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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올해도 벌써 절반가량이 지났다. 봄도 잠

시 연일 30도를 넘는 때이른 무더위에 가뭄까지 이

어지면서 농민들의 속까지 타들어 가고 있다고 한

다. 기상이변으로 1년째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았

다고 한다.

건설 시장에도 단비가 내리지 않기는 마찬가지이

다. 거듭되는 건설경기 침체로 전문시공분야인 우

리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역시 상반기 공사수주

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이제는 수십년 동안 변화를 거부해온 국내의 

건설 산업 구조 역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

고 있다. 그동안 국내 건설업계는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녹색과 해외 등 신시장 개척에 힘을 쏟았지만, 

지금 빛을 보고 있는 사업장은 사실상 미미하다.

우리 건설문화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또는 동

종 업종 간 밥그릇 싸움이 그칠 날이 없고 발주기관

과 원사업자의 횡포, 이에 따른 분쟁과 갈등은 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고 있다.

얼마 전 금속 창호를 전문으로 하는 한 업체가 민간

공사 현장에 참여했다가 낭패를 봤다고 전해왔다. 

원사업자가 공사비 지급을 6개월 장기어음으로 지

급, 자금 유동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2개월간 결제를 기다렸지만 6개월 어음만 손

에 쥐었을 뿐, 연말을 앞두고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

다며 경기침체 장기화로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어

음으로 대체하거나 미루는 일이 빈번해 지고 있어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다고 걱정을 늘어놓았다.

정부와 지자체가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민간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에게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특히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제도’가 민간공사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면서 어음부도율도 증가 추세다.

게다가 원사업자가 어음을 지급하면서 보전해 주는 

이자는 월 6~7% 정도인 반면, 어음 할인 시 소요

되는 수수료는 월 25%대로 매우 높아 중소업체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어음결제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많은 중

소건설업체가 공공·민간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어음만기일 규정 및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어음제

도 이용자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

도개선이 시급하다.

건설업은 수직적ㆍ다단계 생산구조로 불공정한 관

행이 형성되기 쉽다. 그래서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 

필요성이 큰 분야다. 건설업계의 자체적인 노력과 

정부의 뒷받침이 함께하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단비를 기다리는 농민의 마음으로 금속구조물 창

호공사업계에도 단비가 내리길 기대해 본다.

원도급과 하도급의 상생발전으로 

전문건설업계에도 단비가 내리길~

권두언

권대일

서울건업(주) 대표이사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협의회 대구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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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시공 이야기

풀 패널식 천장 시스템

이 천장시스템은 즉시 조립이 가능한 풀 패널식 천장 시스템으로, 필요한 치수만큼 공장에서 정밀하게 재단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것이 특징이다.

풀 패널식이란 천정케이블은 물론 조명기구, 제어장치까지 모두 포함된 천정 패널을 말한다. 

이 천장시스템은 주요 빔에 부착되며, 내진시험까지 통과하여, 독립적으로 지탱할 필요가 없다.

동일한 영역의 연속 천장보다 큰 음향 흡수를 제공하기 때문에 음향 패널의 역할도 수행한다.

또한, 이 천장 패널을 사용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전선을 최소화하고 케이블의 40%를 줄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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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은 다음과 같이 반전된 형태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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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시공 이야기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에 장착하는 데 사용되는 별도의 부품은 필요하지 않으며, 케이블의 한쪽 끝에는 고리를 부

착하여, 천판의 특성에 적합한 장착부를 장착하도록 한다. 장착부는 최소 200파운드 (약 90.7kg) 이상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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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빔과는 별도의 클립이나 스크류를 이용해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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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식 일체형 수문제작 및 설치공법

이 기술은 유압실린더를 문틀과 문비에 일체형으로 삽입 제작된 수문을 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하고, 수문과 분

리 설치된 유압발생장치에서 발생된 유압이 배관을 통해 실린더에 전달되어 수문을 개폐하는 구조로 권양기 설치

용 슬라브 및 도교가 없는 수문 제작 및 설치 공법이다.

개념도

수문 상부에 권양장치 설치구조물이 없는 수문설치 공법, 수문과 권양용 유압실린더를 일체형으로 조립, 1대의 

권양장치로 다수의 수문을 제어하는 기술은 현재 수문 설치공법에서는 앞선 기술이다. 수문 상부에 권양장치 설

치구조물이 없는 수문설치 공법으로 제방침식 및 함몰, 구조물 붕괴예방으로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되는 자연재

해로부터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는 기술과 기존 노후수문의 교체설치가 용이하여 작업호환성이 좋고 구조물 공기 

단축으로 시공비 절감에 따른 경제성 등 장점 기술이 각 지자체별 실시하고 있는 하천 정비 및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증가에 따른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 적용에 적합한 기술로 꾸준한 수요가 증가될 것

으로 기대되어 궁극적으로 인양수문 설치 및 가동 공법 등 기술의 발전으로 전개될 수 있다.

현장시공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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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 상부에 권양장치 설치구조물이 없는 수문 설치 공법으로 기존 공법의 단점인 구조물 설치에 따른 문제점 개

량 보완으로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유지관리 편리성 확보와 기존 노후수문에 대한 교체 설치가 용이하여 국내 

신규 및 기존 수문교체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제품 설계에 따른 제조비용은 수문구조 및 기능이 기존 수문과 유사하여 제조단가면에서는 차등은 없으나 공사

비에서는 구조물 없이 수문을 설치할 수 있는 공법으로 수문상부에 구조물 설치 공정 절감과 1대의 권양기 설치, 

수문 설치 시 수문과 권양기 설치를 별도 공정으로 동시 진행할 수 있는 시공성 개선으로 기존 수문 설치공사에 

비해 공사비용에서는 기존 기술보다 37%절감(2.0×2.0 2련 기준) 효과가 있다.

