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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동향
▸ 포스코건설, ‘스마트 컨스트럭션 포럼’ 개최
▸ 대우건설, 뉴비전 '빌드 투게더(Build Together)' 선포식
▸ 계룡장학재단, 제9회 유림공원 사생대회 수상자 발표
▸ 대우건설,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 롯데건설,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 봉사활동
▸ 대림산업, 임직원 부모님 초청 '효 캠프' 진행
▸ 한신공영, 제14회 베트남 유학생의 날 행사
▸ 금호건설, 건설업계 첫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 건설경제 일반동향
▸ 건설경기 지표 급락추세

▣ 건설 제도․
정책 동향
▸ 관행혁신위,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3차 개선권고안 발표
▸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수립
▸ 대법원,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간접비 청구 소송 원고 일부패소 판결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턴키 심의제도 개선방안’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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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동향>
◈ 포스코건설, ‘스마트 컨스트럭션 포럼’ 개최
◦10월30일 포스코건설은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 한양대학교와 공동
으로 "Smart Construction : Lean
Con.,

IPD

&

BIM

for Building

Project"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음
◦이번 포럼에서는 학계 및 건설업계 관
계자들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타리크
아브델하미드와 아므르 아브델 아짐을
강사로 초빙해 건설산업분야의 선진
발주 방식인 IPD(통합발주체계)와 린
컨스트럭션의 미국내 추진현황에 대해

'Smart Construction : Lean Con., IPD & BIM for
Building Projec'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 포스코건설

공유하고 국내 건설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음
◦포스코건설도 이날 포럼에서 자사의 스마트 컨스트럭션 추진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시
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천연흑연 음극재 2공장 신축공사' 프로젝트에 대한 사례를 발
표하였음

◈ 대우건설, 뉴비전 '빌드 투게더(Build Together)' 선포식
◦10월31일 대우건설은
창립

45주년

기념일

(11월 1일)을 맞아 수
원에 위치한 대우건설
기술연구원에서

뉴비

전 '빌드 투게더(Build
Together)'

선포식을

개최하였음
◦대우건설의 새 비전인
빌드 투게더는 '고객에

대우건설 기술연구원에서 뉴비전인 '빌드 투게더' 선포식을 개최한 김형
사장(왼쪽 세번째)과 참석자들

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고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라이프 파트너가 되는 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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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겠다는 의미임
◦대우건설은 이날 2025년까지 매출 17조원, 영업이익 1조5000억원의 목표를 달성해
글로벌 탑 20에 진입하겠다는 전략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4대 핵심전략으로 수
행역량 고도화, 마케팅역량 강화, 신성장 동력 확보, 경영인프라 혁신을 발표하였음
◦먼저 수행역량 고도화를 통해 입찰, 관리, 리스크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매·조달
역량 개선, 선진 공사 관리 기법을 도입할 계획이며, 마케팅 강호와 함께 해외 시장
현지화와 인접 국가로의 시장 확대에도 주력한다는 방침
◦또 신사업은 물론 투자개발사업 및 운영 사업도 적극 참여해 밸류 체인을 강화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경협사업에도 저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한편, 이날 김형 대우건설 사장은 "회사의 영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내실경영, 미
래경영, 정도경영이라는 경영방침을 바탕으로 글로벌 회사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계룡장학재단, 제9회 유림공원 사생대회 수상자 발표
◦10월29일 계룡장학재단은 ‘제9회
유림공원 사생대회’ 수상자 명단을
발표하였음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유림공원 사
생대회는 고 이인구 계룡건설 명
예회장이 희수를 맞아 대전 시민
을 위해 사재 100억원을 출연해
조성한 후 대전시에 기증한 유림
공원의 개장을 기념해 계룡장학재
단에서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행
사임
◦지난 10월14일 개최된 유림공원사

