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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회원사 여러분, 

희망찬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수년을 돌이켜보면 딱히 건설 경기가 호황이

었던 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업역의 침체

도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침체는 비

단, 금속구조물·창호공사 분야만의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공사 물량이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전체적으로 시장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여러 연

구기관들의 예측입니다. 

단지, 여러 설계도서나 건축 성능 시험소의 자료

를 보면 예년보다 계획되고 있는 민간건축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건설 경기의 회복으로 오랜 기간의 고통

을 견디고 살아남은 우리 회원사들에게 웃음꽃이 

피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지난해 우리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협의회는 협

회 차원에서 업역 확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

였습니다. 태양광 구조물 설치공사 및 보안게이트 

설치공사를 업역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금속구조

물·창호공사기술정보지를 통해 꾸준히 홍보를 하

고 있으며, 여러 채널을 통해 태양광 구조물 설치

공사 및 보안게이트 설치공사가 우리 업역임을 역

설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회원

사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회원사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국가적으로도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안전

에 대한 불감증이 낳은 큰 비극을 겪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아직도 안전에 대해 무감각하지는 않

은지 돌이켜보는 새해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도시의 경관에 중요한 

요소이면서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할 업역입니다. 

눈앞의 이익 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

명으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에 신경쓰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회원사 여러분, 국가 경

제가 일정 궤도에 오르면 신축 보다는 리모델링 시

장이 각광받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최근 

정부는 신축 건물 외에도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

니다. 

신축 건물 외에도 기존 건축물의 성능 향상에 우

리 회원사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

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며 양털과 같은 따뜻

한 한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희망찬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권두언

김병우
KOSCA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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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조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신년사

존경하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회원 여러분!

새로움과 복됨을 상징하는 푸른 양(羊)의 해, 을미

(乙未)년의 밝은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건설환경에도 불구하고 업계와 협

회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5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

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플랜트, 도로공사의 구

조물부터 건축공사의 창호와 커튼월까지 모든 건

설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업종입니다.

 최근 수년간 침체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

는 건설 환경을  감안하면,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현명한 변화를 주도해 온 

금속창호 업계 회원여러분의 묵묵한 땀방울이 더

욱 소중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포함한 우리협회 소속 

18개 업종이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 주고 계

시듯 서울시회 또한 중앙회와 손발을 맞춰 회원 

여러분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발주물량 확충

을 위한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 영업환경의 전반적 개선을 최우선 과

제로 삼아 건설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한 원-하도급

간 상생협력 강화와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

한 건의활동, 발주물량 극대화를 위해 각종 제도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을미(乙未)년 새해 우리 건설업계는 

세월호 참사와 리조트 붕괴 등 지난해 발생했던 

국내·외 각종 사고들을 반면교사(反面敎師)의 기

회로 삼아 더욱 안전하고 성실한 시공을 다짐하

고, 또 실천해 옮겨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안

전’은 비단 우리 신뢰도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건

설업계의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2015

년은 협회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이니만큼 전국 4

만여 회원사가 똘똘 뭉쳐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새

롭게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서울시회장과 중앙회 수석부

회장으로서 회원사의 권익증진과 업계발전을 위

해 더욱 노력하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지금껏 해주신 대로 업계와 협

회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참여를 아끼지 말아 주

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위기를 극복

해 온 전문건설인의 자부심과 열정을 바탕으로 더

욱 힘내시길 바랍니다.

지난 10여년 간 꾸준히 발간되어 금속구조물·창

호업계의 기술발전에 기여해 온 기술정보지의 신

년호 발간을 축하드리면서, 을미년 한해 희망찬 

계획과 알찬 성과들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 바랍

니다. 더불어, 전문건설협회 모든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체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리며, 

멋진 2015년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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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게이트

일반적으로 차량 게이트는 대형 건물 혹은 대형 주차장의 입구에 설치되어 차량의 출

입을 통제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장치이다.

최근 들어 자가용 차량이나 업무용 차량의 증가로 인해 주차장의 확보가 이슈로 부각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에서의 주차관리,  요금정산 등에 따른 인력, 인건비 등

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주차장의 입구에 요금정산소와 차량 게이트를 동시에 설치하거나 또는, 차량 차단기

만을 설치하여 상기 건물 내로의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건물의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 게이트는 건물 내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차량을 감

지하여 상기 차량 게이트의 게이트 바를 작동시켜 승·하강시킴에 따라 상기 승·하강

되는 게이트 바에 의하여 상기 건물 내로 차량이 출입하거나 출입을 차단한다.

특히 고속도로나 대형빌딩, 공공 시설물, 전용 주차장 등에는 차량의 출입을 통제 관리

하고 요금을 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차단기가 필수적으로 설치 운용되고 있다.

시리즈, 시큐리티 게이트-3

1. 스피드게이트

2, 보안검색대

3. 차량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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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고속도로에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하이패스 시스템(Hipass-System)이 적용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하이패스 시스템은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한 차량이 통행료를 

징수 받는 요금소에 정차하지 않고 시속 30㎞ 정도로 서행하여 통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하이패

스 단말기에서 통행료가 정산되고, 통행료가 정산되면 상기 차량차단기의 차단 봉이 올려져 차

량이 통과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주요 출입구에 차량출입통제 시스템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방지와 도난사고 예방 및 각

종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사건 발생시 증거를 확보하고, 무분별한 차량통

행을 억제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차량 게이트는 설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모델이 적용되고 있다. 차단기의 크기, 개폐속도, 디자인 

등 다양한 장소에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시설이 적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차량 게이트

는 수동에 의해 작동하는 방식과 사전에 출입 허가를 받은 차량을 자동으로 통과 시키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차단기는 보통 1-3초의 작동 속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크랭크식 간접구동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노란색이 적용되고 있다. 

국내기술 _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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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게이트의 종류

수동스위치 겸 리모컨 방식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방식으로 빌라나 주택 등 별도의 관리 인원을 배치하기 어려운 장소에 설치된다. 

차량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거나 소수의 허가된 차량이 출입할 경우에 설치된다. 이 방식의 경우에 리모

컨의 분실 및 양도의 위험이 있다. 설치 시 환경적인 저해요인이 적기 때문에 다양한 장소에 적용되고 

있다. 

RF카드 방식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차량 차단기 방식이다. 빌딩, 공장, 학교 등 관리인원이 상주하는 장소에 적합

하다. 

차량의 유입이 많거나 정기적으로 동일한 차량이 출입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이 방식은 컴퓨터에 출입

한 차량의 기록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장소에 적용되고 

있다. 

요금 정산시스템과 연동할 경우

에 정기권 차량의 경우 신속하게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다. 이 방식

은 차량 차단기에 별도의 RF카드 

리더기를 장착해야 한다. 또한 차

량의 입사 각을 고려하여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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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인식 방식

차량 차단기 중에 비교적 고가인 방식이다. 대형마트 또는 차량의 유입이 빈번한 장소에 설치된다. 이 

방식은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차량번호 인식을 위한 별도의 장비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사전에 등록된 차량과 미등록된 차량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출입 차량을 관리할 수 있다. 

국내기술 _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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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월 층간 화재 확산 방지 공법

커튼월은 외벽체가 아닌 외장재로 인식되어 관련 규정상 내화성능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사용되는 커

튼월에 사용되는 단열재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마감재료로 보아 불

연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면 된다. 

