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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년은 '붉은 닭'을 상징하며 '붉다'는 것은 '밝다'는 뜻이기

도 해서, 정유년을 '밝은 닭'의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밝다'는 것은 사람에게서는 '총명하다'는 뜻이기도 합니

다. 따라서 정유년을 '총명한 닭'의 해라고 하더라도 크게 어

긋나지 않을 듯합니다.  

작년 한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국내경제 성장은 크

게 둔화 되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와 경기불황으로 공공공

사는 물론 민간건설 부분까지 공급물량이 축소되고 초저가 

하도급이 난무하는 등 그 어느해 보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새해의 화두가 저성장이나 비용절감, 공정사회 등이라고 하

지만 건설업계의 최대 화두는 오히려 ‘생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성장 시대에 그것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에 따른 성공과 실패는 과거와 달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첫째, 저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 교수는 ‘보통 수준의 기업들은 수

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데 반해 위대한 기업들은 자신이 가

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를 선

택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만이 최선의 생존전략이 될 것입니다.

둘째,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건설환경이 제2의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도

록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본에 충실하며, 남을 배려하

는 준비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물감을 아끼면 그림을 못 그리듯, 꿈을 아끼면 성공을 그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전문건설 회원사 여러분들도 마음에 새긴 꿈은 반드시 

이뤄진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지혜와 총명을 상징하는 해로 우리의 열정과 총

명의 강한 기운이 함께 한다면 우리 건설산업은 위기라는 큰 

파고를 넘어 진정한 국가기간산업으로 재도약하는 의미 있는 

새해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건설인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

원합니다.

새해에도 회원사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와 협력을 당부드리

며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는 새날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올 한해 뜻하시는 일 모두 소원성취 하시고 가정과 회사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활짝 밝았습니다. 

권두언

김병우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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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가고, 정유년(丁酉年) 새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는 회원사 여러분들의 소망이 모두 이뤄지

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며 회사가 더욱 발전하는 한해가 되

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특히 금속구조물·창호협의회와 

회원사 여러분들의 큰 발전을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국가적

으로도 현 난국을 극복하고 국운이 융성하며, 국가경제가 활

력을 되찾는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 심

정입니다.

운명은 마음이 움직이는 데로 움직이고 행운은 자신이 행운

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며, 기회는 찾는 자의 몫이

고 도전하는 자만이 성취의 기쁨을 만끽할 자격이 있다고 합

니다. 우리 전문건설인들은 항상 현장의 최일선에서 국가경

제를 일구고 미래를 개척하는 도전과 불굴의 정신으로 건설

산업의 발전을 주도해 왔습니다. 

비록 국가경제가 어렵고 건설산업이 전반적인 침체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전문건설인들은 좌

절하지 않고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강한 의지와 

저력과 지혜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사 모두가 하나 되어 힘을 모으

고, 올바르게 희망을 일궈나가는 역동적인 새해가 되기를 진

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서울시회는 지난해 건설상생발전위원회를 3개 분과로 

확대·개편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여 분과별 사업을 목표 지향

적으로 보다 세분화·구체화하는 한편 서울시와 산하 발주기

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전문건설 업역 확대와 회원사

의 수주 물량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직접 발로 뛰는 바

쁜 한해를 보냈습니다. 

새해에는 이 추세를 몰아 사업에 더욱 가속도를 붙여 회원사

들의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마가

편의 심정으로 스스로 채찍을 가할 각오입니다. 

무엇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 확대를 위해 제도적 기

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하면서, 각 발주기관을 방문하고 관계

관들을 만나 종합건설공사가 하나라도 더 주계약자 공동도

급제로 발주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더불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발주담당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부계약자인 우리 회

원사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눈으로 확인하며, 그 개

선책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시행 가능한 부분은 즉각 개선되

도록 하고,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개선을 건의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우리 서울시회는 지난해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등 부당 발주 

시정을 위해 적극 대처한 결과, 70여 건의 부당 발주 입찰공

고를 시정하여 80여억 원의 전문공사를 우리 회원사들이 수

주할 수 있도록 되찾아 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전체 회원사를 비춰볼 때 발주 시정한 공사 건수나 금

액이 크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발주기관에 미칠 파급효

과는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새해에도 부당 발주에 강력 대응하고 시정함으로써, 향후에

는 발주기관들이 전문건설 공사를 종합공사 등으로 부당 발

주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발주마인드 혹은 분위기를 조성

하겠다는 각오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우리 회원사들에게 큰 부담을 안기고 있는 일용 건설근

로자 퇴직금 지급 문제를 퇴직공제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연계

하여 통합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영

난 타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회에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회

원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년이 가고,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권두언

신승섭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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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합유리를 이용한 유리 난간 사용 증가

건축가들은 물론 사용자들은 건물의 디자인이 보다 

심플해지고 개방감이 커지는 것을 선호한다. 때문에 

유리는 건축재료로서 매우 흥미로운 자재다. 건물 

내부의 난간에서도 이같은 요구는 마찬가지다. 

난간은 사용자가 기대거나 충격이 가해졌을 때 추락

을 방지해야 한다. 때문에 오랫동안 난간에서의 유리

의 사용은 제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 유리의 접합기술의 향상으로 개방감

을 확보하면서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리난간

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시공기술의 발달로 복잡한 프레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최소한의 프레임과 유리를 사용하여 

난간을 구성하는 현장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아파트 발코니 난간을 유리로 사용하

여 개방감을 높이는 시스템들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아파트 발코니에 유리난간을 설치할 경우에 건

물 외부에서는 커튼월 외피와 같은 효과를 줄수 있

으며, 내부에서는 외부 시야가 방해받지 않는 장점

이 있다. 

최근 많은 건설사가 이같은 유리 난간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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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시공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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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접합유리의 새 트렌드

개방감이 뛰어난 유리는 현대건축의 재료로써 사용

이 확대되어 왔다. 외부의 커튼월 뿐 아니라 건물 내

부의 칸막이, 난간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깨

질 경우 인체에 대한 손상이나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깨져도 내부의 필름 때문에 탈락, 비산의 위험

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접합유리를 권장해 왔다. 국

내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난간대에도 가격이 비교적 

높아 접합유리의 사용이 제한적이었지만 요즘에는 

안전접합유리가 필수적이 되고 있다. 

더 나아가 고급 아파트의 경우 시야를 가리는 베란

다의 난간대를 대치해서 각면 면취한 두 장의 두꺼

운 유리를 노출시키고 초강도 필름으로 접합한 유리

난간(12mm 유리+1.52SGP 필름+12mm 유리)의 시

공 사례가 있다. 또는 확장형의 경우 사고로 추락할 

개연성을 배제하기 위해 전면 유리창의 하부 복층 

유리는 내부 유리를 8.76mm(4mm 유리+0.76PVB 

필름+4mm 유리) 접합유리를 사용한 시공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소음을 최소화하는 유리

- 제품 선택과 효과 비교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도로, 철길, 머리 위 하늘 

등 거의 모든 곳에 소음이 존재한다. 또한 소음은 생

산 공장과 건물 및 교량 건축 현장에서도 유발된다. 

심지어 라디오 또는 콘서트 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이나 텔레비전에서 울리는 소리도 많은 경우 성가실 

수 있으며, 이는 질병까지 유발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 중 소음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깨닫는 순간은 주말이나 휴가 중에 산이나 평화로운 

숲 속을 거닐 때뿐이다.

