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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의 급속한 도시화 현상으로 대도시의 인구 밀집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밀집의 영향으로 아파트의 수요가 
몰리면서 1~2인용 소형 아파트 재건축 시장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시애틀이 그 대표적인 예로, 도시화 현상에 따른 인구 증가로 
인하여 1~2인용 소형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애틀에 
거주하는 한 부부는 약 75평(250m2) 대지면적에 4가구가 주거할 수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시애틀의 설계사에 9
평(29m2)에서 16평(54m2) 규모의 각 층별 3가구로 구성되어 총 17
가구, 높이 6층의 1~2인용 소형 아파트 설계를 의뢰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미국 평균 아파트의 대지면적은 225평(743m2)으로 6층 
아파트의 경우 약 40-60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해당 
아파트는 굉장히 소형 아파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1~2
인용 소형 아파트 재건축 추세는 대도시 인구밀집도 증가로 인하여 
점점 늘어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7 STUDIOS IN 6 STORIES: HOW TO
MAKE THE MOST OF A LITTLE LOT

https://www.djc.com/news/co/12077569.html

  미국 Associated General Contractors에서는 최근 가장 성공적인 
건설 프로젝트와 인물에 대하여 시상하는 2015 Build Washington 
Awards를 개최했습니다. Construction Awards 부문에서 
워싱턴대학 Bothell 캠퍼스빌딩인 Discovery Hall이 수상작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해당해당 프로젝트는 시공사인 Lease Crutcher Lewis*가 린 건설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설계변경 및 비용절감 효과에 대한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발주자인 워싱턴대 
Capital Project Office는 Last Planner System과 Target Value 
Design 등의 린 건설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프로젝트의 
가치를 향상하고자 하였으며, 이 중 가장 큰 성공요인으로는 
통합적인 협업, 설계 및 시공의 혁신 등을 포함한 가상시공이라 할 
수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사시공은 프로젝트 초기단계부터 
준공시점까지 투입되는 참여업체간의 협업을 원활하게 하여 RFI 및 
설계변경을 감소시켰으며, 이를 통해 상당한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에틀 기반 시공사이며 ENR Top 400 Contractors (#192, 총 매출액 $353.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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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토목공학협회(ASCE)가 4년에 한번씩 조사하는 미국의 인프라 수준 조사의 2013년 결과에 
따르면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악의 평가인 D+등급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까지 인프라 시장에 약 
3,600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망하였습니다(2009년 보고서 대비 2,200조원에서 64% 상승). 
이는 미국 내 대부분의 인프라가 세계 2차대전 직후에 건설되었고 현재 대부분의 시설의 
사용연한이 동시다발적으로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프라는 크게 
교통, 상하수도, 에너지, 교육 및 보건시설 등으로 구성 되어, 인프라가 열악해질수록 삶의 질은 
하락하고 이로 인해 2차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프라의 
노후화로노후화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를 재구축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비용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에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과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지만, 이를 재구축하기 위한 자금에 정부예산을 
어느 정도로 투입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자금을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만, 현재 미국의 정책 및 법 환경 내에서는 
민간투자에 많은 부분 제약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여러모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Arcadis社는 전세계 각 국가의 세금, 사업, GPD, 규정, 인프라의 현황, 재무적 현황 등을 조사하여 Global Infrastructure Investment 
Index(GIII)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본 보고서에서 전세계 41개 국가 대상으로, 각 사업의 리스크, 투자자들의 관심, 각 국가의 강점 등의 
요소를 평가하여 미국의 인프라 투자환경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민간투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이 
민간부문에서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정부는 민간의 상황과 정책 등의 특성에 맞춰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주해야 하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미국이 미래에도 세계적인 강국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하였습니다.
*2013 Report Card for America’s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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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site 또는 모듈러 공법이 선 제작을 위한 건물 내 일부 
적용수준에서 건물 전체로 그 범위가 확장되면서 건설산업의 
공사기법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50~90% 가량을 선 제작하여 현장으로 옮겨 설치하는 일종의 
Pre-fabrication기법 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제작 공정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 제작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 가능할 경우에는 많은 비용절감이 가능하며, 공사현장이 
아닌아닌 공장 안에서 전기 및 배선, 마감까지 대량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미국 내에서 모듈러 공법은 점차 확산추세에 
있는데 National Institute of Building Sciences Off-Site 
Construction Council (OSCC)에서 건설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가 현재 모듈러 공법을 
일부분 활용 중이라고 응답했으며, 83%의 응답자는 다음 12개월 
내 모듈러 공법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모듈러 공법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특성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OSCC에서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모듈러 공법은 일반 공법대비 과도한 운송비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면 공사비가 급증하는 결과를 
낳을낳을 수도 있고 공장제작과 선 제작이 특징이기 때문에 잦은 
설계변경은 기타 다른 공법에 비해 공사비/공기 증가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모듈러 공법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적용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OFF-SITE CONSTRUCTION: REACHING THE TIPPING POINT

