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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최근 국내에는 대형 사고가 잇따

라 발생하고 있다. 해상, 육상을 비롯해 지하공간에

서도 사고가 발생, 국민들은 총체적인 불안감에 빠

져있다. 

대부분이 사고가 안전불감증과 대처 미비로 인해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 금속구조물창호업역을 살펴보자. 

도로시설물이나 건물의 외피, 창호 등은 안전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 부실 시공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시 인명피해를 피할 수 없다. 

때문에 시공에 있어서 안전여부의 확인은 필수다. 

하지만 낮은 수주금액으로 인해 부실시공의 여지

는 항상 내재하고 있다고 본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모든 시설물들은 가장 혹독한 

상황을 가정하여 그 이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시

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과도한 설계”이기 때문에 일부

분은 “적당히”해도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

냐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해마다 태풍의 강도는 세지고 있다. 조만간 수퍼태

풍이 한반도를 덥칠 수 있다는 예보도 들려오고 있

다. 설계상으로는 모든 창호제품들이 태풍에 안전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수퍼태풍이 한반도를 덥칠

때 과연 얼마만큼 창들이 바람과 비를 버텨낼 수 

있을까?

사고는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인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물, 창 및 외피 공

사의 경우에 아직까지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으나 

예측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설계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시킬 수 없는 

공사라면 수주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맞다. 

도로시설물, 건축의 금속구조물 및 창 제품들이 어

떠한 자연환경에서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영역

으로 인식될 수있도록 시공 품질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안전불감증과 대처 미비로 인해 희생당한 우리 아

이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우리 땅에서 이같은 참

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임은호
(주)현대스틸이앤씨 대표이사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협의회 감사

안전시공에 최선을 다해야할 때

권두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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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디자인이 뛰어난 금속 난간

난간(handrail)은 계단이나 다리 등의 가장자리에 세워 낙상을 막고, 장식의 역할도 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일반적

으로 접하는 난간은 아파트, 학교, 박물관, 건물 등과 같은 구조물의 내부 계단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건물 등의 

구조물에 설치되는 계단이나 난간은, 비교적 좁은 공간에 설치되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시공에 있어서 자체 구조

의 안정성 및 시공의 정확성을 크게 필요로 한다. 

금속을 이용한 난간은 구조적으로 안정하면서도 다양한 디자인의 연출이 가능하여 다양한 계단 난간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현장시공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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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룸(Clean Room) Partition 
System

1. 크린룸(Cleanroom) 이란

최근 과학 산업, 첨단기술 산업의 시대로 생산공정

의 초정밀화, 고순도화, 무균화 추세에 따라 첨단제

품의 성능과 생산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정기술

은 핵심 요소기술이며, 생산 기본기술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청정기술을 바탕으로 국부적이 아닌 총체적

인 개념하에 생산공간의 환경을 청정하게 만드는 설

비인 크린룸은 미립자가 주로 문제가 되는 반도체, 

액정화면표시장치(LCD), 전자, 신소재, 정밀기계공

업, 반도체용 화학약품 을 제조하는 화학공장 뿐만 

아니라 미생물 오염이 문제가 되는 병원, 의약품 공

장, 식품 공업, 농업 분야 나아가 우주개발에도 사용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경공업 제품을 수출하면

서 크린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하였

고, 당시에는 일부 제약회사와 병원의 수술실에서 

크린룸 설비 전체를 수입하여 만든 바이오 크린룸을 

사용하는 정도였다.

1980년대 고도의 경제 성장과 반도체 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의 급속한 신장에 힘입어 현재 초청정 기술

과 관련된 일부 특수한 기술을 제외하고는 설계, 시

공, 제작 등의 거의 모든 크린룸 관련 기술을 국내업

체들이 습득하고 있다.

크린룸(Clean Room) 이란 :공기중에 부유하는 입자 

뿐만 아니라 온도, 습도, 공기압, 정전기제어 및 조도 

등에 관하여 환경적으로 제어되는 밀폐된 공간을 

말한며, 공기에 포함된 먼지의 개수가 규정된 한도내

에서 유지 관리되는 깨끗한 방(Room)을 말한다.

크린룸의 6대원칙으로는① 청정한 공기송풍② 필요

한 온습도 및 실내압 유지 ③미립자의 누적 방지 ④ 

미립자의 침입 방지 ⑤ 미립자의 회수율 방지 ⑥ 미

립자의 발생물 제거를 들 수 있다.

크린룸 공기 청정도의 기준은 일

반적으로 미국 연방규격, US 

Federal Standard 209b, 209d

를 준용하고 있다.

청정도의 class의 호칭은 0.5㎛ 

이상의 입자의 1ft3 당의 수치로 

표현 한다.

즉 class 100은 100개/ft3를 말

한다. [여기서 1ft3=28.3liters][ 클린룸의 기본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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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_ 01

크린룸 유형을살펴 보면 산업용크린룸 (Industrial 

Clean Room)과 바이오크린룸 (Biological Clean 

Room)으로구분할 수 있다.

전자공장 또는 정밀기계공장 등에서는 실내 부유 미

립자가 제조중인 제품에 부착되면 제품의 불량을 초

래하고, 사용 목적에 적합한 제품의 생산에 저해요

소가 되어 제품의 신뢰성과 수율, 생산원가에 막대

한 영향을 미치므로 청정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여

야 한다. 이런 목적의 청정 공간을 산업용 클린룸이

라고 한다.

# 적용분야 : 반도체, LCD, PDP, 컴퓨터 조립, 자기

디스크 및 테이프 제작, TV 브라운관, VTR 제작, 광

학렌즈, 필름제조, 시계, 카메라, 현미경, 레이저 기기 

제작.

제약공장, 식품공장, 병원의 수술실 등에서는 제품

의 요염방지, 변질방지 및 환자의 감염방지를 위해 

무균에 가까운 상태가 요구된다. 균의 확산 또는 침

투를 제어하는 목적의 청정공간을 바이오 클린룸 이

라고 한다.

# 적용분야 : 병원수술실, 동물실험실(GLP), 약품/

실품(GMP), 의료기기 생산 공장.

2. 크린룸(Cleanroom)의 공조 방식

크린룸의공조방식은 기류의 방향 및 건축물의 구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네가지 형식으로 구분될 수 있

으며, 크린룸의용도에맞추어 최초 계획시 설계 적용 

하고 있다.

1) Turbulent Flow Type(난류 방식)

기본적으로 일반 공조의 Supply Unit Filter를 취부하

여 Supply한 청정 공기로 실내의 오염 공기를 희석 

시키는 방법.

• 청정도 : Class 1,000 ~ 10,000

• 환기 횟수 : 20~60회/h

2) Horizontal Laminar Flow Type (수평층류 방식)

한쪽 벽 전면에 다른쪽 전면 혹은 천장면의 일부로 

흐르도록 하는

방식으로 상류측의 작업에 따라 하류측의 청정도가 

달라진다.

• 청정도 : Class 100 ~ 1,000

[크린룸의 공기청정도 클래스(Class) 기준]

Class

입자(개) 압력 온도 습도 기류 조도

직경(㎛)
mmAq

범위
℃

추장
℃

제어범위
최고
%RH

최저
%RH

제어범위 환기횟수 LUX
≥0.5 ≥5

100 ≥3.5 ≥0.35

1.3이하 19.4~25 22.2

±2.8

특수환경

±0.25

45 30

±10

특수환경

±5

층류방식

0.45m/s

20회/h

1080~

1620

1,000 ≥35 ≥0.35

10,000 ≥350 ≥2.3

100,000 ≥3,50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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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ertical(Down) Laminar Flow Type (수직층류 

방식)

천장 벽면에 Hepa Filter를 설치하여 기류가 수직으

로 바닥면을 통하여 흐르게 하는 방식.

• 청정도 : Class 1 ~ 100

• 환기 횟수 : 200 ~ 600회/h

3. Cleanroom Partition (크린룸 파티션)

이러한 최첨단 시설인 크리룸 건설 운영시 고성능 

헤파 필터(HEPA : High Effifiency Particulate Air)의 

출현으로 각종 무균, 무진화에 성공하여 고도의 청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되었다.

