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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동향

1. 세계경제 동향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세계경제성장률이 저하되었으나, 비
대면의 일상화, 각 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금리인하 등 내수경기진작 정책의 일환으
로 세계경제는 점차 회복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IMF와 WBG(World Bank Group)의 내년도 세계경제 전망치를 통한
발표 자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IMF는 2021년 10월, WBG에서는 2021년 6월에 세계
경제전망치를 발표한 바 있다.
IMF는 올해 10월, 세계경제성장 전망자료에서 2021년 5.9%, 2022년 4.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WBG는 올해 6월 전망자료에서 2021년 5.6%, 2022년 4.3% 성
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두 기관 모두 올해보다는 내년의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2021년 1월에 예측한 2022년의 경제성장률(IMF: 4.2%(A), WBG:
3.8%(C))에 비해 최근 시점의 예측치(IMF: 4.9%(B), WBG: 4.3%(D))가 더 높은 것을
<표 1> 세계경제 전망
(단위, %)
1)

2)

IMF
경제성장률

WBG

2022
2021e
e
e
2021.1
2021.10
(B시점)
(A)
(B)

조정폭
(B-A)

2022
2021e
e
e
2021.1
2021.6
(D시점)
(C)
(D)

조정폭
(D-C)

세계
(PPP환율기준)

5.9

4.2

4.9

0.7

5.6

3.8

4.3

0.5

선진국
미국
유로존
일본

5.2
6.0
4.3
3.2

3.1
2.5
3.6
2.4

4.5
5.2
4.3
3.2

1.4
2.7
0.7
0.8

5.4
6.8
4.2
2.9

3.5
3.3
4.0
2.3

4.0
4.2
4.4
2.6

0.5
0.9
0.4
0.3

신흥국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남아공

6.4
8.0
9.5
5.2
4.7
5.0

5.0
5.6
6.8
2.6
3.9
1.4

5.1
5.6
8.5
1.5
2.9
2.2

0.1
0.0
1.7
-1.1
-1.0
0.8

6.0
8.5
4.4
4.5
3.2
3.5

4.7
5.4
5.0
2.5
3.2
2.1

4.3
5.2
4.8
2.5
3.0
1.7

-0.4
-0.2
-0.2
0.0
-0.2
-0.4

자료: International Monetary Fund(2021.7, 2021,10), World Bank Group(2021.6)
(A) 2022년에 대한 2021년 1월의 전망, (B) 2022년에 대한 2021년 10월의 전망
(C) 2022년에 대한 2021년 1월의 전망, (D) 2022년에 대한 2021년 6월의 전망

1)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1. World Economic Outlook, Recovery during a Pandemic, Full Report,
October 2021
2) WBG(World Bank Group). 2021. Global Economic Prospects, Jun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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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팬데믹으로 인한 확장적 재정정책, 금리인하 등 각국 정부의 적극적 대응
과 백신보급 및 접종의 확대와 치료제 개발 등으로 일상화가 진전될 것으로 보여, 내년도
에도 4.3%~4.9% 수준의 세계경제성장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확장 재정과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물가상승에 대응하여 미국의 테이퍼링, 금리인상 등의 요인과 글로
벌 공급망의 위축에 따른 생산요소 수급불안요인은 여전히 세계경제의 성장률에 제약요
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은행은 국내경제성장 전망치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발표하였는데, 가장 최근의 발표

2. 국내경제 동향

치는 이전에 비해 다소 낙관적으로 전망하였다. GDP성장률은 올해 4%, 내년에는 이보다
다소 낮은 3%로 전망하였다. 특히 설비투자에 있어서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8.8%
성장률을 전망으로 이전 시점의 전망치에 비해 보다 낙관적인 전망치를 내놓았다. 내년에
는 올해의 기저효과 등으로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2> 거시경제 전망추이 지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2020.11
e

2021.02
e

2021.05
e

e

2021.08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e

2022e

3.0

2.5

3.0

2.5

4.0

3.0

4.0

3.0

민간소비

3.1

2.5

2.0

2.8

2.5

3.5

2.8

3.4

설비투자

4.3

3.2

5.3

3.0

7.5

3.5

8.8

2.1

건설투자

0.5

2.1

0.8

2.1

1.3

2.5

0.9

2.9

경상수지(억 $)

600

580

640

620

700

650

820

700

수출

8.5

3.6

9.6

4.4

17.7

3.2

20.6

1.3

수입

9.5

4.3

11.6

5.2

21.7

2.6

24.9

0.7

소비자 물가

1.0

1.5

1.3

1.4

1.8

1.4

2.1

1.5

실업률

3.8

3.7

4.0

3.8

3.9

3.8

3.9

3.8

GDP

e

e

자료: 한국은행. 2020. 경제전망보고서(20년 11월), 한국은행. 2021. 경제전망보고서(21년 2월, 5월, 8월)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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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관련된 주요경제지표 중 GDP,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는 다소 다른
양상의 전망치를 내놓았다. GDP 성장에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라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
조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민간소비는 가계소득개선이 지연되어 2021년에는 회복세가 더딘 흐름을 보였으나 백
신보급 확대에 따라 2022년에는 회복하는 흐름으로 전망하였다. 설비투자는 2021년에
는 전년 동기 대비 8.8%로 높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IT부문(반도체, 디스
플레이) 및 신성장(전기차·배터리·화학), 친환경(철강·조선 등) 부문의 투자 확대에 기인
한 바가 크다. 건설투자의 경우 2021년 초반까지는 주거용 건물의 투자 부진이 완화되면
서 2021년 중순부터 착공물량이 증가하여 건물 건설 중심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으
며, 내년에는 올해 보다 높은 2.9%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그림 1> 경제성장 전망추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2021년(E)

2022년(E)

10.0

6.0
4.0
2.0
-

8.8

7.5

8.0

4.3
3.0 3.1

5.3
3.0

0.5
2020년 11월

2.0

4
3.5

3.5 3.5

3.2

2.8
2.5

3

4.0
2.5
0.8

2021년 2월

4.0
2.8
1.3

2021년 5월
GDP

2.5

0.9
2021년 8월
민간소비

2.5 2.5
2.1

2
1.5

2020년 11월

설비투자

3

3

3.4
3

2.9

2.5
2.1

2.1
2021년 2월

2021년 5월

2021년 8월

건설투자

자료: 한국은행. 2020. 경제전망보고서(20년 11월), 한국은행. 2021. 경제전망보고서(21년 2월, 5월, 8월)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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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기관의 거시경제 전망을 보면 올해 GDP 성장률은 대체적으로 3.8~4.1%, 내
년에는 2.5~3.0%로 전망하고 있다. 민간소비는 올해 2.5~3.4%, 내년 2.7~4.0%, 설비
투자는 올해 7.6~9.8%, 내년 0.8~3.5%, 건설투자는 올해 0.1~1.4%, 내년 1.9~3.5%
로 전망하였다.
민간소비는 위드코로나(With-Corona)시행 기대에 따라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설비투
자는 IT 부품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부족에 따른 투자 확대, 건설투자는 정부의 SOC 및
지역균형발전 투자 확대 등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어 올해 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
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 경제회복에 힘입어 수출 호조세와 내수경제회복에
의한 수입 확대가 지속될 전망이다. 고용시장은 백신 보급의 확대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
기 완화가 실업률에도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나,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한 신규취업자
의 추세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표 3> 주요 기관의 국내거시경제 전망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국회예산
정책처

한국은행

현대경제
연구원

KDI

LG경제
연구원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GDP
민간소비

4.1

3.0

4.0

3.0

3.8

3.0

3.8

2.8

4.0

2.5

3.0

3.3

2.8

3.4

2.5

4.0

3.1

2.7

3.4

3.1

설비투자

9.8

3.5

8.8

2.1

8.5

2.8

9.1

2.7

7.6

0.8

건설투자

0.1

1.9

0.9

2.9

1.4

3.5

0.7

2.8

0.9

2.2

경상수지(억 $)

824

705

820

700

829

685

893

779

830

560

수출

20.3

4.2

20.6

1.3

18.1

2.7

21.8

1.0

32.4

6.5

수입

24.9

3.4

24.9

0.7

20.5

3.8

25.2

0.8

32.9

8.4

소비자 물가

2.1

1.6

2.1

1.5

1.7

1.1

2.0

1.6

1.6

1.3

실업률

4.0

3.9

3.9

3.8

4.1

3.9

4.0

3.8

3.9

3.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1. 2022년 및 중기 경제전망(2021년 9월).
한국은행. 2021. 경제전망보고서(2021년 8월).
KDI. 2021. KDI 경제전망 2021 상반기(2021년 5월). 제38권 제1호.
현대경제연구원. 2021. 2022년 한국 경제 전망(2021년 10월). 경제주평 21-24(통권 920호).
LG경제연구원. 2021. 2021년 국내외 경제전망(2021년 4월).

그간 국내경제성장률 추이 <그림 2>를 살펴보면, 1999년 2분기(IMF 외환위기), 2009
년 1분기(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3분기(코로나19 경제위기)에서 세 번의 뚜렷한 마이
너스 성장률을 확인할 수 있다. IMF 외환위기 시에 -6.8%, 글로벌 금융위기 시 -3.3%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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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이래, 코로나 19위기 즉, 2020년 3분기의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2%하락
하였다. 이후 정부의 확대재정정책과 저금리 정책으로 회복세를 보이다 2021년 1분기 이
래 그 증가폭이 다소 주춤한 것으로 보인다.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1년, 22년 모두
상향 성장률을 전망하였고, 이에 따른 평균 성장률(1.7%)은 G7의 주요선진국(0.4%)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3). 국내경제위기에 따른 확장적 재정지출 확대(2020년 GDP대
비 3%)가 대폭 증가하고, 선진국에(2020년 GDP대비 10%) 비해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
하고4) 경제위기에 따른 즉각적인 정책대응이 기존의 경제위기 때보다 더 높은 경제성장
률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2> 국내경제성장률 추이
(전기 대비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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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 0 1
0
20 0 3
0
20 1 1
0
20 1 3
0
20 2 1
0
20 2 3
0
20 3 1
0
20 3 3
0
20 4 1
0
20 4 3
0
20 5 1
0
20 5 3
0
20 6 1
0
20 6 3
0
20 7 1
0
20 7 3
0
20 8 1
0
20 8 3
0
20 9 1
0
20 9 3
1
20 0 1
1
20 0 3
1
20 1 1
1
20 1 3
1
20 2 1
1
20 2 3
1
20 3 1
1
20 3 3
1
20 4 1
1
20 4 3
1
20 5 1
1
20 5 3
1
20 6 1
1
20 6 3
1
20 7 1
1
20 7 3
1
20 8 1
1
20 8 3
1
20 9 1
1
20 9 3
2
20 0 1
2
20 0 3
2
20 1 1
21
3

-7.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3. 건설경기 동향

1) 선행 지표
■ 건설수주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수주는 2015년 이후 상승과 하락세를 반복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어 2020년에 약 179조 6천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
3)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1. World Economic Outlook, Recovery during a Pandemic,
Full Report, October 2021
4) KDI. 2021. KDI 경제전망 2021 상반기(2021년 5월). 제38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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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2014년에는 약 90조 6천억 원 수준이었으나 2015년에는 약 134조 5천억 원 수준
으로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2015년 3분기에는 토목 부문, 2016년 1분기에 비주거
용 부문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건설수주는 주거용 부문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데 이후 주거용 부문의 변동에 따라 전체적인 건설수주 추이가 변동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
건축에 해당하는 부문이 주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1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주
거용, 비주거용, 토목 전 부문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2분기에는 비주거용과 토목 부문
이 큰 폭의 상승세를, 주거용 부문에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이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공종별로 살펴보면, 주거용 부문의 민간수주는 정부의 규제 영향으로 인해 상승하
는 경향을 보였으나 공공수주는 공공임대주택의 계획과 실제 집행의 차이에 따라 부진한 경
우를 보인다. 비주거용 부문은 공공수주에서 한국판 뉴딜의 지역 균형발전의 클러스터 조성,
민간수주의 반도체 공장, 창고 등 설비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토목부문은 민간부분에서 민
자 교통 SOC의 위축이 있었으나, 공공부분에서 정부의 SOC 예산 확대, 지역 그린뉴딜사업
증가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수주는 2021년 2분기에 플러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
으나 이에 대한 성과는 2022년 이후 다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림 3> 건설수주 추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1.00
0.80
0.60

0.59

0.40

0.38

0.20

0.18

0.00

-0.08

-0.20
-0.40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건설수주 0.51 0.40 0.14 -7.08 0.01 0.26 -0.01 0.18 -0.08-0.11 0.20 -0.12-0.10 0.06 -0.03-0.01 0.02 0.26 -0.01 0.25 0.40 0.09 0.27 0.18
주거용

0.51 0.42 -0.08 0.08 0.06 0.30 -0.06-0.01-0.11-0.09 0.17 -0.14-0.33 0.00 -0.01 0.08 0.00 0.28 0.03 0.49 1.01 0.18 0.27 -0.08

비주거용 0.28 0.30 0.71 -0.09-0.03 0.62 -0.17 0.28 0.06 -0.13 0.26 -0.03-0.16 0.04 0.00 -0.06 0.16 -0.02 0.24 0.03 0.14 0.25 0.37 0.59
토목

0.84 0.45 0.15 -0.35-0.07-0.08 0.29 0.62 -0.17-0.12 0.18 -0.19 0.61 0.22 -0.06-0.10-0.08 0.55 -0.31 0.04 -0.12-0.18 0.11 0.38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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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SOC 세출예산
(조원, %)

구분

총지출
(작년대비
증가율)

SOC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본예산 2차추경 정부안

400.5 410.1 428.8 432.7 469.6 475.4 512.3 554.7 558.0 604.4 604.4
(3.7) (6.1) (7.1) (8.0) (9.5) (10.9) (9.1) (18.1) (8.9) (8.3) (8.3)
22.1 22.2 19.0

19.1

19.8 20.4 23.2 22.9 26.5 27.5
(7.4) (17.6) (15.8) (14.2) (3.8)

(작년대비
(-6.6) (-6.2) (-14.2) (-13.5) (4.0)
증가율)

27.5
(3.8)

자료: 기획재정부. 2021.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2021년 10월). 제93권.
* 기획재정부. 2021. 2022년 예산안 주요내용(2021년 8월).

■ 건축허가면적5)

전체적인 건축허가 면적은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 초저금리 환경과 부동산
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주거용 부문과 비주거용 부문 둘 다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2016년 3
분기부터 2019년까지 전체적으로 낮은 성장률 및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15년에 워
낙 높은 상승세로 인한 기저효과로 보이며 허가면적의 절대적 수치를 살펴보면 2014년보다
높은 수치이다. 2020년 2분기부터 상승세로 접어들고, 2021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주
거용, 비주거용 전 부문에서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2분기에는 모두 하락세를 보이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건축허가면적은 건축과 토목 건설부문 가운데 민간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투자 선행지표로 건설
경제동향, 주택수급동향 등의 진단 및 건축자재 수급·생산 예측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통계적 기저효과에 의해 매년 4/4분기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착공시기 결정에 따른 사업승인
신청시점이 아파트의 경우 착공시기가 가장 유리한 1/4분기 또는 2/4분기를 고려하여 전년도 하반기에 집
중적으로 신청되기 때문에 하반기 특히, 4/4분기에 규칙적으로 건축허가면적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
음. 또한 건축허가통계 중 ‘주거용’의 경우 주택건설실적(인허가 실적) 통계와 유사성은 있으나, 공표단위
가 달라 절대적인 증감률 비교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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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건축허가면적 추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1.00
0.80
0.60
0.40
0.20
0.00

-0.10

-0.20

-0.16
-0.18

-0.40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건축허가면적 0.57 0.40 0.20 0.05 -0.25-0.11-0.05-0.08 0.00 -0.02 0.04 -0.07-0.10-0.10-0.13-0.18-0.12 0.02 -0.05 0.04 0.13 -0.02 0.07 -0.16
주거용

0.86 0.48 0.32 0.13 -0.38-0.11-0.15-0.12-0.06-0.08-0.10-0.22-0.14-0.25-0.08-0.30-0.32-0.07-0.22 0.03 0.21 0.02 0.18 -0.10

비주거용

0.35 0.35 0.11 0.00 -0.10-0.11 0.03 -0.04 0.04 0.02 0.13 0.04 -0.08 0.00 -0.15-0.12 0.00 0.06 0.05 0.04 0.09 -0.04 0.03 -0.18

자료: 국토교통부(내부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2) 동행 지표
■ 건설투자6)

건설투자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4분기까지 상승세
를 보이고 있으며 이 기간에는 토목부문을 제외한 주거용과 비주거용 부문이 상승세를 이어
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승세를 이끌었다. 그리고 2017년 약 282조 8천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9년도 1분기까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3분기에 접어들어 감소
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토목부문이 2019년 2분기부터 큰 폭의 상승세
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1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주거용과 비주거용 부
문에서는 아주 약간의 감소세, 토목부문에서는 큰 폭의 감소세, 2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주
거용과 비주거용 부문에서는 약간의 상승세, 토목부문에서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소폭의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의 공종별 변동성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건설경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주
거용 건설투자는 2013년부터 5년간 신도시 개발로 공급물량의 분양과 재개발 등으로 인해
2015년도의 높은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하락세를 지속하고 이후 완

6) 건설투자는 건설경기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건축부문의 주거용, 비주거용, 토목부문으
로 구성되어 있음

9

01

PART

건설경기 동향

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2018년부터 상승세와 하락세를 반복하고
있고 있으나 오피스텔, IT부문(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설비투자(상업용 건물) 활성으로 증가
세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토목의 경우 정부의 SOC관련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민간투자 활성
화 등을 통해 건설투자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건설투자 추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30.0
25.0
20.0
15.0
10.0
5.0

2.4
0.8
-1.5

0.0
-5.0

-8.2

-10.0
-15.0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건설투자 7.7 9.9 9.7 9.3 9.8 11.0 10.4 9.1 6.9 3.0 0.1 -3.8 -9.0 -5.8 -7.4 -2.0 -0.8 4.0 4.3 -1.0 -1.6 -3.3 -2.1 -1.5
주거용

18.2 27.6 23.3 26.6 21.9 22.1 22.8 16.8 15.2 7.6 0.4 -5.5 -7.8 -8.1 -12.0 -9.4 -11.6 -5.9 -3.3 -6.5 -0.1 -0.3 -0.6 0.8

비주거용 2.5 5.3 11.4 10.0 10.0 11.9 11.4 10.7 10.0 5.2 0.2 -3.5 -13.0 -5.2 -2.3 0.4 5.7 5.8 3.1 -2.3 -5.5 -5.4 -0.5 2.4
토목

4.3 0.2 -3.3 -6.8 -2.1 -1.5 -4.3 -2.3 -6.9 -5.4 -0.5 -1.6 -5.2 -3.4 -7.5 5.2 6.6 15.7 16.1 7.2 1.2 -4.2 -5.6 -8.2

자료: 한국은행, 자본재형태별 총자본형성(계절조정, 실질, 분기)을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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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성7)

건설기성은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 2분기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데
이 기간에는 토목 부문을 제외한 주거용과 비주거용 부문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기 때문
에 전체적인 상승세를 이끌었다. 비주거용과 토목부문의 상승세로 인해 2019년에는 약 139
조 3천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에 2분기부터 하락세를 보이다 2021년 2
분기에 소폭 상승하였다.
건설기성의 공종별 변동성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2018년 2분기까
지 건설산업 전반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다. 특히 2016년과 2017년에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부문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주거용의 경우 2018년까지 상승세를 가져가 큰 폭의 하락
세로 이어지지 않았다(2018년의 건설기성 전체는 138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0.4% 하
락). 2021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주거용과 비주거용 부문에서 아주 약간의 감소세를 보
이며, 토목부문에서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2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주거용과 비주거용
부문에서는 약간의 상승세, 토목부문에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6> 건설기성 추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0.40
0.30
0.20
0.10

0.07
0.05
0.03

0.00

-0.04
-0.10
-0.20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건설기성 0.08 0.09 0.12 0.16 0.16 0.22 0.25 0.19 0.18 0.05 0.06 0.01 -0.05-0.04-0.03 0.01 -0.01 0.04 0.01 -0.05-0.03-0.03-0.03 0.03
주거용

0.20 0.30 0.27 0.36 0.28 0.38 0.40 0.27 0.26 0.14 0.13 0.06 0.04 -0.02-0.06-0.04-0.13-0.07-0.06-0.09-0.01-0.03-0.04 0.06

비주거용 0.00 0.01 0.14 0.16 0.21 0.26 0.24 0.30 0.29 0.08 0.02 0.02 -0.18-0.07 0.07 0.03 0.14 0.10 -0.03-0.07-0.11-0.06 0.00 0.07
토목

