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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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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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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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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갤러리

폐도로 구간에 태양광 패널 설치, 
신재생에너지 생산

경남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 남해고속도로 진주~마산 구간. 새로 놓은 직선도로 옆으로 버려진 구 고

속도로에 태양광 패널이 줄지어 늘어섰다. 태양광 패널들은 남부지방의 따사로운 봄햇살을 온몸에 받

고 있었다. 도로공사가 남해고속도로의 폐고속도로 구간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가 눈길을 끌고 있다. 

폐고속도로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곡리 외에도 진주시 금곡, 승산, 방촌, 상촌 등의 남해고속도로 구간에도 태양광 패널이 설치됐다. 5

개 태양광발전소의 발전용량은 모두 4.6MW. 15층 아파트 29개 동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에너지 관련 시민사회에서도 도로공사의 실험을 주목하고 있다.

폐도를 태양광발전소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는 2010년에 나왔다. 때마침 전력위기설이 나오던 때였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전력부족 문제가 커지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

은 시기였다”고 말했다. 여름이 되면 고속도로는 내리쬐는 태양열로 달궈져 이글거린다. 남부지방일수

록 더하다. 이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자는 구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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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에너지는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이지만 입지가 항상 문제였다. 면적을 

많이 필요로 해 설치할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또 땅값이 비싼 곳에도 설치

하기 힘들다. 그러다보니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갖추면 지목변경을 쉽게 해

주는 방식으로 태양광 패널 설치를 권장했는데 부작용이 생겼다. 이를 악용해 

산비탈을 깎거나 심지어 갯벌을 매립하는 사례가 생겼다. 환경을 살리자고 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자더니 되레 환경을 망친 꼴이다. 폐고속도로는 입지문제

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괜찮은 시도로 평가된다. 

폐고속도로 중에서도 남부지방이 태양광 발전의 적격지로 손꼽힌다. 아무래도 

태양광 노출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는 중부 이남에 

몰려 있다. 충북 영동군 황간면 경부고속도로 황간 IC 인근에서는 지난 2월 말

부터 패널이 설치돼 일부 전기를 생산 중이다. 현재 인허가가 추진 중인 곳은 

경남 함안군 장지리 남해고속도로 장기 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울산 언양휴게

소 등이다. 호남에서는 전라남도 장성군 백계리의 호남고속도로 장성 JC구간

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장시공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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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도어

대형도어는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DOOR 중에서 일반 소형 장비(FORK LIFT, CARGO CRANE 등)가 아닌 대

형 장비(TRANSPORTER, H/CRANE 등)를 적용하여 개폐를 통제하는 문을 말하며, 소형 임에도 중량이 무

거운 경우(방폭, 차폐 도어)를 말한다.

대형도어는 산업 및 공공시설물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설치하는 DOOR SYSTEM이며, 기능도 점차 다양화되

고 있으며, 편리성, 내구성, 안전성 및 유지 관리성 등이 요구되는 곳에 적용되고 있다.  

공장, 창고, 소방서 등 폭이 넓은 용도와 규격의 대형화가 실현된 신뢰성 높은 에너지 절약형 공장, 창고, 소방

서, 격납고 등의 어떠한 대형 개구부에도 신속하게 조용히 개폐를 할수있다.

대형도어는 OPEN 형태에 따라 양개형, 편개형, 개별구동형, 연동구동형, UP - DOWN,   TELESCOPIC, 차폐, 

방폭형으로 크게 구분하며 건물 및 사용 목적에 맞게 선택, 설치 된다.

대형도어는 대형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되어 보안 및 내부 근로자의 작업 환경 개선, 바람, 폭발, 방사선 등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내부 시설물 보호 등의 목적으로 사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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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_ 01

대형도어의 기술적 문제점

조선소 및 중공업, 공항 격납고 등에 사용되는 BIG 

DOOR 는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점점 대형화된 부

속(조선블럭 및 플랜트 등)을 제작하고 항공 운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대형 항공기의 생산이 이루어

짐에 따라 점점 대형화 되고 있다.  

하지만, 대형화됨으로 아래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가. BIG DOOR 의 상, 하부 레일 수직 일치 문제

나. 하부 구동부의 하중 지지 및 구동 능력 문제

다. 풍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적 문제

라. 높이에 따른 좌굴 등 변형 문제

마. 대형화에 따른 구동 속도 문제

바.  BIG DOOR 중량의 증가로 인한 하부레일 처짐 

문제

사.  건물의 OPEN 폭이 증가함으로 발생하는 상부레

일의 처짐에 의한 DOOR 끼임 문제

아.  다단 도어의 경우 도어와 도어 사이에 발생하는 

틈새의 마감 문제

자. 긴급 상황시 유지 보수 문제

차.  고장 발생시 건물 내부에 있는 생산품 또는 항공

기의 출고 문제

카.  UP - DOWN TYPE 의 경우 DOOR 손상 또는 외

력에 의한 낙하 시 안전장치 문제

타.  UP - DOWN TYPE 의 DOOR 인양시 상부 

MOTOR SYSTEM 의 구조적 설계 및 설치 문제.

파.  TELESCOPIC 의 다단 겹침 시 간격 조정 문제.

하. 방폭, 차폐 성능 보증 문제.

대형도어의 전망

사람이 건물을 만들어 생활하고 생산 활동을 시작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창호와 DOOR이다.

창호는 채광과 환기의 목적을 가지고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왔지만, DOOR는 사용목적 및 사용자의 의

도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치며 발전해 왔다.

BIG DOOR 는 조선소 및 중공업, 공항 격납고를 비

롯하여 군부대(정비고, 탄약고 등), 발전소 등에도 많

이 보급되어 있다.

생산성 향상과 운송량 (인적, 물적) 증가, 안전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점점 대형화 되고 있는 제품들의 

입출입, 전쟁 및 재난 발생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DOOR 자체도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형도어는 편리함 만큼 많은 문제점 및 기

술적 KNOW - HOW 가 필요한 아이템 이다.

필연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운송량 증가,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DOOR의 대형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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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칸막이

경량칸막이(밤라이트칸막이)

쾌적한 실내공간을 만들때, 병원, 공장, 독서실 특히, 

복도 및 경계, 사무실 및 상가를 분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완된 칸막이용 보드로서 건물의 고층화와 

상가의 대형화로 인한 750°C에서도 타지 않는 대형

화재 위험을 완전 해결할 수 있는 무기질 섬유와 불

연성 재질(시멘트) 및 무기혼화제를 특수 배합하여 

강력한 10,000톤 프레스로 강압하여 만든 판재류

로, 건축 내장재이기 때문에 유독가스가 전혀 없고 

안전성을 고려해서 생산된 제품이다.

경량칸막이는 목재와 밤라이트를 하니 컴(honey 

comb)의 양면에 대고 하나의 형틀로 제작 되었다.

경량 칸막이는 복합패널로 충격에 강하며, 방음성이 

우수하고 방화성이 우수하며 표면 미장효과로 어떤 

실내 공간에도 어울리며 내부식성 주원료가 무기질

이기 때문에 습기에 매우 강하고 썩지 않으며, 습기

가 많은 가공공장, 저장고등의 내부용으로 좋다. 

경량이기 때문에 취급하기가 편리하고, 노형 전기절

단기 및 톱으로 절단되며 조립, 해체, 절단이 간편하

기 때문에 설치작업에 소용되는 시간이 짧아 공기

단축이 가능하고 경제적이며 시공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표면은 마감재료 도배, 페인트, 무늬목, 필름마감 등, 

다양하게 쓰이고주로 페인트로 마감한다. 

필요시 이동설치(구조변경)가 가능하고 공간의 활용

성를 최대로 살려주며, 신속하고 간편한 설치로 일

반 사무실 및 학원상가에 널리 사용되며 가장 많이 

사용된다.

방음칸막이(스터트칸막이)

방화성 및 차음성이 우수하며 뛰어난 강도와 석고

보드의 표면 방음효과는 방송국의 스튜디오나 멀티

미디어 교육장, 회사내의 시청각실, 

피아노학원, 병원, 공장, 사무실 등 구

조벽체로 널리 사용 되는 방음용 칸

막이 시스템이다.

방음칸막이 벽체의 기본 소재는 메탈 

스터드(metal stud)와 런너(runner) 및 

보강용 채널로 되어 있으며, 종래의 

습식벽에 비해 일반적으로 스터드에 

의한 골조와 불연재료인 석고보드를 

붙여서 구성된 벽체를 건식벽체(dry-

wall)라고 한다.

경량의 내화 단열벽으로 내진구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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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재에 적합하며 종래의 습식

벽에 비해 경제적이며 표면 미장

효과가 우수하여 거실, 침실, 복

도, 벽 등 모든 형태의 비내력 벽

에 적합한 칸막이다.

일반적으로 65mm메탈 스터드

가 시공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스터드의 설치간격은 300mm 

와 450mm로 한다.

시공이 간편하여 공사기간이 짧

고, 중량이 가벼워 건물의 구조

비가 절감되며, 다른 벽체에 비해 

실제 사용면적이 넓어진다. 

석고 자체가 안정된 결정 상태이므로 신축율이 낮

아, 대기 온도 및 습도에 따라 변형이 거의 없고, 시

공 후 뒤틀림이 없다. 표면재가 불연재로 되어 있어 

화재에 안전하고, 내부충진재로 하니콤, 스치로폴, 

그라스울 등을 넣어 방음, 단열, 보온 등이 우수하다. 

같은 중량의 다른 자재에 비해 120% 더 뛰어나게 소

음을 차단해 준다. 

석고보드만이 할 수 있는 이음새 처리공법으로 조인

트 테이프, 조인트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이음새가 

없는 큰 벽을 만들 수 있다. 시공순서벽 위치 선정 

→ 런너설치(천정바닥) → 스터드설치 → 하자보드 

붙이기 → 표면보드 붙이기 → 마감처리 순이다. 

샌드위치칸막이(아이소월) 

아이소월판넬(ISO-WALL)은 최첨단 산업인 반도체 

생산설비 공업용크린룸(Industrial Clean Room)와 생

명공학 연구실 및 의료시설 바이오클린룸 (B io 

Clean Room)등의 칸막이 소재이다.

완전불연재이며 차음성이 뛰어나며 정전기가 발생

하지 않는 소재이다. 최근 새로운 소재에 의한 최첨

단 기초과학 기기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을 위한 청청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공기중의 

먼지나 분진 또는 부유 미생물등을 인공적으로 제

어하여 청정화시키는 구조적 시스템을 CLEAN 

ROOM 또는 BIO CLEANROOM이라고 한다. 

미세한 먼지들의 확산과 오염을 방지하므로 반도체 

생산설비 공장과 식품 및 의약품연구소 의료시설등

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시설이다.

판넬의 내.외부가 모두 무발진성 자재이므로 먼지나 

균의 서식이 어려우며, 표면처리가 뛰어나 위생적인 

크린공간을 창출한다. 

또한, 내식성 및 내약품성이 뛰어나며, 단열, 방음, 방

수효과가 완벽하다.아이소월은 뛰어난 단열, 보온성

을 인정받는 Expanded Poly Styren(E.P.S)에 우수한 

재질의 Pre-conated steel sheet 를 특수 접합방식

으로 Laminating한 Sandwich type의 단열판넬로서 

각종공장, 냉동창고, 주차타워, 상가 및 전시장, 사무

실, 주택 등 어떠한 건축물에도 경제적인 단열 판넬

국내기술 _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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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다양한 색상으로 면이 평평한 것과 홈이 파여 있는 

두 종류가 있고 판넬 두께 감소로 유효 공간이 넓고 

완벽한 방음효과로 소음 및 반사음을 흡수하여 조

용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단층 및 복층 형태로도 시공이 가능하며 시공기간

이 짧고 판넬의 규격화로 인한 자재비의 절감 및 최

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단열효과를 누릴 수 있어 

냉.난방비가 절감된다. 

