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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권두언

요즘 친구들로부터 어떻게 지내냐고 꽤 자주 질문

을 받곤합니다. 전에는 돈 버는 재미로 살았는데 사

업을 접은 요즘은 돈 쓰는 재미로 산다고 대답합니

다. 그러나 이건 과장된 표현이고 그동안 돈 벌어놓

은 것이 많지 않고 또 나이가 들다보니 재미있는 일

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10여년전 공장을 매각하

여 근린생활 건물을 지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당시

에는 위치가 좋지 않아 임대수입이 적어 별로 도움

이 되지 않았지만 요즈음엔 아주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임대수입도 그동안 올라서 사는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내가 출

근할 일이 생겨 집사람 눈치를 안봐도 된다는 것입

니다.

출근해서도 아침엔 주차장 관리를 하고 화단 꽃 가

꾸기와 건물주위 잡초제거, 건물의 소소한 유지보

수 작업을 하기도 하며 내 방을 마련하여 시간 날 

때마다 인터넷 검색도 하며 쉴수 있는 공간이 있어 

인생이 더욱 여유로워졌습니다.

지난 세월 제 인생의 기본이 되는 사업 말고는 전문

건설협회에 관여한 일과 공군정비장교출신으로 장

교회에 관여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최초로 협회 업무에 관여한 시기는 1983년도

이며 전문건설협회가 생기기 전인 대한건설협회 산

하기관으로 단종공사업협의회가 존재하던 시대였

습니다.

지금은 전문건설인으로 당당히 내세우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단종업자로 격하된 취급을 받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차별을 깨고자 몇몇 뜻있는 분들이 

모여 전문건설협회가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건설업은 공사하나를 도급맡으면 도

목수 또는 십장급 일꾼을 모아서 그 밑에 몇 일꾼

을 이끌고 일만했으며 그 중에 설계 사무실을 가지

고 있는 사람은 좀 큰소리를 치며 소위 기술능력을 

인정받곤 했습니다.

이때는 일하다가 잘 모르면 감독관이나 설계 사무

소에 물어보면 되고 적자가 나면 발주자나 원청자

에게 요구하면 해결해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희 회사도 이 무렵 1982년도에 우연히 당시 동산

토건 사장의 도움을 받아 사우디아라비아인 중동

건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ICCI사업

을 대행하는 것으로 자재는 지급품으로 미국 공병

단의 감독을 받아가며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느

김상기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협의회 고문

전문건설인으로 30년을 되돌아보며

금속창호_2013 가을호 내지.indd   4 2013-10-02   오후 3:33:35



2013_가을호 금속구조물&창호공사기술정보 05

낀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국내에서 하던 방식과는 

전혀 달라 기능위주 보다는 철저하게 기술위주였으

며 구두로 의사 전달이 아니고 모든 것이 문서로 결

정되는 것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shop drawing을 접하게 되었지요. 

도면으로 제안하고 도면으로 승인받는 절차인데 적

응하느라 힘들었지만 아주 합리적 이었습니다.

귀국 후 현대건설 소장에게 요청하여 shop 

drawing절차를 활용하였는데 현대건설 본사에서

도 이제도를 즉각 도입하여 전국 타공사에 모두 적

용하도록 결정하였다 합니다.

중동건설에 진출할 때 시간을 내어 사우디아라비아

의 큰도시인 리야드, 카미스등의 최신건물과 시설

들을 돌아보았으며 그후 유럽, 미국, 일본을 답사할 

기회가 있어 새로운 건축물을 돌아본 결과 국내에

도 새로운 기술을 체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을 느

꼈습니다.

이때가 제가 협회에 관여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중

앙회 기술위원회 위원장 시절 관계기관(국토연구

원, 건설기술연구원, 국토건설부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켰고 협회에도 기술이사직을 신설 시켰던 것

입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성과중 하나가 우리 금속구조

물·창호 공사기술정보지의 발간일 것입니다. 1992

년 9월에 제가 우리 (구)철물협의회 회장으로 재임

시 창간한 것으로 창간사에서 회원사 모두에게 직

접 기술개발을 해줄 수는 없지만 회원사 각자가 적

극적으로 스스로 기술개발을 하도록 동기부여 역할

을 하기 위하여 이 기술정보지를 창간한 것이라 선

언하였습니다.

그동안 창간이념과 목적을 흐트러짐 없이 지켜왔으

며 많은 회원사의 기술개발과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

었다고 봅니다.

덧붙여 창간후 지금까지 21년동안 통권 121호를 발

간하는 동안 발행인으로부터 시작하여 감수인까지

의 역할을 수행하며 어느 한권도 제 정성이 들어가

지 않은것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금속구조물·창호 업계와 더 나아가 

건설인 모두의 위상이 더욱 견고해지는 날을 희망

하며 지난 30여년을 전문건설인으로서 청춘을 바

친 제자신이 앞으로도 사회의 어느곳에선가 꼭 필

요한 존재가 되기위해 묵묵히 준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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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갤러리

현장

갤러리

공간 활용이 뛰어난 실내 이동식 칸막이

실내 공간의 활용을 극대화 하기 위해 최근 실내 이동식 칸막이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다. 실내 이동식 칸막이는 

개방감이 매우 우수하다. 사용 목적에 따라 이동식 칸막이를 닫았을 경우에는 벽체의 용도로 사용하고 개방할 

경우 공간을 확장한다. 

이동식 칸막이는 금속, 유리 등 다양한 소재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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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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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조립이 간편한 알루미늄 경사로

건물의 출입구에 장애인의 이동을 돕기 위해 설치되는 경사로의 소재로 알루미늄이 적용되고 있다. 

알루미늄 경사로는 내후성이 뛰어나 녹이 슬거나 부식되지 않아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가공 및 조립이 편해 소규모 건물의 출입구 부분에 적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장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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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라스월을 이용한 디자인

옹벽에 디자인을 가미한 글라스월을 설치하여 건물의 가치를 높여주고있다. 

5MM 칼라유리를 적용하였지만, 디자인을 가미하여 건물을 보다 입체적이고 미려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글라스월을 설치하기 위해 열반사 단열재를 벽체에 설치하고 아연도 파이프로 트러스를 설치한 후에 유

리를 설치했다. 

자칫 밋밋할 수 있는 드라이비트 월과 조화를 이루어 보다 독창적인 건물로 변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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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선배수 시스템

국내기술

# 1

교량은 우수 등이 용이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배수로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배수로

는 교량의 슬래브를 천공하고, 슬래브의 길이방향으로 배수관이 매입되어 상기 교량 슬래브

의 우수가 천공부 및 배수관을 통해 집수된 후, 교량 하부로 배출된다.

