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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동향 ①

건설경기 동향

1. 세계경제 동향

신진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kisokujn@krihs.re.kr)
김성일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본부장 (sikim@krihs.re.kr)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며 세계경제는 점차 회복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최근 러시아-우
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IMF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4.4%에서 3.6%로 0.8%p 낮추었고, 2023년 전망 또한 0.4%p 하향 조정
하여 발표하였다.

<그림 1>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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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ank Group(WBG)과 OECD의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IMF보다 높은
4.1~4.5% 수준으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두 기관의 전망치 발표 시점이 러시아-우크라이
나 전쟁 발발 이전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표 1). 실제로 WBG와 OECD 전망치는 우크라
이나 사태 이전에 발표된 IMF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전망치는 기관들 간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였는데, WBG와 OECD가 3.2% 수
준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반면 IMF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감안한 전망치 하향
조정 후에도 3.6% 수준의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며 세계경제 추이를 보다 낙관적으로 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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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기관의 세계경제 전망
(단위, %)
경제
성장률

IMF
2022

발표년월

2023

2022.01

WBG
2022

2023

2022.04

2022

OECD

2023

2022.01

2022

2023

2021.12

세계

4.4

3.8

3.6

3.6

4.1

3.2

4.5

3.2

선진국

3.9

2.6

3.3

2.4

3.8

2.3

3.9

2.5

미국

4.0

2.6

3.7

2.3

3.7

2.6

3.7

2.4

유로지역

3.9

2.5

2.8

2.3

4.2

2.1

4.3

2.5

일본

3.3

1.8

2.4

2.3

2.9

1.2

3.4

1.1

신흥국

4.8

4.7

3.8

4.4

4.6

4.4

4.9

3.8

중국

4.8

5.2

4.4

5.1

5.1

5.3

5.1

5.1

인도

9.0

7.1

8.2

6.9

8.7

6.8

8.1

5.5

브라질

0.3

1.6

0.8

1.4

1.4

2.7

1.4

2.1

자료: MF(2022.01, 2022.04)
World Bank Group(2022.01)
OECD(2021.12)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며 회복기조에 들어섰지만 전쟁으로 인해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이다. 또한, 중국의 광범위한 방역정책 시행은 국제사회의 주요 생
산허브를 마비시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세계경제 회복기조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국내경제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역조치가 완화되며 회복기조에 들어선 것으로

2. 국내경제 동향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올해 2월 글로벌 경제활동 재개, 국내 방역조치 완화 등을 근거로
2022년과 2023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각각 3.0%, 2.5% 수준으로 전망했지만, 최근 중국
봉쇄조치,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여건을 감안하여 5월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
정하였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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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내 경제성장률 추이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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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의 2022년과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의 5월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
인 2.7%, 2.4%로 발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3.0%와 2.5% 수준으로 다소 높은 전
망치를 보고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교적 낙관적인 경제전망은 발표 시점을 고려해보
았을 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민간소비 증가율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정부의 재정지출 확
대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설비투자는 최근 공급차질 등으로
완만한 회복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발표되었다. 건설투자는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당
분간 부진하겠으나 하반기부터 완만한 개선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상품수출은
주요국 성장세 약화, 중국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었
다. 국내 취업자 수는 방역조치 완화에 힘입어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될 전망
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원자재가격 상승 및 공급차질 심화,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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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기관의 국내경제 전망
(전년동기대비증가율, %)
항목

한국은행
2022

발표년월
GDP

2023

2022.02

KDI

2022

2023

2022

2022.05

국회예산정책처
2023

2022.05

2022

2023

2021.09

3.0

2.5

2.7

2.4

2.8

2.3

3.0

2.5

3.5

2.6

3.7

2.7

3.7

3.9

3.3

2.3

설비투자

2.2

1.7

-1.5

2.1

-4.0

2.4

3.5

3.3

건설투자

2.4

2.3

-0.5

2.6

-1.3

2.3

1.9

1.6

700

680

500

540

516

602

705

627

민간소비

경상수지(억달러)
상품수출

3.4

2.2

3.3

2.1

4.3

2.5

4.2

3.1

상품수입

3.8

2.3

3.4

2.4

4.2

2.8

3.4

3.3

취업자수 증감(만명)
실업률
소비자물가

28

20

58

12

60

12

26

23

3.6

3.7

3.1

3.5

3.1

3.3

3.9

3.9

3.1

2.0

4.5

2.9

4.2

2.2

1.6

1.6

주: 경상수지는 해당연도의 명목금액 전망치, 취업자수 증감은 전년동기대비증감 전망치를 의미
자료: KDI(2022.05)
국회예산정책처(2021.09)
한국은행(2022.02, 2022.05)

국내경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소득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 금리 인상 가속화와
같은 대외여건 악화가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거론되었다.

3.1. 선행지표

3. 건설경기 동향

■■ 건설수주액1)
건설수주액은 매해 4분기마다 크게 상승하는 계절적 패턴을 보이며 등락을 반복하였으
며, 2019년 4분기 이후 전년동기대비증가율이 대부분 양의 값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1년 1분기부터 상승압력이 다소 완화되며 성장률이 낮아
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래 (그림 4)와 (그림 5)는 공종 및 발주자별 건설수주액 성장기
여도를 살펴본 것이다.
1) 건설수주는 발주자가 제시한 건설 공사물을 건설업체가 완공해주기로 계약하는 것을 의미하며, 계약된 금액
을 건설수주액이라고 한다. 건설업체는 계약 이후 착공과 준공을 통해 기성금 등 사전에 계약된 금액을 수취
하게 되므로 건설수주 규모를 통해 향후 발생할 건설기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이다(한국은행,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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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건설수주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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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22년 1분기 건설수주액은 잠정치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1B002&co
nn_path=I2 (2022년 5월 3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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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공종별 건설수주액 성장기여도

1
2022

건설수주액 전년동기대비증가율(좌축)

주: 2022년 1분기는 잠정치를 활용한 계산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1B002&co
nn_path=I2 (2022년 5월 31일 검색)

2020년 이후 전년동기대비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건설수주액은 주로 건축부문 증가
에 기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수주액이 37% 수준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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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분기 건축부문 성장기여도는 약 41%p로 토목부문의 마이너스 성장(약 -4%p)
에도 불구하고 높은 건설수주 증가를 이끌어내었다. 지난 3년 간 건축부문의 분기별 평균
성장기여도는 약 11.1%p 수준으로 토목부문 평균 성장기여도인 0.6%p보다 약 11배 높
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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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발주자별 건설수주액 성장기여도

1
2022

건설수주액 전년동기대비증가율(좌축)

주: 2022년 1분기 건설수주액은 잠정치,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부문, 국내외국기관, 민자
를 모두 포함.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1B002&co
nn_path=I2 (2022년 5월 31일 검색)

건설수주액 증가 추이를 발주자 별로 살펴보았을 때 2020년 이후 전년동기대비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건설수주액은 민간부문에 의해 견인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
민간부문의 건설수주액 분기별 평균 성장기여도는 10.5%p 수준으로 공공부문 평균 성장
기여도인 1.2%p의 약 10배에 가까운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 건축허가면적2)
지난 3년 간 건축허가면적 추이는 전체적으로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2020
년 2분기를 기점으로 전년동기대비증가율이 양의 값으로 전환되었으며, 2021년 2분기에
2) 건축허가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 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
정처분을 의미하며, 허가된 면적을 건축허가면적이라고 한다. 건축허가 이후 건축물의 공사가 착수되므로
건축허가면적은 건축시장의 향후 추이를 가늠해볼 수 있는 선행지표이다(한국은행,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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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며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최근까지도 15% 내외의 성
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세는 5분기째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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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건축허가면적 추이

1
2022

전년동기대비증가율(우측)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6&tblId=DT_MLTM_2200&conn
_path=I2 (2022년 5월 31일 검색)

3.2. 동행지표
■■ 건설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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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건설투자 추이

1
2022

전년동기대비증가율(우측)

주: 2022년 1분기 건설투자는 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Short/024f30 (2022년 5월 31일 검색)

8

건설경제 2022년 상반기 통권 91권

건설투자는 지난 2019년 4분기와 2020년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상승하는 모습을 보
였으나 해당 시점 이후 감소세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분기별 전년동기대비증가율
이 2020년 1분기 이후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으며 2022년 1분기까지 8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해오고 있다. 아래 (그림 8)과 (그림 9)는 공종 및 발주자별 건설투자 성장기여
도를 살펴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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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공종별 건설투자 성장기여도

1
2022

건설수주액 전년동기대비증가율(좌축)

주: 2022년 1분기 공종별 건설투자는 공개되지 않아 미포함; 건축부문은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
투자 합계; 건설투자는 실질, 계절조정 자료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Short/024f30 (2022년 5월 31일 검색)

공종별 건설투자 성장기여도를 살펴보았을 때, 건축과 토목부문이 2020년 4분기를 전
후로 상반되는 성장률 추이를 보였다. 토목부문의 경우 2020년 4분기 이전에는 건설투자
성장에 양의 방향으로 기여하였으나, 해당 시점 이후에는 음의 방향으로 성장기여도가 전
환되었다. 하지만 건축부문은 토목부문과 달리 2020년 4분기 이전에 감소세를, 이후에는
증가세를 보이는 상반된 패턴을 나타냈다. 2020년 2분기 이후의 건설투자 마이너스 성장
은 초반에는 건축부문이 기여하였으나, 2020년 4분기부터 토목부문의 부진에 기인한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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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발주자별 건설투자 성장기여도

1
2022

건설수주액 전년동기대비증가율(좌축)

주: 2022년 1분기 발주자별 견설투자는 공개되지 않아 미포함; 건설투자는 실질, 계절조정 자료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발주자별 건설투자 성장기여도는 앞서 살펴본 (그림 8)의 공종별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먼저 토목부문이 성장세에 들어섰던 2020년 4분기 이전에는 공공부문 성장기여
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토목부분 성장세가 약화되었던 시기에는 공공부문의 성장기여도 또
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간부문의 성장기여도는 앞서 살펴본 건축부문의 성장기여도
패턴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주자 및 공종 간 성장기여도의 유사성
은 건축과 토목부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를 잘 드러내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 건설기성액3)
건설기성액은 매해 2, 4분기마다 상승하는 계절적 패턴을 보이며 등락을 반복하는 모
습을 보였다(그림 10). 각 분기별 전년동기대비증가율은 2020년 1분기 이후 마이너스 수
치를 기록하다 2021년 2분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에
는 전년동기대비 10%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며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아래
(그림 11)과 (그림 12)는 공종 및 발주자별로 건설기성액 성장기여도를 살펴본 것이다.

3) 건설경기의 대표적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특정 시점까지의 시공실적을 말하며, 건설업체가 공정률에 따라
기간별로 분할 수취하는 공사비가 건설기성액이 된다. 건설기성 규모를 살펴봄으로써 일정기간 동안 행해진
건설 활동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한국은행,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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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건설기성액 추이

1
2022

전년동기대비증가율(우측)

주: 2020년 1분기 건설기성액은 잠정치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1B002&co
nn_path=I2 (2022년 5월 3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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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공종별 건설기성액 성장기여도

1
2022

건설수주액 전년동기대비증가율(좌축)

주: 2022년 1분기 건설기성액은 잠정치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1B002&co
nn_path=I2 (2022년 5월 31일 검색)

공종별로 건설기성액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건축과 토목부문의 성장률 추이가 2021년
1분기를 전후로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2021년 1분기 이전에는 토목부문이 건설기성액
증가를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해당 분기 이후에는 건축부문이 건설기성액의 높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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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이 발견되었다. 2021년 2분기 이후 건설기성액의 강한 상승압
력은 토목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건축부문의 성장세가 강하게 지속되었기 때문에 나타
난 것임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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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발주자별 건설기성액 성장기여도

1
2022

건설수주액 전년동기대비증가율(좌축)

주: 2022년 1분기 건설기성액은 잠정치,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부문, 국내외국기관, 민자
를 모두 포함.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1B002&co
nn_path=I2 (2022년 5월 31일 검색)

발주자별 건설기성액 추이는 공공과 민간부문이 비교적 동일한 방향으로 기여하는 모습
을 보이다 2021년 1분기 민간부문이 약 5%p의 큰 마이너스 성장에 기여하며 두 발주자
간 차이를 보였다. 최근 나타난 건설기성액의 높은 전기대비증가율은 공공부문보다 민간부
문의 큰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건축착공면적4)
건축착공면적 추이는 매해 2, 4분기마다 상승하는 계절적 패턴을 보이며 등락을 반복하
는 모습을 보였다. 2020년 3분기에 전년동기대비증가율이 30%에 가까운 큰 폭의 상승세
를 보였으나, 이후 그 추세가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2022년 1분기에는 전년동기

4) 건축착공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착공면적
은 공사가 실제로 착수된 면적을 집계한 수치이다. 따라서, 건축착공은 건축시장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동
행지표로 간주된다(한국은행,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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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약 15%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7분기 동안 이어오던 성장세가 감소세로 전환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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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건축착공면적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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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G1B002&co
nn_path=I2 (2022년 5월 31일 검색)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며 세계경제는 점차 회복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최근 러시아-우

4. 전망 및 대응

크라이나 전쟁으로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이다. 또한, 중국의 광범위한 방역정
책 시행은 주요 생산허브를 마비시키며 우크라이나 사태와 함께 글로벌 공급사슬(global
supply chain)에 병목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IMF도 증대된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올해 세
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4.4%에서 3.6%로 0.8%p 낮추었고 2023년 전망 또한 3.8%에서
3.6%로 0.2%p 하향 조정하였다.
국내경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소득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
로 전망되었지만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금리 인상
가속화 등 대외여건 악화가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거론되었다. 한국은행은 올해 2월 글로
벌 경제활동 재개, 국내 방역조치 완화 등을 근거로 2022년과 2023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3.0%, 2.5% 수준으로 전망했지만, 최근 대외여건을 감안하여 5월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을 각각 2.7%, 2.4%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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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외여건을 고려하여 조정된 국내 건설투자 전망을 살펴보았을 때 올해 건설투자
는 글로벌 공급차질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당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
었다. 한국은행은 2022년 건설투자 전망을 2.4%에서 -0.5%로 크게 하향 조정하는 모습
을 보였으며 KDI 또한 올해 건설투자를 -1.3%로 전망하였다. 한국은행이 연말 이후 군사
적 긴장과 제재가 점차 완화된다는 가정하에 올 하반기부터 건설투자의 회복을 전망하였으
나, 해당 가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국내 건설경제의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건설경기를 건축부문이 완만히 회복되고 있으나 토목건설의
부진으로 전년도 대비 감소세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완화로 인한
경제활동 재개는 건설자재물가를 급등시키며 건설투자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주택시장억
제대책의 영향으로 건축시장은 큰 증가세를 보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치는 발표 시점이 2021년 9월이므로 최근 급격한 대외여건 변화를 반
영하고 있지 않음을 감안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기관의 전망치와 더불어 건설경기 선행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건설수주는 2019년
4분기 이후 지속되던 상승세가 2021년 1분기부터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 현재 강한 상승
세를 보이고 있는 건설기성액 추이가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건축시장의 선행
지표인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2021년 1분기 이후 약 15% 내외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
오고 있어 향후 건축착공의 증가를 예상해볼 수 있겠으나, 원자재 가격상승와 같은 증대된
불확실성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의 완화로 국내외 경제의 회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방역정책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글로벌 공급차질에 따
른 원자재가격 상승은 국내 다수의 경제기관들이 건설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고 전망하였다. 국내 건설경기의 회복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와 민간부문 모두 건자재
국산화, 대체재 개발, 수입 경로 다각화 등 생산요소 수급 안정화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
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고에 대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고려한 효과적
건설안전 대책 논의와 공정거래, 적정임금제 등 건설공사 비용증가 요인에 대응한 합리적
정책대안을 정부 및 산업계가 지혜를 모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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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공정성 동향

이치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cjlee@krihs.re.kr)

건설산업의 공정성 동향을 조사하기 위해 종합 및 전문건설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
문조사(5월26일-6월3일)를 수행하였다. 종합건설기업 72명과 전문건설기업 61명, 총
133명이 응답하였다. 2022년 상반기(1월~6월) 건설산업 공정성 지수는 원도급자 59.2
와 하도급자 58.4로 조사되었다(그림 1). 2021년 하반기에 조사한 공정성 지수(원도급자
52.9, 하도급자 41.2)1)보다 원·하도급자가 인식하는 공정성 수준이 향상하였다.

<그림 1> 공정성 지수
100
80
60

59.2

58.4

원도급자

하도급자

40
20
0

건설사업 단계별 공정성 지수를 조사하였으며(그림 2),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모두 계약
단계의 공정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도급자는 입찰단계의 공정성도 높게 인
식하고 있었지만, 시공단계의 공정성은 상대적으로 큰 차이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하도
급자도 계약단계 다음으로 입찰단계의 공정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계약·입찰·시공단
계의 공정성 수준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그림 2> 건설사업 단계별 공정성 지수
원도급자

하도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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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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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하반기에 조사한 건설산업 공정성 지수는 시범 조사의 성격으로 진행되어, 이번 공정성 지수와 직접
비교는 어렵다. 이 원고에서는 2021년의 공정성 지수를 참고할 수 있는 비교 대상으로 설명하였으며, 향후
주기적인 공정성 지수의 조사를 통해서 유의미한 자료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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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단계의 공정성 지수(그림 3)에서 원도급자는 ‘입찰자격 심사의 객관성’에 대한 공정
성은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적합한 견적기간·기준 및 입찰자료의 제공’과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은 공정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도급자의 선정은 전자입
찰로 이루어지므로, 입찰자의 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물가변동 등을 반영하
지 않은 예정가격의 산정과 부족한 견적정보와 기간에 대해서는 공정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도급자는 입찰단계에 대한 공정성 수준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자입찰보
다 원도급자의 내부 기준에 의해서 하도급자를 선정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그림 3> 입찰단계의 공정성 지수
원도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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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견적 기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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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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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단계의 공정성 지수도 조사하였으며(그림 4), 원·하도급자 모두 ‘계약조항이 명확
한 표준계약서 사용’의 공정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원도급자는 상대적으로 장기
계속계약·계속비계약·단가계약·개산계약 등 ‘공사특징에 따라 적합한 계약유형의 적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도급자는 ‘발주자가 하도급자를 평가할 때, 객관
적인 평가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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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계약단계의 공정성 지수
원도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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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특징에 따라 적합한
계약유형 적용

발주자의 객관적인
하도급계약 평가

21.9

지체상금·계약해지
기준의 명확성

23.5

지체상금 및 계약해지
기준의 명확성

표준계약서 이외
부당특약 금지

23.0

표준계약서 이외 내용에
대한 부당특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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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단계의 공정성 지수는 원도급자보다 하도급자가 인식하는 공정성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5). 원도급자는 ‘적합한 수준의 건설기술인 배치 요구’와 ‘계약변
경 내용의 서면화’의 공정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부당한 준공물 인수거부 및 재시
공 요구금지’와 ‘발주자 귀책사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설계변동 및 물가변동 등을 반영
한 계약금액 조정’의 공정성은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하도급자도 ‘계약변경 내용의 서면
화’의 공정성이 높다고 인식하였으며, 발주자 혹은 원도급자의 뇌물이나 부정청탁과 같은
‘부정청탁 금지’의 공정성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공정성을 낮게 인식하는 요인은 원도급
자와 유사하게 ‘부당한 준공물 인수거부 및 재시공 요구 금지’와 ‘원도급자 귀책사유에 대
한 손해배상책임’, ‘설계변동 및 물가변동 등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공정성은 낮
게 인식하고 있었다. 즉, 이 세 개의 평가요인은 원·하도급자 모두 공정성이 낮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공정성 향상을 위한 중점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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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공단계의 공정성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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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과 보복조치 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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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지
부당한 준공물 인수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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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 계약금액 조정

부당한 준공물 인수거부 및
재시공 요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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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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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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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 보장

16.0
20.0

적정 하도급대금의
지급 적기성

17.9

공사에 대한 하도급자의
의견청취

18.2

설계변동 물가변동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변경 내용의 서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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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설산업의 공정성 동향’은 첫 번째로 발행되는 것이므로, 아래에서 공정성 지수를
산정하는 절차를 자세히 설명한다.

