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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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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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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02

PART

건설 issue & brief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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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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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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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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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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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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