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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chanical facilities in modern buildings and industrial plants become more 

important in the view points of energy and environment issues. However, mechanical 

construction fields are still considered as to be subjected to buildings, even though design 

and construction of mechanical fields in the construction production process is independent of 

other fields. Recently,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has been revised since 

2007. According to the revision, the barrier of general construction and specialized 

construction is collapsed and the construction company can register any type of construction 

classification if they are able to carry out the construction mission. The mechanical 

construction fields are exempt until 2011 because of the protection of mechanical construction 

industry. In the present study, the bidding system has been prospected due to the revision of  

'Basic Law on Construction Industry' after 2011. The trends for development of mechanical 

construction fields has been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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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우리나라는 건설공사의 생애주기별로 건설업체의 

건설시장 진입과 참여방식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건

설시장 진입을 해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면허를 받아야 하고 등록․신고를 하여야 한다. 기획

단계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나 설계단계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 ‘건축사법’, ‘건설기술 리법’, ‘엔지니어링 

육성법’, 환경 련 법률 등의 용을 받으며 소방시설

의 설계는 ‘소방법’의 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공사단

계에서는 건설공사, 기공사, 기통신공사, 소방설비

공사 등으로 구분되며 각기 용된 법령과 장하는 

부처가 다르다. 건설생애주기별로 등록제도가 별도로 

운용되면서 건설공사발주제도도 별도로 운 되고 있

다. 건설업체의 등록기 은 기술능력과 자본  규모, 



- 1105 -

시설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건설산업기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 등록은 크게 종합공사

업과 문공사업으로 구분되며, 종합공사업은 토목공

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등 5개로, 문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석공사업 등 25개로 재

까지 나뉘어져 있다. 이 게 우리나라의 건설생산체계

는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기 에 따라서 시장참여가 

제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1)

건설업 업역제도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해당 

건설활동을 수행하도록 제한하는 자격제도의 일종으

로, 건설생산 활동범 를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체의 

업무 역은 건설생애주기  단계에 걸쳐서 여러 부분

으로 나 어져 있으며 건설생산체계의 특징을 규정하

는 거가 된다. 그리고 건설공사는 공정별로 종합공

사업과 문공사업간의 분업과 업을 근간으로 하는 

수직  원․하도  생산체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문

공사업체를 보호하기 하여 2007년까지 일반건설업

과 문건설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법으로써 규정해 

왔다. 건설업 업역 기반의 건설생산체계는 지 까지 

건설업체의 기능과 역할을 문화하여 최 의 건설서

비스를 제공하고 소 문건설업체를 보호하는 데 크

게 기여해 왔다. 이러한 건설생산체계는 건설산업 구

조의 형성에 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발주

제도, 건설보증제도 등의 도입과 운 에도 결정 인 

향을 미쳤다. 그러나 경제가 발 함에 따라 건설산업 

환경이 변화하 고 이에 따라 겸업제한의 도입취지가 

무의미해 졌을 뿐 아니라 환경변화에 걸림돌로 작용하

고 있다는 지 이 제기되었고 2007년 건설산업기본법

의 개정을 통해 폐지되게 되었다.

최근 건설산업에서 첨단기술의 비 이 커지고 건축

물이 고 화, 고층화됨에 따라 건축물의 에 지  

환경측면에서 기계설비의 요성은 날로 확 되고 있

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에 지  환경문제에 응

할 수 있는 에 지 약 이고 친환경 인 건축물의 

건설을 하여 기계설비의 품질향상이 요구 되고 있

다.  특히 건축에서 기계설비가 핵심 이고 고부

가가치 창출의 독립된 심기술로 자리잡고 있으며, 

기계설비업은 공사의 계획과 설계 공정 리 품질 리 

유지  보수 리, 시공 등이 일반 건축, 토목건설 산

업과 독립 인 기술체계에 따라 시행 운 되는 업종이

며, 미래 첨단 산업은 기계설비산업의 발  없이는 발

할 수 없는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2) 

 건축기계설비 뿐 아니라 산업기계설비와 신재생에

지 설비분야까지 기계설비분야가 요하게 부각되

고 있는 이 시 에서 2007년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

어 2008년부터 업종간 겸업제한이 폐지되었으나, 기계

설비업종만 련 산업보호를 해 2011년까지 겸업제

한폐지 업종에서 유 를 받고 있다.(3) 그러나 2년 후 

기계설비업도 겸업제한 뿐 아니라 업제한도 폐지됨

에 따라 건설산업의 생산체계  환경에 많은 변화가 

상되며 기계설비분야에서도 이에 한 책이 요구

된다. 일반건설업과 문건설업의 겸업제한 폐지는 

원․하도 을 기반으로 한 지 까지의 수직  건설생

산체계를 건설업체간 수평  건설생산체계로 환시

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상된다.
(4)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최근의 겸업제한  업제한 폐지에 따른 건설

생산체계의 개편 방향을 검토하고 건설공사의 발주 

는 입찰제도 등의 변화 방향을  망하 다. 

