도 및 자전거 도로는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가 통행하기 위한 길이다. 인

도는 도로 또는 제방 등의 구조물 양측에 형성된다. 하천, 도로, 항만 등의 측면에 경사면

이 형성될 경우, 인도가 별도로 형성되지 못해 비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경사면에 인도를 설

치하기 위해서는 지반이 부족하여 수많은 토사

를 이용하여 지반을 확장하고 토사를 고정하기 

위한 고정수단이 필요하게 되며, 충분한 내구성

을 확보한 인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영

역보다 더 넓은 지역을 확보하여야 한다.

교량 확장 도로는 경사면이 형성된 도로, 하천, 

항만 등에 인도를 시공이 간편하다.

경사면에 매립되는 수직지주와 수직지주에 일

체로 형성된 지지브래킷에 의해 인도를 형성함

으로써, 기존 구조물의 훼손 없이 설치가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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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기를 단축하고, 공사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지지력을 향상시키는 구조에 의해 안

정성을 확보한 옹벽용 확장 인도 및 그의 시공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옹벽용 확장 인도는 기초지반에 하단이 매립되어, 일정간격으로 배열되는 수직지주와, 

수직지주의 상단부에 결합되고, 외측으로 연장되며, 상하부 플랜지와 웨브로 이루어진 

지지브래킷와, 지지브래킷의 상부 플랜지에 직각방향으로 일정간격 이격되어 고정되는 

각형강관과, 각형강관의 상부에 결합부재에 의해 고정되는 바닥재 및 지지브래킷의 외측 

끝단부에 고정되어 보행자를 보호하는 펜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수직지주와 지지브래킷은 용접에 의해 일체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수직지주의 노출된 부분을 수평방향으로 연결하여 측방향으로 넘어지는 것을 방

지하는 복수개의 수평브래킷이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지지브래킷의 상부 플랜지에는 수직지주측으로 연장 형성되어 수직지주의 상면에 접하

여 결합되는 보조지 지부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수직지주는 전후면 플랜지와 웨브로 이루어진 H빔으로 이루어지고, 수직지주 상단부의 

전후면 플랜지 사이에는 나란하게 배열된 복수개의 보강플레이트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하부 플랜지는 외측으로 갈수록 상기 상부플랜지에 인접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수직지주의 전면 중앙에는 지지브래킷 웨브의 횡방향 휨을 방지하도록 보강리브가 형성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각형강관의 상호간의 연결은 일측의 각형강관의 내부에 일단이 삽입되어 용접에 의해 

고정되고,  타단은 인접한 또 다른 각형강관의 내부에 삽입되되, 윤활제에 의해 신축가능

하게 삽입되는 연결관에 의해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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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이식 캐노피

캐노피는 건축물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건물의 출입구나 지하철의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금속 구조물이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접이식 캐노피는 지

하철 또는 지하상가의 출입구에 설치되어, 

비나 눈 등이 내릴 경우 돔(dome)형 지붕인 

캐노피를 손쉽고, 용이하게 자동적으로 접

거나, 펼쳐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접이식 캐

노피는 메인 구동부 양측으로 유니버설 조

인트를 개재하여 스프라켓 휘일이 연결 설

치되며, 상기 스프라켓 휘일에는 길이 방향

으로 체인부가 각각 연설되어, 상, 하측 레일

상에 이송롤러를 장착하여 설치되는 캐노피 

프레임 및 이와 일체로 결합되는 캐노피가 

전후 이동 가능토록 설치됨으로써, 지하철 

또는 지하상가의 출입구에 설치되어,  비나 

눈 등이 내릴 경우 돔(dome)형 지붕인 캐노

피를 버튼 조작에 의해 다단으로 손쉽고, 용

이하게 자동적으로 포개어 접거나, 펼쳐질 수 있도록 하며, 비 또는 눈으로 인한 지하

철 출입구 및 지하상가 출입 승객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면서, 지하철 또는 지

하 상가의 에스컬레이터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상시에는 캐노피를 

접어 보행자의 시각적인 가로조망 폐쇄감을 해소하고,  복잡한 가로시설물로 인한 가

로미관의 저해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한 자동 접이식 캐노피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하철 또는 지하 상가의 출입구등에는 출입 승객의 편의를 위한 에스켈

레이터등이 설치되어 승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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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같은 지하철 또는 지하 상가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옥외용 에스켈레이터

는 비나 눈등이 내릴 경우에는 오히려 미끄러워 출입 승객의 안전사고를 유발하게 됨

은 물론, 물 등과 같은 습기의 유입으로 인하여 가동이 정지되고, 이에따라 잦은 고장

을 유발하게 되는 커다란 단점이 있었다.

