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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Korea’s economy is entering a period of gradual growth, rate of growth on the 

construction market is becoming slow like that in developed countries. Remodeling 

construction market will be gradually expanded due to change in the social environment and 

diversification of individual demand. This study aims to promote the status of building 

equipment field with corresponding strategies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that the 

importance of building equipment field is emphasized. Although it is desirable that building 

equipment construction companies lead remodeling construction, the building equipment part 

of general construction companies take the important role may be a advisable way, because 

the technology of building equipment construction companies is a little insufficient. Though 

building equipment field has become more important, the number of credits and professor of 

the field is still small than other fields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More practical 

curriculums are necessary to meet the expectation of companies. Mechanical part of building 

equipment construction does not have independent law otherwise the other parts of building 

equipment construction. Establishing the independent law is urgent to promote the 

remodeling construc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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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건설시장 규모는 경제규모의 비약

 성장과 함께 성장하면서 국가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부분의 선진국이 경

험했듯이, 경제성장이 안정궤도에 어들게 되면 

신규 건설시장의 성장세는 크게 둔화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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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며, 이러한 경향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

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도 외가 아니다. 신축 

건설수요의 성장세가 어든다는 것은 다른 한편

으로 유지 리를 필요로 하는 건축물이 늘어난다

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국내에서는 지나치게 짧

은 주기로 아 트의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을 이기 해 리모델링을 법 으로 

권장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일  리모델링 시장의 활성

화가 이루어진 나라들의 경우 1990년 에 이미 

체 건설시장의 30% 이상을 리모델링 사업이 차

지했다[1]. 반면, 국내의 경우 2010년 기  리모델

링 시장 규모는 체 건설시장의 8.0%로 한 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으며, 2015년 기  8.4～8.5%를 

상하고 있다[2]. 특히 주거용은 체 건설시장 

시장 규모의 1.4% 정도로 비주거용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주거용 

리모델링 사업의 주요 타깃이라 할 수 있는 아

트 주민  건설사들이 수익성 등의 측면에서 여

히 재건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상 으로 

리모델링 추진실 이 조했기 때문으로 여겨진

다. 그러나 2013년 12월에 이루어진 수직증축 리

모델링의 허용 등, 리모델링 추진을 한 제도  

개선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용 건

물에 해서도 향후 리모델링 시장은 크게 성장

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는 ‘ 탄소 녹색성장’으로 표되는 국

가의 에 지 약 정책목표 설정과 이를 실행하기 

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제정 등, 설비분

야의 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 입각하

여, 향후 리모델링 건설시장 성장에 따른 설비분

야의 응방안과 함께 이를 통한 설비분야의 

상 정립 도모를 목 으로 하고 있다.

2. 리모델링 시장의 성장 요인과 

성장 규모 추정

2.1 성장 요인

리모델링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측할 수 있

는 이유로는 건축물에 한 사회  환경변화  

개인  요구의 다양화를 들 수 있다. 사회  환경

변화에 한 구체 인 로는 내진보강 등의 구

조보강, 소방설비나 경비시설 등 방재/방범 성능

의 향상, 쓰 기처리나 수 이용 등의 환경  배

려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건물의 건축주나 

거주자들의 개인  요구의 다양화에 한 구체

인 로는 액세스 로어(Access floor) 설치나 

원용량 증가 등의 정보화 응, 에 지 감형 공

조시스템 등 건물의 패시 화, 공조환경이나 빛환

경 개선 등 쾌 성 향상, 외   인테리어 개선 

등 이미지 향상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건축물에 한 이러한 사회  환경변화와 개인

 요구의 다양화가 발생된 원인으로는, 재의 

건설시장이 매우 침체되어 있어, 노후 건축물은 

증가하고 있으나 신규물량은 감하고 있는 , 

건물로 인한 수익 상승과 경비 감을 통한 건축

물의 가치 상승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축주의 생

각,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세계  친환경 추

세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건축주, 

건설회사, 정부에 복합 으로 향을 끼치면서 리

모델링 시장이 지속 으로 성장할 것으로 단된다. 

2.2 성장 규모 추정

서론에서도 일부 언 했듯이, 2010년 국내 건설

시장 규모  리모델링의 비 은 8.0%로 액으

로는 약 7조원 규모이었다. 이를 비주거용과 주거

용으로 분류하면 비주거용은 비  12.5%로 6.5조

원, 주거용은 1.4%로 0.5조원이었다. 즉, 비주거용

이 주거용에 비해 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앞서 언 한 성장 요인의 주요 인자

가 부분 사무소건물을 비롯한 비주거용에 련

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5년과 2020년의 추정 시

장규모에 해서는, 2015년 9.0조원( 체 시장 규

모의 8.5%), 2020년 10.4조원( 체 시장 규모의 

9.5%)으로 추정하며, 리모델링시장 규모의 지속

 성장을 상하고 있다[2].

