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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은 전세계가 동계올림픽 열기로 뜨거웠다. 

해외 관계사와의 소통 시 항상 묻는 질문이 올림픽 관련 질문이다. 각자의 국가에서 TV를 통해 

올림픽을 즐기고 있다는 인사를 시작으로 대화가 시작되곤 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깔끔한 대회의 운영을 보면 서 우리 스스로도 많은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다. 

많은 운동선수들이 한국을 대표하여 열심히 뛰었고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물했다. 그리고 열

심히 뛴 선수들은 그에 대한 보상과 사랑을 듬뿍 받았다. 

컬링선수들의 경기를 볼 때는 함께 선수의 이름을 외쳤고 장거리 스케이트 선수의 경기를 보면 

서는 함께 숨가빠 했다. 

이번 올림픽은 정치적으로도 남북한 대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편, 숙소와 여러 운동시설에는 많은 부분에 우리 금속구조물·창호 시공기술과 제품이 적용되

었다. 자랑스럽게도 한국을 찾은 많은 대회 전문가들이 시공 수준에 만족해 했다는 후문이다. 

일부 업체는 해외 운동시설의 시공에도 참여할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 금속구조물·창호 업역은 건축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다. 

시공에 최선을 다하면 그 건물의 가치와 성능이 높아진다. 

우리 금속구조물·창호 업역이 이번 올림픽 때와 같이 항상 칭찬과 만족을 주는 분야가 되도록 

회원사 모두가 힘써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래본다. 

항상 만족을 주는 금속구조물·창호 
시공기술을 보며...

권두언

허천강 
강원도 운영위원
(주)거성건설

현장시공 이야기

스위스 게스 본사 구조물

스위스 루가노에 위치한 게스 본사 빌딩은 외부 구조물의 독특함으로 패션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스에 건축적인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 건물은 조립식으로 지어졌다. 건물의 정면은 붉은 빔들로 구성되었다. 

이 건물은 자연채광이 천정에서 1층까지 들어오도록 되어 있다. 1층에는 여러 쇼룸이 있는데 자연채광은 이

곳까지 들어온다. 

외부의 수직 붉은색 금속 압출기둥은 오목한 공간과 Guess 브랜드에 강렬함을 부여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

다. 금속 기둥들은 빛과 그림자에 의해 거대한 ‘G’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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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_ 01

방음벽 상단 설치형 고속철도 교통소음 
저감장치

소음진동 공해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접하는 오염

중의 하나로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로와 스

트레스를 가중시킨다. 

쾌적하고 조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지역이 

밀집된 지역의 도로에는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다.

방음벽은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하거나 

줄이기 위해 설치되는 벽으로, 고속도로 주변이나 

주택가, 학교 및 공공시설 등의 주위에 설치된다. 이

러한 음벽의 설치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보다 쾌

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음벽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다양한 재질과 크기의 방음벽이 개발되어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 왔다.

특히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하게 한 고속철도는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이다. 이러한 고속철

도를 안전하면서도 보다 빠르게 운행하는 것이 세계 여러 나라의 개발목표이며, 중국에서는 350km/h

를 넘나드는 상업 운행속도를 자랑한 바 있고 국내에서도 400km/h급 차세대 고속철도 차량(HEMU-

400X)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열차 증속운전은 보다 높은 소음을 유발하게 되는데 국외에서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500km/

h에서 350km/h로 증속 시 약 5dB(A), 그리고 400km/h로 증속하는 경우에는 약 7dB(A)까지도 소음

이 증가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증속에 따른 환경소음저감을 위해서는 저소음차량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방음벽 높이를 증가시켜야 한다.

그러나, 방음벽 높이를 증가시키면 구조물 하중설계에 큰 부담을 주게 되고 열차 승객들의 가시권 또한 

심각하게 침해받게 된다.

따라서, 증속에 따른 방음벽 높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흡음블럭 또는 방음벽 상단장치의 

설치가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통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는데, 높은 소음이 민가로 전파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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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높은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방음벽을 높이 설치하는 경우 풍압 또한 크게 방음

벽에 작용하게 되므로 이로 인한 부재사이즈의 증가를 초래하는 단점이 발생된다.

따라서, 방음벽 높이를 저감시키기 위해 도로변에는 방음벽 상부에 상단장치를 설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방음벽 상단에 상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방음벽의 상부와 상단장치의 결합부

분 형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별도의 지그를 더 구비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최근 국토부에서 지정한 신기술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방음벽 상단에 설치 

시 별도의 지그를 구비하지 않고 상단장치 하나만으로 현장 설치가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음벽 

상단장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 선로변 벽체 상단 설치형 고속철도 교통소음 저감기술은 고속철도 방음벽 상단에 설치하는 

소음저감 장치로, 도로소음과 다른 고속철도 소음의 주파수를 분석하여 그 주파수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장치 내부를 격자모양으로 설계하여 제작하였다.

방음벽을 2~3m 높이는 것과 동일한 소음저감 효과(3dB 이상)가 발생하며 빠른 제작과 설치가 

가능하여 향후 타 산업에서도 널리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선로변 벽체 상단 설치형 고속철도 교통소음 저감기술은 방음벽 상단에 설치하여 소음을 저감시

키는 방음벽 상단장치와 방음벽사이에 별도의 지그가 필요없이 방음벽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비용 및 작업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방음벽 상단장치가 복수 개의 단위체로 구성됨에 따라 방음벽의 횡 방향 길이, 또는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응하여 단위체의 개수를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크기의 방음벽에 설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국내기술 _ 01

방음벽 상단에 설치된 소음저감장치 소음저감장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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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_ 02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창호

지난 2월 전세계의 시선을 끌어 모았던 평창에는 다

양한 국내 기술의 우수한 창호들이 설치되었다. 

