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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5천여 회원 여러분!

밝아오는 갑오년(甲午年)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바라시는 모든 일이 원만히 성취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에는 누구나 새로운 마음자세로 모든 일에 임하게 됩니다. 새로운 마음은 도전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용솟음치게 합니다. 이 뜨거운 열정을 어떻게 한 해 동안 유지하느냐에 따라 

올 한해의 성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전문건설업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 부진에 따른 수주물량 감소와 저

가수주 환경으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한다면 올한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한해가 될것이며 시대의 흐름에 동참하여 기술경쟁력을 갖추었을 때 다시한번 도약

의 기회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협의회 10대 회장에 취임하게 되어 어깨가 무겁기도 

하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 또한 그 어느때보다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우
KOSCA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협의회 회장

회원사 여러분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년사

금속창호_2014 신년호 내지(최종).indd   4 2013-12-31   오후 1:24:09



2014_신년호 금속구조물&창호공사기술정보 05

우리 금속구조물·창호협의회가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주요사업을 더욱 공고히 하고 화

합된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막중한 과제는 오히려 가슴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금속구조물&창호」를 보다 실용적이고 도움이 되는 기술정보지로 개편할 계

획이며, 합리적인 건설환경의 개선과 업역확대를 통하여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신뢰향상

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갑오년(甲午年) 말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협의회는 푸른 초원을 힘차게 달리는 명마의 

기백과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우리 업계의 발전과 한 단계 

도약하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2014년은 회원사 모두가 경쟁력을 갖추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한해가 되

기를 희망하며 다시한번 회원사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기업에 행복이 가득하고 모든 소

원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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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년은 청말띠의 해입니다. 과거부터 유럽에서는 청말을 유니콘이라 부르며 신비로운 존재

로 여겨 왔습니다. 갑오년 새해에는 넓은 광야를 거침없이 달리는 유니콘처럼 침체의 늪에 

빠진 건설경기가 하루 빨리 회복되어 전문건설업계에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고 회원사가 어

깨 펴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협회도 “변화와 개혁”,“선택과 집중”을 바탕으로 2014년 한해가 전문건설인의 해가 되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문건설인 여러분!

최근, 우리업계는 사상 유례없는 건설경기 침체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건설수주액이 수년째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수차

례 내 놓았지만 여전히 건설경기는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무상복지 포퓰리즘, 현실성 

없는 시공단가와 불공정한 갑의 횡포속에서 전문건설업은 이제 더 이상 정당한 노력의 대가

를 창출할 수 없는 사양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절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새 정부에서 최우

전문건설인 여러분! 
2014년 희망찬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년사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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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고 있어 내수경기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전문건설업의 역할분담이 기대되고, 최근 정부·

정당이 한 목소리로 “甲乙 관계”에 관심을 갖고 “乙”

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

문에 사업환경이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

니다.

특히, 우리업계가 제도개선에 역량을 결집한 결과 

건설민주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소규모

복합공사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 분리발주를 법제화하는 법안 및 실적공사

비제도를 점차 폐지하는 개정안 등이 입법발의 되

어 업계의 권익 및 수주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

니다.

 

존경하는 전문건설인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변화의 속도가 국가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의 속

도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 될 수 밖에 없으므로 남

들보다 한발 앞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려야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건과 상황이 좋아져 누구나 미래를 준비하기 시

작할 때에는 이미 늦습니다.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어둠이 걷히기 전에 남들보다 먼저 어둠속에서 기

회를 찾아야 합니다.  

“대나무는 마디를 맺으며 더 강해지고, 연은 바람이 

거셀수록 더 높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헤쳐 

나갈 길이 비록 어둡고 멀게 보이지만 “선택과 집중”

을 통해 끊임없이 체질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

력을 찾는다면 전문건설업이 미래 건설산업의 중심

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설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취임식에서 “개혁을 뛰어 넘는 혁신을 기치로” 

전문건설협회 다운 협회를 만들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고 강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전문건설의 

생존과 미래는 우리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며, 그 누

구에게도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문건설

업계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경제 발전을 이끌고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갚진 경험

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동안 익숙했던 것들에

서 벗어나 창조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펼

쳐 나가야 합니다. 

중앙회도 “온고지신”정신으로 더 나은 협회를 만

들고 회원사의 권익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

니다.

존경하는 전문건설인 여러분!

먹구름이 지나면 곧 화창한 날씨가 펼쳐집니다. 현

재의 어려움은 밝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라

고 생각하고 회원사 여러분께서도 희망을 갖고, 흔

들림 없이 협회와 함께 지금의 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갑오년 새해에 회원사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년사

금속창호_2014 신년호 내지(최종).indd   7 2013-12-31   오후 1:24:11



TE
CH

N
O

LO
G

Y

08

현장

갤러리

태양광 시설이 접목된 버스 승강장

버스승강장은 도시경관 측면에서 다양한 디자인이 적용되고 있으며, 태양광 시설과 접목되어 기능적

인 면도 강조되고 있다.

최근 양주시는 버스이용객 편의와 승하차 혼잡 개선을 위해 양주역 광역버스 환승정류소에 태양광 시

설이 접목된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양주역 버스정류소는 그동안 38개 노선, 262대의 버스가 하루 평균 20,494명이 이용해 왔으며, 승강

장 2개에 3대의 버스가 동시 정차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양주시는 양주역의 버스 승장장을 기존 24m에서 70m로 연장하여 동시에 버스 7대가 정차할 수 있게 

하였으며, 캐노피, 편의식 의자, 버스정보 안내모니터 등의 시설도 개선됐다.

이밖에 다양한 현장에 태양광 시설이 접목된 버스 승강장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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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시공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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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선을 제거한 철주

자동차의 이용대수가 증가하면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신호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호등은 교통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여 차량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능적

인 면에서도 매우 유용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신호등은 통상 교차로나 건널목의 도로변 상에 신호등 지지용 지주장치를 통해 설치되어진다. 

