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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영국 런던 아파트 화재를 보면서 과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공기에 쫓겨 공사를 마무리하다보면 아무래도 신경

을 쓰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 완공된 신도시에서 입주하기 전부터 드러나는 

부실 공사들의 징후는 자칫 대형 참사를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금속구조물·창호 공사는 마무리 공사에 해당한다. 

건축물의 성능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업역

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업역은 바람, 물, 화재 그리고 단열과 싸워야

하는 업종이다. 

이것들은 실내에서 생활하는 거주자들의 안전은 

물론 쾌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다. 

최근 개발되는 다양한 제품들을 살펴보면 안전, 쾌

적 등의 성능이 매우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열성능을 극대화한 진공유리, 쾌적한 실내 공기

질 유지를 위한 환기 시스템, 유리 한 장으로 3개 

층을 덮을 수 있는 대형 사이즈의 유리 등 우리 업

역의 첨단 제품들은 앞다투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첨단의 제품들일지라도 꼼꼼한 마무리가 이

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성능을 구현하기 힘든 것은 

물론 비상 시 큰 재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

해야 한다. 

이제 곧 장마철이 끝나고 몇 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갈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퍼태풍의 가능

성도 제기하고 있다. 

첨단의 제품들이 인명을 지키고 실내 거주자들의 

쾌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꼼꼼한 마무리에 항상 최

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 

꼼꼼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야

권두언

홍영택 부회장 
㈜성원기업 대표이사

현장시공 이야기

공항 천정

공항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대공간을 함께 이용하

기 때문에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고안되고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천정에 다

양한 디자인의 금속구조물을 사용하여 소음을 감소

시키는 것이다. 

금속구조물을 이용한 천정은 소음을 감소시키는 것

은 물론 디자인을 향상시켜 이용자들로 하여금 쾌적

감을 느끼게 한다. 

최근의 공항 천정은 적절한 채광과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는 디자인으로 이용자들의 주목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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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시공 이야기

애플스토어의 유리계단

애플 코벤트가든 스토어에 눈길을 끄는 두 개의 유

리 계단이 설치됐다. 스토어 정면의 한 단짜리 계단

과 두 단짜리 직선 계단이다.

거대한 유리가 주재료이고, 석재, 목재, 스테인리스 

철재 등이 사용되었다.

나선형 유리 계단

애플 스토어에 설치된 계단은 대부분 유리로만 만들

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 조심스

러워진다. 하지만 동시에 편안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애플 스토어 유리계단의 설계자는 설계와 제조 모든 

측면에서 시각적으로 선명하고 안전한 구조를 만드

는 데 중점을 두고 수많은 분석과 경험을 기울여야 

했다고 말한다. 애플 스토어는 유리의 재질과 특성을 

최대한 살린 점에서 보통의 유리 구조물과 차별된다. 

다른 애플스토어의 나선형 계단과 달리 코벤트가든 

스토어의 나선형 계단은 하나의 단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계단은 유리의 점지지(PSG) 시스템 공법을 활용

하여 여러 개의 볼트 구멍과 스테인리스 스틸로 연

결된 강화 유리 8개 조각으로 만들어진 5m 높이, 

1.7m 직경의 곡면 유리 원통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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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원통을 통과하는 4m 길이의 강화 유리에 측면 

안정성과 수직 지지를 제공하고, 지름 5m, 깊이 

1.6m의 외부 곡면 유리 난간 또는 계단 옆판을 잇는

다. 계단 옆판 패널은 1/4 지점마다 결합되며 빔 지지

대와 일치한다.

스테인리스 스틸 난간은 계단 옆판의 패턴을 따른다. 

이는 계단 옆판 패널을 고정하는 데 구조적으로 도

움이 되며, 외부 계단 옆판을 더 튼튼하게 한다.

두께가 각각 50mm인 26개의 줄이 볼트로 연결되어 

원통 및 외부 계단 옆판에 연결되었다. 네 겹으로 된 

열처리 유리 각 줄에 사용되었다. 면취한 후 강화한 

유리로 매우 선명한 가장자리를 구현했다.

스테인리스 스틸 링이 원통 주위를 감싸고 원통의 

상단 곡선 부분이 하단 부분을 견딜 수 있도록 설치

되었다. 

약 4m²의 층계참은 유리 원통의 유리 빔과 강철 및 

석조 구조물에 의해 지탱된다.

직선 유리 계단

이 스토어의 두 번째 계단에는 기존의 벽에서부터 

유리 계단 옆판에 이르는 두 개의 계단이 유리로 되

어있어, 우아하고 노란색 런던 스톡 벽돌 조명이 투

과된다. 그리고 석조물과의 연결이 최소한으로 노출

되게 했다.

계단은 슬롯을 가로지르는 3m 길이의 2개의 짧은 

내부 유리 “플래그” 빔의 양쪽 끝에 의해 지탱된다. 

이것들은 깊이가 1.6m에 이르며 직선 계단 중간 지

점에서 465mm로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는 세부 구

조의 문제해결을 필요로 했다. 

연결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본재료는 유리이다.

연결부를 벗겨내는 것은 작업한 초기 계단에서부터 

혁신과 발전으로 애플의 특허 받은 금속 삽입 연결 

방법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설치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현장시공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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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_ 01

셔터

셔터(Shutter)란?

움직이는 벽 또는 문의 일종으로 도난, 파손,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예방 하거나 최소

화하는 방재시설이다.

또한 좁고 긴 강판을 수평으로 대고, 서로 물려 문틀 상부에 있는 축(軸)에 두루마리로 감아올려 닫

을 때 에는 자중으로 미끄러져 내리게 하는 방화, 방법용등 문을 말한다.

이는 감아올리는 장치에 따라 수동개폐기를 이용하여 셔터를 열고, 브레이크 풀림에 의하여 자중으

로 닫는 수동식(手動式) 개폐방식과 단추를 누르면 회전축에 직결된 모터로 감아올리게 하는 전동식

(電動式) 방식이 있다.

설치위치

셔터는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난상 유효한 갑종 방화문으로 부터, 3m이내에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일체형 셔터의 경우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일체형 셔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일체형 셔터의 출입구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비상구 유도등 또는 비상구유도표지를 하여야 하고,

-  출입구 부분은 셔터의 다른 부분과 색상을 달리하여 쉽게 구분이 되도록 하고,

-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이상, 유효높이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방화구획(fire partition, 防火區劃)

큰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가 건축전체에 번지지 않도록 내화구조의 바닥·벽 및 방

화문 또는 방화셔터 등으로 만들어지는 구획을 말한다.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不燃

材料)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

로 된 바닥· 벽 및 갑종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으로 구획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이를 "방화구획"이라 한다. 

전동장치는 큰 셔터 또는 많은 셔터가 있는 건물에 쓰이는데, 단추를 누르면 회전축에 직결된 모터로 

감아올리게 되어 있다. 셔터의 축 및 감아올려 넣는 곳을 셔터 케이스라 하고, 수리·청소 등을 위하

여 뚜껑을 장치한다.

셔터의 구성

-  셔터는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해서 개폐할 수 있는 장치와 연기감지기, 열감지기등을 갖추고 화

재발생시 연기 및 열에 의해서 자동폐쇄하는 장치 일체로서 주요 구성, 부재, 장치, 규모 등은 

KSF 4510(중량셔터)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강재셔터가 아닌 경우에는 이 기준에 준하

는 구성 조건이어야 한다.

-  셔터는 화재 발생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 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  셔터 상부는 상층바닥에 직접닿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바닥과의 틈새는 화재시 

연기와 열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화구확에 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한다.