선수촌 아파트의 창호 제품들은 선수들의 땀과 열정

이 빛났던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선수들의 활약만큼이

나 숨은 조력자로 활약한 건축물에도 관심이 모아지

고 있다.

평창올림픽선수촌 아파트(용평 선수촌) 600세대는 8개동 15층으로 이뤄져 있으며 2015년 완

공됐다.

평창 선수촌아파트에는 PVC이중창이 채택됐다. 이 제품은 PVC 소재의 뛰어난 단열성으로 급

격한 실내온도로 발생하는 결로현상을 방지하는 제품이다. 시공 시 스틸보강재를 

삽입해 바람이 센 강원도의 날씨에 강한 내구성을 가지는 점도 강점이다.

한국에서도 가장 추운 지역으로 꼽히는 강원도 평창군 일대는 전체면적의 60%가 

해발고도 700m를 넘어 평균기온이 낮은 편인 데다 바람이 강한 지역이다. 평창은 

체감온도가 영하 25도까지 떨어지며 역대 가장 추운 동계 올림픽 개최지로 불리기

도 했다. 이와 같은 강원도의 강추위를 막아줄 제품으로 탁월한 단열성과 내구성을 

갖춘 창호가 적용됐다.

특히 대회 기간 중 평창올림픽선수촌아파트에서 숙박중인 외국팀의 직원이 직접 창

호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캐나다 팀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힌 직

원은 “선수촌에서 한 달간 지내고 있는데, 창문을 보고 참 좋다고 생각했다”며 제품

에 대한 가격정보나 캐나다 수출 여부 등을 창 제조업체에 문의하기도 했다.
PVC 이중창

리프트 슬라이딩 창 턴앤틸트 창(Turn & T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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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_ 03

집광 조명식 안내판

일반적으로 지하철과 같은 공공시설물에는 여러 형태의 표지물이 설치된다. 공공시설물의 표

지물은 공공시설물의 위치 또는 입구 및 출구의 위치를 안내하도록 도로변에 설치되거나, 공

공시설물의 내부(주로, 계단이나 복도 등의 통로)에 설치되는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된다.

이러한 표지물은 공공시설물의 입구 및 출구가 내부 시설의 위치 및 그에 관련된 정보 등을 

이용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 문자 및 도형, 기호 등의 형태로 표시하며, 바닥에 세워지거

나, 천장, 벽 등에 부착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될 수 있다.

기존의 안내사인은 내부에 설치되는 형광등이나 LED의 광원에 의해 안내표시를 함으로써, 

정전시 혹은 전기가 차단되는 경우 안내 표시 역할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즉, 화재 등의 이

유로 정전되는 경우 광원이 발광되지 않게 됨으로서 안내 표시 역할은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또한, 통상의 안내사인은 공급되는 전기에 의해 정전기가 발생되어 내부가 오염되게 되는 문

제점이 있다. 즉, 정전기 현상으로 먼지, 이물질 등이 달라붙어 오염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밀폐용 패킹부재를 사용하여 안내사인의 내외부를 완전 차단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형광등, LED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내부가 팽창됨으로 

완전 밀폐를 할 수 없음으로, 이에 종래에는 먼지 등의 이물질에 의한 오염을 막을 방법이 없

었다.

한편, 종래의 안내사인은 하나의 메인 스위치에 의해 공공시설물 전체의 사인이 온/오프 되도

록 구성됨으로서, 사인의 고정 수리와 같은 유지 보수시에 전원이 공급된 상태로 작업할 수 밖

에 없어 안전성에 문제점이 있었다.

즉, 전체를 오프 시킬 수 없음으로써 전원이 공급된 상태로 작업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최근에 선보인 집광 조명식 안내사인 방식은 정전이 되어도 안내 표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광조명 

필름과 재귀반사필름을 적용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비상구의 작은 불빛이나 손전등, 후레쉬 등과 같은 

불빛에 의해서도 안내 표시가 모두 보이도록 하여 화재시 탈출 가능하게 안내표시 역할을 할 수 있는 집

광 조명식 안내사인을 제공하고 있다. 

집광 조명식 안내사인에 의하면, 정전이 되어도 안내 표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광조명 필름과 재귀

반사필름을 적용하여 가독성을 높인 효과가 있다. 즉, 비상구의 작은 불빛이나 손전등, 후레쉬 등과 같은 

불빛에 의해서도 안내 표시가 모두 보이도록 하여 화재시 탈출 가능하게 안내 표시 역할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집광 조명식 안내사인은 하나의 도광판에서 양면으로 빛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기존 양면 사인에 필

요한 전력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 절전이 가능한 효과가 있다.

