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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R&D 성과사례분석을 통한 건설기술 표준화 성과 및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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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rformance and Effectiveness Analysis of Standardization 

in Construction R&D Project

ABSTRACT

According to the report from OECD, 80% of world trade quantity was influenced by standard, 50% of EU trade demand certification 

of forced standard. This leads to develop standard connected with R&D in most country and company worldwide. Recently, Technical 

standards have advantage of reduction of production cost and market dominating power. Standardization of construction technology 

has very important role that ouput of R&D refer to KS, national construction standards and it activates in the market. However, 

domestic construction research related to effectiveness of standadization fall short of expectation in comparison with manufacturing 

industry. This study present criteria that can analyze the performance and effectiveness in construction R&D project connected with 

standardization. And it applied domestic R&D cases (finished from 2000 to 2009), analyzes ouput of standadization and economic 

effect to verify the value of construcion technology standardization.

Key words : Research & development, Standardization, Performance analysis, Effectiveness analysis

초 록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교역량의 80%가 표준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무역의 50%는 강제규격 인

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인해 각 기업과 국가들은 산업별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과 연계하여 자신들의 신기술에 대한 표준창출과 이를 

국제 표준화하는데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즉, 기술표준은 생산비용 절감에서 시장지배 수단으로서 전 산업분야에 걸쳐 표준을 주도하

는 집단이 시장을 지배하는 경쟁시대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건설표준화는 건설R&D 성과 확산에 있어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는 분야로 예측되며, 건설공사기준, KS표준 등에 반영되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전략이 된다. 

그럼에도 국내 건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표준화 관련연구 및 정책적 관점의 분석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R&D사

업과 표준화의 연계 관점에서 성과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기 종료된 건설R&D과제 성과로

부터 도출된 표준 산출물(Output)의 특성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국내 건설기술표준화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검색어 : 연구개발, 표준화, 성과분석, 효과분석

 

시공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R&D 성과사례분석을 통한 건설기술 표준화 성과 및 효과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1432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과학기술경쟁력이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되며 우리나

라도 매년 국가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D)사업 

투자를 늘리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선진국들에 

비해 기술표준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1999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교역량의 80%가 

표준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무역의 50%는 강제규격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Kim et al., 2000). 이로인해 각 기업과 

국가들은 산업별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연계하여 자신들의 

신기술에 대한 표준창출과 이를 국제 표준화하는데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각 선진국들은 전 산업에 걸쳐 자국 시장을 

방어하는 장벽으로 표준을 적극 활용하는 등 자국 및 글로벌 기술시

장에서 국가 표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R&D는 

연구개발과 표준화의 전략적 연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반하여 국내 건설분야는 2011년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건설기술 

표준화 중장기 발전전략(KICT, 2011)을 수립하는 등 기술표준을 

R&D의 주요 성과로 포함시켜 관리해야함을 제시한 바 있다. 국제

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표준(Standards)이란 “합의에 의해 제

정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 특정 제품·방법을 규격화한 ISO/KS 등 산업표준과 

기술분야 제도·기준의 의미도 포괄한다. 국내에서는 주로 산업통상

자원부 소관으로 2000년부터 ‘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수행을 통해 

국가 표준기술력향상 및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 촉진시켜왔다. 

최근에는 생산비용 절감측면의 전통적 견지에서 시장지배 수단으

로의 표준의 전략적 가치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반해 국민생활기반

시설과 산업의 생산기반시설을 제공하며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

과가 큰 대표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온 건설산업은 주로 

양적성장에 치중한 결과 기술적 성숙이 부족하였으며, 제조업 등 

타산업에 비해 표준화 관련연구 및 정책적 관점의 분석이 상대적으

로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건설R&D사업과 표준화의 연계 기틀

을 마련하고 성과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하고

자 한다. 또한, 건설산업적 관점의 기술표준과 제도적 관점의 

표준들을 대상으로 기 종료된 건설R&D과제 성과로부터 도출된 

표준 산출물(Output)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국내 건설기술표준화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

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범위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첫째, 기존 

산업의 기술표준화 및 효과에 대한 개념과 국내 건설R&D사업의 

성과 및 표준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건설기술 표준화 산출물 

및 이의 시장적용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평가지표를 정립하

였다. 둘째, 제시된 모형을 활용하여 2000년에서 2009년까지 10년

간 종료된 국토교통부 연구사업을 중심으로 건설분야 R&D사례(과

제특성 및 성과) 전수조사 및 기초 통계분석을 통해 표준화 성과실적 

및 파급효과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향후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기존 기술표준화 및 R&D성과 파급효과 연구 사례