3.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추이

건축법에서 ‘리모델링’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내

린 것은 2006년 5월로,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는 기능향상 등을 해 수선 는 일부 증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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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정의하 으며,  주택법에서는 2003

년 11월에 주택법을 제정하면서 ‘리모델링’을 정

의하 다. 한편 건축법의 하 법령인 건축법시행

령에서는 이보다 빠른 2001년 9월에 ‘리모델링’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 으며, 그 내용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행 시행령에서는 15년 이상) 경과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은 건축 원회의 

심의를 통해 건폐율, 용 률, 높이 등 일부 건축기

을 완화하여 용할 수 있다”고 하 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공식 인 리모델링의 권장이 시작

된 것은 2001년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법  근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조례에 의거해서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리모델링 활성화방안’

을 통해 리모델링의 극  시행을 권장하고 있다. 

정부  지자체에서 리모델링을 권장하는 이유 

의 하나로 건축물에서의 에 지 약이 있다. 

‘에 지안보’라는 말이 지 의 에 지 실을 잘 

반 하듯이, 에 지의 확보는 물론 에 지 약은 

이미 국가 인 과제가 되어 있으며, 이를 인식해

서 정부에서도 수년 부터 ‘ 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의 주요 정책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

한 에 지 약 정책 추진을 한 구체 인 법  

수단으로서 ‘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

고, 아울러 건축물에 해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하여 2013년 3월부터 시행함으로

써, 건축물에서의 보다 구체 이고 실질 인 에

지 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한 기본원칙

을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하나로 기

존 건축물에 한 에 지효율화 추진을 지정하고 

있다. 기존 건축물에 한 에 지효율화 추진의 

해법으로서의 리모델링 한 그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고 있다. 

4. 설비분야의 대응방안

4.1 리모델링의 개념확   공사비 비율

건축법  주택법에서 리모델링이 정의되기 이

부터 건설업계에서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는 사

용되어 왔다. 창기의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기능 

 성능의 노후화에 응한 보수, 개수, 인테리어 

개선 등을 이행하는 좁은 개념에서 시작되었으며, 

재는 수선이나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을 

통해 건축물의 사용목 에 합하도록 개량하거

나 새로운 성능을 부가시키는 창의  개념으로 

변모하고 있다.

1980년  반에 미국에서 시작된 인텔리 트

빌딩의 개념이 이후의 사회환경 변화 등에 의해 

차 고도화되었듯이, 리모델링의 개념 한 사회

환경의 변화, 요구의 다양화, 건물의 기능유지 등

에 따라 고도화되어 왔다. 이러한 리모델링의 수

요에 응하기 한 건물의 세부  용내용은 

크게 디자인  부분, 구조  부분, 설비환경  부

분으로 나  수 있으며, 건물 이용의 편리화, 실내 

 외벽의 디자인 개선 등은 건축공사에, 건물의 

정보화와 자동화, 에 지 약, 실내환경의 개선 

등은 설비공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 

Table 1은 신축공사에 한 건물 용도별  공

종별의 일반 인 공사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공동주택과 같이 설비의 비 이 비교  작은 건

물의 경우 기를 포함한 설비공종의 공사비 비

율이 체의 27～28%이며, 일반 인 사무소건물

도 그 비율은 약 30% 정도로 비교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건물의 기능을 고도화시킨 

사무소건물이나, 병원, 공연장과 같은 특수용도의 

건물의 경우 그 비율은 48% 정도까지 높아지나, 어

느 용도이든 50%에는 이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 Cost ratio by use and work classification about 

new construction [%]

Use

Work classification

Frame & 
design

Mechanical 
part

Electrical 
part

Apartment house 72 17 11

Of-
fice

General 70 19 11

High quality 52 26 22

Hospital 53 27 20

Concert hall 53 25 22

[Remark]
1. Figures are obtained by interview with engineer 

of K construction company
2. Civil and landscaping work is included in frame 

and design work, and the proportion is below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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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리모델링공사의 공사비 분포는 리모델링

