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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추석이 지나고 나니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출근길 바람도 이제는 제법 서늘하게 느껴진다. 서

늘한 날씨만큼이나 건설 경기에 부는 바람도 여전

히 차갑다.

최근 정부가 9월 1일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장기 침체에 허

덕였던 건설사들은 건설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

만, 본격적인 회복을 전망하는 것은 아직 성급하다

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정부 등 공공기관 공사 대부분이 상반기에 

집중돼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공사 발주 물량 자체

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건설은 1970∼80년대 산업화의 고도

성장으로 인해 그야말로 급성장했다. 그때만 해도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

게 됐다.

그 시기를 거쳐서 1990년대 중반, 건설업에 종사했

던 기술자들과 임원들이 하나둘씩 건설회사를 설

립한 사례가 많았다.

건설업 간판을 걸고 2000년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 

건설업자들은 그리 밥 굶는 경우가 드물었다. 하지

만 지금 지금은 손가락을 빠는 신세라고 들 한다. 

이 같은 상황 탓에 불과 1년 동안 전문건설업체가 

급감하고 있다. 자진 폐업이나 부도로 문을 닫는 것

이다. 그간 건설업체가 과다하게 우후죽순처럼 생

겨났지만 이렇게 업체가 급감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먹고살기 힘들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건설업의 침체는 곧 서민에게 부는 한파와 같다. 전

문건설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약 100만 명에 달한

다. 건설업 전체가 불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 그 

여파는 누구에게 갈 것인가?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전문건설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정부는 대형공사들에 대한 공동도급제도를 지금보

다 더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바꿔 전문 업체들에 수

주 기회를 넓혀야 한다. 또 복합공사의 업종 간 분

리발주로 입찰 수량과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

이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이 전문건설업체의 활성화를 통

해 서민의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강일환
㈜제일건업 대표

충남운영위원

안녕하세요

권두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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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가스 배출과 자연환기를 위한 배연창

화재시 연기로 인한 질식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배연창이 설치되고 있다. 배연창은 연기의 배

출을 위해 화재시 자동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기존의 창과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조화를 이루는 미

려한 배연창이 주목을 끌고 있다. 

창을 자동으로 작동하기 위한 모터 장치를 최대한 미려하게 제작하여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 

또한 배연창은 화재시 뿐만아니라 평소에 실내 공기의 자연 환기를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현장시공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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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검색대

1. 스피드게이트

2. 보안검색대

3. 차량 차단기

시리즈, 시큐리티 게이트-2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연이어 일어나고 정보유출 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서 보안에 대

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항시설이나 관공서, 연구소 등에는 일반적인 형태의 스피트게이트에서 보다 보안을 강화

한 형태의 보안게이트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다. 

보안게이트는 출입통제시스템과 연계되어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보안게이트는 장애인 및 VIP를 위한 출입Gate의 추가 설치 및 문형 검색대와 도난방지시스템, 

X-Ray 투시기 등 각종 탐지 장비와 연계되어 설치되고 있다. 

공항과 항구, 국경지역에서 입국자 관리를 할 수 있는 보안게이트는 특정 칩이 내장된 여권을 비

롯하여 지문, 동공, 안면 등 생체인식시스템을 연동시켜 보안성과 신속한 관리가 가능하다. 

보안검색대는 일반적인 Regulate 타입의 보안게이트가 보안성을 고려하면서도 신속한 통과에 타

깃을 맞췄다면 보안검색대 타입은 신속한 통과가 요구되는 곳 보다는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장

소에 설치되는 보안성을 보다 강화한 제품군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보안게이트 시장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 세계 보안시장은 부진하지는 않을 것이며, 일부 몇몇 지역시장 

및 수직시장만이 성장을 멈추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됨. 보안업체들이 경기 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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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조건 속에서도 기민하게 움직이고 신흥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면 2010년 이후 다시 고성

장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평균 약 7%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보안시장은 2012년 1,18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장 큰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은 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인데, 이들 지역의 보안시

장은 대부분 저개발되어 있다. 제품 수요를 일으키는 요인은 대체로 활발한 경제 환경, 신사업 형

성, 외자 투자 활동, 도시화 증가로 인한 사회적 긴장과 범죄 증가, 중산층의 증가 등이다.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은 가장 큰 판매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이다.

2012년까지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1위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보안기기 시장이 될 것으로 예

상됨. 터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등 볼륨이 낮은 시장의 성장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유럽, 서유럽, 아시아는 각기 다른 발전단계를 보이고 있다. 서유럽은 높은 시장침투율을 보이

는 선진시장으로 안정된 반면 성장률은 낮다. 중유럽은 개발시장으로 중간정도의 시장침투율과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개발시장이지만 낮은 시장침투율을 보이고 지금껏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향

후 성장잠재력을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비교 시장침투율인데, 중국의 경우 시장침투율이 서유

럽의 6%에 그쳐, 중국이 궁극적으로 서유럽의 시장침투율에 도달한다는 가정을 할 때, 엄청난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다. 

국내 보안게이트 현황

일반적으로 출입통제시장 가운데 지문인식 도어록과 주차관제 시스템, 그리고 시큐리티 게이트 

분야는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지문인식 시스템은 전반적인 가격하락과 

함께 편의성이 대중들에게 어필하기 시작했고, 주차관제 시스템은 ‘무인화’로의 시스템 교체와 차

량번호인식 시스템 등의 기술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운다. 특히, 시큐리

티 게이트는 제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동시에 무인전자경비 서비스나 SI 사업을 기반으

로 하는 대기업들의 참여가 점차 늘어나면서 출입통제 시스템 가운데서도 가장 큰 폭의 성장률

을 기록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전체 출입통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카드키 시스템의 경우 최근 칩셋에 대한 해

킹사건이 발생하면서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게 올해도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기술 _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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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인식 분야의 경우 전자여권 시스템에 지문정보가 제외됨에 따라 국내 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으며, 그 여파가 올해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유럽연합은 전자여권에 지문정보를 수록할 예정

이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홍콩 등은 이미 지문정보를 수록한 상태여서 전자여권과 관련

된 경쟁에서 국내 업계는 후발주자로 점차 밀려나고 있는 형국인 셈이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의 

경우 수출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어 해외시장 개척에 좀더 적극 나선다면 상황이 호전

될 가능성도 일부에서는 제기하고 있다.  

다앙한 형태의 보안검색대 시설물

보안검색대는 주로 항공 항만

등의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보안게이트와 함께 수

하물을 검색하는 장비가 결합

되어 설치되고 있다. 

최근 선보이고 있는 수하물 

검색 장비들은 화물만 검색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공항

내 출국자 보안검색 지점에서 

기내 탑승객의 휴대용 수하물

에 은닉돼 있는 폭발물을 탐

지하기 위해 고안된 최첨단 장비다.

슬라이딩 방식의 보안검색대는 넘어가거나 밑으로 출입할 수 없어 높은 보안성을 가지며, Anti-

Tailgating 시스템으로 자격 있는 사람을 따라 무단출입할 수 없다. 중요한 넓이는 유지하면서도 

넓은 통행로를 갖고 있는 것이 시스템은 중요한 특징이다. 

보안검색대의 주요 설치 장소인 공항, 항구, 국경 지역에서 특정 칩이 내장된 전자여권(ePassport)

을 바이오인식 시스템과 연동시킨 제품은 보안강화 및 신속한 입국자 관리는 물론, 무인 운용됨

으로써 경제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다. 