셔터의 종류

1.  방화셔터 : 일반방화셔터, 일체형방화셔터, 방화스크린셔터, 제연커터

2.  방법셔터 : 스틸셔터, 파이프셔터, AL셔터, 투명렉산셔터

3.  산업셔터 : 풍압셔터, 오버헤드도어, 파이프스피드도어

사용목적에 의거 분류

1.  방화셔터 : 관련법령에 따라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것

2.  방연셔터 : 관계법령에 의거 방연(방화를 보함)구획에 사용하는 것.

3.  내풍셔터 : 외부벽의 개구부등 특히 내풍압성이 요구되는 장소에 사용하는 것.

4.  차음셔터 : 차음을 필요로 하는 구획에 사용하는 것.

5.  방법셔터 : 건축물 내부에 도난을 장지하기위하여 사용하는 것.

6.  방폭셔터 : 위험물 수납장소에 폭발을 막을 필요가 있는 구획에 사용하는 것으로써 모터, 제어

반 등 전기부품의 발화로부터 폭발사고를 사전 예방의 효과를 갖는 장치.

개폐구동방식에 의거 분류

1.  수동식 셔터 : 수동개폐기를 이용하여 셔터를 열고, 브레이크풀림에 의하여 자중으로 닫는 개

폐방식

2.  전동식 셔터 : 전동개폐기를 이용하여 개폐하고, 정전시에는 손잡이 또는 체인에 의하여 수동

으로 조작하는 개폐방식

3.  수압열림식 셔터 : 비상시에 외부로부터 소화용 호스의 수압으로 여닫는 방식의 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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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_ 01

개폐속도에 의한 분류

1. 보통속도 셔터 : 일반 속도로 개폐되는 것.

2.  고속셔터 : 개폐속도 1.5m/sec이내 단시간에 개폐되는 것.

사용부위에 의한 분류

1.  외부용 셔터 : 외부 벽의 출입구 및 창에 사용되는 것.

2.  내부용 셔터 : 건물내부의 출입구, 창, 통로 및 실내의 구획에 사용되는 것.

이를 종합하여 종류별로 소개해 보면

1.  폴리카보네이트셔터 : 비결정성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일종으로써 내충격성, 내열성, 내구성, 자기소화성, 

투명성등을 특징으로 한다,

2.  투명 렉산셔터 : 고강도 폴리카보네이트를 스텐

레스파이프와  결합하여 내부 디스플레이가 가

능하고, 뛰어난 채광율과 미려한 디자인으로 공

간을 새롭게하는 특징.

3.  타공셔터 : 슬라터에 타공을 형성하여 제작된 셔터로써 전시효과 및 방범, 방충기능을 갖추고, 블라인드 

기능을 가진 특징이 있다.

4.  오버헤드셔터 : 신개념의 차고형 셔터로써 설

치시 깔끔한 마무리와 개폐속도가 빠른 제품

이며, 물류센터,공장등 장소에 적합하며, 단열, 

방음, 채광효과가 뛰어남.

5.  알루미늄셔터 : 가장 일반적인 제품이며, 알

루미늄 슬라트로 구성된 셔터로써 내구성이 

강하고, 경량이므로 조립 및 수리가 간단하며. 

마모가 없고, 부식이 안되어 반영구적, 색상이 

다양하여 외관이 아름답게 보이고, 건축물에 

맞게 선택이 가능한 특징.

6.  웨이브셔터 : 고감도 디자인의 웨이브셔터는 

물결문양의 개폐식 방범셔터로써 상가점포, 

고급주택, 빌딩 등에 한 차원 높은 광고효과

와 방범기능을 갖고 있다.

7.  스텐레스파이프셔터 : 건물의 외관에 스텐레

스 고감성을 이용하여 미려한 외관과 방범기

능을 효과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셔터임.

8.  방화 및 방범 갈바셔터 : 기존의 비상문 방화

셔터는 화재시 1분 정도에 셔터문을 완전 폐

쇄시키는 방법을 채택하였으나, 매직스 안전

강하 시스템은 다중시설물(백화점,학교,공공

기관등)의 많은 사람을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

록 설계된 삼중구조시스템으로써 비상 탈출

구의 개폐를 용이하게 하여 폐쇄된 상태를 유

지하는 셔터. 

9.  기타 비상문 스크린방화셔터, 제연스크린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오버헤드셔터

스텐레스파이프셔터

방화 및 방범 갈바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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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_ 02

폴리우레아를 이용한 
신축이음장치 긴급보수공법

신축이음장치의 기능 및 종류

신축이음장치는 교량상판의 온도신축을 수용하면

서도 차량통행을 원활히 수용하기 위하여 교량구조

물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구조요소이다. 이러한 기

능을 수행하는 신축이음장치의 종류로서는 대용량

의 신축거동을 수용하기 위한 레일형 신축이음장치 

및 소용량의 신축거동을 수용하기 위한 모노셀과 

같은 신축이음장치가 있다. 

현수교 및 사장교와 같은 장경간 교량에 적용되는 

대용량 신축이음장치는 만약의 경우에 교체가 난

이하여 내구성 및 방수성이 우수한 레일형 제품의 

사용이 요구되고 있지만 단경간 교량의 경우에는 

내구성보다는 경제성을 우선하여 단위 크기로 제

작되는 분절형 신축이음장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신축이음장치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교량상판

의 열화를 촉진하는 악영향을 초래하며, 하부구조

에 침투하여 교량받침의 금속부에 녹을 발생시켜 

교량의 기능 자체를 훼손하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

하는 관계로 신축이음장치에서 발생하는 누수의 

차단은 교량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한다. 특히 분절형 신축이음장치는 분절

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후타 콘크

리트의 틈새에서 발생하는 누수 등 누수의 개소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경우있다.

신축이음장치의 보수

신축이음장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축이음장치

의 교체 자체에 소요되는 경비보다는 교통통제와 

같은 사회 간접적인 측면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며 

고속도로와 같은 경우에는 교통통제에 의한 민원의 

발생으로 보수시기를 놓쳐 교통사고와 같은 보다 

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신축

이음장치의 교체 및 보수에는 차량통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수공사 기간의 단축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폴리우레아의 적용

분사장비를 사용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순간적으로 

교반하여 분사하는 폴리우레아 시공방법은 긴급성

이 요구되고 교통차단의 최소화를 요구하는 신축이

음장치의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가장 적합한 공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특정한 형상에 구애 받지 않고 얇은 필름의 형

태로 일체형으로 완성되는 관계로 도막이 차량 통

행을 방해하지도 않으며 누수위치를 특정할 수 없

는 경우에도 적합하다. 이러한 신축이음장치의 긴

급보수에 대한 폴리우레아의 적용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은, 필름 형태의 막이 대형트럭과 같

은 중차량의 빈번한 통행에 대하여 과연 박리되지 

않고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점

과 내구성이 상실되어 제거가 필요한 시점에서 쉽

게 제거할 수 없다면 폴리우레아의 적용성에 한계

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폴리우레아의 적용은 중앙

고속도로에 적용한 이후 8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도 차량에 의한 마모현상 및 박리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공방법의 오류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흔적이 있지만 폴리우레아 소재의 강도 및 연신율

을 용도에 맞게 조절하고 시공방법을 다소 개선한

다면 충분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폴리우레아의 접착성

폴리우레아는 콘크리트와 우수한 접착성을 갖고 있

으며 일반고무보다는 높은 경도를 갖고 있어 쉽게 

박리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폴리우레

아의 재료적인 물성치 이외에도 신축이음장치는 외

부에 후타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후타콘

크리트 부위에 적은 홈을 형성하여 도포되는 도막

이 ㄱ자 형태로 형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차량에 

의한 콘크리트와의 박리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도막의 제거 시에도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다.

중앙고속도로 봉명교 신축이음장치에 적용된 폴리우레아 방수공법 시공사례 (시공 후 8개월 경과시점)

폴리우레아 시공장비 및 교량에 적용된 시공사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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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우레아의 마모성

폴리우레아는 우수한 내마모성을 갖고 있다. 마모시

험에 의하면 높은 강성을 갖는 에폭시와 비교하더

라도 월등한 내마모성을 갖고 있으며 차량의 통행

에 의한 마모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갖고 있음

이 고속도로 현장의 시험적용에서 증명되고 있다.