http://www.bdcnetwork.com/blog/quadcopters-save-project-team-15k-warranty-work

  드론은 취미 활동이나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높아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나, 미국 FAA*에서는 드론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백악관에 드론이 추락하는 등 드론의 상용화에 따른 안전 및 보안문제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건설 산업에서도 현장에 드론 활용을 통한 효율적인 안전 및 
품질 관리 등의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Rogers-O’Brien 
Construction社는 1,500 달러 상당의 쿼드콥터(드론)를 검사작업에 투입하여 드론 비용의 
10배인 15,000 달러의 공사비용을 절감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쿼드콥터가 
현장을 순회하는 것만으로도 초기 투입 비용을 만회할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검사작업에서는 비계 등을 설치하거나 검사자가 건축물 외벽에 매달려 사진을 
촬영을 하는데, 이러한 비계 등의 설치 및 해체 작업에 약 4일이 소요되고 운반비용은 
4.5m당 1,500 달러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드론을 사용함으로써 비계 등의 설치 및 
해체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검사자의 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연방항공국)

QUADCOPTERS SAVE PROJECT TEAM $15K IN WARRANTY WORK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4/may/08/chinese-experts-discussions-high-speed-beijing-american-railway

하지만, 본 프로젝트는 중국과 프로젝트 수행에 관련 국가와 
협의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해저터널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200km에 달하는 초 장거리 해저 터널의 기술력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비용대비 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관적인 시선들에도 불구하고 중국일보에 의하면,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미 개발이 되어있으며 이를 중국 남동부의 
푸단과푸단과 타이완의 고속 철도를 건설하는데 시범적으로 적용하게 될 
계획이라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을 잇는 이번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중국이 계획한 여러 국제철도 프로젝트* 중 하나이며 
프로젝트 지원 및 시공은 중국 당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1) 런던-파리-베를린-바르샤바-키예프=모스크바; 2) 중국 서부지역 도시인 
 우루무치-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이란-터키-독일; 3) 중국 
  동남 도시 쿤밍-싱가포르; 4) 중국-러시아-캐나다-미국

  중국이 전세계적으로 계획중인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속철도 
산업은 베이징 올림픽을 대비하여 건설된 베이징-텐진 고속철도 
개통으로 시작하여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습니다. 현재 중국의 
고속철도의 운영거리는 약 16,000km에 이르며 이는 세계 고속철도 
길이의 60%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철도 대국인 중국은 
지난해부터 자국 본토를 거쳐 시베리아, 태평양 해저, 알래스카, 
그리고그리고 캐나다를 지나 미국으로 연결되는 초대형 고속철도 개발 
계획을 꾸준히 제시하고있는데 실현 가능성에 대해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고속철도의 총 연장은 약 13,000km에 
이르며 러시아와 알래스카를 잇는 200km상당의 해저터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고속철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보다 3,000km 
더 길며 열차가 쉬지 않고 시속 350km 달릴 경우 총 이틀의 시간이 
소요될 정도의 길이며 완공 시 세상에서 가장 긴 철도로 기록됩니다. 

CHINESE EXPERTS 'IN DISCUSSIONS' OVER BUILDING HIGH-SPEED BEIJING-US RAILW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