아이소월은 뛰어난 단열, 보온성을 인정받는 

Expanded Poly Styren(E.P.S)에 우수한 재질의 

Pre-conated steel sheet를 특수 접합한 Sandwich 

type의 단열판넬로서 각종공장, 냉동창고, 주차타

워, 상가 및 전시장, 사무실, 주택등 어떠한 건축물에

도 경제적인 단열 판넬이다.

E.S.P판넬은 단열효과가 우수하여 붉은 벽돌의 21.5

배 콘크리트의 49배나 되는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어 건물의 유지관리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경

제적인 재료이다.

실내의 온도차 40 °C, 실내습도가 80%일때 보통 벽

돌은 1075mm의 두께가 되어야 결로현상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E.P.S판넬은 50mm의 두께로도 그와 

똑같은 성능을 발휘한다.

S.G.P (철판칸막이)

I.C.R (Industrial Clean Room) 과 B.C.R(Bio Clean 

Room)의 칸막이에 사용 된다.견고성과 방음 그리

고 자유로운 구조변경을 목적으로 만든 고급 마감

재이다.

SGP패널은 합금판으로 되어 있으며, 패널 표면에 

두께 0.5~0.6mm의 스틸을 내면에는 석고보드 

12mm를 밀착하여 중간 열전도율 0.10Kcal/㎡h℃

이며,POST를 감싸는SANDWICH 구조의 S.G.P중

간에 공기층이 34~47mm나 되어 단열성을 높인 

고급형 칸막이 방화성, 단열성, 방음성, 차음성능이 

우수하다.

색상이 미려하고 깨끗하여 별도의 마감이 필요없고 

외관으로 별도의 인테리어가 필요 없는것이 장점이

며 표면 처리가 뛰어나 위생적인 크린 공간을 창출

하기가 용이하며 사무공간을 용도와 목적에 따라 디

자인이 가능하며 넓은 사무공간 창출이 용이하다.

또한 공장제작이 가능하여 정확한 실측만으로 공장

에서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시공이 이루어 진다. 

패널 조인트 방식으로 해체와 조립이 가장 빠른 효

율적인 벽체공법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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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철부가 없으면서 경고하고 미려한 벽을 만든다.방

음면에서도 월등이 뛰어나며, 견고하고 오랜시간이 

경과 하여도 변형이 없다.(반영구적) 특히, 최근의 학

교연구실, 실험실, 전산실,사무실, 문화공간, 공공기

관 등 제일 많이 적용되는 패널 시스템이며 학원 건

물의 칸막이, 일면 마감벽, 기둥 커버. 반도체, 제약

회사의 크린룸 오피스 기타 일반공장, 제품창고의 

내, 외벽 칸막이 등 활용범위가 넓다. 적절한 공간배

치와 철판의? 조화와 더블어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

기를 창출하여 사무 능률을 향상 시켜준다.패널의 

표면처리는 철판 위에 소부도장 처리를 하여 외관이 

미려하고 내오염성이 강하며, 내.외부가 모두 무 발

진성 자재이므로 먼지나 균의 서식이 어렵고 유지관

리가 용이하다. 무균, 무진, 항온, 항습 등의 실내환경

을 계속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

도록 정밀하게 제작시공되야 한다.

화장실칸막이(큐비클)

큐비클 화장실 칸막이는 나무라이트 사이에 넣어 고

압 프레스로 강력 압착한 복합패널로 이루어져 외부

충격에 강력한 힘을 받는 견고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Toilet Partition은 내수 P/B위에 특수 

가공된 Plastic Laminate를 표면 처

리한 패널로서 심플하면서도 다양한 

칼라로 화장실 공간을 청결하고 아

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다. 각종 몰딩

은 미려한 색상의 패널과 스텐인리

스, 칼라 알미늄 및 스테인리스스틸 

부품은 종래의 큐비클의 단점을 보

완하여 물청소에도 변색, 변질되지 

않는 스틸소재로 현대감각을 살린 

최신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외형이 산뜻하며 견고할 

뿐 아니라 부식 또는 변색이 되지 않는다.현장에서 

간단히 조립과 시공이 간편하며,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어 경제적이다.큐비클은 차음과 흡음성이 뛰어

난 심재를 넣어 압착한 복합판을 이용하여 공공시

설, 빌딩, 학교, 목욕탕, 병원, 수영장 및 탈의실, 화장

실, 샤워실 등의 좁은 공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

록 고안된 시스템이다.

랩핑칸막이(무늬목 코팅칸막이)

페인트 공정이 필요 없고 현장에서 직접 수공으로 

코팅제를 부착한 것보다 인건비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적은 공사비용을 들여 고품격 인테리어 

감각을 연출하는 중저가 칸막이다. 석고보드 2장 사

이에 하니컴을 충진한 50m/m판넬로 공간벽 두께를 

줄일 수 있고 집라이트 칸막이의 주원료인 FGD석고

는 기존 칸막이용 재료보다 열저항이 높아 단열성

이 매우 우수하다. 랩핑칸막이는 공장에서 자동라인

(고압열처리)으로 코팅작업을 하였으므로 접착력이 

우수해 표면이 매끄럽고 외관이 아름다운 것이 특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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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을 이용한 P.S.G시스템

P.S.G(Point load Supported Glazing)시스템은 특수가공한 볼트를 접시머리 모양으로 가공된 홀에 결

합시키기 때문에 유리 표면이 외견상 평탄하며, 내부에서 유리(rib glass), 로드 트러스(rod truss), 와이

어(wire) 및 스테인레스 파이프(stainless pipe)등으로 구조물을 지탱하는 공법이다.

P.S.G시스템은 12㎜강화유리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강화유리는 자파 방지 처리를 위해 열간유지시험(heat soak test)을 거친 후 사용된다. 

또한 물리적 충격으로 인하여 강화유리가 파손될 때 발생하는 파편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산방

지용 필름 부착을 선택사양으로 채택하고 있다. 

P.S.G시스템은 유리에 특수 홀가공을 한 후 볼트로 판유리와 판유리를 고정해주는“no frame” 시스템

으로 탁트인 시야를 만들어 준다. 

외벽 시공시 알루미늄이나 철재 프레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채광효과가 뛰어나다. 

여러 개를 조립하면 높이 및 폭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어떤 크기로도 시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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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수평 등 어떤 경사각도로도 시공이 가능하

기에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에 창의성을 살린 디

자인이 가능하다. 

풍압 및 모든 구조적 하중에 건축물이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다. 특히 사용

되는 강화유리는 모든 사용제품에 대해 열간유

지시험을 거친 후 시공되기 때문에 자파 가능성

이 없어 안전성이 뛰어나다. 

디자인이 자유롭기 때문에 문을 비롯하여 어떤 

목적 의 개구부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강렬한 태양광에도 변형, 훼손이 없도록 설계되

어 장기간 외부 노출에도 잘 견딘다.

P.S.G시스템의 특징

1.  알루미늄이나 철재 프레임을 사용하지 않는 'no frame' 시스템으로, 탁트인 시야를 만들어주고 

채광효과가 뛰어나다.

2. 여러개를 조립하면 높이 및 폭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다양한 크기로 시공이 가능하다.

3.  수직, 수평 등 어떤 경사각도로도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에 창의성을 

살린 디자인이 가능하다.

4.  풍압 및 모든 구조적 하중에 건축물이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다.5. 문을 비

롯하여 어떤 목적의 개구부에도 설치가 가능하다.6. 강한 태양광에도 변형, 훼손이 없도록 설계

되어 장기간 외부노출에도 잘 견딘다.

P.S.G시스템 공법의 특징 및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차음효과와 단열효과를 부가한 복층SPG시스

템 또한 국내 기술로 개발되어 많은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외국의 복층 유리 시스템에 비하여 제작과정에서 수작업을 줄이고 자동화 작업을 통해 그 품질과 

납기를 향상시켰고, 힌지타입의 특수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진성능향상 뿐만아니라 어떠한 구

조체에도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

 

P.S.G시스템은 건물의 외벽에 주로 사용되는데 특히 방풍실과 계단의 외벽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P.S.G시스템이 방풍실과 계단 외벽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유리를 지탱하기 위한 알루미늄 프레임

을 없애고 금속구조물을 통해 시야가림을 최소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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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이 없는 유리 파사드 시스템에서의 유리 고정 방법

■ 구멍이 나 있는 점 지지 

유리의 4 코너에 가공한 접시형 구멍과, 특수 힌지볼트로 유리를 지지합니다. 접시형 구멍을 이용하

기 때문에 유리 표면은 완전한 평면이 된다. 

특수 힌지볼트는, 힌지볼트가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유리 표면에 가해지는 

외력에 대하여 유리를 무리하게 구속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유리의 접시형 구멍부에 발생하는 응

력이 상당히 작아져서 내풍압 성능, 내진 성능이 월등하게 향상된다.

■ 구멍이 없는 점 지지

유리 모서리를 앞뒤에서 완충재를 통해서 철물로 끼워 넣어서 유리를 지지한다. 풍압력 등의 외력에 

의한 유리의 면외 변형에 대하여 완충재가 그에 따라 변형됨에 따라 유리가 발생하는 응력을 억제한

다. 유리에 구멍을 가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설계 조건에 따라서는 플로트 판유리를 사용할 수 있

다. 

•Cross Joint 타입

유리 4 코너의 모서리를 철물로 지지하는 타입입니다. 이 설치부품은 십자형 조인트부에 배치된다. 

•Glacade 타입

세로로 긴 유리의 세로변을 철물로 지지하는 타입입니다. 5m를 초과하는 대형 유리 파사드에 적합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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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tal 타입

유리 상하변의 모서리 2개소를 철물로 지지하는 타입이다. Cross Joint 타입에 비하여 지름이 작은 

설치부품이지만, 십자형 조인트 부근에 2개 배치된다. 

 

•부분 지지 

유리 모서리의 일부를 철물로 끼워 넣음으로써 유리를 지지한다. 철물의 길이를 설계함에 따라 점 

지지의 경우보다 크기가 큰 유리에 의한 파사드를 구성할 수 있다. 유리에 구멍을 가공할 필요가 없

기 때문에, 설계 조건에 따라서는 플로트 판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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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루버

국내기술

# 4

루버는 보통 많은 통풍이 요구되는 

곳에, 외부의 시각적 노출을 줄이고, 

햇빛의 차단과 우천시 빗물의 유입을 

막도록 고안 되었다. 

루버의 날개는 보통 45~ 50도 정도 

기울어져 있으며, 건물의 설계시 목적

이나 상황에 따라 그 이상 기울인 경

우도 있다. 

날개의 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알루미늄 외에, 철골 구조물

로 절곡과 용접으로 만들어진 제품도 

있다. 

보통 기계실이나, 주차장, 공장 벽체, 

아파트 옥탑의 기계실에 적용되어 있

으며, 겨울철 동파 방지로 내부의 미

닫이 덧창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으

며, 소음의 차단과 단열의 효과는 전

혀 기대할 수 없다. 

시스템루버(SYSTEM LOUVER)는 이

러한 그릴에 기능성을 첨부 하여, 일

반 그릴과는 달리 날개의 각도조절로 

개폐를 조정하여, 계절 변화와 환경 

변화의 대응을 고려 하여 만든 제품

이다. 일반적으로 고정식에 비해 사용

에 따른 기밀성과 개폐 통기성이 뛰

어 나며, 수려한 외관과 튼튼한 장점

이 있다. 

