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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는 온갖 꽃들이 만개하여 생동감이 넘치는 계절입니다. 

어느 곳을 가도 울긋불긋 꽃들의 향연이 새삼 봄을 실감케 

합니다. 그동안 정치적인 혼란도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 틀림

없습니다. 

우리 금속구조물·창호 업역도 강화되는 기준과 규격 그리

고 해외 업체들의 국내 시장 진출로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

습니다. 

이제 건축에 있어서 각종 규격들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

했으며, 시장의 장벽도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건축기술이 세계 수준에 도달했다

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규모로 무장한 해

외 기술은 한국 시장을 토대로 성장한 국내 기업들이 경쟁하

기에는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 주요 건축박람회를 방문할 때마다 새롭고 첨단화되어

가는 기술들에 놀라움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건축주나 건축가가 구현하고자 하는 모든 디

자인을 가능케하고 있으며, 건물이 요구하는 가장 쾌적한 환

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의 건축기술에서부터 개방감을 극

대화하는 외피기술에 이르기까지 해외 업체들의 기술은 실

로 엄청나기까지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새로운 기술들에는 “충

실한 기본”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화재, 안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성능이 밑받침 되고 

난 후에 10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도, 안전이 고려된 난간도 

새로운 기술이 접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성능이 뛰어나고 화재에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구조적인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러한 건물은 

후에 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화재

에 취약한 자재가 사용되었다면 화재시 인명피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건축물은 더욱 화려해지고 복합한 시스템을 요구하

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업역 또한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시장에서 에너지, 화재, 안전 등에 대한 기

술개발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꽃이 만개하기 위해서는 비옥한 토지와 충분한 수분의 공급

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금속구조물·창호업계도 기본에 충실

한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 해가 되기를 의망해 

봅니다.

거리는 온갖 꽃들이 만개하여 생동감이 
넘치는 계절입니다. 

권두언

정지호 
수석부회장
㈜성산엔지니어링 대표

현장시공 이야기

교량안전 점검시설

교량은 설치 후에도 꾸준한 관리와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이다. 교량을 보수하거나 점검하기 위해서는 

고소장비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교통체

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교각이 높은 곳이나 교

통량이 많은 교량의 설치시에 교량안전 점검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콘트리트에 

앵커를 매립하여 교량안전 점검시설을 설치하기도 

하고 교량에 걸치는 방식으로 시설물을 시공하기도 

한다. 

최근 개통한 교량에도 교량 안전 점검시설이 설치되

어 향후 교량의 유지와 보수를 용이하게 했다. 

교량유지 점검시설의 여러 형식에 따라 특징이 있다. 

알루미늄 점검시설은 각각의 부재가 공장에서 제작

되어 형장에서는 용접작업이 필요 없이 난간 포스

트와 압출재인 채널, 발판대와 플레이트등이 비교적 

간단한 조립형식으로 시공됨으로 현작작업의 간소

화가 가능하며, 자재, 인원, 품질관리등 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브라켓 매립 고정방식은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에 고

정시키는 방법으로 추후 주기둥 및 발판조립이 간단

하고 레벨을 조정하여 선형을 잡는데 유리하다.

설치 방식에 따라 고정식과 이동식을 선택하여 설치

할 수 있다. 

교량안전시설은 현재 여러 형태로 설치되고 있는 실

정이지만 어떠한 점검시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시공성 및 경제적인 측면 등 여러 측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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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시공 이야기

우주센타 초대형 자동문

국내 우주센터에 국내 최고 높이 규모의 도어가 설

치되었다. 

Test Cabin에 설치된 이 도어는 높이 32M의 초대형 

자동문으로 국내에 설치된 가장 높이가 높은 자동

문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우주센터의 도어는 전면에 높이 32미터 대형도어 1

개가 설치되며 측면과 후면에 높이 6미터 규모의 도

어가 설치되었다.

도어 구동은 하부에 레일을 설치하고 기차가 움직이

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도어를 움직이게 된다. 이 도

어는 크기에서 국내 최대 규모지만 전기적 충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기

술이 접목되었다. 

이 32미터 규모의 대형 도어는 순수 국내 기술에 의

해 제작, 설치되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우주센터의 Test Cabin에서는 우주선 발사체가 조

립되게 되는데, 완성된 발사체는 하부의 레일을 이

용해 Test Cabin 외부로 이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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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선 발사체 조립 및 Test를 위한 Test Cabin은 순간풍속 60M/SEC에 견디도록 모든 도어가 설계되었다. 

또한 인화물질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전기, 전자제품에 방폭기능을 갖추도록 했으며, 방수기능

도 겸비하였다. 

측면과 후면에 설치된 총 높이 12M의 대형 자

동도어는 2단과 3단으로 설치되었으며, 전면 

초대형 도어와 함께 긴급상황 발생시 동시에 

모든 도어가 열리도록 설계되었다. 

초대형 도어(높이 32M)의 경우 국내 도로 여건

상 운송이 불가능하여 조립형대로 제작되어 현

장에서 조립한 후 기립, 설치하는 특수 공법을 

적용하였다.

현장시공 이야기

이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해 합성된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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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_ 01

케이블 월(Wall) 시스템

커튼월은 최근 상업용 건축물의 외벽 구성 요소로

서 가장 일반화된 시스템이다. 비내력벽으로 구성된 

커튼월은 유리, 금속, 세라믹 등 다양한 자재를 외부

에 취부하므로써 미려한 외관을 구성할 수 있다. 

