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  CM 측면에서 바라본 Green Construction
Green Construction in the Perspective of Construction and Construction Management 

국내외 으로 건설산업은 여러 가지 기를 맡고 있다. 특히 건축분야에서는 로벌 경제 기의 여 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걷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건설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최근 들어 2009년부터 시작된 SOC 투자에 한 산 확 로 인해 체 인 건

설 투자의 상승국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일반 건축과 주택 부문에 한 투자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건축 시공  CM 분야의 R&D에 련된 연구들은 여러 세부 분야에서 계속되어오고 있다. 특히 최근 연구의 요 이슈인 Convergence

(융합)은 역 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학문분야와 연구분야의 트랜드가 되어가고 있다. 정보화  자동화 분야의 기술과 통 

건설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연구 분야가 생겨나고 있다. USN(Ubiquitous Sensor Networks),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Construction Robotics 등이 그것이며 거기에 커다란 축으로 Green Construction이 하나의 미래 연구분야로 자리 잡아오고 있다. 이  

정부에서 기획 되었던 VC 10 (Value Creator)의 일환으로 고층 빌딩(건축), 첨단융합(건축/토목) 등의 형 연구과제들이 성공 으로 

진행되어오고 있으며 가시 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에서의 에 지 약과 Green에 한 심은 유럽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늦게 출발했던 것이 실

이다. 하지만 그 요성과 필요성은 로벌 건설시장에서 차 요한 이슈로 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특집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Green Construction을 시공  CM(Construction Management)의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비를 하 다. 그 동안 Green이라는 주제로 

환경/설비 에서 특집기사로도 여러 차례 다루어져왔고 설계 측면에서도 특집기사가 기획되어왔지만 시공과 CM의 입장에서는 다

루어지지 않았기에 건설산업이라는 큰 틀에서 Green Construction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이번 특집의 기획의 가장 큰 의도라고 할 수 

있다. 한 Green Construction이라는 주제를 건설 로젝트의 제품(Product) 심이 아닌 로세스 심으로 해석하려고 했으며 이에 

따라 필진과 주제를 정하 다. 

먼  Green Construction에 있어서 가장 오랜 역사와 심과 기술을 갖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학계와 산업체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 

건설산업이 Green Construction 분야에 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국가 건설산업의 정책방향과 

개별 건설기업의 Green Construction 략 수립의 측면에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책 인 측면과 녹색건설산업이라는 주제를 

다루도록 하 다. 건축물이라는 결과물의 측면에서 가장 요한 Green 인 측면은 건물의 해체/분해 인 측면과 건설 자재 폐기물의 

처리  무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한 황  미래 방향에 한 내용을 포함하 다. 아울러 로젝트 체 생애주기  기 

단계에서의 요성에 강조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IDP(Integrated Design Process)를 Green측면에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업  

통합 인 설계 로세스를 통한 Green Construction의 방향에 해서 주제를 추가하 다. 마지막으로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시에 발생

할 수 있는 시공 인 문제 과 개선 방향에 해서 Green Construction입장에서 근하여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하 으며 실제 

건설 사례를 통하여 문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 다. 

향후 Green Construction은 우리 건설산업에 많은 향을 미칠 것이다. 한 우리 건설산업이 미래 략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

외 건설 시장 진출에도 요한 성공을 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한 이에 한 추진은 강제 으로 제도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

드는 방식과 인센티 에 의한 산업의 자발 인 참여 진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선택은 국가와 산업이 하

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지 과 같은 로벌 건설 시장의 격변기에 어느 시 보다도 빨리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번 특집을 기획하면

서 건설 산업과 건설 로젝트가 설계, 시공, 유지 리를 분리하여 리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상황에서 통합 으로 리하고 추진하

는 방향으로 무나 빨리 흘러가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고 그 속도는 생각 이상으로 빠르다고 생각되었다. 한 자연과 인간을 생

각한다는 다소 인문학 인 근 방식이 가장 인공 인 작업인 건축물을 시공한다는 것과 융합되어 가는 시 의 변화 속에서 이제 

Green Construction은 로벌 건설시장의 선두에 서기 한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기회이자 기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특집을 통하여 건설  CM 분야의 문가들의 시각으로 기술발 의 요한 방향으로 Green Construction 기술의 미래를 망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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