시스템루버는 기존의 고정루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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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90̊  까지 개폐가 가능한 제품으로 항상되었다.현재 시스템루버는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

합빌딩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가 되고있다. 

실외기실의 시스템루버의 면적 적용은 공기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 일반적으로 최소 방열기의 크

기에 1.5배 이상으로 적용 되어야 한다. 

방열기 크기와 시스템루버의 크기가 유사할 경우나 작을 경우는 에어컨 가동시 원활한 공기 순한

이 못되어, 에어컨 성능의 저하나 심지어는 전원의 과부하 등으로 영향을 끼칠수 있다. 

고정식 그릴의 경우 바로 이런 공기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외기의 과부하 현상이 일어 나는 것

이다.

시스템 루버는 단순한 환기를 목적으로 한것 보다 외부공기의 차단 및  환기양을 조절 한다는 목적

이 있어,  빛의 차단은 물론 개구율과 용도에 따라 공업용 상업용 등으로도 많이 사용 되어진다.  

국내기술 _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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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 초반의 주상복합의 수요 증가로  오피스텔의 

중심으로 에어컨 실외기실도  보급되어,  루버의 개

폐를 통한 효과적인 환기와 겨울철 동파 방지및 방

범 기능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건축법 개정으로  "아파트 발코니 별도의 부착

물을 설치 할 수 없다"  는 개정으로  발코니 난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수 없으므로  아파트 설계시  

에어컨 실외기룸이  설계에 반영 하여 시스템 루버

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시스템루버의 성능개선

시스템 루버의 누수는 브레이드 측면에서 흘러 누수

가 취약한 코너에 누수가 심하게 발생한다. 특히 바

람이 심할 때는 브레이드 측면에서 내부로 빗물이 

바로 유입되는 사례도 있다.

실외기 실에 Drain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만 누수

로 인한 내부 마감(석고보드,도장면 탈색)의 파손은 

피할수 없다.

겨울철에는 실외기실 누수로 인한 결빙현상 발생할 

수 있다.

실외기실에는 별도의 수전 및 보일러를 설치 하는 

경우가 있어 루버의 기밀성 결여는 겨울철 동파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국내 시장에 자리 잡은 지 20년 가까이 흘렀

지만  20년 동안 변함없이 같은 구조의 같은 디자인

으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루버에서 바람이 들어오든 빗물이 들어오든 바람 소

리가 나던지 제조자, 수요자, 사용자가 모두 당연시 

해왔다.

그러나 국내 주거 환경이 급변하고 사용자들 또한 

루버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기밀, 수밀 및 구조적

인 성능을 만족하는 시스템루버의 사용이 요구되고 

있다. 

시스테루버의 종류

시스템루버는 재질에 따라 알루미늄 시스템루버와 

플라스틱 시스템 루버로 구분된다. 일부에서는 디자

인 적인 측면을 강조한 목재 시스템루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시스템루버의 구동박식에 따라 수동식 시스템루버

와 전동식 시스템루버로 구분할 수 있다. 

전동식 시스템루버는 본체에서 버튼을 사용하여 구

동한다. 

또한 전동식 시스템루버는 리모컨을 사용하여 구동

하는 방식과 실외기와 연동하여 구동하는 방식이 있

다. 

한편 최근에는 태양광 시스템루버가 선보이면서 전

기를 사용하지 않고 태양광을 사용하여 구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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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루버가 적용되고 있다. 

주로 아파트 실외기실에 사용되는 시스템루버는 여

름에 열고 겨울에 닫는 개폐 횟수가 많지않아 전동

식, 태양광 시스템루버는 수요는 적은 편이다. 

전동식 시스템루버 및 태양광 시스템루버의 사용처

는 대부분 공장 및 빌딩에서 온실효과로 인한 냉, 온

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단열 시스템루버

국내에는 아직까지 단열을 충족하는 시스템루버는 

개발되지 않고 있으며 플라스틱 시스템루버를 단열

루버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플라스틱 시스템루

버 또한 기밀이 안되는 제품으로 단열 시스템루버로 

분류할 수는 없다. 

아파트 현장의 경우 실외기실을 외부로 분류하여 단

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현재는 냉, 온기의 

유입 및 소음 등의 이유로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

어 향후 단열시스템루버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시스템루버의 기준확립

국내의 시스템루버는 시험기준 및 정확한 메뉴얼이 

없어 시스템루버 업체간에 저가경쟁으로 가격은 바

닥을 치고 수주금액에 맞추다보니 

제품의 질은 떨어지고 있으며 LH공

사의 경우에도 10년이 넘은 기준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하며, 이 기준또

한 두께만 규정하는 방식으로 타 공

정에 KS기준에 많이 못미치고 있다.

기존의 커튼월처럼 AAMA(AAMA에

는 루버에 때한 기밀, 수밀 테스트 

항목이 있음)를 따른다거나 새로운 

KS기준의 확립이 절실하다.

이제 시스템루버는 우리의 주거공간

속에 당연히 필요한 건축ITEM으로 

자리잡았다. 이런 시스템루버가 저

가, 저품질의 제품으로 지속된다면 

우리의 안전 또한 위협 받을 것이다.

실제 시스템루버살의 탈락으로 인한 

낙하사고 및 대피형 시스템루버의 

문짝이 낙하하는 사고 사례가 발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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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룸 칸막이

Clean Room은 청정공기를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고, 실내에 발생할 먼지 미립자를 공기 중에 흐트러짐 

없이 속히 밖으로 제거하는 방법이다.

Clean Room기술에 의해 無塵(먼지가 없는), 無菌(균이 없는)의 Clean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공업용 

Clean Room(I.C.R)에서는 양질의 첨단 반도체 제품 제조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바이오 클린룸(B.C.R)에

서는 식품산업 및 현대 의료기관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크린룸의 칸막이 소재는 정전기가 발생치 않아야 하며 완전 불연재가 되어야 하므로 압축 스치로폴이나 우

레탄 등의 연소성 제품을 사용하여 만든 Partition용 판넬은 첨단산업의 Partition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크린룸 방식  

1. 수직층류방식(Down Floor System) 

HEPA필터를 천정 전체에 부착시켜 취입구로 하고, 기류를 바닥을 향하여 수직으로 흘러 보내는 방식으로 청

정 Class 100이하에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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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룸 내의 청정도는 실내에서 작업하는 사람수에 좌우되지 않으며, 고도의 청정도를 얻을 수 있다. 

크린룸내의 먼지가 쌓이거나 입자가 떠돌아다니는 일이 적고 크린룸내에서 발생한 먼지도 기류에 의해 제거

되므로 오염상태로부터의 회복이 빠르다.   

2. 수평층류방식(Side Floor System) 

HEPA필터를 벽 일면에 부착시켜 취입구로 하고, 기류를 균일한 속도로 일정 방향으로 유지하고, 오염입자가 

가라 앉기 전에 반대쪽의 배출구까지 공기를 불어내는 방식으로 청정도 100~10,000에 적용된다. 

크린룸 내의 오염입자의 움직임이 적고 사용하지 않는 공간 등에도 먼지가 쌓이지 않는다. 

크린룸의 청정도가 안에서 작업하는 사람수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또한 환기 횟수가 많기 때문에 정화시간이 짧아도 됩니다.   

3. 난류방식(Conventional System) 

HEPA필터를 사용하여 천정의 취입구로부터 송풍하고, C/R내의 한구석에 설치되어 있는 배출구로부터 순환

공기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청정도 Class 10,000이상에 적당하다. 

이 방식은 필터교환 및 공기처리가 간단하고, 크린벤치(Clean Bench)를 병용하면 높은 청정도가 얻어진다.

또한 설비비가 저렴한 장점이 있다. 

  

Super Clean Room 

Super Clean Room에 적용되는 방식은 앞서 설명한 각종 Clean Room 방식 중에서 기본적으로 Vertical 

Laminar Flow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공기의 순환형태 및 온습도 제어의 방식에 따라 몇 가지 System이 적용

되고 있다. 근래 국내외적으로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Super Clean Room 방식으로는 Open Bay 방식, 

Fan Filter Unit 방식, Clean Tunnel Module 방식 등이 있다.

Open Bay방식 

기본적으로는 All Down Flow 방식의 일종으로서 

실내에 고청정 지역과 청정도가 떨어지는 지역

(Service Area 등)이 섞여있는 경우에 ULPA Filter, 

HEPA Filter 또는 Blind Panel을 청정도에 따라 배

치함으로써 경제적인 순환풍량을 확보하고 온습

도 유지, Flexibility 등의 관점에서 유리한 고성능 

청정공간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국내기술 _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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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계통에는 대형 Axial Fan, Cooling Coil, Medium Filter, Sound Attenuator등이 설치되며, 국내외 대형 반도

체 공장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Fan Filter Unit 방식 

순환계통은 Open Bay 방식과 같이 전체 

순환방식으로 경제적인 순환풍량을 확보 

할 수 있다. 각 ULPA 또는 HEPA Filter에 

소형 순환 Fan을 조합한 Fan Filter Unit가 

다수 천정면에 설치되어 공기를 순환시킴

으로써 Open Bay 방식에 비해 순환계의 

저항을 줄이고 소요 기계실면적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더 갖고 있으나 Fan의 수량이 

증가하여 유지관리의 어려움과 천정내가 (-)압이 되고 청정도가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C.T.M 방식 

공기순환계통은 Local 순환방식으로 생산시설의 Layout이 Bay 방식으로 되는 경우에 Fan, Filter 및 Cooling 

Coil이 조합된 Tunnel Module을 설치하여 원하는 청정도 및 온습도를 얻는 방식이다.

공기순환 동력비가 타 방식에 비해 가장 적은 반면 청정도, 온습도 유지성능이 약간 떨어지고,C.T.M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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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면 이설이 어렵기 때문에 Flexibility의 문

제점이 있다.

공기순환 방식이 Local 순환이므로 각 Bay에서 

사용하는 약품이 인접 Bay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Cross-contamination의 문제가 있어 근

래에는 Super Clean Room 방식으로는 사양화 

되고 있다.

I.C.R(산업용 클린룸)  

I.C.R.의 조건은 미국연방규격에 의하면 "공기중의 떠도는 먼지입자 및 필요에 따라서는 온도, 습도, 압력의 제

어가 가능한 방"이라 되어 있습니다. C.R.은 특히 먼지제어를 제일의 목적으로 하는 방입니다. 실내에서 취급

하는 제품의 요구에 의해 먼지의 농도를 결정합니다.

주로 떠돌아 다니는 먼지를 규제 대상으로 한 공업용 클린룸은 전자공업, 반도체, 정밀기계공업에 많이 사용

되고 있지만 특히 반도체 공업에서는 최근 0.1이상의 먼지 제거를 목표로 한 고도의 클린룸이 요구되고 있다. 

Anti-Static Partition

초정정 Clean Room은 작은 먼지 하나가 생산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이에 유입된 먼지, 발

생된 먼지가 Partition 표면에 흡착 또는 잔류하지 않도록 Panel 표면에 Anti-Static 처리를 한 최첨단 

Partition이다. 

SGP Clean Panel

고청정 Clean Room의 외곽 Side 및 구획 Partition 부분에 적용되며, 방화 및 외기와의 항온성을 요구하는 부

분에 적합하다.  