0.01 -0.02-0.05-0.03-0.01 0.02 0.06 -0.01-0.05-0.09-0.03-0.06-0.05-0.03-0.06 0.09 0.11 0.20 0.18 0.06 0.02 -0.02-0.06-0.04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7) 건설기성은 건설투자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 지표로 두 지표는 유사한 경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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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착공면적8)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설착공면적은 2016년 1분기까지 성장세를 보이며 특히
2015년 4분기에 매우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후 2019년 4분기까지 낮은 성장률 및 하락
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건축허가면적과 같이 2015년 워낙 높은 상승세로 인한 기저효과로
보이며, 2020년 1분기부터 다시 상승세로 접어들었다.
건축착공면적의 공종별 변동성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증감세가 비
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거용의 경우 2020년 2분기부터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비주거용
의 경우 2020년 1분기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해 세계적인 경제 붕괴가 일어났으나 IMF와 WBG 두 기관 모두
2022년에 세계경제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그 폭은 2021년 대비 둔화될 것
으로 보았다. 하지만 국가 간 회복 속도는 백신접종 여부와 정책지원의 격차로 다소 차이
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림 7> 건축착공면적 추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1.00
0.80
0.60
0.40

0.15

0.20

0.10

0.00

0.02

-0.20
-0.40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건축착공면적 0.34 0.41 0.02 -0.05-0.02-0.14 0.00 -0.20-0.09-0.13 0.00 0.08 -0.16-0.12-0.09-0.11-0.14-0.04 0.01 0.03 0.28 0.22 0.18 0.10
주거용

0.39 0.58 -0.03-0.05-0.03-0.20-0.02-0.36-0.19-0.22-0.09 0.01 -0.34-0.35-0.22-0.09-0.16-0.10-0.13 0.01 0.50 0.55 0.63 0.02

비주거용

0.30 0.29 0.05 -0.05-0.01-0.09 0.02 -0.07-0.01-0.06 0.06 0.12 -0.04 0.02 -0.01-0.12-0.13-0.01 0.07 0.04 0.18 0.10 0.02 0.15

자료: 국토교통부(내부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8) 건설경제 동향, 자재수급 동향 등의 예측에 건축착공면적은 유용한 통계자료임. 건축착공면적은 공사가
실제로 착수된 면적을 집계한 수치로 계절 및 날씨에 따라 착공면적의 증감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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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망 및 대응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해 세계적인 경제 붕괴가 일어났으나 IMF와 WBG 두 기관 모두
2022년에 세계경제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그 폭은 2021년 대비 둔화될 것
으로 보았다. 하지만 국가 간 회복 속도는 백신접종 여부와 정책지원의 격차로 다소 차이
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았다.
국내경제는 정부의 팬데믹 극복을 위하여 효율적인 재정투자와 저금리 정책, 재난지원
금 등 정책수단을 통해 어느 정도 경제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회복과 유가상승, 탄소절감 비용 지출, 미국의 테이퍼링 정책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박
에 대한 대응 및 국가부채관리, 이자상승에 따른 가계부채관리가 요구되며, 이러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거시경제 지표에서 확인했듯이 2022년 경제성장을 위해 건설부문의 역할이 어
느 때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률 관련 주요 기관의 전망을 다시 확인해보면,
GDP성장률은 올해 3.8~4.1%, 내년 2.5~3.0%, 건설투자는 올해 0.1~1.4%, 내년
1.9~3.5%로 전망하였다. 이는 GDP 경제성장 증가폭이 올해 대비 내년에 줄어들었음
에도 건설투자는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 건설산업이 2022년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표 5> 주요 기관의 건설투자 전망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KDI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구분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GDP

4.1

3.0

4.0

3.0

3.8

3.0

3.8

2.8

4.0

2.5

건설투자

0.1

1.9

0.9

2.9

1.4

3.5

0.7

2.8

0.9

2.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1. 2022년 및 중기 경제전망(2021년 9월).
한국은행. 2021. 경제전망보고서(2021년 8월).
KDI. 2021. KDI 경제전망 2021 상반기(2021년 5월). 제38권 제1호.
현대경제연구원. 2021. 2022년 한국 경제 전망(2021년 10월). 경제주평 21-24(통권 920호).
LG경제연구원. 2021. 2021년 국내외 경제전망(2021년 4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에 따른 건설생산요소 비용증가와 건설기자
재 수급 불안으로 인한 가격급증 등의 현황으로 경제성장률의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다.
건설수주의 증가가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22년에도 주거용 부문과 토목부
문의 경우 공공부분에서 SOC예산, 한국판 뉴딜, 공공주택 공급 등에 따라 증가를 예상하
며, 민간 부분 또한 주거용 부문에서 재건축, 재개발 관련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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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용에서는 반도체 호황, 유가 상승 및 에틸렌 수익상승에 따른 설비투자가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이후 차츰 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1년 및 중기 경
제전망(국회예산정책처, 2020)에 따르면 건설수주의 증가는 시차를 두고 건설기성과 건
설투자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향후 건설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투자는 2021년 초반부터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부문의 부진이 완화되고 중순부
터 착공물량이 증가하여 건물 건설 중심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용 건물 투자는
정부의 주택공급의 확대 정책으로 내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차질 없는 주택공급
을 위한 각종 부동산 규제의 합리적 조정과 주택금융의 활성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비주거용 투자에 대한 SOC 예산은 2019년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예산안
(27.4조원)은 작년 본예산(26.5조원) 대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탄소 중립
사회의 구현에 따른 그린인프라 투자의 확대로 친환경 탄소중립을 위한 설비 투자 증가세
가 지속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발생한 때마다 정부의 재정확대가 이루어지며, 선진국 및 국내
도 건설투자로 총생산(GDP)에 많은 효과를 본 사례가 있다. 이번 코로나 위기에도 2022
년 국내 경제성장의 견인 역할을 예상하는 건설산업에서 공공주택의 건설기성이 건설투
자로 곧이어 이어질 수 있도록 SOC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원활한 공급망 확보의 노력
이 필요하다. 또한 건설시장에서 민간 건축부문이 토목부문에 비해 많은 부분을 차지하
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투자만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황
에 대비하여 2020년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의 뉴딜펀드 활성화를 통해 민간자본의 유입
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인력과 건자
재 등 생산요소 수급 불안정에 따른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
련하여 정책적 대응이 더욱 요구되며, 중대재해 처벌법, 공정거래, 건설안전, 적정임금제
등 건설공사 비용 증가 요인에 대응한 합리적인 방안을 정부 및 산업계가 중지를 모아 도
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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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25년과 공정건설

이치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cjlee@krihs.re.kr)

우리나라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건설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
지하고 있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그림1) 1>. 2020년 건설산업의 국내총생산
(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우리나라 전체 GDP의 5.22%를 차지하고 있으
며, 1996년의 11.94%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국토의 개발에 집중하던 시기
에서는 건설산업의 비중이 컸지만, 개발과 함께 국토의 관리단계에서는 제조업과 서
비스업의 급격한 성장에 비해 건설산업의 성장이 작았다. 본 고에서는 지난 25년 간의
건설산업 변화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발전방향으로서 공정성 향상방안
을 제안한다.
<그림 1> 건설산업의 GDP
① 건설산업의 실질 GDP 변화

② 건설산업의 실질 GDP 비중

(단위: 조원)

(단위: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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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flex/EasySearch.jsp)

1. 1996년 이전의
건설산업

1996년 이전의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세 단계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그림 2>.
1970년대에서는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 경부고속도로, 지하철, 다목적댐, 포스코
등 각종 산업시설이 건설되었다. 1975년 해외건설 촉진법2)이 제정되어, 건설기업들의 중
동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건설산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1981년에
는 137억불을 수주하여,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해외건설 강국으로 성장하기도 하였다3).
1980년대 들어 중동 건설시장으로의 진출은 감소하였지만, 국내 주택건설의 증가와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증가로 인하여 국내건설 시장의

1)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flex/EasySearch.jsp)의 계절조정이 된 분기별 실질 GDP 값.
2) 해외건설 촉진법은 해외건설업 신고와 해외공사 지원 등 해외건설 촉진을 위한 법률(해외건설 촉진법.
2020. 법률 제17453호. 6월 9일 타법개정)
3)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2021. 해외건설 완전정복.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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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증가하였다. 1970년대의 건설기업의 중동 진출에 따른 오일머니의 국내 유입과 저
금리·저유가·저달러화의 영향으로, 유동성이 증가하여 1980년 초반의 아파트 가격을 포
함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분양가상한제4), 토지거래신고제5), 토
지거래허가제6) 확대, 개발이익환수제7)와 같은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을 발표하였다. 1989
년의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과 같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서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
고자 하였다. 이는 주택가격의 안정과 함께 1990년 중반까지 건설산업의 성장에도 기여
하였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 게임의 개최를 통한 SOC 건설의 증가
도 건설산업의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
<그림 2>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 1996년 이전
1970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경부고속도로, 지하철, 다목적댐,
포스코 등 각종 산업시설들을 건설

해외건설촉진법 제정
국가 기간산업으로 성장

1980
국내 건설시장 규모의 증가
- 주택공급 200만호
- SOC 공급 확대 :
1986 아시안게임, 1988 올림픽

1990

신경제 5개년 계획(1993~1997)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민간투자유치사업

1997

외환위기 발생

4)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감정에 의한 산정된 택지비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
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는 제도(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
docId=1711294&cid=43667&categoryId=43667 (2021년 10월 14일)).
5)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일정 평수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한 법(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s://dic.hankyung.com/economy/view/?seq=5970 (2021년 10월 14일)).
6) 특정 토지에서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 만한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기획
재정부 경제배움e.https://www.econedu.go.kr/mec/ots/brd/list.do (2021년 10월 14일)).
7) 택지개발, 주택단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 도심 재개발, 온천개발 등으로 토지를 개발할 때 지가상승으
로 획득한 이익 중의 일정액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기획재정부 경제배움e. https://www.econedu.
go.kr/mec/ots/brd/list.do (2021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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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는 신경제 5개년계획(1993~1997)을 통하여 SOC 건설이 추진되었다. 대
표적으로 경부고속철도사업과 인천국제공항이 건설되었으며, 도로 등의 건설을 위해 민간
투자 유치사업 방식도 적용되었다. 하지만, 1997년에 외환위기가 발생함에 따라서 통화
가치는 급락하고 자본유출은 급증하여, 우리나라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었다8).

2. 1998~2020년
건설산업

1996년부터 2020년까지의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두 단계, ①외환위기 발생 이후부터
국제 금융위기(subprime mortgage crisis) 발생 이전9)(1998~2007)과 ②국제 금융위
기 이후부터 현재까지(2008~2020), 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3>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 1998~2020년
1998

부동산 시장의 호황, 규제 증가
건설산업의 등록제
업체 수 및 수주금액의 급격한 증가

2008

국제 금융위기 발생
부동산 시장의 불황과 호황의 반복
규제 증가와 감소

SOC 투자의 증가
해외건설시장 진출의 확대
2020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

1) 외환위기 이후부터 국제 금융위기 (subprime mortgage crisis) 이전:
1998~2007
외환위기로 인한 금융기관의 파산은 자금대출을 통해서 공사를 수행하던 건설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건설공사의 수요도 감소하여 건설기업의 경영난 및 연쇄부도를

8) 기획재정부 경제배움e. https://www.econedu.go.kr/mec/ots/brd/list.do (2021년 10월 14일).
9) 미국의 대형 모기지 대부업체들이 파산하며 시작되었고, 국제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일으킨 연쇄적 경
제위기 현상(기획재정부 경제배움e. https://www.econedu.go.kr/mec/ots/brd/view.do?pageIndex
=1&tplSer=4&atcSer=ce893ef4-e51b-4c70-b072-ba7859b0f5ad&jaumSearchCnd=&mnuBase
Id=MNU0000124&tempCd=&searchCondition=1&searchKeyword= (2021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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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하였다. 외환위기 이전(1996~1997)의 건설산업 GDP는 전 산업에 비해 약 11.7%
를 차지하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2007년까지의 평균 GDP 비중은 7.9%, 2020년까지의
평균 GDP 비중은 6.6%로 감소하였다. 정부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1998년부
터 저금리를 유지하였으며, 이로 인해 2001년 이후 부동산과 건설경기가 상승으로 전환
되었다. 2002년 월드컵 경기장과 관련 부대시설 등의 SOC 건설도 건설경기 상승에
도움을 주었다.
1999년부터 건설산업은 면허제에서 등록제10) 로 변경되었으며, 이로인해 진입장벽이
완화되어 건설기업수가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4>.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공사관리를 위한
종합건설업과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된다. 종합건설기업수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크게 증가하였지만, 2007년부터는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면서 기업수가 크
게 변하지는 않았다. 종합건설기업 수의 증가는 2006년 이후 멈췄지만, 기성실적은 지속
<그림 4> 건설산업의 기성실적 및 기업수의 변화
① 종합건설업 기성실적

② 종합건설업 기업수

(단위: 십억원)
200,000

(단위: 개사)
14,000
136,615

150,000
100,000

178,004

13,202

13,050

12,000
10,000

10,921

8,000
6,000

67,398

4,198

4,000

50,000

2,000
0

1998 2001 2004 2007 2010 2013 2016 2019

0

1998 2001 2004 2007 2010 2013 2016 2019

③ 전문건설업 기성실적
(단위: 십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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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publicationYN=Y&statId
=1976011&outLink=Y&entrType=#M1_18.2)

10) 면허제도는 건설업 면허를 획득한 사업자만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등록제도는 등록기준을
충족한 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윤정호. 2012. 건설업 등록기준 개선방안 연구. 경희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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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문건설기업수와 기성실적은 1998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GDP에서 건설산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건설산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05년대에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증가하자,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확대하여 수요관리 및 공급관리 정책을 추진하였다. 수도권 분산과 공급확
대를 위한 정책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혁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호황은 국제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2) 국제 금융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2008~2020
국제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일으킨 국제 금융위기는 우리나라 건설산업에도 영향을 미
쳤다. 2008년의 미분양 주택은 165,599호이며, 이는 2014년의 40,379호의 4배가 넘
는 수치이다<그림 5>. 정부는 국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동산 공급확대와 규제
완화 정책, 4대강 사업과 같은 SOC 투자확대를 통한 건설경기 부양대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부동산 공급확대를 위해서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보금자리 주택을
2012년까지 총 60만 가구를 확대공급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11). 미분양 주택으로 인한
건설산업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건설택지 및 미분양 주택의 매입, 중소건설
기업 유동성 지원, 일부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의 정책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정
책을 통해서, 주택인허가 실적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0~2012년, 2013~2016년에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6>.
<그림 5> 미분양 주택현황

<그림 6> 주택건설 인허가실적
(단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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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통계포털.
출처: 국
 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
orgId=116&tblId=DT_MLTM _2086&cnn_
orgId=116&tblId=DT_MLTM_666&conn_
path=I3 (2021년 10월 16일 검색).
path=I3 (2021년 10월 16일 검색).

11) 박용주·최미희·안태훈·이정아. 2012. 보금자리주택사업 평가. 국회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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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확대와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
하였으며, 이에 정부는 재건축과 대출, 세제 등의 규제강화 정책과 3기 신도시, 관련 SOC
건설, 공공재개발·재건축 등의 공급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이후 한국건설산업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해외건설시장으로의 진출 확대
이다<그림 7>. 2007년부터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시장 진
출은 대부분 플랜트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2014년부터의 감소 이유에는 저유가의 장기
화에 따른 발주량 감소와 경쟁과다에 따른 저가수주, 공사관리능력 부족이 있다. 이로 인
하여 해외건설공사를 수행함에 따른 손실이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수익성이 높은 건설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그림 7> 해외건설 계약실적: 1998~2020년
(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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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http://www.icak.or.kr/sta/sta_1401.php (2021년 10월 14일).
환율: 1183(USD/KRW, 2021sus 10월 15일 기준)

2020년은 전 세계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유행하기 시작한 시기이며, 우리나라 경
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약 76조원이 투입될 한국
형 뉴딜사업을 발표하였으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의 세 분야로 포함한다.
건설산업이 코로나19에 받은 영향이 크지 않았지만12),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건설산
업은 대비해야 한다. 특히 건설산업은 외환·금융위기와 같은 국제 경제상황에 영향을 크게

12) 이치주. 2021. 국토정책 Brief: 코로나19의 영향과 중장기 건설산업 발전방향.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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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으며, 부동산 경기의 호황과 불황에 따른 정책변화의 영향도 크게 받았다<그림 2, 3>.
향후의 위험에 건설산업이 대비하기 위한 방안 중, 본 고에서는 수주산업인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감소시키기 위한 공정성 향상방안을 제안한다.

3. 건설산업의
발전방안:
공정성 향상

수주산업은 하도급 구조 및 고용 불안정과 연계되므로, 발주자는 원·하도급자에게, 원
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상대적인 우월적 지위가 형성될 수 있다13). 건설산업의 우월적 지
위는 불공정거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며, 불공정거래는 공사비 누수에 따른 부실시공에
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1년 6월에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도, 다단계
불법재하도급에 의한 공사비 누수가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나타났다14).
건설산업의 공정거래를 위해서는 우선, 건설공사 참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
래의 유형을 알아야 한다. 본 고에서는 건설산업의 참여자 중, 공사를 수행하는 주체인 발
주자와 원·하도급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의 유형을 조사하였다.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계획하고 입찰을 공고하며, 낙찰자 선정 및 계약을 통해 공사결과를 확인한다. 원도급자
는 입·낙찰 및 계약과정을 통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주받고, 공사를 종합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도급자는 원도급자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아서 직접 공사를 수행한다.
발주자와 원·하도급자의 공정거래를 위한 법·제도를 조사하여, 건설산업의 불공정거래
유형을 도출하였다<그림 8>.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공정거래를 위한 법에는 건설산업기본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이 적용된
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공정거래를 위한 법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
급법)과 상호협력평가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13) 이치주·안종욱·이승훈. 2021. 건설산업의 공정성 지수개발. 국토연구원.
14) 국토교통부. 2015. 제값 안주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관행 뿌리 뽑는다. 9월 9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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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건설산업의 공정거래에 관련된 법·제도

발주자

국가
·
지방
건설

원도급자

산업
기본법

공정

계약법

거래법
하도급법

상호협력
평가제도

하도급자

다음으로, 건설산업의 불공정거래 유형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발주자와 원도
급자 간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조사한 선행연구 중<표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9)은15)
는 발주자의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요인으로 예정가격의 적정성, 입·낙찰 공정성, 부당특
약, 적정 공사비의 적기 지급,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보상, 부정청탁 및 보복조치 금지를
제안하였다. 감사원(2018)16)은 불공정거래 방지제도,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공사기간 연
장 비용 산출의 적정성, 특허 비용산정의 적정성을 제안하였다. 김성일 외(2015)17)는 공사
비 임의조정, 부당특약, 공사환경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적정공사비의 적기 지급, 계
약 이외 추가 업무, 이의신청 권한, 물품구매 및 사용 강요, 입찰의 공정성을 제안하였다.
김원태와 이영환(2014)18)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적정 공사대금의 적
기 지급, 원도급자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에 대한 보상, 검사 및 감독의 적기, 보복조치
금지, 부당특약 금지, 계약내용 이외 추가 업무를 제안하였다.

