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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기술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건설 기술인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집중화에 따른 인구 과밀화 및 공공시설의 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경제·문화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은 물론 국가
전략상품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집중적인 초기 투자를 통하여 초고층건설 핵심기술 개발과 이를 통한 초고층 건축물의
세계 건설시장으로의 진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UAE를 중심으로 초고층 건립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다수의 초고층 프로젝트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이와 같은 국제적 수요 증가로 인해 국가적 기술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또한 초고층
원천기술을 건설분야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및 발전시키기 위해 분주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61호 특집기획에서는‘초고층 건축물의 디자인 및 기술개발 동향’이라는 주제로 초고층 건축물 디자인에 있어
서 해외 동향 및 전망을 살펴보고 초고층 건축물의 설계기술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지난 10
월 개최된 세계초고층도시건축학회와 관련하여 쌍용건설 김석준 회장의 기조연설 주요 내용과 싱가폴 마리나베이샌즈 호
텔, 래플즈 시티 등의 우수 건축물 시공사례에 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국내·외 현장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정보, 원가절감 및 공기단축을 위한 VE사례, 인도네시아
아체도로 현장과 별내신도시 쌍용예가 신축공사 현장의 시공사례를 현장탐방에서 소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과 공법, 건설 기술인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과 기술을 소개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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