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엔지니어링협회 40년사
세계를 엔지니어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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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새롭게, 세계로 미래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송도신도시와 인천대교를 바라보며 한강변을 따라 올림

픽대로로 달려 20세기 놀라운 경제신화를 이뤄낸 메트로폴리탄 서울에 도착합니다. 매번 귀국 때

마다 이 길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며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뿐일까요. 하늘에서 본 우리 한반도는 원자력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로 전 국토가 휘황찬란하

고 전 세계 수준의 첨단전자제품을 생산시켜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튼튼하게 

건설된 4,000km 고속도로와 전 세계 7개국만이 보유한 고속철도 KTX는 우리를 국토 어디라도 

반나절 만에 연결해 줍니다. 



3

단군 이래 고난의 역사 속에서 불과 반세기만에 이토록 대단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데는 바로 

엔지니어링산업이 있습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인 저는 우리 3,800여 회원사, 25만 종사자, 그리고 100만 엔지니어링 가

족이 바로 초고도 성장을 일궈낸 주역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지난 60년대 이후 고도성장 속에서 급성장해 온 우리의 엔지니어링산업은 그러나 이제 국내에서

는 정점에 다다랐습니다. 돌려 생각하면 그만큼 엔지니어링의 역할과 노력이 많았다는 것을 반

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엔지니어링의 나아가야 할 길은 단언컨대 글로벌 시장입니다. 선진국인 영미권 또한 

2차대전 후 전후복구가 마무리되면서 전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렸고, 그 결과 거대 글로벌 엔지

니어링 기업들을 탄생시켜 글로벌 시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도 70년대 주베일 항만을 시작으로 중동 및 동남아에서 대규모 인프라 및 플랜트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과가 엔지니어링 즉 컨설팅의 개념이 배제

된 단순시공 형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고부가가치 해외 인프라 수출을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능력이 최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국내에서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폄훼되고 있

는 엔지니어링의 가치를 고부가 기술 컨설팅으로 드높이는 것이 선결과제입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내놓은 우리의 비전은 ‘엔지니어링 가치 실현’과 ‘고

부가가치를 통한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적 역할’입니다. 우리 엔지니어링은 이제 앞으로 다

가올 미래를 위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도약해서 미래로 세계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대

한민국 엔지니어의 굳센 저력을 글로벌시장에서 보여줄 것입니다.

협회는 40주년을 맞이하여 산업화시대의 고난과 발전의 과정을 기술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40

년사’를 발간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다가올 50주년에는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링이 전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이 재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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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엔

지니어링 기술의 진흥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 

크게 기여해 온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창립 40주년과 이

를 기념하기 위해 그동안의 발자취와 흔적을 기록한 40년

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한국경제는 플랜트, 건설 등 기간산업과 

제조산업을 중심으로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기술력과 인적자원이 핵심인 엔지니어링산업도 이러한 압

축고도성장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을 함께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경제를 지탱해왔던 노

동과 자본투입중심의 압축 성장도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

다. 선진국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강

화하고 있고 중국 등 신흥국은 거대 자본을 기반으로 맹렬

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신산업과 일자리

를 창출하는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이 필요하며, 엔지니어

링은 새로운 성장전략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엔지니어링이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인지하고, 기획・설계 역량에 특화하여 산업의 부가가치

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은 전문역량을 지닌 고급인력의 부족

창조경제를 이끄는 고부가가치 두뇌산업, 엔지니어링



5

으로 기획・개념설계 등 고부가가치 분야는 해외 선진기업에 의존하고, 부가가치는 낮고 위험도는 높은 

상세설계와 시공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해외에서 대형 플랜트 수주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부가가치의 30% 이상이 해외 선진기업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해외 엔지니어링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은 매우 저

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지난 2009년 12월 우리나라의 첫 원전 플랜트 수출이자 사상 최대인 200억

달러 규모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라는 엔지니어링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를 접하면서 산업정책

을 지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가슴 벅찬 순간이었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회상해 봅니다.

UAE 원전 수주를 계기로 제2, 제3의 대규모 수주를 위한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는 새로운 산업과 첨단기술의 접목을 통한 고부가가치 사업분야의 발굴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지속

적인 투자와 함께 해외진출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이 창조경제 시대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급인력 

양성과 전문기업 육성은 물론이고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사업을 수주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기업환경을 개선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엔지니어링 기업인 또한 기술역량축적 등 체질개선 노력에 힘써

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리더로 성숙해 가는데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바

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 상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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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산업의 역사를 꿰뚫어볼 수 있

는 소중한 자료가 될  ‘한국엔지니어링협회 4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40년이란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뀌는 결코 짧은 시간

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세계경제 및 국가

경제 역시 여러 번의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럼

에도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

복하고 꾸준히 성장해 온 것은 모두 다 한국엔지니

어링협회와 국내 엔지니어링산업 종사자 여러분들

이 똘똘 뭉쳐 각종 현안들에 대해 적극 대응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으로서 지난 40년간 우리

나라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선도해온 한국엔지니

어링협회 이재완 회장님, 회원사,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종사자 여러분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의 노고에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냅

니다.  

엔지니어링산업은 여타 산업과 지식, 기술을 접목

시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지식집약산업입니다. 

그간의 노고에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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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은 아직 핵심기술과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영세한 기업

이 많은데다 금융·제도 등 성장지원 인프라가 미흡해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0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을 

전부개정한 데 이어, 네 차례에 걸쳐 법을 개정하는 등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나이 40을 불혹(不惑)이라고 합니다.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세상일에 흔들리지 않을 나이라는 뜻입

니다.

불혹을 맞이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앞으로 더욱더 흔들림 없이 국내 엔지니어들의 대변자로서, 그리

고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한국엔지니어링협회 40년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와 국내 엔지니어링산업 종사자 관계자 여러분

들의 노력이 한데 어우러져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산업이 세계 으뜸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세

계시장이 날로 격화되고 있지만,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지난 40년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산업의 역사를 꿰뚫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한국엔지니어링협

회 40년사’ 발간을 거듭 축하드리며, 언제나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및 엔지니어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

니다.

엔지니어링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협회 임직원, 엔지니어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국회의원 김 동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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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

In its 40 years of service to Korean firms in the na-

tional and international market, KENCA has defend-

ed and represented the interests of the Korean engi-

neering industry and now rightly celebrates its 40th 

Anniversary. FIDIC speaks for the global industry 

and KENCA speaks for the industry in Korea. To-

gether, they explore opportunities to strengthen the 

industry’s voice in order to support the objectives 

of governments and society, and share with them 

international best practice. Together they pursue an 

improved Quality of Life for everyone.

As FIDIC joins with KENCA in celebrating this 

milestone, the world economy slowly emerges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demand for infra-

structure remains strong however making it clearly 

necessary to invest more in thinking before doing, 

identifying optimum solutions before detailed de-

sign and construction commence. Only this will en-

sure a reduction in overall costs, minimise risks and 

meet the desired goals. Professional advice has the 

40 YEARS HISTORY OF KE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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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est impact on life-cycle costs for a project, yet such advice represents only the smallest fraction 

of the overall investment cost. Investment in advice will pay for itself many times over, and that’s why 

selection based on quality is paramount.

The consulting engineering industry has become truly global, with many consulting firms sharing valua-

ble resources in order to provide the best services to clients. Under this perspective, standardisation is of 

greater significance in the pursuit of excellence and cost efficiencies, and FIDIC models and guidelines 

are today recognised as the industry standard. Projects are often available through development agen-

cies, such as the Korean external aid agency, or through large Korean enterprises, but other opportunities 

also exist. Collaboration between Korean firms and other international firms is also valuable, and to be 

encouraged. As a world leader in Green development, Korea has much to share with the world, and with 

the consulting engineering industry.

I congratulate KENCA on this significant achievement and, on behalf of FIDIC, I offer full support for 

the future. I am confident that, working together, the industry will improve its business conditions and 

will continue to flourish. The future does indeed look bright, and the consulting industry can be proud 

of its role in enhancing Quality of Life. Once again, I offer my warmest congratulations to KENCA on 

this special occasion, wishing you all prosperity and success in your development.

Pablo Bueno

FIDIC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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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메시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협회가 창립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부르짖던 1974년의 일이었습니다. 박 대

통령은 주로 농업에 의존하던 우리 경제를 산업화로 일약 근대화하려고 했고 그의 노력은 오늘날 

한국의 기틀을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협회는 그러한 때에 중대한 장래성을 바라보며 탄생했

습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존재는 하나의 협회로서뿐 아니라 산업화의 의지와 함께 나라 발전의 기틀을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협회는 엔지니어링의 미개지라 할 수 있었던 이 땅에 씨를 뿌리고 

개화시키는 데 공헌했습니다.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술진흥을 도모하고 기술용역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 아

니라, 수적으로 절대 부족하던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해 엔지니어링 교육의 강화를 주장하며 노력

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급속한 산업화로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러한 

숨은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떳떳하게 산업화 국가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해 

나가야 할 일은 보다 크고 넓은 안목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기술개발과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도약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협회의 눈부신 발전을 축원합니다.

전민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제4-6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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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창립 40주년과 함께 협회 4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한국기술용역협회에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로 성장하기까지 어려운 가운데서 항상 열심히 노력

해 준 협회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함께 전합니다.

급변하는 현대 산업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 엔지니어들은 인간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해 항상 고

민하면서 엔지니어링활동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고 현재와 미래에 좀 더 풍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우리에게 더 없이 소중

한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근대화와 함께 해 온 엔지니어링산업,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역사를 기록사로 남기는 

것은 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이 뿐만 아니라 후배들에게도 엔지니어링을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데 좋은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협회 40년사 발간은 우리 모두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나온 일을 회상해 볼 때, 협회장으로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기술용역협회에서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로 새롭게 변모하면서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 것입니다. 많은 혼란기 속에서도 회원사 확

대를 위해 노력했고, 엔지니어링업계의 숙원인 회관 건립의 기반을 만들어 주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습

니다. IMF의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2000년도 12월에 회관을 마련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구

심체로서 성장해 왔다는 데 무한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지난 40년 동안의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전을 축하하며, 세계 엔지니어링 단체

(FIDIC)의 수장을 배출한 대한민국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엔지니어링의 위상 제고와 한국엔지니

어링협회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성백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제9-11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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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지니어링협회 4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협회 40년사는 광범위한 엔지니어링산업의 활동상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기록이며 후일 긴요한 역

사적 자료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업체로 구성된 협회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립 30주년에 협회 30년사를 간행하고 이어서 다시 40년사를 발간

하는 협회의 열의와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기억이 흐려지고 관련 자료가 더 사라지기 전에 40년

사 간행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엔지니어링산업에서 취급하는 산물은 유일무이의 건조물입니다. 제조업에서 생산하는 다량의 복제

품과는 달라 수주경쟁도 극도로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래에 국내의 경제성장세 둔화로 일감이 

줄어 기업경영에도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타개책은 역시 해외진출이며, 이미 나선 기업과 나란히 

더 많은 기업이 진출해야 할 것입니다. 취약한 수주경쟁력으로 주저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는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부족한 국토에 인구밀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업계의 성쇠가 해외영업의 성

과에 따라 좌우될 공산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개별 기업의 능력만으로 인적자원과 미흡한 자본문제

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협회가 선도하여 공동의 지원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이 

해외시장 개척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체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확보에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동력이 필요합니다. 성취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지속’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잘 가노라 닫지 말며 못 가노라 쉬지 말라 / 부디 

그치지 말고 촌음을 아껴 쓰라 / 가다가 중지곳 하면 아니 감만 못하니라.”  남파 김천택이 남긴 시

조가 엔지니어링산업의 해외진출 노력에 대한 경구로 들립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엔지니어링

업계의 앞날에 더욱 빛나는 발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정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제12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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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대외 위상 제고와 회원사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한국엔지니

어링협회 4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되돌아 보건데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를 1960년대 초반부터 빠른 속도로 국가 기반 시설을 확충

함으로써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하는 데 우리 협회와 회원사 그리고 엔지니어들은 피와 땀을 아

끼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정보화 국가로 발전하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배경

에는 이들의 눈물어린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제14대 회장을 역임한 저에게는 엔지니어링에 투신한 지 50년이 되는 해인지라 더욱 감회가 

깊고 큰 감동을 느낍니다. 또한 2015년 9월에는 세계 엔지니어링산업의 대표 단체인 FIDIC 회장에 FIDIC 

100년 역사상, 아시아권에서 최초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이 피선되어 세계 엔지니어링의 역사에 새로

운 획을 긋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다려 온 날인만큼, 달라진 국내 엔지니어링의 위상을 

실감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40년사’의 발간이 지난 역사를 거울삼아 엔지니어링산업이 한발 더 나아감으로써 세

계무대에 진출하는 촉매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행래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제14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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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엔지니어링 분야의 역사와 궤도를 함께 해온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사회 여러 분야의 변

화와 혁신을 주도하며 산업발전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엔지니어링 분야 과학기술인

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불모지나 다름없던 국내 엔지니어링 

분야를 개척하여 오늘의 번영이 있게 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엔지니어링 분야는 그 범위가 실로 광대하여 플랜트, 발전소, 공항, 철도, 스마트하이웨이 등 사회

기반시설물 뿐만 아니라 생활 인프라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창조물로 우리의 삶을 진화시켜 왔

습니다. 과거 중화학공업 육성과 국토종합계획 등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중심에서 국가발전에 이바

지해온 엔지니어링산업은 이제 향후 발전 방향을 고민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새로운 도

전과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회가 이룩한 성과와 기틀을 기반으로 창의적 아이

디어와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30년, 50년 후에도 우리의 미래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창조경제

의 핵심주체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 실현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의 경

쟁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엔지니어링 등 지식서비스 분야의 응용 R&D와 사업화에 지

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중심이 되어 주시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또한 협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창립 40주년을 맞아 펴내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40년사’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역사적 가치

가 담긴 본 기록을 통하여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고, 새로운 희망을 다짐하는 소중한 계기가 마련되

길 바랍니다. 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섭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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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1974년 창립 이래 대한민국 경제와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아끼지 않

으신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원여러분들께도 건설업계를 대신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엔지니어링업계는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도로, 철도, 공항, 플랜트, 정보통신 등 사

회기반시설물에 대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 등과 같은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국

가 경제의 성장에 꾸준히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링산업은 건설업, 플랜트, 제조업 등 타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자재 등 연관산업

의 성장을 도모하는 고급 두뇌산업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과 원천기술의 경쟁력 확보가 아직도 

절실하며, 매출규모에 비해 해외 수주 비중이 낮아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한 물량 창출이 필요한 시

점입니다.

이를 위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젊은 엔지니어들의 적극적인 양성과 해외시장에서의 리스크 저감 

방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

춰 발돋움 한다면 우리 건설산업에도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창립 40주년을 축하드리며,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삼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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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창립 40주년과 협회 40년사 발간을 서비스산업총연합회 39개 회원단체를 

대표해 축하합니다.

엔지니어링산업은 지난 40여 년 동안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함께 시작된 공업화와 국토개발의 물결 

속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철, 발전소 및 플랜트 등 국가 기간시설 건설에 참여함으로써 한국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건설업의 부수적인 역할에서 출발한 엔지니어링산업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및 감리 등 다양한 영역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종합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발돋움하고 기자재조달과 

건설업 등 여러 다른 산업의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

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현장 엔지니어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협회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한

데 어우러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비스산업총연합회도 서비스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전반

의 현안에 대해서 두루 관심을 두고 산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40년을 걸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3,800여 회원사와 25만여 종사자들과 함께 국

내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한국엔

지니어링협회에 뜨거운 성원과 축하를 보냅니다. 

박병원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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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등 SOC 시설 확충

 Topic_  건설용역업자관리규정 제정과 

   대한건설기술용역협회 설립 • 65

  석유화학산업 성장과 기술용역 경험 축적

  경제 자립을 위한 국내 기술의 중요성 인식 

 Topic_ 석유화학단지의 신설과 증설 • 69

 Topic_ 국내 기술 최초의 플랜트 수출 • 72

 2절 대한민국 엔지니어링의 새출발, 한국기술용역협회 • 73 

  기술용역육성법, 협회 설립 근거 마련

  특수법인 전환 및 기능 강화

  신규 사업 가동으로 영역 확대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다지다 • 80
 1절 중화학공업 발전에 발맞추어 성장 • 80

  석유화학 플랜트 투자 자유화로 고도화 추진

  1980년대 프로젝트 수주 능력 신장

 Topic_ 기술선진국을 향한 특정연구개발사업 • 83

 2절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다 • 84

  베트남전 참여 계기로 해외시장 개척 본격화

발간사

축사

축하메시지

Business Area

Chronology

[일러두기]

1.  한국엔지니어링협회 40년사는 크게 화보와 본문, 테

마사, 부록으로 구성했다. 본문은 40년을 3개의 시대

로 구분하여 3부로 구성하고, 각 부마다 3장으로 구성

하여 1장은 산업사 및 협회사의 총론, 2장은 엔지니어

링산업사, 3장은 협회 사업사를 다루었다. 본문 내용

은 2014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2.  엔지니어링 용어는 1993년 5월 엔지니어링기술진흥

법 개정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기술용역이란 용

어를 사용했으며, 그 이후에는 엔지니어링이란 용어

를 사용했다. 그러나 1993년 이전이라도 오늘날의 엔

지니어링을 의미할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이란 용어

를 사용했다.