커튼월 시스템은 공장에서 조립하여 현장에 설치할 

수도 있고,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커튼

월을 조립하여 시공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기존의 커튼월 시스템을 개선한 케이블을 

이용한 케이블월이 개발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기존에 케이블을 이용한 커튼월은 많은 현장에 적용

되어지고 있었으나 이번에 개발된 케이블월은 모듈

화가 가능하며, 기존의 케이블월이 저층부의 로비에 

적용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 개발된 케이블월은 

건축물 전체에 적용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케이블월은 외부로부터의 폭발이나 태풍 등

의 충격으로부터 내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고시를 통해 건축물의 설계시 

화재, 폭발, 차량충돌 등의 돌발상황에 대한 하중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

나, 최근 선보인 케이블월은 내부와 외부의 시야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외부 충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적용범위가 활대될 것으로 보

여지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태풍에 의한 재산피

해는 약 11조원에 이르고 있다. 2012년 순간풍속 

51.8m/s의 태풍 볼라벤에 의한 외장재 파손 손실은 

약 8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내외부의 폭발에 의한 피해에도 대응하기 위해

서는 폭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외장시스템의 

개발이 절실하다. 

최근 국내 기술에 의해 개발된 케이블월은 국내 원

천기술을 확보하므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모듈화가 가능하여 외피 전체 시공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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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_ 02

저지대 침수방지시설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역인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 현상에 따라 잦은 이상기후 발생으로 국지형 집

중호우가 수시로 발생하여 저지대 주민들은 일시에 자연적 재난 피해자로 만들곤 하는 것이 현실이 되

었다. 

이에 따라 근래에 자치단체에서는 집중호우 침수피해를 막는 ‘침수방지시설(차수판)’을 설치 하여 재

난안전에 대비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제 사실상 상시 침수 피해 대비를 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순간적으로 발생하여 많은 재산피해와 인

명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인 <차수판>을 설

치하면 일시적인 침수, 수해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하주택, 지하상가, 빌딩, 아파트입구 및 지하주차장, 교량 및 하천 등 침수피해가 빈번히 일어

나는 모든 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에 의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저지대 주택과 상가 등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

니다”며 “침수피해는 대부분 도시에서 발생하는데 빗물을 도시 외부로 배출하지 못하여(도시내수침

수) 발생하는 것이 침수 피해의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금속구조물업계에서는 차수판의 설계, 제작, 시공 분야를 전문화하여 침수 및 수해의 피

해가 일어나는 장소에 도움이 되는 차수판을 제작, 납품을 하고 있어 저지대 주민의 재난안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형식의 침수방지시설물>

<지하층입구 차수판 설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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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방지시설(차수판)은 도로의 빗물이 대문이나 창문 등을 통해 상가나 주택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시설물로 탈부착이 간단하며 쉽게 조작도 가능하다. 알루미늄 및 스테인레스가 주재료이며 상가 

침수 높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0.3 ~1.5미터 높이까지 다양한 사이즈의 제품들이 있다. 

                

침수방지시설(차수판)은 자동형식과 수동형식으로 분류되는데 자동형식은 바닥 상승식, 차단식, 수

직 하강식 등이 있다. 수동형식으로는 지주식, 무지주식 등이 있어 용도와 사용할 장소에 따라 제작도 

가능해서 언제 어디서든 침수방지시설(차수판)을 적절히 조절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효과로 인하여 지구의 온난화 현상에 의한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

방하여 무방비 피해보상을 최소화하고, 

보다 저렴한 예산으로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인명피해까지 최소화할 수 있어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계를 대상으로 연간사업으로 다양하게 발주되고 있는 것이다. 

<지하주차장 입구 차수판 설치 전경>

<지하주차장 입구 차수판 설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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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오염방지 장치

본 시스템은 종래 굴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으로 공업용 굴뚝의 가열로 

인하여 굴뚝에서 배출되는 불순물을 용이하게 제거하여 굴뚝 외부의 도색 및 주위환경 오

염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굴뚝 외부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된 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굴뚝의 외부 오염방

지 시스템으로 구축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굴뚝 외부면을 타고 흐르는 오염수를 집수토록 하고, 오염수 효율적으로 한곳

으로 집중시켜 처리하는 방식이다.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장치는 굴뚝 상단 둘레를 따라 

설치되고, 굴뚝 외부면을 타고 

흐르는 오염수를 집수하는 집

수통 및 상기 집수통의 하단에 

연결되고 굴뚝 외부면에 설치

되며, 집수된 오염수를 하측으

로 유도하는 하나 이상의 오염

수 유도관를 포함하여 구성하

여 운용된다. 

이 오염수 집수수단은 유도관 

내부에 배치되고 상기 유도관

을 타고 흐르는 오염수가 하측

으로 서서히 이동하도록 나선

형 유도부재를 설치하고 집수

통으로부터의 오염수를 나선형 

유도부재의 상단 방향으로 유

도하는 반원형 유도판를 포함

하여 구성된다.