모든 소음은 집중력을 흩뜨리고,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며, 긴장과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비슷한 두 소리

는, 심지어 동일한 음량에서도, 다르게 인지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폭포가 세차게 떨어지는 소리는 자동

차가 달리며 유발하는 소음과 비슷한 수준의 소음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폭포 소리는 편안하게 

느껴지고 자동차 소음은 대개 성가시게 느껴진다. 일

반 원칙을 말하자면, 중요한 점은 소음을 가능한 한 

많이 줄이는 것이다. 도로 또는 철길 교통량이 극심

한 경우에는 방음벽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붐

비는 지역 및 복잡한 도로에서는 귀마개가 유용한 해

결책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건물 안에서 보내기 때

문에, 건물은 시끄러운 소음에 대한 추가적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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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_ 01

제공해야 한다. 석재, 벽돌, 콘크리트 또는 목재로 된 

두꺼운 벽은 차음력이 양호하다. 문, 창문 또는 외창

과 같은 얇은 유리제품은 차음 효과가 떨어진다.

데시벨(dB)은 소음의 강도를 나타내는 측정 단위이

다. 0dB은 완전히 고요한 상태를 의미하고, 10dB씩 

증가할 때마다 음량은 두 배씩 커진다. 왼쪽 그래프

는 일반적인 소음의 개요와 측정된 음량을 나타낸

다. 소음의 음량이 크거나 작다고 인지되는 차이 또

한 dB로 나타낼 수 있다.

0~2dB  인지 불가

3~5dB  감지만 가능, 변화 없음

6~10dB  확실하게 인지 가능, 뚜렷한 변화

11~20dB 크고 현저한 변화

건물의 유리창을 예로 들면, 소음을 5dB 이상 저감

하면 가청력이 향상된다. 도로 교통량이 80dB의 소

음 수준을 유발하는 경우, 창문이나 문을 열어 놓으

면 80dB의 소음이 완전히 허용된다. 5mm 두께의 

창문 유리는 30dB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다. 결과적

으로 닫힌 창문을 통해서는 전체 교통량 소음보다 

한참 더 적은 50dB만 사람들에게 들리게 된다. 하지

만 창문이 40dB을 흡수할 수 있다면 진공유리를 통

해서는 원래 소음의 절반에 해당하는 나머지 40dB

만 들리게 된다. 그렇다면 유리의 소음저감 효과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공간

24mm

n   1단계:  
비대칭 조립 복층유리

n   2단계:  
복층유리 내부 확대

n   3단계:  
보통 PVB의 사용

n   4단계:  
차음용 Monolayer의 사용

4mm+0.76 Acoustic PVB 
+4mm

예: 8mm 유리

예: 4mm 유리

공간

12mm 4mm+0.38 PVB 
+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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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단계는 바깥쪽 면에 더 두꺼운 판유리를 장

착하는 것이다. 유리 두께를 5mm에서 10mm로 두 

배 늘리면 소음 저감량이 30dB에서 33dB로 늘어난

다. 유리 역시 두 배로 무거워진다. 하지만 두 겹의 

4mm 유리 사이에 약 0.38mm, 0.76mm, 1.14mm 등

의 두께의 PVB 필름을 접착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같은 두께의 유리제품으로 34dB의 소

음저감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PVB 필름이 두꺼우

면 차음 성능이 증가하지만 특히 효과적인 0.76mm 

이상의 PVB 차음용 특수 중간막으로 대체하는 경

우, 소음저감량은 37dB까지 증가한다.

따라서 무게는 10mm 유리보다 가벼우면서 소음저

감 효과를 7dB 향상시키는 접합 안전유리의 생산이 

가능하다. 유리는 소음저감 효과뿐만 아니라 단열 

효과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수년간은 이러한 목적으

로 건물에 복층 유리창을 장착해 왔다. 이러한 유리

창은 최소 두 개 층의 유리로 구성되고 유리사이 공

간 부분에는 가스도 주입한다. 이 가스는 겨울에는 

열을 가둬 실내를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열을 내

보내 실내를 시원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4mm 유리 두 개 층과 그 사이 20mm 빈 부분으로 

구성된 구조물은 소음을 약 33dB 정도 저감한다. 

이 값은 외부측 유리 두께를 늘이거나 유리 사이의 

공간을 늘림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

즉, 80dB의 교통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 복층 

유리창은 47dB의 소음을 허용하는 반면 무거운 복

층 유리창은 27dB의 소음만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두꺼운 이중 유리창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음이 열림 

창문으로 들어오는 소음의 1/5 수준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유리층 한 겹에(또는 두 겹에 모두) PVB 필름

이 포함된 이중 유리 창문은 최상의 차음 효과뿐만 

아니라 여름과 겨울을 위한 최상의 단열 효과도 제

공한다. 그리고 외부인의 침입을 막는 방호성능도 추

가한다.

젊은 사람의 귀에는 10~18000Hz 범위까지 들리지

만, 노인의 경우에는 그 범위가 약 100~1000Hz에 

불과하다(따라서 종종 보청기가 필요함). 100Hz 미만

의 주파수는 자동차, 배 또는 비행기 엔진 소리와 같

은 깊게 우르릉거리는 소리이다. 1000~8000Hz 범

위의 모든 음조는 일반적인 도로 교통 소음에 해당하

며, 이 범위는 중간 주파수대이다. 8000~18000Hz

의 소리는 높은 주파수대 또는 고음역대에 속하며, 

호루라기 부는 소리 또는 고음의 관악기 소리 등이 

있다.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훨씬 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는 초음파로 알려져 있다. 이런 소리는 개와 같

은 특정 동물에게 들릴 수 있고(예: 개를 부르는 호

각 소리), 특히 박쥐는 초음파를 사용하여 어둠 속을 

날아다니며 방향을 감지할 수 있다. 언급한 사례의 

창문 유리는 다양한 주파수의 소음을 다양한 범위까

지 차단할 수 있다. 유리는 주로 50~5000Hz 범위

의 소음을 저감할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유리의 소

음저감값은 실험실에서 소리 시험 설비로 측정할 수 

있다. 표준화되어 크기가 항상 동일한 유리 장치를 

퍼티를 사용하여 벽의 트인 부분에 끼워 넣는다. 앞

쪽에서는 음원이 특정 주파수의 소리(예: 집의 창문

으로 들어오는 교통 소음)를 유리 쪽으로 보내고 유

리 뒤편에서는 마이크가 주파수와 관련하여 허용된 

소리 음량을 측정한다.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를 통해 '평균 소음저감값'을 계산하여 어떤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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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어떤 차음용 창문에 사용할 수 있을지 선택하게 

된다.

가장 높은 소음저감값은 특히 이중 유리로 된 특수 

차음용 PVB 중간막이 포함된 접합 안전유리를 사

용하여 달성된다. 그동안 삼중 유리도 사용되었는데, 

2개의 바깥쪽 판유리가 접합 안전유리로 구성된 경

우 훨씬 더 나은 소음저감 효과가 나왔다.

소음저감(Acoustic) PVB 필름은 단층(하나의 부드러

운 층) 필름 또는 다층(2개의 일반 층 사이에 얇고 부

드러운 층이 있음) 필름으로 만들어진다.