지하철 또는 지하 상가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옥외용 에스켈레이터를 보호하기 위하

여 고정식 캐노피를 설치할 경우에는, 캐노피 구조물로 인한 보행자나 인접 주민들의 

시각적인 조망 폐쇄감은 물론 각종 가로 시설물로 인한 가로 미관에 저해하게 되는 등

의 불편함이 있었다.

접이식 캐노피는 항시 캐노피의 설치가 필요한 곳 보다는 상황에 따라 캐노피의 사용

이 필요하거나 또는, 캐노피로 인해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최근에는 주거 및 상업용 시설에 시야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으면서도 

비나 눈이 올경우에 시야를 가리더라도 안전이 우선이 되는 지역이 있다.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의 경우에도 평소에는 시야를 가리는 것이 불편하다가도 비나 

눈이 올 경우에는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곳이다. 

접이식 캐노피는 이처럼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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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교량 안전점검시설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필수적인 교량에는 유지보수 점검대가 설치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지난간대를 앵커식에서 조립식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설치시 공기를 단축하는 것은 물론 공장에서 제작된 구조물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

하므로써 품질을 높힐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앵커식 교량 유지난간대는 기존의 교각에 천공하여 앵커를 삽입하고 고정후에 

점검대를 현장에서 설치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작업은 현장에서 잦은 용접이 이루어지

기 때문에 천공위치 선정을 위한 복잡한 시험이 필요하고 시공성의 불량을 야기시킬 수 

있다. 

국내기술

# 6

금속창호_2013 봄호 내지.indd   24 2013-04-10   오후 6:44:57



252013_봄호 금속구조물&창호공사기술정보

기술 _ 06

교각에 앵커를 매립할 경우에 다량의 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량의 피로도를 높

힐수 있다. 

또한 앵커 매립으로 인해 교량에 균열의 발생은 미관상 좋지 않으며, 더욱이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로 볼트에 의해 조립되는 걸이식 교량 점검대는 보수시에 교체가 용이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조립식 교량 점검대는 교각에 설치되는 교량용 점검대 설치용 고정자켓 및 점검대로 

고정자켓을 교각의 상면으로부터 측면에까지 일체로 연속 설치되게 하고, 점검대 받

침부에 안전난간과 발판을 조립하여 점검대가 설치되게 함으로써 교각 상단에 균열

이 발생되게 하는 앵커볼트에 의한 시공방법을 지양하고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며 

견고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교량용 점검대 설치용 고정자켓 및 점검대 이다.

기존에는 교량의 점검 및 보수를 위해 교각에 설치

되는 점검대는 교각의 측면에 미리 설치되는 여러개

의 브래킷에 조립되어 설치되는데, 이 브래킷은 교

각의 중심에까지 박히게 되는 앵커볼트에 의해 교각

의 측면에 고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앵커볼트에 

의한 시공은 교각의 상단에 균열을 초래할 수도 있

고 진행성 균열로 확산되게 하여 교각의 내하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는 교량의 

수명을 저하시키게 되는 문제점이 되기도 한다.

조립식 교량 점검대는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방식은 점검대받침부를 갖는 고정자켓을 교각의 

상면으로부터 측면에까지 일체로 연속 설치되게 하

고, 점검대받침부에 안전난간과 발판이 설치되게 함

으로써 교각상단에 균열이 발생되게 하는 앵커볼트

에 의한 시공방법을 지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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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과 목재가 결합된 
도로 가드레일

도로 가드레일이 차량 충돌시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디자인 적인 측면도 

강조되면서 스틸과 목재가 결합된 가드레일이 선보였다. 

국내 기업에 의해 개발된 스틸과 목재가 결합된 가드레일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성능연구소에서 실시한 트럭 충돌시험을 통과, 안정성도 검증받고 있다. 

시험은 가드레일에 트럭을 충돌시켜 강도를 측정하는 강도 시험과 승용차를 충

돌시키는 탑승자 보호성능시험 2가지에 대해 실시됐다. 방호안전시설에 대한 이

런 충돌시험(SB3등급)은 일반 스틸 소재의 제품도 합격률이 30%에 불과하다.

스틸과 목재가 결합된 가드레일은 교통사고시 차량 및 탑승자의 도로이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국내 최초의 목재 결합형 차량용 방호울

타리이며, 전면의 목재는 충격을 흡수해 탑승자를 보호하고 후면의 스틸은 차량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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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가드레일 신제품은 친환경성 및 경관 조화성을 장점으로 전국 주요 경관도

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 설치될 예정이다. 

스틸과 목재가 결합된 가드레일은 강성, 안전성, 심미성 및 경관성 등을 집약한 

혁신적인 제품으로 현재 관련 시장은 10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스틸과 목재가 결합된 가드레일은 레일에 중공부(中空部)를 설치하고, 지주와 레

일 사이에 공(中空)의 스페이서를 삽입하여 체결함으로써 차량이나 중량물 등이 

가드레일에 충돌하더라도 중공부를 구비한 레일과 스페이서가 효과적으로 충격

을 흡수하여 완충해 줄 수 있는 충격 흡수를 위한 완충 구조를 구비하고 있다.