3.  표기는 한글 사용을 우선했으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만, 억, 조 등의 보

조 단위를 사용했다. 화폐 단위는 원과 달러를 기준

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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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대 중반 산업설비 엔지니어링업체 활약

 Topic_ 베트남 특수와 해외시장 다변화 • 86

 Topic_ 대기업 계열 엔지니어링업체 등장 • 89

  건설 엔지니어링의 비약적인 해외 진출

 Topic_ 해외진출 확산과 KOCC·KCI의 활약 • 92

 3절 산업 부문별 기술용역의 발전 • 93

  설비 부문

  전기 부문

  정보통신 부문

  환경 부문

  원자력 부문

  지반·자원 부문

제3장 엔지니어링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다 • 106
 1절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다 • 106

  제도 개선 및 법령 현실화 역점

  엔지니어 교육 및 교재 개발 착수

  엔지니어링 관련 종합정보 제공

  FIDIC 회원국 가입 등 해외진출 지원 시동

 2절 지속성장의 토대를 다지다 • 112

  부문회 설치로 전문분야별 경쟁력 확보

  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회관 건립 기금 조성 추진

 Topic_  기술용역업 종사자의 행동지침, 

   기술용역 윤리요강 제정 • 115

 3절 금융지원으로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다 • 117

  숙원사업으로 공제조합 설립 추진

  기술용역공제조합 공식 출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으로 확대 개편

2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글로벌 시대에 뛰어들다(1993~2009) 

제1장 엔지니어링 강국을 향한 도전 • 124
 1절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기술 진흥 • 124

  외환위기에 해외시장 개척 적극 나서

  엔지니어링 육성 정책의 변화

 Topic_  1차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

   (2003년~2007년)의 성과 • 127

 2절  글로벌 엔지니어링 시대의 개막,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129

  협회 명칭 변경과 사업 재정립 

  임금통계작성기관 지정 등 수탁업무 대폭 확대

  과학기술자(엔지니어링)교육사업 주관기관 선정

  엔지니어링의 날 제정 및 신규 사업 전개

  2008 TCDPAP&FIDIC/ASPAC 서울 컨퍼런스 개최

 Topic_  제도 현실화로 경영환경 개선,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개정 • 139

제2장 외환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다 • 140
 1절 외환위기 전후의 국내·외 시장 • 140

  외환위기 사태에도 수주실적 선전

 Topic_ TA와 EDCF, KOICA • 142

 Topic_  IT 엔지니어링 패러다임의 발전과정 • 143

  건설 엔지니어링의 수적 증가

  엔지니어링산업의 중요성 증대

 2절 해외수주의 질적 향상을 꾀하다 • 147

  2000년을 고비로 해외시장 회복

 Topic_ 외환위기 이후 해외 건설수주의 특징 •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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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력 향상으로 EPC 턴키 프로젝트 증가

 3절 주요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 151

  빠르게 더 빠르게, 고속철도

  하늘길의 허브, 인천국제공항

  특수 교량건설의 이정표

 4절 산업 부문별 엔지니어링의 발전 • 156

  설비 부문

  원자력 부문

  정보통신 부문

  환경 부문

제3장 변화를 넘어 성장하다 • 163
 1절 산업 성장의 길을 제시하다 • 16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제1차·제2차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 

  통계청 임금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제도 개선방안 연구 수행

  표준품셈 제정 등 기술기준 제시

 2절 화합과 도약을 다짐하다 • 175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행사 개최

  심포지엄 및 토론 프로그램 다양화 

 Topic_  국제무대의 이동, 한국에 시선집중! 

   2009 국제엔지니어링포럼 • 182

 3절 민원 서비스의 폭을 넓히다 • 183

  신고제 도입 및 사업자 신고업무 수탁

  건설 기술자 경력관리 착수

 4절 해외진출의 초석을 놓다 • 186

  해외유관기관과 상호협력 MOU 체결

  국제 컨퍼런스 참가로 해외진출 모색

  FIDIC 회원국과 교류 강화

 Topic_  선진 대열에 들어서다! 

   2012년 FIDIC 총회 서울 유치 성공 • 194

 5절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다 • 196

  FIDIC·KAIST·KENCA 교육과정 개설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인적자원 육성

  국내 기업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Topic_  과학기술자교육사업, 

   과학기술진흥기금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 207

 6절 연구실 안전관리의 생활화를 이끌다 • 210  

  지도·점검을 통해 자율적 관리체계 정착

  사고예방 대학캠페인 및 공모전 전개

 Topic_ 안전관리 정보를 한눈에, 

   연구실안전정보망 오픈 • 215

 7절 조직에 효율을 더하다 • 216

  홈페이지 및 사이버민원 시스템 오픈

  웹진 등 홍보매체의 다양화

  기술협의회·지회 활동 적극 지원 

  대의원제 시행 및 운영규정 제정

 Interview_  이우정 KENCA 13대 회장 •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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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더 높이 날아 오르다(2010~2014)

제1장 주력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다 • 230
 1절 새 패러다임의 새로운 트렌드 • 230

  세계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경쟁요소

  기후·에너지·녹색성장이 화두

  엔지니어링 7대 강국 진입 목표

 Topic_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의 

   추진 성과 • 238

 2절 세계를 향한 더 큰 도약,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240

  엔지니어링산업 육성 토양 마련

  협회 명칭 및 CI 변경

  경영환경 개선과 위상 강화 주력

  지원 업체 해외 프로젝트 수주 결실

  FIDIC 2012 서울 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

  한국인 FIDIC 수장 탄생, 한층 높아진 위상

 Topic_  FIDIC 2012 서울 컨퍼런스, 

   조직위원회의 눈부신 활약 • 251

제2장 SOC 투자감소에 해외에서 돌파구 찾다 • 252
 1절 엔지니어링 살리기에 안간힘 • 252

  업체 수, 기술인력 2010년에 정점

  해양 플랜트, 국산 기자재 육성

 Topic_  정부가 추진 중인 고부가가치 영역의 

   인재양성 프로젝트 • 256

 2절 세계 엔지니어링산업, 해외시장에 치중하다 • 257

  기술·경험·파이낸싱 우월한 기업이 세계시장 주도

  한국기업, 해외시장 설계 부문 점유율 1.43%

 Topic_ 한국 플랜트 엔지니어링의 성공비결 • 260

  해외 진출의 극복 과제 

 3절 주요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 262

  4대강 살리기

  에너지의 대세, 원자력발전

 4절 주요 산업 부문별 엔지니어링의 전망과 과제 • 267

  주요 산업 부문별 엔지니어링의 전망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과제

제3장 힘찬 날갯짓이 시작되다 • 272
 1절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다 • 272

  법령 개정 및 회원사 권익보호 주력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 수립에 적극 참여

  다양한 엔지니어링 통계정보 제공

  기술기준 선진화 추진

 2절 엔지니어링의 위상을 드높이다 • 283

  정부포상 확대를 통한 위상 강화

  산·학·연·관 소통의 장 마련 

 Topic_  미래 엔지니어링을 디자인하다! 

   상상설계대전 시상식 개최 • 289

  엔지니어링 대표 언론 엔지니어링데일리 창간

 3절 회원사의 베스트 파트너를 꿈꾸다 • 292

  신고제도 변경에 따른 재신고 및 신규 접수

  엔지니어링 기술자 경력관리 개시

 4절 세계 선도기관을 향해 발돋움하다 • 298

  해외협력 강화 및 조사단 파견

  FIDIC 리딩그룹으로 자리매김

 Topic_   미얀마 진출 청신호, 제1호 해외 엔지니어링 

   특화거점 개소 •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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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절 해외공략 교두보를 구축하다 • 306

  타당성조사 및 수주교섭 지원 확대

  글로벌 게이트를 통한 해외진출 정보 제공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의 산실로 부상

 Topic_  컨설팅 엔지니어 시대의 개막, 

   국내 최초 FIDIC 인증강사 배출 • 315

 6절 연구실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다 • 317

  사고조사반 상시 모니터링 실시

  실험실 안전 방송 프로그램 제작·방영

 7절 능동적 조직문화를 창달하다 • 320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가시화

  라디오 광고 제작 등 대외홍보 강화

  협의회·지회 재구성 및 지원 지속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개편 단행

 8절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다짐, 그리고 약속 • 330

  니즈의 다양화와 대내외 환경변화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

Interview_ 문헌일 KENCA 15~16대 회장 • 334

KENCA 40년, 그 역사적 순간 

 1974년부터 시작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로의 여정 • 338

 엔지니어링의 전당, 회관 마련의 꿈을 이루다 • 342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KENCA • 346

 엔지니어들의 축제의 장, 엔지니어링의 날 • 352

 최초의 엔지니어링 전문지, 엔지니어링데일리 • 356

 엔지니어링산업의 원동력 • 360

 주요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 364

 

Appendix
 연표 • 376

 역대 회장 재임 현황 • 386

 역대 부회장 재임 현황 • 388

 조직 현황 • 392

 제17대 임원 현황 • 394

 협의회·지회·위원회 현황 • 395

 조사·연구 실적 • 401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사업 실적 • 410

 엔지니어링아카데미 강좌 현황 • 418

 주요 통계 •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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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인프라 제도 개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행계획 수립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하도급 분쟁조정 및 법률 자문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엔지니어링산업의 육성과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정책 개선 활동을 펼치며 

엔지니어링 대표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해 가고 있다.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부와 유관기관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등 설립 직후부터 제도 개선 사업을 전개했다.

2000년대 이후로는 엔지니어링업계와 협회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면서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 반영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엔지니어링산업의 선진국형 기틀 마련을 위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을 추진했고, 

2010년 4월 12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개정, 공포되었다.

Business Area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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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조사 및 제도 개선 연구

업체 임금실태조사·기업경영분석 공표 및 통계편람 발간

엔지니어링산업의 실태조사 및 산업백서 발간

엔지니어링 제도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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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업계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 지표로 보여주는 

각종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의 나침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1994년부터 엔지니어링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실지급임금을 조사해 

업계의 임금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업체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을 분석한 

경영분석지표를 산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또한 2007년을 시작으로 매년 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과 

기술인력 현황을 담은 엔지니어링 통계편람을 발간하는 한편,

2013년부터 엔지니어링산업의 현황 및 시장동향을 총망라한 

엔지니어링산업백서를 발간해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나갔다. 

이외에도 협회는 업계가 대외환경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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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탁 업무 등 고객 지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엔지니어링 기술자 경력관리

엔지니어링 사업실적 관리

협회는 건전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육성을 도모하고 

업체 내실화를 제고하기 위해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기준을 마련,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및 실적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엔지니어링산업 규모의 성장세와 회원사의 증가, 

잦은 변경사유 발생 등으로 관련 서류가 증가하면서 

서류 간소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신고서류의 전자문서화를 시행했다. 

또한 2011년부터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를 시작함으로써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개인별 학력, 자격, 근무처, 경력, 종사 이력 등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원스톱 경력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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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및 국제 협력 활동

국제회의 참여 및 국제교류 협력

FIDIC 총회 지원 및 해외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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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국제기구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협회 부설로 

한국산업기술협의회를 설치하고,

이듬해 FIDIC(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에 본격 가입했다. 

매년 총회 참가를 통해 회원국들과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기술정보를

교환하며 국내 엔지니어링업체들의 해외진출의 길을 열어나갔다. 

뿐만 아니라 해외 세미나, 국제대회 등에 참가하며 

세계 각국과 교류를 확대했다. 

FIDIC을 국제적 협력 무대로 활용하며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산업의 위상을 

강화해 온 협회는 2008 TCDPAP&FIDIC/ASPAC 컨퍼런스, 

2009 국제엔지니어링포럼, 그리고 대망의 2012 FIDIC 서울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협회의 조직력과 역량을 확실히 입증했다. 

2013년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 개최된 FIDIC 총회에서는 

협회 이재완 수석부회장이 아시아 최초로 차기회장에 선출되면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세계 엔지니어링사의 새 장이 열렸다. 

협회는 해외 세미나 및 국제대회 등에 참가하며 

세계 각국과 교류를 점차 확대하고, 

특히 중국공정자순협회(중국 엔지니어링협회)와 MOU를 맺고 

매년 1회 양국을 방문하며 회의 및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한·중 정례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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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인프라 구축

국제전문가 양성·실무역량 강화·기초입문 교육을 통한 전문가 육성

체계적인 커리큘럼 연구 및 교재 개발

엔지니어링산업의 기술력 제고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글로벌 엔지니어 육성을 위해 

2003년 국제기관과 연계한 정규 교육과정을 개설,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특히 2006년 사이버 아카데미를 오픈한 데 이어 

2011년에는 회관 내에 엔지니어링 교육원을 설치해 

접근성과 교육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협회는 해외시장에서 통용 가능한 선진형 국제전문가 

양성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중심의 

실무역량 강화 교육, 초급기술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초입문 교육으로 나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진기술의 이론 및 사례를 중심으로 

엔지니어링 전문성 향상을 위한 커리큘럼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교재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31



32

대내외 홍보 및 교류·협력 활동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엔지니어링신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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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대외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고 협회 사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대외활동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주요 사업과 행사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기고문, 인터뷰, 기획기사 게재를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2009년부터는 웹진을 제작해 회원사 및 유관기관, 발주처 등에 발송했으며, 지하철 광고 및 라디오 광고도 추진했다.

특히 엔지니어의 자존감을 높이고 업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엔지니어링산업을 대변하는 신문인 

‘엔지니어링데일리’를 2012년 창간하여, 온라인 일간지 형태로 활발한 현장의 목소리 및 이슈 동향을 적극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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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사 등 위상 제고 활동   

엔지니어링의 날 개최

업계 커뮤니케이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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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엔지니어링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위상 강화,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10월 18일을 엔지니어링의 날로 제정, 

2004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행사는 기념식과 엔지니어링산업발전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포상 시상식을 중심으로 각종 공연과 세미나를 선보이며, 엔지니어링종사자들의 화합과 도약을 다짐하는 축제의 장이다. 

엔지니어링의 날은 제정된 이후 매년 업계 및 관련 기관에서 500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10여 년의 세월을 거치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엔지니어링 산업계 주역들의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더불어 2006년부터는 회원사 간 친목 도모 및 유대 강화를 통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매년 엔지니어링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엔지니어링 관련 제도 기술에 대한 공유 기회를 제공하고 단합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이 교류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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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nology

6. 5
사단법인 
한국기술용역협회 
창립

6. 21 
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FIDIC) 가입

9. 9
FIDIC 2012 서울 컨퍼런스 개최

6. 3
창립 40주년 기념식

9. 18
FIDIC 2013 바르셀로나 총회에서

협회 이재완 수석부회장 FIDIC 차기회장으로 선출
6. 1

엔지니어링데일리 창간

1974 1982

20122014 2013

1993

5. 26   
과학기술처장관 위탁업무 수임

7. 23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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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2
2008 TCDPAP&FIDIC/ASPAC

서울 컨퍼런스 개최

3. 10
한국엔지니어링협회로 
명칭 변경

5. 31
통계청 임금통계 작성기관으로 지정 

10.12
건설교통부장관 위탁업무 수임

8. 22
과학기술진흥기금 출연사업

협약 체결 

20001995 2002

20082010

12. 2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회관 입주

2004

10. 18
엔지니어링의 날 제정

2003

3. 13
한국엔지니어링진흥센터 현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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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KENCA 40년

1982년   FIDIC 싱가포르 총회 1983년 9월 7~8일  기술용역에 관한 ADB 초청 세미나

1988년 5월 24~25일   

제1회 국제계약실무연수

1984년 6월 1일  

한국기술용역협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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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10월 20일  제5회 산업설비 세미나 1989년 1월 25일  과학기술처장관 초청 조찬회

1989년 9월 20일  엔지니어링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심포지엄    1991년 10월 24일   아세안컨설팅연맹(FACE) 컨퍼런스(태국 푸켓)

1992년 2월 24일   제18회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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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KENCA 40년

1993년 9월 10일   제3회 엔지니어링 강습회

1994년 6월 4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2000년 1월 21일 

엔지니어링 법령·제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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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2월 5일   

제1회 엔지니어링 우수논문 시상식

2002년 12월 3일  해외엔지니어링 전문가 초청 강연회 2003년 3월 21일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안) 설명회

2003년 10월 29~30일   FIDIC 워크숍 2003 2003년 11월 28~29일   협회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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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KENCA 40년

2004년 11월 20일   

KENCA-VECAS(베트남엔지니어링협회) MOU 체결

2005년 6월 22일~7월 1일  

제1차 해외시장조사 (우크라이나·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2006년 6월 28일  

엔지니어링 활성화 토론회

2006년 11월 13~17일   

제1회 국제 영엔지니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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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8일

2007 엔지니어링의 날

2007년 11월 19일    

제2차 엔지니어링기술진흥 

기본계획 공청회

2009년 3월 11~13일   

TCDPAP&FIDIC/ASPAC 총회(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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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KENCA 40년

2009년 12월 10일   

협회 회관 리모델링 컷팅식

2010년 5월 13일  서울 FIDIC 조직위원회 출범2010년 4월 23일  KENCA-KOTRA 간 업무협약 체결

2010년 6월 14일   

2010 해외시장 조사

(캄보디아 3번국도 공사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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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19일  제2회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수행능력 강화교육 2010년 10월 6일   협회 지회장 워크숍

2010년 10월 18일   2010 엔지니어링의 날

2010년 12월 16일    

엔지니어링 해외진출지원센터 개소 및 현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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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KENCA 40년

2011년 10월 18일  2011 엔지니어링의 날

2011년 10월 2~5일  FIDIC 스위스 총회2011년 4월 25일  FIDIC-KENCA 국제인증강사 육성교육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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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11일    제9차 한·중 정례회의

2012년 9월 9~12일   FIDIC 서울 컨퍼런스

2012년 12월 4일   제3회 엔지니어링 포럼 2013년 1월 29~31일 국제 엔지니어링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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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KENCA 40년

2013년 9월 5~6일  발주자 대상 엔지니어링 실무교육 2013년 9월 16일   

 스페인엔지니어링컨설팅서비스협회와 MOU 체결

2013년 10월 18일   2013 엔지니어링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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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5일   정보통신협의회 창립총회2013년 11월 11일   제5회 엔지니어링 포럼

2014년 1월 10일   엔지니어링업계 신년인사회

2014년 1월 24일   2014년도 제1차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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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KENCA 40년

2014년 3월 14일  

2014년도 제1차 협의회장 간담회

2014년 3월 19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이·취임식

2014년 3월 2일   TCDPAP&FIDIC/ASPAC 컨퍼런스(발리) 2014년 3월 14일  2014년도 제1차 지회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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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5일   한국무역협회와 MOU 체결

2014년 5월 12일   나이지리아엔지니어협회, KENCA 방문

2014년 4월 28일   미국 ACEC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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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KENCA 40년

2014년 7월 10~11일   

발주자 대상 엔지니어링 실무교육

2014년 9월 2일

서비스산업총연합회 경제부총리 초청 오찬간담회

2014년 6월 3일   KENCA 창립 40주년 기념식2014년 5월 29일  KENCA 창립 40주년 기념 엔지니어링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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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8일   FIDIC 브라질 총회

2014년 10월 17일   2014 엔지니어링의 날

2014년 9월 11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해외진출 등을 위한 MOU 체결





제1장 엔지니어링에 눈을 뜨다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다지다

제3장 엔지니어링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다

한국기술용역협회,
엔지니어링의 서막을 올리다
(1974~1992)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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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아와 터 잡기

엔지니어링의 이해

•엔지니어링산업의 정의

엔지니어링산업이란 과학적 원리의 창조적 적용에 

의한 고부가가치의 지식집약적 산업으로 개별적 전문 

요소기술을 종합하는 시스템산업이다.