원도급자와 발주자 간의 공정성, 그리고 하도급자와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와 발주자 간

1. 건설산업
공정성 지수
산정 방법

의 공정성을 평가하여 건설산업의 공정성 동향을 제시한다. 공정성 평가요인은 공정거래
와 관련된 법·제도와 선행연구2),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도출되었으며, 입찰단계와 계약단
계, 시공단계로 분류된다. 전문가 자문은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서면으로 이
루어졌으며(4월28일-5월10일), 설문조사는 종합건설기업과 전문건설기업의 종사자를 대
상으로 하였으며(5월26일-6월3일), 총 133명(종합건설기업 72명, 전문건설기업 61명)이
응답하였다(그림 6).

2) 이치주 외. 2021. 건설산업의 공정성 지수개발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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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건설산업 공정성 수준 분석 절차
(공정성 평가요인 도출)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제도 조사

건설산업
불공정거래 유형
분석

전문가 자문

(공정성 평가요인 도출)

공정성 수준 분석

공정성 지수 분석

원도급자의 공정거래를 위한 평가요인은 입찰단계 3개, 계약단계 5개, 시공단계 9개로

2. 원도급자와
발주자 간의
공정성
평가요인

구성된다(표 1). 입찰단계에서 발주자는 준공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수준
의 공사원가를 산정해야 하며, 계약목표와 계약조건을 반영한 예정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그래서, ‘①예정가격의 적정성’을 공정성 평가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입찰참가자격 조건의
중복적용 혹은 불합리한 조건 부과 등 과도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평가하
기 위해서 ‘②입찰자격 심사의 객관성’을 평가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정확한 공사비와 입찰
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충분한 견적기간 및 기준을 제공해야 하며, 설계도서와 같은 입찰자
료도 공정하게 제공해야 한다. ‘③적합한 견적기간 및 기준, 입찰자료의 제공’도 입찰단계
의 평가요인으로 선정하였다.
계약단계에서는 ‘④계약조항이 명확한 표준계약서 사용’해야 한다. 주요 계약 내용의 누
락을 방지하고, 계약서에 계약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등을 명확하게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원도급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민원을 해결하는
것과 같은 발주자의 업무를 원도급자가 대신 수행하는 특약 혹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
접비 청구를 제한하는 특약, 설계변동·물가변동 배제 특약 등 ‘⑤표준계약서 이외의 부당
특약은 금지’해야 한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계약이행을 지연하는 사유의 정당성을
평가하고,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것과 같은 계약해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⑥지체상금 및 계약해지 기준 명확성’을 평가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장기계속
계약 및 계속비계약, 단가계약, 개산계약 등과 같은 다양한 공사의 특징에 적합한 계약체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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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므로, ‘⑦공사특징에 따라 적합한 계약유형 적용’을 평가해야 한다. ‘⑧계약단계의
공개’도 계약단계의 공정성 평가요인으로 선정하였다.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과 같은 입찰과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
항 등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 1> 원도급자의 공정거래를 위한 공정성 평가요인
상위요인
입찰
단계

하위요인

하위요인
⑨계약변경 내용의 서면화

②입찰자격 심사의 객관성

⑩공사대금 및 이자지급의 적기성

③적합한 견적 기간·기준, 입찰자료의
제공

⑪건설기술인 배치 요구의 적정성

④계약조항이 명확한 표준계약서
사용

⑫설계변경·물가변동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

⑤표준계약서 이외 부당특약 금지
계약
단계

상위요인

①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시공
단계

⑬준공물의 부당한 인수거부, 재시공 요구
금지

⑥지체상금·계약해지 기준의 명확성

⑭부정청탁 금지

⑦공사특징에 따라 적합한 계약유형
적용

⑮불공정거래 신고절차의 투명성과
보복조치 금지

⑧계약단계의 공개

⑰감독 및 검사의 객관성

⑯발주자 귀책사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시공단계의 공정성 평가요인으로는 ‘⑨계약변경 내용의 서면화’을 선정하였다. 설계변
경과 같은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내용에 대한 서면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계약서에 정해진 기간 내에 선급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
는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⑩공사대금 및 이자지급의 적기성’을 평가요인으로 선
정하였다. ‘⑪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을 반영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며, 계약금액 변
경의 책임을 합당한 사유없이 원도급자에게 전가하거나 설계변경 시 부당한 협의 기준 단
가를 적용하면 안된다. 원도급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공사결과물에 대해 인수거부, 하자
책임 및 재시공 요구하면 안되므로, ‘⑫부당한 준공물 인수거부 및 재시공 요구를 금지’해
야 한다. 발주자의 뇌물요구 혹은 부당압력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하도급자 선정 등에 부
당 개입하는 ‘⑬부정청탁을 금지’해야 한다. 입찰 참가자격과 부당특약 등에 관련된 사항에
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신고 및 이의신청이 가능해야 한다. 불공정거래의 신고 후에 신고
에 따른 후속조치의 진행 절차도 공개하고, 발주자의 위법행위의 신고에 따른 수주기회 제
한 등과 같은 보복조치도 금지해야 한다. 이를 통합하여 ‘⑭불공정거래 신고절차의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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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보복조치 금지’를 공정성 평가요인으로 선정하였다. 공사용지 미확보와 관급자재 반입
의 지연 등과 같은 발주자의 책임사유에 의해 원도급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⑮발주자 귀
책사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발주자는 객관적으로 준공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검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 때, ‘⑯감독 및 검사의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원도급자의 공정거래를 위한 평가요인은 입찰단계 2개, 계약단계 5개, 시공단계 10개로

3. 하도급자와
원도급자,
하도급자와
발주자 간의
공정성
평가요인

구성된다(표 2). 입찰단계의 공정성 평가요인 중, ‘⑴적합한 견적기간 및 기준 제공’을 선정
한 이유는 정확한 공사비와 입찰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충분한 견적기간 및 기준을 제공하
는 반면, 재입찰을 통한 하도급 단가의 감액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입찰결과의 비공개를
방지하기 위해서 ‘⑵입찰결과의 공개’를 평가요인으로 선정하였다.

<표 2> 하도급자의 공정거래를 위한 공정성 평가요인
상위요인
입찰
단계

하위요인

상위요인

⑴적합한 견적기간 및 기준

⑻계약변경 내용의 서면화

⑵입찰결과의 공개

⑼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
⑽공사에 대한 하도급자의 의견청취

⑶계약조항이 명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⑷표준하도급계약서 이외 내용에
대한 부당특약 금지
계약
단계

하위요인

⑸지체상금 및 계약해지 기준의
명확성
⑹발주자의 객관적인 하도급계약
평가
⑺계약단계의 공개

⑾적정 하도급대금의 지급 적기성
시공
단계

⑿발주자·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장
⒀원도급자 귀책사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⒁부정청탁 금지
⒂불공정거래 신고절차의 투명성과
보복조치 금지
⒃부당한 준공물 인수거부 및 재시공 요구
금지
⒄감독 및 검사의 객관성

계약단계에서는 주요 계약 내용의 누락을 방지하고, 계약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
약보증금, 위험부담, 적정 하자담보책임기간, 지체상금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기 담기 위해
서 ‘⑶계약조항이 명확한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를 공정성 평가요인으로 선정하였
다. 하도급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민원을 해결하는 것과 같은 원도급자의 업무를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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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대신 수행하는 특약,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를 제한하는 특약, 설계변경
및 물가연동 등 공사비 증액을 인정하지 않는 특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⑷표준 하도급계약
서 이외 내용에 대한 부당특약’을 금지해야 한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계약이행을 지
연할 때, 그 사유의 정당성이 없는 경우 혹은 입찰단계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
게 낙찰을 받은 경우 등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⑸지체상금
및 계약해지 기준의 명확성’이 필요하다. 발주자가 하도급자의 시공업종과 시공능력, 하도
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경우, ‘⑹발주자의 객관적인 하도급계약 평가’가 필요하다.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감독, 검사, 대가지급 등의 입찰과 계
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공개해야 하므로, ‘⑺계약단계의 공개’도 공정성 평가요
인으로 선정하였다.
시공단계의 공정성을 위해서 설계변경과 같은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⑻계
약변경 내용의 서면화’가 필요하다.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공사기간 연장 등에 의해 증가
된 공사비를 반영해야 한다. 계약금액 변경의 책임을 합당한 사유없이 원도급자에게 전가
하거나, 설계변경 시 부당한 협의 기준 단가의 적용은 금지해야 한다. 그래서 ‘⑼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을 공정성 평가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원도급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과 공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⑽공사에 대한 하
도급자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 계약서에 정해진 기간 내에 선급금 및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대
물변제도 금지해야 한다. 그래서 ‘⑾적정 하도급대금의 지급 적기성’을 평가요인으로 선정
하였다.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⑿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장’
이 필요하다.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와 하도급 대금 직
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원도급자의 책임사유에 의해서 하도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하면, ‘⒀원도급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발
주자의 뇌물요구 혹은 부당압력에 따른 ‘⒁부정청탁을 금지’해야 한다. 입찰 참가자격과 부
당특약 등에 관련된 사항에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신고 및 이의신청 가능해야 한다. 불공
정거래의 신고 후에 신고에 따른 후속조치의 진행 절차를 공개해야 하며, 원도급자의 위법
행위 신고에 따른 하도급 공사의 수주기회 제한 등과 같은 보복조치도 금지해야 한다. 그래
서 ‘⒂불공정거래 신고절차의 투명성과 보복조치 금지’를 공정성 평가요인으로 선정하였
다. 하도급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공사결과물에 대해서 ‘⒃부당한 준공물 인수거부 및 재
시공 요구를 금지’해야 한다. 발주자는 객관적으로 준공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⒄감독 및 검사의 객관성’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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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평가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앞서 제시한 공정성 평가요인(표 1, 2)를 기반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건설기업 종사자들

4. 공정성 수준
평가

이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2022년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평가요인의 상위요인은 상대비교를 통해 퍼지계층화분석법(fuzzy AHP)를
적용하였고, 하위요인은 절대평가를 수행하여 퍼지집합이론(fuzzy theory)를 적용하였다.
설문 응답자 중에서 종합건설기업 종사자는 72명, 전문건설기업 종사자는 61명이었으며,
총 133명이었다.
먼저, 원도급자가 발주자를 대상으로 체감하고 있는 공정성 수준을 분석하였다. 상위요
인의 공정성 수준에서는 입찰단계의 공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입찰은 대부분 전자입
찰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그림 7). 상대적으로 계약단계와 시공단계의 공정성이 낮았으
며, 특히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공단계의 공정성이 낮았다. 이는 시공단계에서 불공
정거래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7> 원도급자 관점의 공정성 수준: 상위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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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요인의 공정성 수준을 가중치로 부여한 하위요인의 공정성 수준을 분석하였다(그림
8). 계약단계에 포함된 하위요인들의 공정성 수준이 모두 높았으며, 특히 ‘계약조항이 명확
한 표준계약서 사용’의 공정성 수준이 가장 높았다. 건설산업에서 표준계약서가 많이 사용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찰단계 상위요인의 공정성을 높았지만, 하위요인들의 공정
성은 ‘입찰자격 심사의 객관성’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되었다. 전자입찰에 따
른 입찰절차는 공정하게 진행되지만, ‘예정가격의 산정’은 입찰공고 보다 1~3년 전에 산정
되기도 하므로, 물가변동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설계도서를 입찰공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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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개하지 않고 현장설명 등 입찰공고 이후에 공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합한 견적기
간·기준, 입찰자료의 제공’의 공정성이 낮았다. 시공단계 하위요인들의 공정성 수준은 대
부분 낮았으며, 특히, ‘준공물의 부당한 인수거부 및 재시공 요구 금지’와 ‘발주자 귀책사유
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설계변동 및 물가변동 등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의 공정성이 낮
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간접비를 인정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8> 원도급자 관점의 공정성 수준: 하위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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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물가변동을 반영한 계약금액 조정
건설기술인 이자지급의 적기성
공사대금 및 이자지급의 적기성
계약변경 내용의 서면화

(1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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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계약해지 기준의 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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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지
준공물의 부당한 인수거부 재시공 요구 금지

(1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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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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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격 심사의 객관성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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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하도급자가 발주자와 원도급자를 대상으로 체감하고 있는 공정성 수준을 분
석하였다. 원도급자의 분석 결과와 같이 상위요인의 공정성 수준에서 입찰단계의 공정성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계약단계와 시공단계의 공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9).
원도급자와 달리, 입찰단계와 계약 및 시공단계의 공정성 수준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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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와 시공단계의 차이도 크지 않았다. 입찰단계의 공정성이 낮은 이유는 전자입찰을 통
해서 하도급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원도급자의 기준 혹은 발주자와의 관계를 통
해서 하도급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원도급자의 실행원가를 초과하는 경우는
재입찰을 통해서 단가를 낮추기도 하므로, 하도급자가 인식하는 입찰단계의 공정성 수준은
원도급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9> 하도급자 관점의 공정성 수준: 상위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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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자가 인식하는 하위요인의 공정성 수준을 분석하였다(그림 10). 원도급자의 경우
와 같이 ‘계약조항이 명확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 공정성이 가장 높았다. 시공단계의
‘부정청탁 금지’의 공정성 수준도 높았으며, 이는 발주자 혹은 원도급자의 뇌물요구·부당
압력 등에 대한 요구는 크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계약단계 하위요인들의 공정성이 대부분
높았지만, ‘발주자의 객관적인 하도급계약 평가’에 대한 공정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입찰단계의 공정성이 낮은 이유는 전자입찰을 통해서 하도급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
고, 원도급자의 기준 혹은 발주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도급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이다. 원도급자의 실행원가를 초과하는 경우는 재입찰을 통해서 단가를 낮추기도 하므
로, 하도급자가 인식하는 입찰단계의 공정성 수준은 원도급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
시공단계 하위요인들의 공정성도 대부분 낮았지만, ‘계약변경 내용의 서면화’와 ‘감독 및
검사의 객관성’, ‘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장’의 공정성 수준은 상대적으
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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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하도급자 관점의 공정성 수준: 하위요인

감독 및 검사의 객관성
부당한 준공물 인수거부 및 재시공 요구 금지
불공정거래 신고절차의 투명성, 보복조치 금지

2.07
1.09
1.96

시공

부정청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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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산업
공정성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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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분석된 원도급자 관점의 공정성(그림 9)과 하도급자 관점의 공정성(그림 10)을 기
반으로, 공정성 지수를 개발하였다. 원도급자 관점의 입찰단계 공정성 지수를 예를 들어
서 설명하면, 상위요인 공정성 수준(0.413)×{(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점수(4.093)+입찰
자격 심사의 객관성(6.170)+적합한 견적기간·기준, 입찰자료의 제공(5.277))/3개 항목의
만점(30)}을 계산하면 공정성 지수 점수는 약 21.4점이 계산된다(식 1).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계약단계는 23.4점, 시공단계는 14.4점이 계산된다. 세 단계의 점수를 합하면
59.2점이며(식 2), 이 점수가 원도급자가 인식하는 건설산업의 공정성 수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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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4.093)+입찰자격 심사의 객관성(6.170)+적합한 견적기간·기준, 입찰자료의 제공
(5.277))/3개 항목의 만점(30)}을 계산하면 공정성 지수 점수는 약 21.4점이 계산된다
<식 1>.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계약단계는 23.4점, 시공단계는 14.4점이 계산된
다. 세 단계의 점수를 합하면 59.2점이며<식 2>, 이 점수가 원도급자가 인식하는 건
설산업의 공정성 수준이 된다.



  하위요인

하위요인 점수

 하위요인

(식 1) 공정성 지수공사단계별  상위요인 점수 ×  
  하위요인




  하위요인

하위요인 만점

(식 2) 공정성 지수통합  공정성 지수입찰단계  공정성 지수계약단계  공정성 지수시공단계
원도급자가 인식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공정성은 59.2로 하도급자가 인식하고 있

인식하고조금
있는 더
건설산업의
공정성은
59.2로 하도급자가
인식하고
있는 공2021년에
는원도급자가
공정성(58.4)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11>.
그 차이는
조사한 결과보다
52.9,11).
하도급자
41.2).
입찰과정과
계약과정에
정성(58.4)이
조금 더 감소하였다(원도급자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그 차이는
2021년에
조사한 결과
서는 원도급자가 인식하는 공정성 지수가 더 높았으며, 시공단계에서는 하도급자가
보다 감소하였다(원도급자 52.9, 하도급자 41.2). 입찰과정과 계약과정에서는 원도급자가
인식하는 공정성 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12>. 건설산업의 공정성
인식하는 공정성 지수가 더 높았으며, 시공단계에서는 하도급자가 인식하는 공정성 지수가
지수를 조사한 사례가 많지 않아서 그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지속적인 조사를
더
높은자료가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12).유의미한
건설산업의
공정성제공할
지수를 조사한
사례가
많지생각된다.
않아
통해
축적된다면 더욱
수치를
수 있을
것으로

서 그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자료가 축적된다면 더욱 유의미한
<그림생각된다.
11> 공정성 지수: 통합
수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그림 11> 공정성 지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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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공정성 지수: 입찰·계약·시공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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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개발된 건설산업 공정성 지수의 활용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분석이 필요하
다. 이를 통해서 공정성 향상이 필요한 건설단계와 평가요인들을 도출한 후, 입찰에서의 자
격심사 및 가·감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했지
만, 발주자 관점에서 원·하도급자의 공정성 지수를 분석하고, 원도급자 관점에서 하도급자
의 공정성 지수의 분석도 필요하다. 건설산업 참여자들 간의 상호협력적 관계 향상이 건설
산업의 공정문화 정착으로 연계될 것으로 생각된다.

※ 공정성

평가요인은 저자가 수행한 「이치주 외. 2021. 건설산업의 공정성 지수개발 연구. 세
종: 국토연구원」를 인용한 후,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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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연구센터장 (sskim@krihs.re.kr)
황의찬 국토연구원 연구원 (euichanhwang@krihs.re.kr)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민간투자 활성화에 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민
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를 제시하여 국가정책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기존의 생활SOC 정책은 대
규모 재정투입으로 생활SOC 공급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었다면 앞으로의 생활SOC 정책은
민간투자사업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재
정건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SOC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한다. 또한 생활SOC 민간투자
사업이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방식, 번들링, 부속사업 유치를 제안한다.