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9. 공공 발주자 공정성 평가 모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6) 감사원. 2018. 감사보고서: 공공발주 건설공사 불공정관행 점검. 감사원.
17) 김성일 외. 2015. 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18) 김원태·이영환. 2014.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 실태조사 및 시사점.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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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정성 평가요인: 원도급자 관점
공정성 평가요인

입찰
단계

계약
단계

시공
단계

관련 법·제도

●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9),
감사원(2018),
김성일 외(2015), 김원태·이영환(2014)

●

원도급자 선정에서의 자유경쟁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9),
김성일 외(2015)

●

입찰자료 제공의 공정성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9)

●

하도급계약의 자유성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9)

●

계약내용 이외의 부당특약 금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9),
김성일 외(2015), 김원태·이영환(2014)

●

설계변경 등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9),
감사원(2018), 김성일 외(2015),
김원태·이영환(2014)

●

공사금액의 적기 지급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9),
김성일 외(2015), 김원태·이영환(2014)

●

발주자 책임 사유에 대한 적정한 보상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9),
김원태·이영환(2014)

●

지정한 업체와 하도급계약 요구 금지

감사원(2018), 김성일 외(2015)

●

특정 물품 구매 및 사용 요구 금지

김성일 외(2015)

●

부정청탁 금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9)

●

이의신청 제한 금지

김성일 외(2015)

●

보복조치 금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9),
김원태·이영환(2014)

●

검사 및 감독의 적기

김원태·이영환(2014)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조사한 선행연구 중<표 2>, 이종광과 박
승국(2020)19)은 원도급자의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요인으로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공
사금액·기간 변경의 반영, 적정 하도급대금의 적기 지급, 물품·장비 등의 구매 강요 금지,
부당반품 및 보복조치 금지를 제안하였다. 감사원(2018)20)은 부당특약 금지, 적정 하도급
대금의 적기 지급,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발주자의 하도급대급 직접 지
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를 제안하였다. 김성일 외(2015)21)는 적정 하도급대금의 적기
지급, 계약내용 기준의 하자담보 책임, 계약내용 이외의 추가 업무, 특정 물품구매 및 사용

19) 이종광·박승국. 2020.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 감사원. 2018. 감사보고서: 공공발주 건설공사 불공정관행 점검. 감사원.
21) 김성일 외. 2015. 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방안 연구. 경기: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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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를 제안하였다. 이보라(2011)22)는 원도급자의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표준하도급계
약서 사용,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부당특약 금지, 하도급공사 지급보증서 의무화, 적정 하
도급대금의 적기 지급, 무리한 하자담보 요구 금지를 제안하였다. 정대운과 유일한(2019)23)
은 적정 공사대금 적기지급, 적정 예정가격 및 공사기간의 산정, 특정 물품구매 및 사용 강
요,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내용 이외의 추가 업무, 원도급자 귀책사유
가 아닌 사항에 대한 보상, 입찰자료 제공의 공정성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공정성 평가요인을 기반으로, 건설산업 참여자들이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공정성 향상을 위해 노력이 필요한 요인을 건
설공사 단계별로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2> 공정성 평가요인: 하도급자 관점
공정성 평가요인
적합한 견적기간·기준 등
입찰자료 제공

정대운·유일한(2019)

●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정대운·유일한(2019)

●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이보라(2011)

●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이보라(2011)

●

부당특약 금지

감사원(2018), 김성일 외(2015),
이보라(2011), 정대운·유일한(2019)

●

계약 내용 기준의 하자담보책임

김성일 외(2015), 이보라(2011)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및
기간의 조정

감사원(2018), 이종광·박승국(2020),
정대운·유일한(2019)

●

적정 하도급대금의 적기 지급

이종광·박승국(2020), 감사원(2018),
김성일 외(2015), 이보라(2011)

●

발주자의 하도급대급 직접 지급

감사원(2018), 이보라(2011)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감사원(2018)

●

특정 물품 구매 및 사용 강요 금지

이종광·박승국(2020),
김성일 외(2015), 정대운·유일한(2019)

●

발주자 책임 사유에 대한 적정한 보상

정대운·유일한(2019)

●

부당 위탁취소 금지

이종광·박승국(2020)

●

부당반품 금지

이종광·박승국(2020)

●

보복조치 금지

이종광·박승국(2020)

●

입찰
단계

계약
단계

●

시공
단계

관련 법·제도

22) 이보라. 2011. 전문건설업 하도급거래 불공정 실태분석. 건설경제산업연구. 2권, 1호: 64-90.
23) 정대운·유일한. 2019. 공공발주기관 불공정사례(갑질) 조사 및 분석. 대한건설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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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와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공정거래를 위한 공정성 평가요인을 통합한 공정성 평
가요인을 그림 9(원도급자 관점), 그림 10(하도급자 관점)과 같이 제안하였다. 입찰단계
의 공정성 평가요인은 하도급자에 비해, 원도급자 관점의 평가요인이 더 많았다. 일반적
으로 원도급자는 전자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수주하지만, 하도급자는 전자입찰보다 원도
급자의 평가 기준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도급자의 평가요인에는
입찰에 관련된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과 ‘입찰자격 심사의 객관성’, ‘적합한 입찰자료
의 제공’이 포함되지 않았다.
계약단계의 평가요인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유사하지만, 계약 상대자에 따른 평가
요인에서 차이가 있었다. 원도급자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이므로, ‘공사특징에 적합한 계
약유형의 적용’이 평가요인에 포함되었다. 하도급자의 계약상대자는 원도급자이므로, ‘발
주자의 객관적인 하도급계약 평가’가 평가요인에 포함되었다.
하도급자가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공단계에서는 하도급자 관점의
공정성 평가요인이 원도급자 관점의 평가요인보다 많았다. 원도급자의 평가요인에는 없
었지만, 하도급자 평가요인에는 ‘공사에 대한 하도급자의 의견청취’와 ‘발주자·원도급자
의 하도급대금 보장’, ‘원도급자 귀책사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하도급자의 평가요인에는 없지만, 원도급자의 평가요인에는 ‘발주자 귀책사유에 대한 손
해배상책임’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9> 원도급자 관점의 공정거래를 위한 평가요인

입찰단계
●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

계약변경 내용의 서면화

●

입찰자격 심사의 객관성

●

공사대금 및 이자지급의 적기성

적합한 견적 기간·기준, 입찰자료 제공

●

●

계약단계
●

계약조항이 명확한 표준계약서 사용

●

표준계약서 이외 부당특약 금지

●

지체상금·계약해지 기준의 명확성

●

공사특징에 적합한 계약유형 적용

●

26

시공단계

계약단계의 공개

●

●

●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
부당한 준공물 인수거부 및 재시공
요구금지
부정청탁 금지
불공정거래 신고절차의 투명성과
보복조치 금지

●

발주차 귀책사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감독 및 검사의 객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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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하도급자 관점의 공정거래를 위한 평가요인

입찰단계
●

시공단계

적합한 견적 기간 및 기준

계약단계
●

●

4. 결론

계약조항이 명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계약변경 내용의 서면화

●

설계변경·물가변동의 계약금액 반영

●

공사에 대한 하도급자의 의견청취

●

적정 하도급대금의 지급 적기성

●

발주자·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보장

●

표준하도급계약서 이외 내용에 대한
부당특약 금지

●

●

지체상금 및 계약해지 기준의 명확성

●

발주자의 객관적인 하도급계약 평가

●

계약단계의 공개

원도급자 귀책사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불공정거래 신고절차의 투명성과
보복조치 금지

●

부당한 준공물 인수거부, 재시공 금지

●

감독 및 검사의 객관성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1970년대에 기간산업으로 성장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였
다. 국토개발 단계를 지나 균형발전과 같은 국토관리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건설산업이 국
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국가GDP 대비 건설산
업의 GDP는 5.22%로, 단일산업으로는 여전히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건설산업은 완성품을 만드는 산업이며 수요와 공급의 시차가 존재하므로, 건설경기의
상승과 하강이 존재한다. 최근 25년간의 건설산업 변화를 살펴보면, 외적요인(외환위기,
국제 금융위기, 1988년 올림픽, 2002년 월드컵)과 내적요인(부동산 호황·불황에 따른 정
책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건설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본 고에서는
공정성 향상을 위해 공정성 평가요인을 제안하였다. 수주산업인 건설산업은 하도급 구조
이므로, 발주자는 원·하도급자에 상대적 우월적 지위가 형성될 수 있으며, 원도급자는 하
도급자에게 상대적 우월적 지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의 공정성 향상은 상대적 우월적 지위를 가진 발주자와 원도급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발주자와 원·하도급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상호협력적 관계를 통
해서 공정성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건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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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중장기 발전방향

안종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jwahn@krihs.re.kr)

2009년이었다.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의 발의로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출범한 후
9개월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글로벌 스탠다드의 도입과 정착”을 위한 “건설산업 선진화
비전 2020”1)을 발표하였다. 이때부터 시작된 산업구조와 시스템의 혁신이라는 방향 설
정은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진 산업의 정책 흐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산업과 사회의
미래를 전망하고 큰 방향 설정을 하는 작업은 산업의 현안을 해소하는 일에도 중요한 역
할을 하게 마련이다. 본 고에서는 건설산업에 영향을 미칠 메가트렌드, 우리 정부의 산업
전략, 영국의 전략사례 등을 정리한 다음 건설산업의 미래상과 중장기 전략 방향을 설정
한 결과를 소개한다.

1. 건설산업의
정의와 범위

건설산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논하기 전에 새삼스레 건설산업의 정의부터 짚고자 한
다. 각종 논의에서 우리는 같은 ‘건설산업’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건설산업에
대해서도 각자 여러 정의를 댈 수 있겠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튼
튼한 기둥을 가지고 있기에 거기에 기댈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제1조에서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2). “건설산업”을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
업”과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 관련 용역을 하는 건설용역업”
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3). 이는 1958년4) 제정된 “건설업법”이 1996년5) “건설산업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는 배경과 유관하다. 20여 년 성장한 산업의 범위를 건설업만
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측면 등을 반영한 것이다. 건설산업이 정의된 지 20년이 지난 지
금도 여러 논의에서 건설업과 건설산업을 혼용6)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고에서 논의할

1) 국토해양부·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 2009. 건설산업 선진화 비전 2020.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
2)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
(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이하 생략)

4) 3월 11일 제정, 5월 11일 시행.
5) 1996.12.30. 전부개정, 1997.07.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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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은 분명히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포함하며 나아가 관련 산업까지 포괄한 논
의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표 1> 건설산업의 범위 및 관련 법령
산업 구분

관련법
종합공사업 (5종)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공사업 (29종)
건설업

건설산업

건설용역업

건설 관련 산업**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 수리공사*

문화재수리법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

건축사법, 건축법 등

감리전문회사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사

건설기술진흥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관리법

제작납품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 : 4개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각종 분류체계에서 건설업으로 구분
**: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건설산업(건설업 또는 건설용역업)에 포함되지 않음
자료: 건설산업기본법을 중심으로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건설산업의 미래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범위를 건설업으로 한정하기 어렵
다. 뒤에서 설명할 각종 미래 변화로 인해 우리의 산업을 지금의 범위보다 훨씬 넓은 폭으
로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논의할 산업의 범위는 법적 정의의 건
설산업(건설업, 건설용역업)을 중심으로 건설 관련 산업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으로서
의 건설산업임을 밝힌다.

6) 예를 들어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건설산업의 비중을 논의할 때 건설업과 건설용
역업을 모두 고려한 건설산업 통계를 활용하는 경우보다 건설업만으로 파악하는 것이 대다수임.
건설산업의 비중(2019년 기준)
구분
건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

사업체수 (천개)
146 (3.5%)

종사자수 (천명)
1,504(6.6%)

매출액 (십억원)
385,824(6.2%)

30(0.7%)

315(1.4%)

39,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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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산업의
메가트렌드7)

메가트렌드는 10년 이상의 기간에 개인과 사회를 포함하는 세계 전체를 형성하는 중
요한 방향성을 뜻하며, “시대의 커다란 흐름이나 추세”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석주·고훈
기 2014, 1).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전망에 있어 풍부하고 다양한 미래 변화를 다
수의 트렌드로 표현하고 이를 카테고리화 하여 균형 잡힌 시각에서 종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건설산업 외부의 여건변화를 정리한 후 각 메가트렌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을 고려하여 건설산업 중장기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미래연구 방법이다(안
종욱 외 2017, 20-21).
보험, 세금, 무역 등의 세계적 전문자문사인 EY는 메가트렌드 관련 누리집8) 을 운영중
이며, 미래 전망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기술, 인구, 세계화, 환경 등의 동
인을 메가트렌드의 발생과 변화의 근원으로 설정하여 메가트렌드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2018년에는 산업 재정의, 분자 경제, 소비자 권력, 식량 디자인, 행동경제학, 적응적 규
제, 보건 재구성, 미래 노동, 도시화, 커뮤니티 재구성 등의 메가트렌드를 발표했다(EY
2018). 2020년에는 탈탄소화, 기술 냉전, 행동경제학, 합성매체, 미래 사고, 워라밸의 재
정의,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 군총), 합성생물학 등을 메가트렌드로 선정했다(EY 2020).
<그림 1> EY의 메가트렌드 도출 사례
2018

2020

Primary forces

Megatrends

Primary forces

Megatrends

Evergreen, evolve in waves
Root causes

Medium term(3-10years)
Cross-sector distruptions

Evergreen, evolve in waves
Root causes

Medium term(3-10years)
Cross-sector distruptions

Industry
redefined
Technology

Super
consumer

Molecular
economy

Decarbonization
Technology

Food
by design

Techonomic cold war
Behaviral economy

Demographics
Demographics

Behaviral
design

Adaptive
regulation

Health
reimagined

Future
of work

Synthetic media
Future of thinking
Globalization

Globalization

Remapping Innovating
urbanization communities

Work and life unbounded

Environment

Microbiomes
Synthetic biology

출처: 국토연구원(2021, 8)의 그림 2-1

7) 국토연구원(2021, 7-21)의 “2. 건설관련 메가트렌드” 요약
8) EY, “EY Megatrends” (https://www.ey.com/en_gl/megatrends, 2021.09.2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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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과 연관된 풍부하고 다양한 미래 변화를 균형잡힌 시각에서 종합하기 위해서
는 다수의 사회 변인을 카테고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토연구원(2021)의 건설산업
관련 메가트렌드는 기존의 6가지 메가트렌드(안종욱 외 2017)인 저출산 고령화, 도시 집
중화, 기술 발전, 지속가능성장 요구, 저성장 경제, 글로벌 경쟁 등에 최신 국내외 메가트
렌드를 추가하여 9가지로 확장한 결과이다<그림2>.
사회·인구·정치 부문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대도시 집중화, 집중과 탈집중의 균형을 메
가트렌드로 꼽았다. 세계인구의 증가에도 한국의 인구는 감소할 것9) 이며, 이는 저출산이
원인이다. 더불어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동시에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감소할 것이다. 이
러한 인구변화는 산업의 노동력 부족을 야기할 것이며, 건설 소비자 수요의 다변화 역시
예상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등 도시 집중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으며, 슈퍼대
도시권 형성이 전망된다. 적정 규모와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는 동시에 쇠퇴도시의 인프라
운영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발전에 따라 자치와 분권의 움직임이 진
행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현재의 중앙정부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점차 역할이 증대될 것
이다. 이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의 발전은 탈집중화의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기술·환경·자원 부문에서는 디지털 대전환, 탄소중립, 방역 및 방재 등의 키워드에 주
목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보다 지능형 기술의 영역이 더 확장된 개념으
로, 다양한 기술이 융복합된 혁신에 기반해 기존 산업의 경계를 허물게 될 것이다. 4차 산
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에 따라 건설산업의 전생애주기적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이며, 디
지털 건설이 향후 ‘뉴노멀’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McKinsey & Company 2020).
세계경제포럼은 기후변화를 시대의 가장 큰 위험으로 지목한 바 있고, 우리나라 역시
온난화, 해양산성화, 탄소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WEF 2020; 기상청 2020). 직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 탈탄소화가 필요하며, 자연재해 증
가로 인해 인프라 성능 수준의 상향 및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
나19 발생 이후 세계적인 교역규모의 감소 및 경제활동 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해 국제질서가 재편될 뿐만 아니라(이성우·정성희
2020), 비대면에 적합한 디지털 혁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경제·경영·산업 부문에서는 저성장 뉴노멀, 글로벌 가치사슬, 산업 경계 재설정 등의
메가트렌드가 진행될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금리 등 뉴노멀이 지속되
었으며, 이는 소득 불평등 이외에 교육, 정보접근성 등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이 사회적 이

9) 통계청. 2019.09.02.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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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로 대두되는 원인이 되었다. 향후에도 자본 중심의 투자에 고용 확대 없는 형태의 성장
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세계화와 4차 산업혁명 추세 속에서 통상환경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능력이 중
요해질 것이다(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 2017). 글로벌 가치사슬
이 붕괴했고, 국경이 폐쇄적 장벽으로 회귀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경제 문제로 확대되
었다. 글로벌 네트워크의 불확실성은 각국의 공급망 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며, 리쇼어링
(Reshoring)이나 니어쇼어링(Nearshoring)이 대안으로 부상 중이다.
융합은 학제를 넘어 시공간, 시장 등 다양한 방면에서 변화를 강요하고 있으며, 산업부
문에서는 특히 경계의 와해가 두드러진다. 건설산업을 포함한 산업간 경계의 파괴가 진행
중이며,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산업으로의 확장 잠재력이 크게 보인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의 발전으로 생산과 소비가 재결합한다는 의미의 공유경제는 협업과 네트워킹의 개념으로
변모하고 있다(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 2018).
<그림 2> 건설산업 주요 메가트렌드

1.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2. 대도시 집중화

사회·인구·정치

미래 변화 요인

기술·
환경·자원

3. 집중과 탈집중의 균형적 발전

4.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5. 탄소중립을 위한 탈탄소화
6. 방역 및 방재의 중요성 증대

경제·경영·산업

7. 저성장의 뉴노멀
8.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9. 융복합을 통한 산업 경계 재설정

출처: 국토연구원(2021, 9)의 그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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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산업
진흥계획 및
혁신방안

우리 정부는 건설산업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고 5년 단위의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바로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산업계획)과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술
계획)이다. 각각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 단
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다. 현재 제5차 산업계획과 제6차 기술계획 모두 2018~2022년을
대상 기간으로 발표된 상태이다.
제5차 산업계획은 제4차 산업계획의 비전을 연장한 것으로, ‘공정경제’ 기반의 산업혁
신을 통한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제4차 산업계획의 비전이 ‘내실화, 외
연확대, 동반성장’이었으며, 이는 제5차 산업계획의 3대 목표인 ‘산업구조 경쟁력, 공정한
동반성장, 중장기 성장동력’으로 전승되었다. 특히 더딘 기술발전, 생산성 인식 부족, 뿌리
깊은 불공정 관행, 낙후된 고용노동 환경 등을 건설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
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글로벌 진출과 기술혁신 등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정경제에 기
초한 건설산업 혁신’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림 3>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2018~2022)

비 전

공정경제에 기초한 건설산업 혁신 성장의 기틀 마련

기본방향

산업구조 개편과 불공정 해소를 통해 공정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전략적 진출과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3대 목표

산업구조의
경쟁력 강화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1 규제 혁신

1 일자리 개선

혁신
2 건설기업
성장 지원

원-하도급
건설기술
2 공정한
2 스마트
관계조성
개발·활용촉진

3 부실·불법업체
퇴출

전반의
3 산업
갑질 관행 근절

생산구조

중점과제

공정한 동방성장
기반 마련

건설산업

1 역량 확보

해외시장 진출

3 안전 확보 및
건설산업

신시장 진출

출처: 국토교통부(2019)를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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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기술계획은 투자 감소, 생산인력 부족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혁
신’을 강조하고 있다. 2025년까지 BIM, AI 기술을 적용한 건설자동화 기술을 개발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하고, 건설 시 사망자 수를 줄이며, 건설 엔지니어링 부문의 근로시간
을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을 개발하고 신산업을 육성하
며, 건설 엔지니어링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다.
<그림 4>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2018~2022)

전략 및 추진과제

전략 1.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술개발·신산업 육성
1. 스마트 건설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
2. 해외 수요 대응형 건설기술 개발

기술개발

고부가 산업 육성

건설 안전 강화

3. 분야간 융·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
4. 건설 Big Data 유통을 통한 신사업 육성

5. 건설의 안전·환경 관리

전략 2.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산업개편·육성

1. Eng.의 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2.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구축

건설인력·교육

3. 글로벌 기준에 맞는 경력 관리체계 구축
4.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술인력 육성

기준·제도

5. 기술력 중심의 발주·심의강화

출처: 기술안전정책관(2017)을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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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본계획 이외에도 “건설산업 혁신방안”(2018)10),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
맵”(2018)11),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2019)12) 등의 산업정책을 꾸준히 발표 및 추진 중
이며, 이러한 정책 현안과 이슈 역시 건설산업 미래상을 수립하기 위해 참고할 중요한 정
보이다.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건설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의 4대 혁신분야에 대한 12개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2022년까지 ‘세계 5대 건
설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글로벌, 고효율, 공정, 젊은 산업을 목표로 삼고 있다. 12개 추진
과제를 통해서는 생산성 향상, 직접시공 확대, 부실 업체 감소, 청년층 취업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표 2> 건설산업 혁신방안
4대 혁신

정책목표

기술
혁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업

추진과제
●

●

●

●

생산구조
혁신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고효율 산업

●

●

●

시장질서
혁신

부실, 불법, 부조리가
없는 공정 산업

●

●

●

일자리
혁신

청년 인재가 역량을
펼치는 젊은 산업

●

●

기대효과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고부가가치 건설시장 확대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

생산성
40% ↑

원청의 직접시공 활성화
하청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건설업 업역·업종·등록기준 개편