Steelcomb Panel 

고청정 Clean Room의 Class에 따른 구획을 요구하는 부분과 Bay Partition에 적용되며, Clean Room 내부 환

경유지 및 구획을 요구하는 부분에 적합하다.  

Steelcomb & Blind Panel

고청정 Clean Room의 Hepa Filter 설치가 요구되는 부분과 Filter 이외의 공간에 밀실도를 지켜 Clean Room 

환경유지 및 분진 발생 억제를 요구한 부분에 적합하다.

국내기술 _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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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망 형태의 돔 구조물

최근 건축가들의 다양한 디자인을 수용하기 위하여 돔 형태의 구조물을 그물망 형태로 조립이 가능한 시스

템이 선보이고 있다. 

이 방식은 건물에 직접 돔 구조물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쉽고 구조적인 안정성이 뛰어나다. 

이 시스템은 돔 구조물의 중심이 되는 지점에 메인거셋을 배치한 후 상기 메인거셋을 기점으로 스트럿과 보

조거셋을 이용하여 돔 구조물 크기 만큼 그물망 형태(삼각형,  사각형을 비롯한 다각형 형태)로 이어 연결한 

후 건축물 상부에 조립된 슈베이스와 돔 구조물에 조립된 슈가 서로 조립되어 고정되게 돔 구조의 시공방법

을 제시하고 상기 시공에 의해서 제작한다. 

돔 구조물은 기존에도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기존에는 건축물의 벽체를 조립한 후 벽체의 상부에 돔

형지붕을 결합함으로써 조립식 돔 하우스를 형성함에 있어서, 돔형지붕은 삼각부재 5개가 상호 조립되어 형

성된 오각부재와 삼각부재 6개가 상호 조립되어 형성된 육각부재를 상호 조립하여 형성되고, 상기 벽체는 상

기 돔형지붕의 끝단 형상에 상응하

는 판형 단위 벽면부재를 복수 개 

상호 조립하여 형성되되, 상기 삼각

부재의 세 측면 및 상기 벽면부재의 

상면 및 좌우측면에는 ‘C’ 형상인 결

합바홈이 측면을 따라 형성되어, 삼

각부재 상호 간,  상기 벽면부재 상

호간 상호 인접하는 부재들의 결합

바홈에 동시에 끼워짐으로써 상호 

간 결합해주는 기술이 있다.

이 방식은 삼각부재를 이용하여 돔 

지붕을 제작함에 따라 삼각부재가 

서로 조립되는 지점이 첨예하기 때

문에 외관이 다소 매끄럽지 않은 단

점이 있다.

또한, 벽체에 별도로 판형 단위 벽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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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를 복수개 제작하여 설치해야만 

돔형지붕이 설치됨으로 상기 벽면부

재에 대한 별도의 공정이 더 필요함

에 따라 시공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

기 벽면부재를 제작하기 위한 경비

가 더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기존의 방식을 개선한 것이 

그물망 형태의 돔 구조물이다. 

이 시스템은 지상에서 메인거셋을 

기준으로 여러개의 보조거셋과 여러

개의 스트럿을 서로 이여 연결된 돔 

구조물을 제작하여 건축물 상부에 

직접 고정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메인거셋을 기점으로 

방사형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돔 구

조물을 지상에서 작업자의 허리 높

이에서 가슴높이로 제작할 수 있고 

제작공정이 간편한 효과가 있고 돔 

구조물을 지탱하기 위한 별도의 구

조물을 제작하지 않고 건축물에 직

접 고정하기 때문에 제작경비를 줄

일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여러개의 

스트럿에 의해서 형성된 공간을 덮

는 돔덮개를 변형하여 공기정화기, 

출입구, 장비반입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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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녹색 건축물의 활성화를 강화하며 건축물의 ‘제로 에너지 하

우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따라 업계에서는 ‘제로 에너지 하우스’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025년까지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제로하우스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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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절감하는 녹색 건축물 활성화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 등에 의해 많은 재해가 발생

하고 있다. 이러한 지구 온난화의 주원인은 화석 연료에서 배출된 CO2이

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기준으로 약 5.91억 

tCO2eq로, 세계 10위 수준이며, 2000년부터 5년간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은 12%(OECD 국가 중 4위 수준)로 OECD 국가 평균 증가율인 5.6%보다 

높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8월 정부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천명한 이래 2009년 8

월 국가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3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건물의 비중은 전체 비율 중 약 1/4인 25.2%로 산

업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인 

40%까지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1년 7월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 지으

며 건물 부문에 한정해서 26.9%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달

성하기 위해 기존 건물에서 그린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50%, 신축 건물 

25%, 개인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 등 사용자들의 행태 변화를 통해 2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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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정부는 건축물의 전 생애에 대해 

단계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신축 시에는 설계 

및 시공을 강화하고 그린홈 실증 

단지 조성을 통해 에너지 절감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고, 건

축물 에너지 정보를 공유하며, 기

존 건물에 대해서는 그린 리모델링 

기준 마련 및 재정 지원 확대 등의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녹색 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중 우선적으

로 기반 마련을 위해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하위 법령을 제정 및 시행하고 녹색 건축 인증 대상을 

기존 1만㎡ 이상 공공 건축물에서 3천㎡ 이상 공공 건축물 및 공동 주택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법제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에 녹색 건축과 신설,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 등의 조직을 마련하였

다. 설계·시공 기준 강화 방안으로는 혁신 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 청사 등의 에너지 성능 강화를 통해 

공공 기관이 녹색 건축을 선도하고자 하며, 공동 주택의 제로 에너지 목표를 위해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자 하였다. 그리고 창호 단열 기준을 2017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0.8 W/㎡K로 강화하며, 에너지 절약 계

획서 제출 대상을 500㎡이상으로 적용하여 확대 시행하고, 에너지 총량제도 2016년에는 현재 3천㎡에

서 5백㎡이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패시브 하우스 & 제로 에너지 하우스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 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2014년까지 완료하고 정

보를 공유하며, 건축물 에너지 소비 증명제를 전국적으로 2016년까지 도입하여 그린 리모델링과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한 나라로서 여름에는 냉방을, 겨울에는 난방을 필요로 한다. 이에 주택에 에너

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최대한 절감하고, 남은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기술을 제로 에

너지 기술이라고 한다. 주택의 내부 열 손실은 외부에 면한 모든 부위와 환기 시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단열 성능을 향상시키면 63% 정도의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패시브(Passive) 주택이

라고 하며, 이에 적용되는 기술을 패시브 기술이라고 한다. 외벽 및 지붕, 바닥에 단열재를 설치할 시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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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통해 손실되는 열이 없도록 연속되게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내단열과 외단열을 

합친 복합 단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호는 창틀과 유리로 되어 있어 단열 성능의 한계가 있으며 단열 후 손실이 가장 큰 부문으로 패시브를 

이루기 위해서는 열 성능이 0.8W/㎡K 이하가 되어야 한다. 또한 내부의 열은 환기 시 외부 공기와 직접 

만나므로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폐열 회수 환기 장치를 통해 절감할 수 있다. 이 패시브 주택에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효율 보일러, LED 등을 적용하게 된다. 

이렇게 패시브 기술을 적용하여 63%를 절감한 나머지 37%의 에너지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신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액티브(Active) 기술이라 하는데 태양광 및 태양열, 지열, 풍력, 연료전지, 

펠렛 보일러 등이 이에 속한다. 이렇게 주택에 패시브 기술에 의해 63%를 절감하고 나머지 37%의 에너

지를 액티브 기술인 청정 에너지를 적용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이를 제로 에너지 주택이라고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 건축은 제로 에너지 외에 친환경적인 요소들까지 포함된 것으로서 많은 요

소 기술들이 여기에 적용된다. 에너지 절감 요소 기술로는 벽체 및 창호 단열, 환기, 기밀 등과 전기적 요

소인 LED,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종합 관리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친환경적인 요소로 절수용 설비 

기술, 우수를 활용한 기술, 옥상 녹화 등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열, 지열, 풍력 등 50가지 정도의 요소 기

술이 적용된다.

국내기술 _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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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의 태양광 시설

자전거 도로 지붕

세종시에서 대전시 유성구로 이어지는 1번 국도 중앙분리대에는 색다른 '지붕'의 자전거도로가 있다. 폭 

3.8m, 길이 8.8km의 도로 위로 터널처럼 이어진 태양광 패널이 햇빛과 눈·비를 막아준다. 

세종시의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녹색도시환경과 조근매 사무관은 "태양광 설비가 미관을 해

친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곳은 디자인까지 세밀히 신경 써서 만들었다"며 "자전거 

도로가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자전거도로는 세종시와 한국서부발전이 국토해양부 소관 도로를 임대받아 6개월간 공사한 끝에 지난 

2012년 6월 개통했다. 이에 앞서 세종시는 '2020년까지 전력사용량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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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목표 아래 한국서부발전과 태양광발전 시범사업 추진 계약을 맺었다. 

1차로 대평동의 자전거도로, 고운동의 하수종말처리장, 연기면의 쓰레기매립지 등 세 곳을 태양광 발전

부지로 개발했다. 현재 자전거도로에서는 하루 1만2000kWh 전력이 생산되고 하수종말처리장 내 녹지

로 남아있던 2만4370㎡ 부지에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하루 1만1000kWh의 전력을 생산한다. 또 지하

에 조성된 쓰레기매립장의 지상부지 2만6861㎡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만들어 하루에만 1만kWh의 전

력을 생산하고 있다. '놀고 있는 땅'과 '공짜 햇빛'을 활용해서 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이다.  

이 세 곳의 태양광 발전량은 하루 최대 3300가구(가구당 10kWh/일, 년 3.6MWh/년)가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시행기관인 한국서부발전은 전기 판매로 연 25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태양광 발전의 효과는 환경생태변화를 유발하는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연간 3400t가량 줄였다. 에

너지시민회의에 따르면 전력 1kWh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탄으로 발전할 때가 991그램(g), 석유는 

782g, 태양광은 32g으로 태양광발전의 탄소배출량은 석탄의 30분의 1, 석유의 25분의 1 수준이다.  

주차장의 태양광 시설

 

태양광발전의 경제성과 환경친화성이 확인되면서 유휴 공간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는 공공기관과 공기

업들이 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2월 역사 승강장과 차량기지 지붕 63곳, 주차장, 못 쓰는 

흙을 버리는 사토장 등 총 67곳

을 태양광 발전부지로 임대하겠

다고 발표했다. 

2018년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한 

해 6000가구가 이용 가능한 전

력인 2만1000MWh가 생산되며 

철도공단은 20년 동안 임대료로 

65억 원의 수익을 올리게 된다. 

철도공단은 또 복선전철 개통으

국내기술 _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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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긴 중앙선 폐선 부지 중 경기도 양평군 석불역과 양동역 사이 13.3km(34만3000㎡) 구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로 했다. 올해 말 공사가 완료되면 연간 3447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량 1만2410MWh가 

생산되며, 이산화탄소 5261t이 감축된다. 철도공단은 소나무 190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지난해 11월 태양광 발전사업자인 한화큐셀코리아(주) 등과 '햇빛나눔발전소 건설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미사용 공공청사 및 옥상·폐도로를 한화큐셀에 제공하기로 했다. 한화큐셀은 이 공간에 

300억 원을 투자해 20MW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다. 