이 장치는 오염수를 상기 나선

형 유도부재에 의해 하측으로 

서서히 이동되도록 하여, 굴뚝

으로부터 전도되는 열에 의해 

오염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증

발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

국내기술 _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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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집수 시스템은 유도관의 내부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상기 유도관 외부 둘

레에 따라 설치되는 보온부재를 더 포함하여 구성된다.

오염수 제거 시스템은 굴뚝의 하단에 설치되는 장치하우징과 내부에 설치되고, 이 장

치에 의해 집수되어 장치하우징 내부로 유입되는 오염수를 증발시키는 증발부 및 상기 

장치하우징의 내부에서 차단벽에 의해 상기 증발부의 타측에 설치되고, 상기 증발부

의 허용범위를 초과되는 오염수를 회수하여 상기 장치하우징 외부로 배출하는 회수부

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증발부는 장치하우징의 상단에 설치되고, 상기 증발부에 유입된 오염수를 가열시키는 

가열부재와 상기 장치하우징의 일측면에 설치되고, 상기 가열부재에 의해 증발된 수분

이 배출되는 증기배출관 및 상기 증발부에 유입된 오염수의 레벨을 감지하여 상기 가

열부재의 작동 여부를 결정토록, 상기 장치하우징의 일측면에 설치되는 오염수 레벨감

지센서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굴뚝의 외부 오염방지 장치는 집수통을 구성함으로써, 공업용가열로 굴뚝의 상단에서 

배출되는 황, 타르 등이 함유된 불순물이 액화되어 굴뚝 외부면을 타고 흐를 때에 이를 

용이하게 집수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오염수가 오염수 유도관을 따라 상부에서 하부로 이동하는 동안 굴뚝의 고온으로 

인해 자체 증발되도록 구성하여 오염수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오염수 유도관과 연계된 장치하우징 내부에서 일정 범위까지 차오른 오염수를 증발토

록 하고 일정범위를 초과한 오염수에 대해서는 다시 굴뚝 내부로 유입되도록 하여 오

염수를 완전히 제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공업용 가열로 굴뚝에서 배출되며 액화된 불순물을 용이하게 제거하여 굴뚝 

외부의 도색 및 주위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기술 _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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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_ 04

경량칸막이의 요구성능

벽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공간의 분할이라고 할 수 있다. 경량칸막이 벽체는 시공 위치에 

따라 외부와 내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시공이 내부에서 이루어진다. 시공시 주요 

재료로는 보드류, 합판류 등의 판재와 이를 바닥과 벽면 그리고 천정에 체결하는 부속들로 

구성되어진다. 

최근 다양한 건물들에서 필요에 의해 기능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건물의 완공 이후에 비내력

벽으로써 경량칸막이가 설치된다. 

건물의 완공 이후에 설치되는 경량칸막이는 취급이 용이해야 하며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내부 거주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경량칸막이의 요구 성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차음성능

공동주택에서 차음성능은 삶의 질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최근 상호 프

라이버시 확보가 중요한 주거 환경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금 경량칸막이의 차음성능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경량칸막이는 패널 자체의 차음성능은 물론 바닥과의 연결부의, 천정과의 연결부위의 

차음성능도 중요하다. 

2. 내화성능

공동주택 또는 사무용 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건물내에서 생활한다. 때문에 거주

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화성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내화성능을 만족하기 위하여 경량칸막이의 연결부위는 내화성능을 만족하는 자재로 구

성되어야 한다. 또한 관통부위의 불연재 충진은 필수적인 부분이다. 석고보드

석고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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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자인

경량칸막이의 조립시 벽체간 접합부 오차에 의한 틈새는 디자인을 저해하는 요소이기 때

문에 정교한 시공이 요구되고 있다. 패널의 소재에 따라 뛰어난 디자인 성능을 보여주는 

경량칸막이의 마감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나 차음성능을 위해서나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4. 내구성

경량칸막이는 필요에 따라 위치가 변경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건물의 수명과 같

이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온도와 

습도 그리고 각종 오염으로부터 초기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자재가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소재의 표면처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들 표면이 접합방식과 패킹

등에 의해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5. 시공성

경량칸막이는 비교적 규격화가 이루어진 건축재료이다. 또한 가볍기 때문에 최근 실의 구

분을 위한 재료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이들 재료들은 운반 및 최소의 인원으로 설치가 

가능해야 한다. 

6. 경제성

경량칸막이는 필요에 따라 이동 또는 재배치가 용이해야 한다. 때문에 저렴한 제품이 적용되

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경량칸막이에 요구되는 성능을 구현하면서 저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7. 가변성

경량칸막이는 생활방식의 변화에 따라 재 설치가 용이해야 한다. 실을 작게 분할하던 방식에

서 최근의 주거환경은 넓은 공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 패턴의 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8. 친환경성

실내에 적용되는 건축자재에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가 친환경성이다. 새집증후군은 건물

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으며, 모든 건축물은 신축시에 친환경성을 보장받아야 하며, 경

량칸막이의 경우에도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성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경량칸막이는 수많은 제조사에서 다양한 재료로 생산되고 있다. 각 생산업체들은 고유

의 장점으로 현장에 시공하고 있다. 

이들 경량칸막이들은 시공방식에 따라 목재벽체, 강재스터드벽체, 발코니경량벽체, 경량복합

콘크리트패널, 압출성형 콘크리트 패널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표면재의 종류에 따라 석고

보드, MGO보드, CRC보드, N.F보드 등이 있다. 