따라서, 현재 커튼월 공법에 사용되는 단열재는 준불연 성능 이상을 나타내는 무기질 단열재인 Mineral 

wool 또는 Glass wool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화재시 견딜수 있는 내화성능은 만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커튼월 층간 화재확산방지를 위한 경량무기발포 세라믹보드의 백패널 및 프레임커버 적용 공

법이란? 

불연성능을 지녀 화재에 강하고 경량 세라믹 발포체임에도 불구하고 강도가 강해 모서리부의 취성파괴

가 적은 구조적인 특징을 지니며 단열성 및 내결로성이 우수한 하이브리드 경량무기발포 세라믹보드를 

개발하고 이를 기존 알루미늄 커튼월 시스템의 화재 발생시 취약구조인 커튼월의 Spandrel Back Panel 

대체와 프레임 덮개 부재로 고정·긴결하는 공법이다. 또한 알루미늄 프레임과 Back Panel 및 프레임커

버를 포함한 내화성 커튼월 시스템은 기존 공법과 유사한 단열성능을 지니면서 기존 공법은 갖지 못하

는 내결로성과 내화성능 30분을 만족하는 커튼월 내화향상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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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및 주요성능

- 친환경 경량무기발포 세라믹보드

본 기술에 사용하는 친환경 경량무기발포 세라믹보드의 조성은 다음과 같다.

친환경 경량무기발포 세라믹보드의 주요성분

성분

주재료 첨가재료

플라이애시,

규석분말 등

폐유리분말,

유리연마

슬러지 등

무기계 발포제

(그라파이트,

탄산칼슘, 산화철, 

규산나트륨 등)

실리카퓸,

고로슬래그

미분말 등

퓸드실리카

비율(%) 5∼60% 40∼90% 0.1∼5.0% 10∼40% 5∼20%

산업부산물인 플라이애시, 실리카퓸이나 고로슬래그, 퓸드 실리카와 규석분말 등은 단열재료의 필러 역

할과 기능성을 부여하는 소재로 활용되며, 친환경 재활용재료인 폐유리분말이나 유리연마슬러지는 고

온에서 용융하여 단열재의 골격을 형상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무기계 발포제로써 그라파이트

(Graphite), 탄산칼슘(CaCO3), 산화철(Fe2O3), 규산나트륨(Na2SiO3) 등을 첨가하여 화학반응에 의한 가

스를 생성하고 이 가스는 단열재의 단열성을 부여하는 기공을 형성하게 된다.

표의 조성으로 제조된 경량무기발포 세라믹보드는 최대크기 1,200×1,200mm로 생산되며 20mm, 

30mm, 50mm의 다양한 두께로 가공이 가능하다. 본 신기술에 사용하는 경량무기발포 세라믹보드는 단

열성능의 향상 및 구조성능 향상을 위해 단열성 향상용 보드와 강도향상용 보드를 별도로 생산하여 접

합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때 경량무기발포 세라믹보드는 다음의 구조성능 및 화재성능을 만족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국내기술 _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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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무기발포 세라믹보드의 성능기준

성능 단위

성능기준

평가방법단열성능 향상

보드(외측)

강도향상

보드(내측)

밀도 g/cm³ 0.25 ± 0.05 이하 0.45 ± 0.05 이하 KS F 2701

열전도율 W/mK 0.06 ± 0.005 이하 0.11 ± 0.01 이하 KS L 9016

압축강도 N/mm² 1.0 ± 0.2 이상 6.0 ± 0.5 이상 KS L ISO 679

휨강도 N/mm² 0.5 ± 0.1 이상 2.0 ± 0.2 이상 KS L ISO 679

탄성계수 N/mm² - 3.0 ± 0.5 이상 KS F 2438

화재

성능

(불연성)

연소성능

(20분 가열, HR)
MJ/m² 8 이하 KS F ISO 5660-1

가스유해성 min 9 KS F 2271

온도상승 K 20K 이하
KS F ISO 1182

중량감소 % 30 이하

상기 성능에 적합한 단열성 향상용 보드와 강도향상용 보드는 다음과 같이 접합된 공장출고 제품을 사

용하여 현장에서 설치하며 요구된 성능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두께의 조정이나 표면에 도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경량무기발포
세라믹 보드 개략도

경량무기발포
세라믹보드 형상

하이브리드 경량무기발포 세라믹보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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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무기발포 세라믹보드를 Back Panel로 적용한 커튼월 공법

본 기술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경량무기발포 세라믹보드는 복합 두께 50mm의 것을 사용하며 설치시 

설치방향에 주의해야 한다. 이를 Spandrel Back panel 대체로 설치시 고정되는 프레임 안목치수 이하로 

가공하고, 경량 L형 앵글을 이용하여 스크류 피스로 프레임에 고정한다. 

내부에 면한 프레임은 화재에 노출되지 않도록 두께 30mm의 강도향상용 경량무질 발포 세라믹보드를 

프레임 폭보다 양 변으로 각각 30mm 이상 내어 스크류 피스로 프레임에 고정하고, 각 단열재의 틈새 및 

이음부는 방화실란트로 마무리한다.

바닥 충전구조는 기존 공법과 같이 조인트 하부에 불연성 충전재로 충전하고 조인트 상부를 방화실란트

로 마감한다.

이렇게 완성된 신기술은 커튼월 전체를 경량무기발포 세라믹보드로 차단하므로 Spandrel에만 단열재가 

설치되어 프레임은 노출되는 기존 커튼월 공법에 비하여 내결로성 및 시스템 단열성능이 우수하고, 내화

성능은 향상되는 장점을 갖게 된다.

국내기술 _ 02

후면 프레임 커버 설치 화재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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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건식 단열 마감 공법

본 기술은 인조스톤 마감도막을 공장에서 전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생산하여 균질한 마감층

을 형성시킨 인조스톤패널(DIS Panel)과 활착식 미늘박스앵커와 양날 지지형 셋트앵커로 고

정하는 저층 및 고층용 단열마감재 시공기술(DBIS System)에 관한 것이다. 즉, 특별히 개발

된 활착식 미늘박스앵커(Type Ⅰ,Ⅱ)는 반 습식형태의 기존 몰탈 부분 접착방식의 패널고정방

법에 비해 시공성과 부압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등을 향상시켰으며, 특수 고안된 양날 지지

형 셋트앵커의 적용으로 조인트부의 상하부 패널의 연결에 있어서도 부압작용에 견고히 대

응할 수 있는 구조를 이룸으로써 고층용 단열 마감층으로 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공장에서 전자동 공정(약 15개 공정) 생산된 인조스톤 마감도막 기술은 현장에서 시공

되는 마감재의 품질 불균일성을 해소하고, 현장 도막공정을 생략하게 함으로써 공기단축에 

의한 시공성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유리하다.