한편, 집광 조명식 안내사인은 방진필터의 사용으로 내부에 이물질 등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시킬 수 있

는 효과가 있고, 또 개별적으로 온/오프 스위치가 설치됨에 의해, 필요한 것을 선택적으로 온/오프 시켜 

유지 보수에 따른 작업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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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_ 04

슬림 커튼월

최근 국내에서 슬림 커튼월이 개발되었다. 커튼월 제품 중 가장 얇은 프레임폭을 지닌 슬림 커튼월은 

기존 커튼월이 최소 150mm의 두꺼운 바 폭을 가진 것에 비해, 슬림 커튼월은 34mm 프레임폭을 가

진 것이 특징이다. 내, 외부에서 보이는 프레임의 폭을 최소화하여 일반 건축물의 구조 성능을 만족

하면서 조망성이 극대화 된 입면 디자인을 연출한다. 차별화된 디자인 덕에 기존 커튼월 대비 넓은 

시야와 전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 

제품 성능 또한 한층 끌어올렸다. 뛰어난 수밀, 

단열, 기밀 성능을 구현해 3중 유리 적용 시 에

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구현하며, 시공 측면에서 

간결하고 정확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최적 치수

와 특수 전용 레벨링 자재를 적용할 수 있어 신

뢰도 있는 시공 품질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내부의 프레임은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장

식 캡의 사용 여부에 따라 다양한 패턴의 입면 

형태를 만들 수 있다. 하드웨어는 제품 제작과 시

공상의 편의성을 극대화 시키며, 고 중량의 유리

하중에 대해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

게 설계 되었다. 

슬림커튼월을 개발한 업계 관계자는 “수퍼 슬림 

파사드의 경우 국내 최소의 슬림 프레임에도 불

구하고 뛰어난 성능을 지녔기에, 다양한 건축물

에 적용되어 품격을 높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시

스템 커튼월로 자리 매김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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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_ 07

강력한 허리케인 하비에도 끄떡없는 
접합유리

미국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 인근 노스 파드레 아일랜드에 위치한 걸프스트림 콘도미니엄

은 2017년 8월 25일 허리케인 하비에 직격탄을 맞은 곳이다. 

하지만 최대 풍속 시속 156km로 불어오는 강풍을 겪었음에도 해당 콘도는 허리케인 강타 4일 

만에 재개장했다.

강한 허리케인 속에서도 콘도가 온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47년 된 건물의 내구

성 때문만은 아니다. 5년 전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시행할 때 고성능의 접합안

전유리 중간막이 적용된 유리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미국의 허리케인 접합유리 글레이징의 필수요소인 고층빌딩 보호용으

로 제작된 접합유리 필름은 걸프스트림 콘도미니엄에서 본연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유리가 깨지는 것을 방지하고, 폭풍우의 빗물이나 바람에 날린 파편이 건물 내부

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이번 허리케인으로 휴스턴과 텍사스 동남부 지역에 1년치 강수량이 1주일도 안 

되는 기간에 쏟아진 것이다.

콘도단지 경영팀 직원은 “47년 된 이 콘도 건물은 건물소유주 위원회 결정으로 

모든 창을 교체했습니다. 해변과 가까워 강풍과 폭풍우로 생길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폭풍우에 잘 견디는 접합유리를 장착하기로 했습니다. 지붕과 펜

스 일부가 손상되었지만, 구조상 피해는 없었습니다.

수도 공급, 가스, 전기 복구작업을 거친 뒤 하비가 지나가고 4일만에 다시 개장했

어요. 다른 건물들은 해안을 따라 피해가 컸습니다. 대디적인 수리를 해야하는 

이들 건물들은 1년 후에나 개장이 가능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수작업에는 현지 시공사인 리 리틀(Lee Little)을 고용했습니다. 폭

풍우에 강한 접합유리 글레이징의 가격은 일반 유리보다 더 비싸지만, 하비 강타 

이후 신속하게 콘도를 다시 개장할 수 있게 됐으니 저희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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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틀은 “지난 12년간 당사에서는 미국 올랜도 윈도어(WinDoor)의 수주로 접합안전유리 패널 

7,000개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허리케인 하비가 왔을 때 단 한 개도 파손된 것이 없었죠. 포트 애

런사스 지역 콘도에서 패널이 파손된 일이 있었는데, 그건 하비 전에 교체를 마쳤어요. 그래서 하

비가 지나간 후엔 파손된 게 아무것도 없었죠. 현재 당사는 피해 복구작업에 중점적으로 많은 시

간을 쏟고 있어요. 걸프스트림 콘도미니엄의 경우 피해가 거의 없다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당

사에서 맡고 있는 접합유리 글레이징 복구작업 대부분에는 건물소유주들의 결정대로 폭풍우에 

잘 견디는 SentryGlas® 같은 중간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비 이후에 같은 지역에 있는 다

른 콘도 9곳에서도 15,000개 정도의 패널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고성능 접합유리는 폭풍우에 잘 견디는 성능 외에도 건물 외장 구조재로서 좀 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돼 설계 분야에서 전에 없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해변가에 건물을 짓는 세계적인 추세에 설계자들은 이제 유리를 구조적 요소로 여겨 다양한 분

야에 사용하고 있다. 염도가 높은 환경에서도 유리의 강도, 내충격성, 모서리 성능, 황색도에 대한 

걱정 없이 말이다. 텍사스에서 보수작업에 들이는 노력이 커지면서 현존하는 역사적인 건축물도 

현대 신축 건축물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으며 그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도 최근들어 수퍼태풍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내기술 _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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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술 _ 08

도로 충격흡수시설

교통사고는 인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도로에서의 

사고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충격흡수시설이다. 