직접시공
비율
10% ↑

부실업체 퇴출 강화
불공정 관행 근절
공공공사 견실시공 기반 조성

부실, 불법
업체
7천여개 ↓

청년층 취업 지원
강소기업 육성 및 창업 촉진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매칭

청년층
취업비중
10%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8, 8)의 ‘Ⅲ. 정책추진 방향’ 일부 발췌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은 건설산업 혁신방안 중 기술혁신 분야의 추진과제를 구체화
한 것으로, 첨단기술 기반의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스마트 건설기술을 정의하고,
활용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뒤 목표 및 전략이 담긴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10) 관계부처 합동. 2018.06.28. 건설산업 혁신방안.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안건.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2018.10.31.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12) 관계부처 합동. 2019.08.14.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경제활력대책회의 1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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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2030년 건설 자동화를 완성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림 5>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로드맵
단계
설계

로드맵 이행방안

'25
●

●

드론측량
BIM 전면활용

'30
●

●

자동 지반모델링
설계자동화

민간의
기술개발
유도

●

●

●

●

시공

●

●

유지
관리

●

●

자동장비 활용
가상시공
Iot·드론 모니터링
빅데이터 구축

●

●

●

●

로봇시공
AI 공사·안전관리

공공의
역할 강화

로봇 자율진단
디지털트윈 관리

스마트
생태계
구축

●

●

●

●

●

발주제도의 개선
테스트베드 지원
혁신 공감대의 확산
핵심기술 개발
BIM 확산 여건 조성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 설치·운영
스마트 건설 전문가 양성
지식플랫폼 구축·운영

출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2018, 7)의 ‘Ⅲ. 목표 및 전략’ 일부 발췌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건설경기의 활력 제고를 통해 건설산업 혁신동력을 확보하
기 위한 것으로, 1) 규제 개선, 2) 공사 여건개선, 3)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4) 고부가가치
해외사업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표 3>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3대 추진목표
현장 애로 해소형
규제 개선

10개 세부과제
➀ 불필요한 비용 감소
➁ 경영 여건 개선
➂ 사회적 여건변화 반영
➃ 가격산정 단계 개선 (적정공사비, 적정공기 보장)

공사 전 과정
여건 개선

➄ 입낙찰 단계 개선 (공공입찰 선진화, 불공정입찰 차단)
➅ 시공 단계 개선 (보증체계 효율화, 상생협력 강화)
➆ 적정 SOC 투자 확보
➇ 유망 기업 및 인력 육성

신 부가가치
지속 창출

➈ 국제적 수준의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➉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사업 확대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9, 8)의 ‘Ⅲ. 정책추진 방향’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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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진흥계획 및 혁신방안 등은 각자 다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도출된 방안임에도 불
구하고 겹치는 부분 역시 상당히 많다. 우리 건설산업의 미래상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러
한 각종 계획 및 방안들의 지향점을 종합하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미래
를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4. 영국의
건설산업전략

1990년대 호주, 영국, 미국 등에서 건설산업의 낮은 생산성, 수요 감소 및 성장성 둔
화,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이 이슈로 떠오르며 다양한 형태의 건설산업 혁신이 논의되
기 시작했다. 특히 영국은 1994년 「Constructing the Team」, 1998년 「Rethinking
Construction」 등을 시작으로 꾸준히 산업혁신 및 산업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며 건설산업
의 발전전략 수립에 있어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손태홍·최석인 2016, 4-5).
2010년대 영국의 건설산업 혁신 및 산업전략 보고서는 크게 내각부(Cabinet Office)
가 발표하는 GCS(Government Construction Strategy)와 산업전략부(BEIS)가 발표하
는 산업전략(industrial strategy)으로 구분할 수 있다. GCS의 경우 2011년13)과 2016년14)에
발표했으며, 산업전략은 2013년15)과 2018년16)에 발표했다.

<그림 6> 영국의 2010년대 건설산업전략 보고서

2011

2013

2016

2018

출처: 각 보고서 표지

13) Cabinet Office. 2011. Government Construction Strategy.
14) Infrastructure and Projects Authority. 2016. Government Construction Strategy 2016-20.
15) BIS & CLC. 2013. Construction 2025: Industrial Strategy.
16) BEIS & CLC. 2018. Construction Sector 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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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S는 재무부(HM Treasury)와 IPA(Infrastructure and Projects Authority, 인프
라사업청)의 입장에서 고품질의 공공사업 발주와 그를 위한 공공과 산업 간의 관계를 정
립하기 위한 전략이다. 2011년 판을 통해 정부와 산업 간의 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했으
며, 소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 판에서 다음 5년 기간의 중장기 전략을 이어가는 형
태를 갖추고 있다.
2011년 발표한 GCS에서 시작된 요구사항과 공사계획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하
는 등 발주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산업계가 긍정적으로 반응했으며, 2011~2015
년 기간에 30억 파운드의 비용 절감을 이뤄냈다고 한다(손태홍·최석인 2016, 16). 시장
에서는 공사의 역량과 고객 성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건설비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데이터
를 정부가 매년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2016년까지 모든 부서가 BIM 2레벨을 사용하여
자산을 조달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 분야의 디지털 역량을 개발하였다. 또한 공공공사
자료를 6개월 주기로 발행하여 산업의 발주 투명성을 향상하고, 협업 및 초기 계약자 참여
(프리콘 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발주 모형 및 조달 방식의 개발에 힘썼다.
이를 이어받은 GCS 2016-20은 건설 발주 역량을 키워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모범적
인 소비자 역할을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발주 방식 개선, 협력 문화
조성, 리더십 구축 등 발주자로서의 중앙정부 역량을 향상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
한 BIM 레벨 2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 활용 실현과 유도, 원하도급 및 공급망의 조기 참여
등 협력적 조달 기법 사용 등의 목표를 다시 한 번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 부문의 건
축물 및 시설물의 시공, 운영 및 유지보수 전반에 걸쳐 비용 및 탄소 감축에 대한 생애주기
접근법을 활성화할 것을 주요한 목표로 추가했다.
2013년과 2018년 발표된 ‘Construction 2025’와 ‘Construction Sector Deal’은 영
국 정부가 산업별로 수립하여 발표하는 산업전략(industrial strategy)의 건설 부문 결과
물이다. 산업별로 정부와 산업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별 장기 비전, 목표, 추진 과제
등의 전략을 수립하고 과제를 시행하는 구조의 일부인 것이다.
Construction 2025는 정부와 산업계의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사람(people),
스마트(smart), 지속성(sustainable), 성장(growth), 리더십(leadership)의 5가지 키
워드로 미래상을 구성하였다. 재능이 넘치고 다양성을 보이는 인재로 특정되는 산업(사
람), 기술 진보를 활용하는 효율적인 산업(스마트), 저탄소 녹색 건설 분야의 세계 시장
을 선도하는 산업(지속성),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성장), CLC(Construction
Leadership Council, 건설 리더십 위원회) 등의 명확한 지도가 있는 산업(리더십)이 되어
세계 건설시장을 선도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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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산업의 4대 목표 역시 수립하였으며, 이는 2025년까지의 장기적 목표로 현
재에도 유효한 상황이다: 1) 원가 및 생애주기비용의 절감, 2) 탄소배출 저감, 3) 공기 단
축, 4) 건설 수출입 격차 감소.

<그림 7> Construction 2025의 건설산업 목표

Lower costs

Faster delivery

reduction in the initial cost of construction
and the whole life cost of built assets

reduction in the overall time, from inception to
completion, for newbuild and refurbished assets

Lower
emissions

Improvement
in exports

reduction in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built environment

reduction in the trade gap between total exports and
total imports for construction products and materials

33%
50%

50%
50%

출처: BIS & CLC (2013, 5)

Construction Sector Deal 역시 혁신 기술과 숙련 노동을 통해 생산성을 개선하는 것
을 목표로 산업과 정부의 협력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사업자, 발주자, 정부, 연구기관이
연합하여 산업 성과를 개선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이익을 제공할 목표를 가진 건설산업 전
략이다. 적은 기간과 비용을 들여 고성능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건설하고, 에너지 사용의
절감을 통한 비용 감소, 견습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좋은 일자리 제공, 대규모 건설공사
를 통한 가치 편익 확대, 세계 경쟁력을 갖추고 수출 증대 등의 산업 목표를 수립하였다.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시공 및 운영 단계에서 더욱 정확
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생애주기 성능의 활용을 통해 산업의 초점이 시공비
용에서 생애주기비용으로 옮겨가리라 예견하고 있다. 또한 OSC(off-site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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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기술이 낭비, 비효율, 지연 등을 최소화하여 시공 속도를 향상하고 안전사고를 줄일
것이라고 강조한다.
GCS와 산업전략을 나눠서 설명했지만, 수립 및 실행 주체가 크게 다르지 않다. 영국
은 건설산업의 중요성을 산업 참여자 간에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
기 위해 노력하고, 20년 넘게 꾸준히 산업전략을 연마하며 지속 협력하고 있다. 우리 역
시 다양한 산업 주체의 협력적 산업전략 논의가 꾸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 혁
신위원회’의 중장기적 운영 및 법적 위상 강화 등(김진수 2020, 7)이, 이 경우에도 좋은
대안으로 보인다.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포함한 건설산업, 나아가 건설 관련 산업까지 포함한 산업의 미

5. 건설산업
미래전략17)

래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건설산업의 메가트렌드, 진흥계획 및 혁신방안, 영국 건설산업전
략 등을 살펴보았다. 산업계획과 기술계획으로 나누어진 진흥계획, 중요한 현안 해결에 중
점을 둔 혁신방안 등의 논의를 종합하되, 산업의 미래 목표를 하나로 두어 산·학·연·정 등
건설산업 전체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미래 건설산업의 궁극적 목표를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다양한 가치와 기술을 포
용하여 국민행복을 건설하는 산업”이 바로 그것이다. 건설산업의 각종 계획과 방안의 비
전을 포괄하면서, 산업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문장으로 표현하였다. “자연환
경과 조화를 이루어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복지산업”을 부제로 설정하여, 5가지
미래상을 종합적으로 담고자 하였다.
메가트렌드에서 보이듯 ‘융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건설산업 역시 기술발전에 따
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간 융복합에 대비하여야 한다. 건설이라는 행위와
그 결과물인 건축물·시설물은 각종 산업을 융복합하는 첨단 기술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낮은 수치를 기록 중인 R&D 투자를 확대하되, 특히 디지
털 전환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을 기울여야만 한다.

17) 국토연구원(2021, 59-81)의 “4. 건설산업 미래전략”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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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건설산업 미래비전과 대응전략
비 전

다양한 가치와 기술을 포용하여 국민행복을 건설
: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인간다운 삶”을 보장

기본전략

기술이 선도하고, 제도가 수용하며, 혁신을 협력

미래상
산업 융복합을 주도하는
첨단 기술의 허브
다툼이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산업 구조
그린 패러다임을 주도하며
국가 위기 극복에 기여
모두가 꿈꾸는
안전한 일자리 제공
고부가가치 기반으로
수출과 경제성장을 선도

대응 방안
➀ 디지털 전환 및 혁신 생태계 조성
➁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➂ 발주 체계의 합리화
➃ 건설문화 개선을 위한 자발적 참여
➄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및 그린 산업으로 전환
➅ 팬데믹에 대응하며 국민생활 안전에 기여
➆ 고용안정 및 인력양성
➇ 건설안전 강화
➈ 해외시장 진출 고도화
➉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화

출처: 국토연구원(2021, 60)의 그림 4-1 수정

건설산업의 오랜 부정적 이미지 중 하나는 ‘갈등’이다. 이는 복잡다단한 생산체계에 기
인하며, 이로 인한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 역시 지속 추진되고 있다18).
단순히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것 이외에도 가치사슬 내 모든 단계의 협력
수준을 높여야만 실질적 생애주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특성을 모두가 알고 있다. 다툼
이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산업구조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발주 체계의 합리화 및 건설문
화 개선을 위한 자발적 참여가 절실하다.
향후 인류를 위협할 가장 큰 요소를 기후변화 및 이로 인한 팬데믹 등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저성장 기조와 맞물려 경제성장의 패러다임 역시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전환하는 추
세이다. 기후변화나 팬데믹으로 인한 재난·재해 등의 지구적 차원의 위협에 대응하는데 건
18)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 2018) 및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국토교통부 2018)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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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산업이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직접적인 인프라 등으로 인한 보호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요 등으로 인한 국가 위기 극복에도 기여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 그린 산업으로의 전환
과 인프라의 안전 관리에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건설산업 역시 숙련인력이 부족하며, 산업의 부정적 이미지 등
으로 인한 청년 인력 부족을 동시에 겪고 있다. 노동환경의 개선, 장기 인력양성 계획, 교
육훈련 내실화 등 고용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주체별 책
임 의식 고취와 산업 이미지 개선 등을 통해 모두가 꿈꾸는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
업이 되어야겠다.
저성장의 뉴노멀, 팬데믹의 장기화,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 등의 메가트렌드는 건설산
업의 생산체계를 뒤흔들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부가가치가 낮은 시공 위주의 성장은 기술
수용성이 낮아서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 중인 해외사업 수주
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실정이다.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
를 바탕으로 해외수주를 확대하여 고부가가치 기반 수출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건설산업의 미래를 기대한다.
메가트렌드, 정책이슈, 해외사례 등을 종합하여 건설산업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
향을 설정해보았다. 앞서 5년 단위 진흥계획, 혁신방안과 후속 로드맵 등이 이미 수립되어
있다. 분야별로 흩어진 주제를 종합하고 메가트렌드 등의 큰 흐름에서 보완하는 등의 작업
을 거친 본 연구의 ‘미래상’이 향후의 산업정책 및 전략 부문에서 나침반 역할을 하기를 바
란다. 영국의 사례에서 보았듯 산업전략의 성공에는 장기간에 걸친 산업 내부의 논의와 협력
이 필요하다. 이번 미래상을 바탕으로 산업의 미래에 대한 전략적 구상을 함께하는 건설산업
이 되면 좋겠다. 모두 함께 꿈꾸는 미래만이 현실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 본 논고는 저자가 수행한 「김민철 안종욱 외. 2021. 중장기 건설산업 발전방향 연구. 세종: 국토
연구원」의 내용을 요약 및 보완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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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기능 강화 사업에 대한 소고

조진철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jincjo@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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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메타버스 유통물류 공동프로젝트

1.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기능 강화
프로그램 소개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본 프로그램은 2019년 2월, 제203차 대외경제장관회
의1)에서 논의되고 의결되었으며 현재 2차년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해외건
설정책과와 함께 「해외건설 수주 방안」의 일환으로 제안된 본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소규
모 인프라 및 도시개발과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해외건설은 그동안 대규모 인프라를 위주로 추진되어 왔다. 해외건설 기업의 생태계
도 대규모 건설회사가 해외 건설 용역을 수주하고, 중소·중견기업은 주로 대기업이 받
은 용역의 하청사 역할을 해왔다. 결국 낮은 부가가치의 용역 하청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중소·중견기업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또한 다수의 중견
기업들이 과거의 대기업보다 규모가 더 확대되었지만 대기업의 용역을 하청받는 구조가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었다.
2018년 8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2) (Korea Infrastructure nation develop
ment Corporation, KIND)의 출범으로 투자개발형사업 해외진출의 근간이 마련되었
고 이를 계기로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재용역을 수주하기보다는 정부의 투
자개발형 펀드 지원을 받아 독자적인 해외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KIND나 투자개발형 펀드들은 대규모 사업에 주로 집중하고 있고
중소·중견기업은 비교적 낮은 신용도로 인해 대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는
대규모 투자개발형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중소·중견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작은 소규모 인프라 투
자개발형 해외 진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것이 주요 목적이기도 하다.
본 프로그램은 2020년 1월부터 본격 가동되었다.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는 총사업비
1,000억원 이하의 소규모 인프라 및 도시개발 관련 프로젝트가 필요했다. 본 프로그램
은 사업발굴발표회를 도입해서 중소·중견기업이 개발 계획 중인 사업 내용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이 추진하는 해외 투자개발형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1) 주요 대외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
2) KIND는 2018년 4월 25일 시행된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되어, 2018년 6월 공식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차원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전문 지원기관으로서 우리 기업들에게 프로젝트 기획과 타당성 조사 지원,
양질의 프로젝트 정보 제공, 금융조달 능력 제고 등 투자개발사업의 전단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PPP 사업을 통해 해당국가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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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초중반까지 국토연구원 내에 팀을 구성하였고, 해외사업 추진 업체를 대상으

2. 2020년
사업발굴발표회
경과 및 성과

로 사업발굴발표회에서 발표할 업체들을 섭외하였다. 1차 사업발굴발표회는 2020년 7
월 2일에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으며 총 7개 사업이 발표되었고, 국토교통부 해
외건설과, 해외건설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학계 등으로 부터 약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그림 1> 사업발굴 발표회 사진

2020년 1차 사업발굴발표회.
국토연구원 대강당 (‘20. 7. 2)

2020년 1차 사업발굴발표회.
국토연구원 대강당 (‘20. 7. 2)

2020년 2차 사업발굴발표회.
유튜브 화상회의 (‘20. 9. 21)

2020년 9월 21일에 개최된 2차 사업발굴발표회도 7개 사업이 발표되었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회의로 개최되었다.
사업발굴발표회의 성과라면 무엇보다 발표회 이후 선정된 지원대상사업을 지원하기 위
하여 333 컨설팅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3개월 수행기간의 용역계약 체결, 3회
의 자문회의 컨설팅 그리고 3회의 결과 보고로 이루어진 333 컨설팅 지원체계는 국토연
구원 내외의 인사들로 이루어진 전문가풀을 구성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약 20여명의
변호사, 회계사, 교수, 금융전문가 등이 포함된 전문가풀은 소규모 인프라 해외 진출 관련
재무적 컨설팅까지 수행할 수 있었다.
<그림 2> 사업발굴 발표회와 사업 지원 경과

2020. 7. 2

2020. 7. 2

1차
사업발굴발표회

1차
지원사업 용역
계약체결
(6개 사업)

(7개 사업 발표)

2020. 8. 3
~
2020. 10. 31

2020. 9. 21

2020. 10. 6

3회 보고회

2차
사업발굴발표회

3회 자문회의

(7개 사업 발표)

2차
지원사업 용역
계약체결
(7개 사업)

2020. 10. 6
~
2020. 12. 28
3회 보고회
3회 자문회의

출처: ’21년 사업발굴발표회 기조발표 「중소·중견기업 해외물류 인프라 공동프로젝트 추진 방안」 조진철.
’21. 8. 27. 세종시.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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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3개의 프로젝트는 KIND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수
준까지 도달하게 되었고 그중 2개 프로젝트의 제안서가 KIND에 제출되었다.

1,2차 사업발굴발표회의 사업발굴체계 마련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문제점들

3. 2020년
1·2차 사업발굴
방향의 문제점

이 노출되었다.
1차 사업발굴발표회의 경우 발표된 7개의 사업들은 모두 그린필드3)형 개발사업이었다.
그린필드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감당하기에는 기간 리스크가 너무 컸고 프로젝트 파이
낸싱이 성립되기 위한 전제 조건인 부지매입을 위한 자본금 부담도 컸다. 특히 KIND 등
공기업이나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민관협력펀드는 사업 자본금 중 최대 30%의 지분만 투
자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민간자산운용사가 펀드 제
공의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펀드 제공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프로젝트의 사업성
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의 신용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결국 프로젝트가 펀드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독
자적인 해외 진출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다.
1차 사업발굴발표회를 통해 드러난 주요 문제점의 개선 방안은 기간 리스크 및 금융비
용 리스크를 감내하기 위한 리스크 분산형 공동프로젝트의 구성과 자금조달의 다변화였다.
따라서 2차 사업발굴발표회에서는 기 건축물 및 시설을 매입하고 자산유동화를 통
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브라운필드 4) 사업이 제안되었고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브라
운필드사업을 공동프로젝트로 추진키로 하였다. 한편 유사한 시기 (2020년 8월)에 신
용보증기금5) 에서 공동프로젝트 보증제도6)가 출범하였고 자금조달의 다변화 차원에서
이 공동프로젝트 보증제도의 활용을 추진하게 되었다. 2차 사업발굴발표회와 컨설팅 지
원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브라운 필드 사업에 대한 이해가 아직 건설산업

3) 그린필드 사업은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이 직접 스스로 부지를 확보하고 생산 라인을 만드는 사업 형
태이다.
4) 브라운필드 사업은 이미 설립된 회사를 사들이는 방식을 말하며, 초기 설립 비용이 들지 않아 저렴하게
인력. 생산라인 등의 확장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설립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976년 6월 1일 설립되었다.
6) 공동 프로젝트 보증'은 대기업과 다수의 협력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혁신성을 평가해
우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신용보증기금 (신보)이 보증을 지원하는 상품으로서 대기
업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기업과의 거래 내역을 제공해 협력기업이 신보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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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서 부족한 상황이었고, 리모델링의 투자개발형 진출에 대한 경험과 인식도 부족
한 상황이었다. 공동프로젝트 보증제도 활용을 위해 베스트 프렉티스를 선정하여 공동
프로젝트 보증을 위한 사업성 평가에 지원하여야 했으나 추진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어
려움이 많았다. 특히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공동프로젝트로 지원하는 것 자체가 역량을
하나로 집중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신용보증기금의 공동프로
젝트 보증이 국내 사업에 한정되어 있고, 해외 프로젝트를 보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공동프로젝트 보증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해외사업에 대해서도 공동프로젝트 보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2021년
사업발굴발표회:
이원화 컨설팅
지원 체계의 도입

2021년 8월 27일에 개최된 사업발굴발표회는 공동프로젝트 보증제도의 개선, 즉 해
외 공동프로젝트에 대해 보증이 가능토록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개최되었으므
로 사업발굴발표회와 이후 지원사업에 대한 컨설팅이 보증 등 자금조달과 연계되는 성
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원화 컨설팅 체계의 도입이 필요했다.
이원화 컨설팅 지원 체계는 해외 개별프로젝트와 국내 공동프로젝트로 구분하여 접근
했다. 우선 해외 개별프로젝트는 본 프로그램의 1차 년도(‘20년)에 해왔던 방식대로 사
전 타당성조사 컨설팅을 마친 뒤 KIND 및 국토교통부의 글로벌인프라펀드7) 등 해외관
련 민관협력펀드의 지원에 연계시키도록 했다.
동시에 국토연구원 사업발굴발표회에 제안된 사업들이 하나의 국내 공동 프로젝트로
구성되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2021년 처음 구성되는 국내 공동프로젝트는 해외 개별
프로젝트와 연동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의 주제로 통일했다.