다층 필름은 자동차 및 건축용 유리에 사용되고 단

층 필름은 건축용 유리에만 사용된다. 접합 안전유

리에는 다층 필름을 쓰는 것이 처리가 좀 더 용이하

고(특히 대형 유리 시공의 경우), 광학 유리(특히 위에

서 언급한 2개의 바깥쪽 접합 안전유리의 경우)는 

추가 경계층이 없는 단층 필름을 쓰는 편이 훨씬 더 

좋다. 하지만 차음 특성은 비슷하다. 단층 필름은 건

축용 유리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접합력이 매우 높

다. 그뿐만 아니라 접합 필름은 열처리를 거치는 완

전강화유리의 경우에도 표면에 생길수 있는 불균질

함을 줄이는 보완력이 훨씬 더 우수하다.

특히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예: 공항진입

로 내, 고속도로 근처 또는 고속철도가 달리는 철로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특수 소음저감 유리에 의존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

소음저감을 위한 특수 차음용 필름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출시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보통 

PVB의 3배 이상)과 관심부족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

았다. 그러나 최근에 오며 소음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내의 관심도 높아지고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사례

가 늘고 있다.

진공유리의 효과

또 하나의 제품은 가격은 높지만 단열효과(u값 0.4-

0.5)가 타 제품과 비교가 안되게 탁월한 진공유리

(vacuum glass)이다. 4mm+4mm, 5mm+5mm 유리 

사이에 0.25-0.3mm의 공간을 두고 기둥(pillar)을 

촘촘히 세운 후 진공화한 제품으로 8mm 단판 유리

와 비슷한 두께의 4mm+0.3mm+4mm 유리의 경우

에는 차음효과가 39dB, 그리고 12mm 공간을 두고 

5mm 로이유리와 결합한 진공 복층 유리(총 두께 약 

25mm)는 낮은 u값은 물론 차음효과 42dB를 달성

할 수 있다.

국내기술 _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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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4

33

32

31

30

29

단판 유리제품의 
차음 성능

34dB

37dB
차음[dB]

32dB

플로트 유리

8mm
LSG + BG 

4 – 0.76 – 4
LSG + SC 

4 – 0.76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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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부의 다양한 BIPV

친환경·경제성 높은 솔루션으로 태양광 보급확산에 날개 달아

최근 업계에서는 다양한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제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BIPV는 건물

에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 중에 하나이다. 특히 건물 외피에 설치

되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이 없다. 특히 최근 건물의 에너지 생산비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BIPV

는 가장 효율적인 건물의 에너지 생산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발전효율 향상

최근 업계에서는 BIPV 솔루션에 미니태양광 시스템을 접목해 분산제어형 BIPV 솔루션을 출시했다. 

이것은 병렬운전과 최고 출력 추적제어 방식의 장점을 모두 갖춰 각각 모듈과 인버터가 개별적으로 

최적의 운전방식을 통해 전기를 생산, 기존 BIPV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섭효과를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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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시스템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빌딩 벽면까지 BIPV, 또는 미니태양광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높은 제품으로 대형 빌딩에만 수요가 집중됐던 

추세에서 벗어나 소형 아파트, 주택, 집단주거시설, 오피스텔 등에 외관 심미성이 향상된 태

양광발전기를 설치함으로써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제품은 2중 강화 유리

로 강도를 보강하면서 프레임을 없앤 2중 글라스 공법을 도입해 강도를 유지하고, 효율을 높

이고 있다.

이 시스템은 BIPV와 미니태양광 발전기 시공방식을 접목해 시공시간 및 비용 절감을 특징으

로 한다. Plug and Play 방식과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시스템 시공방식을 접목해 시공비용

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상발생시 개별 단위를 착탈식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다.BIPV는 설치지역의 특성상 불균형 발전(Shadow Effect)의 환경에 노출돼 있고, 이

로 인해 발전효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형태의 제품들은 분산제어

형 솔루션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BIPV의 발전효율을 20%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 한 

단위의 모듈과 태양전지가 개별로 발전하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태양광

▲ 자중형 거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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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제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업계는 거치대(태양광발

전 설비에서 태양전지를 고정시키는 구조물)를 콘크리트 기초 거치형태에서 자중형(중

량물을 거치해 스스로 고정하는 방식) 사용으로 개선한 제품인 자중형 거치대도 출시

되었다. 이 제품은 거치대 설치를 위해 필수였던 콘크리트 구조물 없이도 거치대를 설

치할 수 있다는 특장점을 갖추고 있다. 주요 특장점으로는 평지(기초공사) 이외에도 대

지, 블록 포장, 모래, 건물 옥상과 같은 비경사지 바닥 등 지면의 제약 없이 시공 가능한 

범용성, 토양오염 없이 자연친화적인 소재로 거치대를 고정시킬 수 있는 친환경성, 일

반인도 시공할 수 있는 대중성, 태양전지 및 거치대를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이동편의

성 등을 갖춘 제품이다. 

자중형 거치대는 DIY 조립 방식을 차용해 전동공구가 필요 없이 수작업만으로 조립 및 

모듈 거치부터 철거까지 가능하도록 제작돼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누구든지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방향 수정 및 위치 이동 또한 용이하다. 제품에 동봉되

는 설치 매뉴얼을 참고해 가구 조립 수준의 난이도로 거치대 조립과 태양전지 거치가 

가능하므로, 시공비용과 철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간 활용 측면에서

도 이 제품은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기존 콘크리트 기초 고정방식 거치대는 시공시 바

닥면 훼손이 불가피한데, 이 제품은 바닥면 훼손 없이 모듈 거치가 가능하며 바닥면 형

태의 제약에서 자유롭다. 아울러, 태양광발전시스템 수출시 DIY 방식의 국외지역에 전

문 엔지니어와 중장비를 조달하지 않고도 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설치 지역

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중량물을 활용해 거치대를 고정시킬 수 있다. 이 제품은 벽돌, 

흙 또는 물 등이 채워진 용기 등 친환경적인 중량물을 이용해 태양전지를 고정하고 거

치할 수 있어 철거 후에도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다. 콘크리트 기초로 거치대를 고정

하는 기존 형태와 비교했을 때 친환경적이며 자원재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기에 신재생

에너지 본래적 목적에 부합하고, 환경보호에도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반투명 형태의 BIPV

최근에는 반투명 형태의 BIPV가 건물에 적용되면서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일정 부분의 

시야를 확보하고 자연광을 실내로 유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투명의 BIPV는 유리를 이용하고 요구하는 수준의 투명도를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최근 수요가 늘고 있다.

국내기술 _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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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디자인의 버스승강장

버스승강장은 이제 단순히 비를 피해 버스를 기다리는 단순한 목적에서 벗어나 공공디자인

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버스 승강장은 각 지역마다 독특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으며, 지역의 특징을 잘 반영한 버

스승강장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울산 동구 전하동 울산대학교병원 앞에 선박 모양의 이색 마을버스 승강장이 최근 들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승강장은 길이 6m, 폭 2m, 높이 4.6m로 흰색 돛을 단 배 모양을 하고 

있다.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영주시는 지난해 영주역과 꽃동산 로타리에 도시 

조형물 기능을 갖춘 우수 디자인의 버스승강장을 설치한데 이어 이번에는 유명 관광지인 부

석사 주차장에 관광객을 위한 맛깔스런 버스승강장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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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_ 03

이번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유명 관광지인 “부석사” 주차장이란 

점을 감안하여 곡선의 미를 최대한 강조하였고 뒷면 유리에는 연꽃무늬를 각인하여 전

통과 부석사의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부석사 범종의 외곽라인을 형상화한 부드러

운 곡선의 안내판도 함께 설치하였다.

안내판에는 부석사 사계의 풍경과 버스 시간표 그리고 정호승 시인의 “그리운 부석사”

란 시를 넣어 보는 이로 하여금 부석사의 아름다움을 음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는 한편 부석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노력한 흔적이 곳곳에 베어있다.