입구에서 출구까지 여권확인에 걸리는 시간은 단 9.5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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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의 기본틀을 탈피 사각형

틀 모양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구성된 보안게이트도 선보이

고 있다. 사각형틀 모양의 보

안게이트는 중앙기둥을 없애

고 천정판 전체가 내부문과 

함께 일체식으로 구동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밖에 16조의 센서 구성으로 안전성과 보안성이 탁월한 제품도 선보이고 있다.. 유리의 높이 조

절이 가능하며, 자체 UPS 내장으로 정전시 운영이 가능하다. 특히 LED를 이용한 고품격 디자인

은 설치시 분위기를 한층 고급스럽게 만드는데 일조한다. 

국내기술 _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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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월의 차양장치
트렌드와 종류별 검토사항

차양장치라 함은 건물 실내로 유입되는 일사를 차단 혹은 조절하는 장치로서, 창의 실내 측에 설치하는 

내부 차양장치(베네시안 블라인드, 롤스크린 등)와 창의 외기 측에 설치하는 외부 차양장치(선스크린, 블

라인드, 어닝, 고정식 돌출차양 등)으로 분류된다.

커튼월로 시공되는 건축물의 

경우 주로 외부 차양장치인 

고정식 또는 가동식 돌출차

양으로 수직루버 또는 수평

루버의 형태로 설치된다. 외

부에 주로 설치되는 루버는 

도금강철, 산화되거나 페인트

칠한 알루미늄, 목재, 리브 유

리를 주재료로 사용한다. 특

히 건물의 외부에 설치됨으

로써 실내로 유입되는 직사

량을 조절하는데 효과적이

다. 태양의 고도가 낮아 일사

의 유입이 비교적 낮은 동, 서

향의 방위에는 수직루버의 

형태로 설치하고 태양의 고

도가 높은 남측에는 고도차

에 의한 수직각도를 막아주

기 위하여 수평형태의 루버

가 효과적이다. 

루버 블레이드의 크기는 커

튼월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

<스크린형 수평 루버> 

<스크린형 수평 루버> 

<단일형 루버와 
스크린형 루버의 비교>

<수평형 루버 깊이와 폭>

금속창호_2014 가을호 내지수정.indd   10 2014-10-10   오후 5:44:41



112014_가을호 금속구조물&창호공사기술정보

며 주로 150mm~300mm가 많이 사용되며 500mm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루버 블레이드는 타공을 

통하여 외부시야 확보를 추가적으로 해줄 수도 있다. 또한 고정형, 수동형, 전동형, 자동형태의 4가지 형

태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현재 고정형태의 루버가 대부분이다. 고정형태의 루버는 일사의 입사 각도에 따

라 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효과적인 차양 효과를 볼 수 없는 이유로 적정 제어를 위해서 가동형 루버 형

태가 활성화 되어 지고 있고 블레이드의 각도조절이나 프리즘방식으로 실내로 유입되는 입사각을 최적

으로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어의 효율을 위해서는 자동제어 형태가 가장 효과적이며 최근 외부 시

야확보를 위해 전동 개폐가 가능한 제품도 등장하고 있다. 

수평형 루버는 태양의 입사각을 고려하여 내부에 직사광이 들어오지 않도록 적절한 깊이와 개수를 선정

해야 한다. 단일 매스형 루버가 적설하중과 풍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두꺼운 구조를 필요로 하는 반면, 

개방적인 스크린형 수평 루버는 적설하중 및 풍압이 작게 작용하는 이유로 보다 가벼운 디자인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스크린형 수평 루버는 상승하는 더운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자연환기 및 통풍

에 유용한 차양 방식으로 설계 기술과 비용억제가 감안 되어야 한다.

국내기술 _ 02

<수직 고정형 루버> <수평 고정형 루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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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역사만큼 오랜 시간 원형적 형태로부터 현대적 파사드 디자인으로 진행된 것이 루버 방식이

었다면, 블라인드도 20세기 일찍 시작하여 복층유리 내부 또는 실내에 장착되어 있다.

태양 에너지의 조절은 가장 외부에서 할수록 효율성이 높다, 따라서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복층

유리 내부에 자동·수동 방식의 블라인드를 삽입한 제품을 선보여 왔고 국내에도 도입되었다. 

그러나 외국처럼 가벼우면서 내구성과 외관이 좋고 반사성능을 가진 첨단소재의 개발은 과제로 

<복층유리 내부 블라인드>

<수평 고정형 루버> <실내 수직 전동형 루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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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고 실내 블라인드의 경우도 마찬

가지이다.

유리는 복층유리 내부에 방사성능을 

사진 필름을 장착하여 3중 복층의 효과

로 0.5~0.6의 U값을 얻는 히트미러 방

식이 아직도 최고의 제품중 하나지만 

내구성 등에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고, 

동남아에서는 오래전부터 히트미러 필

름을 유리사이에 접합유리화하여 G값

을 낮추는 용도로 적용해왔다. 또한 최신 경향으로는 태양열을 조절하는 (Sun Control) 계열의 차

폐코팅전기조절(electrovoltaic)제품과 열감음필름의 등장이다.

아무튼 기후가 아열대화하면서 난방부하뿐 아니라 냉방부하도 해결해야하는 과제가 새롭게 대

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다양한 솔루션에 대한 ‘정공법’의 대처, 실내조명, 거주자 심리 

등 친자연, 친환경의 모든 요소를 감안한 종합적 대책이 기대된다. 규제안 시간에 쫓긴 부분적인 

검토와 결정은 비용, 효과면에서 ‘옥상옥’의 부작용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데 업계의 높은 관심과 

주의가 절실하다 하겠다.

국내기술 _ 02

<실내 블라인드>

<히트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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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잡는 ‘내화건축자재’ 

화재 사고가 일어났다. 연이

어 지하철 방화 사건도 발

생했다. 모두 좁은 공간에

서 불이 났고 10분이 채 되

지 않아 초기 진압되었다. 

그러나 한쪽은 실내 자재가 

타면서 유독가스가 퍼져 다

수의 사망자를 발생시켰고 

다른 한쪽은 검게 그을린 

기자재를 제외하고 한 명의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 되었

다. 그 이유는 내부 벽체와 

바닥, 의자 등이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소재였기 때문

이다.

 

화재를 비롯해 2차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안전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

운데 불에 강한 ‘내화건축자

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내화건축자재로는 세라크울, 미네랄울, 그라스울 등 불에 타지 않아 화재에 강한 다양한 무기단열

재 가 생산되고 있으며, 내화도료까지 선보이고 있다. 

내화건축자재란 ‘불에 강한 건축자재’로, 석유 부산물로 만든 스티로폼, 우레탄폼 같은 인화성 강

한 가연성 자재와 달리 모래, 자갈 등 무기재료를 원료로 사용해 근본적으로 불에 타지 않는 불연

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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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단열재는 인화성 강한 가연성 자재 사용으로 인한 대형 화재의 근본 해결책으로 제시되며 

꾸준히 업계의 관심을 받아왔다. 

해외시장은 이미 무기단열재가 강세이다. 일본과 미국에서도 친환경적이고 불에 강한 무기단열

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유럽의 경우 불연자재 사용을 법규로 지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도 창고, 공장 등에서 불연자재 사용 의무화 대상을 늘리는 등 움직임이 활발하다. 

