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건설문화를
새롭게 열어가는

4만여 전문건설인과 함께하는 KOSCA (대한전문건설협회)

●심벌마크 의미

KOSCA(대한전문건설협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디자인 요소로, 정체성을 구축하고 통합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CI의 그래픽 아이콘은 ‘전문건설인과 함께 하는 

새로운 건설문화’라는 컨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우  156-7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70 전문건설회관 18층

•대표전화 : 02)3284-1010 •FAX : 02)3284-1044 •www.kosca.or.kr

KOSCA는 앞으로도 회원사의 권익보호는 물론

우리 건설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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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공사 
■ 천정·건식벽체·강제벽체·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호울타리·휀스     

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음벽·방음터널

교량안전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 창호공사·발코니창호공사·외벽유리공사·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유리공사 등

■ 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도어

사다리·철재프레임·난간·계단 등의 공사

■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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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최근 수년간 한국의 여름은 점차 열대 기후화 되어

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 장마는 예전과 다르고 

무더위는 그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올해 또한 무더

운 여름과 한판 씨름을 해야할 것 같다. 

최근 수년 동안 금속구조물·창호업을 하는 우리 회

원사들 중에 문을 닫은 업체들이 특히 증가하고 있

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 

연간 수백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던 회사들이 지

난해도 올해도 여전히 부도로 쓰러졌다. 건설업계

의 규모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업체수는 오

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제대로 시공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이 양산되

고 있는 것이다. 

다가올 아니, 이미 시작된 무더위와 싸워야 하고 또 

회사의 생존을 위해 올 여름도 힘겨운 시간이 될 것

이라 짐작해 본다. 

매년 반복되는 우리 회원사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

림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필자는 우리 건설업계가 구조적으로 개편되지 않으

면 이같은 생존을 위한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높아지는 기온 못지않게 최근 우리 금속구조

물·창호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이 있다. 

‘전문건설업의 분리발주’가 그것이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는 공종의 특성상 독자적인 

업계의 기술로 시공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속

구조물 공사업만의 고유한 기술과 특징이 있다는 

얘기다. 

종합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여 우리 회원사에 하도

급을 주는 방식은 조속히 개선되어야할 부분이라

고 생각한다. 

이러한 하도급 방식은 저가수주를 양산하여 시공

의 질을 낮추고 전문업체의 부도만을 재생산할 뿐

이다. 

새로운 정부는 분리발주에 대한 확대방안을 언급

했고 올여름 업계의 존망을 놓고 종합건설업계와 

우리 전문건설업업계는 뜨거운 열전을 예고하고 

있다. 

공공공사에 한해 추진되고 있는 분리발주가 꼭 실

현되어 우리 회원사들이 정당한 금액으로 합리적

인 기술이 바탕이 되고 하자 없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고, 이로인해 우리 업계의 구조가 건전해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기를 희망해 본다. 

윤한주
(주)홍주산업 대표이사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협의회 부산운영위원

생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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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갤러리

건물의 가치를 높혀주는 아트월

건물 로비와 에스컬레이트의 벽면은 단순한 벽의 차원을 넘어 예술적인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다. 

금속을 이용한 아트월은 건물의 가치를 높혀주고 있다. 

최근 건물의 로비와 에스컬레이터 벽면에 설치되는 아트월은 금속소재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금속을 다양한 

형태로 변형하거나 금속 표면에 패턴을 넣는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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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갤러리

현장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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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갤러리

금속과 폴리카보네이트로 빛을 제어한 
대림미술관 출입구

대림미술관에서는 최근 스

와로브스키의 스토리와 예

술적 시도를 만나볼 수 있

는 전시회가 아시아 최초로 

선보였다. 이 전시회를 위

해 대림미술관은 보석의 이

미지를 살려 전시장 입구

에 금속 구조물을 설치했

다. 이 금속구조물은 폴리

카보네이트 금속을 이용해 

보석의 이미지를 표현하여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대림미술관에 설치된 이 파

빌리온은 미술관 뜰에 들

어오는 빛의 각도에 따라 

다양한 칼라를 표현하여 

아주 특별한 공간을 만들

었다. 

파빌리온은 단순히 공간을 

구성하는 금속구조물이 아

닌 빛을 제어하는 과정을 

통해 전시품만큼이나 큰 

감동을 전해주었다.

▶ 출입구 내부

▶ 출입구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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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을 이용한 태양광 시설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가장 활용 가능성이 큰 분야로 태양광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

근 다양한 형태로 태양광이 적용되고 있다. 건물의 외벽에 태양광 모듈이 적용된 BIPV는 기존의 벽면

을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활용가능성이 큰 분야이다. 

태양광모듈은 지면, 건물의 외벽, 가로등 등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으며, 금속구조물을 이용하여 

거치되거나 창호와 결합하여 설치되고 있다.

현장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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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은 차량이 주행중 사고로 인해 인도로 들어오거나 도로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금속구조 시설물이다. 

최근에는 가드레일에 롤러가 적용되어 더욱 효과적으로 충격을 흡수하는 형태의 가드레일이 

주목을 끌고 있다. 

롤러가 적용된 가드레일은 도로 중앙, 도로변, 나들목 분기점, 터널이나 지하 차도의 입구, 교

각, 교명주 보호는 물론, 고속도로 분기점에 설치를 통해 차량의 충돌에 따른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서 충돌된 차량이 받는 충격을 흡수하거나 충돌시 속도를 감속시키는 동시

에 도로의 반대차선이나 도로 밖으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여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유

도하여 복귀시킬 수 있도록하는 도로용 충격흡수시설물이다.

