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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동향
▸ 한진중공업, ‘HJ중공업’으로 사명 변경
▸ 롯데건설,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업무협약
▸ 대우건설, 해외현장 임직원 비대면 의료 서비스 진행
▸ 쌍용건설, 리모델링 신기술 특허 등록
▸ 현대건설, KIST와 친환경 에너지 기술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대우건설, 여가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 HDC현대산업개발, ‘미리 크리스마스 산타 원정대’ 참여

▣ 건설경제 일반동향
▸ 건설업계 주택사업 편중 문제로 위기감 고조
▸ 2022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60.8조원 확정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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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21.12.4(토)~2021.12.10(금)>

제702호 2021.12.10(금)

<업계 동향>
◈ 한진중공업, ‘HJ중공업’으로 사명 변경
◦12월8일 한진중공업이 30여년 동안 사용한 사명을 ‘HJ중공
업’으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 주주총
회 소집을 공시하였음
◦12월22일 열릴 예정인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명 변경이 통과
되면 한진중공업의 사명은 ‘HJ중공업’으로 변경되며, 영문
표기는 HJSC(HJ Shipbuilding and Construction Co.Ltd.)
로 바뀔 예정이며, 또 임시주총에서 새로움을 창조하는 기업
이념과 비전을 담은 새 CI도 공개할 예정
◦새 사명을 결정하기 위해 한진중공업은 지난 10월 말 전 임
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공모를 진행했고, 기존 사명인 한진중

한진중공업 서울 사옥

공업 연상 효과를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HJ중공업’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경영진이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한편 한진중공업은 2016년 채권단 관리에 들어간 뒤 지난 9월 동부건설 컨소시엄에
최종 인수되었음

◈ 롯데건설,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업무협약
◦12월8일 롯데건설은 화성시에 위치한 경
기도기술학교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도 숙련 건설 기능 인력 양성 및 일
자리 창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2년 ‘공동주택 하자보수 다기능공 교
육과정’을 진행하고, 경기도기술학교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교육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및 취업을 지원할 예정인 가운
데, 롯데건설은 교육생에게 현장실습 및

롯데건설 C/S부문 황규석 상무(왼쪽)와
경기도일자리재단 홍춘희 경기도기술학교장

서비스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풀과 실습시설을 지원해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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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롯데건설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하자보수 전문인력을 다수 양성해 일자리 창출의 기회

를 마련하고 고객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최근 사회가 요구하는 ESG 경영을
꾸준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음

◈ 대우건설, 해외현장 임직원 비대면 의료 서비스 진행
◦12월7일 대우건설은 서울시 중구 을지
로 대우건설 본사에서 강북삼성병원과
해외현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였음
◦이번 협약으로 해외 19개 국가에서 근
무 중인 대우건설의 임직원 600여명이
국내 전문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
게 되었음
◦대우건설과 강북삼성병원이 진행하는 비
대면 의료서비스는 해외 현장 직원이
의뢰서와 동의서를 제출하고, 기본 건강

대우건설 조인환 인사관리지원본부장(왼쪽)과
강북삼성병원 강재헌 미래헬스케어추진단장(오른쪽)

정보 및 증상에 대한 사전 문진을 작성
한 후 제출하면 해당 진료과목 의료진과 대상자 간의 일정을 조율해 화상을 통해 상
담하는 방식임
◦이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해외 현지 의료기관의 혈액검사, X-Ray, CT, MRI 등의 기
록에 대해 한국 의료진의 정밀 2차 소견을 받을 수 있고, 현지에서 구매 가능한 약품
의 성분명 처방을 포함한 영문진단서 및 처방전 발급도 가능함

◈ 쌍용건설, 리모델링 신기술 특허 등록
◦12월7일 쌍용건설은 최근 ‘기존파일
지지력 확인을 위한 기존골조를 이용
한 시험 공법’을 업계 최초로 개발해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음
◦이 공법은 리모델링 안전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파일(건물을 받치는 말
뚝)의 내력 측정 시 파일의 중간 단면
을 자르고, 그 공간에 유압기를 설치해
내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기존공법 대

서울 송파구 오금 아남아파트 리모델링 투시도

비 비용과 기간을 절반 이상 감축할 수 있는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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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기둥 주변에 구조물을 설치해 내력을 측정하는 반력체 설치공법은 철골제작비를

