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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임 결성의 배경 l 국내·외 산업과 기술이 급변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국내 건설은 위기에서 붕괴로 이어질 위험을 방치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함.
l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혁명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성장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설은 타 산업과 기술에 지배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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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한국건설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과거와 전혀 다른
외생변수가 지배하고 있어 과거 관행적인 정부 주도
정책으로는 돌파구 마련이 불가함.
l 국가 차원에서 건설의 미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전략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리더그룹이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건설산업의 생태계
혁신에 공감하는 그룹들이 결집력을 갖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l 한국건설이 당면한 현실은 단기 처방으로는 해결이
불가하며, 근본적인 생태계 혁신을 위해서는 프레임
자체를 혁신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장기플랜 개발이
국가차원에서 다뤄져야 함.

02 모임의 목적 및

운영방향

l 한국건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는 모임을
결성하여 국가와 산업에 혁신을 주문하는‘Big Mouth’
역할을 하고자 함.
l 모임은 업 역 및 소속기관 등 어떠한 제한 없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도록 하며, 대규모 모임보다는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여 건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은 물론 해결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소규모
모임을 지향함.
l 산업이 주도하여 한국건설의 미래 비전과 목표를 개발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정부에 요구하여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주장을
강하게 펼치는 모임이 되고자 함.
l 한국건설을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챔피온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건설을 범국가·범산업 차원의 아젠다로
격상시켜 ‘국가차원의 사령탑(Control Tower)’ 구축이
모임의 최종 목표임.
l 상설보다 수시 모임을 원칙으로 하고 비용부담을 없애기
위해 상설조직은 두지 않으며, 모임의 결과는 1~2쪽으로
정리하여 생태계 혁신에 공감하는 사람들과 공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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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주요 토론 내용

l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심각성
l 선진국에서는‘건설산업’이 국가산업으로서 고유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비해, 국내는 건설투자를 경기침체
대응이나 일자리 마련을 해결하려는 정치적인 의사결정의
수단으로만 인식함으로 인한 문제점
l 건설의 혁신을 방해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건설관련 법과 제도들의 문제점
l 현장의 기능인력 활용의 실상
l 건설공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생각하는‘건설산업’의
모습과 대학 교육프로그램에 내재된 한계성
l 공학기술(engineering technology)에 대한 인식을‘science
based engineering’에서 ‘construction based
engineering’으로 신속한 전환의 필요성
l ‘선(先) 예산, 후(後) 수요처 발굴’식의 재정 투입에서
‘선(先) 수요 파악, 후(後) 예산 편성’으로 전환하는 등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l 국내 건설산업의 리더그룹과‘Big Mouth’부재 원인 및
파급 영향
l 모임 지속과 외연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마련 모색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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