제9회 유림공원사생대회에 참석한 대전지역 초등학생과
가족들

생대회에는 대전지역 초등학생과 가족 등 약 1500여명 참가해 ‘유림공원과 행복한 우
리가족ㆍ나의 꿈 나의 미래’란 주제로 그리기와 글짓기를 진행되었음
◦계룡장학재단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그리기와 글짓기 부분 개인 대상 및 단체 부분
최우수상 등 전체 16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개인부문 대상 2명에게는 각각
30만원, 단체부문 최우수상은 장학금 100만원 등 전체 수상자에게 총 1284만원을 전
달하고수상작품들을 모은 문집도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힘
◦고 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이 1992년 설립한 계룡장학재단은 사생대회 이외에도 지
역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독도 우리땅 밟기사업, 광개토대왕비 복제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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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사업, 유림경로효친 대상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대우건설,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10월29일 대우건설은 국내 건
설업체 중 처음으로 국제표준
화기구(ISO)가 제정하고 영국
표준협회(BSI)가 심사해 공인
하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 ISO37001 인
증을 획득하였음
◦이번 인증은 대우건설의 부패
방지를 위한 리더십, 리스크
평가 및 계획, 운영, 점검 및
개선활동 등 부패방지 시스템
이 국제적 수준을 갖췄음을

BSI 코리아 이종호 대표로부터 ISO37001 인증서를 받고 있는
김형 대우건설 사장(왼쪽)

의미함
◦대우건설은 부패방지활동뿐 아니라 공정거래 등 폭넓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2015
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경영진의 강력한 실천의지를 바탕으로 전담팀
을 신설해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음
◦최근에는 임직원의 부정·비리신고 문화를 정착하고 청렴한 기업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외부 신고처리기관을 활용해 익명성을 보장했으며 내부신고인 뿐 아니라 외부신고인
에 대해서도 포상하는 등 신고포상제도를 강화하였음

◈ 롯데건설,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 봉사활동
◦10월29일 롯데건설은 서울 금천구 시
흥동과 독산동 일대를 방문해 금천구
청이 추천한 장애인주간 보호센터 1곳
과 지역아동센터 2곳의 시설개선 봉사
활동을 진행하였음
◦이날 봉사활동에 참석한 하석주 사장
을 비롯한 롯데건설 임직원 30여명은
장애인주간 보호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내 마감공사와 노후시설을 보수 및 교
체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음

시설개선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롯데건설 하석주
대표이사(왼쪽)와 유성훈 금천구청장(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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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불량했던 바닥 난방공사와 장애인 이용이 불편했던 방
화문을 교체하고 장판과 주방가구를 바꾸고, 천장과 벽 도배, 내 외부 도색, LED 전
등 교체, 수납장 신설 등의 작업 등 시설 개선공사와 더불어 TV, 식기세척기, 진공청
소기 같은 지원물품도 전달하였음

◈ 대림산업, 임직원 부모님 초청 '효 캠프' 진행
◦대림산업은 10월25~26일 1박
2일에 걸쳐 직원 부모님들을
초청해 ‘효 캠프’ 행사를 진행
하였음
◦이번 행사에는 총 80명의 직
원 부모님들이 참가해 가을 단
풍이 물든 감악산 출렁다리,
재인폭포,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을 방문하였음
◦이 행사는 직원을 대신해 부모
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돼 2013년부

‘효 캠프’에 참가한 대림산업 직원 부모님들

터 매년 진행 중임
◦대림산업은 관광뿐만 아니라 대림산업의 대표 실적 중 하나인 한탄강댐을 방문해 자
녀가 재직 중인 회사에 대해 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며 저녁에는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저녁식사와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호텔 숙박과 조식도
제공했다고 밝혔음

