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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권두언

단풍의 계절이다. 초록이 무성했던 산과 들은 이제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2012년 한해도 이제 마

무리를 생각해야 할 때다. 올 한 해를 되짚어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을 꼽으라면 적극적이어야 했을 기술

개발과 해외로의 진출이다. 

최근 건설시장은 이미 국경이 사라졌다. 독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서 새롭게 선보인 기술은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에 선보인다. 특히 최근들어 탄소배출량과 관련된 에너지 정책이 가속화 되면서 이와 관련된 기

술들이 급속히 국내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것을 느낀다. 

불과 3년 전만해도 패시브하우스라는 말은 참 생소한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패시브하우스라는 말을 모

르는 사람이 없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개발이라는 말도 너무나 쉬운 단어가 되었다. 홍수처럼 밀려오는 

에너지관련 어휘들의 내면에는 해외 선진국들의 기술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국내에 최근 지어진 패시브

하우스에는 수입 자재들이 필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에너지효율을 월등히 뛰어넘는 이런 자재와 

공법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이제 우리 업종도 해외에서의 기술을 들여오는 것에서 전환,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것으로 전

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우리 업계는 한국의 뚜렷한 사계절에 적응하기 위해서 단열성능이 향

상되었고, 태풍과 장마에도 적응할 수 있는 방수기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면서 시공의 노하우를 축

적했다. 이제는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을 해외 선진국들의 의도대로 움직여줄 것이 아니라 

그들과 직접 경쟁하고 그들의 시장에서 우리의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도로주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면서 쌓은 방음벽기술, 전 국토를 연결하는 도로의 방호시설, 그리

고 최근 십여년간 새롭게 탈바꿈한 도시경관의 디자인 기술들을 수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업계는 해

외시장의 여건도 체계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기술과 외국어를 겸비한 인재의 양성에도 절대 소홀함이 없어

야 한다. 최근 십 수 년 간 우리의 손으로 대한민국의 모습을 놀랄만큼 변화시켰다면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능력을 보여줄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신근철 (주)신영개발 대표이사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협의회 경북운영위원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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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갤러리

건물 외벽의 새로운 시도 3D 곡면유리

곡유리는 일반 판유리를 곡면으

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오랫동안 

독특한 입면을 원하는 건물에 곡

유리는 꾸준히 사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서는 곡유리의 

3D 가공,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곡유리 건물중 가장 곡이 심한 유

리는 판교의 미래에셋 건물로 3

차원 곡유리를 적용하였다. 위 유

리는 하드로이 사양을 적용하였

으며 국내에서도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고 시공해낸 첫번째 결실

인 셈이다. 

3차원 곡유리 적용시 국내에 자

동설비라인이 없어 수작업이나 

외국에서 제작하는 경우가 많으

며 가장 큰 문제는 품질에 대한 

보증이 어렵다. 향후 전경련 포디

엄 등 3차원 곡유리 적용현장이 

늘어나게 되면 곡유리도 보편화

된 기술도 함께 개발될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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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갤러리

현장

갤러리

태양광발전시설과 함께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 방호울타리

국내 처음으로 도로 중앙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태양광발전시설까지 설치한 세종시~대전 유성 

연결도로가 최근 개통되었다.

이 도로 중앙에 왕복 2차로(폭 3.8m)의 자전거도로가 설치됐다. 양쪽에 철제 방호울타리가 튼튼하게 처져 

있다. 신호등이나 인도 턱 등 장애물이 없어 '자전거 고속도로'로 손색이 없다. 이 자전거도로 

중간중간에는 모두 5개의 진출입로가 있다. 진출입로는 지하로 만들어져 차량 충돌 등 사고위험이 적다. 

자전거도로 위에는 한국서부발전이 65억원을 들여 태양광발전시설(집열판)을 설치했다. 캐노피 형태로 

4.6㎞ 구간에 400개가 설치됐다. 이 도로의 캐노피는 비와 눈을 막는 것과 동시에 태양광을 이용한 

전력생산기능을 겸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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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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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도 연변에 시공된 방음벽은 경부고속철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수직형과 말

단절곡형으로 제한되어 있다. 도로변에 비하여 방음판 자체의 적용기술도 획일적이며, 높

이상승 효과를 위하여 방음벽 상단의 음향에너지의 회절현상을 저감하고자 개발된 상단 

소음저감장치의 활용이나 적용 사례도 많이 상용화 설치된 도로에 비하면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국내 철도소음 저감시설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에 환경에 대한 국민의 의식향상

에 따른 민원제기 등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몇 가지 유형에 대한 해석연구나 모형실

험 연구, 기 개발된 상단장치의 철도변 성능효과 검증을 위한 현장평가 시험 등이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철도의 고속화와 화물열차의 증대, 철도변에 근접한 고층아파트의 증가 

등의 추세와 잇따라 제기되는 민원의 해소를 하기에는 기존의 방음벽 이외의 대안이나 계

획이 절실한 상황이다.

철도는 도로와는 달리 계획된 운행시각에 짧은 시간 통과하여 예측 가능한 소음현상이라 

할 수 있고, 운행 지역의 소음환경과 성가심도의 주요 원인이 분석되면 차량의 유형에 따

라서 운행소음 특성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그 취약점을 분석하여 향

상을 위한 신기술과 대안을 개발, 설계할 수 있다.

방음벽 및 방음장치 기술 동향

국내 철도변에 적용된 방음벽 상단장치로는 간섭형 상단장치를 들 수 있다.

이는 현재 방음벽의 설계높이를 20%∼30% 낮추는 효과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시공비 

또한 20% 저감을 목표로 설계되었다. 기술의 개요는 방음벽 상단에 입사하는 음의 소멸

간섭을 이용하기 위하여 약 60cm 크기의 간섭장치를 통하여 상단 표면에 입사하는 음파

의 위상을 변화시켜 수음지점 5m 거리의 가시선 영역의 4.5m 높이에서 2∼3dB 효과를 

ISO 10847 방법 및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2∼3 dB 의 

추가적인 소음감소를 위해서는 방음벽의 높이를 2∼3m 높여야 하고, 이를 감안하여 시

철도 주변 방음벽 상단 방음장치

국내기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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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비의 절감수준을 분석하였다. [그림 1] 과 같이 격자구조를 이용하여 상쇄간섭을 활

용 하였으며, 내부 격자배치에 따른 특정소음 제어를 가능하게 하였다.

철도변은 아니지만 국내에 시공되어 활용되고 있는 방음벽 상단 소음감소기로는 안쪽

에 흡음재가 부착되어 있는 원통모양의 감소기, 상단을 양쪽으로 퍼지게 하여 끝을 원

형으로 처리한 감소기, 버섯모양의 소음감소기, 내부에서 소음 간섭과 아울러 흡음을 

함께 일으키는 형태 등이 있고, 일반적인 자동차 소음을 고려하여 도로변 높이에 소음

원이 위치해 있다[그림 2]. 이들의 현장시공 평가결과에 의하면 저주파수 영역인 

100Hz∼400Hz 에서는 어느 측정위치에서든 모두 4 dB 이하의 추가효과에 그쳤다. 