포함해 파일당 검증 비용이 약 600만원이 소요되지만, 이 공법은 철골설치가 필요 없
고 기둥당 측정비용도 절반인 약 300만원에 불과하고 검증 기간도 기존의 절반이면
가능함
◦쌍용건설은 현재 시공 중인 서울 송파구 오금아남 리모델링 아파트에 특허 공법을 적
용해 초기 사업비용과 공기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향후 리모델링 시장에서 차별화
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현대건설, KIST와 친환경 에너지 기술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12월7일 현대건설은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윤영준 사장과 한국과학
기술연구원 윤석진 원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
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발

기술협력에

대한

연구개
업무협약

(MOU)을 체결하고 스마트 건설 환
경 구축 및 친환경 에너지 기술 활
성화에 나섰음

MOU를 체결한 현대건설 윤영준 사장(우측에서 4번째)과

◦이번 MOU 체결로 ▲건설관리 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윤석진 원장(좌측에서 4번째)

동화 및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환경 구축 ▲건설시공 및 미래주거 서비스 자동화
로봇 기술 ▲수소에너지 기반 기술 ▲친환경 기반 기술 분야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해
사업에 적용할 예정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2021 현대건설 기술공모전’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수상기술인
‘복합촉매를 이용한 질소저감 수처리 기술’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연구로 진행될 예
정인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복합촉매 소재의 개량 및 모듈화를, 현대건설이 복합촉
매를 활용한 처리공정 개발 및 현장 적용성을 검증해 나갈 계획
◦현대건설은 우수 연구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이를 토대로 안전한 스마트 건
설 환경을 구축해 탄소 중립을 위해 첨단 기술을 융복합해 수소에너지, 친환경 기반
기술 등 미래 환경과 녹색 성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음

◈ 대우건설, 여가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12월7일 대우건설은 여성가정부가 선정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음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자녀출산·양육지원, 유연근
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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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임
◦대우건설은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법정 육아 휴
직 외에도 1년을 추가로 휴직할
수 있는 ‘자녀보육휴직 제도’를
도입했으며, 매년 임직원에게 가
족사랑 휴가와 이를 위한 여가시
설 이용을 지원하고 장기간 가족
과 떨어져 지내는 해외 근무자에
겐 가족 기념일 선물을 지급하고

대우건설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있고 직원 가족 초청 행사, 자녀 학자금 지원, 임산부 지원, 배우자 건강검진 등 여러
직원 복지 제도도 마련하였음
◦대우건설은 “임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
도를 운영 중”이라며 “사회환경 및 트렌드의 변화에 발맞춰 효용성 있는 제도를 새롭
게 마련하고 이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 HDC현대산업개발, ‘미리 크리스마스 산타 원정대’ 참여
◦12월3일 HDC현대산업개발과 아모레퍼
시픽,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CJ CGV,
삼일회계법인, 삼일미래재단, 오리온재
단, HDC신라면세점, 국민건강보험용산
지사, 숙명여자대학교, 용산구 자원봉
사센터 등 ‘용산 드래곤즈’ 봉사자 80
여 명은 ‘미리 크리스마스 산타 원정대
시즌 4’ 행사를 진행하였음
◦‘미리 크리스마스 산타 원정대’는 UN이
제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12월 5
일)을 기념해 ‘용산 드래곤즈’ 회원사가

‘미리 크리스마스 산타 원정대 시즌 4’에 참여한
용산 지역 민·관·학 연합 ‘용산 드래곤즈’ 봉사자들

지역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응원하는 봉사활동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회째를 맞았음
◦‘미리 크리스마스 산타 원정대’는 아이파크몰 주차장에 모여 각 회원사에서 준비한 생
활용품, 방한용품과 학용품, 간식류 등의 선물을 포장해 10개 사회복지시설, 약 200
여 명의 어린이에게 전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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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21.12.4(토)~2021.12.10(금)>

제702호 2021.12.10(금)