일반적은 신호등의 지주장치는 교차로나 건널목의 도로변 상에 직립 설치되는 지주와 지주의 

상부측 도로 방향의 외주면 일측에 설치되는 연결 커플링 및 연결 커플링 상에 상호 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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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_ 01

플랜지를 통해 결합되어 신호등을 지지하는 가로보의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가로보는 지주의 상단으로부터 연결되는 여러 개의 가로보 지지와이어인 조가선

을 통해 지지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지주의 상단으로부터 가로보의 끝단부를 다수의 가로보 지지와이어인 조가선

을 통해 연결하고 있는 구조의 신호등 지지용 지주장치는 외관상 가로보 지지와이어인 

조가선이 부채살처럼 외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해치게 된다.  즉, 친환경

적인 신호등 지주장치를 구성하는데 있어 외부로 드러난 가로보 지지와이어인 조가선

은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 도시경관의 저해요소인 조가선을 통해 가로보를 지지하지 않아도 되는 팔각형 구

조의 가로보를 설치한 구성의 신호등 지주장치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러한 팔각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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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로보가 설치된 신호등 지주장치를 새로 시설하는데 따른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로써는 재정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조가선을 없애는 시스템을 적용하면서도 설치 비용이 저렴한 공법이 

주목을 끌고 있다. 

조가선과 가로보를 제거하고 지주는 그대로 활용하여 조가선이 없는 구조의 신호등 지

주장치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한 조가선 지지구조의 신호등 지주장치들이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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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보이는 신호등 지주장치는 교차로나 건널목의 도로변 상에 직립 설치되는 지주

와 상부측 도로 방향의 외주면에 설치되는 연결 커플링, 플랜지를 통해 결합되어 신호등

을 지지하는 가로보 및 가로보의 상부측으로부터 지주의 상단으로 연결되어 가로보를 

지지하는 조가선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신호등 지주장치를 개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가선과 가로보를 지주로부터 제거한 다음 가로보가 제거된 상태의 연결 커

플링 하부측 지주의 도로 방향 외주면 일측에 가로보 지지편을 설치 고정하고 연결 커플

링 하부측 지주의 도로 방향 외주면 일측에 가로보 지지편을 설치 고정한 다음 고정 브

래킷과 체결수단을 통해 연결 커플링 상부측 지주의 도로 방향 외주면에 신규의 가로보

를 설치, 고정한다.

이처럼 기존의 조가선을 활용한 신호등을 개선하여 보다 간결한 디자인으로 변경하는 

기술들의 출현으로 도시경관은 보다 심플해지고 있다. 

국내기술 _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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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진자형 지진격리받침

최근 세계적으로 지진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건축물이나 교량의 지진 피해에 의한 피

해를 줄이기 위해 내진, 면진(지진격리) 설계를 하는 추세이다. 내진 설계는 구조물의 강도 및 

인성 등 부재력을 크게 하여 지진력 값 이상으로 설계하는 것이고, 면진 설계란 구조물의 고

유주기를 인위적으로 길게 하여 지진의 탁월주기 대역과 어긋나게 함으로써 지진과 구조물

의 공진을 피하게 하고 전달되는 지진력의 크기를 줄여 설계하는 방법이다.

최근에 지진파에는 단주기 성분은 많이 내포하고 있으나 장주기 성분은 별로 없다는 지진파

의 주기특성을 파악한 이래로, 구조물을 지진파에 대항하여 튼튼하게 설계하는 내진 설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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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진의 탁월주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면진 설계가 효율적이다. 또한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내진 구조물은 구조물이 손상되지만, 면진 구조물은 면진 장치가 손상이 되어 구조물을 

보호한다.

또한, 이러한 면진 받침의 경우 원전과 같은 중요 시설에도 적용시키고 있다. 2004년과 2007

년 니이카타지진 교훈으로 원전의 제2제어실(면진 중요동) 건물에 면진구조를 도입하여 부지 

내에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을 IAEA에 제시하여 2009년부터 각 원전에 건설하기에 

이르렀으며, 면진구조를 적용하여 준공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제2제어실은 2011년 3

월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시 지진저감 효과가 실증되었으며 복구대책 지휘소 역할을 수행

하였다. 그에 따라 IAEA와 NRC 등 국제적으로 면진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원자

력발전소의 안전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각광 받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서도 국내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면진기술의 적용이 반드시 필요

하다.

국내기술 _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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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NAME MATERIAL REV.

1 하판

SM490B( KS D 3515 )
1.1

2

앵커 러그

Q'ty

1

4

상판

3 중간판 1

4 미끌림판 STS316( KS D 3698 )2

1

5 임시 조립판 2

6 렌치 볼트 Grade 8.88

7 소켓 볼트 4 10.9

8 와셔 4

9 앵커 소켓 4 SS400( KS D 3503 )

10 마찰재 2 UHMW-PE

SS400( KS D 3503 )

note
1. 특수마찰재는 습동(stick-slip)현상이 없도록, 초고분자량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폴리아미드(나일론)소재나 다른 유사재질은 사용할 수 없다.

2. 쏠플레이트의 유무에 따라 받침전체 치수는 다소 변동될 수 있음

3. 상부의 연결형태는 볼트 또는 용접연결이 가능함.

교축방향

교
축

직
각

방
향

가상선

7

8

Z

vertical load

(kN)

dimension(mm)

Z H
MODEL displacement

(mm) A Ls Ds

allowable

140 30340FIP-D 200/320 2000 ±160 420 114

A

L
s

Ds

하부구조

무수축몰탈

상부구조

현장용접

4. 앵커 소켓은 수평력 보강을 위해 반드시 수평력 전달 코어가 설치되어야 한다.

200 35400FIP-D 500/200 5000 ±100 480 138

*  *  Table *  *

평 면 도 단 면 도

ANCHOR SOCKET 상세도

*  *  Table *  *

설치 상세도

FIP-D 표준도

개 념 도

Φd

Ds

앵커소켓

하부구조

무수축몰탈

하부판

L
s

수평력전달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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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진자형 지진격리받침은 면진 설계 시 사용되는 지진격리받침의 종류 중 하나로 일

정한 곡률을 갖는 매끄러운 마찰 면에서 진자 운동하는 교량받침이다. 마찰진자형 지진

격리받침은 마찰력과 복원력을 통한 지진에너지 감쇠 효과를 갖는다. 또한 마찰력과 복

원력에 의해 발생된 일에 근거한 이력거동이므로 지진 후 항복된 재료가 없어 받침교체

가 불필요한 받침이다. 