구 분 SGP Partition St’l Comb Partition Bay Partition

상세도면

사 진

구성품
ST’L 0.6T +

일반석고보드 12.5T
ST’L 0.6T + Honeycomb core +

AL Frame + ST’L 0.6T
AL Post + 아크릴 4~6mm

용 도 방화벽, 크린룸 외벽 내부 칸막이, 풍도 칸막이 장비주위 칸막이

특 징

높이의 제한이 없음
불연재료

전선관, 스위치 매립이 자유
현장 가공이 용이

별도 골조가 필요 없음
설치 해체가 용이 함
이설시 재활용 가능

설치 해체가 용이 함
이설시 재활용 가능

[크린룸 파티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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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_ 01

고성능의 공조시스템에 의해 깨끗해진 기류를 통한 

청정유지가 가능해지면서, 이와 함께 공조에 필요한 

사항 이외에도 건축 마감 재료에 대한 요구 성능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크린룸에 설치되는 건축 마감재료의 주요 필수 조건

으로는“①기밀성 확보 ②오염원 흡착 방지 ③구조적 

안전성 확보④레이아웃 변경에 따른 설치해체 용이”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응하는 국내 대표적인 크린

룸 파티션의 종류로는 SGP Partition, St’l Comb 

Partition, Bay Partition등을 들 수 있다.

상기 크린룸 파티션의 특징을 살펴보면 건축적인 구

조적 요소와 크린룸의 필요조건인 청정성/기밀성을 

기본사항으로 더 나아가 단기간의 공사기간에 완공

을 필요로 하는 시공 용이성, 그리고 레이아웃 변경

에 따른 철거자재 재 사용이 가능한 특징들을 추가

로 보유 하고 있다.

4. Non Caulking Cleanroom Partition (논코킹크린

룸 파티션)

최근 크린룸 생산시설 가동 중 

제품 생산시 불량률의 원인을 집

중 분석하면서, 그 원인 중 하나

로제기 되고 있는 크린룸설치 공

종 중 코킹(Caulking)작업이 문제

로 대두 되고 있다.

크린룸건설시 사용하는 코킹작업으로 인해 크린룸

가동시코킹에서 발생하는탈가스 배출로 인한 크린

룸 공기질의 오염 원인으로 도출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크린룸건설시코킹

작업을 줄이고자 하는 System개발을 필요로 하면서, 

이러한 문제로 그동안크린룸파티션 설치시 조인트 및 

마감부위 처리로 사용되던 코킹작업이필요 없는 

Non-caulking Cleanroom Partition system을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산업의 고도화로 기술개발의 

주기가 매우 짧아짐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는 현재보

다 더욱 고밀도, 고성능의 전자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크린룸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크린룸이 질적으로 고

도화되면 필연적으로 초청정 기술에 따라갈수 있는 

건축 마감재 개발이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 

세계 최정상의 제품 품질 및 생산시설을 보유한 국

내크린룸 시장은 최근 6개월 단위로급변하고 있다.

구 분 Caulking Type Non-Caulking Type 비 고

상세도면

Joint 8mm 1mm

Joint 마감 코킹 처리 Gasket 마감

[Cleanroom Partition Joint 비교표]

설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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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게이트 
새로운 금속창호시장으로 각광

1. 스피드게이트

2. 보안검색대

3. 차량 차단기

시리즈, 시큐리티 게이트-1

최근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면서 출입자의 신원을 파악

하고 통제하기 위한 보안 게이트의 설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금속구조물 및 창호업계에도 새로운 시장으로 관

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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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게이트는 사용 목적에 따라 스피드게이트, 출입국검색대, 차량차단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

으며, 본지에서는 3회에 걸쳐 스피드게이트, 출입국검색대, 차량차단기를 시리즈로 게재한다. 

 

스피드 게이트는 도입 초기에는 크게 각광받지 못했다. 하지만 미국의 9.11 테이 이후에 세계

적으로 관심이 크게 증가했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최근들어 청사 및 일반 사무공간에도 스피

드 게이트의 적용이 일반화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안 게이트는 보안성 및 통과속도, 외관형태 등에 따라 크게 스피드 게이트, 플랩 

게이트, 턴 스타일 게이트 등을 통칭하는 Regulate 타입과 튜브(또는 써클) 게이트, 시큐리티 

부스 등의 Control 타입으로 구분된다. 

슬라이딩의 보안 게이트는 넘어가거나 밑으로 출입할 수 없어 높은 보안성을 가지며, 자격 있

는 사람을 따라 무단출입할 수 없다. 중요한 넓이는 유지하면서도 넓은 통행로를 갖고 있는 것

이 특징이다.

공항, 항구, 국경 지역에서 특정 칩이 내장된 전자여권(ePassport)을 바이오인식 시스템과 연동

시킨 제품도 선보이고 있다. 보안강화 및 신속한 입국자 관리는 물론, 무인 운용됨으로써 경제

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는 첨단 보안 게이트다. 

국내기술 _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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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항에 설치된 보안 게이트는 입구에서 출구

까지 여권확인에 걸리는 시간은 10초 미만이다. 

회전문 형태의 원형 보안 게이트는 보안성능이 매

우 우수한 시스템으로 최근에는 사각형틀 모양의 

새로운 디자인이 선보이고 있다. 중앙기둥을 없애고 

천정판 전체가 내부문과 함께 일체식으로 구동하

는 획기적인 제품이 선보이고 있다. 

Regulate 타입이 보안성을 고려하면서도 신속한 통

과에 타깃을 맞췄다면 Control 타입은 신속한 통과

가 요구되는 곳 보다는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장

소에 설치되는 보안성을 보다 강화한 제품군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안 게이트에는 로드 브로커, 타이어 킬러 등

의 대테러방지용 게이트도 포함시키는 경우가 보편

적이다. 

스피드게이트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이 바로 스피드 게이트다. 

보안 게이트는 제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동

시에 무인전자경비 서비스나 SI 사업을 기반으로 하

는 대기업들의 참여가 점차 늘어나면서 출입통제 

시스템 가운데서도 가장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최근들어 보안 게이트의 적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금속구조물 및 창호시공업체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전체 출입통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카드키 시스템의 경우 해킹사건이 발생하면서 보안

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보다 안전한 시큐리티 게

이트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시장 측면에서 보면 현재 시공되고 있는 대부분의 

카드키 시스템은 13.56MHz 대역의 스마트카드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125KHz 대역의 근접식(Prox) 

카드의 경우 추가 수요 정도로만 공급되는 등 스마

트카드 시스템으로 급속하게 대체되는 추세가 올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카드키 시

스템은 출입통제용이 아닌 교통수단, 신용카드, 주

차장관리, 식수관리, 각종 신분증 등 다양도로 활용

될 수 있는 One-Stop 솔루션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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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게이트는 대기업의 본사사옥은 물론 연구소, 중소기업의 사옥, 일반 오피스빌딩으로까지 설치가 

확산되고 있고, 바이오인식 기술과의 접목으로 보안성 향상도 꾀하면서 다른 출입통제 분야보다는 비

교적 순항할 것으로 예측된다. 

스피드게이트는 출입자를 통제하는 수단의 하나지만, 여기에 디자인을 겸비한 제품이 최근의 추세다. 

특히, 최근 건축되는 빌딩이 커트월 등 유리소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시큐리티 게이트 역시 출입통

제 기능뿐만 아니라 건축물과의 디자인 조화를 이루는 제품이 필요하다. 이를 감안해 최근 업계는 제

품을 다양하게 디자인해서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고 있다.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이전 등 공기업 지방이전 사업이 진행되면서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가 중요시 되

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청사에 있었던 방화사건 이후 관공서 등의 출입관리와 스피드게이트 유무는 더

욱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기관 및 연구기관 등 공기업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

다. 또한, 민간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기술 _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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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루버

루버는 보통 많은 통풍이 요구되는 곳에, 외부의 시각적 노출을 줄이고, 햇빛의 차단과 우천

시 빗물의 유입을 막도록 고안 되었다. 

루버의 날개는 보통 45~ 50도 정도 기울어져 있으며, 건물의 설계시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그 이상 기울인 경우도 있다. 

날개의 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알루미늄 외에, 철골 구조물로 절곡과 용접으로 

만들어진 제품도 있다. 

보통 기계실이나, 주차장, 공장 벽체, 아파트 옥탑의 기계실에 적용되어 있으며, 겨울철 동파 

방지로 내부의 미닫이 덧창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으며, 소음의 차단과 단열의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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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루버(SYSTEM LOUVER)는 

이러한 그릴에 기능성을 첨부 하여, 

일반 그릴과는 달리 날개의 각도조

절로 개폐를 조정하여, 계절 변화와 

환경 변화의 대응을 고려 하여 만든 

제품이다. 일반적으로 고정식에 비

해 사용에 따른 기밀성과 개폐 통기

성이 뛰어 나며, 수려한 외관과 튼튼

한 장점이 있다. 

