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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사 모두 소망하는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는 건

강과 화목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업체에는 활

력이 되살아나고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

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제11대 회장으로 선임된 

정지호, 권두언의 자리를 빌어 새해 인사드립니다. 

4년동안 우리 협의회를 잘 이끌어주신 김병우 전

임 회장님께도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시장은 날로 경쟁이 치열

해지고 있으며, 북한과 미국 간의 정치적 불확실성 

또한 경제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

다. 중국과의 관계 또한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복잡 

미묘한 기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불안 요인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사업체의 안정적

인 운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내외 요인에 

휩쓸리지 않고 안정적인 유지가 어쩌면 올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할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굳건히 우리 업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 단단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과 꾸준한 기술개발만이 우리 업역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는 기

회가,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협의회는 회원사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바람직한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협의회는 전문공사 발주 활성화, 기

존업역 보호 및 공사비 확보, 회원사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뜻으로 우리 업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회원사 여

러분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성공적인 2018년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

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권두언

정지호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협의회 회장 
㈜성산엔지니어링 대표

현장시공 이야기

시흥 하늘휴게소,
천창과 비젼부분에 적합한 유리 적용

시흥 하늘 휴게소는 상·하행선에 각각 설치되는 기존의 

휴게소와 달리 상·하행선 공중을 가로질러 설계해 양방

향 고객 모두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다. 연면적 1만6700

㎡, 지하 1층과 지상 3층의 4층 건물로 지어졌으며 식당, 

푸드코트, 카페 등 32개 F&B 시설 중심으로 운영된다. 

양방향에서 한 건물을 이용할 수 있어 부지 확보가 어려

운 곳에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된 

첫 사례이다.

시흥상공휴게소는 도로 쪽을 조망 할 수 있는 비젼 부분과 넓은 공간의 천창이 있는데 이러한 디자인이 사

용자나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유리를 제안되었다. 

천창의 경우 주변건물이 없어 햇빛이 그대로 들어와 내부의 온도가 높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위해 SHGC(일

사취득계수, Solar Heat Gain Coefficient) 값이 낮은 유리가, 비젼부분은 운전자가 빛반사에 의해 눈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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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시공 이야기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외부 반사율이 낮은 유리가 필요했다. 또한 천창과 비젼부분이 연속되는 형태이기 때문

에 같은 색상의 유리를 적용해야 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그레이계열의 트리플로이유리가 반영이 되었

고, 천창은 안전을 위해 복층유리의 내부에는 접합유리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건물의 모형과 주변의 영향으로 풍압이 높게 반영이 되었는데, 양방향 주차장 쪽 화장실 및 편의 시설 

부분의 대한 풍압검토를 통해 유리사이즈를 최적화 하였다. 

천창 31.52T 6T P70-7 + 12Ar + 6T CL_1.52PVB_6T CL

가시광선
차폐계수 SHGC 열관류율

투과율 외부반사율 내부반사율

31 6 11 0.21 0.18 1.31

입면 24T 6T P70-7 + 12Ar + 6T CL

가시광선
차폐계수 SHGC 열관류율

투과율 외부반사율 내부반사율

33 6 11 0.21 0.18 1.34

적용사양 및 성능

* P70-7 : Solargray 색상원판에 트리플로이 코팅을 적용

*  광학특성 및 열적성능은 Windows 6.3 에 기반하여 계산된 값이며, 실제 코팅 및 가공공정에 의한 시료에 의한 측정은 다소 제조오차

가 차이 발생 가능함.

* 유리광학특성 및 열적성능 : NFRC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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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_ 01

방음터널 신공법

강관 트러스형(직선으로 연결된 여러 개의 뼈대 재료를 삼각형이나 오각형으로 구성해 지붕이나 

교량 등에 사용하는 구조물) 경량(輕量) 방음 터널 신공법은 기존의 방음 터널 문제점 개선 방안

을 제시함과 동시에 경제성·경량성·안정성·심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교통소음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는 소음원을 없애거나 감소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지만 도로 및 

철로변과 같이 근본적으로 소음원을 차단시키지 못하는 경우 소음전파 경로를 차단하거나 분산

시키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경로 차단에 의한 대표적인 소음대책수단으로는 방음

벽과 방음터널(터널형 방음벽)을 들 수 있다.

방음벽은 기본적으로 소음의 전달 경로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소음이 직접 전달되지 못하고 우

회경로를 통하여 전달되게 하여 전달경로를 길게 만드는 음의 회절감쇠 특성을 이용하여 소음감

쇠 효과를 가진다. 방음벽은 일반적으로 기초부, 지주, 방음판의 3가지로 구성되며 지면에 시공된 

기초 위에 지주가 앵커볼트로 고정되어 이 지주에 방음판이 클립, 볼트 등으로 고정되는 형태로 

시공된다. 방음벽은 소음학적 측면에서 볼 때 소음의 이격거리 감쇠현상을 이용하여 소음을 

저감시키는 방식이므로 소음의 직접적인 도달이나 회절이 되는 부분은 저감시키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방음벽에 의한 감쇠효과는 합리적인 높이와 길이를 가질 경우 일반적으로 10dB 

정도, 최대 20dB 정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최대 감음량 20dB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

문에 저감 목표값이 이를 초과한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음벽이 가지는 소음감쇠 효과의 한계를 극복하고 강화되는 소음에 대한 환경기

준에 따라 방음터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방음터널은 기존의 방음벽에서 고층부와 

저층부 전반에 걸쳐 발생되는 회절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소음감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다.강관 트러스형 경량 방음 터널 신공법을 적용한 안양~성남고속도로 관양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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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종래의 방음터널은 방음터널의 골조를 직선 또는 아치형상으로 구부린 H형강으로 구성

한 것으로 중량이 무겁고 외관이 투박하며 적용 스팬에 제한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고성능강이 적용된 강관 트러스형 신공법은 안양~성남고속도로(관양지구 4차로) 연장공사에 적

용되었다. 세종시 2-1 생활권을 포함한 총 8개 현장 설계에도 반영돼 내년까지 약 2100t의 판매

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포스코는 고강도 소재를 활용한 강관 트러스형 경량 방음 터널 신공법을 개발해 2016년 국토교

통부 건설 신기술로 지정받았다. 이 터널은 기존 H형강 프레임 대비 약 53%까지 무게를 줄일 수 

있어 경량화와 경제성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방음 터널 지붕 쪽에 설치한 흡음판의 

흡음 효과로 방음 터널 벽면의 불투명 흡음판을 생략할 수 있어 채광이 우수하다. 덕분에 운전자

는 시야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포스코 측은 "신공법을 활용하면 15%의 공사비 절감, 

31%의 유지 보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기술 _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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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_ 02

접이식 안전 난간 및 피난 계단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도시의 집중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도심의 사무용건물 

및 공동주택은 고층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층건물들은 화재 및 외부의 위험

에 대한 노출빈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재난은 대형화되는 추세이다.