 

마찰진자형 지진격리받침은 구조적으로 곡면이 하부에만 있는 싱글타입과 상·하부 모

두 곡면 형태로 이루어진 더블타입 두 가지 나눌 수 있다. 더블타입의 경우 싱글타입과 

비교하여 작은 이동량으로 같은 지진격리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받침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이다.

최근에는 지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사

용성과 경제성이 뛰어난 면진 설계가 대두되고 있다. 마찰진자형 지진격리받침은 뛰어난 

사용성과 경제성을 가지고 있어 면진 설계 시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국내기술 _ 02

금속창호_2014 신년호 내지(최종).indd   17 2013-12-31   오후 1:24:17



TE
CH

N
O

LO
G

Y

18

비배수 신축이음 장치

교량의 상부 구조물인 슬라브와 슬라브를 연결하기 위해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한다. 이 때 설치된 신

축이음장치는 온도 변화, 차량 통행 등에 의한 상부 구조물의 수축, 팽창, 회전, 이동 등을 수용한다. 

이러한 신축이음장치는 차량의 주행성을 확보하게 되고, 우수가 하부 구조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

하는 방수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교량 전체의 내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신축이음장치는 고무형과 강재형으로 구분되며, 강재형이 개발되기 전에는 거의 모든 신축이음장치

가 고무형으로 사용되어 왔었다. 90년대부터 강재형 신축이음장치가 소개되면서 최근 내구성이 우

수한 강재형 신축이음자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강재형 신축이음장치는 레일형과 핑거형이 있다. 

기존의 핑거조인트는 유간의 하부에 U자형 방수시트를 설치하여 유격 사이로 유입되는 우수를 우

수홈통으로 유도하여 배수시키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수시트의 단점은 우수와 함께 이물질이 유입

되어 쌓이고, 화학물질에 

의한 부식과 이물질 하중

에 의한 파손이 생겨 잦은 

보수가 필요하며, 또한 교

체 작업 시 핑거 플레이트 

전체를 드러내고 교체하여

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물질 유입에 의한 방수시

트 부식 및 파손을 방지하

기 위하여 자바라식의 방

수고무씰을 디자인하여 신

▶ 제품 분해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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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_ 03

축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 상부 구조

물의 변형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였다. 

또한 양단에는 날개부로 구성하여 방

수는 물론 이물질 차단 기능을 갖춘 

구조로 설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

록 하였다.

이러한 자바라식 방수고무씰을 설치

하여 기존의 핑거 조인트의 단점인 이

물질 유입과 이물질 유입에 따른 방수

시트의 파손 및 방수 기능 상실, 이물

질의 주기적인 청소, 방수시트 파손으

로 인한 보수, 별도의 우수홈통 설치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또한 한 쌍의 핑거 플레이트가 각기 상하부로 분리되도록 하고 이들 사이에 자바라식 방수고무씰

이 결합될 수 있도록 하여 방수고무씰의 훼손에 따른 교체 및 보수작업 시 핑거 플레이트의 상측

만을 해체시킨 후 보수 교체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작업시간이 감소하여 공사비 절감과 교통 통

제 시간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

비배수 핑거조인트는 레일조인트와 동일하게 별도의 배수시설이 불필요하며, 유격사이로 이물질 

유입이 없어 별도의 유지관리가 없어도 된다. 또한, 이물질 적체로 인한 방수재의 파손 문제를 해

결하여 교량의 내구성 또한 향상되었고,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하여 비용절감 효과도 있어 기존

의 핑거조인트와 비교하여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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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무씰에 의한 방수처리로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일 것.

2. 교면 방수처리 및 이물질 차단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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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볼트조임 후 풀림방지 및 방수를 위해 RM202 역청재를 주입할 것.

9. 현장 여건에 따라 제원이 변경될 수 있음.

8. 규격 #100 미만의 제품에는 로우핑거를 부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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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교체형 슈퍼웨이브 방음판

국내기술

# 4

국내 도시의 거주 및 상업지역의 인구밀도 증가에 의한 건축물(아파트, 상가, 주상복합 등)의 고

층화, 인접도로(고속국도, 전용도로 등)와의 근접성 및 교통량 증가로 인한 도로 교통 소음, 공사

로 인한 공사소음 ,철도에 의한 진동 및 소음에 의한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다양한 소음원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차단 또는 흡수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음벽에서 슈

퍼웨이브 방음판은 유입되는 소음을 가장 이상적인 구조의 형상을 지닌 다수의 원추형 홈을 통

해서 흡음, 반사, 회절, 간섭을 유도하여 소음 저감 효과를 극대화시킨 방음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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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웨이브 방음판의 경우 내하중 및 내충격성이 우수하고, 녹발생이 없으며 열화에 강한 소

재이다. 또한 다양한 색상구현이 가능하며 현장에 맞는 디자인 연출이 가능하고, 파손 시 전면

해체 없이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한 제품이다.

국내기술 _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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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형태의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  레져  활동  인구  증

가  등의  이유로  자전거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데, 하천변이나,  비탈면이 형성되는 제방도로,  산

간도로의 경우 사람이나 자전거 등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거나 매우 좁게 형성되어 이용자들이 매

우 불편하고 교통사고, 추락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하천변이나 비탈면에 보행로나 자전거 도로를 구축

하기 위해서 기존 도로 의 일부를 보행자나 자전거 

통행로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기존 도

로가 좁아져 이용자들이 매우 불편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교량의 경우 그 일부를 보행로나 자전거 도

로로 변경하는 경우 도로폭이 제한되므로 별도의 

자전거 통행용 교량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존 교량에 추가로 설치되는 자전거 도로 및 인도

교는 기존 교량의 형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방법

에 제한을 받는다. 일반적으로는 기존의 교량 옆면

에 추가로 자전거 도로 및 인도교가 설치되고 있으

나, 지형에 따라 별도의 지주를 설치하여 자전거도

로 및 인도교를 설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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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지주를 설치하여 인도교를 구성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는 바닥면에 설치되는 