<건설경제 일반동향>
◈ 건설업계 주택사업 편중 문제로 위기감 고조
◦최근 수년간 건설사들의 연간 매출액 가운데 절반 이상을 책임지며 실적 개선의 주축
이 되어 있는 ‘주택사업’에 대해 건설업계의 고민이 심화되고 있음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낮은 금리, 20·30 세대의 영끌 트렌드
등의 영향으로 주택사업은 유례 없는 호황을 누려왔지만, 주택시장의 호황이 끝난 이
후에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선 현재 주택사업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결국엔 재편해
야 한다는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것
<주요내용>
r 현황
- 올 3분기말 기준 국내 대형건설사 10개사의 주택사업 비중 분석결과 8개사의 주택
사업 비중이 50％를 상회(전자공시시스템 자료 참고)
- 플랜트사업에서 전통적으로 굳건한 경쟁력을 확보한 현대엔지니어링과 친환경 인프
라사업에 무게를 싣고 있는 SK에코플랜트가 각각 45.70％, 28.3％ 등으로 10대 건
설사 가운데 주택사업 비중이 절반을 밑돌고 있을 뿐, 나머지 상위 8개사의 주택사
업 비중은 매출의 50%를 상회하고 있음
- 주택시장의 장기 활황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플랜트 등 해외건설 수주 위축
과 함께 국내 토목사업 수주가 감소하면서 사업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추진하기 어려
운 상황이 겹치면서 주택사업 위주의 포트폴리오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
<최근 3년간 상위 10대 건설사 총매출액 대비 주택사업 비중(단위 : %)>
건설사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디앨이엔씨
SK에코플랜트
한화건설
디엘건설

사업영역
건축/주택
건축/주택
건축
주택/건축
건축/주택
건축
주택
건축/주택
건축/개발
건축

2021년 3분기
56.1
66.68
53.30
65.60
45.70
76.23
64.70
28.30
54.52
75.80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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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2.00
57.33
58.80
61.60
43.36
73.81
25.60
55.75
80.2

2019년
46.70
57.90
62.00
56.70
38.34
75.21
23.90
55.91
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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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주택시장 불안감 확산
- 최근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공급 증가, 미분양 적체 등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2022년부터는 부동산 시장 분
위기가 급변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증가
- 특히 건설업계는 미분양 물량이 증가할 경우 신규 주택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치
고, 이는 기업 부도로까지 이어진 과거 경험에 따라 미분양 물량 추이를 면밀히 관
찰하면서 철도·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일부 사업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성이
떨어지는 비수도권의 주택사업 물량을 축소해 나가는 분위기임
- 다음으로 PF대출의 총량 자체를 관리해 향후 부동산 경기 침체 시 나타날 잠재적
위험 예방에 나선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규제에 이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 금융규제를 확대하고 있고, 금리인상까지
겹치면서 주택사업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또한 그 동안 주택시장 활황의 배경이었던 지속적인 집값 상승이 공급 물량 부족으
로부터 비롯되었었지만 지난 2018년 발표한 3기 신도시 공급물량이 2022년부터는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공급과잉 가능성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음
r 시사점
- 주택경기 사이클 전환을 점치는 인식이 커진데다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 보유세
부담, 시장 기대를 넘어선 공급 물량이 맞물리면서 집값 하락과 매수세 위축, 주택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음
- 다만, 강화된 금융 규제와 일부 지역의 물량 폭탄으로 인한 현상일 뿐 2022년 3월
예정돼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갈 곳 없는 유동성, 전세대란 우려 등 다양한 변
수들고ㅘ 함께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장기적인 문
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주택경기가 전국적인 대세 하락으로 이어지
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
- 그럼에도, 결국 주택시장은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주택사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며왔던 건설사들도 분위기 반
전에 대비해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시점을 고려하며 위험에 대비
할 필요가 있음

◈ 2022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60.8조원 확정
◦12월3일 국토교통부는 ’22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
회의 의결을 통해 ’21년 대비 3조7,420억원 증가한 60조7,99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
됐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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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r 2022년도 예산 및 기금 규모 개괄
- ’22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60조 7,995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
(단위 : 억원)
*

’21년 예산 (A)

’22년 정부안

’22년 확정(B)

(B-A)

예산

235,984

247,067

250,978

14,994

기금
합계(총지출)

334,591
570,575

362,332
609,339

357,017
607,995

22,426
37,420

* ’21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

- ‘22년도 예산 중 SOC 분야는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와 첨단화, 안전 강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소요가 반영되어 22조7,913억원 규모이며,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분야는 38조82억원 규모
* SOC예산 추이(단위 조원) : (’18) 15.2, (’19) 15.8, (’20) 18.8, (’21) 21.6 (‘22) 22.8

r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 총괄표
(단위 : 억원)