영국에서는 일찍이 1818년 ICE(The 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가 엔지니어링이란 인간의 이용 

및 편의를 위하여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정한 바 있으며, 미국의 기술과학백과사전(Encyclo-

pedia of Science & Technology)은 물리, 화학, 변

화, 생명, 이동, 반응, 균형이라고 하는 자연계에 있어

엔지니어링에 눈을 뜨다
제1장

서 힘의 원천을 인류를 위해 혹은 인류의 편익을 목적

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술활동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일본엔지니어링진흥협회(ENAA)는 엔지니어링이란 

인간·재료·설비·기계 등의 통합된 시스템을 대상

으로 하여 설계, 요소조달, 공사운용을 수행하는 경우

에 생기는 결과가 주어진 여러 가지 목적에 대하여 최

적의 형태로 실현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규정했다.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는 과학기술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

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계약·구매·조달·

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유지보

수·기타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라고 엔지니어링을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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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한다 그중에서도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

련 기술 서비스업(721),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212)으

로 세분화된다.

• 엔지니어링산업의 파급효과

엔지니어링은 기초과학과 기술 및 관련 산업의 경계

를 연결시켜주는 매개 위치에 있다. 따라서 기술 자체는 

물론 기술과 다른 생산요소 혹은 재화(財貨) 등과 결합

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

서 엔지니어링산업은 기술개발 기업, 제조업, 건설업 등

과의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기술과 기업경쟁력의 매개, 

기술 이전과 기술 활용을 위한 중계 역할을 한다. 

이 같은 엔지니어링산업은 경제주체의 계획·생

산·판매 활동 지원, 기술교류와 기술이전 촉진으로 

독점 형성 배제, 연관 산업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고도

화에 기여하여 국민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갖는다. 

• 엔지니어링의 산업 상 위치

• 엔지니어링산업의 위상과 범위

엔지니어링산업은 과학적 원리의 창조적 적용에 의

한 고부가가치의 지식집약산업으로서 개별적 전문요

소 기술을 종합하는 시스템 산업으로 넓은 의미로는 

엔지니어링활동은 전통 산업에 지식과 기술을 접목시

켜 부가가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지식집약

산업이라 할 수 있다. 

토목용어사전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을 플랜트 설

비에 관한 기획·설계·공사·관리에 이르기까지를 

일괄한 시스템으로 수행하는 산업으로 정의한다.

엔지니어링산업이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금액의 

비중은 10% 내외이나, 기획·프로젝트관리·기본설계 

등 가치사슬 전방에 위치하여 수주 경쟁력을 좌우한

다. 또한, 설계·관리의 최적화로 경제 주체의 계획·

생산·판매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기술과 시스템 복

합화로 제품의 가치제고 및 새로운 제품 개발을 촉진하

며, 전문가 노하우가 중요하고 높은 인적자본 투입으로 

고용 없는 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다.

엔지니어링산업은 천연 자원은 부족하나 풍부한 우

수인력을 보유한 국내산업 여건에 적합한 전략산업으

로 여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다. 또한 21세기 지

식기반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

며,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 수준은 곧 국가 기술개

발능력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지표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엔지니어링산업은 대분류 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중분류 상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학계 및 연구기관

엔지니어링
업체

     
발주자                      건

설
회
사
                                 

    
   

  
  
  
  
  
 제
작
회
사
  
  
  
  
  

시공감리

공정관리

기술지도

연구개발

•기초 연구
•응용·개발연구

설계기획

실용화

시험·검사

•시설물의 성능보장
•사업기간 준수
•사업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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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분야별 엔지니어링 영역

• 엔지니어링 기술

※ 출처 : 엔지니어링산업발전방안, 제21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10.4.28

기획/

타당성

검토

프로젝트

종합관리

개념/

기본

설계

상세

설계

구매/

조달
시공 감리

유지/

보수

플랜트

건축 / 토목

원자력 / 조선

환경

정보통신

부가가치 비교

총 15개 부문

전방 가치 사슬 후방 가치 사슬

엔지니어링 핵심영역

•프로젝트 전체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핵심영역

•턴키 방식에서 구매/시공의 수주 경쟁력을 좌우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차량, 용접, 금형

 선박부문 조선

 항공우주부문 항공

 금속부문 금속

 전기부문 전기설비, 전기전자응용

 정보통신부문 정보통신, 정보관리, 철도신호

 화학부문 화공

 광업부문 자원관리, 광해방지

 
건설부문

  도로·공항, 항만·해안, 철도, 교통,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측량·지적, 품질시험

 설비부문 설비

 환경부문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농림부문 농림, 시설원예

 해양·수산부문 해양

 산업부문  생산관리, 포장·제품디자인, 산업안전, 소방·방제, 가스, 섬유, 나노융합, 체계공학,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원자력부문 원자력·방사선 관리, 비파괴검사

※ 출처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집, 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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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기에 태동한 근대 건설

우리나라에서 근대 건설업의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

한 것은 조선 후기인 19세기 초로, 서구 열강의 위협과 

새로운 문물에 의한 변화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칠 때

로 거슬러 올라간다. 19세기 중반과 후반에 이르러서

는 건설업이 하나의 사업영역으로 나타났고, 일정 수

준의 자본력을 갖춘 자생적 건설업자가 출현할 수 있

는 기반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고종 13년(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조약에 따라 개

항(開港)이 되면서 다른 문물제도와 함께 서구의 건축 

양식이 도입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건축은 새로운 전기

를 맞게 되었다. 이른바 서구화·근대화의 물결이 밀

려들어 건축도 근대화의 발아기를 맞았으나, 이는 우

리나라가 능동적으로 도입한 것이 아닌 일제의 침탈

에 의한 타율적인 유입이라는 데서 한계를 가질 수 밖

에 없었다.

쇄국정책의 빗장이 풀리고 서구 열강들이 몰려와 

• 엔지니어링 관련 법률
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업・면허 관련법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등

계약 관련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예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예규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기술자 관련법

•기술사법

•국가기술자격법

해외 관련법

• 해외건설촉진법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동 시행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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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부에 일본·미국·유럽 등 강대국들의 공사관이 

설치되고, 근대적 시설인 철도·전차·전신·전화 등 

설비의 구축과 함께 서양식 건물인 학교·병원 등이 

건설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주로 정부와 결탁한 일본인 사업자들과 

지방의 중소사업자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조선인들

의 공사 참여는 완전 봉쇄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자생적인 건설 분야의 성장과는 무

관한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기지 건설 공사가 진행되

었다. 따라서 우리 건설업계로서는 측량과 지질조사 

등의 부수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서양인 

기사(技士)에 의한 설계·감독과 일본인들의 시공에 

의한 서양식 건물의 건설에 우리 전통 목수들이 부분

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건축기술은 목

조와 석조의 수공업적 수준이었으며, 기술자 역시 반

농반공(半農半工)의 상태에 머물고 있었다.

1945년부터 35개월에 걸친 주한미군정은 일본인 

소유 공장이 가동 중지된 가운데 기아·질병 해소와 

치안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농업 생산 등에 치중했다. 

그러다가 미군정에 의한 군수요 공사가 발주되었고, 

1945년 10월 6일 조선토건협회가 창립되어 138개 회

원사가 참여했다.

미군정 기간 미군 발주공사는 대부분 기존의 대형 

업체를 상대로 발주되었는데, 이전에는 토목, 건축, 

수도, 전기 등의 전문업종별 발주를 했던 것과는 달리 

단일 업종들을 일괄해서 도급하는 일괄도급(General 

Contract) 방식을 채택했다. 따라서 신생 군소사업자

가 원청자로 등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들은 일

개방 이후 서양의 신 건축기술을 접하게 된 전통목수들

러시아 공사관



61

괄도급업자의 하청업체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발주된 공사로는 항만, 비행장, 도로, 교량, 병

영, 창고, 휴전선 지역의 작전시설 등 그 규모는 1950

년대 후반의 우리나라 연간 상품 수출액 규모를 웃도

는 수준이었으며, 정부 및 국영기업체가 발주한 건설 

물량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광범위한 사업이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정

부의 경제부흥 5개년계획이 수립되고, 1949년 4월 영

주~철암의 영암선(86.4km), 5월 영월선 등의 산업 

철도 착공을 비롯하여, 도로·교량공사, 수리조합 등

이 전국적으로 진척됨으로써 보수나 복구가 주를 이루

었던 건설사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1950년부터는 미국의 원조에 의해 제철·조선·시

멘트·비료 등 기간산업의 기반조성과 지하자원 개발

사업 등이 본격화되었으나, 같은 해 6월에 발발한 한

국전쟁은 모든 산업기반을 초토화시켰다.

경제개발계획 추진과 함께 건설산업 활기

광복 후 대학에서는 화학공학과를 개설했으며, 이 

분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

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국토가 철저히 파괴

되고 황폐화되어 1950년대에는 이들이 설 자리를 얻

지 못했다. 이들은 석유·화학 분야의 산업이 발전하

기 시작한 1960년대 들어서 관련 기업에서 점차 활약

할 수 있게 되었다. 

1950년대 말,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은 보잘것없

었고, 경쟁력도 미미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더불어 

고속도로를 하나 둘씩 건설해 나가고 도로와 공항, 철

도의 개량, 항만과 공단의 신규 건설 그리고 공장을 유

치하여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경제 성장과 더불어 국토 개발이 이뤄졌다. 이 과

정에서 기술용역업은 국토 건설의 일익을 담당하면서 

성장했다.

우리나라에서 국토 개발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 4·19민주혁명 이후였는데, 당시에는 자원 개

발보다는 만성적인 실업자 해소대책이 주목적이었다. 

민주당 정부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경

제개발계획기구로서 산업개발위원회와 국토건설본부

(國土建設本部)를 설치했다.

이듬해 5·16군사정변 이후 정부는 민주당 정부가 

수립한 경제개발정책을 모태로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1962년~1966년)을 추진했다. 이 계획은 국토 개

발 사업을 이전의 실업자 해소대책에서 탈피하여 자원 

개발과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그리고 자립

한국전쟁으로 파괴된 서울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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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광복 직후 모든 건설사업은 관청 소속 기술공무원이 직접 시행했기 때문에 기술용역업이 본격

적으로 형성되지 못했다. 이후 전후 복구를 위한 건설사업이 시행되던 1955년에 이르러서 전엔지니어

링의 전신인 전화공(全化工)설계사무소가 설립되면서 기술용역업무의 일부를 수행했다.

그 후 1957년 8월 15일 당시 내무부 토목국장 출신인 김해림(金海琳) 씨가 도화설계사무소(도화종합설

계사무소, 도합종합기술공사를 거쳐 2011년 도화엔지니어링으로 사명 변경)를 설립했다. 직원 수는 10

명 내외였는데, 관청에서 직접 설계하고 감독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설계업무 없이 관청에서 설계한 도

면의 제도를 해주는 시공 부문 중심의 노동집약적인 업무였다. 다음해인 1958년에는 전세경 씨가 미

림설계공사를 설립했는데, 후에 한국종합기술공사에 흡수되었다. 1960년에는 서울시 건설국장 출신인 

신현주 씨가 국전설계사무소를 설립했으며, 이후 국전기술공사를 거쳐 동명기술공단으로 이름을 바꾸

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63년에는 코리아 퍼시픽 콘설탄트가 설립되었다가 1966년 한국종합기술공

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기술용역업체가 다수 등장했으나 1960년대 들어 본격적인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기 이전에는 기술 축

적과 시장 형성의 미비,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기술용역업은 자생적인 기반이 조성될 수 없는 여건이

었다.

한편, 전화공(全化工)설계사무소는 1957년에 한미화학이 성수동에 하루 생산량 10톤 규모의 접촉식 황

산공장을 건설하는 데 참여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계와 건설을 함께한 엔지니어링 개념

에 근접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전화공(全化工)설계사무소는 1962년 대한석유공사가 발족되자 사원 6명 

전원이 대한석유공사 운영에 참여하

게 되어 일단 문을 닫았다가 1971년 

재출발했으나 1983년 대우엔지니어

링에 합병되었다. 이 회사의 전민제 

대표는 1954년 당시 조선석유회사의 

관리인으로 조선석유를 재건하기 위

해 건설키로 한 대한석유공사 울산

정유공장 건설사업계획서를 영문으

로 작성하는 등 우리나라 석유산업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기술용역업체의 출현

한미화학 황산공장(1959년, 전화공(全化工)설계사무소 설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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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달성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기술용역업은 건설사업 착수 이전에 사업의 전반적

인 규모와 세부사항을 결정짓고 설계하는 지적 업무로

서 국토 건설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담당했다.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면서 건설사업에 대한 경제성

과 타당성 검토, 사업 계획, 설계 및 감리업무의 필요

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

로 건설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

는 건설산업의 비중도 1962년의 2.4% 수준에서 1966

년에는 3.3% 수준으로 높아졌다. 건설업체들도 경제

개발계획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대형화

를 이루는 동시에 기술을 축적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1964년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을 제정하여 

구미, 창원, 포항, 반월 등지에 공업단지를 본격적으

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1966년 정부는 수

자원종합개발 10개년계획을 수립하고 다목적댐을 건

설했으며, 1967년에는 경인고속도로, 1968년에는 경

부고속도로 건설에 착수하는 등 대규모 토목사업이 이 

시기에 시작되었다.

1970년대 들어 정부가 중화학공업 육성에 역점을 

두면서 울산석유화학단지, 온산공업단지, 여수석유화

학단지 등이 조성되었는데, 그 기본계획에 전엔지니어

링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고속도로 등 SOC 시설 확충

제1·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2년~1971년) 기

간에는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 부문

의 비중을 확대하여 산업기지 및 도로, 항만, 댐 등 많

은 공공시설이 건설되었다. 정부에서는 당시까지만 해

도 농림수산업이 중심이 된 경제구조에 따라 식량 자

급자족을 위해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목적 댐의 개발과 산업시설의 지방 분산 및 단

거리 수송의 기동성 등이 절실히 요청되어 도로건설 

춘천댐 건설 현장(1961년 착공, 현대건설) 섬진강 다목적댐 준공(19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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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투자도 확대했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 완수로 육상운송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제2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에

는 도로에 대한 투자규모가 302억 원에서 821억 원으

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 기간에는 경인고속도로를 비롯해 경부고속도로, 

대전~진주 간, 신갈~새말 간 도로를 건설함으로써 교

통체계에 일대 혁명을 가져왔다. 이때 건설된 경인고

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대에 이룩한 고도 경

제성장의 대동맥 역할을 수행했다.

경인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로 1967

년 3월 24일에 착공되어 1969년 7월 21일에 개통되었

개통 초기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공사 초기 현장(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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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에 들어서면서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국토개발 사업이 추진되어 건설산업이 활기를 띠었고 기술

용역업도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1963년 3월 20일에는 건설부가 건설용역업자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건설용역업체의 자격을 규정하고 자

본, 기술, 시설능력 등을 건설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는 기술업무 분야에 따라 용역을 발주하여 기술

용역업체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조치였다.

이 조치에 따라 1963년에는 한국건설기술단, 협동기술단, 공공기술단 등 3개 종합업체가 등록했으며, 

이듬해에는 도화종합설계공사가 등록하여 주로 도시계획, 상수도 분야의 용역을 위임 형식으로 시행

했다. 

또한, 1963년에는 국제산업기술단(주)이 정부 재투자기관 형태로 설립되었다. 국제산업기술단은 1966

년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로 상호를 변

경하고, 1973년 종합기술 용역업체 등록을 

했다가 1994년 민영화되어 한진그룹의 계

열사가 되었다. 

이처럼 기술용역업체의 설립과 등록이 이

어지자 건설부에서는 1965년 12월 30일, 건

설기술용역업무의 기술 향상, 회원의 권익

보호와 국가 건설사업에 공헌함을 목적으

로 하는 사단법인 대한건설기술용역협회의 

설립을 인가했다.