일반적으로, 충격흡수시설물은 차량이 고정된 구조물과 충돌시, 차량을 정지시키거나 방향을 

교정하여 탑승자의 안정을 확보하며, 부차적으로는 차량과 장애물의 충돌 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예방하고, 교각 등과 같은 도로의 주요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게 된다.

주요 설치장소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도로변 상 즉, 분기부, 단부, 교각, 고속도로 톨게이트, 

터널 및 지하차도 입구, 옹벽, 곡선 주로의 내리막 구배 구간과 같이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인

명과 시설을 보호해야 할 필

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게 

된다.

그러나 도로의 중앙선 또는 

도로변 상에 매설시키는 충

격흡수시설물의 경우 차량

의 충돌시 그 충격을 흡수하

여 분산시킴으로써 사고의 

규모를 축소시켜 인명의 상

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

만,  폐타이어와 스티로풀과 

롤러가 적용된 충격흡수 가드레일

국내기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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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인공흡수재와 같은 충

격흡수부재의 회전력에 의해 

차량의 속도가 감소되지 않

고, 충돌시 순간적으로 증가

되어 주행선을 이탈하는 등

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

라서,  다른 차선의 주행 차량

과 2차적인 충돌이 야기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회전 롤러가 적용된 가드레일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고무나 합성수지 등 충격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의 탄성부재가 설치된 충격흡수시설물에 차량의 충돌시 차량이 받는 충격을 흡수하

여 충격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충돌시 차량의 속도를 감소시키면서 차량이 진행방향으로 유도하

여 운전자가 핸들을 바로 잡아 정상 궤도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용 충격흡수시설물이다.

이같은 가드레일은 차량의 나들목 분기점,  터널이나 지하 차도의 입구,  교각,  교명주 보호는 물

론 고속도로 분기점에 설치된 도로용 충격흡수시설물에 충돌시 그에 따른 충격을 감소시킴은 물

론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도로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여 대형사고의 위험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량의 훼손은 물론 인명의 상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 _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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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교 확장부 캐노피

국내기술

# 2

최근들어 기존의 교량에 인도교나 자전거 도로를 확장하는 공법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인도교 확장 공사는 보행통로가 없는 교량, 옹벽확장부, 차도부에 가설인도를 형성하

여 차량으로 부터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캐노피를 형성함으로써 보

행자가 비를 맞지 않도록 하고, 양측의 난간과 경관조명을 설치함으로 경관상 아름다움과 각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들어 캐노피는 건물의 입구, 광장, 지하 주차장의 입구, 재래시장 등에 적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능적인 측면은 물론 도시 경관을 살리는 측면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특히 교량의 인도교 확장 공사에 캐노피를 적용할 경우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

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방도 및 일반국도의 보행구간 부재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국 지방도 및 국도 설치구간에 보행구간의 설치률은 5% 이내로 보행자 사망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70%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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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_ 02

특히 보행구간이 없는 교량의 경우 확

장 인도교의 설치는 매우 합리적인 사

고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선보이고 있는 교량 확장 인도

교 및 캐노피는 기존의 앙카식의 구조

적 불안감을 해결하고 경관상 아름다

움을 연출하기 위한 안전한 방식이 채

택되고 있다. 

측벽에 앙카를 천공하는 앙카식이 아닌 기존연석을 ㄷ모양의 철판으로 감싸고 중앙에 캐노피 

기둥을 매립함으로 구조적으로 안전한 방식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같은 방식은 인도 확장시 불필요한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로 인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이 획

기적으로 감축된다.

확장 인도교는 교량 및 옹벽 측벽에 설치함으로 하천 통수단면에 영향이 없다.

또한 부재를 공장제작하여 현장조립으로 공기단축 및 시공공정이 간단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인도교의 확장을 위해 경량 자재를 사용하므로써 기존 교량의 하중을 최소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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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 3

앵커 길이 조절 신축이음장치

도로 및 교량의 신축과 팽창에 의한 변형을 흡수하기 위해 도로 및 교량 중간부에 신축

이음장치가 설치되고 있다. 

최근에는 앵커 길이 조절이 가능한 신축이음장치가 적용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앵커 길이 조절이 가능한 신축이음장치는 구조물 사이에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하기  위

한  사전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신축이음장치  및  신축이음장치 시공 방법이다.

교량구조물과 같이 길이방향으로 장대한 형상을 갖는 강재 혹은 콘크리트 구조물은 온

도,  크리프(creep),  건조수축, 차량 하중 등으로 인한 구조물의 탄성변형에 의하여 발생

되는 응력에 의해 손상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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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_ 03

그에 따라 강재 및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구조물을 구성하는 경우, 구조물을 적정한 길

이 내로 형성하고, 구조물 사이에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신축이음장치는 구조물과 구조물 사이의 수직,  수평전단, 신장, 압축, 회전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이다.

이와 같은 신축이음장치의 설치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우선 구조물과 구조물 사이

에 신축이음장치를 고정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구조물  사이에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할  공간을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신축이음장치가 설치되는 구조물은 교량 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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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철근 콘크리트조인데, 이와 같은 구조물의 단부에는 구조물에 포함되는 철근

들이 노출된다.  이와 같이 구조물의 단부에 노출되는 철근들은 신축이음장치의 길이

방향을 따라 길이방향에 수직하게 형성되는 복수의 앵커(anchor)와 함께 고정되어 신

축이음장치를 구성하는 한 쌍의 지지몸체와 구조물이 각각 단단하게 결합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하여  구조물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지지몸체가  수용되어야 할 공간을 남

기고  철근을 배열하되, 앵커와 철근은 서로 교차되도록 하는데, 지지몸체를 두 구조물

의 단부에 노출된 철근 사이에 안착시킬 때, 앵커와 철근이 서로 간섭하게 되는 문제점

이 있었다.