7) 글로벌인프라펀드란 해외 건설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투자개발형 인프라 건설시장에 (사
업주 금융조달 사업) 대한 해외 건설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한국도로공
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과 민간투자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관협력펀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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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원화 컨설팅 지원 체계
중소·중견 개발건설사

공공기관 공기업

해외개별 프로젝트

Hardware 건설

물류 인프라 건설

사업발굴 발표회

해외의 물류센터,
도매, 소매 유통시설

금융 기관 및 업체

해외관련 정책금융
연결 지원

컨설팅 지원

●

●

●

사업계획서 작성
예비 타당성 조사
금융자문

●

●

●

KIND : F/S
수출입은행 : F/S
해외건설협회 : F/S

학계 및 투자자 등

국내공동 프로젝트

시스템 구축

물류 인터넷 플랫폼

1개 공동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메타버스 물류
플랫폼

●

●

●

●

컨설팅 지원

보증연결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예비 타당성 조사
금융자문
기술자문

신융보증기금 :
공동프로젝트 보증

출처: ’21년 사업발굴발표회 기조발표 「중소·중견기업 해외물류 인프라 공동프로젝트 추진 방안」 조진철.
’21. 8. 27. 세종시. 국토연구원

2021년 사업발굴발표회는 이를 감안하여 전자상거래시대 물류 인프라 건설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물류 인프라 건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뉘어지는데, 물류센터, 도소
매시설 등의 건설은 하드웨어이고, 물류 플랫폼은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이다.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 공동프로젝트의 경우 메타버스8) 물류 플랫폼을 구축한다. 메타
버스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점 요구 등이 인터넷 시장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상황
이며, 뉴딜펀드9) 의 지원 등 정책적 관심도 높다. 본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는 국내 공동
프로젝트로서 신용보증기금의 사업성 평가에 제안되도록 하며 성과를 창출할 예정이다.

8) 메타버스(metaverse) 또는 확장 가상 세계는 가상, 초월 의미인 '메타'(meta)와 세계, 우주 의미인 '유
니버스'(universe)를 합성한 신조어며.'가상 우주'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이는 3차원에서 실제 생활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활동인 직업, 금융, 학습 등이 연결된 가상 세계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정치와 경
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생활형, 게임형 가상 세계라는 의미로 폭
넓게 사용한다.
9) 정부는 미래의 핵심 키워드를 디지털과 그린이라고 판단하고 재정 160조원을 투입하여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활용하고 데이터센터, 스마트산업단지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기 위하여 만든 정책형 인프라 펀드가 뉴딜펀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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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프로젝트
추진계획

1. 메타버스 물류 플랫폼 공동프로젝트 단계별 추진 계획
공동프로젝트는 제안서 작성 단계, 자금조달 단계, 개발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제안서 작성 단계에서는 국토연구원의 컨설팅 지원이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신용
보증기금의 사업성 평가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프로젝트 보증을 통
한 자금조달로 연계되도록 한다.
메타버스 물류 플랫폼 데모 버전 마련과 사전 사업타당성조사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지
원하되 유통물류 관련 메타버스 및 IT 개발업체와 메타버스 포럼을 조직하여 접근함으로
써 메타버스의 틀을 마련한다. 사전 사업타당성조사의 경우 많은 입점 업체가 입점 의향
서를 제출해 주는 것이 본 공동프로젝트의 사업성 평가에 유용하므로 참가하고 있는 모
든 컨소시엄 업체뿐만 아니라 유통·물류 관련 중소·중견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이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자금조달 단계부터는 국토연구원이 컨설팅을 지원하는 컨소시엄의 34개 업체들이
SPC를 구성하고 보증기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공동프로젝트 보증 수혜의 기회
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보증은 개별기업에 최대 2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고안되
어 있으며, 공동프로젝트 당 합계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신용보증기금은 약 6,000
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1년 7월에 1개의 공동프로젝트만 지원이 된 상황으로 ‘21년
내에 지원이 가능하다.
개발단계에서는 메타버스 물류 플랫폼을 코트라 해외공동물류센터10) 와 연계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외 개별프로젝트와도 연계한다. 현재 국토연구원이 컨설팅
지원에서 주력하고 있는 물류 관련 해외 건설은 전 세계 지역거점 물류센터와 국별 물류창
고, 도소매 O2O11) 체험장 건설을 포함한다.
이들 해외건설 사업과 메타버스 물류 플랫폼 프로젝트는 코트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
외공동물류센터로 연계되어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이 개발단계에서 다시 만나도록 간접적
으로 컨설팅 지원을 수행한다.

10) KOTRA의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 사업은 해외 현지에 독자적으로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
중견기업이 해외 KOTRA 무역관이 지정한 협력물류회사의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토록 하고 현지 맞춤
형 물류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속적인 거래기반 마련, 적기납품, 물류비절감, 유통망 확대 등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11) O2O란 ‘Online to Offline'의 약자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비채널 융합한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의 구
매를 촉진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말한다. 쉽게 말해 인터넷상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오프라인
으로 채널로 소비를 유도하거나, 반대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최종적으로 온
라인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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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메타버스 물류플랫폼 공동프로젝트 단계별 추진 계획

1. 메타버스 물류 플랫폼
Demo Version 마련

국토연 컨설팅 지원
제안서 작성 단계

국토연구원 사업발굴
발표회 지원 업체

중견기업
(신용등급 BB+이상)

2. 사전사업타당성 조사
[수요 조사]
: KOTRA 협조 받아 중소중견 입점
업체 의향서 입수

중소기업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기술용역 제공)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
업체

중소기업

[비용 예측]
: 인건비, 기타 운용자금

사업 평가 자료

보증 신청

공동프로젝트
보증 기관

[수익 예측]
: 입점 수수료, 광고 수수료 등

기술
업체

컨소시엄 (SPC)

금융기관
및 투자자

자금 조달 단계

사업 평가
후 보증 제공

국토연구원 사업발굴
발표회 지원 업체
자금
대여

중견기업
(신용등급 BB+이상)

중소기업

뉴딜펀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기술용역 제공)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타
Financing
Source

지분 투자

기술
업체

중소기업

기술
업체

투자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단계

메타버스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본형]
전세계 각국의 성·주·도·대도시
단위 메타버스 mall 구성
[수익 예측]
현·군·시(소도시) 단위
메타버스 mall 구성

전세계 지역 거점
물류 센터 건설

연계

KOTRA
해외공동
물류센터
민간설립 소규모 인프라 물류센터,
도소매 O2O 체험장 건설

출처: ’21년 사업발굴발표회 기조발표 「중소·중견기업 해외물류 인프라 공동프로젝트 추진 방안」 조진철.
’21. 8. 27. 세종시.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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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트라 물류지원체계 관련 정보
코트라는 해외공동물류센터를 2018년 8개국에서 2021년 현재 84개국 127개소로 대
폭 확장했다. 하나의 무역관에 다수의 우리 물류기업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국토연구원 컨설팅을 통해 추구하고 있는 물류센터 및 O2O 체험장 건설 그리고 리
모델링 프로젝트도 코트라 무역관과 연대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통로를 확보하여
해외건설 활동 및 무역활동과 연계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표 1> 코트라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 무역관 현황
(무역관소재 전지역, 84개국, 121개소)

상품별

무역관

북미

LA, 뉴욕, 시카고, 디트로이트, 토론토, 밴쿠버, 실리콘밸리, 달라스, 워싱턴

일본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대양주

중국

오클랜드, 멜버른, 시드니
홍콩,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시안, 정저우, 항저우, 난징, 우한, 샤먼, 광저우,
타이베이 등

동남아

싱가포르, 호치민, 다낭, 하노이, 방콕, 자카르타, 수라바야, 마닐라, 프놈펜, 양곤,
쿠알라룸푸르, 비엔티안

서남아

뉴델리, 첸나이, 콜롬보, 다카, 카라치, 뭄바이, 벵갈루루, 콜카타, 암다바드

중남미

파나마, 멕시코시티, 산티아고, 상파울루, 리마, 보고타, 아순시온, 과테말라,
키토,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유럽

암스테르담, 브뤼셀, 마드리드, 프랑크푸르트, 런던, 자그레브, 파리,
브라티슬라바, 스톡홀롬, 취리히, 프라하 등

CIS

알마티, 모스크바, 타슈켄트, 키예프, 울란바토르, 블라디보스톡, 민스크, 바쿠,
노보시비르스크, 상트페테르부르크

중동

두바이, 이스탄불, 카이로, 도하, 알제, 바그다드, 리야드, 무스카트, 텔아비브,
암만, 텔아비브 등

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나이로비, 라고스, 다레살람, 마푸투, 아비장, 카르툼,
아디스아바바

출처: KOTRA 해외공동물류센터 홈페이지

53

02

PART

건설 issue & brief ③

또한 정부와 코트라는 물류 보관 비용을 70%까지 지원해줌으로써 중소·중견 화주기업
의 입장에서도 좋은 연대가 된다12). 다만, 코트라 해외공동물류센터에는 파워풀한 마켓
팅 플랫폼이 없다. 이미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업체가 장악한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독
립적인 우리 플랫폼이 경쟁상대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에서 우
리 중소·중견기업의 재화 및 용역이 경쟁력 있게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템의 이미
지나 정보가 플랫폼 화면상에서 수천 개의 동일 아이템들 보다 상위에 위치하여 소비자에
게 보여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메타버스 물류 플랫폼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된다.
설령 기술력이 다소 받쳐 주지는 못해도 향후 2~3년 뒤에 벌어질 상황을 대비하여 메타버
스 물류 플랫폼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12) 출처: 코트라 해외공동물류센터 홈페이지 (‘21. 10. 12 접속)
https://www.kotra.or.kr/biz/export/customizedService/foreignProductNetwork/foreignPublic
Product/businessInfo.do?menuCode=B030401

54

건설경제 2021년 하반기 통권 90권

6. 메타버스
물류 체계 개념
및 공간 계획

1. 메타버스 물류 체계 개념
메타버스 세상은 가상공간이며 현실 공간의 사람이 아바타를 통해 소통하는 구조를 가
리킨다. 아바타(Avatar)는 산스크리트어로서 사전적인 의미는 '하늘에서 내려오다라는 뜻
의 ava와 땅을 의미하는 tar의 합성어이며 힌두교에서 나온 신이 사람이나 동물의 모습으
로 세상에 현신한 존재, 즉 지상에 내려온 신의 분신을 뜻한다13). 이 단어의 개념을 차용하
여 컴퓨터나 인터넷 통신망에서는 사용자가 게임, 채팅, 가상현실 등을 즐길 때 가상공간
에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움직이는 그래픽 아이콘을 아바타라고 부른다.
메타버스 물류 플렛폼은 물류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의 B2B14) 또는 B2C15) 거래 관계를
나타낸다. 물류와 관련해서는 플랫폼에서의 거래와 결제 이후 현지의 물류센터에서 직접
해외 소비자의 가정 및 기업에 배송한다. 플랫폼에서는 공동 판매 및 소비 그리고 공동 사
무업무처리가 한국과 외국 간에 동 시간대에 일어난다. 마치 재택근무를 하듯이 한국인과
먼 거리에 있는 외국인이 고용관계를 형성하고 같은 가상공간에서 일을 함께 진행하는 것
이다. 지금까지 중소·중견기업은 거리가 멀어 해외 진출을 하지 못하였거나 해외 수요를
확보하기 어려워 해외에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고용 관계의 형성은 직장 상사와 직원과의 관계, 관리자와 판매원, 관리자와 영업사원,
영업사원이 대리점의 소장이 되는 구조를 갖는다. 대리점의 소장은 다시 설계사를 고용하
여 영업망을 넓히고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판매망을 해외의 어떠한 나라들이라도 구석구
석까지 전파한다. 그동안 코트라 등에서 마켓팅을 대리할 수 없어 해외공동물류센터가 잘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이 되었는데 마켓팅은 물건을 팔고자 하는 기업의 노력 없이는 불
가하다. 아바타를 활용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고용관계를 통해 신뢰를 확보하고 소통하
며,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기존 인터넷 공룡이 최근에 반품이 급증하는 등 신뢰를 잃어
가고 있는 것과 달리 소비자의 체험 강도를 크게 증대시킬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가
까운 미래에 인터넷 플랫폼을 대체한다.

13) 출처: 「또 다른 나, 아바타(Avatar)」 권선정. 서울시립대신문 인터넷판. ‘01.03.05 승인 HYPERLINK
"http//press.uos.ac.kr/news/articleView.html\?idxno=3068"http://press.uos.ac.kr/news/articleView.
html?idxno=3068 (’21. 10. 12 접속)
14) B2B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전자상거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Business To Business''의
약자이며 기업과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를 의미한다.
15) B2C는 ''Business To Consumer''의 약자로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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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메타버스 물류체계 개념

중소·중견
기업

중소·중견
기업

가상공간
메타버스 플랫폼
(공동판매, 공동사무)

중소·중견
기업

중소·중견
기업

한국인 청년 관리자

대기업

현지화 효과

(통역, 해외동표, 국내체류 외국인)

국내 일자리 창출

Communication

Communication

Credit

언어 : 7%, 음성 톤 : 38%

언어 : 7%, 음성 톤 : 38%

사람을 대신하는

몸짓 및 태도 : 55%

몸짓 및 태도 : 55%

아바타를 통한 신뢰구축

타국 일자리 창출

외국 관리자
(통역, 외국인)

소비자 (개인 및 기업)

현실공간
해외물류센터 또는 KOTRA 해외 공동물류센터
(가정 배송, 기업배송)

출처: ’21년 사업발굴발표회 기조발표 「중소·중견기업 해외물류 인프라 공동프로젝트 추진 방안」 조진철.
’21. 8. 27. 세종시.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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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타버스 공간 개념도
<그림 6> 메타버스 물류 플랫폼 공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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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1년 사업발굴발표회 기조발표 「중소·중견기업 해외물류 인프라 공동프로젝트 추진 방안」 조진철.
’21. 8. 27. 세종시.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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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나 스마트폰, VR 안경16)을 통해 아바타를 입장시키면 글로벌 Hub가 등장한다.
글로벌 Hub는 다시 21개 권역으로 나뉘어지고, 각 권역별 허브는 그 안에 국가별 허브로
연계되고 국가별 허브에서 다시 성 단위로 연결된다. 실질적 사람의 행동 반경을 감안하여
현실 세계에서 출근, 상품 판매 및 빠른 배송이 가능한 거리는 성·주·도 대도시에서 발생
한다. 그래서 성이나, 주, 도, 대도시에 먼저 핵심몰을 구성한다.
몰은 십자로를 중심으로 가로축으로 판매상점들이 펼쳐져 있고, 구매 욕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판매 아바타가 지나가는 아바타에게 판매 홍보를 한다. 십자로 정 중앙에는 공연장
과 커뮤니티 몰을 배치하여 아바타가 많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한다. 상점 뒤에는 사무실이
있어 핵심몰에 입점되어 있는 상점의 판매망 확대를 계획, 영업 그리고 관리한다.
그리고 판매망 확대를 결정하면 현·군·소도시 단위로 몰을 구성하고 작은 규모의 도시

상점

사무실
사무실

상점

상점

사무실

상점

사무실

상점

사무실

상점

상점
사무실

상점

상점

사무실

사무실

상점

상점

사무실

상점

사무실

사무실
상점

사무실

상점
사무실

상점

상점
사무실
상점

상점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상점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상점

사무실

사무실
상점

사무실

사무실

상점

상점

공연장/

사무실
상점

사무실
상점

커뮤니티 홀
상점

상점

상점

상점

상점

상점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상점

상점

사무실

사무실

상점

상점

사무실

사무실

상점

상점

사무실

사무실
상점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상점

상점

상점
사무실

상점
사무실

상점

사무실
상점

현2

상점
사무실

현3

상점
사무실

컨퍼런스
회의실

상점

상점
사무실

사무실
상점

현1

사무실

상점

공연장/
커뮤니티 홀

상점
사무실

그외

상점

사무실

상점

상점
사무실

사무실

상점

상점

사무실

상점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상점

상점
사무실

공연장/
커뮤니티 홀

상점

사무실
상점

상점

사무실

사무실
상점

사무실

상점

상점

사무실
상점

사무실

상점

상점

현2

사무실

사무실

현3

사무실
상점

컨퍼런스
회의실

상점
사무실

현1

사무실
상점

그외

사무실
상점

사무실

<그림 7> 메타버스 몰 공간 개념도

16) VR은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뜻한다. VR 안경은 이러한 가상현실을 시각적으로 체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로 헤드셋이나 고글보다 간편해진 안경 형태의 VR 체험 기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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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가상몰이 만들어진다. 가상몰은 현실 세계의 물류센터 및 도소매센터의 수요를 발생
시키고 실제 건설 활동을 유발함으로써 우리의 해외건설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으로 기대된다.
※ 본 논고는 ‘21년 8월 27일 개최된 일반사업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강화」
의 사업발굴발표회에서 기조발표 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건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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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기업의
성장지원정책과 인증제도

이치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cjlee@krihs.re.kr)

40여년 간 이어진 건설산업의 생산체계가 개편되고 있다. 업역규제 폐지는 2021년부
터 적용되고 있으며, 업종체계 개편은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법·제도의 개편이
건설산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업의 빠른 적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소건설기업
은 자금력과 인력이 부족하여 변화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1)

건설산업은 중소건설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중소건설기업의 적응시기가 개편되는
법·제도의 정착시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본 고에서는 건설산업에서 중소건설기
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후, 중소건설기업에 필요한 성장지원정책과 인증제도의 필
요성을 설명한다.