DIS Panel 형상(제품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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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착식 미늘박스앵커 설치(콘크리트 구조물 적용예)

핵심기술 내용

- 핵심기술 1

활착식 고정구 → 미늘박스앵커 TypeⅠ, TypeⅡ(특허 제10-0911132호) 

기존 시멘트계 접착몰탈을 사용하여 단열패널을 고정하는 습식타입의 부착방식으로 인한 시공성 결

여, 품질 불균질, 고정력 저하 등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건식화 시공을 지향하기 위해 활

착식 미늘박스앵커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 핵심기술 2

건물 외단열 브라켓 → 양날 지지형 셋트앵커(특허 제10-0946776호)

패널이 고정될 때 상단면만 고정하도록 하였을 경우 패널 하단부는 부압에 대한 고

정력을 시멘트계 접착몰탈에만 의존하게 되어 내풍압성이 현저히 결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양날 지지형 셋트앵커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 핵심기술 3: 마감도막층 생산 기술 → 불소 코팅제 전자동 생산시스템(특허 제10-0848357호)

단열패널 설치 후 최종적인 마감도막재가 현장에서 시공될 경우 부착력저하, 두께 불균질, 시공성 결

여, 비산에 따른 손실 및 민원발생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

국내기술 _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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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불소 코팅제를 공장에서 바탕처리, 도막형성, 건조 등 의 15가지 세부공정을 무인 전자동 시스템으로 

생산하였다.

- 핵심기술 4: 조인트 씰링 기술 → I형 조인트 씰링 기법(특허 제10-0917866호)

패널 자재의 건식형 적용상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조인트는 내풍압과 동시에 가해지는 수압 및 구조물의 

거동 등에 가장 취약한 부위가 될 수 있으므로 조인트 보강효과와 함께 수밀성 개선의 목적으로 I형 씰링 

기법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

- 활착식 미늘박스앵커

기존기술에서 단열패널을 콘크리트 벽체에 고정함에 있어 모르타르접착제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

착력 부족, 품질의 불균질, 초기고정의 어려움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활착식 미늘박스앵커를 

개발하게 되었다. 이 활착식 미늘박스앵커는 길이가 다른 16개의 침상 고정핀으로 구성되며, 고정핀 중간

에는 한번 걸리면 잘 빠지지 않는 낚시 바늘 구조에 착안한 미늘구조가 형성되어 있어서 패널에 관입한 

활착식 미늘박스앵커가 다시 빠지지 않도록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양날 지지형 셋트앵커(철골 구조물 적용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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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기술 본 기술

- 부착용 습식 모르타르 접착제 사용
- 패널의 부착력 결여(EPS 표면 부착력 의존)
- 품질의 불균질
- 습식시공에 따른 시공성 결여 및 공기지연

- 활착식 고정구 사용
- 패널의 부착력/고정력 극대화(EPS내부 관입형)
- 품질의 균질성 확보
- 건식형 시공에 따른 시공성 확보 및 공기단축

- 양날 지지형 셋트앵커

양날 지지형 셋트앵커는 패널의 상·하부를 완전히 기계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써 

기존 일반 고정에 많이 사용되는 L자형 앵커에 특수 고안된 양날 지지방식 앵커를 결합한 셋트 앵커

이다. 고층부 적용에 따른 풍압 대응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 고안된 양날 지지형 셋트앵커를 이용하

여 패널 상·하부를 기계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특히, 고도작업 상의 시공성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상·하부 패널의 정확한 위치에 신속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상·하부 패널 가이드 윙을 설

치하였다.

기존기술 본 기술

- 고숙련자 시공필요
- 정밀시공 불확실
- 조인트부 불완전 결합
- 하자요인 상시보유

- 미숙련자 시공가능
- 정밀시공성 확보
- 조인트부 완전한 기계적 결합
- 하자요인 원천차단

국내기술 _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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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판 분리식 신축이음장치

걸침턱 구조를 가진 상·하판 분리식 핑거형 신축이음장치 설치공법이란?

상·하판 분리식 핑거형 신축이음장치에 있어서 상·하판 후단부에 걸침턱 구조를 두어 맞물리게 

설치함으로써 볼트부의 응력을 걸침턱으로 분산시켜 볼트 풀림 및 파단현상을 저감하는 공법이다.

  

개념도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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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_ 04

신축이음장치 설치

일반형 신축이음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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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신축이음장치와의 비교

항목 일반형 신축이음장치 신기술 신축이음장치

구조적

안정성

비교검토

- 볼트부에 차량하중 직접 전달(볼트파손)

-  측면판이 없어 상판개방시 후타콘크리트 

파손

- 고무방수재만 교체 불가능(전면교체)

-  볼트부 역청재 채움으로 상판개방시 강재

의 열변형발생

-  걸침턱이 있어 볼트부 응력집중 현상 없

음.

-  측면판이 있어 상판개방시 후타콘크리트 

파손없음.

- 고무방수재만 교체 가능

-  볼트부 실란트 주입으로 상판개방시 열변

형 발생 없음.

볼트파괴시

인접볼트

안정성

비교검토

조건1. 

렌치볼트 1개 탈락시

조건2. 

렌치볼트 2개 탈락시

조건3. 중볼트 1개, 

렌치볼트 2개 탈락시

기존 신축이음은 볼트부에 파괴가 발생되면 인접한 볼트의 파괴로 진행되나 신기술은 볼트부 파괴

에도 인접볼트에서 응력증가가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함

향후 활용전망

-  상·하판 분리식 핑거형 신축이음장치의 볼트 풀림에 대한 불안감 해소

-  한국도로공사 지침상 강재 핑거형 신축장치 제품의 사용 권장으로 수요 증대 예상

-  보수시간의 단축으로 교통통제에 대한 민원발생 해소로 제품선호도 증대

-  건설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한 저탄소 녹생성장에 부합하는 환경친화적 공법

- 하자관리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신축이음장치 제품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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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강재형 상·하판 분리식 핑거형 신축이음장치의 주요하자 

원인인 볼트 풀림 현상을 방지하여 대형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후타콘크리트 파

손없이 고무방수재 교체가 가능하여 신축이음장치 보수공사시 소요시간을 기존 M

당 60분에서 5분으로 줄여 유지보수가 우수한 시공 공법이다.

국내외 기술대비 경쟁력

-  상·하판 분리식 핑거형 신축이음장치의 볼트 풀림을 걸침턱 형상에 의한 구조적 

안정성 확보

-  하판 후단면에 측면판이 있어 후타콘크리트 파손없이 상판 개방이 가능하여 유

지보수 용이 

- 일체형 고무방수재 적용으로 방수성 우수

국내기술 _ 04

신기술 신축이음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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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조명시스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에너지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를 수

행하고 있다. 대체 에너지 자원으로는 태양광, 풍력, 조력 등이 있으나 활용성 및 발전성 측면에서 태

양광이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간이 태양광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태양광 발전, 태양열 이용 그리고 태양광 조명을 들 수 있다. 

전자 두 가지의 경우에는 주로 에너지 측면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면, 후자인 태양광 조명의 경우에

는 에너지 측면과 더불어 생활환경개선 측면에서의 많은 장점(태양광이 갖는 질병예방기능, 살균, 탈

취 기능 등)을 활용하고 있다.

태양광을 조명으로 활용하기 위한 과학적인 채광기술, 채광된 빛을 효과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전송

기술에 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도입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신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 에너지에 대

한 관심증대와 웰빙 문화의 확산으로 태양광 조명시장의 성장률은 연 20 %의 고성장이 기대되는 성

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태양광 조명이란?