또한 수문 상부에 권양장치 설치 구조물이 없는 수문 설치 공법으로 제방침식 및 함몰, 구조물 붕괴 예방으로 기

후변화에 의해 발생되는 자연재해 예방 및 피해 비용절감으로 추가 관련 사업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발생 할 것으

로 판단된다.

설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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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시공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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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림방지 볼트류 일체를 사용한 
방음벽 설치기술

최근 들어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도로, 철로, 교량 등과 같은 교통

시설이 확충되고 있으며, 이와 함

께 교통량도 증가함에 따라 소음

을 수반하여 인접한 건물 또는 

주택의 주거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따라서 소음이 심하게 

발생되는 교통 시설 주변에는 인

접한 건물 또는 주택으로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

양한 종류의 방음 구조물들이 설

치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방음벽은 일반적으로 도로, 철로 또는 교량 등에 구축된 기초콘크리트구조물에 

앵커볼트를 매입하여 지주의 베이스플레이트와 볼팅 시공하고, 지주와 지주사이에 방음패널을 

적층 설치함으로써 완성된다. 

그러나, 지주 베이스플레이트와 앵커볼트의 볼팅이 부실할 경우 지주가 한 방향으로 기울어지거

나 흔들림이 발생하고, 지주사이로 적층되는 방음패널이 밀착되지 못할 경우 지주 내 이격 공간

발생으로 방음패널이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더욱이 근래 들어 기후 온난화로 인한 집중호

우 및 태풍의 영향으로 방음벽에 풍하중 등의 반복 및 수평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지주와 방음패

널간, 지주와 기초콘크리트구조물간의 결속 이완 및 탈락 등으로 방음벽 붕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반복 풍하중 등으로 인해 방음패널과 지주간을 연결하는 스프링 클립(Spring Clip)이 탈

락되어 방음패널이 이탈되는 것과 지주와 기초콘크리트구조물을 연결하는 볼트 및 너트가 풀림

으로 방음벽의 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기술은 기존의 방음벽에 발생하는 지주-방음패널간, 지주-기초구조물간의 고정 볼트/너트의 

RPS A-type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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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_ 01

풀림으로 인한 방음벽의 전도 및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풀림방지 볼트류 일체(RPS:Release Prevention 

Set)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RPS는 클램프, 풀림방지 볼트, 너트, 와셔 세트의 조합으로 A-Type, B-Type과 C-Type으로 구분

한다. A-Type은 기존 지주와 방음패널을 연결하던 스프링 클립과 클립 앵글을 대체하는 것으로써 풀림방

지용 볼트, 너트, 와셔, 클램프로 구성된다. B-Type은 기존 기초콘크리트구조물에 지주를 연결하던 기존 

앵커볼트, 너트를 대체하는 것으로써, 풀림방지용 앵커 볼트, 너트, 와셔로 구성된다. C-Type은 지주 상부 

마감 캡 고정 설치 시 이용되어 캡의 탈락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기존 방음벽의 경우 기초콘크리트구조물 상부의 표면이 도로 경사에 평행되게 시공되는 경우가 많아 지

주의 수직시공을 위해 경사로 인해 생긴 빈 공간에 철판(쐐기)을 끼워 넣거나 무수축모르타르를 채워 기

초콘크리트의 상부 표면을 수평되게 시

공한다. 

그러나 모르타르와 기초콘크리트구조물

간의 균열이 발생하고, 쐐기의 부식 등으

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반복적 풍하중이

나 진동하중에 의한 지주 플레이트와 기

초콘크리트구조물을 연결하던 볼트/너트

가 풀리게 되어 방음벽자체가 전도 및 붕

괴되는 등의 사례로 도로이용자의 안정

성에 매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본 신청기술은 먼

저 기초콘크리트구조물 설치 시 거푸집 

내에 ‘L’형 앵커 볼트가 끼워진 수평조절

판을 삽입 후 높이조절너트로 수평조절

판의 평활도를 조절하여 기초구조물 상

부면의 기울기 및 수평도를 개선하였으

며, 또한 지주 고정 시 풀림방지 앵커볼

트, 너트, 와셔의 조합을 이용하여 반복적 

풍하중 및 진동하중에 의해 볼트의 풀림

을 억제함으로써 방음벽의 전도 및 붕괴

를 방지토록 하였다.

RPS B-type 개요도

RPS C-type의 지주커버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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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 설치사진 

지주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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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주 내 방음패널 고정 장치인 스프링 클립은 반복적 풍하중, 진동하중에 의해 패널이 흔들리면서 

방음패널에서 탈락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기술은 RPS를 이용하여 방음패널과 지주의 안정적 결합

을 도모하였다.

  

지주 상부에는 시공 마감처리로 캡(Cap)을 씌우도록 되어 있다. 이는 방음벽 외부의 날카로운 모서리로 

인해 유지관리 및 시공 시 사람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나, 기존 방음벽의 경우 일반 볼

트, 너트, 와셔로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다. 본 신청기술은 지주 캡 설치 시 풀림방지 볼트, 너트, 

와셔로 구성된 RPS-C Type을 이용해 지주 상부 마감 캡을 고정 설치하여 캡의 탈락으로 인한 2차 피

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방음패널 사진 

방음패널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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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광셔터 / 관련제품 성능비교

‘스마트’ 윈도우는 멀리는 1930년대 미국의 폴라로이드사에 의해 최초로 개념화 했으며, 투명도를 전

기적으로 변환하는 ‘스마트 글라스’도 199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해서 현재는 ‘스마트’

라는 통칭속에 다양한 기능제품이 포함되고 앞으로도 더욱 종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셔터 제품

국내 연구진이 유리창 투명도를 마음대로 바꾸는 방법 중 하나의 핵심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단순히 