이들 다양한 경량칸막이는 적용 부위에 따라 적합한 재료들이 선택되어 적용되고 있다. 

국내기술 _ 04

MGO보드

경량복합 콘크리트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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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_ 05

경량천정 시공종류

경량천장, 경량철골천정틀을 이용하여 천장시공하는 방식은 사무용 건축물의 가장 일반적

인 방식이다. 

경량철골을 이용한 천장마감재 천장시공은①건물내부의 천정 등에 경량철골을 사용하

여 천정 틀을 설치하고 ②합판, SMC담파, DMC천장재, 알미늄담파, 석고보드, 텍스 등 천장

재를 붙이거나 ③건물 외부의 비계,조립식 건물 외벽 등의 설치를 하는 작업을 말한다. 

경량철골천정틀은 기본적으로 여러 부속품들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12개의 부속품들을 

보자면 크립바, 캐링, 몰딩, 마이너찬넬, 행거, 행거 볼트 및 너트, 와이어 클립, 헹거 핀, 크립

바조인, 마이너찬넬크립, 앙카, 판스프링 등이 있다. 어떤 종류의 시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

용하는 자재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경량철골천정틀로 T바, M바, 크립바 경량철골 시공 

방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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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_ 05

T바와 M바는 주로 텍스와 마이톤 천장재를 시공하는 경우가 많다. 두 개의 시스템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M바는 매립형으로 시공되어 겉으로 경량철골천정틀이 보이지 않는

다. M바에 천장판을 직접 고정하는 형식으로 시공하면 견고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천장 내부 

수리나 천장판 교체 등이 조금 번거롭다는 단점도 있다. 그리고 M바를 사용하여 텍스 등의 

천장판을 붙이고 그 위에 이중으로 마감하기도 한다. 

T바는 홈이 있는 경량철골 천전정틀 위에 천장판을 얹는 형식으로 시공된다. 천장판 사이에 

T바 경량철골이 보이기 때문에 비교적 구분이 쉬운 경량철골 시스템이다. 주로 마이톤을 이

런 형식으로 많이 시공하고 있다. 고정하지 않고 판을 얹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천장 교체, 내

부 수리 등이 손쉽고 간편하다. 특별히 다른 마감을 하지 않으면 판을 손으로 밀기만 해도 그

냥 들어올려진다.

따라서 외부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인 내부에만 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크립바는SMC담파, DMC천장재, 알미늄담파 등의 천장재가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크

립바 골조에 천장재를 끼워서 시공하는 형식이며, 겉으로 골조가 보이지 않고 고정이 되

면서도 탈부착이 비교적 간편하여 천장판 교체도 쉽다. 크립바 골조만 남기고 철거하여 

낡은 SMC천장재만 DMC천장재로 교체하는 등의 시공이 가능하다.

외부에 시공할 경우 크립바에 바로 고정하는 외부용 캡을 보강하여 한층 더 견고하게 시

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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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_ 06

금속소재를 활용한 천정 및 활용

건축용 메쉬로 만들어진 금속 천정재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위한 새로운 소재다. 

미리 완성 된 스테인리스 스틸 메쉬와 선조 구조가 조화된 이 천정재는 2차원 및 3차원 형

태를 구현할 수 있다. 다양한 메쉬 유형을 선택할 수 있기때문에 천장 배치의 디자인에는 거

의 제한이 없다. 탁월한 예술성 외에도 이중 천장 시스템은 내구성, 쉬운 설치 및 낮은 유지 

보수 비용으로 바람직하다. 

이러한 금속매시를 활용한 천정재는 천정재로서 뿐만 아니라 건물의 출입구나 파티션 및 

태양광 관리 시설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건축물의 기둥 커버나 다양한 가공을 통해 디자인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매시를 이용한 금속자재는 가볍기 때문에 천정재로 각광받고 있다. 

시스템 요소

- 플랫&앵글, 나사형 로드

- 플랫 아이가 달린 플랫

- 크레비스가 달린 플랫

- 아웃리거 텐션 시스템

- StealthLok

- 스프링이 달린 섬유로 짜여진 바

- 아이볼트가 달린 섬유로 짜여진 바

응용

- 차광/태양열 관리

- 주차장 파사드

- 벽

- 파사드

- 천장

- 안전과 보안 파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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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

로테르담의 계단

광장과 건물의 옥상을 계단을 이용하여 연결한 것은 이 도시의 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독특한 아이디어의 이 금속 계단은 설치 이후에 로테르담을 전세계에 알리고 있다. 

네델란드 항구도시 로테르담에 새롭게 설치된 계단이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오래된 도시의 재건

을 위해 계획된 이 금속 계단은 광장에서 건물의 지붕을 연결한 독특한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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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계단은 로테르담의 명성을 재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계획되었다. 

이 금속 계단은 케이블카를 타고 로테르담을 여행하는 것 처럼 환상적인 전망을 제공한다. 계단에서 바라보

면 로테르담의 도시 전체와 주요 건물들 그리고 항구의 타워크레인들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이 계단과 연결된 건물의 옥상에서는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옥상에서는 이 도시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계단은 높이 29미터, 길이 57미터에 이르고 있으며, 로테르담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상징이 되고 있다. 