기성말뚝과, 기성말뚝의 상부에 감싸도록 설치되는 강재 코핑브라켓, 강재 코핑브라켓

을 기성말뚝 상부에 고정하도록 기성말뚝과 일체로 연결되는 체결부재와, 강재 코핑브

라켓의 상면에 다수개의 H빔을 고장력볼트로 고정 설치되는 주형과, 주형 상면에 설치

되며, 콘크리트패널 또는 목재데크로 이루어지는 바닥판 및 주형의 양측면에 일정한 높

이 및 단으로 고정 설치되는 난간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인 자전거 통행용 교량은, 기성말뚝의 상부에 강재 코핑브라켓을 고정하여 T형 

교각을 만들고 그 상부에 H빔으로 교량 상부 구조의 주형을 구성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종래 기술에 따른 자전거 통행용 교량은, H빔으로 교량의 주형을 구성하게 되

므로 교량의 지간이 짧게 되어 교각을 이루는 기성말뚝 간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고, 이

에 따라 교량 시공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성말뚝의 수가 증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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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에는 교량의 지간을 연장하여 교각을 구성하는 기성말뚝의 수를 줄일 수 

있는 자전거 통행용 교량이 선보이고 있다.

하나의 강관으로 교량의 주형을 구성하므로 교량이 단순하고, 시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전거 통행용 교량을 제공할 수 있다.

교량의 선형을 따라 서로 이격되게 설치되는 복수의 기성말뚝과 두부에 고정되는 두부

지점과 두부지점에 양단이 각각 지지되는 강관 거더의 길이방향을 따라 서로 이격되어 

설치되며, 상기 강관 거더의 측단에서 횡방향으로 연장되는 복수의 횡방향 브라켓 및 

이동로를 제공하도록 상기 횡방향 브라켓 상부에 상기 교량의 길이 방향을 따라 형성되

는 바닥부를 포함하는, 자전거 통행용 교량이 제공된다.

국내기술 _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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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성능이 우수한 진공복층유리, 
진공단열재

최근 UN 기후변화 협약 및 교토의정서 발효로 건물에서의 에너지 절약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또

한 고유가 및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인해 에너지 효율화 향상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각국의 규제 및 제도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

며, 새로운 고성능 단열재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단열재로 최근에 강화된 정부 건축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단열재 두께의 증

가가 불가피해 실내 공간 축소라는 단점을 들어내고 있다. 

이에 따라 단열재의 두께를 최소화 하면서 

단열성능이 향상된 진공유리와 진공단열재

는 단열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획

기적인 제품으로 인신되고 있다. 

최근 국내 유리 업계는 향후 진공복층유리

의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상, 국내 기술로 다

양한 진공복층유리의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진공복층유리는 "전용면적 150㎡(45평) 아

파트의 경우, 진공복층유리를 사용하면 약 

20~45%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일반 공동주택뿐 아니라 상업용 오

피스 및 공공시설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고에너지효율 기술로 향후 정부의 제로

에너지 의무화 정책에 핵심 요소가 될 가능

성이 높아 대규모 양산에 대한 투자를 계획

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진공 복층유리는 20년전부터 일본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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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되어온 제품이나 높은 가격과 생산 규격의 제약으로 널리 쓰이지 못하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이건창호, LG하우시스가 진공복층유리를 독자적인 기술에 나섰지만 가격과 규격

의 한계를 극복한 제품을 아직 선보이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새로운 생산 방식, 규격 확대를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진공복층유리는 지금까지 선보인 유리중에 가장 미래지향적인 제품의 하나로 손꼽히

고 있다. 

진공복층유리는 뛰어난 단열성능에도 불구하고 슬림한 두께가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벽체의 두께를 줄이면서 단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품으로 진공단열재가 꼽히고 있다. 

진공단열재는 광물에서 추출한 성분을 기본으로 만들어지는 단열재는 발포폴리스티렌과는 비

교과 안될 정도로 단열성능이 우수하다. 최근에는 진공단열재가 선보이고 있어, 기존에 글라스

국내기술 _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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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미네랄울, 세라크울 등

의 단열재 시장에 새로운 

아이템으로 자리잡을 전망

이다. 

글라스울을 심재로 적용한 

진공 단열재는 일반 단열

재 대비 최대 10배 이상의 

단열성능을 갖고 있어 두께

에 놀라운 혁명을 이룰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진공단열재란 기밀성능을 

갖는 외피재에 심재를 넣고 

내부를 진공상태로 만들어 

기존의 무기 섬유나 발포폴

리스티렌  단 열재  대비 

5~10배 이상의 단열성능

이 우수한 제품이다. 

현재는 냉장고 및 의료용기 

등의 고에너지 효율이 필요

한 가전제품에 적용되고 있으나, 조만간 제로 에너지 하우스 등 건축용에도 본격적으로 상용

화될 전망이다. 

진공단열재의 단열 원리

진공 상티에서는 대류, 전도가 일어나지 않아 일반 단열재보다 10배 이상 단열성능이 우수해

지며, 진공단열재 외피재는 복사열 반사특성이 있다. 즉, 일반 단열재의 경우, 공기층 사이로 

복사열이 조금씩 통과하게 되고, 대류현상과 열전도현상 또한 나타나므로 단열성능을 저하시

킨다. 반면, 진공단열재는 우선 단단한 외피재가 복사, 대류, 전도 현상을 대부분 막아준다. 

설사, 심재로 복사, 대류, 전도열이 스며든다고 해도 진공상태이기 때문에 내부로 열을 가둘 수 

있으므로 단열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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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단열재의 구조

진공단열재는 크게 심재, 외피재, 가스 흡착제로 구성된다. 심재는 보통 글라스울, PU Form, 

Fummed Silica 등이 사용되는데, 내부 진공 시 외피재를 지지하여 형태를 유지하고, 진공 시 

일부 남아 있는 가스 분자 이동을 방해하여 열전달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라스울은 유리를 고열로 액화시켜 고속원심회전공법으로 만든 무기질 섬유인데, 단열과 불

연성능이 우수해 건축용은 물론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외피재는 진공단열재 내부 고진공과 외부 대기압 경계에서 가스와 수분유입을 1차적으로 방

어하는 소재로 주로 AL-Foil 다층 구조 필름을 사용한다. 