의 목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발생한다. 내부 

 외부 마감만을 수행한다면 건축공사비의 비율

이 크게 될 것이며, 리모델링공사 완료 후의 에

지 약 성능에 비 을 둔다면 설비공사비의 비율

이 커질 것이다. 더욱이 사무소건물의 경우 Table 

1의 내용과 같이 일반  사무소와 높은 기능의 

사무소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때 리모델링 은 

일반 이었으나 리모델링 후는 높은 기능을 갖도

록 한다면 설비공사비의 비율은 더욱 커질 것이

다. 리모델링공사의 공사비 분포에 한 실제 사

례 , 병원 건물의 경우 건축부분이 49.9%, 기

를 포함한 설비가 50.1%로 거의 동일한 수치를 

나타낸 것이 있으며[3], 콘서트홀의 경우 건축이 

45.0%, 기를 포함한 설비가 55.0%를 나타낸 사

례도 있다[4]. 물론 부분의 건물에서는 신축공

사 때와 마찬가지로 건축공종의 비 이 가장 크

지만, 앞의 사례처럼 설비의 비 이 커지는 경우 

한 존재하는 것은 리모델링의 성격에 따라 달

라지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례는 향후 증가할 것

으로 단된다.

4.2 설비건설업계의 응방안

앞서 언 했듯이 건축부문이 주된 공종인 신축

공사와 달리 설비부문이 주된 공종인 리모델링공

사에서는 설비기술자의 역할이 매우 요하며, 따

라서 공사는 설비 문건설업체가 주도 으로 해

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설비 문건설업체

의 상이나 기술력이 상 으로 높은 선진 외

국과 달리, 국내의 경우 종합건설업체에 비해 

상과 기술력이 상 으로 약한 때문인지, 리모델

링에 한 사업의 필요성에 한  민 홍보 

등을 종합건설회사가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리

모델링공사는 설비가 주된 공종인 만큼 리모델링

에 한 홍보나 기술력 축 을 설비 문건설업체

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재로서는 종합건설회사의 설비부문을 확

하여 리모델링에 한 문가 양성과 기술력 

배양을 수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리모델링에 한 문가 양성이나 기술력 배양

을 건설회사 단 로 수행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나, 

세부 인 내용에 따라서는 공동의 단체에서 수행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2001년에 설립된 한국리모델링 회가 좋은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며, 이 기구를 

통해 향후 리모델링사업을 한 기 조사, 설비기

기의 수명조사, 리모델링 사례조사  홍보와 같

은 조사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리모델링

사업을 한 기 조사의 구체  내용으로는, 향후 

측되는 리모델링사업의 규모 악을 해 각 

지역별 건축물의 황과 상태조사가 있다. 설비기

기의 수명조사에 한 구체  내용으로는, 리모델

링의 필요성을 수요자에게 인식시키기 해서 표

인 설비기기의 내용연수를 설명할 필요가 있

으므로, 주요 건물을 상으로 샘 조사를 실시하

여 설비별 표  내용연수, 최   최소연수 등의 

변동치를 조사하고 축 하는 것이 있다. 재 국

내에서는 건축물의 가치를 규정하기 해 법인세

법 시행규칙에서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체와 일부 설비부분만을 제시하

고 있어 건축설비 기기별 상세한 내용연수가 규

정되어 있지는 않다.  리모델링 사례조사  홍

보의 구체  내용으로는, 수요자에게 리모델링의 

이 을 인식시키기 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리모델링 사례를 조사하여 개보수의 필요성  

경제성에 한 극  홍보 추진이 있다. 

4.3 교육면에서의 응방안

재 국내 학의 건축 공은 4년제 건축공학 

과정과 5년제 건축학 과정으로 크게 나뉘어 있는

데, 5년제는 건축설계를 심으로 하는 과정이므

로 본고에서는 4년제에 해서만 언 하기로 한

다. Table 2는 4년제 건축공학과의 분야별 학  

수  교원 수를 나타낸 것이다[5]. 세 가지 구분 

 첫 번째는 5년제가 같이 개설되어 있는 학 

 공학 인증을 취득한 곳, 두 번째는 같은 조건

에서 공학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곳, 세 번째는 4

년제만 개설되어 있는 곳  공학 인증을 취득하

지 않은 곳이며, 실제로 4년제만 개설되어 있는 

곳  부분은 공학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

이다. 어느 경우든 설비  환경 분야의 비 이 

가장 작으나, 공학 인증 여부에 따라 그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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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number of credits and professors by detail field of 4-year course architectural engineering department[5]

Categories

Number of credits Number of professors 

Plan 
& 

design
Structure

Material 
& 

construction

Equipment 
& 

environment

Plan 
& 

design
Structure

Material 
& 

construction

Equipment 
& 

environment

4-year＋5-year
(Aquisition of ABEEK)