폴리우레아의 신축성

폴리우레아는 에폭시와 달리 근본적으로 고무의 성

질을 갖고 있는 액상고무의 일종이다.

따라서 신축이음장치 상부에서 도포하면 신축이음

장치의 간격조절 기능이 작동하게 되며 폴리우레아

의 연신율은 신축이음장치의 최대 유간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연신율을 갖고 있으므로 방

수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신축이음장치의 유

간 사이에는 신축거동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백

업제를 수평으로 채워 넣어 도포되는 폴리우레아 

도막이 수평을 유지하게 하면 신축이음장치의 거동

에 원활히 대처함과 동시에 차량의 주행성도 개선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건식브라스트에 의한 표면처리

도막형성에 있어서 모재의 표면처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적인 금속 가공공장

에 있어서 금속 및 콘크리트와 같은 모재의 표면처

리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방법으로서는 연마재를 

강력한 압축공기와 같이 분사하여 표면을 거칠게 

하는 건식브라스트 공법과 물의 압력을 이용하여 

표면을 세척하는 습식공법이 있다. 

그러나 폴리우레아를 도포하기 전에 실시하는 습식

공법은 콘크리트의 건조가 필요로 하는 관계로 신

축이음장치의 급속보수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단순

한 건식브라스트는 연마재의 회수에 따는 불편이 

초래함으로, 연마재의 분사와 동시에 회수하여 원

심분리로 처리하여 표면처리에 장시간을 소요하지 

않는 진공 브라스트 공법은 폴리우레아 공법과 좋

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폴리우레아 도막의 제거

폴리우레아의 내마모성이 아무리 우수하다고 하더

라도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량구조물에 있어서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도막의 내구

성이 완전히 상실되어 이물질로서 걸림돌이 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제거할 필요가 있다. 도막의 

강제적인 제거의 가능성은 도막 자체의 강도와 부

착력의 크기에 의존한다. 

폴리우레아 도막은 교량구조물의 방호벽에서 시작

하여 원형으로 말아서 제거하면 도막 자체가 끊어

지기 이전에 박리되어 손쉬운 제거가 가능하며 박

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접착 경계면을 절단하는 장

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신축이음장치 보수공법의 시스템

건축물의 바닥재 및 상수도 갱생공사에 사용되는 

대량소비와는 달리 긴급을 요구하는 소량의토목공

사에 있어서, 기계화 시공은 공사비의 증가로 인하

여 쉽게 적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표면처리와 더불어 도막의 형성 및 제거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과정은 차

량에 탑재된 장비를 사용하여 다수의 현장에 적용

이 가능하여 소량으로 시공되는 신축이음장치의 

보수공법에 있어서는 경제성을 만족하는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다.

신축이음장치에 있어서 다양한 누수경로를 정확히 

진단하여 하나하나 차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이다. 

따라서 일체화된 도막의 형태로 모든 누수경로를 

차단할 수 있으며 차량의 주행성마저 개선할 수 있

는 신축이음장치 긴급보수공법이 완성되면 금상첨

화의 보수공법이 될 것이며, 이러한 논리를 완성시

켜 주는 것이 폴리우레아라고 하는 신소재의 등장

으로 전국의 고속도로에 산재하고 있는 신축이음장

치의 긴급보수 및 누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

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구조물의 신축거동을 수용하면서도 임의의 형

상에 정확하고 강력한 일체형 도막을 형성하여 누

수를 차단할 수 있는 공법의 개발은 신축이음장치

의 보수공법만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수

행과제인 교량 바닥판 부분 해체 시스템에서도 필

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교량 상판 연결부의 누수

에 대한 대책으로서도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폴리우레아 연신율 측정시험 (시카코리아 자료)

국내기술 _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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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계(Open System)로서의 
통풍형 방음벽의 가능성 전망

서론

한남대교를 지나 경부고속도로를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길게 뻗은 다양한 종

류의 방음벽 담장이다. 양 구간에 걸쳐 차량들은 늘 정체되어 있으니, 그 사이에 놓여있는 느낌은 

죽방렴 안에 갇힌 물고기라고나 할까. 이 답답한 방음벽의 하단부만큼이라도 바람이 통하고, 그 

너머의 전경도 살짝이나마 볼 수 있으며, 소음도 저감되는 구조가 없을까하다가 흡음슬릿(Slit)(또

는 흡음 스플리터(Splitter))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흡음슬릿은 그간 덕트소음기부문에서

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해왔던 구조라서, 열린 계로서 개방공간에 방음벽으로 적용하는데 무리

가 없을 것 같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흡음슬릿구조의 이론적 배경과 실제 적용사례들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로부터 통풍형 방음벽의 적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흡음슬릿구조의 이론

흡음이론

흡음슬릿은 덕트내 기류소음을 제어하기위한 흡음덕트(Lined Duct)로부터 시작된 개념으로 덕트

내 기체의 통과단면적에 대한 흡음재 면적의 비가 클수록 소음감쇠성능이 향상되는 구조이다. 

단, △L : 소음감쇠량(dB/m)

 K : 흡음재의 흡음률에 따른 정수 

      (                                          )

 α : 잔향실법 흡음률

 P : 기류통과 단면적의 둘레  (m)

 S : 기류통과 단면적  (㎡)

또한, 이 흡음슬릿을 일정간격으로 여러개 배열하게 

되면 더 효과적인 감쇠량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Beranek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그림2에서 보는바와 

같이 흡음슬릿의 두께 (  t  ), 유로부의 폭  (   ), 유체 흐

름저항인자(F) 및 슬릿두께당 흐름저항(R1) 등에 따

라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단,  △L : 소음감쇠량(dB)

 A : 덕트 단위길이당 감쇠량(dB/m)

    : 유로부의 폭(m)

 L : 덕트의 길이(m)

압력손실효과 

흡음슬릿을 소음기로 적용시 장비(예. 송풍기류) 용량의 정상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하고, 방음벽으로 사용

시에도 풍압에 대한 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압력손실에 대한 검토는 중요한 인자이다. 슬릿형 소음기에서 

나타나는 압력손실은 ISO/DIS 14163(1998)3)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국내기술 _ 03

흡음덕트 개념도 (by. L.L. Beranek)

흡음슬릿내에서의 소음감쇠특성 (by L.L. Beran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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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슬릿입출구에서 단면의 변화로 발생되는  

압력손실계수

     :  슬릿사이를 유체가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마찰손실계수

     :  슬릿전단의 형상계수

  (사각형 = 1.0, 반원 = 0.1)

     :  슬릿후단의 형상계수

  (사각형 = 1.0, 반원 = 0.7)

 S : 슬릿간격(m)

 D : 슬릿의 두께(m)

 L : 슬릿의 길이(m)

슬릿표면마감재의 임피던스 

슬릿 내부의 흡음재를 보호하는 표면마감재는 기류

속도에 충분히 내구성과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재질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타공판(Perforated Sheet)의 경우, 임피던스

(Impedance)      는,

단,  △P : 압력손실

 V : 평균입자속도

로서, 두께가 구멍에 비하여 아주 얇을 경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실수부 :

허수부 :