시스템루버는 기존의 고정루버를 

0̊ ~ 90̊  까지 개폐가 가능한 제

품으로 항상되었다.현재 시스템루버

는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빌딩

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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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년 초반의 주상복합의 수요 증가로  오피스텔의 중심으로 에어컨 실외기실도  보급되어,  루버의 

개폐를 통한 효과적인 환기와 겨울철 동파 방지및 방범 기능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건축법 개정으로  "아파트 발코니 별도의 부착물을 설치 할 수 없다"  는 개정으로  발코니 난

국내기술 _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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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수 없으므로  아파트 

설계시  에어컨 실외기룸이  설계에 반영 하여 시스

템 루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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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루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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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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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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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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다

보니 제품의 질은 떨어지고 있

으며 LH공사의 경우에도 10년

이 넘은 기준을 가지고 현장에 

적용하며, 이 기준또한 두께만 

규정하는 방식으로 타 공정에 

KS기준에 많이 못미치고 있다.

기존의 커튼월처럼 A AMA 

(AAMA에는 루버에 때한 기밀, 

수밀 테스트 항목이 있음)를 

따른다거나 새로운 KS기준의 

확립이 절실하다.

이제 시스템루버는 우리의 주

거공간속에 당연히 필요한 건

축ITEM으로 자리잡았다. 이런 

시스템루버가 저가, 저품질의 

제품으로 지속된다면 우리의 

안전 또한 위협 받을 것이다.

실제 시스템루버살의 탈락으

로 인한 낙하사고 및 대피형 

시스템루버의 문짝이 낙하하

는 사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기술 _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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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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 관련 업체들이 갖는 믿음 또한 중요한 요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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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알루미늄을 이용하여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투신방지 난간이 설치되고 있다. 

교량의 주요 난간을 살표보면 다음과 같다. 

• 자살방지난간=교량에서의 투신자살을 방지하고자 개발한 제품. 디자인 및 미관 이전에 인간생명 존중의 

뜻을 담아 개발한 안전난간이다.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 및 자살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

천시에는 대피장소로 사용이 가능

하도록 설계됐다.

• 자전거도로 안전펜스 : 국가적으

로 저탄소녹색 운동이 크게 활성

화되어 있다. 이 중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시설이 자전거도로다. 

대중교통 및 국민건강을 위해 급

성장하고 있는 자전거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다양한 자전거도로 

안전펜스가 개발되고 있다. 자전거도로 안전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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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파제안전난간 : 보령 

죽도방파제 수난사고와 

같은 인명피해를 예방하

기 위해 방파제, 선착장 

등 주요 피해우려시설에 

설치되는 안전시설을 의

미한다. 소방방재청은 관

광지 등의 방파제, 선착장 

신설시 안전펜스, 로프, 

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했다. 안전시설과 위

험안내표지판, 출입통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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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표시와 

함께 차량 통행이 잦은 지

역엔 안전펜스 등 시설을 설치해 사고방지 효과를 

높인다.

• 육교난간 : 육교난간은 추락시 인명피해가 높기 때

문에 특히 안전한 난간의 시공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난간의 높이를 높여 자살방지를 꽤하는 

것은 물론, 디자인적인 요소가 강조되고 있다. 또

한 육교의 경관 조명과 어우러지는 디자인이 채택

되기도 한다.

• 디자인펜스 : 도시미학에 따른 주문제작을 해아

름다운 펜스를 개발 보급하고 있다. 동화나 소설의 

소재 등을 그림으로 표현한 펜스부터 첨단 컴퓨터 

디자인의 펜스까지 다양하다.

국내기술 _ 04

스테인레스 난간

육교 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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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피해를 줄이는 방폭창호

서론

미 국무성의 2006년 테러관련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05년에 발생한 전 

세계의 테러는 11,111건이며 이로 인

한 사망자 수는 14,602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주요 테러대상

국 중의 하나인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경우는 오래 전부터 군 시설물은 물

론 주요 관공서, 공공건물 등에 대하

여 대테러 예방을 위한 규정을 정하

여 시설물의 설계에 반영해 오고 있다. 특히 9ㆍ11 테

러 이 후에는 미 국방부 소유 모든 신축 건물 설계에 

대해 관련 규정의 적용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

한 대책으로 테러의 위험에 노출된 구간에는 방폭제

품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는 건물의 방호설계

에서는 방폭창호의 시공이 필수적인데 일반창호의 

경우 충격에 매우 취약해서 폭발물 테러 시 발생하

는 강한 폭압과 유리파편의 비산으로 인해 건물 내

부 인명에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그 동안 폭발물 테러에 의한 피해사례가 전무

했던 국내의 경우 테러예방 설계에 관한 관심도 적

었고 방폭창호 시스템의 국내 수요도 거의 없으므로 

외국에 비해 제품개발의 필요성은 물론 관련 연구의 

수행 실적도 미미한 형편이었다. 과거 국내에 주둔하

고 있는 미군 기지에서 소량의 대체 수요가 있었으

나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 전량 수입한 후 단순 시

공만 하는 등 방폭창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자각

하지 못하여, 우리나라는 테러의 안전지대로만 인식

하고 지내 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창호 업체들에서 방폭

창호를 FACADE 분야의 새로운 아이템으로 인지하

고 많은 업체들이 방폭창호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2016년까지 완공 예정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서는 모든 건물에 대하여 미 국방부의 테러예방 설

계표준이 적용되어, 방폭창호 시스템의 수요가 약 

2,000~3,000억 규모로 업체들의 이목을 끌고 있

다. 장기적으로는 군시설 및 기지 내 주변 주택을 중

심으로 수요의 증가뿐만 아니라 단순 군 관련 시설 

외에도 화학 단지 및 테러가 우려 되는 정부 주요 시

설 등에도 사용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특히 

2010년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가이드라인’이 제정되

면서 종합병원, 초고층 빌딩 등을 포함한 20,000 

m2 초과 건축물에 대해 향후 폭발피해 최소화 설계, 

피난 및 피해 대비 설비의 계획 등이 점진적으로 적

방폭테스트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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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점차 국내에서도 테러로 인

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설

계를 유도하고 있어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방

폭창에 대한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미군기지와 같은 경우 방폭창호의 현장 적용 

전 각 창호에 대한 구조해석을 요구하고 있고 모든 

보고서에 미국 구조기술사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

나 국내 업체에서는 미국 구조기술사를 보유하고 있

지 않는 실정이므로 현장의 요구대응에 있어서 기술

적, 시간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다. 본고에서는 방

폭창호 엔지니어링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 및 적용기

준을 설명, 요약하여 이러한 국내 여건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본론

건물의 테러대비 설계에 관한 미 국방부의 규정은 

통합 규정인 Unified Facilities Criteria(UFC)를 비롯하

여 폭발 조건에 대응하는 설계하중의 산출을 위한 

ASTM F 2248, 창유리 하중 저항력 산출을 위한 

ASTM E 1300 그리고, 창호 시험품의 방폭성능 평

가를 위한 ASTM F1642 등이 있다. 

기준에 의한 해석이 아닌, 창호시스템의 방폭성능 

인증획득은 시간과 비용이 매우 큰 편으로 많은 시

행착오를 피할 수 없다. 국내의 경우 미 국방부가 인

증하는 시험시설이 구축되지 않아서 대부분 미국에 

소재한 시험기관을 활용해야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

은 더 크다. 

따라서 이러한 시험비용의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는 성능 해석을 통한 설계 검증이 필수적이며, 각 

규정들은 상호 보완적으로 한 개의 규정이 아닌 각

각의 모든 규정에 대한 습득 후에 단계별로 해석해

야 한다.