2m 방음벽에서 5m 이격거리인 경우 5m 이상의 수음위치에서는 한 가지 유형을 제외

하고는 전 주파수 영역에서 3dB 이하의 효과를 보이고 있고 총합소음도의 경우 향상

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_ 01

[그림 1]  국내 방음벽 상단의 간섭원리를 

이용한 소음저감장치 기술 개요

[그림 2]  국내 방음벽 상단의 소음감소기 유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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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JR East에서는 신칸센 고속선의 방음벽을 향상하기 위하여 회절현상과 간섭현

상을 활용하는 상단장치[그림 3]을 개발 중이며, 스피커 소음원을 통한 현장시공 시험

결과를 발표하였다. 실제의 고가위의 고속열차의 소음원을 고려하여 차륜과 레일위치

의 전동소음원, 차체상부 위치의 소음원, 판토그라프 위치의 소음원 등 세 가지의 소

음원에 대하여 수치해석을 하였다. 소음저감 뿐 아니라 진동성능, 하중, 설빙환경에서

의 강도 내구성 등의 시험을 수행하였고, 방음벽으로부터 25m 이격거리 1.2m 높이 

에서의 총합소음도 2 dB 의 향상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기울어진 흡음판 등 흡음재의 

효과까지 고려한 결과이다.

방음벽 상단의 회절현상을 능동소음제어기술을 이용하여 차단, 전향하는 기술연구가 

또한 1990년대 이후로 독일, 일본, 호주, 프랑스에서 진행되어 왔고, 모델실험 시 0-7 

dB, 최고 26 dB 의 저감효과향상을 나타내었으며, 옥외 측정 시 6 dB 까지 저감향상 

효과를 보였다. 일본의 경우 미츠비시 기술연구소와 국토성에서 도로변 방음벽에 시

공하였다(그림 4). 능동제어 목표 주파수 영역은 도로소음 저주파수 영역인 200Hz∼

630Hz 이며 방음벽 뒤 1.2m 높이에서는 5.6 dB, 5m 높이에서는 1.8dB 의 현장시험 

결과를 보였다. 그림 4는 2007년 일본에서 상용화된 능동소음제어 기술을 활용한 방

음벽의 사례로 주거지역의 기계소음을 저감하는 목적으로 방음벽 상단에 설치된 예

이다.

그 외 다양한 기하학적 변형을 통해 간섭 혹은 산란의 효과를 이용하여 소음저감 목

표지점에서의 그늘효과를 향상시키는 연구로 주로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 1980-

국내기술

# 1

[그림 3]  일본 고속열차 구간 신칸센 방음벽 향상을 위한 간섭 및 회절형 상단소음감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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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에 이루어져 왔다. 상단 자체의 유형으로는 T 자형 상단이 공통적으로 효과

를 보였으며, 다중모서리(multiple edge)는 2-3 dB, random edge 는 3-7 dB 의 

효과를 보였으나 5kHz 이상이나 저주파에서는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에 흡음재를 첨가한 경우 최고 6 dBA 까지 저감향상효과가 나타났

다. 그러나 대부분이 수치해석이나 모델측정 연구결과로써 현장시공 측정결과나 

실용화에 대한 결과는 많지 않다.

최근에는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형 투명방음벽으로 주로 독일과 스위스를 비롯한 

아우토반에 실용화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 철도변에 시도한 파일럿 프로젝트로써 

낙엽송목재와 짚을 상자모양으로 묶은 뭉치를 측면 흡음재료로 활용하였으나. 이 

경우는 유지보수 문제가 용이하지 않다고 한다. 흡음재 내부에 사용된 짚을 이용

한 재료는 흡음과 단열에 많이 사용되고, 10dB 의 소음저감 효과를 보였다.

또한 수목재를 활용하여 친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으로써 방음벽 내부

에 가열장치를 설치하여 잔디와 같은 식물이 동절기에도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

된 유형이다. 기존 방음벽 

녹화의 경우 겨울철에 오

히려 더욱 황량하게 보이

는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실험단계

이다. 최근 들어 독일을 비

롯한 유럽의 경우 기존의 

방음벽 대신 친환경 녹색 

방음벽의 설치로 대체하

는 사례도 늘어가고 있어, 

자연을 소재로 한 식재 방

음벽 재료에 대한 검토가 

매우 다양한 방향으로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림 4]  능동음장 제어를 활용한 방음벽 시공사례(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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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차등형 가드레일

국내기술

# 2

강성차등형 가드레일은 서로 다른 단면 강성을 갖는 부재를 상하로 배치하여 볼트로 

연결한 Thrie-Beam 형태의 이중보, 콘크리트로 내부가 보강된 원형 철제 지주, V형 

놋치를 적용한 연결대로 구성된 차량 방호울타리 설치 기술이다. 

강성차등형 가드레일은 대형차량에 대한 지지력을 극대화하고 소형 승용차 탑승자에 

대한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부와 하부의 단면 강성을 차등화시킨 레일의 단

면 및 체결구조를 갖고 있다. 

상단과 하단레일의 두께를 달리하여 상단은 강하고 하단은 상대적으로연성인 서로 

다른 강성을 갖는 레일을 접합하여 일체화 되도록 함으로써 탑승자의 위치가 낮은 소

형차량의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충돌시 충격흡수 성능을 강화하였으며, 상단레

일은 대형차량의 강한 충격력에 대응하여 승월을 억제하도록 하였다. 

상, 하단 레일의 결합시 단면이 Thrie-Beam의 형태를 갖도록 설계하여 현재 설치된 

구조물과 연속되는 미관이 되도록 상, 하부레일의 분리로 레일의 단위중량이 감소되

게 되어 현장 취급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통상 4M 단위로 생산하던 가드레일 길이를 

5M로 확대하여 구조물의 연속성과 시공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일부 소형차 충돌시 하단레일만 교체함으로써 경제성 측면 및 유지보수가 유리

한 점도 강성차등형 레일의 개선효과라 할 수 있다. 

철재파이프의 내부를 콘크리트로 보강하여 국부좌굴을 막고 Composite Action으로 

휨 및 비틀림강성을 크게 증대시킨 것 또한 특징이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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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_ 02

충돌차량의 대항차선 집입을 막고 과도한 변형으로 인한 2차 사고를 

유발하지 않기 위하여, 가요성 방호울타리의 강도증대는 중요한 과제

로서 가드레일의 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주의 강도를 보강

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형지주 내부에 국부적으로 콘트리트를 타설

하여 횡하중에 대한 휨강성을 2배 이상 증대시키고 급격한 소성변형

을 방지한다. 

또한 소형차 충돌시 V놋치부의 부분적인 파괴를 유도하여 충격을 흡

수한다. 지주변형과 함께 V놋치부가 압착되며 레일을 수직으로 유지

시켜 방호울타리의 유효높이 감소를 막아 승월방지 효과가 크다. 

본 발명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다양한 차량에 대응하는 단면

폭을 가지며, 충돌차량의 충격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최적

의 상태로 설계된 단면형상으로 인명과 물적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충격에너지 흡수기능 및 강성을 보강한 가드레일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강성차등형 가드레일은 충돌하는 차량

과 접촉하여 충격에너지를 흡수한다.