사회기반시설(SOC: Social Overhead Capital)은 직접 생활 활동에 동원되지는 않으

1. 생활SOC
현황과 문제점

나, 간접적으로 생산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각종 시설이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 중 생활
SOC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하는데, 그동안의 사회기반시설이 주로 기
업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대규모 시설(철도, 항만, 댐 등)을 의미했던 반면 생활SOC는 국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시설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

<그림 1> 생활SOC 정의

사회적기반시설(사회간접자본) : SOC(Social Overhead Capital)

종래의 SOC
• 생산(경제)의 기반이 되는 시설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댐 등

• 시설 효용 증진, 이용자 편의시설

생활 SOC
• 국민생활 편익 증진시설

기초인프라(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등

지능형 교통체계, 복합터미널 등

출처: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홈페이지(https://www.lifesoc.go.kr/etc/whatIsSoc_1)

1) 조기현 외. 2019. 생활SOC 정책의 긍정적 효과 및 효율적 운영방안. 충북: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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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활SOC의 조기 확충 및 체계적 투자를 위해「생활
SOC 3개년 계획」2)을 수립, 발표하였으며 생활SOC의 효과적인 확충을 위해 복합화사업
을 추진하였다. 복합화 사업은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등 2개 이상의 생활SOC 시설을
하나의 부지 또는 건물에 모아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부지 확보의 어
려움을 해소하고 건설비 및 운영비를 절감하며 주민의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여건 및 수요에 맞춰 복수의 사업들을 선택하면 사업계획에 대
한 검토, 선정, 협약체결을 통해 범부처 공동으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지원하며 추진
체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생활SOC 추진체계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구성

• 관련

부처의
생활SOC 사업을
통합·추진

의장(국조실장)
위원(14개 부처 차관, 2개청 차장)

• 국무총리

소속 설치

기능

• 운영


생활 SOC 관련 정책, 재원확보대책 제도개선 등 
협의, 조정

생활SOC추진단
구성
국무조정실장(단장)

• 협의회 업무를 지원

국장급 부단장

• 범정부적 추진위해 설치

각 부처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파견 등 총 21명

지역주도-중앙지원 방식 추진

추진단

지자체

생활SOC
사업 제시

희망사업 선택,
사업계획 제출

부처와
지자체 간
지역발전
투자협약

범부처
공동지원

자료: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홈페이지(https://www.lifesoc.go.kr/etc/whatIsSoc_4)

2) ’20~’22년 3년 동안 총 30조원을 투자하여 ’22년까지 전국적으로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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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된 유형별, 지역별 생활SOC 현황은 (그림 3), (그림
4)와 같다. 복합화 사업은 2개이상의 복합화 대상시설3)을 포함하는 경우 단일시설 대비 국
고보조율 10%p 인상하는 정부의 추가지원이 있으며 유형별로는 생활문화센터가 271개,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76개로 가장 많았다.

<그림 3> 유형별 생활SOC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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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 생활SOC복합화사업 현황

<그림 4> 지역별 생활SOC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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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 생활SOC복합화사업 현황

3) 복합화 대상 시설(13종)은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 가족센
터, 주거지주차장, 공동육아나눔터, 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로컬푸드복합센터, 공립노인요양시설,
전통시장 주차장, 공영주차장이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생활SOC 시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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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정책은 3년간 총 33조원의 재정 투입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생활SOC 시설 확립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3개년 계획이 끝나는 2022년 이
후 중앙정부의 국고 보조율이 낮아진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생활SOC 시설을 확충하는 것에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이며 생활SOC 시설 공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3개년 계
획 이후 장기적인 생활SOC 공급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므로 지속적인 생활SOC 시설 공
급을 위한 대안으로 생활SOC 민간투자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설문조사 진행 및 전문
가 면담을 통하여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한다.

생활SOC 민간투자사업의 필요성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생활SOC 담당 공무원을 대

2. 생활SOC

민간투자사업의
필요성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자법」에 의거한 민간투자사
업 추진 가능성이 큰 생활SOC 시설을 확인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 생
활SOC 민간투자사업의 필요성은 ①생활SOC 공급 정책의 지속성 확보 ②생활SOC 재원
마련 ③생활SOC 운영 효율성 제고 ④생활SOC 추진 유연성 제고로 정리할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생활SOC 3개년 계획」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계획에 그쳐
장기적인 생활SOC 공급 대책은 미비한 상황이므로 국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
요하다. 민간투자사업은 정해진 기한 및 대규모 예산 집행 없이 생활SOC 사업 추진이 가
능하므로 생활SOC 공급 방안으로 검토 가능하다. 또한 새 정부 인수위원회 주요 공약 내
용 중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유치를 명시한 점도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을거라 기대한다.
생활SOC 시설을 복합화로 추진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약 60% 정도의 국고 보조율을
통한 지원을 받아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SOC 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생활SOC 정책이 종료되어 중앙정부의 국고 보조율 하향 및 폐지된다면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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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공익신탁 제도4)나 크라우드 펀딩 모금5)을 통한 생활SOC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있
지만 공익신탁과 크라우드 펀딩 둘 다 모금이 되지 않아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활SOC 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공급한다면 지방자치단체
는 민간자본을 통해 적시에 재원을 조달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자체 재원 부
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민간투자법에 의거하여 건립이
추진된 생활SOC는 시설 입장료나 부속시설을 통해 건설에 따른 민간자본 투입을 회수하
고 이익을 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생활SOC 운영수익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재정 365에 공개된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지
시설 등 공공시설물 운영수익을 확인한다. (그림 6)를 보면 세로축은 시설물의 순수익을 의
미하고 막대그래프는 각 공공시설물에 대한 순수익을 의미한다. 운영수익이 흑자인 시설은
약 3% 미만으로 공공시설물 운영수익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
는 운영수익을 개선하고 공익적 성격의 생활SOC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경
제조직을 운영주체로 설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사회적주택, 사회적협동조합, 위스테이 전
문가 면담결과 유사 생활SOC 시설인 주민공용공간, 사회복지시설, 커뮤니티공간을 운영
한 경험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관리비 형태의 시설이용료 부과를 통한 운영수입을 확보하
고 공용주방이나 어린이집, 돌봄서비스 등 공공시설을 제공하며 추가적으로 상가임대, 주
차장, 동네 빨래방 등 수익시설 제공을 통한 추가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노하우가 있었다.
공공시설물의 운영수익 만성 적자문제를 해결하고 생활SOC 운영 경험이 있는 사회적 경
제조직을 민간투자사업 절차에 따라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을 제안한다.

4) 2015년 공익신탁법 제정(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 「신탁법」에 대한 특례
를 정함으로써 신탁을 이용한 공익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에 따라 공익신탁 제도를 활용한 재원 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금융기관이 주민의 기부
금을 적립해 생활SOC 운영에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2년 기준 현재 개설된 생활SOC 관련신탁은 총
3개이지만 신탁재산은 모두 0원으로 생활SOC 재원확보 방안으로 보기에 어렵다.(출처:법무부공익신탁공
시시스템(https://www.trust.go.kr/introduction.do), 접속일:2022.5.25.)
5)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재원 확보 방안은 생활SOC 운영주체가 펀딩플랫폼에 ‘운영비조달 프로젝트’ 등록하
면 주민 기부금을 모집해 운영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크라우드펀딩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로 투
자자들에게 시설 내 이름표기, 기념품 제공을 통한 참영유인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실효성이 없
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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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자료: 지방재정365, 공공시설운영현황

생활SOC 건립을 재정으로 추진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국공유지 사용허가
와 그에 따른 행정처리비용이 수반되고 국공유지 사용료가 발생하며 사용기간에 대한 제한
이 있다. 생활SOC 정책에서는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국공유지 제도를 개선하여 국공유지
이용제한을 완화하였지만 영구시설물 설치, 사용료, 사용기간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반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시 사업지역에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며 사용허가기
간은 50년 이내이며,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아 생활SOC 사업 추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표 1)을 보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근거한 영구시설물 설치, 사용허가기간, 사용료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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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공유지 활용 관련 법조항 비교
법률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분류

관련내용

세부내용

영구시설물설치

X

기부조건 또는 매각대금 분납 중인 경우 등에 한하
여 예외 허용

사용허가기간

5년이내

사용료

0

사용료는 지자체,공공기관이 공용·공공용·공익사업
목적으로 사용 시에만 일반 사용료의 절반을 부과

영구시설물설치

X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 등에 한하여 예외 허용

사용허가기간

5년이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재산에 한하여 최대 20년
사용 예외 허용

사용료

0

영구시설물설치

0

사용허가기간
사용료

국유·공유 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기부 전제
없음

50년이내 해당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
가능
X

자료: 국유재산법(법률 제17758호, 2020년 3월31일 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법률 제
32074호, 2020년 12월 22일 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법률 제1799호, 2021년
3월 31일 시행)

설문조사는 생활SOC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점검
하고 지속적인 생활SOC 공급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응답자는 총 41
명으로 생활SOC 사업 시행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
고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생활SOC 정책 추진시 겪는 어려움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생활SOC 정책 개선 방안으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
답이 가장 많았다. 생활SOC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민간자본 활용 및 민간 운영
역량에 대한 기대가 컸으며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생활SOC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
우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였다. 또한 생활SOC 시설 중 민간투자사업 가능성이 큰 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추진 가능성을 기준으로 매우 낮음 -2점, 낮음 -1점, 보통 0점, 높음 1
점, 매우 높음 2점을 부여하여 각 시설에 대한 추진가능성 점수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그
림 7)을 보면 총 22개 생활SOC 시설에 대한 추진가능성 점수 평균값이 제시되어 있으며
주차장, 수영장, 체유관 등의 시설이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설문조사에 사용된 생활SOC 리트스는 생활SOC 3개년 계획에서 정리한 생활SOC 리스
트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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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생활SOC 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가능성 평가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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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여객복합편의시설

0.25

평균값

야영장

국공립유치원
체육관

고령자복지주택
도서관생활문화센터

0.00

국공립어린이집

노후상수도관, 열배수관교체

축구장
LPG배관망
공립노인요양시설

지하공간통합지도

초등돌봄교실

-0.25

휴양림

주민건강센터

도시공원

메이커스페이스

야구장

건강가정지원센터

꿈구는 예술터
인공암벽장

미세먼지저감숲

-0.50

어울림센터

공공어린이재활기관
보행안전시설

게이트볼장

다가치센터

졸음쉼터

우수저류시설

생활SOC

자료: 국토연구원,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활용에 대한 생활SOC 담당 공무원 인식조사

1) 사업방식 다변화

3.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민간투자사업은 사업방식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가 사회
기반시설 완공 직후 시설 소유권은 주무관청에 반납하고 실시협약에 따라 시설 운영권
을 일정기간 동안 확보하고 시설 이용료를 부과하여 민간사업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이 있다. 이와 유사하게 민간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
완공 직후 시설 소유권은 주무관청에 반납하고 실시협약에 따라 시설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주무관청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정부지급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지
급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이 있다. 일반적으
로 도로와 같이 사용료 징수가 용이한 사회기반시설은 BTO방식으로 도서관같이 사용료
징수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사회서비스 성격이 있는 사회기반시설은 BTL방식으로 운영
한다.
최근 해외사례에서 BTL사업방식을 발전시킨 AP(Availiability Payment)방식을 도입하
고 있다. (그림 8)과 같이 AP사업방식은 BTL사업방식처럼 완공 이후 시설 소유권은 주무
관청에 반납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시설 운영권에 대한 임차료 성격의 정부지급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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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것까지 동일하지만 주무관청이 직접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시설운
영까지 전담하는 차이가 있다. 민간사업자가 시설 운영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임차료 성격
의 정부지급금에 추가로 위탁운영에 대한 정부지급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설계, 시공부터
시설 운영까지 민간사업자가 전담하기 때문에 시설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생활SOC 시설 중 사회서비스 제공 성격이 강해 사용료 부과가 어려운 시설은 AP방식
과 같이 설계시공부터 운영까지 민간사업자가 전담하고 주무관청의 정부지급금으로 자본
을 회수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수입을 확보하는 것은 생활SOC 공급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반면 체육관, 수영장, 주차장, 여객복합편의시설과 같이 사용료 부과가 용이한 시설은 BTO
방식으로 추진하여 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직접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
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림 7> AP방식 구조

국가/지자체

이용자

AP
소유권(준공시)
관리운영권
정부지급금

서비스 제공

민간사업자
(SPC)

자료: 국토연구원, 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추진방안 연구(2021)

2) 번들링
번들링은 주무관청이 여러 개의 단위사업을 하나로 묶어 추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방
식이 아닌 기존에 환경 분야, 어린이집 분야에서 진행된 사례가 있다. 구체적으로 번들링은
어린이집과 같이 단위사업의 총사업비 규모가 작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
황을 극복하기 위해 약 20개의 어린이집 단위사업을 한번에 묶어 발주하고 총사업비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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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키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가능하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 (표 2)를 보면 경찰청 직장
어린이집 건립 사업을 4차에 걸쳐 번들링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BTL)을 진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경찰청 직장어린이집 BTL사업 추진계획
사업명

규모

총사업비

총운영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임대형민자사업

보육정원 1,880명
연면적 19,130㎡

41,349백만원

7.740백만원

20년

제2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22개소
임대형 민자사업(BTL)

보육정원 1,640명
이상, 연면적
18,040㎡

46,577백만원 15,664백만원

20년

제3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19개소
임대형 민자사업(BTL)

보육정원 1,470명
이상, 연면적
16,170㎡

46,115백만원 14,227백만원

20년

제4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16개소
임대형 민자사업(BTL)

보육정원 1,280명
이상, 연면적
14,270㎡

40,359백만원 13,183백만원

20년

자료: 국토연구원, 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추진방안 연구(2021)
경찰청(2012).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BTL사업 적격성 조사결과 보고서
경찰청(2018). 2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임대형민자사업 고시
경찰청(2019). 제3차 어린이집 BTL사업 계획 고시문
경찰청(2020). 제4차 어린이집 BTL사업 계획 고시

경찰청 직장어린이집 이외에도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개량에 관한 번들링이 추진된 사
례가 있다. (표 3)을 보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총 6개의 사업지역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시
설 건립 및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동부권역, 서부권역으로 나누고 총사업비
를 키울 수 있는 번들링 형태로 추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번들링은 상대적으
로 단위사업의 총사업비 규모가 작은 생활SOC 시설 건립에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
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사례는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기존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량하고 IT기술을 활용한 폐수처리 공정관리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노
후화된 생활SOC 시설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 사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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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BTO-a) 추진계획
구분

사업지역

경산 폐수종말처리시설
동부
진주상평 폐수종말처리시설
권역
달성 폐수종말처리시설
서부
권역

시설용량
(㎥/일)
100,000
30,000
25,000

익산 폐수종말처리시설

30,000

여수 폐수종말처리시설

135,000

청주 폐수종말처리시설

31,000

총사업비

추정사용료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40,297
백만원

380원/㎥
132,449㎥/일

15년

40,876
백만원

379원/㎥
150,944㎥/일

15년

자료: 국토연구원, 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추진방안 연구(2021)
한국환경공단(2016).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동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한국환경공단(2016).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서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3) 부속사업 유치
부속사업은 사업의 시설물(사회기반시설물)의 일부 시설물이어야 하며 본 사업의 부속
성을 가져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생활SOC 부속사업 예시로 체육시설-임대상가, 도서관주차장, 매점, 자판기시설, 식당, 도서관-매점, 식당시설 등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연구6)
에 의하면 부속사업은 본사업의 수요부족 예상에 따라 추진이 어려운 이슈가 있다. 그러나
생활SOC 시설은 커뮤니티 공간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사람들이 모여드는 역할을 수행하
기 때문에 수요부족의 어려움은 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사업자는 부속사업 유치를 통
해 상대적으로 낮은 본 사업의 수익률을 보전할 수 있다. 하지만 부속사업 협약에 따라 실
제 순이익이 추정 운영순이익에 미달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손실을 전부 부담하지만 실제
순이익이 추정 운영순이익을 상회할 경우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가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불리한 조건에서 부속사업을 유치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표 4)를 보면 파주시 교하도서관의 부속시설 추정 운영순이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순이익이 추정 운영 순이익을 초과할 경우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은 각각 5대5의 비
율로 수익을 분배하게 된다.

6) 이정권 외, 2007, 부대·부속사업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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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파주시 교하도서관 부속시설 추정 운영순이익
년도 분기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운영
순이익

년도 분기

운영
순이익

년도 분기

운영
순이익

년도 분기

운영
순이익

1

12

1

12

1

12

1

12

2

12

2

12

2

12

2

12

3

12

3

12

3

12

3

12

4

12

4

12

4

12

4

12

1

12

1

12

1

12

1

12

2

12

2

12

2

12

2

12

3

12

3

12

3

12

3

12

4

12

4

12

4

12

4

12

1

12

1

12

1

12

1

12

2

12

2

12

2

12

2

12

3

12

3

12

3

12

3

12

4

12

4

12

4

12

4

12

1

12

1

12

1

12

1

250

2

12

2

12

2

12

2

250

3

12

3

12

3

12

3

250

4

12

4

12

4

12

4

250

1

12

1

12

1

12

2

12

2

12

2

12

3

12

3

12

3

12

4

12

4

12

4

12

1

12

1

12

1

12

2

12

2

12

2

12

3

12

3

12

3

12

4

12

4

12

4

12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계

자료: 국토연구원, 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추진방안 연구(2021)
파주시 교하도서관 최초 실시협약서(2006), 별표10

• 생활SOC 시설 중 시설사용료 부과가 어렵고 민간이 직접 운영시 효율적인 시설은
AP방식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한다.
• 상대적으로 총사업비 규모가 작은 생활SOC 시설은 단위사업을 통합하여 번들링 형
태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한다.
• 민간사업자의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참여 유인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생활SOC 시
설에 부속시설을 유치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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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생활SOC 시설 공급은 생활SOC 3개년 계획으로 인한 약 30조원의 재정 투입으로 이루
어졌다. 생활SOC 정책 이후 지속적이 생활SOC 시설 공급과 운영 효율성, 추진 유연성 제
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활SOC 민간투자사업을 제안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AP방식 도입, 번들링 추진, 부속시설 유치를 제시하며 생활SOC
민간투자사업이 국민 삶 증진을 목표로 하는 생활SOC 공급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원고는 저자가 수행한 「김성수 외. 2021. 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추진방안 연
구. 세종: 국토연구원」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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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생태계 분석

안종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jwahn@krihs.re.kr)
이승훈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 (shunlee@krihs.re.kr)

건설산업의 주요 특성으로 복잡한 산업 범위 및 그로 인한 분절된 생산체계를 꼽을 수 있
으며, 이는 산업 진흥 및 혁신의 논의를 산업 일부분으로 한정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산업’을 정의하고 있으나, 주요 정책 논의는 ‘건설업’의 범위에
국한된 실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1) 각종 산업분석 보고서 등에서는 현재의 건설업에 갇힌
시각에서 벗어나 가치사슬에 주목한 건설산업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삼정KPMG 경제연
구원 2017a; 2017b 등 참고). 기획, 설계, 조달, 시공, 감리, 유지보수 등 건설산업 전후방
가치사슬(value chain)의 연계와 사업 다각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에 앞서 건설산업의 가치사슬을 정확
히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거시(산업연관표) 및 미시(기업정보 DB) 자료를 이용하여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건설산업의 생태계를 네트워크 형태로 나타내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 향후 이 정량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산업 정책대상 범위를 확장하고, 가치사슬 연계
를 위한 정책적 개선점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가치사슬은 가치창출활동(개발, 생산, 판매 등)을 펼쳐 놓은 것으로, 가치창출활동을 연

1. 건설산업의
가치사슬 변화
전망

구개발 및 디자인에서부터 조달, 제조, 물류, 마케팅, 서비스 등 일련의 사슬 형태로 보
여주는 것을 뜻한다. 건설사업의 가치사슬은 일반적으로 ‘기획ㆍ타당성, 프로젝트 관리,
개념ㆍ기본설계, 상세설계, 구매조달, 시공, 감리, 유지보수’의 8단계로 구분한다(삼정
KPMG 경제연구원 2017b, 4). 이 중 개념 및 기본설계를 포함한 앞부분이 고부가가치 핵
심 분야로, 지식 축적이 필요하고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 부문이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 공정 및 자재가 결정되는 등 가치사슬 전단이 후단에 큰 영향을 미
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외 대형 건설사업에서 국내 건설기업의 역할이 시공 등 저부가가
치 영역에 집중되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두바이의 마천루 부르즈 할리파의 경우 사업관리
(Hyder Consulting, 영국)와 개념설계(SOM, 미국)는 영미권이 맡았고, 삼성물산이 시공
하였다(삼정KPMG 경제연구원 2017b, 3). 국내 최장(21.38km 중 해상 부분 12.34km)
해상교량 인천대교는 사업관리(AMEC, 영국), 설계(Chodai, 일본), 설계 및 시공 감리
(Halcrow, Arup; 모두 영국) 등은 외국기업이 참여하고, 시공은 삼성물산의 JV(삼성, 대
림, 대우, GS, 한진, 한화, 금호 등)가 수행하였다(윤만근 2006, 42-43).