충격흡수시설이라는 것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 등에서 충격을 받아들여서 흡수하여 차

량, 운전자 등에 가는 충격을 덜어주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안

전시설이다.

충격흡수시설은 복원력이 매우 우수해야 하며, 정면에서 충돌했을 때 마찰력을 유발하

게 되고 이를 통해서 충격에너지가 더욱 잘 흡수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파손률이 적은 동시에 부품 형태도 단순한 것이 좋다. 유지 보수를 할 때도 간단하

게 작업할 수 있는 것이 좋다. 

충격흡수 시설은 사고 시에 충격을 흡수하여 인명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하지만 평소에

는 강렬한 색상으로 안전운전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강렬한 색상대비는 물론 반

사체등을 적용한다. 특히 PC 반사체는 인서트 성형 방식을 적용하여 시인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도로시설물의 특성상 오염에 노출되는데 이들 충격흡수시설은 다양한 방법으로 

오염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충격흡수시설은 비가 오면 오염물질을 자연스럽게 씻겨내

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도로충격흡수시설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도로법 제2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이 "차량방호 안전시설“의 방호울타리(노측용, 중앙분리대용, 교량용, 보도용, 전이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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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흡수시설의 종류

많은 현장에 적용되는 충격흡수시설중에 하나는 

쿠션탱크이다. 

일반적인 도로 위에 가드레일 전후방에 설치하

는 쿠션탱크로서 도로 상에서 일어나는 통상적

인 교통사고 충격 예방을 위해 쓰이고 있다.

비슷한 형태에서 원하는 사이즈, 사고율,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자유롭게 길이와 너비를 선택할 

수 있단 장점이 있다.

 

트럭에 장착 가능한 충격흡수시설도 있다. 도로

에서 정비를 하는 용도로 쓰이는 트럭에 장착해

서 혹시 모를 사고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

탈부착이 쉽고 설치 차량에 무리를 주지 않는 경

량형인 점이 특징이다.

작업차량은 물론 작업자의 안전까지 지키기 위

해서는 유압식 충격흡수 시설을 적용한다. 

유압식을 적용할 경우에 공사 중 또는 이동 중에 

스위치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파이프 자동파열 및 확관 성질을 이용

한 충격흡수시설도 있다. 이제품은 세계 최초로 

국내기술로 개발된 풍격흡수시설로 차량의 충돌

시 파이프가 여러갈래로 찢겨지면서 자동으로 

말려들어가면서 충돌한 차량의 파손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국내기술 _ 08

단부처리시설 등)와 충격흡수시설(구조물용, 지주용, 트럭탈·부착용 등)에 대한 설치 및 성능

평가, 관리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1.  "도로안전시설"이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차량방호 안전시설"이라 함은 방호울타리(노측용, 중앙분리대용, 교량용, 보도용, 전이구

간, 단부처리시설 등)과 충격흡수시설(구조물용, 지주용, 트럭탈·부착용 등)을 말한다.

3.  "성능시험"이라 함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으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도로안전시

설에 대하여 형상, 규칙, 성능 등(이하 "성능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실물을 통하여 시험하

는 것을 말하는데 차량방호 안전시설은 성능시험기관으로 부터 성능인증을 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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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실리콘

실란트는 건축물의 각종 부자재간의 접합부나 조인트(이음매)에 충진하여, 이음매의 방수 및 기밀

성을 부여하거나 유리등을 고정하는 데 사용하는 대표적인 건축 재료의 하나이다. 

이 조인트(이음매) 부분이 제대로 씰링이 되지 않을경우 누수, 열손실, 이물질의 혼입이나 내부자

재의 부식등의 원인이 된다. 실란트는 형태에 따라 부정형 재료와 가스켓과 같은 정형 재료로 구

분되는데, 좁은 의미의 실링재는 실리콘 실란트와 같은 부정형 재료를 일컫는 경우가 많다.

조인트 충진 재료중 하나인 실리콘계 실란트의 경우 아시아권, 특히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실리콘 오일에 기인한 줄눈 주변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실리콘 실란트

에 의한 다공성 자재(석재등)의 줄눈 주위 오염의 원인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실리콘 실란트가 완전 경화되기 전이나 경화된 후에 실란트 표면의 끈적거림으로 인해 먼지

가 흡착되어 발생하는 먼지에 의한 오염이 있다. 두번째는 실리콘 실란트 내부에 미반응한 실리콘 

오일이 다공성 자재의 기공속으로 침투하여 발생하는 실리콘 오일에 의한 오염이다. 

먼지에 의한 오염은 실란트의 끈적거림의 정도에 비례하고, 시공 건물의 위치에 따른 주위 환경

과 시공 부위의 위치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은 오염은 주기적인 청소 작업으로 대부분 제

거가 가능하다. 실리콘 오일에 의한 오염은 미반응한 오일이 실란트의 표면 또는 다공성 자재의 

줄눈 주위로 이동하여 줄눈 주위가 젖게되어 나타나는 오염의 형태로 이는 기공의 크기, 유체(오

일)의 점도 등에 영향을 받으며, 물리적인 세척으로는 오염이 잘 제거되지 않는다.