그런데, 종래의 배수로는 슬래브를 천공하고, 내부에 배관이 매입됨에 따라 슬래브의 내구성

을 저하하는 원인이 되며, 상기 배수관이 우수에 유입된 토사와 같은 이물질에 의해 막히게 

되는 경우에 배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상기 배수관 내부를 청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외부에서 막힌 부분을 찾을 수 없으므

로 유지 및 점검 작업이 불편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슬래브를 훼손한 후 다시 배수관

을 포함하는 슬래브를 형성하여야 하므로 비용이 높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교량은 차량이 소통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 집중 

호우 상황에서 교통 체증 또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되므로, 교량의 배수 성능은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직결과는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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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_ 01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선배수 시스템이 선보이고 있다. 

이 시스템은 교량 내부의 우수를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어 기존의 배수관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우수의 유입부의 개폐가 가능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의 유입시 그 원을 찾는데도 용이하다. 

선배수 시스템은 폭방향으로 교량이 넓게 형성된다 할지라도 중앙분리대 및 방호벽 형성 영역에서 배

수가 이루어짐으로써 배수성을 높일 수 있다. 

선배수를 이용한 교량용 배수 관로는 내부가 중공된 관형태로 일측면 상측이 개방되어 우수가 유입되

는 하나 이상의 유입부 및 타측면 일정 영역이 중공되는 하나 이상의 중공부가 형성되어 배수를 용이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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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면확장 인도교

국내기술

# 2

최근 기존 교량에 확장 인도교나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금속구조

물 공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법면확장 인도교에 대한 설치

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법면확장 인도교는 비탈면이 형성

되어 인도를 설치하기 힘든 지역에

도 간단한 구조를 이용하여 인도

를 시공할 수 있으며,  기존 도로 

또는 제방의 내구성을 높임과 동시

에 안정적으로 인도를 형성할 수 

있는 비탈면에 형성된 인도 및 그 

시공 방법에 관한 것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인도는 보행자가 통행하기 위한 길

로서, 일반적으로 자동차용 도로 

또는 제방 등의 구조물에 폭방향으

로 양측에 형성된다.

인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반을 다진 후, 복수개의 블록을 조립고정하거나,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 고른 평면을 갖도록 형성된다.

그런데, 도로가 비탈길의 상측에 형성되는 경우에 상기 인도를 추가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지

반이 부족하여 수많은 토사를 이용하여 지반을 확장하고 상기 토사를 고정하기 위한 고정수

단이 필요하게 되며,  실제 지반의 내구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인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영역보다 더 넓은 지역을 확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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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_ 02

또는, 인도를 지지할 수 있는 부재를 형성하기 위하여 기존 구조물을 훼손한 후, 터파기를 이용

하여 고정지지부재 등을 삽입하고 다시 인도를 포함하는 인도를 재포장하는 방법은 이를 시

공하기 위한 배용이 매우 높아지며, 기존의 구조물을 훼손하고 재포장하는 등 작업이 용이치 

않으며 공기가 늘어나게 되어 시공을 위한 비용이 높아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측방향에서 여러개의 지지대를 삽입한 후, 인도형성부재를 

지지하는 콘크리트부를 형성함으로써 기존 구조물의 훼손 없이 간단한 방법으로 인도를 추가 

형성할 수 있어 시공이 용이하며 공사비용을 줄일 수 있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비탈면에 형

성된 인도 및 그 시공 방법이다.

비탈면에 형성된 인도는 비탈면이 존재하는 구조물에 시공되데, 상기 구조물의 하측을 지지하

도록 측방향에서 지반에 삽입 형성되는 여러개의 지지를 상단부 일정 영역을 내부에 포함하도

록 상기 구조물 아래측에 구조물의 길이방향으로 길게 형성되는 콘크리트부에 밀착 고정되는 

베이스부재 의해 지지되고 

상기 구조물의 길이방향으

로 길게 인도를 형성하는 

인도형성부재가 적용된다.

비탈면에 설치되는 인도교

는 기존의 구조물을 훼손

하고 재포장하기 위한 작

업을 없앨 수 있어 공사 중

에도 도로의 통행을 차단

할 필요 없으며,  상기 지

지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인

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하측을 지지하

여 전체 도로 및 인도의 내

구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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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 절감을 위한 로이유리

국내기술

# 3

국토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강화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의 급증과 원전 가동 중단 사태 등 발전설비 악

재로 인한 최악의 전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에너지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반팔, 노타이 출근 등 쿨 비즈가 자리잡아가고, 건물 냉방온도 제한, 공공기관 전기사용 제한,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등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제한 등 강제적 규제도 시행되

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 절약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름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의 사용량의 25%

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건

축물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법규를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건자재 업계 

등도 고기능 유리를 선보이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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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_ 03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 확대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법’이 2월 23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 건축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9월 1

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운 설계 기준에서는 건축물의 냉난방 에너지 절감을 위해 건축물 외벽, 지붕, 창호 등의 

단열기준을 10~30% 강화했다. 창호의 경우 현행 복층유리 수준에서 복층로이유리나 삼중유

리 이상의 단열성능을 갖는 창호 수준으로 강화했다. 

로이유리(Low-E 유리, Low-Emissivity Glass)는 유리 표면이 얇은 은(Ag)막을 특수 코팅처리

해, 실내의 난방열을 다시 실

내로 반사시켜 온기가 바깥

으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유

지해 에너지 절약에 효과적

이다. 로이유리를 적용한 창

호는 일반 판유리 창호에 비

해 40% 정도 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어 건축물에

너지 절감에 최적화된 유리

라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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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의 두께와 공간

국토해양부는 2013년 9월부터 외부 단열재 두께의 기준을 대폭 강화, 고시했다. 그 중 

중부지방의 경우 거실의 외벽 단열재 두께를 120㎜ 이상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최근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열효율을 강화하는 최근 추세에 부합하는 조치로 보

여진다. 