단,     :  공극율

    :  유체의 동점성계수

    :  유체의 밀도

    :  구멍의 배치에 따른 보정값

통풍형 방음벽의 효과 및 개선사례

통풍형 방음벽의 효과

기존 단일벽구조 방음벽(Wall Type Barrier)에 비하

여, 통풍형 방음벽은 3~5dB(A)의 개선효과4)가 있

고, 기류가 통할 수 있어 방음벽 구조재(H-빔) 규격

의 경량화가 가능하여 교량부 시공시 경제적인 방안

이 될 수 있으며, 기류확산에 따른 가스오염농도 등

도 줄일 수 있다. 특히, 고속철도의 경우, 고속주행시 

슬립스트림효과(Slip Stream Effect)에 따라 방음벽 

구조물에 밀어내고, 당기는 힘이 반복적으로 작용하

게 되어, 장기적으로 안전성에 유의하여야 하는 문

제를 안고 있는데, 통풍형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최

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속철도 설계기준5)에

는 태풍의 풍하중과 열차 풍하중까지 고려한 최대 

풍압은 3KN/㎡이고, 최대정상풍압은 1.5KN/㎡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김재복(2007) 등6)은 350km/hr 

주행시, 선로중심으로부터 4.4m지점에서의 열차 풍

하중을 실측한 결과, 0.2566KN이므로, 향후 방음벽 

설계시 독일의 사례와 유사하게 태풍 풍하중 60%에 

열차 풍하중 100%를 고려하여 최대풍압을 1KN/㎡

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통풍형 방음벽

을 적용하게 되면, 1KN/㎡보다도 더 낮은 값으로도 

구조적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바 경제성, 시공성 

등에서의 기대효과는 극대화 될 수 있다고 하겠다.

개선사례들

흡음슬릿을 실제 적용한 사례들을 제시한다. 덕트

소음기(사진1. 참조), 통풍형 방음벽(사진2. 참조), 냉

각탑 토출측 소음기(사진3. 참조) 및 공장작업장내 

열교환이 요구되는 부위측 시창(사진4. 참조) 등을 

제시하나, 기타 여러가지 응용사례들이 있다. 예로

서, 발전기실 급배기, 엔진류 시험실의 급배기, Stack

토출측 소음기, 대형변압기의 급배기, 대형주차장의 

급배기, 폐수처리장의 급배기, 완전방음실의 급배기, 

대형터널(지하구조물)의 급배기, 사격장 통풍방음구

조와 특수시설의 방음구조 등을 들 수 있겠다.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봐와 같이, 기존의 방음벽 구조는 

또 하나의 경계벽이 되어 닫힌 계로 작용하고 있었

으나, 흡음슬릿의 개념, 이론적 접근 및 몇몇 적용사

례들을 통하여 열린 계로서의 통풍형 방음벽의 가

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사의 글> 본 원고의 이론과 실무적 자료를 제공하여 준 (주)아시아소음진동연구소(www.anvi.co.kr)에 감사를 드린다.

*  참고문헌 1. Leo L. Beranek, Noise and Vibration Control, McGraw-Hill, Inc., 1988.  2. 위 자료.  3. ISO/DIS : 14163, 1988.  4. ANVI 

: Noise reduction effect by wind-passing type barrier in viaduct, 2015.  5. 한국고속철도공단, 경부고속철도 방음시설 설치공사 설

계지침, 1998. 8.  6. 김재복, 남성원, 고태환 : 고속열차 350km/hr 주행시 열차풍이 방음벽 등 궤도에 수직평행한 선로변 구 축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철도학회 : 학술대회논문집,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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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덕트소음기 사례(△L=-28dB(A)(ⓒANVI)

(사진3) 냉각탑 토출측소음기 사례
(△L=-10 ~ -15dB(A)(ⓒANVI)

(사진2) 통풍형방음벽 사례(△L=-12dB(A)(ⓒANVI)

(사진4) 공장의 통풍형창문 사례
(△L=-8 ~ -12dB(A)(ⓒAN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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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형 건식벽체의 차음성능 개선 
공법

건식벽체는 일반적으로 석고보드, 구조재, 심재로 구성된다. 구조재란 샛기둥과 샛기둥을 고

정하기 위한 상하부 런너를 의미하며 석고보드를 고정하고 벽체의 안정성과 집중하중을 분

산하는 기능을 한다. 구조재로 주로 사용되는 자재는 경량철골이며 목재도 사용된다. 심재

는 벽체 내부의 공기층에서 발생하는 공명현상을 차단하고 단열성능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

며 그라스울, 미네랄울, 스티로폼, 우레탄 폼 등이 사용된다. 

최근 건축되고 있는 철골조 초고층 빌딩의 경우 건물 자중의 문제로 인행 경량벽체의 적용

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경량벽체의 차음성능의 개선에 대한 건설사 및 거주자의 요구

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소음저감 장치가 개발되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차음성능 향상을 위하여 천장 구조물로 사용되는 M-bar를 벽체에 적용시킨 제품

이 선보이고 있다. 이 제품은 연결클립을 이용하여 두 개의 M-bar를 고정하여 벽체용 샛기

둥으로 사용하는 공법이다.

M-bar를 활용한 차음 벽체 구조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연결클립을 스프링강 재질로 만들어서 

연결클립을 통해 전달되는 진동량을 저감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C-stud에서는 스터드 측면 전

체를 통해서 진동이 전달되는 반면 이 구조는 스프링강으로 연결된 부위를 통해서만 진동이 전달

되기 때문에 전달경로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한편 건식벽체를 통해 소음이 전달되는 경로를 살펴보고 석고보드 표면에 전달된 공기입자의 운

동 에너지가 강재 샛기둥과 상하부 런너를 통해 전달된다.

기존의 C-stud 공법에서는 강재 샛기둥의 측면 전체를 통해 전달 되기 때문에 런너를 통해 전달되

는 진동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았지만 M-bar 구조체의 경우 강재 샛기둥으로 전달되는 진

동이 크게 저감되었기 때문에 런너를 통해 전달되는 진동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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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보이고 있는 차음성능 개선 스터드 시스템들은 기존의 건식벽체용 구조재로 널리 

적용되던 부자재인 C-stud를 대체할 수 있는 차음개선형 스터드에 적합한 시공법으로 런

너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방식으로 스터드를 시공할 경우 차음성능이 크게는 10dB 정도 

개선되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법이 모든 구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차음개선량 또한 스터드를 통한 소음전달이 최소화된 구조에서만 가증할 것으

로 판단된다.

조립식 건식벽체의 조인트 부위에서 발생하는 음 누설량은 약 2dB 정도 음이 누설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어 음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부자재, 예를 들면 고무 가스켓 등을 적용할 경

우 차음성능의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국내기술 _ 04

이밖에 공업화 주택이나 사무실 등에 주로 적용되는 조립형 건식벽체의 경우 단위 패널을 현

장에서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시공되기 때문에 이음매 부위의 시공법에 따라서 차음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차음도 고려되어야 한다. 

스터드의 시공방법에 따른 차음성능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H자 형태의 M stud를 런너 외부

에 결합하여 시공할 경우 내부에 삽입하여 시공할 때보다 차음성능이 Rw+C 2 개선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모든 구조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

다. C-stud에서는 런너와 스터드 부위의 결합부위에 제진테이프를 부착하여 시공하여도 차

음성능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는 M-stud 구조에서는 런너를 

통해 전달되는 진동량이 상대적으

로 많기 때문에 이 부위에 시공성

을 개선할 경우 차음성능이 개선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C-stud 구조에서는 런너보다는 

스터드면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이 

훨씬 크기 때문에 런너부위에 제

진테이프를 부착해도 단일수치로 

나타나는 차음성능에는 큰 변화

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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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_ 05

압축스프링을 이용한 낙석방지망

압축스프링을 이용한 낙석방지망 및 시공방법은 와이어로프로의 인장가변 범위를 높여 낙

석 충격에너지에 대한 완충력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시공이 간편한 압축스프링을 이용한 낙

석방지망 및 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낙석방지망은 도로나 인도 측면의 암반들이 깍여서 형성된 비탈면에 설치되어 

상기 비탈면의 암반으로부터 이탈된 낙석들이 도로나 인도로 침범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낙석방지망은 합성수지를 이용한 메쉬 모양으로 제작되어 비탈면을 덮어씌우는 형태로 배치

된 상태에서 고정용 체결구 등을 사용하여 견고히 고정시킴으로써 사면을 보강하게 된다.