당시의 종합업체는 (주)도화종합설계공사(대

표 김해림) 외 9개사, 설계업체는 (주)국전기

술공단(대표 신현주) 외 14개사였는데, 대

한건설기술용역협회의 창립 회원사는 16개 

업체였다.

대한건설기술용역협회는 이후 제9차 정기

총회(1971년 7월 20일)를 끝으로 1973년에 

제정·공포된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해 

1974년 6월에 설립된 한국기술용역협회에 

흡수·통합되었다.

건설용역업자관리규정 제정과 대한건설기술용역협회 설립 

대한건설기술용역협회 설립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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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총공사비는 31억 5,000만 원이 투입됐다. 총길

이 29.5km의 경인고속도로는 처음에는 삼안산업이 

1967년 3월 27일 토목공사에 착수했으나 이후 현대·

대림·삼부 등 3개사가 1968년 3월 12일 12억 6,000

만 원을 공동출자하여 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를 설립

하여 공사를 수행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총길이 

428km의 왕복 4차선(노폭 22.4m)으로 건설되었다.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라 불릴 만큼 공사 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영남 공업지역 및 인천

과 부산의 2대 수출입항을 연결하는 대동맥이다. 

포장 구조는 터널의 노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

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다. 기층공은 도로 표면의 

평원성과 직접 관련이 있어 시공에는 쇄석이나 부순 

자갈을 모래와 혼합하여 포설하는 혼합골재 안정처리

공법을 채택했고, 이 공법에 의해 최초로 기계화 시공

이 가능하게 되었다. 

경부고속도로는 1968년 2월 1일 착공된 후 2년 반 

만인 1970년 7월 7일까지 전 노선이 완성되었다. 경부

고속도로 건설은 건설업체들에게 고용기회 증대와 건

설자재의 양산화, 최신 건설장비의 운용, 신기술 시도

를 통한 건설기술 축적을 이룩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호남고속도로는 1970년 4월 15일에 착공하

여, 8개월 후인 같은 해 12월 30일에 준공했으며. 총길

이 79.5km에 폭 13.2m의 2차선 고속도로였다. 

이밖에도 상수도 부문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되어 

상수도 시설의 확충 및 개량사업이 대대적으로 시행되

었으며, 항만시설의 확충사업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석유화학산업 성장과 기술용역 경험 축적

호남비료 나주공장은 1959년부터 정부자금과 민간

자금으로 건설에 착수했다가 5·16군사정변으로 중단

되었다. 이후 정부가 추가 투자하여 시설을 추가하기

로 하고 서독에 발주하여 1962년에 완공했으나, 시운

전에서 문제가 생겨 보수공사를 거쳐 1964년 4월부터 

정상 가동되었다. 당시 호남비료 나주공장은 연간 8만 

5,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었다.

그러나 충주비료와 호남비료 등의 비료 생산량은 

국내 수요에 비해 절대량이 부족하여 1963년에 비료

의 종류 및 비료 공업에 대한 TVA(Tennessee Valley 

Authority) 기술조사단의 검토를 거쳐 1964년 5월 제

3공장인 영남화학을 경남 울산에 착공하여 1967년 3

월 준공했다. 이어 제4공장인 진해화학이 1964년 6월 

경남 진해에 착공되어 1967년 4월 준공되었다. 제5공

장은 1950년대 말부터 비료공장 건설을 구상한 삼성

호남비료 나주공장(1963년 12월 준공, 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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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국비료를 설립했는데, 1964년 8월 20일 일본 미

쓰이물산과 공장 건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1965

년 12월부터 비료 플랜트 건설에 들어가 제4공장과 비

슷한 시기에 준공되었다.

1960년대 초 충주비료와 호남비료 등의 비료플랜

트 건설과 함께 화학 관련 설비 및 장치 부문의 건설

이 추진되면서 화학공업이 중요 공업 부문으로 정착되

기 시작했다.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려면 에너지원의 안

정된 확보가 필수적인 요소임을 감안, 정유공장 건설 

계획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최우선 추진사업

으로 채택했다.

1962년 정유공장 건설을 국내 자본만으로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자금 부족으로 미국 걸프사와 합작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 정부는 1962년 4월 미국 유오

피(UOP)사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울산정유공장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 및 예비조사를 의뢰했으며, 건

설은 미국 플로어(Fluor)사가 담당해 1964년 4월에 완

공함으로써 국내 최초의 정유공장이 가동되었다.

이 공장의 가동으로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석유 

원료의 수입대체가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

료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Naphtha)를 생산·공급하

여 화학공업의 원료를 석유계로 유지하는 체제가 갖춰

지면서 석유화학공업의 태동 기반이 조성되었다.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제1차 계획

의 성공적인 수행을 토대로 수입대체를 위해 기간산업

에 대한 투자를 집중시켜 나갔다. 제1차 5개년계획 결

과, 전체 산업 중 중공업의 비중은 1960년 23.4%에 머

물렀으나 1966년까지 34.1%로 확대됨으로써 2차 5개

년계획에서는 농업구조 위주의 산업을 공업구조로 본

격적으로 전환시키는 데 주력했다.

1966년 11월 제57차 경제각의에서 석유화학공업 

육성을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정

했으며, 그 일환으로 울산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1968년 3월 합동기공식을 가진 후 약 4년 

반 동안 내·외자 2,000억 원을 투입하여 총 9개 공장

을 건설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울산석유화학단지 건

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6년만인 1972년에 합동준

공식을 갖게 되었으며, 카프로락탐(Caprolactam: 3

만 3,000톤) 및 에탄올(Ethanol: 13만 톤) 공장 등은 

단지가 완공된 1~2년 후에 개별적으로 준공되었다.

울산석유화학단지의 건설 과정에서 일부 설비는 국

내 기술진이 참여하여 건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플랜트들도 국내 업체가 부분적으로 건설에 참여함으

로써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 이르러 화학공업은 연 78만 톤 규모의 생

산량에 이르는 시멘트공장 건설(1963년)과 충주비료, 

호남비료, 영남화학, 한국비료 등 5대 화학비료공장이 

건설되었다. 특히 당시에 단일 설비로는 세계 최대 규

모인 한국비료 요소공장이 건설되었으며, 이 설비의 

건설 과정을 통해 습득하고 확보한 기술은 중화학공업

의 토대를 이루게 하는 근간이 되었다.

그러나 많은 중화학 설비들이 외국의 자본과 엔지

니어링업체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건설될 수밖에 없었

던 여건은 엔지니어링의 필요성이 대두되도록 한 반



68

1장. 엔지니어링에 눈을 뜨다

면, 동 업종의 진출 촉진과 산업적 정지작업을 더디게 

만든 요인이 되기도 했다.

한편 경제정책의 기본 기조로 삼았던 수입대체를 

통한 자립의지를 가진 정부가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

면서 이루어진 사회간접자본 및 기간시설의 건설과 관

련, 불가피하게 지출되어야 하는 엔지니어링 부문에서

의 외화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한 건설용역업

자등록규정(1963년)에 따라 등록된 4개 회사가 국내 

플랜트 건설에 부분적으로 또는, 플랜트 건설산업을 

원청으로 수주한 외국 엔지니어링회사의 하청 형태로 

참여함으로써 미약하나마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기술

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각종 플랜트 건설과 운전, 유지보수 업무 등 

기초 업무에 참여해 경험을 축적했던 우리 기술인력들

은 이후 엔지니어링산업의 고도화와 산업화에 일조하

는 핵심 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주로 건설사업에서 단편적으로 엔

지니어링을 동원하는 수준에 불과했으며, 정부의 엔

지니어링 육성도 정책적 차원이 아닌 경제자립 측면

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지속적인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

으나, 엔지니어링이 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고 할 수 있다.

경제 자립 위한 국내 기술 중요성 인식 

1960년대 후반에 시작한 울산석유화학단지 등 막

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플랜트를 건설할 때 외자를 

유치하고 이를 투자하여 수행한 사업은 엄청난 외화가 

유출될 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의 업무 참여 제한은 차

후 화학공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공업화에 역점을 둔 제3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추진하려면 국산 기자재의 활용과 필요 기술의 

개발, 기초 기술에 대한 연구 및 기술용역 육성이 절실

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외국 회사의 차관이나 기술 도입에 의한 투자의 폐

해에서 벗어나 경제자립을 구축하기 위한 경제개발을 

추진하려면 국내 기술용역업체의 육성을 통해 자체적

으로 산업용 플랜트 건설을 수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제기되었다. 

정부에서는 1969년 5월 15일 ① 각종 화학공장 건

설 시 국내 기술용역업체가 화학공장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당하는 턴키방식의 공장 건설 발

주의 지양 ② 외국의 일류 기술용역업체와 자본합작

에 의한 기술용역회사를 설립하여 국내 플랜트 건설에 

참여케 함으로써 선진 기술을 습득하고 ③ 국산 기자

대한석유공사 울산공장 건설 당시(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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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시행 초기부터 석유화학단지 건설계획을 수립했으나, 대단위 석유화

학단지 건설은 정부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대 사업이었던 만큼 여러 가지 애로요인이 발생하여 중반 

이후로 지연되기도 했다.

몇 가지 곡절도 있었지만 제1·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자 정부는 석유화학

단지 건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1968년 2월 나프타분해센터(NCC)를 비롯한 13개 공장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1968년 3월 22일 울산석유화학단지 건설에 들어갔다.

울산석유화학단지는 1971년에 메탄올 플랜트와 유틸리티 정비센터를 완공하고, 이듬해에 PP와 VCM, 

에탄올 등 8개 플랜트를 단계적으로 준공했으며, 1973년 6월 카프로락탐공장이 마지막으로 완공됨으로

써 계열 공장들이 모두 건설되었다.

이에 따라 수입에 의존하던 석유화학공업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고, 대형 단지 건설

석유화학단지의 신설과 증설

울산석유화학의 SM 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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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개발의 새로운 

도약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1973년에 발생한 제1차 오일쇼크의 여파는 원

유 공급차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원자재를 비롯해 상

당수의 중간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이들 대부분을 수

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산업구조의 취약

성이라는 문제를 노출시켰다.

또한,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추진되면서 관련 

중공업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중간재 수요가 증가

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이 12종에 이르자 석유화

학 관련 제품의 국산화를 확대하고, 수요 급증 품목에 대한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울산석유화학단지

의 확장과 여천석유화학단지 건설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삼성석유화학의 PTA(고순도 테레프탈산) 공장, 고려합섬의 크실렌분유 시설, 제철화학의 카

본블랙 공장 등이 건설되었고, 코오롱유화의 수지 계열 공장과 이수화학의 알킬벤젠 공장, 대한석유공

사의 BTX(벤젠·톨루엔·크실렌) 공장, 울산석유화학의 스틸렌모노머 공장, 한국포리올의 PPG(폴리프

로필렌 글리콜) 공장 등이 증설되었다.

1973년 7월 석유화학공업육성기본계획이 발표되자 1973년 8월 일본 미쓰이(Mitsui)그룹과 미쓰비시

(Mitsubishi)그룹이 여천석유화학단지에 대한 투자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같은 해 12월에는 한국 측 투

자회사인 여수석유화학이 설립되어 한국종합화학의 업무를 이관 받는 등 여천석유화학단지 건설계획

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여수석유화학의 자본금이 워낙 적어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

적이 대두되자 해외의 투자 기업들이 투자비 투입을 지연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정

부는 연간 30만 톤급의 나프타분해센터 2기를 건설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축소하여 35만 톤 규모의 

NCC(Naphtha Cracking Center: 나프타분해센터) 1기만 건설하기로 조정했고, 1974년 8월 15일부터 산

업기지개발공사가 여천석유화학단지에 대한 토지 구입 및 조성에 착수했다.

1974년 9월 한양화학과 다우케미칼(DowChemical)이 여천석유화학단지 계열화 플랜트 건설사업에 참

여 의사를 표명했고, 10월에는 여수화학과 제일화학 간의 합작투자계약이 체결되어 여천석유화학단지 

건설이 본격화되었다.

여천석유화학 콤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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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육성법이 제정되었다.

한편, 정부의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72년

~1976년)의 정책목표는 중화학공업의 육성 및 플랜

트 수출을 중심으로 한 고도산업 사회의 추진이었다.

중화학공업의 주요 업종으로는 철강, 기계, 조선, 

전자,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6개 업종을 지정했다. 또

한 6대 전략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용 공

업기지로서 종합화학기지(여천, 광양만), 비철금속기

지(온산), 종합기계기지(창원), 조선기지(거제도, 울산 

등), 전자기지(구미) 조성을 위한 입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화학공업 육성에 필수적인 기술 및 

기술인력 양성훈련과 연구개발 능력의 축적을 위하여 

이 계획 속에 과학진흥계획도 함께 포함시켰다.

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외화유출을 억제

하며 ④ 유능한 국내 기술자를 양성하도록 하라는 대

통령의 지시각서를 총리를 비롯한 부총리·상공부장

관·과학기술처장관 등에게 하달했다.

이처럼 국내 기술용역의 필요성과 기술인력의 중요

성이 인식되기 시작했으나, 당시에는 수출 규모의 확

대와 경제성장률의 안정적인 유지 등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의 국면 전환이 실현되기

가 어려웠다. 즉, 기술용역의 기술은 그 특성상 단기간

에 습득이 어렵고, 당시 경제개발 추진 기간에는 외형

적인 경제성장지표 위주로 추진되는 가운데 기술용역 

역량을 차곡차곡 축적하기보다는 일정상 설비의 조속

한 완공과 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당시의 기술용역업은 1963년 11월 11일에 제정된 

기술사법(技術士法)에 의해 산업 부문으로서 법적 위

상을 보장받고 있었다. 그러나 기술사법은 토목 및 건

축 등 건설업의 개념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플랜트 

건설을 담당하는 기술용역업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추진과정에서 소

요될 막대한 외화의 유출 방지와 함께 대규모 석유화

학단지의 건설과정에서 야기되는 경제·기술적 낭비

를 막기 위해서는 국내의 기술 발전 및 대형 기술용역

회사의 설립과 기술용역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종합

지원책 마련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1973년 2월 5일 법률 제2474호로 기술

용역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기술 수준의 향상을 도모함

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창원기계기지 조성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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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전반부터 우리나라 기술자와 엔지니어링업체는 외국 엔지니어링업체로부터 하청 수주를 받

아 국내 플랜트 건설에 부분적으로 참여하여 기술 경험의 축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어 제3차 경

제개발계획(1972년~1976년) 기간에는 플랜트 수요가 증대되어 국내 엔지니어링업체의 참여가 확대되

기 시작했다. 

1976년에는 국내 업체 중 전엔지니어링(대표 전민제)이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에 불포화 폴리에스터수지

(Polyester Rosign) 플랜트를 수출함으로써 엔지니어링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술이 외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전엔지니어링은 뒤이어 태국의 산공장

(酸工場) 건설과 아연공장의 상세설계, 프로젝트 관리 및 건설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플랜트 수출의 출발 시점인 1970년대 중반 이후인 1977년까지의 실적은 총 1억 6,000만 달러 정도였

다. 이후 점차 수주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1978년에는 수출계약고가 3억 7,000만 달러에 이르는 등 플

랜트 수출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능력, 프로세스의 라이센스나 노하우가 

없었고, 기기와 기계 메이커의 미발달, 금융지원의 부족 등의 이유로 턴키 베이스 플랜트 수출에는 진

출하지 못했다. 

국내 기술 최초의 플랜트 수출

 업체명 품목 금액 국가 조건 및 내용 비고

 전엔지니어링  불포화 폴리에스터 수지 플랜트 6,000 사우디아라비아 ’77.6 완공 대한화학기기

 한일시멘트 제강압연공장 1,580 인도네시아 ’76.6 완공 제일기기

 서울미원 구로타민산소다공장 38,000 인도네시아 80% 합작 서울미원

 
유한킴벌리 제지플랜트 1,060 콜롬비아

 ’77.1.5 인천중기

     L/C 내도 동양특수

 대한중기 수문공사(발전소) 1,200 대만 ’77.4 완공 대한중기

 승리기기 섬유공장 1,000 아프가니스탄  승리기기

 
현대건설

 조선소 10,867 이란 ’76.12 완공 현대건설

   수리조선소 300 사우디아라비아 ’76.4 완공 현대조선

 
현대조선

 소경공장 1,000 오스트리아 재하청 ’77.8 완공 현대조선

  발전소연돌 150 인도네시아 ’76.12 완공 현대조선

(단위 : 천 달러)플랜트 수출실적(1977년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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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대한민국 엔지니어링의 새출발, 
       한국기술용역협회

기술용역육성법, 협회 설립 근거 마련

1973년 2월 5일 제정된 기술용역육성법은 우리나

라 엔지니어링산업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는 시

작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1973년 이전까지 기술

용역업은 건설과 관련된 부수적 산업 부문으로 인식되

어 왔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플랜트 설계라는 개념으

로 확대되어 법적인 업종으로 정립됨으로써 엔지니어

링이라는 하나의 산업으로 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

련된 것이다.

무엇보다 기술용역육성법에서 기술용역협회의 설

립 근거를 명시함에 따라 1973년 3월 기존의 대한건설

기술용역협회가 해산되고, 한국기술용역협회 설립이 

가시화되었다. 한국기술용역협회의 설립은 엔지니어

링업체들과 40년의 기나긴 여정을 함께 할 동반자이자 

산업 발전을 이끌 리더의 탄생을 의미했다.