1. 건설산업에서
중소건설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국내 건설시장에서 건설기업수와 수주건수에서 중소건설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8%
이다(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2020)2). 종사자수의 비중도 80%로(통계청 2019)3), 건설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다. 반면에, 수주금액은 57%로 수주건수(98%)에 비
해 크게 낮았다<그림 1>. 해외 건설시장에서도 중소건설기업수(75%)와 수주건수(51%)의
비중은 높았지만, 수주금액은 2%로 크게 낮았다(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2020)4). 중소
건설기업이 수주건수에 비해 수주금액이 낮은 이유는 부가가치가 낮은 사업을 많이 수행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 국내 건설산업에서 중소건설기업의 비중(2018)
① 건설 기업 수

② 종사자 수

③ 수주현황: 기성건수
2.1%

2.0%
19.9 %
중소건설기업 비중
98.0%

④ 수주현황: 기성금액

중소건설기업 비중
80.1%

중소건설기업 비중
97.9%

중소건설
기업 비중
55.6%

44.4%

주1: 건설기업수와 수주현황(기성건수·기성금액)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을 기반으로 함
주2: 종사자 수는 건설업조사보고서(통계청, 2019)를 기반으로 함

1) 중소건설기업으로 매출액 1,000억원 이하이고, 자산총액 5,000억원 이하를 의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20. 대통령령 제30934호.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2)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http://www.kiscon.net (2020년 08년 25일 검색).
3) 통계청. 2019. 건설업조사. http://kosis.kr (2020년 08월 25일 검색).
4)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http://www.icak.or.kr (2020년 08년 25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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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건설기업의 성장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건설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
며, 그 정책은 기존의 성장지원정책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2. 중소건설기업에
필요한 성장
지원정책

중소건설기업에 필요한 성장지원정책을 도출하기 위해서 먼저, 기존의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공공발주기관의 사례를 조사였다<그림 2>.
<그림 2>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발주기관의 중소건설기업 지원방안
지원항목
인력

기술 개발 지원

공간장비

주요내용
●

●

●

●

●

사업화

●

●

●

금융

●

●

규제완화

해외 진출 지원

시장개척

전문지식

●

●

●

●

●

정부

지자체

채용 시 보수지원
공공기관 및 대학인력 지원

●
●

●
▲

연구장비 및 소프트웨어 지원
연구실, 실험실, 부대시설 지원

●
●

개발기술의 평가·인증비용 및 사업화·비용지원
세무, 회계, 법률, 규제 등 전문지식 컨설팅 지원
네트워킹 및 수요처 확보지원

●
●
●

●
▲
●

금융지원을 위한 펀드조성
금리, 세제, 공제 수수료 혜택
기술개발 자금 지원

●
▲
▲

●
●

규제 샌드박스

●

진출국 정보 및 여건 정보제공
발주자 네트워킹 및 현지활동비 지원

●
●

●

전문가 컨설팅 지원
전문인력 양성지원

●
●

▲

●

지역 건설 기업 지원

금융

●

해외진출을 위한 펀드조성

우수기업

●

중소기업 육성기금 혹은 경영안전자금 우선·우대지원

●

표준시장단가 및 실적공사비의 적용 제한
분할·분리발주 / 공동도급 활성화, 입찰참가 자격완화

●
●

입·낙찰

●

●

고용

●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

공정거래

●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

●

역량강화

●

맞춤형 컨설팅 및 기능인력 육성

●

대기업 네트워크 강화·대기업 협력업체 등록지원
관급공사·민간공사의 지역건설기업 수주지원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
●
▲
●
▲
●

●

일감확보

●

●

공공기관

주: 「●」는 일치, 「▲」는 유사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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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공발주기관은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진출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 정부
가 지원하는 기술개발은 크게 인력과 공간·장비, 사업화, 금융지원 및 규제완화로 분류
할 수 있으며, 해외진출 지원은 시장개척과 전문지식 및 금융지원으로 분류된다. 공공발
주기관의 지원은 정부보다는 다양하진 않지만, 자금지원 및 금리인하와 같은 비용에 관
련한 지원이 많았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건설기업의 입찰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
원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우수 중소건설기업의 선정과 입·낙찰, 고용, 공정거래, 역량강
화, 일감확보 지원이 포함되며, 지역건설기업 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
여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존의 지원사례<그림 2>를 기반으로 중점 지원내용을 도출한 후, 설문조사
를 통해 중소건설기업에게 필요한 성장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수행되었으며, 중소건설기업 종사자들이 그 중점 지
원내용을 5점 척도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응답자는 총 140명이다(종합건설
기업 종사자 19명, 전문건설기업 종사자 121명). 설문조사 결과<그림 3>, 수요가 높게 조
사된 지원방안에는 단기간에 지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입찰 시의 가점부여와 건설보증·
보험 수수료의 할인 등이 포함되었다. 기술개발에 대한 수요는 낮지만, 개발된 기술의 활
용에 대해서는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중소건설기업이 직접 기술을 개발할
여건은 부족하지만, 기술개발 및 활용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요가 낮
게 조사된 지원방안에는 장기간 지원을 통해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해
외시장진출 지원이 포함된다.
<그림 3> 중소건설기업의 수요조사
① 선호도 상위 10개 지원방안

② 선호도 하위 10개 지원방안

교육기회 확대

3.49

기술개발회사 창업지원

고용평가 가점

3.50

주력분야실적 연계지원

3.19

기술의 무상이전·사업화 지원

3.18

수의계약, 제한·지명경쟁

3.45

입찰가점(컨소시엄)

3.46

입찰가점(단독)

3.59

기술개발 인력지원

전문지식 컨설팅

3.55

기술개발 펀드조성

3.39

2.5

3.5

2.96
3.07
2.75

해외진출 컨설팅

3.61
3.0

2.80

해외기술인증

3.54

건설공제수수료 할인

2.93

기술개발 공간지원

상포협력평가 가점

개발기술 구매협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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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술의 test-bed 제공
3.76

개발기술 사업화지원

3.04

2.84

해외진출 지원기관과 연계
4.0

2.80
2.5

3.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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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중소건설기업의 성장을 지원하
여야 하므로, 수요가 낮더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지원방안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
해야 한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건설산업 혁신
방안(2018)5)’을 발표하였으며, 기술혁신, 생산구조 혁신, 시장질서 혁신, 일자리 혁신으
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중소건설기업 지원정책의 사례조사와 수요조사,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기반으로, 중소건설기업 성장지원 방안을 도출하여 시범사업(2020)
을 수행하였다.

3. 중소건설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시범사업과
시사점

사례·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시범사업에서는 기술개발, 국내 시장진출, 해외 시장진출,
기술개발+국내·외 시장진출(스타기업)의 네 가지로 분류하여 지원대상 중소건설기업을
선정하였다<그림 4>. 스타기업은 하나의 중소건설기업이 중복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기
술개발+국내시장진출, 기술개발+해외시장진출, 국내·외 시장진출, 기술개발+국내·외 시
장진출로 분류된다. 선정대상은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중소기업, 그리고 새싹기업과 도약
기업으로 분류된다. 새싹기업은 창업기간이 3년(기술개발) 혹은 5년(국내·외 시장진출)
이내이며, 도약기업은 창업기간이 3년(기술개발) 혹은 5년(국내·외 시장진출) 이상인 기
업이 해당된다.
<그림 4> 시범사업에서 중소건설기업의 선정방법

기술개발

종합건설
중소기업

+

전문건설

국내외 시장진출

중소기업

새싹기업, 도약기업
새싹기업(창업 3년 이내), 도약기업(창업 3년 초과)

국내: 새싹기업, 도약기업
해외: 새싹기업, 도약기업
①국내시장진출 확대와 ②해외시장진출로 분류지원
새싹기업(창업 5년 이내), 도약기업(창업 5년 초과)

기술개발 +
국내외 시장진출

스타(Star) 중소건설기업

중소건설기업 중, 평가년도 직전 3년 중에서 2년 이상 연속으로 수주실적이 없는 기업,
최근 3년간 불공정 및 사망사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부도, 회생, 워크아웃, 업무

5) 국토교통부. 2018.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 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이자리 혁신 추진. 6월 27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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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정지, 휴·폐업, 부채비율 1,000% 이상, 자본전액잠식 등 부실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모든 지원분야의 자격요건으로는 평가년도 직전 3년 동안의
매출액 상승 비율보다 기술인력 고용증가 비율이 큰 중소기업 혹은 매출액 감소 비율보다
기술인력의 고용감소 비율이 작은 중소기업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국내 시장진출 지원의 경우,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기업의 상호시장 진출을 지
원하기 위해서 종합건설업 중소기업은 직접시공 실적 및 직접시공의 향후계획을 평가하
고, 전문건설업 중소기업은 공사관리 실적 및 공사관리의 향후 계획을 평가한다. 해외 건
설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건설기업은 일부분이므로, 해외 시장진출 지원에서는 종합·전문
건설 중소기업 모두 과거의 실적이 아닌, 선정 이후의 해외진출계획을 평가한다. 국내·외
시장진출은 일자리 창출 계획과 지원 필요성도 평가한다. 기술개발 지원의 경우는 기술성
과 사업성,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을 평가한다<표 1>.

<표 1> 시범사업의 지원 분야별, 주요 선정기준
지원분야

국내
시장진출

해외
시장진출

기술개발

선정기준

종합건설업

직접시공 실적 및 직접시공의 향후 계획

●

전문건설업

●

공사관리 실적 및 공사관리의 향후 계획
일자리 창출 계획

●

●

지원 필요성

●

●

해외진출계획

●

●

일자리 창출 계획

●

●

지원 필요성

●

●

기술성

●

●

사업성

●

●

일자리 창출

●

●

정책 일관성

●

●

시범사업에 선정된 모든 중소건설기업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내용에는 기업진단 방향설
정 컨설팅, 종사자 교육, 보증부담 완화, 저리자금 대출, 홍보를 위한 인증마크 및 인증서
제공이 포함된다. 국내 시장진출 지원에 선정된 중소건설기업을 위해서는 상호협력평가와
고용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여 입찰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며, 공공발주기관과 협력을 통해
기능인력의 육성지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지원한다. 해외 시장진출 지원에서는 사업타
당성분석 및 시장개척지원, 전문분야 컨설팅, 발주처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기술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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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공간지원과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경험·지식·기술 등 지
원, 수요처 확보지원이 포함된다<표 2>.
<표 2> 시범사업의 지원 분야별, 주요 지원내용
지원내용

공통지원

국내

시장진출
국내
해외

기업진단·방향설정 컨설팅

●

●

●

종사자 교육

●

●

●

보증부담 완화

●

●

●

저리자금 대출

●

●

●

홍보를 위한 인증마크·인증서

●

●

●

상호협력평가 가점

●

고용평가 가점

●

공공발주기관과 협력을 통한 기능인력 육성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지원

●

시장
진출
해외

기술개발

기술개발

사업타당성분석·시장개척 지원

●

전문분야 컨설팅

●

발주처 네트워킹 지원

●

공간지원

●

기술개발·사업화지원

●

수요처 확보 지원

●

시범사업을 수행하여 20개의 중소건설기업을 선정하였으며, 그 중에서 종합건설업은
6개, 전문건설업 14개이다. 지원 분야별로 분류하면, 국내 시장진출지원 6개, 기술개발지
원 5개, 해외 시장진출지원 1개, 기술개발+국내 시장진출지원 7개, 기술개발+국내·외 시
장진출지원 1개이다. 그림 5는 시범사업의 공고문과 선정된 중소건설기업에 부여하는 인
증마크와 인증서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중소건설기업의 선정 및 지원방안의 시사점 네 가지를 도출하였다
<그림 6>. 첫째, 중소건설기업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위한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 많
은 중소건설기업은 생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성장지원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동기가
크지 않다. 따라서, 중소건설기업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홍보 확대방안이 필요하다. 대
형 건설기업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중소건설기업에 홍보를 하거나 관련 협회·공제조합
에서 성장 지원정책을 중소건설기업에 주기적으로 알림 역할 수행하는 방안,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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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범사업의 공고문과 인증마크·인증서
① 시범사업 공고문

② 시범사업 인증마크·인증서

디자인 의도
라인으로 이루어진 심볼의 형태는 건설현장의 타워
크레인을 모티브로 숫자 ‘1’과 결합하여 시각화한 것.
이는 건설혁신의 선두주자로서 최고의 기업이 될 것
이라는 의미를 표현

지원정책의 혜택이 중소건설기업 대표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들에게도 적
용되는 방안 수립해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도 필요하다. 중앙정부에서 정치·제도적 지원방
안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제도로 보완하는 것이
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수립하여 지역 중소
건설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지역적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공공발주기관과 연구기관, 관련 협회와 공제조합의 협력이 필요하다. 공공발주기
관은 다양한 건설현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활용한 비전공자 및 청년층을 위한 교육 프
로그램을 계획한다면,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의 유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연구기관에서는 중소건설기업에게 필요한 시공기술 개발을 위한 지식과 인력, 장비
를 지원할 수 있다. 현재는 스마트건설기술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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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 확보를 지원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중소건설기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공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중소건설기업이 스마트건설기술을 사용하기에
는 아직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협회는 건설공사를 위한 기본지
식부터 법률, 세무, 노무와 같은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협
회는 소속 중소건설기업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중소건설기업에 필요한 교육이 무
엇인지 상대적으로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건설공사의 기본지식 교
육 프로그램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구성하여, 비전공자도 건설
산업에 유입할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건설관련 공제조합과 금융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공제조합과 금융기관에서 중
소건설기업에 특화된 펀드를 조성하여, 국내시장진출의 확대와 기술개발, 그리고 해외시
장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제조합에서는 공사유형에 따른 각
종 보증·보험의 수수료 할인과 저리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지원방안도 수립할 수 있을 것
이다. 금융기관에서는 공제조합에서 제공할 수 없는 금융서비스를 지원 가능하다. 예를 들
어, 금리인하 지원과 외국환 거래시 환율 우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향후 건설관련 공제
조합에서 건설산업에 특화된 종합금융서비스를 중소건설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제
조합의 역할 확대도 필요하다.
<그림 6> 시범사업의 시사점
정치·제도적지원

4. 인증제도의
법제화

역량강화 지원

금융지원

중앙정부

공공발주기관
공공연구소

공제조합

지방자치단체

관련협회

금융기관

정부의 중소기업에 관련한 인증제도는 현재 64개이며, 기업인증제도가 48개로 가장 많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중에서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
로 하는 인증제도는 13개(국토교통부 1개, 중소벤처기업부 8개, 산업통상자원부 3개, 특
허청 1개)이다<표 3>. 중소건설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인증제도는 5개(메인비즈, 이노비즈,
수출유망중소기업,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지정,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이며, 메인비
즈를 제외하고는 중소건설기업의 비율은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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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소기업 인증제도의 현황
담당 부처

수행기관

제도명 및 특징

건설기업의 비율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우수 물류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

이노비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 유망 중소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글로벌강소기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업

0%
12.2%
(2021.05 기준)
4.1%
(2019년 기준)
0.3%
(2020년)
0%
(2020년)
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지정

중소기업중앙회
한국 G-PASS 기업
수출진흥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명문장수기업
해외진출 유망 중소기업
(G-PASS)
단체표준인증
뿌리기업 명가지정
사업재편승인기업

한국발명진흥회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중소벤처
기업부

산업통상
자원부
특허청

메인비즈

0.7% 2개
(2020년)
0%
0%
0%
0%
0%
2.4%
(2020년)

중소건설기업이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인증제도의 주요 지원내용은 금융·세제, 금리,
R&D, 인력, 심사, 판로·수출, 컨설팅·홍보, 교육이 포함된다(표 4). 대부분 금융·세제 지
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상품을 대상으로 판로·수출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원내용은 건설산업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주요 특징에는 수
주사업, 건설기술 및 기능인력의 부족, 기술개발 및 사업화 부족, 공공발주기관의 존재, 건
설공사를 위한 보증·보험 필요, 해외시장진출의 높은 위험 등이 포함된다.
<표 4> 중소기업 인증제도의 주요 지원내용
인증제도
메인비즈
이노비즈
수출유망 중소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금융·
세제

금리

●
●
●

컨설팅·
홍보

●

●

●

●

●

인력

●

●
●

판로·
수출

R&D

심사·
평가

●

교육

●
●

●

●

●

●

중소건설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지원을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인증
제도의 법제화 및 인증센터의 수립이 필요하다. 건설산업기본법 46조(중소건설사업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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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와 47조(중소건설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에서 중소건설기업 지원내용을 제시하고 있
지만, 구체적이지 못하다. 인증제도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인증주체와 대상을 정의하고, 인
증방법과 인증기관, 공공발주자와의 연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소건설기업 인증제도의 부처 간의 연계도 필요하다. 현재 총 48개의 중소기업 인증제
도가 있으며, 그 중에서 23개를 중소벤처기업부, 6개를 산업통상자원부, 1개를 국토교통
부에서 수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용보증기금 요율 및 매출채권보험료, 각 은행
과 연계한 금리 우대, 정기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금융 및 세제 지원을 많이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내용에 혜택을 받는 비율이 크게 낮아, 산업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인증제도를 수
립한다면, 중소건설기업의 성장을 위해 더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인증제도의 참여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중소건설기업에 줄 수 있어, 인증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건설산업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건설산업에서 중소건설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5. 결론

수행하는 빈도가 적다. 건설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건설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시장으로의 진출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소건설기업은 자
금력과 인력이 부족하여 기술개발과 국내·외 시장진출의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
벤처기업부와 산업통산자원부와 같은 중앙부처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인증제도가 법제
화되어 있지만, 건설기업이 그 인증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일부분이다. 인증을 받더라도, 그
혜택이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는 못하다.
즉, 건설산업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인증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중소건설기업의 성장
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인증제도가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
처 간의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중소건설기업의 성장을 위한 더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
을 것이다. 중소건설기업의 성장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공공성을 가진 조직
에서 중소건설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증센터를 운영할 필요도 있다.
중소건설기업의 성장은 인증제도의 법제화 및 인증센터의 설립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소건설기업 스스로의 성장에 대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인증제도와 인증센터에서
그 노력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면, 중소건설기업의 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본 고는 저자가 수행한 「김민철 이치주 외. 2021.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
세종: 국토교통부」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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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통찰과 통섭 주간, 경제학박사 (jykimgreeen@gmail.com)

거리 안전마저 위협하는 부실시공을 척결하려면

1.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다단계
불법 하도급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을 위하여 빌딩을 철거하던 중에 붕괴하여 버스
가 매몰되면서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해체공사 중이던
빌딩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해체공사는 재건축사업, 리모델링 사업 등에 선
행하는 공사로 붕괴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차에 따라서 엄격한 관리 하에 하도록
한 공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체공사 중 빌딩이 도로 쪽으로 붕괴하여 마침 정차한
버스를 덮쳐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 불상사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원인에 대해서 다
양한 주장이 제기 되었다. 공법상의 문제, 안전조치의 미흡, 소홀한 관리, 감독 등이 원
인으로 제기되었다. 정부의 합동조사결과는 부실시공으로 붕괴사고가 발생하였고 부실
시공의 원인으로 불법재하도급에 있다고 보았다.
재개발 조합에서 발주할 때 28만원/3.3㎡이었던 해체공사비가 10만원/3.3㎡으로
하도급되었다. 이 공사가 4만원/3.3㎡에 재하도급 되었고 이 재하도급이 불법이었다.
당초 책정된 해체공사비의 공사 35.7%인 하도급 공사비도 크게 삭감된 해체공사비라
고 할 수 있는데 하도급공사비의 40%, 당초의 공사비의 16.4%로 재하도급을 그것도
불법으로 주어서 시공을 하도록 하여 부실시공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재개발 조합에
서 책정하여 원도급자에 발주한 공사가 공사비의 16.4%인 재하도급 공사비로 안전조
치를 취하면서 해체공사 메뉴얼 대로 시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초 설계나 메뉴얼 등과 동떨어진 부실공사로 공사비를 맞출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해체공사 공법상이나 공사관리나 감독 등이 잘못되어서 대형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고 불법 하도급이었다는 것이다. 불법 하도급으로 제대로 해제공사비가 집행되
지 않아서 적정한 공법으로 현장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붕괴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불법하도급 문제는 이번 붕괴사고 때문에 드러난 것은 아니다. 그간 정부는 부
실시공의 이면에는 불법 하도급이 있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정하고
개정하고 다각도 조치를 취하였다. 원·하도급자가 공정한 거래를 하는 관행이 조성되도
록 지속적으로 하도급관련 법률를 제정하고 개정해왔다. 1958년에 제정된 건설업법에
서 일괄하도급을 제한한 이후 1995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건설공사
하도급과 관련된 여러 규정이 마련되었다. 또한 1984년 12월 31일에 제정된 하도급거
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1990년 이후 거의 매년 개정되면서 2021년 8월17일 일부 개
정될 때까지 총 47회 개정되었다.
광주광역시 재개발사업을 위한 해제공사 중 발생한 붕괴사고로 여러 면의 사상자가
발생하자관계 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2021년 8월)」을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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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리고 이번 대책의 조기 확산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법률과 시행령 개정
을 2021년 12월까지 완료하고 즉시 시행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대책의 요체는
발주처의 사전 차단장치를 강화하고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 강화, 시공사간 상호 감시·
견제 유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감시와 처벌을 통해서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자는 것
이다. 이번 대책은 불법 하도급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원수급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이제까지의 하도급관련 대책과 다소 차이가 있다.
정부부처 합동의 조치는 하도급관리 철저히 하여 불법 하도급을 처절히 차단하자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주면서 원도급자가
수주한 공사비의 20-30%를 삭감하는 관행적인 행태에는 하도급 관리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는 합법적인 경우이며 불법적이거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인 경우에는 아주 극
단적인 사례로 볼 수 있지만 광주광역시의 재개발 사업의 경우와 같이 매우 위험한 건
설현장작업(시공)이라 할 해체공사에서도 원수급자가 수주한 해체공사비의 80%이상
을 삭감한 공사비로 해체공사를 하도록 한 경우에 붕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불법
재하도급이 적발되지 않았을 것이다. 원수급자 수주한 공사에서 삭감할 수 있는 공사비
의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원수급자는 종합적 관리를 하면서
시공을 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이고 하수급자는 대부분이 전문 부분을 시공하는 전문건설
사업자이다. 이에 따르면 종합건설사업자는 일정 비율의 직접시공 분을 제외하고는 원
수급자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종합적 계획과 관리 및 조정을 하는데 계약한 공사비의
대부분을 지출하는 셈이다.
광주광역시 재개발 사업에서 빌딩 해체공사비의 80%가 종합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이고 현장작업에서 지출되는 노임과 장비임대 등에 지출되는 비용은 20%에 불과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도급자가 수주한 공사비의 20%만으로 해제공사를 할 수 있다면
원수급자가 발주기관 등이 공사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였거나 부실시공을 방조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는 불법하도급의 근원적 문제는 지나치게 공사비를 삭감하는 하도급 관
행임을 시사한다. 어찌보면 건설공사 하도급의 구조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발
주기관 또는 건축주가 원수급자와 계약한 공사금액은 입찰과정을 거쳐서 예정공사비 보다
낮추어 조정한 공사비로 원수급자의 직접시공을 전제로 결정된 공사비라고 할 수 있다. 원
수급자가 하도급을 주면서 조정하는 공사비가 발주기관 또는 건축주와 원수급자간의 계약
한 공사비 보다 지나치게 낮을 경우 하도급자는 품질을 낮추거나 무자격 건설인력을 투입
하여 비용을 절감하거나 저가 장비를 사용하여 비용을 줄여서 삭감된 공사비를 만회하기
위해 부실하게 시공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리·감독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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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처벌수위를 높이지만, 불법 하도급이나 저가하도급 등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시선이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안전은 물론 거리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불
법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관련 부처 합동의 하도급관련 조치로 불법
하도급을 차단할 수 있는가를 우선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2. 약 7만의 잠재
하수급인이 존재
하는 시장에서
불법 하도급
차단이 가능할까?