따라서  기존에는 지지몸체를 구조물 사이에 안착시킬 때, 앵커의 안착을 간섭하는 철

근 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절단하는 공정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며, 이에 따

라 공사시간이 지연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내기술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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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축이음장치를 두 구조물 사이의 정확한 위치에 안착시킨 상태에서 구조물에 결

합하여야 하며, 특히 신축이음장치의 상면이 두 구조물의 상면과 동일 평면상에 배열

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기존의 공정에서는 이와 같이 신축이음장치를 정확한 위치에 

가고정시킨 상태에서, 추가 철근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고정할 수 있는 수단이 없

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구조물 사이에 신축이음장치를 안착시키

는 과정에서 구조물로부터 연장되는 주철근의 절단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는 앵커 길

이 조절이 가능한 신축이음장치가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앵커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신축이음장치는 구조물 사이에 신축이음장치를 용

이하게 가고정한 상태에서 추가 철근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축이음장치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앵커 길이 조절이 가능한 신축이음장치는 구조물 사이에 신축이음장치를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구조물로부터 연장되는 주철근의 절단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공정

이 단축되어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술 _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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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비정형 커튼월

최근 건축물의 외벽은 점차 비정형화 되어가고 있다. 기존의 외벽이 성능을 유지하면서 비

정형화되는 외벽은 국내 금속구조물 및 창호 업체들에게는 해결해야할 숙제이며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비정형 외벽을 구성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본다. 

비정형 외벽은 건축가가 의도한 비정형적 외벽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건물 외벽 본연의 구

조성능, 기밀성능, 수밀성능, 단열성능, 차음성능, 내화성능 등의 기능도 만족시켜야 한다. 

현 시점에서 외벽의 모든 기술이 집약된 것이 비정형 외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내기술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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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_ 04

비정형형태의 경우 구조, 기밀, 수밀, 단열 등의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 엔지

니어링은 일반적인 건축물보다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새로운 형태의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

비정형 형태는 일반적으로 엔지니어가 경험 등으로 자신의 머리속의 형태를 구성해

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도구 즉, 시스템의 힘을 빌어 형태를 구성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관련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며, 관련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구동시킬 수 

있어야한다. 

건축 디테일상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구조성능, 제작성, 시공성, 기밀성능, 수밀성능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대안 제시를 통한 정확한 외벽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다.

비정형의 형태 구현을 위해 고려해야하는 것 중 초기 단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기

의 형태를 곡면으로 진행할지, 평면을 분할하여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물론 곡면 형태로 진행을 하면 전체 형상은 나아지지만, 기능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마감 디테일에서 취약할 수 있으며, 구현 비용 또한 차이가 많다.

세계적으로도 곡면형태의 비정형 외벽의 시공이 다수 발견되고 있지만 안정성은 아

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를 구현할 것인지, 이를 분할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것인지

에 대한 협의는 비정형 외벽의 성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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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자재에 한계는 없

지만, 예산 및 건축가가 

의도하는 디자인 구현을 

위하여 최적의 자재의 

선택이 필요하다.

스틸의 경우 멀리온 등

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각각의 면 부재들을 접

합하는 방식은 비정형 프레임 제작은 가능하지만 이 또한 정확한 형상이 아니다. 하지만 

건축디테일상의 허용오차 범위에서 흡수가 가능한 수준까지의 형태는 구현가능하다. 

유리는 비정형 3차원 형태 구현을 위해 곡면방법 및 곡면설비, 구조에 따른 강화수준 또

는 다른 대안이 함께 검토되어야한다.

또한 유리의 비정형 구현을 위해서는 프레임 업체와 유리 생산업체 간의 협업이 매우 중

요하다. 

건축가가 만들어 놓은 비정형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최선의 방법이지만, 예산이나 기

국내기술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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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외벽 엔지니어는 이를 건축가의 디자인 의도를 훼손하지 않

으면서 실현가능한 곡면형상을 재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곡면형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은 알루미늄 압출재로는 자유곡면형상 제작이 불

가능하므로 이를 비정형에 적합하게 변형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스틸이나 스테인리스자재 등 용접 접합이 용이한 자재를 이용

하여 곡면형상을 구현해야 한다. 

곡면부위를 분할하여 형상을 처리할 수 있으면, 비정형은 구현하기가 많이 쉬워진다. 

외벽의 모듈화를 통하여 반복적인 형태를 구성할 수 있다.

비정형 외벽을 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비정형 제품은 공장제작시에도 

일반적인 측정장비외 3D측정이 가능한 설비가 갖춰져야 하며 현장 시공시에도 메인 골

조상황의 측량과 실설치시 3D측량기를 이용하여 정밀시공이 되어야 한다.

기술 _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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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개보수 공법(해외사례)

20~40년이 경과한 상업용 빌딩, 고층 아파트의 노후창 유리는 전세계적으로 에

너지 절감의 필요성과 결로, 방음, 자외선 차단 관련 성능향상의 필요성 때문에 개

보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특히 기존의 창을 교체할 경우에는 비용이 높고 교체기간 동안 입주자들에게 상

당한 시간동안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망설이게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 미국

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창틀과 유리를 활용하여 덧댄 유리(혹은 복

층유리)를 설치함으로써 필요한 에너지 절감과 창유리 성능향상이 가능한 공법이 

개발되고 있다. 