[표: 지역별 건축물 주요 부위의 열관류율표 (W/㎡•k)]

건축물의 부위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외기에 면하는 거실외벽 0.270 이하 0.340 이하 0.440 이하

외기에 면하는 최상층 지붕 0.180 이하 0.220 이하 0.280 이하

공동주택의 창 및 문 1.500 이하 1.800 이하 2.600 이하

위 조치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의 단열 기준을 열관류율(W/㎡

•k)기준 0.270W/㎡•k 이하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 단열재 (가)등급의 열전도율 기준이 

0.034 W/m•k이하 이므로,

단열재 두께(M) =  열관류저항(㎡•k/W) * 열전도율(W/m•k) 

 = 열전도율(W/m•k) / 열관류율(W/㎡•k) 

 = 0.034 W/m•k / 0.270 W/㎡•k = 0.12 m

상기의 국토해양부 고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열재 “가” 등급의 경우 최소 120㎜ 이상

을 사용하여 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내기술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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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_ 04

단열 기준이 날로 강화되다 보니 단열재의 두께는 계속 두꺼워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벽

체의 두께는 두꺼워지므로, 건폐율/용적율 등의 적용 시 실재 사용하지 못하면서 건폐율 

등에 적용되는-못쓰는 공간이 발생하고, 시공면적 대비 실사용 면적이 줄어드는 현상

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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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0 ㎜의 정도의 차이가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경

우 침대나화장대 등의 가구를 실재보다 30~70㎜ 정도 작게 만들어서 배치를 한다고 한

다. 이렇게 할 경우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게 보여 여유 있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즉, 한정

된 공간에서 벽체가 자꾸 두꺼워 진다면 실내공간은 작은 차이지만 협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이다.

이에 최근 건물 설계 시 외장판넬 

등의 단열에 열전도율이 우수한 

경질우레탄보드를 적용하는 사례

가 많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전

에는 비교적 값이 싸고 시공이 쉬

운 그라스울을 많이 사용하였는

데, 단열기준이 강화되면서 그라스

국내기술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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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로 단열기준을 충족하려다 보니 두께가 너무 두꺼워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라스 울은 값이 싸고 시공이 편리하고 불연성이라는 장점으로 판넬 등의 단열 충진재

로서 널리 쓰여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단열기준이 강화되면서 그라스울로 작업하는 경

우 작업이 불가능한 정도의 두께(열관류율)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더군다나 

2017년부터는 우리나라 모든 건축물이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기준으로 허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패시브하우스에 적용되는 열관류율은 0.15 W/㎡•k 이하인데, 그

라스울은 230㎜ 정도의 두께에 해당한다.

동일한 단열기준

을 충족하면서 경

질 PIR 보드를 이

용한 경우 그라스

울로 시공한 경우

와 비교하여 약 

90 ㎜의 두께를 

줄일 수 있다. 

기술 _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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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일체형 일사량 조절 시스템

국내기술

# 5

국내 최초로 창호 교체 없이도 에너지 사용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는 건물일체형 일사

량 조절 시스템 ALB(Aluminum Louver Blade; 이하 ALB)이 개발됐다. 이 제품은 창호가 아

닌 건물 외벽에 시공되는 알루미늄 슬라이딩 셔터라는점에서 차별화 되어 있다.

ALB는 EN 시험기준에 따라 안정성과 건물의 수명에 준하는 내구성을 확보했으며, 작동 시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적용했다. 필요 시에는 셔터를 겹치거나, 각도를 조절해

일사량 유입을 조절할 수도 있고 모든 작동의 자동화가 가능해사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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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_ 05

이번 신제품은 건축물

의 에너지절감에 대한 

시장 흐름에 부합될 뿐 

아니라 건물일체형이라

는 점에서 지난해 7월부

터 실시되고 있는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보다 한 걸음 나아간 행

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3일 발표한 ‘건축물 에너지 수요절감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활

성화 방안*’에서 벽면적의 50% 이상을 유리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에 대해 외부

차양 등 일사차단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한것은 이번 신제품의 실적전망을 긍정적

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슬라이딩셔터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일사량을 조절하는 시스템으로 건물외벽에 설치되는 구

조물이다. 

창은 채광, 환기를 위해 건물 개구부에 설치하는 구조물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EN(European Standard)시험기준은 유럽표준위원회(CEN)에서 규정하는 산업부문 표준규격

을 말한다.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 수요절감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건축주가 건축물의 냉난방 에너지 성능을 개선할 때, 초기 공사비에 대한 부담 없이 공사 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사업비를 분할 상환하는 방식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말하며, 이

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를 구성, 사업계획서 검토 및 성능검증 등 사업

에 대한 공공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믿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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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창호의 단열

국내기술

# 6

장기적인 건축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최근 창호에너지 효율등급제(이하 창호 등급제) 시행등

을 통한 창호 단열성능 관련 규제 강화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알미늄 창호 및 커튼월 단열 시장

과 기술 발전에 대해 알아본다. 

알루미늄 창호는 알루미늄 재질의 특성상 열전도율이 높다. 북미지역에서는 1970년대 Azon 

단열 공법을 적용하여 단열과 구조 성능을 만족하는 기술이 개발 되었고 유럽에서는 

Polyamide Strip을 이용한 단열 기술이 개발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인 성능 향상이 이루어 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90년대 이러한 기술들이 도입이 되었으나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다수에 현

장에 적용되는 못하고 일부 특수현장이나 해외 공사에만 적용되어 왔다. 

IMF이후 2000년대 들어 건축경기가 살아나고 건축물의 고급화와 에너지 절감에 대한 인식 

변화등이 맞물려 단열프레임 적용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고급 주거형태인 주상복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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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_ 06

새로운 주거 트렌드가 이어지고 미려한 건축물의 외관 표현과 벽체를 대신하는 구조성능을 

가진 알루미늄 커튼월 공법이 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단열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건축 경기 침체에 따른 물량감소로 단열시장도 계속 성장세를 유지하기

는 어려운 상황이나 지난해 창호등급제 시행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고급 주상복합

등의 현장은 대폭 줄었으나 등급제 시행 이후 단열 창호 사용이 의무화 되면서 일반 시판시장

에서 단열바 사용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조만간 결로 

관련 규정도 법제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에 변화가 예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992년 지구 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해 국제 기후 변화 협약이 체결된 이후 전세계적

으로 에너지와 환경 정책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미국 HERS(Home energy Rating 

System), Energy star Home Program, Energy star Building Program, 영국 R-2000, 

C-2000 , CBIP(Commercial Building Incentive Program), 독일 GRE Energie Pass, EnEV 

Energie Pass, 호주 NatHerS(National House Energ Rating Scheme) 등을 통하여 건물 에너

지 효율 인증제도를 계획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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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AAMA(American Architectural 

Manufacturing Association)와 NFRC(National 

Fenestration Rating Council)를 통해 인증 프로그

램을 실시하고 있다.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가 인정하는 AAMA 인증서는 

독립 실험기관에서 검증된 성능 결과로 창호 성능

을 구분하는 창호 인증 프로그램으로 일정 주기

로 지속적인 성능 재검사를 통한 검증으로 유명한 

인증제도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Enviroment Protection Agency)와 에너지국 DOE(Department of 

Energy)에서 운용하고 있는 Energy Star 표지는 NFRC의 독립 실험기관에서 검증된 성능 결

과를 바탕으로 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이 표지에는 간단한 제품 설명과 열관류율(U-factor), 

열저항(R-value), 태양열 취득 계수(SHGC), 가시광선 투과도(VT)를 표시하고 있다. 