시설물에 대한 대테러 예방 설계 표준(UFC 4-010-01)

이는 건물의 용도 별로 방어 수준을 정의하고 테러 

위협물(폭발물, 화염무기, 화재, 생화학무기 등)의 중

량, 이격거리 등의 폭발조건을 정의한다. 이러한 폭발

조건은 건물이 통제구역 내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폭

발물의 운반수단(사람, 차량, 배, 소포 등) 그리고 건

물 주변으로의 접근가능 경로(주차장, 일반 통행로, 

철길, 쓰레기통 등)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단지 

내 시설물의 배치, 예상되는 테러위협물의 종류와 

그 이동 수단 등에 따라서 기술한다. 또한 건물의 용

도별 방호수준을 정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 

폭발조건 즉, 폭발물의 중량과 이격거리를 규정한

다.(Figure 1-1, 1-2) 창호시스템의 경우 잠재적 손상

국내기술 _ 05

Figure 1-1.  Standoff Distanced 

 – With controlled Perimeter 

Figure 1-2. Standoff Distanced

                 – No controlled Peri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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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를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방어수준을 정하

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리 두께와 이를 

지지하는 창틀구조의 강성 확보를 위한 설계 요구조

건 등을 정의한다. 앞서 설명 한 것과 같이 UFC 

4-010-01는 건물의 대테러 예방설계에 필요한 최소

한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더 강화된 기준으로는 

PDC Technical Report 10-02를 참고해야 한다.

폭발물에 의한 하중 산정(ASTM F 2248)

ASTM F 2248는 폭발물의 중량과 이격거리에 따라 

발생하는 동하중에 대해 등가정적 하중으로 환산한 

설계하중을 도표로 제공함으로서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하중 산정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는 3-second 

duration equivalent design load(3초간 설계풍압)로 

제시된다.(Figure 2.)

유리의 하중 저항력 평가(ASTM 1300)

ASTM1300은 ASTM F 2248에 의해 산정된 등가정

적하중에 대해 해당 창호유리의 하중 저항력을 평가

할 수 있는 기준이다. 유리의 외형 크기 및 종류(접합

유리의 강화, 반강화, 일반), 두께만으로 유리의 하중 

저항력을 추정 해볼 수 있다. 이는 “Window Glass 

Desing 5”프로그램을 통해 좀 더 빠르게 확인 가능

하며, Figure 3-1, 3-2는 10mm(3/8 inch) 4면지지 

유리에 대한 하중 저항 평가표 및 처짐에 대한 예시

이다.

동적 해석법으로는 미 내무성에 제공하는 WINGARD 

program을 활용한다. WINGARD는 단자유도계 모델

링을 기반으로 창유리의 동적 성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압력-충격량 성능곡선과 예상되

는 위험도 등급을 제시해 줌으로써 실제 인증시험에 
Figure 2. Determinat ion of 3-Second Durat ion 

Equivalent Design Load

Figure 3-1. Non-factored Load Chart for 12.0mm(3/8 

in.) Laminated Glass with Four Sides Simply Supported

Figure 3-2. Deflection Char t for 10.0mm(3/8 in.) 

Laminated Glass with Four Sides Simply Sup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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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필요한 설계사양을 검토해 볼 수 있다.

Window Frame 및 Anchorage 등 창호 시스템에 대

한 해석

 Window frame 및 Anchorage에 작용하는 하중은 유

리의 파손 없이 유리에 가해지는 하중이 100%전달된

다고 가정한다. 각각의 부재들에 작용하는 부재력 및 

반력은 간단한 산식을 통해서도 추정 가능하다. 부재

력에 대해서는 ALUMINUM은 ALUMINUM DESIGN 

MANUAL, STEEL은 국내 강구조 계산 기준에 의해 

해석 가능하다. 또한 미 국방부에서는 UFC 4-010-

01에 근거하여 테러 표준을 만족하는 수치해석 기반

의 프로그램인 SBEDS를 개발하여 CURTAIN WALL 

SYSTEM등 구조물에 대해 DYNAMIC DESIGN(동적설

계)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아래 Figure 

4-1 및 Figure 4-2는 부재에 대한 INPUT DATA 와 부

재 해석에 대한 결과이다.

결론

국내 방폭창호의 시장은 앞에서 언급 한 것과 같이 

용산 미군기지 이전사업뿐만 아니라 중요건물 및 초

고층 건물 등 다양한 건물에 적용이 가능하다. 지금

까지는 방폭성능 인증을 위해 해외의 특정 시험기관

을 통해 실험을 하고, 국내 공사를 위해서도 미국의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통해서만이 현장적용이 가능

하다. 지금도 미군기지 현장에 방폭창호를 설치/시

공하는 업체들은 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구조 해석과 

같은 전반적인 엔지니어링에 대해 미국 등 해외의 인

증기관에 의해서만이 승인 가능 하므로 신속한 대

응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비용과 시간

을 절약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 좀 

더 정확하고 적극적인 성능 검증이 필수적이다. 또

한 국가적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방폭창

호 개발을 위한 국내업체들의 효율적인 제품 생산을 

위해 국내 인증기관 및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저가 경쟁으로 인해 공사포기, 이행시 경영부실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

Figure 4-1. Example – SBEDS input for primary mullion

Figure 4-2. Example – SBEDS results for primary 

mullion

국내기술 _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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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폴리우레탄 단열바

최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건물에너지 소비는 총 에너지 소비량의 약 60%에 달하며, 그 비율은 매년 소폭 상승

하고 있다. 이중 상업용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가 70%,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소비가 30%를 

차지한다. 

정부는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감축을 위해 강도 높은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

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국내의 창호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을 독일 수준으로 맞추고 향후 지

속적인 에너지 효율정책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는 세계 일류 수준의 창호 에너지 소비효율 

국가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에서도 창 및 커튼월의 에너지소비효율 향상을 위한 노력은 뜨겁다. 

미국은 8개지역으로 분류하여 각기 다른 창호 및 커튼월의 에너지효율 기준을 적용하고 있

다. 또한 건축물의 성격에 따라 소재를 사용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주택용 또는 상업용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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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저층부는 PVC창호를 사용한 고효율 창호제품을 적용하고 있고, 상업용 건물 또는 고층 건

물의 경우에는 구조적인 안정성과 디자인이 용이한 알루미늄 창 또는 커튼월을 적용하고 있다. 

알루미늄은 소재의 특성상 열전도율이 매우 높은 금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루미늄이 건축

물의 창과 커튼월의 주요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가공이 용이하고 구조적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알루미늄의 창 및 커튼월의 소재로서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인 단열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

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 폴리우레탄 단열바 또는 폴리아미드 단열바이다. 

최근에는 알루미늄 단열을 위해 사용하는 폴리우레탄 계열의 단열바 적용 방식이 발전하고 있다. 

기존의 폴리우레탄 단열바는 알루미늄과 폴리우레탄의 접촉면이 횡으로 미끄러질 수 있는 가능

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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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 새로운 시스템이 선보였다. 

최근 선보인 'MLP(Mechanical Lock Profile)'은 알루미늄 프로파일과 폴리우레탄의 접착면을 기

계적으로 가공하여 접착강도를 극대화한 방식이다. 

'MLP'는 가공 방식에 따라 ‘블래이더’방식과 ‘랜서’방식으로 나뉜다. 

새롭게 선보인 ‘MLP'는 알루미늄과 폴리우레탄의 구조적 강도를 높이게 됨에 따라 단열바의 두

께를 기존보다 늘릴 수 있어 단열 효율 또한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폴리우레탄 계역 단열바의 세계적인 기업인 미국 아존 관계자는  “새롭게 개발된 단열바 결합방

식으로 단열바를 적용할 경우에 유럽, 미국 및 한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의 창의 단열성능에 

부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단열성능이 우수한 폴리우레탄의 두께를 늘리면 되고, 기계적으로 

폴리우레탄과 알루미늄을 견고하게 결합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열성능 향상이 가능하게 된 것”이

라고 말했다. 

최근 선보인 이들 시스템은 폴리우레탄이 충진되는 부분의 알루미늄 부분을 톱니모양으로 가공

한 후에 폴리우레탄을 충진하는 방식으로 단열바의 구조적인 성능을 크게 높인 방식이다.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에 기존의 단열성능은 유지하면서 기계적인 성능을 크게 높여 "미끄럼“에 

의한 불량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단열성능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폴리우레탄 단열을 두 번하는 방식도 최근 국내에 적용되

고 있다. LH진주사옥의 경우에 알루미늄 단열성능을 높이기 위해 이방식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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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은 한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단열성능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건물의 특징과 규모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누어 단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주택이나 

저층건물의 경우에는 PVC의 사용이 많은 편이며, 상업용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저층부의 경우에

는 PVC의 사용이 많다. 하지만 고층의 경우나 규모가 큰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부분 알루미늄 창 

또는 커튼월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고층부에서의 창의 탈락은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엄격하게 알루미늄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건물의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알루미늄 창이 상업용 건물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단열기준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전역을 8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

른 창 및 커튼월의 단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알루미늄이나 PVC 또는 목재창을 선택할 때 건물의 규모와 지역, 그리고 디자인을 고려

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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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 표지판용 반사지

도로표지판에 사용되는 필름은 재귀반사의 원리를 

이용하여 주야간에 뛰어난 시인성을 제공하고, 특히 

모든 각도에서의 가시성을 극대화 하여 운전자에게 

최적의 교통환경을 제공한다. 