한편 영주시는 지난해부터 기존의 틀을 과감히 탈피하여 선비의 고장 이미지를 최대한 

강조한 획기적인 디자인의 버스승강장으로 교체하는 등 “선진 교통행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인근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가는 등 영주시의 교통 환경 개선 사례가 타 

자치단체로부터 선진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대전 중구는 시내버스 이용시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유개승강장 

신규설치 및 내부조명시설 개선 등 20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구는 지난 3월부터 1억 3,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개승강장 신규설치 5개소, 내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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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설 15개소 등 총 20개소에 대한 신규설치 및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대전 중구 버스승강장은 최대한 심플하게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사천시는 루디아공예원 천영민 씨의 재

능기부를 바탕으로 버스승강장을 개선

했다. 

다양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공항공사, 

한전kps 봉사단이 이번 리폼작업을 후

원하고, 작업에 동참한다. 삼천포고교와 

삼천포제일중학교 봉사단 40명, 창대 및 

두레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60명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버스승강장의 개선 작업에 참여한 관계

자는 “노후화된 버스승강장을 정비해 시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버스이용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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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며 “천영민 씨 등 재능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의 뜻이 모여 이번 작

업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버스승가장은 디자인의 개선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버

스승강장의 설치도 눈에 띈다.

한전 경기지역본부는 수원시 인계동 사옥 앞 버스승강장을 친환경 승강장으로 만들어 시에 

기증했다고 밝혔다.한전이 3억원을 조성한 친환경 버스승강장은 전국 최초로 태양광, 풍력에

너지 등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해 조명을 밝힌다. 한전은 승강장에 실시간 뉴스와 교통 정보 

제공이 가능한 터치 스크린, 휴대폰 충전기 등 시민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인근 건널목 유도

표시등도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하는 설비로 교체 설비했다.

국내기술 _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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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파사드

뉴욕시티의 잊혀져 가는 빌딩 대부분이 현대 과학기술의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 미드타운 맨하탄 40번가와 

42번가 사이에 위치한 Port Authority Bus Terminal(PABT)는 이제 GKD Metal Fabrics로 완성된 세계 최대의 

투평한 미디어 파사드를 자랑한다. 이 파사드는 건물의 오래된 철재 파사드를 효과적으로 가린다.

금속 직물의 선도 업체인 GKD-USA는 PABT에 6,000 평방 피트의 MediameshⓇ를 제조하고 설치하는 계약

을 체결했다. 이 파사드는 타임 스퀘어에서 한 블록 떨어진 프라임 위치에서의 과고 수입 기회를 포함하는 다

양한 혜택을 Port Authority에 제공한다. 두 번째로, 이 파사드가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으로 VirtualTourist.com

에서 10대 추한 빌딩으로 꼽힌 터미널의 1970년대 철재 오버레이를 가려주기도 한다. 그러나 투명한 소재의 

특성을 감안할 때 건물 내부의 이용자는 자연 채광 및 실내 시야를 방해 받지 않는다.

7,200대의 버스가 도착하고 20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오가는 PABT는 미국 최대의 버스 터미널이자 양적

으로 세계에서 가장 바쁜 버스 터미널이다. 5층의 빌딩은 시내 버스와 시외 버스 노선을 제공할 뿐 아니라, 상

점과 식당 그리고 볼링장도 있다. 1950년에 문을 연 이래로 PABT의 모양과 사이즈는 지속적으로 변화했지

만 빌딩 파사드는 1970년대 이후로 아주 약간의 변화가 있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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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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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하탄처럼 역동적이고 차로 붐비는 장소에서 일할 때에는 제품이 어떻게 사용될지 뿐만 아니라 어

떻게 설치될지 결정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죠.” GKD-USA MediameshⓇ Systems의 

기술 디렉터인 Mike Leonard가 말했다. “왜냐하면 시공하는 동안 빌딩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밤낮으로 지붕에서부터 설치하는 방법으로 설계했어요. 따라서 아래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빌딩이 공사 기간 동안 완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 프로젝트에는 1,325,000 LED 다이오드가 들어있는 패널 16장이 사용됐다. 이 패널은 건물의 양

면에 설치된 스테인리스 철재 금속 직물로, 각 면이 8장의 패널로 구성되어 있다. 설치된 사이즈와 모

양은 동시에, 분리해서 또는 연속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두 개의 화면을 만든다. 설치 사이즈는 

건물에서 여러 블록 떨어진 

곳에서도 광채를 유지하는 

이미지 해상도를 가능하게 

한다. 265,000여 개의 픽셀

을 세로로 약 2인치, 가로

로 약 1.5인치 간격으로 배

치하여 대용량 디스플레이

의 완전한 주광 적합성 및 

비디오 호환성을 보장한다. 

또한, 소재에 통기성이 있어 

주차 건물의 공기 움직임을 

막지 않아 배기 가스 배출

을 위한 기계 장치를 작동

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비용이 절감된다.

Mediamash는 LED 프로파

일이 결합된 스테인리스 철

재 직물로 제작된 투명한 

광고 및 전광판 플랫폼으로 

파사드를 시각적으로 향상

시키는 새로운 디지털 간판 

솔루션의 모델이 된다. 보통 

이 정도 사이즈의 광고 파

사드는 맨하탄과 같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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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

환경의 가혹하고 다양한 기상 조건에 취약하지만, MediameshⓇ의 성질은 화씨 -4도 ~ 화씨 158 도

의 온도와 허리케인처럼 강한 바람에도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다. 또한 Mediamesh 디자인의 57%는 

개방되어 있어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주차 공간에서 생기는 태양 열 발생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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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의 캐노피

Esslingen의 중앙 버스 정류장은 새로운 캐노피를 통해 구조적으로 개선되었다. Werner Sobek은 주변 경관

의 지형에서 이끌어낸 곡선형 캐노피를 설계했다. 긴 면이 볼록해서 지붕이 있는 부분은은 포도원과 언덕의 

주변 풍경이 펼쳐진다. 지붕 구조물는 단일 철재 기둥 위에 서 있다. 이 구조물은 삼각형의 기본 구조로 이루

어진 곡선형 철재 격자로 만들어졌다. 피복은 격자의 기본 구조와 동일한 치수의 삼각형 모양의 유리 패널로 

이루어졌다. 불투명한 유리 패널과 투명한 유리 패널을 각각 사용하면 지붕 아래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조건을 제공한다. 덮인 부분에 항상 자연광이 들어온다. 동시에 여름철에는 눈부심과 과열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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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 가능한 흡연박스

이 작은 흡연 공간은 이동이 용이하여 설치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매우 작은 

크기의 이 흡연공간은 방충망을 주름지게하고 봉제하였다. 

이 흡연박스는 커튼을 열고 닫을 수 있게 만들고, 그늘과 울타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천정의 직사각형 

구멍은 주광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 이 구멍은 바닥의 잔디에도 빛이 들어 올수 

있도록 했다.

내부에는 그네를 설치하여 흡연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작은 흡연박스는 아이오와주 Winterst의 법원 광장에 인접하여 설치되었다.

흡연박스의 주재료들은 철거된 집에서 구했다.

프로젝트의 예산은 900달러가 사용되었다. (스크린 재료, 나사 그리고 교차 브레이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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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태양광 충전소

EIGHT의 태양열 충전소는 사람들이 열광하는 지속 가능하고 배기가스가 없는 e-자동차를 가능하게 하며, 

따라서 전기 자동차가 새로운 도시 라이프스타일의 주요 요소로 자리잡도록 한다. 재활용 소재와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춘 디자인, 기술 제조 및 프로세스를 결합한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Point.

