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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하게 내리던 빗줄기가 가라앉고 청명한 가을 

햇살이 찬란한 빛을 발하는 계절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 시험, 경기의 불확실성, 전쟁

에 대한 공포감 등 대내외적인 위기가 우리를 우울

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 전문업계는 과당경쟁과 수시로 치솟는 노

임, 노조의 투쟁 등 어려움이 첩첩이 쌓여 생존의 기

로에 서있는 한계 기업이 수없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건설협회의 제11대 임원 선출을 위한 선

거가 완료되거나 실시되고 있어 새로운 도약을 준

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금속구조물·창호협의회도 10대가 마감

을 하고 11대 회장이 곧 탄생할 것이며 초대부터 운

영위원들의 일치단결로 한번의 잡음도 없이 경선이 

아닌 추대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 10대 김병우 회장은 뚜렷한 소신과 협회의 올바

른 길을 위해 본인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바른 선택

을 하여 타 회장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것 또한 사실

입니다. 

11대에 취임하는 차기회장도 길이 아니면 가지 않

는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우리 협의회를 이끌어 주

길 기대합니다. 

또한, 11대 회장은 협회의 리더가 되어 우리의 현안

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주길 바랍니다. 

우리 협의회는 일감이 주로 하도급체제로 수주되고 

있어 업체끼리의 과당경쟁 지양과 발주기관의 지나

친 경쟁유발로 인한 저가수수를 방지해야 합니다.

실행에 들어오기까지 2차, 3차 심지어 5차까지 가

는 경쟁입찰 현상을 방지 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우리 협회가 선도적으로 

수행해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회원사를 위한 협회가 되어야 회비로 운영

되는 우리협회가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유례없이 긴 추석연휴를 보람차게 보내셨길 바라며 

오곡과일이 풍성하게 익어가는 가을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명한 가을 햇살이 찬란한 빛을 발하는 
계절입니다.

권두언

홍경식 
서광강건(주) 대표이사

현장시공 이야기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도어

최근 실내도어 디자인 트렌드는 깨끗한 인테리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심플한 디자인

이 인기를 얻고 있다. 화려한 디자인의 제품보다는 

실내공간과 어울리는 무난하면서도 포인트를 주는 

도어 판매가 확대되고 있으며 무늬자체보다 자연스

러운 나뭇결 패턴의 디자인이 증가되고 있다.

최근 실내도어 시장은 중문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중

소업체들 시장 참여가 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주로 수도권의 시판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는 ABS도어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다양

한 입체적인 디자인 표현이 가능하고 수분에 강한 

장점을 갖고 있어 하자 발생률이 낮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격 경쟁력도 좋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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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그린리모델링 방안들

사회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전력란이나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건물을 대상으로 생활밀착

형 실용화 창호 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은 냉방기 전력에

너지 20% 및 피크부하 30% 절감 가능한 그린리모델링 창호 기술을 개발왔는데, 대표적인 기술

로서 비용경제적인 보급형 그린리모델링 창호기술이 있다. 본 기술은 기존 건물의 창호를 그대로 

두고 그린리모델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이면서 생활밀착형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그린리

모델링 즉시 에너지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건물 거주자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이 나타나고 

있으며,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사무소, 냉방에너지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주상복합건축물 등을 중

심으로 활발한 보급이 기대되고 있다.

기존건물에 실시하는 그린리모델링은 비교적 저비

용 기술이며 적용 후 즉시 에너지절감 개선효과가 

나타난다. 기존 건물에 대해 전력에너지 저감을 위

한 기술 개발을 통하여 피크전력을 낮추고 증가하고 

있는 전력에너지소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

창호는 건물에서 열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위로서 

겨울에는 취약한 단열구조 및 틈새바람에 의해 열

손실이 크게 발생하며, 여름에는 유입되는 일사에 

의해 냉방부하가 크게 발생하게 된다. 한가지 기술은 

기존창호를 철거하지 않고 기존창호에 블라인드 내

장형 초슬림 창호를 덧시공하여 냉·난방비용을 절

감하는 창호단열보강시스템이다. 

이 기술은 노후 아파트, 노후 공공청사, 주상복합건

물 등 에너지 수요가 많은 기존 건물을 대상으로 개

발기술 조기 보급 및 활성화가 가능하다. 3~10년 이

내 투자회수 가능한 생활밀착형 기술을 통해 냉난

방 비용 20% 절감 및 전력대란 해소에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680만동의 주거건물 63%, 비주거 건물 

68%에 대한 83.3조원의 국내 그린리모델링 시장 보

급을 통해 냉난방에너지를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

로 보여지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건기연이 개발한 또하나의 기술

은 이중외피 구조를 슬림화 한 방법으로, 외부에 덧

댄 바깥 유리의 위 아래를 개방하여 공기의 자연순

환이 가능케 함으로써 여름철 유리 표면의 온도를 

낮춰 냉방에너지 부하를 줄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일찍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웜

에지 스페이서 중에서 실리콘제 고체형으로 원형 유

지력을 갖춘 ‘수퍼스페이서’를 기존의 단창이나 복층

유리에 덧대 최신의 고효율 삼중유리와 같은 성능을 

달성하는 방법도 주목을 끌고 있다. 

창호 단열보강에 의한 하계 동계 에너지절감 효과 기존 창호에 중간 블라인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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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터널 누수방지

일반적으로, 방음터널이나 캐노피의 판넬 시공은 H-형강이나 원형관 등을 이용하여 골조를 만

들고 이 골조에 마감판넬을 직접 부착하기 난이하므로 각재나 소형의 압출부재 등을 사용하여 

판넬의 외측 둘레를 고정하여 구조적으로 보강된 일정 크기의 구조체를 만든 후 H-형강의 플랜

지 사이에 끼움 시공하거나, 앵글이나 각재 등과 같은 연결용 매개체를 사용하여 골조의 외측에 

판넬을 고정하여 시공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공 방법은 구조체화된 판넬의 제작비용이 많이 투입됨과 동시에 형식이 다양한 

건축물에 적절하게 맞추어 제작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현장에서 절단이나 용접작업이 많이 이루

어진다. 그런데 이와 같이 현장에서의 절단이나 용접작업은 품질관리가 어려워 향후 부식의 원인

이 되거나 누수 누음의 원인이 되어 시공상의 하자로 연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방음터널의 구성요소인 투명 방음판을 고정부재 양단에 고정시킨 받침앵

글 상단에 얹어놓고 상기 투명 방음판의 상단에 가스켓을 덮은 다음 고정볼트로 고정 시켜 누수

나 누음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상기에서, 고정부재 하방에는 방음터널의 지붕을 이루는 'H"빔 

형태의 지붕 프레임과 고정된다. 이러한 구성의 방음터널은 투명 방음판을 받침앵글과 가스켓 사

이에 게재하여 고정볼트로 고정시키는 구성이어서 투명 방음판의 상부면과 가스켓 사이에는 누

수나 누음이 방지될 수 있으나, 받침앵글과 투명 방음판 하부면 사이에는 가스켓에 의한 누수방

지 대책이 없어 이 부분에서 누수나 누음이 발생되어 방음터널 기능을 크게 저하시키는 문제점

이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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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 방음판을 기준으로 상/하부 각각에 가스켓을 게

재하여 투명 방음판의 상/하부에서의 누수 및 누음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경우 각각 별도의 상부 및 하부 가스켓을 설치해야 하므로 방음터널 시공작업의 번거러움과 

시공시간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지적될 뿐 아니라 상기 상부 및 하부가스켓이 서로 분리

되어 투명 방음판의 하부 및 상부면에 면접되고 있어 상기 가스켓 일측면과 방음판 일측면사

이에 실란트(sealant)와 같은 실링재를 별도로 막음재로 사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누수방지 방음터널은 상부 프레임에 고정볼트로 고정시킨 사각 프레임 형태의 고정부재에 투

명 방음판을 고정시키는 것에 있어서, 고정부재 상단과 덮개부 사이에 설치한 하나의 가스켓

의 양단 요입부에 투명 방음판을 끼워 고정 볼트로 고정시켜 구성함을 특징으로 한다.