현재 선보이고 있는 도로표지판용 재귀반사 필름들

의 종류에 대해 알아본다. 

반사의 개요

빛의 속성에는 투과, 반사, 흡수의 세가지 성질이 있

다. 이중 반사란 빛이 어느 물체에 비추어졌을때 물

체의 내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그 표면으로부터 

빛이 되돌아 나오는 수동적인 관점을 의미하며 일반

적으로 난반사, 거울반사, 재귀반사로 구분된다. 

난반사는 빛이 거친 표면을 비추었을 때 일어나는 

반사로, 빛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 광원으로 돌아

오는 빛의 양이 매우 적어 물체를 식별하기 어렵게 

된다. 야간에 일반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모든 물체

는 빛을 비추었을때 난반사가 일어난다. 

거울반사는 빛이 유리같이 표면이 매끄러운 곳을 비

추었을때 일어나는 반사로 물체의 표면에 입사하는 

빛의 각도로 반대 방향으로 빛이 반사된다. 

재귀반사는 광원으로부터 온 빛이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다시 광원으로 돌아가는 반사를 말한다. 

어떠한 각도로 재귀반사 소재에 빛을 비추어도 그 

광원의 방향으로 빛을 반사한다. 자동차의 헤드라이

트나 후레쉬 빛을 재귀반사 소재에 비추면 빛을 비

춘 방향으로 되돌아가 광원에 있는 사람이 이를 쉽

게 식별할 수 있다. 

일반 반사지 

일반 반사지는 KS A 3507, ASTM4056의 유형 I에 

해당하는 반사지로 건물 번호판, 옥외광고 및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 반사지는 미세한 유리구슬을 고르게 도포시켜 

균일하고 뛰어난 반사 성능으로 운전자에게 효과적

인 시인성을 제공한다. 일반 반사지는 재단, 인쇄 등, 

각각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종류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세 복제 기술을 이용한 프리즘 

형태의 신제품 또한 출시되어 사용 목적에 맞도록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고휘도 반사지

프리즘형 고휘도 반사지는 KS A 3507, ASTM4056

의 유형 IV에 해당하는 반사지로 도로 이정표지, 교

통안전 표지 및 기타 다양한 교통안전 시설물에 사

용할 수 있다. 프리즘형 고휘도 반사지(HIP)는 기존의 

일반 반사지나 고휘도 반사지가 봉입 렌즈를 사용한 

것과는 달리 미세 복제기술을 이용한 프리즘 방식을 

채택한 반사지로 수 많은 프리즘 결정체를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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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맞추어 정렬, 최상의 반사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모든 도로조건 하에서 운전자로 하

여금 충분한 시인성을 확보 할 수 있게 하여 더욱 안

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한다. 프리즘형 고휘도 반사지 

(HIP)는 다양한 작업환경 및 기후 조건에 서도 뛰어난 

작업성 및 내구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단 및 인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주로 안내 및 이정표지, 교통 안전 시설물, 차량 안전 

및 기타 안전 시설물, 도로명판 등에 사용되고 있다. 

초고휘도 반사지

초고휘도 반사지는 KS3507 및 ASTM4956의 유형 

Ⅴ,Ⅶ, Ⅷ, Ⅸ에 모두 해당되는 반사지로 도로 이정표

지, 교통안전 표지, 도로명판 및 기타 다양한 교통안

전 시설물에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사용되는 반사지

들 중 가장 높은 반사 성능을 가진 제품이다. 초고휘

도 반사지는 3M이 개발한 프리즘형 반사지로 미세 

복제 기술을 이용하여 반사지 내에 입방체 구조 즉 

미세한 프리즘을 형성, 최상의 반사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으로 모든 도로조건 하에서 운전

자로 하여금 충분한 시인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더

욱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한다. 초고휘도 반사지는 

혹독한 작업환경 및 기후 조건에 서도 뛰어난 작업성 

및 내구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단 및 인쇄 등 다양

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형광 광각 초고휘도 반사지

형광 광각 초고휘도 반사지는 일반 도로조건 보다 높

은 시인성이 요구되는 위험지역에 적합한 반사지로 

형광색상을 이용하여 기존의 반사지 보다 야간 및 주

간에 더욱 우수한 시인성을 제공한다. 교통사고율이 

높은 도로,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어두운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특수 안전구역 등에 설치하여 더욱 강한 

시인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기존의 반사지는 주•야간에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

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해뜨기 직전, 해진 직후

에는 시인성이 감소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형광 반

사지는 기존의 반사지가 반사하는 빛보다 더 많은 빛

을 방출하기 때문에 시인성이 낮은 조건에서 더욱 유

리하다. 형광 광각 초고휘도 반사지는 기존의 반사지

들이 정면에서의 휘도 만을 강조한 것에 반해 한층 

더 강화된 광각성을 보유함으로써 실제 도로조건, 운

전조건에 적합한 최적의 시인성을 제공한다.

형광의 특징은 흡수된 빛 에너지 중 자외선의 일부

분을 가시광선으로 바꾸어 방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면 높은 시인성이 요구되는 제품 에 일

반적인 색상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로 교통안전시설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등

에 사용된다. 

국내기술 _ 07

금속창호_2014 여름호 내지.indd   29 2014-06-27   오후 2:00:05



TE
CH

N
O

LO
G

Y

30

제로하우스 구현을 위한 요소 기술

최근 건물의 외피의 핵심 과제

로 떠오르고 있는 제로하우스

에 적용되는 기술은 별도의 설

비를 구축하지 않으면서 에너지

를 절감하는 다양한 기술을 이

용하여 에너지의 소비를 절감하

는 기술을 말한다. 

이 기술이 적용된 건축물은 일

반적인 건축물과 비교하여 약 

50~70%의 에너지 손실을 줄

일 수 있다. 

에너지의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다양한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건축물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

이 제로에너지하우스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제로하우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위치, 형태, 창

의 면적, 단열기술, 기밀성능 등

의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 선진국인 유럽과 캐니다는 최근 석유 가격의 인상과 기후 위기를 계기로 제로하우스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1991년 독일 다름슈타트에서 처음 건설된 제로하우스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의 자연 상태의 에

너지 외에 화석연료로 생산된 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유럽 전체에는 6000채 이상의 제

로하우스가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럽의 제로하우스는 도입 초기에는 높은 건축비 때문에 확산 속도가 느렸으나 최근에는 각종 기술의 

개발과 함께 제로하우스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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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위치 및 창의 형태

건물의 방위는 햇빛이 들어오는 정도에 따라 외부로 내보내야 하는 열에너지를 조절하거나, 빛과 

바람 등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여름에는 동쪽과 서쪽에서 들어오

는 일사량이 남쪽에서 들어오는 일사량보다 약 2~3배 더 많으며, 동향보다는 서향이 더 많다. 이

렇듯 일사량에 따른 에너지 소비 크기는 서향, 동향, 남향 순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서향이나 동

향보다는 남북으로 향한 공간이 쾌적성과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유리하다.

에너지 소비량은 건물이 외부와 만나는 외피 면적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 건물의 외피 면적이 

작을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적다. 외피 면적이 가장 작은 형태는 장단변비 1:1의 정사각형 건물인

데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건물의 창은 벽체에 비해 단열 성능이 약 7~10배 정도 떨어지며 벽체와는 달리 일사량에 따라 

내부 온도가 변하기 때문에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소비량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외피 전체에서 

창호가 차지하는 면적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이 달라지는데, 면적이 크면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는 감소하지만 여름철 냉방으로 사용하는 에너지는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을 보인다. 단순 

에너지 소비량만을 놓고 본다면 외피에서 창호가 차지하는 면적이 작을수록 유리하다. 건물을 처

음 설계할 때 건물의 방위,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창의 면적비를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피 단열 강화

건물의 단열 성능은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여 에너지 소비를 절감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내기술 _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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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각종 제도나 법률적으로 외벽 단열 기준치가 강화됨에 따라 실제 건물에 적용되는 단

열재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는 추세이다. 단열 기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단열 소재

를 더 추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건물 설계 시 내부 면적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다. 