우리나라의 건설업체 수는 감소하지 않고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21년 현재 전
체 건설업체 수는 74,061개사이다1). 이중 종합건설업이 14,147개사, 전문건설업이
59,929개사이다. 이들 건설업체의 대부분이 중·소 또는 영세건설업체로 이들 업체의
상당수는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으로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
고 상당수의 건설업체는 시공능력을 갖추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라는 주장도 있다. 이 들
의 대부분은 종합건설업이든 전문건설업이든 간에 현행의 하도급제도에서는 잠재적 하
수급자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수만, 7만이상의 잠재적 하수급자가 존재하
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정하고 합법적인 건설공사 시공의 하도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 수만의 잠재 하수급자가 넘쳐나는 건설시공 현장에서는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아무리 강력한 불법하도급이나 불공정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도 효과는 한계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96년 12월30일 전부 개정되고 1997년 7월1일 시행된 건설산업 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에서는 건설업 등록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하도급 제도가 확립
된다. 제29조 ①항에는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
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나 2인이상에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②항에서는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고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항에서는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
부를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지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④항에서는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지만, 제3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현재는 종합건설사업자)가 그가 하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업종
의 전문건설업자(현재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와 제39조 제3항
1) 타법에 근거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문화재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둥을 제외한 숫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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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시공참여자와 약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 조문이 의
미하는 바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발주자가 허용하는 경우이외에는 건설업 등록제도
에 근거한 전문건설업자와 시공참여자만이 하도급자로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이다.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은 재하도급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2019년 4월 30일 일부 개정하면서 종합건설사업자에게도 하도급이 가능하게 되었다2).
건설산업기본법에서의 하도급관련 제도는 하도급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재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하도급 관리 (제29조의2, 본조신설 2007.5.17),
부적정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제29조의3, 본조신설 2018.12.18),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부적당하거나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하도급계약금액
으로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삭감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
31조, 전문개정 2004.12.31),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하도급 계획의 제출(제31조의2, 본조신설 2007.5.17)), 적정한 하도급을 유도하
기 위한 하도급 공사 계약자료의 공개 (제31조의 3, 본조신설 2014.5.14), 하도급받은 공
사의 시공에서 발주자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지도록 하는 하수급인의 지위 ( 제32조,
1996.12.30 전부개정),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제33조, 1996.12.30 전부개정), 하수급인
의 보호를 위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 제34조, 1996.12.30 전부개정), 하도급계약 이행보
증등 (제34조의2, 본조신설 2015.8.11),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
제35조, 1996.12.30 전부개정),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의 강요를 금지한 불공정행위
의 금지(제38조),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등을 금지하는 부정한 청탁에 의
한 재물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제38조의2, 본조신설 2005.5.26)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된 불법하도급, 불공정하도급 문제는 2010년에도 이어져서 관계
기관 합동으로 2013년에는 불공정하도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의 관
련 규정을 마련하면서 하도급 대금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선하고 하
도급 공정성에 대한 공공부문에서의 인센티브 강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건설근
로자 및 장비업자 보호강화, 발주자-건설사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2015년에는 공공 발주기관 불공정 관행 근절, 민간공사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조치를 취
하였다. 그리고 2017년에는 발주자 갑질근절 및 적정공사비 확보, 수급자-하수급자간 공정
한 거래관계 구축,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및 처우개선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가장 최근인 2021년에는 광주광역시 재개발 현장에서 빌딩 해체공사를 하던 도중에 붕괴

2) 건설산업기본법. 2021. 법률 제18338호(7월 27일 일부개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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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하여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불법하도급이 “시공사는 경제적 관
점에서 불법하도급 유인이 상존하는 반면, 발주자의 사전 통제장치와 인허가청의 사후 적발·
처벌은 미흡” 한데에서 건설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보편화하고 있다고 보고 관계 부처 합
동으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 (2021년 8월)을 마련하여 이번 대책의 조기 확산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2021년 12월까지 완료하고 즉시 시행한
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대책의 요체는 발주처의 사전 차단장치를 강화하고 인허가청의
사후 처벌 강화, 시공사간 상호 감시·견제 유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감시와 처벌을 통해
서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이 대책은 불법 하도급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원수
급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이제까지의 하도급관련 대책과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만의 종합·전문 건설사업자간에 건설공사 공정별로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 장비의 사용이나 건설자재 납품도 하도급으로 이루어지고 있듯이
모든 건설공사에 하도급이 보편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발주처의 사전 차단장치를 강화, 인
허가청의 사후 처벌 강화, 시공사간 상호 감시·견제 유도 등으로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고
무사고 무재해 건설현장을 만든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모든 건설공사 시
공에 대해서 법률에서 하도급을 허용하고 경우에 따라서 재하도급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
에서 “법률과 제도적 장치”내에서 이루어지는 편법적이고 약간의 법률 위반사항으로 볼
수 있는 불법 하도급을 2021년 8월 대책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수만의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이루어지는 하도급 거래 특히 민간부분의 하
도급 거래를 발주자와 원수급자가 주도하여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근
저에는 현행의 건설업 등록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과 건설공
사 시공자격등이 있다. 이에 근거한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한 하도급 구조가 형성되어 있
는 현실에서 불법 하도급이나 불공정 하도급을 차단하는 것은 한계를 보일 것이다. 즉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제16조(건설공사 시공자격) 등이 건
설공사 불법하도급 시공을 조장할 수도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이외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3.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시공을
조장할 수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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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3).
그리고 이 법에서는 건설사업자는 이법의 시행령 [별표3]의 등록기준에 따라서 등록을 하
도록 하고 있다(제2장 건설업 등록, 제9조(건설업등록 등4) 그리고 이를 근거로 수급자
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즉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
으며 건설공사의 원수급자나 하수급자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25조 ①항에

건설경제 2021년 하반기 통권 90권

서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
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4.30.>”로 하고 있고
②에서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개
정 2018.12.31., 2019.4.30.>”로 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에서 발주자, 도급과 하도급 그리고 수급인과 하수급인과
관련된 규정을 하고 있다. 즉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

3)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서는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
물,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
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
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하여야 한다. 그리
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
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등에서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또한 건산업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한
위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의 건설공사
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도록 하고 있다.
4) 1999년4월15일 건설업 면허제도가 건설업 등록제도로 전환되었다. 1999년 4월15일 개정된 건설산
업기본법 제2장 건설업의 등록의 제8조 (건설업의 종류)에서 건설업은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업을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였다. 일반건
설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업종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서 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
업으로서 그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건설등록제도는 2021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021년 개정 이후에는 제9조(건설업 등록등)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8조 (건설업의 종류)에 근
거하여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령에 근
거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5
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와 전문공사는 가스시설공사, 다. 철강구조물공사, 삭도
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를 제외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
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
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룰 업
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업을 등록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국토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국토부령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여러 업종을 등록하는데 제약은 없다. 요컨데 하나의 건설업체가 요건만 갖춘다면 종합건설업 모든 업
종과 전문건설업 모든 업종을 등록하여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다. 종합공사업과 전문 공사업을 동시에
등록한 건설업체는 2021년 9월 현재 2,201개사이며 이중 2008년 겸업제한 폐지 이후에 등록한 업체
수는 1,491개 사이다. 건설업에 등록하여야 건설공사 수급인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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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도급”이란 원도
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
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
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
한다.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
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제2조와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설업 업종과의 연결
점이 없다는 점이다. 건설산업 기본법 제41조에 따라서 건설공사에서 수급인과 하수급인
자격은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개정된 법률에 따
르면 종합공사의 수급인이 반드시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공사의 수급인이 전문건설사업자
가 아니다. 또한 하수급인도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아니다. 2019년 4월 30
일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5) 에서 종합건설사업자와 전

5) 건산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의 단서조항에서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제16조 ①항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
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9.4.30.> 즉 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
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
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
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
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
받는 경우 5.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6.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
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
급받는 경우 7.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
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해
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업
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
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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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설사업자가 서로의 업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가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0월에 발표한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사항 설명자료 - 업역규제 폐
지를 중심으로 - ”에 따르면 하도급 구조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1 > 건설업 업역 개편 이후 하도급 구조 체계도

본(本) 업역 도급시 : 최대 3단계
제한없음

서면승낙

서면승낙 및 20%이내 하도급
발주자

<단계>

원도급

종합공사

전문공사

종합업자

전문업자

하도급

종합업자*

전문업자

재하도급

종합업자*

전문업자

종합업자*

전문업자

*10억원 미만 도급공사는 종합에 하도급 금지(법 제29조 제4항)

상대역 도급시 : 최대 2단계
제한없음

서면승낙
발주자

<단계>

원도급

하도급

서면승낙 및 20%이내 하도급

종합업자*

종합공사

전문공사

종합업자

전문업자

전문업자

종합업자*

2억 미만
'24부터 시행

전문업자

*10억원 미만 도급공사는 종합에 하도급 금지(법 제29조 제4항)

참고: 국토교통부 건설건설사업기본법령 개정사항 설명자료, 2020.10, 22쪽

2019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면 이제까지
종합건설공사의 원수급자는 종합건설사업자 하수급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아니고, 전문
건설공사의 원수급자 또는 하수급자는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종래의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의 원·하도급구조에 변화가 예
상된다.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업종과 업무분류 및 업무내용 그리고 건설공사 예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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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등록한 건설업 업종과 다른 공사도 도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로 토공사·포장공
사 및 상하수도설비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토목공사업자 및 토목건축공사업자 뿐만 아
니라, 토공사업·포장 공사업 및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모두 보유한 전문건설업자도 도급
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토공사·포장공사 및 상하수도설비공사가 복합된 종합공사를
토공사업·포장 공사업 및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을 모두 보유한 전문건설업자가 주계약자
로 도급이 가능하고, 이중 전문공사인 토공사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토목공사업자가 부
계약자로 도급가능 또한 1개의 전문공사인 건축물 방수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인 습식·방
수공사업자 뿐만 아니라, 건축공사업자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자도 도급이 가능하다. 이는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가능하다는 의미이다6).
건설공사의 시공은 종합공사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직접 또
는 간접(위탁)적으로 건설인력이나 장비 등을 투입하여 토목시설물 공사, 건축공사, 산업
환경 기계설비 공사, 조경공사를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문공사의 시공은 직접
또는 간접(위탁)적으로 건설인력이나 장비 등을 투입하여 건산법 시행령 [별표1]의 전문
건설 업종별 업무분야, 업무내용, 예시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하는 것이다. 건설공
사의 시공 대상은 종합공사 건설사업자와 전문공사 건설사업자에 따라서 크게 다를 수밖
에 없다. 종합공사의 경우 종합공사 건설사업자는 전 공정의 직접 시공은 현실적으로 불가
능하다. 전 공정의 현장 작업을 할 수 있는 건설인력이나 장비를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산법 시행령 [별표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그리고 예시된 건설
공사는 종합공사 건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시공능력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고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는 직접시공7)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본 업역( 업종 건설공사 )
도급시 종합공사 건설사업자에게 종합공사나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경우 어떠한 방식이든
시공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공사 건설사업자에게 나누어서 재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으
나 전부 하도급을 줄 경우 이는 불법하도급이다.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일부 또
는 전부를 재하도급 줄 경우 불법 하도급이 된다. 또한 상대 업역 도급시 역시 종합공사 건
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경우 불법 하도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현행의
건설업 등록제도가 불법하도급을 차단하는데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불법 하도급이나 불공정 하도급을 차단하려면 하도급 구조 형성의
근간이 되는 건설업 등록제도의 개편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건설업 등록제도 개편의
핵심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전면적인 개편과 맥을 같이한다.

6) 국토교통부 건설건설사업기본법령 개정사항 설명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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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하도급을
차단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면적인 개편이
답이다.

건설공사 시공체계의 특징은 원수급자인 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
정과 하수급자인 종합 건설사업자 또는 전문건설사업자의 공종별 시공이란 역할 분담이
다. 건설공사 시공의 하도급은 건설업 업종별 등록한 건설사업자만이 받을 수 있다. 2019
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종한 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시공 하수급
자가 된다. 따라서 건설공사에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정하는데 건설업종과 각 업종별
업무내용과 건설공사 예시 등은 준거가 된다.
1958년에 제정된 건설업법에서 건설공사에 근거하여 건설업 업종이 분화되었으며 이
후 개정을 거듭하여 건설공사 분류에 따른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그리고 업무내용별 건
설공사의 예시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정리되었다. 2007년 5월 17일 건
산법의 개정으로 건설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
분되었다. 시행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었다. 현행의 건설업 업종이 이때부터 종
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분화되었다. 2011년 5월 24일 건산법이 개정되면서 건설업
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 법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이 조문은 현재까지 유지되어 건설업의 업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
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종합공사란 종합
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고 “전문공
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하였다. 이에 따르면 건

7) 종합공사 건설사업자의 직접 시공은 종합공사의 전 공정 또는 일부 공정의 시공이 대상 아니라 1건 공
사의 일정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 등록제도와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건산
법 제41조(건설공사의 시공제한 )등과도 연관성이 없다. 건산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
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19.4.30.>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
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2019.4.30.> ③ 발주자는 건설사업
자가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4.30.>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
은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
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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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업자8) 즉 이 법이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는 종합적
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사업자 즉 종합
건설사업자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사업자 즉 전문
건설업사업자로 구분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9)에는 건설업종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
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하고 업무내용과 건설공사를 예시하고 있다. 종합공사를 시
공하는 업종중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조경공
사업 등이다(<표 1> 참조).
<표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일부)
구분

종합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
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
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1. 토목
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2. 건축
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
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
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4. 산업·
환경설비
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
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5. 조경
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
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등의 조성공사
공사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
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환경
오염방지시설·하수처리시설·공공폐
수처리시설·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
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1. 대통령령 제32014호(9월 24일 타법개정). 제7조([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8) 2019년 4월 40일 건산업 일부개정에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명칭을 변경하여 2019년 11월 1일
부터 시행
9) <개정 2021. 8. 3.> [유효기간 : 2023년 12월 31일] 제2호 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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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2019년 6월 18일 개정에 따라서 지반조성·포장 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
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가스설비
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15개 업종이다. 각각의 전문건설업 업종에
따른 업무분야가 27종이며 업무분야에 따라서 업무내용과 건설공사를 예시하고 있다. 전
문건설업 업종, 업무구분, 업무내용 그리고 건설공사의 예시는 <표 2>와 같다.
<표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일부)10)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1)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성토(흙쌓기)·절토
(흙깎기)·흙막이공사·철도
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
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2)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
·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유지·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
포장공사, 소파(小破)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
방지턱설치공사 등

3) 보링·
그
 라우팅·
파일공사

가) 보링·그라우팅공사: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boring: 시추(試錐)하는
것을 말한다]공사, 그라우팅
[grouting: 균열이나
공동(空洞)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를 주입
하거나 충전(充塡)하는 것을
말한다]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나) 파일공사: 항타(杭打)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가.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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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나. 실내건축
공사업

업무분야

실내건축
공사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가)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
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
사등

나)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목
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
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이하 생략, 출처: 건
 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1. 대통령령 제32014호(9월 24일 타법개정). 제7조([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10)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
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
약을 같은 건설사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 및 업종별 업무분야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3.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의 모든 업무분야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다
만,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 및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
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할 수 있으며, 주력분야가 아닌 다른 업
무분야의 공사는 수행할 수 없다.
5. 제4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기계설
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가 복합된 공사로서 기계설비공사가 주된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6.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기계설비공
사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가. 난방공사(제1종)
나. 난방공사(제2종)
다.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7. 제4호에도 불구하고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연면적 350
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제1종)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
행할 수 있다.
8. 제4호에도 불구하고 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연면적 250
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난방공사(제2종)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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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설업 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에서 주목하
여야 하는 점은 건설업 업종이 종합공사 즉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간에 연관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1958년 건설업법 제
정당시의 건설업종 분류는 건설공사의 시공공정을 고려하였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정 이
후의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종 분류는 종합공사의 부대공사와 일부공사를 감안하
여 분류하고 있다. 이는 건설공사 각 업종별 건설공사의 예시에서 잘 보여진다.
건설업 등록제도에 근거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자가 <그림 1>에 따라서 건설공
사의 시공 공정에 맞추어 하수급자를 선정하면 1단계 하수급자 또는 2단계 하수급자로 건
설공사의 시공을 완성할 수 있을까? 최근 불법다단계 하도급으로 문제시되었던 해체공사
를 사례로 검토하였다. 대상공사는 2021년에 계약된 추정가격 (부가가치 불포함) 1억 8천
916만원인 학교건물 해체공사이다<그림 2>.
이 공사에 대한 내역서에 따른 해체공사의 공종은 가설공사, 토공사,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별도) 등이다. 이 공사에는 굴삭기, 플레이트 콤팩터, 대형 브레이커 등 장비가 사용
되고 15톤 덤프 트럭으로 폐기물을 운반한다11).
<표 3> 사례 해체공사의 내역서 (일부)
0101 건 축 공 사
010101 교사동
01010101 가 설 공 사
조립식 가설울타리/E.G.I철판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강관비계(외줄) 설치 및 해체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01010102 토 공 사
마사토 부설
01010103 철거 공사
샌드위치판넬 철거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벽돌 및 불록벽 철거
무근콘크리트벽 철거(30cm미만)
철근콘크리트벽 철거(30cm미만)
폐기물 상차비

H=2.4, 3개월
수직보호망
10m이하, 3개월이하
높이 2m, 3개월

M
M2
M2
대

보통, 굴삭기 0.7m3+플레이트
콤팩터 1.5ton+인력 10%

M3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보통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보통
15ton 덤프트럭

M2
M2
M3
M3
M3
TON

11) 이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 첨부서류는 공고서, 시방서, 내역서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조달청의 나라장
터의 시설입찰공고에 게제되어 있다. 입찰공고번호는 2021091930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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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사례 건설공사 입찰공고 현황 (상대시장 허용 해체공사)

주: 조달청 나라장터 시설계약현황에서 논의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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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사는 상호진출허용공사로 종합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종합건설사
업자)와 전문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다. 업종은 비계. 구조물해체 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령 [별표1]의 비계. 구조물해체 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건설공사 예시에서
구조물해체ㆍ비계 공사업은 가설공사는 건설공사의 예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나 토공
사, 철거공사는 구조물해체ㆍ비계 공사업의 업무내용이나 건설공사의 예시에서 확인 할
수 없다. 건축공사업의 경우 해체공사의 직접 시공능력을 확인할 수 없다. 해체공사의 전
문건설사업자는 가설공사 이외의 토공사와 철거공사를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는 건축공사업은 업무내용이나 건설공사의 예시를 통해서 직
접 시공역량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문건설사업자이든 종합건설사업자이
든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례대상 해체공사는 이미 낙찰자가 결정되어 시공단계에 들어갔는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시공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사례공사의 하도급 구조 등
검토할 수 없다. 이를 감안하면서 사례대상공사가 어떻게 시공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사례공사의 시공을 일부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을 주면서 시공한다고 가정할 경우 원수급
자는 어떤 업종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을까? 가설공사는 같은 업종의 건설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으나 토공사와 철거공사의 경우 하도급자의 선정이 현실적
으로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앞의 <표 2>의 건설업 업종에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하도급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업자 중 토공사
나 철거공사 시공경험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 4> 해체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업종의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시
업종