태양광 조명은 자연광의 유입이 어려운 실내공간에 여러 가지 장치를 이용하여 자연광을 내로 유입

시키는 시스템으로서, 광을 모으는 채광부, 광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전송하는 전송부와 전송된 빛

을 조명화 하는 산광부로 구성된다.

이러한 태양광 조명 시스템은 에너지 절약, 웰빙 문화 제공, 질병예방, 생산성 증대 등의 다양한 효과

를 인간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부여하는 기술로써 특히 밀폐 주거공간, 고층고밀도 빌딩 공간, 스포

츠 시설, 상업공간, 산업시설, 교육시설, 지하 시설물, 식물 재배공간 및 농업시설물, 지하상가, 기타 

빛이 필요한 공간 등에 적용된다.

태양광 조명 시스템의 분류

- 반사거울 방식

이 방식은 반사거울을 사용하여 별도의 장치 없이 공기를 매질로 하여 빛을 전송시키는 시스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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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을 집광 또는 반사시켜 실내의 원하는 공간으로 전송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다. 거울

은 평면 또는 곡면형상을 가진 것이 사용되는 데, 1개를 사용하거나 여러 개를 사용하여 

복합화 할 수도 있다. 

비집속형 고정식 반사거울 방식은 건물이 고층화됨에 따라 발생되는 일조권 문제를  해결

하기에 적합하며, 빛의 전송거리는 30m 정도가 한계이며 연중 운영 일수는 약 120일 정

도로 알려져 있다.

- 광덕트 방식

1988년 스테판 서튼은 일사량이 적은 영국인이 겪고 있는 계절성 우울증에 대한 방안으

로서 태양광 조명시스템을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했고, 영국 모노드라프트 사가 이를 상용

화하였다. 현재 모노드라프트사는 단순 기능을 가진 태양광 조명 시스템에서 환기와 채

광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제품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 방식은 건물 상단 외부에 채광기를 설치하고 내부로 입사되는 태양광을 광덕트로 전

송하는 방법으로 유럽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으로 구조는 원형, 돔형, 다

이아몬드 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소재는 PMMA, PC 등이 적용되고 있다.

주로 주거 및 업무시설에 적용되며 생활공간, 아트리움, 지하 공간, 전시시설 등 자연광이 

부족한 영역에 적용이 되고 있으며, 태양의 조도에 무관하게 채광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며 연중 운영 가능일수는 260일 정도이다.

국내기술 _ 05

[ 표준 시공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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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광섬유 방식

이 시스템은 렌즈를 통해 집광된 빛을 광섬유를 사용하여 조명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태양광을 집광하는 

렌즈와 집광된 빛을 전송하는 광섬유로 구성된다. 집광 효율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 추적 장치가 사용되

며 태양의 방위각과 경사각을 모두 추적하는 2축 방식과 경사각만을 추적하는 1축 방식이 있으며 광전

송거리가 길고 시공이 편리한 장점이 있으나 산란광 하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연중 운영 

가능일수는 120일 정도이다.

일본의 L社는 광덕트를 광섬유로 대체한 히마와리 시스템을 상용화하였으나 이 제품의 경우 광전송효율

은 높으나 광수집장치의 크기에 비해 효율은 낮은 편으로 크기가 갖는 공간성에 제약을 받는다. 또한 스

웨덴의 P社제품 역시 개별렌즈 추적방식이며, 국내 기상환경이 고려되지 않아 효율이 낮다.

- 반사거울-광섬유 방식

1990년대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S社가 스핀

오프(spin-off)하였다. S社는 지름이 

4 피트인 대형거울을 이용하여 광을 

수집하고 수집된 광은 광섬유를 이용

하여 조명부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개

발하고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집속형 추적식 방식으로 

파라볼라 거울을 이용해 1차적으로 

태양광을 모으고 수집된 광은 2차적

으로 광섬유로 전송되는 방식으로 렌즈-광섬유 방식과 동일하게 광수집 효율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 추

적장치가 사용된다. 광 전송거리가 길고 시공이 편리한 장점이 있으나 산란광 하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

고 집광부에 고열이 발생된다. 연중 운영 가능일수는 120일 정도이다.

다면형상의 프리즘 패널, 모듈화한 복층 폴리카보네이트 패널 및 주름형 루버를 이용한 친환

경 태양광 조명시스템 설치공법이란?

채광부, 광전송부 및 산광부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하여 채광부에는 수광시 간과 굴절각도를 고려한 다

면 형상의 프리즘 패널을 채택하고, 광전송부에는 소형, 경량화 한 복층 폴리카보네이트 재료를 모듈화

하여 조립하였으며, 산광부에는 주름형 루버를 내장하여 광량조절 기능을 갖게 한 친환경 태양광 조명 

시스템 설치공법이다.

반사거울-광섬유 방식 주광조명시스템의 구조와 설치 예
(미국, Sunlight 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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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활용전망

-  본 신기술은 교토의정서에 의한 온실가스 의무 감축 및 녹색성장·저탄소사회 구현 등의 국가 정책 측면과 

태양빛의 다양한 효과(학습능력 향상, 생산성 증대, 질병치료 및 예방, 살균탈취, 범죄예방 효과 등) 및 도

시 건축물의 일조권 문제 등과 같은 생활환경개선 측면에서 많은 보급, 활용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 동 기술의 활용가능분야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시설 및 환경에 적용 가능하다.

 • 주거공간 : 화장실, 주방, 드레스룸, 북측 어두운 공간 • 근린생활공간 : 화장실, 중복도, 북측 공간

 • 전시 및 다목적 공간 : 홀내 인공조명 대체 • 교육시설 : 교실, 화장실, 복도

 • 의료시설 : 입원실, 복도, 화장실, 재활치료실 • 차시설 : 각종 건축물 지하 및 지상주차장

국내기술 _ 05

프레싱 외부 마감

산광기 설치

전송기 현장조립

채광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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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형 가동보의 제작 및 시공

이 기술은 기존의 상승식 Roller gate 및 전소식 하단배출 수문형식이 아닌 반원형으로 제작된 스테

인레스 소재의 수문과 양측부에 실린더실을 가진 문틀로 구성된 복합자동 수문을 회전시켜 배출하

는 방식으로 개발되었으며, 수위에 따라 자동으로 수문이 개폐되고 수문을 회전방식으로 작동함으

로써 자유로운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상단배출, 하단배출 및 단차 없는 완전 배출 등으로 

수위를 조절하는 중·소하천(수문 폭 20m / 수문 높이 2m 이하) 매입형 가동보의 제작 및 시공기술

이다.