◈ 한신공영, 제14회 베트남 유학생의 날 행사
◦10월28일

한신공영은

숭실대학교에서

'제14

회 베트남 유학생의 날
' 행사를 개최하였음
◦이날 행사에는 최용선
한신공영 회장과 응웬
부

뚜(Nguyen

Tu)주한

Vu

베트남대사,

정진강 숭실대 학사부

숭실대학교에서 한신공영이 개최한 ‘제14회 베트남 유학생의 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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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을 비롯해 한신공영 임직원, 베트남 대사관 임직원, 베트남 유학생 등 약 1000명
이 참석했으며, 기념장 시상 및 장학금 수여, 유학생 문화공연 순으로 진행되었음
◦한신공영은 민간외교 차원에서 양국간 우호 증진을 위해 2005년부터 진행해왔던 행사
가 어느덧 14회를 맞이했다면서 앞으로도 이 행사를 양국간 최대 민간행사로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양국 간 우호증진 및 공동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금호건설, 건설업계 첫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10월25일 금호건설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음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
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
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
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
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임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식을 체결한 조종란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과 서재환 금호건설 대표이사

◦이번 협약체결은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
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음
◦금호건설은 금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2020년까지 건설현장 환경미화 업종으로 자회사
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장애인을 위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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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 일반동향>
◈ 건설경기 지표 급락추세
◦연말을 앞두고 건설수주, 기성실적, 주택·건축 등 건설시장의 경기를 가늠할 각종 지
표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건설경기 급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주요내용>
r 주택·건축시장 경기지표
-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의 누계 주택 인허가 실적이 전년동기대
비 17.3%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 평균 9월말 누계실적 과 비교해서도 12.4% 감
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단위 : 호)
구 분

2018년
9월
(a)

1～9월
(b)

2017년
9월
(c)

1～9월
(d)

5년평균
9월
(e)

1～9월
(f)

전년대비 증감
9월
(a/c)

1～9월
(b/d)

5년대비 증감
9월
(a/e)

1～9월
(b/f)

전 국

30,268 376,367 58,488 454,957 53,212 429,669 △48.2% △17.3% △43.1% △12.4%

수도권

16,524 177,087 30,319 208,006 26,580 202,530 △45.5% △14.9% △37.8% △12.6%

(서울)

3,644

42,210 16,962

73,459

8,519

60,689 △78.5% △42.5% △57.2% △30.4%

(인천)

1,850

26,698

13,006

1,615

14,488

848

118.2% 105.3%

14.5%

84.3%

(경기)

11,030 108,179 12,509 121,541 16,445 127,353 △11.8% △11.0% △32.9% △15.1%

지 방

13,744 199,280 28,169 246,951 26,632 227,139 △51.2% △19.3% △48.4% △12.3%

자료 : 국토교통부

- 9월 누계 주택착공 실적도 33만1,159가구로 전년동기대비 7.8% 감소하였으며, 9월
월간 기준으로는 전년동월대비 무려 33.7% 급감하였음
(단위 : 호)
구 분
전 국

2018년
9월
(a)

1～9월
(b)

2017년
9월
(c)

1～9월
(d)

5년평균
9월
(e)

1～9월
(f)

전년대비 증감
9월
(a/c)

31,754 331,159 47,888 358,986 44,919 376,216 △33.7%

수도권 14,948 178,798 26,561 181,836 22,346 182,413 △43.7%
(서울)

5,699

60,111

8,866

59,790

6,729

52,072 △35.7%

(인천)

4,485

16,677

462

10,118

1,322

11,556

(경기)

4,764 102,010 17,233 111,928 14,295 118,785 △72.4%

870.8%

1～9월
(b/d)

5년대비 증감
9월
(a/e)

1～9월
(b/f)

△7.8% △29.3% △12.0%
△1.7% △33.1%

△2.0%

0.5% △15.3%

15.4%

64.8% 239.2%

44.3%

△8.9% △66.7% △14.1%

지 방 16,806 152,361 21,327 177,150 22,572 193,802 △21.2% △14.0% △25.5% △21.4%
자료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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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21만3,088가구로 전년동기대비 2.3% 감소하였으며,
5년 평균과 비교해서는 17.3% 감소하였음
(단위 : 호)
구 분

2018년
9월
(a)

1～9월
(b)

2017년
9월
(c)

1～9월
(d)

5년평균
9월
(e)

1～9월
(f)

전년대비 증감
9월
(a/c)

1～9월
(b/d)

5년대비 증감
9월
(a/e)

1～9월
(b/f)