1) 건설산업의 범위에 대한 논의는 본지 90권에서도 다룬 바 있다(안종욱 2021,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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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설계, 조달, 시공, 감리, 유지보수 등 건설산업의 가치사슬을 통합하고 사업을 다각
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이 분절되는 경우 위험을 직접 해소하지 않고 가치사슬 위
의 다른 이에게 전가하기 쉬운데, 이러한 행태를 벗어나야 생산성 향상과 산업 고도화에 다
가설 수 있을 것이다(McKinsey & Company 2020, 5). 현재의 ‘건설업’에 한정된 시야를
확대하여 가치사슬 전반을 고려한 산업혁신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1> 건설생태계 변화 전망
현재 (개별적, 분절적)

미래 (표준적, 통합적)

자료: McKinsey & Company(2020, 10)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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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전에 따라 건설시공은 현장 조립 및 설치 등의 형태로 제조업에 가까워질 것이
고, 가치사슬 등 산업생태계 역시 급격히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적인 공사 단위로 복
잡하고 분절적인 생산과정이 점점 제품 단위로 표준화, 통합화, 융합화될 것이며, 개발자가
내/외부 설계 라이브러리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
으로 건설산업의 가치사슬은 국제화되며, 수직ㆍ수평 통합이 이뤄질 것이다(McKinsey &
Company 2020, 10).

2. 산업혁신과
생태계 분석

경영전략 분야에서 ‘생태계’라는 용어는 2000년대 초반 부상했으며, 2010년부터 2020
년 사이에 그 적용 가능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동적 역량을 처음 제시한 Teece는 생태계
라는 개념이 산업이라는 용어를 대체할 수도 있다고 한 바 있다(Teece 2016, 1). 경제 주
체들 사이에 경쟁뿐만 아니라 공생도 함께 강조하는 이론을 산업생태계 또는 사업생태계
(business ecosystem)라고 부르며, 이는 Moore(1993)에 의해 도입된 개념이다(박문수
외 2019, 41). 산업의 경계가 모호한 현재의 사업 환경에서 강한 시장지배력, 좋은 자원,
뛰어난 전략을 가진 기업이 실패하거나 그런 역량 없이 시장을 매개하는 비즈니스 모델만
보유한 기업이 성공하는 이유를 산업생태계 개념 없이는 설명하기 쉽지 않게 되었다.
디지털화 시대에 혁신은 기업 내부에서 일어나는 미시적 수준의 것이 아니라 다양한 파
트너십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거시적 수준의 혁신 생태계로 보아야 한다(Adner 2017 등
참고). 기술발전의 속도가 빨라지고 디지털화가 다가오며 산업 융복합이 증가하고 대규모
산업 변혁이 일어나고 있기에 기업은 이전보다 역동적으로 변해야만 한다. 산업 전반에 걸
쳐 기업들은 생태계 환경에서 미래 경쟁력과 수익성을 갖춘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할 수 있
는 새로운 시너지, 파트너십, 협업 형식을 찾고 있다(Kohtamaki et al. 2019 등 참고). 혁
신 생태계는 “주요 가치 제안이 구체화 되기 위해 상호작용해야 하는 다자간 파트너 집합
의 정렬 구조”로 정의할 수 있다(Adner 2017, 42).
산업의 융복합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자 기업이 적응해야 할 외부 환경으로 볼 수 있다.
건설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전통적 가치사슬을 고수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산업 융복합
을 포함하는 가치사슬 연계와 통합을 통한 산업생태계 차원의 혁신이 필요하다. 혁신 생태
계는 자체적으로 진화하기는 어려우며, 시스템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구성원 역할의 계층적
차별화를 정의하며 표준 및 인터페이스를 설정하는 중앙 행위자가 필요하다(Appio et al.
2019 등 참고). 산업생태계의 주도자가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롭고도 다양한 유형
의 행위자 맞춤형 인센티브 구성이 필요하며, 다양한 파트너 간의 활동을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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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한 산업고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치사
슬 및 생태계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건설 부문의 산업생태계가 어떻
게 형성되어 있는지 등 산업구조에 대한 정량분석이 중요하다. 산업의 융복합 등 산업 범
위 확대에 대한 논거 역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분절적 산업구조의 인식에서 벗어나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혁신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는 건설산업 생태계의 파악 및 범위 확대
등에 대한 구조적 분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산업연관표는 일정 기간(보통 1년) 산업 간 거래 관계를 행렬 형식으로 기록한 통계표이

3.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건설산업
네트워크

며, 이를 바탕으로 산업별로 최종수요가 유발하는 각종 파급효과를 계산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이나 정책효과 측정 등에 활용하는 것을 산업연관분석이라고 한다(한국은행 2019, 3).
다른 관계들과 마찬가지로 산업연관표에 포함된 산업 간 거래 역시 네트워크로 표현하
고 이를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별로 산업연관효과 및 네트워크효과의 규모와 특
성을 고려한 정책대응을 마련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국내 30
개 산업 대분류 단위에서 네트워크 지도를 그린 바 있으며, 네트워크의 상호 연관관계를 바
탕으로 산업 집합을 구성하고 중심산업(화학, 1차금속, 도소매, 전기전자)을 식별하는 등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분석하였다(윤우진 2018, 1-3).
건설산업 네트워크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개체(node 또는 vertex)와 관계(link 또는
edge)가 필요한데, 대분류 산업 부문과 투입계수2)로 설정할 수 있다. 건설업에 해당하는
‘F’ 부문과의 관계를 산업별로 살펴보고, 각 산업이 건설업에 투입하는 비중이 상위이거나
건설업의 산출을 생산에 활용하는 비중이 상위인 부문을 선정하여 O(출발)-D(도착) 표를
만들 수 있다. 산업 간 거래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 산업연관표 중 국산거래표(생산자가격)
자료를 활용하여 건설 부문에 투입하는 계수가 0.03 이상인 산업 부문과 건설 부문이 투입
하는 계수가 0.005 이상인 산업 부문을 각각 건설과 연관성이 높은 판매자와 구매자로 보
고 이들 간의 거래액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위 기준에 따라 최종 구성된 건설산업 투입계수 네트워크에는 제조업 중 화학(C05), 비
금속광물(C06), 1차 금속(C07), 금속가공(C08), 전기장비(C10) 등이 포함되고, 비제조업
중 ‘전력, 가스 및 증기(D)’, 서비스업 중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G), 부동산서비스(L),

2) 투입계수는 연관산업으로부터 구입한 각종 원자재, 장비 등 중간투입액을 총투입액으로 나눈 것으로, 건설
부문의 투입계수는 건설업 생산물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각 산업의 중간재 단위를 뜻함(박훈 2009,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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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M)’, 사업지원서비스(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O)’ 등
의 부문이 포함되었다. 건설업으로 투입하는 계수가 높은 부문으로는 화학제품, 금속가공
제품,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순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업에서 투입하는 계수가 높은
부문으로는 부동산서비스, ‘전력, 가스 및 증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등이 있다.
투입계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산업 간 거래규모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지도를 작성하면
좀 더 직관적으로 건설업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파악할 수 있다. 제조업 중 화학, 비금속광
물, 1차 금속, 금속가공, 전기장비 부문과 서비스업 중 ‘전문, 과학 및 기술’ 부문이 건설 부
문의 주요 판매자(후방산업)로 분류되었다. 비제조업 중 ‘전력, 가스 및 증기’ 부문과 서비
스업 중 부동산, ‘전문, 과학 및 기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부문은 건설 부문의 주
요 구매자(전방산업)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부문이 건설의 주
요 전방 및 후방 산업 양쪽에 모두 속하여, 건설업과 쌍방향의 거래 관계를 보이는 점을 주
목할 만하다.

<표 1> 건설산업 투입계수 네트워크(2018년)
D
O

C05

C06

C07

C08

C10

D

F

G

L

M

N

O

C05

0.208 0.032 0.010 0.045 0.067 0.023 0.038 0.012 0.001 0.024 0.014 0.004

C06

0.003 0.117 0.015 0.004 0.007 (0.001) 0.083 0.000 0.000 0.001 0.001 0.001

C07

0.004 0.018 0.214 0.164 0.077 0.001 0.055 0.000 0.000 0.002 0.000 0.000

C08

0.006 0.012 0.008 0.124 0.036 0.007 0.071 0.002 0.000 0.003 0.004 0.002

C10

0.001 0.003 0.002 0.005 0.140 0.015 0.037 0.003 0.002 0.011 0.005 0.002

D

0.025 0.038 0.051 0.018 0.008 0.146 0.003 0.013 0.009 0.034 0.005 0.009

F

0.001 0.001 0.001 0.001 0.001 0.005 0.000 0.001 0.040 0.003 0.002 0.005

G

0.036 0.031 0.020 0.031 0.042 0.007 0.032 0.043 0.003 0.020 0.013 0.011

L

0.002 0.002 0.003 0.003 0.003 0.002 0.003 0.053 0.033 0.029 0.015 0.004

M

0.045 0.035 0.031 0.022 0.029 0.019 0.067 0.043 0.006 0.046 0.027 0.012

N

0.004 0.006 0.009 0.007 0.004 0.010 0.032 0.021 0.041 0.033 0.069 0.023

O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범례: C05 화학제품, C06 비금속광물제품, C07 1차 금속제품, C08 금속가공제품, C10 전기장비, D
전력, 가스 및 증기, F 건설, G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L 부동산서비스,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N 사업지원서비스,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3. 산업연관표” (https://ecos.bok.or.kr/, 2021.01.30. 검색)의 대
분류 국산거래표(생산자가격)
안종욱 외(2021, 31)의 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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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건설산업 네트워크 지도(2018년)

범례: C05 화학제품, C06 비금속광물제품, C07 1차 금속제품, C08 금속가공제품, C10 전기장비, D
전력, 가스 및 증기, F 건설, G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L 부동산서비스,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N 사업지원서비스,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주: 초록색과 파란색 선은 규모가 10조 원보다 큰 것, 빨간색은 3천억 원보다 큰 규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3. 산업연관표” (https://ecos.bok.or.kr/, 2021.01.30. 검색)의
대분류 국산거래표(생산자가격)
안종욱 외(2021, 33)의 그림 3-2

4. 기업거래정보를
활용한 건설산업
네트워크

기업의 거래 관계를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구조화한 결과를 여기서는 ‘기업 거
래망’으로 정의하며, 이는 기존 문헌에서 사용한 ‘거래 관계’(박문수 외 2020 참고)나 ‘거래
네트워크’(이유진 2019 참고) 등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거래망 특성이 기업의 성과
와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거나(이유진 2019, ii), 거래 관계가 대체로 기업 성장에 긍정적 작
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박문수 외 2020, 8) 거래망이 기업의 혁신이나 성장에 중요
한 역할을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혁신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에 의한 경쟁과 협력의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시스템”으로 정의 가능한 기업생태계(박문수 외 2019, 41)와
관련한 연구를 위해서는 거래 관계를 바탕으로 한 산업의 생태계 구조를 파악하는 일이 필
수적이다.
한국평가데이터(KoDATA)3)의 자료는 조사 및 취합 주기가 짧아 적시성이 높고, 기업 재

3)  2022년 2월 한국기업데이터(KED, Korea Enterprise Data)에서 사명 변경(한국평가데이터. “기업개요”
http://www.kodata.co.kr/ci/CIINT02R0.do, 2022.06.0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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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표와 함께 주요 거래업체(기업별 판매ㆍ구매기업) 및 거래규모 정보를 제공하므로 기
업 간 거래 네트워크 분석에 알맞다(이유진 2019, 15). KoDATA의 “26. 주요거래처” 자
료 중 건설업 면허 정보가 존재하는 기업의 2018년 주요거래처 정보 중 이상치를 제외한
122,659개의 연결(링크)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개별 기업의 거래 관계가 아닌 산업의 관계 및 생태계를 살펴보는 것이 목
표이므로, 네트워크의 개체(노드, 버텍스)를 각 기업이 속한 산업으로 치환한 다음, 거래(연
결, 링크)의 판매자(출발점)와 구매자(도착점)로 구성된 O-D표를 도출하였다.
기업거래정보를 바탕으로 산업 간 거래의 규모를 추가하여 네트워크 지도를 작성하면
좀 더 직관적으로 건설업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파악할 수 있다. 제조업 중 고무 및 플라스
틱, 비금속 광물, 1차 금속, 금속 가공,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부문과
서비스업 중 사업시설 관리 부문이 건설 부문의 주요 판매자(후방산업)로 분류되었다. 비제
조업 중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부문과 서비스업 중 부동산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부문은 건설 부문의 주요 구매자(전방산업)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제조업 중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전기장비 부문과 서비스업 중 도매 및 소매업, 정
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부문이 건설의 주요 전ㆍ후방산업 양쪽에 모두 속
하여, 건설업과 쌍방향의 거래 관계를 보이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이들 중 일부는 건설업
과 상대적으로 더 밀접한 관계로, 가치사슬 통합의 잠정적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거래정보를 활용한 건설산업 네트워크와 산업연관표 기반의 건설산업 네트워크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경우, 건설산업 생태계를 이해하는 좋은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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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건설산업 기업거래 비중 네트워크(2018년)
(단위: %)
D
O

C

D

E

F

G

H

J

K

L

M

계

0.27

0.60

0.32

0.13

0.56

38.22

0.00

0.00

0.02

0.01

0.63

C

19.40

0.43

0.27

11.45

4.79

D

0.41

0.02

0.06

0.09

0.01

E

0.20

0.03

0.41

0.29

0.07

0.01

0.00

0.01

0.02

0.02

1.06

F

5.73

1.06

0.25

20.77

1.15

0.47

0.88

0.49

0.89

0.78

32.46

G

6.20

0.08

0.15

5.67

2.71

0.05

0.82

0.10

0.05

0.18

16.02

H

0.40

0.00

0.03

0.13

0.14

0.12

0.00

0.00

0.00

0.00

0.84

J

0.44

0.03

0.00

0.42

0.51

0.03

1.86

0.17

0.02

0.16

3.65

K

0.05

0.00

0.05

0.04

0.00

0.00

0.16

L

0.08

0.00

0.00

0.15

0.04

0.00

0.02

0.01

0.06

0.02

0.39

M

0.41

0.06

0.03

0.36

0.07

0.02

0.04

0.03

0.06

0.34

1.43

계

33.33

1.73

1.19

39.39

9.54

0.99

4.25

1.14

1.24

2.08

94.87

0.02

주: 비중이 낮은 일부 산업 제외
자료: 한국평가데이터

기업정보 DB. “2. 업체 개요”, “20. 면허및시공능력”, “26. 주요거래처” 의 통합 및 가공
안종욱 외(2021, 36)의 표 3-3

<그림 3> 기업거래정보를 활용한 건설산업 네트워크 지도(2018년)

범례: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C23 비금속 광물제품; C24 1차 금속;
C25 금속 가공제품; C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C28 전기장비;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J 정보통신업;
L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O 공
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주: 초록색과 파란색 선은 규모가 1천억 원보다 큰 것, 빨간색은 2천억 원보다 큰 규모
자료: 한국평가데이터 기업정보 DB. “2. 업체 개요”, “20. 면허및시공능력”, “26. 주요거래처” 의 통합 및 가공
안종욱 외(2021, 37)의 그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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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산업
생태계 확장
및 가치사슬
고도화 방안

건설업을 중심으로 산업 간의 관계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산업연관표는
기본적으로 산업간 연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투입계수를 사용하여 건설업과 각
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한국평가데이터(KoDATA)의 기업정보 DB에는 기업 간
거래 관계에 대한 정보(“26. 주요 거래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건설업 면허를 가진
기업이 포함된 거래 관계를 산업 수준으로 치환하여 건설업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두 가지 자료를 활용하여 건설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이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경우 건설산업 생태계를 파악할 수 있다. 제조업(C)의 산출물(건설기자재 등)을 구매하여,
과학기술서비스업(M)과의 상호작용(건설용역)을 통해 건축 또는 토목 구조물을 생산하여,
전력(D), 부동산(L), 공공(O) 등의 부문에 공급하는 산업생태계를 정량적으로 확인한 것이
다. 특히 투입과 산출을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드러난 건설(F)과 건설용역(M)의 경우 하나
의 가치사슬(건설산업)로 묶인 수평적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방(전력, 부동산, 공
공 등)과 후방(다수 제조업) 산업들은 향후 산업융복합 등 건설산업과 가치사슬의 통합 및
연계가 예상되는 후보군으로 상정할 수 있다.