투명하기만 했던 유리창이 투명도 조절이 가능하고 향후 다양한 색을 뽐낼 수도 있게 되어 관련 산업

의 판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유리창에 특정 물질을 붙여, 전기를 가하면 햇빛의 투과율을 조정해 투명도를 바꿀 수 있는 기술개

발로 전기변색기술은 8나노미터(10⁻9m) 크기의 나노입자구조체로 만들어 졌다. 나노입자구조체는 

구조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크기가 작아 비표면적이 넓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로써 구조체의 표면

에 변색물질을 많이 붙일 수 있다. 나노구조체를 적용한 전기변색 기술은 변색 시 필요한 이온의 이

동 거리가 짧아 변색속도도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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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_ 02

변색속도는 대략 0.1초다. 본 기술은 향후 자동차 후사경의 눈부심 방지에 쓰일 수 있다. 즉 뒷차

가 상향등을 켜서 눈부심이 심할 경우 거울의 색을 어둡게 변색해 눈부심을 없앨 수 있다는 것

이다. 

또한 연구진은 본 기술이 한여름이나 겨울철 블라인드를 대체할 것으로 보았다. 즉 햇빛이 강렬

하게 비칠 때 창의 투명도를 바꿔 외부열이 들어오는 비율을 낮춘다. 이렇게 되면 효율적인 냉방

이 가능해져 에너지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디스플레이 시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변색기술을 적용하면 창을 필요시 

잘 보이게 또는 안보이게 바꿀 수 있어 투명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광셔터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구진은 디스플레이용 광셔터로 검정색을 비롯, 청색 계열에 주력하고 있

으며 향후에는 빨간색, 녹색 계열로도 확장할 계획이다. 

본 기술의 핵심이 나노입자구조체로 만들어 전기를 변색시키는 물질이라고 밝혔다. 빠른 변색

속도를 구현하는 전기 변색  (electrochromic) 소자개발이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다.

연구진은 현재 유리판에 액상 전해질을 이용, 5cm x 7cm 규모로 면적을 구현했다. 향후에는 필

름화를 위해 액상 대신 젤화공정을 사용, 면적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필름화를 할 경

우 변색속도 및 색상 저하의 문제도 푼다는 방침이다.

연구진은 본 연구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016년 말이 되면, 창에도 문자를 넣어 정보를 표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오늘은 온도가 38℃입니다. 잠시 후 셔터를 닫겠습니다.”처럼 외벽에 중점을 두어 회사의 광

고처럼 활용도 가능할 전망이다.

연구진이 확보하고 있는 기술은 전원이 꺼져도 정보가 유지되는 쌍안정성(Bistability)이 우수하

고 3V(볼트)내외로 전력소모가 거의 없다. 대기 상태시 투과도도 매우 좋아 기존 창의 투명도를 

저해하는 요소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Power-off 상태에서 투명하고, power-on하였을 때 광

차단된다. 고속동작이 가능하며 광투과도 조절이 매우 용이하고, 저전력으로 구동되는 에너지 

절감 차세대 스마트 광셔터 (커튼) 전기변색기술이다. 스마트 광셔터 (커튼)기술은 일반 건물창을 

통한 냉방 에너지 손실을 막아주는 스마트 창 뿐만 아니라, 투명디스플레이의 후면 광차단 셔터

에 적용이 가능하며 자동차용 후면 전기변색 거울, 내외벽이 까다로운 자동차, 항공기, 선박 유

리창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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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DOF)는 ‘광차단 기능의 스마트 윈도

우’의 적용으로 40% 이상의 빌딩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냉난방 시스템의 용량율 25%까지 줄이며, 

빌딩 관리비를 25%까지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분석하여 그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이미 

출시된 다양한 제품은 서로 다른 성능으로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A. 전기 변색 제품

위 제품이 생산성과 성능 및 품질유지를 위해 필름

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만큼 기존 시장에 이미 소

개된 제품의 종류와 성능의 비교가 필요하다. 소개

할 제품들은 성장 잠

재력이 크지만 가격, 

성능, 제품화 기술의 

경쟁이 관건이다.

1) 순간조광 유리

두 장의 유리 사이에 

필름형태에 특수액정

판(Liquid Crystal Sheet)을 삽입시킨 접합유리로 고

선명도의 액정스크린 기능과 전기의 공급여부에 따

라 투명과 불투명이 순간적으로 변환되는 유리다.

국내의 K사가 15년 전부터 생산 해 사무실 공간, 주

택 공간, 병원 공간, 상가 공간, 공공시설, 호텔, 공항, 

홍보관 등에 프라이버시 보호 및 스크린 기능 등 다

양한 연출이 가능했다. 

일본에서 시작하여 한국, 미국, 스페인, 중국 등으로 

필름 제조사가 확대되고 있는데, 국내의 광범위한 

시장 수요 확대에는 높은 가격이 아직 걸림돌이다. 

셔터 기능과 함께 스크린 기능, 문자정보 표시도 가

능하다.

2) e-control 글라스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제품으로 시간

별 태양고도에 따른 태양빛의 실내유입을 자동으로 

감지, 조절하여 태양빛 투과율을 조절할 수 있는 제

품으로 태양빛을 차단하기 위한 외부 차양막이나 

내부 블라인드 설치가 불필요하다.

H사가 수입, 복층화하여 외벽유리나 창문에 설치하

순간조광 on 순간조광 off

관련 광셔터 제품군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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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전기자극을 통해 태양빛 투과율을 조절하는데 

가격이 관련 제품 중 가장 높다. 

빛의 차단은 최대 98%까지 차단할 수 있으며 색이 

밝은 상태에서도 46%까지 차단할 수 있다.

3) 투과도 가변유리

점진적 투과도 가변 유리는 OFF 상태에서는 진한 

청색으로 착색되어 있으나 전기가 통하면 투명하게 

변하는 투과도 가변유리로 창문으로 들어오는 태양

광의 투과율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별도의 창

문 차광막이 필요 없다. 제품의 투과율은 전기인가

량을 조절하여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

과율 범위는 최소 0.5%, 최대 55%이며 응답속도는 

1sec이다.