NIA (1999)는 정보화표준 사업의 성과에 대한 측정 방법을 

개발하여 결과차원의 표준성과, 산출차원의 표준품질, 과정차원의 

개발 및 적용과정, 환경차원의 표준환경의 4가지 범주의 성과 평가

지표를 제시하였으나, 계량적 평가보다는 정성적 접근방법에 기반

한 한계를 가졌다. Yonsei University (2006)은 국토교통부에서 

기 수행된 국가 건설R&D사업 연구성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과

측정지표를 도출하고 객관적 성과측정을 위해 거시적 방법론과 

미시적 분석방법론을 제안하였다. Kim et al. (2008)은 14개 유망 

기술을 대상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제공하는 

스타밸류시스템을 활용하여 기획단계에서의 투자대비 가치를 거시

적 기술가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Park (2010)는 건설R&D 연구

성과중 기술의 현장적용에 따른 절감액을 사례조사를 통해 직접산

출하고 산업연관표를 활용해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Kim et 

al. (2011)은 직접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 

전문가 설문을 통한 추가지불의사(WTP)를 통해 간접적으로 가치

를 평가하기도 하였다. 건설R&D 성과에 따른 효과의 검증은 산업

적 특성에 의해 실제로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며 해당 성과요소별 측정이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기존 

건설R&D 성과의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R&D 성과요소 

자체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으며, 전체적인 개발기술의 

시장가치만을 평가하였다. 

건설기술은 제품위주의 타 분야(과학기술, 정보기술, 산업기술) 

기술과는 다르게 공공성이 강하며, 일회성의 산출물을 다루는 기술

로서 계량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주로 건설 제도적 측면에서 파급효과 분석이 이루어졌다

(Park,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D표준화 성과라는 특수한 

범위안에서 다양한 과제 고유특성과 성과유형을 분류하고 이와 

연관된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량적인 결과를 도출하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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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표준화 개념

3.1 표준의 정의 및 효과

표준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국내 산업표준(KS)관련 

규정에는 “관계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익 또는 편리가 공정하게 

얻어지도록 통일, 단순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물체, 성능, 능력, 

배치, 상태, 동작, 절차, 방법, 수속, 책임, 의무, 권한, 사고방법, 

개념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결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과거에 표준

은 신제품 혹은 신시장이 출현한 이후, 하나의 기술적인 이슈 혹은 

품질확보의 문제로 취급되었으나 최근 시장의 글로벌화로 표준화

(Standardization)는 다양한 산업에서 제품개발과 경쟁양식의 중요

한 고려 요소가 되었다(Sung, 2009). 즉, 기술 표준화 활동은 해당 

기술 및 서비스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제품이나 

기술의 품질을 개선하고 생산비용을 감소시키며, 수요자에게는 

공정 개선 및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여 원가절감을 가능케 하거나 

불량률 감소·안전성 향상등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가져오는데 기여

한다. 표준의 가장 큰 특징인 호환성으로 인한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있는데 이는 한가지 기술이 관련된 제품·생산·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한, 보통 상업화 및 시장진출 단계에서 높은 수준의 

위험을 수반하게 되는데, 산업표준은 바로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신기술이 확산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가진다. ISO는 

2009년 기업계 리더들을 대상으로 표준 사용의 혜택과 표준 개발 

참여에 관한 ‘CEO를 위한 최신 솔루션(Today's state-of-the-art 

solutions for CEOs)’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혁신, 비용 절감, 제품 

안전, 세계시장 접근, 위험관리, 환경영향, 품질경영, 고객과의 관계, 

에너지 효율, 사회적 책임의 10개 과제를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표준에는 기업내부에서 표준화된 사내표준, 업계에 의한 단체표

준, 국가에 의한 국가표준 등이 있고, 기업 내에서 설계에 관한 

표준 등의 표준화가 있으며 주된 사내 표준에는 설계표준, 표준사양

서, 표준도, 설계지침서 등이 있으며, 기술표준의 이용으로 다음과 

같은 부차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Gold, 2004).

1) 설계사상의 통일을 기할 수 있다.

2) 기술수준의 향상과 관계된다.