이러한 실리콘계 실란트는 오염 발생으로 인하여 건축 자재별 실리콘 적용을 달리해야 하는 불편

함이 있고, 일부 시공부위의 경우 높은 기계적 물성이 필요하여 프라이머 작업을 해야한다든지, 

도장성이 없어 보수작업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

변성실리콘 장단점 및 시장전망

기존 실리콘 대비 변성실리콘은 UV 안정성이 다소 부속하여 모든 외장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다

소 한계가 있지만, 그에 반해 높은 기계적 물성과 페인트 도장성 그리고 우수한 접착력 등의 훌륭

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수용 실링재로 사용되기 시작한 변성실리콘은 현재 건축물 보

수 시공에 꼭 필요한 자재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여러가지 장점으로 인해 건축분

야 외에도 전기전자, 자동차, 정밀기기 등의 산업분야 및 유아용 장난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

에 적용되고 있다. 그외에 바닥 방수제, 자동차 하부 코팅용 등으로도 점차 그 용도를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다만, 실리콘계 실란트에 비해 다소 높은 가격도 한가지 고려사항이나 ㈜탑프라는 이 Gap 

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생산을 최적화 함으로써 기존 실리콘 가격에 아주 근접한 수준

까지 가격을 합리화 하는데 성공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전체 실란트 중 변성실리콘의 비중이 40%에 달하는 만큼 그 사용이 보편화 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보수용 실링재 위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향후 시장이 확대될 여지가 매

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변성실리콘은 여러가지 장점들로 인해 건축용 외장재로서 활용가치가 충분하

며, 향후 전기전자와 같은 산업용 소재로서의 활용도 확대가 기대된다.

종류 기계적 물성 모델 1 내열성 오염성 도장성 접착력

변성실리콘 Excellent Moderate Excellent Excellent Excellent Excellent

실리콘 Moderate Good Moderate Moderate Poor Good

▶ UV 안정성 부분을 제외한 전반적인 물성에서 실리콘 대비 우수한 물성을 보임.

표) 실리콘 실란트 대비 변성실리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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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샌리턴 인터콘티넨탈 호텔 벌집모양 
커튼월

•설계 : HOK

•위치 : 중국 베이징

•완공 : 2016년 

베이징의 문화와 창조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샌리톤 지역에 위치한 인터콘티넨탈 샌리턴은 이 지역의 랜

드마크 건물이다. 최근에 지어지는 다른 건물들과 달리 호텔의 외관은 LED가 적용된 육각형 철골 구조로 낮

에는 외부 재질 본연의 질감을 보여주지만 밤에는 강렬한 불빛 쇼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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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에는 305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 인터콘티넨탈 호텔과 48개의 고급 아파트 그리고 4만 평방

미터 규모의 쇼핑몰로 구성되었다. 

이 건물은 건물의 햇빛 반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사율을 감소한 유리를 사용하였다. 

지리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던 대지는 오히려 디자인팀에게는 창의성을 자극했다. 

외부의 연속된 도형은 건물전체를 감싸안으며 우아함을 더해준다. 

건물 내부에서는 자금성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는 매우 놀라운 스카이라인이라는 

평가다. 

북쪽과 남쪽의 끝에 있는 객실은 270도의 전

망을 즐길 수 있다.

건물의 입구는 외부 보행자의 흐름을 고려하

여 동선을 설치했으며, 특히 이 건물로 들어

서는 회전문은 보기 드문 대형 회전문이 적

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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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비치 해안의 새로운 명물이 된 보행교

•설계 : SPF

•위치 : 미국 캘리포니아

•완공 :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 해안로를 따라가다 보면 눈에 띄는 육교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육교는 컨

벤션 및 공연 예술 센터의 보도교로 “레인보우 브리지”로 불린다.

롱비치의 중요한 두 개의 장소 즉, 컨벤션 센터와 롱비치 공연예술센터를 잇는 이 보행교는 공공

디자인 측면에서 큰 몫을 하고 있다. 다리 건설 이전에는 두 목적지 사이를 이동하기 위해 수많은 계단을 오

르고 부두와 장비가 있는 해안도로를 건너야 했다.

최초 설계자가 제안하는 초기 해결책은 두 센터 사이에 높은 인도를 건설하는 것이었지만 시의 요청에 따라 

설계는 공적인 효용성을 만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완성된 프로젝트는 76개의 맞춤형 bent-steel 립으로 구성된 600피트의 극적인 보행자 다리로 이용자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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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행교는 LED 배선이 캐노피

에 부착될 수 있는 맞춤형 스테

인리스 강 노드 클립이 적용되

었다. 이 독특한 디자인 덕분에 

설치와 교체가 용이했다. 교량의 

콘크리트 척추 안에 동력과 배

수 시설이 숨겨져 있다. 전체적

인 디자인은 해변 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 보행교

는 선체가 파도를 타면서 그물

을 끌어올리는 장면에서 영감을 

얻었다. 