현재 국내 단열재시장 약 7,000억 가운데 시공이 편리하고 취급성이 우수한 유기단열재가 

7~80%, 무기단열재가 2~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내화건축자재에 대한 수

요가 증가하고 있어 불에 타지 않아 유해물질 위험이 없는 친환경 무기단열재의 시장점유율은 점

점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화재 발생시 단열재와 함께 불길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는 건축자재 중 하나는 도료이다. 도료는 

화학물질로 화재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내화도료가 각광받고 있는데, 내화도료는 

화재시 높은 불길의 온도로 인해 건물 기둥에 사용된 철골이 녹아내려 건물이 붕괴되는 것을 막

아주는 도료이다. 

내화도료는 화재가 발생하면 고온에서 세라믹 재질의 단열층이 기존 두께의 50배 이상 부풀어 

올라 화재로 인한 불길과 열을 효과적으로 차단시켜 건물의 철골로 열이 전달되는 것을 막아 준

다. 또한, 특수첨가제를 사용하여 시공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고, 화재 시 인화성이 없어 유해가스

가 발생하지 않아 안전하다. 

  

건축물에서 내화건축자재는 화재 발생시 소중한 인명을 지킨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

히 화재로 발생한 유독가스 등 간접적인 요인으로 인명피해가 더욱 커지는 만큼, 내화건축자재의 

사용은 필수적이다.”고 하면서 “내화건축자재는 유독가스 발생 최소화는 물론, 유독가스와 열기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사람들의 대피 시간을 확보해 준다. 

대표적인 내화건축자재로는 유리와 규산칼슘계 광석으로 만들어져 불에 타지 않는 보온단열재 ‘

그라스울’, ‘미네랄울’과 1200도 고온에서도 견뎌내는 세라크울을 비롯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의 내화구조 안정시험에서 국내 최저 수준의 도막 두께로 1시간 및 2시간, 3시간 내화구조를 인

정받은 우수한 품질의 내화도료 등이 있다.                                              

초고온 단열재, 세라크울

시리카, 알루미나를 용융하여 섬유화 시킨 제품으로 Shot(섬유화되지 않고 뭉쳐 있는 알갱이. 이 

국내기술 _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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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갱이가 열전도율에 방해를 주므로 함량이 적을수록 좋은 제품)함량이 대폭 감소되어 글로벌 

TOP 수준의 품질이 확보된 제품이다. 특히 1,200℃의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되어있어 

불에 매우 강하다.

내화 단열재, 그라스울

규사(모래)가 주된 원료로 불에 강하며, 사용 온도가 높아 방화 및 내화구조물 등에 사용되는 내

화건축자재이다. 특히 석유를 정제 가공한 유기단열재와 달리 프레온가스,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의 오염물질이 거의 방출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제품의 생산에서 폐기까지 에너

지 소모량이 유기단열재에 비해 적어 지구온난화 방지 및 에너지 자원 보존에도 효과적인 제품

이다. 

내화 단열재, 미네랄울

‘미네랄울’은 규산칼슘계의 광석을 고온에서 용융한 후 고속회전력을 이용하여 섬유화한 무기질

의 인조광물 섬유 단열재이기 때문에 불에 강하고 안전사용 온도가 높아 방화 및 내화구조물에 

사용된다. 사용온도의 범위가 넓고 다양한 용도에 맞춰 여러 형태로 생산되기 때문에 보온, 보냉, 

단열, 내화, 흡음, 결로방지 등을 필요로 하는 모든 건축, 산업설비 등에 쓰이는 단열재이다.

내화도료

‘화이어마스크 SQ’시리즈는 대표적인 내화건축자재이다. 내화도료란 화재시 높은 불길의 온도로 

인해 건물 기둥에 사용된 철골이 녹아내려 건물이 붕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도료이다. 화재가 발

생하면 고온에서 세라믹 재질의 단열층이 기존 두께의 50배 이상 부풀어 올라 화재로 인한 불길

과 열을 효과적으로 차단시켜 건물의 철골로 열이 전달되는 것을 막아 준다. 또한, 특수첨가제를 

사용하여 시공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고, 화재 시 인화성이 없어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안전

하다. 

방염도료, 화이어아웃 

방염도료란 각종 건자재에 도장되어 화재 발생시 건자재가 쉽게 불에 타지 않게 막아주는 도료이

다. 합성수지를 주 성분으로 하여 불에 잘 타지 않는 도막을 형성시켜 방염성능이 우수하다.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36조 규정에 의한 방염 형식 승인을 획득했으며 가

연성 소재에 도장했을 경우 화재 발생 초기에 연소 방지, 지연 효과를 발휘하는 기능성 도료이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장소용 마

감도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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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과 글라스울 / 미네랄울 비교

구분 글라스울 미네랄울 석면 비고

명칭 GLASS WOOL MINERAL WOOL ASBESTOS 

제법
유리원석을 용융시켜 인
공으로 섬유화(Man-
Made Fiber)

현무암 등 화성암을 약 
1,500℃이상의 고열도 
녹여 인공 섬유화(Man-
Made Fiber)

사문암 등 변성암 층에 
천연으로 존재하는 섬유
(Natural Fiber)

용도 보온, 단열, 흡음재 보온, 단열, 흡음재 보강재, 결합재 

화학조성 SiO₂계 SiO₂-Al₂O₃-CaO계

3MgO-2SiO₂·2H₂O(백
석면)NaF(SiO2)₂-
FeSiO₂·2H₂O(청석면)
(Fe·Mg)-SiO₃·H₂O(갈
석면)

색상 황색 갈색 -

물
성
비
교 

섬유구조 비결정질(체액에 녹아 배출)
결정질

(체액에 녹지 않음)

결정질:체액에 녹지 않음
비결정질:체액에 녹아 
배출

섬유형태 원주형(잔가지가 없고 곧음)
중공관형(잔가지 많고 

구불구불함)
중공관형 섬유는 폐에 
침착되기 쉬움

섬유굵기 5∼10㎛ 5∼7㎛ 0.1∼1㎛ 
직경1㎛이하 섬유는 폐
에 흡입되기 쉬움

비표면적 0.23㎡/g 0.22㎡/g 9.7㎡/g
비표면적이 클수록 흡착
력이 강함

내열온도 300∼350℃ 600∼650℃ 1,200∼1,300℃ 

WHO / 산하 IARC 자료 요약

WHO(World Health Organization,국제보건기구) 산하 IARC(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국

제 암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발암물질 석면과 달리 글라스울과 미네랄울은 암의 원인이 되는 어떠

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발표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878종의 물질을 암에 대한 위험 정도에 따라 5

가지로 분류하였을 때 글라스울과 미네랄울을 Tea, 수술용 기구 등과 함께 위험성이 적은 Group3 로 분류함

으로써 그 안전성을 입증했다.