정부 정책에 따라 외벽 단열의 열관류율은 점차 강화되어 제로 에너지 하우스에는 0.1~0.15 W/

㎡K 성능이 필요하며, 이를 일반적인 단열재로 만족시키려면 250~300mm 정도의 두께가 필요

하다. 따라서 효율적인 설계를 위해서는 얇은 두께로 높은 단열 성능을 낼 수 있는 고효율 단열

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진공단열재나 단열 성능이 우수하나 고가형인 에어로젤 등 고성능 단

열재 시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외벽 단열에 있어서는 단열재를 설치할 때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내단열보다는 외단열이 에너지 손실을 더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

구하고 국내에서는 경제성 및 성능에 대한 우려로 인해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

운 상황이다. 각종 법률과 제도가 외단열에 맞게 재정비되어야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창은 외피를 이루는 부분 중 에너지 손실이 가장 큰 부분이다. 창은 단열 성능에 앞서 조망권, 환

기를 위한 개폐 등 다른 성능이 우선시되어 벽체에 비해 단열 성능이 떨어진다.

정부에서는 총 에너지 70%를 절감하는 2017년부터 창호의 단열 성능 기준을 0.8 W/㎡K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1등급 기준인 1.0 W/㎡K 이하를 만족시키는 창이 판매되고 있는

데 로이복층유리가 적용된 이중창 혹은 삼중복층유리가 적용된 단창 등 단열 성능이 우수한 유

리가 적용된 제품들이다. 창에 있어서 단열 성능 외에 기밀 성능도 중요하다. 시스템 창은 기밀 

성능이 우수하나 슬라이딩 창호는 개폐 방식에 의해 기밀 성능이 떨어진다. 따라서 기밀 성능이 

강화된 슬라이딩 창호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일사의 차단

일반적으로 겨울철에는 햇빛을 실내로 잘 투과시키고, 여름철에는 적절히 차단하는 것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데 유리하다. 여름철 일사량은 남향이 가장 적고 동향

과 서향이 많으며, 겨울철에는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건물의 방향 배치는 

일사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겨울철에는 가장 많은 일사량을 받는 남향이 유리하다. 이러

한 일사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창호 외부에 차양을 설치하여 여름철에는 햇빛을 차단하고, 겨울

철에는 햇빛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리는 햇빛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낮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상업용 

건물의 경우 여름철 냉방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차폐 성능이 우수한 유리를 사용하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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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낮보다는 밤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일반 가정에서는 난방 에너지 소비가 많아 빛 투

과성이 좋은 유리를 적용하는 것이 에너지를 절감하는 데 유리하다.

건물의 기밀성능

제로 에너지 하우스에 적용되는 기술 중 기밀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기밀성이란 건물에서 

실내•외로 들어오고 나가는 공기를 막아 주는 정도를 말한다. 건물 시공이 빈틈 없이 잘 되어 기

밀층이 형성되었다면 여름철, 겨울철 외풍을 방지하며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소음을 차단하고, 습기로 인한 곰팡이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일반 단독 주택에서의 기밀 부위는 구조체의 접합부 등이 많은 부위를 차지하나 국내에서처럼 콘

크리트 구조체인 공동 주택 등에서는 창호의 접합부, 콘센트 및 설비 배관부의 접합부 등을 빈틈 

없이 잘 막아 주면 기밀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창호 주위나 배관 

부위에 기밀 테이프를 시공하는 방법 등이 있다.

건물 외피의 녹화

옥상 및 벽면 녹화는 건물의 외벽이나 지붕 등 외부 표면에 식물을 배치하여 겨울, 여름철에 외부 

공기로부터 표면의 온도 상승을 억제해 실내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여

름철 도심의 기온이 교외보다 높아지는 열섬 효과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국내기술 _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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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회관 포디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포디움은 설계자의 디자인 의도를 최대한 살리는데 역점을 두면서도 패시브 수준의 

커튼월이 적용된 친환경 건물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타워부분은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물 형태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포디움 부분은 비정형 곡면 유리로 컨퍼

런스센터를 감싸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적용되었다. 

비정형 건축물에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었다. 특히 유리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기 위해 접합유리 두 장으로 복층유리를 제작하였으며, 바깥면의 접합유리에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

한 'Dot Print' 필름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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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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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t Print' 필름은 저층부와 상층부, 최상층부로 나뉘어 투과율을 달리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 

가시광선의 투과율을 높였다. 

한편 비정형 포디움을 완성하기 위하여 국내 최대 크기의 Cable-net Wall이 적용되었다. 3D 곡면유

리는 유럽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적용하였다. 

에너지 효율에 초점을 맞추면서 디자이너의 의도를 최대한 살렸다는 측면에서 이 프로젝트는 향후 

국내 비정형 건축물의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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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the Aiguille du Midi 산 정상의 테라스에 the Chamonix Skywalk 라는 유리 전망대가 세워졌다.

이 시설은 그랜드캐년의 유리복도에서 착안했다고 한다.

극한의 전망대, 유리와 금속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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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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mm의 유리와 금속만으로 제작되

었다.

이 유리전망대는 시속 220km의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처럼 최근들어 극한의 조건에 설치되는 전망

대가 증가하고 있다. 전망대의 특성상 경관을 조

망하기 위해 유리와 금속의 사용이 필수다. 

유리와 금속으로 이루어진 극한의 전망대들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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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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itute Location : Vibhavadee, Rangsit Road, Bangkok

Completion : 2009 Client : Chulabhorn Graduate Institute

Land Area : 18,988 sqm. Building Area : 24,900 Sqm.

Structure Engineer : Arun Chaiseri Consulting Engineers Co.,Ltd.

Contractor : Voravisith Co.,Ltd.

차양막을 이용한 공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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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은 유리를 이용한 난간이 주목을 끌고 있

다. 접합, 강화유리를 사용한 유리 난간은 디자이너

들의 상상력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며, 안전성을 갖추

고 있기 때문에 시공이 간편한 다양한 시스템들이 

선보이고 있다. 

유리난간은 계단뿐만아니라 발코니 등에 주로 사용

되고 있다. 유리난간은 가정집에서도 다양하게 사용

이 가능하고, 상점이나 쇼핑몰 등 상업공간에서 다

양한 디자인을 연출하며 사용되어지고 있다. 

또한 안전성이 요구되는 수영장등에서도 그 사용범

위가 넓다. 

최근 유럽에서 선보이고 있는 유리 난간은 대부분 

규격화가 되어 있어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 이미 제

작되어 있는 자재를 활용하여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

하다. 

유리난간은 최근에 선보이고 있는 많은 소재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연출이 가능한 소재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유리의 단점중에 하나인 파

손에 대한 충분한 대처가 선행되어져야 한다. 

유리를 난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강화유리를 접합

하여 사용해야 한다. 유리난간의 파손은 인명피해와 

직결되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적용되고 있는 모든 유리난간은 강화와 접

합이 필수다. 

유리의 파손은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유리난간을 제조, 시공하는 업체들은 다양한 방법

유럽의 유리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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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이미 시공되어진 유리난간에 대한 사후 조사는 물론 

세계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모든 규격들을 만족시키

기 위해 유럽의 난간제조업체들은 노력하고 있다. 

유리난간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모양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투명한 성질로 인해 개방감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다양한 설치방법이 개발되어 시공성 또한 

다른 난간시스템에 비해 뛰어나다. 

유럽의 유리난간은 규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든지 주문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유럽의 경우 자정 

전에 주문할 경우 다음날 설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

을 구축하고 있다. 수출의 경우에도 주문 다음날 선

적이 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소비자의 요구에 대처하

고 있다. 

유리난간은 스테인리스 스틸, 알루미늄, 유리, 목재 

등의 틀과 함께 시공이 가능하여 건축물과의 조화

를 최대한 구현할 수 있다. 

스테인리스는 다양한 강종이 있다. 유리난간에는 주

로 304, 316 그리고 2205 계열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304, 316 계열의 스테인리스 스틸은 주로 내부용 유

리난간에 적용되고 있다. 이 강종은 내부의 난간 사용

에 있어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강종은 사

람의 손에 의한 접촉에 강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2205 강종은 내구성이 매우 강한 강종이다. 제조업

체들은 2년간 내구성에 대한 보증을 하고 있다. 이 강

종은 기후에도 매우 강한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로 외부에 사용되는 유리 난간에 적용되고 있다. 

스테인리스 강종은 흡집에 매우 강하기 때문에 사후 

관리도 쉬운편이다. 