가스 흡착제는 심재와 같이 진공포장되어 심재에 남아 있느 가스와 수분을 흡착하여 더욱더 

고진공화한다. 또한 장기 사용에 따른 외부 침투 가스 및 수분을 흡착하여 내부 진공도를 일

정하게 유지하는 기능도 한다. 

진공단열재는 기존 단열재보다 

5~10배의 단열성능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기존의 단열재 두

께보다 1/5~1/10까지 얇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에는 가전용으로 주로 사용되

고 있는 진공단열재는 점차 건

축분야로 그 범위기 확대되고 

있다. 

벽의 두께가 얇아짐에 따라 보

다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진공단열재 시장은 에너지 절

감, 저탄소 녹색성장 등의 자연

환경 보호를 위한 시대적 조류, 

한정된 자원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이라는 시대적 화두와 맞물

려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도 더

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기술 _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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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커튼월

현대 건축물은 점차 대형화, 다양화, 패션화되어가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

술이 신규로 적용되고 있다. 미래의 비정형 건축물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지금 보다 진보한 

비정형 커튼월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Facade의 개요

물리적 형태에 있어서 정형성은 일련의 기하학적 질서, 비례, 대칭 및 동질적 요소의 질서로 요

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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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이 직각의 모양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최근의 커튼월 건물들은 점차 비정

형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건축

물들이 출현하고 있다. 

비정형 프로젝트는 설계 초기부터 시공 및 건물 외피 제작 등과 같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설계 초기부터 커튼월 시공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란 불가능하다. 

국내기술 _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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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설계와 시공에 의

해 형태, 공간이 구성되며, 그 형태와 공간을 구

성하기 위해서는 건축재료가 필수적으로 동반

된다. 그 건물의 외부적 요소, 즉 외벽의 재료나 

유형에서 표현될 수있는 이미지와 밀접한 관계

가 았다. 

건물의 외벽은 기능적인 요소의 충족은 물론 건

물의 첫인상을 심어주는 심미적인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어야 한다. 외부의 환경조건의 차단, 

조절 기능과 외벽 자체가 건물의 구조체로서 역

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건물의 요소이다. 

물리적인 외피의 곡면현상은 건축물에도 적용

되는데 최근 세계 각국에서 건축되고 있는 비정

형 건물은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예술적 수준

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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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건축물의 복잡한 외피 형상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방식과 따로 떼어서 볼수 없다. 

최근의 비정형 외벽은 디지털 디자인 과정을 떼어서 설명할 수 없다. 

비정형 커튼월은 기존의 타입을 탈피하기 위하여 새로운 구조적인 개념과 인접분야의 기술

이 접목되어야 하는데, 설계자의 디자인 컨셉을 제품과 시공으로 실현하는데는 극복해야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Cladding Facade 방식

비정형 파사드 부분중에서 패널을 이용한 방법은 3D 모델에 의해 생성된 외피를 시공가능한 

형태의 크기로 나누는 과정이 선행된다. 패널의 크기는 크게 평면패널, 1방향 곡률패널, 2방

향 곡률 패널로 구분할 수 있다. 2방향 곡률패널은 1방향 곡률패널에 비해 비용이 20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

커튼월 방식의 비정형 Facade

Cladding 비정형파사드가 외부와 내부의 시야 개방이 불가능하다면 커튼월을 이용한 비정형 

커튼월은 시야의 개방이 가능한 시스템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고층 비정형 건물은 대부분 커튼월 방식의 비정형 파사드를 선택한다. 

최근에는 점차 복잡해지는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하여 스틸커튼월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고층의 경우에 스틸이 지닌 소재의 무게 때문에 알루미늄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다양

한 방법으로 스틸을 이용한 초고층 비정형 기술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P.S.G 방식

저층부나 개방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부분에 적용되는 시스템으로 P.S.G(po in t load 

supported glazing) 방식의 비정형 파사드가 적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비교적 오래되었고 충분히 검증이 이루어진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P.S.G 방식은 유리의 모

서리 4곳에 구멍을 뚫고 스파이더를 이용하여 유리를 고정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가스주입 복층유리를 이용한 비정형 입면의 구현도 가능하다.

국내기술 _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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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종류별 충돌위치 및 충격량을 고려한 
복합소재 방호울타리

출원번호 10-2010-0024174

본 발명은 차량 종류별 충돌위치를 고려하여 단면의 강

성 및 강도와 충격흡수량을 달리 적용한 복합소재 방호

울타리에 관한 것으로서, 지주와 수평방향으로 설치되는 

가드레일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가드레일부는 소

형차량이 충돌하는 위치에 설치되는 하부 가드레일과, 대

형차량이 충돌하는 위치에 설치되는 상부 가드레일을 구

비하며,  상기 하부 가드레일은 상기 상부 가드레일보다 

충격흡수량이 크고, 상기 상부 가드레일은 상기 하부 가

드레일보다 단면의 강성 및 강도가 크게 구성되며, 상기 

하부 가드레일은 중공을 가지는 복수의 하부가드레일 유

닛이 일체로 형성되고,  상기 복수의 하부가드레일 유닛

이 만나는 접점에서 두 개의 면이 교차하도록 구성되며, 

상부 가드레일의 내부심재는 복수의 상부가드레일 유닛

이 일체로 형성되고 복수의 하부 가드레일 유닛이 만나는 접점에서 3개의 면이 교차하도록 구성된 단면

을 가지며, 상기 하부 가드레일과 상기 상부 가드레일의 사이에 일체로 설치되는 중간부 가드레일을 더욱 

구비하며, 상기 가드레일부와 상기 지주 사이에 설치되며, 허니컴 구조로 형성되어 상기 가드레일부로부터

의 충격을 흡수하는 충격흡수부재를 더욱 구비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가드레일부의 주요부재로서 유리섬유와 수지를 적층한 복합소재를 사용하며,  복합소재

는 강재에 비해 강도는 비슷하거나 크고,  탄성계수는 작아 차량 보호기능 및 이탈 방지의 기능을 수행하

기에 적합하다.