전라남도도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1200억 원을 투입해 관내 공공건물 옥상, 주차장, 상하수도 시설, 

유휴부지 등에 설비용량 총 9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의 경우 2009

년부터 13개 동 주민센터 옥상에 10kW 태양광발전시설을 각각 설치해 각 센터 전기 사용량의 11%를 대

체하고 연간 2522만 원의 전기료를 절약했다. 청주시는 올해 산남동, 복대1동 등 6개 동 주민센터에도 

같은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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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여유 부지에 태양광 시설 

공공기관 중 국·공립 초중고등학교는 건물 옥상을 태양광발전 부지로 임대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에 

좋은 대상으로 꼽힌다. 지난해 6월 서울 강북구 삼각산 고등학교 옥상 112㎡에 19kW규모의 태양광패널

이 설치됐다. 이 학교 교사·학생 37명과 강북구민 등 총 230여 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우리동네햇빛발

전협동조합'이 만든 시민햇빛발전소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한 사례는 있지만 민간

협동조합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조합원들이 낸 출자금 6000만 원 중 4840만 원이 

설비를 갖추는 데 쓰였고 연간 6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인 2만6430kWh의 전력을 생산해 한전에 판

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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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하향식 피난구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다층 구조물은 화재나 지진과 

같은 비상시에 거주자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 탈출수단이 구비되는데, 대표적인 비상탈출수

단으로는 비상계단이  있다.  

그러나 비상계단은 화재시 화염의 통로가 되는 문제

점이 있으며, 많은 사람이 일시에 비상계단을 이용

하면서 발생하는 2차 사고의 염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비상탈출수

단이 제안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베란다 또는 베란다 

난간에 설치하여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

도록 제안된 비상탈출 장치들이 있다.

그러나, 사다리가 항시 연결된 상태로 외부로 노출되

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못하고, 관리가 소홀할 경우 

녹이 슬어 연결부위가 약해지며, 사다리가 베란다의 

외부로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피할 때 건물의 

외부로 추락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다른 형태로는 비상탈출용 사다리 장치 가 있

는데, 이는 베란다에 관통 설치하여 위층 베란다에 

노출된 상부 커버를 개방하면 아래층 베란다에 노출

된 하부 커버가 동시에 개방되면서 내부 수용공간에 

배치된 사다리가 펼쳐지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베란다에 관통 설치된 종래 기술은 상부 커

버를 열면 그와 동시에 하층으로 펼쳐지는 사다리를 

이용하므로, 화재시에는 연기가 자욱한 상태에서 사

다리를 타고 내려오기가 어렵고, 일반 성인은 물론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는 비상시 당황을 한 상태에서 

사다리를 잡으면서 침착하게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피난하는 것이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최근 선보인 하향식 피난구는 대피 공간 대신 설치

하는 것으로 고층건물에서 완전히 갇혀 버린 자기 

집에서 우선 탈출하여 빠져나오는 1차적 기능을 주

로 하게된다. 

피난구의 재질이 건축물의 내구성과 거의 같아야 부

식 등으로 인한 안전 불안이 사라집니다.

또한 위아래층을 관통하여 설치되므로 세밀한 연구

검토 경험 없이 설치하면 누수 및 소음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고, 피난구가 발코니 바닥에서 불쑥 돌출되

어 있으면 보행에 걸리거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주거

공간으로 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수평 설치가 가능

해야 한다. 

발코니 바닥에 노출된 피난구 덮개가 철판이거나 다

른 재료를 붙여 놓은 것이면 주거 미관을 해치게 되

므로 타일바닥과 동일패턴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화재가 발생하면 정전이 되어 외부구동력을 사

용할 수가 없다. 모든 기능이 일반전원(AC)등을 이용

하지 않고 작동 해야 한다. 

피난구는 콘크리트 스라브 속에 매립하여 설치하므

로 연결 틈새 누수 타 공정에 의한 파손변형 마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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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등을 고려한 공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설치 후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 

 

최근 선보인 하향식 피난구는 스테인레스 제질을 사

용하여 부식방지는 물론 꿀렁거림을 없애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 건축물과 내구성을 같이한다.

주거는 개인의 사생활공간으로 프라이버시가 가장 

중요함에도 누군가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수시

로 들어올 수 있다면 화재시 안전에 앞서 더 큰 문제

점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함체 내부에 비노출 

lock 장치가 적용되어 화재시에만 개방이 가능하도

록 되어 있다. 

특히 경비실이 없는 아파트나 생활형 주택의 경우 화

재연동을 하지 않고 경보장치만 되었을 경우 집을 비

웠을 때 경보가 울려도 달려올 경비원이 없어 무용지

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재연동장치가 필요하다.

 

덮개 철판을 그대로 노출시키거나 시트지나 여타의 

부착물을 이용하는 경우 완벽한 부착이 어렵고 일상

생활 속에서 박리현상 등을 일으켜 미관을 해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덮개에 직접도

포 현출 하는 방식으로 타일과 같은 색상문양의 덮

개를 제작하여 설치 후에도 주거미관을 유지시킨다. 

대부분 설치 후 피난구 덮개가 발코니 바닥보다 돌

출되어 보행에 지장을 주는 등 생활불편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면과 수평을 유지하여 외관상 미

려한 제품들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높이조절형으로 피난구를 설치할 수 있다.

스라브 콘크리트 타설전에(철근배근 시) 별도 프레

임 없이 함체를 직접설치 후 타설하고 추후 타일공

정 마감 시 함체몰딩부를 조절하여 마감 선을 일치

시킨 후 시공하므로 시공이 깔끔하게 마무리된다. 

발코니에서 물을 사용할 경우 상부 덮개 사이로 넘

쳐서 누수 되거나 함체와 콘크리트 틈새로 스며들어 

누수 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덮개와 상부몰딩선 사이

에는 방수패킹을 하고 함체 중간에는 5~6cm 넓이

의 지수판을 부착하고 타일마감 연결선에는 실리콘

으로 견고하게 마무리한다. 

   

콘크리트 타설시 함체를 고정 시공하여야 견고성 안

전성 등이 있으나 이 경우 타 공정으로 인한 파손변

형 등이 발생하므로 함체 내부에 끼우는 보양 커버 내

부거치대 외면의 띠쇠 등으로 견고히 하고 외부덮개

와 사다리는 타일 공사 후 2차 시공으로 마무리한다. 

국내기술 _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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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 방호책

일반적으로 차량 방호책은 도로의 중앙선 즉, 차량 주행폭을 한정하는 중앙의 황색실선을 따라 설치되어 마

주보며 주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엄격히 구분함과 더불어 주행차량의 반대쪽 차선 침범을 억제시킴으로 인해 

차량간의 대형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는 도로변이나 교량의 가장자리 부분에 설치되어 주행차량

의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통상적으로 차량 방호책은 도로의 중앙 또는 도로 변을 따라 일정 간격으로 수직하게 설치된 복수개의 지주

와, 상기 지주들 사이를 수평하게 연결하는 레일을 포함한다.

도로 중앙에 설치되는 방호책은 지주의 양측에 레일이 일정 간격 이격된 상태로 나란하게 결합되면서 쌍을 

이루며, 도로 변에 설치되는 방호책은 지주의 일측면에만 레일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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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차체가 낮은 승용차에서부터 차체가 높

은 화물차까지 모든 차량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레일은 지주의 상부와 하부 각각

에 일정 거리 이격되게 설치된다.

한편,  차량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고 또한 증

가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사고에도 차량을 안

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차량 방호책이 요구되

고 있다.

관절구조를 갖는 방호책은 차량 충돌 등 외력

이 가해지면 지주가 기울어졌다가 탄성력에 의

해 원상복귀되는 관절형 지주 어셈블리를 제공

함에 있다.

관절형 지주 어셈블리는 지면 또는 기초부상에 

고정되는 베이스, 하부지주 및 스프링이 내장

되어 설치된다. 

하부지주의 상면에는 상부지주가 탄성력에 의

해 원위치로 복귀되도록 안내하는 볼록부가 형

성된다.

또한 하부지주는 베이스에 고정되지 않도록 설

치된다.

관절구조를 갖는 방호책은 충격의 흡수는 물

론 사고후에 관절장치로 인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므로 파손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보수가 필요하지 않아 유지관리가 용이하다. 

또한 관절구조를 추가하게되는데 따른 시야 저해요소가 발생하지 않아 기존의 방호책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의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내기술 _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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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책임지는 다양한 난간

도로 안전 시설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도시기반시설이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일어나는 대형

사고나 교량에서의 추락사고 등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많은 사고들이 안전한 펜스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하

기도 한다. 그래서 관련 업계에서 고객의 신뢰는 사업 성패를 가르는 열쇠가 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점

에서 일반적인 신뢰감도 필수이지만, 시공의 완결성을 위해 종합 건설사업자들이 갖는 믿음 또한 중요한 요

소이다.

교량에서 발생할 수있는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안전시설이 적용되고 있다. 자살방지난간, 

자전거도로, 방파제 안전펜스, 교량난간, 육교난간, 아트펜스, 항만안전난간, 대문, 자전거 도로, 어린이보호구

역난간 등이 낙하 방지를 위해 교량에 설치되는 난간들이다. 

업계에서는 이들 안전 난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많은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교량에서의 투신사고 발생이 많이 여러교량에 투신사고 방지 난간이 설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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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알루미늄을 이용하여 심플하고 세련된 디

자인의 투신방지 난간이 설치되고 있다. 

교량의 주요 난간을 살표보면 다음과 같다. 

• 자살방지난간=교량에서의 투신자살을 방지하고

자 개발한 제품. 디자인 및 미관 이전에 인간생명 

존중의 뜻을 담아 개발한 안전난간이다. 뜻하지 않

은 불의의 사고 및 자살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천시에는 대피장소로 사용이 가능

하도록 설계됐다.

• 자전거도로 안전펜스 : 국가적으로 저탄소녹색 

운동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다. 이 중 하루가 다르

게 늘어나는 시설이 자전거도로다. 대중교통 및 국

민건강을 위해 급성장하고 있는 자전거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다양한 자전거도로 안전펜스가 개발

되고 있다. 

• 방파제안전난간 : 보령 죽도방파제 수난사고와 같

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파제, 선착장 등 

주요 피해우려시설에 설치되는 안전시설을 의미한

다. 소방방재청은 관광지 등의 방파제, 선착장 신

설시 안전펜스, 로프, 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를 강

화했다. 안전시설과 위험안내표지판, 출입통제 장

치 등이 함께 설치될 수 있다.

• 어린이 보호구역 : 스쿨 존(school zone)이라고도 

부르며, 보행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학교로 이

어진 횡단보도 주변이나 학교 가까이에 있는 도로

의 지역을 말한다.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표시와 함께 차량 통행이 잦은 

지역엔 안전펜스 등 시설을 설치해 사고방지 효과

를 높인다.

• 육교난간 : 육교난간 설계 및 시공은 고객의 안전

한 통로 확보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아루미존은 육교 조형물과 조화되는 디자인 안전

난간과 조명을 통한 아름다움 등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로써 시군구 등 자치단체의 대표 조

형물이 될 수 있게 자치단체의 주문에 따른 특수

제작을 실시하고 있다.

• 디자인펜스 : 도시미학에 따른 주문제작을 해아

름다운 펜스를 개발 보급하고 있다. 동화나 소설의 

소재 등을 그림으로 표현한 펜스부터 첨단 컴퓨터 

디자인의 펜스까지 다양하다.

국내기술 _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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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부스 유리, 안전성 보강한 전용 
접합유리 시공이 최선

가정 내 화장실 및 욕실 안에서의 사고와 같은 생활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하면서, 지난 12월 30

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실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부

터 의무규정으로 시행 예정인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유리 샤

워부스는 파손 시에도 파편이 비산되지 않는 안전접합유리로 설치하도록 명시되어있다. 