이 가드레일의 길이방향으로 절단된 단

면형상은 대형차와 소형차에 대응하도

록 상기 가드레일의 상하부에 각각 형

성된 평탄한 상하부 접촉부와 상하부 

접촉부 사이의 중심에 형성된 평탄한 

중심 접촉부와 지주에 지지 결합되며 

상하부 접촉부와 중심 접촉부 사이에 

지주방향으로 각각 절곡 형성된 결합부 

및 접촉부와 각각 연결하는 연결부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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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창의 개념과 기술의 진화

2004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 호주 대사관을 목표로 알카에다 동남아시아 지부

인 Jemaah Islamiyah(JI)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차량 폭탄테러가 일어났다. 10명의 사

망자와 200여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이 사건은 커튼월에서 비산된 유리(Flying 

glass)가 사상피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이런 사회적 요구 등으로 방폭창(Blast Mitigated windows)은 외장공사의 한 분야로 자

리잡게 되었다. 

방폭창은 폭발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 창호로, 포괄적으로 심각한 자

연재해, 범죄행위 등을 방지하는 Protective glazing의 일종이다. Protective glazing에

는 세부적으로 도둑등의 강제 침입을 방지하는 방도창(Burglar Resistant windows), 총

알의 통과 또는 반사를 억제하는 방탄창(Bullet-proof windows) 그리고, 폭발에 대한 

피해를 줄여주는 방폭창(Blast mitigated windows)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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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_ 03

방폭창의 주요 수요는 국내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

에 적용되며, 해외에서는 대사관등 공관, 금융시설, 공항, 호텔, 초고층 빌딩 등 인구 

밀집 빌딩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9·11 테러 이후, 주요 행정시설 및 교육

시설 등에는 필수적으로 방폭창과 방도창이 법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저

등급 표준화된 방폭창의 공급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 등급들은 점차 그 폭압 

및 등급이 강화되어가고 있다.

1993년 4월 영국 런던의 당시 최고층의 National Westminster bank tower의 차량 폭

탄 테러는 북아일랜드 저항군(IRA)이 일으킨 이 사건으로 국제 금융가의 한복판을 폭

탄 트럭이 돌진해 사상자와 주변 건물들에 피해를 입혀, 당시 2조원 이상의 피해액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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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역설적으로 천문학적인 파손된 건물의 해체와 재건축비용을 감안하여, 최고

기술력의 커튼월 회사인 Schdmidlin社의 순차적인 Renovation을 통해, 깨끗한 외관으

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초고층 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의 저층부와 출입구 등에 대한 방폭창의 

적용은 확대되고 초고층의 Renovation기술의 진보를 가져왔다.

이후 방폭창은 접합 Film류의 발전과 더불어 경제적이며 간편한 방법으로 용이하게 

안전 Film을 부착하는 방법들도 적용되고 있으나, 그 내구성 및 적용 폭압등급에는 한

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방폭 수요의 증대에 따라, 간편한 방식의 Film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된 기술이 ‘Cable Catcher System’이다.

Cable Catcher System은 기존 커튼월 또는 창호에 수치해석을 통해, 인장력을 갖춘 

Cable을 추가 장착하여, 변형하는 유리의 변위를 부가적으로 흡수해, 재실자의 안전

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이는 안전 Film에 비해 물리적인 효과와 안정성은 뛰어나나, 시

인성과 Cable 노출에 따른 거부감이 뒤따른다. 

또한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테러리스트등에게 방폭기능의 유무가 한눈에 식별되어 

최근에는 그 적용이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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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창으로 가장 세계적인 기업으로는 이스라엘의 ARPAL社를 들 수 있다. 상기 회

사는 1982년에 이스라엘에서 설립된 방폭창 전문회사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모든 방

폭 등급의 창, 문, 커튼월등의 창호를 직접 생산하고 있다.

이 회사의 특징으로는 다년간의 R&D를 통해, 방폭창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EAU(Energy Absorbing Units)을 개발해 국제 특허를 획득했다.

이 기술은 기존 방폭창의 개념이 강력한 폭

압을 두꺼운 접합유리와 알루미늄 프레임으

로 건축구조체에 고정시키는 방식에서, 유연

하고 상대적으로 얇은 유리와 프레임을 EAU

를 통해 콘크리트에 고정시켜, EAU가 폭압

으로 소성 변형하면서 에너지를 흡수하여, 

불과 2%의 힘이 건축 구조체에 전달되는 방

식이다. 

국내 창호업체들이 방폭 창에 주목한 것은 

지난 2001년 9.11 테러에서 방폭 창 설치로 

확실한 인명 보호 효과를 본 미국 정부가 국

방부 및 주요 건물에 방폭창 설치를 의무화

하면서 부터다. 

특히 2006년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단이 용

산 소재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결

정한 후 그간 전량 수입하던 방폭창의 국산

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후 한미 양국의 협상 지연으로 당

초 2012년 말 끝내기로 했던 기지 이전이 

2016년까지 늦춰짐에 따라 업체들은 자체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방폭창은 국내 시장 뿐 아니라 현재 일본 오

키나와의 미 해병대 기지도 괌으로 이전하는 

등 해외시장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 _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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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률을 줄인 
매설형폴딩격자신축이음장치

교량과 고가도로 등에 설치되는 신축이음장치는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크리프, 온도변화, 

활하중 등에 의한 상부구조의 변형과 변위에 의하여 구조물에 발생하는 응력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신축이음장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 노출형 시스

템은 교통량의 증가, 소홀한 시공과 유지보수 불량으로 인하여 교량구성요소 중에서 가

장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소로 많은 유지관리비가 소요될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주행 시 소음과 충격을 발생시켜 주행성능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노출형 시스템보다 우수한 매설형 신축이음장치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향상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에 소개하는 매설형 신축이음장치는 기존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장점을 향상시킨 신

축이음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국내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매설형 신

축이음장치는 Asphalt Plug Joint이다. 이 신

축이음장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서 사용

되고 있는 신축이음장치의 한 종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포장형 조인트 또는 연속형 

조인트로 잘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Asphalt Plug Joint는 무게비로 

20%의 역청과 80%의 골재로 구성된 유영

한 아스팔트 포장혼합물로 신축이음부를 메

우는 형태의 신축이음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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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_ 04

이러한 신축이음장치

는 도로 포장과 신축

이음부의 매끄러운 

연결을 가능케 하여 

평탄성을 확보하고 교

량 상부구조에서 발

생하는 신축을 상부포장재료 자체에서 흡수하여 해소하는 조인트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러한 매설형 신축이음장치는 6~7년을 주기로 보수를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시

공 후 6개월 이전에도 조기 파손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수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적용하

고 있지 못하고 노출형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매설형 신축이음장치에서 상부포장 재료의 균열, 누수, 박리, 탈착, 쪼개짐 등으로 인

한 조기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조인트에 작용하는 응력을 고르게 분포시킬 수 

있는 조인트의 형상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그래서 선보인 것이 기존 매설형 신축이

음장치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부 시스템의 구조를 Folding 

Lattice System형식으로 제작하여 설치한 Buried Folding Lattice Joint 시스템이다. 

Buried Folding Lattice Joint System은 기존 매설형 신축이음장치의 가장 큰 문제점인 응

력집중 해소를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교량 상부구조에 발생하는 신축을 하부시스템을 통하여 고른 변형을 상부재료에 전달하

여 시스템 전체에 고른 변형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Buried Folding Lattice Joint System은 크게 하부시스템과 상부시스템으로 구분할 수있다. 