2. 건설업 겸업제한제도의 폐지와 겸업등록 

황

문건설업 면허가 신설되던 1975년경에는 ‘일반건

설업체= 기업’, ‘ 문건설업체= 소기업’이라는 등식

이 성립하 고 소기업 보호차원에서 기업인 일반

건설업체가 소기업의 수주 역인 문건설업으로의 

진입을 방지해야할 필요가 있었다. 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해서는 분야별 ‘ 문화’가 요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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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일반건설업체의 문건설업 겸업을 지한 것

이다.

그러나 건설산업 여건은 많은 변화를 겪었고 이에 

따라 겸업제한의 취지가 무의미할 뿐 아니라 환경변화

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 이 제기되었다.  건

설생산체계 개편방안은 2002년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

본계획’, 2004년 ‘건설산업 선진화방안’, 2005년 ‘건설산

업 련 규제합리화 방안’, 2006년 ‘건설산업 상생 력 

신방안’ 등에서 지속 으로 제시되어 왔다. 2007년

에는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이 새롭게 마련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같은 해 개정됨으로

써 업역간 겸업제한이 폐지되기에 이르 다.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서는 건설산업 구조

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이미 건설업 겸업제한 폐지를 골

자로 하는 건설생산체계 개편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건설산업 선진화방안’과 ‘건설산업 련 규제합리화 방

안’에서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한 구체 이고 세부

인 추진방안으로 건설생산체계 개편 일정과 로드맵이 

마련되었다. ‘건설산업 상생 력 신방안’에서는 상생

력을 한 트 링 확산과 하도  질서 확립, 건설

생산체계의 선진화를 포함한 성장기반 확충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2005년에는 ‘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으

로 확정되어 추진 이던 일반건설업과 문건설업간 

겸업제한의 철폐에 해 건설업계가 합의하 다

‘제3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서는 건설산업 련 

진입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단계  업제한 완화  

폐지 방안을 제시하 다. 먼  1단계 조치로 종합  계

획 리 조정능력이 거의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

는 소액 복합공사는 련 업종을 등록한 문공사업체

의 원도  공사 참여를 허용하도록 하 다. 2단계 조치

로는 1단계 조치가 원활하게 정착되고 종합공사업과 

문공사업 간의 건설업종 정비와 건설업 등록제도 개

선 등이 이루어지면 이에 맞추어 업제한(건설산업기

본법 제16조)을 폐지하도록 하 다. 한, 건설산업의 

외경쟁력 확보와 건설산업 각 분야의 균형성장, 건

설산업의 투명화를 목표로 건설업 업종체계 재정비 방

안을 제시하 다.

특히, 정부는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발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제도 개선을 해 1개 건설업체가 일반건

설업과 문건설업을 함께 등록하는 것을 지한 겸업

제한을 2008년부터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2007년 ‘건

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 다. 건설시장에 참여하토록 

한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별도 업역으로 구분되었던 일

반건설업과 문건설업을 하나의 건설업으로 통합하

고 종합공사업(5종)과 문공사업(25종)으로 구분한 

것이다. 따라서 2008년부터 종합건설공사업체가 문

건설업종을 등록할 수 있고 문공사업자가 종합공사

업종을 등록할 수 있게 하 다. 그러나 기계설비업종

은 업역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2011년까지 시행을 유

받게 되었다. 그러나 2년 후인 2012년부터는 기계설비

분야도 업종의 겸업제한이 해제되어 건설생산체계의 

변화가 상된다. 향후 겸업  업제한 폐지는 과거

의 업종 심의 건설생산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

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건설생산체계의 변화가 가시화할 

것으로 망된다. 한 설계엔니지어링업체와 건설업

체가 공동 참여하는 건설생산체계, 종합공사업체와 

문공사업체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건설생산체계 등으

로 환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향후 건설공사의 경우 

원하도 에 의한 수직  생산체계에서 건설업체가 공

동참여하는 수평  생산체계도 보편화할 것으로 상

된다. 

그동안 기계설비업종은 겸업제한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기계설비분야에서는 겸업제한 폐지에 한 변

화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나, 표 1에 보여주

는 것과 같이  겸업제한 철폐 이후 지난 1년 6개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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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체 건설업체 43,874개  약 2%인 873개가 겸업업

체로 등록을 하 으며 이는  가속화 될 것을 상

된다. 