국내 또한 2008년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 관리공단의 창호 등급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지 4년 만에 제도화가 되었다. 국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

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등급제 시행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약 700여 개의 모델이 등급을 획득하였다. 

창호에너지 효율등급제 시행으로 자동차, 가전제품처럼 창호도 에너지효율등급을 5단계로 

나눠 각 제품에 라벨을 붙이게 되었으며 등급별 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소비자들은 이 라벨을 보고 자신의 집에 시공할 창호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

고, 창호업체는 자신의 이름을 내걸어 제품을 만들고 그 성능을 책임져야 한다. 등급을 받지 

못 하거나 5등급에 미치지 못 하는 창호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만큼 관련 기술 발전 및 에너

지 절약이 기대 된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의 현실은 선진국 수준의 높은 등급제 기준 설정, 

방대한 테스트 모델로 인한 비용 발생으로 업계 관계자들의 반발이 있어 시뮬레이션 평가 활

용법 등의 일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용되는 자재, 조건 및 사이즈에 따라 각기 다르겠지만 비 단열 알루미늄(복층 유리)창호의 

대략적인 열관류율은 4.0 W/m²k 이상이며, 이는 등급제 5등급을 벗어나는 수치로 등급제가 

국내기술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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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중인 현재는 사용될 수 없다. 또한 최근 활발히 적용중인 로이유리, 아르곤가스, 단열간

봉에 Azon단열을 적용한 알루미늄 창호의 대략적인 열관류율은 약 1.5~1.9 W/m²k로 등급

제 3등급을 만족하여 창호 에너지 효율 등급제 1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다수의 국내 알루미늄 창호업체에서 등급제에 발 맞춰 높은 등급의 창호를 개발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하지만 열관류율을 낮출 수 있는 삼중창, 발포수지 복합창 등의 개발 및 적용에

는 높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침체된 건축경기 상황에서 신규 창호 개발 및 필드 적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호 등급제와 더불어 기존 단열 창호 성능을 뛰어넘는 고효율 창호의 개발이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창호 업체인 YKK AP와 Kawneer(ALCOA 계열)사와 AZON USA와의 

공동 개발로 Dual cavity를 적용한 창호가 출시 되었다. 기존 하나의 Azon Cavity를 적용한 

컨셉을 벗어나 두 개의 Cavity를 적용하여 창호 내외부의 열교차단을 극대화하여 기존 단열 

창호의 열관류율을 20%~25% 정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세계적인 에너지 절약 정책과 더

불어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 기후 환경 변화와 더불어 에너지 절감에 대한 화두는 관련 법규가 점점 더 강화되어 

Zero House 또는 Passive House를 만족할 수 있는 성능의 창호 보급으로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알루미늄 창호 및 커튼

월 시장은 고효율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디자인 및 새로운 공법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고 건물들의 다

양한 입면을 표현할 수 있고 강한 

구조 성능을 가진 알루미늄 창호 커

튼월의 장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고효율 자재 개발과 혁신적인 디자

인 및 공법으로 변해가는 시장에 빠

른 대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단기간 내에 이루어 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창호 커튼월 

시장의 발전을 위해 업계 관계자들

의 많은 노력이 절실하다.

기술 _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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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금속&창호

다양한 색상으로 구성된 울타리

우루과이에 위치한 Peach Sports Complex는 축구, 농구, 수영, 자전거, 스케이트 보딩, 체조, 핸드볼, 

트라이 애슬론, 육상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종합센터이다. 약 40,000 m2의 종합스

포츠 센터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Peach Sports Complex에 설치된 외부 팬스는 독특한 색상의 디자인으로 주목을 끈다. 

시의 요구에 따라 약 600미터의 울타리를 설치했다. 

이 울타리는 사용자의 보안 및 안전을 위해 설치 되었으며, 이 스포츠 종합센터의 성격을 대변해주고 

있다. 울타리가 건물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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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색상으로 구성된 이 울타리는 이 스포츠 센터의 다양성을 대변

하고 있다. 

색상에 의해 각 스포츠 센터의 주요 건물을 인식할 수 있다. 

Architect: jaf :: architecture + design

Location: Durazno, Uruguay

Client: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Durazno

Year: 2013

Length: 6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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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금속&창호

오스트리아 그라츠에 위치한 교통 시설은 약 2년의 기간동안 90만 유로가 투입된 도시 도로 

시설이다. 

이 공사는 짧은 공사기간과 적은 예산으로 훌륭한 결과를 도출해 냈다. 이 역의 광장은 새로운 

구조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이 역의 광장의 새로운 모습을 위해 가장 주목한 부분은 캐노피 부분이다. 캐노피는 여러 교

통시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

데 성공했다. 

이 하나의 캐노피 공사는 도시 전체

의 영향을 미쳤다. 

이 구조물은 지하와 지상을 연결하

며 주변의 교통을 효율적으로 결합

시키고 있다. 

교통 시설의 캐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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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앞마당의 지붕이다.

역의 현관에서부터 탑승장까지 눈이나 비 등 날씨 변화에 대응할수 있도록 했다. 

Architects: Zechner & Zechner ZTGmbH

Construction: Steel: Zenkner & Handel, Concrete: Schimetta Consult

Planning: 2008-2009, Completion: 07/2010- 11/2012

Material Roof: ALUCOBOND® Spectra Titanium

Fabricator Roof: SFL technologies, Stallhof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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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금속&창호

퍼즐에서 영감을 얻은 복합센터

건축가 ARM과 Cameron Chisholm Nicol의 공동작업으로 완성된 오스트리아의 복합센터는 퍼즐모양

의 외벽이 기하학적 형상으로 이루어지며 주목을 끌고있다. 

퍼즐에서 영감을 얻은 이 건물의 외벽은 다양한 색상의 메탈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복합 센터의 가치

를 높여 주고 있다. 