이 방식은 레일을 목재와 수지(樹脂)를 혼합하여 만든 목질복합체를 사용함으로

써 다양한 디자인을 연출하여 외관을 미려하게 하고, 지주 내부와 레일 내부에 

강성을 보강하기 위한 구성을 삽입, 설치함으로써 차량이나 중량물 등이 가드레

일에 충돌하더라도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강성을 갖는 충격 흡수를 위한 완충 구

조를 구비한 도로용 가드레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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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의 내진 신축이음장치

국내의 교량은 3만여 개에 이르고 있다. 신규 교량의 설치에는 내진 설계가 반영된 신

축이음장치의 적용이 활발하지만 기존 교량에 대해서의 개량 및 보수는 활발하지 못

한 실정이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최근에는 기존 교량의 내진 신축교량이음장치

의 적용에 대한 관심 높다. 

최근 관련업체마다 다양한 형태의 내진 신축이음장치를 선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의 효율성과 사람들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체복합도로의 적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량 상판은 건물에 직접 거치가 되어 건물을 관통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입체복합도로의 교량 상판은 변위차가 수평 및 수직으로 발생하게 되어 통

과지점에 변위차에 의하여 운전자가 주행성의 쾌적성을 저하 시킬 수 있으며,  지진과 

같은 강한 외부하중에 의해서 교량상판의 심각한 변위차를 발생할 경우 위험한 사고

를 발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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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측면에서 교량에 다양한 내진 설계가 반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내진형 신축이음 기술은 교량이나 고가 도로 등의 분할된 상판부의 대면

하는 양단부 사이에 X, Y, Z축의 3축 방향으로의 거동이 가능하도록 그 일단이 상기 

상판부의 일측에 힌지 고정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작용하는 한편 지진발생시 진

동에 따라 X, Y, Z축의 3축 방향으로 거동하는 신축이음부에 연결되어 신축이음부 본

체의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작용 및 지진발생에 따른 X,Y,Z축방향의 거동을 수용하는 

신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가변형 조인트는 개별적인 독립분리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존의 직교, 사교의 

문제점이었던 좌우 변위현상을 회전에 의해 완벽하게 흡수하는 구조로 설계·제작되

었다. 교량의 어떠한 변위에도 대응해 교량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한 제품이기에 다양

한 형태의 교량에 적용범위가 넓다. 

내진 받침이 적용된 내진 신축이음장치도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제품은 폴리우레탄 

탄성베어링이 삽입되어 외력이나 외부조건 으로부터 물성 변화가 없다. 그래서 상판

과 하판 사이에 끼워 수직 고하중에 대한 충격흡수는 물론 교량 상부구조의 수평력

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구조물의 안정성과 회전의 유연성과 함께 지진이나 충격의 

수평력에 저항, 부반력에 견딜 수 있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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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의 내진설계는 지진피해의 복구 측면에서 생명과 직결되어 안전성이 중요하다. 

또한 경제성도 갖춰야 비로소 경쟁력을 갖췄다할 수 있다. 

신축이음장치에서 지진변위는 구조물 사이에 발생되는 상대변위를 일컬으며, 신축이

음장치 설계시 지진변위의 고려 여부는 크게 지진의 발생 빈도와 교량의 중요도라는 

두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되어 진다고 볼 수 있다.먼저 지진의 발생 빈도는 과거 지진

의 발생 이력을 근거로 장래의 지진 주기를 예측하고 교량의 수명동안에 재현확률을 

고려하여 지진변위의 고려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이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게 

되며, 지역적인 특성과는 관계없이 교량의 중요성 때문에 지진 시 교량 전체의 파손

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교량의 내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부분적인 파손은 허

용하는 개념도 적용되고 있다. 

즉, 신축이음장치의 파손이 교량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지진변위의 고려 여

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한 개의 교량 내에서 신축이음장치의 위치에 따

라 지진변위 고려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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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의 주 경간부가 현수교 혹은 사장교 형식이고 접속교가 box형으로 이루어진 교

량에 있어, 접속부에서는 지진변위를 고려하고 시·종점부에서는 지진변위를 고려하

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지진 시 접속부에서 인접 상부구조가 서로 부딪힘으로써 

교량전체의 붕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접속부 신축이음장치에서는 지진변위를 수용

할 수 있도록 하고, 반면 지점부에서는 상부구조가 교대부에 부딪히게 되므로 교대부

에서 지진수평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비록 신축이음장치는 파손되더라

도 교량 전체의 붕괴는 없도록 하는 것이다.