구 분

SOC

복지

SOC

복지

총 계
예산 합계
소 계
□ 교통 및 물류
ㅇ 도로
ㅇ 철도
ㅇ 항공․공항
ㅇ 물류 등 기타
(R＆D*)
□ 국토 및 지역개발
ㅇ 수자원
ㅇ 지역 및 도시
ㅇ 산업단지
소 계
□ 사회복지
ㅇ 주택
ㅇ 기초생활보장
기금 합계
소 계
□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소 계
□ 주택도시기금
ㅇ 주택계정
ㅇ 도시계정

‘21년
본예산(A)
570,575
235,984
214,994
179,242
74,997
80,956
3,564
19,725
5,984
35,752
8,126
23,387
4,239

20,990
20,990
1,111
19,879
334,591

추경
574,454
237,013
216,023
180,272

607,995
250,978
227,315
193,817

74,997
80,956
3,564
20,755

83,322

5,984
35,752

5,788
33,498
7,149

8,126
23,387

4,239
20,990
20,990
1,111

517

19,879
337,441
517

517

517

334,074

336,924
336,924
327,350
9,573

334,074
324,500
9,573

‘22년(B)

자료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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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84
4,237
20,575

21,650

4,699
23,663
23,663

1,843
21,819
357,017
597
597
356,419
356,419
349,769
6,650

증감
(B-A)
%
37,420
6.6
14,994
6.4
12,321
5.7
14,575
8.1
8,325
11.
4,728
5.8
673
18.9
850
4.3
△196
△3.3
△2,254
△6.3
△977
△12.0
△1,737
△7.4
460
10.9
2,673
12.7
2,673
12.7
732
65.9
1,940
9.8
22,426
6.7
80
15.5
80
15.5
22,345
6.7
22,345
6.7
25,269
7.8
△2,923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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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21.12.4(토)~2021.12.10(금)>

제702호 2021.12.10(금)

<건설산업 제도·정책 동향>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월9일 종심제 공사의 하도급계약 입찰금액 및 낙찰 결과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
◦개정안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20.7.14),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20.8.6/2건),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20.10.14), 정부(’21.1.28),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21.3.21), 김
병욱 국민의힘 의원(’21.3.18/’21.3.19) 이 각각 대표발의한 내용을 일괄 회부한 것
<개정안 주요내용>
r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개정 방식 다양화
- 사업자 등이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공정
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려는 경우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 업무 투명성을 높이
기 위해 필요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r 하도급계약 체결 前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사용 등 금지
-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
r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제도 개선
- 목적물의 공급원가 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해당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
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 원
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r 종심제 공사의 하도급계약 입찰금액 및 낙찰 결과 공개
-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국가 또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 및 낙찰 결과를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함
r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급 결제조건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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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사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인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등의 결제조건을 공시토록 함
r 기타
-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 등 도입, 동의의결제도 도입, 과징금 분할납부 관련 규정
의 법에 직접 규정 등

◈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 추진
◦12월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3년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하여 단계적으로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힘
<‘사업활동제한’ 조례 및 규칙 개선 추진>
r 운영실태
- 경기도, 충북 청주시, 강원 원주시 등 21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①지역건설협회로
하여금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는 등의 조례·규칙을 운영하고 있음
r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의 문제점
- 과당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지자체가 건설업계에 자율규제 형성을 요구함으로
써 사업자단체에 의한 경쟁제한행위의 빌미를 제공하고, 품질과 가격을 통한 능률
경쟁 유인을 제거하고 지역업체간 담합을 조장하는 문제가 있음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분야·전문자격사 분야 등 근거법령에서 지역제한근거가
없음에도 지자체규정으로 지역제한을 두는 경우 인근 지자체도 자기 지역사업자 보
호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므로, 경쟁시장을 협소한 지역시장으로 파편화하는 문제
가 있다고 지적
r 향후 추진계획
- 다양한 공익목적으로 도입·확산되고 있는 특정계층·신분·지위 등을 위한 경쟁제한
조례·규칙들에 대해서도 도입효과나 부작용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여부를 결정
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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