외벽의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색상은 건물의 내부에도 적용되었다. 

이 시설은 15,500명까지의 수용이 가능하며, 내부에는 우수한 음향시설을 구비했다. 개폐식 지붕은 

자연 채광이 중앙에도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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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Wellington Street, Perth, 

Western Australia

Construction Type: rear ventilated 

triangular cassette system

Architects: ARM in association with 

CCN Architects

Year of constructi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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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금속&창호

유리와 패널을 이용한 명품 건물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Starhill Gallery는 아마도 이지역에서 가장 눈에 띄는 쇼핑몰일 것이다. 명품 쇼핑몰

이 위치하고 있으며, 고급 레스토랑이 들어섰다. 

Stephen Pimbley에 의해 디자인된 이 건물은 이 지역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외벽의 소재를 유리와 석재패널이 사용되었다. 

이 건물의 영향으로 주변의 건물들도 빠르게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거리는 고급스러운 이미

지로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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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s: Spark

Location: Kuala Lumpur, Malaysia

Principal Architect: Stephen Pimbley

Project Architect: Michael Gibert

Local Architect: A. Mariadass Architect

Structural Consultant: RFR Shanghai

Main Contractor: Syarikat Pembenaan 

Yeoh Tiong Lay Sdn Bhd (SPY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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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향

현재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건축 외장재로서 단열 성능 기준으로 참고할 

것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458호, 시행일 2012. 4. 30, 일

부개정]에 의한 [별표 4] 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제21조제1항제1호 관련)와 개

정이 예정중인‘’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473호]

등이 있다.   건축물의 지역적 위치 및 BIPV시스템의 설치 부위에 따라 단열 기준은 차이

를 보이고 있으며 건물의 열손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적용되고 있는 결정형 및 박막형 BIPV 모듈은 유리사이에 셀이   적

용되는 특성상 차양적 효과를 가지게 된다. 결정형 모듈의 경우 셀과 셀사이의 간격을 조

BIPV시스템의 건축 성능적 활용

▶ 결정형 BI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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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함으로서 빛의 실내 유입을 조절할 수 있게 되나, 셀의 모양이 실내 바닥에 비치게되

어 실내 공간 조도에 있어 균일성이 떨어지게 된다. 박막형의 경우 셀의 투과율을 조절

하여 빛의 실내 유입을 조절하며 균일성 확보를 통한 재실자의 쾌적성이 증대되어 창호 

대체재로서는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BIPV시스템 관련 성능 인증

• 국외 BIPV 성능 인증 및 내용

국외의 태양광 모듈 관련 기본 적용 표준은 IEC(International Electrothchnical 

Commission : 국제전기표준회의)와 UL(Underwriters Laboratory : 국제 안전규격 인증

기관)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 BIPV와 관련된 인증 기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립되

지는 않았으며 건축 재료적 시험 성능 항목인 안전성(기계적, 화재적), 단열, 차음성등의 

▶ 박막형 BI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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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고려하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BIPV에 대한 국제적 인증 기준은 시장이 활성화된 

유럽등을 중심으로 정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기본으로 국내 건축환경을 고려한 BIPV인

증 기준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 BIPV 성능 인증 및 내용

국내 태양광 관련 인증기관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하고 있으며 태양광 설비 

인증 관련으로 태양광발전용 계통연계형 인버터, 결정질/박막 태양전지 모듈, 셀, 집광채광기, 

접속함등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자동화에 따른 동종 제품의 대량생산이 가능한 

PV용 태양광 모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아직 BIPV에 대한 인증기준은 마련되

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BIPV시장 확대에 따라 BIPV모듈에 대한 전기적 성능 및 건축 마

감재로서의 성능 인증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성능 및 시험 기준을 태양광 

모듈에 한해 참고할 만한 사항을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구 분 분 류 기준 근거 내 용

기존 모듈 

인증 관련
태양광 모듈

- 결정질 : KS C IEC61215
• 결정계 실리콘 지상용 태양전지 모듈 설계 

인증 및 형식승인

- 박막 : KS C IEC61646
• 지상용 박막 태양광 모듈의 설계 요건과 형

식 인증

적용 위치
적용 부위별 

성능 분류
- KS F 1010:2005 •건축물의 부위별 성능 분류

재료

유리

- KS L 2514
•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방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 방법

- KS L 2002 •강화유리

- KS L 2004 •접합유리

셀
- KS C IEC 60904 

  관련 항목

• 태양전지 소자 관련 성능 및 특성 측정    

내용

단열
단열 성능 

평가

- KS L 2525
•판유리류의 열저항 및 건축 관련 

  열관류율의 계산방법

- KS F 2277
•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능 측정 방법

   - 교정 열상자법 및 보호 열상자법

- KS 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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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기계, 전기적 

안정성 측정

- KS C IEC 61173 •태양발전시스템의 과전압 방지 지침

- KS C IEC 60364-7-712

• 건축전기설비 - 제7-712부 :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에 대한 요구사항 

   - 태양전지(PV)전원 시스템

- KS F 2293 •창호의 수밀성 시험방법

- KS F 2295 •창호의 결로 방지 성능 시험 방법

내화성
내화 성능 

측정

- KS F 2257-1
•건축부재의 내화시험 방법 

   - 일반요구사항

- KS F ISO 13785-1
•건축물 외장구성재에 대한 연소성능 

  시험방법 - 제1부 중간 규모 시험

- KS F 2845 •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 방법

BIPV시장 활성화 방안

• BIPV시스템 인증 기준 확립 및 정부 지원 증대

현재 국책 연구 등을 통해 BIPV모듈 인증 기준 마련 및 보급을 위한 정책개발이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으며 이의 정립을 통해 BIPV시장의 활성화가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위기 

의식이 고조된 현 상황에서 태양광 산업은 고용창출 및 에너지자립화, 환경보호 등의 이점을 

부각 시킬 수 있는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를 위한 인증 기준 마련, 정책적 지

원 및 보급의 확대는 국가 경쟁력 향상 및 경제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것으

로 보인다.

