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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izjournals.com/sanjose/news/2014/07/22/apple-campus-2-permits-show-25m-tunnel-171m.html
http://www.bizjournals.com/sanjose/print-edition/2014/01/17/building-apples-colossal-campus.html?page=all

Apple Campus 2 permits show $25M tunnel, $171M underground theater

5억 달러가 투입될 Apple 캠퍼스2가 서서히 모양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최대규모로 지어지는 이 건물은 4층에 불과하지만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보다 큰 연면적을 자랑합니다. 공사에는 약 9000

명의 근로자가 동원되고 2016년에 완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core and shell에는 precast 콘크리트가 사용될 예정이며 지난 5월 

관계당국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Apple 캠퍼스가 완공되면 100% 재생 

에너지로 빌딩이 운영될 것입니다.  

0202
Grassroots Approaches Aim to Boost Construction Industry Image

건설산업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3D ( Difficult, Dirty, and Dangerous) 산업이라는 편견이 심한데 이미지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시도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Nutter재단은 정기적인 행사를 개최하여, 

건설업계의 성공한 전문가들이 건설의 비전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행사에서는 여러 건설장비를 전시하고 시승하는 이벤트를 개최하여 어린이들에게 건설에 대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Diggerland라는 건설장비를 테마로 한 이색 놀이공원도 있는데요, 이처럼 건설에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친 건설의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물론 이러한 활동은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활동이 아닌 잠재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건설업계의 

사회적 역할의 한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http://enr.construction.com/business_management/workforce/2014/0728-Grassroots-Approaches-Aim-to-Boost-Construction-Industry-Image.asp?pag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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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inated expansion’ improves hospital experience [2014 Building Team Awards]

http://www.bdcnetwork.com/%E2%80%98laminated-expansion%E2%80%99-improves-hospital-experience-2014-building-team-awards

버지니아 대학교 병원 증축공사는 기존의 접근방식과는 다른 시도를 

하였습니다. 기존 건물의 옆 부분에 건물을 붙여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면부에 8

개 층 규모로 새롭게 증축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설비시설의 

간섭문제와 구조보강에 따른 기존 시설물과의 배치 문제 등이 복잡한 이슈로 

떠올랐는데 프로젝트 팀은 BIM을 적용하여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BIM이 다양한 프로젝트에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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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Geothermal Industry Grows, With Help From Oil and Gas Drilling

http://www.nytimes.com/2014/07/24/business/geothermal-industry-grows-with-help-from-oil-and-gas-drilling.html?partner=rss&emc=rss&_r=0 

지열에너지는 그 동안 풍력과 태양력에 가려서 빛을 발하지 못했는데 미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멕시코 등지에서 지열에너지 사용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동아프리카에 대규모의 지열 발전소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칠레 등의 중남미 국가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열발전은 상대적으로 큰 초기비용을 투자해야 하고, 땅의 

열을 정확히 측정하기 힘들어 전기 생산용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단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지열발전이 차세대 대체에너지로 성장할 수 

있을지 아직은 예단할 수 없습니다.있을지 아직은 예단할 수 없습니다.

지열에너지가 친환경 

대체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Geothermal Energy 

Association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4-5%의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ttp://www.latimes.com/local/cityhall/la-me-lax-midfield-20140722-story.html

LA공항이 그 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A380기와 같은 대형 

여객기를 위한 터미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9억 달러를 투자하여 

공항 증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LA공항은 Skanska社와 WE 

O'Neil社로 구성된 조인트 벤처에 3년간 5천만 달러의 환경영향 

보고서 용역을 맡겼으며 이 조인트 벤처社는 이를 시작으로 LA공항 

프로젝트에 대한 pre-construction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 

서비스를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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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ed LAX terminal will provide more room 
                                                                 for wide-bodied jets

Biden uses white board to push for highway funding

http://thehill.com/policy/transportation/213155-biden-uses-white-board-to-push-for-highway-funding

http://www.youtube.com/watch?v=5iap8kpHRsA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백악관의 칠판을 사용해서 장기적인 연방 교통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였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 단기간의 

교통 기금의 연장만을 고집하고 있는데 그 보다는 장기간의 기금 및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연방정부의 교통기금은 

휘발유 1갤런당 18.4 센트로 되어있는데 그 수치는 1993년 이후 그대로 

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시각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궁금합니다. 상생의 정치가 미국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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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수도 워싱턴디씨 교외 프린스조지 카운티에 약 10억달러 

규모의 MGM Resort 및 카지노가 들어섭니다. 총 110만 제곱 피트의 

구조물은 3,600개의 슬롯머신, 21층, 300객실 규모로써 2016년 7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프린스조지 카운티는 카지노가 완공되면 이를 

통해 연간 4000에서 4500만 달러의 세금을 걷어들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프린스 조지 카운티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압도적인 지지로 카지노가 들어서게 되는데  과연 카지노가 경제 

및 및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http://www.baltimoresun.com/business/bs-bz-mgm-casino-national-harbor-20140721,0,6296165.story

070 Prince George's County casino gets 
                                   the go-ahead to start construction

080 Yuhuang Chemical to invest $1.85 billion 
                                        in Louisiana methanol project

중국의 정유화학회사인 Yuhuang Chemical이 18억 5천만달러를 투자하여 

미시시피강 유역에 세계적인 규모의 메탄올 생산 공장을 짓기로 하였습니다. 

화학공장이 미국에서 건설되는 경우는 드문 일인데, 대규모의 메탄올을 

생산하는 것이 그 이유로 추측됩니다. 중국의 Huanqiu 건설회사가 

엔지니어링을 맡고 Air Liquids Global E&C 메탄올 제조 기술을 제공합니다. 

루이지애나 주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2017년부터 5년간 950만 달러에 달하는 

인센티브 패키지와 미시시피 강변 개발비용 약 175만 달러를 10년간 제공할 

예정입니다.예정입니다.

http://www.ogj.com/articles/2014/07/yuhuang-chemical-to-invest-1-85-billion-in-louisiana-methanol-project.html

090 Here's the giant prize Texas could lose to California

캘리포니아가 주 차원에서의 감세와 규제완화를 무기로 5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대형 배터리공장 예정부지로 떠 올랐습니다. 이 공장은 Tesla 자동차가 

계획하고 있는데, 연간 6,500명에 달하는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이 프로젝트 유치 작전에 텍사스, 

뉴멕시코, 아리조나, 그리고 네바다에 이어서 캘리포니아가 뛰어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미국도 반드시 Not In My Backyard만은 아닌가 봅니다.

http://www.bizjournals.com/dallas/blog/morning_call/2014/07/heres-the-giant-prize-texas-could-lose-to.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