대상은 기존의 단창 또는 복층유리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에 지어진 커튼

월형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에서 결로, 곰팡이, 소음등의 

민원으로 인해 복층유리를 덧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미국과 일본의 솔루션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 버코위치(Berkowitz)사의 창보수 공법 플래티넘 시리즈 제품은 PPG사의 솔

라콘트롤 로이유리를 사용하여 에너지 비용의 20-25%를 절약하고 차음성을 높

이며 보안성을 강화하는 효과로 LEED 점수를 최소한 4점 향상시킨다고 말하고 

있다. 

새로운 복층유리는 외부 3,4면에 솔라콘트롤 로이를, 내부 5,6면에 로이유리, 

12mm 중간층에 아르곤 가스충전을 하는 선택사양이 있고, 기존 단창과 덧댐 복

층유리의 결합은 미국의 슈퍼스페이서 제품을 사용한다. 

미국의 씨어리어스 에너지(Serious Energy)사의 개보수 시리즈도 솔라콘트롤 유리

와 로이유리를 사용한 복층유리로 덧댐을 하여 알루미늄 프레임과 창유리를 전면 

교체하는 비용보다 휠씬 낮은 비용으로 에너지 절감, 차음효과(최고 20dB), 자외

선차단 효과(96-99.6%), 유리표면 온도의 상승으로 쾌적성 향상이 가능하다고 설

명한다. 

국내기술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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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_ 05

특히 이 회사는 1990년 초에 개보수한 바 있는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의 창문보수 공사

를 2010년에 성공리에 마침으로써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언론에서 집중 조명한바 있다. 

그 결과 빌딩의 에너지 비용을 연간 4억4천만원 절감했다고 보도되었다. 

특히 입주자들의 업무시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밤에 보수작업을 진행했으며 빌딩이 5

층에 작업장을 만들어 대부분의 보수용 제품을 생산했다고 한다. 

특히 이 회사의 최고성능 제품 종류는 히트미러 필름을 사용한 히트미러복층유리로써, 

기존 단판유리와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4중 복층의 효과를 가져와 U값을 0.16, 0.14로 차

음성능을 42, 44dB까지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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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 5

일본의 아사히 글라스(AGC)는 아토크(Attoch)라는 명칭의 에코로이유리제품을 2012년부

터 출시했다. 그전에는 프레임을 철거, 교체하는 작업은 위험하고 어렵거나, 복층유리를 

설치할 공간이 모자라 기존 단판유리에 솔라콘트롤 필름을 부착했으나 솔라필름은 장기

적으로 내구성에 약점이 있고 여름철에 열차단하는데는 유용하나 겨울철에는 열을 받아

들이고 난방에너지를 보존하는데는 효율성이 떨어져 아토크제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밝

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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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_ 05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로이유리가 창문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본

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불과 몇 년이 안되고 더욱이 가스충전 로이복층유리는 작년, 올해부

터 스펙에 반영되기 시작한 시점에 있다. 따라서 습도가 극한적으로 발생하는 우리나라 특유

의 음식, 주거문화에 비해서 커튼월 방식의 주상복합 건물과 확정형 아파트는 소음, 쾌적성 

문제외에 결로, 곰팡이 등의 민원은 앞으로도 늘어날 추세다. 

기존 일반 복층유리에 일반복층유리를 덧대는 현재의 4중 복층화는 성능향상에 비해 무게

문제, 시공상의 번잡성, 시공 후의 외관문제 등을 야기하여 미국, 일본의 예처럼 3중 복층화

가 효율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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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생태원 전시시설 유리공사

장항국가산단 조성사업 대안으로 충남 서천에 추진된 국립생태원 건립 6년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립생태원은 환경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연구와 교육·홍보 및 전시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기관으로 설립됐다. 

국립생태원은 크게 연구공간과 전시·체험·교육 공간으로 구성됐다. 생태원의 전체 시설 중 전시 부

분으로 생태체험관 에코리움과 한반도 고유의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한반도 숲, 습지생태원, 고산

생태원 등으로 구성된 야외 전시공간, 방문객 편의시설을 갖춘 방문자센터 등이다. 

Detail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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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공간으로는 생태원 본관, 복원생태관, 생태교육관, 방문자 숙소 등으로 조성됐다. 

특히 일상적인 조경 대신 실제 자연을 본뜬 숲을 조성해 자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에코리움은 국립생태원의 랜드마크이자 대표 전시시설로 전 세계 주요 기후대별 생태계를 체험

할 수 있는 열대관, 사막관, 지중해관, 온대관, 극지관의 기후대별 전시관이 마련돼 있다. 

저철분유리를 사용하여 투명성을 최대한 향상시켰으며, 아르곤가스를 주입한 접합복층유리가 사

용되었다. 

세계 처음으로 현지 식생정보를 바탕으로 생태적 설계를 기초해 식생을 조성, 아프리카 마다가스

카르사막이나 유럽의 지중해, 제주도 곶자왈지역 등 다양한 기후대별 식생이 그대로 재현됐다. 