한국기술용역협회를 설립하기 위한 움직임은 1974

년 3월 7일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건설 부문 업체 대표

자 16인의 회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날 회합의 주

제는 기술용역협회 구성으로 ① 별도의 협회를 설립하

지 않고 기술사회(技術士會)에 기술용역협의회를 두고 

이 협의회를 기술용역협회로 대신한다 ② 협의회 발족

을 위한 준비위원 5인을 선정해 기술자단가 인상 및 

소득 표준율 인하를 추진하며 협의회 설립에 대한 사

항을 위임한다 등의 구성안을 결의했다. 준비위원 5인

으로는 현대종합기술 임봉건 대표, 우대기술단 임금호 

대표, 삼정정수공업 장학순 대표, 대한콘설탄트 이헌

경 대표, 세광종합기술 최석환 대표를 선정했다. 하지

만 과학기술처에서는 대표자들이 제출한 구성안에 대

해 기술사회 내에 협회 역할을 대신할 협의회를 구성

하는 안은 허용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대표자들은 별도의 기술용역협회를 설립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1974년 4월 23일 각 분야

별 준비위원을 선정했다. 같은 해 4월 30일 열린 설립

준비위원회에서는 준비위원 12인이 발기인이 되고, 5

인을 추가로 선임해 총 17인(김해림, 김형주, 백선진, 

신동석, 안유수, 염도유, 오석환, 이돈영, 이상봉, 이

석우, 이정식, 이종찬, 이 창, 임금호, 임봉건, 전민제, 

허 진)을 발기인으로 선임했다.

이어 5월 3일에는 정관 10장 43조를 기초하고, 5

월 7일 제1차 발기인총회를 개최해 정관과 197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했다. 특히 이날 

발기인총회에서는 창

립총회 개최 일자와 

협회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조성문제를 논의, 

의결함으로써 협회 창

립에 박차를 가했다.

5월 17일에는 제2

차 발기인총회를 열고 

정관과 1974년도 사
창립총회 회의록

(1974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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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정·통과시켰으며, 창립총회 개

최 일자를 논의했다. 5월 22일 열린 소위원회에서는 

창립총회 일자를 확정하고 과학기술처에 등록한 84개 

업체에 창립총회 소집통지서 및 협회 설립동의서를 발

송하는 등 협회 설립을 위한 마무리 준비단계에 돌입

했다. 발기인들은 창립총회일 이틀 전인 6월 3일 마지

막 발기인총회를 개최, 사전 점검을 실시하며 창립총

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끝까지 심혈을 기울였다.

마침내 1974년 6월 5일 오후 2시, 전기회관(서울특

별시 중구 수표동 11-4번지) 강당에서 ‘사단법인 한국

기술용역협회’ 창립총회가 개최됨으로써 대항해의 닻

이 올랐다.

이날 창립총회는 협회 설립에 동의한 57개사 중 55

개사(과학기술처 등록 기술용역업체 84개사)가 참석

한 가운데 창립 발기문을 낭독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

어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해 사단법인으로 한국기술

용역협회를 설립함을 공표하고 기술용역업체의 단합

과 신기술의 도입, 사회적 이미지 제고 등을 목표로 전

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후 총회는 경과보고, 

정관심의, 임원선출, 197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

의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임원선출은 먼저 5인의 전형위원을 선출한 후 전형

위원들이 분야별 분포를 고려해 이사 15인과 감사 1인

을 선출했다. 그리고 선임된 이사들이 백선진 초대회

장을 비롯해 임금호 부회장과 이석우 부회장을 회장단

으로 선출, 초대 임원진 구성을 완성했다.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사단법인 한국기술용역협회는 두 달

여 후인 8월 6일, 과학기술처 제33호로 설립이 허가되

었다. 이어 법원에 설립등기를 수속, 8월 13일자로 등

기(등기번호 130호)를 완료함으로써 설립의 모든 절차

를 마무리 지었다.

협회는 정관 제2조에 기술용역업무를 영위하는 자

의 기술향상과 품위 보전 및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

모함과 아울러 국민 경제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설

립되었음을 명시하고, 정관 제4조에 설립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사업을 명시했다. 목적사업은 ① 회원의 기

술향상과 공신력 제고 ② 회원의 품위보전 ③ 회원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 ④ 기술 발전을 위한 대

내외의 유대강화 ⑤ 기술용역제도에 대한 연구 ⑥ 협

회지 및 기타 설계 자료의 간행 ⑦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항 등으로 규정했다. 

한편, 한국기술용역협회가 출범한 해 4월 30일에

 직책 성명 소속

 회장 백선진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부회장

 임금호  (주)우대기술단 

  이석우 (주)한국해양과학기술

  이정식  (주)도화종합기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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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술용역업의 사업대가기준이 제정되었다. 과학기

술처에서는 회계예규에 따라 기술용역업의 건전한 육

성과 기술용역 업무의 내실을 기하고자 기술용역 계약 

시 요율적용 방법의 선택기준을 공고(과학기술처 공고 

제74-49호)했다. 대가기준은 주로 공공기관에서 기

술용역 발주 시 예정가격의 결정 및 계약집행의 기준

으로 활용되며,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기술용역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된다. 

최초의 사업대가기준은 노임단가만 공고되었는데, 

1975년 4월 30일 건설 부문의 설계요율을 추가함으로

써 공사비 비율방식 및 실비정액가산방식의 기본 틀을 

갖췄다. 이후 감리요율의 추가, 공사비 구간의 확대, 

노임단가의 기술부문별 구분 등 기준내용의 부분적 보

완이 이어져 왔다.  

협회의 설립은 불모지와 같았던 국내 엔지니어링산

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예고하는 신호탄과 같았다. 무

엇보다 국가의 개발사업을 우리 기술용역업체가 수행

함으로써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 협회가 기폭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업체들이 신뢰

할 수 있는 대표기관이자 융합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

서 업계의 발전과 기술 향상을 이끌고, 엔지니어링산

업을 국가경제 발전의 핵심산업으로 끌어올렸다는 점

에서 한국기술용역협회 설립은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역사의 새 장이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특수법인 전환 및 기능 강화

협회는 당초 출자 자본 없이 설립되었는데 정관 제

34조에 입회비, 기본회비, 통상회비, 사업수행으로 인

해 발생하는 수입 및 찬조금으로 협회의 재정을 확보

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엔지니어링업체 수가 총 84

개사일 정도로 업계 규모가 작다보니 설립 시 회원 가

입 수는 57개사에 불과했고, 초기에는 회원들의 회비 

납부실적이 부진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예산과 인력

한국기술용역협회 창립 발기문 

국내 기술용역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기술 수준의 향상을 도

모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기술

용역육성법」이 법률 제2474호로 제정·공포되어 이 법에 의

거, 과학기술처에 등록을 마친 우리는 보다 새로운 각오로 

80년대의 공업입국을 향한 기반 구축에 솔선 참여할 막중

한 사명감에 당면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좌표를 분명하게 한

다. 이에 우리 용역업체는 시대가 요구하는 바 일치단결로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각종 용역에 참여함에 적극적

인 자세로 세계 속의 과학한국을 부각시킬 책임을 인식함은 

물론, 안으로는 친목과 견고한 유대강화로 상부상조의 새마

을 정신을 바탕으로 기술의 교환을 통한 자아의 건전한 발

전을 스스로 개척하며 밖으로는 새로운 기술의 끊임없는 도

입으로 답보는 즉 후퇴라는 진리를 명심하여 분발하여야 하

겠으며 관계당국과 사회가 우리의 업체를 올바르게 인식하

여 뒷받침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

과 교섭을 전개하여 나아갈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 모

든 공통 목표를 향하여 전진함에 있어서 각자의 힘이 분산됨

이 없이 합일된 단체를 통하여서 행함이 합리적이고 능률적

이라 확신하기에 한국기술용역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창설 발

기하는 바이다. 

- 발기인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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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턱없이 부족했다. 

더군다나 당시 엔지니어링업체의 특성 때문에 회원

사 간 응집력이 약해 협회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대내외적으로 해결해

야 할 현안사항과 회원 간 유대강화, 회원가입 추진, 

업계 현안에 대한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

하기 위해서는 협회 운영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시

급한 과제였다. 

규모가 작았던 만큼 업무 개시 당시 협회의 조직

과 인력은 지극히 단출했다. 기구는 사무국으로만 구

성한 가운데 인력은 간사 1인과 직원 1명이 전부였고, 

별도의 사무실 없이 백선진 회장이 사장으로 재임 중

이던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

작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 당면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지만 임원진과 직원들은 묵묵히 협회의 토대를 마

련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 나갔다. 우선 회원의 권익보

호 및 관련 법령의 개정,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

속했다. 그 결과 설립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표

준율 약 50% 인하, 노임단가 인상 등 소기의 성과들

을 거둘 수 있었다. 

이외에도 기술용역제도의 연구, 협회 소식지 발간 

등을 수행하고, 1974년 12월 6일 건설부문회를 설치

하며 협회의 토대를 닦아 나갔다. 그리고 1975년 3월 

1일, 김해림 회장(제2대·제3대)이 취임하면서 조직의 

기본 틀을 형성하고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1976년, 제1차 기술용역육성법 개정에 의해 협회가 

사단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서 한국기술용역

협회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협회의 특수

법인 발족은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을 협회에 준용함에 따라 자동 

전환된 것이었다.

1976년 10월 18일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 한국기

술용역협회로 인가됨에 따라 협회는 1977년 7월 28

일 정기총회에서 협회의 명칭을 이전의 사단법인 한국

기술용역협회에서 한국기술용역협회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특수법인 전환 시 회원 수가 

급증하고 사무국의 업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

라 부회장 2인을 3인으로 확대하고, 전무이사를 새로 

선임하도록 임원 조항을 개정했다.

이후 개정된 협회 정관이 1978년 4월 18일 과학기

술처의 허가를 받음에 따라 한국기술용역협회로 정식 

발족했다. 더불어 협회의 명칭 변경에 따라 과학기술

처에 등록된 법인 및 개인을 정회원으로 규정함으로써 

협회 가입을 의무가입으로 변경했다.

특수법인 전환을 계기로 협회는 이전의 소극적인 

제5회 정기총회(1979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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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서 벗어나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

지 조직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

한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우선 1978년 8월 직제규정 외 10개 규정을 제정한 

데 이어 1979년 4월에는 총 5개 부문회의 규정 제정

과 5개 부문회(플랜트/건설/지질·광업/전기·전자

통신·정보관리/선박·기계·건축설비·생산관리)를 

설치하는 등 협회의 내실 있는 운용을 위한 기반을 마

련했다. 더불어 이듬해 4월에는 관할지역이 경상남·

북도 및 부산직할시인 제1지부와 전라남·북도가 관할

지역인 제2지부를 설치, 전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초

석을 놓았다. 

1979년의 경우 협회 회관 건립이 가시화된 시기였

다. 정기총회에서 협회의 주요사업으로 회관 건립 추

진사업을 의결한 데 이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

관 건립안을 마련했다. 이듬해인 1980년에는 특별회

계를 신설하고, 1981년부터 매년 회관 건립 적립금을 

조성하며 협회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다. 

또한 1980년 2월 20일 기술용역 윤리요강을 제정,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자의 행동지침을 마련했다. 기

술용역 윤리요강은 제1장 기술의 개발과 기술의 축적, 

제2장 품위 유지, 제3장 기술용역의 독립성, 제4장 적

정보수로 구성했으며,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신의·

성실로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기술용역업종사자들의 

결의를 담았다. 

같은 해 FIDIC 총회와 국제대회에 참가하며 해외

협력 사업에서도 뚜렷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노력은 FIDIC 회원국 가입이라는 성과로 이

어졌다. 앞서 협회는 1981년 4월 6일, 국제기구와 협

력을 증진하기 위해 부설기구로 한국산업기술협의회

(KCCE)를 발족했다. 이 협의회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기술적 발전을 위해 회원 간 기술 부문 및 기술적 연

관성을 갖는 분야를 협의체로 구성한 기구로서 엔지니

어링의 발전 도모, 회원의 지원과 협회의 효율적인 업

무수행 지원을 목적으로 발족되었다. 특히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 해외협력 활동에 있

어 회원사를 대표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협의회는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를 대표해 1981년 6월 10일, FIDIC 회원국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1년 후인 1982년 6월 21

일, FIDIC 총회 승인에 따라 회원국으로 가입되었다. 

이후로 협회는 매년 FIDIC 총회에 참가하는 것은 물

론 국제세미나, 국제대회 등에 참가하며 해외 관련기

관과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세계 각국과의 

교류를 점차 확대해 나갔다. 

한편,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협회의 위상이 제고

일본엔지니어링진흥협회(ENAA) 심포지엄(1984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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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법령·제도 개선 시 협

회의 의견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는 곧 협

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으로 이어졌다. 

1981년의 경우 기술용역업체가 공급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줄 것을 탄원해 과

학기술처로부터 면세 조치를 이끌어 냈으며, 1983년

에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1982년~1986년)

의 10억 이상 기술용역대상 사업 조사의 기본작업을 

협회가 맡기도 했다. 1984년에는 기술용역 무등록업

자의 근절을 건의, 사업자등록증 교부 시 과학기술처 

장관의 등록증 사본을 첨부 확인하도록 규제가 강화

되기도 했다.

신규 사업 가동으로 영역 확대

조직이 안정기에 들어서면서 협회의 사업은 정부

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1983년부터 점차 확대되

어 갔다. 먼저 1983년 6월 4일 정관 개정을 통해 목적

사업에 기술용역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지도사업을 추가, 세미나 개최를 중심으로 관련 사

업을 시작했다. 

1985년 3월 29일 공공투자사업 사전조사 대표기

관으로 지정(경제기획원 위탁, 국무총리 지시 제6호)

된 데 이어 12월 20일에는 외국용역발주 추천기관으

로 지정(과학기술처 고시 제85-11호)되었다. 이듬해

인 1986년 3월 20일에는 정관에 기술용역대가의 기

준 제정 및 기술용역에 관한 사실증명과 확인사업을 

추가했다.

1986년부터는 조사·연구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

되기 시작했다. 1986년 12월 엔지니어링 기술연구를 

위한 교재 개발(프로젝트 관리) 연구 사업을 과학기술

처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엔지니어링 관련 

교재를 개발·발간했다. 교재 발간뿐 아니라 엔지니어

들을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세미나도 정례화하여 교육 

기회를 점차 확대해 나갔다.

신규 사업 추가는 1988년에도 이어졌다. 협회는 

1988년 6월 정관 개정을 통해 사업에 업체의 추천업

무, 적산자료 발간사업 및 공사비 계산 업무, 회원 간 

공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 업무 등의 사업을 추

가했다. 또한 정부부처, 지방(시・도 ・군), 공공기관 

등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엔지니어링 강습회를 

개최하여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노력

했다.

특히 이 중 공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 업무가 

추가되면서 현재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모태인 기술

용역공제조합 설립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공제조합

엔지니어링 강습회(1988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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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립은 협회가 창립 당시부터 주요하게 추진해 온 

숙원사업이었다. 1989년 1월 기술용역공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관련 행정조치를 모두 마치며 준

비에 박차를 가했고, 마침내 11월 24일 건설회관 2층 

회의실에서 기술용역공제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무엇보다 1988년과 1989년 당시 협회의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은 기술용역대가를 총 사업비 기준 2%에

서 4%로, 100% 인상한 것이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기

술용역대가는 외국의 4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현저

히 떨어져 업계 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소였다.

계속된 재무부의 반대로 인상이 불가한 상황이 지

속되었으나, 협회 김형주 회장(제7대·제8대)이 사비

를 출연해 가며 정책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약 1년간의 설득 끝에 기술용역대가 100% 인상이라

는 성과를 거두며 업계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

었다.

한편, 1989년부터 협회는 연구 활동을 전개함으로

써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수행

해 왔다. 1989년 기술용역 산업의 발전계획에 관한 

연구(1월~6월), 플랜트 엔지니어링 생산성 연구(5월

~12월), 기술인력 공동활용제도 연구(7월~12월) 등 

각 연구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 연구력을 입증했다.

1990년대에 진입하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

은 법령 개정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것

이었다. 기술용역육성법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으

로 전면개정 관련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것은 물

론 20여 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 협회의 의

견을 설명하고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1992

년에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보다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으로 개정 시 엔지니어링기술진

흥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도록 건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협회는 엔지니어링산업의 성장을 위해 적극

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개진하고, 국내 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엔지니어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

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협회의 노력은 엔지니어링산업이 경제 발전을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음은 물론 세계 속으

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제1기 프로젝트 관리 연수(1987년 12월 9~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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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1절.  중화학공업 발전에 발맞추어 성장

석유화학 플랜트 투자 자유화로 고도화 추진

중화학공업의 발전을 추진한 제3차 경제개발계획

(1972년~1976년) 기간 중 화학제조공업의 성장이 이

루어지자 프로세스 유닛과 보조시설의 설계, 건설, 개

조 및 유지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업이 필요하게 되

었다. 이처럼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은 화학공업의 발

전과 일체가 되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초기의 산업응용화학자와 화학기

술자의 헌신적인 노력이나 활동과 함께 외국 정부와 

기업의 원조, 투자, 외국의 대학, 기업 및 엔지니어링 

기구를 통한 기술훈련, 외국인 초청에 의한 국내 기술

자의 국내 현장훈련 등이 병행되면서 화학공업을 발전

시킬 수 있는 기술인력 그룹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전반부터 국내의 기술자 및 엔지니어링

업체는 외국 엔지니어링업체로부터 하청 수주를 받아 

국내 플랜트 건설에 부분적으로 참여하여 기술 경험의 

축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어 제3차 경제개발5

개년계획 기간에는 플랜트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국내 

엔지니어링업체의 참여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엔지니어링산업은 플랜트 건설이 활발히 

진전됨에 따라 국내 엔지니어링업체들은 외국 회사의 

합작 또는 하청 방식으로 사업영역을 점차 확대시켜 

나갔다.