사용공간은 건축물의 천창, 채광창, 자동차 선루프, 

항공기창, 광고용 보드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제품은 오래전 국내의 H사가 개발하다가 제품화

를 중단했고, 최근 중국의 T사가 제품화 노력을 계

속하고 있다.

4) 기타제품 

창문유리에 필름을 붙여 스위치 온 오프로 투명상

태조절을 할 수 있다. 

B. 비전기적(온도 감응형) 열차단 제품

1) 적외선 차단 접합유리

기존의 일반 PVB 필름 접합유리는 안전성 외에 방

범, 차음,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었으나 단열성은 모

자랐다. 코팅을 한 필름을 사용하는 이 제품은 위의 

기능에 단열성이 추가되어 적외선 95% 이상을 차

단할 수 있는 단열 접합유리이다. 해외에서 개발된 

필름으로 국내의 K사가 시험과 용도개발을 추진하

고 있다. 용도는 천창, 외벽창, 자동차, 중장비 등 안

전기능과 단열기능이 요구되는 곳에 사용 가능한

데, 가격이 가장 낮아 시장성이 높다.

2) 온도 감응형 태양빛 차단 접합유리

유리와 유리 사이에 열감응(thermochromic) 필름을 

삽입하여 접합한 접합유리로 기계적 또는 전기적 

장치 없이 필름 고유의 성능으로 일사량(유리의 온

도)에 따라 색상이(남색 or 검은색) 변하는 필름을 

말한다. 이는, 프라이버시 보호뿐만 아니라, 가시광

선, 자외선, 적외선 차단 기능은 물론 냉, 난방 에너

지를 30% 가까이 절약할 수 있다.

색의 변색온도는 40℃에 변색되므로 열감응 접합유

리를 복층유리의 외부에 사용하고 내부유리는 로이

유리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기능을 발휘 할 수 있

는 복층유리이다.

용도는 건물의 동쪽, 남쪽, 서쪽창, 자동차 등에 사

용할 수 있다. 국내의 Z사와 K사가 공동으로 제품화

를 추진하고 있다. 앞에 소개한 e-control 글라스의 

약 1/2 가격이다.

3) 기타 제품

일정한 온도지표(여름과 겨울 감안) 유리에 온도감

응액을 코팅하거나 유리사이에 온도감응 레진을 넣

어 열차단 기능을 발휘하는데 색상변화의 균일성 

등이 세부적인 문제 해결이 제품화의 과제이다.

국내기술 _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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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도 – 무신호 교차로(직각교차로)

•운영방법

 주간 : 황색 led 상시점멸

 야간 : 차량 미진입시 → 황색 led 점멸

  차량 진입시  → 적색 led 점멸

LED색상변화로 교통사고 예방기술

대부분의 나라에서 도로의 교차로 통행방법으로는 교통량이 많고 차량속도가 빠른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등의 교차로는 신호등으로서 자동차의 흐름을 제어하고 있는 반면에 그 하위 도로

의 교차로는 무신호교차로로서 점멸신호등 혹은 운전자의 판단으로서 교차로를 통과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점멸신호등의 경우 설치비용에 비해 효과가 미비하며 주거지등에 설치된 경우 점

멸신호등의 빛에 의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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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택가, 학교주변 이면도로, 교차로가 많은 단지 내 내부도로 등의 장소가 협소하고 교통량이 적

어 신호등의 설치가 어려운 무신호교차로에서 차량의 통행은 운전자의 판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므

로 잠깐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기술은 생활도로구역 비신호 교차로 내에서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광센서로 인식하고 LED 색상

변화를 통해 차량 및 보행자에게 알려주는 교통사고 사전예방하는 기술이다.

생활도로, 이면도로의 무신호구간(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의 차량, 보행자의 상충에 의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광센서, led, 제어회로를 내장한 표시등을 도로면에 매립설치하고 전력공급을 위한 태양

전지를 설치하여 주간에는 황색 led의 점멸로서 주의와 경각심을 주며 야간에는 차량진입이 없을시 

황색 led 점멸, 차량의 접근 시 차량의 전조등 빛으로 차량의 진입을 검지하여 상충방향의 차량 및 보

행자에게 적색 led의 점멸로서 차량의 진입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서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태양전지를 이용한 전력공급으로 친환경적인 시스템이며 기존의 분리되어 설치되었던 차량검지

센서를 제품 내에 내장함으로서 경제성, 시공성, 유지보수성을 높인다.

국내기술 _ 03

개념도 – 횡단보도

•운영방법

 주간 : 소등 및 축전

 야간 : 차량 미진입시 → 소등

        차량 진입시  → 황색, 적색 led 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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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용 광파이프

광파이프시스템(L i gh t P i p e 

Sydtem)이란 말 그대로 광원으

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까지 빛을 

옮기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파이

프 안에 물이나 기름대신 빛이 

흐르게 한다는 개념이다

이에 대한 최초의 시도는 거울을 

이용하는 것으로 1881년 특허로 

등록되었다.

이것은 기존의 거울을 튜브의 내

부에 설치하여 빛을 이동시키고

자 하였으나 평균95%에 불과한 

거울의 반사율 때문에 실용화되

지는 못했다.

최근 빛의 반사율이 99%에 이르

는 OLF(Optical Lighting Film)가 

개발되어 이를 이용한 광파이프 

시스템이 실용화되고 있다.

파이프내부에 이 OLF 필름을 부

착하는 방식으로 필름의 특성상 

10인치 이상의 대형 광파이프는 

제작이 가능하지만 4인치 이하

의 소형은 제작이 곤란하다.