이는 현대식 고층건물의 곳곳에 전자화된 장비 및 전열기구, 냉ㆍ난방장비, 그 외의 전자가전

제품들의 설치 증가로 인하여 1년 365일 전열기구의 발열 및 전기의 과부하, 합선 및 낙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날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층 또는 초고층건물에서 화재와 같

은 긴급한 재난상황이 발생하여 비상계단이 폐쇄될 

경우 건물 내부의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장비 및 장치가 없거나 피난 구조용 장치인 초

고층용 사다리차를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초고층용 사다리차는 특정층 이상 접근이 불가능하

거나 빠른 시간내에 접근하는데 매우 제한적인 상황

이다. 

또한 사람들이 집중화된 옥외 및 실내의 쇼핑몰이나 

공연장, 경기장등에 재난이발생할 경우 많은 사람들

이 비상계단으로 한꺼번에 몰릴경우 대피통로의 병

목현상으로 인하여 위험은 배가되는상황이다.

때문에 초고층 건물이나 공연장 등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건물 내부에서 외부로 탈출하는것은 

매우 제한적이거나 거의 불가능하여 전세계적으로 

초고층의 건물내부에서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

게 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화재 등 긴급한 상

황이 발생하였을 때 대피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용 피난방법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이중 대표적인 것이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외부와 

차단될 수 있도록 실내에 화재대피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내형 화재대피시설의 경우 화재 발

생시 탈출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화재진압 

및 구조가 이뤄질 때 까지 소극적으로 화재현장에서 

잠시 대피하는 기능이 전부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층건물에는 스

프링쿨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소화기를 의무적

으로 비치하거나 비상계단을 설치하여 각층에 화재

대피시설을 구축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층별로 

구축된 화재대피시설에 저층을 향해 연속적으로 대

피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는 기술을 개시하고 있

으나, 건물 내부에 구비되어 신속한 대피가 매우 제

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그동안 제안된 대피장치들은 상층에서 하층으

로 하향하여 피난할 수 있으나 상층에 긴급한 상황

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도 하층에 손쉽게 침입할 

수 있는 위험부담이 발생하여 하층부의 생활자는 사

생활 침해의 방지를 위해 피난통로의 출입문에 별도

의 장치를 설치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하기 어려

운 단점이 있었다.

또한, 이러한 실내형 화재 대피시설의 경우 공동주택

의 설계시 별도의 공간을 포함하여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완공 후 입주자의 생활공간이 줄어드는 불편

함도 있었으며, 이미 완공된 건물의 경우 이러한 대

피공간 및 대피 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다.

접이식 옥외피난계단
Disappoearing Stairway

2방향 피난

현관



TE
CH

N
O

LO
G

Y

14 152018_신년호 금속구조물&창호공사기술정보

피를 위해 피난장치가 전개되어 동작할 경우 대피자가 피난장치의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일체형 접이식 안전난간 및 옥외피난계단으로 활용되는 피난 대피장치

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의 다른 목적은 대피를 위한 전개시 피난장치에 가해지는 기계적인 충격을 최소화 하

며, 평상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레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일체형 접이식 안전난간 및 

옥외피난계단이며, 피난 대피장치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연장이나 경

기장등의 안전난간대나 이동경로의 안전난간대 일부를 본 발명품으로 대체하여 긴급재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대피경로를 제공할 수 있는 일체형 접이식 안전난간대 겸

용 옥외피난계단이며, 본 발명품은 외부의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대피자의 고층 위치에서 지

상층 또는 탈출하고자 하는 위치까지 연속적으로 전개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일체형 접이식 안전난간 및 옥외피난계단으로 활용되는 피난 대피장치를 [0045] 제공함으로써, 

유사시 대피장치가 전개되었을 때, 대피자가 피난장치의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하

도록 하고,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대피자의 두려움을 최소화하여 신속한 대피를 통하여 인

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국내기술 _ 02

이러한 피난구실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건물의 외부에 설치되는 피난구실 또는 피난 장

치가 제안되고 있으나, 대부분 그 실효성에 있어서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며, 구조적인 특성

상 많은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설치 및 사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접이식 안전 난간 및 피난 계단은 기존 피난 기구인 완강기, 구조대, 피난 사다

리, 피난 로프, 미끄럼대 및 봉, 피난용 트랩 등과 달리 어린이나 노약자도 누구나 쉽게 사용

할 수 있고, 아파트의 경우 상하층 및 인접 세대에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의 우려가 없으며, 발

코니 외벽에 설치하기 때문에 경관 훼손 없이 미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사용 연한 

역시 1회에 그치지 않고 화재 시 화염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다면 횟수와 관계없이 재사용할 

수 있는 반영구적인 제품이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 시스템은 유사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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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_ 03

창호의 단열성능에 미치는 
열교 차단재의 기능과 역할 

연구배경 및 목적  

창호 또는 커튼월의 구조 안전성과 단열 성능 그리고 기밀/수밀 성능을 결정짓는 것이 프레임이다. 

이러한 프레임은 그림 1과 같이 초기엔 구조 안전성과 기밀/수밀 성능에 초점을 맞춰 개발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단열성능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최근에는 단열 프레임 설계 기술이 급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외기에 직접 면한 창호의 단열 성능의 요구조건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고성능 프레임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현실이다. 2017년 현재 대표적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

준”, “ 에너지효율등급제”의 에너지 관리 법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또한 2025년까지 제로

에너지 건물 의무화에 따라 단열 성능은 더욱 더 강화되어질 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점점 강화되어가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창호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프레임 설계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열교 차단재의 기능과 역할을 대해 

소개하고 이를 통해 창유리 성능 향상을 통한 창호 또는 커튼월의 단열성능 향상이 아닌 

프레임 설계 기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끝으로 아직까지 창호 부속품들에 대한 구체적인 성능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해 국

내 창호 설계 기술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단열 프레임 설계시 핵심이 되는 열교차단재의 유무, 형태 및 사이즈에 따른 역

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를 위해 프레임의 경우 몇 가지 유형으로 한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각각의 프레

임에 대하여 열교 차단재의 형상과 열교차단재의 위치, 열교차단재의 크기 및 열교 차단

재의 핀 유무 등에 대한 성능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한편 열교차단재는 폴리아미드와 폴리우레탄의 2가지 형태를 갖는다. 프레임 단열의 기

본 주요 구성은 열교차단재의 폭으로 차단재의 폭이 넓을수록 단열성능은 향상된다. 그

러나 폴리우레탄의 경우, 포켓 안에서 화학적 본딩 결합을 하는데 폴리아미드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구현 가능한 폭에 제한이 있어 고성능 프레임에서는 폴리아미드 타입이 일반

적으로 적용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폴리아미드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PHYSIBEL SOFTWARE사의 단열해석프로그램인 BISC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1 프레임의 기술 발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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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_ 03

이론적 분석 개요 및 결과

프레임의 열전달 매커니즘 및 설계 원리

프레임의 열손실을 비율로 구분하면, 그림 2와 같이 전도가 50 %, 대류가 35 %, 그리고 복사를 통한 

열손실이 15 %를 차지한다. 창호 내외부의 열교차단재를 통해 열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프레임 단

열의 기본이다. 

열교차단재를 정의할 때 사용되는 명칭을 간략히 나타낸 것이 그림 3이다. Bf는 전체 프레임의 폭이고 

b1tb와 b2tb는 적용된 열교차단재의 폭을 나타낸다. 그리고 b/B 비율의 경우 전체 프레임 폭(Bf :mm)

을 열교차단면적의 폭(mm)인 (b1tb + b2tb)로 나눈 값이다. 