금속창호_2013 여름호 내지.indd   27 2013-07-04   오후 12:34:41



28

Detail

# 1

금속창호_2013 여름호 내지.indd   28 2013-07-04   오후 12:34:43



2013_여름호 금속구조물&창호공사기술정보 29

식물 뿐 아니라 어류와 파충류, 포유류 등 식생대에 맞는 동물들도 전시하고 

있다. 특히 극지관에는 북극여우, 순록박제 등의 생태전시와 함께 첸투펭귄 

6마리와 친스트랩펭귄 5마리를 도입, 방문객들 눈길을 사로잡을 펭귄마을을 

조성했다. 

에코리움 지하에는 전시동물을 보충할 수 있는 동물사육시설이 마련됐으며 

에코리움 뒤에는 국립생태원 전시식물을 보충하거나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입된 5000여 종의 해외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29개 동을 마련했다. 

또 난온대관 옆 야외공간에는 설악산 계곡을 모방해 계곡 생태계를 조성하

고 하단에는 수달서식처가 있고, 그 옆에는 맹금류 서식처가 조성됐다. 

동물사육동에는 로이복층유리가 적용되었으며, 일반관리동에는 3중로이복

층유리가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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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

# 2

카타르 과학기술파크의 캐노피

카타르의 과학기술산업의 허브로 건축된 

이 건물의 캐노피는 3개의 건물을 연결

하는 통로로 시공되었으며 그 웅장함과 

독특한 디자인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이 건물의 용도는 카타르는 물론 세계의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의 기

업들의 사무실과 정부의 과학 기술 지원 

부서 및 연구소들이 입주하고 있다. 

이 공사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세 개의 건물을 연결하는 캐노피다. 이 캐노피의 지하에는 

1,4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구성되어 있으며, 세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와 세건물에 입주해 있

는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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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물의 캐노피는 카타르 과학기술파크의 상징이 되었다. 

이 캐노피는 개방된 공간의 이미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유리와 알미늄을 사용하여 시공했

다. 또한 외장에 적용된 알루미늄 패널은 부식에 강한 아노다이징 패널을 사용하여 이 지역

의 기후에 완벽하게 적응하도록 했다. 

이 건물은 중동 건축가상을 수상하며 더욱 유명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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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디자인의 자전거 보관소

런던의 건축회사 Sarah Wigglesworth Architects

에 의해 계획된 독특한 형태의 자전거 보관소가 

건립되어 방문자들의 시선을 붙잡는다. 

이 자전거 보관소는 스테인리스 스틸이 사용되었

으며 삼각형 형태의 여러 조각을 예술적으로 조

합하여 완성되었다. 

이 자전거 보관소는 76대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다. 이 자전거 보관소는 Antiques Market의 정

문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독특한 디자인으로 주 

건물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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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금속구조물이 건물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스테인리스 스틸과 함께 외부에 적용된 플라스틱 패널은 빛을 잘 분산하며 실내로 자연스

러운 빛을 투과시켜 안정적인 내부 조명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최근 자전거의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고 있다. 

자전거 보관소는 단순히 자전거의 보관뿐만 아니라 주변의 도시 경관 및 건물의 가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런던에 위치한 이 자전거 보관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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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

프랑스의 부둣가에 설치된 캐노피, 가로 46, 세로 22m의 이 캐노피는 스테인리스 철로 만들

어져 부둣가 가장자리에 플랫홈으로 설치되었다. 이 공간의 디자인은 michel desvigne에서 개

발했으며 이 소재는 거울과 같은 효과를 주어 이벤트 형식의 재미를 주고 있다.

프랑스 광장의 스테인리스 캐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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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캐노피는 광장에 설치된 캐노피가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광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구조물이 되었다. 

이 금속구조물은 강렬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캐노피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면서 새

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최근 광장의 캐노피는 독특한 형태로 제작되어 도시경관의 주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프랑스 부둣가에 설치된 이 스테인리스 캐노피는 금속구조물로 제작된 성공적인 시설물로 평

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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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

달라스 러브필드 공항의 곡면 천정

달라스 시내에서 8km 떨어져 있는 러브 필드 공항은 1년에 4 백만 이상의 승객이 이용하는 도시의 

관문이다. 

이 공항은 최근 확장공사 및 개보수 공사를 통해 노후화된 터미널을 보수했다. 

이번 보수를 통해 공항 내부의 천정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했다. 새로운 천정은 물이 흐르는 듯한 선

형의 모양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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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개방적인 인테리어를 제공하기 위해 디자인 팀은 최대한 천정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판단했다. 기존의 천정은 석고보드로 시공되어져 있었다. 이 석고보드 천정은 너무 

낮아서 공간을 더욱 협소하게 보이는 역할을 했다. 이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이

기도 했다. 

공간을 보다 개방적으로 만들기 위해 선택한 것은 금속재질의 물이 흐르는 듯한 곡선의 

천정재였다. 

공항측은 유연한 디자인에 적합한 소재를 찾았고 금속재질의 천정소재는 이러한 요구에 

가장 잘 부합하고 있다.

▶ 리모델링 전

▶ 리모델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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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 위치한 8층 규모의 주거용 건물에는 독특한 계단 난간이 설치되었다. 이 난간은 철

재를 구부려 난간에 적용하면서 예술적인 디자인을 표한한 것은 물론 의자의 용도로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속을 구부려 만든 계단 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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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단 난간은 층마다 다른 디자인을 적용하여 각

기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재의 

일체감으로 층마다 다른 디자인은 이질감이 없다. 

