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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기술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건설 기술인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경제발전, 지구온난화, 수자원 인프라 미정비 등으로 물 부족을 겪고 있으며,
이 같은 물 부족 현상은 생활용수는 물론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물산업 시장규모가 2010년 약 4,800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약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도 물산업을 국가의 미래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지정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물을‘Blue Gold’
라고 표현하며 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물산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금번 64호 특집기획에서는
국내외 물산업의 현황, 최근 기술동향 및 주요 이슈에 대하여 살펴보고 건설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Blue Gold 물 산업, 이제는 해외시장으로’
,‘물 재이용 및 하수 자원회수 핵심기술 소개’및
‘에너지 절감형 하수고도처리기술(e-MBR)’
이라는 주제로 내·외부 전문가의 고견을 실었습니다.
그 밖에도 국내·외 현장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정보, 원가절감 및 공기단축을 위한 VE사례,
W Singapore Sentosa Cove 현장, 구리문화예술회관 현장 및 동김천~문경 주배관 건설공사 현장의
주요 설계 및 시공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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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