또한 정부의 엔지니어링산업 육성 의지에 의해 기

술용역육성법 제정 등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민간 

회사의 설립을 촉진시켰다. 이와 함께 중화학공업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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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진출이 용이해진데다 산업 전반에서 설비투자가 활

발하게 전개되고 석유화학 부문에서도 집중적인 플랜

트 신·증설이 추진됨으로써 엔지니어링산업의 성장

이 촉진되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 부문에 대한 공급과잉 방지를 위한 행정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어 오다가 유화 제품공급 부족현

상이 나타나자 1989년 4월 석유화학 투자자유화 조치

가 실시됨으로써 석유화학 플랜트의 신·증설이 본격

적으로 추진되었다. 석유화학 플랜트 신·증설 투자가 

성정책의 병행 추진으로 플랜트 건설의 증대와 산업 

규모의 확장이 엔지니어링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켜 엔

지니어링산업은 양적·질적으로 성장했다.

1980년대 초반 들어 정부의 지원과 지속적인 기

술 능력 제고를 위한 업계의 노력에 의해 엔지니어

링 관련 기업들은 점차 엔지니어링 수행체제로의 정착

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동인(動因)

은 1980년대의 경제정책 기조가 민간주도 시장 기능

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짐에 따라 기업의 신규 시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산업설비 7 10 15 15 15 12 15 15 14 15 15 15 14 14 13

 종합건설 - - 1 1 1 3 3 7 7 7 7 7 7 14 22

 전문기술 102 129 167 178 165 135 155 144 195 215 243 275 322 398 486

 개인기술 2 1 - - - 14 21 24 55 69 62 94 108 117 142

 계 111 140 183 194 181 164 194 190 271 306 327 391 451 543 663

연도별 등록현황

※ 출처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30년사

규모별 기업현황(1991년 말) 

 
기업별

 산업설비 종합건설기술 전문기술 개인기술 
계

  용역업체 용역업체 용역업체 용역업체 

 대기업 13 7 24 – 44 

 중소기업 – 15 462 142 619

 계 13 22 486 142 663

※ 출처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30년사

분야별 수주현황(1990년 말)

※ 출처 : 과학기술처

 구분 산업설비 종합건설 전문기술 개인기술 계

 업체수(개) 13(2.4) 14(2.6) 393(54.8) 111(20.9) 531(100%) 

 
수주건수(건) 827 1,650 5,280 3,150 10,907

  (7.6) (15.1) (48.4) (28.9) (100%)

 
수주금액(억원)

 4,937 2,245 4,743 185 12,110

  (40.8) (18.5) (39.2) (1.5) (100%)

 평균 수주금액(억원) 6.0 1.4 0.3 0.0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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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되자 석유화학업계는 원료 및 중간재에 대한 생

산 다각화 및 고도화를 추진했다.

석유화학산업은 1980년대 중반 이후 호경기를 배

경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걸친 대

규모의 신·증설투자로 급격한 성장을 이룩한 결과, 

1988년에 에틸렌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세계 5위의 석

유화학공업대국으로 부상했다.

석유화학 부문의 설비투자에 따라 엔지니어링업계

의 수주액도 크게 증가했다. 석유화학 플랜트 신·증

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기인 1989년에 산업설비용

역업계가 달성한 수주액은 1988년에 비해 2배 정도 늘

어난 약 9,200억 원이었고, 1990년에는 1조 원을 상

회했다.

이 같은 산업설비투자 성향은 엔지니어링업계가 자

동화 및 에너지 증산사업 등에 적극 진출하게 만들었

고, 첨단산업 등 관련 사업 참여를 확대시키는 계기

가 되었다.

1980년대 프로젝트 수주 능력 신장

1970년대 후반부터 건설업체들의 활발한 중동 진

출에 힘입어 오일 달러가 국내에 유입되었고, 해외 건

설시장에서의 업무도 단순 토목공사에서 기술집약형 

산업설비 건설로의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더불어 1970년대의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과학기

술과 산업 부문을 연계하여 실용화 촉진의 핵심적 역

할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링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육성이 강조되

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 산업설비 엔지니어링업체들을 

주축으로 자체기술 개발, 인력 개발, 시장 창출 등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은 국내경

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수출도 확대 추

세를 지속했다.

국제무역도 1970년대의 상품 수출 단계에서 산업

설비와 이와 연계된 건설 수출로 확대되는 가운데 프

로젝트 수주 능력을 신장시켜 왔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의 위상이 제고되고 정부

의 엔지니어링 육성을 위한 정책 변화에 힘입어 1980

년대는 점진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1977년 들어 산업설비 유형이 생겨났으며, 이 해에 

개인 기술 유형이 전문 기술 유형으로 대거 유입되었

다. 이후 산업설비 기술과 종합 건설 유형은 증가폭이 

미미한 반면, 전문 기술은 큰 폭으로 늘어나 전체 업체 

수 확대를 주도해 나갔다. 

연도별 국내 수주건수를 보면 매년 증가세였으며, 

이에 따라 수주금액도 증가했다. 특히 1990년의 경우

에는 전년도보다 수주건수는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주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1985년까지 2,000억 원

대였던 국내 수주금액은 1987년 4,000억 원을 훨씬 

상회했으며 1990년에는 1조 원대에 이르렀다.

엔지니어링산업은 1986년부터 1991년 사이에 사업

체 수 및 종업원 수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

주었다. 이 기간 동안 엔지니어링산업의 성장률은 사

업체 수의 경우는 103.8%, 종업원 수는 118.8%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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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해외수출 지원책으로 산업설비 수출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제도를 정비하여 1978년 12월 

5일 산업설비수출촉진법을 제정, 1970년대 중화학공업의 중점 육성을 바탕으로 해외수주 활동을 전개

했다.

1980년대 들어 정부의 기술혁신을 위한 지원책으로 1982년에 시행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을 들 수 있다. 

특정연구개발사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주로 외국 자본이나 기술에 크게 의존함으로써 새로

운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이 부족했다. 특히 1970년대 두 번에 걸친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얻은 경

험에서 우리 경제는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도약의 추진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었다.

정부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적인 연구개발 재원의 조성과 공급을 

맡고 나섰다. 또한 1970년대부터 반도체, 컴퓨터, 신소재, 생명공학 등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면서 이들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간의 기술경쟁이 치열해지자 이로 인한 기술보호의 장벽은 더욱 두터

워졌다. 그런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가 미래첨단 기술개발에 과감히 도전함과 동시에 선진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여건에 알맞은 기술개발 전략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즉 연구개발투자, 인력 등 우리의 한정된 연구개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결집·활용할 수 있는 산·

학·연 협동의 국가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기술개발의 중점을 비교우위의 특정산업기술개

발에 두는 이른바 목표 지향적 연구개발 추진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은 니즈(Needs)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참여 없

이는 연구결과의 기업화 등 연구개발의 유용성 확보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계획적으

로 정부와 민간의 공동연구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산업기술 혁신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기술개발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시즈(Seeds)적 성격의 연구개발 투자도 

정부 재정이 담당해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도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기술개발촉진법(제8조의 3)에 근거를 두고 추진된 특정연구개발사업은 시행 첫해인 1982년 133억 원의 

연구개발 사업비를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1986년도에는 517억 원으로 규모가 대폭 증가했다.

한편 효율적 국가연구개발 체제의 확립이 주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면서 과거 기술개발 관련 부처에서 

분산·관리해오던 16개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9개로 통합하고, 관리도 과학기술처로 일원화하는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통합운영 관리체계를 갖춘 데 이어, 1982년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새로운 차

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국책적 차

원에서 추진했다.

특정 연구개발사업은 기술개발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와 연구개발에 대한 국가 사회적 요구의 다양

화 추세에 맞추어 그 대상 사업도 해마다 보완되고 발전되었다.

기술선진국을 향한 특정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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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비스산업 전체의 평균치인 22.4% 및 26.4%, 제

조업 평균치인 44.2% 및 6.6%를 상회하여 급속한 성

장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엔지니어링산업의 시장 규모는 곧 총수주액을 뜻

하며 총수주액은 국내 수주와 해외 수주를 합한 것이

다. 1992년 말 시장 규모는 약 1조 7,000억 원 규모

였다. 이는 기술용역육성법이 제정된 1973년의 21억 

3,400만 원에 비하여 800배의 양적 성장을 기록한 것

이었다. 

시장 규모를 시장 형태별로 살펴보면, 1992년 말 

국내시장 규모는 약 1조 2,488억 원이며, 해외시장 규

모는 4,993억 원으로 총 시장 규모는 약 1조 7,481억 

원으로 나타났다.

엔지니어링산업의 기술용역 도입은 1968년 이후 

1992년까지 3,110건, 20억 478만 달러에 달했다. 

그중 미국과 일본의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은 건수의 

73%, 금액의 68%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1982년 이후 6년 동안의 기술도입 실적을 살펴보면 

미·일 의존도가 전체 건수의 69.8%,금액의 66.7%로 

나타나 도입국가가 다변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많은 기술용역 도입비를 외국에 지불한 것

은 196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중화학 중심의 공업화 

과정에서 기본설계, 사업관리 및 감리 등 핵심 엔지니

어링 기술이 취약하여 선진국 의존도가 높았다. 

2절.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다

베트남전 참여 계기로 해외시장 개척 본격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 중 연평균 경제성장

률 8.6%의 고도성장을 이룬 것은 광공업과 사회간접

자본 부문이 전 산업의 성장을 주도한 결과였다.

사회간접자본 부문의 비중 확대로 가장 괄목할 만

한 성장을 보인 것은 바로 건설산업이었다. 건설산업

은 연평균 17.4%의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국민경제

성장을 주도했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중에 추진한 수입대체 정

책은 부존자원과 자본, 기술력이 빈약한 당시로서는 

인구의 과잉과 저소득, 건설시장 협소 등의 구조적 악

순환에 의해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

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해외시장에서 그 수

요처를 찾기 위해 국내 산업을 해외 수출지향 공업화

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규나 제도를 정비했다.

해외건설은 동남아시아에 그치지 않고 1969년부터

는 미주 지역에까지 확대되었다. 현대건설이 미국 알

래스카주 도로국이 발주한 허리케인 컬처 교량 공사

를 121만 7,000달러에 수주하여 1971년 10월에 완공

했다. 이 공사는 이전까지의 미군납 관련 공사에서 벗

어나 우리 건설회사가  독자적으로 수주한 최초의 미

주발 해외공사였다.

건설업이 흑자공사를 기록한 것은 1970년 4월 현대

건설이 시공한 태국 돈부리팍토 고속도로 건설공사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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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해외건설시장 

진출은 그동안 주한미군을 상대로 한 군납공사의 경

험과 경제개발5개년계획 집행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건설업체들은 주한미군 공사를 

통해 초보적인 기계화 시공과 외국어 습득 등 해외 진

출에 필요한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해외건설시장 진출은 베트남의 전쟁 복구사업이 그 

밑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한국군의 베트

남전 참전이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 중반 산업설비 엔지니어링업체 활약

1975년대 중반 제1차 오일쇼크의 여파로 침체의 늪

에 빠졌던 세계경기가 점차 호전되었다. 국내경기도 

때마침 불기 시작한 중동 건설 붐을 타고 1978년까지 

호황을 누렸다.  

월남전 종식으로 신규 사업 진출의 필요성을 절감

하고 있던 건설업체들은 때마침 중동 붐이 일자 이 지

역에 진출, 1978년에는 총수주액이 80억 달러를 넘어

서는 증가세를 보였다. 

1979년에 접어들면서 국내경기는 그동안 지속된 호

황으로 임금이 크게 상승했고, 소득증대에 따른 과소

비 현상이 인플레이션을 심화시켜 다시 내리막길로 들

어섰다. 게다가 1978년 말 제2차 오일쇼크가 발생하면

서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강화되었다. 국내에

서는 10·26 사태(1979년)와 신군부 세력의 12·12 쿠

데타가 정치·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며 1980년 2/4

다. 23억 2,000만 원에 수주하여 처음으로 1억 2,000

만 원의 흑자를 냈다. 태국에서의 건설공사는 비록 수

지 측면에서는 큰 이익을 보지 못했으나 국제시방서에 

의한 공사 경험의 축적과 우수한 고속도로 시공 기술

을 습득함으로써 이후 해외시장 진출에서 자생적인 수

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당시 우리 업체들이 자력으로 해외에 진출하게 된 

것은 태국이 자국을 미국의 베트남 전쟁의 전략적 기

지로 제공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아 

사회간접자본 조성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태국 내 기지 사용에 따른 비행장, 항만 등 미군 군사

시설 건설공사의 발주로 인해 태국에서 건설수요가 급

증했다.

1966년 3월, 경남기업은 태국 중앙방송국 건설공

사를 필코(Phil co)로부터 하도급 받아 계약을 체결했

으며, 공영건업도 1965년 12월 일본 요코다의 미군기

지 공사를 34만 5,000달러에 수주함으로써 건설업의 

해외시장 진출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했다.

허리케인 컬처 교량(1971년 준공, 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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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건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65년 하반기부터였다. 미국은 베트남 전

쟁에 전면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군사시설 등 건설 수요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미국 국방부는 12억 달러

에 이르는 군사시설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한국 건설업자들에게는 미국 건설업자들로부터 노임 하청을 받는 제한된 참여를 요구했으며 건

설 노무자들을 미국 건설업자들이 직접 고용하는 형식으로 수주되었다. 

이후 베트남에서 한국건설업체들의 지위가 개선되기 시작한 것은 1966년 우리나라가 참전한 이후부터

였다. 이때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 원조를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의 요청에 따라 베

트남 건설공사 참여가 이전과 달리 격상된 입지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업체들이 이른바 베트남 특

수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1966년에는 현대, 삼환 등 4개 업체가 진출한 데 이어 1967년에는 8개, 1968년에는 12개 업체로 늘어났

다. 정부도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입찰 및 계약 보증업무를 간소화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 육성책에 따

라 강력하게 지원했다.

1960년대 베트남에서 가장 중요한 공사는 준설공사였으며 군사기지 설치와 항로개발 등을 위해 메콩

강 하류와 캄란만·빈롱·붕타우·미토 등의 지역에서 848만 5,000달러에 이르는 1,346만 8,000km3

규모의 준설·매립공사가 착공되었다. 

결국 베트남 특수경기로 붐을 일으킨 해외건설은 동남아와 태평양 지역으로 계속해서 확대되어 대림

산업의 유황도 진출(1966년), 중앙산업의 괌 진출(1967년) 등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1970년대에 들

어서면서 미주 지역으로까지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대건설은 1971년 10월 북미에서의 최초 수주

공사인 알래스카의 허리케인 교량공사(공사비 121만 7,000달러)를 수주했다. 이 공사는 이전의 수주와

는 달리 우리 업체가 독자적인 수주

활동을 벌여 이룩해 낸 최초의 해외 

공사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1970년에는 브루나이, 인도네

시아, 호주, 캐나다, 사이판 등의 건

설시장에 진출한 바 있으며, 1971년

에는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대만, 

도미니카 등으로 해외 건설시장 개

척의 다변화가 이루어졌다.

베트남 특수와 해외시장 다변화

베트남 항만공사 수주(1966년 1월, 대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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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이후 경기는 침체 국면에 빠져들었다.

1980년 4월 사북광산 노사분규를 도화선으로 하여 

전국 사업장으로 확산되었고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의 

분출과 함께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발발했다. 이러

한 정치·사회적 격동 속에서 전반적인 산업 활동과 

기업의 투자의욕은 급격히 냉각되었다. 이미 1979년

부터 순환적인 후퇴 국면으로 전환된 국내경제는 오일

쇼크의 충격마저 겹치게 됨으로써 걷잡을 수 없는 침

체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국내 건설 불황의 돌파구로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

로 추진한 결과 1981년에는 사상 최고액인 131억 달러

가 넘는 수주액을 기록했다.

1985년 말까지 오랜 침체에 빠져있던 국내경제는 

1986년부터 일대 호황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달러화

의 약세, 국제원유가격의 하락, 국제금리의 하락 등 이

른바 3저현상이라는 호기(好氣)를 만났다.

1980년대 초반까지 중동 산유국들은 오일 달러의 

유입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으

나, 1980년대 중반부터는 석유 의존적인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제품 생산을 위한 플랜트 공사 등 기술

집약형 공사의 발주를 증가시켰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선진국들은 신규발주 공

사보다는 이미 건설된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에 

주력하는 한편, 발주공종도 다양화하고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 건설 수요의 고도화·다양화를 전개했다.

공급방식 및 해외시장의 진출 형태도 변화되어 생

산자원의 국제조달, 즉 기자재, 인력, 기술, 자본 등을 

건설업체 스스로 조달하여 시스템화하는 경향으로 전

환되었다.

이때부터 수주와 자원 조달이 분리되었던 이전의 

수주 형태에서 벗어나 기자재 제조업체, 금융기관, 무

역업체 등이 수주단계에서부터 결합, 컨소시엄을 형

성하여 진출하기 시작했다. 컨소시엄은 처음에는 타 

산업끼리 행해지다가 같은 건설업체 간으로 확대되었

다.

1980년대 중반 들어 산업설비 용역업체들을 주축

으로 한 엔지니어링업계는 자체의 기술개발, 인력 개

발과 시장 창출 등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 외부의 국내 

엔지니어링업체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힘입어 플랜

트 수출이 본격화되었다.