One 태양열 충전소는 배기가스가 없는 이동수단을 위한 상징이다.

Point.One의 첫 번째 버전은 한 번에 최대 네 대의 차량을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약 55제곱미

터의 공간을 차지했다. 새로운 버전인 Point.One S는 한 대의 차량을 충전하도록 설계되어 중간 사이즈의 기

업과 개인 집에서 사용하기에 이상적인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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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rStations의 독창적인 생산은 물론 디지털 및 매

개 변수를 이용한 제품 계획을 통해 재료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모든 고객의 기업 디자인 및 브

랜드 언어와 모든 환경의 레이아웃과 일치하는 개별 

솔루션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통합적이고 지속적

인 접근 방식은 Point.One을 개인용 동력 운송의 탄

생을 위한 전제 조건이었던 최초의 주유의 상징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배출 가스가 없는 e-자동차를 위

한 혁신적인 상징으로 전환시킨다.

설계자와 건축가에게 있어서 충전소의 매개 변수 설

정은 가장 두드러진 측면 중 하나이다. EIGHT의 시

스템은 평평한 알루미늄 시트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구부러진 유기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알루미늄 시트의 구부러지는 기능을 활용하여 사용

자 맞춤형 사전 절단 시트를 커스텀 노드 플레이트

로 고정되는 위치에 간단히 꽂을 수 있다.

LAVA(Laboratory for Visionary Architecture, 선구적 

건축을 위한 실험실)는 제품의 건축적 실현 및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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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위한 EIGHT의 파트너이다. 이 건축과 디자

인 스튜디오는 건축에 새로운 지표를 제시한 아부다

비의 태양열 도시인 Masdar City와 Fraunhofer 

Society(프라운호퍼 협회)를 위한 Showcase Future 

Hotel 등과 같은 혁신적인 프로젝트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Point.One의 복잡한 형상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계획하고 실현하는 것은 설계에서 생산에 이르는 전

문 지식의 결과이다. Point.One은 EIGHT와 함께 오

늘날의 생산 방식과 표준 솔루션을 근본적으로 벗어

나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해내는 혁신적인 커

넥터 시스템을 갖춘 제품을 개발했다. 설계, 제조, 물

류 및 조립을 연결하는 디지털 프로세스 체인의 사

용과 함께, Point.One의 구현은 자재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고객 요구 사항에 맞게 조정되어 정확하

게 구현될 수 있다.

세 번째 파트너인 consuplan은 구조 설계 및 계획을 

담당하여 태양열 충전소가 안정성과 고정성에 관한 

모든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다.

Point.One 태양열 충전소는 사람, 차량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 사이의 획기적인 연결 고리를 제공한

다. 디자인과 사용 편의성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운

송 수단의 잠재력을 보고 체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장애물을 극복하고 사람들의 전기 자동차에 대한 열

광을 불어 넣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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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 전망대

해발 3,180m에 위치한 Schaufeljoch는 산악 관제소

를 지나야 도착할 수 있다. 산 정상의 전망대로 향하

는 길은 케이블카로부터 시작한다. Great Isidor로 향

하는 산등성이까지 수많은 계단을 오르게 된다. 그 

다음 자연 경관을 따라 70m를 걸으면 전망대에 도

착한다.

Great Isidor은 Stubai 빙하의 중앙에 위치하여, 

Stubai 빙하를 동쪽과 서쪽으로 나눈다.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 파노라마 경치는 

관람객들이 그 경관의 입체감을 느끼는 것을 실현 

가능하게 만든다.

특별한 장소에 자리잡은 전망대는 빙하는 물론이고, 

Tyrolean Alps의 3,000m 이상의 산 봉우리 109개를 

아무런 방해 없이 감상할 수 있게 한다. 이 놀라운 

360도로 펼쳐지는 파노라마는 Ziller tal과 Stubai 

Apls로부터 시작되어 Dolomites와 Chalk Apls까지 

이어진다. 방문객들은 전망대에서 휴식을 취하고 산

의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을 즐긴다.

기후 변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여름의 빙하가 

녹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은 생각을 자극하는 흥미

로운 경험이다.

전망대에서 보이는 파노라마가 흔치 않은 광경인 만

큼, 자연을 해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이 가

장 중요했다. 전망대는 자연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

는 것이면서 자연 환경의 일부이기도 하다. 따라서 

디자인의 목표는 건축을 위함보다는 상황에 따른 것

이다.

풍경을 설정하고 기존 지형을 확장시켜 풍경을 만들

어진 건축으로 만든다, 다른 말로 인공적인 풍경이라

고 한다. 동적인 모습과 정적인 모습 모두를 표현해 

Mount Isidor 위의 파노라마 전망대는 눈 속의 그림

처럼 산등성이의 변화와 함께 걸을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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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경로와 전망대는 불안정한 바위 위에서 찾을 

수 있고, 6개월 동안 얇은 판은 눈 속으로 파묻힐 것

이다. 북부 절벽 너머로 이어지는 칼날 부분만 일년 

내내 볼 수 있다.

전망대는 기후를 견딜 수 있는 강철로 만들어진 강

철 구조물이다. 대들보 격자 구조의 구성 원리는 구

조화되지 않은 격자이다. 코르틴 강판으로 만들어진 

휘어진 칼날 부분은 삼각 단면을 가진 상자형 단면 

기둥이다. 기초 뒤쪽에 서있는 대들보들은 강화 스

트립으로 지지한다.

50cm 높이의 지지대 사이에는 격자 바닥이 있다.

아치형 난간은 일체형 구조이다. 난간과 벤치는 낙엽

송 목재로 만들어졌고, 스테인리스 그물로 속을 채

웠다. 적재물은 토대와 비탈 오르막의 바위 지지대로 

옮겨진다. 

적재물은 기초와 위의 암석 앵커로 옮겨진다. 전망대

는 고지대의 영구 동토층 위에 자리한다. 이에 적재 

장소에 15m 길이의 바위 지지대에 의해 받쳐지는 

토대를 필요로 하며, 구조물이 놓이는 자리에 강철 

보강 콘크리트 토대를 필요로 한다.

기후에 견딜 수 있는 강철로 만들어진 모래 분사된 

강철 칼날은 바위 가장자리에서 9m 연장된다. 모두 

19톤의 코르틴 강철, 강판 60㎡, 그리고 스테인리스 

강철 그물이 있는 50m의 낙엽송 목재 난간이 사용

되었다.

구조물은 전용 헬리콥터로 세워졌다. 그러므로 헬리

콥터의 하중 한계에 맞추기 위해 구조물의 요소를 

조절하는 것과 설치 공간과 설치의 정확성을 완벽하

게 하는 것은 디자인 개선의 필수 요소였다.

높은 수준의 사전조립 기술과 간단한 설치 공간, 그

리고 설치의 정확성은 해발 3,200m 위치에 건축물

을 세우는 데 필수 요소이다.