투명 방음판을 기준으로 상/하부에서 하나의 가스켓으로 투명 방음판과 고정부재 사이의 간

극에서 발생하는 누수나 누음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방음터널의 방음 및 방수 기능을 크게 

향시킴은 물론 투명 방음판의 단부 둘레를 가스켓으로 감싸는 구조를 제공하므로 더더욱 누

수 및 누음 방지효과를 증대시키고,가스켓에 형성시킨 양단의 요입부에 투명 방음판을 끼워 

설치하게 하므로서 그 설치작업의 편의성을 제공하여 시공단축을 통한 시공비용의 절감을 

꾀하는 효과를 가진다.
누수방지 상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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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이음장치 기술

도로는 온도변화에 따라 수축과 팽창이 발생하여 변형이 발생한다. 이때, 신축량을 흡수하기 

위하여 신축이음장치가 사용된다. 

신축이음장치는 구조물과 구조물 사이에 전달되는 응력을 완충하여 시설물이 안전하게 성

능을 유지할 수 있다록 한다. 신축이음장치는 차량의 주행성과 구조물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계적 이음장치나 탄성폴리머 재료를 사용하는 이

음장치와 함께 최근에는 섬유강화재를 사용하여, 초

기공사비 및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하고, 균열의 

발생을 억제하고, 소음을 저감시키는 이음장치가 개

발되어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경제 인구의 증가는 교통량과 

교통하중을 증가시키고 있다. 큰 일교차와 집중호우

는 도로 포장의 파손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대부

분의 도로는 최초 설계수명이 20년이지만 실제 공

용중인 도로는 3~5년 안에 재포장을 하는 실정이

다. 도로 재포장, 긴급복구, 도로상의 공사, 안전사고

방지 등의 도로시설관리 및 교통혼잡으로 인한 도

로유지보수 비용은 지자체 예산의 15~25%를 차지

하며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공공안전과 연관되어 있는 교량과 지하

차도 신축이음장치의 잦은 훼손 및 파손은 문제점

으로 남아 있어, 지속적인 보강 및 교체작업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콘크리트 구조체의 신축작용

에서 기인한 반사균열, 차량 진동과 충격하중에 의

한 파손, 반복하중에 의한 피로균열, 누수와결빙 등

에 의해 신축이음의 접합부 파손이 주된 원인이다. 

지하차도나 고가도로 같은 교량은 일반적으로 여러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체를 나란히 설치하여 시공한

다. 그 상층부에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한 후, 양생

시켜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를 형성하는 복합구조

로 이루어진다.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은 온도변화

나 외부응력에 의해서 수축과 팽창의 변형을 반복한

다. 그러므로 시멘트 콘크리트의 수평적 혹은 수직

적 이동에서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조

체의 연결부에 신축이음장치는 필수적이다.

현재 전국에 많은 지하차도와 교량들이 건설되어 공

용 중이며, 신설 물량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하차도 및 고가도로 교량과 같이 신축이음 구간

이 50mm 이하의 비교적 짧은 구조물은 단순한 기

계식 이음이나 탄성채움재 신축이음장치를 많이 사

용하고 있다.

기계적 신축이음장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포설이 이루어진 후에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체의 신축이음부를 따라 일정 

너비만큼 신설 아스팔트 포장층을 절삭하고, 시멘

트 콘크리트의 후타부에 강재 연결부위를 만든다. 

강재로 신축이음부 유간을 연결하고 합성고무로 강

재 이음부 하단을 연결하여 일체화한 기계식 이음 

형식이다. 

이 장치의 장점은 상판이 강재로 구성되어 상부 파

손이 적고 내구성이 좋으며, 강판과 합성고무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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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양생시키는 방법이다. 

이 장치의 장점은 지하차도 및 소규모 교량에 적합

하여 시공사례가 많다. 교체 시 부분적인 교통통제

로 신속한 유지보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아스팔트 혼합물과 신축이음부가 일체화되

어 시공되어서 주행성이 좋고 소음이 적다.

또한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이루어진 하부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는 방수성 및 수밀성을 갖는다.

단점으로는 포장층이 생성된 이후에도 별도의 절삭 

작업이 요구되며, 절삭공정과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

설, 재양생 등에 따른 작업시간 및 비용이 추가로 발

생한다. 

그리고 기존 표층 아스팔트 혼합물과 물성이 다른 

탄성 혼합물로 절삭공간을 채워서 온도변화와 차량

하중에 의한 물성변형이 다를 수 있으며, 도로 표면

에 단층 혹은 소성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밑판 콘크리트들의 단차가 심하면 지지철판의 

평탄성과 진동의 문제가 생길수 있다.

섬유강화재 신축이음장치

섬유강화재 신축이음장치는 재료적인 특성과 성능

을 구조적으로 이용하여 지하차도나 고가도로 같은 

교량의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 내의 신축이음 연결

구간을 유리섬유 그리드와 아스팔트 시트의 복합재

로 덮어 자가점착시킨 후, 그 위로 아스팔트 표층을 

연속으로 포설하여 양생한다. 이 장치는 구조물의 

신축되는 응력을 강화그리드가 흡수하여 구조적 안

정성을 유지하고, 차량의 주행성을 높이는데주안점

을 두고 있다.

섬유강화재는 신축이음부의 수평, 수직 움직임이 상

부 아스팔트 콘크리트층에 전달되는 것을 최소화해 

준다. 그리드가 표층 아스팔트 하부에 접착되면, 아

스팔트 콘크리트의 기계적 물성에 탄성력을 부여하

고 이로 인해 공용성이 크게 향상된다. 또한 강화재

가 아스팔트시트와 복합체를 이루면 방수기능이 부

여되어서 하부 시멘트 콘크리트의 알칼리 골재반응

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장치의 장점은 블록아웃 및 양생시간 등의 절차

가 필요없어서 시공성이 우수하고, 높은 인장강도의 

섬유(유리)를 사용하여 내구성이 좋다. 

그리고 균열을 억제하여 포장체 수명이 늘어나며, 

아스팔트 표층의 연속포장으로 주행성이 우수하고 

소음이 적다. 

또한 아스팔트 시트 적용으로 방수성 및 수밀성 기

능이 부여되며, 공사비가 저렴한 편이다. 

단점으로는 새롭게 개발된 기술로 시공사례가 많지 

않으며, 신축이음부 콘크리트 슬래브의 단차가 적도

록 시공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도로에 적용되고 있는 신축이음장치는 주

행성능과 운전자의 안전, 그리고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뛰어난 성능의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국내기술 _ 03

성되고 상부면이 라운드의 형상으로 제작되면 주행성이 개선되고 소음을 줄일 수 있으며, 신

축이음장치 연결부가 분명히 나뉘어 있고, 탈부착이 가능한 상판 신축조절기가 있어 높이 조

정과 신축량 조절이 가능하다.

한편 단점은 초기공사비와 유지보수비가 높고, 차량 바퀴가 기계적 이음장치에 직접 접촉함

으로 인한 충격하중으로 후타부 콘크리트가 파손되면 평탄성과 주행성이 오히려 떨어지며, 

이 때 소음이 발생한다.

탄성폴리머 신축이음장치

기계식 이음장치와 비슷하게,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포설이 이루어진 후에 시멘트 콘크

리트 구조체의 신축이음부를 따라서 일정 너비만큼 신설 후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층을 절

삭하고, 강성의 지지철판으로 신축이음부 유간을 덮은 후에 탄성혼합물로 절삭공간을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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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_ 04

차압해소 도어

최근 일본은 건설은 고층 맨션 등에서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문을 열고 닫을 

때 무거움을 느끼는 현상이 있는데, 이

를 완화하는 차압 해소 도어를 개발했

다. 바람이 강한 날에는 공동주택의 경

우 내외부의 압력차이가 커져, 현관문

에 강한 힘이 더해진다. 이때, 현관문을 

열 때에 문이 무거워서 열기 어려운 현

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층 맨션 등에서 바람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건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바람

이 매우 강할 때에는 일반 중저층 건물에서도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을 완화시켜 쾌적한 거주 공

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차압 해소 도어를 개발했다. 

현관문의 압력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관문 부근에 패스 덕트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지만, 

개발한 차압 해소 도어에는 주택 내외부의 압력 차이를 완화시키는 기구가 내장되었다. 강풍 시

에 소형 패널을 장착한 개폐 플레이트를 열면, 소형 패널 내부로 공기가 빠져 나가면서 주택 내외

부의 압력 차이를 완화하는 구조이다. 개폐 플레이트는 실내외에서도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다. 