“계단의 목적은 루프탑을 활성화하고 로테르담의 도시 계획의 다음 단계를 상상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계단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되고 설치되었습니다. ” Winy Mass가 말한다.

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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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공 금속 패널을 이용한 건물 외피

기존의 학교에 새로운 건축물을 추가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따른다. 기존의 건물들과 잘 호흡

하면서 새로운 건물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새롭게 지어진 이 사립학교 기숙사 프로젝트는 

Philippe Lamour 고등학교에 지어졌으며,  설계는 기

존 건물들과의 논리적 구성을 고려하며 일관성과 조

화를 가장 고려한 건물이다. 이 건물은 섬의 머리 모

양으로 배치하여 전략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위치에 

배치되었다. 외부와 내부의 연결고리가 돼야 하므로 

시설물들은 특별한 역할을 한다

또 주변의 여러 학교들과도 조화를 이뤄야 하고 특

히, 학교 내부로 들어오는 관문의 역할을 한다는 점

에서 이 건물의 주변 건물들과의 조화가 자장 중요

한 요수중에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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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와 관련하여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고등학

교의 특징, 특히 안뜰과 그것을 보호하는 거대한 캐

노피의 공간을 고려한다. 현재 주차장의 빈 공간이

자 충분하지 않은 자전거 보관소인 공간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한편 이 건물의 외피에는 구멍이 뚫린 패널을 적용

하였다. 

금속 패널의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건물 내부

로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또한 햇빛이 강할때는 차양

역할을 하여 내부 냉방부하의 부담을 줄여주도록 했

다. 

이밖에 이 건물의 용도가 기숙사인 점을 고려하여 

사생활 보호의 역할 또한 충족시키고 있다. 

외부에서의 디자인 통일 성을 위하여 사용된 패널은 

고유한 패턴을 갖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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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용이한 옥상 추락 방지 안전 난간

건축물의 옥상에서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 작업자나 거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건물 옥상의 바깥에는 난간

이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시공중이거나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옥상에 간단하게 안전한 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최근에 선보인 이 안전 난간은 다양한 형태로 조립이 가능하도록 고안되었다. 옥상 표면에 구멍을 뚫지 않기 

때문에 임시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하는 경우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엄격한 법적 요

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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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Raffles City

Raffles City는 150,000㎡의 사무실, 소매점, 서비스 아파트 및 주거용 숙박 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베

이징에 위치하고 있다.  

최근 아시아에서 최우수 중국 프로젝트에 선정된 Raffles City의 디자인은 가장 활기찬 도시에 주목받

는 건축물로 자리매김 했다. 

외부 대형 LED 스크린에서 나오는 춤추는 듯한 빛으로 활기가 가득찬 Raffles City의 광장은 이 지역

의 생활 중심지로 자리잡았다. 

내부에는 ‘크리스탈 연꽃’이라는 별칭의 특이한 캔틸레버 구조가 특징인 쇼핑몰이 들어섰다.

이 크리스탈의 구조는 지하 푸드코트에서부터 천정까지 이어져있으며, 수많은 카페를 둘러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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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설치형 조립식 온실

본 발명은 건물 옥상에 설치되는 온실에 관한 것으로, 

골조 및 투광패널 등 온실을 구성하는 부품을 현장에

서 조립하여 온실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되, 온실의 골

조 하단을 지지하는 기초프레임을 구성하고 기초프레

임의 외곽과 옥상 파라펫(parapet) 사이에 결착빔을 설

치하여 옥상 슬래브의 손상 없이도 온실의 견고한 지

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투광패널의 외곽부에 경사판을 

구성하여 투광패널(30)의 운송 또는 적치시 소요 공간

을 최소화하며, 경사판(32)에 치합되는 결속바(40)를 

구성하여 온실 골조와 투광패널(30)간의 간편하고 견

고한 결속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도시의 다양한 유휴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都市農

業, urban agriculture)을 통하여 도시의 건전한 생태계 

회복, 지역 공동체의 형성 및 녹지 확충 등 다양한 효

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그 일환으로서 건물 옥상에 온

실을 구축하는 옥상 설치형 온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옥상 설치형 온실은 별도의 대지가 소요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자 접근성이 양호하고 풍부한 일조량을 확

보할 수 있는 바, 도시농업의 기본 취지는 물론 농업 생

산성 확보 측면에서도 최적의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종래의 옥상 설치형 온실은 통상의 시설농업용 온실에

서와 같이, 온실의 골격을 구성하는 금속제 골조와, 골

조에 부착되는 투광판(透光板) 등으로 구성되며, 골조

의 하단이 옥상의 슬래브(91)상면에 고정되고, 골조를 

구성하는 부재에 다수의 투광판이 장착되는 방식으로 

시공된다.

즉, 종래의 옥상 설치형 온실은 온실의 골조 중 지주(支

柱)를 우선 기립 설치하되, 지주를 구성하는 형강(形鋼) 

하단을 옥상 슬래브(91)에 고정하고, 이후 수평재 및 보

강재 등 여타 부재를 체결하는 골조 구축이 진행되며, 

골조가 완성되면 통상의 건물용 창호(窓戶)와 같이 외

곽에 금속제 또는 합성수지제 프레임이 접합된 투광판

을 골조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시공되는 것으로, 다음

과 같은 문제점을 가진다.