건설 현장이 세워지는 것과 같이 콘크리트 작업과 

모든 건설 요소를 설치하는 것은 모두 헬리콥터로 

이루어져야 했고, 계획과 실행에 있어 날씨는 반드

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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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스틸 케이블 난간

스테인레스 케이블 난간은 특별히 매끄럽고 현대적이며 실질적으로 투명한 난간 시스템을 찾을 경우 가장 이

상적인 솔루션이다. 스테인레스 케이블 난간은 계단 및 실외 데크 공간 모두에 이상적인 얇고 내구성이 뛰어

난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블이 내장되어 우아한 선형의 수평 미학을 특징으로 한다. 스테인레스 케이블 난간

의 입증된 내구성과 단순함은 평생 지속되도록 설계된 현대적인 외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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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경관에 잘 녹아든 주택

예술작품 수집가와 그의 가족을 위한 이 조립식 주

택은 새로운 교외 거주 지역의 산티아고 외곽에 세

워졌다. 건설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

이 중고 운반용 컨테이너를 사용했다: 40피트 기본 

컨테이너 5개, 20피트 기본 컨테이너 6개, 그리고 수

영장으로 지붕이 없는 40피트 컨테이너 한 개가 사

용됐다.

이 집의 주요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목적은 안데스 산맥의 존재가 시각적으로나 

지질학적으로 매우 강한 이 도시의 영역에 이 집을 

녹아 들게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안데스 산맥의 존재

는 가장 적게 강조되어야 할 배경이었고, 경사지 또

한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두 번째 목적은 외부 공기가 모든 집 구석구석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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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럽고 쉽게 통과하도록 해서 기계적 냉각을 피하는 

것이다.

지형에 결합되기 위한 전략은 집이 마치 경사면에 

놓여진 것처럼 만들어 말하자면 경사면에 녹아 든 

것처럼 하는 것이다. 자연 지면에 집을 순응시킨 결

과처럼 말이다. 집에 출입구가 생기고 어린이 방에는 

각각 채광창과 침대가 놓이는 경사진 내부 공간이 

있다.

그리고 집안을 통과하는 공기 이동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은 줄지어 설계하여 거주자와 산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공기 모두가 구조물 사이에서 순환하기 위해 

틈새 공간을 유지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동시에, 이

러한 틈새 공간은 집 주변 면적을 증가시켜 대부분

의 시간에 빛과 공기가 적어도 두 개의 마주보는 면

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의도로, 창

과 문은 이어진 줄을 자르는 축을 따라 정렬되어 공

기 이동을 쉽게 하고 시각적인 통일성을 도모한다.

건설 단계로 첫 번째는, 집의 공공 장소를 배치할 수

평면을 만들기 위해 옹벽을 두는 것이다. 두 번째는, 

컨테이너를 쌓고 위에 배치하여 개인 장소를 배치하

는 것이다. 세 번째는, 컨테이너를 부품을 결합할 때 

내부 공간을 따뜻하게 하는 통기성의 파사드를 만드

는 결합 재료로 감싸는 것이다. 

재료의 조합은 저렴한 재료뿐만 아니라 낮은 유지 

비용도 염두에 두고 선택되었다. 재료의 선택에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료의 가치를 높여주는 기능

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했다.

창문, 문, 채광 창과 같은 건축 요소는 비용을 줄이

기 위함뿐 아니라 통일성 있는 건축적 평화를 도모

하기 위해 집안 전체에서 합리화되고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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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라파티 시바지 국제공항 
제2터미널 천정

인도 뭄바이에 위치한 차트라파티 시바지 국제공항 

제2 터미널의 기둥과 천장의 격자무늬는 고대사원

의 복잡하게 조각된 석재 만다파(힌두 사원의 예배·

의식 준비 공간) 또는 파빌리온을 연상시킨다. 그러

나 그것을 제외하면 Skidmore, Owings & Merrill 

(SOM)이 디자인하고 연간 4천만 여행객들이 다녀가

는 이 4,400,000 제곱피트의 교통 중심지는 전반적

으로 현대적이다.

30개의 거대한 콘크리트에 싸인 철제 기둥이 111 피

트와 210 피트의 순 경간(클리어 스팬)과 함께 터미

널의 1,150 X 900 피트의 지붕을 구조적으로 받친

다. 이 기둥들은 또 강렬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 매

끈한 국제 공항 그 이상을 원한 의뢰인의 요구를 충

족시킨다. 

디자인의 영감을 얻기 위해 건축가는 역사학자들을 

만났고, 전통적인 안무를 배웠고, 고고학적인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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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방문했으며, 인도의 디자이너인 Abu Jani와 

Sandeep Khosla와 협력했다.

인도의 대표 새인 공작새가 생명을 상징한다는 것을 

깨닫고 Duffy와 그의 동료들은 무지개 빛의, 눈물 모

양의 꼬리 깃털 무늬를 터미널의 천장과 기둥을 뒤

덮는 격자무늬 패널의 영감과 모티브로 삼았다.

131피트 크기의 기둥이 터미널의 전체 높이까지 솟

아 네 개 층의 바닥을 통과하여 17 에이커 크기의 천

장을 향해 치솟은 111피트 너비의 기둥 머리로 끝이 

난다. 격자무늬의 패널을 디자인하기 위해 Duffy는 

SOM 팀에게 “천장(그리고 기둥 머리)의 3D지도를 

그린 다음에 조각으로 분할하여 분류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조각들은 각각 약 9피트 2인치 X 8피

트 9인치 크기의 격자무늬 패널이다. 기둥 머리의 패

널들은 약간 작다. 눈물 모양의 패널들은 모두 공작 

깃털 모양을 반영한다. 내부 패널들은 유리 섬유 강

화 석고(GFRG)로 만들어졌고, 반대편의 외부 즉, 도

착 광장은 유리 섬유 강화 콘크리트(GFRC)로 만들

어져 기후를 견딜 수 있도록 했다.

패널들의 엄청난 규모와 범위를 달성하기 위해,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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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들은 토론토에 기반한 건축 제품 회사인 

Formglas Products와 협력했다. Formglas는 SOM의 

디지털 모델을 3D CAD 소프트웨어 CATIA로 변환

하여 틀을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겹친 면적과 연결

부를 포함한) 모든 것을 극도로 정교화할 수 있었습

니다,” Formglas의 시니어 부사장인 R ichard 

Samson이 말했다.

5-X축 CNC 기계가 중간 밀도 섬유판(MDF)에서 각

각의 무늬를 깎아냈다. 그런 다음 Formglas는 그 위

에 섬유 강화 플라스틱(FRP)을 겹치고 ‘네거티브’를 

취했고, 그것이 바로 몰드가 되었다. 전체적으로, 

Toronto와 Mexicali, Mexico에 위치한 Formglas의 

생산 공장은 500개의 각기 다른 몰드를 만들었고, 

15,500개 이상의 지붕, 기둥 머리, 그리고 기둥의 부

품을 만들었다.

8,500개의 격자무늬 패널의 중심에는 2-3피트 지

름의 구멍이 있어 자연광과 전기 불빛이 들어온다. 

각 구멍에는 래미네이트를 입힌 렌즈와 다이크로익 

필름 원반이 있어, 빛이 들어오는 각도에 따라 두 가

지 색상을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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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면형 천장

본 발명은 곡면형 천장에 관한 것으로, 구조체가 스크린이 노출되도록 상영관의 관람석을 커버하는 곡면

형 쉘 형상으로 형성되어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곡률을 지니는 스크린과 구조적 연

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영관에 구비되는 곡면형 천장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화 상영관은 수직 벽면으로 이루어진 직육면체 건축물 내 직사각형의 스크린이 구비된 구

조로 관람객들로 하여금 특정 공간 내에서 영상물을 관람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된다.