기존기술

- 하단 배출식 가동보

 • 물이 하단으로 배출됨으로 담수된 물의 수위조절 어려움

 •  홍수 시 수문에 나무, 비닐 등 이물질이 걸려서 통수 단면적이 줄어들어 이물질 제거에 필요한 

인력, 시간, 장비가 소요

 •  홍수 시 이물질 걸림으로 

인한 수문의 파손 및 통수

단면의 막힘으로 수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결과 초

래 우려

- 전도식 가동보

 •  힌지부에 수문의 두께만큼

의 300mm 이상의 지지턱

이 필요하여 낙차 및 사수

위가 생길 우려가 있음

 •  수문의 작동부가 수문의 

후면에 노출되어 이물질이 

낄 확률이 증가

금속창호_2015 신년호 내지.indd   26 2015-01-09   오전 9:44:07



272015_신년호 금속구조물&창호공사기술정보

국내기술 _ 06

 •  수문 파손이 우려되며 보의 

관절 및 실린더가 수압과 수

문을 항시 지지하므로 피로도

에 의한 내구성이 저하 될 우

려가 있음

기술의 필요성

관개수로, 하천 및 저수지 등의 수

로는 농지관리 또는 관개용수 등

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일

정량의 물을 저장하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수로에는 관개용수 

관리, 즉 가뭄 때에는 물을 저장하

여 두고 내리는 비의 양이 많을 때

에는 이를 방출하기 위해 수문을 

개폐 작동하는 수문장치가 구비된다. 이러한 수문장치는 배출되는 유수와 같은 방향으로 수문이 

전도되는 전도식과, 수문의 하부로 유수가 배출되는 하단 배출식으로 구분된다. 전도식 수문장

치는 홍수가 발생했을 때 이물질이 수문에 걸리지 않고 완전히 배출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하단 

배출식 수문장치는 퇴적물이 쌓이지 않으므로 하도준설이 필요하지 않으며, 어도가 자연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별도의 어도 공사가 필요하지 않아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유수의 하단배출하기 때문에 수질개선 우수한 장점이 있다.

기술의 특성

① 최적의 적정 담수량 확보.

②  담수 시 수문 표면이 곡면화로 이루어져 수압이 상·하 균등하게 분포되고, 수문자체 표면 압

력이 최소화 된다.

③ 만수위 시 유압실린더의 피로하중을 최소화 시킨다.

④ 수위센서 및 수문 개도계 적용으로 담수 수위조절이 용이함.

⑤ 수문이 하천바닥과 같은 레벨로 완전 전도 되므로 홍수위를 낮춰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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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존의 전도식 수문과는 달리 수문의 턱이 없어 통수 단면적 극대화(퇴적물 배출 용이)

⑦ 개문 시 자연적인 어도형성

⑧ 하단배출 시 걸려있던 이물질이 완전 전도로 자연 제거됨.

⑨  평상 시 고정보 상류부에 오염되어 쌓인, 토사·퇴적오니 등을 하부로 배출시켜 정체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함.

⑩ 안전스크린 설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문을 보호함.

핵심기술

① 수압을 상·하 균등하게 분포하게 하는 수문 표면의 곡면화

② 완전 전도시 수문의 상부 레벨과 하상의 레벨을 같게 하는 수문과 바닥의 구조

③ 실린더의 로드길이를 조절하여 최적의 담수 및 하단 배출로 하천의 오염원을 배출한다.

④  하단 배출시 안전을 고려하여 수문의 하부쪽에 안전스크린을 설치

⑤  실린더 및 구동부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문의 좌우측 실린더실의 공간에 분리 

배치

⑥  수문 부품의 파손시 원활한 수리를 위하여 모든 구동부품의 조립화

⑦  종래의 복잡한 구동부의 구조를 간단한 구조로 변경

제작 및 시공 순서

- 제작 공정

①  복합자동수문의 문비는 H-Beam, ㄷ형강류의 격자골구조로 제작하며, 양측부에는 문

비를 회전운동으로 전환시켜줄 샤프트 고정브라켓을 제작한다.

②  복합자동수문의 문비 내부를 1차 도장한다. 도장이 완료되면 표면에 STS304철판(스테

인레스)을 덮어 내부에 물 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전밀폐 제작한다.

③  복합자동수문의 문틀은 구조물에 일체화될수 있도록 H-Beam, ㄷ형강류 등으로 제작

하며 양측부에 실린더실이 구비된다. 문틀의 외부표면은 STS304철판(스테인레스)으로 

마감한다.

④  복합자동수문의 문틀의 실린더실에 유압실린더 및 구동축등을 조립과 동시에 문비를 

샤프트에 연결 일체화 시킨다.

⑤  제작이 완료되면 도면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며 시운전 테스트를 실시한다.

⑥  모든 제작과정이 끝나면 복합자동수문 장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운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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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 공정

① 기초콘크리트 타설공정은 토목공정에 속한다.

②  복합자동수문 장치를 기초콘크리트 상단에 복합자동수문 장치가 휨 또는 뒤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도면의 정해진 위치에 따라 안착시킨다.

③  기초콘크리트 및 철근배근에 복합자동수문장치를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

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유압배관을 설치하는데 이때에 유압배관이 회손 되지 않도

록 별도의 커버에 의해 설치해야 한다.

④ 콘크리트 타설 공정은 토목공정에 속한다.

⑤ 유압발생장치는 도면 및 설계서에 정해진 기준에 의거하여 제작한다.

⑥ 기계실 내부에 컨트롤패널 및 유압유 니트를 설치하고 시운전한다.

복합자동수문 장치 제작공정

복합 자동수문 시공공정

① 가동보 제작

④ 가동보 조립

② 가동보 도장

⑤ 검수 및 시운전 테스트

③ 문틀 제작

⑥ 가동보 상차

① 기초 콘크리트 타설

④ 콘크리트 타설

② 가동보 설치

⑤ 유압 발생장치

③ 철근 조립

⑥ 기계실

국내기술 _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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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환기창

특징

주거용 건물을 위한 하이브리드 환기장치로는 개발

된 Hybrid 환기설비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 개발된 주

택용 하이브리드 환기설비가 국내 공동주택에 설치

할 수 없는 단독주택용이기 때문에 제품의 부피(크

기)가 매우 크다는 단점뿐만아니라 기본적인 환기 

및 에너지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창호부착형’

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이브리드 환기설비는 자연환기와 기계환기가 하

나의 System안에서 능동적으로 연동됨으로써 자연 

및 기계환기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으며, 

고효율필터와 고성능 열교환기가 장착되어 있기때

문에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국내환기 기준인 시간당 

0.5회의 환기량에 적합하도록 24시간 지속적으로 

실내에 공급함으로써 실내공기를 청정하게 유지시

켜줄 수 있는 환기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성능

-  환기구에 설치된 풍속센서에 의해 자연환기부와 

기계환기부가 하나의 System안에서 능동적으로 

작동

-  Pre-Filter와 고성능 Hepa-Filter를 사용하여 외부

로부터 유입되는 황사, 꽃가루, 먼지 등의 오염원

을 효과적으로 차단 제거

-  열교환기(폐열회수장치)를 통해 환기로 인한 냉/

난방 에너지 손실 최소화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아래의 규

정 기준을 만족하는 성능

 • 냉방 시 유효전열교환효율 : 45% 이상

 • 난방 시 유효전열교환효율 : 70%   이상

 • 냉방 시 에너지계수 : 8.00  이상

 • 난방 시 에너지계수 : 15.00 이상

-  실내외 온도차를 센서가 감지하여 필요시 자동으

로 환기

-  실내 상대습도를 센

서가 감지하여 자동

으로 환기시킴으로

써 실내 결로발생 

최소화

-  40dB 이하의 저소

음 모터를 적용하여 

환기로 인한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여 소

음기준 충족하이브리드 환기창의 환기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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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_ 07