<그림 4> 건설산업 생태계 분석 결과
생태계 파악: 연관산업 및 가치사슬 확인
C 제조업

F 건설

D 전력
L 부동산
O 공공

M 과기

생태계 변화 예측: 가치사슬 통합 및 연계

C 제조업

F 건설

D 전력
L 부동산
O 공공

M 과기

현재(건설+용역)

자료: 안종욱 외(2021, 38)의 그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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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파악한 건설산업 생태계를 활용하여 가치사슬을 고도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① 가치사슬 통합(혁신 생태계) 관점의 산업전략 수립: 단기적으로는 생태계 내부 관점
의 가치사슬 연계 및 통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건설용역업
을 좀 더 명확하게 범주화하거나 건설산업의 정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
계획과 기술계획을 통합하는 등 산업전략 개선 논의가 개진되어야 할 것이다. 중장기
적으로는 생태계 확장 관점의 산업전략 수립을 고려해야 한다. ‘건설관련산업’ 등 새
로운 특수분류체계를 제시하여 기존 건설산업 바깥의 새로운 정책대상을 발굴할 근
거를 마련하고 향후 지원 범위를 늘려가야 한다. 기존 산업범위 내외를 넘나드는 가
치사슬 전체가 튼튼하게 연계되어야만 산업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② 가치사슬 통합적 정책의제 발굴: 향후 기업 가치사슬 분석에 따른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자재의 경우 건설산업에 필수적이므로 관련 산업을
흡수하거나(수직 결합) 공동구매 등(수평 결합)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구조를
바꾸지 않더라도 수평적 가치사슬 통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여러 정책 방안이 필
요하다. 공동계약, JV 설립 등의 방안 이외에도 BIM을 통한 표준화된 가치사슬 협업
방식 의무화 등 건설산업 특화 가치사슬 연계방안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산업 융복합 등 수직적 가치사슬 결합을 준비해야 하며, 건설 중심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 등의 세부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해볼 만하다.
③ 건설산업 분류체계 재정비: 현재 각종 통계나 지표에서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포함
하는 분석이 가능하지만, 주로 건설업은 대분류, 건설용역업은 중분류에 해당하여 건
설산업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또한 대부분 중분류보다 더 세분화된 자
료를 제공하지 않아 건설 관련업 등의 심층 분석은 불가능하다. 건설용역업 역시 엄
밀하게는 제공되지 않고 있으므로 분류를 새로 만들어야 할 것이며, 각종 자료의 활
용에서 건설용역업을 포함한 온전한 범위의 건설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본 분석에서는 분절적 산업구조로 인해 산업혁신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건설산업의 생태

6. 분석의 한계 및
과제

계를 파악하기 위한 정량분석을 시도하였다. 건설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향상
을 위해서는 분절된 가치사슬을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가치사슬 연계를 위해서는 산
업생태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산업연관 네트워크 분석과 기업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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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고, 정량분석의 결과를 해석하여 건설업의 생태계(연관산업 및
가치사슬)를 확인하고 향후 가치사슬 통합 또는 연계가 가능한 범위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데 치중한 결과 산업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여 정량분석
을 보완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건설기업의 가치사슬 사례
연구 등 혁신 생태계를 파악하기 위한 정성적 분석이 늘어나길 희망한다. 본 분석을 시작으
로 가치사슬 연계 등 산업생태계의 혁신을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논의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이
 원고는 저자가 수행한 「안종욱 외. 2021.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치사슬 연계 방
안. 세종: 국토연구원」의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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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을 위한
국내외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

이종소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jslee@krihs.re.kr)
유현지 국토연구원 연구원 (hjyoo@krihs.re.kr)

건설공사 적정임금제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발주자가 당초에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게 하기 위해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2017.12.)에서 계획을 발
표하였고 이를 통해 임금보장 강화와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
였다.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적정임금제가 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국가재
정 문제 등을 검토하였으나 적정임금 산정을 위한 실제 노무비의 분포, 적정임금과 관련된
연구, 세부기준 결정을 위한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논의 등의 사항은 제도 초기 단계에서 상
당부분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원고에서는 더욱 객관적이
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위해 적정임금제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여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현황

1) 도입 배경 및 근거
건설산업의 다단계 생산구조, 노무비 절감을 통한 저가 수주, 중간 수수료 등에 따른 임
금수준 하락은 건설산업 인식 악화 및 취업 기피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내국인력의
고령화, 외국인력 고용증가, 불법 외국인 고용 등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우리나라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삭감을 방
지하고 발주자가 당초에 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게 하는 적정임금제 도입을 추진하였다.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2017.12.)에서 ‘적정임금제’ 도입 계획을 발표(일자리위원
회·관계부처 합동 2017, 8-9)하였으며, 적정임금제가 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공사비 상승
으로 인한 국가재정 문제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
시설공단 등이 20개 현장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국정과제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대한민국 정부 2020, 81)에서는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등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방안 마련, 도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및 안전보건 조치 의무 강화,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공정임금 구축 등 임금격차 해소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17,
8~9)에서는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의 3대 추진목표를 수립하고 임
금보장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에 적정임금제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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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정임금제 도입방안 발표
2017년 적정임금제 도입방향 발표 후 시행된 총 20건의 시범사업 및 제도화 관련 연
구와 15회의 건설산업 분과위원회를 거쳐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제20차 대통
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안건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이 의결(국토교통부 2021,
1~2)되었다.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21)을 살펴보면, 적정임금제 적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건설근로자이나 건설근로자와 유사한 현장작업도 노무 대가를‘노무
비’로 별도 구분하여 적용하며, 시중노임단가가 존재하는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공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대상 사업은 공공공사의 경우 300억 원 이상 국가·지
자체가 시행하는 공사(종합심사낙찰제 대상)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 후 확대 검토하며, 민간
공사의 경우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 도입확산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다. 적정임금
산정 기준의 경우 임금직접지급시스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공공 1억, 민간 50억 이
상 공사 등)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수집하고 최빈값을 도출하여 적정임금으
로 적용하였다. 시스템별로 보유한 임금정보의 내용·범위가 상이하므로 향후 관련 기관 간
의 협업 및 정보공유 등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기능인등급제 시행 이후에는 현장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 차등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대금지급시스템에 발주자,
원·하도급자가 지급하는 임금의 적정임금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구현
하고 문자, 메신저 등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전자카드제 도입을 통해 지급확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단가 기준에 맞추는 관행 등을 차단하여
근로기준법 준수 여건 조성에 관련된 방안도 마련하였다.
또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송옥주의원 2021, 3),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김교흥의원
2021, 2) 등을 통해 건설근로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노무비가 지급되도록 입법화를 추진하
고 있다.

1) 국내의 선원 최저임금 사례

2. 적정임금
사례분석

국가가 전 산업을 대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외에 특정 산업에서만 임금을 별도로 정하
고 있는 국내 사례로는 선원법에 근거한 선원 최저임금이 있다.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최저
노동기준을 국가가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여 전 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
는데, 선원은 해상근로의 특수성으로 인해 선원법이라는 독립적 법체계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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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은 육상근로와 다른 해상근로의 특수성이 반영된 근로조건에 관한 단일법이 필요
하다는 취지 아래 1962년에 제정되었으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법을 통
해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받으나 선원은 선원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최저임금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은 선박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근로를 포함한 일상
생활까지 이루어지는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원법이라는 독립적 법체계에 따라 해양수
산부장관이 정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선원법 제59조; 김종엽·박성호 2021,
271).

<표 1> 「최저임금법」의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
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
니한다.
자료: 최저임금법 제3조

<표 2> 선원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법적 근거
제59조(최저임금)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
제169조(벌칙) 선박소유자가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임금의 최저액 이상을 지
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료: 선원법 제59조 및 제169조

선원 최저임금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2조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
양수산부 장관이 매년 결정 및 고시하고 있으며(선원법 제59조; 선원법 시행규칙 제38조
의2), 근로와 휴게 환경의 구분이 모호하고 출퇴근개념이 없는 선원의 근무 조건을 고려하
여 포괄임금제를 통한 월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김종엽·박성호 2021, 270-271).
선원 최저임금의 결정은 그 기준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으며, 통상적
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된 최저임금액의 1.3~1.5배 수준으로 선원 최저임금을 정해
왔으며(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 39) 최근에는 최저임금액의 1.2~1.3배 수준으
로 결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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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과 「선원법」의 선원 최저임금의 비교
연도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
금액(원)(A)

인상율(%)

「선원법」의 선원 최저임금
금액(원)(B)

인상율(%)

983,000

B/A

2008

787,930

2009

836,000

6.10

1,060,000

7.83

1.25
1.27

2010

858,990

2.75

1,098,000

3.58

1.28

2011

902,880

5.11

1,163,000

5.92

1.29

2012

957,220

6.02

1,238,000

6.45

1.29

2013

1,015,740

6.11

1,319,000

6.54

1.30

2014

1,088,890

7.20

1,415,000

7.28

1.30

2015

1,166,220

7.10

1,518,000

7.28

1.30

2016

1,260,270

8.06

1,641,000

8.10

1.30

2017

1,352,230

7.30

1,760,800

7.30

1.30

2018

1,573,770

16.38

1,982,340

12.58

1.26

2019

1,745,150

10.89

2,153,720

8.65

1.23

2020

1,795,310

2.87

2,215,960

2.89

1.23

2021

1,822,480

1.51

2,249,500

1.51

1.23

자료: 1)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현황”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
decisionMain.do, 2021.12.15. 검색); 2) 연도별 선원 최저임금 고시(2008~2021년)
안종욱 외 (2021, 34)의 표 3-12

2) 미국의 Prevailing Wage 사례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임금을 별로도 정하는 나라는 여러 나라가 있으나 우리나라 적정
임금제와 가장 비슷한 사례로는 미국의 prevailing wage(이하 PW1))이 있다.
PW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미국 연방에서 시행하는 공
공 건설공사에 적용되고 있으며,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2)에서 정하
는 최저임금 외에, Davis-Bacon and Related Acts(이하 DBA)3)에 따라 연방 공공 건설
사업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 하한선을 정하고 있다.
DBA는 건설노동자 임금의 최저 하한선을 정함으로써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들이

1) Prevailing wage는 공공 건설사업의 근로자 임금 하한으로 해석해야 하며, 우리 적정임금제에 많은 시사점
을 제공하였으나 ‘적정임금’으로 번역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본 원고에서는 PW로 부르기로 함
2) U.S. Department of Labor. “Wages and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https://www.dol.gov/agencies/whd/flsa, 2021.12.15. 검색)
3) U.S. Department of Labor. “Davis-Bacon and Related Acts”
(https://www.dol.gov/agencies/whd/government-contracts/construction, 2021.12.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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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임금 격차에 영향받지 않고 평등하게 경쟁하고, 임금이 낮은 지역의 근로자들을 고
용하여 저가 입찰하는 외부 건설업체들로부터 지역 업체와 임금을 보호하고 평등한 경쟁
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2019, 22). 연방정부
의 DBA 외에 개별 주에서도 Little Davis-Bacon Act(Little DBA)을 제정하여 주 차원의
PW를 정하고 주 정부 예산으로 시행하는 공공공사에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51개 주 중
42개 주가 도입하였으나 2021년 기준 27개 주에서 적용하고 있다.

<표 4> 미국 주별 Little Davis-Bacon Act 시행 현황
시행
Alaska

Minnesota

Oregon

California

Missouri

Pennsylvania

Connecticut

Montana

Rhode Island

Delaware

Nebraska

Tennessee

Hawaii

Nevada

Texas

Illinois

New Jersey

Vermont

Maine

New Mexico

Washington

Maryland

New York

Washington, DC

Massachusetts

Ohio

Wyoming

폐지
주명

폐지년도

Alabama
Arizona

미도입

주명

폐지년도

1980

Kentucky

2017

1984

Louisiana

1988

Iowa

Arkansas

2017

Michigan

2018

Mississippi

Colorado

1985

New Hampshire

1985

North Carolina

Florida

1979

Oklahoma

1995

North Dakota

Georgia

Idaho

1985

Utah

1981

South Carolina

Indiana

2015

Wisconsin

2017

South Dakota

Kansas

1987

West Virginia

2016

Virginia

주: 2021.01.01. 기준
자료: U.S. Department of Labor, “Dollar Threshold Amount for Contract Coverage”
(https://www.dol.gov/agencies/whd/state/prevailing-wages, 2021.12.17. 검색)
안종욱 외 (2021, 37)의 표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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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및 대상
USD 2,000를 초과하는 연방정부 공공건물의 건설, 개조, 수리 공사를 수행하는 원·하
도급자에 적용되며, 해당 공사 건설근로자에게 PW 이상의 급여를 보장해야 한다.4) 또한
Little DBA를 적용하고 있는 주는 PW를 적용하는 공사 규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보다 강한 기준을 적용하는 곳도 있다.5)
주별로 살펴보면, Illinois, Massachusetts, New York, Nebraska, Texas,
Washington, Oregon의 7개 주는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하고 있으며, Connecticut,
Delaware, New Jersey, Ohio는 신축공사와 개보수 공사를 구분하여 기준 금액을 제시
하고 개보수 공사의 기준 금액은 더 낮다. 또한 Minnesota는 단일 계약과 다자간 계약을
구분하여 금액을 제시하고 있으며, Tennessee는 도로공사를 대상으로만 적용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노동부 인증 견습 프로그램에 등록된 도제·견습생에 한해서는 PW보다 낮은
금액으로 고용이 가능하다는 특징도 있다(U.S. Department of Labor 2009).

4) U.S. Department of Labor. “Construction Surveys” (https://www.dol.gov/agencies/whd
/government-contracts/construction/surveys, 2021.12.15. 검색)
5) U.S. Department of Labor. “Dollar Threshold Amount for Contract Coverage”
(https://www.dol.gov/agencies/whd/state/prevailing-wages, 2021.12.1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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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미국 주(state)별 PW 적용 공사 기준 금액(Threshold Amount)
주
(States)

기준액
(Threshold Amount)

주
(States)

기준액
(Threshold Amount)

Alaska

$ 25,000

New Jersey

$2,000, $16,263, $50,000
(유지 및 수리 총비용)

California

$ 1,000

New Mexico

$ 60,000

Connecticut
Delaware

$ 1,000,000(신축)
$ 100,000(개보수)
$ 500,000(신축)
$ 45,000(개보수,해체)

New York
Ohio

$250,000(신축)
$75,000(개보수)

Hawaii

$ 2,000

Illinois

없음

Pennsylvania

$ 25,000

Maine

$ 50,000

Rhode Island

$ 1,000

Massachusetts 없음
Minnesota

$25,000(다자간 계약)
$2,500(단일 계약)

Nebraska

없음

Tennessee

없음

(도로공사에만 적용)$ 50,000

Texas

없음

Washington

없음

Missouri

$ 75,000

Montana

$ 25,000

Nevada

$ 100,000

Vermont

$ 100,000 또는 $ 200,000(건설자금의 50% 이상 조달 시)

Oregon

없음(개조공사는 $ 50,000 이상 공사만 공공공사로 간주)
($ 750,000 이상의 정부 자금을 사용하는 모든 공사는 공공공사로 간주)

Maryland

$ 100,000
Washington, DC (District of Columbia는 DBA
기준 적용)
Wyoming

$ 100,000

$500,000 및 다음조건 충족
(1) 주정부 및 주정부 대행기관 투자 프로젝트
(2) 주정부 산하기관 및 에이전시 그리고 county와 같은 자치단체, 50% 이상
출자기관 주가 25% 이상 출자한 프로젝트(학교제외)

주: 2021년 1월 1일 기준
자료: U.S. Department of Labor. “Dollar Threshold Amount for Contract Coverage”
(https://www.dol.gov/agencies/whd/state/prevailing-wages, 2021.12.17. 검색)
안종욱 외 (2021, 39)의 표 3-15

(2) PW 산정
PW를 결정하기 위하여 미국 노동부의 임금근로시간국(Wage and Hour Division)은 6
명 이상의 근로자와 3명 이상의 고용주가 있는 공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건설
공사의 임금정보를 수집한다. 수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의 발주자,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
로 건축물(building), 주거용 건물(residential), 고속도로(highway), 대형건설(heavy)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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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공사유형에 대해 직종별 임금조사를 수행하며, 각 주의 지역별 임금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임금 조사는 시행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실시하되 1분기에 당해연
도 PW를 고시한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2019, 27).
PW는 일반임금과 특수임금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임금은 공사 및
지역별 임금을 의미하며, 건물, 주택, 고속도로 등으로 구분하여 연방조달관리시스템에 고
시되고 있다. 특수임금은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발주처의 요청으로 적용되는 임금을 의미
하며, 사업별로 고시6)된다. PW 산정 시 근로자의 현장경력과 훈련시간에 따른 숙련 수준
을 고려하는데, 숙련도 향상을 위한 훈련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여 이를 임금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같은 목수라도 일반, 마루바닥, 단열 등 동일직종 내에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
는지에 따라 임금이 달라질 수 있다(박광배·김태준 2017, 33).

(3) PW 효과에 대한 논의
과거 PW 제도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으나 최근 PW 도입에 따른 여러 가
지 긍정적 효과와 사례들이 제기되고 있다.
PW 도입 시 근로자 임금이 증가하고 이는 공공 건설공사의 예산 증가로 이어진다는 연
구 결과(Vedder 1999; Dunn et al. 2005)가 있었으나 최근 이를 재분석한 연구 사례에
따르면 PW와 공사비 상승 간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Mahalia 2008; Manzo
IV & Duncan 2018a; Onsarigo et al. 2017; Kelsay & Manzo IV 2019). 또한 일부 사
례에서는 PW를 폐지 시 공사비 절감 효과가 없고 오히려 생산성 감소와 타 주 근로자 유
입 증가 등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Manzo IV & Duncan 2018b;
Kelsay & Manzo IV 2019; Manzo IV et al. 2020), PW를 시행하는 주는 시행하지
않는 주보다 생산성이 더 높고 부상 발생률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hilips 2014;
Quesada et al. 2013).

6) U.S. Department of Labor. “Davis-Bacon and Related Acts Frequently Asked Questions”
(https://www.dol.gov/agencies/whd/government-contracts/construction/faq, 2021.12.1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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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PW의 효과에 관한 연구
구분

적정임금에 따른
공사비 상승 영향
적정임금에 따른
공사비 증가 연구
사례 재검토

저자

연도

내용

지역

Vedder

1999

- 적정임금이 연간 최소 2억 7,500
만 달러의 재정 지출을 증가시킴

Michigan

Dunn et al.

2005

- 적정임금이 9~37%의 공사비를 증
가시킴

California

Mahalia

2008

- 적정임금이 공사비 증가를 야기한다
는 과거 20개 연구를 재검토, 공사비
상승과 적정임금은 무관하다 결론

-

2013

- 적정임금 미시행 주 대비 시행 주의
부상 발생률이 더 낮음(10만명 당
평균 부상발생률 : 시행 주10.82,
미시행 주 12.12)
- 제도 미시행 주 대비 지역 건설사
계약 비중 높음

Illinois

2014

- 적정임금 미시행 주 대비 건설 근
로자 1인당 부가가치(생산성)가
14~33% 더 높음
- 적정임금 미시행 주 대비 건설노동
자 장애 12% 높음

Manzo IV &
Duncan

2018

- 적정임금에 따른 공사비 영향 없음
- 제도 미시행 주 대비 근로자 생산성
7.7% 향상
- 건설 부문 이직률 감소
- 제도

미시행 주 대비 건설 노동자 교
육 수준이 높음(대졸 노동자 비율:
시행 주 43.8%, 미시행 주 42.5%)

Minesota

Stepick &
Manzo IV

2021

- 적정임금에 따른 공사비 영향 없음
- 입찰경쟁 19% 증가

Oregon

Manzo IV &
Duncan

2018

- 적정임금에 따른 공사비 영향 없음
- 생산성 상승 인근 주 대비 5.3% 저하
- 저숙련 노동자 4.5% 증가
- 외부 근로자 고용 증가

Kelsay &
Manzo IV

2019

- 적정임금에 따른 공사비 영향 없음
- 건설 노동자 부상 26% 증가

Manzo IV et al.

2020

Quesada et al.

Philips
적정임금
유무 비교

적정임금 폐지 후
부정적 영향

- 적정임금에 따른 공사비 영향 없음
- 건설 부문 이직률 8% 증가
- 외부 근로자 고용 증가

Kentucky
(2017년 폐지)

Indiana
(2015년 폐지)

West
Virginia
(2016년 폐지)

Wisconsin
(2017년 폐지)

자료: Dunn et al.(2005), Kelsay & Manzo IV(2019), Mahalia(2008), Manzo IV & Duncan(2018a),
Manzo IV & Duncan(2018b), Manzo IV et al.(2020), Philips(2014), Quesada et al.(2013),
Stepick & Manzo IV(2021), Vedder(1999) 참고
안종욱 외 (2021, 47)의 표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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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세부 개선방안

본 원고에서 적정임금과 관련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더욱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적정
임금제 도입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적정임금 기준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가 현장에서 실제로 받는 노
무비의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현재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와 연계된
전자카드제(2020.11. 시행)에서는 근로일수만 알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정보(액수 등) 부재
한 실정이다. 또한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한 시중노임단가는 건설공사 계약에 쓰이는 노임
단가를 조사한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받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개
선한다면 적정임금 기준으로 사용할 대푯값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초급 기
능인력의 적정임금 할인 효과 역시 보다 객관적으로 추산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노무단가는 퇴직공제 시스템 등과 연계하고, 수집된 정보를 활용 및 분석하는 권한
은 특정 기관에 귀속시키지 않고 활발한 연구를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는 건설
근로자법 개정안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직종·기능별 노무단가 조사·연구 수행을 규정
(송옥주의원 2021, 3)하였으므로, 세부 조항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적정임금 결정, 계약 특례 등 적정임금과 관련된 세부기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관
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검토와 논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적정임금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적정임금 산정 기관을 따로 지정하기보다는 조사, 분석 등을 수행
하고 이에 따른 논의와 의결을 수행하는 상설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선원 최저임금과의 비교, 법률연구, 건설근로자 임금실태조사의 확장, 공사비와
계약 등의 특례와 적정임금의 효과 등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간다면 더 나은 지
원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원고는 저자가 수행한 「안종욱 외. 2021. 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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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의
발주방식 다양화 방안

이치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cjlee@krihs.re.kr)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은 서민주거의 안정과 공공발주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
해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2)1)」의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다. 이를 통
해, 건설기업의 기술력과 설계품질, 브랜드 등을 공공주택건설사업에 적용하여, 공공주택
의 품질향상과 서민주거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하지만, 최근 민간참여사업에서 대기
업이 선정되는 비율이 높으며, 공사비를 과다 산정하여 건설사의 수익배분 비율이 높다는
의견 제시되었다2). 이 원고에서는 민간참여사업의 특징을 설명하고, 문헌조사와 전문가 자
문 및 설문조사를 통해서 민간참여사업의 개선 방향을 설명한다. 그 후, 주요 개선 방향인
중소건설기업의 참여 확대방안과 수익배분 유형의 다양화 방안을 제안한다.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민간참여사업)에서 공공발주기관(공공기관)은 토지를 제공

1.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하고, 건설사가 공사비를 투자하여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공동사업으로, 수익과 리스크를
배분하는 사업구조이다(그림 1)3). 예를 들어, 투자 지분율 중에서 토지비가 전체 사업비의
30%이고 공사비가 70%라면, 분양 수익과 미분양 리스크도 30:70으로 배분한다. 사업 신
청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의 비율을 건설사가 변경 가능하지만, 미분양 리스크 감소에 따
른 사업자 선정 평가점수도 낮아진다.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은 미착공 및 미매각
용지를 활용할 수 있고 민간 자본도 유치할 수 있으므로, 공공주택건설을 위한 자금조달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역할은 토지 투자와 기본설계, 사업승인 및 변경, 감독 및 관리이며, 분양을
지원하기도 한다. 건설기업은 실시설계와 사업승인 및 변경, 건설공사, 모델하우스 건립과
운영, 분양업무, 하자관리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업승인 및 변경은 공공기관과 건설사의 협
의를 통하여 업무 수행기관이 정해진다.