실제 가정 내 화장실, 욕실 안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2008년 646건에서 2012년 1,617 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연 20건 이상 샤워부스 유리 파손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

으로 설계 및 공사과정에서 실내 건축에 관한 안전성이 고려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샤워부스 전용 접합 유리

유리 파손으로 인한 사고는 유리의 소재 특성 상 찔림, 베임, 열상 등 큰 상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샤워 중인 상태에서 파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비산되는 유리파편이 탈의 상태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샤워부스 유리는 안전성이 가장 우수한 접합유리의 사용

이 권장되고 있다. 

기존 일반 샤워부스 유리에 안전 필름을 붙이는 방법은 비산으로 인한 피해는 막을 수 있으나 

파손된 유리가 틀에서 분리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 면에서 불완전하다. 이번에 발표된 안전한 실

내건축 가이드라인에서는 샤워부스 안전유리의 규격을 접합유리 KS II-2류로 정의함에 따라 일

반 유리에 필름을 붙이는 방법은 올 하반기부터 적용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최근 업계에서 선보인 샤워부스 전용 접합유리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샤워부스에 특화된 안전

유리로, 판유리 사이에 내관통성과 내습성이 강한 특수필름을 삽입하여 유리 파손으로 인한 안

전성이 우수하다. 유리가 깨지더라도 유리에 삽입된 필름이 유리 조각이 비산되는 것을 막아 주

기 때문이다. 이 제품은 기존의 강화유리 샤워부스에 비해 파손된 이후 2차 상해로부터 안전성

이 탁월하여,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강화유리 샤워부스 파손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이다.

샤워부스 전용 접합유리는 내습성이 우수한 EVA필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습기에 노

출하여 사용하더라도 기포가 발생하거나 불투명해지는 현상이 거의 없다. 또 접착력이 우수해 

접합된 두 장의 유리가 떨어지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때문에 샤워부스에 적합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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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기존 접합유리에 적용되던 PVB(polyvinyl butyral; 폴리비닐 부티랄) 필름 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는 장점이 있는 등 우수한 안전성과 내습성에 경제성까지 갖추고 있다.

샤워부스용 접합유리는 선택적으로 강화접합유리와 비강화접합유리를 사용해야

접합유리는 용도에 따라 강화접합

유리와 비강화접합유리를 구분하

여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강

화처리를 하지 않은 일반유리로 

접합 가공을 한 비강화접합유리는 

충돌 시 발생한 충격을 유리가 자

체적으로 흡수하여 파손된다. 따

라서 충격물이 관통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유리를 잡고 있는 틀에

서 유리가 탈착되거나 무너져 내

리지 않아 샤워부스 유리로 적절

하다. 

샤워부스는 화장실 내부에 설치되

기 때문에 유리는 비강화 접합유

리로도 충분한 강도를 갖추고 있

으며, 가격 또한 경제적이다.

반면 강화접합유리는 외부의 순간 

충격에 강한 장점은 있지만, 충돌 

시 유리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충격량이 사람에게 전해져 안전하

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내기술 _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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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 붕괴예방·눈부심 없는 
표지판, 교통신기술 지정

풀림 방지 볼트·태양광 이용해 유지보수 비용 7~20% 절감

국토교통부는 “풀림방지 볼트류 일체(Release Prevention Set, RPS)를 사용한 방음벽 설치기술” 등 2건(제17

호～제18호)을 신기술로 지정하였다.

제17호 신기술(“풀림방지 볼트류 일체(Release Prevention Set, RPS)를 사용한 방음벽 설치기술”)은 현재 도

로에 설치된 방음벽은 스프링클립이나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 방음판을 고정하고 있으나,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해 체결이 풀리면서 파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방음벽이 경사구간에 설치될 경우 장마나 호우로 인한 지반 침하 또는 도로 진동에 따른 반복적 흔들림 등으

로 기초 콘크리트의 쐐기가 빠지거나 모르타르에 균열이 발생함으로써 방음벽이 붕괴되고 있다.

이에 방음판의 체결이 풀림으로써 붕괴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풀림방지용 볼트, 너트 및 와셔 일체

(RPS)를 개발하였으며, 경사구간에서도 지주의 수직 설치가 가능하도록 수평유지판을 개발하여 방음벽의 붕

괴를 막을 수 있게 하였다.

이 기술은 볼트와 너트 사이에 톱니날

개 모양의 와셔를 삽입하여 풀림현상

을 억제하였고, 기초 콘크리트 위에 

지주를 수평으로 유지하는 수평유지

판을 사용하여 장마 시 방음벽 하단이 

붕괴되더라도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

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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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기술을 적용하면 풍하중에 의한 방음판의 파손을 방지하고,  방음판의 정기점검 주기를 연장할 수 있으

며, 유지보수비용을  약 7% 정도 절감할 수 있다.

제18호 신기술(“LED광원과 광섬유를 이용하여 문자 및 문양표시부와 방향 표시부를 발광시키는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제작 기술”)은 기존 도로표지판은 자동차의 불빛을 반사시켜 운전자에게 표지판 내용이 보

이도록 하는 반사시트 방식이 주류였다. 그러나 악천후나 서리 발생 시 표지판 내용이 안보여 사고 위험이 높

아지는 문제가 있어 표지판 상하부 또는 측면에 전기적 조명장치를 설치하여 표지판을 직접 비추는 방식을 

활용하여 시인성을 높였다.

그러나 이 방식은 전기인입시설이 필요하고, 전기소비율이 높으며, 짧은 전구수명으로 인해 자주 전구를 교

체해야 하는 등 유지관리비가 높다. 또한, 표지판 전체가 발광됨에 따라 운전자의 눈부심을 야기할 수 있는 문

제가 있었다.

     

구분 기존 LED 표지판 신기술 제품 구조

도로

표지

발광

품질

이미지

 

이에 표지판 내부에 태양광으로 축전하는 충전지를 사용하여 전기인입시설이나 전기소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태양광으로 저장된 전력으로 야간에 표지판의 문양과 방향표시부를 선명하게 나타내어 운전자의 

시인성을 좋게 하는 신기술이 개발되었다.

이 기술은 전기인입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해안가, 산악지 등 전력인입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 운용이 가능

하다. 태양전지를 이용한 저전력(1.2W) 구동방식을 채택해 흐린 날이 20일간 지속되더라도 표지판 발광이 가

능하다. 또한, 발광 형태를 표지판 전면이 아닌 문양과 문자부분을 강조하여 발광시키는 형태로 운전자의 눈

부심을 억제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신기술을 적용하면 조명 표지판을 설치할 때 소요되는 전기인입시설비용과 매월 발생하는 전

기료 등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무상 보증기간은 5년으로 기존 유사기술(보증기간 2년)에 비해 약 20% 정

도의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국내기술 _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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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창조산업의 발신지 DDP

DDP는 대지면적 62,692m2, 연면적 86,574m2, 지하 3층, 지상 4층(높이 29m)의 규모로 5개 공간(알림터·배

움터·살림터·디자인장터·동대문역사문화공원) 15개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총사업비 4,840억원 (건립비 

4,212, 운영준비비 628)이 투입된 DDP는 지난 2013년 11월 30일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매혹적인 내외부 공

개를 앞두고 있다.

여성 건축가로서는 최초로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자하 하디드(Zaha Hadid)가 설계한 DDP는 세계 최대 규모

의 3차원 비정형 건축물이다. 자하 하디드가 제안한 DDP설계안인 ‘환유의 풍경’은 동대문 지역이 지니고 있

는 역사적·문화적·사회적·경제적 토대 위에 새로운 미래적 가치와 비전을 더한 동대문의 새 풍경을 담고 있

다. 이를 위해 자하 하디드는 이른 새벽부터 밤이 저물 때까지 쉴 새 없이 변화하는 동대문의 역동성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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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

해 곡선과 곡면, 사선과 사면으로 이뤄진 특유의 건축언어로 자연물과 인공물이 이음새 없이 이어지는 공간

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콘셉트를 기반으로 DDP는 동대문이 갖는 상징성에 새로운 풍경을 더하게 되었다.

건립개요

  ■ 사 업 명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DDP) 건립

  ■ 위    치 :중구 을지로 281 DDP(20필지, 옛 동대문운동장 터)

  ■ 규    모 :연면적 86,574m2(지하3층, 지상4층, 최고높이 29m)

  ■ 사업기간 : ’06.9월~’14.2월 (건물 준공 ’13.11월말)

  ■ 총사업비 : 4,840억원(건립비 4,212, 운영준비비 628)

  ■ 공간현황 : 5개 시설 15개 공간

 - 알 림 터(4,953.48m2) : 알림 1관, 알림 2관, 국제회의장

 - 배 움 터(7,928.49m2) :디자인박물관, 디자인전시관, 디자인둘레길, 박물관 카페

금속창호_2014 봄호 내지.indd   47 2014-03-01   오전 10:11:09



TE
CH

N
O

LO
G

Y

48

 - 살 림 터(8,206.08m2) :살림 1관, 살림 2관, 잔디사랑방, 디자인나눔관

 -  동대문역사문화공원(4,110.60m2) : 친환경 디자인공원(디자인갤러리, 운동장기념관, 동대문역사관 등)

 - 디자인장터 : 24시간 개방되는 문화콘텐츠, 체험, 숍인숍이 결합된 복합편집형 매장 

  ■ 설계자 : 자하 하디드 아키텍츠+삼우종합건축사무소

  ■ 시공사 : ㈜삼성물산 

  ■ 운영기관 : 서울디자인재단

건축 개념 및 건축 공법

DDP는 메가트러스(Mega-Truss, 초대형 지붕트러스), 스페이스프레임(Space frame, 3차원 배열) 구조가 적

용되어 외관뿐만 아니라 실내에 기둥이 최소화된 거대한 우주공간을 옮겨 놓은 듯한 모습을 한다. 전시관, 도

서관, 컨벤션홀 등 각각의 공간은 유체의 흐름을 연상시키는 부드러운 곡면의 벽체, 천정과 등기구가 서로 조

화를 이루고 있으며, 연결되는 동선까지도 부드럽고 때론 격한 변화로 극적인 곡선의 느낌을 준다. DDP는 곡

면, 사면 그리고 비대칭과 비정형의 외계적 건축미를 가진 독특한 디자인의 건축물로 국내는 물론 세계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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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3차원 외장패널과 비정형 내부마감, 3차원 비정형 노출 콘

크리트의 결합으로 독특한 분위기를 빚어내는 DDP는 현대 

건축의 혁신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일반

적인 건축이 수직과 수평으로 이루어지는 데 비해 DDP 건

축은 곡선과 좌표를 중심으로 설계·시공됐다. 이를 위해 

BIM 기술공법(빌딩 정보 모델화 기술;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 시도됐다. 기존의 평면설계방식을 탈피해 3D설

계방식을 적용해 한층 더 정교한 곡선을 구현해냈다. 

DDP의 독특한 외관은 직선과 직각이 아닌 곡선 곡면, 사선

과 사면, 예각과 둔각, 그리고 비대칭과 비정형의 건축미로 

함축된다. 뿐만 아니라 평판 1만4천여 장, 곡면판 3만1천여 

장의 각기 다른 크기와 곡률이 적용된 알루미늄 패널이 처음 

시도되는 특수 공법과 첨단 설비와 만나 웅장함을 더한다.

