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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융합시대 생존을 위한
‘설계•엔지니어링’역할 바로 세우기

1. 제안배경
제4차 산업혁명 선언 이후 산업의 디지털화에 가속도가 붙고, 산업 간의 경계선이 빠르게

이러한 변화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VOICE 20호에서는 건설산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사라지고 있다. 건설의 울타리 안에서 건설의 고유기술들을 활용하여 건설산업만이 주도권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기술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생산성 혁신을 이끌어야 할 ‘설계․

가질 수 있었던 '통합(integration)시대'에서 스마트기술과의 융합으로 타 산업이 주도 세력이

엔지니어링’의 역할과 역량을 제대로 수행하고 적극적인 기술 개발에 동기부여 할 수 있는 기반

될 수도 있는 '융합(Conversion)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마련을 위한 혁신 과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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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건설 설계․엔지니어링의 역할 현안
설계․엔지니어링 역할과 가치의 평가절하

국내 계약에서는 엔지니어링 기술의 지식재산권 또는 저작권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5조의

앞서 언급한 미래기술들은 생산성 혁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이 기술을 건설상품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설계․엔지니어링

2(지식재산권) ①항에서는 계약목적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공동 소유로 명시해 놨으며, 제56조(지식재산권 귀속) ②항에는

단계의 기술디자인을 통해 정해진다. 기술디자인에 따라 시간(time)과 비용(cost), 품질(quality)과 성능(performance) 등의 가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명시하였다. 더구나 ③항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을 행사한

(value)가 좌우되기 때문에 선진국과 글로벌 건설기업에서 설계․엔지니어링 기술을 중시한다.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명시했다. 즉, 발주기관이 설계․엔지니어링에서 생산된 도면이나 기술 등 목적물을 복제, 배포, 개작 등의
사용·수익에 의한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선진국과 달리 ‘설계․엔지니어링’역할과 기술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가 ‘시공’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건설경제1)에서 국내 건설관련 대학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과 같이 대학
및 대학원 졸업 후 엔지니어링 분야로 취업하겠다는 응답률이 7.3%로 공기업 혹은 공무원 취업을 희망한다는 응답률 45.5%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디자인을 결정하는 설계․엔지니어링 기술의 중요도는 더 커질 것이며, 건설산업 역시 ‘지식기반의 엔지니어링 역량’을 갖춘 기업이

이와 같이 국내 법․제도가 설계․엔지니어링 기술에 대한 재산권이나 저작권을 보호해주지 않는 것은 건산법에서 엔지니어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즉, 국내 시장에서 업역 다툼을 벌이는 엔지니어링 주체와 시공 주체간의 경쟁이 아닌 ‘설계․엔지니어링’의 역할

건설공사의 부속 용역 혹은 부대 업무로 인식하기 때문이며, 이와 같이 계약적으로 설계․엔지니어링 기술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및 역량 간의 경쟁이 될 것이다.

설계․엔지니어링 사업자는 기술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체감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건설도 스마트기술과 기존 건설의 고유기술이 융합된 ‘융합기술(Conversion Technology)’이 미치게 될 영향에서 벗어날 수

민간투자사업방식에서 최초 제안자가 우대받지 못하는 것도 설계․엔지니어링이 생산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이
7.3%

휴대폰과 자동차도 디자인에 따라 제작비용과 시간, 품질과 성능이 좌우된다. 기술 발전으로 건설업이 제조업화 되어갈수록 상품의

없으며, 이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우물 안 개구리로 전락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설 곳을 잃게 될 것이다.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8.9%
9.8%

45.5%

건설엔지니어링

반면, 국제표준계약4)(white book)인‘FIDIC’의 제1.7항(copyright)에서는 설계권리(design right), 지식재산권(intellectual

비건설분야

property right), 저작권(copyright) 모두가 결과물의 생산자인 설계·엔지니어링 계약자(consultant)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건설사

명시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은 당해 목적물을 위해서만 복사 및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대기업

25.2%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공무원

글로벌 표준계약과 선진국에서 엔지니어링 기술에 의해 생산된 목적물의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이유는 설계·엔지니어링 기술이
건설사업의 전 생애주기 동안 공기와 가격, 품질과 성능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은