1980년대 중반의 해외 수주액의 감소는 세계경제

체제의 새로운 재편에 따른 영향이 해외시장 전반에 

미쳤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세계경제의 흐름을 주도하

던 미국 경제가 쇠퇴하는 가운데 통상마찰에 의한 우

루과이라운드의 출범과 유럽공동체(EC) 국가들의 경

제통합이 진전되었다. 또한 동구권 국가들의 개방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이 이행되고 있는 등 해외시장에

는 이 같은 여건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었다.

1980년대의 산업설비별 수출은 전반기에는 전체 수

출 설비 중 중·대형 설비를 중심으로 석유화학설비가 

주종을 이뤘다. 중반기에는 석유화학·철구조물·해

수담수화(海水淡水化) 설비, 후반기에는 중소형 설비

를 중심으로 전기 설비, 제조설비가 주종이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수요가 협소한 국내시장을 탈

피하여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추진하여 발주처 및 사

업 부문의 다각화가 진전되었다. 1985년 1월에는 현대



88

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다지다

엔지니어링이 네팔 제5차 전력사업을 주계약자로 입

찰에 참여했고, 1986년 9월에는 제6차 전력사업을 수

주했다. 네팔의 제5·6차 전력사업은 당시까지 선진

국의 엔지니어링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던 컨설팅 수주

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1985년 2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해수담수청

(SWCC: Saline Water Conversion Corporation)에

서 발주한 아씨르(Assir) 담수화 공사를 이탈리아, 미

국, 일본, 독일 등과 각축전을 벌여 한국중공업이 수

주했다. 

또한 1986년 2월에는 아랍에미리트연합의 두바이 

전력청(Dubai Electricity Company)이 발주한 22만 

7,000kW의 가스터빈 발전소와 일산 2,400만 갤런 규

모의 담수공장을 제빌 알리(Jeble Ali)에 건설하는 공

사를 수주했다. 

1986년 7월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네팔의 제5·6

차 전력사업의 컨설팅 진출에 이어 순사리 모랑(Sun-

sari Morang) 관개사업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현대의 컨설팅 프로젝트는 1987년 3월 파키스탄의 스

몰(Small) 댐 공사 수주로 이어졌으며 현대엔지니어

링이 주계약자로 업무를 수행했다.

1987년 4월에는 삼성엔지니어링이 태국 스리텝타

이프라즈캠(SrithepthaiPlaschem)의 HIPS 플랜트

를 수주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와 정식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았

던 중국에 진출, 1987년 12월 홍콩메르디안(Meridian 

China)사로부터 MSG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1990년 

12월에 완료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중국 MSG 프로젝트를 수행한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제일제당과 인도네시아의 아스

트라(Astra)그룹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CSA(Cheil 

SamsungAstra)사가 발주하는 인도네시아 MSG 건

설사업을 수주하여 제일제당의 MSG 프로세스를 이용

하여 상세 설계와 기자재 구매·조달 그리고 시공 감

파키스탄 스몰댐(1987년)네팔 제5차 전력사업(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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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거쳐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72년~1976년) 추진과 함께 중화학 관

련 산업의 집중적인 육성은 공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기반 마련과 함께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엔지니

어링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업체를 태동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70년 1월 20일에는 한국산업은행과 미국 러머스(Lummus)가 합작으로 코리아엔지니어링을 설립했다. 

같은 해 5월 3일에는 사원 전원이 1962년에 발족한 대한석유공사에 참여하게 되어 폐업했던 전엔지니

어링(전 전화공설계사무소)이 재출범했다. 1974년 2월 11일에는 현대종합기술개발(현 현대엔지니어링)

이, 같은 해 7월 30일에는 대림엔지니어링이 설립되었다. 

한편, 코리아엔지니어링의 합작사인 러머스사는 주식의 대부분을 일본의 국제엔지니어링에 양도했는

데, 국제엔지니어링이 당시 수주한 국내 제1차 석유화학공업 프로젝트의 일부를 수행한 후 적자가 누

적되자 정부에서는 한국산업은행이 소유한 코리아엔지니어링의 주식을 삼성(三星)이 인수하도록 해 삼

성엔지니어링이 설립되었다.

1976년 10월 4일 대우엔지니어링, 1978년 

10월 28일에는 럭키엔지니어링이 설립되

어, 현대종합기술개발과 대림엔지니어링

을 포함한 4개사는 재벌 모회사(母會社)

인 건설회사에 대한 기술지원을 주요한 

업무로 삼았다. 

코리아엔지니어링은 PAT 공장 건설, 대

림엔지니어링은 호남에틸렌 건설, 현대종

합기술개발(현 현대엔지니어링)은 극동석

유 공장 건설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기

술과 경험을 축적해 왔다. 

이러한 체제는 엔지니어링업체의 연륜이 

짧아 단기간 육성이라는 일면도 있으나, 

독자적인 엔지니어링회사로서 선의의 경

쟁을 통한 기술 고도화의 진전과는 거리

가 있었다.

대기업 계열 엔지니어링업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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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수행했다.

1988년 삼성엔지니어링은 인도네시아에서 EO· 

EG 프로젝트를 턴키로 수주했는데 수주액이 약 7,000

만 달러(522억 원)였으며, 연산 8만 톤 규모의 에틸렌

글리콜 생산 플랜트를 건설하는 대형사업이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이처럼 산업설비 엔지니어링

업체들을 주축으로 해외시장의 다변화와 함께 업무 수

행 영역 및 확대 추세를 지속함으로써 국내 경제발전

에 이바지의 비중이 제고된 시기였다.

건설 엔지니어링의 비약적인 해외 진출

1977년 건설 엔지니어링의 수주금액은 689억 

9,000만 원이었으나 1993년에는 1조 7,407억 6,000

만 원으로 증가하여 16년 동안 사업규모가 25배 이상 

팽창했다. 이 같은 성장에는 몇 번의 계기와 기복이 있

었다. 제일 먼저 1980년 전후에 해외 프로젝트의 수주

가 급증한 일이다. 1978년에 2,032만 달러였던 수주

가 1979년에는 9,571만 달러로 일거에 5배 가까운 증

가를 보였다. 이후 1984년 무렵까지 해외 프로젝트 수

주는 1억 달러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이는 중동 지역

에서 대량의 토목 공사를 수주한 데 기인했다. 기기·

기자재를 포함하지 않은 엔지니어링만으로 1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주액을 올리는 비약적 성과를 올렸으며, 

해외수주 비율도 50%를 넘어서게 되었다.

1989년 이후에 활발하게 이뤄진 국내 설비투자 덕

분에 기초 기술이 다져지고, 이로 인해 해외진출도 왕

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국내 수주는 1988년까지 

5,000억 원 이하의 수준이었으나 1989년에 일거에 

9,312억 원까지 증가하여 그 후 매년 1조 원 이상의 

수주를 올렸다. 이는 1980년대 후반에 석유화학 콤비

나트 건설을 위한 수주 때문이었으며, 이후에도 국내

의 왕성한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면서 국내 수주실적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국내의 콤비나트 건설은 하이드로카본계의 

성장기의 해외공사 수주업체 현황

 연도 중동 동남아 태평양 중남미 아프리카주

 1973 1 14 7 1 -

 1974 7 15 9 3 1

 1975 20 12 9 - 2

 1976 38 8 4 2 1

 1977 51 13 5 1 1

 1978 74 11 3 1 4

 1979 60 15 3 - 3

 1980 64 23 1 - 2

 1981 72 22 2 - 4

※자료 : 해외건설협회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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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수행한 엔지니어링업체에 많은 경험과 실

적을 쌓게 하면서 각 기업이 많은 기술인력을 보유하

게 되었고, 국내 석유화학공장 건설이 끝나면서 업체

들은 해외시장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이 시기에 국

내 경험과 실적이 그 후 한국 엔지니어링의 배경이 되

었다.

1992년의 해외 수주실적은 6억 4,000만 달러에 달

하면서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1991년에 대림엔지니

어링이 태국에서 에틸렌(Ethylene) 플랜트를, 1993

년에는 삼성엔지니어링도 중국 길림성의 에틸렌 플랜

트와 1994년 태국의 에틸렌 플랜트를 수주하여 세계

시장에서도 한국 엔지니어링산업의 지위를 확고히 내

세우게 되었다.

또한 당시 엔지니어링 설계기업으로 활약했으나, 

그 후에는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

struction) 기업으로서 풀 턴키 프로젝트 수주를 강화

했다. 또한, 소프트 중심의 사업을 수행해 온 엔지니어

링업계가 고객의 턴키 발주 요구(Needs)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수주전략을 강구했다.

중국 길림성 EO/EG 프로젝트(1993년, 삼성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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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건설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설기업의 자본, 기술, 수주실적으로는 단독 대응하기 어렵

다는 판단이 내려져 건설업계의 대외활동에 제도적 변화로 대처하게 되었다. 1975년 3월 민간 건설업

체 25개사가 대형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KOCC(한국해외건설)라는 국내 컨소시엄이 결성되었으며, 같

은 해 11월에는 해외건설협회를 발족시켜 지원체제를 강화했다.

KOCC는 1975년 발족 후 1983년까지 해외공사 수주 전담회사로서 5,000만 달러 규모 이상의 공사 32

건, 총 35억 4,000만 달러의 실적을 올리면서 우리 건설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에 획기적 성과를 거두

었다.

해외건설 기업들이 점차 성장해가면서 단독으로도 수주가 가능하고 선진 외국 건설업체와의 경쟁에서

도 당당히 대형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되면서 1983년 이후부터 KOCC의 수주 활동은 중단했다.

이에 건설부와 KOCC가 협의하여 1983년 12월 소프트웨어(Software)인 건설 엔지니어링의 해외 진출을 

위한 컨소시엄 형태의 KCI(한국해외기술공사)를 발족시켰다. KCI는 (주)삼안건설기술공사, (주)도화종합

기술공사 등 국내의 주도적 건설 엔지니어링회사 10여 개사와 KOCC가 10억 원의 자본 참여로 설립되

었다. 정부 차원의 개도국에 대한 무상 기술원조사업인 TA(Technical Assistance)사업을 담당하여 동남

아 등 개도국의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업무를 수행·지원토록 하고, 이

어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등의 차관 제공 사업에 연계시켜 나가는 성과를 거두게 했다.

해외진출 확산과 KOCC·KCI의 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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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부문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

들이 대거 진출함에 따라 우리나라 사람을 배제한 일

본인 기술자에 의한 건축설비시설이 도입되었다. 1922

년에는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조선건축회가 조직되었

는데, 122명의 회원 중 우리나라 사람은 단 한 사람뿐

이었다. 이듬해에는 한인 10명이 가입했는데, 대부분 

경성공업전문학교 출신이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후

반기에 들어서면서 일본인 기술자의 조수 또는 기능공

으로 일하던 한인 기술자가 배출되기 시작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으로 광복과 함께 미

군정시기를 맞았다. 미군정 당국이 귀속사업체로 차지

한 일본인 건설업체는 모두 61개사였는데, 이후 2~3

년 사이에 건설업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러

한 현상은 미군의 공사 발주 때문이었다. 일본 업체들

이 보유했던 건설 자재가 대량으로 방출되는 가운데 

대형 건물의 건립보다 가설·수리 등이 대부분이어서 

시공 기술면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어 서울에만 3,000

여 명의 토건업자들이 난립했다.

한국전쟁 후에는 미국의 원조로 전쟁 복구용 설비 

자재를 확보하여 각 관공서를 중심으로 복구사업을 시

작했다. 미국의 원조로 건립된 지금의 경제기획원 및 

USOM(United States Operations Mission, 미국의 

대외 원조 기관) 청사는 건물 전체에 공조설비를 갖춘 

최초의 관공서 건물이었으며, 이 공사를 수행하면서 

미국의 선진 건축기술 및 설비설계와 시공기술을 습

득할 수 있었다.

1962년에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착수되면

서 서울에 많은 건물이 건설되기 시작했다. 그중 워

커힐은 당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축가가 참여한 

복합 건물로 각 건물별로 담당 건축가가 분담하여 설

계했다.

국가경제 규모가 커지고 1986년 아시안경기대회와 

1988년 서울올림픽경기대회를 개최하면서 많은 대형 

건물이 건설되었다. 

1983년에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한 을지로 재개발 

프로젝트에 삼신, 성아, 한일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각

각 중소기업은행 본점, 쁘렝땅백화점, 현암빌딩의 설

비설계를 수행하고, 공동으로 감리를 집행했다.

을지로 재개발 프로젝트(1983년~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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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신문사 사옥(1981년), 삼성본관(1985년), 

대한생명 63빌딩(1985년), 중앙일보 사옥(1985년), 한

국전력공사 사옥(1986년), 두산빌딩(1987년), 럭키금

성 트윈타워(1987년) 등의 설비설계를 진행했다.

한편, 1980년에는 1967년에 발족되어 방치상태에 

있었던 한국냉동공조기술개발협회를 신성엔지니어링

의 이완근 씨가 한국냉동공조기술협회로 법인명을 변

경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어 1989년에 이동

락 씨에 의해 대한설비공사협회가 발족되면서 설비공

사업체의 구심체 역할을 했다.

1981년에 기술용역협회 소속 기계설비분회로 발족

한 기계설비인의 모임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와 기술

사 사무소가 각기 별도의 모임을 갖고 있었으나, 1996

년 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지원으로 설비엔지니어링협

의회로 발족되었다. 협의회의 설립은 초대, 2대 회장

에 박봉태 씨(우원), 3대 회장에 황원택 씨(삼신), 4대 

김문정 씨(한일)로 이어져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전기 부문

문헌상 우리나라 전기 기술자가 최초로 전기건설 

분야에 참여한 것은 1920년에 설립된 조선수력전기주

식회사가 압록강 물을 동해로 낙하시키는 월전강 수력

발전소(1926년 착공, 1933년 준공) 제4발전소 소장으

로 윤일중 씨가 근무한 것이 효시이다. 한인의 참여가 

극도로 제한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 전기계에 대단

한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29년에 착공된 서울의 당인리발전소(1만 kW, 

1930년 준공)가 경성전기주식회사에 의해 건설되는 

등 대규모 발전 및 송전을 위한 전기업체가 설립되어 

건설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선인 서대문~청량리 구간

(1898년 12월 25일 완공, 1899년 5월 17일 개통) 

서울신문사 사옥(1981년)



95

1930년대 일제는 만주 대륙을 침략하기 위해서 한

반도의 전력사업이 병참기기로서의 중요성이 대두되

면서 각 지방에 산재되어 있던 각종 전기사업체를 통

합하기 위해 1931년 12월 전력통제계획을 수립했다.  

1932년 총독부령으로 조선전기사업령을 공포하여 대

다수의 전기사업체를 통폐합시켰다. 민간자본 사업체 

5개, 한·일자본 사업체 5개 등이 포함된 66개 업체

를 통합·정리하여 중부지역에 경성전기주식회사, 서

부지역에서 서선합동전기주식회사, 남한지역에 남선

합동전기주식회사, 북한지역에 북선합동전기주식회

사 등 4개의 배전 담당 회사로 정리하여 전력을 통제

했다. 1943년에는 조선전력관리령을 공포하면서 조

선전업주식회사로 통합하여 완전한 통제체제를 갖추

었다.

1945년 광복 후 미군정하 과도정부 당시의 남한 전

력사업은 상공부 공업국전기과 산하의 조선전업, 경성

전기, 남선전기 등 3사가 분담했다. 광복 당시의 남북

한 총 발전설비는 172.25만 kW(수력 92%, 화력 8%)

이었으나, 남한에는 19.8만 kW 정도밖에 되지 않아 

극심한 전력난을 겪어야 했다.

남북한 간에 10만 kW 전력협정을 체결하여 전력 

부족을 충당했다. 전기요금은 서울역 내 북한 측 열차

에 전구, 케이블, 전선 등의 전기 자재와 타이어로 지

불했다. 그러나 1948년 5·10 선거 직후인 5월 14일 

북한 측이 예고 없이 단전을 실시하자 남한 전역은 극

심한 전력난을 겪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노후

한 영월, 당인리, 부산 등의 6만 kW 전력을 확보했고, 

1948년에는 발전함 자코나호와 일렉트라호를 긴급 도

입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1950년 초에는 총 발전설

비 용량 231.144MW를 달성했다.

1953년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이 성립되자, 전후 복

구로 제반 산업시설 및 주택 등의 시설이 늘어나 전력 

부족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한미합동위원회는 전력난 

해소책으로 FOA(Foreign Operation Administra-

tion, 미국의 대외원조계획 관할 기관) 원조자금으로 

10만 kW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다. 상공부와 미

국의 벡텔(Bechtel)사는 곧 계약을 체결하여 1954년 

5월 29일 발전소 건설에 착수했다. 이때 미국의 새로

운 전력계통 기술 습득과 시찰 등으로 신기술 습득 기

회가 주어져 당인리 등의 발전소 건설에 우리 기술자

들이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즈음 군사시설의 신·개축 유지관리를 위한 엔최초의 전력회사인 한성전기(1898년 1월 26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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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4·19혁명 후 새 정부는 전력 3사를 통합하

여 전력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꾀하고자 준비해오

다가 5·16군사정변이 일어나고 국가재건최고회의 시

절인 1961년 6월 8일 한국전력주식회사법이 제정되었

으며, 6.6만 kW 두 대인 감천화력과 5.5만 kW 2대인 

영월화력 등 대용량 발전소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한

편, 상공부는 1961년 4월 4일 133만 kW 발전 설비를 

목표하는 전원개발10개년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전력

주식회사(이후 한전)가 전원 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5·16군사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절

대적인 전력 부족난에 대처하기 위해 다시 제1차 전원

개발5개년계획(1962년~1966년)을 수립하고 403MW 

신규 전원을 개발하여 1966년 말에는 총 시설용량이 

769MW이 되었다. 이때부터는 민간 전력회사가 나서

도록 독려했다. 1965년에 전력 부족사태가 다시 발생

하자 정부는 제2차 전원개발5개년계획(1967년~1971

년)을 추진하여 191.1만 kW 건설을 이룩했다. 