DDP 외관 면적은 일반 축구장(90m*120m)의 3.1배, 미국의 

핵 항공모함 조지워싱턴(78m*330m)의 1.3배나 되는 크기이

다. 외장 패널의 재료는 두께 4mm의 알루미늄으로, 전체 면

적 중 9,492㎡, 1차 곡면판 7,455㎡(9,554장), 2차 곡면판 16,281㎡(21,738장)로 구성됐다. 1차 곡면

판은 곡면이 1개만 있는 패널이고, 2차 곡면판은 1개의 패널에 2개 이상의 곡면(복곡면)이 있는 것을 

말한다. 비정형 건물의 특성상 동일한 크기의 패널은 없으며 기준 크기는 1.6m*1.2m이다. 

DDP에서는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친환경 설비인 지열시스템을 도입했다. 지하 150m 깊이에서는 

연중 비교적 일정한 온도인 12도 내외가 유지되는데, DDP에 도입된 지열시스템은 지하 150m 깊이

에 88개의 파이프를 박아 지열을 끌어올려 냉난방 열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30.7%)

(21.2%)

(48.1%)

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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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및 상업용 공간의 천정은 이제 단순히 아래층과 윗층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최근 선보이고 

있는 다양한 금속소재의 곡면 지붕은 인테리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흡음 및 채광의 측면에서 다양한 역할

을 수행한다. 

곡면형태의 천정은 디자인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곡면천정 소재로 골판지 형태의 패널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골판지 형태의 금속패

널은 천공패널과 비천공패널로 구분된다. 

모든 곡면 천정 자재는 사이즈와 크기별로 미리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이

즈의 제품을 쉽게 구입하여 간단하게 조립이 가능하다. 

곡선형 천정 패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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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에서는 최근 미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곡면 천장시스템의 주요 설치방법을 알아본다.

3차원 천장 시스템은 표준 길이의 곡선보, 직선형 크로스 티, 곡선형과 직선형의 페리미터 트림 (perimeter 

trim) 및 플렉시블 내부 패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내부 패널은 다양한 길이로 사용이 가능하다. 

주 보 (main beam)는 압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으며, 주 보의 공칭길이는 4’, 6’, 8’ 10’으로 

굴곡진 형태다. 주 보에는 컨실드 스페이서 티 

(concealed spacer tees)가 연결되며, 각 단부

에는 함께 맞물려서 고정하는 클립이 장착되

어 있다. 주 보는 큰 원호를 형성하듯이 굴곡

진 형태로 되어 있으며, 원호의 크기에 따라 여

러 크기의 제품이 적용된다.  

Serpentina Perimeter Trim은 직선형 또는 주 

보와 같은 곡선형이 있다. 곡선형 페리미터 트

림은 현가식 설치의 양쪽에서 주 보와 평행하

게 설치한다. 직선형 페리미트 트림은 현가식 

설치의 끝을 막아야 한다. 모든 페리미터 트림

은 치수에 맞게 절단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작

업 조건에 따라 최초의 설계를 변경하지 않는 

한, 현장에서 페리미터 트림을 절단할 필요는 

없다. 

Serpentina 페리미터 트림 클립(AXCCLT 클립)은 

그리드(주 보 & 컨실드 티)를 설치하는 데 사용한

다. 펜치로 삽입탭 (insertion tab)을 잡은 후 돌려

서 제자리에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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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ice Plate은 Serpentina 페리미터 트림부 사이

의 이음 부분을 맞추고 고정하는 데 사용한다. 각 

이음 부분마다 1개의 첨접판이 필요하다. 첨접판

이 페리미터 트림의 맞춤구 (abutting piece)에 딱 

들어맞게 되면 고정나사를 조여서 단단하게 고정

한다. 

모서리 기둥(Corner Post)은 직선형 페리미터 트림에 곡선형 페리미터 트림을 연결하는 모서리의 교차지점에

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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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패널 (Infill Panel)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으며 각 작업 시에 지정하는 길이로 공급됩니다. 여러가지 천

공 패턴이 있으며 천공을 하지 않는 패턴도 있다.

WAVES 커넥터 슬리브는 주 보의 플랜

지 위를 움직이는 PVC 압출물이다. 패

널의 후면에 장착된 패널 행거는 슬리

브의 홈 안으로 들어간다. 패널을 설치

하면 주 보가 완전히 가려진 것처럼 보

이게 된다. 

페리미터 홀드다운 클립은 곡선형 페리미터 트림을 따라서 

사용된다. 패널 모서리와 트림의 플랜지 간의 접촉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므로 클립을 설치한다. 우선 채널 안쪽

으로 클립 상부를 삽입한 후, 클립이 압축될 때까지 누르고 

채널 안쪽으로 아래쪽 다리를 삽입한다.

 

스트롱백 지지 채널은 대부분 설치 시, 바깥둘레의 중량을 떠받치

는 강제 구성부품이다. 

스피드 클립(Speed Clip)은 2개의 패널

을 함께 연결할 때 사용한다. 2개의 패널의 양 끝을 맞대서 연결하는 각 이음매를 

따라서 3개의 스피드 클립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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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the Aiguille du Midi 산 정상의 테라스

에 the Chamonix Skywalk 라는 유리 전망대가 

세워졌다.

이 시설은 그랜드캐년의 유리복도에서 착안했

다고 한다.

5면이 유리로 된 이 전망대는 알프스계곡으로

부터 1,035미터 높이에 세워졌는데 미국 그랜드 

캐년의 유리복도인 Skywalk에서 아이디어를 얻

었지만 전혀 다른 느낌과 전망을 제공한다.

이 시설은 지난 12월 21일에 정식 오픈했다.

이 시설은 12mm의 유리와 금속만으로 제작되었다.

이 유리전망대는 시속 220km의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알프스의 유리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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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투트가르트의 벤츠 박물관에서는 각각 특정한 하이라이트를 대변하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그 

중 하나는 메르세데스 브랜드의 독특한 역사에 기록된 메르세데스 전설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중 나선형 형

태로 설계된 박물관 건물이다. 이 박물관 건물은 건축 디자인의 새로운 표준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극도로 복잡한 기하학

유리와 알루미늄 고리들이 서로 교차되며 50미터 이상의 높이까지 올라간다. 파사드 전문업체인 Josef 

Gartner GmbH가 이 박물관의 파사드 작업, 금속 구조물 설계 및 건설을 담당했다. 프로젝트 책임자인 

Norbert Gutinger는 "거의 7,000평방미터가 되는 유리 파사드에는 직각이 없습니다. 또한 1,700개가 넘는 판

기하학적 파사드, 벤츠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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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중에서 동일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파사드 설계를 담당했던 Johannes Schwenk는 "이 

복잡한 기하학 구조 덕분에 우리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3차원 설계에는 최신 CAD 소

프트웨어가 필수죠"라고 말했다. 복잡한 건설 작업으로 Schwenk는 "보강된 스크루 채널로 구성된 스틸 글레

이징 시스템만이 다각화된 구조물이 요구하는 유연성을 만족"시킬 수 있음을 재빨리 깨달았다. 파사드 표면은 

부분적으로 오버헤드 글레이징이거나 최대 30° 각도로 외부로 기울어져 있다. 판유리의 총 무게는 400kg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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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에서부터 설치까지 

Gutinger는 외벽의 시공을 담당한 업체를 상기하면서 제품의 역량과 협력은 물론 유연

성까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리는 외벽 시공업체와 공동으로 건축가들의 설계 

지침에 따라 단기간에 다양한 특별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특별 개스킷을 이용

함으로써 방음 및 다양한 특별 건물 요건 등 개별적인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

다. 동시에 THERM+ 개스킷 컨셉으로 효과적인 밀봉과 배출이 가능하게 되었죠. 모든 

작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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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tner의 테스트와 승인

이 특별한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서 10미

터가 넘는 파사드 원형을 제작한 다음, Gartner의 테스트 

기지에서 국제 표준에 따라 파사드 원형을 테스트했다. 비

행기 엔진이 부과하는 극도의 하중과 바람과 물에 의한 

동응력 테스트 결과 건설 안전성이 확인되었다. 

독일의 벤츠박물관은 독일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건축가들

이 방문하고자 하는 명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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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라폰 대학원(Chulabhorn Graduate Institute)은 연구 센터를 겸한 병원으로 방콕 랑싯로 비바바디에 자리 잡

고 있다.

이 건물의 이중 외벽으로 적용된 그늘막은 건물을 보다 다이나믹하게 표현하고 있다. 

열대 지역의 경우, 시시각각 변하는 햇빛이 만들어내는 음영(陰影)을 활용해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데, 정면

의 동쪽과 서쪽에 레이어를 씌워 놀라운 음영(陰影) 효과를 연출하고 있다. 구성 요소들이 여러 층을 이루고, 

정면에는 수많은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다.  

Project : Chulabhorn Graduate InstituteLocation : Vibhavadee, Rangsit Road, BangkokCompletion : 

2009Client : Chulabhorn Graduate InstituteLand Area : 18,988 sqm.Building Area : 24,900 Sqm.Interior 

Chulabhorn Graduat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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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er : Mr.Thavalsak Marukatat 

Landscape Architect : P.L. Design 

Co.,Ltd.Structure Engineer : Arun 

Chaiseri Consul t ing Engineers 

Co.,Ltd.System Engineer : Technics 

Desugn Co.,L td.Con t rac to r : 

Voravisith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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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싱외르(Helsingør)에 건설된 덴마크 국립 해양 박물관은 코펜하겐에서 북쪽으로 겨우 50km(30마일) 거리

에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루지아나 현대 미술관(Louisiana Museum for Modern Art)과는 10km(6.5마일) 

떨어져 있다. 6,000m²(65,000 평방 피트) 규모의 이 신축 박물관은 덴마크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 중에 하나

인 크론보르 섬(Kronborg Castle)과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특수한 맥락에 있다. 세익스피어의 햄

릿을 통해 알려진 크론보르 섬은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성(城)을 개조하고 2개의 건물을 신축

하는 합동 프로젝트 ‘컬터하븐 크론보르’(Kulturhavn Kronborg)의 마지막 추가 작품인 이 성은 헬싱외르

(Helsingør)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60년 된 독 벽(dock wall)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갤러리를 지하에 설치하고 드라이 독의 벽을 연속 루프로 둘

덴마크 국립 해양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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렀기 때문에, 독이 전시장의 중심이 되었고, 관람객들은 이렇게 개방된 야외 공간에서 선박 건조의 규모를 실

감할 수 있다. 

드라이 독을 연결하는 3개의 이증 계층 다리는 관람객들이 박물관의 여러 구역을 돌아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뿐 아니라, 도시와 연결되어 있다. 

독을 폐쇄하는 항만 대교는 항구 산책로가 되기도 하며, 박물관의 강당은 인접한 문화 마당(Culture Yard)과 

크론보르 성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관람객들은 경사진 지그재그 형태의 다리를 통해 정문에 진입하

게 된다. 관람객들은 옛것과 새것을 결합한 이 다리를 통해 박물관으로 내려오면서 지상과 지하의 장엄한 풍

경을 감상할 수 있다. 

지하 7미터(23피트)에 있는 독 전체에서 덴마크 유서 깊은 해양 개척 역사가 동영상으로 끊임없이 펼쳐진다. 

모든 층은 전시 공간과 강당, 강의실, 사무실, 카페 그리고 박물관 내부의 독 플로어(dock floor)를 연결하고 있

을 뿐 아니라, 약간 경사짐으로써 흥미로운 조각 공간을 창출하고 있다. 