하부시스템은 기존 매설형 신축이음장치의 받침철판위에 Folding Lattice 시스템을 추가 

제작하여 슬래브에 설치하였고, 상부시스템은 골재와 역청으로 구성된 아스팔트혼합물

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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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천장 시스템은 I.D센터, 수배전실, UPS실, 밧데리실 등 건물의 주요 공간내의 

천장하부를 이용하여 각종 시설물을 설치 할수있는 신개념의 천장 시공법이다. 

기존의 천장설치 방법은 이미 설치된 천장을 뜯고 슬라브에 앙카링 하여 전산 볼

트(Treaded bolt)를 내려 시설물을 설치하고 뜯어진 천장을 원상 복구한다. 

하지만 이런 기존의 공법은 천장속 시설물(덕트,배관,트레이 등)에 의하여 필요한 

위치에 앙카링을 할수 없으며, 기존에 설치된 천장을 뜯고, 원상 복구 작업을 추가

로 시행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치 시 흔들림에 의한 기존 시공된 천장부위의 손상

이 발생하며, 각종 시설물 설치 후 위치변경

이 불가능하게 된다.

퍼지 천장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 다양한 시

공법을 적용하여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사용기간동안 안정성을 

확보하고, 설치가 용이하고, 추후 원상복구

나 변경 시 추가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퍼지천장시스템은 천장부와 행거볼트로 연

결된 캐링찬넬의 경로상에 크립에 의하여 고

정되고, 하단 부에 홈이 형성된 퍼지모듈바

에 형성된 홈에 삽입 고정되는 퍼지 앙카, 퍼

지 앙카에 일단이 삽입 고정되고 별도의 설

비 구조물에 타단이 고정되는 고정부재를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사용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트레이, 배관, 덕

트 등의 설비 구조물의 설치를 위하여 기존 

천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퍼지앙카를 

개보수가 편리한 퍼지천장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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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홈을 가진 퍼지모듈바를 이용하여 행거볼트와 같은 고정

부재를 손쉽게 설치할 수 있고, 종래 사용하고 있는 천장 마감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전산실이나, 전기실 등 상부에 많은 설비들이 설치되는 장소에서 효율적

이고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천장시스템에 퍼지앙카를 설치할 수 있는 홈을 형성한 형성

하고 천장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 

기존에는 천장면 하부에 설비구조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기존 천장을 타공하고 

구조물 구조체인 슬라브면에 앙카를 설치함으로써 기존 천장의 손상을 피할 수 

없었고 원하는 위치에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던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손쉽게 퍼지앙카 및 고

정부재를 설치하여 기존 천장면 하부에 각종 설비구조물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일반적인 건축물에는 건물의 천장 재료로서 천장 마감 재료를 일정하게 배열

하여 고정시키기 위한 경량철골천장틀과 마감재 부착을 위한 T-BAR, M-BAR, 

T&H-BAR 및, 알루미늄, 석고보드, 불연천장재 같은 천장 마감재가 사용된다.

T-BAR 시스템 천장의 경우 경량철골천장틀에 마이톤 마감이 가능하도록 T-BAR

를 설치한 천장으로 천장면 어디서나 천장 내부에 대한 점검이 가능하고 배관, 배

선의 점검이 가능한 구조의 천장이며 불연천장재를 주로 사용한다.

기술 _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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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BAR 시스템 천장의 경우 경량철골천장틀에 불연천장재 마감이 가능하도록 

T&H-BAR를 설치한 천장으로 소규격 제품을 연결 시공하여 대규격화할 수 있는 

천장으로 천장면의 조명 및 설비기구 기능을 집중 간략화가 가능하여 대형 사무

용 건물에 적합한 공법이다. T&H-BAR 종류로는 싱글바 라인 시스템, 모듈바 라

인 시스템, 장척 라인시스템, 규빅메이트(Cubicmate) 등이 있다.

M-BAR 시스템 천장의 경우 경량철골천장틀에 접착된 석고보드 하지판에 접착

제와 타카핀을 이용하여 천장재를 시공하는 공법으로 가장 견고한 천장구조 시스

템이다. 또한 큐브나 스트라이프 가공제품과 평판제품을 함께 시공하여 천장을 다

양하게 디자인할 수 있다.

현재 누수가 발생했을 때 주요장비(서버, 정밀장비, 의료장비, 전자 기기 등) 및 

전원설비에 치명적인 손상과 정보자원 손실의 2차 피해를 초래하여 막대한 재

산상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전산실이나 IDC센서의 천장은 방수천장을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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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고, 비용상의 문제나 필요성의 저하에 따라 상기의 일반 천장만을 설치

하기도 한다.

방수천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방수천장 자체에 하부 구조물 설치가 가능한 퍼지앙

카를 설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상부 트레이나 각종 설비를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천장만을 설치할 경우에는 천장면 하부로 트레이나 배관 등 기타 각

종 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기존 천장의 천장면을 관통하여 구조물 구

조체인 슬라브면에 앙카볼트를 설치하고 행거볼트를 끼워서 천장면 하부에 구조

물을 설치하여야만 했다.

이는 기존 천장을 불가피하게 손상시키게 되고, 또한 천장면 상부에 다수의 덕트

나 배관 등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필요한 위치에 앙카볼트 및 행거볼트를 설치할 

수 없어서 설치하고자 하는 설비 구조물의 설치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전산실, 통신실, UPS실, 전기실 등 천장면 하부에 다수의 구조물 설치가 필

요한 공간에서는 공간상 제약을 해결하기 어렵고, 기존 천장의 손상을 피할 수 없

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소

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퍼지천장시스템은 이

런 단점들을 개선한 공

법으로 퍼지앙카를 장

착할 수 있는 홈이 있

는 구조의 천장 자재를 

이용하여 기존 일반 천

장의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손쉽게 퍼지앙

카 및 고정부재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여 설

비용 구조물을 용이하

게 장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술 _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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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능성 유리 Ⅱ

기능성 유리는 판유리를 바탕으로 2차 가공 과정을 거쳐 특수한 목적을 위해 제작

된 제품을 말한다. 

최근 유리의 가공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기능성 유리들이 선보여지고 있다.               

에너지 절감 등 그린 빌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시성, 방풍성 등 일반 유리의 

기본적인 기능 뿐 아니라 자외선 차단, 단열과 같은 에너지 절약 등 다양한 첨단 기

술을 결합한 '기능성 유리'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건축물의 고

층화로 인해 기능성유리와 안전유리, 다양한 디자인 유리의 동반 상승은 계속될 것

으로 보고 있다.

   

자외선 차단 유리  

대표적인 기능성 유리로는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자외선 차단 유리이다. 자외선 차

단을 위해 창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차단효과가 높지 않고 

창밖의 전망을 포기해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과도한 자외선은 마루, 벽지 등 집안 인테리어 제품을 변색시키거나 가구 등 목

재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자외선 차단 유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 제품으로 자외선을 90%까지 차단하는 

솔라 유리들이 선보이고 있다. 이 제품들은 높은 자외선 차단효과로 자외선 차단뿐

만 아니라 태양열 차단에도 효과가 있으며 외부에서 집

안이 들여다볼 수 없도록 설계돼 사생활 보호에도 효

과적이다. 