분류 발암성 평가 해당물질

Group1
The agent is carcinogenic to humans 
인체에 대한 발암물질 

석면, 담배, 카드뮴 등 87종

Group2A
The agent is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인체에 대한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 

자외선, 디젤 배기가스 등 63종 

Group2B
The agent is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인체에 대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 

커피, 우레탄, 스티렌 등 234종

Group3
The agent is not classifiable as to carcinogenic to humans 
인체에 대한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하기 어려운 물질 

글라스울, 미네랄울, 폴리에틸렌, 
차(Tea) 등 493종 

Group4
The agent is probably not carcinogenic to humans 
인체에 대한 발암 가능성이 없는 물질 

카프로락탐 1종 

국내기술 _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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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집수구의 오염방지 장치

교량에 고인 물을 배수하기 위해서 일정한 위치에 

집수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량의 집

수구로 더러운 우수나 기름 등이 유입되는 것을 임

의로 차단시킬 수 있는 교량의 이동개폐식 누수오염 

방지장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량의 집수

구의 덮개를 왕복이동으로 개폐동작될 수 있도록 하

여 오염된 우수나 기름 등이 집수구로 유입되어 오

염시키는 것을 차단시킬 수

있는 교량의 이동개폐식 누수오염 방지장치가 교량

에 적용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량에는 집수구를 통해 유입되는 우수

를 강이나 하천으로 배출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여

러개의 집수구가 아래쪽 연결되는 배수관이 설치되

어 배수구조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교량의 집수구는 교량

상판의 양쪽 모서리부분에 상

광하협 형태의 집수구본체가 

설치되어 배수관으로 연결되

고, 집수구본체의 개방된 윗

쪽으로 여러개의 구명이 관통

되어 우수 등의 유체가 유입

될 수 있는 집수덮개가 조립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집수구는 

개방된 상측에 설치된 집수덮

개가 단지 우수 등이 유입되

어 배수관쪽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다수의 유입공

만 형성된 구조에 그쳐, 예기치 않은 차량의 기름 유

출이나 기타 오염된 우수 등이 유입됨을 임의로 차

단할 수 없어 그대로 강이나 하천으로 유입되어 오

염됨을 막을 수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특수 상황에서의 오염물이 하천으로 유입되

지 않도록 하는 장치의 필요성의 증대에 따라 필요

에 의해 집수관을 닫을 수 있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

다. 

이처럼 필요에 의해 집수관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집

수구 상측의 덥개를 개선하여 고정덮개에 대해 이동

덮개가 왕복이동으로 개폐동작될 수 있는 새로운 집

수구덮개를 구성함으로서, 오염된 우수나 기름 등이 

집수구쪽으로 유입되더라도 고정덮개에 대해 왕복

이동으로 밀폐된 이동덮개에 의해 집수구로의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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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단시켜 강이나 하천이 오염되는 것을 구조적으

로 막을 수 있는 교량의 이동개폐식 누수오염 방지

장치가 적용된다.

이처럼 임시로 조절이 가능한 집수구덮개로서 고정

덮개에 대해 이동덮개가 사용자의 개폐레버 조작에 

의한 수동조절은 물론 모터구동에 의한 원격으로 

자동조절도 가능한 교량의 이동개폐식 누수오염 방

지장치가 선보이고 있다. 

누수오염 방지장치는 하측으로는 배수관이 연결되

고 개방된 상부 내측의 테두리로는 덮개받침부가 돌

출 형성된 집수구본체와, 상측에는 일정간격으로 다

수의 유입공이 관통 형성되면서 한쪽에 레버작동홈

이 형성되고 하부 양측으로는 이동덮개받침부가 돌

출 형성되어 집수구본체의 덮개받침부에 조립되는 

고정덮개와, 일정간격으로 여러개의 유입공이 관통 

형성되고 한쪽 외측으로는 일정간격의 기어돌부와 

단턱진 지지돌부가 돌출 형성되

어 상기 고정덮개에 삽입되는 이

동덮개와, 하측에 기어부가 형성

되어 이동덮개와 치합동작되는 

본체상판에 대해 지지축을 매개

로 하측에 상기 집수구본체의 덮

개받침부에 안착되는 고정외판이 

결합되고 상기 고정외판 내부에

는 회전내판이 조립된 개폐레버

로 구성된다.

수시로 작동할 수 있는 오염방지 

누수오염방지 장치는 개폐 손잡

이를 통해 작동되거나 모터에 의

해 원격으로 조정하여 작동한다. 

교량의 이동개폐식 누수오염 방지장치는, 교량의 집

수구본체 상측을 이루는 집수덮개인 고정덮개에 대

해 이동덮개가 왕복이동으로 개폐동작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오염된 우수나 기름등이 집수구로 유입되

어 오염시키는 것을 차단시킬 수 있다.

오염된 우수나 기름 등이 집수구쪽으로 유입되더라

도 고정덮개에 대해 왕복이동으로 밀폐된 이동덮개

에 의해 집수구로의 유입을 차단시켜 강이나 하천이 

오염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다.  나아가 개

폐조절이 가능한 집수구덮개로서 고정덮개에 대해 

이동덮개가 사용자의 개폐레버 조작에 의한 수동조

절은 물론, 모터구동에 의한 원격으로 자동조절도 

가능하여 교량용 집수구로 오염된 우수나 기름이 유

입되어 오염시키는 것을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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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도로 안전 신제품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방호 울타리들이 선보이고 있다. 

 

최근 선보이고 있는 방호 

울타리중에 주목을 끌고 있

는 것은 '충격흡수 중앙분리

대'다. 

충격흡수 중앙분리대는 완

충 스프링이 내장돼 차량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해 차

량의 위치를 진행경로로 되

돌려 놓음으로써 대형 사고

로 번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충격흡수 

<폐타이어를 이용한 충격흡수 방호울타리>

<충격흡수 중앙분리대 및 차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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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광판' 역시 차량의 충격이

나 악천후(태풍 18~20m/s 

이상)에 의한 저항 시 내장된 

스프링의 완충효과로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슬라이딩 

고정판이 있어 유지보수가 용

이하다. 

 

또한 차량의 충돌시에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충격흡수대도 주목을 끈다. 

'충격흡수대'는 압착스프링이 

내장돼 차량의 충격이 발생할 

시 스프링의 압착작용으로 10

㎞충격부터 매 2~3㎞씩 점

차적으로 충격을 흡수, 기존 

제품보다 충격의 흡수를 최대

한으로 보장하며, 장소에 따

라 형상(길이, 폭, 충격 흡수

량)을 조절해 설치할 수 있다. 

'태양광 LED조명 폐타이어용 

차선규제블록'은 야간이나 우

천 시 태양광 LED조명의 원거

리 차선 식별과 반사필름의 

효과로 차량의 차선 이탈을 

방지하며, 제품 자체를 높인 

독특한 디자인 및 4개의 완충

스프링 삽입효과로 2차 차선 

이탈을 막고, 충격 시에도 완

충작용을 돕는다. 

국내기술 _ 05

<5단 충격흡수대(시속 120㎞ 도로에서 사용가능>

<태양광 LED조명 규제블록>

<기존의 시설물의 단점을 보완한 풍력 및 

태양광 충전기술 차선규제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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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및 자연광을 이용한 LED 
델리네이터

일반적으로 솔라 델리네이터(solar  delineator)는 야간 운행 시 운전자가 차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가 차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교통 질서 확립과 안전 운행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다.

이러한 솔라 델리네이터는 도로에 설치되어 차선 유도 및 규제, 인도 및 차선 분리 표시, 안전지대 

표시, 횡단보도 표시, 분리대 충돌 방지용 등으로 사용된다.

특히, 교차로 진입 대기 차선과 신호가 없는 차선으로의 이동이 빈번한 곳의 불법 유턴 차단과, 

회전 반경이 큰 곳이나 사고 위험이 높은 곳 등의 차선에는 타측 차선 진입 등을 규제하기 위해 

솔라 델리네이터가 설치된다.

이러한 델리네이터는 단순한 형태의 평판에서부터 독특한 형태의 델리네이터까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델리네이터는 차량의 운행시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먼지와 흙탕물로 인하여 못하고 심야의 도심에서는 에너지절약으로 인한 가로등의 격등 소등으

로 발광체의 델리네이터는 만족할 만한 차선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LED 조명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또는 풍력을 이용하여 자가발전하는 LED 델리네이터가 최근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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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을 이용한 델리네이터는 자연

풍과 자동차의 풍력으로 바람개비

에 고정코일로 밀착되어 있는 자석

의 한 방향으로 회전을 가하여 발

전되는 전기를 내장되어 있는 배터

리에 충전하여 일몰 시 하우징 하

단에 부착된 광센서가 오토라이팅

하여 교체센서의 작동으로 LED청

홍색전구가 깜박이게 한다.  