우선, 종래의 옥상 설치형 온실은 골조 하단부가 옥상 

슬래브(91)에 직접 고정되는 방식으로서 골조의 구축

과정에서 옥상 슬래브(91)의 손상이 불가피한 문제점이 

있다.

종래 옥상 설치형 온실에서는 골조의 지주 하단이 옥

상 슬래브(91)에 앵커볼트를 통하여 체결되는 바, 옥상 

슬래브(91)에 대한 체결공 천공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

며, 이 과정에서 구조적 안정성은 물론 방수성 등 옥상 

슬래브(91)의 성능에 심각한 손실이 초래되는 것이다.

이에, 옥상 슬래브(91) 상부에 별도의 콘크리트 기초를 

타설 및 양생한 후 골조를 구축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이 경우 당해 건물 옥상의 설계하중을 초과하

는 하중이 재하될 수 있어, 옥상은 물론 건물 전체의 

안전이 위협될 수 있으며, 기초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

특허

생과정에서 공기(工期)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종래의 옥상 설치형 온실에 있어서 골조에 부착

되는 투광판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금속제 또는 합성수

지제 장방형 프레임에 유리 또는 투광성 합성수지로 

제작된 판체가 결합되어 구성되는 것으로, 통상의 건

물 창호와 동일한 구성을 가지는 바, 다음과 같은 문제

를 유발한다.

우선, 통상의 건축용 벽체 자재에 비하여 박판형 판체

인 유리 또는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등의 투

광판이 온실의 벽체로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투광판 

외곽에 형성된 프레임으로 인하여 투광판의 운송 및 

적치 등 취급 전반에 상당한 공간이 소요되는 문제점

이 있었다.

또한, 온실의 벽체 구조 특성상 골조를 구성하는 부재 

사이에 다수의 투광판을 조밀하게 부착하여야 하는 

바, 시공 과정이 지극히 복잡하고 고도로 숙련된 인력

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즉, 옥상 설치형 온실을 구성하는 부품은 크게 형강(形

鋼) 등 골조를 구성하는 부재와 벽체를 구성하는 투광

판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중 온실의 표면적 대부분

을 차지하는 투광판은 투광성 판체 자체의 두께는 크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광판 외곽의 프레임으로 인

하여, 제작 공장에서 현장으로 운송하는 과정 또는 현

장에 자재를 일시 적치하는 과정에서 과대한 공간을 

차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외곽의 프레임을 분할하고 유리 등의 판체와 분

할된 프레임을 별도로 운송 및 적치한 후, 현장에서 판

체와 프레임을 조립하여 투광판을 제작하는 방안을 고

려할 수 있으나, 노천 현장의 특성상 조립품질의 확보

가 지난(至難)할 뿐 아니라, 공기가 지연될 수 밖에 없

었다.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창안된 것으로, 

금속제 골조와 골조에 부착되는 투광패널(30)이 구성

되어 옥상에 설치되는 온실에 있어서, 온실 상단의 경

사 부재인 다수의 래프터(11)와, 래프터(11) 하단에 체결

되는 기립 부재인 사이드포스트(12)와, 온실의 종단상 

다수 배치된 래프터(11)의 상단을 상호 연결하는 릿지

(15)가 골조로서 구축되고, 저면이 옥상의 슬래브(91)에 

밀착되는 기초프레임(19)이 사이드포스트(12)의 하단에 

접합되며, 기초프레임(19)과 옥상 파라펫(92) 사이에 결

착빔(20)이 설치되되, 결착빔(20)의 일단은 기초프레임

(19)에 접합되고 타단은 파라펫(92)의 내벽 표면에 밀착

되어 기초프레임(19)이 옥상 양측 파라펫(92) 사이에 고

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옥상 설치형 조립식 온실이다.

또한, 본 발명은 금속제 골조와 골조에 부착되는 투광

패널(30)이 구성되어 옥상에 설치되는 온실에 있어서, 

온실 상단의 경사 부재인 다수의 래프터(11)와, 래프터

(11) 하단에 체결되는 기립 부재인 사이드포스트(12)와, 

온실의 종단상 다수 배치된 래프터(11)의 상단을 상호 

연결하는 릿지(15)가 골조로서 구축되고, 래프터(11)와 

래프터(11) 사이에는 투광패널(30)이 설치되되, 투광패

널(30)은 투광성 판체인 투광체(31)와, 투광체(31) 외곽

에 접합되는 경사판(32)으로 구성되며, 경사판(32)에는 

투광체(31)와의 접합부 타측 말단이 외측으로 돌출되

는 경사가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옥상 설치형 조립

식 온실이다.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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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C소그래스

제5의 메이저대회인 플레이어스챔피언십의 그라운드
톱클라스 골퍼들의 명장면 연출돼

제5의 메이저대회인 더 플레이어스챔피언십(The 

Players Championship)이 개최됨에 따라 대회 장소

인 TPC소그래스(Sawgrass)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

오르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 폰트 베드라비치에 위치한 TPC소

그래스는 1982년 설립된 골프장으로 PGA투어의 헤

드쿼터로 잘알려져 있다. PGA투어는 레슨을 위주로

하는 클럽프로 위주의 미국프로골프협회(PGA)와는 

다른 별개의 조직. 주로 대회에 참가하는 투어프로

들이 1968년 PGA에서 독립해 만든 단체로 1974년

부터 자신들만의 대회인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을 만

들어 매년 대회를 치르고 있다.