3M OLF는 투명한 플래스틱으로 

만들어진 얇고, 유연한 필름으로

서, 3M의 미세 프리즘 공정에 의

해 한면에는 매우 정교한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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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_ 04

을 형성하고 있고, 다른 면은 매끈한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러한 프리즘 구조가 독특한 광학 특성을 만

들어 낸다.

극히 효율적으로 빛을 균일하게 이동시키고 뿌려준다. 점광원으로부터 빛을 분산시켜 선광원으로 만

들어 주기도 하고, 점광원이나, 선광원으로 부터 평면광원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층고가 높은 지역의 조명, 폭발위험 있는 곳의 방폭 조명, 클린룸, 조명 광고판, 기둥 조명, 빌딩의 강조 

조명 등에 쓰인다.

이렇게 미세 프리즘을 필름 형태로 만들어 낸 목적은 단면설계에 있어 유연함을 제공함과 동시에 재

료비를 절감하는 것이었다. 재료로는 아크릴이나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를 사용한다. 아크릴은 열악한 

환경하에서 좀 더 안정적인 반면, 폴리카보네이트 필름은 온도 특성이 우수하다. 아울러 두가지 재료 

모두 빛의 흡수량이 아주 작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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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GIVENCHY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그룹인 LVMH의 지방시

(GIVENCHY)는 지방시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건축적 언어로 

표현하고, 전 세계 매장에 적용할 포로토 타입으로서의 플래

그쉽 스토어를 오픈하고자 하였으며, 그 시작이 될 세계 최

초의 매장을 서울로 결정하였다. 외장의 디자인 컨셉은 지방

시 수석 디자이너인 리카르도 티시(Riccardo Tisci)가 의류 

및 핸드백에 적용한 T-cut을 모티브로 하였다. 단순한 박스

가 모서리에서 정교하게 컷팅된 형상으로, 지방시 브랜드와

의 연속성을 가지도록 했다. 표면은 파동형 금속패널이 패션브랜드 다운 텍스처를 연상시키며, 정교한 조명디

자인을 통해 낮과 밤의 인상을 달리한다.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지방시 이미지에 부합되는 컬러 및 디테일

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외장재가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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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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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성능과 시야조절 루버

광시 시니어센터는 건축 프로젝트이기 이전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문화 혁명 속에서 자신의 젊음

의 대부분을 보낸 퇴직자를 위해 공간이다. 건축가는 원주민이 대나무 프레임 기술을 이용해 나뭇결의 알루

미늄 루버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내부에서 대나무 숲의 풍경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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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금속&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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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는 지속가능한 건물을 실현하기 위해 이중 파사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외부 막은 자외선 차단의 역

할을 하고 안쪽 막과 개구부는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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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금속&창호

외피의 루버는 밀도에 따라 7가지 종류가 있으며, 개구부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커튼월이나 개구부가 큰 벽의 경우 열 성능에 대한 값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 밀도가 높은 루버를 설치한다.

옥탑과 외부와 내부 사이를 연결하는 지점의 외관에도 루버의 밀도를 고려했다. 그 반대로 어린이 공원의 뷰

를 가진 공간의 경우 밀도가 낮은 루버를 사용하였다.

Feature Band with Fins Detail at Terra
Scale: 1:10

1  stainless - steel (316 materials) rail
2  faux wood (3mm) aluminium panel
3  3 mm thermal transfer imitation 
     wood - grain aluminum veneer
4  post - embedded parts
5  galvanized steel connecting piece
6  ^8 mm rock wool nails
7  aluminum alloy bracket
8  50 X 50 X 5 galvanized steel square tube
9  insulated rock wool
10  120 X 60 X 5 galvanized steel square tube

8

10

5

9

8

7

6

3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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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을 차단하는 지느러미 형상의 건물

위치 : Groningen, the Netherlands

대지면적 : 31.134m²

건축면적 : 48.040m² (오피스) 21.000m² (주차)  1.500m² (파빌리온)

설계 : UNStudio

시공 : Strukton Betonbo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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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금속&창호

이 프로젝트는 유럽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대형 오피스빌딩 중의 하나이다. 건축주는 유연하고 친환

경성이 결합된 미적이면서도 미래의 경쟁력을 갖춘 건물을 요청했다. 이에 설계자는 에너지와 원자

재의 소비 및 사회적, 환경적 요소들을 포함한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

해 왔다. 지속가능성은 감소한 에너지 소비(EPC 0.74)와 크게 줄어든 원자재 소모에서 드러난다. 바

닥 높이를 3.6m에서 3.3m로 줄임으로써 전체 빌딩의 총 높이가 7.5m 감소하였고, 이는 주변 건물

에 끼치는 영향 또한 완화시켰다. 건축물의 내부 및 외부 구조는 인간과 지역 동·식물군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생물기후를 만들어냈다. 

ground - 1st �oor 2nd - 24th �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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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금속&창호

이는 외부 에너지원의 수요를 눈에 띄게 감소시켰다. 개별 업무공간의 독립된 온도제어를 통해 효율적인 에

너지 사용은 물론, 건강을 생각한 내부 온도와, 안락한 직원의 업무공간을 만드는 것도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

였다. 각각의 업무공간에 신선한 공기와 풍부한 자연광, 조절 가능한 난방 및 환기는 건물 전체 업무공간의 

편의성에 이바지하였다. 11층 메인 엔지니어링 통로와 11층의 외부 그릴을 통해 자연 공기 유입 및 유출이 가

능한 고기압 환기 시스템은 인공 환기의 필요성을 줄여준다. 미래의 가능성 추가로 데이터 센터와 사무실의 

잔여 에너지는, 추후 건물의 대지 근처에 생길 주택단지의 난방에 사용될 수 있다. 유연성이 앞서 언급한 것들 

못지 않게 중요한 점은 건물

이 추후에 큰 구조적인 변경

이 없이도 주택으로 변형될 

수 있게 설계되었다는 점이

다. 이 때문에 엘리베이터, 

계단 및 기술공간의 위치를 

신중히 고려하였으며, 통상

적인 1.8m의 사무실 그리드 

대신 1.2m의 그리드가 사용

되었다. 이 건물은 에너지 

효율을 겸비한 네덜란드에

서 가장 지속가능성이 높은 

오피스건물 중 하나가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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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 디자인의 금속패널 주차장