차압 해소 도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압력 차이의 저감 

차압 완화의 효과는 주택 위치나 기밀성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기술은 압력 차이를 최대 절반으

로 저감할 수 있게 되었다.

(2) 방화 성능

현관문에는 방화 성능이 요구되지만, 차압 완화 용도의 환기부에도 같은 성능이 요구되어, 방화 

성능의 확보가 문제이었다. 차압 해소 도어는 

현관문과 차압 완화 장치를 일체화한 현관문 

유닛으로 방화 설비로서의 성능을 확보하고 

있다. 동시에, 기밀 성능, 차음 성능, 단열 성능

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3) 디자인 

차압 완화 기구는 현관문의 디자인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개폐 플레이

트는 일체화하여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도 가

능하다. 이러한 디자인으로 주택의 얼굴이라

고도 말할 수 있는 현관문의 디자인을 고려하

였다.

(4) 냉난방 부하

차압 완화를 위해서 항상 현관문 부근에서 공

기가 빠져 나가도록 한다면 냉난방 부하를 증

가시키는데, 이번에 개발한 차압 해소 도어는 

현관문을 개폐시킬 때만 압력 차이를 완화시

키므로, 이외에는 개폐 플레이트를 닫고 공기

가 빠져 나가지 않게 하여 냉난방 부하에 미치

는 영향은 거의 없다. 

(5) 시공성

압력 차이를 완화하는 기능을 문 유닛과 일체

화시켜, 압력 차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별도의 

공사가 필요 없다. 

현관문의 성능

- 방화성

방화성은 건축물의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나

타내는 성능이며, 방화 설비, 특정 방화 설비의 

두 종류가 있다. 특정 방화 설비의 요구 성능이 

높고, 차염 시간은 방화 설비로 20분, 특정 방

화 설비는 60분이다. 

- 단열성

단열성은 열이 전달되는 것을 억제하는 성능

이다. 열관류 저항(R)을 기준으로 한 등급이다. 

H1부터 H5까지 5단계의 등급이 있고, H5가 

가장 단열성이 높다. 

- 기밀성

기밀성은 공기가 새어나가기 어려움을 나타내

는 성능이다. 1제곱미터 면적에서 1시간 동안 

어느 정도의 공기가 새어나가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등급이다. A1부터 A4까지 4 등급이 있

고, A4가 가장 기밀성이 높다. 

- 차음성

차음성은 실외에서 실내에 침입하는 소리, 실

내에서 실외에 새는 소리를 차단하는 성능을 

말한다. T1부터 T4까지 4 등급이 있고, T4가 

가장 차음 성능이 높다.

개폐장치
(외부조작) 개폐장치

내측 조작 장치

LED조명

안쪽 통기구

개구부

외부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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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_ 05

회전형 가드레일 세이프티롤러

가드레일(Guard Rail)에 관련된 기술로, 가드레일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 양쪽 또는 중앙

에 설치하는 차량방호울타리를 말한다. 가드레일은 주로 산길, 굴곡로에서 자동차가 도로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거나 중앙선 침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며, 도시에서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에 설치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다.

본 기술제품은 충격흡수 회전형 롤러와 고강도 안전레일로 구성되어 차량 충돌시 충격에너지를 회

전에너지로 변환시키므로써 충격을 흡수하여 탑승자를 보호하고, 최대충돌변형거리를 최소로 하

여 구조물 또는 다른 주행차량과의 2차 충격을 줄이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제품 특징

제품의 장점 및 기능상 특징

-  세계 유일한 회전형 가드레일 타입으로 미국, 유럽실물 차량 충돌테스트 통과 및 CE인증 획득.

 • 미국 M.A.S.H : TL3 (고속도로용), TL4 (고속 위험도로용)

 • 유럽 EN1317-2 : H1 (고속도로용), H2 (고속 위험도로용)

 • 국내 국토교통부 기준 : SB5(고속 위험구간), SB4(일반 위험구간)

-  E.V.A(Ethylene Vinyl Acetate) 소재의 회전형 충격흡수 롤러가 장착되어 차량 충돌시 

차량의 충격을 흡수하고, 인명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설물 파손을 최소화 시킬 수 있어 

유지보수비용을 대폭 절감.

-  본 제품은 차량 충돌시 충격에 대한 흡수력과, 충격 에너지를 회전에너지로 변환시켜 

대형사고 예방과 운전자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

- 야간 시인성이 우수하여 사고 예방효과 탁월.

- 태양광LED 유도캡을 부착하여 야간 운전시 차량유도에 효과적임.

- 기둥과 레일이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기둥이 밀리지 않아 충격 흡수력이 좋음.

- 롤러 크기가 커서 충격 흡수력이 좋고, 차량 충돌 후에 원상복원력이 탁월함.

-  다단형 조립식으로 롤러의 높이 변형이 자유롭고, 롤러 파손시 부분 교체가 용이함. (현

장 맞춤식 높낮이 조절 가능)

- 기존 가드레일 보다 충격흡수력 우수.

- 조립식 구조로 파손시 부분교체가 가능하여 유지보수 절감.

- 미국, 유럽, 중국을 포함한 5개국에 국제특허 등록.

내식성 향상 옵션(PosMAC) 소개

- 기존 가드레일 제품은 용융아연도금법으로 방식처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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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티 가드레일 제품은 내식성 향상 옵션으로 기존 용융아연도금 방식처리 대신 KS D 

3030에 등록된 Zn-3%Mg-2.5%Al 3원계 고내식 합금도금 강판을 적용하며 동일한 도금 

부착량의 일반 용융 아연도금강판 (GI, GI(H)) 대비 5∼10배 이상의 내 식성 향상 가능.

-  용융합금도금 고내식 제품으로 POSCO에서 생산하는 PosMAC은 일본의 ZAM, 

Superdyma에 비해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하고 있어 세이프티가드레일 제품의 내식

성 향상 옵션으로 채택하고 있음.

제품성능 평가

1) 실물 차량 충돌테스트 통과 등급

 • 미국 M.A.S.H : TL3 (고속도로용), TL4 (고속 위험도로용)

 • 유럽 EN1317-2 : H1 (고속도로용), H2 (고속 위험도로용)

 • 국내 국토교통부 기준 : SB5(고속 위험구간), SB4(일반 위험구간)

2) 실물차량 성능평가 조건

 - 국내 (SB : Safety Barrier)

◉ 강도 성능 평가를 위한 조건

방호울타리는 적용도로의 설계속도별 시설물의 강도에 따라 9개 등급으로 구분되고, 각 

등급에 적합한 시설물의 강도를 가질 수 있도록 각 조건에 따라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

험을 수행한다.

시장현황 및 시장규모

국내 도로현황

국내 도로는 국내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양적으로 많은 증가를 보여 왔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1968년의 국내 도로규모는 4만Km였으며, 2000년에는 8.9만Km로 증가하였고, 

2012년말 현재 국내 도로규모는 10.6만Km에 달하고 있다. 2012년말 국내 도로 규모는 

1968년 대비 2.6배, 2000년 대비 1.2배 증가하였다.

기존 가드레일은 차량 충돌시에 대비한 방호울타리 개념의 시설물이나, 향후 도로안전시설

물 또는 가드레일은 차량운전자가 쉽게 위험을 인지 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높여 사고를 예

방하고, 원상복원이 우수한 시설물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기술제품은 회전형 충격흡수롤러에 초고휘도 반사지를 부착하여 야간 시인성이 우수하

고, 주간에도 롤러의 노란색 컬러는 운전자의 시선유도 및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주의를 제공한다.

기존 철재로만 이루어진 가드레일은 차량 충돌시 변형거리가 너무 높아 국내와 같이 도로 

폭이 좁은 도로의 경우 가드레일 뒤에 교각, 신호등, 가로등, 표지판, 기둥 등 차량 충돌시 상

해가 가중될 수 있는 도로구조물이 있을 경우 가드레일은 최대충돌변형거리가 구조물과의 

이격거리보다 적은 제품을 선정해야한다. 즉 가드레일과 구조물과의 이격 거리 내에 최대충

돌변형거리가 있는 방호울타리를 선정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구조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

지 않도록 가드레일의 강성 보강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본 기술제품은 이에 가장 부

합되는 가드레일로 다수의 국제 성능인증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이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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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알루미늄 외벽

모스크바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간선도로 중 하나이며 이용승객이 많은 Slaviansky Boulevard역에서 도보

로 단 몇 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오세아니아 쇼핑센터는 호화로운 새로운 명소가 되었다.