기술 _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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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타임스퀘어

타임스퀘어는 대지면적 4만 4291㎡(1만 4000여평)·연면적 37만㎡(11만 4000여평) 규모로 패션 문

화 외식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고객의 니즈와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 시켜주는 등 진정한 ‘몰링’을 

완성 시켜줄 상권 최고의 복합 쇼핑 문화 공간이다. 

일반상업지역 9821㎡ 부지에는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로 쇼핑몰 백화점 호텔이 들어서 있으며 

준공업지역 3만 469m2 부지에는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 건물에 쇼핑몰과 호텔 오피스텔를 비롯

해 영화관 웨딩홀 전시실 휘트니스센터 등이 입점·영업을 하고 있다.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2호

선 문래역 5호선 영등포시장역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자리잡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여

기에다 일산 분당 광명 부천 인천 등 광역버스노선의 시발점으로 주변 주요도로(경인 양평 영등포

로)의 1일 버스 이용객수가 17만 3000여명에 달하는 등 광역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특히 여의

도와 영등포 구로를 흡수하는 ‘서남부 르네상스’ 계획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Detail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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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몰과 아웃터몰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몰로 실내에서도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대형 유리

로 지붕을 설치한 메인 쇼핑몰로 인해 외부 조건에 영향 받지 않고 항상 쾌적한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하다. 

타임스퀘어와 같은 해외 유명 복합쇼핑몰로는 일본의 롯폰기 힐스를 비롯해 홍콩의 퍼시픽플레

이스와 하버시티 등이 있다. 

일본의 유명한 복합쇼핑몰 중 가장 먼저 만들어진 롯폰기 힐스는 1986년 처음 사업을 시작해 

2003년에 완공됐으며 연면적 724,524㎡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 롯폰기 힐스를 대표하는 54

층의 모리타워를 중심으로 5개의 부속 건물이 건설됐으며 오피스, 문화센터, 주택, 호텔, 방송국(

아사히TV), 극장, 학교 등이 들어가 있다. 또 홍콩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쇼핑몰 하버시티

(Harbourcity)는 무려 7개의 백화점과 700여 개의 매장, 대형 슈퍼마켓과 토이랜드, 호텔 등이 들

어선 복합 쇼핑몰이다. 연면적 771,095㎡, 건물 면적 198,348㎡의 규모를 자랑하는 하버시티는 

오션 터미널, 마르코 폴로, 홍콩 호텔 아케이드, 오션 센터, 게이트 웨이의 4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와함께 홍콩을 찾는 관광객에게 인기가 좋은 곳은 보다 안락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퍼시

픽 플레이스(Pacific Place)이다. 퍼시픽 플레이스는 타임스퀘어의 아트리움과 비슷한 형태로 4층 

규모의 쇼핑몰 건물 중앙이 홀 형으로 개방돼 자유롭고 편안한 동선으로 쇼핑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쇼핑센터 외에도 오피스 동, 호텔, 극장 등이 들어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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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갤러리아 백화점

이 프로젝트에서 커튼월 부문에 사용된 공법은 Double Skin 공법이다. 

Inner Skin은 AL.복합판넬 & AL.bar(삿갓형태)를 적용하고, Outer Skin은 AL.T-bar & AL.bar(삿갓형

태) & 저철분 접합유리 형태로 전체 4면이 Design 되어 있다. 

유리는 저철분유리 4mm + SGP 필름 0.89mm + 저철분유리 4mm로 구성되어 있다.

Inner Skin

AL.복합판넬 및 AL.bar(삿갓형태)로 Inner Skin은 구성되어 있어서 Steel pipe 구조체에 AL.복합판넬

을 고정하는 System으로 전체 4면을 1층부터 10층까지 AL.bar 및 AL.복합판넬을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불구불하게 설계되어 있어 외형적으로는 새가 날개짓하는 느낌이 나도록 Design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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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er Skin 

•	 AL.T-bar는 최상부(10층)에서 최하부(1층)까지 약 50m를 AL.부재로 연결되는 system

으로 Dead Load는 최상부 Anchor System으로 전체 외부면을 고정하고 있다. 

•	 AL.bar의 열팽창은 최상부가 고정이므로 선팽창에 대한 Data를 적용하여 최하부에서 

AL. 수직 bar 열팽창을 흡수할 수 있도록 Design 되어 있다. 

•	 외부에 적용되는 풍하중은 Inner Skin의 Steel pipe에 Anchor point를 설정하여 선 

Hole 가공으로 현장 작업분을 최소로 줄였으며 Hole 가공부위에서 Lod-bar를 체결 

후 Outer Skin의 AL.T-bar로 고정시키는 형태로 풍하중에 견디도록 Design하였다. 