이러한 낙석방지망은 일정 중량 이상을 지닌 낙석의 충격에너지 대해서는 쉽게 찢어지거나 

파단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낙석방지망으로 가해지는 충격에너지를 

보다 탄력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와이어로프를 이용한 낙석방지용 완충구가 사

용되고 있다.

종래기술에 따른 압축스프링을 이용한 낙석방지망은 낙석방지망의 표면 위에 배치되는 

와이어로프와, 낙석방지망을 가압하는 상태로 사면에 고정되는 고정부재를 구비한 결착

판과, 결착판과 와이어로프를 탄력적으로 연결시키는 압축스프링으로 구성된다.

종래기술에 따른 압축스프링을 이용한 낙석방지망은 결착판이 사면에 고정된 상태에서 

와이어 로프와 연결되기 때문에 결착판이 고정된 사면이 붕괴되면 상기 낙석방지망을 

탄력적으로 지지하는 고정력이 사라지게 되므로, 결국 붕괴된 주변의 낙석방지망을 탄

력적으로 지지보강하는 와이어로프의 기능이 상실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다량의 낙석이 발생할수록 낙석방지망과 압축스프링은 그에 비례하여 약화되므로 

낙석방지망이 쉽게 찢어지거나 파단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압축스프링을 이용한 낙석방지망은 와이어로프로의 인장 가변 범위를 높여 낙석 충격

에너지에 대한 완충력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시공이 간편한 압축스프링을 이용한 낙석방

지망 및 시공방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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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

롯데월드타워 타워동 포디움 3D 공사

롯데월드타워동 포디움은 비정형 곡면디자인과  짧은 시공 공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공프로세스가 아닌 디지

털패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통해 모두 다른 부재들을 공장에서 정밀하게 제작하고 현장 조립하는 공법으로 

시공된 프로젝트이다. 대부분의 인테리어 공사는  목수들에 의해 진행되지만 롯데월드 타워동 포디움은 비정

형 3D 형상으로 디자인되었고 각 패널들의 모듈을 정확히 맞춰야 했기 때문에 인테리어 시공업체가 아닌 비

정형건축물의 외장재 시공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비정형 곡면 구현을 위한 공법을 제안하기 이전에 먼저 진행된 목업을 검토한 결과,  자연스러운 곡면구현이 

어려웠고 시공품질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상을 구현하기 위한 재료 및 구현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해 보였다. 비정형 곡면을 직선 세그먼트로 시공할 

경우 상대적으로 멀리서 보는 외장재는 시공품질이 

나빠 보이지 않지만 내장재는 가까운데서 보기 때문

에 곡면을 유지하는 것이 전체적인 시공품질에 유리

하다.

정형 건축물에서 일정한 곡률을 갖는 형상은 벤딩방

식이나 세그먼트 직선 방식으로 하지틀을 구성하여 

마감재를 시공한다. 그런데 비정형 곡면은 일정한  

곡률이 없기 때문에 벤딩이나 직선 세스먼트로 하지

틀을 시공할 경우 하지트러스에서 시공시 오차가 많

이 발생하여 시공품질확보가 어렵게 된다.

비정형 곡면 마감을 위한 형상 및 3D 좌표 공법으로

는 스페이스 프레임 공법과 CNC T-BAR 공법이 있

는데, 스페이스 프레임 공법은 볼 위치점에 있는 3D  

좌표는 제어할 수 있지만 볼과 볼사이가 직선이기 

때문에 나머지 좌표들은 정확하게 제어해 내기 어렵

다. 반면 CNC T-BAR 공법은 T-BAR가 설치되는 

모든 위치에서 3D 좌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폭 

200mm 간격의 내부 비정형 마감재를 정확하게 설

치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공법으로 판단하고  

CNC T-BAR 형상제어 공법으로 확정하였다. 

CNC T-BAR는 일정한 곡률이 없는 곡면의 형상을 

CNC Laser Cutting을 이용하여  웹과 플랜지를 절

단한 후 용접하여 일체화 시키는 용접형 접합부재이

다. 수직, 수평 T-BAR의 결합은 볼트를 활용하며 정

확한 3D 모델링 DATA에 의해 제작되기 때문에 제작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외장공사에서는  

먼저 하지트러스를 설치한 후 그 실측값을 반영하여 

패널 제작이 진행되지만 비정형 건축물의 경우 비정

형 곡면 트러스를 정확하게 실측하는 것이 현실상 

불가능하고 만약 실측에 의해 시공할 경우  측량오

차 발생, 시공공기증가, 패널 재발주등 여러 가지 추

가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CNC T-BAR는 설계, 제작기간이 일반적인 

공법보다 길어질 수 있지만, 3D 모델링 DATA를 바탕

으로 마감용 패널발주와 CNC T-BAR 제작을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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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할 수 있으며, 시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기지연, 

시공품질 저하등 비정형 공사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

지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다. 또한  현장제작이 없

이 공장에서 모든 부재를 생산해서 현장 조립하는 

시스템이므로 전체적인 비정형 곡면 마감품질을 높

이는데 있어 우수한 솔루션이라 할 수 있다     

CNC T-BAR 제작을 위한 용접방법으로는  CO2용

접과 레이저 용접방법이 있는데, 본 프로젝트에서는 

생산 가격은 높지만 정밀하고 생산성이 좋은 7축 로

봇을 이용한 자동화 레이저 용접을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CO2용접은 변형이 많고 하루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이 1.4ton(제작인원 9인)정도로 

당 현장에서 필요했던 정밀제작성능과 일일 생산량

이 미흡하여 로봇 자동화 레이저 용접방법을 적용하

게 되었다. 

레이저 용접은 레이저로 모재를 국부열로 녹여 접합

하는 방식인데, 레이저 용량에 따라 용접하는 두께

가 결정된다. CNC T-BAR에 적용된 8T철판은  6kw 

용량으로  일면에서 용접해도 전체를 일체화 할 수 

있다.  CO2용접과는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용접에 

대한 구조기준이 없기 때문에 구조실험을 통해 구조

적인 성능을 검증하여 승인을 득 후 본 생산에 들어

갔다.

CNC T-BAR를 활용하여 비정형건축물의 형상을 제

어하고 외장패널을 시공한 현장으로는  국립생태원 

생태체험관,  디아크(대구), 상암 MBC 신사옥, 서울

대 풍산마당 등이 있다. CNC T-BAR형상제어 시스

템과 함께 오픈조인트 외장패널 방식을 적용할 경우 

하부 EPDM층에서 차수 및 방수가 이루어지고 정확

한 비정형 모듈에 의해 외장패널이 제작, 시공되기 

때문에 비정형 곡면을 구현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

이다.

부재별 샘플 제작 및 공법확정

컴팩트 패널, CNC T-BAR, 리빌, 고정용 브라켓들을 

샘플 제작하여 가공오차, 품질 및 제작 방법을 최종 

검토하여 설계공법을 확정하고, 시공용 도면 및 특

기 시방서를 완성하였다. 

10mm 곡면 컴팩트 패널은  3mm 알루미늄 쉬트를 

CNC로 가공하여 각 위치마다 다른 곡률의 패널이 

제작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리빌은 1.2mm 스텐레

스 스틸 플레이트를 CNC 레이저 절단 후 로봇 레이

저 용접방식으로 제작되도록 하였다. 모든 연결용 

브라켓들은 알루미늄을 사용하였고 CNC T-BAR와 

알루미늄 브라켓이 만나는 부분은 비닐 쉬트를 고정

하여 전이현상에 의한 부식이 발생하지 않토록 설계

하였다.