자외선 차단유리는 주상복합 건물이나 고급 아파트 발

코니 창에 주로 적용되며 기존 칼라유리에 비해 진한 

색상을 갖기 때문에 외장 디자인을 두드러지게 연출하

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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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_ 06

삼중유리

삼중유리는 기존 유리창에 비

해 30% 이상 에너지 절감효

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최근 

정부의 녹색성장 방침과 맞물

려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삼중유리는 유리와 유리 사이

에 크립톤(Kr) 가스를 주입해 

30%까지 단열성을 높였을 뿐

만 아니라 친환경성과 차음성

능까지 개선되고 있다. 

최근들어 에너지라벨제가 시

행되면서 삼중유리에 대한 관

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저철분유리

저철분 유리는 판유리에 포함

된 철(Fe) 성분을 제거, 100％

에 가까운 투명도를 자랑하는 

제품이다. 압축공기를 뿜어내

는 도구로 제품 표면을 마무

리하는 샌드 블라스트 작업

을 거침으로써 더욱 선명해져 초고층 건축물에 사용되면 외관의 아름다움이 한층 

돋보이는 기능성 유리 제품이다. 저철분 유리를 선보이고 있는 한국유리공업은 저철

분 유리가 태양광 발전설비의 셀(Cell) 생산에서 핵심 자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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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유리, 접합 유리 

유리는 사용자의 기호에 따른 별도의 디자인적용이 가능하며 고급스러운 공간연출은 

물론 건물의 차별성이 돋보이는 제품들이다. 

일부 제품들은 세라믹 도료사용으로 자외선에 대한 변색에 안전하고 사생활을 보호 하

는 기능도 갖고 있다.

디자인성을 부각하는 접합유리들은 접합유리와 단열성능이 우수한 로이유리를 사용해 

방범, 단열, 결로방지, 자외선 차단기능을 갖는 복합기능성 복층유리이다.

발코니 적용시 철제난간 없이 쾌적한 조망권을 느낄 수 있는 프리미엄 유리로 로이접합 

유리가 가능해 단열효과 및 안전효과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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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유리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유리는 스마트 유리다. 

햇빛의 강도에 따라 유리의 투명도가 조절되는 유리들이 향후 건축용 유리시장의 키워

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리의 투명도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 조절된다. 

빛의 강도에 따라 투명도가 스스로 조절되는 유리, 스위치를 이용해 조절하는 유리 등이 

선보이고 있다. 

투명도 조절 유리는 수년동안 실내 인테리어용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그 영역

을 확대하여 건물 외벽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격과 사이즈의 한계로 대중화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

고 있다. 

진공유리

미국과 유럽 등에서 향후 창호부문에서 

가장 주목받을 수있는 유리로 진공유리

를 꼽고 있다. 

진공유리의 사용이 보편화 될수 있다면 

프레임의 두께도 혁신적으로 슬림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진공유리는 두겹의 

유리 사이를 진공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뛰어난 단열성능을 보인다. 진공유리는 

삼중유리 이상의 단열성능을 보이고 있

기 때문에 가장 발전 가능성이 있는 시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진공유리의 개발이 진행되

고 있으며, 일부 현장에 진공유리가 적용

되고 있다. 

기술 _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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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과 유럽은 스마트유리의 적용이 매우 활기를 띄고 있다. 대형 건축물의 유리 전체가 

스마트유리로 시공되면서 그동안 로이유리로 대변되었던 고효율에너지유리가 스마트유리로 

자리매김을 다시할 전망이다. 

건축용 판유리는 최근 발전 속도가 스마트폰의 발전속도에 비견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선보인 스마트유리는 유리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 조차 혁신적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최근 에너지 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스마트유리의 발전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경향

스마트유리 시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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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유리의 주요 기술 및 제품

스마트 유리는 유리와 전기를 활용한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로 주로 창문, 문, 지붕창 

등에 사용해 빛 투과량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스마트 유리는 SPD Smart Glass film와 liquid crystal film(LC Smart Glass) 크게 두 가지

의 핵심기술로 구분되며, 각각의 특징으로 인해 다른 적용 분야를 가지고 있다.

SPD SMART GLASS는 은은한 파란색이 들어간 유리로 빛 투과량을 조절할 수 있으

며,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어 창문과 지붕 창문에 아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LC SMART GLASS는 사적인 공간이 필요한 회의실이나 화장실에 설치할 수 있으며, 

전기 스위치 하나로 즉석에서 유리가 완전히 반투명하게 바꿀 수 있다. 

스마트 유리의 장점

스마트 유리를 사용하면 태양의 밝기에 따라 투명도가 조절되므로 냉난방을 위한 에너

지 사용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커튼이나 블라인드와 같은 것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창문은 빌딩의 냉난방 비용의 30% 정도 손실을 초래하며, 효율적인 창문을 설치하면 

약 6%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햇빛을 차단해 태양으로부터 발생하는 열을 최소화해 냉방비를 절

감할 수 있으며, 반대로 겨울철에는 햇빛을 최대한 받아들여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다. 

스마트 유리는 또한 다양한 코팅, 색감, 디자인 등

을 할 수 있어 빌딩의 좀 더 개성 있고 세련되게 장

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아주 적은 전기를 

사용하며 자동으로 유리의 투명도나 채광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스마트 유리 강도는 미국 에너지부와 공인된 기관

으로부터 친환경 및 강도 테스트를 통과해 기존의 

상업용과 가정용 유리보다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

았으며 제조업체별로 약 5~10년의 보증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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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향

스마트 유리 주요 적용분야

스마트 유리의 주요 적용분야 가정용과 상업용 그리고 자동차와 항공기와 같은 운송기기에

도 사용된다. 그리고 향후에 점차 사용범위가 넓어져 예술성과 건축미가 뛰어난 박물관 교회 

그리고 공항 등의 건물 등으로 적용분야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마트 유리 주요 적용 분야

스마트 유리의 적용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빌딩의 외부에는 물론 스카이라이트, 정원, 도서관 

등 에너지관리가 요구되는 모든 분야의 외벽에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아직까지 가격이 기존의 유리에 비해서 비싸고 규격에 제한이 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의 스마트유리 발전 속도를 감안한다면 가격이나 규격의 문제는 조만간 한계가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 스마트 유리시장 규모

2010년 미국 건축용 유리시장은 약 77억 달러를 기록했으

며, 오는 2015년에는 약 9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스마트 유리시장은 지난 2010년에 7억95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오는 2015년까지 약 13억4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괴고 있다. 

스마트유리는 빌딩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켜준다. 빌딩은 

미국 전체 전기 소모량의 약 71%를 차지하며, 전체 에너지 

사용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빌딩의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여주는 제품에 대한 수

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며, 특히 빌딩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

여주는 스마트 유리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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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스마트 유리시장 확대 전망

스마트 유리는 건물 창문 유리나 회의실 그리고 화장실 유리 등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기능적으로는 자동으로 채광을 조절할 수 있어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게 크게 도움

이 된다.

스마트 유리시장이 확대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일반 유지제품과 동일하거나 우수한 강

도 외에도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계 스마트유리 시장규모 전망
 

BCC Research에 따르면, 세계의 스마트 유리 사용 제품 시장 규모가 2009년에 8.831억 달

러, 2010년에는 12억 달러, 2011년에는 16억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이 시장의 연

평균 복합 성장률(CAGR)은 2011-2016년 21.6%를 기록해 2016년에는 42억 달러에 달할 전

망이다. 