소재를 단순하게 구부린 것만으로도 훌륭한 디자

인 작품으로 평가받는 이 건물의 계단 난간은 금속

을 활용한 성공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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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향

디자인 유리는 컴퓨터로 제어되는 용해로에서 최고의 품질로 생산, 정확한 치수 관리하

에 성형된 유리이다. 디자인 유리는 조합과 패턴 적용이 자유로워 건축물의 외부뿐만 아

니라 내부 인테리어의 다양한 연출을 제공한다. 주로 건축물 외부 유리표면을 새롭게 디

유리에 디자인을 더한다! 
건물에 디자인을 입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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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하는데 사용되어, 큰 규격의 건물 외관에 적합하다. 특유의 시각적인 효과로, 내부의 

조명으로 인한 아름다운 빛이 건물 외관과 조화를 이루어 기존 건축물과 차별화된 고급

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다.

이 유리는 건축가들의 설계 시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적용이 가능해 많은 현대 건축물에 

사용되고 있다. 이 유리가 제공하는 구조적 단순미, 다양한 연출 및 빛 투과 효과는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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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유리의 가장 큰 장점으로, 우수한 미적 효과로 인해 현대 건축물

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디자인 유리는 자립형 글레이징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시공이 간편

하며, 최고의 기술과 건축적인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알루미늄 프레

임 구조로 시공된다. 

종류는 일반유리와 선입유리 두 가지로, 일반유리는 강화처리가 가

능하다. 또한 색상, 질감, 시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빛의 산란 효과까

지 선택할 수 있으며, 적정수준의 빛 산란 효과로 포근한 실내 공간

을 연출한다. 표면에 프린팅된 디자인으로 빛을 부드럽게 비춰 아늑

하고 매력적인 공간 연출에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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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공 부자재와 표면 처리된 알루미늄 프

로파일을 기초로 하는 결합시스템으로 시공

이 빠르고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이 유리는 별도의 보강처리 없이 Single-skin 

또는 Double-skin(방음 및 단열 성능을 강화

하기 위한 선택 사항)으로 시공할 수 있다. 

Double-skin은 38~41dB 수준의 방음 성능

을 제공하며, 높은 품질은 계절과 관계없이 에

너지를 절약하는 친환경 제품으로 경제적 효

과도 우수하다. 

이 유리는 산란 효과 및 미적인 특징으로 건축

물의 외관 및 공간연출의 내부 칸막이 적용 시 시각적 효과가 우수하여 많은 양의 빛을 필요로 하는 공간에서 

Single-skin 또는 Double-skin으로 선택하여 시공할 때, 외부면 수직시스템 구조에 건축물의 평면 또는 곡면 

형태로 사용된다. 호텔, 오피스 빌딩, 쇼핑센터를 비롯하여,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개성 있는 건축물을 설

계하려는 건축가와 디자이너에게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디자인 유리는 실내, 실외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파티션으로 활용하여 공간 안에서 또 다른 공간을 창출하면

서, 평면과 곡면 모두 표현이 가능하여 훨씬 다양한 공간감을 제공한다.

▶ 리모델링 전

▶ 리모델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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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음 및 난방 기능을 가진 조립식 
경량칸막이

출원번호 10-2009-0035145

일반적으로 경량칸막이는 실내공간을 원하는대로 구획하여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건축자재의 하나이다.

상기 경량칸막이는 설치 및 철거가 간편하고 구조적 강도도 비교적 견고하여 사무실이나 연구실 또는 

문화공간이나 전시장 등에 널리 사용된다.

이러한 경량칸막이는 공간을 구획함과 동시에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이웃하는 공간 상호간의 소음을 

어느 정도차단하도록 구성된다.

그러나 종래와 같은 경량칸막이는 단순히 공간구획 및 차음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별도의 

난방기능을 갖추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즉, 대부분의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상기와 같은 경량칸막이를 설치한 상태에서 별도의 난방장치를 

설치할 경우 생활이나 업무에 큰 불편함이 있다.

또한 난방기구를 사용하여 구획된 공간을 난방한다 하더라도, 경량칸막이로는 열손실이 크게 발생하여 

난방비가 상승되는 문제점이 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차음, 흡음 기능과 동시에 난방기능을 가지는 

패널을 조립하여 경량칸막이를 형성함으로써 복사열을 통한 구획공간의 난방이 가능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적은 난방시공 비용으로 

최대의 난방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차음 및 난방 

기능을 가진 조립식 경량칸막이를 제공함에 있다.

본발명은 상부패널과 하부패널을 분리하여 패널을 

형성하고 하부패널을 통해서만 난방을 함으로써 

난방시공 범위를 줄여 시공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복사열을 통한 대류 현상으로 실내를 난방하여 적은 

난방시공으로도 난방효과가 우수하고, 상부패널과 

하부패널의 연결부위에 제진도 료를 도 포하여 

고체전달음을 최소화 해줌으로써 차음성능이 뛰어나며 

조립이 간편하여 시공이 쉽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매우 

유용한 발명이다.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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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석방지용 와이어의 완충수단

출원번호 10-2012-0086849

일반적으로, 낙석방지시설은 도로와 인접된 

암반 및 암벽 절개면의 낙석, 토사붕괴 등으로 

인한 교통장애, 도로구조물의 손상, 재산 및 

인명상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되는 

구조물이다.

그리고, 통상적인 낙석방지시설의 기능은 낙석의 

충격에 저항하여 낙석운동을 억제하고, 낙석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낙석이 도로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며, 낙석의 낙하 진행방향을 

전환시켜, 위험이 없는 곳으로 유도하는 기능이 

기본적인 기능이다.