시공 

시공단계에서는 3D 설계 DATA를 바탕으로 모든 비

정형 요소들을 CNC로 가공 제작하여 현장에서 정

확하게 조립해야만 비정형 곡면의 시공품질을 확보

할 수 있으며, 하지트러스의 실측없이 디지털DATA에 

의해 선 제작된 컴팩트패널과 리빌이 정확하게 3D 

고유의 위치점에서 시공가능하게 되어 공기를 최소

화 할 수 있다.

   

본 시공에 앞서 가장 형상이 복잡하고 어려운 구간

을 선택하여 설계된 공법이 문제없이 시공될 수 있는

지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당 현장에서는 

저층부의 비틀림 곡면이 가장 심한 부분을 대상으로 

1:1 비주얼 목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시공기간이 짧았

기 때문에 목업을 통해 반드시 설계된 공법에 대한 

제작성능, 시공품질,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들을 찾아내고 개선해야만 하였다. 디지털 목업으로

는 현장여건들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설

계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은 비주얼 목업과정을 통해 

한번 더 체크하게 되고 이를 통해 본 제작을 위한 제

작도면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비정형 건축물의 건축물은 구조재 및 마감재를 동일

한 크기로 제작하여 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각각 

다른 크기로 제작하여 조립하여야만 비정형 형상 구

현이 가능하다. 동일한 크기로 대량생산하는 정형 건

축물과는 달리 부재별로 다른 크기를 제작하여야 하

기 때문에 일일 제작물량이 정형 건축물보다 현저하

게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3D 제작설계 단계에서는 

공장제작조립 과정에서 혼선이 일어나지 않토록 조

립위치 방향등을 모델링에 반영하여 제작오류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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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가계 유리 다리

지면으로부터 약 300m(984ft) 높이의 절벽에 위치

한 장가계 다리는 길이가 385m(1,263ft)이며 너비는 

6m(19.7ft)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가장 

긴 길이의 보행자용 유리 다리이다.

가로로 가늘게 뻗어있는 이 다리는 유리 바닥과 측

면의 지지 케이블로 구성되었으며, 동시에 최대 800

명의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설계자와 건축가는 매우 견고한 투명 유리 솔

루션을 채택해야만 했다. 이렇게 까다로운 요건을 충

족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접합안전유리를 사

용하는 것이다.

이 다리는 구조적인 상부구조물(girder) 디자인과 케

이블 지지구조를 이용해 약 3~4m(9.8~13.1ft)에 달

하는 수평구조재(beam)의 필요성을 제거하였으며, 

단 60cm(23.6in) 너비밖에 되지 않는400m(1,312ft) 길

이의 거더 빔을 최대한 슬림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중

국의 엔지니어링 역사와 다리 건축 기술 역사에 남을 

유례없는 기록이기도 하다. 다리가 주위 경관에 더 잘 

어우러지도록, 네 개의 서스펜션 타워를 나무와 식물

로 덮어 초록으로 뒤덮인 절벽과 다리 사이의 위화감

을 없앴다.

이 프로젝트는 3 x 4 m 사이즈의 접합안전유리로 

구 성 된  유 리  소 재 를  다 리에  사 용 하 였다. 

50mm(1.97in) 두께인 본 패널은 16mm(0.63in) 저철

분 유리 세 겹 사이에 고성능의 접합필름 두 겹이 삽

입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제작 및 건설에 앞서 다리의 구조 및 패널에 대한 강

도 높은 테스트가 실시되었다. 후난성 창사에 소재

한 후난대학의 풍력 시험 연구소(Wind Test ing 

Laboratory)에서 약56m/s(183.7ft/s) 또는 201.6km/

h(125.3mph)에 달하는 강풍으로 6개월 동안 시험이 

진행되었다. 또한 별도의 시험을 통해 유리 부분이 

극도의 무게와 변형을 견딜 수 있는지 테스트했다. 

최대 40톤에 달하는 중량 시험을 거친 3 x 4m 유리 

패널은 20톤의 하중이 적용된 상황에서 단 

2.16cm(0.85in)의 변형을 보였다.

또한 공력 탄성, 흔들림 효과, 중력 강성, 진동, 구조

역학 및 보행자 효과 등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해 면밀한 엔지니어링 연구와 시험이 진행되었다. 이

러한 시험을 거쳐 다양한 충격 흡수 기술과 댐핑 및 

반(反)진동 메커니즘을 적용하였고, 바람에 대한 강

한 내구성과 안전, 보행자 진동 요구사항을 모두 만

족하는 특별한 방식을 채택하였다. 

장가계 유리 다리는 2016년 8월 20일 대중에 공개

되었으며,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 바람에 잠시 이용

이 중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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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인 공장 건물

이 프로젝트는 싱가포르와의 국경 지대이며 정글과 인접한 말레이시아 Johor에 위치한 공장의 연장이다.

현재 사회적으로 대량 생산과 소비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합리성에 기반한 생산성을 이유로 박스형 건축으로 

공장 설계가 간소화되었다.

디자인 방식은 빌딩의 효율성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이 열대 지방의 기후 특성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신의 작

업장에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특정 문화 요소를 통합하여 기존 공장의 개념을 초월하고자 한다. 창조성을 자

극하는 공간, 즉 사회적 맥락뿐만 아니라 자연과도 조화를 이루는 빌딩인 것이다.

자연에 경의를 표하고 자연 서식지를 존중하는 이 프로젝트는 정글과 건축물을 융합하여 지구와 직접적인 

연결 고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장 지붕 전체는 아래의 공장 공간을 덮는 기존 생태계의 연장인 녹

색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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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접근

빌딩은 지역과 기존 동식물을 존중하는 것 외에도 

바람과 지열 에너지, 햇빛, 빗물 및 식물과 같은 자연 

요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주변 환경과 통합된다. 

녹색 지붕은 뜨거운 말레이시아 날씨와 빌딩 내부 사

이에서의 단열재로서 역할을 함과 동시에 빗물을 모

으기도 한다. 자연 환기는 메인 타워를 통해 온도와 

압력 변화도에 따라 낮은 공간으로 전달됨에 따라 내

부 온도 조건을 개선하는 연속 기류를 생성한다.

수직적 에코톤

기능적으로 이 빌딩은 두 개의 주요 공간으로 구성

된다. 즉, 개방된 레이아웃의 투명한 공간에는 생산 

구역이 있고, 타원형 타워에는 경영 및 관리 부서가 

있다. 타워의 긴 축은 동서로 향하여 태양열이 외벽 

표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전선과 덩굴은 자

연 보호막을 형성한다. 다양한 종들이 이 수직선을 

따라 수직 정원을 이루고 있다.

구조

많은 직원들이 이슬람 문화권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

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적 배경을 존

중하는 것을 디자인의 목표로 한다.

생산 구역은 구조적으로 육각형 모양의 기둥이 숲처

럼 배열되어 있어서 주변 밀림 지대와 닮은 모습이면

서도 이슬람 문화의 아라베스크 무늬와 비슷한 형태

를 띠고 있다.

빗물

녹색 지붕에 모인 빗물은 기둥에 삽입된 파이프를 

통해 지하 물탱크에 저장된다. 이 물은 식물에 물을 

주는데 쓰인다. 바람과 연못에 흐르는 물이 빌딩 안

과 밖에 시원한 공기를 불어넣는다.

반사 패널

인공 조명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공장은 자연 채광

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태양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해 빛

의 반사량 및 확산량이 계산되었고, 아라베스크 무

늬의 반사 패널에 의해 제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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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테라스와 창호

이 집은 São Paulo와 Minas Gerais, Rio de Janeiro를 횡단하는 500km 길이의 산맥인 Mantiqueira 위에 지

어졌다.

건물의 부지는 거의 완전히 숲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원래부터 존재하던 공터에 자리하고, 완만하게 경사져 

하천을 바라보고 있다.