-  빗물감지센서가 설치되어 우천시에는 자동으로 환기량 제어

-  대기전력 10W, 기계환기팬 가동시 43.5W의 전력을 사용함으로 시간당 평균 사용전력량이 약 

28W로 환기설비의 작동으로 인한 전기료 부담을 극소화(고효율에너지기자재제품) 

우수성

-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의 환기설비 항목

의 최고등급을 만족하는 환기설비

-  ‘창호부착형’ 하이브리드-환기창은 자연환기방식과 기계환기방식을 하나의 환기설비안에서 병용

함으로서 환기로 인해 소비되는 에너지를 최소한도로 절약 

-  창호에 부착함으로서 환기설비 설치공간을 최소화하였으며,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정건

강주택 건설기준(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실별로 균일한 환기성능 확보 

가능

-  건물의 천정에 환기를 위한 덕트공사가 불필요하고 시공과정이 간소화되어 작업능률을 향상시

킴, 필터의 청소 및 교환을 입주자가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으며 신선한 

외부공기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가능

  ‘창호부착형’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창호가 설치된 다양한 유형의 건물과 국내 모든 공동주택의 

구조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발

하이브리드 환기창의 
설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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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단열 출입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가 제정된 이후 상가 출입문으로 사용

되고 있는 스테인리스 강화도어에 대한 단열성능 향상 노력이 활기를 띠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르면,

가.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기

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3)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다.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금속구조물 창호업계에서는 단열성능을 향상시킨 스테인리스 단열 강화도어의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강화유리도어는 12MM(열관류율 5.6W/㎡K 이상제품)으로 프레

임 및 유리구성상 기밀성이 전혀없어 열관류율이나 기밀성의 시험테스트를 할 수 조차 없는 제품

으로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시행 이후 강화도어 현관출입문은 현행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맞출수 있는 적합한 제품이 없어 건축물 설계업계에서는 건축 설계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

었다.

창 및 문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열관류율 단열기준(중부지역 공동주택 1.5W/㎡K 이하, 남부

지역 1.8W/㎡K 이하)에 적합한 고기밀성 투라인 단열스테인리스 창호와 고기밀성 투라인 단열슬

라이딩(자동)창호의 개발에 이어 국내최저스테인리스 단열창세트(SIP-90 열관류율 1.39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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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_ 08

기밀성 1등급,현관출입용 복층강화유리도어가 포함된 스테인리스 단열 창셋트 에너지소비효율 2

등급)를 개발 완료하고 단열스테인리스 창 및 단열복층유리도어 3종을 전국적으로 공급하기 시

작함에 따라 스테인리스 단열강화유리도어 제품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된 것이다.

플로어 힌지형 180도 개방(SIP-180) 창 및 문세트인 경우 투라인 모헤어 구조의 기밀성 프레임 

구조 즉 힌지와 열쇠부분까지 방풍에 완벽을 기한 스테인리스 단열문틀로 열관류율 뿐만 아니라 

기밀성에서도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남부지방에 적합한 열관류율 보급형(1.92W/m2k) 제품

과 중부지방에 적합한 고급형(1.49W/m2k)으로 지역별로 열관류율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공급되

고 있다.

단열 스테인리스 투라인 모헤어 구조 제작기법과 2중 단열프로파일(Insulated Profile) 양측으로 

스테인리스 구성의 좌우 프레임을 끼움 조립한 3중 구조의 V 절곡 없는 스텐리스 단열프레임은 

강화유리 도어가 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 30여년 만에 강화유리도어 시장에 획

기적인 구조개선 단열 제조기법이 등장하게 됨으로서 향후 스테인리스 단열제품의 새로운 패러

다임을 국내외에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테인리스 단열 프레임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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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기술이 외벽에 적용된 
RMIT 디자인허브

위치 : 호주 멜버른

건축주 : RMIT 대학교

외피시공 : 파마스틸리사

이 건물은 환경적인 부분에 초첨을 

맞춰 물, 폐기물의 재활용 등을 관리

하고 있다. 특히 외피는 내부 공기의 

질을 개선하고 건물의 운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태양광 전지, 증발·냉

각과 신선한 공기 흡입구, 자동 차양 

장치가 추가 되었다.

이 건물은 태양 전지에 대한 지속적

인 연구를 통해 개선된 기술과 북쪽 

벽면 일부를 연구결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전체 건물 외관은 태양광 기술의 발

전을 통해 건물 전체를 실행하기에 

충분한 전기를 생성할 수 있다. 외관

은 건물의 각 면에 디테일한 이중 내

피와 자동화 작동이 가능한 장치가 

포함된 외피로 되어 있다. 외피의 그

늘막 장치는 바닥층부터 옥상 층까

지 건물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 그늘막은 수평 또는 수직 알루미늄바에 고정되어 600mm 직경의 샌드블라

스트 유리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다. 

유리 디스크 및 스틸 실린더는 4.2m × 1.8m의 패널에 고정해 약 700mm의 아연도금 스틸 프레임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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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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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커튼월 부분을 지지한다. 이것은 각 층의 외부 서비스 통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각 패널은 12개의 작동 

디스크와 9개의 고정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다. 1층부터 옥상층까지 유리 디스크로 고정되어 있다. 각 층에 패

널은 86개로 9층까지 총 774개의 패널이 있다.

내피의 이중 유리에는 주변 공기 흡입구와 미세 안개 스프링클러가 포함되어 있고, 수동 냉각을 제공한다. 냉

각에 사용되는 물은 지붕에서 얻는다. 자연 냉각이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 실내 공기질 향상 비용이 저렴하여 

궁극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보다 바람직한 공기 관리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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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

facade section

0            500            1000                              2500mm sga : sean godsell architects

legend

1   automated operable outer facade
2   argon filled double glazed inner  
 facade
3   facade actuator
4   facade sprinkler utilising harvested  
 rainwater
5   fresh air intake
6    stainless steel micro woven wire
7   perimeter plenum
8   acoustic insulation
9   open louvred ceiling  
10   swirl diffuser floor register
11   service walkway
12   seat
13   safety rail 
 

1 2

3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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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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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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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영국

유리온실 엔지니어링 : ARUP

온실 구성 : 스틸+유리

건축가 : Heatherwick Studio

스틸을 이용한 유리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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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금속&창호

헤더 윅 스튜디오의 마스터 플랜은 봄베

이 사파이어 증류 공정에서 성장하는 외

래 10종의 식물 표본 위한 두 개의 새로운 

유리 온실을 생성을 제안했다.

이 유리 온실은 습한 열대 환경, 그리고 건

조하고 온화한 지중해 성 기후를 만족시

킬 수 있다.

그것은 온실을 스틸하우스에 연결해 증류 

공정으로부터 폐열을 허용하고 식물을 번

창을 위해 따뜻한 기후를 유지하기 위해 

재순환하기 때문이다.

유리 온실의 형상은 영국의 풍부한 문화 

유산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최신기술

을 이용하여 식물의 성장을 위한 온실 구

조를 완성할 수 있었다.

0 10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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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계단과 강판 이중 외피의 
사무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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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금속&창호

건축에서 간단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공간과 공간사이를 지지

하거나 기하학적인 건물을 표현해 내는 것이다.