•	 AL.T-bar의 삿갓 Home에는 Led 조명등이 전체 4면에 설치되어있어 빛을내며 Inner 

Skin 및 Outer Skin 삿갓형태에 빛이 반사되는 System으로 건물에 외벽을 더욱 더 아

름답게 만들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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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창호 소재의 친환경성

최근 유럽은 단열성능 향상은 물론 소재의 친환경성 여부가 주요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유럽의 창호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창호의 성능은 에너지효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최근들어서는 더 이상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얼만큼 친환경

적인지에 관련 규격이 재정비 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유럽에서 생산되고 있는 대부분의 창호제품들은 국내기준으로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을 만족하는 제품들이다. 하지만 이제는 자재의 재사용률과 자재의 원료가 무엇인지를 따

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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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창호관련업체들은 재사용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거나 친환경적인 원료를 사용하여 창호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창호의 단열성능을 높여주는 단열바의 소재도 기존에 폴리아미드나 폴리우레탄과 같은 화학원료

로부터 제품을 만들었으나 지금은 연구의 초점이 식물에서 원료를 추출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한다. 

전세계 창호 단열바 시장에서 3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독일의 한 회사는 아직까지는 시장에 

출시하지 않았으나 식물에서 추출한 원료를 바탕으로 단열바를 생산할 계획이며, 이미 시제품을 만

들어 놓고 있다고 한다. 

국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알루미늄 창호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만족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유럽은 이미 소재의 친환경 여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같은 친환경 소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알루미

늄은 재활용이 100% 가능하기 때문에 이부분에서 많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알루미늄 창에 적용되

는 하드웨어 및 부속까지 친환경 제품들 사용할 경우에 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유럽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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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은 친환경 소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금속과 목재를 결합한 형태의 커튼월 시

스템이 주목을 끌고 있다. 국내에는 아직 거의 소개가 되지 않은 시스템이지만 유럽에서는 많

은 현장에 금속과 목재가 결합된 커튼월이 적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시스템창호에 알루미늄과 목재가 결합된 형태의 고급 창이 출시되고 있지만 커튼

월에의 적용은 거의 없다. 

스틸 또는 알루미늄프로파일에 목재를 결합한 이러한 시스템은 내부에서는 목재의 질감을 살

릴 수 있고 외부의 스틸이나 알루미늄은 상업용 건물의 도시적인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목재를 창호 및 커튼월 소재로 뿐만 아니라 교량이나 체육관 등 대형 공간의 골

조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는 목재가 스틸이나 알루미늄에 비하여 가볍고 가공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목재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장의 목재를 접착하여 제조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목재는 화재에 약하다는 선입견이 있다. 하지만 목재는 화재 시 서서히 타들어가

는 성질 때문에 충분한 대피 시간을 확보해준다는 것이 유럽 업체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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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지의 애플 스토어는 유리를 사용한 외벽과 계단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스티브 잡스는 유독 대형 

유리의 사용을 주문했다고 한다. 

2001년 완공된 픽사 본사로부터 시작하여 전세계 애플스토어를 완성시킨 건축가 피터 볼린은 “스티브 

잡스”는 과도할 만큼 유리를 애플 스토어에 적용하고자 했다“라고 말한다. “벽면 전체를 유리 한 장으로 

시공하는 것이 스티브 잡스의 꿈이었던 것 같다”라고 한다. 

애플스토어는 세련되고 투명하며 매력적이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그리고 값비싼 건축물을 만들어냈다. 

여러모로 소매점 건축은 애플 제품을 포장하는 가장 커다란 상자이며, 잡스는 애플 제품의 소개와 소비

자 경험 모두를 세세하게 살피는 것으로 유명하다.

애플스토어, 유리의 새로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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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뉴욕 5번가의 큐브와 중국 상해 푸동거리, 

맨하탄의 스토어처럼 유리의 확장적인 사용은 애

플이 그 자체를 특허화시켰을 정도로 건축에 있

어 차별화된 요소다. 

애플의 상징적인 건축물로서 유리의 개념소호에 

있는 스토어의 계단에 처음 나타났다.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최신 애플스토어는 계단이 

아예 공간에 떠 있다. 위와 아래만 붙어 있기 때문

이다. 이 계단 역시 유리로 만들어져 있다. 

큐브로 대성공을 거둔 애플은 다른 스토어에도 

큐브를 단순히 반복하지 않았다. 상해에 새로 개

장한 애플스토어는 곡선형 유리로 이뤄진 거대한 

유리 실린더로 이뤄졌다. 5번가 스토어의 큐브처

럼 상해의 애플스토어 또한 거대한 지하로 손님을 

인도하지만, 5번가와는 달리 직각 형태의 스토어

는 아니다. 상해 애플스토어는 제일 붐비는 명물

이며 텔레비전 타워가 근처에 우뚝 솟아 있고, 쇼

핑 플라자도 놓여 있다. 