총 면적 약 137,000m2의 새로운 쇼핑센터는 약 300개의 상점, 슈퍼마켓, 여러 개의 카페 및 레스토랑 그리고 

영화관에 방문객을 유치한다.

2016년 10월에 오픈 한 센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원통형 해수 아쿠아리움의 주된 매력에서 이름을 따왔다. 

높이 24m, 너비 10m의 아크릴 해수 아쿠아리움은 International Concept Management (ICM)의해 디자인되

어 건축되었으며, 센터에 중점이다. 통합 엘레베이터

와 수족관을 통과하는 터널은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준다. 

놀라운 기하학적인 파사드 디자인

Asadov Architectural Studio의 건축가들은 Novelis 

ff2Ⓡ의 사전 알루미늄으로 제작 된 큰 규모의 천공 

형태로 외관을 디자인하여 환상적인 모습을 선사했

다. 건축가들은 외관 디자인을 통해 센터를 둘러싼 

주변환경과의 연결을 시각화했다. 승리 기념 공원

(Victory Memorial Park) 쪽에는 신중하고 차분한 외

관 디자인을 선택했다. 그에 반해, 보행자 구역에 위

치한 주 출입구 인 Rublevskoe 고속도로 개방 유리

는 건물 내부구조를 볼 수 있게 하였고 일체형 LED

스크린은 광고와 상업행위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러

한 다양한 외관 디자인은 지역 환경의 활발한 활동

을 포착했다.

천공 된 파사드는 바다의 빛들 처럼 빛난다.

건축가 Andrey Asadov는 3차원적인 천공 된 외관 

디자인의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그는 거대한 복합체

를 더 밝아 보이게하기 위해 빛과 그림자를 생생하

게 표현할 수 있게 만들기를 원했다. 진주 빛이 들어

간 특별한 금속 색조는 이러한 컨셉에 맞게 하며 보

는 각도에 따라 다른 색을 만들어 낸다.

낮에는 외관이 대비가 높은 펄 화이트와 푸른색이 

도는 모습으로 눈길을 끈다. 밤에는 생기넘치는 물

결모양의 외관의 백라이트는 마치 반짝이는 바다처

럼 경이로운 빛을 만들어 낸다. 이중 외관 시스템 - 

각각의 거리가 1.2 - 1.8m이며 다양한 색으로 변하

는 LED램프가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외관 건축 회사 SMK AluWall은 이 독특한 컨셉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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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행하게 되었다. Novelis AIMg3 합금 외관 시트

는 AIMg1 합금과 비교하여 시판중인 견고한 알루미

늄 시트보다 높은 스팬 너비를 지원할 수 있다. 파사

드 클래딩은 2mm 두께의 18,000 m2 ff2Ⓡ 사전 도

장 된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어 광택 잉크 "Shine-

Perlweiss-Blau“로 고품질 PVDF 코팅이 되어 있다. 

이 색조는 햇빛의 반사에 따라 펄화이트 또는 푸른

색이 도는 모습으로 표현 된다.

큰 사이즈의 구멍 난 알루미늄 카세트는 ff2Ⓡ 로 계

속해서 반복되는 라운드의 구멍으로 5cm 에서 

15cm 크기로 만들어졌다. 노출된 가장자리 부분은 

놓은 수준의 질 좋은 부식 방지제가 표면에 코팅되

어 있다. 천공 된 원형 블랭크는 구멍 난 오목부에서 

90도를 회전시켜 외관의 일부로 남는다. 이렇게 하

여 오세아니라의 이름은 또한 파사드 디자인에 반영

된다. 동적인 물결 모양의 파사드 구조는 시각적 인

상을 준다.

Slaviansky Boulevard의 교통 혼잡 지역에있는 정

면의 바닥 부분은 서로 높이가 60cm이고 폭이 3m 

인 무공해 알루미늄 카세트로 서로 15° 각도로 배치

되어 있다. 그 결과 나타나는 시각 효과는 대형 금

속 울타리를 연상케하며 건물의 장식적인 완성을 

이룬다.

오세아니아 쇼핑 및 모험 세계의 도전적인 건축 컨

셉은 Novelis ff2Ⓡ 사전 페인트 알루미늄으로 혁신적

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외관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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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외장 공사

최근 들어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건축물  또한 정형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복잡하

고 다양한 곡면을 활용한 비정형 건축물들이 시공되고 있다.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비정형건축

물의 주요 외장 마감재는 금속, 유리, FRP, GFRC 등이 대부분이었는데, 파라메트릭 디자인을 기

반으로 한 3D 비정형 입체 형상 디자인으로 인해 기존에 사용되었던 재료와 시공공법 적용의 어

려움과 최적화 된 공법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디자인에 대응하기 위한 재료로

써 UHPC를 선택하여 오랜 기간 연구와 적용이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는 보편화 된 외장재 소재

로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는 적용한 적용사례가 없다. 따라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

용된   “삼성동 KEB 하나은행 리모델링공사”의 UHPC 외장패널 시공 사례를 통해  비정형 UHPC 

외장패널의 구현방법과 적용을 위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비정형 UHPC 패널은 기존 콘크리트 PC패널 보다 강도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얇은 두께로 구조 

성능확보 및 성형이 가능하며, 철근 배근 없이 비정형곡면 PC 패널 제작이 가능하여 금속으로 

제작하기 어려운 복잡한 형상들을 쉽고 크게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UHPC 패널의 설계 엔지니어링   

UHPC의 구조설계 엔지니어링  

원설계의 UHPC 제작모듈은 4.2m X 4m와 6.2m x 4.2m 크기의 패널이 대부분이었고 각 패널당 

4개의 지점이 슬라브에 고정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런데 설계단계에서  거푸집 제작, 콘크리트 타

설, 현장반입 및 설치 등 상세한 제작, 운반, 양중을 검토하여 유닛 크기가 결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공단계에서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유닛제작 크기가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진행되었다. 

최대  6.2 X 4M(무게:약 6ton)의 패널은 입체형상 때문에 거푸집제작 및 운반이 불가능한 크기였

다. 따라서 설계된 모듈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유닛을 반으로 분절하여 제작 및 운반이 용이하도

록 하는 변경이 필요하였다. 분절된 패널은  메인 구조체에 지지할 수 있는 지점이 2개 밖에 없었

으므로  유닛 분절에 따른  구조설계 엔지니어링이 다시 진행되어야 했다. 

원 설계모듈에서는 4개의 지점을 핀으로 해석하여 지점에서 모멘트가 발생하지 않토록 설계되었

으나 분절될 경우 분절된 연결부에 대한 구조해석과 

지점부의 해석 방법에 따라 메인 구조체에 구조 보

강이 필요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리모델링 

건축물이기 때문에 기존 구조체의 추가보강으로 인

한 공사비 증액이나 공사지연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현장제약 조건을 고려

하여 구조 설계엔지니어링이 진행되었다. 

상부지점을 FIX(X,Y,Z)로 할 경우 지점부 반력값이 너

무 커져서 패널지지를 위한 메인구조부재 변경이 필

요했고 만약 지점부분에서 PC측 파괴가 먼저 일어

날 경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따

라서 지점에 대한 구조해석을 핀으로 하는 입체 트

러스 개념을 적용하여 지점부의 반력이 최소화 되도

록 구조설계가 진행 되었다. 

인양, 설치 디테일 검토 및 변경 

UHPC의 시공을 위해서는 인양 및 설치, 조립을 위

한 디테일이 적용이 중요하다.  특히 중량물이기 때

문에 탈형, 인양, 설치를 고려한 디테일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시공과정에서 부분 크랙이나 제품의 파손

이 발생 할 수 있다.  

UHPC 패널 두께가 8cm로 인양 시 집중하중이 발

행할 경우 인양부분이 파손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한 인양 및 설치 시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고정

부 디테일을 중요하게 검토하였다. 일반적인  고정지

점이 하나인 인양용 엠베드 앙카는 사용하지 않고 

커튼월 고정용 캐스팅 채널을 적용하여 인양 시 집

중하중이나 비틀림 모멘트에 의한 크랙이 발행하지 

않토록 하였다. 