발전기의 발광체로 코팅 된 바람개

비는 자연풍과 주행차량의 풍력으

로 주야로 회전하여 선명한 차선규

제가 가능하여 반영구적인 것이다. 

배터리에 충전이 안 되어 있을 때라

도 발광체로 코팅된 바람개비가 책

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발전기를 가진 델리네이터는 주차 

시 위험표시인 삼각대에도 장착하

여 사용이 가능하다.

태양광을 이용하여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는 델리네이터는 녹색 성장

의 일안으로 무한한 자연 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하여 주간에는 전기 

에너지를 축적하고 야간에는 엘이

디를 발광하여 차량의 운행시 안전

을 향상시킨다. 

국내기술 _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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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병에 적용되는 태양광 기술

최근 선보이고 있는 도로표지병에는 태양광 기술이 접목되는 제품들이 다수다.

 

매립형 태양광 도로표지병은 태양전지로부터 전기에너지를 얻어 충전지에 저장, 야간에 고휘도

LED를 이용해 자동 점등되는 친환경 대체 에너지 제품으로, 도로의 중앙성 및 차선 분리 표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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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_ 08

진·출입, 항만, 안전지대, 공원의 조경, 기타 체육시설(자전거 도로 등) 등에 부착해 안전성을 확보

하고 도시 경관을 디자인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매립형 태양광 도로표지병은 표지병 투광부 전

방에 반사부를 적용, 전방 광원을 상 방향으로 굴절해 확산시켜 줌으로써 전방은 물론 상 방향 및 

후방에서도 높은 시인성을 가질 수 있다. 

이들 제품들은 본체를 방수구조로 제작해 온도변화에 대응이 뛰어나고, 표지병 내부로 수분 침

투 및 이물질 유입을 방지해 장수명을 보장한다. 이외에도 지면으로부터 이탈이나 돌출이 되지 

않는 매립형 설계로, 주행하는 차량의 하중 및 마찰력에 의한 제품 자체의 파손이나 변형이 발생

하지 않으며, 제품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파손이나 고장 시 수리 및 교체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작되고 있다.  

이들 제품들은 화이트, 블루, 그린 등 다양한 색의 LED 사용이 가능하다.

 

점등형과 점멸형의 2종 발광 방법이 가능하며, 충전량을 확보해 지속성을 유지시킬 수 있으며, 가

로등 하단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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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 판교종합연구소 신축공사

1. 공사개요

구  분 내   용

공 사 명 차병원 판교종합연구소 신축공사

공사기간 2011.06.30.~2013.11.18

위    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89번지

발 주 처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 외 3인

설 계 사 (주) 디자인캠프 문박 디엠피

시 공 사 (주) 대우건설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 10,244.00㎡ 연면적 56,955.09㎡

건축면적 6,131.87㎡ 용적율 305.78%

주요구조 지하5층 지상 7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주요마감 AL. CURTAIN WALL, 더블로이복층유리 , AL.그레이팅, 복합판넬

2. 현장설명

2.1 공법

- 3D Aluminum Sick Curtain Wall

-  Rhino, Catia, Cad Program 사용 3D Geometry 분석 및 설계

2.2 입면구성

당 현장 외관은 의료연구소 특징을 살려 DNA 

패턴의 입면디자인 구현, 중정을 감싸는 곡면

의 따뜻한 입면계획으로, 에너지 효율과 디자

인을 고려하여 Double skin으로 계획 설계되

었다. 중정부의 Curtain Wall 구간은 구 형태

의 비정형 형상으로 구성하여 사람세포의 이

미지로 입체적인 communication 외부공간을 

개방한 것이 본 Project 외관적 큰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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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

2.3 특 징

- 중정 3D구간

본 공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당사는 Catia로 작성된 중정부위 3D구간 Geometry 분석을 통하여 

Rhino Program 이용 재해석하여 본 Project를 수행하였다. Catia와 Rhino등 비정형 구간을 분석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많겠지만 소프트웨어의 숙련도가 본 공사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었기에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Rhino가 적합하였기 때문에 본 Program을 적용 하였다.

 

창호구성 요소로 곡면형상을 구현하기 위해 Mullion Bending 처리 Transom Segment로 진행하

였다. 구간마다 1개층~3개층 Open부가 형성되어 있어 구조적인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만 하였

다. 또한 각기 다른 곡면부분에서의 결합 및 접합부의 마감을 고려하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야만 하였다.

Alum. Bending 처리하기 위해선 압출시 무열처리를 해야만 한다. 열처리 후 Bending시 Alum. 강

성으로 부재의 변형 및 손상이 오기 때문이다. 반면 열처리를 하지 않는 Alum.은 본 강도를 발휘

하지 못하기 때문에 Alum. 자체로 구조부재로서는 부적합하다고 본다. 구조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Mullion내부에 Steel Bending Reinforcement으로 구조부재를 형성하였다. 또한 3개층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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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만족할 수 있는 구

조체 형성 및 처짐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였

다.  또한  수 직 부 재 를 

Bending 함으로 인해 부

재의 Thickness 및 Loss 

부분도 공사 전 충분히 검

토되어야 했다.

외관 형상이 구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 부재에 

정 밴딩 그리고 역 밴딩 

그리고 정 밴딩+역 밴딩 

다양한 Bending부재가 구

성되어 있어 제작 및 취부

시 철저한 자재관리가 필

요했다. 두 재질이 다들 

Alum,과 St’l의 Bending 오

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부재의 Check Point 설

정 각 부재별 검측을 진행

하였다.

공사초기 입면특성상 기

준선 확립 및 정밀한 검측

이 요구 되어야 한다. 3D

곡면 설계 진행에 앞서 진

행된 골조와 건축도면을 

Check 각층 검측을 통해 Modeling하여 시공 전 곡면구간의 간섭사항을 검토 사전에 예측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였다. 이렇게 재 Molding된 도면을 건축가, 발주처, 시공사, 세부공종사

는 많은 회의를 통하여 디자인 의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실현 가능한 곡면형상으로 재 구현 하

였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알루미늄 선 공정과 유리 후공정 간에 제작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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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최소화하여야시 정밀한 시공을 할 수 있었다. 정밀한 Bending및 가공이 중요관리 대상이었

다. 곡면구간 기둥 중심선 기준 1000mm 후퇴 선에서 Mull ion 각각의 거리검측 각 지점의 

Transom 접합부 마다 기준선에서 검측을 실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각 구

간별 Steel Bending Reinforcement 접합부의 용접부의 검수 및 접합부의 품질관리를 중점적으

로 진행하였다. 

- Alum. 그레이팅과 유리

4각형을 두 개의 삼각형 강화접합 복층유리로 입체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건물의 외피를 

Double skin으로 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하였다. 

Cantilever 구조로 형성 되어있어 유리하중과 Alum. 그레이팅의 하중이 각기 다르기에 가공성에 

의한 처짐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였다. 또한 그레이팅의 부재수가 많고 탈락위험요소를 해결 하

기위해 Alum.구조부재와 Alum. 그레이팅의 접합부의 정밀한 가공 및 관리가 요구 되었다.