하지만 이러한 낙석방지용 와이어는 낙석이 

이루어지면 암석의 운 동에너지에 의해 

낙석방지용 와이어의 상호 교차되는 지점에서 하중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며 이러한 하중으로 인해 

낙석방지용 와이어의 교차되는 지점의 형태가 변형되고 이에 따라 낙석방지용 와이어가 전체적으로 

헐거운 상태가 되어서 낙석의 우려가 있는 암반 및 암벽의 절개면을 안정적으로 낙석을 방지하게 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왔다.

상기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안출된 본 발명의 목적은, 도로와 인접된 암반 및 암벽 절개면에 

낙석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위에 낙석을 예방하도록 덮여진 낙석방지용 와이어의 교차되는 지점에 

별도의 완충와이어를 구성하고 상기 완충와이어에 탄성체가 구비되는 완충수단을 구성하여 

낙석에너지에 의해 완충와이어가 변형될 때 다시 원래 위치로 복원시켜줌으로서 낙석의 우려가 있는 

부위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낙석방지용 와이어의 완충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본 발명은, 낙석방지용 와이어의 교차되는 지점에 구성되는 완충와이어를 

고정하는 고정판과 상기 고정판에 고정되어 완충와이어를 통과시키는 수용구과 상기 수용구에 통과되는 

완충와이어에 탄성력을 부가하는 탄성체로 구성되기 때문에, 완충와이어로 탄성력을 부가하여 암반 및 

암벽의 절개면에 같이 낙석되는 암석의 운동에너지에 의해 완충와이어의 형태가 변형되고 난 후 

완충와이어를 원래 위치로 복원시켜줌으로서 낙석의 우려가 있는 부위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낙석방지용 와이어의 수명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다.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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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방음시설 및 창호등 금속구조물·창호공사 분리
발주 확대

중기청, 중기 기술보호 지원 확대

방음벽, 방음터널, 창호공사 등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에 

대하여 협의회의 지속적인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

급 요청 건의 추진에 의해 기존 종합공사업 또는 시설물유

지관리업으로 발주되던 공사가 일정부분 금속구조물ㆍ창

호공사업으로 발주되는 성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분리발주된 방음

벽·방음터널등 방음시설의 공사규모는 약 1천

억원 규모로 2011년에 비해 큰폭으로 늘어났

으며 서울시 산하 각급 교육청등으로 부터 분

리발주 계획·집행된 창호 및 금속구조물공사

의 규모도 일정부분 증가하였다. 

이같은 지속적인 협의회의 분리발주 요청 건

의에 따라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의 서울지

역 2012년분 연간 실적은 2조1천2백억원, 전

국적으로는 7조 2백억원의 규모가 될것으로 

전망되어져 2011년분에 비해 각각 4% 및 3%가 증가할 것

으로 보인다. 반면 전문건설업 전체 평균이 전년 대비하여 

서울은 약8% 전국적으로는 약 2.5% 가량 감소한 것에 비

해 분리발주 확대가 우리 협의회의 전체 실적규모에 상당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기술유출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기술혁

신 촉진법 시행령’이 지난 6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고 최근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기술유출 실태조사·기술보호 상

담·기술자료 임치 등 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한 다양

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중소기업 등이 

기술보호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중소기업청에 제

출하면 중기청이 내용을 검토해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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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탑산업훈장 - 홍경식 서광강건(주) 대표

'2013년 건설의 날' 기념식이 지난 18일 건설회관 대강당

에서 서승환국토교통부장관, 주승용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최삼규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장등 건설관계자 5

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주최로 

성황리에 개최 됐다.

이 자리에서는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 공로가 많은 건설인 

157인에게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장관표창을 수상 했다.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협의회 7대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코스카저널 운영위원장에 재임중인 서광강건(주) 홍경식 

대표는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홍경식 대표는 39년간 건설업을 영위하며 인천공항 여객

터미널 공사 등 다양한 SOC사업에 참여해 최상의 품질구

현으로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경량시스템천정 및 경량벽체 전문시공업체로 드라이

월 공사의 유리면 흡음보드 공정을 개선해 원자재의 손실

을 10%정도 절감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해 원가를 크게 절

감시켰으며,  발주자 및 원도급자로부터 시공기술과 능력

을 인정받아 우수 시공업자로 평가돼 표창 및 감사패를 받

는 등 전문건설업의 위상을 제고시켰다는 평가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분포 현황

전국(정회원)                                                                                                                                                                                    2013년 6월 기준

서울시(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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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60 643 232 165 220 161 155 104 1,118 249 249 313 233 341 320 331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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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9 9 4 32 11 7 18 4 18 17 89 9 106 67 6 8 7 17 55 16 31 35 5 3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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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상식

Impact(임팩트) 클럽헤드를 볼에 접속시켜 타격하는 

것을 말한다. 

In course(인 코스) (back line)이라고도 함. 후반의 9

홀을 말한다. 

In play(인 프레이) 플레이어가 티 그라운드에서 볼을 

쳐서 홀까지 넣을 때까지를 말함. 

Indoor golf(인도어 골프) 실내에서 치는 골프. 실내 

골프연습장을 말함. 

Inside out(인사이드 아웃) 클럽헤드를 볼의 비행선 

안쪽으로부터 볼에 닿도록 바깥쪽으로 쳐 내는 스윙. 