2018_봄호 금속구조물&창호공사기술정보34 35

W
OR

LD

월드 금속&창호

박판 강철 캐노피

•설계 : Maxwan Architects+urbanists

•위치 : 네델란드 로테르담

•완공 : 2014년

막대한 예산과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암스테르담, 헤이그, 유트레히트 및 로테르담의 주요 네덜란드 철도역의 

업그레이드에 사용되었다. 대중교통과 관련된 높은 질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정거장 건물 자체에 국

한되지 않아야 한다. 철도 허브를 둘러싼 모든 공공장소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진정한 교통 중심 개발적 약

속을 지킬 수 있다. 로테르담 센트럴 지구에 대한 Maxwan의 계획은 공공장소의 질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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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통된 새 기차 역(팀 CS가 설계)옆에 새로운 버스 정류장이 자리 잡았다. 정거장의 예산이 너무 제한되

어 있어 버스 대피소에 대한 표준 해결책 외에는 고려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Maxwan은 고객에게 제

한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시그니쳐 캐노피를 디자인하고 제작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결과는 베개와 해먹이라고 별명을 붙인 주목할 만한 시리즈인 molten-table 형태의 구조물이다. 각 테이블은 

5 x 10 미터로 평평한 강철 기둥 위에 아주 얇은 지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부 톤 마감으로 처리된 테이블은 

각각 5톤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현수식 천이나 바람에 날린 돛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휜 실크 광택 표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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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패널을 기하학적으로 연결한
공항 내부 천정

선양타오셴공항은 중국 북부의 핵심 공항 중 하나이다. 제3터미널의 완공은 항공 운송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

시킬 뿐만 아니라 선양의 전반적인 교통 시스템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공항의 완공으로 중국 북

부 지역의 경제 교류를 확대하고 투자 환경을 개 선하며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 할 것이다. 

공항의 천정은 삼각 금속패널을 기하학적으로 연결하여 구성하였다. 

공항의 입구 캐노피에서부터 시작된 금속패널의 기하학적 모양은 공항 내부 천정으로 이어진다. 

제3터미널은 2020년에 1,750만명, 피크 시간대는 6,430명이 이용할 전망이다. 5,130명의 승객이 내국인이고 

1,300명 국제 승객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기존의 1터미널, 2터미널과 합치면 이 공항은 2020년에 연간 2천 5백만명의 승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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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뉘른베르크 창호박람회

약 800 개의 업체가 창, 문 및 외벽을 위한 풍부한 혁신을 선보이면서 2018년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FENSTERBAU FRONTALE은 다시 한 번 시장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2 년마다, 창 및 파사드 제조업체, 디자이너, 건축가 및 공급 업체는 최신 프로파일 시스템, 구조 요소, 건축 

유리, 고정 기술, 보안 기술, 기계, 장비 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뉘른베르크에 모인다.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

로 개최되는 격년제 FENSTERBAU FRONTALE은 전 세계의 전문 참관단에게 혁신을 선사하는 제 1의 장소

이다. 

이번 박람회는 전시공간 외에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등이 관심을 끌었다. 예를 들어, 새로운 FENSTERBAU 

FRONTALE FORUM을 LOUNGE 및 Job Board와 함께 방문하는 것은 매우 새로운 경험이었다. 

홀 3A의 세미나 공간은  디지털화, 건물 자동화, 보안 및 무역 전문가를 위한 실용 팁과 같은 업계의 현안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FENSTERBAU FRONTALE LOUNGE는 네트워크와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며 JobBoard는 창 및 파사드 인력

을 채용하는 자리로 마련되어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박람회의 가장 큰 트랜드는 건물의 자동화와 방범분야라고 할 수있다. 

각종 세미나와 많은 업체들이 건물의 자동화와 관련된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2018의 주제는 스마트 제작부터 자동화 된 잠금 기술에 이르기까지 "스마트 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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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건축 - 창 - 외관 및 혁신 어워드

Architects Area와 함께 9월 22일 목요일 FENSTERBAU FRONTALE에서 열린 Forum Architecture-

Window-Facade는 건축가를 위한 특별한 정보와 강좌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뉘른베르크 메세 (NürnbergMesse)는 가상 현실 (Virtual Reality : VR)이라는 주제의 트렌드로 별도의 액션 

존을 마련했다. Hall 3A, Stand 3A-112에서는 출품자와 방문자가 가상   세계의 창문에 몰입 할 수 있도록 했

다. 특히 컨설팅 및 디자인 단계에서 VR은 새로운 판매 채널을 열어주었다. FENSTERBAU FRONTALE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Nürnberg Messe는 향후 VR 개념의 통합을 위해 전시 업체와 파트너십

을 맺는 데 주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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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앤드류스 올드코스

스코틀랜드는 골프의 본고장으로 익히 전세계에 알

려져 있으며 지난 수백년동안 전통적인 대회들이 개

최되어 이미 골프가 스코틀랜드인들의 생활의 일부

분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이는 지난 수백년동안 골

프가 스코틀랜드의 국가적 스포츠로 추앙받았으며 

매리 여왕이나 프린스 찰리 등 수많은 역사속의 인

물들이 그들의 생활을 골프와 함께 한 것을 보더라

도 쉽게 알수있다.

스코틀랜드에는 골프가 처음 탄생된 시기부터 지금

까지 약 550여개의 골프코스가 내려져 이어오고 있

는데 이 들중 가장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은 바로 

세인트 앤드류스 올드코스이다.

골프의 발상지 세인트 앤드류스는 골프의 위대한 역

사가 이루어진 곳이며 모든 규칙과 기준이 만들어진 

곳이다. 그 명성은 그 어떤 골프장보다 뛰어나며 ‘스

코틀랜드인들의 자존심’이라고 불리운다.