건설 부문은 2010년에 9,270만 달러, 2011년에는 1.133억 달러에 달했다. 이 부문은 2016년

까지 14.6%의 CAGR로 2,243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부문에서 사용되는 스마트 유리 제품의 대부분은 상업용 시설에서 사용되는 사생활 보

호 유리(Private Glass)이다. 이 시장 규모는 2010년에 6,980만 달러, 2011년에는 7,970만 달

러로 성장했다. 또 10.6%의 CAGR로 성장해 2016년에는 1.295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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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nsueto Library

Architect : Murphy Jahn

Location : Chicago, USA

Project Year : 2011

general contractor : Barton Malow

dome component supplier(including steel, aluminum, and glass components) : Seele, in Germany

glass installer : Seele Inc. in North America.

Detail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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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

# 1

시카고 대학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Mansueto Library는 남쪽으로는 고딕식의 건물이 있고, 

동쪽으로는 라임스톤 건물 등 다양한 형식의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다. Mansueto Library은 

건축가 Murphy Jahn이 계획하였으며, 350만권의 책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보관하는 것이 특

징이다. 

유리돔의 면적은 854m2에 이르고 있다. 

마름모꼴의 돔은 스틸과 알루미늄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형성되었다. 총 150톤의 스틸이 사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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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

# 2

빛의 분산과 안배가 돋보이는 
성북동 대양 역사관

대양역사관 벽면 전체는 유리로 시공되었다.  따라서 단열 성능은 최상이어야 하였으며, 벽체

의 특성상  맑고 그윽한 투과율을 보유한  저철분 유리를 선택하게 되었다. 

다각형 형태의 수십 개의 천창 또한 역사관 내부를 은은하게 자연의 투광으로 조명할 수 있도

록 천창을 위한 특수 유리인 오카룩스를 선택하였다. 특히 바닥에 빛에 의한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 편하고 안락한 공간을 연출 할 수 있었다. 

유리를 지탱하는 커튼월은 T-TYPE ST'L CURTAINWALL로 설계, 시공 되었으며, 각각의 커

튼월은 단 하나의 동일한 형상이 없을 만큼 다양한 사이즈와 폭을 가지고 있었으며, 품위에 

맞는 깨끗한 마감과 정밀한 시공성을 요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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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과 조화의 균형 건축미학

대조적인 소재들로 어우러진 이 건물의 외관디자인을 특징짓는  Steel, Glass 및 알루미늄

은,  신주거지역에서의 긴장과 조화의 건축 공간미를 창조하고 있다. 

복합건물로 탄생된 Sparkasse Pforzheim Calw 

저축은행지사의 신사옥은, 대조적인 소재들과 

공간미 속에서 조화와 풍요함을 준다. Steel, 알

루미늄 및 유리에 의해서 조합되어진 파사트의 

독특한 건축물은, 설계 및 시공기간 동안에 특별

히 요구되는 도전이 있었다. 

출입문지역은 스틸 커튼월 시스템에 기초한 원형

타입의 Mullion-Transom 디자인이 수정되어 시

공되었다.

건물 전체에는 다양하고 특수한 기능을 하는 유

리 시스템들로 가득하다. 

이처럼 독특한 외관의 건물이 안정된 성능을 보

장받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외벽 시공업

체와 설계자와의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다.

Detail

# 3

금속창호_가을호 내지최종.indd   37 2012-10-04   오후 12:35:34



38

월드

금속&창호

바퀴모양을 닮은 독특한 모양의 
자전거 보관소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자전거 보관소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행인

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200대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있는 이 자전거 보관소는 기존의 건

물들과 대조적이면서 조화를 이룬다. 

벽과 지붕의 경계가 없는 이 자전거 보관소는 루버, 팬  사용하

여 내부의 온도를 조절하고 있다. 

동쪽면과 서쪽면은 완전히 다른 형태를 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

다. 

이 자전거 보관소는 매력적인 외관과 안전한 보관성 등을 제공하

므로써 자전거의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이 건물은 자전거 바퀴에서 아이디를 얻어 Bicycle Transit 

Center가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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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금속&창호

주목받는 광장의 캐노피

광장의 캐노피는 공공디자인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도시를 계획하거나 광장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는 것중에 하나가 캐노

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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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의 캐노피는 주변의 건물들, 그리고 자연경관과 잘 조화를 이뤄야 한다. 자칫 캐노피

는 주변 경관을 해칠수도 있다. 

광장의 캐노피는 그 디자인에 따라 주변 건물 그리고, 경관을 돋보이게 할 수도 있고 경광

을 해칠 수도 있다. 

최근들어 해외에서는 매우 독특하고 개성적이면서도 주변 경광과 잘 어울리는 캐노피의 

시공이 주목받고 있다. 

많은 건축가들은 캐노피 또한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소재도 다양하게 선택되어지고 있다. 

천소재를 이용한 캐노피에서부터 금속, 목재 등 건축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소재가 광장의 캐노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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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금속&창호

패시브하우스 유럽, 미국 등에 확산

국내에도 최근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

에서의 패시브하우스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특히 최근에는 신기술의 개발보다는 기존 기술을 상용화 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다. 

독일과 캐나다는 공동으로 미국과 캐나다 내의 12개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패시브하우스 관련 세

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이 순회 세미나는 올해 말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패시브 하우스란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한다는 의미로 주택건설 시 

단열재를 사용해 에너지 손실을 

막거나 쓰고 남은 폐열(廢熱)을 이

용해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지칭하고 있다. 

일반적 에너지 사용에 비해 최대 

80% 이상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으며 태양열 집열판, 태양전지 

모듈 등을 사용할 경우 에너지 소

모 없는 제로에너지(net-zero) 주

택도 가능하다. 

초단열재로 둘러싸인 건물 외벽 

소재가 내부공기를 외부에서 완전

히 차단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기온 변화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

며 실내 에너지 사용 또한 절감하

는 특성이 있다.

내부 공기 환기는 지하에 열교환기

를 설치,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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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따뜻한 공기를 집안에 순환할 수 있게 해 해결한다. 

패시브 하우스의 개념은 1991년 독일 다름슈타트에서 처음 소

개된 이후 오스트리아, 영국 등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

고 있다. 

특히 독일은 2009년 이후 패시브 하우스가 아니면 건축 허가

를 내주지 않을 정도로 차세대 에너지절약형 주택으로 각광받

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내 에너지부에서도 2020년까지 초단열소재, 진

공단열창, 스마트 창호 등 건물 외벽의 단열성능을 강화하는 

연구 지원 강화하는 등 패시브 하우스 보급 장려하고 있다. 

최근에 선보이는 패시브하우스의 경우 기존의 패시브 하우스 시스템에 추가로 태양에너지 

공급기능을 갖춰 화석 에너지 소비 없는 주택을 실현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붕에 CIS(Conductor Insulator Semiconductor) 초소형 필름 광전지기술을 적용, 실내 인테

리어의 직사광선의 과도 노출을 방지해 실내 온도 항상성 유지하고, 벽면과 바닥·천장, 출입

구와 창문 등 거의 대부분이 진공 단열재로 이루어져 열의 대류와 전도를 방지, 고효율 에너

지 주택 실현하고 있다. 