전 국 19,484 213,088 25,191 218,101 33,386 257,617 △22.7% △2.3% △41.6% △17.3%
수도권

5,436 105,846 12,794 117,332 17,087 123,471 △57.5% △9.8% △68.2% △14.3%

(서울)

1,289

17,273

4,874

26,919

5,900

(인천)

420

7,148

0

15,350

682

(경기)

3,727

81,425

7,920

75,063 10,505

25,688 △73.6% △35.8% △78.2% △32.8%
10,564

순증

87,219 △52.9%

지 방 14,048 107,242 12,397 100,769 16,299 134,146

13.3%

△53.4% △38.4% △32.3%
8.5% △64.5%

△6.6%

6.4% △13.8% △20.1%

자료 : 국토교통부

- 9월 누계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45만5,614호로 전년동기대비 10.6% 증가세를 유지
하고 있지만, 9월 월간 준공실적은 전년동월대비 5.6% 감소세로 전환되었음
(단위 : 호)
구 분

2018년
9월
(a)

1～9월
(b)

2017년
9월
(c)

1～9월
(d)

5년평균
9월
(e)

1～9월
(f)

전년대비 증감
9월
(a/c)

1～9월
(b/d)

5년대비 증감
9월
(a/e)

1～9월
(b/f)

전 국 54,420 455,614 57,662 411,883 40,372 332,860

△5.6%

10.6%

34.8%

36.9%

수도권 32,414 233,043 31,102 199,368 19,298 156,264

4.2%

16.9%

68.0%

49.1%

(서울)

5,337

45,687

6,764

55,785

6,063

53,402 △21.1% △18.1% △12.0% △14.4%

(인천)

2,599

15,266

2,925

11,265

1,309

11,295 △11.1%

35.5%

98.6%

35.2%

91,567

30.1% 105.2%

87.9%

(경기) 24,478 172,090 21,413 132,318 11,927

14.3%

지 방 22,006 222,571 26,560 212,515 21,074 176,596 △17.1%
자료 : 국토교통부

4.7%

4.4%

26.0%

- 이처럼 주택·건축 인허가와 착공, 준공 등의 지표가 일제히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
고, 정부의 SOC 예산 축소 기조로 공공건설시장도 회복 기미가 없는 가운데 건설
업계는 9·13 대책 등의 영향으로 인해 주택과 건축의 부진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r 건설수주·기성도 급락 추세
- 10월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9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그리고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이 모두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건설기성(불변)의 경우 9월 누계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9.6% 감소하였으며, 건축
과 토목이 각각 8.9%, 12.0% 감소하였음
- 특히, 9월 월간 기준으로 건설기성(불변)은 전년동월대비 무려 16.6%나 급감하였
고, 건축 14.0%, 토목 24.2%의 감소율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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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성(불변)
․전월(기)비
-건 축
공 종
-토 목
건설기성 (경상 )
․전월(기)비
-건 축
공 종
-토 목
-공 공
발주자
-민 간

자료 : 통계청

’17년
10.1
18.2
-8.4
15.4
23.8
-3.7
-2.5
25.1

(전년동월(기)비, %)

3/4
9월
’18.3/4p
7월
8월p
9월p
12.7
17.0
-9.6
-6.1
-5.4
-16.6
-0.3
-0.2
-4.3
0.7
-0.6
-3.8
21.7
24.7
-8.9
-5.9
-6.4
-14.0
-8.9
-1.3
-12.0
-7.0
-2.0
-24.2
17.8
22.9
-5.8
-1.8
-1.4
-13.2
1.0
1.3
-3.1
0.9
0.1
-3.0
27.0
30.9
-5.1
-1.7
-2.5
-10.6
-4.6
4.1
-8.1
-2.4
2.4
-21.0
-2.6
4.6
-8.1
-4.6
-5.7
-13.0
27.7
33.5
-5.5
-2.3
-0.9
-12.7