1)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12. 법률 제11187호(1월 17일 일부개정).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9. 재벌건설사 특혜로 드러난 민간참여형 공공주택 사업 폐지하라. 보도자료.
3) 한국토지주택공사. 2016.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업무편람.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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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민간참여형 공공주택건설의 사업구조

분양

공공기관

• 토지지분 투자

분양금

입주자

토지제공

건설공사

• 설계, 건축비 조달

건설사

• 시공, 분양

민간참여사업는 공공기관이 사업계획과 기본설계를 수립한 후, 공모를 통하여 건설기업
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절차를 가진다. 민간참여사업이 아닌 공공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공공기관이 실시설계까지 수행한 후에 발주를 통해 건설사를 선정
하고 공사를 수행한다(그림 2).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은 건설사의 기술력과 자본
을 활용하여 브랜드 가치가 높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건설기업은 토지 매입자금
의 부담 경감과 인허가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장기 미착공 사업
의 조기 개발로 지역 경기의 활성화와 장기 미매각 토지에 대한 토지 대금의 조기회수도 기
대할 수도 있다. 확보된 사업수익을 다른 공적 사업의 재원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건설사
는 사업시행자로서의 경제적 이익 확보와 함께 또 다른 사업의 수익모델과 연계할 수 있다.

<그림 2> 민간참여사업과 공공분양 주택건설사업의 절차
(민간참여형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절차)

사업계획
수립

기본설계

사업자
공모·선정

공공기관

착공·준공
건설사

(공공분양 주택건설사업의 절차)

사업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공기관

발주

착공·준공
건설사

73

02

PART

건설이슈 & 브리프 ④

2. 민간참여
사업의 개선
방향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민간참여사업의 개선사항을 도출한 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그 개선사항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전문가 인터뷰는 주택건설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20
년 이상 수행한 2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2021년 10월 19일). 그 후, 민간참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담당자와 인터뷰를 하여 실무적 관점에서 실현 가능한 개선사항
을 최종 도출하였다(2021년 11월 26일). 마지막으로, 민간참여사업에 참여한 건설기업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민간참여사업의 개선 방향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5점 척도의 온라인 설문이었으며, 2021년 12월 2일(목요일)부터 6일(월
요일)까지 수행하였다. 응답자는 47명(대기업 33명, 중소기업 14명)이고, 주관사로 참여
한 기업의 종사자는 28명, 참여사의 종사자 23명, 주관사와 참여사 모두 경험한 건설기업
의 종사자는 4명이다. 총 설문조사 항목 중에서 객관식은 11개이며, 응답자의 평균 점수는
2.97점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는 평균 점수보다 높은 설문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긍정적
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 반대의 경우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객관식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그림 3), 응답자들은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서 작성과
접수 기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공고 기간이 연장된다면 신청기업의 수가 현
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공공기관의 신용보증이 민간참여사업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탈락에 따른 매몰비용의 규모가 부담된다고 응답
하였다. 다른 건설사업에 비해 민간참여사업의 사업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기
업에 유리한 비계량 평가요인과 재무 건전성 등의 계량평가 비중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
다. 하지만, 평가요인과 배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별화는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평가 항목들 간의 차등 폭도 크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중소기업의 참여 증가를
위해서 중소규모 민간참여사업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 요소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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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설문조사 결과: 민간참여사업의 개선 방향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항목의 유무

3.6

비계량 평가항목 간의 배점 차등폭

2.8

재무건전성에 대한 계량 평가항목의 비중

3.2

대기업에 유리한 비계량 평가항목의 비중

3.0
3.3

중소규모 민간참여사업의 증가가 중소기업 참여에 미치는 영향
공공주택건설사업 대비 민간참여사업의 사업성 수준

2.9
4.0

사업자 선정 탈락에 따른 매몰비용의 부담 수준

3.4

공공기관의 신용보증이 민간참여사업의 참여 확대에 미치는 영향
공고기간의 연장이 신청기업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

3.2
3.4

사업공고 후, 신청서 접수기간 부족
0

1

2

3

4

5

(설문조사 점수)

주관식 설문 항목은 5개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주관사가 아닌 참여사로 참가한 중소기업
의 역할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대수 300가구 내외의 중소규모 민간참여사업을
발주한다면, 중소기업의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수익배분 방식을 선호하는 응
답자는 22명,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정해진 공사비를 지급받는 도급계약 방식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24명으로 조사되었다(미응답 1명). 대기업은 수익배분 방식과 도급계약 방식 모
두 선호하지만, 수익배분 방식을 조금 더 선호하였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도급계
약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참여사업의 공사비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다른 공공분양 주택사업의 공사비는 유사하였으며, 공공기관과 건설기업의 상호역할분담
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 민간참여사업의 개선 방향
(중소건설기업의 참여 확대)

(수익배분 유형의 다양화)

•민간참여사업 수익배분 유형의 다양화
• 컨소시엄 참여사의 역할 구체화

- 수익배분형, 도급형 등

• 사업공고·접수기간의 확대

- 토지비

• 소요비용 보상지원 범위의 확대

- 공사비

• 중소규모 사업의 발주 증가

- 미분양 손실

• 경쟁제한 혹은 할당 등 고려

-수
 익배분 방식: 수익배분형, 도급형
- 사업유형: 개별사업, 패키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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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민간참여사업에 건설사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①중
소기업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민간
참여사업의 사업성이 낮다고 인식하는 건설기업들이 있었다. 하지만, 민간참여사업의 도입
목적이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사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설기업의 기술력과 브랜드 가
치 등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 공사비는 다른 공공주택건설사
업과 유사하였으므로, 민간참여사업만의 개선방안이 아니다. 하지만, ②건설사마다 수익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달랐으므로, 수익배분 방식의 다양화 방안은 필요하다.

3. 중소건설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

1) 참여 확대 방안
민간참여사업에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방법은 주관사로서 참여와 컨소시엄의 참여사로
서의 참여로 구분된다. 2020년 11월을 기준으로, 47개 사업중에서 주관사로 참여하는 중
소기업의 비율은 17.0%(8개)이고, 참여사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25.5%(12개)
이다. 참여사의 비율이 조금 더 높지만, 건설공사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가 있었다. 설문조사에서도 참여사로서의 역할이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구체적인
역할을 기술한 중소기업 종사자는 2명에 머물렀다. 그래서, ①민간참여사업에 컨소시엄으
로 참여한 중소기업의 역할을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류작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중소건설기업을 배려하는 방안도 필요하
다. 설문조사에서 대기업도 신청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접수 기간이 확대되면 신청기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②민간참여사업을 신청하는
기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업공고 후, 신청서 접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민간참여사업에 신청한 후, 탈락한 건설사를 위한 보상 기준이 있지만(Table 1), 신청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보상금이 크게 낮다. 2021년 10월 19일에 수행한 전문가 자
문에서 공사의 특징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약 10억원 내외의 신청 비용이 소요된다. 반
면에 보상금은 1억에서 1.2억원의 수준이며, 이와 같은 낮은 보상금액은 중소건설기업의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 ③민간참여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매몰비용의 부
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상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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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소요 비용의 보상지원 기준
대상자

2개 업체 참여시

3개 업체 이상 참여시

보상지원금액

2위: 1.2억

2위: 1.2억, 3위: 1억원

중소규모 민간참여사업은 대규모 민간참여사업에 비하여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도 감소
할 것이며, 민간참여사업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보증금의 규모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수행에 필요한 자금 규모도 감소하므로, 중소건설기업의 자금조달 부담도 감소될 것이
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세대수 300가구 내외의 중소규모 민간참여사업 발주가 증가한다
면, 중소기업의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④중소기업의 민간참여사업 확
대를 위해 중소규모 민간참여사업의 발주 증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평가요인과 배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를 두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⑤경쟁에서 제한을 두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을 대상
으로 한 민간참여사업의 발주에서 총사업비와 세대수 등에서 경쟁의 제한을 둘 수 있을 것
이다. 제로 에너지, 스마트 요소와 같은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감소시킨다
면, 중소기업이 참여할 기회가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발주방식 다양화 방안: 수행기업의 선정기준
민간참여사업에서 중소건설기업이 주관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한 선정기준을 제안하였다(그림 5). 먼저, 설문조사에서 300 세대 내외의 중소규모
사업 증가를 중소건설기업의 참여 확대방안으로 제시하였으므로, 민간참여사업의 규모를
주관사 선정기준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미분양의 리스크를 공공기관과 건설사가 분담하므
로, 분양가와 분양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인프라를 민간참여사업의 주관사 선정기준으로
도출하였다. 선행연구4)에서 분양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육여건과 교통여건, 편의
시설 등의 주변 인프라를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수행기업의 선정기준을 기반으
로, 발주방식 다양화 방안은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4) 손승현, 김도영, 김선국 (2019). 아파트 프로젝트의 초기 분양률 예측 회귀모델. 한국건축시공학회 논문집
19(5): 439-448.서진호, 강정규 (2014). 신규 아파트 초기 분양률 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경남 부산지
역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12(2): 153-164.정대석 (2019). 공동주택 분양률 영향요인 분석: 서울시 공동주
택 초기 분양률을 중심으로. 부동산정책연구 20(3):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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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발주방식 다양화 방안: ⑴수행기업의 선정기준
(사업규모)

대규모 사업, 낮은 인프라 수준
• 대기업

중소규모 사업, 낮은 인프라 수준
• 대기업
• 중소기업 수행가능

대규모 사업, 높은 인프라 수준
• 대기업
• 중소기업 수행가능

중소규모 사업, 높은 인프라 수준
• 중소기업

(주변 인프라)

• 민간참여사업이 대규모이지만, 주변 인프라의 수준이 낮다면 대기업이 수행한다. 미
분양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고, 건설기업의 브랜드가치로 사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기업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 사업 규모가 대규모이고 주변 인프라 수준도 높다면 대기업이 적합하지만, 중소기업
도 수행가능하다.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수익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면 대기업이 수
행하고, 공공성을 고려한다면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 사업규모가 중소규모이고 주변 인프라 수준도 낮으면 대기업이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
지만, 중소기업도 수행가능하다. 하지만, 미분양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고, 브랜드 가
치가 높아서 사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기업이 우선된다.
• 사업규모가 중소규모이고 주변 인프라 수준이 높으면, 중소기업이 수행한다. 대기업
도 수행 가능하지만, 공공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이 우선 수행한다.

민간참여사업의 수익배분 유형의 다양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먼저 수익률 분석기준을

4. 수익배분
유형의 다양화
방안

제안한다(reference_건축학회). 수익률은 투입요인인 토지비와 공사비, 산출요인인 분양
수익으로 계산할 수 있다.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는 투자비율을 기반으로 미분양 손실도 공
공기관과 건설사가 배분을 하므로, 미분양 손실도 수익률 분석기준에 포함된다. 투자비율
에 따라서 수익을 배분하는 공공기관도 있지만,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도급형 민간참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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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도 있다. 또한, 민간참여사업은 개별사업으로 발주되기도 하지만,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혹은 사업성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패키지 사업으로 발주되기
고 한다. 따라서, 수익배분방식과 민간참여사업의 유형도 수익률 분석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지비
분양가는 토지비와 가산비, 건축비와 가산비로 구성되며, 공공분양주택의 토지비는 감
정평가를 통해서 결정된다. 감정평가 시점과 분양가 산정 시점의 차이가 크면, 건설 및 부
동산 경기에 따라 수익이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설·부동산 경기가
불황일 때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토지를 구입하고 건설·부동산 경기가 활황일 때 분양가를
산정한다면, 그 차이에 따른 수익이 크게 증가한다(그림 6). 분양가 산정 시점의 차이에 따
라서 분양수익이 크게 증가한다면, 그 수익분배에 대한 기준마련도 필요하다. 투자비율을
기반으로 수익을 배분한다면, 건설사는 토지구매에 투자를 하지 않았지만, 분양수익이 증
가하기 때문이다.

<그림 6> 지가변동률(2015-2020)

(지가변동률 : 전국)

0.5
0.4
0.3
0.2
0.1
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자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 https://www.reb.or.kr/r-one/ (2022년 1월
27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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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비
민간참여사업의 협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준공 시점까지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와 장비,
인건비 등은 변한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해 공사비가 급격히 증가할 경
우는 공사비의 보정이 필요하므로, 여기서는 건설공사비지수5)를 사용하여 그 변화 값을 분
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지나치게 낮은 공사비는 낮은 품질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건설기
업의 낮은 수익률은 민간참여사업의 낮은 참여율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림 7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의 현황이며, 그림 8은 주거용 건물에서 건설공
사비지수의 현황이다.

<그림 7> 기본형 건축비: 2015-2020

<그림 8> 건설공사비지수: 주거용 건물

(천원 / 3.3㎡)

(건설공사비지수)

6,000

130

5,500

120

5,000

110

4,500

100

4,000

9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자료: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USR/I0204/m_45/lst.jsp?gubun=
(2022년 1월 23일 검색)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statHtml/statHtml.do?orgId=397&tblId
=DT_39701_A002&conn_path=I3
(2022년 1월 23일 검색)
주: 2015년은 10-12월의 평균값이고, 2016년
부터 2020년은 1-12월의 평균값

3) 미분양 손실
미분양은 준공 전 미분양과 준공 후 미분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분양이 발생하면 건설
사는 공사 진행에 따른 공사비 정산이 늦어지므로, 그 기간 동안에 손실이 발생한다. 민간
참여사업에서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공정한 수익배분을 위해서는 미분양 리
스크도 수익률 분석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기업대출금리를 적용하여 미분양에 대한 금융
5)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를 대상으로 2015년의 생산자 물가지수의 물가를 100
으로 하여 재료, 노무, 장비 증 세부 투입자원에 대한 물가변동을 추정하기 위한 지수(한국건설기술연구원.
https://cost.kict.re.kr/#/work/index (2022년 1월 29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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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기업대출금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류하여 적용
할 수 있다(표 2).

<표 2> 기업대출금리(2015-2021 평균값)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대기업

3.40

3.14

3.13

3.33

3.34

2.64

2.55

중소기업

3.87

3.69

3.71

3.88

3.67

2.97

2.95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flex/EasySearch.jsp (2022년 1월 27일 검색).

4) 수익배분 방식
민간참여사업은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과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도급형 방식으로 분류된
다. 먼저, 수익배분 방식은 총 사업비에서 공공기관의 토지비와 건설기업의 공사비 비율로
분양 수익을 배분한다. 일반적으로 공사가 진행될수록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지만, 투자비
율 기반의 방법에서는 시간 흐름에 따른 공사비 변화를 고려하고 일정하게 배분한다(그림
9). 건설기업이 미분양 및 자금조달 등의 리스크를 감당하는 대가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
다. 하지만, 이 원고에서는 제안한 수익률 분석기준에는 미분양에 따른 금융손실과 공사비
및 토지비 증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사진행 시기에 따라서 수익배분 비율을 달리 적용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사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기 때문이다(그림 10).

<그림 9> (예) 투자 비율로 일정하게 수익배분

<그림 10> (예) 일반적인 공사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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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유형
민간참여사업의 발주방식은 하나의 현장에 발주되는 개별사업,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발주되는 패키지사업, 사업성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에서 사업이 함께 발주되는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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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지 사업으로 분류된다. 민간참여사업의 도입 근거가 공공주택의 품질향상과 함께 공공기
관의 재무구조 개선이지만, 사업유형에 따라서 수익률이 다르다. 따라서, 사업유형도 수익
률 분석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6) 발주방식 다양화 방안: 수행방법의 선정기준
수익률 분석기준 중, 토지비와 공사비, 미분양 손실은 민간참여사업의 수행결과에 의해
서 결정되는 것이다. 수익배분 방식과 사업유형은 민간참여사업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이들을 기반으로 발주방식 다양화 방안을 제안한다(그림 11). 먼저, 민간참여
사업에 건설기업의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건설 및 부동산경기가 활황일 경우는 투자비
율에 따른 수익배분 방식을 적용하고, 불황일 경우는 도급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가정한다.
• 사업 규모가 크고 주변 인프라 수준이 낮을 경우, 그리고 사업 규모가 작고 주변 인프
라 수준도 낮은 경우는 낮은 수익성을 만회하기 위해서 수익성 높은 지역과 연계하는
패키지 발주방안을 적용한다.
• 사업 규모와 주변 인프라 수준이 모두 높을 경우, 그리고 사업 규모는 작지만 주변 인
프라 수준은 높은 경우는 분양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별발주 혹은 분양주택
과 임대주택을 연계하여 함께 발주하는 방안을 적용한다.