프로젝트의 주된 관심사는 부지와 아름다운 풍경 사이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1층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콘크리트 내진벽 건설은 경사진 땅에 맞추기 위함이다. 내진벽은 두 개의 침실, 거

실, 주방, 주방 및 창고를 연결하는 테라스를 만들기 위해 상한선에서 분리된 플랫폼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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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의 양 끝에는 침실이 있고, 테라스가 달린 스튜디오가 있으며, 각각 다른 창문 배치를 가진다. 아래

의 구조물 위에 수직 구조로 연장되어 있다. 두 개의 콘크리트 기둥으로 지탱되는 이 수레 금속 구조

물은 테라스 위를 덮는 12미터의 넓이이고, 양쪽 칸은 모두 구조물 캔틸레버에 해당된다.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져 운반되어, 지면에서 쉽게 조립되고 용접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크레인으로 (정

확히 15분만에) 매닮으로써 방해가 되는 임시 구조물과 현장에서의 영향을 피할 수 있었다.

플랫폼과 고정된 수레 구조물 사이에는 수중 정원과 수영장이 있는 테라스가 설계되었다. 이 층은 주

위의 나무들과 높이가 비슷하다. 집 안의 다른 장소들과 마찬가지로 이 곳 또한 자연과의 상호작용 속

에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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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력을 이용한 수문 개폐장치

본 발명은 부력을 이용하여 수문을 자동으로 여닫을 

수 있도록 하는 수문 개폐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댐이나 저수지에 물을 담수하도록 수문을 

설치하고 상기 수문의 양측으로 물의 부력에 의해 상

하 승강되는 부력체를 설치하되 수문의 상단부와 부

력체의 하단부를 도르래수단으로 연결하여 수위가 높

아지면 부력체가 상승하면서 도르래수단에 의해 수문

이 상측으로 당겨져 개방되고 수위가 낮아지면 부력체

가 하강하면서 자중으로 수문이 하강하여 폐쇄되도

록 구성함으로써, 수문을 모터나 유압 등과 같은 주된 

동력 발생장치를 사용하지 않고물의 부력을 주동력으

로 하여 수문을 자동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력

을 이용한 수문 개폐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 기술

일반적으로 수문은 물의 흐름을 막거나 개방하여 유

량을 조절하기 위해 설치한 문으로, 이러한 수문은 개

천 또는 하천이나 보, 저수지 등의 제방시설에 구비되

는 배수로에 설치되어 물의 흐름을 막아 저장하거나 

저장되는 물의 양이 많아지면 저장된 물을 방출하기 

위해 통상의 개폐장치로 배수로를 개방시켜 저장된 

물을 방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수문을 개폐하기 위한 통상적인 개폐방식은 수

문을 승하강시켜 개폐하는 방식이나 수문의 일측을 

중심으로 회동되도록 하는 방식이 통상적이다.

이와 같은 종래의 수문은 도 6에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한 개 또는 다수개의 전기 모터나 유압 동력장치

(1)를 설치하고 회전 동력을 웜기어 또는 스크류 기어

(2)를 통해 배수 및 댐 관(3)의 종단에 설치된 수문(4)을 

수직 상 하강으로 개폐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고 저수

지의 수량을 별도의 수량 센서와 전자식 제어 장치로 

자동 개폐를 하거나 수동적인 스위치 조작으로 수문

을 개폐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같이 종래의 

방식은 전기나 유압과 같은 별도의 동력을 필요로 하

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전력 공급이 끊기거나 천

재지변에 작동을 100% 담보 할 수 없는 취약한 점이 

있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종래 자동 수문은 모터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폐쇄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

생한다.

예를 들면, 낙뢰나 정전 등에 의해 모터에 전원이 공급

되지 않거나 모터에 고장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 수문

의 폐쇄동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므로 수문

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다.

따라서 가뭄이나 홍수 등의 발생시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원 및 장비 등을 

투입하여 점검 및 보수 등의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경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과 인력이 소요

되는 경제적인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댐이나 저수지 

또는 호수의 수문을 열고 닫는 개폐장치에 있어서,

수위의 높낮이에 의해 수면을 따라 부력으로 상하 승

강되도록 설치되는 제1부력체 및 제2부력체와, 상기 

제1부력체를 부상시키는 물이 담수되도록 설치되는 

제1담수벽체와, 상기 제2부력체를 부상시키는 물이 담

수되도록 설치되는 제2담수벽체와, 상기 제1담수벽체

특허

의 제1우측프레임과 상기 제2담수벽체의 제2좌측프

레임에 삽설되어 담수된 물을 배출하는 수문, 및 상기 

제1부력체 및 상기 제2부력체와 상기 수문을 연결하

여 상기 제1부력체 및 상기 제2부력체의 부력에 의해 

상기 수문이 상승되면서 개방되도록 하는 도르래수단

을 포함하며, 상기 제1담수벽체는 상기 제1우측프레임

과, 상기 제1우측프레임에 대향되어 구비되는 제1좌측

프레임, 및 상기 제1우측프레임과 상기 제1좌측프레임

을 연결하는 제1전면프레임으로 구성되면서 일측면이 

개방되도록 형성하여 'ㄷ'자 형상으로 구성되고, 또한 

상기 제2담수벽체는 상기 제2좌측프레임과, 상기 제2

좌측프레임에 대향되어 구비되는 제2우측프레임, 및 

상기 제2좌측프레임과 상기 제2우측프레임을 연결하

는 제2전면프레임으로 구성되면서 일측면이 개방되도

록 형성하여 'ㄷ'자 형상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부력을 이용한 수문 개폐장치는 수문

의 양측으로 물의 부력에 의해 상하 승강되는 부력체

를 설치하되 수문의 상단부와 부력체의 하단부를 도

르래수단으로 연결하여 수위가 높아지면 부력체가 상

승하면서 도르래수단에 의해 수문이 상측으로 당겨져 

개방되고 수위가 낮아지면 부력체가 하강하면서 수문

의 하중으로 수문이 하강하여 폐쇄되도록 구성함으

로써, 수문을 모터나 유압 등과 같은 주된 동력 발생장

치를 사용하지 않고 물의 부력을 주동력으로 하여 수

문을 자동으로 개방할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하고 실용

적이며 유지보수 비용이 적어 경제성이 좋은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정전이나 천재지변에 의한 전력 차단

으로 인한 수문제어 불능 사태를 방지하고, 저수지나 

호수의 수위에 따른 부력을 이용하여 별도의 동력 없

이 자동 수문 개폐 및 수위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수위에 연동하는 방류로 인해 항상 안

정적인 방류와 수위조절이 가능하며 비교적 간단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수문을 제어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특허

출원번호 10-2016-005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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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터스롤 골프클럽

자연과 인공이 공존하는 명문 골프장
수많은 메이저 대회로 널리 알려져

1831년 2월 22일, 미국 뉴저지주 스프링필드 시골

의 어느 작고 허름한 농가.

겨울 한파가 매섭던 한밤중, 적막한 농가에 두명의 

남자가 들이 닥쳤다. 문은 거구의 괴한들 발차기 몇 

번에 맥없이 떨어져 나갔고 한밤중 잠에서 깬 농부

와 그의 아내는 갑작스런 일에 상황 파악이 안돼 벌

벌 떨고만 있었다.

두명의 괴한은 곧 농부를 끌어내 목졸라 죽이고 시신

을 내팽겨둔채 돈이 될만한 금품을 털어 달아났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농부의 부인은 범죄자들의 끔찍

한 범행 장면과 인상착의를 그대로 지켜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어설픈 범죄는 곧바로 해결됐다.