열교차단재의 형상에 따른 성능

그림 4와 같은 동일한 프레임을 사용하고, 열교 차단재의 형상을 달리할 경우의 열성능 분석을 수행하

였다. 

그림 4는 열교 차단재의 전체적인 형상과 크기 및 핀의 유무 등에 따른 종합적인 성능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프레임을 사용해도 얼마나 열

교 차단을 잘 하는가에 따라 열관류율이 1.2 이상 차이가 발생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단열 프레

임 설계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열교 차단재인 것이다.

Fig. 2 프레임의 열전달 매커니즘

a) 기준모델 b) 모델 1 c) 모델 2 d) 모델 3

Fig. 4 열교 차단재의 형상 분석 모델

Fig. 3 각 부위별 명칭

모델 1 모델 2 모델 3

열관류율(W/㎡•K) < 2.8 < 2.0 < 1.6

열교차단재 형상에 따른 프레임의 열관류율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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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_ 03

결  론

열교차단재 가운데 고성능 프레임에 적용되는 폴리아미드의 형상 및 위치 그리고 크기 등에 따른 성능 특

성에 관하여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열교차단재의 형상, 길이, 핀 및 위치에 따라 성능에 큰 차이를 나타낸다. 

②  프레임의 단열성능이 향상을 위한 열교차단재의 설계 원리는 다음과 같다.

   -  가능한 한 길이를 길게 하고, 중공층에 핀을 활용해 대류를 최대한 억제하고, 창유리와 단열라인이 

연속적으로 설계한다.

   -  형성되는 중공층의 크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잡한 형상이 유리하고, b/B 비율이 크도록 설계한다.

추후 보다 많은 설계 원리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고단열 프레임 개발시 설계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

발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조용철(테크노폼), 최원기(선우시스)>

열교차단재의 길이에 따른 성능

그림 5 a)는 열교차단재의 길이에 따른 성능 분석을 위한 모델이다. 그리고 그림 5 b)는 동일한 프레

임 구조를 이용하여 열교차단재인 폴리아미드의 길이만을 조정했을 경우의 프레임의 열관류율 변

화를 나타낸 것이다. 열교차단재의 형상은 C 형상이며, 두께는 2 mm로 동일하지만 길이만을 변화시

켰다. 즉, 열교를 차단하더러도 가능한 한 열교차단이 넓은 면적에서 발생될 경우에 단열성능이 보

다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특징에 따른 열교차단재의 성능

그림 6은 핀의 유뮤에 따른 분석 모델을 나타낸 것

이다. 핀이 없는 일반적인 프레임의 열관류율 값은 

1.598 W/㎡•K이지만, 핀이 있는 경우에는 1.348 

W/㎡•K이다. 전체적으로 0.25 W/㎡•K의 단열성능 

향상을 가져왔으며, 비율로는 15.6 % 향상되었다. 

즉, 핀은 중공층의 크기를 감소시켜 대류에 의한 손

실을 최소화한 결과이다.

그 외 b/B 비율에 따른 영향의 경우 이 값이 클수

록 프레임의 열관류율 값은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

었으며, 동일한 열교 차단재를 적용하더라도 창유

리와 단열라인이 연속적일수록 단열성능이 향상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분석 모델 b) 열교 차단재의 길이에 따른 분석 결과 

Fig. 5 분석 모델 및 열교 차단재의 길이에 따른 성능

Fig. 6 열교 차단재의 핀 유무에 따른 분석 모델

a) 핀이 없는 분석 모델

b) 핀이 있는 분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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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복합패널
(Aluminum Composite Panel)

알루미늄 복합패널(Aluminum Composite Panel,  이하 ACP)은 인테리어 뿐 만 아니라 외장 캐노피, 

클래딩, 기둥 등 다양한 외장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자재다. ACP는 미려하고 혁신적인 외관 디자인

이 가능해 건축물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제공하며, 안정적인 색상 유지, 우수한 평탄도, 유지 보수의 

용이성 등 우수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건축물의 효율을 높여준다.

ACP란?

ACP는 폴리에틸렌 심재(이하 PE 심재) 또는 난연성 심재(이하 Fr 심재, Fire rated의 약자)의 상.하면

에 알루미늄 코일을 열 접착하여 만드는 경량 복합패널이다. 

ACP의 역사

-  ACP는 1983년 용산 00B/D에서 일본제품을 수입 시공한 것을 시초로, 이후 독일 Alucobond 제

품이 본격적으로 수입되었다. 

-  국내 제조사들이 ACP의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는 1990년 이후로, 기존 알루미늄 

sheet가 가질 수 없었던 경량성, 평활성, 표면 Coating의 균일화 등의 장점을 앞세워 ACP의 수요

는 급증하였다. 

-  이후 ACP에 대한 1997년 KS(KS F 4737) 기준이 마련되면서 ACP는 대표적인 건축 외장재로서 

자리매김하였다. 

-  2010년 초반까지는 PE 심재를 사용하는 ACP가 주로 생산 및 시공되었으나, 2010년 부산 우신 

골든 스위트 화재 등 대형 화재사고를 기점으로 건축 외장재의 방화관련 인식이 강화되기 시작

했다. 아울러, 2015년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를 계기로 6층 이상 건물에는 준불연(KS F 

ISO 5660-1 연소시험-가열 개시 후 10분간 총 방출열량 8 Mj.m2이내 일 것- 및 가스 유해성 시

험-마우스 행동 정지 시간 9분 이상일 것-에 적합한 제품)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 외장재를 

적용하도록 법령이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Fr 심재를 사용하는 준불연 등급(B1)의 ACP가 널리 

생산 및 시공되고 있다. 

ACP의 주요 장점

- 경량성 : 벽 프레임 및 건축물의 기초 하중을 감소 시켜준다.

- 경제적 가치가 높고 Co2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  우수한 가공성 : 가공을 위한 CNC 및 라우터 등 정밀기계가 보급되면서 ACP의 가공은 굉장히 

정교하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 원형 또는 비정형 시공현장에도 적극 적용되고 있다.

- 우수한 내구성 및 내부식성 : 파손 또는 균열 및 부식 등에 강하다.

-  재활용 가능 : ACP는 수명이 다한 제품 또는 스크랩 제품을 100% 재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다.

-  다양한 컬러 구현 가능 : ACP에 사용된 상판 코일은 우수한 내구성과 다양한 컬러 표현을 위해 

PVDF(Polyvinylidene fluoride,불소 수지 기반) 코팅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PVDF 코팅은 자외선, 온도, 습도, 변색 등에 

강하며, 다양한 컬러 표현이 가능하다. 

-  다양한 질감 표현 가능 : 컬러의 다양성 뿐 만 아니라, 상판 

Skin으로 알루미늄 대신  Zinc, Stainless 등의 금속을 사용할 

수 있고, Mirror, Anodize 와 같은 특수한 코일을 Skin으로 사

용해 다양한 질감을 표현할 수 있다. 