또한, 수지의 찢김 및 유닛의 단면 형상에 의해 충격에너지를 흡수하며, 하부는 접점에서 2면이 교차하도

록 하여 상부보다 작은 하중에서 에너지 소산이 일어나며,  따라서 차체 강성 및 충돌 하중이 작은 소형차

량에 적합하며, 탑승자 보호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한 방호울타리는 충분한 강

도확보와 충분한 충격 흡수성능을 모두 구비하며 하나의 방호울타리에 차량 종류별 충돌위치를 고려하

여 단면의 강성 및 충격흡수량을 달리 적용하여 소형차량이 충돌할 경우 탑승자 보호 기능을 충실히 수

행하며 대형차량이 충돌할 경우에는 차량의 이탈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탑승자 보호기능 및 차량 이탈

방지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고, 설치 및 시공이 용이하며, 부식의 염려가 없어 보수 및 유지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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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방음벽구조물

출원번호 10-2010-0121767

방음벽구조물은  소음발생원(주로 도로 및 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소음측정기준점(주택지구, 

학교, 기타지역 등)에서 측정 혹은 예측할 때 소음기준치 이상인 대상구역에 대하여 소음기준치내의 범위로 

설정코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도시지역의 고도발달로 인하여 소음발생요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음발생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도심지

내 도로나 철도시설물 인근에 택지지구나 주택지역이 건설됨에 따라서 나날이 방음벽구조물에 대한 요구

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증가추세에 맞추어 방음벽구조물의 설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방음벽구조물은 지주와 지주 사이에 반사(투명)형 또는 흡음형의 방음패널이 설치된 구성을 취하

고 있다.

지주는 풍하중 등의 외부하중을 방음패널을 통해 하부기초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교축직각방향으로 형성되는 풍하중에 대한 휨모멘트 및 전단력에 대한 저항을 하기 위해서 강성이 큰 철재

로 H형강으로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지주는  일정  간격으로  두고  복수  지점에  설치

되며,  토공부에서는 2~4m, 교량부에서는 2m간격으로 설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그런데,  방음벽구조물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그 지주 형강의 크기가 과대해지며 시인성확보가 어려워져서,  

방음벽구조물이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간주되고 있어 방음벽구조물 설치를 거부 혹은 철거를 요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최근에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투명형 방음패널을 설치하고 있다. 

본 발명은 소음원으로부터 발생된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개방형 방음벽구조물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

은 투명한 소재로 형성되며 상호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투명한 방음벽체를 형성하는 복수의 방음패널 전후

방향으로 이격 설치되며, 상기 방음벽체를 따라 상호 이격 설치된 복수의 지주가 상기 방음벽체를 점지지할 

수 있도록, 상기 방음벽체의 복수 지점에 각각 결

합되며, 상기 지주와 연결부재를 통해 연결되거나 

상기 지주에 직접 결합된 복수의 지지부재를 적

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방형 방음벽구조물

을 제시한다.

이 시스템은 금속구조물의 면적을 방음벽 전체 

면적대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방감이 

가장 우선시되는 방음벽에 적용할 경우 큰 효과

를 볼 수 있다. 

특허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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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Belfast  

Architect: CivicArts / Eric R. Kuhne & Associates / TODD Architects  

Main Contractor: Harcourt  

Installed By: Metallbau Frueh  

타이타닉은1912년 4월 14~15일 영국 사우스샘프턴에서 미국 뉴욕 시로 향하는 처녀 항해 중 침몰한 영국의 

호화여객선이다.

뉴펀들랜드에서 남쪽으로 640km 떨어진 지점에서 일어난 이 침몰사고로 인해 1,515명의 인명이 손실되었다.

타이타닉 100주년을 기념하여 건립된 타이타닉 벨패스트는 최근 아일랜드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방문해

야 할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이 건물은 북아일랜드에서 가장 성공적인 건축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타이타닉 100주년 기념, 
타이타닉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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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타닉 기념관이 있는 밸패스트는 지역은 바다를 매립하여 육지로 만들었으며, 그동안 

대형 선박의 제조로 유명한 지역이다. 

타이타닉 벨페스트는 이지역의 선박건조의 역사와 기술은 물론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타이타닉호의 침몰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독특한 디자인의 건물은 Todd Architects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금

속외장 전문업체 중에 하나인 Spanwall과 Metallbau Fruh사가 가공과 시공을 맡았다. 

4개의 코너로 이루어진 이 건물은 배의 외부 모양을 컨셉으로 설계되었다. 게다가 이 건물

의 외벽은 건식공법으로 시공이 이루어졌으며, 다이아몬드 모양의 창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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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영상복합문화관'은 시민들이 문화콘텐츠를 직접 학습할 수 있고 콘텐츠업체의 마케팅 장

으로 활용될 복합문화시설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1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옛 광주세무서 

자리에 부지 1,598㎡, 연면적 6,289㎡ 지상6층, 지하2층 규모다. 

영상복합문화관은 문화콘텐츠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시민에게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체험과 

학습기회를 제공해 문화마인드와 문화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지역 업체에는 문화상품을 전

시하고 홍보, 마케팅하는 장으로 활용,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을 보면, 1층 청소년 등 시민들의 다양한 소규모 전시와 공연활동이 가능한 전시공연홀

로 구성하고, 2~3층은 에듀테인먼트홀로 과학적 원리와 문화·교육적 개념을 결합한 '웨스턴

마카로니테마파크' 시설을 민간자본으로 구축했다. 

광주영상복합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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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영상복합문화관은 교육과 전시, 마케팅 등을 아우르는 전국 최초의 복합문화시

설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며 "기존 콘텐츠산업지원센터, 콘텐츠창업보육센터와 함께 

2011년 글로벌CGI제작센터, 2014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완공되면 지역 문화산업 발전을 

견인할 시설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영상복합문화관의 외벽은 패널을 수평 플레이트와 행거수단으로 지지하여서, 시공의 일

관성을 유지하고, 외벽패널을 지지하기 위한 공간을 최소화하며, 건물 실내에서의 미관이 미

려하고 층고가 높은 커튼월 설치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설치방법은 먼저, 건물의 골조를 이루는 수직기둥에 상하로 일정간격을 두고 플레이트용래킷

을 용착하고, 수평플레이트의 돌출부를 플레이트용 브래킷에 안착시켜 각각의 체결구멍을 

일치시킨 후에, 볼트와 너트로서 체결하여 고정한다.