강하면서도 가벼운 소재로 알루미늄은 수많은 건축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알루미늄은 기후에도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부 유리난간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게다가 알루미늄은 다양한 모양

으로의 제작이 용이하기 때문에 건축가들로부타 사

랑받는 소재중에 하나이다. 

세척은 부드러운 스폰지와 비누로 한다. 

저렴한 가격의 유리난간을 원할 경우에 징크가 사용

되어진다. 성형이 쉽고 가격이 저렴한 징크는 유리난

간의 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기후에 산화작

용을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적용 전에 이를 고려

해야 한다. 

따뜻한 물을 사용하여 세척해야 한다. 

유리난간은 금속 외에도 목재와도 완벽한 결합을 이

룬다. 자연친화적 목재는 유리와 매우 잘 어울리는 

소재중에 하나이다. 

목재를 사용한 유리난간은 주로 휴향지에 적용되고 

있다. 다양한 가공방법으로 목재를 사용한 유리난간

도 다양한 디자인의 연출이 가능하다. 

목재유리난간은 전용 세제를 사용하여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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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시스템에 기반한 가변형 커튼월 외피구조

주식회사이건창호, 쌍용건설주식회사

본 발명은 벽식 또는 라멘구조로 시공되는 다층 건물의 외피구조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모듈프레임구

조로 외피를 구성함으로써 창호모듈과 단열패널모듈의 다양한 설치 조합을 통해 재실자의 다양한 요구에 적절

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물로 간단하게 커튼월 외장효과를 줄 수 있는 외피구조에 관한 것이다.

건물의 외피는 주로 벽이나 창으로 구성된다. 도 1은 종래의 다양한 건물 외피에 대한 개요도인데, 종래에는 벽체 

개구부에 창호를 장착하거나, 커튼월로 조립 설치하거나, 이중외피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건물 외피를 완성했다. 

하지만 이러한 종래 외피구조는 일괄적인 형태로 설치되기 때문에 다양한 입면 구성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미려한 외관 확보를 위해 커튼월 방식이 주로 적용되었는데,  종래 커튼월 방식은 파스너 등의 

앵커를 이용해야 하여 설치작업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벽식구조에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본 발명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건물의 외피를 구성하는 기본 프레임을 다양한 가변을 수용할 수 있는 모듈 방식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건

물 입면에 다양성과 기능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건물의 외관 향상을 이끌 수 있다. 특히 벽식구조물에도 

간단하게 적용하여 커튼월 외장효과를 이끌 수 있다.

둘째, 외피를 구성하는 기본 프레임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되는 또 하나의 프레임 구성을 통해 입체적인 건

물 외피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입체적 외피구성을 통해 건물 내부 공간의 부분적 확장 및 외부 공간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모듈화된  기본  프레임에  다양한  

기능성  부자재(난간,  선반  등)를  용이하

게  탈부착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공간 재실자의 사용행태에 따른 다양한 

기능성을 부여할 수 있다.

넷째,  마감과 단열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외장 단열패널을 이용하기 때문에 

용이하게 외단열 구조로 완성할 수 있어 

건물의 단열성능 확보에 유리하다.

다섯째, 외피를 구성하는 프레임을 파스

너 고정방식이 아닌 인입식 고정방식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 작업성과 설치 안

정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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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착식 이중외피시스템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지구 온난화에 의한 이상 기후 현상의 심화로 건물의 

에너지 절약 방안이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방안으로써 이중외피구조 시스템(Double Skin 

Envelope System)과 같이 건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양한 디자인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외피구조는 최근 신축되는 친환경 

건축물에는 상당수 채용되고 있으나 기존의 건축물의 

경우 단일유리를 사용하거나 페어글라스를 이용한 단

일창으로 시공되어 있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는  외부창호에  의한  열손실을  방지하

기  위한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창'에  대한  열관류

율  규제는 1987년 7월 21에 처음으로 건축법 시행규

칙 제19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을 위한조치]  3항

에 신설되었으나,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창(복층유리)

의 열관류율(단위:Kcal/h)  규제치는 중부지방의 경우 

2.9인데,  이러한 수치는 공동주택 측벽의 0.4  이하,  

거실의 외벽 0.5  이하에 비하여 현저하게(약 6배 정

도)  완화되어 있다.  이러한 규제는 2000년도 이후에 

창틀 및 문틀의 종류별로 열관류율을 규정할 때까지 

적용됨으로써, 이미 시공되어 있는 대부분의 외부창

호는 단열성능이 매우 취약하여 에너지손실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의 건축물에 이중외피구조를 적용

하여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으나 기존의 

창호를 철거하고 새로운 이중외피구조 시스템을 적용

한다는 것은 상당한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바 비

경제적이며, 시공 기간 동안 건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불편함이 따른다.

본 발명의 구성에 따른 기술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창호에 탈부착으로 설치할 수 있는 이중

외피시스템을 제공하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창호에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이중외피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간편하게 난방 

및 냉방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둘째, 부착된 이중외피시스템의 상부와 하부를 연통하

는 환기수단을 제공하여 이중외피 내부공간의 더운 

열기를 실내로 발산할 수 있도록 하여 실내외 온도차

에 따른 결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필요에 따라 환기도어(150)를 개방함으로

써 이중외피창(200)과 기존 창호 사이의 공간 내부의 

공기를 실내로 환기시킬 수 있어 결로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기존 창호와 부착된 이중외피시스템 사이에 블

라인드 등을 설치하여,  단열성능을 향상시키면서 가

시광선을 조절함으로써 실의 내부에 별도의 블라인드 

등의 설치를 대체할 수 있다. 

넷째, 기존 창호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이중외피시스

템 구축에 필요한 경비와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기존 창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내측

에 이중외피시스템을 간단하게 부착할 수 있어 이중외

피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특허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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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자어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어음의 의무발행 대상

자를 확대하고, 기업의 결제 편리성과 금융비용 절감을 위하

여 어음금액을 일부 금액으로 나누어서 배서할 수 있는 분

할배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자어음의발행 및 유통

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730호, 2013. 4. 5. 공포, 

2014. 4. 6. 시행)됨에 따라 

•  전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 법인사업자의 범위를 직전 사업

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로 정하고, 

배서인이 분할 후의 수개의 전자어음에 번호를 부여하는 방

법에 관하여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

여 각각의 전자어음에 분할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서로 

다른 번호를 붙이도록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법제처제공>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시행령 개정령(대통령령 

제25064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전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 법인사업자) 법 제6조의2

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제8조의3(전자어음의 분할배서)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배

서인이 분할 후의 수개의 전자어음에 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

는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각각의 전자어음에 

분할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서로 다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

• 법률

제6조의2(전자어음의  이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및  직전  사업

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법인사업자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

로  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전자어음의  분할배서)  ①  「어음법」  제12조제2항에

도  불구하고  전자어음을발행받아  최초로  배서하는  자에  

한하여  총  5회  미만으로  어음금을  분할하여  그 일부에  관

하여  각각  배서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된  각각의  전자어

음은  제7조에  따른 배서의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서를  하는  자는  배서하는  전자어음이  

분할  전의  전자어음으로부터 분할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

다. ③ 분할  후의  전자어음은  그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분할  전의  전자어음과  동일한 전자어음으로  본다. ④ 분할된  

전자어음에  대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분할된  다른  전자어

음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배서인은  분할  

후의  수개의  전자어음이  구별되도록  다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  번호  부여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분할  후의  어느  전자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때에는  분

할  전의  전자어음은  그 잔액에  관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⑥ 전자어음의  발행인이  전자어음면에  분할금지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의  기재를  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제23조  (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에  따른  전자어음  이용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자어음거래  기록

의  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약관의  설명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통보를  하

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

수한다.