ACP 적용 범위

- 건축 외장재   - 건축 내장 인테리어          - 외장 캐노피 및 기둥

PE 심재(폴리에틸렌 심재)와 Fr 심재(Fire rated 심재) 비교 

-  아래 표와 같이 PE 심재의 발열량은 46.4MJ/kg에 달하며, 이는 등유 46.2MJ/kg, 가솔린 47MJ/

kg과 맞먹는 수치로 화재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  이에 비해 Fr 심재는 PE에 Mineral Filler를 첨가해 발열량을 7.5~13.5 MJ/kg으로 낮추어, 화재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한 심재이다.  

Anodize 표면 사진 / 사진 출처 : 유니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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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 심재 1m2를 연소하는 것은 3.5리터의 등유를 연소하는 것과 같아, 6,348m2의 유독성 가스를 발생

하며 이는 100m2 아파트 28채를 가득 채울 정도의 양입니다. 이와 같이 PE 심재는 화재에 취약할 뿐

만 아니라, 화재 발생 시 엄청난 양의 유독 가스를 발생한다. 

-  최근 발생한 런던 그렌펠 타워 화재에서 보여지듯, PE 심재를 사용한 ACP는 화재 발생 시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Fr 심재  ACP를 사용하는 실정이고, 더 나아가 불

연 등급(A2) ACP를 건축 외장재로 적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ACP의 난연 규정 

국제 기준 

-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NFPA285 및 ASTM E84 테스트를 통과해 준불연 등급(B1) 

이상을 확보한 ACP만 건축 외장재로 적용이 가능하다.

-  NFPA 285 : 건축 외장재 및 가연성 부품을 모두 포함해 벽체를 설치한 후, 실제로 불을 연소하여 화염 

전파 속도 등을 평가하는 표준 화재 테스트 

- ASTM E84 : 건축 자재의 시험 시편의 화염 전파 등을 측정하는 표면 연소 특성에 대한 테스트

국내 기준

-  2009년 12월 29일 : 건축법 일부개정을 통해,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외장재는 준불연 등급(B1) 이

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  2015년 10월 7일 :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를 계기로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로 한정되었던 기준

을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국제 규정 강화 추세

-  최근 발생한 런던 그렌펠 타워 화재, 두바이 토치 타워 화재 등을 계기로 유럽을 비롯해, 호주, 미국, 캐

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준불연 등급(B1)을 넘어 불연 등급(A2)의 ACP를 건축 외장재로 적용하도

록 규정을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30층 이상 고층 건물에 대해서 불연 등급(A2) ACP를 의무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시일 내에 국제적으로 강도 높은 건축 외장재 규정이 갖춰질 것

으로 보여진다. 

국내 규정 강화 필요성

- 미진한 국내 규정 : 일본보다도 수준이 떨어짐

-  세계적인 규정 강화의 추세에 따라, 준불연 등급을 넘어 불연 등급(A2) 적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

가 필요하다. 더욱이,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부족한 현실을 인지하고, 대

형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고층 건축물의 불연 등급 적용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Why ACP? 

건축 시장에는 많은 외장재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건축가 및 건설사

들이 ACP를 선택하고 사용하고 있다. 

-  커브, 펀칭 등 다양한 형태의 가공이 가능하여 설계 의도대로 건물 외장에 완벽하게 부착시킬 수 

있다. : 벽돌, 돌, 나무로는 쉽게 가능하지 않음.

- 다양한 컬러 및 패턴, 질감 구현까지 가능해, 혁신적이고 트랜드한 건축 설계가 가능하다.

-  다른 어떤 외장재에 비해 경량성이 뛰어나, 공장 및 현장에서 취급과 운반이 용이하다. : 비용 절

감 등 효율성 극대화 

- 내구성과 평탄도 등의 물성이 뛰어나고, 열악한 기후에서도 쉽게 부식되지 않는다. 

- 비용이 저렴하고 빠른 시공이 가능하다. 

- 수명이 길어 유지 보수 작업이 거의 필요하지 않는다. 

- 100% 재활용이 가능하다. : 친환경 건축 인증(LEED)에도 ACP가 널리 활용되고 있는 추세다. 

- 내오염, 대전방지, 발열, 야광 등의 신기술을 접목한 기능성 ACP가 꾸준히 개발 및 진행되고 있다. 

항 목 PE 심재 Fr 심재

심재 재료 LDPE PE + Mineral filler

발열량 (MJ/kg) 46.4 7.5~13.5

비중 (g/cm3) 0.92 1.4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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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

중국 칭다오 크루즈 터미널

칭다오의 시민들은 바다와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고, 이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의 공공의 영역 곳

곳에서 이 유대감을 찾아볼 수 있다. 

크루즈 터미널이 위치한 6번 항구는 푸른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요트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착 및 출발 홀에서 제공되는 상업 

기능과 조경, 상설 및 임시 전시회 등 이 크루즈 터미널의 다양한 기능은 이 해안 도시에 활력과 

풍요로움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이 프로젝트는 겨울에 북서풍이 강해, 이를 막으면서도 우수한 주변 경관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남쪽으로 향

하는 테라스는 강철 프레임으로 설치하였다. 

3층의 북쪽 외피는 바다를 전망할 수 있는 여러개의 플랫폼이 있고, 이 플랫폼은 북쪽과 남쪽을 원활하게 연

결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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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의 영감은 칭다오의 역사적 건축물의 높이 솟아 있는 지붕들과, 항해의 도시로 유명한 칭다오의 ‘

항해’로부터 왔다. 구조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강철 구조가 커튼월 없이 외부에 노출되어 구조적 형

태가 파사드의 가장 강력한 언어가 된다. 실내 돔 지붕은 최대한 주요 구조를 드러내므로 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건축물의 구조적 논리와 기계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1층의 도착 및 출발 홀은 체크인과 수화물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다음 엘리베이터와 통로를 따라가면 승객

들은 2층의 로비에 도착하여 출발을 기다리게 된다. 이용 서비스 센터 또한 2층에 위치한다. 알루미늄 보드와 

유리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이 곳의 채광창문은 지붕의 경사면을 계단식 램프로 변형시켜 홍수 방지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빛과 그림자의 모듈 리듬을 지닌 부드러운 빛을 보여준다. 또한, 크루즈 터미널의 개방

적인 홀에서는 임시 전시회를 비롯한 다양한 공적인 이벤트가 열릴 수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 크루즈 터미널을 대중이 매일 이용할 수 있는 여가 시설로 만들어준다. 밤에는 인공 

조명들이 실내를 밝히고, 투명한 유리 커튼월이 건축물 전체를 주변의 플라자와 녹색 공간을 빛내는 랜턴으

로 변신시킨다. 

디테일

알루미늄 지붕

개폐가 가능한 유리 창

알루미늄 판

빗물 배수장치

강구조물

지붕 받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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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ert & Bergström의 황금 알

스웨덴의 최북단 도시인 키루나 (Kiruna)에는 거대한 황금 알이 있다. 단지 황금 알이 아닌 사우나다. 스톡홀

름에 기반을 둔 도시건축국 Bigert & Bergström은 Solar Egg라는 주제의 특이한 구조물을 만들어 스웨덴 라

플란드의 산봉우리와 눈 덮인 평원 사이에 설치했다.