• 국내 여건을 고려한 BIPV시장 인식 제고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BIPV에 대한 인식은 거치식 PV에 비해 낮은 것이 현실이다.   국토면적

이 작고 인구의 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BIPV시스템의 적용

은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단순히 BIPV시스템에서의 전기적  발전량만이 적용을 위한 판단 기

준이 아닌, 건축 외장재의 대체 효과와 의장성, 환경 부하 저감등을 환산한다면 BIPV시스템의 

가치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이에 태양광 시장내 이러한 BIPV시스템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통

해 우리나라의 친환경 성장의 토대가 마련되도록 모두가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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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분쟁의 가

장 큰 원인인 결로현상을 

막기 위해 앞으로 신축 

아파트에는 별도의 결로

방지 기준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

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

신축 공동주택 결로방지 

기준'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새로운 기준을 논의

할 방침이다.

최근 아파트 발코니 확장으로 거실 창호가 외부 공기와 직접 닿게 되고, 난방공간도 넓어지면

서 창호와 벽체에서 결로 현상이 자주 발생해 아파트 하자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어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아파트 설계 기준에 실내 온습도와 외부 온도의 조합에 따라 결로 발생 

여부를 알게 해주는 온도저하율 값을 도입하기로 했다.

건설사들은 앞으로 온도저하율 값에 적합한 재료와 두께에 맞춰 아파트의 창호와 벽체를 설

계해야 한다.

국토부는 공청회 의견을 검토한 뒤 결로 현상을 줄이기 위한 표준 시공 상세도를 만들어 내

년 5월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건설업계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을 만들면 분양가를 

높이고 하자분쟁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알루미늄 창호업계도 새로운 기준으로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강화되는 창호의 결로기준

금속창호_2013 가을호 내지.indd   38 2013-10-02   오후 3:33:53



2013_가을호 금속구조물&창호공사기술정보 39

정부는 500가구 이상 규모의 신축 아파트를 건설할 때 결로 발생 여부를 보여주는 지표인 '온

도저하율(TDR)'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TDR은 실내 온습도와 외부 온도의 조합에 따라 결정

된다. 0~1 값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결로방지가 우수하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외부온도 영하 15℃, 실내온도 25℃, 상대습도 50% 기후조건에서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TDR값(0.28)을 기본안으로 제시했다. 부위별(창호ㆍ벽체ㆍ현관문) TDR값은 차등 제시할 

예정이다. 이 기준이 나오면 건설사들은 TDR값에 적합하도록 재료ㆍ두께 등 사양을 정해 창

호ㆍ벽체 등을 설계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기준으로 결로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내와 온도차

가 큰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결로현상은 곰팡이를 확산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하지만 주택건설업계와 알루미늄 창호업계에서는 결로방지 기준안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실

내온도를 25℃로 기준을 설정해놓을 경우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야기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의 창호 결로방지 성능시험방법 측정 조건은 실내온도 20℃, 

실내습도 40%다. 해외 결로방지 기준을 보면 프랑스 18℃, 오스트리아 20℃, 핀란드 21℃다. 

난방온도 제한규정은 미국 18.3℃, 일본 20℃, 프랑스19℃다. 

문제는 기준온도가 높으면 

시공비가 크게 높아진다는 

것이다. 

더욱이 하자분쟁을 늘릴 요

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려

하고 있다. 국토부 결로 기준

이 높을수록 이를 준수하기 

어려워 주민과 시공사간 분쟁

이 많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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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형 도로시설이나 캐노피의 형태로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조립식 경량 

방음터널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시공방법이 소개되고 있다. 

최근에 소개된 조립식 경량 터널 방음벽은 세그멘트(SEGMENT)형 방음판을 이용한 조

립식 경량 터널 방음벽으로 지주 없이 다양한 형태의 세그멘트형 방음판의 상하부 및 좌

우측면부를 이용하여 교차형식의 엇갈림식 형태로 방음판을 고정하여 조립하는 방식으

로 간단하고도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선보였다.

일반적으로 터널의 경우 기존에는 사각형상으로 터널을 뚫었으나, 최근에는 타원형으

로 터널을 뚫고 있는데, 이는 타원형이 외압을 효과적으로 분산하므로 가장 견고한 상

태로 터널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타원형 형태의 견고한 구조를 이용한 방음터널이다.

조립식 경량 터널 방음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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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 터널은 도로의 터널 경우뿐만 아니라 지하철역이나 주거지역에서 필요에 의해 방음

벽이나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시공이 간편한 조립식 경량 터널 방음벽은 도

로시설물뿐만 아니라 지하철역이나 주거지역의 필요에 의해 설치되는 경우에 활용 범위

가 높다.  

일반적인 방음터널은 반드시 다수의 지주를 사용하여 방음터널이나 방음벽을 설치하므로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설치작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량 지주를 사용하므로 장시간 

사용시 교량 및 토목 구간에서 하중을 많이 받게 되어 수명이 단축되는 결점이 있었다.

하지만 높은 풍압이나 대형 규모의 도로시설 이외에는 간편한 방식으로 방음터널을 설치

할 필요성도 있다. 

조립식 경량 방음터널은 기존 방음터널에 비해 중량 지주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적인 경량 

방음판의 엇갈림식 조립에 의해 볼트 너트식으로 라운드형 방음벽이나 방음터널을 설치

할 수 있어 작업이 용이하고 지주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설

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은 물론 교량 토목 구조물의 경우에 하중을 적게 받으므로 도로

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조립식 방음터널은 지면에 기본 지지대를 설치한 상태에서 이 기본 지지대에 라운드형 프

레임을 엇갈리게 조립 구성한 것으로, 상기 프레임에 각각 아연도 강판을 리벳으로 미리 

고정작업을 수행하고, 작업현장에서의 

작업시 라운드형 프레임의 아연도강판을 

상호 연접시킨 상태에서 하부에는 원형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여 고정하고, 상부

에는 프레임 접합 부분에 아연도 강판을 

각각 리벳으로 고정하여 구성하고 있다.

지주 없이 방음판을 엇갈림 방식으로 결

합하는 방음 터널은 풍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장소에 적용이 가능한 아이디

어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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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향

천정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천정은 

공간을 디자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

소로 자리잡고 있다. 

천정의 디자인이 실내의 분위기를 

좌우한다. 

최근에는 금속을 이용한 천정이 증

가하고 있다. 