- 건설수주(경상)는 9월 누계 기준 전년동기대비 6.4% 감소한 가운데 주택부문이
28.7%의 큰 폭 감소로 토목에서 68.0%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건설수주 감소 폭
을 키웠음
- 9월 월간 기준으로도 건설수주는 전년동월대비 6.6% 감소하였으며, 기계설치, 도로
‧교량 등 토목(101.3%)에서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 사무실‧점포 등 건축수주가
26.4% 감소한 여파를 극복하지 못했음
(전년동월(기)비, %)

’17년

3/4

9월

p

’18.3/4

7월

8월p

9월p

건 설 수 주1)

-3.1

-10.2

3.2

-6.4

25.3

-27.3

-6.6

- 건
축
공
⋅주 택
종
- 토
목
별
⋅기계설치

-6.5

-8.3

5.1

-24.8

-7.0

-35.5

-26.4

-9.7

-14.0

-14.2

-28.7

-28.2

-34.8

-22.1

9.7

-17.3

-5.8

68.0

158.0

-1.1

101.3

19.9

-0.9

24.3

49.2

-27.0

-65.3

381.2

- 공
발
주 - 민
자
- 민

공

-1.1

-11.7

11.4

-9.5

-10.5

-26.4

15.3

간

-5.0

-4.3

5.4

-10.3

34.4

-39.5

-11.8

자

32.7

-97.0

-94.6 2,386.8

197.7

10,872.2

397.6

자료 : 통계청, 1) 합계에는 국내 외국기관 발주분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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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18.10.27.(토)~2018.11.2(금)>

제556호 2018.11.2(금)

<건설산업 제도·정책 동향>
◈ 관행혁신위,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3차 개선권고안 발표
◦11월1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산업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 △도시분야 규제완화 및 개발제한구역제도 △건축물 안전 문제 등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3차 개선권고안을 발표
◦관행혁신위는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허물을 짚어보고, 정책의 지향점을 명확히 설정하
기 위해 2017년 11월 민간전문가 9명과 국토부 실장·과장 5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
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이번 3차 개선권고안은 ‘건설산업’을 핵심 타깃으로 설정
<건설산업>
r 칸막이식 업역규제 개선
- (문제제기) 관행혁신위는 종합과 전문으로 원·하도급 시공자격과 영업범위를 구분하
는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갑을관계를 고착화하고, 여러 불공정 행위의 원인으로 작
용했다고 지적
- (개선방향) 국토부는 이에 대해 △종합·전문 간 업역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 △
주체별·공종별 일부 구간에 대해 업역규제를 우선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이고, 업역 폐지 이후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일정기
간(2년 정도) 적용을 미루며, 이 기간에 종합·전문 간 실적 인정 기준과 ‘공공발주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업역 개편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계획
r 직접시공 활성화
- (문제제기) 관행혁신위는 종합건설업체의 직접시공 능력향상을 위해 도입된 직접시
공의무제가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로 제한되고 경비성 지출을 통한 편법 이행사
례도 많아, 생산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웠다고 지적
- (개선방향 ①) 국토부는 우선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산업기
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현행 50억원 미만에서 적용되는 직접시공 의무제를 100
억원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직접시공 비율 산정기준을 노무비 산정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힘 * 단계적 확대 : 70억 미만(`19) → 100억 미만(`20 업역 개편
등 추이를 고려)