신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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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창호업체들의 개발 경쟁이 뜨겁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군사시설 및 기지 내 주변 주택을 중심으로 약 3000억 정도의 방폭창 시

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폭창은 외부 폭발에 의한 폭압 및 돌풍으로부터 실내 인원의 신체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작된 특수창호이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이번 이전사업 관련 대형 공사들이 2016년도까지 진행된다. 이에 국내 창호기업들

은 방폭창 성능개발에 나서면서 미국 공인기관 인증을 획득해 수주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하

고 있다.

국내 주요 방폭창 생산업체들은 미국의 공인 테스트 기관인 ATI(Architectural Testing)와 ARA(Applied 

Research Associate) 등으로부터 앞다투어 방폭창 성능의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방폭창은 최근 10여년간 발생한 다수의 테러사건들로 그 중요성이 부각됐다. 실제 미군에서는 9.11테러 

이후 국방부의 모든 건물에 방폭창을 의무화했다. 

방폭창 시장 관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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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향 국내서도 미군기지와 더불어 최근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로 초고층 건물 및 대규모 상업시설 등 향후 

보안관련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석유화학단지 내 연구시설, 위험물 관리시설, 관공서, 학

교 등에서도 쓰임새가 느는 추세다.

시장은 커져도 후발기업의 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폭창은 폭발 시 엄청난 압력 때문에 특

수한 외형과 유리를 사용하는데, 두 장의 유리사이에 특수처리를 해 폭발 시 유리조각이 창문으로부터 

1m 이내에 잔류하거나 이보다 먼 거리로 튀는 것을 막는 고도

의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통상 방폭창은 Blast Resistant Window라고 표현하지만, 

Bomb Blast Mitigated Window, 혹은 Anti-terror Window 

등으로도 불린다.

건물 주위에 Terror에 의한 폭탄이 터져서 건물에 미치게 

되는데 이때 폭풍압이 발생하여 창문에 도달하게 된다. 

도로에서 건물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에 따라 폭발 시 

폭풍 압력 차이가 있고 또 폭발물의 양과도 관계가 있다.

건물 외부에서 폭발물이 터져서 폭풍압이 건물에 도달한

다 할지라도 건물 내부에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자 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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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속구조물 창호 특허/실용신안 리스트

종래의 문짝과 고정 창에 유리를 한 두 장 더 끼우는 

공법(omitted)

출원인 : 박영기

출원번호 : 1020130028701

출원일자 : 2013-03-18

공개일자 : 2013-04-05등록일자

공진주파수의 가변 기능의 헬름홀쯔 흡음기를 이용한 

방음벽 상단 회절음 감소 장치(Diffraction noise 

reduction device for noise barrier upper edge using 

helmholtz resonance absorber)

출원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출원번호 : 1020110071073

출원일자 : 2011-07-18

공개일자 : 2013-01-28등록일자

방음벽 상단에 설치되는 통풍형 소음감쇠기(Air 

Passing Noise-Reduction Device for Equipped on 

the Top of Soundproofing Wall)

출원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유니슨테크놀러지 

주식회사

출원번호 : 1020110091444

출원일자 : 2011-09-08

공개일자 : 2013-03-18

태양광발전이 가능한 방음벽(Soundproof Wall Having 

A Solar Cell Module)

출원인 : 에스에이 주식회사 | 주식회사남선알미늄 |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출원번호 : 1020110090724

출원일자 : 2011-09-07

공개일자 : 2013-03-15

조립성이 개선되고 오차 조정이 가능한 방음벽 기초 

구조물(Basic Structure For Sound-Insulation Wall 

Enabling Easy Assembly And Deviation Correction)

출원인 : (주)한맥기술 | (주)파일테크 | 주식회사 

장헌산업

출원번호 : 1020110088952

출원일자 : 2011-09-02

공개일자 : 2013-03-12등록일자

이중 접합형 투명 방음판(A Transparent Soundproof 

With Double Junction Structure)

출원인 : (주)세종에스티

출원번호 : 1020110088428

출원일자 : 2011-09-01

공개일자 : 2013-03-11

서로 다른 단면 면적으로 접합되어 있는 슬림 지주 및 

이를 이용한 방음벽의 시공 방법(Each other's cross 

section area adjoined slim support and soundproof 

walls construction method using the same)

출원인 : 테크스타 코리아 주식회사

출원번호 : 1020110079177

출원일자 : 2011-08-09

공개일자 :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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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들 일용직 법정퇴직금 청구로 몸살

고속도로 300m 이내 택지 소음방지대책 마련 의무화

전문건설업체들이 몰려드는 일용근로자 법정퇴직금 지급

청구에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법적으로 공사원가에 반영

하도록 돼있지만 원도급사 등으로부터 하도급공사비에는 

반영 받지 못하면서 지급은 해야 해 ‘생돈’을 물고 있어 자

금난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

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스카(KOSCA·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표재석)

와 업계에 따르면 법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의 30일분 이

상을 지급해야 한다.