건축공사업

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가)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나)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
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
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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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검토결과는 해체공사 뿐만 아닐 것이다. 대부문의 건설공사의 시방서와 내역서
의 세부공사 목록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 업무내용과 건설공사의 예
시를 대비해보면 불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정이나 현장작업의 내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건설업의 업종을 분류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현행의 건설업 등록제도를 근간으로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시공참여를 제한하거
나 허용할 경우 불법하도급과 불공정 하도급을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시
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시공에서 불법, 편법, 탈법적인 하도급을 차단하고 수
급자와 하수급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건설업 등록제도의 대대적
인 개편이 전제되어야 한다.
건설업 등록제도 개편은 건설공사의 시공과정과 상황등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토대
로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종합적 계획과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건설공사의 주요 공정의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업무내용은 건설공사의 예시에
근거하여 주요 공정을 정하도록 한다. 전문 건설업종은 건설공사 중 주요공정을 제외한 공
정과 전체 공정별 세부공정을 시공하는 업종으로 세부공정에 따라서 업무를 구분하고 건설
공사의 예시에 따라서 업무내용을 구체화 하도록 한다. 종합건설사업자의 공사금액의 일
정금액을 직접시공하도록 하는 현행의 직접시공제도는 폐지하고 건설사업자는 원수급자
나 하수급자 모두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공정에 따라서 2단계 또는 3단계 하도급
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불법하도급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심도깊은 논의와 건설정책당국와 건설공사발주기관 그리고 건설사
업자간에 협의와 공감을 이끌어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건설공사 시공을 위해서는 자재 및 기계설비 구매, 건설기계 및 장비 임대, 숙련된 건설

5. 결국 건설업
등록제도 개편이
불법·불공정
하도급차단의
답이다.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건설공사 수급자는 이를 하도급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건설공사 수급자가 건설공사 시공 전 공정에 필요한 모든 기계 및 장비 그리고 건설
인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설물이나 건축물은 공정별로 적정한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완성한다. 통상적으로 건설공사의 시공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는
수급자와 공사의 일부를 도급받은 하수급자가 분담한다. 대부분의 건설공사의 시공이 이
와 같은 구조를 갖을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앞의 <그림 1>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설업종, 업무분
야, 업무내용, 건설공사 예시를 연결시켜보면 얼마나 불합리한 건설업 업종체계로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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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하수급자의 공정한 거래를 기대하였고, 불법하도급의 차단이나 하도급을 정상화시키
기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알 수 있다. 이전에 1958년 건설업법 제정 당시부터 법정화된 건
설업 업종구조가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면개정된 이후에도 이어졌고 업역·업종간의 원
도급 및 하도급 상호 개방을 전제로 한 업역과 업종 조정으로 건설업 업종구조는 더욱더
불합리해졌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건설업 업종별 업무분류, 업무내용, 건설
공사의 예시는 오히려 건설업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건설업 하도급구조도 혼탁해질 수
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이 건설업 등록제도의 기반이 되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와 제16조 근거하여 건설업을 등록하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면서 건설업을 영위도
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체수가 2021년 상반기까지 7만이 넘는다, 추
세를 보면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건설업 상황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상은 다르겠지만 외형적으로 7만이 넘는 잠재적 하수급자가 건설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비정상적이라 할 수 있는 건설업 업역구조에서 정상적인 수급인과 하수급인 관계
가 형성되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는 2021년 8월 부처합동대책 보고
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실상에서 불법하도급을 차단하여 거리의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건설공사 시공현장에서 사고나 재해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어 국민여론의 질타가 있지 않는 한 조용히 산업재재로 처리되고
마는 현실에서 하도급의 정상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건설
업계와 정부당국의 하도급 정상화를 위한 대타협과 결단이 요구된다. 그 결단이 건설업의
정상화를 위한 건설업 업종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다. 건설업의 정상화는 등록제도의 근
본을 바꾸는 데에서 비롯될 것이다.
끝으로 이 글은 이제까지의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유도하고 불법, 탈법. 편법적인 하도급
을 차단하여 하도급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하도급관련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
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의 조치들이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약 70년간 유지하여왔던 건설업 업종체계의 대수술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주
장하였다. 요컨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근로자는 물론 거리의 보행자의 안전을 실질
적으로 지키려면 대응요법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지난 70
여년 동안 우리 건설업의 근간을 바꾸어야 할 구조를 타파하여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
조하는데 그쳤다.

건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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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
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
정 2019.4.30.>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19.4.30.>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
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31., 2019.4.30.>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
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
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④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
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
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신설 2018.12.31., 2019.4.30.> <종전 제4항
은 제6항으로 이동 2018.12.31.> 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전문공
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
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19.4.30.>
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 건설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 2018.12.31.> <제4항에서 이동
2018.12.31.>
1. 제2항 단서, 제3항제1호, 제5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전문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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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미래국토리더스 포럼

지난 5월 24일(월)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5차 미래국토리더스 포럼’을 위
해 국토연구원에서는 강현수 원장, 김성일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장, 김성수 민간투자연
구센터장, 서울대학교에서는 이복남 교수 등 관계자 13명이 참석하였다.
‘제5차 미래국토리더스 포럼’은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의 주최로 진행하였고, ‘환경
급변이 요구하는 한국건설의 미래혁신 전략’을 주제로 이복남 교수가 발표하였다.
발표의 주요내용에는 국내·외 급변하는 환경을 브리핑하고 이에 따른 건설산업에 미
치는 영향을 예측하였다. 그리고 산업 및 기술 혁신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현황, 국내·
외 건설 사업의 현안을 진단하고, 나아가 글로벌 환경 급변이 요구하는 한국건설의 미래
혁신 전략으로 구성하였다. 발표 이후, 발표와 관련 주제로 건설산업연구본부의 각 센
터별 논의를 진행하였다.

1. 발표의
주요 내용

1) 국내·외 환경의 급변 시대 진입
(1) 글로벌 환경 변화의 최대 변수
• 인류의 삶(Human): COVID19 팬데믹, 도시와 집단감염 등
• 시장과 산업(Market/Industry): 제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 지구환경(Environment):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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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technology): VR/AR, 드론, BIM, 3D Printing, (Covid19로 인한)
Seamless Const. Remote Control 등

(2) 산업과 기술의 경계선 붕괴
• 탈산업화 현상(건설산업에 직격탄): 과거에는 산업 내 경쟁에서 현재는 산업 간
경쟁으로 변화
• 성장에 대한 위협: 핵심 기술 부족, 기술 변화의 속도, 과잉 규제, 재정 위기 등
- 특히 기술 변화에는 기술 개발과 동시에 정책을 도입시 새로운 기술이 발생하며,
우리나라 정책은 장기간을 기준으로 진행
- 새로운 경쟁에서는 현재와는 다른 생각과 행동 요구

2) 환경의 변화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외국의 사례
(1) 건설현장의 변화
• 시공방법: 습식공사, 현장 시공 ⇒ 건식공사, 제작 공장 건설
• 건설관리 접근방식: 사람 기반 아날로그 접근 방식 ⇒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접근방식
• 공사자재: 천연재료, 모래, 자갈 목재 등 ⇒ 인공재료, 재활용 자재

(2) 변화된 외국 건설현장 사례 및 효과
• 미국의 Apple Campus 2(BIM 기술 도입)
 - (효과) 100% 에너지 자립, Prefab & Precast, 전천후 현장시공, 시나리오 기
반 건설 계획+건설+BIM+IPD(통합발주), 착공 전 모든 사업자 선정 및 고정, 근
로자 개인별 일일 작업 사전 계획
• 일본의 축구전용 경기장(Pre-Fabrication1)) 기술 도입
 - (효과) 기존 건설방식 대비 공기 및 사업비 40%단축, 현장 기능인력 80% 저감
• 프랑스의 건설 현장(IoT 기술 도입)
 - (효과) 플랜트생애주기관리(PLM) 기술 확대를 통해 시설물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계약(Contract) 고객을 평생(Life-long) 고객으로 전환

1) Pre-Fabrication: 건축 부재를 미리 공장에서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건설하는 것(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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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건설산업 혁신 정책의 현황
(1) 사회변화에 따른 건설산업 혁신
• (건설산업 혁신의 역사) 국민소득의 변화에 따라 학습/모방시대(1962) 건설면허
도입, 자립시대(1976) 전문공사면허제 도입, 내수 전성시대(1995) 등록제 도입,
탈 산업화 시대(2018) 업종·업역 통폐합
• (전망) 혁신은 주로 외부충격에 의해 만들어지며, 2040년 이후 건설산업 혁신의
방향은 설계·시공이 통합된 단일 업종·업역화와 신고제로 예측

(2) 생산구조 혁신
• (현행) 기존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면 동시에 입찰자격이 주어지며 절대평가를
통한 낙찰제로 진행
- 이는 평가에 대한 변별력이 없으며 페이퍼 컴퍼니를 양산하는 요소가 됨
• (혁신 예시) 향후에는 사업자 기준은 낮아지나 입찰자격의 요건이 강화되고 주력
공시제로 진행
- 상대평가를 통해 변별력을 상승 전망

(3) 기술정책 혁신
• ‘스마트건설기술개발’에서는 OSC(Off-Site Construction) 건설기술과 Modular
건축기술에 대하여 2025년에는 기술개발 완성, 2030년에는 건설자동화(제작
공장화)를 목표로 2천 50억을 들여 준비 중에 있음
- (효과) 생산성 및 건설생산디지털화 25% 이상 상승, 공사기간, 재해율 25%
이상 감소 예상

(4) 혁신에 따른 제도 마련 요구
• 기술자와 근로자의 수요 감소에 대처, 원가산정 및 입찰평가 방식, 발주 및 계약
제도, 진도 및 기성액 산정방식,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쟁상황 등

4)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현안
(1) 인프라의 유지 관리
• (인식의 차이) 인프라에 대한 산업체와 국민의 인식은 ‘시설물’ 대 ‘서비스’로
다르게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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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는 G20 중 국토면적당 고속도로연장 1위이나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가
OECD 국가중 국도포함 국토면적당 전체도로연장 21위
• (현황) 10년 이상된 건설시설물이 천제의 절반 이상, 30년 이상 노후화율은 20
년 후 44.4% 급증 예상
• (인식의 접목) 기존의 건설 중심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양에서 ‘삶의 질’로 인프
라 유지관리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지역별 Index로 설정하여 지역평준화가 아닌 지역 맞춤화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

(2)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현황
• (현황) 인프라개발 투자계획에 비해 재정여력은 이미 소진되었으며 민간자본과
국민펀드 촉진이 불가피
• (주체) FI(Financial Investor: 금융기관), CI(Construction Investor: 건설
기업), 그 외 제3섹터 등

(3) 사업시행 구조
•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제45조(감독·명령)에 따라2) 역할이 제한되어 있으며 부
실시공 및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공단이 감독을 대행함
• (실시협약) 그러나 감독대행 기관은 감리계약을 통해 건설사업관리로 확대하여
사업에 대한 책임 감소
• (사업시행 현황) 민자철도 프로젝트 사례에서는 비공식 관리조직(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이 감독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각 공구별 지
분을 가지고 있어 같은 조직처럼 움직이고 있음

(4) 노후인프라 유지관리의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필요
• (장점) 공공: 조직과 경험, 실적 보유/ 민간: 생산성 유지, 신규시장과 일자리 창출
• (단점) 공공: 예산에 맞춘 유지관리, 전문가 부재(순환보직)/ 민간: 전문성과 전
문가 부재(경험부족)
• 민간자본이 참여시 유지관리 규모가 예측가능하여 불확실성 감소, 국가인프라는
공공이, 도시인프라는 민간이 참여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음
2)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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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기업 Anuual report, Ferrovail SA, Skanska, Vinci Group 사업 포트폴리
오를 참조하여 민간에 개별 인프라보다 구역단위 관리 위탁 제안

(5) 정책과 제도혁신 요구
• SPC 기능과 역할, 사업조직 구조 재정립, 재정법 개정을 통한 SPC 조직 운영비
조달의 독립성 유도, 실시협약 표준약간 계정, 사업참여주체간 역할 분담, 사업관
리체계 개선, 공기지연 및 공사비 증액 예방을 위한 약관 개선 등

(5) 국내 CM/PM3) 의 현안
(1) 메가 프로젝트의 변수
• (내부) 내생변수로 자체에서 해결 가능한 변수
• (외부) 외생변수로 프로젝트 조식 밖에서부터 영향을 받는 변수
• (예시) 공기와 투자비의 경우 10조원의 1% 변수가 1천억원의 증감과 직결
- 보스턴시 도로정비 사업은 25억불로 시작하여 146억불로 준공하는 등 규모가
클수록 외생변수가 기하급수로 증가

(2) CM/PM의 도입배경
• (미국) PM은 공공수요자(발주자), CM은 민간수요자(건축) 필요에 의해 탄생
• (국내) WTO 시장개방 협력 조건으로 1997년부터 건설시장 개방, 국내 PM 도입
배경에 따른 정부와 산업계의 다른 인식 발생
- (정부) 국내시장 개방과 동시에 해외시장 진출, 산업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수단
- (산업계) 발주자 역할 대행인 새로운 시장
• 이에 외국은 PM과 CM을 다른 개념으로 인식하나 우라나라는 같은 개념(건설
사업관리)으로 인식

3) PM(Project Management)/CM(Construction Management)
- PM: 시공과 연계하여, 초기 단계의 계획 설계 및 시공 이후의 운영 관리 등을 포함한 건설 전과정 통합
관리(PM) 의미
- CM: 설계, 구매조달, 시공을 관리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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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 및 민간투자사업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ancy) 활성화 방안
• 사업준공 평가제 도입: 국가재정법 개정
- 계약별 평가가 아닌 국가 예산 소비기관 평가, 공공사업 발주자 평가제 도입
• 사업책임자 지명제 도입: 행정안전부 보직제/기관 내규 준수
- 모든 공공/민간투자사업에 사업총괄책임자 지명제(평가제 도입)
• 모든 공공/민간투자사업에 발주자 비용 계정 신설: 국가재정법 개정
- 국제회계기준 IFRS 으로 전환 中4), 공공발주기관 경상비와 사업비용 분리 원
식 도입, 총사업비에 발주자 예산 반영

(6) 해외 PPP5) 사업 역량 현안
(1) 국내 해외 PPP 사업 역량
• 확정된 일에는 강점, 계획 및 관리에는 약점 존재,
‘Team Korea’로 잘하는 사업 도전
- (강점) 국제 최고 수준의 실적(원자력 발전소, 국제공항, 고속도로(유료도로)
건설과 운영)
- (약점) 시장과 상품 수요 분석 및 설계 관련 사업발굴(Deal Sourcing), 조직 및
전문지식, 타당성 조사, 사업구조설계(Deal Structuring) 역량 부족

(2) 한국건설의 글로벌 챔피언 사업 예시
• 인천국제공항 경험의 상품화
- (업적) 1995년 이후 개항된 공항 중 문제가 없었던 유일한 공항
- (상품 가치) 건설과 개항 공기 준수, 검증된 지식과 경험, 최고의 운영 서비스와
수화물 분실 사례

4) G
 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회계규정 자체,
구체적인 회계 실무 지침, 또는 실무로부터 발전되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회계기준(회계·세무 용어사전.
2006. 고성삼 저. 법문출판사)
5)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합작투자사업): 민간은 위험 부담을 지고 도로 등의 공공인프라
투자와 건설, 유지 및 보수 등을 맡되 운영을 통해 수익 획득하고 정부는 세금 감면과 일부 재정 지원(한
경 경제용어사전. http://dic.hankyung.com. 검색일: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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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국제 공항 건설과 운영 경험의 상품화
• 기획 및 종합사업관리(PMC), 개념설계와 PMC, 종합시운전과 PMC, 운영과 시
설확장 사업의 PMC, 국제공항 PMC 마켓팅 프로그램, 공항설비 24시간 이내
이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공사와 연합 시스템을 통해 한국브랜드의 성공 사례를 상품화하여 ‘Team
Korea’로 운영

(7) 글로벌 환경 급변이 요구하는 한국 건설의 미래 혁신 전략
(1) 방향보다 속도가 주도하는 시대
• (생존전략) 전부를 위한 점진적 개선에서, 수요자를 위한 소수의 빠른 혁신 필요
- 계획 중심에서 실험 중심으로, 변수 최소화에서 속도 최대화로, 최적화에서
혁신 위주로, 비용 주도에서 기회 주도로, 개선·증진에서 파괴적 혁신으로 주도

2. 논의 내용
(1) 해외진출을 위해 중소건설기업이 갖추어야할 역량
• 중소건설기업의 필요 역량은 현지화와 관리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현지화) 일본, 유럽의 해외진출 경우 현지화를 잘 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진출
한 업체의 현지 업체와 연계를 맺는 것이 확실한 방법임
- (관리능력) 우리나라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협업과 관리 역량이 부족,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강하지만, 중소기업은 하청받은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지도를 하
고 이끌어가는 힘이 부족. 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기업의 역
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

(2) 미래 변화에 대응한 건설업체의 우선순위 중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점
• 2025년, 2030년의 건설산업 모습을 먼저 그리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함
 - (현황 진단) 기존의 법과 제도, 산업체 역량, 대학 및 재교육 기관의 커리큘럼을
확인하여 목표를 먼저 제시한 후 방향 설정 제안
- (선진국 사례 제시) 일본과 프랑스는 건설업을 제조업으로 선정. 우리나라 기업
들도 국내적인 기술, 기반을 가지고 모범 사례들을 발굴하여 선진국을 따라가
는 선도사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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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가 법제도를 벗어나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범사업
• 발주자를 대상으로 기술 변화를 제시하고 관련 기술로 공사를 진행
 - 90년대에는 발주자에게 기술 변화를 암시하여 여러 기술연구소 및 CM부서
가 창립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이러한 흐름이 없음. 하청기업들은 발주자가 변
화를 제시하면 따라 갈 것이기 때문에 발주자의 기술에 대한 기대를 상승시킬
필요가 있음

(4) 민간투자센터에서 노후인프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 대기업의 사업범위는 기존의 건별이 아닌 지역별 관할로 진행
 - 유럽에서는 이미 대기업이 지역별 관할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공공과 민간의 효율성을 비교할 수 있음
• IoT의 기술을 신규사업의 설계기준부터 적용하여 유지관리까지 관리
 - (시설의 경제수명) 설계기준에 경제수명을 설정시 이에 맞춘 재료 및 기술이 선
정되고 유지관리에 유용. 경제수명을 가진 신규시설에 IoT가 도입되면 노후화되
는 과정 전면으로 관리 가능
 - (건설과 IoT의 융합) 건설업 엔지니어가 프로세스 디자인을 통해 사업을 주도
하고, IoT 전문가를 통해 기술을 도입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수준인지 검증 가능
하도록 해야함

(5) 제조업체의 혁신 방식을 건설산업의 대기업이 벤치마킹하여 주도 가능여부
• 전통적인 생산방식에는 대기업 주도로 관료화가 되어있어, 건설 산업의 혁신을 위
한 다른 접근이 필요
• 작업실명제 도입시 품질 및 안전 문제 개선 가능
 - IoT를 가장 쉽게 도입 가능한 부분이며, 자급관리, 작업단위 등 정보시스템으
로 관리 가능
 - 작업단위에 근로자의 퍼포먼스가 축적되면 건설 현장의 책임자(시공자)와 검수자의
책임이 강화되어 작업의 품질 향상과 안전사고 감소 예상
• 국가에서 건설산업의 데이터를 공유하여 청년들의 창업 비즈니스 모델 창출 유도
 - 대기업의 경우 관리감독 역할이 주를 이루며 변화를 움직이기에 무거움. 가벼운
동호회, 창업 및 벤처기업 주도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의 시장성이 검증되면
타기업에 판매 또는 흡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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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50 탄소중립 관련 건설산업의 준비사항
• 건설현장에서의 폐기물 제로 목표 설정
 - 해당 목표는 건설산업의 제조업화가 되면 가능할 것이며, 현장 외에 폐기물 비
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업을 수행하는 개별기업의 재활용 재료(탱크를 녹
여 철근을 만드는 회사에서 재료를 공수하는 등)를 활용하는 비율에 따라 달
라질 것임

(7) 중소기업에서 PM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 공사 금액 규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 컨설팅 기회 가능
• PM 자체를 타겟팅하는 것보다 발주자 PM, CM 평가제로 도입을 제안
 - 산업구조혁신에 따른 업역 붕괴는 발주자 책임이 늘어남을 의미. 공사 PM을
공공의 PM으로 선정하면 사업을 통해 공사기간, 적정가격, 변경빈도 등을
평가. 최저가 문제 또한 최대한 가격이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사업설계
에 변경없이 진행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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