5) WEF·BCG(2018),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bout to hit the construction industry. Here’s how it can thrive (10大 기술: Pre-fabrication & Modular
construction, Advanced building materials, 3D printing & additive manufacturing, Autonomous construction, Augmented reality & virtualization, Big Data&
predictive analytics, Wireless monitoring & connected equipment, Cloud real time collaboration, 3D scanning photogrammetry,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6) Richard van HOOIJDONK (2018), The Future of Construction (10大 기술: Robots, Drones, 3D/4D printing, Artificial Intelligence, Smart cities, Blockchain,
Construction Biotechnology, AR/VR, Modular Construction/Prefabrication Building, Sustainable Design)
7) 융합기술은 개별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 최근 발전하는 신기술을 결합하여 생산성을 높임은 물론 미래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주는 고부가 신기술을 의미함.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설계․엔지니어링 기술의 역량을 자체적으로 높이거나 혹은 인수․합병(M&A)을 통해 계획설계(FEED) 등의 기술
<그림 1> 건설 관련 대학생·원생의 취업희망순위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엔지니어링을 두뇌집단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영역이라 주장한다. 선진국일수록 엔지니어링 기술이 시장과
산업을 주도하는 것은 분명하다. 세계적인 건설 주간지 ENR(Engineering News Record)에서 발표하는 통계에서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은 어김없이 EC(engineer-contractor)로 엔지니어링과 시공 능력을 모두 갖춘 종합건설기업이다. 글로벌 최고

확보 사례가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4. 디지털 융합시대 생존을 위한 5大 혁신 과제

1) 건설경제, 대한토목학회(2020), 취업 희망 1순위는 ‘건설 공기업·공무원’ 45.5% (2020.2.10.일자)
2) 미국 A 사(1993), A Project Technical Proposal Data(Manpower Structure) Envelope No. 4
3) 건설업체인사관리협의회(2009), 건설인사관리의 이론과 실제(건인회 창립 25주년 기념세미나)
4) FIDIC (2016), Client/Consultant Model Services Agreement

시장의 글로벌화와 융합기술이 대세인 현재와 미래에 한국건설의 생태계를 하드웨어기술 중심에서 지식기반의 소프트웨어기술

건설전문기업으로 인정받는 미국 A사 역시 인력구조2)에서 시공전문 비중은 5.6%에 불과하며 현장에 상주하는 품질 검사자까지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해 5大 과제를 제안한다.

포함해도 9.38%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국내 기업의 시공 전담인력 평균 구성비3)인 약 62%와 큰 차이가 난다.
설계·엔지니어링의 역할 및 기술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가 저평가되는 핵심적인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과제 1 : 발주자 총괄사업책임자(Project Manager) 지명제 도입

3. 건설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8大 기술과 설계․엔지니어링의 역할

앞서 소개한 8개의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설계․엔지니어링의 부가가치 혜택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현재 설계와 시공 계약 및

2018년 세계경제포럼(WEF)과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발표한 건설의 미래 10大 기술5), 미래학자 Richard Hooijdonk가

포괄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공공 발주기관의 사업책임자(project manager; PM) 혹은 총괄책임자(project director; PD)

지목한 건설의 미래 10大 기술6)에는 다음과 같이 5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지명제도8) 도입이 필요하다.

첫째, 글로벌 건설기업 CEO들과 미래학자가 예측한 기술 중 다음 <그림 3>과 같이 8가지의 기술이 일치한다.

과제 2 :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제35조 및 제56조 개정

셋째, 설계·엔지니어링과 시공간의 엄격한 업역 구분이다. 기술사 자격분류에서도 시공 분야를 따로 구분한다거나 구조공학기술을

둘째, 독자 기술보다 건설의 고유기술과 융합되어 새로운 기술이 된다.

글로벌 표준계약 약관인 FIDIC과 동등한 수준으로 계약예규를 개정해야 한다.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을 하나의 조항으로 병합하고,

건축과 토목으로 구분하는 등 사업체뿐만 아니라 기술인의 역할과 기술까지도 구분하고 있다.

셋째, 건설이 아닌 타 산업에서 만들어진 ‘외생 기술’이다.

발주자는 엔지니어링 계약자가 생산한 목적물(도면과 시방서 등)에 대해 소유권이 아닌 계약에 명시된 목적에만 복사․복제하여 사용할

넷째, 시공이 아닌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활용이 결정된다.