그리고 수평보에는 상기 수직기둥보다 약 30㎝ 정도 외벽쪽으로 행거용 브래킷을 돌출시켜 

용착하고, 고정된 수평플레이트를 지지하기 위해, 행거용 브래킷의 단부에 T형 브래킷의 지지

판을 맞대어 볼트로 체결하고 너트로 고정한다.

또한, 수평플레이트의 구멍에 스터드볼트를 관통하고, 양단에 와셔와 너트를 각각 체결하여 

상기 수평플레이트에 스터드볼트를 고정한 후, 스터드볼트의 양단에 각각 어댑터)를 체결하여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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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드니의 움직이는 중앙분리대

최근 호주에는 움직이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도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지퍼”라는 별명의 이 중앙분리대는 시드니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움직이는 중앙분리대는 출퇴근 시간에 버스전용차선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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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움직이는 중앙분리대는 약 1.4km의 길이에 설치되었다. 특히 오전시간 교통

량이 많은 시간에 버스전용차선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효과 만점이다. 

이 중앙분리대는 특별히 제작된 차량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도로 운영 관리자는 “이 움직이는 중앙분리대는 안전과 효율 두가지 측면이 고려

된 시설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중앙분리대는 마주하는 방향의 도로를 효과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충돌을 방

지하는 것은 물론 보행자들의 무단횡단도 막고 있다. 

또한 중앙분리대를 옮기는 작업을 할때 인부가 도로에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안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인부들의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

과가 있다. 

이 움직이는 중앙분리대는 이동하는 시간도 최소화 하고 있다. 단 5분만에 

1.4km 거리의 중앙분리대를 이동시킬 수 있다. 

금속창호_2014 신년호 내지(최종).indd   41 2013-12-31   오후 1:24:31



42

함브르그에 있는 철도역의 캐노피는 하루에 6만여명이 이용하는 이 도시의 가장 중요한 교

통 허브다. 이곳에 버스터미널이 새로 들어섰으며, 이를 위해 캐노피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 캐노피의 설계자는 V자 모양의 캐노피를 통해 빛을 통과시키는 캐노피를 구상하였다. 날

개짓하는 모양의 캐노피 모양을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 

기존의 철도역은 벽돌 외벽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도시의 동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

는 이 역에 버스터미널이 연결되면서 캐노피의 구성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벽돌로 구

성된 벽체와 완벽히 조화되는 캐노피의 설치가 요구되었고, 날개짓하는 듯한 캐노피는 철도

역과 버스터미널을 잇는 아주 훌륭한 캐노피로 자리잡았다. 

새롭게 설치된 캐노피는 철도역에서 버스터미널까지의 이동 통로로서 완벽한 공간을 제공하

고 있다. 빛을 통과하여 쾌적한 공간을 구성하였으며, 비나 눈에 보행자를 보호하고 있다. 철

재와 반투명재질의 패널로 구성된 캐노피는 Y자 형태의 지지대에 설치되었다. Y형 지지대는 

날개짓하는 듯한 캐노피해
외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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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미터 간격으로 설치되어 개방감을 높혔다.  

Y자 형태의 원형 기둥은 콘크리트 바닥에 고정되었으며, 이 기둥에는 두 개의 원형 기둥이 

연결되었다. 

상단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각도로 설치되었다. 

상단에 사용된 패널은 40%정도의 투과율을 갖고 있는 소재로, 매우 가볍고 기후에 저항

력이 큰 소재가 사용되었다. 무개는 600 g/m²에 불과하다. 

이 소재는 맑은 날에 효과적으로 햇빛을 차단하면서 편안한 빛을 투과시킨다. 

이 캐노피는 55미터의 길이와 115미터의 길이로 설치되어 철도와 버스를 연결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265미터의 새로운 캐노피가 설치되고 있다. 

새로운 캐노피가 설치완료되면 이 독특한 모양의 캐노피는 함브르그의 가장 인상적인 캐

노피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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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 안내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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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도로 안내 표지판이 주목을 끌고 있다. 

기존의 고정된 안내표지판과는 달리 이 도로표지판은 보행자가 원하는 목적지를 입력할 경우 

거리와 방향을 안내해준다. 

또한 지역 주변의 날씨와 각종 행사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이 도로표지판은 모터, 기어, 센서 등으로 구성되며 모든 장치가 표지판 내부에 매립되어 심플

한 디자인을 가능케 하고 있다. 

306도 회전이 가능한 이 도로표지판은 LED 전광판을 사용하고 있어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인식이 매우 용이하다. 

알루미늄 재질의 이 도로표지판은 주변의 각종 행사, 기온 및 날씨 등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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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시행    

(’13.11.29)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 공포일 : 2013. 5.28 (법률 제11842호)

   ※ 시행일 : ’13.11.29일(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주요 개정 내용

1.  아래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3배) 적용 확대 (

제35조제2항)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 (제4조)

 •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위반 (제8조제1항)

 •	부당반품 금지 위반 (제10조)

 •	하도급대금 감액금지 위반 (제11조제1항)

    ※ 기술자료 탈취·유용행위 기 도입(’11. 3.29) 

 •	배상액 산정시 법원 고려사항 신설 (제35조제3항)

 -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재산상태, 위반행위

의 기간·횟수 등

2.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사유 추가 (제4조제2항) 

 •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

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

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추가  

(제8호 신설)

3.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부여 (제16조의2)

 •		협의 결렬시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 할 

수 있도록 함

4. 비밀준수 의무 위반시 처벌강화 (제29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1천만원 

이하 벌금

 ※  위원·공무원, 분쟁업무 담당자의 직무상 알게된 비

밀 누설 금지

5. 보복조치 금지 위반시 처벌강화 (제30조제2항)

 •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 3억원 이하 벌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공포일 : 2013.11.27 (대통령령 제24883호)

 ※  시행일 : ’13.11.29일 (단, 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4.11.29 시행)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범위 축소(제8조제1항)

 •	지급보증 면제되는 1건 공사의 공사금액 하향 조정

  - (현행) 4천만원 이하 → (개정 안) 1천만원 이하

2.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등 하향 벌점 조정(제17조 제2

항)

 •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에 요구되는 누

산벌점 하향 조정

  - 입찰참가 제한 요청 : (현행) 10점 → (개정 안) 5점

  - 영업정지 요청 : (현행) 15점 → (개정 안) 10점

11월 29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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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발급이 면제

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되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2개이상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A- 이상 등급 → A0로 조정했다.