3) 고도의 전문업무나 지식연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3.2 건설기술 표준화 특성

건설기술 표준화란 건설사업에서 비용절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설물의 설계, 입찰, 시공, 유지관리 등 모든 과정에 통일적으

로 준용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산업적 관점에서의 건설기술 표준은 크게 일반적 ‘표준’과 ‘제도·기

준’의 광의의 의미로 정의해야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고 판단된다. 제조업에 비해 개별 제품단위의 생산기반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KS/ISO 등 산업표준 자체로서의 중요도는 상대적으

로 낮은편이 사실이나, 최근 건설분야 표준화 사업은 건설산업과 

연관산업의 성장과 원활한 흐름을 위한 매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 건설시장 완전 개방과 자유화에 

대비하여 산업적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화 사업의 확장이 

요구되고 있다(MOTIE, 2009). 즉, 건설에 소요되는 모든 자원요소

인 인력, 자재, 장비들과 이를 조합하여 시공하는 공법으로 하나의 

시설물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하나의 요소에서 시스템까지 광범위

한 기술적 영역에 걸친 표준화가 고려될 수 있다.

건설기술 표준은 건설사업의 효율화와 국제수준 이행을 위해 

공공인프라 구축과 운영 관리 시, 국가적인 기준이 되는 표준을 

말한다. 건설분야 표준화의 주요 대상은 성문표준(Documentary 

Standards)과 참조표준(Reference Standards)으로 구분할 수 있다

(KICT, 2011). 

1) 성문표준 : 설계 및 시공분야의 규격화와 각 업무단계에서의 

절차 표준화, 건설사업의 정보화 등으로 구분됨

2) 참조표준 : 성문표준을 확립하는데 근거가 되는 각종 통계자

료, 계측 자료, 지리 정보, 기술부분별 자료 등을 구축하는 

것임.

건설기술 표준화 분야는 내용적인 측면으로 분류해 보면, 건설정

보의 표준화, 설계의 표준화, 시공의 표준화, 건설자재의 표준화 

등으로 나누어진다.

1) 건설정보의 표준화 : 용어, 분류체계 등

2) 설계의 표준화 : 도면, 시방서를 포함한 건설공사기준 등

3) 시공의 표준화 : 내역서, 입찰·계약을 포함한 수행절차 등

4) 건설자재의 표준화 : 자재규격, 자재속성정보 등

4. 기술표준화 파급효과 분석 모형 개발

4.1 R&D 기술 및 표준화 유형 분류

4.1.1 R&D 성과 표준화 동향

표준화는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익과 편리

성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공업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표준화의 범위도 ‘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표준화’, ‘시공의 표준화’로 구분하여 치수, 성능, 시공순서나 방법

을 대상으로 표준화가 논의되어 왔다(Chae, 2011). 건설산업에서 

특히 기술표준이 중요하며, 건설공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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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lassification of Construction R&D Technology Standardization Fig. 2. Effectiveness of Construction R&D Technology Standardization

설계도서 및 각종 표준시방서, 공사시방서 등에는 수많은 KS 규격

을 인용하거나 직접 적용하고 있어 기술표준이 핵심적인 역할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사례조사 결과 건설R&D를 통해 건설

안전 및 환경, 고성능·고내구성의 기능성 구조물, 새로운 건설자재

의 분야에서 기술표준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새로이 시장에서 요구되는 기술표준을 발굴해 건설산업에 적용하

려는 지속적 노력이 진행 중이다.

4.1.2 R&D 기술 및 성과유형

국가R&D 정책의 성과주의 예산체계에 영향을 받아 ‘성과지향

적’인 R&D를 추진함에 따라 투자 효과성 향상이 필요로 되고 

연구성과에 대한 실용화·사업화 등 현장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

어 왔다. 이에 따라 건설분야에서도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구)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는 성과관리 효율화

를 통하여 성과확산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05년부

터 본격적으로 건설교통R&D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성과조사 및 분석은 국가R&D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완료 후에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또는 부산물로 얻어지는 산출물

(Output)을 수집하고, 연구성과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Outcome)

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는 활동이며 이는 곧 건설교통R&D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반이 되어왔다. 