- (개선방향 ②) 또한,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제1종 시
설물의 경우 공공발주자가 계약조건 등을 통해 직접시공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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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직접시공한 실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대형공사에서도 직접시
공을 활성화하도록 함
- (관행혁신위의 추가의견) 관행혁신위는 일정 공사금액 이상의 제2종 시설물에 대해
서도 계약조건 등을 통해 직접시공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
으며, 아울러 100억원 이상 중·대형공사에 대하여도 선진국과 같이 계약조건 등을
통하여 직접시공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함
r 불법재하도급 난무 관행 근절
- (문제제기) 관행혁신위는 건설현장 노동자에 대한 노무관리 사각지대와 안전사고 발
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 재하도급도 원도급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고, 관리·
감독권자에 대한 책임 부여가 미흡한 탓에 지속적으로 반복·재생산되고 있다고 지
적
- (개선방향 ①) 국토부는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자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의
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예정
- (개선방향 ②) 그리고, 불법 하도급을 지시·공모한 원도급자에는 영업정지·과징금,
징역 또는 벌금 등 하도급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부과하고, 원도급자의 묵인이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
- (개선방향 ③) 또한,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제’를 신설해 불법 하도급 적발을 유
도하고,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
고, 특히 불법 재하도급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2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이른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키로 함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r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례
- (문제제기) 관행혁신위는 대형건설사 중심의 참여,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례,
공공사업자 위주의 외곽·단지형 개발, 높은 임대료 등을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적
폐’로 지목
- (개선방향 ①) 국토부는 이에 대해 중소건설사와 사회적 경제주체 등 새로운 주체들
로 시장을 재편하고, 공공성을 가진 비영리단체의 참여를 유도해 새로운 사업자를
육성하며, 장기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을 회복한다는 계획
- (개선방향 ②) 택지개발 등 다른 공공택지지구 내에 민간임대용지를 확보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재검토하고, 공공택지 공급가격도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조정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공공 택지 활용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촉진지구 외, 공공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단지개발 방식의 촉진지구 지정은 지양
- (개선방향 ③)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이하로 제한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정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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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계층에 대해서는 시세의 85%이하의 임대료로 특별공급할(전체 세대수의 20%이
상) 계획

◈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수립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건설
자동화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10월31일 국
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 상정함
◦‘스마트 건설기술’이라 함은 전통적 토목‧건축기술에 BIM‧IoT‧Big Data‧드론‧로봇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기술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주요내용>
r 건설기술의 ‘발전 방향’
구분

주요내용
건설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정보를 공유‧유통하고, 빅데이터 및

데이터 중심

시뮬레이션을 적극 활용해 건설을 경험 의존 산업에서 정보 기반
산업으로 전환

기술의 융·복합
고객 지향

건설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 드론‧로봇 등 다른 분야의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융합
알기 쉬운 3D 시각 정보를 제공하고, 설계‧계획단계부터 시공자 ‧운영자
및 이용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

r 단계별 ‘발전 목표’
구분
설계 단계
시공 단계

주요내용
측량과 건설정보모델링(BIM)을 활용한 디지털정보모델을 정착시킨 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설계 자동화를 추진
건설장비 자동화, 조립시공 제어 등 기술 개발 후 시공 전반을 자동화
로봇과 드론이 보다 신속 정확하게 시설물을 점검할 수 있는 기술을

유지관리 단계

확보하고, 디지털트윈*을 통한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로 발전
* 물리적인 사물과 동일하게 컴퓨터에 표현되는 가상 모델

r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방안
- 공공발주제도*를 활용하여 스마트 기술 개발여건을 조성하고 기술의 진입장벽이 되
는 2D 기반 납품기준 등 규제를 개선
* 스마트 기술 적용 공사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확정가격 기술경쟁 방식으로 발주하고, 턴키
입찰 평가 시 스마트 기술 적용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19～)

- 모태펀드를 조성해(’20) 민간자본의 유망기술 투자를 활성화 하고, 기존 기술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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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소를 지원하는 절차도 도입(’19)
- 스마트 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
는 등 홍보도 병행
- 공공의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20~)을 적극 추진하여
핵심기술을 보급
- 스마트 건설기술의 핵심인 BIM이 시장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사업에 BIM
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
* 턴키 대상 사업(’19), 500억 원 이상 도로사업(’20)

-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발주청을 통해 스마트 건설 시범사업
(’18.4월~)을 시행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사항도 도출
* 스마트시티 : 세종 5-1생활권(LH), 부산 EDC 2단계 4공구(수자원공사)
도로‧철도 : 양평-이천 고속도로 2공구(도공),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철도시설공단)

- 지난 9월 개소한 건설기술연구원의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
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관련 창업기업을 지원
- 건설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과정을 신설(’20)하는 등 인재 양
성의 기반 구축
- 설계자, 연구자 등이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03년부터 운영 중인 건설사업정보시스템을 지식플랫폼으로 개편(’20)