또한 UHPC 패널과 슬라브 고정지점부에서도 현장 

시공오차를 흡수할 수 있는 디테일을 적용하여 현

장여건에 맞춰 시공할 수 있도록 설계 디테일을 변

경하였다. 

원설계모듈: 4.2H X 4M 변경모듈:4.2M X 2M
Global Deflection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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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PC의 생산, 현장설치, 품질관리  

현장 비주얼 목업   

UHPC 본 생산을 진행하기 품질, 시공성을 확인하

기 위한 과정으로 변경 설계된 디테일을 최종 패널 

제작에 반영하여 비주얼 목업을 진행하였다. 부분적

인 크랙등 일부 미흡한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였으

며, 곡면의 제작 완성도와 시공 품질은 기준은 충족

하였으므로 발주처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후  본 

생산에 들어갈 수 있었다.  

UHPC 패널의 생산  

먼저 UHPC 패널의 8개 TYPE에 대한 FRP 거푸집

이 우선 제작 되었다. 정밀한 입체 FRP거푸집 제작

을 위해서는 정확한 3D 몰드제작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소형 선박제조용 3축 CNC  밀링 머신을 활

용하여 EPS 폼을 3D로 정밀하게 가공하였다.  EPS 

폼 가공과정에서 제작오차가 발생하게 되면  FRP 

거푸집 제작오차가 커 질수 있기 때문에 시작단계에

서부터 거푸집제작을 위한 몰드의 품질관리가 중요

한 사항이었다. UHPC패널의 일일 최대 생산 수량은 

6개였으며, 총256개의 패널을  약 4개월 동안 생산

하였다.   

현장설치  

2~8층 구간은 25톤 크레인을 사용하여 설치하였

으며, 9층~지붕구간은 100톤 크레인을 사용하여 

일일 최대 4개 유닛을 시공하였다. 시공 초기에는 패

널의 무게 균형이 일정하지 않고 인양용 캐스팅 채널

의 제작 불량으로 인해 일부 패널이 파손되는 등 시

공의 어려움이 있었다. 

맺음말

삼성동 KEB하나은행 리모델링공사는 국내 최초로 

시공된 비정형 UHPC 외장패널공사이며, 짧은 공사

기간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 시 발생한 여러 가

지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해결하였기 때문

에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 

그동안 건축 외장용 UHPC 패널의 제조 기술은 유럽

에서 오랜 기간 연구되고 독점적으로 사용 되어왔지

만, 이번 프로젝트의 과감한 도전을  통해 국내 처음

으로 비정형 UHPC패널에 대한  제작 및 시공기술

을 확보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급속히 증가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트랜드로 인해  

비정형 UHPC 외장패널의 활용범위는  앞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국내에도 

UHPC 산업이 더욱더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디테일

3D Laser Scanning

역설계 및 제작공차검토

캐트팅채널 매입

캐스팅 채널 설계

고정지점부 디테일 인양 및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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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오나시스 문화 센터

접합안전유리 중간막은 뉴욕 5번가 소재 오나시스 문화 센터 박물관에 설치된 전면 유리 계단의 설계를 구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오나시스 재단 소유의 뉴욕 오나시스 문화 센터는 고대부터 비잔틴 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헬레니즘 문명

의 전반을 탐구 하고자 다채로운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 에는 개보수를 통해 박물관 갤러

리를 대폭 업그레이드 및 확장 하고, 올림픽 타워 아트리움(Olympic Tower Atrium) 공공 공간 역시 새로이 단

장했다. 또한 개보수 작업의 일환으로 지상 층과 지

하에 위치한 갤러리를 연결하는 새로운 전면 유리 

계단이 설치되었다.

미니멀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이 계단은 캔틸레버식 

중앙 층계 참을 특징으로 한다. 수직으로 된 스트링

거는 접합한 유리 네 장으로 제작되었다.

본 프로젝트에 접합업체로 참여한 AGNORA는 특급 

정밀 특대형 건축용 유리를 제작하는 북미 최고의 회

사로서, CNC 머시닝, 템퍼링, 라미네이팅 및 절연 장

비를 사용해 최대 너비 3,300mm 및 길이 7,620mm 

유리를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AGNORA의 선임 기술자인 Louis Moreau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경우, SentryGlasⓇ를 

사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구조 요건과 하중 문제 

때문입니다. 다른 PVB 중간막도 고려했으나, 중앙 

계단 벽과 층계참 난간의 고응력 영역 문제 때문에 

최종 선택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PVB 중간막

의 경우 모서리 색상이 밝은 노란색이기 때문에 사

용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SentryGlasⓇ의 모서리

는 무색 투명하죠. 이것이 SentryGlasⓇ를 채택하게 

된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Moreau에 따르면, AGNORA는 내부 연구개발에 각

고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이번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술, 도구 및 자재를 한층 개선했다고 한다. “단순한 

최근 오나시스 문화 센터 박물관은 건물 개보수를 마쳤다. 새로운 전면 유리 계단은 엔지니어링의 정수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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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계단이 아니라 일종의 예술 작품을 만든다고 

느꼈습니다. 유리의 수직, 수평 모서리를 다듬고 연

마하는 새로운 기법과 도구 개발 측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거뒀습니다. 2년이나 걸렸지만, 그 결과로 탄

생한 접합유리 계단의 모서리 부분은 흠잡을 데 없

이 매끄럽습니다. 열처리 부품에 접합 후 연마 과정

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말입니다. 게다가 천공과 

4중 접합유리 정렬의 정밀도도 세계 최고의 유리 제

작 수준에 이릅니다.”

계단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부분은 중앙 벽이다. 너

비 2,915mm, 길이 4,450mm에 이르는 뉴욕 오나시

스 문화센터의 전면 유리 계단 벽은 Starphire 열처리

된 12mm 두께의 저철분 고투명 4중 유리와 

0.89mm 두께의 SentryGlasⓇ 중간막 두 겹으로 이

루어져 있다. 중앙 벽에 사용되는 유리의 자체 무게

는 1,130kg 이다.

Moreau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계단 설치에 사용

된 모든 수직하중 지지 부품은 열처리된 12mm 두

께의 3중 또는 4중 유리로 제작었고, 수평 부품은 

전부 비강화 유리입니다. 예를 들어, 계단 디딤판은 

4중 유리을 쓰고, 층계참은 모두 5중 유리이죠. 유리

의 두께와 무게가 정말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AGNORA는 두 엔지니어링 파트

너와 긴밀하게 협력했다. 바로 설계를 맡은 회사인 

Michael Ludvik Engineering과 심의 및 시공 엔지니

어인 Eckersley O’Callaghan이다. Moreau 씨는 이렇

게 설명했다. “유리 계단과 관련해 두 회사는 여러 핵

심적인 구조공학적 계산을 실시했습니다. 4점 휨 실

험을 비록해, ASTM C158의 ‘휨을 이용한 유리 강도 

실험 방법(Test Methods for Strength of Glass by 

Flexure)’에 대한 비강화유리 디딤판의 저항도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시험이 포함되었습니

다. 또한 뉴욕 시 건물 성능 규정도 부합해야 했습니

다. 유리 난간의 높이, 핸드레일과 디딤판 사이의 거

리 등에 관한 규격을 명시하고 있죠.”

이에 대해 Michael Ludvik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계단 디딤판 연결 하드웨어를 없애기 위해 정말 많

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반 적으로 디딤판의 양

쪽 끝에 두 개의 금속 버튼을 두는데, 우리는 이 금

속 버튼을 전면 유리 중력 선반(gravity shelf)으로 대

체했습니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구조 비물질화로

서, 무왜곡 반사(undistracted reflection)와 광투과율 

같은 유리 소재의 새로운 측면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SentryGlasⓇ의 결합강도는 이를 구현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시공사는 Mistral Architectural Metal & Glass였다. 계

단 시공에 있어서 최소한의 조임쇠와 고정 부속품만 

사용되었다. 강철로 제작된 세 개의 중앙벽 지지봉

은 구조물의 수직 상태를 유지하는 데 쓰였다. 모든 

디딤판은 실리콘 봉함제(Dow Corning 121 2부 실리

콘)만을 사용해 고정되었으며, 목재 핸드레일은 접합

유리에 박아 넣은 접시 머리 피팅 나사를 사용해서 

장착되었다.

유리 계단 외에도, 1.52mm 두께의 SentryGlasⓇ 접

합유리가 계단 상단 난간용으로 사용되었다.