수 있도록 명확하게 명시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첫째, 설계·엔지니어링을 역할과 기술보다 사업자(기업)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기업에서 설계·엔지니어링을 건설의 기술과
역할로 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둘째, 한국건설의 모태법인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3항)(이하, 건산법)에서 설계·엔지니어링을 ‘건설용역업’으로 정의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속 역할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다섯째, 하드웨어기술이 아닌 ‘지식기반의 소프트웨어기술’중심이다.

관리에 대한 책임이 분산된 발주자 조직에서 계약(contract)단위가 아닌 사업(project)단위로 품질과 성능, 안전, 공기와 비용을

과제 3 : 설계․엔지니어링 계약의 대가 지불방식 개정
설계시공일괄계약방식이 아닌 분리발주계약을 포함한 일반계약에서 대가지불방식을 확정고정금액(lum-sum fixed price)과
실비보상계약(reimbursable contract)을 혼용하여 사용 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설계․엔지니어링에 의한 결과물의 저작권이
보장받게 되면 원설계자의 서비스 범위가 시공단계까지 확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하다.

국내 : 시공 주도

과제 4 : 건설기술인 대가 지급 기준 개정

선진국 : 엔지니어링 주도

등급과 기술자격에 의한 대가는 예정가격을 추정하는데 활용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기술인 대가 지급은 기술인을 고용한 기업에서

<그림 2> 국내와 선진국 건설 주도 세력 비교

지급하는 실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기술인의 직무역량은 고용한 산업체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며,

BD/AI

선진국에서 이미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기술인 대가 지급 기준이기도 하다.

설계․엔지니어링 기술 보호 장치 부재
신소재

드론

건설기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기술과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기술로 나뉠 수 있다. 엔지니어링이 소프트웨어기술이라면

과제 5 : 건설기업의 설계․엔지니어링 직무역량 강화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기술보다 융합기술 기반의 엔지니어링 직무역량 강화가 필수다. 시공기술

시공은 하드웨어기술이다. 시공을 통해 완성된 시설물은 이동이나 복제가 불가능하지만, 설계․엔지니어링을 통해 생산된 도면이나

중심의 기술 인력을 글로벌 엔지니어링 중심의 기술인으로 직무를 전환하고, 동시에 국내․외 엔지니어링 직무역량이 강한 기업을 인수․

시방서 등은 복제와 재활용이 가능하다.

합병(M&A)하거나 혹은 기업 대 기업이 장기 협업하는 기업 차원의 협약을 체결하는 조처가 필요하다.

건설의 미래를 좌우할

시공 결과물은 재산권(Property Right)과 소유권(Ownership)에 의미가 있지만, 설계․엔지니어링 결과물은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과 저작권(Copyright)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계는 지식재산권을 강조하지만,

모듈화/프리패브리케이션

국제표준약관 FIDIC에서는 저작권을 더 중시하는데 그 이유는 저작권이 보호받으면 지식재산권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으로 인식하기

8大 기술

로봇/자동화

8) 사업책임자(PMr)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과 공정관리, 품질과 안전관리, 그리고 총사업비 한도 내에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는 것임. 선진국의 경우 PM에게
글로벌 엔지니어링 대상 사업의 낙찰자 선정에 대한 책임까지도 부여하고 있음.

때문으로 해석된다.

소유권(Ownership) :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 전면적으로 지배하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사법(私法)상의 권리를 말한다.
재산권(Property Right) : 사법상(私法上)·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권리를 말한다.

BIM

3D 프린팅

생산성 혁신을 위해 융합기술이 탄생하고, 목적물의 성능 혁신을 위해 다목적 용도를 가진 상품의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저작권(Copyright) : 법률,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ㆍ독점적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기술변화와 환경변화로 인해 건설의 제조업화는 불가피 해질 것이다. 제조업을 대표하는 조선업과 자동차

권리를 말하며,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후 70년간 유지된다.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지적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재산권을 말한다.

사용권(License) : 법률이나 계약에 의해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맺음말

VR/AR
<그림 3> 건설의 미래를 좌우할 8大 스마트 기술

산업에서는 디자인과 제조를 분리하지 않는다. 건설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설계․엔지니어링과 시공
기술의 통합이 불가피하다. 디지털 경쟁시대에 승자가 되기 위해서 지식기반 설계․엔지니어링 중심으로의 생태계 혁신, 건설기술인의
직무역량 강화와 직무전환 문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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