또 지하로 연결된 바닥의 통풍구를 통해 내부 공기가 빠져나감과 동시에 외부의 신선한 공기

가 유입, 공기 순환과 실내 온도 조절 실현하고 있다.

실내 조명은 LED를 대거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냉장고나 커피 제조

기 등 주방기기는 태양광 에너지를 공급받아 작동한다. 

국내에 선보이고 있는 패시브하우스들은 대부분 수입자재들로 구성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 수입되는 자제들이 많다. 

창호부문의 경우에도 건물의 에너지부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패시브하우스 요건에 부합되는 창은 아직 국내에서는 생산되고 있지 않다. 

독일을 시작으로 북미로 확산되고 있는 패시브하우스가 국내에도 곧 큰 붐을 일으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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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디스크타입의 교량용 받침
(볼트너트형 및 카플링형 전단키) 

금속구조물공사업종인 교량받침은 교량의 하나의 부속장치로써 과거 유럽 또는 일본등지에서 수입하여 

공급되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의 활발한 투자와 발전에 힘입어서 이를 모방 또는 수입하여 생산하던 시대에서 

일본 고베지역 대지진사태를 겪으면서 국내 고유의 산업재산권을 가진 국산화가 되면서 

교량받침(Bearing)의 시공기술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 왔다. 

교량받침의 경우 교량자체 및 환경의 구조적인 요인에 의거, 고무제품과 강재제품 또는 특수제품으로 

생산되어 공급되어지고 있다.

이중 디스크형 받침은 교량받침의 단순성, 경제성, 시공성 및 사후관리를 고려하여 직접 육안으로 

하자상태를 볼 수 있고, 제품을 단순화하고 경제성을 높힌 강재제품이며, 지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미국 

서부 또는 동부지역에서 고안되고, 많이 보급되고 있는 교량받침을 새롭게 개선한 제품으로 다양하게 

구조적 외형적으로 변화하여 국내에서 생산 및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발명은 교각과 상부구조물(상판)사이에 설치되어 상부구조물로부터 전해지는 높는 수직하중과 

회전력 그리고 수평력을 안전하게 흡수할 수 있도록 디스크형 교량받침의 전단키의 구조를 개량하여 

전단키가 상부구조물(상판)으로 부터 이탈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 발명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교각 또는 교대에 설치되는 받침하판과 상부구조물을 받쳐주는 상판과 상기 하판과 

상판사이에 하중과 회전력 그리고 수평력을 받아주는 디스크가 설치됨과 동시에 상기 디스크를 

관통하도록 설치되어 상부구조물로부터 발생된 하중 및 회전력, 그리고 수평력을 받아주는 전단키로 

이루어진 디스크타입의 교량용 받침에 있어서 제품의 상판과 하판 각각에 납작머리볼트의 머리형태 와 

대응하는 형상의 활동홈을 포함하는 전단키 구멍이 각각 형성되어 있고, 상기 전단키 구멍에 

납작머리볼트 형태의 걸림부를 각각 포함하는 암 

전단키 너트와 숫전단키 볼트의 결합으로 전단키가 

이루어지되, 결합이 가능하도록 암 전단키 

너트에는 너트공이 형성되어 있고, 숫 전단키 

볼트에는 너트공에 체결되는 볼트가 형성되어 있는 

것 과 강재 카플링으로 상하부볼트를 결합 및 

고정하여 전단키의 기능을 갖춘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스크타입의 교량용 받침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이다.

특허

금속창호_가을호 내지최종.indd   44 2012-10-04   오후 12:35:37



2012_가을호 금속구조물&창호공사기술정보 45

        
고층건물의 제연방법 

본 발명은 고층아파트나 고층건물에 있어서 화재 초기에 발생 

되는 연기나 유독가스가 건물 전체로 퍼지는 것을 방지하는 

고층건물의 제연방법에 관한 것이다. 

고층아파트에 있어서 제연구역은 실내로 통하는 출입문과 

피난계단(비상구)으로 통하는 방화문 사이의 전실이 

제연구역에 해당하게 되며, 이와 같이 제연구역에는 화재시 

급기구로 외부의 공기를 유입하여 제연구역의 공기압을 

화재가 발생된 실/내의 공기압보다, 높여 화재가 발생된 

실내의 연기 및 유독가스가 제연구역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제연장치(설비)가 구비되어 지게 되는바, 

화재시 발생된 실내로부터 사람이 제연구역으로 대피하고, 

방화문을 열고 피난계단(비상구)으로 대피한 후, 제연구역의 

급기구로 유입되는 공기압에 의해 방화문이 닫혀 지지 않는 

문제점을 발견된바 이를 해결하고자 본 발명이 안출된 것이다.

고층건물의 화재시 인명피해는 화염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에 

앞서 화염과 함께 발생 되는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해 

질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건축관련 소방법에 있어서는 일정규모 이상 고층 건축물은 화재시 연기가 유입되지 않는 

제연구역을 구비하며, 제연구역에는 외부의 공기를 유입하는 급기 설비를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발명은, 화재시 제연구역으로부터 방화문을 통해 피난이 끝난 후, 제연구역의 높은 방연풍속 

공기압에 의해 방화문이 완전히 닫혀지지 않아 방화문의 여려진 층의 제연구역이 규정된 공기압에 

도달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열려진 방화문으로 공기가 빠져나가, 건물 전층의 제연구역이 규정된 

공기압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종래의 제연장치와 제연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개발된 것이다. 

고층건물의 제연장치는 만에 하나 발생되는 건물의 화재시 인명을 보호하는 것으로, 화재시 발생되는 

연기 및 유독가스로 질식되는 것을 방지하며 대피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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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실·불법 건설사 본격 퇴출 

KDI“건설투자 올해 당초 3.1% 성장서 -0.2%로 수정”

전국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

법 건설업체 퇴출에 정부가 본격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시·도와 

함께 9월 하순부터 부실·불법 건설업체 적발을 위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말까지 종합건설업체 1만1500개

사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하며 이들 조사가 마

무리되는 내년 상반기에 전문건설업체로 실태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업종별 등

록기준 미달 여부와 일괄하도급·직접시공 의무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시도별로 시·도 공무원, 각 협회 인력이 

실태조사반으로 투입되며, 1단계로 서류심사를 실시

한 뒤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2단계로 현장점검에 들어

간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주기적으로 신고

를 해온 정상업체는 조사 대상에 제외한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 등록 

말소를,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8개월의 영

업정지와 형사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직접 시공의무를 위반한 업체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건설투

자 증가율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수정전망을 내놨다.

KDI는 최근 발표한 ‘2012 경제전망’ 수정보고서에서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을-0.2%로 수정했다. 이는 작

년 11월 최초 전망치 ‘2.8% 증가’보다 3.0%포인트, 지

난 5월 예상치인 3.1%에 비해서는 3.3%포인트나 대폭 

내려잡은 것이다.

KDI는 당초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로 토

목 부문 부진이 이어지는 반면 주택경기의 완만한 회

복으로 극심한 부진이 다소 풀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플러스 성장을 점쳤었다.