주차장은 보통 아름다워 보이기가 힘들지만, 롭 레이(Rob Ley)는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2,500 평방피트에 달하는 이 건물은 미국 인디애나 폴리스의 에스케나지 병원의 주차장을 영구적인 예술 

작품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파란색과 노란색, 두 가지 색으로 칠해진 7,000개의 금속 판넬이 모여 완성된 이 

작품에서, 건축가는 단순히 기하학적인 패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온화한 모습으로부터 영감을 끌어

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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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kenazi Hospital Parking Garage Façade
Design Development

[ Nov 2012 ] Urbana, Rob Ley

While variability of experience is an important goal 
of the piece, the system has been designed with 
efficiency of fabrication and installation in mind. 
Within a field of nearly 6,500 individual pieces, 
there exist only three different piece lengths and 
three different fold angles - strategically rotated and 
distributed to create the illusion of infinite variability 
across the canvas of the façade.

The metal panels are to be anchored to a lightweight 
metal tubing system - the size and specific material 
of which will be specified in accordance with advice 
from a structural engineer as the project evo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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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물은 하루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또 작품을 보는 사람의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 

주차장의 전면부에 나타나게 된다. 보

행자들과 천천히 운전하는 차들은 아

른거리며 천천히 변화하는 움직임을 

볼 수 있고, 빠르게 달리는 운전자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것처럼 볼 수 있다.

전형적인 주차장 파사드를 탈피해 방

문객들에게 강렬하고 움직이는 시각적 

화면을 제공해 원형직물 구조물이 연

출하는 환상적이고 추상적인 세계를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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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학 형 건물

이 건물은 스웨덴 Solna의 도심거리와 대학가, 그리고 병원을 연결해주는 보행자 축 간의 교차로에 돌

출되어 있다. 이 건물은 거대한 콤플렉스와 근접해 있어서 독특한 외관이 필요했다.

일광, 효율성, 에너지 소비 등이 이 건물을 계획할 때 주요 기준들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사진 입

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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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스트 형태의 입면은 전체를 평평한 판유리로 구

성하였는데, 전체 건물을 감싸는 삼각형 패턴으로 

기하학적 형태를 만들어 냈다. 여러 종류의 판유리

로 독특한 면모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절연, 투명성

과 햇빛 투과율 저하문제를 해결했다. 인테리어는 목

재 프레임이 기하학적 형태만큼이나 눈에 띈다. 노르

딕 풍의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구조와 표면에 많

은 양의 전나무를 사용하게 됐다.

전체 구조는 세 개의 다리로 지탱되고 있으며, 이 세 개의 다리는 각 코너에 있는 계단 및 엘리베이터와 함께 

연결된다. 함몰된 지지대은 방해받지 않는 실내공간과 외부의 연속적 형태를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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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가계 공중 유리다리

중국의 유명 관광지이자 아바타 촬영지로 알려진 장가계에 길이 430m에 달하는 세계 최고ㆍ최장 공중 유리

다리가 개통될 예정이다. 

장가계 대협곡을 지상 300m 높이에서 가로지르는 전체 길이 430m, 폭 6m에 달하는 유리 다리는 오는 7월 

완성돼 개통된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다리의 바닥 전체는 투명 유리로 설계돼 관광객들에게 환상적인 

광경을 선사할 예정이며 세계 최고, 최장의 공중 유리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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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NN 방송은 “중국이 또 하나의 최고기록을 보유하게 됐다”며 자국의 그랜드캐니언 스카이워크 유리교 

길이는 21m, 높이가 219m라고 전했다. 이어 캐나다 앨버타의 글레이셔 스카이워크는 길이가 35m, 높이 

300m에 조금 못 미친다고 덧붙였다.

장가계 유리다리는 이스라엘 출신의 건축가 하임 도탄이 설계한 것으로 패션쇼 런웨이로도 이용되고 세계에

서 가장 높은 번지 점프대도 설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두께 4.856cm인 대형 유리 99장이 사용된 다리는 

한 번에 최대 8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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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성능을 향상시킨 복층유리

본 발명은 에너지 절감 기능을 향상시킨 복층유리에 

관한 것이다.

이는, 일정한 간격으로 빛을 차단하거나 반사할 수 있

는 물질을 코팅한 판유리로 복층유리를 제작하여, 그 

면에 입사되는 빛을 모두 차단하거나 반사하도록 함으

로, 냉방부하 관련 단열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효

과를 얻을 수 있는 복층유리에 관한 발명이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냉난방 에너지 소비량 중에서 유리

창을 통하여 손실되는 양이 약 30%로 높은 편이다.

이 에너지 손실분을 줄이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많

은 기술이 개발되어 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단판유리

창 대신 복층유리나 삼중 복층유리, 진공 복층유리, 로

이(Low-E)유리 같은 반사코팅유리나 색유리를 사용한 

복층유리 등을 창에 이용하는 것이다.

복층유리는 유리판 사이에 형성되는 공간에 의해 방음 

및 우수한 단열효과를 얻을 수 있어 건축물의 창문자

재로 사용 된지 오래다.