 왜 사우나를 달걀 모양으로 지었을까? 이것은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는 도시를 상징한다. 문자 그대로 자신

을 재배치하고 있는 도시의 삶과 탄생을 표현한 것이다. 여름은 짧고 겨울은 길고 추운 스웨덴 북부에서의 철

광석 광업은 경제의 원동력이다. 키루나는 연간 약 8,500만 톤의 철광석을 채굴한다. 그러나 광산이 많을수

록 주변 지역은 더 위험해 진다. 이것이 바로 키루나가 광산에서 더 안전한 동쪽으로 이동하는 이유다. 도시

를 형성하는 모든 역사적인 건물들이 옮겨지고 있다. 그 중 많은 건물들이 옮겨지고 있으며, 일부는 해체되고 

마치 레고처럼 재조립되고 있다. 건물을 옮기는 것은 심각한 일이지만 문화와 정신을 보존하는 것은 더욱 어

려운 일이다.

광업의 이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수많은 분쟁을 야기한다. 하지만 황금 알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태어나

는 인큐베이터를 상징한다. 스웨덴 사람들게만 주어진 사우나 공간이 아닌 이곳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공장소 이기도 하다.

건축가들은 화합을 상징하는 철의 하트 모양 히터를 포함하여 우주 공간 내의 모든 연계 고리를 만들어 냈다. 

금색으로 착색 된 스테인레스 스틸 시트로 장식 된 이 황금 알은 눈, 숲, 하늘, 도시를 반영하고 있다. 표면은 

기후 변화와 관련된 현대 세계의 모호성과 쟁점을 상징하고 내부는 소나무 판과 아스펜으로 이루어져 있다. 

Bigert & Bergström의 Solar Egg는 주로 회의 및 토론을 목적으로하는 조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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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합유리 염수분무시험

건축가, 설계자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현대식 접합

유리 중간 막의 활용 가능성이 인정받기 시작하면

서, 중간막을 건축 구조 재로 채택하는 경우가 급증

하고 있다.

Trosifol® PVB, SentryGlasl® ionoplast 중간막 같은 자

재의 등장으로 그간 미적 용도로 제한되었던 유리의 

활용 범위는 대폭 확장되고 있다. 특히 지지물을 최

소화하거나 파손 후 안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경우

가 그렇다.

이처럼 보다 새롭고 까다로운 조건에서의 활용이 증

가함에 따라, 그 주위를 감싸거나 지지하는 데 쓰이

는 다른 구조적 요소들과 동일한 환경 조건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확보하려면 건축용 유리 패널에 

추가적인 시험이 필요하다. 

금속 자재가 엄격한 시험을 거쳐야 하는 것과 마찬

가지로 유리 자재 역시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험 방법의 하나는 환경 조건에 따른 부정적 영향, 

특히 염분이 많은 해안과 같은 환경의 부정적 영향

을 측정하는 것이다. 염수분무시험은 오래전부터 가

장 널리 사용되는 부식시험 중 하나다. 1939년에 처

음 발간된 ASTM B117 염수분무(연무) 장치 작동 표

준(ASTM B117 Standard Practice for Operating Salt 

Spray (Fog) Apparatus)은 최초로 국제적 인정을 받

은 염수분무시험 표준이었다. 

미국건축협회 AAMA 2604-05 표준(American 

Architectural Manufacturers Association standard 

AAMA 2604-05) 등 기타 표준의 경우, 모든 종류의 

코팅된 해안 건축용 금속 자재는 3,000시간에 걸친 

염수분무시험은 접합안전유리 중간막의 성능을 확

인하기 위해 거치는 혹독하지만 필수적인 과정이다. 

더불어 영국 창호 및 피복기술 센터(Centre for 

Window and Cladding Technology) CWCT-가이드

라인은 해안으로부터 약 80km 내에서는 내염수성 

자재를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유리는 불활성 물질이므로 이러한 시험을 유리 자체

에만 시행한다면 어떤 부정적 효과도 관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간막, 특히 모서리 개방형 접합패

널에 배치된 중간막의 경우는 다르다.

최근 싱가포르 소재 TÜV SÜD 연구소에 각종 접합

유리 샘플에 대한 엄격한 염수분무시험을 의뢰했다.

크기 150X100mm의 패널 샘플은 3mm 서냉 유리판 

두 장 사이에 1.52mm 중간막을 배치해 구성했다. 시

험 대상인 중간막은 Trosifol® Clear Low Adhesion(

구 Trosifol® BG R10), Trosifol® UltraClear High 

Adhesion(구 Trosifol® BG R20), Trosifol® Extra Stiff와 

SentryGlas®가 사용되었다.

독일 트로이스도르프에 위치한 Trosifol 실험실에서

는 샘플 유형별로 모서리를 연마한 유리 패널을 4개

씩 제작했다. 실험을 위해 유형별로 3개의 샘플을 무

작위로 선택하고, 남은 하나의 샘플은 참조용으로 

남겨두었다.

모든 유리 패널 샘플은 시험 방법과 조건에 따라 염

수분무 환경에 노출되었다. 그 후 500시간 간격으로 

각 유리 패널에 대해 모서리에 시각적인 결함(예: 박

리, 백탁, 기포 등)이 관찰되는지 평가를 실시했다.

첫 500시간이 지났을 때는 모든 샘플에서 염수분무

로 인한 어떠한 부정적 영향도 발견되지 않았다. 

1,000시간이 지나자 Trosifol® Clear Low Adhesion 

모서리에서 백탁 현상이 관찰 되었고 Trosifol® Extra 

Stiff는 2,500시간이 지나자 백탁 현상이 나타나기 시

작했다. Trosifol® UltraClear High Adhesion과 

SentryGlas® 중간막으로 제작한® 샘플에서는 결함

이 나타나지 않았다. 염수분무시험은 매우 혹독한 

환경 조건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특히 모서리가 노

출된 접합패널의 경우는 그 기준이 더욱 엄격하다. 

일련의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모서리가 환경에 노출 

되는 접합유리에 모서리 안정성이 뛰어난 중간막의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 

해안 환경 및 파손 후 강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환

경에서 모서리가 노출된 유리 자재를 난간, 점 고정

식 정면 외벽, 캐노피 같은 구조물에 적용하는 경우, 

모서리 안정성과 강성이 뛰어난 중간막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동안 혹독한 환경에서의 접합유리는 박리 현상을 

많이 보아왔다. 특히 모서리가 노출되는 난간 구조

물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많았다.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시험은 접합패널의 미적 및 기능적 특성

이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지 법규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건물의 정

면 외벽 부문에서 접합유리의 사용이 늘고 있다. 국

내 건축 현장에서는 이미 접합유리를 오래전부터 사

용해왔다. 앞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접합유리를 활발

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성능시험이 필수가 

되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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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사로잡는 주차장외피

South Africa Waterfall City의 독점적인 쇼핑몰은 눈에 띄는 외관을 가지고 있다. 건축가, 엔지니어 및 설치자

로 구성된 디자인 위주의 팀은 인상적인 아프리카 몰 (Mall of Africa)을 통해 설계 및 디자인과 지속가능한 측

면에서 주목을 받았다.