이 건물은 대규모 광산에서 사용되는 정밀한 공구를 보관할 

창고와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건물의 주요 공간은 로비의 3층 높이의 계단으로 빛이 들

어올 때 특히 더 눈에 띈다.

NORTH ELEVATION

 0 mts. 2.5 5 1

SOUTH ELEVATION

 0 mts. 2.5 5 1

NORTH ELEVATION

 0 mts. 2.5 5 1

SOUTH ELEVATION

 0 mts. 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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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금속&창호

이 건물은 에너지와 환경 보호를 위해 지속가능하고 생물적, 기후적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코르텐 강철로 이중외피 시스템을 만들어 수동 환기와 수직 벤투리효과로 내부 공간을 쾌적하게 만들고 에

너지 절약을 실천했다.

여기서 말하는 벤투리 효과란 공기가 좁을 통로를 지날 때 풍속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높은 빌딩 숲 아래에 

바람이 매서운 이유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코르텐 강철은 건물을 시간과 햇빛에 따라 오렌지색, 갈색, 오키색 등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바람에 

의해 조금씩 이동하면서 빛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것은 이 건물은 다이나믹하게 보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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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시스템에 기반한 가변형 외피

공고일자   2012년12월26일

특허권자 주식회사이건창호, 쌍용건설주식회사

기술 분야

본 발명은 벽식 또는 라멘구조로 시공되는 다층 건물

의 외피구조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모듈프레

임구조로 외피를 구성함으로써 창호모듈과 단열패널

모듈의 다양한 설치 조합을 통해 재실자의 다양한 요

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물로 간단하게 커

튼월 외장효과를 줄 수 있는 외피구조에 관한 것이다.

배경 기술

건물의 외피는 주로 벽이나 창으로 구성된다. 종래에는 

벽체 개구부에 창호를 장착하거나, 커튼월로 조립 설치

하거나, 이중외피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건물 외피를 완

성했다. 하지만 이러한 종래 외피구조는 일괄적인 형태

로 설치되기 때문에 다양한 입면 구성에 한계가 있었

다. 특히 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미려한 외관 확보를 위

해 커튼월 방식이 주로 적용되었는데,  종래 커튼월 방

식은 파스너 등의 앵커를 이용해야 하여 설치작업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벽식구조에 적용하기 어려운 문

제가 있었다.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종래 건물 외피의 구성방식에 대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기술적 과

제가 있다.

첫째, 건물 입면에 다양성과 기능성을 부여할 수 있고 

아울러 내부 공간 재실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다양한 변

환이 가능한 새로운 외피 구성방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입체적 외피구성을 통해 건물 내부 공간의 부분

적 확장 및 외부 공간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단열성능 확보에 유리한 외단열 구조의 외피 구

성방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넷째, 외피를 구성하는 프레임을 파스너 등의 앵커를 

이용하지 않고 인입식으로 간편하게 설치하는 방식을 

제공 하고자 한다.

다섯째, 벽식구조에도 적용하여 커튼월 외장효과를 부

여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벽식 

또는 라멘구조에 의해 층간 슬래브가 동일 평면으로 

시공되는 다층 건물골조; 상기 다층 건물골조의 개구

부에서 층간 슬래브에 걸쳐지면서 바깥으로 돌출되게 

맞춤 설치되되, 창호모듈 내지 단열패널모듈에 부합하

는 모듈프레임구조로 설치되는 내민프레임; 상기 내민

프레임 각각의 모듈프레임 내주에 설치되는 창호모듈 

또는 단열패널모듈; 상기 내민프레임 주위 건물골조 

표면에 설치되되, 상기 내민프레임의 모듈 프레임구조

가 수평 수직 연장되는 형태로 설치되는 연장프레임; 

상기 내민프레임과 연장 프레임 사이 건물골조 표면에 

설치되는 단열패널모듈;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시스템에 의한 가변형 커튼월 외피구조를 제

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벽식 또는 라멘구조에 의해 시공되는,  

일부 층간 슬래브가 확장되게 시공됨에 따라 층간 슬

래브가 확장슬래브와 비확장슬래브로 구분되도록 시

공되는 다층 건물골조; 상기 다층 건물골조의 개구부

에서 층간 슬래브에 걸쳐지면서 바깥으로 돌출되게 맞

춤 설치되되, 창호모듈 내지 단열패널모듈에 부합하는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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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프레임구 조로 설치되는 내민프레임; 상기 내민프

레임 각각의 모듈프레임 내주에 설치되는 창호모듈 또

는 단열패널모듈; 상기 내민프레임 주위 건물골조 표

면에 설치되되, 상기 내민프레임의 모듈 프레임구조가 

수평 수직 연장되는 형태로 설치되는 연장프레임; 상

기 내민프레임과 연장프레임 사이 건물골조 표면에 설

치되는 외장 단열패널; 비확장슬래브의 시공위치에 설

치된 내민프레임과 연장프레임 전면으로, 확장슬래브

의 시공위치에 설치된 내민프레임과 연장프레임의 모

듈 프레임구조가 수평 또는 수직 연장되는 형태로 설

치되는 확장프레임;  비확장슬래브의 시공위치에 설치

된 내민프레임 또는 연장프레임과,  상기 확장프레임을 

수평 연결하도록 설치되는 브라켓;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듈시스템에 의한 가변형 커튼월 외피

구조를 제공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건물의 외피를 구성하는 기본 프레임을 다양한 

가변을 수용할 수 있는 모듈 방식으로 구성하기 때문

에 건물 입면에 다양성과 기능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건물의 외관 향상을 이끌 수 있다. 특히 벽식구

조물에도 간단하게 적용하여 커튼월 외장효과를 이끌 

수 있다.

둘째, 외피를 구성하는 기본 프레임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되는 또 하나의 프레임 구성을 통해 입체적

인 건물 외피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입체적 외피구성을 

통해 건물 내부 공간의 부분적 확장 및 외부 공간의 활

용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모듈화된  기본  프레임에  다양한  기능성  부자

재(난간,  선반  등)를  용이하게  탈부착  설치할  수  있

기 때문에, 내부 공간 재실자의 사용행태에 따른 다양

한 기능성을 부여할 수 있다.

넷째,  마감과 단열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외장 단열

패널을 이용하기 때문에 용이하게 외단열 구조로 완성

할 수 있어 건물의 단열성능 확보에 유리하다.

다섯째, 외피를 구성하는 프레임을 파스너 고정방식이 

아닌 인입식 고정방식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 작업

성과 설치 안정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효과는 건물의 냉방 및 난방에 소요

되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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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

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ㆍ제32조의2ㆍ제32조의3

   - 산안법 시행령 제26조의11 부터 제26조의13

   - 산안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부터 제37조의5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13조의2 부터 13조의8

 ○ 제도시행 : ‘12.1.26

 ○ 건설현장 의무적용 (’14년까지 건설현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대상 건설공사 규모 적용 기준일 비고

1,000억원 이상 2012년 6월 1일
※단계별로 적용하므로 적용대상 현장이 

아닌 현장은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 현

장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도 미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채용시 교

육을 받은 것으로 봄)

5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2012년12월 1일

120억원이상~500억원미만 2013년 6월 1일

20억원이상~120억원미만 2013년12월 1일

3억원이상~20억원미만 2014년 6월 1일

3억원 미만 2014년12월 1일

○ 교육실시기관 : ‘12.1.26 이후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안내/신청 > 건설안전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교육기관 “바로가기” 선택

○ 의무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 원도급업체는 법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교육비, 출장비, 참여수당)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 포함)

○ 교육대상 : 법 적용일이후 건설현장에 신규 채용된 일용근로자(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제외)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 교육(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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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 교육내용 및 시간

구  분 교육내용 시  간

공통
산업 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 1시간 이상은 시청각 또는 체험ㆍ가상실습 포함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

                                 ▶                                        ▶                                       ▶                                      ▶

○ 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

  -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과태료 부과

     ※ 1차 : 5만원, 2차 : 10만원, 3차 이상 : 15만원

교육신청

사업주

교육접수

교육기관

교육실시

교육기간

이수증발급

(근로자)

교육기간

결과

전산입력

교육기관

조달청에서는 PC 해킹을 통한 부정낙찰을 차단하고자 2014년 

10월 31일부터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개시했다. 