세인트 앤드류스의 올드코스를 비롯해서 뉴코스, 쥬

빌리코스, 발고브코스, 스트라티륨코스, 에덴코스 

등에서 라운딩을 원하는 골퍼들의 행렬은 언제나 줄

을 잇고 있는데 특히 던힐컵 등 오픈대회가 열리는 

올드코스에서 라운딩을 하길 원하는 골퍼들은 무려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니 그 명성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전세계 골퍼들이 ‘평생 단 한번이

라도 세인트 앤드류스 올드코스에서 라운딩을 가져

봤으면 그 어떤 소원도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이곳은 

골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올드코스는 흔히 ‘신이 만들어낸 최고의 골프코스’라

는 극찬을 받고있는데 세찬 바다바람으로 인해 깎인 

울퉁불퉁한 지형과 천혜의 자연경관의 조화가 마치 

신이 만들어 냈다는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까

닭이다. 또한 올드코스는 디자인이나 레이아웃에 있

어서 거의 사람의 손이 작용하지 않은 곳인데 수세

기동안 세월을 풍랑을 거쳐 오면서 이제는 자연이 

만들어낸 하나의 위대한 창조물이 되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올드코스는 미국 등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코스와는 다른데 

15분마다 방향이 바뀌는 해풍으로 인해 전세계 톱

골퍼들도 언제나 긴장을 늦출수 없으며 인간의 능력

으로 안되는 신의 가호를 빌어야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세인트 앤드류스 올드코스는 그 동안 22홀의 규격

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난 1764년 18홀이 국제규격

으로 체계화되면서 오늘과 같은 18홀의 모습을 가지

게 되었으며 퍼블릭코스로써 타이거 우즈나 닉 팔

도 같은 세계 톱골퍼들이 라운딩을 돈 같은 장소에

서 일반인들도 라운딩을 즐길 수 있다.

올드코스의 레이아웃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에덴 강 하구쪽으로 광활한 웨스트 사막이 길게 뻗

어 있는 올드코스는 바다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전

형적인 해변의 링크로 1번과 마지막 홀에서는 바다

를 볼 수 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세인트 앤드류스만은 가히 절경

이며 올드코스에는 싱글그린이 1번, 9번, 17번, 18번 

홀등 네군데 홀이 있으며 나머지는 더블그린이다.

1번 티는 로열 앤드 에이션트 클럽하우스의 큰 유리

창 바로 정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플레이어의 눈앞에

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페어웨이가 펼쳐져 있다.

이 페어웨이는 18번 홀의 페어웨이도 겸하고 있으며 

그 폭은 100야드를 넘는다. 이렇게 공간이 충분함에

도 불구하고 1번 티에서는 첫 스트로크가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선수들을 괴롭히고 있다. 

1번 그린은 스윌컨 개울에 의해 방어되고 있으며 이

곳에서는 항상 생각하는 것보다 1타가 더 많은 스트

로크를 해야 한다. 이곳을 통과하면 코스는 오른쪽

으로 꺾여 세인트 앤드류스만의 곡선을 따라 움직인

다. 그리고 겸용 페어웨이와 그린이 계속되다가 소위 

러프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코스는 다시 오른쪽으로 

꺾어진다. 7번홀로 시작되어 11번홀로 끝나고 있는

데 이 두 홀의 페어웨이가 서로 교차되고 있는 지점

이 바로 승부가 결정되는 곳이다. 이 5개의 홀 가운

데 파3홀은 2개이다.

9번홀은 356야드의 짧은 미들홀로써 편평한 그린

을 겨냥한 짧은 칩샷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 홀

은 버디를 잡을 기회가 있지만 벙커들은 여전히 부

주의한 샷을 기다리고 있다. 14번홀은 롱홀로 잘 알

려져 있는데 거대한 모래구덩이에는 지옥이라는 이

름이 붙어있으며 16번홀에있는 3개의 벙커들은 ‘회

장의 코’로 불리는데 티에서 보면 이 3개의 벙커중 

하나가 페어웨이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

17번홀은 그린 왼쪽 정면에 있는 로드 벙커로 인해 

스코어가 가장 많이 나는 홀이다. 그린 뒤편에 있는 

도로 역시 스코어를 망가뜨리고 있다.

티에서 보면 18번홀은 클럽하우스 오른편으로 위

치해 있다. 18번 홀은 그다지 어려운 홀이 아니지만 

몇가지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그린 정면에 있

는 최악의 계곡이라는 이름을 지닌 일련의 벙커를 

빼놓을 수 없다. 비교적 단순한 마지막 홀에서도 위

기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시합의 긴장감은 한층 

더하다.

St. Andrews Old Course세계 100대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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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정책뉴스

대한전문건설협회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협의회는 지난 2월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제3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총회에서 손해원 감사는 “2017년도 예산은 각 부문별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라고 감사보고 했다.

정지호 회장은 “어려운 시기일 수록 단결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협의회가 앞장서서 업계가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

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제4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을 공고*하고 다음달 9일부터 인터넷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 국토교통부(www.moli t.go.kr)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

(www.energy.or.kr)에 공고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

의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평가 등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전

문가를 선발하는 자격시험으로, 건축물 에너지에 대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의 종합적인 지식을 두 차례의 시험에 

걸쳐 평가한다. 

제1차 시험은 6월 30일(토), 제2차 시험은 10월 20일(토)에 서

울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제1차 시험은 4월 9일부터 27일까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

집(bea.energy.or.kr)을 통해 원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시험 내용, 원서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에너지평가

사 누리집(bea.energy.or.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협의회 제33회 총회 개최

녹색건축물 조성 위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

국토교통부는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18년 도로관리 예산을 1조 6,536억 원 투입한다. 