쇼핑센터 인 Mall of Africa는 요하네스 버그와 프리토리아 사이의 미래 지향적이며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도

시인 Waterfall City의 도시 개발 컨셉과 도시 개발 표현의 일환으로 173 만 평방미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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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스타일에 영향을 받은 건축물

2016 년에 개장 한 131,000 m² 크기의 쇼핑몰의 디자인은 아프리카의 여러 기후대의 지리에서 영감을 얻었

으며, 이는 4 개의 건물 섹션이 있는 나침반 형태의 디자인이 반영되었다.

크리스탈 코트는 쇼핑몰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눈길을 끄는 기하학 패턴으로 풍부한 남부의 미네랄을 나

타낸다.

Great Lakes Court는 쇼핑센터의 동부 지역을 상징하며 쇼핑센터 주면 큰 호수들의 평온하고 부드러운 구조

를 표현하고 있다.

서쪽 파트에서는 그 신중하고 조용한 북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을 표현한다. 그리고 Oleum Court는 쇼핑 센

터의 서쪽 섹션에 있다.

  

약 300 개의 스토어가 있는 이 쇼핑몰은 다양한 지역 및 주요 국제 브랜드, 카페 및 레스토랑이 있다.

MDS Architects의 건축가 인 Tia Kanakakis는 쇼핑몰의 특별한 구조 요소에 밑줄을 긋고 높은 천장과 넓은 

통로는 자연 채광이 넘치는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빌딩 밖에서 현지 관광객들과 여행객들은 컬러

풀한 인공 폭포에 매료된다.

야외 극장과 문화 테마 시장은 다양한 여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독특하게 사전 도장 된 알루미늄 외관 디자인

정면 외피는 노벨리스에 의해 특별히 개발 된 알루미늄 금속 색상을 사용하였으며, 금속 타일은 안쪽에 투명 

보호 층을 두었다.

1,437 x 3,880 mm 사이즈의 알루미늄 외장재는 다양한 크기로 절단되어 개별 패턴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Alania Building Systems의 설치자에 의해 100 ~ 400mm의 다양한 벽 간격으로 수직 설치 알루미늄 

하부 구조에 선택적으로 고정되었다.

4.000m의 총 면적에서 알루미늄 판을 수평으로 깔아서 골조직 구조의 수평면을 만들었으며, 이는 자동차 정

면 외관에 지붕에서 볼 수있는 독특한 특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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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ans 메디컬 센터

Zaans 메디컬 센터는 네덜란드의 첫번째 간소화 병원(Lean Hospital; 공정의 최적화로 환자에게 더 나은 치

료를 제공하고, 낭비를 줄여 비용을 절약하는 병원. 자동차 산업의 ‘Lean 공법’에서 발전한 개념.)이다. 전문적

인 치료와 개별적인 접근이 강화된 효율적이고 단순한 빌딩이다. 건축, 도시, 조경 그리고 인테리어가 일관적

인 디자인으로 하나가 된다. 깔끔한 도로, 풍부한 일광 및 긍정적인 기분전환거리 등은 병원이기보다는 웰빙

을 위한 장소로 느껴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스마트 린 디자인은 응급, 선택 과목, 외래 환자, 클리닉 그리고 진단의 다섯 가지 진료 과정을 식별한다. 두 

층의 외래 진료소와 두 층의 임상 진료소 그리고 이들 사이의 다용도 시설 층은 이러한 1차 진료 과정을 최적

으로 제공한다. 모든 부서는 어떤 종류의 낭비도 막도록 디자인되었다. 어느 때에나 교환 및 적응이 가능하도

록 외래 진료 클리닉과 간호 부서들은 표준화 시켰다. 따라서 Zaans 메디컬 센터는 유연적이고 미래 지향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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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경험은 디자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긍정적인 기분 전환은 병원 방문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된다.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널찍한 로비는 환영 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반원

형의 빈 공간과 채광, 목재의 사용, 밝은 색상, 좋은 음향 및 주변의 탁 트인 전망은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한

다. 병원의 모든 병동은 그늘이 있는 내부 도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다. 길의 양 끝에는 넓은 안마당이 있

다. 벽, 유리로 된 파티션 및 엘리베이터에 그려진 손으로 그린 일러스트들은 Zaan 지역 산업의 산물을 나타

낸다. 어린 아이들이 층간 이동을 할 때 모험을 즐길 수 있도록 나선형 미끄럼틀이 있다. 

Zaans 메디컬 센터에 인접하여 재활 호텔, 약국, 안과, 다양한 가게들, 슈퍼마켓 및 주차장 등이 의료 서비스 

거리를 형성하여 작은 마을처럼 기능하도록 디자인되었다. 메디컬 센터와 관련 의료 서비스의 조합은 지역 

사회를 위한 의료 서비스 거리를 형성한다. 이 병원은 Zaans 메디컬 센터와 Vitaal ZorgVast에 의해 건립되었

고, 정해진 시간과 예산에 따라 BAM에 의해 건설되었다. SILO 에이전시가 일러스트와 그래픽을 디자인했다. 

이 빌딩은 BREEAM Very Good 등급 인증을 받았다.



TE
CH

N
O

LO
G

Y

42 432018_신년호 금속구조물&창호공사기술정보

봉형 플라스틱 가드레일

본 발명은 주로 고가 또는 다리 등의 가장자리에 설

치되는 봉형 플라스틱 가드레일에 관한 것이다. 이 

가드레일은 수직 포스트에 횡-방향으로 설치되며, 

동축적으로 배치되는 2개의 통을 포함한다. 구체적

으로는, 내측 표면으로부터 내향 돌출하여 형성되는 

다수의 제1 리브를 포함하는 외통과, 외측 표면으로

부터 외향 돌출하여 형성된 다수의 제2 리브와 인접

한 제2 리브 사이에 제1 리브가 밀착 삽입될 수 있도

록 형성된 끼움홈이 형성된 내통, 상기 내·외통이 대

향하여 배치될 때, 상기 제1 리브의 단부가 끼움홈

의 입구에 위치하도록 제1 및 제2 리브의 단부를 서

로 어긋나게 연결하는 중간층, 상기 외통을 포스트

의 일 측면에 설치하는 고정수단을 포함한다. 이 구

조에서, 상기 외통의 표면에 충격이 가해지면 중간

층이 끊어지고 제1 리브가 상기 끼움홈에 강제 삽입

되면서, 그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마찰저항

에 의해 그 충격이 완화되는 것이다.

배경기술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의 가장자리, 중

앙선 기타 필요한 위치에는 자동차의 충돌에 의한 

충격을 완화하고 주행 방향을 가이드하는 가드레일

이 설치되며, 특히 고가 또는 다리 등에는 주로 봉형 

가드레일이 설치되고 있다. 한편, 이 가드레일은 전

통적으로 금속성의 재료를 이용하여 제작되지만 최

근에는 플라스틱 가드레일이 다수 제안되어 있다.

도 1은 종래 봉형 플라스틱 가드레일의 설치구조를 

예시하여 나타낸다. 이 가드레일(1)의 설치를 위한 기

대로서 콘크리트 기대(2)와 상기 기재(2) 상에 일렬

로 설치된 다수의 포스트(3)가 구비된다. 여기에 상

기 가드레일(1)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이 상·하 간격을 

두고 수평적으로 배치되며, 상기 가드레일(1)은 속이 

빈 봉 형태로서 그 일측에는 볼트 고정을 위한 절개

선(4)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상기 절개선(4) 및 볼트

(B)를 이용하여 상기 가드레일(1)이 포스트(3)에 고정 

설치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가드레일(1)은 속이 빈 봉 형

특허

태이므로 방호막 정도의 기능을 할 뿐, 실제 충돌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지는 않는다. 