다만, 직사각형 스크린의 경우 관람객들이 영상물을 관람하는데 있어 충분한 시야각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고, 직육면체 건축물 형태로 인해 앉는 좌석에 따라 체감할 수 있는 음향효과가 크게 차이가 나는 구조

적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스크린의 모양을 곡면으로 구현하는 방법이 대두되고 있으

며, 특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이맥스 상영관의 경우 가로축으로 일정 곡률을 가지는 곡면 스크린을 활용

하여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특허

출원번호 10-2015-010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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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곡면 스크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

우, 상영관의 설계시부터 곡면 스크린의 곡면을 고려

하여 상영관 건물 자체 또는 구조물 자체를 곡면 스크

린이 설치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므로 이미 사용

중인 직육면체 형태의 건물 또는 직사각형 스크린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관람용 구조물들에는 곡면의 스크

린을 새로이 설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하며, 나아

가 스크린 면에 일정한 밝기의 영상을 투사시키기가 

어려워 영상의 밝기가 떨어지는 문제, 곡면 스크린에 

맞는 영상 컨텐츠를 별도로 제작하여야 하는 문제점 

등이 존재한다.

또한, 곡면 스크린과 천장 구조물이 구조적으로 연속

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디자인적으로도 일체화되지 않

아 관람객의 몰입감이 저하되었으며 음향효과도 곡면 

스크린의 몰입감을 살려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발명은 이러한 기술적 배경을 바탕으로 발명되었으

며, 이상에서 살핀 기술적 요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

할 수 없는 추가적인 기술요소들을 제공하기 위해 발

명되었다.

본 발명은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곡률을 지니는 스크린

과 구조적 연속성을 확보하고, 디자인적 일체성과 음

향효과의 균질화를 통하여 몰입감을 증진시키며, 하울

링 현상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곡면형 천장 구

조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발명은 상영관에 구비되는 천장 구조체에 있어서, 

상기 천장 구조체는, 스크린이 노출되도록 상영관의 

관람석을 커버하는 곡면형 쉘 형상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천장 구조체는, 곡선형으로 형성되어 일정 

간격 이격되게 평행 배치되는 복수의 곡선 부재 및 곡

선 부재가 상호 결속되도록 일정 간격 이격 배치되는 

복수의 결속부재를 포함할 수 있다.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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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랜드링크스

스코틀랜드 정취가 배어나오는 링크스코스
캐나다에서 손꼽히는 명문 골프장

이 골프장은 북대서양의 드넓은 바다가 둘러싸고 

있다. 

이 골프장은 일명 캐나다의 사이프레스 포인트라고 

불린다. 

이 골프장의 주변을 살펴보면 케이프 브래튼 고원 

국립공원의 환상적인 풍광을 뒤로하고 앞쪽으로는 

사우스베이 잉고니쉬만이 탁트인 바다에 위치한 하

이랜드링크스(Highlands Links GolfCourse)가 왜 세

계적으로도 명문 골프장으로 자리하고 있는 지를 

잘 말해주는 듯하다.

하이랜드링크스 골프코스는 1,600여개의 골프장을 

갖고 있어 골프의 천국이라는 캐나다에서도 톱 1, 2

위를 다투는 골프코스다.

세계 골프는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고 있어 캐나에서

는 세계적으로 주목할만한 대회가 자주 열리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 골프장이 많이 알려

져있지는 않지만 수많은 골프 전문가들이 이 골프장

을 세계적으로 손꼽을만한 코스로 선정하고 있다. 

하이랜드링크스(파72·6592야드)는 캐나다 동쪽 끝

세계 100대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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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노바스코샤주에 위치한 명문골프장중에 하나다. 

2009년 골프다이제스트가 선정한 세계 100대 골프

장에서 42위, 골프매거진이 2011년판에서 선정한 

100대골프장 98위, 골프월드매거진의 2010년에 96

위에 오를 만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명문 코스로 

빠지지 않는다. 

설계자는 캐나다의 건축가이자 골프장 디자이너로 

유명한 스탠리 톰슨이다.

골프장 측에 따르면 골프장 설계를 의뢰받은 스탠리 

톰 슨이 1930년대 말 골프장 부지를 둘러보기 위해 

인고니시 비치를 방문했을 때 북대서양의 드넓은 바

다와 험준한 산악공원, 넉넉한 호수를 바라보며 ‘파

라다이스’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인 만큼 애초

에 국립공원 끝자락에 9홀 코스로 건립이 예정돼 있

었으나 이 좋은 경관에 반쪽짜리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이 못내 아쉬웠던 톰슨은 자신의 고용주를 설득하

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두 번째 9홀 코스 건립까지하

기 이른다.

톰슨은 골프의 발상지인 스코틀랜드, 특히 세인트 

앤드루스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그

의 의식은 코스 명칭과 디자인에 특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를테면 7번홀의 이름이 킬러크랭키(K i l l e 

r Crankie), 17번 코스이름이 도위 덴(Dowie Den)이

다.

킬러크랭키는 스코틀랜드 역사의 한페이지를 차지

하고 있는 협곡이름이며 도위 덴은 스코틀랜드 민요

다.

실제로 노바스코샤라는 말이 라틴어로 새로운 스코

틀랜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만큼 이곳 브래튼만

의 자연조건은 거친 스코틀랜드의 바다 풍경을 빼닮

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탠리 톰슨이 하이랜드 링크스를 통해 창조한 ‘산

과 바다(Mountain & Ocean)’ 코스는 훗날 자신의 친

구에게 그가 가장 좋은 계약이었다고 회상할 만큼 

톰슨에게나 지역주민에게나 성공적인 사건이었다.

HIGHLANDS L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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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국민연금 적용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적용대상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산업의 일용근로자

건설현장 적용 특례

• 건설현장은 건설업 본사와 구분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 적용

• 건설현장별로「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반드시 해야 “건설

현장 사업장”으로 인정하고 아래의 기준을 적용

  〔명시적 근로계약서가 없는 일용근로자〕

 -  당해 현장에서 1개월간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가입 대상

 - 따라서, 1개월간 20일 미만 근로시 가입대상에서 제외

  〔1개월이상 명시적 근로계약서가 있는 일용근로자〕

 - 실제 근로한 일수 불문하고 당해현장 가입 대상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대상공사 요건

 -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

    -  공사계약서에 사후정산 내용이 포함되거나 도급(하도급)산출

내역서에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반영 2)

  ※ 1), 2) 모두 충족되어야 함

•사업장 적용 신고 방법

 -  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건설공사 준공전 까지 관

련서류 제출* 신고(방문, 우편, FAX 등)

  * 제출서류

  ① 사업장 적용 신고서    ②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③ 일괄경정고지 신청서(공통서식)

  ④  공사계약서(사후정산 내용 포함여부 및 산출내역서 보험

료 반영 여부 확인)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요령

• 도급(하도급)계약시 계약조건으로 보험료(국민·건강) 사후정산 

내용 포함 또는 산출내역서에 보험료*(국민·건강) 항목 반드시 

명기

 * 직접노무비에 상응하는 보험료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27∼30일 등)인 경우라면 가급적 1개월 

이상으로 계약을 권장

• 공단은 당해현장 준공전 까지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급적 공사착공과 함께 반드시 신고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현장은 일용근로자가 

1개월간 20일미만 근로하였더라도 본사 기준을 적용

사업장 지도점검

 〔건강보험공단 사업장 지도점검〕

• 사업장 원활한 업무처리 및 보험료 납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매년 지도점검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