이 법률은 ’13.11.1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지급보증 면제대

상 업체가 31개업체에서 28개 업체로 축소되어 하도급 대

금 지급보증서 교부율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예규가 ’13.11.20일자로 일부 개정·

공포 되었다.

■ 시행령

1.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확대 관련 규정 정비(제36조제

14호 및 제88조)

 •		공동계약의 방법 명시, 공동수급체 구성의 자격요건, 

제한 등에 대해 규정

 •	지역업체 참여비율 입찰공고에 명시

2.  부정당업자의 장기계속계약 연속성 확보(제92조제10

항 단서 신설)

 •		장기계속계약 체결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연차별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3.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 명문화(제73조제2

항)

 •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물가변동

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예규

1.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수정

2. 지방계약의 공정성 강화

 •		협상계약의 평가기준 마련시 공정성·객관성·적합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 계약담당자의 

거부 금지

 •	“갑·을” 문구 삭제

3. 지방계약의 정확성 제고

 •		공사와 물품구매가 혼합된 계약의 경우 주된 목적의 

발주방식으로 결정하도록 규정 명확화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개정
(제2013-5호, 개정  ’13.11.6)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예규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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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동정

(주)동우자동도어(대표이사 김병우)는 지난 11월 12일 포스코 그룹으로부터 “난간형 스크린도어”로 기술협력상(포스코그

룹 회장상)을 수상했다. 

(주)국영지앤엠(대표이사 최재원)은 지난 11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명문장수기업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을 수상했으며, 

지난 12월 건설외주협의회ㆍ건설경제로부터 건설협력증진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동일유리(주)(대표이사 김영진)은 지난 11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신광에코로드이엔씨(주)(대표 김학렬)은 지난 12월 건설경제로부터 방음터널부문 2013년 건설경제Best 상품에 선정되

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분포 현황

전국(정회원)                                                                                                                                                                                    2013년 11월 기준

서울시(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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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62 627 231 165 217 161 150 101 1,073 244 247 304 224 343 321 330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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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기술정보는 회원사 여러분들의 동정을 지면을 통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회원사 여러분들의 사업장 신축, 각종 수상 내용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저희 협의회 사무국으로 보내주

시면 다음호 지면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팩스 02.3284.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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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 회   동 향

2014년 2/4분기 세계 주요 건축관련 박람회 일정

박람회명 홈페이지 기간 전시장 규모 전시품목

뉴욕 건축 
박람회

www.
buildingsny.com

2014.03.19 
- 03.20

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

562업체	참가

13,795명	참가

HVAC,	 roofing	 and	 plumbing	 to	 pest	 control,	

windows/doors	 and	 elevators,	 bui ld ing	

automation,	 lighting	 and	 flooring	 to	 a	 critical	

focus	on	security

독일 뉴렌버그 
창호 박람회

www.frontale.de
2014.03.26 

- 03.29
Messegelande

72,584sqm

1,202업체	참가

92,294명	참관

창	도어	커튼월	목재	등

상해 국제 건축
기자재 박람회

http://www.
cmpsinoexpo.
com/expobuild

2014.03.31 
- 04.03

Shanghai New 
International 
Expo Centre

60,000sqm

800업체	참가

50,000명	참관

*	세라믹,	타일,	위생설비	박람회

*	문,	창문	&	구조물	박람회

*	Wood+Building	China	2005

*	빌딩	인테리어	박람회

*	석재	박람회

*		조명,	전기	기구,	빌딩	오토메이션	&	안전	박

람회

러시아 건설 및 
인테리어 박람회

http://www.
mosbuild.com

2014.04.01 
- 04.04

Moscow 
Expocentre 
and Crocus 

Expo

148,438sqm	

2,298업체	참가

101,233명	참관

욕실,	인테리어,	마감재,	인테리어	마감재,	건축	자

재	및	설비,	인테리어	플러스,	인테리어	장비,	세라

믹,	페인트	및	코팅,	배관	및	파이프,	문자물쇠,	도

어	및	잠금	장치,	전기	및	자동화,	벽	장식,	마루,	

바닥재,	하드웨어	및	도구	등

하노버 산업 
박람회

www.
hannovermesse.

de

2014.04.07 
- 04.11

Messegelande
151,500sqm

5,040업체	참가

180,000명	참관

*		매년-	공장자동화,	마이크로	기술,	부품하도급,	

연구개발,	에너지	

*		홀수년도	:	기계작동,	공장용	장비	및	공구,	구동

장치	및	자동화,	압축공기	기술	

*		짝수년도	:	원료출하	및	물류	-	CeMAT,	표면처

리	기술

상해 국제 
유리공업 및 
기술 박람회

CHINA GLASS 
2014

www.
chinaglass-
expo.com

2014.04.14 
- 04.17

Shanghai New 
International 
Expo Centre

67,500sqm

766개	업체	참가

28,440명	참관

건축	및	건설	가공유리	제품:	플로트,	엠보싱,	그

루브유리,	강화유리,	착색유리,	적층유리,	진공유

리,	창문	및	도어	액세서리,	에너지효율	유리문,	절

연표면유리	등

뮌헨 태양에너지 
박람회

www.intersolar.
de

2014.06.04 
- 06.06

New Trade 
Fair Center

Munich

203,300sqm

1,300업체	참가

60,000명	참관

photovoltaic	 products,	 solar	 thermal	 products,	

photovoltaic	installations	and	components,	solar	

thermal	installations	and	components	etc.

샌디에고 건축 
박람회

www.pcbc.com
2014.06.25 

- 06.26
Moscone 
Center

165,000sqm

600여	업체

24,000명	참가

기구,	건축재료,	캐비닛,	Countertop	재료,	장식	&	

조경,	문,	엘리베이터,	외벽마무리	와	액세서리,	물

꼭지,	벽난로,	마루,	하드웨어,	집기술,	 HVAC,	

Molding	&	Millwork,	MillworkOutdoor	Living,	수도

관	부설,	지붕,	계단,	Structural	Products,	도구	및	

장비,	Walls,	Ceilings	&	Finishes,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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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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의 공사

■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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