이 문제를 위하여 제안된 것이 공개특허공보 제

10-2015-0020641호에 개시된 '강화 플라스틱으로 

보강된 다리 난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여기 개시

된 가드레일(5)은 각 내통(6a)과 외통(6b)을 연속하

는 'V'형 리브(7) 및 연결대(8)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말하자면 내·외통(6a,6b) 사이에 다수의 공

간을 두어 완충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 구조는 내부에 다층구조의 공간 또는 하

니콤과 유사한 형태의 공간을 형성하여 경량으로 하

면서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구

조의 가드레일은 내부에 단지 공간부를 다수 형성하

여 구성된 것으로서, 경량화 측면에서 유리할 수는 

있으나 자동차 등 충격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실

제로 그 기능이 효과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작은 충

격에도 버티지 못하고 파손되기 쉬우며, 이때 작은 

플라스틱 파편들이 비산됨에 따라 2차 사고의 원인

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로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

는데, 이는 자동차 충돌시 상기 가드레일이 충격흡

수를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 봉형 플라스틱 가드레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안된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

은 자동차 충돌시 능동적으로 작용하여 그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완화하면서 자동차의 정상주행을 

가이드할 수 있는 봉형 플라스틱 가드레일을 제공하

고자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그 충격에 

의한 가드레일 파편이 가능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추가 사고의 위험을 방제할 수 있는 봉형 플라스틱 

가드레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허

출원번호 10-2017-0056247  

특허권자 (주)카리스가드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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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사우스케이프오너스
세계 100대 골프 코스 90위 선정

남해 창선의 사우스케이프오너스클럽이 ‘2018 세계 

100대 코스’에서 2년 전보다 한 계단 오른 세계 90

위에 올랐다. 

전 세계 골프 여행가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골프

장 사이트인 톱100골프코스(top100golfcourses.

com)에서 발표한 이 리스트에 따르면 미국 태평양 

페블비치 연안에 조성된 사이프러스포인트가 세계 

1위에 올랐다.

극소수 회원제인 사이프러스포인트는 2년 전에 처

음으로 파인밸리를 제치고 1위에 오른 뒤에 올해 여

전히 선두를 지켰다. 

뉴욕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시네콕힐스가 3위에서 2

위로 올라섰다.

내년 US오픈 개최지이기도 한 시네콕힐스는 1891년

에 설립된 미국식 링크스의 전형으로 US오픈만 4번

을 개최한 곳이다.

뉴저지의 파인밸리는 이번에 처음으로 3위로 내려앉

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유한 세계 19곳의 

코스 중엔 스코틀랜드 트럼프턴베리 아일사 코스가 

14위, 스코틀랜드 애버딘에 조성한 트럼프인터내셔

널은 5계단 상승한 60위에 선정돼 주목받았다. 

올해 처음 세계 100대 골프장 순위에 오른 코스 중 

한국에서는 카일 필립스가 남해의 굴곡진 해안선을 

따라 조성한 사우스케이프오너스가 유일하게 90위

로 100대 코스에 들었다.

2013년 말에 개장한 이 골프장은 퍼블릭 코스로 최

근 호주의 대니얼 팔론이 저술한 서적 ‘세계 50대 리

조트’에도 선정됐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고베의 히로노 골프장이 35위로 

2년 전보다 2계단 상승했다.

그밖에 일본에서는 카와나 후지 코스가 48위, 요코

하마 웨스트 코스가 92위, 나루오가 96위까지 4곳

이 리스트에 올랐다.

중국 해남도의 샹킹베이는 91위로 순위가 급락했다.

최근 해안선 끝에 조성된 한 홀이 중국 당국의 규제

에 의해 변경된 점이 순위 하락에 반영된 것으로 보

인다.

아시아에서는 한·중·일 세 나라에서 6곳이 100대 

코스에 들었다. 

지난 2004년 설립된 톱100골프코스(top100 

golfcourses.com)는 세계 골프 여행가들이 가장 많

이 검색하는 사이트다.

대륙별 나라별로 주요 베스트 코스들에 대한 정보

가 빼곡하고 상세해서 외국을 여행하는 골퍼들이 한 

번쯤 참고하는 골프장 정보의 창고다.

이 사이트는 전 세계에 22명의 코스 패널이 활동하

고 있으며, 실제 코스를 돌아본 이들이 다녀온 후 코

스를 평가할 수 있어 골프계의 ‘컨슈머리포트’로도 

불린다.

Southcape Owner’s Club세계 100대 골프장 



46 472018_신년호 금속구조물&창호공사기술정보

정책뉴스 정책뉴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turn key) 

공사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

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9월 28일부터 행정예고했다. 

턴키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

고하여 건설기술력을 증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이바지

해 왔다. 

그러나, 턴키 공사의 특성상 시공사-설계사, 발주청-낙찰자간 

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른 갑·을 관계가 발생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턴키 공사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

해 금년 2월부터 업계 등과 함께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

을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 조사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하였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적정한 설계대가 지급 및 설계계약 지연(설계사-시공사 간) 

발주청은 턴키에 참여하는 시공사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

나, 시공사는 설계사에게 설계보상비 이하(50~70%)의 낮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계약을 지연하여 설계비를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발주청이 시공사와 설계사간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검토하도록 하고, 사전심사(PQ)를 신청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설계계약 시기를 명확하게 하였다. 

② 설계사는 참여 시공사와 개별 계약(설계사-시공사 간) 

컨소시엄 시공사(5~10개)는 설계사에게 개별 계약을 요구하

는 사례가 있어, 설계사는 과도한 행정업무가 발생하고 설계비 

수령에도 곤란함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발주청으로부터 설계보상비를 수령 받는 대

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설계비용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규

정을 신설했다. 

③ 공기연장, 민원에 따른 공사비 증액 불가(발주청-시공사 간) 

발주청의 입찰안내서에 시공사 책임이 아닌 민원, 공사기간 연

장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도 예산증액이 불가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계

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찰안내서상의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④ 입찰안내서 공개 지연(발주청-시공사 간) 

발주청은 구체적인 과업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안내서를 

시공사 입찰참여가 결정된 이후에 공개하여, 예상치 못한 과업

으로 인해 입찰사에 손실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업체가 입찰에 참여 여부를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도

록 발주청의 입찰안내서를 입찰을 공고할 때 제시하도록 규정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뿐만 아니라, 

발주기관도 입찰안내서상 불공정한 관행을 스스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의 불공정관행이 개선되고 기술경쟁을 통한 건전한 건설산업 

문화가 정착되어, 건설업계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

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환경관리비 산출 기준 제정… 

오염원으로 인한 환경피해 최소화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의 오염원에 의한 주민 피

해 방지를 위한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환경관리비 

지침)’을 제정한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오·폐수 등의 오염원이 주변 주민들에게 입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비에 반영되는 비용이다. 

그동안 환경관리비의 산정·관리에 불명확한 부분으로 인해 현

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다. 