AGNORA(접합업체)의 클린룸에서 
유리 계단의 중앙 벽 부분 제작 중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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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빛 타워

싱가포르의 밀집된 Central Business District(CBD, 중앙 비즈니스 지구) 심장부에 있는 초록빛 타워인 Oasia 

Hotel Downtown은 열대지방 도시의 토지 이용 강화를 위한 실험적인 건물이다. 온대 지방인 서부에서 발전

한 세련되고 밀폐된 마천루와 달리, 이 열대성 “살아있는 탑”은 그 분야의 세련된 기술에 대한 대안 이미지를 

제공한다.

다양한 사무실, 호텔, 클럽에 대한 간략한 소개에 따라 이 건물의 설계자는 각기 다른 하늘 정원이 있는 여러 

지층을 만들었다. 이러한 추가적인 “지면” 층은 도시의 밀집된 위치에도 불구하고 고층 건물 전체에서 여가 

및 사회적 상호 작용을 위한 여유 있는 공공장소를 형성한다.

주변 타워에서 보여지는 이 건물은 외부 풍경에 의존하는 대신 내부 공간과의 동적인 전망을 조각하는 것으

로 시각적 관심을 이끌어낸다. 각 하늘 정원은 도시 규모의 베란다로 취급되며 위층의 하늘 정원으로 가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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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적 및 시각적 투명성을 위

해 측면은 개방되어 있다. 이러한 

개방성은 맑은 공기가 빌딩을 통

과하여 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서 공공장소를 밀폐되

어 내부의 에어컨이 작동하는 공

간 대신 녹색의, 자연광과 맑은 

공기가 가득한 실용적이고 편안

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조경은 건축 외장 처리로 광범위

하게 사용되어 내부와 외부 모두

에서 건축 재료 조합의 주요 부분

을 형성한다. 

총 녹색 대지 비율 1,100%를 달

성한 이 타워는 조류와 동물의 안

식처로 인식되어 도시에 생물 다

양성을 재도입시킨다. 이러한 녹

색의 확산은 주변의 10개 건물에

서 녹색이 부족한 것을 효과적으

로 보완하는 흥미로운 수치이다. 

타워의 빨간 알루미늄 그물망 피

복은 잎 사이에 화려한 꽃이 배치

되어 있고, 새와 곤충에 먹이를 

제공하는 21종의 덩굴 식물 사이

에 드러나는 배경으로 디자인 되

었다. 이 덩굴식물들은 종류에 따

라 가장 적합한 조건의 빛, 그늘 

및 바람을 받는 다채로운 모양을 

형성한다. 마천루는 평평한 지붕 

대신 꽃, 다양성, 부드러움, 살아 

있음으로 가득한 열대 우림으로 

장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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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포르쉐 디자인 타워

“건물이라는 형태로 구현된 럭셔리함” 데저 디벨롭먼트(Dezer Developments)와 포르쉐 디자인 그룹

(Porsche Design Group)은 5억 6천만 달러 상당의 포르세 디자인 타워(Porsche Design Tower)를 이렇게 평

했다. 그 평가 그대로 최상의 럭셔리함을 자랑하는 이 57층 높이의 타워는 플로리다 주 서니아일스비치 콜린

스 애비뉴의 해변가에 8,900m2 규모로 건설되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타워에는 거주자 차량용 고속 엘리베이터가 있다. 거주자들은 

분당 183m 속도로 오르내리는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거주하는 층에 상관 없이 거주지 옆의 전용 고층 차

고로 차를 옮길 수 있다.

타워 개발사와 건축가는 해변가에서의 호화로운 생활과 한 눈에 들어오는 대서양의 풍경, 그리고 이 타워와 

같은 유형이나 구조를 지닌 건물에서 발생하는 기능적 요구 사항 간에 균형을 잡아야 했다. 그와 더불어 엄격

한 건축법상의 요건도 고려해야 했는데, 특히 플로리다 주 및 데이드 카운티의 까다로운 허리케인 완화 규정



2017_가을호 금속구조물&창호공사기술정보40 41

W
OR

LD

월드 금속&창호

과 현지의 바다거북 조명 조례와 관련한 요건을 고

려해야 했다. Trosifol®의 북미 프로텍티브 글레이징 

마케팅 매니저인 데이비드 라인하트(David Rinehart)

는 “1992년 허리케인 앤드류가 발생한 이래 플로리

다 주 남부에서의 사용을 위해 제작되는 건축용 유

리의 설계 요건에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허리케인

급 바람과 강우로 인해 날리는 잔해물과 그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막기 위해 한층 더 향상된 건축물 생

존성을 보장하고자 고안된 충격 및 사이클링의 새로

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였죠. 접합유리는 창문

이나 문, 상가앞, 외벽, 채광창 시스템과 같은 창호 

시스템에 유리 파손 후의 안정성을 부여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까다로운 요건 충족을 위해 타워의 외면 

25,000m2에 사용한 유리는 선진적인 기능적 특징 

중 Trosifol®이 자랑하는 SentryGlas® ionoplast 중

간막(Interlayer)의 특성을 지닌 유리이다.

이에 대해 본 프로젝트에 접합업체로 참여한 카디널 

글라스의 팀 카이저(Tim Kaiser)는 다음과 같이 설명

했다. “우리는 패널 조성에 두 종류를 사용했습니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허리케인 조례에 따라 처

음 세 개 층에 사용되는 패널 2,500m2는 대형 발사

체 충격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총 두께가 14.28mm인 이 패널은 스퍼터링 코팅법이 

적용된 회색 로이 366 유리(grey low E 366 glass) 

6mm, Sentry Glas® 중간막 2.28mm, 투명 유리 

6m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나머지 부분에 

사용된 유리 패널 22,500m2의 경우 소형 발사체 충

격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패널의 유리 조성

은 앞서 언급된 패널과 동일하지만 보다 얇은 

0.89mm의 SentryGlas® 중간막이 사용되었습니다. 

현지 법규가 계속해서 확대됨에 따라 이 패널을 외

부 발코니 난간에 사용해야 하는 것과 더불어 바다

거북 조명 조례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리의 빛 투과율은 45% 이하가 됩니다.”

카이저는 계속해서 “SentryGlas®를 사용한 데는 여

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SentryGlas®는 플로리

다 주의 까다로운 법규를 충족시키며, 우리가 사용

한 패널 조성은 이미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다

음, 해변가라는 위치적 특성 때문에 플로리다 주 여

러 건물에서는 유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SentryGlas®가 장착된 유리 패널의 두께는 상대적

으로 얇아 성능이 향상되고 다른 중간막과 비교해 

적합성은 훨씬 높아 집니다. 접합업체의 관점에서 당

사는 보다 장기간의 보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는 SentryGlas®가 가진 뛰어난 충격 및 강도 특징 

때문만 아니라 보다 향상된 가장자리 및 박리 성능 

때문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했다.

외장 설계사, 디자이너, 제조사, 가공사 및 시공사 또

한 Sentry Glas® 사용에 대한 카이저의 의견에 동의

한다. “플로리다주 남부의 많은 업체가 소형 발사체 

방지 목적으로 PVB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카디널 글라스와 제휴하여 플로리다 주에서 

SentryGlas® 사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SentryGlas®의 수명과 박리 성능, 특히 가장자리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 박리 성능이 뛰어나며, 테스

트 결과 또한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SentryGlas®의 패널 구조는 얇지만 높은 설계 압력

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 업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플로리다 주 남부의 많은 업체가 노출된 가

장자리로 인한 박리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

니 자연스럽게 SentryGlas®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외장 시공업체 또한 시공자의 관점에서 추가 이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중간막의 선택은 설치 

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유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요. 어떤 작업을 하던지 파손이 발생

하는 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정기 작

업한 프로젝트에서는 10,000개도 넘는 개별 유리 

블럭을 다뤄야 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파손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패널 파손은 정말로 위험하

고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50층에서 작업을 하

던 중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SentryGlas®를 사용한 

패널은 잘 파손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제거 과정을 

보다 쉽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접합

유리의 성능은 그 정도로 뛰어나지도 않고 유리 또

한 접힐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는 분명한 이유죠.”