옛날 독을 박물관으로 둘러쌈으로써 유산도 보존하고 지하 박물관의 중심에 햇빛과 공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을 내부와 외부를 뒤집었더니, 커다란 딜레마가 해결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햄릿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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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성을 완전 은폐해야 하지만, 관광객을 끌어 들이려면 시민들에게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는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을 도시의 심연으로 두면, 박물관의 내부 정면이 허공을 향

하게 되고, 헬싱외르 시민들에게는 해저 8m(16피트)미터의 새로운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키비시(KiBiSi)는 지상의 벤치 시스템을 설계했다. 선박 볼라드(ship bollard)를 모방한 화강암 말뚝은 자동차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제작된 구조물이다. 벤치 시스템은 부드러운 형태의 사교용 벤치인데, 방문객들이 모

르스 부호를 두드려 비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전시관 디자인은 네덜란드 전시 디자인 업체 코스만 데종(Kossmann.dejong)이 맡았다. 

바다 먼 곳에 대한 보편적인 동경에서 출발해 해양으로 모험을 떠나는 여행을 멀티미디어로 재현하는 전시관

이라는 것을 비유법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조선업계에서 덴마크가 수행하는 역할을 포괄하는 덴마

크의 해양 관련 역사를 항구, 항해, 전쟁, 무역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개념을 통해 부문별로 다루고 있다. 전시관

은 조선 산업의 다양한 측면을 결합해 관객층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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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Lyon에 위치한 이 건물은 오래된 항구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독특한 기술과 재료들

을 모아 구성하였다. 

본래 Lyon항에는 여러 창고와 화물을 옮길 수 있는 기중기 등 오래된 시설물들로 가득했던 곳이다. 하지만 

큐브 오렌지를 건축하면서 기존의 항수 시설들과 주변의 지형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시도가 성공적으로 이

루어졌다. 

이 프로젝트는 큐브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건물 외부의 거대한 구명은 빛을 투과하거나 공기의 흐름을 적극

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으로 시선을 끄는 중앙의 거대한 구멍은 단지 디자인 적인 요소로뿐만 아니라 기능적

인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거대한 구멍은 입구, 건물의 중앙, 천장 등 총 3곳에서 보여진다. 

큐브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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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오렌지는 단연 주변 건물들 사이에서 주목

을 받게 되었다. 항구 지역이 상징으로 주로 사용

되는 오렌지 색상을 건물 외부에 적용하므로써 

그 상징성을 더하고 있으며, 불규칙한 창은 전체 

커튼월과 불규칙하면서도 조화로운 모양을 보여

준다. 

총 6층 건물인 큐브 오렌지는 아래2개층은 쇼룸

으로, 상층은 사무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건물은 프랑스 Jakob+Macfariane Architects

가 설계했다. 이 건물을 설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눈에 띄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각적

인 부분 외에도 커튼월과 창, 도어에는 매우 성능

해 향상된 제품들을 사용하므로써 에너지 효율

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건물 전면부의 거대한 구멍은 내부에서는 발코니

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구멍은 커다란 아트리움

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도어 시스템 (Door System)

ABSYS Porte:

• 알루미늄 여닫이/접이 도어,  열교 차단

(thermally broken), 프레임 깊이 50mm

• 최대 충전 두께 35mm

• 경첩이 풀리지 않는 3단 나비꼴 힌지(bu t t 

hinge) 또는 표면 설치 힌지

• 손가락으로 경첩을 풀 수 없는 도난 방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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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구성이 강한 모델 공급 가능, 측

벽 두께: 3mm, 대형, 장애물 없는 

문지방, 내구성 검사 등급 8: 개폐 

주기 - 100만회

실제 구성:

- 이중 외피(Double leaf)

파사드 시스템(F a c a d e 

system)

MECANO:

• 막대기 형태의 커튼 벽 - 시선(sight 

lines): 52mm, 연결 & 실링 솔루션

(sealing solution) 2개: 연속 알루미

늄 압력판 또는 여러 개의 폴리아미

드 점 홀더(punctual 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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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외벽 디자인이 가능한 

베어링 구조: 그리드(grid), 수직 

또는 수평 커버 프로파일(cover 

profile), SSG, SG BG 그리고 수

직/다각형 파사드, 루프 글레이

징(roof glazing)용 점상 유리

(punctually held glass) 

• 열 성능: Ucw 100% 글레이징

(glazed) = 1,4 W/m².K 유리 포

함 Ug = 1,1 W/m².K, Ucw 50% 

글레이징(glazed) = 1,1 W/m².K  

유리 포함 Ug = 1,1 W/m².K

• SSG, SG, BG 창문을 고정 글레

이징 또는 개방형 새시 창문으

로 통합 가능, 고온(高溫) 성능: 

Ucw = 1,3 W/m².K 유리 포함 

Ug 글로벌(global) = 1,0 W/

m².K, Ucw = 1,1 W/m².K 유리 

포함 Ug 글로벌(global) = 0,7 

W/m².K

• 차음(遮音) 성능 RA,tr = 41dB

실제 구성: 

- 고정 글레이징(Fixed glazing)

창문 시스템

ABSYS Fenêtre:

• 알루미늄 창문/프랑스식 창문, 열교 차단(thermally broken), 프레임 깊이 50mm, 표준 이중 새시

• 최대 충전 두께 35mm

• 표면 설치형 또는 끼워 맞춤형(mortised gear)

• 단열(斷熱): 이중 새시 창문: Uw = 1,9W/m². K Ug 포함 = 1.0W/m². K, 단일 새시 창문: Uw = 1,7W/m². K 

Ug 포함 = 1.0W/m².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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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마드리드에 설치된 인도교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천국으로 가는 통로로 평가되고 있다. 마드리드는 예

술 및 문화 환경이 매우 풍부한 도시로 이 인도교는 도시의 중요한 역사적 건축물로 자리잡고 있다. 

이 인도교는 프랑스의 유명한 건축가에 의해 계획되어졌다. 이 인도교는 스테인리스 스틸 패브릭이 소재로 

사용되었다. 

스페인 인도교의 메탈 패브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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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을 위해 설치된 이 교량은 디자인적인 요소를 부각하기 위해 메탈 패브릭을 구조물 전

면에 설치하였다.

총 4,500m2의 메탈 페브릭이 적용

되었다. 

국내에도 최근 수년동안 스틸 패브

릭의 적용이 증하고 있는 추세여서 

동일한 소재로 연출된 마드리드의 

인도교는 주목을 끈다. 

스틸 패브릭은 인도교 전체를 휘감

고 있으며 빛이 영롱하게 반사된다. 

소용돌이치는 모양의 스틸 패브릭은 

강 위를 신비하게 연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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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흡음블록을 갖는 방음판 및 이를 
이용한 방음벽 및 그 시공방법

출원번호 10-2010-0133039

본 발명은 조립식 흡음블록을 갖는 방음판 및 이를 이용한 방음벽 

및 그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교통 소음을 흡음

하여 줄일 수 있고 미관을 향상시키며 다양한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조립식 흡음블록을 갖는 방음판 및 이를 이용한 방음벽 및 그 시공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로변이나 철로 주변에는 교통 소음을 흡수 또는 차단

하기 위해 방음벽이 설치된다.  이러한 방음벽은 소음이 인접한 주거

지역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의 길이방향으로 설치되

도록 하고 있다.

종래의 방음벽은 도로의 길이방향을 따라서 지면에 고정되는 보강부

재와,  이 보강부재의 상부면에 세워져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는 지주 

및 이 지주들 사이에서 상하로 배열되어 고정되는 블록 형태의 방음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기한 방음판은 전면에 통기공이 형성되어 있고, 내부에 통기공과 연통되는 소정의 공간부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 공간부 내에 인체에 무해한 Mineral  Rock  Wool이며,  전면에 비산방지를 위하여 Black  Fiber  Tissue를 부착

한 제품 또는 폴리에스테르계 제품 등과 같은 흡음재가 밀착되도록 설치되어 다수가 상하로 적층되거나 좌우로 

연결되면서 방음벽을 이루도록 시공된다. 이와 같은 방음벽은 소음이 방음판의 전면에 형성된 통기공을 통해서 

내부로 유입됨과 동시에 내부의 흡음재가 유입되는 소음을 흡수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본 발명의 기술적 과제는,  교통 소음이 주거지역으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면서도 흡음성을 높여 소음을 줄일 

수 있고, 미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립식 흡음블록을 갖는 방음판 및 이를 이용한 방음벽 및 그 시공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이상에서 언급한 기술적 과제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

급되지 않은 또 다른 기술적 과제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기술적 과제는, 본 발명에 따라,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의 틀을 이루어 형성되는 프레임;  상기 프레임의 

개구영역에 배치되어 소음을 흡수할 수 있도록 마련되는 흡음재;  및 상기 흡음재의 전면, 후면 및 전·후면 중에

서 어느 하나의 영역에 다수가 배치되어 상기 프레임에 결합되는 중공형의 흡음블록을 포함하며, 상기 다수의 흡

음블록은 동일한 길이 또는 서로 다른 길이로 형성되어 소음방향을 향해 불규칙하게 돌출 배치되며 소음이 상기 

흡음재로 유입되어 흡수되도록 소음의 유입을 유도하고, 상기 흡음재의 전면, 후면 및 전·후면 중에서 어느하나

의 영역을 장식하도록 상기 프레임에 결합되어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립식 흡음블록을 갖는 방음판에 

의해 달성된다.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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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체 방음벽에서의 외관 개선용 방음패널 
설치 구조물

출원번호 10-2011-0070782

본 발명은 방음벽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기존 방음벽의 방음판이 오염 또는 훼손되는 경우 기존 방

음판을 교체시키지 않고 기존의 지주를 통해 새로운 방음패널을 결합시켜 기존 훼손 또는 오염된 방음판이 가리

어질 수 있도록 하여 유지 보수 비용의 절감은 물론 외관의 미려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비해체 방음벽에서의 

외관 개선용 방음패널 설치 구조물 및 그 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에,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창안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기존 설치된 방음판의 해체 없

이 해당 환경에 맞는 별도의 방음패널을 추가적으로 간편하게 결합시켜 기존의 방음판의 흡음성능은 그대로 확

보하면서 더불어 방음벽의 전체적 경관을 미려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의하여 본 발명은, 도로 가장자리에 등간격 설치되는 다수개의 지주와 상기 지주와 지주의 

대응면에 양단이 결합되어 상하로 적층되는 방음판으로 이루어지는 방음벽에 있어, 상기 지주와 직교되는 방향

으로 상기 지주에 대해 적어도 한 줄 이상 상하로 배열되고 상기 지주의 표면에 결합되는 연결 브래킷에 의해 결

합되는 가로빔과,  상기 가로빔에 결합되어 상기 방음판의 전면을 가림하는 방음패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여기서, 상기 가로빔은, 단면이 원형, 사각형, 삼각형, 다각형, 직사각형 등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이는 중실 또는 

중공 형상이 가능하다.

상기 연결 브래킷은, 상하 한 쌍으로 서로 대응

되게 위치되며,  일측 절곡단이 상기 지주의 표

면에 밀착되어 체결구로 결합되고, 타측 절곡단

이 상기 가로빔의 일측에 밀착되어 체결구로 결

합되는 것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대응되는 상기 일측 절곡단이 서로 연결

되어 상기 지주의 표면에 밀착되는 밀착면을 

형성하고, 상기 밀착면에 상기 지주로부터 이격

되며 상기 가로빔을 탄력적으로 지지하도록 돌

출된 고정부가 형성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기존 설치된 방음판의 해체 

없이 해당 환경에 맞는 별도의 방음패널을 추가

적으로 간편하게 결합시켜 방음벽의 외관을 미

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특허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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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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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10 9 3 32 11 7 18 4 17 16 83 9 101 69 6 9 8 15 52 16 31 37 5 3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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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