3. 건설생산체계의 변화 망

2007년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건설생산체계

를 근본 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겸업제한 폐

지로 그동안 유지해 오던 업역별 칸막이식 생산체계가 

붕괴된 것이다. 기존의 일반건설업과 문건설업은 종

합공사업과 문공사업으로 구분되었다. 건설업체들

은 보유한 등록을 통해서 다양한 유형의 건설시장에 

참여하고자 할 것이다. 한, 건설수요도 최근 성장하

고 있는 유지 리 수요와 함께 신규 건설수요와 유지

리 건설수요로 이원화되고, 건설공사도 규모 복합

공사의 비 이 차 커져 단순 시공보다는 복합 인 

건설공사 리에 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상된다. 

향후에는 형건설업체라 하여도 단독으로 건설공사

를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상되며, 따

라서 건설공사 수행방식도 분담이행, 공동이행, 트

력을 통한 이행, 주계약자 이행방식 등 공동수행 

방식의 비 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망된다. 

따라서 건설생산체계는 Fig. 1에서와 같이 여러 업종

의 건설업체가 주계약자, 부계약자 는 하도 자 등의 

형태로 참여하는 수평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상된

다. 종래와 같이 원도 자인 일반건설업체가 하도 자

인 문건설업체 다수와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생산체

계가 건설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수평 으로 그룹화하

여 종합공사업체와 문공사업체가 다양한 방식의 결

합 형태로 참여하는 건설생산체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특히 겸업제한 폐지 이후의 건설생산구조는 분리발주 

지나 업제한이 그 로 유지된다고 하여도 종합공

사업과 문공사업을 동시에 등록한 건설업체가 원․

하도  시장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일반건설업=원도 자이고 문건설업=하도 자란 건

설생산구조가 해체될 것이다. 한 하나의 건설업체가 

종합공사업과 문공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는 건설생산

구조가 보편화되면서 종합공사업과 문공사업의 구분

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망된다.

4. 건설시장 발주시스템의 변화 망

건설생산체계의 변화는 건설업체의 건설시장 참여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상된다. 건설업체의 

건설업 등록이 자유로워진다고 해서 건설업체간의 수

직 인 력 계 즉 원․하도  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평 인 력 계를 갖는 공동도  형태가 

이 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종합공사업과 

문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체는 복합공정 공사나 

문공정 공사를 단독 수행하거나 공동 수행할 수 있으

며 건설업체의 경쟁력과 생산성에 따라서 다양한 력

계가 형성될 수 있다. 재와 같이 건설시장규모와 

건설업종에 따른 건설시장 참여방식은 유지되지만 건

설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건설업체의 건설시장 참

여방식은 Fig. 2와 같이 매우 다양해질 수 있을 것이다.

겸업제한 폐지는 과거의 업종 심의 건설생산구조

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발주기

도 건설발주방식을 행보다 더 다양하게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 부, 

국토해양부가 주축이 되어 ‘건설산업선진화’ 정책의 일

환으로 건설공사발주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기획재정

부는 발주기 의 발주능력 제고  재량권 확 를 기

하면서 PQ심사제도, 입․낙찰제도, 수의계약제도 등

을 개선하고 있으며,  행정안 부는 주계약자 공동도

방식을 확 하고, 최 가치 입찰제도 등의 도입 방

안 을 강구하고 있는 실이다. 한 국토해양부는 직

할시공방식 도입과 설계시공입찰제도 등의 개선, CM

방식의 활성화, CM at Risk 방식의 도입 등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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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업종 계
종합

->전문
동시등록

전문

->종합

업체수 873 446 5 422

실내건축 업체수 53 22 31

비중 6.1% 4.9% 7.3%

토공 업체수 188 42 146

비중 21.5% 9.4% 34.6%

미장방수조적 업체수 25 1 24

비중 2.9% 0.2% 5.7%

석공 업체수 33 7 26

비중 3.8% 1.6% 6.2%

도장 업체수 7 4 3

비중 0.8% 0.9% 0.7%

비계구조물 업체수 43 12 31

비중 4.9% 2.7% 7.3%

금속구조물 업체수 45 8 37

비중 5.2% 1.8% 8.8%

지붕판금건축물 업체수 8 3 5

비중 0.9% 0.7% 1.2%

철콘 업체수 195 46 149

비중 22.3% 10.3% 35.3%

기계 업체수 1 1

비중 0.1% 0.2%

상하수도 업체수 120 25 95

비중 13.7% 5.6% 22.5%

보링그라우팅 업체수 28 5 23

비중 3.2% 1.1% 5.5%

철도궤도 업체수

비중

포장 업체수 61 13 48

비중 7.0% 2.9% 11.4%

수중 업체수 25 3 22

비중 2.9% 0.7% 5.2%

조경식재 업체수 96 26 70

비중 11.0% 5.8% 16.6%

조경시설물 업체수 65 9 56

비중 7.4% 2.0% 13.3%

강구조물 업체수 13 5 8

비중 1.5% 1.1% 1.9%

철강재 업체수 39 28 1 10

비중 4.5% 6.3% 20.0% 2.4%

삭도 업체수 1 1

비중 0.1% 0.2%

준설 업체수 25 17 8

비중 2.9% 3.8% 1.9%

승강기 업체수 8 5 3

비중 0.9% 1.1% 0.7%

가스1종 업체수 62 51 11

비중 7.1% 11.4% 2.6%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체수 451 299 4 148