특히 올 건설투자 증가율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이 

0.5%, 건설산업연구원은 0.7%, 한국은행은 1.9%, LG

경제연구원은 2.2%, 삼성경제연구소는 2.6% 증가를 

예측, 전망기관 가운데서는 KDI가 가장 낙관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택시장 부진 지속 등으로 마이너

스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가장 비관적인 전망

치를 내놨다. 이에 따라 2013년에는 건축부문의 완만

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2.3%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

라는 전망도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작년 5월에는 

올해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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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지난 5

월 예상치인 3.6%에서 2.5%로 대폭 내려 잡았다. 연

간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일자리 7만개, 가구 

소득은 0.5%, 정부 세수 2조원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

로 분석된다.

상암DMC 랜드마크 재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정부는 지난 19일 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3조7000억원 규모의 상암디지털미디어센터

(DMC) 랜드마크빌딩사업을 재추진키로 하는 등의 내

용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녹

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공장부지면적의 5% 이내로 

소규모 공장을 증설할 때 도시계획심의절차를 생략해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콘도미니엄 시설의 객실당 분

양인원을 완화한다. 현재 객실당 분양인원 5명 이상 

제한 규정으로 여수지역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조항의 예외 적용을 검

토하기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도시계획 승

인 등 의제효과를 2007년 이전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으로 확대적용한다. 경제자유구역 민간개발사업자 자

격요건도 완화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고 민간사업자 자기자본 요건을 낮췄다.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식서비스업종에 공학 연

구개발업, 인문·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경영컨설팅업, 

전시행사 대행업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상암 DMC 랜드마크 빌딩사업이 지난 6월에 무산됐으

나 용지공급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공급기준 등을 포

함한 토지 공급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 사업자를 선정

할 예정이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분포 현황

전국(정회원)                                                                                                                                                                                      201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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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란?

코스 위에 정지(靜止)해 있는 볼(골프공)을 지팡이같이 생긴 클럽(골프채)으로 쳐서 코

스상의 18, 혹은 그 이상의 홀(hole)에 넣고, 그때까지 소요된 스트로크[打數]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열을 판정하는 경기. 

기본적인 규칙

대체로 스포츠경기는 규칙이 결여되어 있으면 성립하지 못하는데, 특히 골프에서는 룰 

적용의 심판을 스스로가 관리한다는, 다른 스프츠경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을 

지니며, 벌칙도 자진해서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보고 있는 눈이 없다고 해서 타수를 

속인다거나, 룰의 적용을 자기에게 편리하게 해석한다거나 하는 일이 있다면 경기의 가

치는 상실된다. 골프가 신사도(紳士道;gentlemanship)의 게임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규칙 이전에 플레이를 위한 에티켓(etiquette;예의범절)을 엄격

히 지키는 것이 철칙으로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플레이의 금지는 말할 것도 

없고, 회원 제명 등의 처분도 받게 된다. 

알면 도움이 되는 골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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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켓 
①  당사자가 스윙을 하는 중에는 동반자는 방해가 

되는 모든 언동을 삼가지 않으면 안된다. 

②  모든 플레이어는 경기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

지게 힘써야 한다. 정해진 스다트의 시간을 엄수

함은 물론, 플레이를 가급적 민첩하게 진행할 것, 

골프공 찾기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지체하게 되거

나 선행조(先行組)와의 간격이 벌어지거나 하면 

주저 말고 후족조(後續組)를 패스시키는 것도 중

요한 의무이다. 

③  골프공에 맞으면 반드시 상해를 일으키므로, 먼

저 간 사람이 골프공이 가 닿을 거리 범위 밖으로 

물러갈 때까지는 골프공을 쳐서는 안된다. 또, 주

변에 사람이 있을 때는 함부로 클럽을 휘두르는 

경솔함은 피해야 한다. 

④  코스가 항상 완전한 상태로 유지되어 있어야만 

이상적인 플레이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플레

이어 각자는 코스를 더럽히거나 손상시키지 않도

록 주의해야만 한다. 클럽에 맞아 떨어져 나간 잔

디의 조각(디보트)은 원위치로 되돌려 놓고, 벙커 

안의 발자국은 반드시 고쳐 놓는다. 그 밖에, 플레

이 중에 타인의 플레이에 영항을 미치는 어드바

이스는 월권(越權)행위이며, 반칙이기도 하다. 또, 

동반하는 캐디(caddie)에게 배려를 베푸는 일도 

훌륭한 플레이어의 자격의 하나이다. 

티잉그라운드의 규칙 
①  스다트홀의 타순(打順)은 추첨으로 정해진다. 맨 

처음에 치는 영예를 오너(honor)라고 일컬으며, 

다음 홀부터는 전(前)홀의 스코어가 적은 순서로 

된다. 스트로크플레이에서는 타순착오가 있더라

도 반칙이 되지는 않는다. 2개의 티마크가 설치되

고, 그 바깥쪽을 연결하는 선을 전방(前方)의 일변

(一邊)으로 해서, 후방 2클럽 길이를 가로의 일번

으로 하는 사각형 내에다 골프공을 놓고서 친다. 

티업한 공이 자연히 움직이거나 떨어졌을 경우에

는 원위치로 되돌릴 수 있으며, 그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다. 단, 일단 스윙을 완료하고, 공이 티 위

에 남았을 경우에(헛치기 등)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티숏이 플레이구역 밖으로 나가서 다른 공을 다

시 치는 경우는 위치를 변경해도 좋다. 다시 칠 경

우는, 그 조의 전원이 다 친 뒤에 친다. 

스루 더 그린(through the green) 
티와 그린과 해저드를 제외한 코스 안의 구역을 총칭

한다. 이른바 페어웨이 및 러프라고 생각하면 된다. 

⑴  홀의 제 1 타로 공은 인플레이가 되어, 함부로 만

지거나 바꿔놓거나 할 수 없다. 스루 더 그린에서

는 공이 어떤 상태로 있건 간에, 있는 상태 그대

로 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코스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의 완화책(緩和策)이 강구되며, 이를 총

칙(general rule)과 대비(對比)해서 로컬룰(local 

rule)이라고 부른다. 

⑵  스루 더 그린 및 그린 위에서는 원칙적으로 홀에

서 먼 공을 먼저 플레이해야 한다. 

⑶  스루 더 그린에서 공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칠 

수 있는 경우로는, ① 공이 수리지(修理地;언더 리

페어)에 있을 때(벌 없음) ② 언플레이어블

(unplayable)이라고 선언했을 때(1罰打) ③ 고정된 

인공장애물이나 캐주얼워터 등에공이 접하고 있

을 때(벌 없음) 등이 있다. 

⑷  공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은, ① 아웃 오브 바운즈볼

(플레이구역 밖으로 나간 공) ② 로스트볼(분실된 

공) ③ 프로비저널볼(暫定球) ④ 사용하기에 알맞

지 않은 손상구(損傷球) 등의 경우일 때에 한한다. 

  ⑶과 ⑷ 의 경우는 공을 드롭(어깨 높이에서 떨어

뜨리는 것) 하는 순서를 취하고, 위반할 때는 2벌

타(罰打)가 더해진다. 아웃 오브 바운즈볼의 경우

는 원 위치에서 다시 치고 벌타 1, 다시치기 1타로 

합계 2타가 된다. 로스트볼도 같은 순서를 거쳐서 

합계 2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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