• 시행령

제8조의2(전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  법인사업자)  법  제6조

의2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사업연도 말

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4.6.] [대통령령 제25064호, 2014.1.7., 일부개정]

금속창호_2014 여름호 내지.indd   46 2014-06-27   오후 2:00:21



472014_여름호 금속구조물&창호공사기술정보

정책뉴스

1. 공사의 분리발주 활성화(영 제77조)

 o  분리발주 가능공사의 구체적인 기준을 안전행정부장관

이 규정

 o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 분리 계약의 가능 여부 검토 

의무화

 o 수의계약을 위한 분할·분리발주 금지

2. 공사를 물품으로 잘못 발주하는 관행 개선(영 제2조)

 o 시설공사, 물품제조·구매, 용역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 계약목적에 부합하는 발주방식 판단기준 마련

 •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및 기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

고 있는 공사

 •  제조 :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내자물품과 국외에

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외자

   물품을 시설공사를 하지 않아도 그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

 •  용역 : 건설기술용역 등 시설공사를 하지 않고 물질적 재

화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것

3.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는 범위 확대(영 제30

조)

 o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 2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4.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대상 축소(영 제54조)

 o 여러차례 분할해 계약 이행시 이행 완료된 부분은 제외

5. 공동수급체의 입찰무효 범위 명확화(규칙 제42조)

 o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일부 구성원이 입찰무효

인 경우 해당 구성원만을 입찰무효로 함

6.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청문절차 명문화(규

칙 제77조)

 o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 

행정처분에 대한 공정성과 적정성 확보

 ※ 입법예고 기간 : ’14. 5. 2 ~ 6. 11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IBK 제휴카드가 회원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KOSCA는 지난달 중소기업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회원사에 다

양한 혜택과 실용적인 서비스를 주는 제휴카드를 ‘포인트 집중

형’과 ‘세무지원형’ 등 두 가지 형태로 발급했다.

제휴카드의 특징은 유형에 따라 △사용금액의 0.3∼0.5% 포인

트 적립 △대출금리 및 환율 우대 △부가세 환급지원 △금융자

산 현황조회 등 여러 부가서비스가 제공되며, 신규회원의 경우 

입회비를 카드로 낼 경우 2∼3개월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다. 

카드 발급을 원하는 회원사는 KOSCA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협회로 우편송부하거나 가까운 IBK기업은

행 또는 기존 거래 지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KOSCA 관계자는 “제휴카드는 일반카드와 비교하면 보다 많

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해 회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차

원에서 출시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며 “

앞으로도 회원사의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

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KOSCA, IBK 제휴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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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분포 현황

전국(정회원)   2014년 5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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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3 605 235 168 207 167 146 101 1,044 225 244 312 218 341 324 339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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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3년 5월 22일 박대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3년 11월 19일 조

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

(2013.12.6)에 각각 상정되었고,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정무위원회(2013.12.10.)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전문위

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

부되었음. 

나. 제3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4.4.25)

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4.4.28)에서 법

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

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수급사

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하도급

대금의 지급 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일부 원사업자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하도급대금 지

급보증을 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하도급분쟁조정협

의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협의회의 운영에 소요

되는 경비의 국가보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공

정거래위원회의 내부지침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

내로 명시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지급보증 예외사유가 소멸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는 등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대한 입법미비를 보완하는 한편, 하도

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의 분쟁 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기업자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인 해당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의 경우 시

공능력평가액 공시일 이전에는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을 적

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

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를 구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분기준 중 현행

의 “해당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으로 변경함(제2조제2

항제2호).

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게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지급수단이 어

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

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대금지급보증을 하도록 함(제13조의2

제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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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 회   일 정

2014년 4/4분기 세계 주요 건축박람회 일정

박람회명 전시장 규모 전시품목

10월

나고야 건축 종합 박람회
NAGOYA 2014

http://www.chukei-news.
co.jp/kenchiku/

2014.10
NAGOYA TRADE & 

UNDUSTRY CENTER

1,838sqm

300여개 부스 

참가

45,000여명 

참관

목재, 단열재, 방음재, 방수·방습재, 합판 제품, 기초재, 구조재, 

집성재, 거푸집재, 외장재, 내장재, 지붕재, 바닥재, 천정재, 타

일, 유리, 벽돌, 석재, 도료, 샷시, 창·창틀, 현관 문, 실내 문, 개

구부 유니트, 건축 공금도구, 내진 쇠장식, 접착제, 방식재, 방부

제, 방수재, 바어 프리 건재, 부자재, 수입 관련 건재 그 외 

추계 광주 종합 무역 박람회 
(CANTON FAIR) http://

www.icecf.com/ 
www.21cantonfair.com

1차: 2014.10
2차: 2014.10 
3차: 2014.10

Pazhou Complex 

540,000sqm

12,000업체 참가

200,000명 참관

건축재료, 인테리어재료, 욕실용품, 조명기구, 전기, 전자제품 대

형기계 및 설비, 소형기계,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부품, 화공

제품, 철물, 공구, 차량(실외), 공사용 기계(실외), 기계설비, 전자

소비품, 컴퓨터 및 통신제품, 조명제품,  위생설비, 수입전시구 등

불산 세라믹
http://en.cerambath.org/

2014. 10 
China Ceramics Industry 

Headquarters (CCIH) 
China Ceramics City 

(CCC) 
Foshan International 

Conference & Exhibition 
Center

2000여 업체 

19,300여명 참관

각종 타일, 세라믹, 위생용품,세라믹 가공재료, 화학재료, 광택

제, 내화물질, 관련장비 및 기술

동경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박람회

www.jma.or.jp/jhbs/en/
index.html

2014.10 
TOKYO Big Sight

600여 업체 

1,050 부스 

100,000명 참가

각종 건자재, 타일, 마감재, 인테리어, 리폼 장비, 설비, 시스템, 

보안시스템, 공구, 철물류 등 

이태리 볼로냐 건축 박람회
www.saie.bolognafiere.it

2014.10.22 - 10.25 
Bologna Fiere

230,000 sqm 

1,900 업체

건축 관련 원부자재, 건축기기, 컴퓨터 제어기기, 빌딩제어기기, 

빌딩전기설비, 통제시스템, 개보수 장비 등

버밍햄 건축 박람회
Interbuild 2014

http://www.interbuild.com/

2014.10 
National Exhibition 

Centre

40,000 sqm 

972 업체 참가 

44,624 여명 

참관

The Bathroom Show, The Domestic Heating & Plumbing 

Show, Structural Building, Doors, Windows & Facades, Plant, 

Tools & Woodworking, Total Lighting, The Electrical Show, 

Building Interiors & Flooring etc

독일 뒤셀도르프 유리산업
www.glasstec.de

2014.10.21 - 10.24 
Messegelaende 

격년개최

64,000sqm 

1,100여 업체 

50,000명 참가

유리원료, 컨설팅, 유리마감처리기술, 유리산업용장비, 유리제

조, 유리가공, 유리제품, 제어계측기술, 대체품, 서비스, 공구

독일뒤셀도르프(에센)
알루미늄박람회

http://www.aluminium-
messe.com/

2014.10.07 - 10.09    
MESSE Dusseldorf

60,000sqm 

900업체 

18,000 참관

주조, 주물, 모든 알루미늄 주물 - 제품 솔루션 

표면, 디자인 기능성 - 알루미늄의 표면 처리 

제품생산을 위한 장비 및 기술 

용접 및 연결, 알루미늄과 태양 건축-지속 가능한 솔루션 

마그네슘 지역 배달 및 마그네슘 소재의 개발을위한 통합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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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대 임원 및 운영위원 명단

고문 (주)국영지앤엠 최재원

   서광강건(주) 홍경식

   (주)대일휀스 이봉기

회장 (주)동우자동도어 김병우

부회장 (주)성산엔지니어링 정지호

   현대안전산업(주) 전태환

   (주)성원기업 홍영택

기획위원 성보건업(주) 박기로

재무위원 창일산업개발(주) 박종철

기술연구위원 (주)선진에이엔에프 이사철

서울 (주)동양에이엘 강헌묵

   신광에코로드이엔씨(주) 김학렬

   (주)화랑월드 김홍선

   (주)국제이엔씨 손해원

   동국유리(주) 안명근

   한판유리(주) 이성우

   창화엔지니어링(주) 장오성

   매크로드(주) 최은철

부산 (주)금맥공영 김정조

대구 서울건업(주) 권대일

인천 (주)형제종합안전공사 성락기

광주 새양금속(주) 한태인

대전 (주)보한 권성섭

울산 송원기공(주) 이용주

경기 용성산업개발(주) 박용래

강원 (주)거성건설 허천강

충북 (주)조은건설산업 이학수

충남 (주)제일건업 강일환

전북 (유)엘제이건설산업 이동준

전남 (주)성원엔지니어링 고성수

경북 (주)신영개발 신근철

경남 (주)영진사 노인호

제주 태화산업건설(주) 황용호

감사 (주)현대스틸앤씨 임은호

금속구조물·창호공사 

■ 천정·건식벽체·강제벽체·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호울타리·휀스·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음벽·방음터널·

교량안전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로교통안전시설물·신축이음·교량받침 등의 공사

■  창호공사·발코니창호공사·외벽유리공사·커튼월창호공사·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자동

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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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