3. 결 론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선 철저

한 도면분석, 정밀가

공 및 실측, 설치 등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

야 하였다. 이 현장의 

건축주 감독관, 설계

자, 감리자, 세부 시공

자는 매주 정례적인 

회의를 통하여 개선

의견을 도출하고 합

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개선하고 시공에 반영하면서 늦어지는 공

기로 돌관공사도 불가피했다. 관계자들의 경험과 열정으로 사고 없이 외부 마감공사를 완료 하였

고 3D 커튼월과 더블스킨의 입면이 생명과학 의료연구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새로운 명소로 기

대된다.

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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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의 미려함을 활용한 건축물

Villa M은 주거용 및 상업용 두 부분의 용도롤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건물을 시공하면서 알루미늄

의 적극적인 사용이 고려되었다. 

좋은 경관을 갖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Villa M은 주거공간으로서 넓은 공간과 사무공간으로서 고급스

런 이미지의 하모니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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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

배를 연상케 하는 건물에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이 건물의 전면부에 적용되어 눈길을 끈다. 

특히 대형사이즈의 창이 전면부에 위치하여 개방적이고 밝은 건물의 특징을 대변하고 있다. 이러

한 이미지는 순항하고 있는 크루즈를 연상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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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물은 개방감을 극대화 시키면서 개방되지 않은 부분은 미려한 재질의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디자인에 연계성을 부여했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순항하는 크루즈를 연상케 하였다면 환경

적인 측면에서는 재활이 가능한 알루미늄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친환경적 건축물로

서의 가치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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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금속&창호

해병대 캠프 펜틀턴 병원(Naval Hospital Camp Pendleton)의 4층짜리 주차장은 사람들이 병원을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뱅크 와이어사(社)(Banker Wire)의 철망 난간을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밥코 메탈사(社)

(Bapko Metal Inc)의 프로젝트 계발/관리자 존 코넬(John O'Connell)은 팬틀던 병원은 품질과 비용을 고려한 

후에 뱅크 와이어사의 제품을 선택했다고 말한다. “이 구조물은 군사용으로 활용될 예정인데, 계획대로 잘 만

들어져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주차장의 다단계 파티션은 뱅크 와이어사(社)의 철망 제품 M13Z-145 모델을 사용했는데, 이 제품은 자연광

이 충분하게 투과시킬 뿐 만 아니라, 바다를 바라보는 구조물의 청록색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철망은 수직 3선 와이어가 수평 기둥 사이에서 그물망을 이루는 형태이다. 파티션은 수직 방향인데도 종횡비

縱橫比(aspect ratio)가 길어서 균형이 잡혀 있는 모습이다. 대형 3선 철망의 64.5%는 개방 구역이기 때문에, 

환기와 보안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안정감을 주는 금속 패브릭 계단 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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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 와이어사(社)의 FPZ-10 모델은 주차장 계단, 보행로, 육교에 설치했다. FPZ- 10 모델의 직사각형 스테

인리스강 철망은 자연광을 투과시키고, 계단통(stairwell)의 청록색을 부각시킨다.  

해병대 캠프 펜틀턴 병원은 리드 골드(LEED Gold) 인증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뱅크 와이어사(社)의 철망 

제품 가운데 80~85%는 소비자가 사용했던 것이고, 10~12%는 소비자가 사용하기 전에 재활용품으로 분류

된 것으로, LEED는 이러한 부분 등을 고려하고 뱅크 와이어사(社)의 철망 제품을 재활용품으로 분류했다. 

2013년 12월에 개업한 500,000 평방피트의 캠프 펜들턴 병원은 서부 해안 최대의 군사 훈련 시설인 해병대 

기지 캠프 팬들턴의 정문 부근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병원은 대대적인 내진(耐震) 성능 보강 공사가 필요했던 

1960년대식 병원을 대체했다. 

캠프 펜틀턴 병원은 입원 치료와 외과/보행 수술(ambulatory surgery)이 가능하며, 성인 ICU, 분만실, 산후 조

리원을 갖추고 있다. 이 병원의 물리 치료/작업 치료 클리닉에는 매년 75,000만 명의 환자들이 방문한다. 이

렇게 외래 환자들이 많이 몰리자, 병원의 주차 시설이 병원 프로젝트 팀의 관심 사안이 되었다. 이번 프로젝

트가 완료되면, 기존 시설에 비해 1,200대나 많은 차량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캠프 펜틀턴 병원은 경기 부양법(ARRA.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

았으며, 해군부(Department of Navy)가 추진한 ARRA 프로젝트 가운데 최대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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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와 경제적인 요소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알루미늄 패널이 풍력발전기의 외피에 적용되었다. 

재생산이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소재로서의 알루미늄은 건축외장의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더욱이 풍력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의 외벽으로 상징성이 크다. 

영국 SKY 방송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발전을 위해 풍력발전을 선택했으며, 외벽에는 재생산이 가능한 알루

미늄 소재를 이용하여 마감처리를 했다.. 

SKY방송사 본사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Northwind 100”은 연간 133MWh이상의 전력생산이 가능하다. 

약 55미터 높이의 풍력발전기는 삼각형 모양의 기둥이 회오리치며 위로 솟구쳐 있다. 삼각형이 뒤틀리며 솟

구친 것은 터빈의 회전을 상징화한 것이다. 

풍력발전기 외피 마감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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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외피에 사용된 

알루미늄 패널은 친환경적

인 도장 방식으로 각광받

고 있는 아노다이징 도장

방식이 채택되었으며, 약 

1,600 m2의 패널이 사용

되었다. 

아노다이징 패널은 기후에 

강하고 부식에 강한 것이 

특징이다. 

기하학적인 외벽을 완성하

기 위해 200개의 다른 모

양의 패널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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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의 헤리 앤 샐리 건축 사무소(The architecture office heri & salli)는 오스트리아의 자가 주택 건설 입주

자의 정원 수영장을 강철 구조물로 고치 모양과 비슷하게 둘러싸는 방법을 구상했다. 패널 장착과 내부 공사

는 그 기능에 따라 어느 정도 달라지는데, 파라매트릭적으로 구성된(parametric organized) 공간 요소는 사용 

경관용 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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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고 경험 가능한 공간의 가능성을 서술한다. 호수를 향하는 기존의 정원 부지를 재설정하고, 이와 마찬

가지로 주변의 부지와 이웃집 방향으로 경계를 지우는 것이 전통 시골 울타리기 지향하던 목적이었는데, 여

기 더 나아간다는 것이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울타리는 보호 기능 또는 경계 설정 기능을 수행하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라인을 

시각화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울타리는 미적 요소 또는 대표성 있는 기호가 되고, 2차원 공간을 분리하게 

된다. 우리는 기존의 정원을 3차원적으로 서술해야 한다는 요건에 따라 울타리를 구성한다. 울타리가 비스듬

한 공사 준비물의 차원을 넘어서, 그 자체가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보면, 울타리는 공간의 경계

를 정하는 것이 아니며, 공간을 창출하고 공간을 경험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작업이다. 울타리의 설정 기능은 

슬쩍 뒤로 물러나서 부산물에 그치는 것이다. 고치와 같은 것으로 입구를 구성하는 것은 색다른 공간성과 공

간 경험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부분적으로 덮이고, 후퇴하고 보호받으면서 통로를 찾아내고 결국에는 수영장

의 중앙이나 끝에서 헤엄쳐 빠져 나오는 것이다. 곡선은 광활한 느낌을 선사하고 공간을 실제보다 크게 보이

게 하며, 집안의 공진 현상을 최적화한다. 계단, 의자, 침실, 식탁과 등받이 의자, 수영장은 최초 건축과의 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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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관계에 따라 규정된다. 이런 공간은 단지 구조의 일부로 모습을 드러낸다. 통합된 패널은 대각선 경계에

서 서술된 공간에 이르는 역동적인 경로를 따라가고, 강철 구조물 내/외부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거나, 아니

면 수직선을 따라 점점 해체된다. 이 경우, 건축은 서술된 공간에서 가능성을 축적하는 것으로, 광활한 땅에

서 경계만 정하게 된다. 