건설R&D를 통한 연구성과는 기술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분류·

활용하고 있는 5가지 기술유형(공법 및 기법, 장비, 자재 및 재료, 

S/W 및 시스템, 기준 및 정책/제도)을 적용하였으며, 표준화 과제 

특성상 특정 요소기술 개발이 아닌 기준 및 정책/제도의 제안 자체가 

주목적인 연구만 ‘R5.유형’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추가적으

로 연구계획단계부터 연구목적 및 성과측면에서 표준관련 산출물

(Outputs)을 포함하는 연구의 경우 ‘표준개발형’, 주된 목표는 아니

었으나 연구성과와 연계된 표준을 제시한 경우 ‘표준연계형’으로 

분류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제 특성에 따라 각각 산출된 표준 

유형은 시장에 작용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구분되도록 법/제도, 

정책, 설계기준/시방서/지침, KS/ISO 등 국가산업표준으로 정하였

다(Fig. 1 참조).

4.2 건설R&D 표준화 효과분석 기준 구축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 R&D 사업 중 건설 표준화와 관련된 

성과를 도출한 과제를 대상으로 표준화가 건설 산업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는 미시적인 접근 방법을 적용하여 효과를 분석하고

자 하였다. R&D의 평가는 크게 과정에 대한 평가와, 성과에 대한 

평가로 나눌 수 있으며, 성과 평가는 다시 효율성에 대한 평가와 

효과성의 평가로 구분된다. R&D 성과의 효율성은 투입된 예산 

대비 산출물(Output/Input)개념이고, 효과성은 산출물 대비 결과물

(Outcome/Output)의 개념이다. 여기서 효과의 평가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중요하므로 R&D의 상업화, 기술이전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건설R&D 성과에 따른 효과의 검증은 산업적 특성에 의해 실제

로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며 해당 성과요소

별 측정이 쉽지 않으며, 표준의 반영 역시 별도의 검증기간에 따라 

평균적으로 1~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생애주기상에서 공통적으로 관련 데이터를 명확하

게 분석·축적할 수 있도록 지표 특성을 크게 정량적 효과와 정성적 

효과로 나누고 기존 산업 표준화 효과에 대한 항목들과 기존 건설

R&D 성과관리에서 기준이 되는 성과지표(KAIA, 2009)를 비교·

검토하여 표준화 성과특성과 연관된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세부 

효과 속성 및 하부 지표를 Fig. 2와 같이 재분류·설정하였다. 이러한 

각 지표들은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주로 화폐단위로 측정가능해야 

하며,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가질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중에서도 ‘직접 경제적 효과’는 개발된 표준이 

실제 기술시장에 반영됨으로써 기존 기술을 대체함으로써 획득되

는 비용절감과 사업화로 인한 현장적용 매출액 등 직접적으로 

발현되어 체화되는 효과들이며, ‘간접 경제적 효과’는 직접 경제적 

효과보다는 바로 나타나지는 않으나 기술이 시장에 반영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시장효과나 수입대체 효과에 대한 예측치를 

나타낸다.

건설R&D 기술의 유형중 공법 및 기법, 장비(로봇, 기계 등), 

자재 및 재료, S/W 및 시스템은 실용화 내지 상용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화폐가치로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나, 기준 

및 정책/제도는 공공적 이익의 효과가 커 이를 모두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실제로 어려우며, 사회·기술적 효과 등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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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iveness Analysis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I1. R&D technology type

I2. Research funds 

I3. R&D Objectiveness for 

standardization

I4. Research center type

I5. Pjt.Type

(Basic/Application/Development)

I6. Target market type

I7. Standardization output Type

I8. Duration for standardization

O1. Type numbers

O2. Quantitative econimic 

effect (Direct)

O3. Quantitative economic 

effect (Inirect)

O4. Qualitative effect

Table 2. Analysis on R&D Tech. Type of Project with Stan-
dardization Output

R&D Tech. Type

Development (Dev.) Connection (Con.)

Number 

of Pjt.

Research 

Funds 

(100million 

won)

Number 

of Pjt.

Research 

Funds 

(100million 

won)

1.Method 16    516.20 15  370.72

2.Machine 2    148.61 0     - 

3.Material 1 6.71 6    53.53

4.S/W, System 11    278.45 14  181.06

5.Standards, Policy 28    244.30 6    13.34

Total (Based on 99 

Project Number)
58

 1,194.27

(65.9%) 
41

 618.65

(34.1%)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서서는 실증적 데이터를 근간으로 건설표준의 파급효과를 제시하

기 위해 정량적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5. 건설R&D 기술 표준화 성과 및 효과 분석

5.1 자료수집 및 분석개요

표준화의 경제 분석은 각 과제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영향인자들

이 다양하며 미치는 효과가 직접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표준화된 경제성 분석에 어려움을 가져온다. 따라서 연구개발 성과

로서 특정 표준의 영향 및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은 

분석기준 및 절차의 수립과 유용한 데이터의 확보에 달려 있다. 