금년 말까지 기존 웹방식과 안전 입찰 서비스를 병행 사용한 후 

201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안전 입찰서비스로 전면 전환할 예정

이다. 

따라서, 추후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입찰참여에 어려움이 없

도록 ‘안전 입찰서비스’를 2014년 말까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가. 안전 입찰서비스란?

이용자 PC에서 주요 기능이 처리되는 기존 투찰업무를 기존의 물

리적인 PC와 분리하여 별도의 가상 PC를 사용하여 투찰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이용자 PC의 해킹을 통한 변조 및 조작,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안전하게 입찰서를 제출토록 지원하는 서비스

나. 서비스 개시일 : 2014년 10월 31일

다. 설치 방법 : 나라장터 메인화면 하단의 ‘나라장터 안전서비스

’ 배너를 클릭후 안내에 따라 설치

조달청 ‘안전 입찰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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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분포 현황

전국(정회원)   2014년 11월 기준

서울(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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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49 591 235 166 204 162 146 101 1,021 225 245 307 214 338 328 334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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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면 업체 이름

이 3년간 공개되고 시공능력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

다.저가에 공공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하도급자가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경험이 많은 우수 건설업체가 새로운 업종을 등록할 때 자

본금 기준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2차례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

설업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업체 이름이 국

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에 3년간 공개된다.

상습체불업자 명단에 올라가면 시공능력평가에 감점을 받

게 된다. 대상 건설업체에게는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준다. 

해당 기간 동안 체불된 공사대금을 완납하거나 공표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면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낙찰률이 70% 미만인 공공공사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하

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저가 낙찰공사일수록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대금 체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공공공사 발주처는 원도급계약뿐 아니라 하도급계약 정보까

지 발주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원도급자가 과도한 저

가계약이나 이중계약을 강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15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는 추

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할 때 1회에 한정해 자본금의 50%를 

감면해준다. 

감면 금액 한도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자본금 

등록기준의 50%까지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토목공사업(자

본금 기준 7억원)을 이미 등록한 건설업체가 자본금 감면 요

건을 충족했을 때 조경사업(자본금 기준 7억)을 추가할 때 

조경사업 자본금의 절반인 3억5000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송석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은 

건설 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에 뒤이은 것으로 불공

정 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라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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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 회   일 정

2015년 2/4분기 세계 주요 건축박람회 일정

박람회명 전시장 규모 전시품목

독일 뉴렌버그 창호
www.frontale.de

2015.03.16 - 03.19
Messegelande

72,584sqm

1,202 업체참가

92,294 명참관

장비, 패스너기술, 차양기술, 공장용장비, 사무실시설, 피팅류, 

유리시공, 유리제품, 반제품, 기계류, 디자인기술, 환기기술, 자

재, 프로파일, 시스템, 공구, 보안시스템 

상해 국제 도어 
및 창호 박람회

http://www.rtasia.org/en/

2015.03.24 - 03.26
Shanghai New 

Exhibition Center

34,500sqm

542여업체

19,000명참가

각종 블라인드, 롤러셔터, 창문셔터, 문, 자동문, 강철 목재 문, 

차고 문, 산업용 문, 셔터문, 대형문, 투명문, 회전문, 특수문, 회

전식 십자문, 롤 스크린, 창호, 창문, 대문, 게이트, 창살, 창문시

스템, 창문 장식, 창문 하드웨어, 문 하드웨어, 하드웨어, 창문 

부속품, 외관 하트웨어, 유리/세라믹/알루미늄/석재 외관, 하드

웨어 및 부품, 전기 창 기계, 지붕, 격납고, 펜스, 담장, 울타리, 

구동제어장치, 전자보안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도난 방지 시스

템, 보안 시스템, 산업 시설 설비, 제어 시스템, 섬유, 직물제조, 

산업용 직물, 작업복, 각종 악세서리, 공구.

상해 국제 
건축기자재 박람회

http://www.cmpsinoexpo.
com/expobuild

2015.03.30 - 04.02
Shanghai New 

International Expo Centre

60,000sqm

800 업체참가

50,000명참관

•세라믹, 타일, 위생설비 박람회

•문, 창문 & 구조물 박람회

•Wood+Building China 2005

•빌딩 인테리어 박람회

•석재 박람회

•조명, 전기 기구, 빌딩 오토메이션 & 안전 박람회

러시아 건설 
및 인테리어 박람회

http://www.mosbuild.com/

2015.03.31 - 04.03
and

2015.04.14 - 04.17
Moscow Expocentre and 

Crocus Expo 

148,438sqm

2,298 업체참가

101,233명참관

욕실, 인테리어, 마감재, 인테리어 마감재, 건축 자재 및 설비, 

인테리어 플러스, 인테리어 장비, 세라믹, 페인트 및 코팅, 배관 

및 파이프, 문자물쇠, 도어 및 잠금 장치, 전기 및 자동화, 벽 장

식, 마루, 바닥재, 하드웨어 및 도구 등등 

하노버 산업 박람회
www.hannovermesse.de

2015.04.13 - 04.17
Messegelande

151,500 sqm

5,040 업체참가

180,000 명참관

•매년

  - 공장자동화, 마이크로 기술, 부품하도급, 연구개발, 에너지 

• 홀수년도 : 기계작동, 공장용 장비 및 공구, 구동장치 및 자동

화, 압축공기 기술 

•짝수년도 : 원료출하 및 물류 - CeMAT, 표면처리 기술 

뉴욕 건축 박람회
www.buildingsny.com/

2015.04.28 - 04.29
Jacob K Javits 

Convention Center

562 업체참가

13,795 명참가

실내외장식, 건축, 건설, 빌딩(Construction) 건축부속품, 내부장

식재, 바닥재, 창문, 건물유지 보수기자재, 보안, 안전, 가정자동

화, 환경 시스템 및 장비,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설비

상해 국제 유리공업 
및 기술 박람회 

CHINA GLASS 2015
http://www.chinaglass-

expo.com 

2015.05.20 - 05.23
Shanghai New 

International Expo Center

67,500sqm

766업체참가

28,440명참관

건축 및 건설 가공유리 제품 : 플로트, 엠보싱, 그루브유리, 강

화유리, 착색유리, 적층유리, 진공유리, 창문 및 도어 액세서리, 

에너지 효율 유리문, 절연표면유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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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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