지지 구조물은 돌출되어 있고, 아웃크로싱(outcrossing)과 강판 부착을 위한 원형 이형강 튜브가 대각선으로 

늘어선 프리 오목 폼(free concave form) 프레임 구조물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프레임은 고상 용접된 이형 평

강(flat steel profiles)으로 구성된다. 완전히 닫히지 않는 쉘(shell)은 다이아몬드 형태의 강판으로 만드는데, 탭

(tab)이 대각선 방향으로 강판을 고정하며, 이렇게 하면, 강판들이 자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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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 울타리는 노아 비랑(Noa Biran)과 로이 탈몬(Roy Talmon)이 ‘2010 바트얌 도시 경관 비엔날레’(Timing 

2010 – Bat Yam Biennale of Landscape Urbanism)을 위해 제작한 작품이다.   

이 비엔날레는 기존의 지자체 인프라 프로젝트에 따라 장시간 펼쳐진 공사가 ‘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공

동체를 파괴한 데 따른 대응이다.  참가자들은 이렇게 파괴적인 상황을 발전 기회로 전할 것을 요청 받았다. 

비랑과 탈몬은 공사 현장에서 표준 울타리로 사용되는 주름 울타리를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울타리를 설

계하고 있다. 이 새로운 울타리는 기능이 제각기 다른 여러 가지 재활용 제품을 활용한 셔터로 구성되어 있으

며, 열리거나 닫히면서 변화무쌍한 외관을 창출한다. 모든 셔터가 닫히면, 울타리는 경계를 설정하는 구조물

로써, 공사 현장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봉쇄하는 강력한 방벽이 된다. 그러나 셔터가 열리기 시작하면, 그 뒤

에 있는 공사 현장을 다른 장소와 분리하지만 공사 현장을 고립시키지는 않는 일종의 칸막이가 된다. 비엔날

레측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셔터를 조정하면 도시 주민들은 공사 현장을 투명하게 살펴볼 수 있을 뿐 만 

개폐 울타리(Shutter F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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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전반적인 공사 현황과 공사

가 공공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민간 영역에 

속하는 셔터를 사용하는 경우, 울타

리를 세우는 행위 자체가 민간 영역

과 공공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게 

되면서 소유권 문제가 발생한다.” 이

런 울타리는 모듈성(modularity)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사 현

장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기존의 

주름 울타리의 일부도 이 새로운 

울타리로 대체할 수 있으며, ““공사 

현장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도시

에서 펼쳐지는 게임이자 교육 활동

이 된다. 공사 과정의 여러 단계가 

노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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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퍼를 구비한 건물의 이중외피 구조

10-2013-0049494

일반적으로 건물의 외면 내지 개구부는 건물 내부와 

외부 사이의 공기순환을 위해 통기구가 련되고, 자연

채광을 위하여 유리재질로 마련된다.

유리는 광 투과성을 가진 건축재료로서 수많은 건물

의 외관을 형성하며 건물내의 거주자에게 연채광과 

조망을 제공한다. 그러나, 유리는 다른 건축재료에 비

해 두께가 얇아 열 관류율이 높으므로, 냉난방 부하를 

증가시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일사 투과량이 높

아 눈부심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재실자의 건강과 예방차원에서 실내 공기질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실내 공기에 대한 각종 오염원의 

종류와 특성, 오염원의 제어방안과 환경오염 방지대책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실내환경의 규제방법과 개선

방안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종래에는 실내 환기를 위해 개구부에 설치된 창호의 

개방을 통한 자연환기 방식이나 주방과 화장실에 설치

된 국소적인 강제배기방식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러

한 방법만으로는 필요 환기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

가 있다.

특히, 초고층 건물에서 고층부의 경우에는 풍압 때문

에 자연환기가 곤란하고 또한 악천후 속에서는 창호

개방이 어려워 자연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환기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내 공간 

전체에 기계식 환기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하였으나, 이

러한 기계식 환기시스템은 자연환기에 비해 재실자가 

느끼는 쾌적함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건물의 에너지소비를 절약하며, 효율적으

로 환기를 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차양장치와 파사

드가 개발되었으며, 특히, 이중외피 구조가 도입되었는

데, 이러한 이중외피는 외기(外氣)와 접하는 외측외피, 

내기(內氣)와 접하는 내측외피 및 외측외피와 내측외

피 사이에 형성되는 중공층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중외피 구조란, 기존의 건물 외피 앞에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또 다른 외피를 덧붙인 개념으로 외측외

피는 건물 외부의 풍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실내

와 접한 내측외피는 창문의 개폐를 통해 실내로의 외

기 유입을 가능케 하는 구조를 말한다.

이러한 이중외피 구조는 외측외피와 내측외피에 개구

부(통기구)를 두어 외기와 내기가 순환할 수 있도록 하

는데, 난방기에는 외측외피와 내측외피의 모든 개구부

를 닫고, 외측외피로부터 입사한 일사에너지가 중공층

의 온도를 증가시켜 실내에서 실외로의 열 손실을 감

소시킨다.

또한, 냉방기에는 외측외피의 상부 및 하부의 개구부

를 개방하여 중공층 내의 더운 공기가 상부 개구부로 

배출되고 하부 개구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시원한 실외 

공기가 유입되도록 한다. 즉, 두 외피 사이의 공간인 

중공층에서의 일사에 의한 온실효과 또는 외기와의 

압력차이가 일어나도록 함으로써 자연적인 실내환기

가 유도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중외피 구조는 기존의 건물 외피 앞에 어

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또 다른 외피를 덧붙인 개념으

로 외측 외피는 건물외부의 풍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실내와 접한 내측외피는 창문의 개폐를 통해 실

내로의 외기 유입을 가능케 하는 구조로 구성되는데, 

두 외피 사이의 간격을 20cm 내지 140cm로 하고 외

피 사이의 공간에 차양장치 및 흡기구와 배기구를 장

착하여 두 외피 사이공간에서 일사에 의한 온실효과 

또는 외기와의 압력차이가 일어나도록 함으로써 자연

적인 실내환기가 유도되는 것이다.

그러나, 종래의 이중외피 구조는 외측외피와 내측외피 

사이의 공간 즉, 중공층에서 overheating에 의한 문제

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건물의 각 층별로 중공층이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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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되어 있어 중공층 내

부에서 상하로의 공기 

순환이 제한되어 왔다.