<그림 11> 발주방식 다양화 방안: ⑵수행방법의 선정기준
(사업규모)

대규모 사업, 낮은 인프라 수준
• 패키지: 수익성 높은 지역과 연계

중소규모 사업, 낮은 인프라 수준
• 패키지: 수익성 높은 지역과 연계

대규모 사업, 높은 인프라 수준
• 단독 발주
• 패키지: 분양+임대

중소규모 사업, 높은 인프라 수준
• 단독 발주
• 패키지: 분양+임대

(주변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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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민간참여형 공공주택건설사업은 공공주택의 품질향상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도입
되었지만, 주관사로 대부분 대기업이 선정되고 건설사에 과도한 수익이 배분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는 민간참여사업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중소건설기업이 주
관사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수익배분 유형의 다양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공공발주기관
은 건설산업의 균형발전에도 노력해야 하므로, 이 원고의 내용이 중소건설기업의 민간참여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원고는 저자가 수행한 「이치주 외. 2021. 민간참여형 공공주택건설사업의 개선방안. 서
울: 감사원」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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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미래 대응 방향

1. 머리말

김성일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본부장 (sikim@krihs.re.kr)

건설산업의 기술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종전의 건설생산체계 혁신의 논의를 넘어서는
건설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건설산업의 수용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고, 수
용성 확보를 위한 혁신전략은 건설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다. 4차 산업 혁명
요소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건설산업의 생산방식과 운영행태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
이고, 제조와 건설, 금융의 융합으로 건설산업의 외연을 더욱 확장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
다. 현장건설위주에서 공장생산제작 방식으로 건설생산방식이 전환되고, 사람보다는 지능
형 로봇이 시공을 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올 것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 메타버스가 건설산업
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업의 경영평가에 핵심 요소로 등장
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아울러, 건설안전에 대한 인식의 강화, 건축물 정보관리시스템
(BIM)의 적용확대 등 건설참여자간의 협업, 소통의 확대로 건설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인 시
대로 다가오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우리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건설산업 주요
미래 이슈 및
대응

1) 로롯과 건설산업1)
4차 산업혁명의 요소기술이 궁극적으로 로봇으로 구현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로봇은 우리의 사회, 문화, 경제,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다. 이에 국내 대기업 및 해
외의 선진기업들은 생산현장 및 생활공간에 활용하기 위한 로봇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공장생산 등 제조과정, 의료행위에서 로봇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일상생활
지원에 로봇을 활용하는 등 로봇은 인간의 삶의 일부로 등장할 날도 멀지 않다. 로봇을 통
해 정보전달과 의사소통, 나아가 의사결정에 이르기 까지 로봇은 우리의 삶의 동반자로서
의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로봇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빅데이
터, AI 등과 연계된 로봇은 경제 및 생활에 있어서 심지어 인간을 대체하는 수준으로 까지
나아갈 날도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이처럼 빅데이터, AI로 장착한 로봇산업은 미래의 먹
거리 산업으로 우뚝 자리 잡을 것이다. 로봇은 산업 생산활동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 제조공정의 효율화와 노동력에 의존하는 산업을 로봇 의존형 산업으로 탈바꿈으로
써, 노동비용의 절감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제조 등 생산 공정의 정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에서 이미 로봇의 활용이 일상화되
는 것과 달리 건설산업은 장소, 프로젝트 등에 따른 특수성이 큰 산업이며, 수요자의 요구
1)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dxno=22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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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맞춤형 산업으로 로봇의 활용이 아직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분적으
로 로봇시공을 위한 연구개발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른바 스마
트 건설기술 강화 차원에서 산업용 로봇의 개발과 현장투입을 위한 건설 로보틱스 분야의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활동의 증가로 물류, 유통에 로봇의 활용도가 증가할 것이며,
위험작업 등이 수반되는 건설현장에도 로봇의 활용도 증가할 것이다. 아울러, 오프사이트
건설(Off-Site-Construction) 등 건설생산의 제조업화의 가속화로 건설현장에 로봇을 통
한 조립생산이 보다 용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물인터넷(IoT), 딥러닝의 기술이 건설산
업에 접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현장에서도 숙련된 건설인력 및 작업자의 부족을 해소하
고 건설생산성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반의 로봇의 도입이 시작되고 있다.
과거의 3D라는 부정적 이미지의 건설산업에서 디지털 기반의 건설산업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건설용 로봇의 현장 활용은 초보적 수준이지만 해
외에서는 건설용 로봇을 건설현장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정밀건설로봇 제조사
인 FastBrick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무선로봇을 개발하였는데, 이에는
먼지제거 시스템을 내장하고 있어 보다 쾌적한 작업 실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현대자
동차 그룹이 인수한 보스톤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로봇 스팟은 자가충전기능과 도크가 장
착되어 있어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어서 건설현장 곳곳의 탐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건설
분야 활용도도 기대된다. 이와 같은 활용도의 증가로 건설로봇시장은 2020년 4천463만
달러에서 연평균 13.6%성장해 2026년까지 9천510만 달러에 이를 것이란 보고도 있다.
올해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건설재해의 원인이 되는 건설현장의 위험작업 등에
향후 건설로봇을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AI 기반의 정밀
건설로봇의 건설현장 활용은 재해 및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부족한 숙
련 건설인력을 대체하고는 동시에 작업효율성 향상과 건설생산물의 품질향상에도 크게 기
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산업에 로봇의 활용은 노동집약적인 건설산업의 이미지를 스마
트, 디지털 건설산업의 이미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건설로봇의 현장 활용도 증가
는 로봇산업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로봇산업과 건설산업과의 협력연구와
정밀 건설로봇개발에 정부와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기술로드맵(2018)에서 2030년까지 로봇 등을 활용한 조립시공 자동화를 목표로 하
고 있지만, 데이터·AI기반의 정밀건설로봇의 개발을 조속히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아직 걸
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정밀 건설로봇 기술개발을 앞당겨, 숙련 건설인력의 부족에 대응
하고 건설재해 방지 및 건설생산성 혁신을 도모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의 로봇활용 기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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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과 동시에 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정비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메타버스와 건설산업2)
코로나 19이후 비대면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메타버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
다. 메타버스는 가상(Meta)과 우주(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활동이 이루
어지는 가상의 세계를 뜻하는 용어로 확장가상세계를 의미한다. 이미 가상현실(VR), 증강
현실(AR) 등 XR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다. 근래 메타버스가 재부상한
이유는 최근 5- 10년 사이 진행된 기술·문화·사회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
다. 2019년 이후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은 디지털화와 원격화라는 시장요구와
메타버스의 구현에 필요한 5세대(5G)이동통신네트워크와 모바일에지컴퓨터(MEC)기술이
상용화된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메타버스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사회, 경제활동을 지켜
내고, 심각한 기후 변화에 따른 탄소배출절감이 중요한 국제사회의 화두로 부각되는 상황
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로 활용성이 증가할 것이다. 아울러, 메타버스는 XR기술 활용과 3차
원(3D)기반의 가상플랫폼을 매개로 현실의 사회·문화·경제활동이 가상융합공간으로 확장
되어 새로운 경험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메타버스의 유용성에 기반 하여, 메타버스는 다양한 산업에서 다양한 기업이 이
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메타버스는 타 산업과 다양한 기업간의 융합을 통해 거대
한 신산업을 촉발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메타버스는 다양한 XR 디
바이스와 요소기술, 제작 플랫폼과 결합해 이미 생산성 혁신의 핵심도구 역할을 하고 있다.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물류분야, 제조분야에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건설 산
업에서도 메타버스의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코로나
19로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AI와 러닝머신, 메타버스 등의 기술 활용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이미 서울시의 경우, 건설공사장에 CCTV를 설치하여 위험상황을 모니터
링하여 대처하는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과 민간노후 건축물에 IoT 센서가 위험요소를
자동으로 감지해 주는 ‘안전진단 플랫폼’ 등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다. 아울러, 건설업체에
서도 AI와 BIM은 물론 Big Data, 러닝머신 등 다양한 기술을 건설현장 전반에 적용하여
현장조건에 따라 최적의 설계를 시도하여 현장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건설 산업에서 메타버스의 활용은 설계-시공-유지관리의 건설생산 프로세스상의 정보
2)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dxno=22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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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소통의 단절 문제를 해소하여 학습과 의사소통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
로 보이며, 건설 산업의 수평, 수직연계를 강화하고, 타 산업 및 관련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건설 산업의 영역을 확장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건설 산업 차원에서 메타버스의 활용은 비 대면이 일상화된 현 상황에서 물리적
제약이 없이 해외건설 확장을 통한 먹거리 개척과 디지털 기반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
는 동시에 탄소중립사회의 구현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뉴딜 2.0 계획에서 디
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중요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집중 투자를 계
획하고 있으며, 건설 산업 연구개발 차원에서 디지털 건설기술 생태계 구축을 모색하고 이
를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건설 산업에 있어서 메타버스는 기업
차원의 부분적, 분절적 활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한정된 분야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플랫폼 안에서 여러 가지 구매, 소비, 생산 등 활동이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이러한 플랫폼에 많은 기업과 소비자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들 간의 활
발한 소통과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메타버스의 기술기반도 중요하지만
메타버스에 활용되는 콘텐츠 개발은 더욱 중요하다. 이는 건설 산업 분야의 정보체계 구축
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건설정보체계의 구축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디지
털 정보시스템 구축이 우선 요구된다. 메타버스 기반의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차
원에서도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로 연계되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
를 바탕으로 한 건설 산업 메타버스 기반의 생태계 조성과 콘텐츠- 플랫폼-네트워크-디바
이스가 하나의 연결고리를 갖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메타버스 기술-서비스 혁
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메타버스는 코로나 종식이후에도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의 주요
요소로 건설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의 한 축을 형성한다. 디지털 전환 국면에서 메타버스 생
태계 구축을 통한 건설 산업 혁신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3) ESG와 건설산업3)
최근 몇 년 사이 ESG라는 용어가 대거 등장하면서, 누구나 이 용어를 쉽게 인용하고 사
용하고 있다. ESG는 조직(기업)경영과 사업 및 기업투자 결정에 E(환경), S(사회), G(지배
구조)의 요소를 반영하여 기업을 평가하고, 투자자의 기업투자 판단에 활용하는 주요 지표
가 된다. 즉, 과거의 기업에 대한 재무적 평가 외에 이러한 비재무적 지표를 반영해,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영이 가능하
3)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dxno=22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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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협약, 2050년 탄소중립실현 등 국제적, 국내적 탄소
제로 사회구현을 위한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노력을 소홀히 한 기업과 이
들이 생산한 제품은 향후에는 경쟁력을 잃게 되는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탄소국경세
및 탄소배출기준을 넘어서는 기업의 제품이나,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 강화로 향후에 글로
벌 공급망 경쟁에서 친환경 부문의 기업 활동과 성과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조건이 되고 있
다. 아울러, 사회적 관계(S)측면에서는 노사관계, 안전보건 등의 측면이 강조된다. 건전한
노사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안전, 보건 측면의 기업의 활동과 성과는 매우 중요하다. 중대재
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정부 차원의 안전, 보건에 대한 규제강화와 더불어, 기업차원에서
도 이 부문의 노력과 성과는 ESG라는 평가 틀 속에서 기업의 경영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이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는 이상의 두 가지 요소에 비해 다소 관심을 덜 받고 있는 영역
이다. 주주 권리보장, 책임경영, 투명성 등으로 이 분야도 매우 중요한 영역임에 틀림없다.
오너 경영체제에 익숙한 우리의 경우 지배구조 개선 노력은 더욱 더 요구된다.
이러한 ESG 경영은 향후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에 공공부문
및 민단기업들도 ESG 경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특히 친환경부문의 지속가능경
영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ESG경영은 기업 경영환경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
며, 정부도 ESG경영에 발맞추어 ESG 금융활성화를 위한 지원조치를 강구하고, 정부조달
에 있어서도 ESG 평가를 도입하려는 시도와 저탄소 친환경 자재 등에 대한 구매인센티브
를 부여하고 있다. 기업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ESG채권 발행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ESG 경영은 이제 걸음마의 단계를 넘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생
존을 넘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ESG의 기업평가에의 활용을 위해서는 ESG 평가요소가 너무 많고 ESG 각 부
문간 비중도 매우 가변적이어서 실제 ESG평가를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평가요소에
비중을 두고 세부 평가항목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매우 혼돈스럽게 다가온다.
ESG가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에서 접근한다면, 전 지구적 문제인 환경문
제에 대응하여, 기업의 차원에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사회적 관계 차원에서 조직 내 관
계와 조직과 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과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
는 것인지, 지배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ESG 경영의 가치에 부합하는 지를 항상 생각
하면서 기업경영마인드를 가져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영마인드가 있다면, ESG 평가요
소 및 비중의 가변성은 능히 극복가능하리라 본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문인력과 자금이 부
족한 중소기업의 차원에서는 아직도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노력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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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산업 전반의 ESG 경영과 평가에 대한 인식과 활동은 건설산업
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과 기업의 가치평가,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 부문에 대한 관심과 실제 적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건설산업
은 특히 탄소배출이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상황이고, 작업장의 안전사고, 지배구조 개선 차
원에서 타 산업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ESG 경영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다. 기업자체의 생
존과 경쟁력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정부차원에서도 건설산업 부문의 ESG경영을 위한 유
인 구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과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의 접근과
달리 매우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ESG 경영지표를 건설분야 정부조달에 적극 도입할 필요
가 있다. 지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업체의 경우,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
한 기술 및 재정지원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을 동반성장지수 및 대·중소업체 상호협력평
가에도 반영하고, 공사입찰심사기준에 재무적 평가(신용평가)와 비재무적 평가인 ESG 평
가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도 향후 검토해 봄직하다. 중소기업의 친환경기술개발을 위한 정
부의 R&D투자와 신기술개발지원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건설기업 입장에서 중소하
도급업체인 협력업체의 선정에 ESG 평가항목을 반영함으로써, 중소 전문 및 하도급업체
도 ESG 경영마인드가 정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ESG는 시대가 요구하는 중요한 사
회적 가치로 이러한 가치를 수용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지속가능 경영으로 이끄는 핵심적 요
소이다. 건설산업 분야가 ESG 경영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
한다.

4) 탄소중립과 건설산업4)
전 세계 각 국은 지구적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구현에 참여하였고,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에 2050 탄소중립을
표방하고 12월에 정부차원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담은 탄소중립기본
법이 탄생하였다.
미국 등 선진국은 탄소국경세의 부과, 탄소배출거래제 등으로 탄소배출량을 총량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탄소국경세의 부과는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부문의 구조변화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이 증가하고 전통
4)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dxno=2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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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원자력과 석탄, LNG의 사용감축이 이루어진다. 주 에너지원인 화석연료를 통한 에너
지 공급 의존적 생산구조 하에서 이러한 부문의 감축은 당장에는 에너지 소비에 따른 기업
및 가계의 부담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하
루라도 빨리 공급 측면에서 신재생 에너지 생산 효율 향상과 탄소매집 등 기술개발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동시에 수요관리측면에서는 친환경·에너지 효율적 시설물 및 건축물
로 이들 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수요를 줄이거나, 화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
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탄소중립·녹색건축 부문의 정책
추진과 민간기업의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그린뉴딜의 10대과제중 하나로 국토교통부 주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국에 걸쳐 사업대상 건물을 공모해 선정하고 대상 건물
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 실내 공기질 및 에너지 성능평가 등 현황조사, 착공, 준공 단계를
거쳐 그린리모델링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효과와 실내공기질 개선효과를 평가하여 이 사
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 필수사업으로는 창호교체, 단열보강,
열회수 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장치, LED조명, 태양열·지열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 등이
제시되고 있다. 건물이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수준에 이르는 상황에
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사업의 하나임에 분명하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30년까지 건물에너지 소비를 18.1%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를 위해
건물의 단열성능기준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등급인증제와 녹색건축물 인증 등 친환경 건축
물 인증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 건물의 약 98%를 차지하는 기존 건물에 대해 그린
리모델링이나, 건물 에너지성능개선 등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단열
성능향상, 녹색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모두 고성능의 건축 자재를 필요로 한다. 창호나 단
열재의 단열성능 향상과 건축물의 기초인 철근과 콘크리트에서 내부 마감재인 벽지, 바닥
재까지 친환경인증 제품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성적 표지 저탄소 관련 인증제품 중 건축관
련 제품이 전체의 61%를 차지하여 이 분야의 제품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단
히 단열성능 향상과 친환경 건축자재, 설비분야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이 요구된다. 또한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의 확대 등 에너지 전환과 수소경제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플랜트 기술은 핵심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수소생산, 액화플랜트, 이
산화탄소 포집플랜트 등 에너지 및 환경플랜트 분야의 기술개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건설산업 분야는 타 산업분야의 생산물을 투입요소로 하는 전방산업이다. 특히 제조업
생산물의 성능이 건설구축물의 성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철근·콘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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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등 각종 건설자재, 보일러, 공조냉동기계 등 단열 설비, 벽지, 마루 등에 필요한 내장재
등은 제조업 생산기반으로 시공이 이루어진다.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가 이들 제조업 부문의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건설부문의 투입요소가격의 상승
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탄소중립법의 시행이 건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
히 분석하는 동시에 건설기업의 R&D 조직과 공동으로 건설분야의 탄소중립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수요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건설업체는 건설산업 분
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구축과 더불어 건설생산 전과정
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 노력
이 요구된다.

5) 안전과 건설산업5)
광주 재개발지구 철거 중 건물붕괴로 인한 인명사고, 이천 물류시설 화재사고, 광주재건
축 건물 외벽붕괴 사고 등 최근의 건설물 재해사고를 보면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러
한 전근대적인 재해사고가 발생하는 지 국민들은 매우 의아해 한다. 최근 모기관의 청년 대
상 건설업에 대한 이미지 조사결과도 매우 부정적으로 나온 것도 따져보면 건설재해사고
가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1986년 독립기념관 화재사고 이후에는 대대적인 건설공사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고,
이후 1994년에는 성수대교붕괴, 1995년에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90년대 중반에는
대규모 사고가 빈발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러한 사고발생 이후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
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에는 대형사고 보다는 소규모의 국지적인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시설 및 건설 안전이 정부정책의 핵심과제로 등장하였다.
그간 정부와 건설산업계는 재해사고가 이후 이에 대응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
진해 왔음에도 재난재해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재해 재난사고 이후 정부 및
업계는 제도개선과 관리대책 마련 등에 경각심을 가지고 매우 분주하게 움직인다. 이후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이 지속적으로 유지, 운영되어야 하지만, 모두의 관심사항에서 벗어
나고 종전의 안전에 대한 관성이 자리잡게 된다. 그간 여러 가지 대책과 제도개선이 이루어
졌음에도 재해재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제도개선과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의 유지는 개인이나 기업에 맡기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안전사
고 예방과 시설물의 품질확보”가 건설 산업 생산 활동과 시설물 관리의 핵심가치로 설정되
5)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dxno=219853