금속을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 
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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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패널에 구멍을 뚫어 빛을 산란

시키는 기능성을 겸비한 천정에서 

곡면을 강조한 금속 천정까지 다양

한 제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금속 천정들은 조명의 교체 

및 냉난방 설비의 교체시에도 탈부

착이 용이하여 다양한 공간에 적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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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방위각센서를 이용한  ＢＩＰＶ시스템

출원번호 10-2010-0063529

본  발 명 은  전 기 를 

용이하게 생산할 수 

있는  방위각센서를 

이용한 BIPV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B IPV벽체의 내부로 

제 어 장 치 에  의 해 

기울기가  가 변되 는 

태 양 광 집 적 장 치 를 

구성하고 BIPV벽체의 

방위각을 제어장치로 

송출하는 방위각센서가 

마 련 되 고  상 기 

제어장치는 송출된 BIPV벽체의 방위각을 기준으로 태양이 이동하는 궤적을 산출하여 산출한 수치를 

데이터베이스화시켜 프로그램으로 내장되도록 하여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 태양광의 집적도가 최적의 

상태로 이루어지도록 태양광집적장치의 기울기를 가변시킴으로써 BIPV벽체의 설치장소 및 설치각도에 

관계없이 태양의 이동에 따라 태양광의 집적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위각센서를 이용한 BIPV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BIPV벽체로 BIPV벽체의 위치 및 방향을 측정하는 방위각센서가 구비되어 

방위각센서에서 송출된 측정값에 따라 BIPV벽체의 위치 및 방향을 기준으로 태양이 이동하는 궤적을 

데이터베이스화한 프로그램이 제어장치에 내장되기 때문에,  제어장치로 인해 계절 및 시간의 흐름에 

의해 태양의 변화된 위치에 대응되도록 솔라셀의 기울기가 가변되어 효율적인 집적이 이루어져 

BIPV벽체의 설치장소 및 설치각도에 구애받지않고 태양광의 집적효율을 향상시켜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어 실용성이 뛰어난 효과가 있다.

BIPV벽체 내부로 동력장치에 의해 솔라셀을 구비한 요동판의 자세가 가변되기 때문에,  전기를 

용이하게 생산할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BIPV벽체의 일측으로 주변의 명암을 감지하는 감지수단이 구성되기 때문에,  집적효율이 떨어지는 시간 

및 날씨에는 제어장치 및 방위각센서를 구동되지 않아 전기의 소모가 최소화되는 효과가 있다.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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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PV 솔라 모듈을 이용한 지능형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

출원번호 10-2013-0004611

본 발명은 지능형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빌딩 외부에 설치한 BIPV 솔라 

모듈이 발전한 전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빌딩 

내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 BIPV 솔라 

모듈을 이용한 지능형 빌딩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BIPV 솔라 모듈을 

이용한 지능형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축전지 

및 접속반을 빌딩의 각 층별로 독립적으로 

배치하고 해당 층의 BIPV  솔라 모듈과 연결 

구성함으로써 각 층별 전력 사용량에 따라 

독립적으로 동작하거나 제어하도록 하여 화재 

위험성이 큰 축전지의 분산 배치에 따른 안정성을 

확보하며 각 층별 에너지 사용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BIPV 솔라 모듈을 

이용한 지능형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복수의 

층별로 독립 배치된 축전지 및 접속반의 전력 사용을 중앙 제어하는 빌딩 전력 관리 서버를 

구성함으로써 각 층별로 태양광축전의 동작 제어 및 중지, 이상 상황 발생의 모니터링 및 전력 사용의 

동작을 개별 제어하도록 하여 층별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BIPV 솔라 모듈을 이용한 지능형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BIPV 솔라 

모듈을 계절 또는 온도에 따라 빌딩과 이격 및 밀착하도록 구성함으로써 각 층별 발전량에 따른 BIPV  

솔라 모듈의 온도상승으로 인한 단열 효율 저하 및 냉방 효율 저하를 최소화하도록 하여 층별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다.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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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수주, 민간건축 늘고 공공부문 급감  
7월 국내수주액 전년동월비 10.5% 감소

기획재정부, 최저가낙찰제 개선 연구포럼 본격 출범

지난 7월 건설공사 수주액이 지난해 같은달 대비 10.5%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 12개월 연속 감소다.

대한건설협회는 국내건설수주 동향조사 결과, 지난 7월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은 6조741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 

대비 10.5% 감소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공공부문 수주는 2조2485억원으로 23.3%, 민간부문 수

주는 4조4927억원으로 2.5% 각각 감소했다. 민간(건축)은 

회복세이나 공공은 다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고 건협은 

설명했다. 공공부문 수주액은 2조2485억원으로 같은기

간 23.3% 줄었다.

공종별로는 토목은 같은기간 45.3% 감소했다. 농림수산, 

항만공사에서 약간 수주물량이 나온 외에는 재정 조기 집

행물량이 소진되고 주요 공기업 발주물량이 미진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공공건축은 보금자리주택 등의 신규 공공주택물량과 관

공서, 학교 생활관 신축공사 등 교육기관 수주가 늘어 

25.8% 증가했다. 민간부문 수주액은 4조4927억원으로 

같은기간 2.5% 줄었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항만, 철도 등을 제외하고는 여타 공종

의 부진으로 같은기간 62.9% 감소했다. 민간 건축은 오랜

만에 신규주택과 재건축, 재개발 등 주거용 수주물량이 늘

고 상업용 건물 수주도 늘어 같은 기간 13.6% 증가한 4조

1339억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건설계약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였

던 최저가낙찰제를 개편하기 위해 정부와 전문가, 이해관

계자가 참여하는 연구포럼을 발족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연구포럼은 지난달 21일 국가재정연구포럼 주최 공청회에

서 논의된 최저가 낙찰제 개선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검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앞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유섭 박사는 공청회에서 발

표한 용역보고서에서 공사수행능력점수, 가격점수, 사회

적 책임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기업을 낙찰자로 선정하

는 종합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대·

중·소 건설사 간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연구포럼이 내달 

중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정부는 법령 개정을 거쳐 2015년

부터 본격적으로 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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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비탈면 매년 1000억 투입, 
2017년까지 1563곳 정비

정부가 도로 비탈면 정비에 매년 약 1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위험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피해 방지 시설

을 설치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위험지역 상시 모니

터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도로 건설 시 안정성 검토기준

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탈면 관리 특별대책’을 수

립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국도 비탈면은 3만7584곳

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매년 비탈면 붕괴가 평균 

150건 정도 일어난다. 이 때문에 도로 산사태 피해는 매년 

10건 정도 발생한다.