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이 개최되는 골프장이 바로 

TPC소그래스다. 

마스터스대회가 오거스타에서만 개최되는 것처럼 

TPC소그래스는 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의 그라운

드인 셈이다. TPC소그래스는 대회가 개최되는 스타

디움코스(파72·7215야드)와 밸리코스(파72·6864

야드) 등 두 개의 코스가 운영되고 있다. 코스 설계

자는 다이 디자인그룹의 피트 다이와 앨리스 다이. 

피트 다이는 이 골프장 설계를 앞두고 잭슨빌의 한 

식당에서 냅킨위에 처음 드로잉을 한 사건은 호사가

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에피소드다.

PGA투어 본부인 만큼 TPC소그래스의 골프장 시설

은 미국에서 내로라하는 골프장에 전혀 뒤지지 않을 

만큼 철저한 관리를 받는다. 골프장 리모델링에 수백

만달러를 사용할 만큼 습도 조절과 그린 스피드나 

잔디의 질 관리에 남다른 신경을 쏟아붇고 있다.

골프장의 이름이 소그래스(Sawgrass ; 참 억세풀)

인 것처럼 지천에 널린 억세풀이 인상적으로 때로는 

골프를 매우 어렵게하는 난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일단 러프에 공이 빠지면 왠만한 골퍼들은 한번에 

나오기가 매우 어렵다. 잔디의 저항이 무척 심하다고 

하는데 거친 억새풀의 경우는 더욱 더 힘들터. 

TPC소그래스는 난코스로 유명하다. 플로리다의 해

양성 기후탓에 예정에도 없는 비가 흩날리고 코스 

중앙을 가로지르는 조그만 개울로 인해 필드에 물이 

찰 때도 있다. 바닷가에 위치한 만큼 플로리다를 건

너오는 열대성 저기압의 영향으로 배수문제가 이 골

프장의 골칫거리였는데 지난 몇 년간 한화 700억원

을 들여 새로운 관수, 배수시스템을 설치했다고 한

다. 특히 그린의 잔디도 교체하고 350억원의 재원을 

투자해 클럽하우스를 건설하는 등 골프장 운영의 스

케일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

골프장 설계자는 모든 플레이어에게 공평하고 균형

을 이루는 골프장을 만든다는 원칙으로 홀 구성을 

멀고 가까운 원근법으로 조성했다고 알려져있다. 특

히 바닷가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바

닷가에 위치한 코스는 바람의 방향이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조정했다. 특히 많은 골

프코스 그린 주변에는 경사가 있는 언덕을 만들어 

갤러리들이 장애물없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설

계했다. 애초 골프장 설계때부터 대회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골프장에서 라운딩하고 싶어하는 골퍼들이 줄을 

설정도로 넘쳐나고 이들의 로스트볼이 넘쳐나니 공

을 건저 파는 장사꾼들에게는 목중의 목일듯 싶다.

TPC SAWGRASS세계 100대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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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정책뉴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업무 수행 전 최초교육(기본, 전문)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동 법 시

행령 개정(’14. 5. 23) 이전 종전 규정에 의거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건설기술자는 ’17. 5. 22일까지 교육훈련을 이수

하여야 한다.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여 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교육 대상 이수기간 비  고

'14. 5. 22 이전

최초 건설기술업무 수행자

(최초 등급취득 후 업무수행 3년 이내

받아야 하는 교육 미이수자 포함)

2017. 5. 22일까지 건진법 시행령 개정('14. 5. 23)

<3년 유예>

'14. 5. 23 ~ '15. 6. 29

최초 건설기술업무 수행자

2018. 6. 29일까지 교육 훈련 등 국토부 고시

('15. 6. 30)

'15. 6. 30 이후

최초 건설기술업무 수행자

건설기술업무 수행 전

※ 미이수시 과태료 : 50만원

교육대상자 및 이수기간 확인 방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homenet.kocea.or.kr) / 교육정보 / 최초교육 이수현황 메뉴에서 조회

    ※ 개인별 정확한 최초교육 이수 여부 및 시기는 동 메뉴에서 필히 확인요망

교육내용 및 교육기관

• 교육내용

구 분 교육내용(시간) 교육비

집체교육(70h) 기본(35h)+전문(35h) 60만원 내외

온라인교육(70h) 기본(28h)+전문(28h)+집체교육(14h, 2일) 40만원 내외

※ 기관별 교육 일정이 조기 마감되고 있어 조속한 신청 요망

• 교육기관 : 6기관(붙임 참조)

건전한 건설산업 기반을 확보하고자 기업 윤리경영 및 건설산업 관련 법규 등에 관한 건설업 교육제도가 신설(2016. 2. 11)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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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 건설업 신규등록자(추가 업종등록 제외) [의무사항]

    - 2016. 2. 12 이후 건설업 신규 등록 업체 →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건설업 등록 후 6개월 이내 교육 미 이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영업정지처분 이후 정지 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건설업등록자 [임의사항]

      - 2016. 2. 12 이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 → 영업정지 기간 내

      ※ 교육이수에 따른 인센티브 : 영업정지기간 최대 15일 감경

      ※ 법인 대표자 수료시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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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교육 내용 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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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