그러나 이러한 복층유리들은 내부공간에 단열층이 형

성되어 있어 대류열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지만, 

태양광선에 포함된 원적외선에 의한 복사열은 거의 차

단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일반 투명 판유리의 복층유리는 유리창의 특성상 내 

외부가 보이도록 투명성은 유지하지만, 이로 인해 열전

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적외선의 통과를 거의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일반 복층유리의 경우 

태양열 취득율(SHGC)을 줄일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종래의 기술은 복층유리에 난방부하 에너지 절

감을 위해 로이유리나 색유리를 사용함으로 빛 투과율

을 일부 줄이고 입사되는 빛의 반사율을 높여 원적외

선의 통과를 일부 차단하여 태양열 취득율(SHGC)을 

일부 낮추고 난방부하 열관류율(U-Value)을 낮추는 것

이 고작이다. 이렇게 제작된 복층유리가 u값에서 최고

의 단열성을 갖는 복층유리로 알려져 있다.

본 발명은 종래의 복층유리가 대류나 전도에 의한 열

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지만, 원적외선의 투과에 

의한 복사열은 거의 차단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개선하

기 위하여, 한 쪽 면에 빛을 차단할 수 있는 물질(도료

나 잉크류)이나 빛을 차단하고 반사시킬 수 있는 금속

박막을 일정한 간격으로 코팅한 유리로 복층유리를 제

작함으로, 창으로 입사되는 원적외선을 대부분 차단하

고 반사시켜 복사열을 억제시킴으로서 냉방부하 에너

지 절약효과(T-Value)가 증진된 기능성 복층유리를 제

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종래 기술로 제작되고 있는 복층유리의 단

점(복사열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단점)을 보

완하기 위하여는 복층유리용 판유리의 한 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줄무늬의 차단막이나 금속 반사 박막을 코팅

하여야 한다.

유리 표면에 빛을 차단할 수 있는 물질을 코팅하는 것

은 도료나 잉크류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인쇄공법으로 

간단히 인쇄할 수 있고, 금속박막을 코팅하는 것은 진

공증착(Vacuum evaporation)공법이나 진공 스파터링

특허

공고일자 2014년 01월 20일

출원번호 10-2012-005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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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uum sputtering)공법을 이용하여 박막을 형성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판유리 한 면에 부분적으로 금속박

막을 형성하려면 마스킹(masking)공법을 이용하여 제

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적으로 빛을 차단할 수 있는 코

팅막이나 금속 반사 박막이 형성된 판유리를 이용하여 

복층유리를 제조하면 본 발명이 추구하는 원적외선의 

투과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거나 반사시켜 복사열을 억

제시키는 냉방부하 에너지절감 기능의 복층유리를 만

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적으로 코팅면이 형성된 판유리

를 이용하여 복층유리를 제조하면 본 발명이 추구하

는 원적외선의 투과를 차단하여 복사열을 억제시키는 

기능의 복층유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판유리에 코팅면과 투명면이 순서

대로 일정한 형태로 형성된 기능성 판유리를 제공하고, 

또한 상기의 기능성 판유리를 1매 또는 2, 3매 포함한 

기능성 복층유리를 제공하여 과제를 해결하게 된다.

본 발명에 따른, 일정한 간격으로 코팅면과 투명면이 

형성된 기능성 판유리로 제작된 복층유리는 입사되는 

빛 중 일부, 또는 대부분이 코팅면에 의하여 차단되거

나 반사하게 되어 원적외선에 의한 복사열이 현저히 억

제됨으로 냉방부하 관련 에너지 절감효과가 획기적으

로 증진된다. 냉방부하와 난방부하 에너지 절약의 동시 

해결은 보다 치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본 발명에 따른 복층유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코팅되어 

있는 코팅면이 발을 친 것처럼 실내에서는 밖을 내다보

는데 크게 지장이 없지만 밖에서는 그 코팅면의 간섭

으로 내부를 쉽게 볼 수 없는 특성 때문에 보안상으로

도 유용한 이점이 있다.

코팅면의 색깔이나 형태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어, 

유리창에 독특한 감각의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는 이

점도 있다.

특허

기능성 판유리가 양쪽으로 구성된 기능성 복층유리 및 단면도

10 : 투명면   

20 : 코팅면  

100, 110 : 코팅이 부분적으로 형성된 판유리  

200 : 판유리  

300 : 스페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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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제44회 인정기능사 기능심사 시행계획 안내

1. 심사일정

  ●  접수기간 : 2015. 6.22(월) ～ 7. 3(금)

  ●  서류심사 및 신청서류 보완 : 2015. 7. 6(월) ~ 8. 7(금)

  ●  기능심사(예정) : 2015. 9～10월중

  ●  경력증발급(예정) : 2015. 10∼11월중

2. 심사종목 : 용접 등 13종목

3. 심사방법 : 실기심사(콘크리트 종목은 필답 병행)

1.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2015년 건설산업 주요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금년 6~8월 중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미교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밝힌데 이어, 최근 대대적인 실

태조사(6월경)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중앙회는 상기 실태조사시 종합업계의 하도급대금 지급 미보증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문건설업계의 권익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나, 그 동안 중앙회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제도*에 대하여는 전문건설업계

에 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건설기계 대여계약 시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의무 교부

3.  이에, 각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는 회원사가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제도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대여금체불 및 보증서 미발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보증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중앙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미보증시 1차 시정명령 후 업종별로 2년 이내에 동일위반 행위시 영업 정지(또는 과징금) 처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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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 건설현장사업장으로 건설일용근로자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공사기간 내에 「건설현장사업장 적용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건설현장사업장 적용 신고 의무 대상공사

 ◈ 계약기간이 1개월이상인 공사

 ◈ 공사계약서에 사후정산 내용 포함 또는 도급계약산출내역서 건강보험 반영

※  건설현장사업장 적용 신고된 공사현장에서 1개월간 20일 미만 근로한 일용근로자(근로계약서 없는 경우)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대상에서 제외

※ 건설현장사업장은 보험료 사후정산의 편의를 위하여 현장별로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여야 함

  ●  사후정산제도란 ?