 ※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제1항의 규정에 의거 3년전 자료 

징구

 〔지도점검 대상 업체 선정기준〕

• 일정기간 지도점검 미실시하거나 자격변동 관련서류를 일정비율 

이상 지연 신고한 사업장

• 연말정산 보수총액통보서 미신고율이 일정비율 이상 발생 사업장

• 국세청 소득금액과 연말정산 신고금액이 일정비율 이상 차이 발

생 사업장

• 허위취득 혐의가 있거나 민원 등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사업장 또는 특정업종, 일정규모 등 공단(지사) 실정에 따라 

선정

 〔추징사례〕

 - 사업장 적용신고 : 미신고

 - 공사기간 : 3개월

 - 일용근로자 : 매월(6일∼24일) 19일씩 3개월 근무

 -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  19일/월 근로하였지만 당해현장 공사기간 총 3개월간 연속 

근무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의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 3개월간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어 보험료 추가 

징수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였다면 1월간 20일 미만으로 

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추가 

징수 불가

건설현장 건강보험(국민연금) 적용 실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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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1.  회원사 권익보호에 진력하시는 시·도회(업종별협의회) 회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중앙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의거 건설업 신규 등록자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2017년도 건설업 교육을 

다음과 같이 개설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시·도회(업종별협의회) 교육 대상(전문·종합·시설물·기계설비·가스·난방시공업 등)자들이 건설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우편, 유선 등)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신규 등록자(의무교육)가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과태료)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어 교육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교육 이수 안내

건전한 건설 산업 기반을 확보하고자 기업 윤리경영 및 건설 산업 관련 법규 등에 관한 건설업 교육제도가 신설(2016.2.12)됨에 따라 건설

업 신규 등록자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건설업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 대상

•건설업 신규등록자(추가 업종등록 제외) [의무사항]

 - 2016. 2. 12이후 건설업 신규 등록 업체

  →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수

 ※  건설업 등록 후 6개월 이내 교육 미이수 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영업정지처분 이후 정지 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건설업등록자 [

임의사항]

 - 2016. 2. 12이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

  → 영업정지 기간 내 이수

 ※  교육이수에 따른 인센티브 : 영업정지기간 최대 15일 감경

 ※  대표자 수료시 15일, 법인 등기부상 임원 수료시 1인당 5일 

감경 (최대 3인)

•교육 참석 대상자

 -  법인 : 대표자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중 1인

 - 개인 : 대표자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교육 과정 교육 내용 시간

건설업자 윤리경영 기업의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 등 1.5H

건설산업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계약법 4.5H

건설공사 안전관리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등

2H

※ 교육시간 : 1일 8시간 집체교육 (09:00 ∼ 18:00)

※ 교육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3 [시행일 : 2016. 2. 

11]

①  건설업을 등록한 자(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 제외)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

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외의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제84조에 따라 영업정지

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 행정처분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과태료] 제12호

건설업을 신규등록 한 자가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

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17년「건설업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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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분포 현황

전국(정회원)   2016년 12월 기준 

서울(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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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협회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협의회(회장 김병우)는 석공

사업협의회,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협의회, 한국건축시공학

회와 함께 ‘제2회 건축재료 기술세미나’〈사진〉를 개최했다.

지난 11월25일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전문건설회관 4층 대회

의실에서 ‘미래를 향한 전문건설 Ⅱ(금속창호공사, 석공사, 지붕판

금공사편 편)’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유리분야 시공기술, 석

재분야 시공기술, 지붕분야 시공기술 

등 3개 트랙으로 진행됐다.

세미나는 약 150여명의 건설사 임직원 

및 학부·대학원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건축시공학회 강경인 회장의 개회사와 

전건협 중앙회 신홍균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유리, 석재, 지붕 분야에 산

학연 전문가들이 6건의 재료 및 시공

기술을 주제발표 했다.

세 번째 트랙으로 진행된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편에서는 (주)국영에스윈 이

영우 대표이사가 “유리의 진화” 에 대

해,  (주)알루이앤씨 오명환 대리가 “에

너지절감 커튼월 재료 및 시공기술” 에 

대하여 발표를 하며 참석자들에게 많

은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이날 중앙회 신홍균 회장,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협의회 김병우 

회장등은 축사와 내빈인사를 통하여 건설사 임직원 및 많은 학생

들의 참여에 감사를 표하고 이번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

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제2회 건축재료 기술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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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 회   일 정

2017년 1/4~2/4분기 세계 주요 건축박람회 일정

박람회명 전시장 규모 전시품목

이스탄불 도어 박람회

http://www.doorfair.com

2017.01.5 - 01.8

Istanbul Expo Cenrer,

Turkey

32,500㎡ 200여

업체 참가,

41개 국가의

20,000여명

참관

자동문, 전자 문 및 시스템, 슬라이딩 문, 보안 및 리스크 관리,

나무 문열쇠 및 잠금 시스템,문 액세서리 처리

사이드 도어 설비, 도어 제조 장치 및 설비,차고 문, 산업 문, 도

어 제어 시스템, 유리 파티션과 문 슬라이딩 도어와 접이식산업

문, 유연산업 문 단면

불연 및 강화, 주거 인테리어 문, 주거 외관 문, 냉장고 셔터, 냉

동기 셔터 액세서리

NAHB 건축박람회

www.buildersshow.com

2017.01.10 - 01.12

Las Vegas Convention

Center

1,600여 업체

100,000명 참관

- Residential Construction

- Home Technology

- Light Commercial Construction

- tecHOMExpo가 동시개최

광저우 Windoor Expo

http://www.windoorexpo.

com/

2017.03.11 - 03.13

Guangzhou Pazhou Poly

World Trade Expo Center

75,000sqm

500개 업체 이상

45,000명 참관

알루미늄, 하드웨어, 유리, 접착제, 씰 제품, 절연성 스트립 관련

제조, 처리, 설치 장비, 기타

상해 국제 도어

및 창호 박람회

http://www.rtasia.org/

2017.03.21 - 03.23

Shanghai New Exhibition

Center

34,500sqm

542여 업체

19,000명 참가

선 블라인드, 롤 블라인드, 우드 블라인드, 듀오볼 블라인드, 베

니션블라인드/커튼, 블라인드 구동장치, 블라인드 부품 및 기계

설비, 블라인드 악세서리, 천막 차양, 미늘 발, 햇빛 차단 커튼,

각종 태양보호제품,

북경 도어 박람회

www.door-expo.com

2017.03.14 - 03.17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20,000sqm

520여 업체

22,000명 참가

Windows(steel, aluminum, wood, PVC, others),

Doors(commercial industrial and garages), Curtain walls,

Skylights and sunroofs, Light façades(curtain walls and

structural glass), Machinery(aluminum, wood, PVC, and

glass), Ironwork and accessories, Automated products, Solar

protection(blinds, shutters and awnings), Trade associations

and service organizations

러시아 건설

및 인테리어 박람회

http://www.mosbuild.com/

2017.04.04 - 04.07

Moscow Expocentre and

Crocus Expo

148,438sqm

2,298 업체 참가

101,233명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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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라스베가스 하드웨어 박람회

www.

nationalhardwareshow.com

2017.05.09-05.11

Las Vegas Convention

Center

700,000sqm

3,000개 업체

Hardware & Tools,Paint & Home Decorating, Plumbing,

Electrical & HVAC, Housewares, New Product World,

Industry Conference for Home Marketplace, Lawn & Garden

World, Outdoor Living, New Product World, Lawn & Garden

World

동시 개최박람회 : Gourmet Houseware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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