본 연구에서 사례조사 및 수집은 기본적으로 문헌 조사 방법을 

적용하여, 표준화와 관련된 성과가 도출된 R&D 사업을 대상으로 

산출물(Output) 위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 조사는 조사대상

기간에 포함되는 건설R&D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표준화 성과가 도출된 과제와 효과 발현과제

를 선별하여 분류하였다. 또한, 효과 평가에 있어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는 경제성에 대한 평가로 이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들

에 대한 관련 데이터도 함께 조사하였다. 

현재 매년 종료된 과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서 발간하고 있는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성과총람”(오픈자

료) 및 “연구개발보고서”, 과제 종료 후 5년간 수집되고 있는 “연구

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수집/활용하여 각 과제별 기본 정보 및 

표준화 성과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신뢰성 검증(과제담당자 및 

분야별 전문가 대상)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만을 

추정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2000년에서 2009년 종료과제(총 

488건 대상, 표준화 관련성 도출 260건)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파급효과 산정 대상기간은 R&D성과추적 의무기간과 동일하게 

각 과제별 종료 후 5년까지로 적용하여 과도한 효과추정의 리스크를 

배제하였다. 표준화 효과에 대한 독립변수는 앞서 제시한 R&D기술

유형, 연구비, 연구기관, 과제유형, 표준화 목적성등이며 종속변수

로는 연구과제수, 성과수, 파급효과(금액 및 수치)이다(Table 1 

참조).

표준화 연관 사례포함 대상은 과제수 총 260건, 총 약 3,503억원

의 연구비 규모(전체 사례대비 55.25%)를 가지며 ‘공법 및 기

법’(107건), ‘S/W 및 시스템’(68건), ‘기준 및 정책제도’(54건)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표준화 목적성에 따른 과제현황 

집계결과 ‘표준개발형’이 과제수 78개, 총 연구비 규모 약 1,483억

원, 과제 사례당 평균 연구비가 19억원으로, ‘표준연계형’이 182개 

총 연구비 규모 약 2,020억원, 사례당 평균 연구비가 11.1억원으로 

표준개발형대비 58.38%로 표준화 목적형인 ‘표준개발형’ 과제의 

경우 평균적으로 ‘표준연계형’에 비해 건당 연구비 투자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5.2 표준화 산출물 분석 결과

표준화 관련 대상과제 260건 중 표준화 산출물이 실제로 도출된 

과제는 99개, 총 연구비 약 1,813억원(표준화 관련대상 사례수 

대비 38.08%, 연구비 규모 대비 51.74%)으로 총 표준수는 288건, 

과제 사례당 약 3건으로 2차 사례검토 결과 연구개발 종료후 가시적

인 성과로서 표준이 도출된 과제수 비율이 과반수 이하로 작게 

나타났다. 또한, 표준화 산출물이 나타난 99개 과제의 세부현황을 

집계한 결과 다음 아래의 Table 2에서와 같이 과제수는 ‘표준개발형

(Dev,)’이 58개 과제, 58.6%, 연구비로는 65.9%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공법 및 기법’과 ‘기준 및 정책제도’ 

유형의 경우 ‘표준개발형’ 과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288건의 표준반영 산출물중 총 건수는 ‘표준개발형’(214건)

으로 74.3%으로 지배적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서 기술유형 기준으

로 ‘기준 및 정책/제도’(111건), ‘공법 및 기법’(92건), 표준유형 

기준으로는 ‘설계기준·시방서·지침등’(105건) 이 가장 많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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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on R&D Tech. Type and Objectiveness of Standardization Output

Standards Type

R&D Tech. Type

1.Law, System 2.Policy 3.Design Criteria, Spec. 4. KS, ISO Standard Total

Dev.* Con.* Dev. Con. Dev. Con. Dev. Con. Dev. Con.