 -   공사계약 시 일용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을 생산원가에 포함하고 이를 사후에 발주처와 건설사간 정산하

는 제도임

     

 ◈ 2007년 4월부터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공사 시행

 ◈ 2008년 1월부터 민간 공사 시행

     ※ 관련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2

■ 건설현장 사업장의 가입대상 일용근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명시적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1월 이상이면 실제 근로한 일수 불문하고 당연가입 대상이며,

  ●  명시적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 건설현장에서 1월간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  세부 업무처리방법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알림마당→서식자료실→사업장에 게재된 “건설현장 사업장 실무교재” 

참고

<유의사항>

☞  건설현장사업장에 가입되지 않은 일용근로자는 본사 소속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는 “제외”) 

건강보험 [건설현장사업장 적용 신고] 안내

 2항목 모두

 충족하는 

 공사는 의무

 신고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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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분포 현황

전국(정회원)   2015년 6월 기준

서울(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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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68 609 242 174 212 163 142 99 1,052 235 254 323 248 361 357 359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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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9 9 4 35 12 7 14 4 15 14 79 8 88 68 5 10 8 13 50 17 36 37 4 28 22

정책뉴스

1.  조달청에서는 PC 해킹에 의한 부정 낙찰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입찰 서비스 체계를 구축(’14.10.31)하여 현재 조달청에서 공고

하는 입찰 건을 대상으로 안전입찰 서비스 의무사용을 ’15. 2.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  ’15. 7. 1일부터는 수요기관 자체집행 입찰 건으로 안전입찰 서비스 의무사용을 확대할 예정이므로,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들이 사전에 안전입찰 서비스 설치 후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한 투찰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 안전입찰 기관 자체집행 확대 계획에 따른 안내

1.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가 불공정피해를 입더라도 신원 노출로 인한 보복 등의 우려로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협회와 함께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구축·운영(’15.3.25)하고 있습니다.

 *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신고

2.  이와 관련, 익명제보센터의 운영 방안 및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원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서면 미교부, 부당특약 설

정, 대금 미지급 등)로인한 회원사의 애로사항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동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위,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설치·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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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 회   일 정

2015년 4/4분기 세계 주요 건축박람회 일정

박람회명 전시장 규모 전시품목

상해 복합소재 박람회
( China Composites Expo 

20145)
www.

chinacompositesexpo.com

2015.09.02 - 09.04
Shanghai World Expo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 (SWEECC)

33,000 sqm

460여 업체 

16,000여명 참관

강화플라스틱, 탄소섬유, 유리섬유, 세라믹 복합재료 및 제품, 

금속 복합재료 및 제품, 합성섬유

경질유리, 복합재료, 공업용 원자재 및 생산설비: 각종 성능의 

합성수지, 섬유원사, 조방사, 직물, 각종 섬유 침윤제, 표면처리

제, 교연제, 탈막제, 각종 첨가제, 패킹 및 각종 칼라 원료, 혼합

원료, 침료, 원재료 생산기술과 설비,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재생이용 기술 및 설비 

금속 및 세라믹 복합재료 제품 및 기술

라스베가스 유리산업 박람회
http://www.

glassbuildamerica.com

2014.09
Las Vegas 

ConventionCenter 

120개업체

22,000여명

참관 

판유리, 가공기계/가공제품, 유리제조 가공/기기, 유리제품, 창

호압출제품(PVC, 알루미늄), 하드웨어(주거용, 상업용), 비닐, 필

름, 접착제, 실란트, 금속부자재, 샤워부스, 커튼월 시스템, 도어

(인테리어/파티션), 거울, 도어가공, 유리가공, 복층유리 설비, 금

속가공, 도장설비, 목공기계, 건축제품, 절연 설비 기계제조업

체, 세척기, 점포시스템,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개발자, 포

장재료, 포장용기, 각종설비, 목욕 인클로져

나고야 건축 종합 박람회
NAGOY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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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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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리 볼로냐 
건축 박람회

www.saie.bolognafiere.it

2015.10.14-10.17
Bologna Fiere

230,000 sqm

1,900업체

60,000명참관

건축 관련 원부자재, 건축기기, 컴퓨터 제어기기, 빌딩제어기기, 

빌딩전기설비, 통제시스템, 개보수 장비 등

파리 건축 박람회
(BATIMAT)

www.batimat.com

2015.11.02-06
Porte de Versailles

(격년개최)

218,000sqm

2,664여 업체

475,327명 참가

건축 원자재, 피팅류, 건축용세라믹, 화학제품, 시멘트, 벽, 문, 

프레임, 도어, 사우나, 수영장, 페인트, 지붕, 루핑, 비계, 벽, 석

재, 각종타일, 알루미늄 자재, 설비 전반, 건축용 플라스틱, 스테

인레스, 방음, 방열, 건축용 유리, 냉난방설비, 마루 등 

북경(상해) 
국제창호박람회

(Fenestration china)
http://www.fenestration.

com.cn/

2015.11.11-14
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New 
Venue)

(홀수년 : 상해, 

짝수년 : 북경)

55,000 sqm 

425 업체 참가  

46,000명 참관

창호: 스틸, 알루미늄, 나무, PVC, FRP

도어: 상업용, 산업용, 차고용

기계 : 알류미늄 목재가공 기계/장비, 원목창호 및 도어 가공

기계

외관, 휘장 벽: 구조유리, 알루미늄, 퍼사드 석재, 건구

악세서리 : 창문 악세서리, 문 악세서리, 커튼윌 악세서리, 기계 

악세서리, 스카이라이트 및 선루프

다양한 종류의 내기성 도장제, 세정제 -스틸 알루미늄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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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대 임원 및 운영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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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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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건산업 김인규

경남 (주)일광 박현길

제주 태화산업건설(주) 황용호

감사 (주)현대스틸앤씨 임은호

고문 (주)국영지앤엠 최재원

   서광강건(주) 홍경식

   (주)대일휀스 이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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