비중 51.7% 67.0% 80.0% 35.1%

Table 1. Status of Registered Companies for Multi-Processes (as of May 2009)

자료;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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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spects in Change of Construction Produ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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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spects in Construction Production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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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ing 

개념의 직할시공

(Ex:보 자리

주택)

형  주계약자

공동도

      

CM하의

주계약자 

공동도

CM하의

공종별 분담이행

공사별

분담이행

 Fig. 3  Prospects in bidding system 

고 있다. 한 2011년부터 겸업제한 철폐와 더불어 

업제한이 폐지되면, 업종별 업범 , 수 인 등의 자

격제한이 폐지되어, 발주자  수 인은 공사내용․시

공기술․ 장여건 등을 고려, 시공능력․공사실 ․

업종을 기 으로 격업체를 선택할 것으로 망된다. 

2008년 겸업제한 폐지이후 2011년 업제한이 폐지

될 경우 사실상 건설업 등록제도에 의한 건설시장 참

여제한은 철폐되는 셈이며 주계약자 공동도 방식의 

용이 가시화할 것으로 상된다. 이럴 경우 건설공

사 발주기 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 되고 발주기

은 건설공사 발주방식을 다양하게 자율 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다. 건설업 차원에서 볼 

때, 겸업제한과 업제한 폐지는 등록만 하면 건설시

장 참여기회를 확보한다는 인식에서 등록은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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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량을 건설수요자에게 인지시키는 것이라는 인식

의 환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최근 그린빌딩 활성화

를 통한 에 지 약  친환경 공기조화기술의 수요

가 증 되고, 단순 시공의 기 공사비용보다는 시공

비용과 유지 리 비용을 함께 고려하는 Total Cost 개

념의 발주자 의사결정이 보편화되며, 체 공사비에서 

기계설비 분야가 차지하는 유율이  증가하고 있

는 시 이기 때문에 향후 건설공사 수주는 기계설비건

설업체의 기술력 등이 건설공사 수주를 결정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발주시스템도 Fig. 3 과 같이 건설공

사 발주기 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건설공사발주 방식

을 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셈이며, 건설산업 

차원에서는 건설생산체계와 건설업체 건설시장 참여

방식이 다양화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건설생산체계의 변화에 비하여 기계설비

업계도 엔지니어링 기반의 문성을 확보하고, 직 시

공을 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행보증 등

의 보증시스템 강화에 따른 업체의 요구사항 증 에 

한 비를 하여야 한다. 한  신기술 용에 한 

R&D 투자를 증 하고,  건축, 토목 등의 업체와 조정, 

리 등을 한 소트  리기술 능력 확보하여 할 것

이다. 이 게 되면 기계설비업도 다공정 는 복합공

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종합공사업과 

기계설비 문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거나 기계설비 

문분야의 특화를 꾀하여 종합공사업과 상생 력을 취

하는 형태로 재편될 것으로 망된다.

5. 결론

최근의 겸업제한  업제한 폐지에 따른 건설생산

체계의 개편 방향을 검토하고 건설공사의 발주 는 

입찰제도 등의 변화 방향을  망하 다. 겸업제한 폐

지이후 장기 으로는 건설공정의 원․하도  수행

에 따른 수직 인 건설생산체계가 건설공정의 분담

이행 형태가 주도하는 수평  건설생산체계로 환되

고, 종합공사업과 문공사업의 역할상의 차별성이 크

게 사라질 것으로 망된다. 

한 건설업 등록이 자유로워짐에 따라서 종합공사

업과 문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체는 복합공정 공사

나 문공정 공사를 단독 수행하거나 공동 수행할 수 

있으며, 건설생산체계에서의 주도 인 역할은 종합공

사업, 문공사업 등 업종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

니라 건설업체의 경쟁력과 생산성에 따라서 결정될 것

이다. 건설업체 모두가 종합공사업과 문공사업을 등

록한 상황에 도달하면, 건설업체의 역할은 건설공사의 

환경과 여건 등에 따라 가변 으로 결정될 것이다. 따

라서 기계설비업도 건축, 토목 등의 업체와 조정, 리 

등을 한 소트  리기술 능력 확보하여  다공정 

는 복합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종합

공사업과 기계설비 문공사업을  모두 등록할 수도 

있다. 다른 하나는 기계설비 문분야의 특화를 꾀하

여 종합공사업과 상생 력을 취하는 형태로 재편될 

것으로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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