도로관리 투자 규모는 지난 3년간 지속 증가되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기여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 도로관리 예산(억 원): ('15) 14,808 → ('16) 15,220 → ('17) 16,202 → ('18) 16,536 

교통사고 사망자수(명): (`14) 4,762 → ('15) 4,621 → ('16) 4,292 → ('17) 4,185 

주요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시설물 재난대응능력 완비 

우선 ̀18년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교량의 내진보강을 완료(400억 원)하고, 낙뢰사고(`15. 12., 서해대교) 재발방지를 위해 ̀20년까지 

전국 특수교량에 피뢰·소방설비를 보강(90억 원)할 계획이다. 

* 고속도로 교량 내진보강은 ̀17년 기 완료 

노후화된 교량 및 터널의 안전을 위하여 개축, 성능개선 등을 실시(3,360억 원)하고, 폭우 등으로 파손된 도로(포트홀, Pothole) 포

장의 보수(1,651억 원, 1,067km) 및 차선도색(400억 원, 17,560km)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해빙기 점검결과 낙석·토사유실 등의 우려가 있는 비탈면을 정비(1,149억 원, 250개소)하고, 파손되거나 토사 퇴적 등으로 인

해 배수가 불량한 구간도 정비(380억 원, 192개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하여 제설자재 및 장비 등을 비축·지원(410억 원)하였다. 

2. 사고예방 중점 도로안전 강화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보행자를 위해 지그재그형 도로 등 도심 도로설계기법(traffic calming)의 설계기준을 마련(`18.12)하고, 보

도(268억 원, 51개소) 및 횡단보도 조명(43억 원, 718개소) 설치 등 시설보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도변 마을주민 보호를 위하여 일정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설정하고 제한속도 하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추진(60억 원, 30개소)할 예정이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하여 졸음쉼터를 확충(75억 원, 10개소)하고, 과적차량 근절을 위하여 경찰청과 합동단속 실시 및 이동식 단속

장비를 설치(18개소, 36억 원)할 계획이다. 

좁은 폭 또는 급커브 등 사고 위험구간의 도로구조를 개선(1,178억 원, 신규 50개소)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망사고가 잦은 곳

에는 사고 유형에 맞춰 보호 난간 등 안전시설을 보완할 계획(201억 원, 65개소)이다. 

이 외에도 소방청과 협업하여 구급차량 위치 제공을 통해 고속도로에서 신속한 현장수습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올해 도로관리 화두는‘안전’
재난대응 등에 1조 6천 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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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 분포 현황

전국(정회원)   2018년 3월 기준 

서울(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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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25 598 281 189 224 174 142 105 18 1,136 274 302 326 309 401 457 426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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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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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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거용 건축물 세부 용도별 현황 

세부 용도별 면적은 아파트가 1,046,138천㎡(60.9%)로 가장 크

고, 단독주택 333,559천㎡(19.4%), 다가구주택 163,980천㎡

(9.5%), 다세대주택 121,390천㎡(7.1%), 연립주택 40,960천㎡

(2.4%) 순이다. 

지역별 건축물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아파트가 

524,312천㎡(65.3%)로 가장 크고, 단독주택 85,976천㎡

(10.7%), 다세대주택 90,825천㎡(11.3%), 다가구주택 74,378천

㎡(9.3%), 연립주택 22,845천㎡(2.8%) 순이며, 지방 또한 아파

트가 521,826천㎡(57.0%)로 가장 크고, 단독주택 247,583천㎡

(27.0%), 다가구주택 89,602천㎡(9.8%), 다세대주택 30,565천

㎡(3.3%), 연립주택 18,114천㎡(2.0%) 순이다. 

시도별 건축물 면적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단독주택은 전남

(47.6%), 제주(37.4%), 경북(36.7%) 순이고, 다가구주택은 대전

(16.0%), 대구(14.5%), 울산(12.3%) 순이며, 아파트는 세종

(79.7%), 광주(73.8%), 부산(69.7%), 연립주택은 제주(10.2%), 서

울(3.6%), 강원(2.7%), 다세대주택은 서울(14.3%), 인천(13.2%), 

제주(10.3%) 순이다. 

2. 상업용 건축물 세부 용도별 현황 

세부 용도별 면적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252,615천㎡(32.1%)

로 가장 컸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221,755천㎡(28.2%), 업무시

설 125,987천㎡(16.0%), 판매시설 57,719천㎡(7.3%) 순이다. 

지역별 건축물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제2종근린생활

시설이 113,743천㎡(29.5%)로 가장 크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99,154천㎡(25.7%), 업무시설 84,834천㎡(22.0%), 판매시설 

32,980천㎡(8.6%) 순이며, 지방 또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138,872천㎡(34.6%)로 가장 크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122,601천㎡(30.6%), 업무시설 41,153천㎡(10.3%), 판매시설 

24,738천㎡(6.2%) 순이다. 

시도별 건축물 면적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제1종근린생활시설

이 전북(36.5%), 세종(35.7%), 충북(35.2%) 순이고, 제2종근린

생활시설은 경북(39.8%), 전북(37.9%), 충북(37.3%) 순이며, 판

매시설은 서울(9.6%), 대전(8.8%), 인천(8.7%), 업무시설은 서울

(31.9%), 인천(17.3%), 대구(17.3%) 순이다. 

전국 건축물 총 7,126,526동 / 36억4천1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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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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