6.7 27.3 20.1 17.2 0 2.7 2.1 1.5

4-year＋5-year
(Not aquisition of 

ABEEK)
8.0 26.4 18.8 12.0 0 2.0 1.8 0.6

4-year
(Not aquisition of 

ABEEK)
17.5 16.8 15.2 10.3 2.8 1.1 1.0 0.7

[Remark] ABEEK means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하다. 공학 미인증인 경우의 설비  환경 분

야 교원 수는 0.6～0.7인으로, 이것은 학에 따라

서는 이 분야의 교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 

에스코사업의 가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리모델

링의 가치  경제성 측면을 비롯해서 가장 의미

있는 분야는 건물의 에 지효율화이다. 즉, 에

지 이용의 효율화를 통해 에 지 감  온실가

스 감축을 이루고,  에 지 약에 따라 운 비

를 감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이 리모델링

의 가장 큰 목   하나이다. 이러한 리모델링의 

가치  추세에 응할 수 있는 설비분야의 요

성이 지속 으로 증 되고 있는 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한 아쉬움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

서 리모델링 기술을 포함한 설비분야의 교과목 

확   교원 수 확 가 실하며, 공학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학이라 하더라도 어도 교과과

정은 공학 인증 기 에 의거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단된다. 

4.4 제도면에서의 응방안

제도면에서의 응방안으로는, 넓게는 리모델

링의 핵심  가치  하나인 건물의 에 지효율

화를 효과 으로 실천할 수 있는 법령 제정과, 좁

게는 리모델링사업의 활성화를 한 구체 인 항

목으로 나  수 있다. 재 건설산업기본법은 그 

목 에서 언 하고 있듯이, 건설공사의 조사․설

계․시공․감리․유지 리․기술 리 등에 한 

기본 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도  

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큰 

범 에서 건축설비의 각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공사는 이 법에 언

되어 있지 않고, 각기 별도의 법( 기공사업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련 내

용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건축(기계)설비분야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종합건설업이 아닌 문건설

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건축공사에 속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설비분야가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에서는 건축기계설비분야도 동일

하며, 더욱이 앞서 언 했듯이 리모델링의 핵심  

가치가 건축기계설비에서 가장 크게 달성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들 세 분야 이상으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으나, (가칭)건축기계설

비공사업법 등의 국회에서의 법 통과가 수년 간

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리모델링사업의 활성화를 한 구체  항목으

로는 먼  세제혜택  융지원을 들 수 있다. 

건물에 태양 , 지열 등 신재생에 지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보조  지원이 있듯이, 건축물의 에

지효율화에 기여하는 리모델링사업이라면 신재

생에 지의 도입 여부와 계없이 효율의 정도에 

따라 한 지원이 있을 필요가 있다. 재 건축

법에서는 공사의 범 에 따라 신고로 허가를 갈

음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의 경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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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고범 를 확  용하고, 마찬가지로 리모델

링으로 인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확  용하는 등의 보다 극 인 리

모델링 유도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세계  추세인 건축물에서의 에 지 약 정책

과 함께 지속 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지는 

리모델링 건설시장 성장에 따른 설비분야의 응

방안과 함께 이를 통한 설비분야의 상 정립 도

모를 목 으로 한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도출하 다.

(1) 신축공사에서는 건물 용도  기능에 계

없이 건축공종의 공사비 비율이 50%를 

과하지만, 리모델링공사에서는 공사의 성격 

등에 따라 기를 포함한 설비공종의 공사

비 비율이 50% 이상 되는 경우도 있으며, 

따라서 리모델링공사의 경우 설비공종의 

요성이 강조된다.

(2) 리모델링공사에서는 설비 문건설업체가 주

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국내의 경우 아직 

설비 문건설업체의 기술력이 미흡하므로 

종합건설회사의 설비부문을 확 하여 리모

델링에 한 문가 양성과 기술력 배양을 

수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3) 건설업계에서 설비의 요성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학의 건축교육에서는 

이를 반 하지 못하고 있다. 어도 공학인

증 기 에 맞추어서 커리큘럼을 구성함으

로써 리모델링을 포함한 설비교육을 강화

시킬 필요가 있다.

(4) 설비분야  기, 소방  정보통신분야는 

각기 별도의 법령에서 련 내용을 규정하

고 있어 기술력 배양에 큰 도움을 받고 있

으나, 기계분야는 그 지 않은 실정이다. 기

계분야 한 별도의 법령을 통해 련 내용

을 규정함으로써 리모델링을 포함한 기술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5) 리모델링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건축물에서

의 에 지 약을 해 세제혜택  융지

원, 건축법상 허가제의 신고제로의 환 확

 등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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