이에 건축가는 “여기는 허리케인 발생지역이기 때문

에 모든 것은 접합가공 처리를 합니다. 난간도 예외

는 아니죠. 한 공간의 빛을 활용해 다른 공간까지 밝

히는 구조를 갖는 메자닌 창문 등과 같이 내벽에도 

갈수록 접합유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접합유

리를 사용하면 일반 유리를 사용할 때보다 더 흥미

로운 설계 방안을 고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가적인 창의성에 우리가 사용하는 유리가 데이드 

카운티의 시험소에서 테스트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

는 자신감이 결부되는 거죠”라고 덧붙였다.

포르쉐 디자인 타워는 건물의 양상 및 미적 외관과 

기능적 측면이 매우 효과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훌

륭한 예이다. 법규는 점점 더 엄격해지고 보다 많은 

부분에 유리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Trosifol® Structural 제품 포트폴리오의 SentryGlas®

는 이러한 유형의 개발에 최고의 선택지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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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의 지주 보강구조

본 발명은 도로의 지형 조건에 관계없이 가드레일의 

지주를 견고하게 지지할 수 있고 새로 설치되는 가드

레일의 지주는 물론 기 설치된 가드레일의 지주에도 

설치가 가능한 가드레일의 지주 보강구조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가드레일의 지주와 이를 보강하는 보

강부재를 견고하게 연결함으로써 가드레일의 지주를 

견고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한, 가드레일의 지주 보강

구조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도로의 가장자

리를 따라 일정간격으로 배치되고 하단 부분이 지면

에 매설되어 설치되는 지주를 보강하는 가드레일의 

지주 보강구조에 있어서 상기 지주가 내부에 삽입되도

록 U자 형태로 형성되고 끝단 부분의 하단이 경사진 

형태로 절단된 지주 결합구와 일측의 가로 방향 중간 

부분에 상기지주 결합구가 결합되는 끼움홈이 형성된 

수평부와 상기 수평부의 타측에 연결되는 경사부로 

이루어지며, 상기경사부에는 상기 끼움홈의 중심을 잇

는 선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대칭된 위치에 각각 관통

구멍이 형성되고 상기지주 결합구에 접합되어 일체화

되는 연결판과 스크류 형상으로 형성되어 지중에 설

치되는 고정부와 일측 단부에 공구 삽입홈이 형성된 

공구 결합부가 형성되고 타측 단부는 상기 고정부의 

상단에 연결되는 원통 형상의 기둥부로 이루어지며, 

상기 연결판의 관통구멍을 통과한 후 도로면 하부에 

경사지게 삽입 고정되는 한 쌍의 스크류 보강체와 상

기 지주 결합구의 끝단 부분에 형성된 구멍을 관통하

도록 설치되어 상기 지주 결합구를 지주에 고정하는 

체결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본 발명의 가드레일의 지주 보강구조에 따르면, 상

기 관통구멍에 삽입되는 상기 스크류 보강체의 설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상기 관통구멍의 직경이 상

기 스크류 보강체의 외경보다는 크고 상기 공구 결합

부의 외경보다는 작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가드레일의 지주 보강구조에 따르면, 상기 

연결판은 상기 지주 결합구의 높이 방향 중간 부분에 

접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본 발명의 가드레일의 지주 보강구조에 따르면, 상

기 연결판은 수평부가 도로면에 밀착되고 경사부가 

도로의 외측 경사면에 밀착되도록 설치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가드레일의 지주 보강구조에 따르면, 

상기 연결판의 수평부에 상기 경사부의 관통구멍에 

대응하는 한 쌍의 관통구멍이 대칭된 위치에 형성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본 발명의 가드레일의 지주 보강구조에 따르면, 상

기 스크류 보강체가 상기 연결판의 수평부에 형성된 

관통구멍을 통해 수직으로 설치되거나, 상기 스크류 

보강체 중 하나는 상기 연결판의 경사부에 형성된 관

통구멍에 설치되고 다른 하나는 상기 연결판의 수평

부에 형성된 관통구멍에 수직으로 설치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가드레일의 지주 보강구조에 따르면, 

수직 직선부는 상기 지주 결합구의 곡면부 외측면에 

특허

반경방향으로 부착되고 수평 직선부는 상기 연결판의 

수평부 상면 또는 저면에 부착되는 직각삼각형 형상

의 보강판이 더 구비되고, 한 쌍의 보강판이 좌우 대칭

으로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가드레일의 지주 보강구조는, 도로의 경계 

외측 공간이 좁거나 도로의 외측 경사면이 미약하여 

가드레일의 지주가 충분한 지지력을 갖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기존 가드레일의 지주가 충분한 지지력을 

갖지 못한 경우에 신설 또는 기 설치된 지주에 결합되

어 지주에 경사지게 설치되는 한 쌍의 스크류 보강체

를 이용하여 지주의 지지력을 보강하게 되므로, 사고 

발생시 가드레일의 지지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 피해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

또, 본 발명의 가드레일의 지주 보강구조에 따르면, 한 

쌍의 스크류 보강체가 지주 결합구와 연결판에 의해 

지주에 견고하게 결합되므로, 스크류 보강체에 의한 

지지력이 가드레일의 지주에 그대로 전달되어 가드레

일 지주의 지지력이 대폭 향상되고 그로 인해 가드레

일의 효용성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가드레일의 지주 보강구조에 따르면, 

새로 설치되는 가드레일은 물론 기 설치된 가드레일의 

지주에도 설치가 가능하여 약해진 기존 가드레일의 

지지력을 보강하여 대형 사고의 발생이 방지되는 효과

가 있다.

또, 본 발명의 가드레일의 지주 보강구조에 따르면, 도

로의 구조에 따라 스크류 보강체를 경사 방향 또는 수

직방향으로 설치하고, 경우에 따라 수직 방향과 경사 

방향으로 교차 설치할 수 있으므로, 도로의 구조에 관

계없이 가드레일의 지주를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가드레일의 지주 보강구조에 따르면, 

지주 결합구와 연결판을 접합할 때 삼각 형상의 보강

판이 추가로 설치됨에 따라, 지주 결합구와 연결판의 

결합력이 더욱 향상되고 그로 인해 스크류 보강체의 

지지력이 가드레일의 지주에 충분하게 전달되는 효과

가 있다.

특허

출원번호 10-2016-006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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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크스 골프클럽

핀크스 골프클럽 설계자 테오도어 로빈슨은“처음 이

곳을 보았을 때 매우 특별하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자연이 스스로 만든 것처럼 설계해야겠다고 결심했

다”고 말했다고 한다. 

골프장은 화려해야 한다는 정설을 뒤엎고 마치 자연

의 일부였던 듯 한라산 중턱에 자리잡은 핀크스 골

프클럽은 아름답다.

핀크스의 총 27홀 코스는 어디에서나 한라산과 바

다를 조망할 수 있다. 중산간 드넓은 초원의 싱그러

운 녹음과 한라산, 오름 그리고 쪽빛 바다가 핀크스

의 자연미를 한껏 살려준다. 한라산 중턱에 상서로

운 안개라도 낀 날이면 왠지 드라이브 샷에도 힘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다.

멀리 산방산과 송악산, 가파도에 마라도까지 조망할 

수 있는 레스토랑은 골프 후의 피로를 한방에 날려 

보낼 정도이다. 세계적인 건축가 이타미 준의 손길을 

거친 클럽하우스의 전망은 탄성이 절로 난다. 

한라산의 오름과 나무, 돌 등 자연풍광과 예술이‘절

묘하게 어우러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건축미의 결

정체를 보여준다.

골프클럽 곳곳에는 로빈슨의 풍부한 경험을 녹여놓

은 흔적이 드러난다. 한라산 지형을 그대로 살려 한 

홀 한 홀마다 개성있게 코스를 다듬었다. 건축물과 

조경은 한라산의 색과 선에 어울리도록 설계, 인상 

깊은 조형미가 살아 있다. 

“꿈속에서나 존재하는 이상적인 골프장을 만들기 위

해 시간과 자금을 아끼지 않고 마치 보석을 다루듯

이 토목, 잔디, 조경, 건축, 인테리어 하나하나에 각별

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SK핀크스 측은 설명했다.

핀크스 측은“골프라는 스포츠가 갖는 자연과의 교

류, 골프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 코스, 진짜로 올

바른 그린, 세계적인 메이저 토너먼트를 치를 수 있

는 코스에 대한 고민이 생생하게 묻어난다”고 설명

한다.