최근 교육 등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들 사이에 법정퇴직

금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급청구가 전문건설업체

들에게 몰리고 있다.

문제는 현행 국가계약법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는 공사원

가의 직접노무비에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

금은 물론 제수당, 상여금을 별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도적 미비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퇴

직금에 대한 인식도 낮아 요구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전문건설업체들은 퇴직금을 반영받지 못하면서도 

근로자 1인당 최소한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

생각지도 못한 생돈’을 물어야 해 자금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업체들은 임시방편으로 근로계약을 1년을 넘기지 않도록 

조절하는 등 대안을 짜내고 있지만 오히려 숙련된 인력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인력수급에 차

질만 빚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게다가 행정해석 및 대법원은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

에 공백기간이 있다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

간에 비해 길지 않은 경우 계속근로를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계약기간을 두고 고발이나 소송 등 분쟁

으로 비화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언제까지 전문건설업체만 호구노릇을 해

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제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

적했다.

주택 건설 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택지의 위치

와 적용 법률 등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오는 6월19일 시행을 앞둔 개정 주택법(공포 2012.12.18)이 

주택건설에 따른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체에게 소

음방지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특히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

는 해당 도로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토록 하

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담은 ‘주

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

고 했다.

개정안은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도로와 인접한 

주택건설지의 기준을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의 경우 

300m 이내로, 자동차 전용도로는 150m 이내로 각각 구

체화했다. 택지로부터 도로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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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너지총량제 대상 건물 3000㎡이상으로 확대

은 ‘도로단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공동주택의 외벽면까지’

로 규정했다.

또 해당 도로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할 때 적용되

는 ‘소음 관계 법률’은 택지면적이 30만㎡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법을, 그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을 각각 적

용토록 했다.

한편, 개정 규정은 상위 규정인 주택법 시행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택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연면적 1만㎡ 이상 건물에

서 3000㎡ 이상 건물로 확대 적용한다. 외벽이나 지붕, 바

닥 등의 단열기준도 강화한다.

시는 지난 1일부터 건축물에서 새는 에너지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과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축물까

지 에너지소비총량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는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에너

지소비량을 예측해 연간 에너지소비 총량을 특정기준 이

하로 유지하도록 계획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연면적 1만

㎡ 이상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 건축물에만 에너지소비

총량제를 적용했다.

시는 또 외벽과 지붕, 바닥 등 단열성능도 법적 기준보다 

최고 45%까지 강화했다. 아울러 새로 지은 건축물이 에너

지를 절감하는 정도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15%

까지 감면해 준다.

이용건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

계는 대기오염 감소나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시민의 관

리부담 감소로 이어진다”면서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적용해 새는 에너지가 없게 할 것”이

라고 말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분포 현황

전국(정회원)                                                                                                                                                                                    201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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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리해 본다. 

Game(게임) 경기를 말함. 

Give(기브) 쌍방의 볼이 홀 가까이 비슷한 지점에 놓여 있을 때 상대방에게 캔시드

(Concede)를 요구하는 말로 주로 쇼트 퍼팅이 약한 아마추어 골퍼들이 자주 쓰는 말이다. 

Give up(기브 업) 경기를 포기 한다는 뜻이다. 스트로크 플레이(Stroke play)에서는 경기 자

체를, 매치 플레이(Match play)에서는 해당 홀을 포기 한다는 것이다. 

Golf course(골프 코스) 골프 플레이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라운드로, 보통20~30만평 정

도 규모로 만들어진다. 린크스(Links)는 주로 해안에 있는 해변코스(sea side)를 말하며, 내륙 

코스는 인 랜드 코스(in land course) 라고 한다. 

알면 도움이 되는 골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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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 slam(그랜드 슬램) 원래의 뜻은 압승 또는 대

승을 말함. 골프에서는 한 해 동안 US오픈(US open), 

브리티시 오픈(British open), 마스터스(Masters), 미국 

PGA선수권(PGA Championship) 등의 4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한 경우를 말한다. 

Grass bunker(그라스 벙커) 벙커의 모양을 한 구덩

이로써 모래는 없고 길게 자란 풀이 덮여 있는 곳. 룰

에는 모래가 깔린 벙커가 아니기 때문에 해저드 룰이 

적용되지 않아서 클럽을 바닥이나 땅에 대도 위반이 

되질 않는다. 

Green(그린) 플레이 하는 홀에서 해저드를 제외하고 

20야드 이내의 퍼팅을 위해 정비되어 있는 구역. 

Green fee(그린 피) 코스 사용료. 