93

03

PART

칼럼

고, 이 부분에는 발주자, 인허가 부서 등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발주처 및 인허가기관이 주도가 되는 ‘안전관리’ 지침의 마련과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사업자에게 이러한 책임을 전적으로 맡길 사항
이 아니다. 물론 사업자는 안전에 대한 계획서를 마련하여 발주자 승인을 받아 안전관리를
계획대로 수행하되, 발주처는 사업자가 안전계획에 따라 제대로 수행하는 지에 대한 전반
적인 모니터링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발주자는 안전관련 주요 사항을 점검함에
있어 불법하도급자, 무자격업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 현장감리자와
발주자간의 원활한 소통과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드론, 센서, CCTV 등 실시간 작업현장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
비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가상, 증강현실 기반의 안전관리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공
사현장 및 시설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1종∼3종 시설물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
설물의 붕괴나 균열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건축
물의 경우에도 건축물의 준공관련 이력정보, 유지보수이력 정보 및 균열과 화재 등 정보가
파악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모바일 베이스로
화재나, 현장사고 시설물 붕괴 등이 일어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위치정보와 시설물의
상태, 구조 등을 파악하여 즉각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시설물 및 건축물의 재난재해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안전계획은 설계단계에서부터 발주자와 시공참여자들의 참여를 통해 수립되어야
하고, 시공과정에서도 이러한 계획이 제대로 수행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시
설물의 유지운영과정에서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동되고, 해체과정에서도 안전 계
획이 제대로 수립, 운영되어야 한다. 이른바. 발주자 및 인허가 기관이 중심이 되는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해 실시간 시설물의 안전 및 재해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6) 인구감소와 건설산업6)
인구감소는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 인구감소는 향후 생산가능인력의 감소로 이어져 경
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범 정부차원에서 인구감소에 대응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시점이다. 그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가동하여 이 문제에 대응하여 왔으나, 그
6)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dxno=21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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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는 오히려 출산율의 감소로 나타났다. 출산율의 감소는 노령화인구의 증가를 더욱 부
추기고, 건설산업을 포함한 생산인력의 부족을 야기하고 인력고용에 따른 비용의 증가로
기업의 채산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건설산업의 경우, 노동집약적 특성을 가진 산업이며, 이미 청년고용이 악화되고, 노령층
의 구성비율이 매우 높다. 이는 숙련노동인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고용허가제로 외국
인력의 수입이 최근 들어 오히려 줄어들었다. 코로나로 인해 외국 근로자의 수입에도 제약
이 작용했다.
올해 정부 SOC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과 재정조기투자의 여파로 상반기 중 공공부문의
건설투자는 증가할 예정이고, 주택공급확대로의 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른 주거용 건물투자
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건설현장의 노동력 부족문제가 크게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다 적극적으로 건설현장의 인력수급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
다. 건설인력의 노령화 추세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건설산업의 대응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
루어져야 할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건설산업의 생산구조혁신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육성이
다. 즉, 노동집약적 생산체계에서 장비·자본집약적 산업으로 건설생산 구조의 혁신이 요구
된다. 4차 산업 혁명 요소기술 즉, BIM, 드론, 센서, 빅데이터, 로봇 등을 활용하여, 고부가
가치를 추구하고, 노동인력의 절감을 통한 노동생산성을 향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인
력의 고급화로 이들의 직업안정성과 전망을 더욱 밝게함으로써 보다 젊은 인력이 건설산업
에 유입되도록 하는 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4차 산업 혁명 요소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적·융합
적 건설인력의 교육 및 양성이다. 향후 현장 건설인력은 전통적인 건설산업 분야의 지식과
경험 뿐 아니라 타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융합된 인력을 요구한다. 여러 분야의 융합적 지
식과 경험을 가진 인력은 고부가가치 인력으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전통적인 토목,
건축의 전문 인력 외에 다양한 전문 분야의 인력도 건설산업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학제간 융복합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대학 내지는 공업고등학교에서도 융복합 과정을 통해, 이러한 수요에 부응
하는 인력의 교육하고 양성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상의 중장기적 대응과는 별도로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력의 감소에 따
라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고령화된 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평
균수명의 증가로 과거와 달리 생산가능인구의 영역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3D업종이라는
현장 건설산업의 이미지는 향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장비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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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 단순노동력에 의존하는 건설생산방식이 기계화, 자동화로 진전됨으로써, 건설현장은
더욱 안전하고, 깨끗해 질 것이며, 현장의 작업도 더욱 단순하게 수월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능인력을 재교육함으로써,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으로 활용할 여지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젊은 인력의 건설현장에로의 고용
유도도 중요하지만, 노령인력을 더욱 더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노력도 매우 중요
하다. 은퇴세대에 대한 복지예산의 증가와 복지기반의 취약을 방지하고, 노령인력을 생산
인력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도 건설산업 분의 은퇴자를 재교육하여, 건설현장에 활용하
는 것이 인구감소 시대, 인력 부족문제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3D업종이라는 인식을 불식하는 일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요
소기술의 건설현장 적용은 건설산업에 대한 3D업종의 이미지를 더욱 불식시킬 것으로 보
이며, 그 결과 젊은 인력도 건설산업에 유입되는 효과도 보일 것이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
고, 깨끗하며, 덜 어려운 작업 환경을 여하히 조성하는 가는 저출산 시대 건설인력의 효율
적 공급에 매우 중요한 선행조건이 될 것이다.

이상에서 향후 건설산업이 직면한 주요 이슈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응방향에 대해 논하

3. 맺음말

였다. 총괄적으로 건설산업은 4차산업에 대응한 기술혁신시대에 혁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
는 유연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업역중심의 폐쇄적 생태계에서는 건설산
업의 생산성과 혁신역량의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 유연한 개방 생태계조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이 요구된다. 아울러, 건설산업의 불공정거래도 건설생산비용의 상승을 초래하고,
공사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정거래 문화와 대중소 협력생태계 조성도
부단한 요구된다. 또한 전방산업으로서 건설산업은 제조생산물을 투입요소로 활용한다. 투
입요소의 수급불안정은 공사의 품질과 적정 공사비를 담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른다. 건
자재 수급불균형에 따른 가격급등을 탄력적으로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도 있다.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의 확보에 따른 건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 대
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이 원고는 저자가 투고한 대한전문건설신문의 내용를 발췌 및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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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한미글로벌 정민 (mjung@hanmiglobal.com)
인터뷰: 국토연구원 이치주 부연구위원 (cjlee@krihs.re.kr)

2021년을 기준으로, 건설업의 사망자는 417명으로 전 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문가 시선’에서는 한미글로벌 정민 상무님을 만나서 건설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와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치주) 건설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건설안전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
습니다.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발주와 관련된 원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
을까요?
정 민 (한미글로벌 상무)

(정민) 발주자는 시공사를 최저가로 발주하고 있으며, 최저가로 낙찰된 시공사는 시공단계 초

▶

연세대학교 공학박사,
건축시공기술사

기에 공사금액과 이익을 고려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각 공종별로 예상 공사금액 내에서

▶

대통령표창(2022년)

하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하는데, 예상 공사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3번

▶

현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유찰이 됩니다. 토목공사나 골조공사는 전체 공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공정인데, 이들 업

▶

전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겸임교수

▶

전 동아건설산업(주)

체선정에도 유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번 유찰될 때마다 업체선정이 지연되기 때문에 짧게
는 2주에서 한달 정도 공사가 지연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을 만회하기 위해 정해진 절차나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로
연계되어 안전사고의 발생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치주) 최저가 발주이외에 건설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설계도면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안전사고
감소로 가는
지름길이다”

(정민) 완성도가 떨어진 설계도면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설계사에게
설계비용과 설계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은 경우나 역량이 부족한 설계사에게 설계를 맡긴 경우
설계의 세밀함이 부족합니다. 이는 최저가로 낙찰된 시공사에게는 설계변경을 일으켜 공사비
를 만회하는 기회로 활용됩니다.
설계변경인 자주 일어나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어렵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발주자와 시공사간에 합의가 이루지지 않을 경우 설계변경과 관련된 공종들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사기간, 품질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부족한 공기를 만
회하려 무리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치주) 적정공사기간이 확보되지 못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건설공사기간은 어떠한가요?
(정민) 오히려, 우리나라의 공사기간이 미국 등의 선진국 보다 2~3배 더 긴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획 및 설계단계의 시간이 부족하여, 공사단계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이 지나치
게 많고, 인허가 기간, 업체선정에서 유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사금액도 증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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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콘(pre-construction)
단계에서 설계자와

(이치주)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다른 원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시공자, 발주자의
협업이 필요하다”

(정민) 발주자의 의사결정이 늦어져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을 프리콘 (pre-construction)1) 단계에서 해결한다면 공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공공사의 경우 설계 및 공사에 관련한 요구서류가 지나치게 많아서 실질
적으로 공사관리에 투입되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치주)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과 민간부문에서 해야 할 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정민) 제도적으로 발주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무를 강조해야 합니다. 현재 중대재해 처벌법
에서는 처벌대상이 시공사에게 있고 발주자는 중대사고발생에 대해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
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발주자에게 포괄적인 차원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의무를 다하였
는지에 대한 책무를 묻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발주자는 저가업체를 선정하기 보다 건설공
사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업체를 선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발주자는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안전사고 실적, 안전조직, 투입될 안전관리자 역량과 안전자산, 안전 매뉴얼과 이행수준, 안전
지킴이 배치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건설공사 참여업체도 발주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기술자와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이치주) 건설공사를 관리 및 감독하는 감리회사가 있는데, 이들도 최저가로 선정되는가요?

발주자에게 주어야
한다”

(정민) 건설공사의 주요 참여자는 설계사와 시공사, PM(project management)사, 감리사가
있습니다. 시공사와 같이 설계사·PM사·감리사를 선정할 때에도 가격이 최우선 요건으로 적
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감리를 선정할 때는 발주자가 정한 가격에 가장 근접하게
맞히는 업체가 선정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감리업체는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보다는
운에 맡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발주자가 최저가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책무는 이들 업체에
게 일임한다는 개념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발주자의 역할은 위임할 수
있어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발주자의 책임은 위임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프리콘(Pre-Construction)은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어 ‘시공전단계(Pre-construction phase)’에
서 사전시뮬레이션을 통해 발생 가능한 관리요소를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 지어보기’를 수행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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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특성에 맞게
기술자와 감리자의
배치수를 결정해야
한다”

(이치주) 정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안전특별법」을 통해서 건설안전사고를 감소시
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접근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정민) 2020년 사망재해 통계를 보면 민간공사에서 사망재해가 90% 발생하였습니다. 공종별
로 보면 전체 사망자의 52%가 건축공사에서 발생하였고, 5% 정도가 전기나 기계설비 공사에
서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공정의 건설근로자 수가 다른 공정에 비해 월등히 많고, 공
사금액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배치되는 기술자나 감리자의 수는 이와 무관한 경우
가 있습니다. 일례로, 물류센터에서는 건축법의 감리배치기준에 따라서 건축직 1명만 배치하
고 있습니다. 즉, 물류센터는 연면적이 수 만평에 달하고 현장의 작업자는 수백명이 되는데 건
축 감리1명이 각종 서류점검과 현장을 관리해야 합니다. 관련법에 따라 오히려 전기 감리원이
건축 감리원보다 많이 배치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이치주) 지금까지 발주자와 원도급자, 감리사의 관점에서 설명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건설공
사의주요 참여자인 협력업체와 건설안전사고는 어떠한 관계가 있나요?
(정민) 안전사고는 대부분 협력업체 근로자에게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는 소수의 관
리인력만 보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관리자나 근로자는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에서도 제3국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가로 수주를 받은 상황에서 하도급이
몇 단계로 내려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단 관리자와 작업자가 받는 보수는 충분하지 않습니
다. 그렇게 때문에 작업을 빨리 끝내야 하며, 서두루다 보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
합니다. 독일의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는 대부분 정규직입니다. 협력업체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치주) PM의 역할이 건설공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
나요?

“최저가 수주와 다단계
하도급이 안전사고를
야기한다”

(정민) 1931년에 완공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02층인데 착공한지 13.5개월만에 준공
하였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프리콘 단계에서부터 시공사가 PM역할까지 수행하였
습니다. 초고층 빌딩이나 대형 건축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공단계에서 설계변경이 수백 건이
나오지만 이 건물은 단 17차례 설계변경이 나왔을 정도로 설계의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설계
의 완성도가 높다는 것은 안전사고 방지는 물론 원가, 품질, 공정관리에 매우 유리합니다. 미국
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원인으로 잦은 설계변경, 최저가 위주의 낙찰자
선정, 설계와 하청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내 발주자 대부분은 프리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프리콘을 형식적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생략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프리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하는
가, 누가하는가, 얼마만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기간의 30% 이상 프리콘을 수행하
면, 발주자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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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주) CM at Risk와 integrated project delivery(IPD) 등의 프리콘(precon) 제도를 통해
서 국내외에서 건설안전사고를 감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발주기관에서 CM at
risk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발주제도들이 국내에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프리콘 단계에서
PM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민) CM at Risk는 책임형 CM으로 불려 지기도 합니다. CM at Risk는 경우 종합건설사 면
허를 가진 PM/CM사나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합니다. 보통 이들은 시공이전단계에서는
공사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일정한 용역비를 받고 참여한 후, 공사비가 확정되면 시공사로서 계
약을 하고 시공에 참여합니다. 설계단계부터 시공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시공성
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에 유리한 발주방식입니다.
Integrated project delivery(IPD)는 시공이전단계에서 발주자, 설계사, PM사, 시공사, 전문
업체가 early involve 되어 하나의 팀으로 활동하는 계약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설계의 완성도
를 높혀 품질, 원가, 공정에 대한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주요의사결
정이 조기에 완료됨에 따라 공기와 공사비는 물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감
소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같은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참여주체간 신뢰성을 가지는 중요합니다. IPD로 예를
들면, 건설공사 참여자 간에 리스크와 성과를 배분하는 방안에 대한 조율과 이를 계약내용에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발주자의 역할을 대신할 충분한 역량을 가진
PM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계사, 시공사,
PM사 등이 설계
초기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치주) 이러한 선진 발주제도들이 국내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정민) 영국의 경우 건설사망자 수가 우리나라의 20분의 1일 수준입니다. 영국이 세계에
서 가장 낮은 재해율을 달성하는데에는 건설안전제도인 CDM(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소규모를 포함한 거의 모든 공사에 적용
되는 CDM제도는 발주자에게 포괄적이고 명시적인 안전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
게만 안전책무를 묻는 우리나라와 달리 CDM에서는 발주자, 설계사, 시공사에게 공통적으로
안전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시공이전단계부터 안전에 대한 정보를 상호교
류하고 보완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발주제도는 설계 및 시공 분리발주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설계와 시공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에 필요한 상세설계나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재료와 공법 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한, 설계비와 설계기간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도면에 대한 3
자 검증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PM사와 설계사, 시공사, 전문업체가 설계초
기 단계에부터 개입되어 설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선전제
도로 미국 등에서 활용되는 IPD 등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프리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보
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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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주) 바쁘신 와중에도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나라 건설산
업의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 있으시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정민) 발주자의 책임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시공사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공공공사보다 민간공사에서 건설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민간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
준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공사의 감리자 배치기준을 민간공
사에도 적용하는 것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는 물류공사 등에서 건축감리자 1명이 감리를
해야 하는 업무가 너무 많아, 안전관리·감독이 잘 수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전사고 발생 이후의 통계관리를 주로 적용하고 있지만, 사고 발생전에 적용할 수 있
는 선행안전지표로서 안전관리 대쉬보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안전관리 선
행지표를 관리하고, 제도 개선 및 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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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산업연구 단신

중소중견기업 소규모인프라 컨설팅 지원 성과(2022년 상반기)
•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는 2019년 2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국토연구
원에 중소중견기업 소규모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기능강화 사업이 의결되었습니다, 본
소규모인프라 컨설팅 지원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었으며, 약 20여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수행하였습니다.
• 본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직간접으로 공공기관의 해외금융자문 및 기업
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제2차 사업발굴발표회를 통해 발굴된 브라
운필드사업은 사업발굴 공동협력 기관인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시카고
브라운필드사업 등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3차 사업발굴 발표회를 통해 수행한 공동프
로젝트 보증을 통한 금융지원방식은 본 연구를 통해 발굴된 중요한 제도로서 향후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금융지원의 전형이 되리라 봅니다.
• 2022년 상반기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자금지원을 받은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3차 사업
발굴 발표회를 통해 컨설팅 지원한 공동프로젝트 수행기관인 ㈜예간아이티가 국토연
구원과 협력중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투자와 보증을 수혜받게 된 것이 그것입니다.
2021년 해외 물류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있었던 본 사업은 인터넷 플랫폼의 중요성을
파악하게 되었고,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해외 파트너 마련에 효율적
인 메타버스 수출 물류 유통 플랫폼 개발 기업인 ㈜예간아이티에 플랫폼 공동프로젝트
를 의뢰하였고, 올 해 5월에 기업 자금지원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본 건설경제산업
연구본부 연구진은 수혜 기업인 ㈜예간아이티로부터 감사장을 받게 되는 영광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 또한, 이를 계기로 공동프로젝트 보증을 담당하는 신용보증기금 자본시장본부와 국토연
구원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는 2022년 6월 24일 중소중견기업 소규모인프라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국토연구원의 사업발굴
과 신용보증기금의 자금지원에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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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물류유통 플랫폼 기업
㈜예간아이티 인터뷰

6월 16일(목) 안양창업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예간아이티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
어봤습니다.

1. 대표님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간아이티 대표 박병재입니다.
저는 싱가포르 대학교에서 미디어 전공을 하였고,
당시 디지털트윈기술의 하나로 사진을 찍어 3D모
델링 작업을 하는 포토스캔 전문가로 일을 하였습
니다. 그러다 앞으로 AR, VR분야가 유망할 것으
로 생각하여 2016년 10월에 창업을 시작하게 되
었습니다.

2. ㈜예간아이티가 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해주세요.
저희는 공간디지털트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제트에서 운영하는 증강현실 아바
타 서비스로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서 젠틀몬스터, YG, JYP 등 여러 브랜드와 함께
일을 하였고, 특히 엔터테인먼트사에서 연예인, 아이돌과 관련된 공간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네이버 신사옥, CJ AI센터를 체험하기 위한 공간에 대한 의뢰가 많습
니다. 실제의 공간을 사진을 찍어서 3차원 공간으로 변경을 하는데, 용량은 작고 퀄리티는
높아서 메타버스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AR, VR 분야의 실감미디어를 만들어오면서 쌓았던 노하우를 가지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중소기업으로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어떤 점인가요?
시장이 아직은 완전히 형성되지 않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객들에게 메타
버스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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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메타버스라는 이름을 붙여 성과를 내야지라는 접근이 많아 진지하게 기술에 대한 효과
를 입증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기업설립 이후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요?
회사설립 때부터 일반인들이 가보지 하는 연예인들의 방이나 소속사 연습실, 녹음실, 드
라마 촬영장, 예능 세트장을 디지털로 변환하여 실제와 같은 공간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
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최근 2022년 6월 MBC와 MBC C&I, K타이거즈,
해와달 엔터테인먼트와 협약을 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RAPA)의 메타버스 구축사업에 최
종 선정되었고, 하고자 했던 일이 실현되었습니다. 그간 엔터테인먼트사들과 같이 IT 관련
된 일들을 하고 싶었는데 네트워크를 만들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메타버스 구축사업에
참여하면서 MBC가 IT관련 일을 하고 있고, 각 소속사들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협업하는 구
조를 가지고 있어 네트워크까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성과가 좋아지고 좋은 프로젝트 사례
로 나오고 있습니다.

5. 최근

신용보증기금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인 퍼스트펭귄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네,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
장의 니즈는 있는데 수요자들에게 기술을 이해시
키고 성과를 보여주는 데 나아갈 길이 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퍼스트펭귄제도을 통하여 기업
의 상호간의 부담을 줄이고 기술에 대한 다양한 샘
플과 사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
다. 방송계와 함께 일을 시작할 때 막연한 계획보다는 직접 구현해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자금력을 퍼스트펭귄을 통해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에서 직접투자유치
도 받았습니다.

6. 직접투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신용보증기금의 직접투자 프로그램은 자본시장영업본부에서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사
업성이나, 성장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에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벤처기업
의 투자에서 시리즈 A, B, C 단계의 기업들은 투자받기 쉽지만, 아직 재무설계 상황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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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고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을 선정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VC은 투자금을 회수(엑시트)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안전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
원하는 반면 신용보증기금은 조금 위험성이 있더라도 정말 성장성이 있고 도전적인 기업들
을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평가를 통하여 기업을 선정하고, 이로써 투
자받는 기업은 공신력도 얻게 됩니다. 2022년 7월 예정되어있는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후속적으로 퍼스트펭귄에 선정되어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예간아이티의 사업성과 성장성을 인정받은 계기가 되었습
니다.

7. ㈜예간아이티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실제 공간을 메타버스로 옮기는 것들을 일반인들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동영상으로 나의 공간을 찍어서 올리면 메타버스에 3차원화 되어
영원히 기록되기도 하지만 메타버스 공간에 친구들을 불러서 집들이를 하거나 평소에는 하
기 어려운 다양한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공간 디지털트윈의 결과물이 기업이나 특
정 지차제들을 위한 솔루션이었다면 이제는 개인이 핸드폰으로 자기만의 공간을 영원히 기
록하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 3차원의 개인공간을 활용하여 수익까지 낼
수 있는 메타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블로그에 사진이나 글을 올려서 배너광고로
수익을 냈고, 유튜브 영상에서 광고를 통해 수익을 내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메타버스의
3차원 공간에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예상되는데 일반인들이 직접 공간을 디자인하고 만들
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간아이티의 공간디지털트윈 기술력으
로 준비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지고
있는 공간이나 공유하고 싶은 경험을 3차원으로 보다 쉽게 경험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해주
고 이러한 공간속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광고 콘텐츠들을 통해서 공간소유주들이 메타
버스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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