◈ 대법원,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간접비 청구 소송 원고 일부패소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0월30일 대림산업 등 12개사가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지
하철 7호선 연장선 간접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
건을 원고 일부 패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함
<주요내용>
r 사안의 요지
- 지하철 7호선 온수~부평구청 구간 연장공사에 공구별(701공구~704공구)로 공동참여
한 12개의 건설회사인 원고들이 주위적으로 대한민국, 예비적으로 서울특별시를 피
고로 하여, 총공사기간이 21개월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 합
계 약 28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
- 간접공사비는 직접공사비와 공사기간에 따라 변동되는데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내
용은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증가된 간접공사비임
r 사실심의 판단
- 1심 :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기각. 피고 서울시에 대한 청구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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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증가한 간접공사비 지급을 명함

- 원심 :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기각. 피고 서울시에 대한 청구 일부 인용
* 1심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판단임. 1심 판결문에서 인정한 추가공사비 합계가 잘못 되어 이를 바
로 잡음

r 사건의 쟁점
-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에 공
사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r 대법원의 판단
- 대법관 13명 중 다수(9명)가 “증액을 인정할 수 없음”으로 판단함에 따라, 원심 일
부를 파기하고 환송함
r 대법원 판결요지(다수 의견)
- 장기계속공사계약은 1차년도의 제1차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장기계속계약의 당사자들은 총괄계약의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을 각 연차별 계
약을 체결하는 데 잠정적 기준으로만 활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보이고,
각 연차별 계약에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 그 자체를 근거로 하여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에 관하여 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거나 구속력을 갖게 하려
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총괄계약의 구속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
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
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
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0월30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함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r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
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r 도급의 정의 신설
- “도급, 위임 등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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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건설공사 도급인의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 건설공사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
기구 등이 설치 또는 작동되고 있거나 설치ㆍ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함
r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 처벌 강화
-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벌칙(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 징역형을 상향(10년 이하) 규정하고, 법인인 사업주는 벌금을 10억원
(현행: 1억원) 이하로 상향

r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
-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수준을 수급인과 동일하게 상향
현 행

개정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 사망 시 10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의 벌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0월29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r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
-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강화 및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해, 직접시공 대상을 도급금
액 50억 미만 공사에서 70억 미만으로 확대
현 행

개정안

3억원 미만 공사 : 50%

좌동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30%

좌동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20%

좌동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10%

30억원 이상 ~ 70억원 미만 : 10%

r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을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이 60%를 미
달하는 공사에서 64%로 확대
r 건설기술자 배치요건 강화
- 현장대리인의 정규직 채용 장려를 위하여 공사예정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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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r 직접시공 실적 가산
- 건설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직접시공 의무대상이 아닌 공사를 직접시
공한 경우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을 가산
r 부당 내부거래시 공사실적 삭감
- 건설업자가 부당 내부거래로 공정거래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최
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을 삭감
r 현장경력자 창업시 인센티브 부여
- 무등록 시공팀의 건설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현장경력이 있는 자가 건설업체 설
립시 보유기술자에 대하여 시공능력평가시 우대

◈ ‘턴키 심의제도 개선방안’ 마련 추진
◦최근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턴키 심의제도 개선방
안’을 마련하고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짐
<검토 중인 ‘턴키 심의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r 4차 산업혁명 기술 평가
- BIM(빌딩정보모델링)·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제안할 경우, 턴키(설계·시공 일괄입
찰) 공사의 설계심의에서 가점을 주는 방안 검토

r 중심위 설계심의위원 수 추가 확대
- 국토부는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중심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인원을
‘150명 이내’로 하도록 하는 것(2017년말 개정)을 ‘150 + @명’로 확대 추진
- 국토부는 ’18년말까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들어가 ’19년 중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 수를 늘려 운영할 계획
r 설계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
- 설계심의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설계평가지표
와 배점기준 등을 개정하는 방안 검토
- 국토부는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심의위원이 평가항목별로 체크하면 점수가 매겨
지는 방식 등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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