Method 11 3 12 6 40 16 4 0 67 25

Machine 4 0 2 0 1 0 0 0 7 0

Material 0 2 0 0 1 5 0 0 1 7

S/W, System 8 5 27 10 5 15 0 0 40 30

Standards, Policy 57 3 24 5 18 4 0 0 99 12

Total (Based on 288 Std.* Number)
80 13 65 21 65 40 4 0 214

(74%)

74

(25%)93 86 105 4

(*Std.: Standards, **Dev.: Development Type, ***Con: Connection Type)

Table 4. Analysis on Total of Economic Effect 

Field Project with Effect Case Ratio Note.

Number of Project 32 ea 32.3%
Ratio Based on 99 ea Project Number and

288 Std.* Number
Number of Standardization Output 88 ea 30.6%

Research Funds based on Project with Effect (100million won) 841 46.4%

Economic Effect(Direct)

(100

million won)

66,573 - * B/C(Effect/Research Fund) : 

141.3 (Project with Effect)

Economic Effect(Indirect) 52,315 -  65.6 (Project with Standard)

 33.9 (Project Connected to Standard)
Total of Economic Effect 118,888 -

 18.7 (Total Project)

‘공법 및 기법’ 기술유형은 ‘설계기준·시방서’(56건)로, ‘기준 및 

정책/제도’는 ‘법/제도’(60건)로 반영된 성과가 많은 것으로 표준화

의 기본 특성상 ‘공법 및 기법’ · ‘기준 및 정책/제도’ 유형 표준화 

사례가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냈다(Table 3 참조). 

총 288건 성과중 연구 종료전에 제안되어 반영된 건수는 138건

(47.9%)이며, 이중 ‘표준개발형’ 과제에 따른 성과가 98건으로 

다수(71.0%)를 차지하여 ‘표준개발형’이 R&D 산출물의 표준화 

반영에 있어 추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과제 

종료후 2년 이내 반영된 성과사례가 많아 표준기술의 시장적용 

특성상 성과도출/제안후 실제 반영까지 비교적 단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연구과제후 최소 1~2년 정도 표준반영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나 투자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5.3 표준화 파급효과 분석 결과

자료분석결과 표준성과가 산출된 99개 과제에 비해 그에 연관된 

파급효과가 도출된 과제는 32개 및 관련 표준건수가 88건으로 

매우 적었으며, 정량적 효과에 비해 정성적인 효과는 계량적으로 

제시된 사례가 미흡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10년간 정부에 보고되는 

활용보고서 양식의 변화, 표준화된 산출 방법론 적용 부재 및 항목의 

복잡성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총 32개 과제의 88건 표준에 의한 정량적 파급효과는 직접경제효

과 약 6조 6,573억원, 간접경제효과 약 5조 2,315억원으로 총 

정량적 파급효과는 약 11조 8,888억원, 사례당 약 3,715억원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비 투입대비 효과비는 모집단의 

선택에 따라 다르며 표준연관사례(260개) 기준 33.9, 표준도출사례

(99개) 기준 65.57, 효과발현사례(32개) 기준 141.3으로 건설교통

산업의 시장규모가 큰 특성상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Table 

4 참조).

표준화 효과가 발현된 사례(32개) 범위 기준으로 표준화 목적성

에 따른 분석결과로는 ‘표준개발형(Dev.)’ 과제가 23개로 총 정량

적 파급효과는 약 11조 606억원 효과발현 사례기준 연구비 투입대

비 261.7배로 ‘표준연계형(Con.)’에 비해 월등히 크게 나타났다

(Table 5 참조). 

또한, R&D 기술 유형별로는 직접경제효과의 경우 ‘S/W > 

공법 > 기준제도’ 유형 순으로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표준산

출물이 도출된 사례(99개) 범위 기준으로는 ‘S/W’유형이 직접경제

효과 사례기준 연구비 투입대비 86.8로 가장 크게, 간접경제효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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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nalysis on R&D Objectiveness of Economic Effect 

Field
Number of Project with 

Effect

Research Funds 

(100million won)①

Quantitative Effect (Unit : 100 million won) B/C

②÷①Direct Indirect Sub-Total②

*Dev. 23 422.5 65,409 45,197 110,606 261.7

**Con. 9 418.9 1,164 7,118 8,282 19.7

Total 32 841 66,573 52,315 118,888 141.29

(*Dev.: Development Type, **Con: Connection Type)

Table 6. Analysis on  Total of Economic Effect 

R&D Tech. 