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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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

며, 이 경우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제84조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 행정처분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과태료] 제12호

건설업을 신규등록 한 자가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홈페이지 : edu.kosca.or.kr)

교육비 안내

• 교육비 : 150,000원 (교재, 중식포함)         • 납부방법 :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 영수증 발급 : 홈페이지에서 영수증 출력 또는 교육 이수 후 전자계산서 발행

교육문의 :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02-3284-1080)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안내 건설업 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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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정회원)   2017년 3월 기준 

서울(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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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56 591 270 184 222 171 141 103 1,101 251 276 340 276 376 408 388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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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전 시 회   일 정

2017년 하반기 세계 주요 건축박람회 일정

박람회명 전시장 규모 전시품목

뮌헨 태양에너지 

박람회

http://www.intersolar.de/

Conference

2017.05.31 - 06.02

Exhibition

2016.06.22 - 06.24

New Trade Fair Center 

Munich

203,300sqm

1,300업체참가

60,000명참관

- Manufacturers and suppliers of photovoltaic products

- Manufacturers and suppliers of solar thermal products

- photovoltaic installations and components

- solar thermal installations and components

- Photovoltaics and rural electrification

- solar storage tanks and solar cooling units

- solar façades and roof elements

샌디에이고

건축 박람회

www.pcbc.com

2017.06.28-06.29

Moscone Center

203,300 sqm

1,300업체 참가

60,000명 참관

기구, 건축재료, 캐비닛, Countertop 재료, 장식 & 조경, 문, 

엘리베이터, 외벽마무리 와 액세서리, 물꼭지, 벽난로, 마루, 

하드웨어, 집기술, HVAC, Molding & Millwork, MillworkOutdoor 

Living, 수도관 부설, 지붕, 계단, Structural Products, 도구 및 

장비, Walls, Ceilings & Finishes, 창 등

중국 광주 국제 건축 박람회

China 

Building & Decoration Fair

http://www.cbd-china.

com

2017.07.08-07.11

 Guangzhou International 

Convention & Exhibition 

Centre

320,000sqm

2,500업체

120,000 참관

건축용 세라믹, 위생타일, 욕실용품, 석재,빌딩 자재 및 설비, 

화학건축재, 도료, 코팅, 전기재료, 건축유리제품, 하드웨어, 

실내인테리어자재, 위생용품, 타일, 기화, 각종 문, 창문, 접착제, 

건축방수재 등

라스베가스 유리산업 박람회

http://www.

glassbuildamerica.com

2017.10.12-10.14

Las Vegas 

ConventionCenter 

120개 업체

22,000여명

참관 

판유리, 가공기계/가공제품, 유리제조 가공/기기, 유리제품, 

창호압출제품(PVC, 알루미늄), 하드웨어(주거용, 상업용), 비닐, 

필름, 접착제, 실란트, 금속부자재, 샤워부스, 커튼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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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가공, 도장설비, 목공기계, 건축제품, 절연 설비 기계제조

업체, 세척기, 점포시스템,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개발자, 

포장재료, 포장용기, 각종설비, 목욕 인클로져

파리 건축 박람회

(BATIMAT)

www.batimat.com

2017.11.06-10

Porte de Versailles
(격년개최)

218,000sqm

2,664여업체

475,327명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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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상해창호박람회

Fenestration China 2017

2017.11.07-11.10
상해 신국제 전시장

700,000sqm

3,000개 업체

창호, 도어, 커튼월, 파사드, 석재, 스카이라이트, 알루미늄, 목

재, PVC, 유리를 비롯한 창호 커튼월 관련 종합 박람회로 중국

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창호 박람회

교육기관 연락처
집체교육 인터넷교육

(기본+전문,70h) 온라인(56h) 집체교육(14h)

건설기술교육원
032-463-4901

www.kicte.or.kr

인천, 서울, 대전, 

원주, 강릉, 인제
가 능

서울(강남),

인천, 대전

건설산업교육원
02-575-7123

www.con.or.kr

서울, 수원, 

대전, 강릉
가 능

서울(양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릉, 창원, 진주, 합천, 제주

건설기술호남교육원
062-513-0116

www.hicte.or.kr

광주, 전주, 

순천, 제주
가 능

광주, 전주, 

순천, 제주

※ 신청인원에 따라 타지역 

집체교육 개설 가능

영남건설기술교육원
1544-7660

www.cte.or.kr

영천, 부산, 진주,

안동, 창원

개설 예정

(3월초)
-

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연수원

043-850-4500

edu.cgbest.co.kr
충주 미정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043-879-2411

www.kscfcac.co.kr
음성 미정 -

※ 인터넷교육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온라인 집체교육」 신청 가능

건설기술자 교육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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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는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무단 복사, 전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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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창업 김홍수

대구 서울건업(주) 권대일

인천 (주)티엔케이 서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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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년간의 교통안전 혁신. 
한국쓰리엠과 대한민국을 더욱 안전하게

교통 안전 및 보안 사업팀: (02)3771-4217, 4168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20층)

고객상담실: (080)033-4114  FAX: 02-785-7588

http://www.3m.co.kr

3M 교통안전제품 75주년 

Ç 표지판용 반사지 Ç 교통안전시설용 반사지

Ç 우천반사형 차선 Ç 차량과속경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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