이처럼, 중공층 내부에

서 상하방향으로의 공기

의 순환이 제한되면, 중

공층 내의 공기의 과열

현상이 더욱 심화될수 

있으며, 냉방을 위한 효

율적인 공기조화기능을 

얻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종래의 이중외피 구조는 건물의 각 층마다 중공

층 내에 그레이팅 구조를 가질 수 있는데, 그레이팅을 

통해 공기가 차단되지 않고 상하로 연통된다. 따라서, 

중공층 내의 하부 공기는 계속 상승하여 빠져나가게 

되므로 겨울철 난방을 하기 위한 태양의 복사열을 각 

층마다 저장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종래의 이중외피 구조는 외기 내지 내기의 온

도변화 또는 건물 내 거주자의 선택 및 필요에 따라 중

공층 내의 상하방향 공기흐름을 선택적으로 제어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발명은 전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

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이중외피 구

조내의 중공층에 댐퍼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상하방향으로의 공기순환을 선택하여 제어할 수 있음

으로써 효율적인 공기조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외기와 접하

며 하나 이상의 통기구가 마련된 외측외피, 상기 외측

외피로부터 이격되어 건물의 내기와 접하며 하나 이상

의 통기구가 마련된 내측외피, 상기 외측외피와 상기 

내측외피 사이에 빈 공간으로 형성된 중공층 및 상기 

중공층에 마련되되 상기 외측외피와 내측외피 사이를 

수평방향으로 연결하여 상기 중공층 내 공기의 상하

방향 흐름을 차단 내지 통과시키는 댐퍼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댐퍼는 날개가 동일방향으로 회전

하는 평행형 댐퍼 내지 날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

전하는 대향형 댐퍼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댐퍼의 개폐는 전동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중공층에는 블라인드가 마련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댐퍼 또는 개구부의 개폐를 제어하는 제어

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외측외피의 외부에는 외기 온도를 측정하

는 온도센서가 장착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온도센

서에서 측정된 외기온도를 인식하여 인식된 외기온도

에 따라 자동적으로 상기 댐퍼 또는 개구부를 개폐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내측외피의 내부에는 내기 온도를 측정하

는 온도센서가 장착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온도센

서에서 측정된 내기온도를 인식하여 인식된 내기 온도

에 따라 자동적으로 상기 댐퍼 또는 개구부를 개폐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이중외피 구조 내의 중공층에 댐퍼를 마련

함으로써, 선택적으로 중공층 내 공기의 흐름을 제어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본 발명의 효과는 공기의 흐름을 제어함으

로써 건물 내의 거주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효과는 건물의 냉방 및 난방에 소

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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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재보험료율 특례적용사업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일

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복신고 부담은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특례적용 대상을 법률

상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

연도의 총 공사실적을 지금의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

으로 확대했다.

건설업과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은 상시근로자수가 기준이 되

는데 이 역시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행 특례적용 대상이 공사실적 40억원 이

상으로 한정됨에 따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 및 보험료 부담

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 신고도 간소화된다. 지금은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신고를 고용부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각각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국세청에 신고

하고 있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필수항목을 고용부 근

로내용확인신고서에 추가해 고용부에만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안전행정부에서 ’14. 8. 5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 한다. 

주요 개정 주요내용은 공사 적격심사시 시공실적 인정기간 확

대했다. 이로인해 추정가격 3억원이상 50억원미만은 최근 3년

에서 최근 5년으로 변경되었으며, 공사계약의 원가심사 결과 

입찰공고시 공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 공사 원가심사 

조정결과(조정사유서)를 입찰공고시 나라장터(g2b)에 게재키

로 했다. 

또한 지역의무공동 도급시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 개선

하기 위해 40%(단,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시 49%)를 현행과 같

이 유지하되, 자치 단체장이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소 시

공참여비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지급보증이 면제되던 "회사채 A등급 이상 원도급 건설

업체(현대건설 등 23개사)도 '14. 8. 7일 부터는 하도급대금 지

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교부 "하도록 건산법 시행규칙이 개정

('14. 2. 6)되되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16조9천억원의 하도급공사가 새로이 

지급보증 대상에 포함되어 관련업체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고용부, 건설업 산재보험료율 특례적용 확대 입법예고
공사실적 40억→ 20억 이상… 근로자수 10명 이상으로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일부개정‧시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의무적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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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국가기술표준원으로 제정신청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안이 제정절

차를 완료하고 ’14년 8월 4일 제정·고시되었다고 밝혔다. 

선진화될수록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비율이 높아지

고, 건물의 전생애 단계에서 신축·폐기비용보다 유지관리비용

이 월등히 높아 세계적으로 건물에너지관리 효율화에 대한 관

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IT업체, 냉난방

기기 생산업체, 건설업체, 건물관리업체 등 다양한 산업계와 

건축주 등 일반국민 사이에서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BEMS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정의도 제각기 다르고, 

BEMS 설치업체마다 운영방식 및 통신체계 등이 달라 호환성

이 떨어져 BEMS에 대한 산업표준화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건물부문 에너지절약을 소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국

가기술표준원, 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KS(안)

을 마련하고, BEMS협회 등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후 BEMS 

KS를 제정하게 되었다. 

금번에 제정된 BEMS KS는 제1부로 기본개념, 기능, 데이터 처

리절차 등을 정의하는 일반 요구사항의 수준이지만, BEMS에 

대한 표준화를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

미가 있으며, 관련기술 개발 집중도 및 상호 호환성을 높이기 위

해 국토교통부가 후속 KS*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

고 있어 향후 BEMS KS의 완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BEMS KS를 통한 관련 산업발전 및 BEMS 보급 활성화

로 건물부문 에너지절약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안드로이드와 같은 개방형 플랫폼을 통

해 스마트폰 신시장이 개척된 것처럼, BEMS 표준화를 통해 개

방형 플랫폼을 마련하여 국내 BEMS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

점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5580원으로 결정되면서 일

급(8시간) 4만4640원, 월급(209시간) 116만6220원이 최저임

금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2010년 이후 2010년 2.75%,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 6.1%, 2014년 7.2% 등으로 상승하

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4.6%인 266만 8000명으로 추산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

독을 강화하고 있다. 

8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조치기준을 강화(적발시 14

일 이내 시정→즉시 과태료 부과)했다. 

또한 오는 9월30일까지 도·소매,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축·에너지·ICT 융합 건물에너지관리 신시장 개척 시동 

고용노동부,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을 5580원으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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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분포 현황

전국(정회원)   2014년 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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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를 막고자 내년에 14조원 

이상의 안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안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안전예산 규모를 14조원 이상으로 확대하

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의의 안전예산(S2)이 올해 12조

400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2.9% 이상을 늘리는 것이다. 

이는 안전예산 증가율을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보다 2∼3배 더 

가파르게 편성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애초 안전예산의 기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

출 분류 12대 분야 중 하나인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으로 분

류했으나 이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보고 새로운 의

미의 안전예산 분류 기준을 이번에 마련했다.

정부는 재난의 예방·대응을 직접 목적으로 하면서 재난 발생 

위험도를 낮추고 즉각적인 재난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사

업을 협의의 안전예산(S1)으로, S1에 연구개발(R&amp;D) 등 

중장기적으로 국가 안전시스템을 강화하는 사업을 포함해 광

의의 안전예산(S2)으로 분류했다.

올해 예산으로 보면 S1은 5조3000억원, S2는 12조4000억원 

규모다.

안전예산 사업은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재해시설 기능 강

화 △교육·훈련 △안전 연구개발(R&amp;D) △안전시스템 지

원·보완 △재해예방 SOC 관리 △예비비 등 7개 항목으로 분

류했다.

정부는 내달 중 예비비를 지원해 주요 안전취약시설물을 정밀 

점검하고 대대적인 보수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3∼5년간 안전투자 펀드를 조성해 민

간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2015년에는 재난 예방과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시설 개량과 소

프트웨어 및 새로운 유형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험 도로를 개선하고 노후 철도 시설을 개량하는 등 SOC 시

설 위험 요인도 없애기로 했다.

연구개발(R&amp;D)과 전문인력 육성 등 분야에도 투자를 늘

려 안전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안

전 예산의 개념 및 포괄범위를 재정립했다.

내년 안전예산 대폭 늘린 14조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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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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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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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