Interlocking grip(인터록킹 그립) 그립의 한 방법으로 

오른쪽 새끼손가락과 왼손의 검지를 얽어 쥐는 방식으

로 손이 작거나 비교적 힘이 약한 사람에게 적합하다. 

Iron club(아이언 클럽) 헤드 부분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클럽 

Ladies tee(레이디스 티) 여성전용의 티 그라운드, 일

반적으로 붉은 티로 표시한다. 

Lag up(랙 압) 먼 거리를 확실하게 1퍼트내로 붙이는 

것. 

LAW model(로 모델) 아크형(Arc swing), 지랫대형

(Lever swing), 넓이형(Width swing) 등으로 신체유형

을 나누어 각자의 적합한 스윙형태를 만들어 놓는 것. 

알면 도움이 되는 골프 규칙

골프는 복잡한 룰만큼이나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된다. 아마추어 경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리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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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 out(레이 아웃) 코스의 설계. 

Local knowledge(로칼 나리지)  각 코스 특유의 지

형적인 조건이나 특수성을 알고 있는 것. 

Local rule(로칼 룰) 각 코스의 특수조건에 맞게 각 

클럽의 코스별로 설정해둔 별도의 규칙. 

Locker(락커) 열쇠가 달린 장. 골프용구 옷 따위를 넣

어두는 옷장. 

Loft(로프트) 클럽페이스의 각도 또는 경사. 

Long hole(롱 홀) 파5 이상의 홀. 

Long iron(롱 아이언) 보통 1,2,3번 아이언을 말한다. 

Loose impediment(루스 임퍼더먼트) 코스 내에 있

는 자연적인 장애물, 홀에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것으

로 땅속에 박혀 있지 않은 돌, 나뭇잎, 삭정이, 쇠똥, 

나뭇가지가 성장해 있지 않는 것. 또 이에 준하는 것

으로 이들은 플레이를 할 때 제거해도 좋은 것으로 

되어 있다. 

Lost ball(로스 볼) 분실 구. 

Lost hole(로스 홀) 진 홀을 가리키는 매치 플레이의 

용어. 

Manner(메너) 예법, 태도, 경기할 때의 몸가짐. 

Marker(마커)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플레이어의 스코

어를 기록하기 위해 위원으로 선임된 사람. 마커는 

심판이 아니다. 흔히 캐디나 동반 플레이어가 채점자

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볼을 집어들 때 볼의 위치를 표

시하기 위해서 놓게 되는 동전이나 동전과 유사한 표

식을 말하기도 한다. 

Mashie(매시) 5번 아이언에 해당하는 로프트를 가

진 것을 말한다. 

Master eye(마스터 아이) 볼을 볼 때 주로 사용하는 

눈. 

Masters(마스터스) 1943년 어거스타 내셔널 토너먼

트 초청경기에서 시작한 최초, 최장수의 토너먼트 경

기. 이 대회는 우승컵 대신에 그린재킷을 주기 때문

에 그린 마스터스 대회라고도 불린다. 

Match play(매치 프레이) 경기의 일종으로 홀 매치라

고도 한다. 2인 또는 2조로 나누어 각 홀별 타수로 

승패를 정한다. 

Medal play(메달 플레이) 스트로크 플레이(Stroke 

play)와 같은 말이다. 

Medal score(메달 스코어) 스트로크(Stroke)수 페널

티가 있으면 그것도 포함 한다. 

Medalist(메달리스트)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가장 적

은 스코어를 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호칭. 

Medium hole(미디엄 홀) 파4의 홀을 말한다. 

Medium iron(미디엄 아이언) 아이언의4,5,6번을 말

한다. 

Member(멤버) 골프장의 회원. 경기대회에 등록한 

선수. 

Mental game(멘탈 게임) 심리적인 면이 많은 골프경

기를 말한다. 

Mental hazard(멘탈 해저드) 해저드 심리적인 장애

물. 특정 지역에서의 징크스 그 곳에만 오면 잘되지 

않는 것을 말한. 

Metal head(멘탈 헤드) 금속성 헤드의 일종으로 대

부분 스테인리스(Stainless)가 주종을 이룬다. 

Middle hole(미들 홀) 파 4의 홀. 

Nassau(나소) 도박의 일종으로 아메리카의 나소 클

럽(Nassau club)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말. 

친한 동료끼리 매치 플레이를 할 때 잘 쓰인다. 

National open(내셔널 오픈) 공식적으로 거행되는 

전국적인 오픈 선수권 경기. 

Natural grip(네츄럴 그립) 양쪽 손가락을 샤프트에 

대고 쥐는 식. 야구 배트를 쥐는 것 같다 해서 베이스

볼 그립(Baseball grip)이라고 도 부른다. 

Neck(넥) 클럽 헤드와 샤프트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 

Net score(네트 스코어) 1라운드 타수의 총계에서 자

기 핸디캡을 제외한 수. 보통 네트(net) 라고도 함. 

Next shot(넥스트 샷) 다음 타 또는 다음 타자를 말함. 

Nice shot(나이스 샷) 좋은 샷을 냈을 때 던져주는 

칭찬의 말. Good shot, beautiful 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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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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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가장 얻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살 수 없다.

마치 연애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먼저 주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직원들이 회사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회사가 먼저 직원들을 사랑해야 한다.

- 장루이민 하이얼 회장 -

장루이민 회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마음을 합쳐 직원의 충성심을 이끌어낸다고 말한다.

도와줄 때는 따뜻한 마음으로, 지적할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가르칠 때는 이해하는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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