※  (환경오염 방지시설) 세륜, 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방지시설, 

방음벽, 방진고무 등 소음·진동방지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오폐수 처리 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이에 따라, 환경관리비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등을 통해 행정예고(10. 18.~11. 6.) 중

에 있으며, 일반인도 누리집과 전자우편(roper@korea.kr)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공공 발주청, 건설업계,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도 11. 1.(수)에 세종청사에서 개최하여 관계자 의견 수렴을 실

시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환경관리비 반영 기준 명확화 

현행 규정은 환경관리비를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중 어느 항

목으로 반영할지 불명확하여 현장에 혼선을 일으켰으며, 현장

에 따라 과소 또는 과다하게 계상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제정되는 지침에서는 오염 피해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성

격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하고 적용 대상 항

목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적정한 수준의 환경관리비

가 반영되고 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직접공사비)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운영, 철거에 드는 대

규모 비용 계상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등 소액 항목을 요율로 적

용·계상 

②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 시기 명시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는 환경관리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제출 시기, 작성 방법 등이 불

명확하여 현장에서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사용계획서 양식을 

제시하여 발주자와 시공자 간 분쟁 발생 소지를 줄이고 적절한 

환경관리비 집행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환경관리비 지침에 대한 해설서를 작

성·배포하고 교육도 실시하여 제정되는 지침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 제정으로 적정한 수

준의 환경관리비가 계상·관리 되어,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피

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불공정 관행 바로 잡는다건설현장 비산먼지·소음 관리, 공사비 반영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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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전 시 회   일 정

2018년 하반기 건축관련 주요 박람회 일정

박람회명 개최장소 전시품목 도메인

7월

상해 국제 창호 박람회
국제통합건축, 

경감건불 및 건축 강철구조 박람회 등
총 10개 박람회 동시개최

상해 신국제 전람중심
창문, 커튼, 벽제, 도어, 

접착제 등
http://www.cifesh.com/

8월

미국 댈러스 국제 건축 박람회 Gaylord Texan, Grapevine
맞춤빌더, 다가구건축,

시공업체, 하청업체
http://www.sunbeltbuildersshow.
com/home

상파울루 국제 친환경 건축박람회
SP EXPO EXHIBITION & 
CONVENTIONG CENTER

친환경 건축관련제품 

일체
http://www.expogbcbrasil.org.br/

상해 창호 박람회
중국/ 상하이 

뉴 인터네셔널 엑스포 센터

창문, 문, 커튼, 창호,

알루미늄 등
http://www.cifesh.com/index.asp

중국 광주 유리 박람회
중국 광주 

파조우 전시장

유리, 유리제품 및 기술 및 

장비 등
http://en.chinaglasstecexpo.com/

9월

상해 국제 인텔리전트 빌딩박람회
상해 신국제 전람 중심 

전시장

지능형 건물 및 

건물 시스템 등
http://www.ibexpo.com/?WebShieldDRS
essionVerify=ACPtEUFYhacZnpaumtgm

말레이시아 국제 도시 박람회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 

컨벤션 센터
건설, 건축

http://www.cityscapemalaysia.com/
en/Home/

베트남 호치민 건축자재 박람회 사이공 컨벤션센터 건설자재, 건축자재 등
http://www.vietbuildafc.com/en/Hoi-
cho-ct.aspx?pg=Hoi-cho&id=72

10월

밀라노 유리 산업 박람회
밀라노-누오보 폴로 

피에라 밀라노

각종 유리, 특수유리,

기타유리제품
http://www.vitrum-milano.it/

칠레 산티아고 건축 박람회 Espacio Riesco 빌딩, 건축 관련제품 http://www.edifica.cl/

제 47회 나고야 국제 건축 종합박람회
나고야 중소기업 

진흥회관

건축자재, 각종유지보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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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제르바이잔 건축 박람회 Baku Expo center
건축기술, 창문, 문, 

세라믹, 목공, 인테리어
http://www.bakubuild.az/2015/

11월

파리 국제 건축박람회 파리
구조물, 창호, 마감, 

건물유지관리 등
http://www.batimat.com/

상해 국제 창호,도어 박람 상해 신국제 전람중심 창호, 도어, 커튼월 등 http://www.bauchina.com/en-us/

12월

호치민 건축자재 박람회 사이공 컨벤션센터
건설자재, 건축자재, 

실내외인테리어 등
http://www.vietbuildafc.com.vn/vn/
Hoi-cho-ct.aspx?pg=Hoi-cho&id=74

대만국제건축건자재박람회 타이페이 무역센터
녹색건축재료, 공법, 

친환경 설비 등
http://www.tpebuild.com/html5/
index.php

정부는 ‘근로의 가치와 전문성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건설 일자

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12월 12일 

(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구성된 일자리위원회 산하 건설분과(노

사정 협의체, 위원장: 김명수 카톨릭대 교수) 논의를 통해 마련

되었으며,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

력 확보 등3대 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를 확정하였다.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185만명(전체 취업자의 

7%)이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 산업이나, 이 중 

73%가 건설근로자(136만명)로 비정규직이 많아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노동강도는 높은 반면 소득수준은 낮은 실정이다.

특히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각종 사회보장 등에서도 소외되어

청년층 취업기피로 인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일자

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근간인 건설근로자가 전문성에 걸맞은 공

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 공사품질이 높아지고 건설산업 

생산기반도 튼튼해 질 수 있다고 보고,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와 실질소득 향상이 이번 대책의핵심이며 이를 통해 건설

산업의 체질을 혁신적이고 건강하게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밝

혔다. 

이번 대책은 내국·청년층의 유입감소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건

설 현장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근로자의 소

득수준 향상, 근로환경 개선, 명확한 직업전망 제시 등 종합적

인 처방을 통해 내국숙련인력 기반을 확충하고 건설산업의 낮

은 생산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현장 임금체불 사라진다 
모든 공공공사에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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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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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엔지니어링 정지호 매크로드(주) 최은철 전북 (유)엘제이건설산업 이동준

수석부회장 현대안전산업(주) 전태환 (주)알루이엔씨 홍성철 전남 (주)성원엔지니어링 고성수

부회장 (주)선진에이엔에프 이사철 부산 광민건업(주) 최형선 경북 대건산업(주)  김인규

기획위원 창일산업개발(주) 박종철 대구 서울건업(주) 권대일 경남 (주)성동산업 최형택

재무위원 창화엔지니어링(주) 장오성 인천 에이치오건설(주) 전재준 제주 태화산업건설(주) 황용호

기술연구위원 한판유리(주) 이성우 광주 (주)보은산업 박래현 감사 (주)국제이엔씨 손해원

서울 (주)동양에이엘 강헌묵 대전 (주)보한 권성섭 고문 (주)국영지앤엠 최재원

신광에코로드이엔씨(주) 김학렬 울산 (주)울산건업 김재관 서광강건(주) 홍경식

(주)화랑월드 김홍선 경기 (주)대일휀스 이봉기

성보건업(주) 박기로 강원 (주)거성건설 허천강 명예회장 (주)동우자동도어 김병우

동국유리(주) 안명근 충북 (주)태양건업 이문구

(주)현대스틸앤씨 임은호 충남 (주)광인산업 김중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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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