골프의 발상지, 스코틀랜드의 전통을 따라 설계한 

27홀(정규 18홀·대중 9홀), 1만야드가 넘는 골프장

은 14가지 골프채를 모두 사용할 정도로 코스설계

가 다양하다.

페어웨이는 러프까지 켄터키 블루그래스로 조성, 사

계절 푸른 잔디 위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다. 

잔디 밑으로는 30㎝ 이상 모래를 깔아 배수에 만전

을 다해 세계적인 토너먼트 대회도 충분히 치를 수 

있는 코스를 자랑한다.

 

 SK핀크스 골프클럽은 자신들의 철학과 가치에 대

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골프 코스와 클럽하우스의 독창적 환경, 상업주의적 

접근을 배제하고 철저히 회원 중심의 정책을 통한 

클럽 운영, 기계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

러나오는 세심함을 추구하는 감동적인 서비스 등.

핀크스는 골프다이제스트, 골프월드 등으로부터 세

계 100대 골프코스로 선정되었다.

PINX GOLF CLUB세계 100대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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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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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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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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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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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료부터 징구

〔지도점검 대상 업체 선정기준〕

●  일정기간 지도점검 미실시하거나 자격변동 관련서류를 일정비

율 이상 지연 신고한 사업장

●  연말정산 보수총액통보서 미신고율이 일정비율 이상 발생 사

업장

●  국세청 소득금액과 연말정산 신고금액이 일정비율 이상 차이 발

생 사업장

한국철도시설공단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개정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저가 하도급계약 방지를 위해 ‘하도급계약 세부 심사 기준’을 개정(‘17. 8. 7), 시행(‘17. 8.14)한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계약 세부심사 기준 주요 개정내용 

개정내용 당초 변경 비고

하도급 심사 '적정'

최종 평가 점수 상향

주요공종 90점 이상

단순공종 80점 이상
90점 이상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82% 미만 저가하도급

안전사고 유발업체

부패행위 유발업체

82% 미만 저가하도급

안전사고 유발업체

부패행위 유발업체

체불이력 하도급 업체

체불 업체 감점 기준 강화 최대 5점 감점 최대 11점 감점

저가 하도급계약 방지

● 하도급 심사“적정”최종 평가 점수 상향

 ☞ 당초 : 주요공종 90점 이상, 단순공종 80점 이상

  변경 : 90점 이상

  -  (내용) 심사 점수의 50%(50점)이 가격 적정성 평가로 조경, 

부대공사 등 단순공종도 적정점수 상향 시 저가하도급 방지

임금 및 대금 체불 방지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  당초 : 82% 미만 저가하도급, 안전사고 유발업체, 부패행위 

유발업체

   변경 : 82% 미만 저가하도급, 안전사고 유발업체, 부패행위 

유발업체, 체불이력하도급업체

 -  (내용) 공사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 및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을 포함)의 체불로 인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이 있거나, 「근로기준법」제43조의2 및 「건설산업기본법」제86

조의4에 따라 명당이 공개된 체불하도급업체를 하도급 심사

대상에 포함 

● 체불 업체 감점 기준 강화

 ☞ 당초 : 최대 5점 감점

  변경 : 최대 11점 감점

 -  (내용) 임금 및 대금 체불업체에 대한 제제 강화 조치로 상위

기준인 「국토부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변경(2016.10.12)에 

따라 감점 점수 상향 조정(1회 5점, 2회 8점, 3회 11점 감점)

건설현장 건강보험(국민연금) 적용 실무전문건설협회, 공동주택 하자보수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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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분포 현황

전국(정회원)   2017년 9월 기준 

서울(정회원)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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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전 시 회   일 정

2018년 1, 2월 세계 주요 건축박람회 일정

박람회명 전시장 규모 전시품목

1월

이스탄불 문 박람회
(DOOR FAIR Turkey 2017)

Istanbul Expo Center, Turkey 도어 http://www.doorfair.com/

체코 프라하 국제 지붕 건축 박람회
(Roofs Prague 2017)

Praha Expo Center Letnany 루프관련
https://www.strechy-praha.
cz/

올랜도 건축 박람회 IBS2017 미국/올랜도 바닥, 석재, 창문 등
http://www.buildersshow.
com/Home/

보느 건축, 실내 및 실외 디자인 박람회
(Destination Habitat 2017)

Palais des Congres 19 av Charles 
de Gaulle 21200 BEAUNE

건축자재, 난방, 인테리어 등
http://www.destination-
habitat.fr/

미국 미네소타 북서 건축박람회
(Northwestern Building Products Expo)

Double Tree by Hilton 
Bloomington, MN

건축, 건설, 빌딩 등
http://www.nlassn.org/expo.
html

뮌헨 BAU 건축 기자재 박람회
(BAU 2017 *세계최대 건축 기자재전)

New Muinich Trade Fair Center 건축 기자재
http://www.bau-muenchen.
de/

캐나다 사스카툰 건축 박람회
(Prarie Showcase 2017)

Calgary, BMO Stampede Park, 
Calgary, AB

건축관련 자재 및 설비제품 

등
http://www.wrla.org/

오스트리아 툴른 주택 및 에너지 절약 박람회
(HausBau&EnergieSparen Tulln)

Messe Tulln GmbH 건축자재, 녹색건물 등
http://www.bauenergie-tulln.
at/

이란 테헤란 도어, 창호 박람회
(Doors&Windows Technology 

International Exhibition)

테헤란 국제 전시장
건축자재, 문과창문, 목재, 

유리 등
http://titexgroup.com/

모스크바 건축 자재 박람회(Specianlized 
Exhibition of Construction Materials)

Expocentre Fairgrounds 건축자재 및 건설자재 https://www.osmexpo.ru/

독일 라인베르크 주택, 건축 및 
에너지절약 박람회

(BAUMESSE RHEINBERG)
Messe Niederrhein

건물의 확장및 현대화, 

에너지절약
http://baumesse.com/
messestandorte/rheinberg

2월

시베리아 건축 박람회(Sib Build) IEN Novosivirsk Expocentre 창문, 문, 유리, 건자재 등 http://stroisib.sibfair.ru/eng

폴란드 국제 도어 박람회
(WINDOOR-TECH)

Poznan Poland 도어관련제품
http://www.windoortech.pl/
en/

폴란드 포즈난 국제 건설 박람회
(BUDMA)

Poznan Poland
건설 및 설치재료, 

하드웨어, 창문, 문 등
http://www.budma.pl/en/

체코도어박람회
(WINDOOR EXPO)

프라하 엑스포 전시장 창문, 도어, 스크린 기술 등
http://www.windoorexpo.cz/
en.html

대한전문건설협회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협의회 제11대 회장에 정지호 ㈜성산엔지니어링 대표이

사<사진>가 선출됐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협의회(회장 김병우)는 지난 19일 대한전문건설회관 29층에서 개최한 

‘2017회계연도 제1회 임시총회’에서 단독 출마한 ㈜성산엔지니어링 정지호 대표를 대표회원의 만

장일치로 협의회 회장으로 추대했다.

정지호 당선인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통과 조화를 

통하여 업계 발전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협의회 제11대 회장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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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속 근무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의거 고용기간이 1

개월 이상이 되어 3개월간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어 보

험료 추가 징수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였다면 1월간 20일 미만으로 근

로를 하였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추가 징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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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대 임원 및 운영위원 명단

금속구조물·창호공사 

■ 천정·건식벽체·강제벽체·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호울타리·휀스·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음벽·방음터널·

교량안전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로교통안전시설물·신축이음·교량받침 등의 공사

■  창호공사·발코니창호공사·외벽유리공사·커튼월창호공사·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자동

문·회전문설치공사·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유리공사 등

■  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도어 사다리·철재프레임·난간·계단 등

의 공사

■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회장 (주)동우자동도어 김병우

부회장 (주)성산엔지니어링 정지호

   현대안전산업(주) 전태환

   (주)성원기업 홍영택

기획위원 성보건업(주) 박기로

재무위원 창일산업개발(주) 박종철

기술연구위원 (주)선진에이엔에프 이사철

서울 (주)동양에이엘 강헌묵

   신광에코로드이엔씨(주) 김학렬

   (주)화랑월드 김홍선

   (주)국제이엔씨 손해원

   동국유리(주) 안명근

   한판유리(주) 이성우

   창화엔지니어링(주) 장오성

   매크로드(주) 최은철

부산 (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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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