Type

Economic Effect based on 99 ea Project with Standardization Output (Unit : 100 million won )

Economic Effect (Direct) Economic Effect (Indirect)

Research Funds 

①

Effect (B) 

②

B/C

②÷①
Research Funds ③

Effect (B)

④

B/C

④÷③

Method 865 18,594 21.4 712 8,598 12.07

Machine 148 3,265 21.9 148 0.48 0.003

Material 60 86 1.4 51 - -

S/W 457 39,685 86.8 335 17,249 51.3

Std. 229 4,941 21.5 232 26,467 113.9

Total 1,759 66,571 37.8 1,478 52,314 35.3

Fig. 3. Analysis on R&D Tech. Type and Effectiveness Factor

경우 ‘기준제도’유형이 113.9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Table 6 참조). 

효과분석 세부지표별로는 전체적으로는 ‘직접경제효과’에서 유

지관리비 절감효과가 약 총 4조 5,684억원 공사비 절감효과 약 

총 1조 8,172억원, ‘간접경제효과’에서는 시장창출 효과가 약 총 

3조 3,729억원으로 크게 나타났다. 기술유형별로는 ‘S/W’ 유형의 

유지관리비 절감효과와 ‘기준제도’ 유형의 시장창출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Fig. 3 참조). 또한, 3가지 R&D 과제유형(기초, 

응용, 개발)중 ‘개발유형’의 연구일 경우 전체 32개 사례 표준화 

총 정량적 파급효과에서 가장 큰 비중(62.7%)이 나타났으며, 이는 

표준화 R&D 종료후 바로 현장에 반영되는 시장적합성 확보 기술 

개발 사례가 많음을 입증하는 데이터로 판단된다.

5.4 종합분석

사례분석결과 효과측면의 경우 국내에선 아직 R&D성과가 KS

나 ISO 표준으로의 연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설계기준/시방서/지

침’ 유형 표준이 제시된 사례가 시장적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표준개발형’ 과제가 개발기술 및 표준에 

따른 파급효과 발현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이 나타나 R&D계획단계

에서의 성과목표와 과제추진 목적성의 명확도가 효과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표준화 연관 과제 260개의 성과 및 파급효과 사례조사 

결과 국내 건설기술기준의 경우 대부분 R&D계획단계부터 전략적

인 표준화를 목적으로 수행된 사례가 미흡하며, 기술 정책적으로 

추진된 소수 대형 R&D 외에 대부분의 표준화 연구는 일회성에 

머물고 있어, 그에 대한 단기적인 성과나 장기적 효과에 대한 추적 

및 검증 체계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R&D를 

통한 성과인 낙후되었던 기준 개선으로 인해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

가 연구비 투입대비 크게 나타나는 표준화 연구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과제 종료후 추가적인 투자나 표준화를 위한 유기적인 프로세

스의 도입이 우선될 필요성이 있다.

6.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건설기술표준화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건설R&D 

성과중 표준화 산출물 특성과 시장 적용에 대한 파급효과를 산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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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여 기존 10년간 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해 

실증적 데이터 기반의 산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기술 표준화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기수행된 사례

분석을 통해 기존 건설R&D 성과관리상의 한계점을 개선하여 사업 

및 성과유형별 특성정보들 기반의 표준화 효과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지표 및 모형을 제안하였다.

둘째, 2000년에서 2009년 종료과제 총 488개 사례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표준관련 사례 260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표준화 산출물 도출 사례가 99개(연구비 투자 총액 1,813억원, 

연관 표준수 총 288건, 관련 사례당 평균 2.91건)에 파급효과가 

발현된 사례가 32개(연구비 투자 총액 841억원, 연관 표준수 총 

88건, 관련사례당 평균 2.75건)로 분석되었으며, 파급효과 분석결

과 총 직접경제효과는 약 6조 6,573억원, 간접경제효과 약 5조 

2,315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효과발현사례 기준 연구비 대비 

총 효과비(B/C) 141.29로 크게 나타나 표준기술의 시장영향성을 

반증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의 건설기술 분야의 표준화가 설계와 시공측면에서의 

단일 기준 중심으로 주로 치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관리측면에서의 

구조물 생애주기동안의 각종 데이터 연계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기초 산업표준의 확충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지표 및 분석결과들은 향후 국내 건설기술R&D와 연계

하여 생산성 향상 및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 있는 표준을 발굴하고 

산업에 적용하는데 기초데이터 및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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