국토부는 위험도가 큰 대규모 토사 비탈면이나 암반 비탈

면의 암반 풍화 정도, 절리 방향·형태, 배수 상태 등을 조

사해 위험도를 분류하고 암반의 절리 방향이 도로 방향과 

같거나 층리와 층리 사이에 연약한 점토가 있는 곳은 중

점 관리하기로 했다.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산사태 피해 저감시설과 

사방댐 등을 설치해 산사태와 산림 유실을 방지할 계획이

다. 국토부는 도로 비탈면의 위험도가 높은 구간부터 매년 

고속도로 비탈면은 40곳(80억원), 국도는 250곳(1000억

원)을 정비한다. 위험 Ⅰ·Ⅱ등급 1563곳은 2017년까지 정

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전문기관이 매년 250곳씩 정밀 조사를 해 비

탈면의 위험도를 재분류한다. 

비탈면을 즉시 보강하거나 경사를 완화하기 어려운 구간

은 지반 균열과 변형을 계측하는 장비나 CCTV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비탈면 붕괴 예측

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 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또 건설 단계부터 상대적으로 풍화 가능성이 큰 퇴적·변

성암 비탈면은 경사를 완만하게 하고 추가 보강을 하도록 

한다. 이밖에 암반 비탈면이나 토석류 관련 기준도 연말까

지 정비할 계획이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분포 현황

전국(정회원)                                                                                                                                                                                    201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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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오비) (out of bounds)의 약자. 플레이 금지구역을 

지칭함. 

Observer(옵저버) 사실의 문제가 있는 과정에 있어

서 심판원을 보좌하거나 반칙을 심판원에다 보고 하

기 위해서 선임한 사람을 말한다. 

Obstruction(업스트랙션) 장애물. 인공적으로 장애물

을 만들어 코스에 설치 또는 방치된 것을 말한다. 

Official handicap(오피셜 핸디캡) 공식적으로 인정

받은 핸디캡. 

On(온) 볼이 그린에 있는 것. 

On green(온 그린) 볼이 그린에 이르는 것 

One piece take away(원피스 테이크백) 손, 팔, 몸이 

일체 되어 테이크웨이(Take away) 하는 것. 

Open championship(오픈 챔피언십) 각기 남녀별로 

나뉘어 프로, 아마 구별 없이 누구나 일정한 출전자

격으로 참가하는 선수권 경기. 

Open game(오픈 게임) 아마와 프로가 같이 출전하

는 경기 

Open stance(오픈 스탠스) 세 가지 기본 스탠스의 

하나로 왼발을 조금 열고 목표 지점을 향해 취하는 

자세. 

Out(아웃) 18홀의 전반1번에서 9번까지를 말한다. 

알면 도움이 되는 골프 규칙

(지난호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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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drive(아웃 드라이브) 상대방보다 멀리 드라이브 

하는 것. Over drive와 같은 말. 

Out of bounds(아웃 오브 바운스) 흔히 OB라고 줄

여서 부른다. 

Outside in(아웃사이드 인) 타구 시 클럽헤드가 볼이 

날아가는 선의 바깥쪽으로부터 안쪽으로 비스듬하

게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인사이드 아웃의 반대. 

Over clubbing(오버 클라빙) 목표의 거리에다 날려 

보낼 때 필요한 골프채보다 약간 높은 번호의 골프채

로 치는 것. 8번 거리를 7번으로 스윙(swing) 하는 것. 

Over spin(오버 스핀) 볼이 날아가는 방향과 같은 방

향으로 회전하는 것. Back spin이 반대 이다. 

Over swing(오버 스윙) 스윙의 탑에서 클럽을 지나

치게 크게 휘두르면서 위로 지켜 드는 것. 

Overlapping grip(오버래핑 그립) 가장 많이 사용하

는 그립 방법으로 새끼손가락을 왼손 집게손가락 위

에 잡아 걸어서 잡는 그립의 방법. 

Palm grip(팜 그립) 샤프트를 손바닥으로 쥐는 것과 

같이 양손으로 손바닥으로 쥐는 방식. 

Par(파) 기준 타수에 따라 파3, 파4, 파5 등의 3종류

로 나눈다. 

Partner(파트너) 포 섬 경기에서 자기와 한 팀이 되는 

사람을 일컫는 말. 

Pass(패스) 통과. 앞 그룹이 뒤 그룹을 먼저 보내주

는 것을 말함. 자기 자신이 속한 그룹이 너무 지연 된

다고 판단이 들 때 보통 뒤의 팀을 먼저 통과 시켜주

는 예의의 일종. 

Penalty(패널티) 반칙. 실격과 벌 타로 누어진다. 

Penalty stroke(페널티 스트로크) 규칙위반에 대해 

타수로써 벌주는 것. 

Pick up(픽 압) 공을 규정 하에서 주워 드는 것으로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행위 이후의 모든 경기를 포

기 한다는 뜻으로 신중히 대처 해 야함. 

Pin(핀) 홀에 꽂힌 깃대. 

Pitching shot(피칭 샷) 그린 가까이에서 하는 어프로

치 샷의 일종. 

Pivot(피버트) 허리의 회전. 

Place(프레이스) 공을 땅에 놓는 것. 

Point tourney(포인트 터니) 득점경기, 파는1점 버디

는2점 이글3점 등으로 점수를 정하고 그 합계 점수

로 우열을 가리는 경기. 

Provisional ball(프로비저널 볼) 잠정 구를 말하는 것

으로 공이 OB지역으로 들어갔는지 확실치 않을 때 

상대의 동의를 얻어 재 타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Public course(파브릭 코스) 멤버가 없는 코스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코스를 일컫는다. 

Push(푸시) 목표를 향하여 볼을 밀어 치는 것. 

Push shot(푸시샷) 스윙이 짧고 피니시(Finish)를 낮

고 길게 가져가 공이 뜨지 않고 낮게 날게 하는 타격

의 테크닉. 

Putt(파트) 그린에서 퍼터(putter)를 써서 공을 홀에 

넣는 것. 

Putter(파터) 퍼터용의 아이언 클럽. 헤드 모양에 따

라 T, D, L형으로 다양하다. 

Putting(파팅) 퍼 터로 스트로크 하는 행위. 

Putting line(파팅 라인) 그린 위에서 공과 컵 인을 위

해 예상되는 홀 컵 사이의 선.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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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주)성원창호 원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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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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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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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푸르던 날 그토록 사랑했던 태양을 질투하듯

내게 다가와 너보다 더 널 사랑한다고 날 유혹해

온몸에 단풍이란 사랑의 상처를 남기고 날 떠나려 하네

그때 떠나면 낙엽이란 이름으로 사랑의 몸살을 앓겠지

바람에 시리고 하얀 세상이 오면 상처는 아물겠지만

가을아 가을아 야속한 가을아 오면 가지 말아라

- 홍영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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