Green jacket(그린 자킷) 마스터스 우승자에게 주는 

재킷. 타 대회와는 다르게 우승컵대신 녹색 재킷

(Green jacket)을 수여함. 

Green keeper(그린 키퍼) 코스를 정비하는 사람. 

Grip(그립) 샤프트의 윗부분으로 가죽이나 고무로 감

겨져 있어 양손으로 쥐게 되는 부분, 또 샤프트를 쥐

는 동작을 말함. 

Gross(그로스) 핸디를 제외한 실제 타수. 토털(Total)

이라고도 한다. 

Half shot(하프 샷) 풀 스윙의 반 정도 힘으로 치는 샷. 

Halved(하비드) 스코어가 동수인 것. 즉, 경기의 결과

가 같은 수의 타수이거나, 핸디캡 적용 후 동타가되어 

비김을 말한다. 

Hand cap(핸디 캡) 실력이 다른 플레이어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허용타수. 공

인 핸디캡과 비공인 핸디캡이 있다. 

Hand down(핸드 다운) 어드레스 시 손으로 누르는 

모양의 자세. 

Hand up(핸드 압) 어드레스 때 양손의 그립을 손목

을 꺾지 않고서 들듯이 때리는 것. 훅볼(Hook ball)이 

발생되기 싶다. 

Hard luck(하드 락) 운이 없음. 악운. (Bad luck) 

Harvard match(하버드 매치) 승부가 나지 않고 무승

부로 된 경기. 

Hazard(해저드) 벙커나 바다, 연못, 개울 등의 워터해

저드를 포함한 장애물. 

Head(헤드) 머리. 플레이어의 두뇌. 생각하면서 경기

하는 것을 헤드워크(Head work) 이라고 한다. 

Head cover(헤드 카버) 클럽헤드 부분이 백안에서 

부딪쳐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헝겊이나 가죽 등

으로 씌우는 커버를 말함. 

Head steel(헤드 스틸) 스윙 할 때 머리를 움직이지 

않는 것. 

Head up(헤드 압) 골프 스윙 시 임팩트가 끝나기 전

에 머리를 드는 것. Look up 또는 Eye off라고도 함. 

Heel(힐) 발꿈치. 클럽의 끝을 말하기도 함. 

Heel and toe(힐 앤 토우) 골프에서 헤드의 끝부분을 

칭하거나 스탠스에 있어서 선수의 발뒤꿈치 끝을 말

한다. 

Hole(홀) 그린에 만들어진 볼을 넣는 구멍. 

Hole in one(홀 인 원) 티 그라운드에서 1타로 볼이 

홀에 들어가는 것. 에이스(Ace)라고도 말한다. 

Hole match(홀 매치) 각 홀 단위로 승부를 정하는 경

기로 정식 용어는 매치 플레이(Match play)이다. 

Hole out(홀 아웃) 볼이 홀 속에 들어가 그 홀의 경기

를 끝내는 것. 

Home(홈) 코스 내의 모든 그린을 총칭 한다. 

Home course(홈 코스) 자기가 소속한 클럽의 골프 

코스. 

Hook(훅) 우 타자의 경우 타구가 좌측 수평으로 휘어

져 날아가는 것을 말한다. 

Hook spin(훅스핀) 스핀 좌회전. 볼이 우측에서 좌측

으로 되는 옆 회전이 걸리는 것. 

Hosed(호지드) 아이언 클럽헤드를 샤프트에 고정할 

때 가운데 이은 부분. 

House caddie(하우스 캐디) 골프장의 전속 캐디. 정

식 캐디. 아르바이트 캐디와 구분하기 위해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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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이야기

위임할 수 있는 결정은 직접 하지 말라. 

리더라면 70:30 법칙을 지켜야 한다.

자기 시간의 30%는 실질적인 업무에 쏟되, 

나머지 70%는 재충전이나 남들이 하지 않는 일에 투자해야 한다.

위임할 수 있는 결정은 직접 하지 말라.

-	스티븐	샘플,	서던	캘리포니아대	총장	-

리더가	직접	일을	하면	그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더는	아랫사람이	잘	못하는	줄	알면서도,	가끔은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일을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은	더	큰	전략적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직원들을	키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9대 임원 및 운영위원 명단

  고문 (주)영화티엔씨 김상기

   서광강건(주) 홍경식

   (주)국영지앤엠 최재원

  회 장 (주)대일휀스 이봉기

  부회장 (주)동우자동도어 김병우

   (주)성원기업 홍영택

  총무위원 현대안전산업(주) 전태환

  재무위원 (주)현대스틸앤씨 임은호

  기술위원 신광에코로드이엔씨(주) 김학렬

  서울 성보건업(주) 박기로

   창일산업개발(주)  박종철

   (주)국제이엔씨 손해원

   동국유리(주) 안명근

   (주)선진에이엔에프 이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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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