당시 이 사건은 범행의 엽기성 때문에 뉴욕 메트로

폴리탄 신문에 대서특필됐다. 칠흑같은 밤, 차가운 

얼음물에 버려진 옷벗겨진 사체, 강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 범행에 사용된 두꺼운 로프, 살인현장을 

그대로 지켜본 부인... 뉴저지주를 떠들썩하게 만든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던 셈이다.

부인이 밝은 파란눈에 구랫나루가 뒤덮인 얼굴의 남

자가 범인이라고 진술하자, 당시 얼마되지 않던 지역 

커뮤니티에서 바로 피터 B. 데이비스라는 자가 용의

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목격자 증언에 명백한 정황증

거에도 배심원단은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

다. 우여곡절 끝에 다른 죄목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범인은 거의 종신형에 가까운 24년 옥살이를 하다 

옥중에서 사망했다는 후일담이 내려온다. 공범이었

던 린시이다스 볼드윈은 자신의 수배소식을 듣고 가

지고 있던 마약과 약물을 삼켜 자살로 생을 마감했

다고 한다.

어쨌든 돈 몇푼을 노린 무뢰한에게 영문도 모른채 

타살된 이 불쌍한 농부는 고락을 함께해온 자신의 

터전에 묻혔고 약간의 계약 과정을 거쳐 훗날 그의 

마지막 안식처에 들어선 골프장의 이름으로 남게됐

다. 그의 이름이 발터스 롤(Baltus Roll)이다.

미국 뉴저지주 북부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발터스롤

(Baltusrol) 골프클럽(파72·7400야드)은 골프다이제

스트가 선정한 세계 100대골프장의 53위를 차지하

고 있는 골프장이다. 세계 50위권 정도의 골프장이 

순위가 무슨 의미가 있으랴. 사실 오거스타 내셔널

을 신이 빚은 골프장이라고 하지만 발터스롤 역시 

오거스타에 필적하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환상적인 

코스로 유명하다.

골프장 설립자는 루이스 켈러(Louis Keller). 저명한 

법률가의 아들이었던 그는 농부의 땅을 사들여 

1895년, 9홀 코스의 골프장을 만들고 오래된 농가

를 개조, 클럽하우스로 사용했다.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었을 터인데도 살인사건의 희

생자를 골프장 이름으로 사용했다는 그의 발상이 

놀랍다. 집값 떨어진다고, 흉물스럽다고, 되도록이면 

감추고, 바꾸고, 헐어버리는 것이 한국문화의 보편적

인 모습인데 비해 골프장 설립 수십년 전에 있었던 

잔인하면서도 비극적인 살인사건을 감추려, 굳이 덮

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의 에피소드로 사용

하는 것이 이채롭기까지 하다. 

TPC SAWGRASS세계 100대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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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정책뉴스

국토교통부는 ’17. 5. 22일까지 최초교육이 유예된 건설기술자 중 연기 사유(해외출장 등) 발생일이 ’17. 5. 22일 이전에 해당되는 

기술자에대해 연기신청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 건설기술자등급인정및교육·훈련등에관한기준(국토부고시제2017-281호, 2017. 5. 2)

이에,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연기신청 대상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연기 미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

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안내(연기신청)

 ㅇ 대상자

  -  최초교육 이수시기가 '17. 5. 22일까지 유예된 건설기술자 중 교육연기 사유 발생일이 '17. 5. 22일 이전 해당되는 건설기

술자

연기사유 증빙자료 연기기간

해외출장 및 연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확인서류 해당기간

질 병 진단서 또는 산재관련 서류 치료기간

입 대 입영 확인 서류 복무기간

출산 및 육아 입국서류 해당기간

결 혼 청첩장 결혼일로부터 7일

법령에 따른 신체의 자유구속 입증서류 해당기간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일로부터 2개월

 ㅇ 교육연기 신청기한

  - '17. 8.31일까지 연기신청서* 제출시 최초교육 연기 가능

  * 신청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본인 신청(증빙자료 첨부)

  ※ 해외근무자인 경우 소속회사 신고 가능

      ▶ 오프라인(방문, 팩스 및 우편), 온라인 모두 가능

 ㅇ 이수기한 :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년 이내

나. 협조사항

 ㅇ 해외출장, 질병, 결혼, 출산 등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가 미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3년간 해외공사 실적업체 명단」참고

다. 문의처

 ㅇ 통합콜센터 : 1577 – 5445(ARS 안내번호 중 1번)

 ㅇ 기술인협회 : 02-3416-9431∼5(교육지원팀)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신홍균)는 지난 13일 각 시·도회를 통해 회원사에 ‘2017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관리 교육’ 일정을 안내했다.

지난 4월부터 실시중인 올해 교육은 이미 3회까지 진행됐고, 오는 22일 울산(시청 대강당), 23일 경남 창원 

(경남도청 대강당)7월13일 제주(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실시된다.

주요 교육내용엔 하자판정기준의 이해,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 해설 등이 담긴다.

신청은 위원회 홈페이지(adc.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안내(연기신청, 2차) 전문건설협회, 공동주택 하자보수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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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분포 현황

전국(정회원)   2017년 6월 기준 

서울(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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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7 590 274 184 219 176 138 106 19 1,096 253 282 324 281 385 426 396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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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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국민안전처(이하 안전처)는 공동으로 21일(수)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8월 말까

지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는 지난 6월 14일 런던 그렌펠 타워에서 발생한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

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건축, ▲소방, ▲재난관리 등 분야별 학계 및 연구소 등의 전문가와 고층 건축물이 소재한 주요 지자체가 참여하는 「고층 건축

물 안전개선 기획단」(단장 :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을 구성하였다. 「고층 건축물 안전개선 기획단」(이하 기획단)에는 각 분과별로 국토부 

및 안전처의 국장(급)이 부단장이 되고, 담당 과장 및 민간 전문가, 자치단체의 재난부서 및 소방관서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분야별 개

선과제를 발굴하여 종합대책에 반영한다.

▲ (건축) 방화·피난기준 등 건축 관계 법령, 내·외부 마감재 등 건축재료 등

▲ (소방) 소방안전시설, 소방작전매뉴얼, 전문 소방장비·인력 확충, R&D 개발 등

▲ (대응) 지자체-소방간 협업,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운영, 입주민 대상 교육·훈련 등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외 고층 건축물 화재 사례를 진단하고 소방 및 건축물 분야 개선과제들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앞으로 고

층 건축물 안전개선 기획단은 매주 실무 작업반 중심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격주마다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제도개선 사항, 부처 간 이

견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 협의·조정해 나기로 하였다. 기획단에서 마련한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종합대책(안)은 공청회나 전문가 토론회 등

을 통해 보완 후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고층 건축물 특별 소방안전점검 및 공동주택 표본점검의 결과도 반영하여 종합

대책의 실효성도 높인다.

(기간/대상) '17.6.19.~7.20. / 3,266개 동(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기간/대상) '17.6.19. ～ 6.23. / 현장 확인점검 15개 단지(74개 동)  

류희인 국민안전처 차관은 모두 인사를 통해 “영국에서와 같은 대형 화재사고가 우리나라에는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획단에서는 우리나라의 건축물 특성과 평시 소방안전관리 기준 및 운용실태, 현장-지자체-중앙간 지휘·지원체계까지 종합적으로 분

석하여 고층 건축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국토부,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종합대책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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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속

구
조

물
&
창

호
공

사
기

술
정

보
·
계

간
·

통
권

 제
13

7
호
·

2
0
17

년
 6

월
 2

5
일

 발
행

·
IS

S
N
 17

3
9
-
2
7
6
4·

1
9
9
2
년

 9
월

 1일
 창

간
·

발
행

처
 대

한
전

문
건

설
협

회
 금

속
구

조
물

·
창

호
공

사
업

협
의

회
·
서

울
 동

작
구

 신
대

방
동

 3
9
5
-
7
0
(전

문
건

설
회

관
 8

층
)·

T
E
L
 3

2
8
4
-
1141~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