정보통신 부문

1885년 한성~인천 간에 최초의 전신 시설이 개통

되면서 근대 통신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어 서울~

의주를 잇는 서로 전신선, 서울~부산 간의 남로전신

선, 서울~원주 간의 북로전신선 등이 잇달아 개설되

면서 근대 통신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전화는 1882년 상운(尙澐)이 중국에서 최초로 전래

한 후 궁중에 시험적으로 설치되었으며, 1896년에 이

지니어링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했고, FOA, UNKRA, 

AID 등의 원조자금에 의한 항만, 공항, 상하수시설 등

의 공공시설 공사가 집행됨과 동시에 원조에 의한 대

형 공사가 집행됨에 따라 미국의 많은 엔지니어링업체

가 국내에 상륙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때 국

내에 상주 사무소를 두었던 미국 업체는 Bechtel, GE, 

WH 외에도 군소업체인 Pacific A＆E, Vinyle Corp, 

Trans-Asia 등의 많은 회사가 있었다. 이들이 고용

한 한국 기술자들이 여러 분야에 걸쳐 엔지니어링업

무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때의 경

험과 기술 축적은 후에 건설 붐이 일어난 중동과 월남 

등 동남아는 물론 세계 건설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

틀이 되었다.

호남화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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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러 자석식 궁내부 전용교환기가 설치되었다. 1902

년에는 서울~인천 간 전화 업무가 개시됨으로써 일반

인도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1924년 서울~봉천 간 최초의 국제전화가 개통되는

가 하면, 공전식 교환기(1908년), 자동식교환기(1935

년)가 등장했으며, 1910년 광제호(光濟號)와 인천 월

미도 간 무선전신도 성공하는 등 통신의 각 분야는 많

은 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통

신시설은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되었고, 결국 휴전 후 통

신은 대외원조 아래 복구사업을 시작했다. 

1960년대 들어 근대화의 기치 아래 추진된 경제개

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통신사업의 양적 발전이 급

속도로 이루어져 급증한 통신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

술자립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토대가 구축되기 시작

했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만 해도 빠른 경제개발에 

따라 통신수요가 급증하면서 만성적인 전화 적체와 낙

후된 통신품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에 정

부는 사회간접자본인 전기통신 현대화를 위하여 노력

을 기울였다. 

1987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1991년 개발이 완료된 

시분할방식 교환기 TDX(Time Division Exchange)-

10은 순수한 우리 기술로 개발된 대용량 디지털 전자

교환기로서 교환기의 자급, 즉 통신의 자립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편, TDX-10 개발은 교환기 산업의 획기적인 도

약을 가능하게 했는데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술이 축적

되고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출 

증대와 함께 기업의 빠른 성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100만 개 이상의 많은 부품으로 구성되는 

교환기 산업의 발전은 부품산업의 발전을 가져왔고, 

정보통신산업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

가 되었다.

1984년 차량전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국내에서 

이동통신서비스가 시작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통신선로도(1893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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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점으로 하여 차량전화와 휴대전화 수요가 폭발적으

로 증가했고, 1980년대 말에는 이미 아날로그 셀룰러 

시스템이 포화되어 이동통신 가용 주파수대역을 확장

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새로운 방식의 시스템

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에 ETRI는 1989년부터 1996년까지 업계와 공동

으로 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으며, 

1991년 8월 미국 퀄컴(Qualcomm)과 CDMA 디지털 

셀룰러 시스템 공동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

동통신 교환기는 이미 개발된 TDX-10을 근간으로 하

여 이동통신 교환기능을 구현하고, CDMA 핵심기술

을 포함한 우리의 부족한 무선기술에 대해서는 퀄컴의 

기술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정보통신시장 개방이 

거론되면서 통신산업 구조 개편을 거론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이종(異種) 사업자망 사이

에 통신시설이나 정보통신서비스가 상호 걸림이 없는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첫째, 정보통신 서비스의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 둘

째 공개된 기술표준 사용, 셋째 세제지원을 통한 탄력

적인 규제환경에 대한 로드맵(Road Map) 제시, 넷째 

사업자 상호간 통신시설에 대한 자유로운 액세스 권한 

보장 등이었다.

이때 투명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개된 

표준 규격을 채택하는 것은 진화적인 망 하부구조 건

설을 위해 촉매작용을 하게 된다. 이는 신규기술을 쉽

게 도입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며 그 효과는 망구조

개선과 서비스 품질향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

한 사업자 간에 상호접속기준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

라 나아가 상호 통신시설을 공유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인터넷을 포함하여 다양한 응용서비스와 

서로 다른 서비스 플랫폼 간에 상호연동성이 보장되고 

데이터 서비스뿐만 아니라 방송 서비스까지 탄력적으

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종 사업자망 사이의 상호 투

명한 접속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한편, 정보통신 하부구조는 궁극적으 로 차세대 인

터넷을 수용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전환될 것이

며, 초기단계에는 Network to Network 형태로 기존 

망과 접속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 각국에서 구

축 중에 있는 초고속망과도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글로

벌 인프라(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와 e-

콘텐츠 구축에 앞장서야 했다.

환경 부문

한국 경제의 산업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태동하

게 된 환경산업은 1960년대 이후 등장한 신종 산업 분

야였다.

경제성장과 수도권 인구의 급속한 증가 때문에 

1960년대 이후 수도권의 상수도 수요가 확대되면서 

정수장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토목 분야의 상수도 설계가 환경 엔지니어링의 

출현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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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 출발한 엔지니어링의 주된 분야는 플

랜트 엔지니어링이었다. 환경 분야로는 상·하수도 시

설, 용수처리설비, 수질오염 방지설비, 대기오염 방

지설비가 주요대상이었으며, 1970년대의 시장 규모는 

미미하여 업체들의 환경 부문 매출은 영세성을 면치 

못했다.

경제성장이 진척되면서 환경 분야의 수요가 증대

되어 분야별 전문업체도 급격히 증가하고 경쟁도 심

화되어 경영 상태는 취약하게 되는 부작용도 생기게 

되었다.

환경법 제정과 정책 추진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의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내에서 본격적인 환

경 문제가 대두된 것은 정부가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공업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1960년대에 들어

서부터였다.

경제개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에 대처

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1963년에 최초의 환경법인 공

해방지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공장이나 사업장 또

는 기계·기구의 조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대기오염·

하천오염·소음·진동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는 데’ 그 구체적 목

적이 있었다. 그러나 공해방지법은 전문이 21개 조에 

불과하여 규제 내용이 크게 미흡했을 뿐 아니라, 동법 

시행규칙이 1969년 7월에야 제정되는 등 후속입법이 

미비한 가운데 경제개발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던 당시

의 사회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 1960년대 후반부터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1971년 1월, 개발논리에 밀려서 

그동안 사문화(死文化)되다시피 한 공해방지법을 대폭 

수정·강화하기에 이르렀다.

상수도 확장공사(부산 화명정수장, 1972~1976년) 청계천하수처리장(1970년 착공, 1976년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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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부문

1970년에 고리원전 1호기 건설에 착수, 1978년에 

준공함으로써 세계에서 21번째 원전 보유국이 되었으

나 당시는 원자력산업 후발국가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자원부족의 

대안으로 부상한 원자력발전의 개발을 정책적으로 꾸

준히 뒷받침했고, 집행과정에서는 이 산업에 종사하는 

기술진들이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이제는 원자력발전산업에 관한한 어느 선진국

보다도 기술이 앞섰다.

이 같은 사실은 선진국 원자력산업계의 높은 평가

로도 증명되었다. 원전 표준화와 국산화 장기계획이 

수립된 1983년의 국내 원전의 실상은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제3호기인 월성 원전이 1983년 4월에 준공되

었고, 고리, 영광, 울진에 각각 2기씩 모두 6기의 가압

경수로(PWR)형 원전을 건설하여 총 9기의 원자력발

전소가 가동되었다.

1983년 7월 19일, 우리나라의 표준원전 개발의 

기본전이 확정되었다. 과학기술처(현 과학기술부)는 

1983년 초에 기업주도 국책연구개발과제로서 ‘표준 원

자력발전소설계에 관한 연구사업’으로 한국의 원전 표

준화 1단계 사업기초 조사 용역(1983년 4월-1985년 

7월)을 확정하고 한전기술(주)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진전이 시작되었다.

1981년 6월에 기공식을 가진 영광 1·2호기는 건설 

부지를 전남 영광군 홍농면(현 홍농읍) 계마리로 확정

하고, 고리 3·4호기와 마찬가지로 한전 주도의 분할

발주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설비 용량은 각각 95만 kW

최초로 국내 주도형으로 건설된 영광 원자력 3호기 원자로 울진 원자력 3호기(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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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원자로는 가압경수로형이었다.

1979년 3월 28일 미국의 드리마일 원전 2호기 사고

가 발생하여 인허가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영광 1·2

호기는 안전성 향상에 역점을 두고 설계되었다. 1호기

는 1986년 8월에, 2호기는 1987년 6월에 각각 상업 운

전을 개시했다.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에 건설된 울진 1·2호기

는 원전 기술과 원전연료의 공급원을 다원화하고 정

치, 경제, 기술 협력의 증진 등을 고려하여 프랑스의 

설비를 도입했다. 고리 3·4호기와 영광 1·2호기에 

이어 세 번째로 한전의 사업주도 방식으로 추진되어 

설비 용량 95만 kW의 가압경수로형이다.

최초의 한국표준형 원전인 울진3호기가 1998년 8

월, 울진 4호기가 1999년 2월에 각각 상업 운전을 개

시했고, 2002년 5월 12일에는 영광 5·6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했으며, 울진 5·6호기도 건설했다.

영광 3·4호기는 운전 중이던 영광 1·2호기 바

로 곁에 시설용량 100만 kW급 2기를 1987년 5월에 

사업을 착수했다. 영광 3·4호기는 원자력기술자립기

반 구축을 위해 한전의 종합사업 관리 하에 국내업체

를 분야별 주계약자로 하고 외국 업체는 국내 주계약

자의 하도급자로 참여토록 하는 국내 주도 계약방식으

로 추진했다.

영광 3호기는 1994년 3월, 4호기는 1996년 1월에 

울진 3·4호기 및 영광 5·6호기의 기본 모델이 된 한국표준형 원자로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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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상업운전에 돌입했다. 우리 손으로 건설한 

영광 원자력 3·4호기 발전소의 성공적인 준공은 그

동안 몇몇 선진국이 독점해온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핵

심기술에 대한 기술자립을 의미하며, 한국표준원전의 

기틀을 확고히 구축하는 동시에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원자력발전소 기술자립국의 대열에 올려놓

는 큰 의미를 지녔다. 

인간은 많은 생활도구를 사용해 왔고, 좋은 품질의 

도구를 선택하기 위해 일찍이 시험·검사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으며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점차 고도의 

시험·검사 기술의 발전이 강요되었다.

비파괴검사는 소재, 기기, 구조물의 품질관리, 품

질보증의 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계측기술로 검사대상

물을 손상, 분리, 파괴시키지 않고 원형을 유지한 상

태에서 검사대상물의 표면, 내부의 결함 유무와 상태 

또는 검사 대상물의 성질, 내부구조 등을 조사하는 기

술이다.

비파괴검사의 주된 목적은 신뢰성의 향상에 있지만 

비파괴검사를 적용함으로써 각 제작단계에서 제품의 

불량률을 저하시켜 제조원가의 절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한 제조기술의 개량도 가능하게 한다. 비파괴

검사는 각종 시설에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가장 경제적인 기술로써 품질관리, 품질보증, 안전성 

평가 등에 이용된다.

비파괴검사 기술이 국내에 도입된 것은 1960년대 

초 문화재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와 아세아재단의 

지원으로 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6세기 신라왕조 

시대청동불상에 대한 제조 기술의 연구와 결함 탐상에 

착수한 것이 사실상 최초였다. 공업에 이용되기 시작

한 것은 1960년대 초였으며,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의한 중화학공업입국 정책에 따라 석유화학공장 건설

을 비롯하여 수력, 화력발전소의 건설, 1970년대 초 

조선공업, 방위산업,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등에 비파

괴검사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도입되었다.

1980년대는 제2차 에너지 파동과 5·18광주민주

화혁명 이후 사회적으로 불안전했던 시기였으나, 한국

비파괴검사학회의 창립, 정부출연 연구소신설, 대학에

서의 강좌 개설 등 연구 활동과 교육훈련 활동이 활발

해지면서 내실을 다졌다. 

또한 고리, 영광, 울진, 월성 등 원자력발전소의 건

발전소의 탱크부분에 대한 초음파탐상검사(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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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LNG 공급기지 등 건설, 조선공업의 지속적인 성

장, 자동차산업의 발전, 도시가스 자연 난방과 같은 에

너지 공급시설의 확충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면서 비파

괴검사 기술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

련되었다.

1990년대에 오면서 인천국제공항 건설, 서해안 고

속도로 등 기반시설의 건설에 따라 지속적으로 비파괴

검사의 대상은 증가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성수대

교 붕괴, 가스공급 시설 폭발,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

형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화학장치산업과 에

너지산업, 정부 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바꾸고 

비파괴검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그 밖에 제품의 가공, 구조물의 설치 과정의 품질관

리나 보증의 수단으로 활용되던 것에서 안전진단, 수

명예측 등 유지와 관리차원의 활용으로 적용의 변화

를 가져왔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비파괴시험연구실을 신설하

고 비파괴검사 기초 연구에 주력했으며, 연구소가 보

유한 원전 PSI/ISI검사 기술을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초음파 탐상기 및 탐촉자의 

교정 절차 확립 및 표준 관련 업무에 주력했으며, 초

음파 탐상기의 자동화, 와전류 탐촉자 개발, 초음파 

탐촉자 개발, EMAT(Electronic Magnetic Acous-

ticTrans ducer) 개발, 음향 방출 센서 개발 등 비파

괴검사에 관련된 장치 개발과 주조제품의 비파괴검사

법, 콘크리트 구조물의 초음파 탐사법 등의 연구를 추

진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창원에 비파괴검사 시험평가그

룹을 두고 비파괴검사 시험평가기술의 연구개발, 산업

설비의 안전진단, 공인 시험·검사를 수행했으며, 각

종 철강, 비철소재, 복합재료, 세라믹 및 분말야금 등

의 소재산업 분야와 제조 및 가공 산업 분야에서 제품

의 품질관리와 품질보증에 필수적인 시험, 평가 요소 

기술을 개발했다. 

이밖에 비파괴검사 전문업체들은 기업부설연구소

를 개설하여 일상적인 검사업무 외에 산업현장에서 요

구되는 다양한 검사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적인 

기술 개발과 연구를 추진했다.

지반·자원 부문

지반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의 활용·보전 및 자연

자원 개발과 제반 구조물·시설물 등의 기초 지반을 

형성하는 지형·지세와 그 지반을 구성하는 흙이나 암

석의 공학적 성질과 지질 구조 및 지질 분포를 조사·

탐사·시험·계측으로 규명하고, 지반의 지지력과 광

상·지하수 등의 부존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

기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좀 더 경제적이고 안전

하게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지구과학 응

용기술 분야로 지하지반(Underground)이 주 대상이

다.

일제강점기 전 영토에 대한 지형 측량이 이루어짐

과 동시에 지하자원 확보를 위한 탐광이 선행되면서 

광무국과 광업등록소는 지하자원 개발권 부여와 개발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 지질조사소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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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다지다

망지역의 지질조사와 함께 한반도의 지질계통을 수립

했다.

당시의 지질조사팀은 총독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

는 일인 기사를 중심으로 수십 명을 거느린 집단이었

으며, 군마를 이용하여 현지를 답사하고 현지 노역자

와 보조원을 대동하고 자원 부존 가능성이 많은 지역

을 중심으로 한 지질조사가 수행되었다.

미군정 시기(1945년~1948년)에는 미국지질조사

소 직원 수명과 미국 대학교수가 내한하여 일부 탄

전자료(단양·마차리·함백)가 미국인들에 의해 정

리되었다. 국내 저명학자·인사들에 의해 남한에 분

포된 탄전(삼척·정선·황지·장성·강원·미탄·어

룡 등) 중심의 지질조사보고서가 점차 발간되었으며, 

1928년에 작성된 100만분의 1 지질도를 수정, 발간하

기 위한 편찬위원회도 한국전쟁 후 혼란기인 1955년

에 발기되어 1956년에는 새로운 100만분의 1과 20만

분의 1 지질도가 완성되었다.

5·16군사쿠테타 이후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지하

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태백산 지구 지질

조사가 정부 주도로 수행되어 탄좌가 설정되었으며, 

1970년대 초부터의 시멘트의 대량 생산화를 위한 증

설과 신규 시설이 건설되기 시작했다. 공장의 산업 단

지화(포항·울산·온산·여천) 건설 붐을 타고 진출한 

미·영·일의 외국 업체 참여와 IBRD·ADB 등의 차

관 자금 및 포항제철의 대일청구권 자금·상업차관 등

의 사업으로 점차 외국계의 영향이 증대되면서 지반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다.

기술사법에 의한 고급 전문인력이 배출되기 시작

한 지 10년 만에 드디어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용역

회사가 등록되어 동아응용지질은 1차 석유파동 이후

의 석탄장려시책에 따라 탄전 정밀조사를 시작했고, 

한국해양과학기술도 연안 해역에 대한 해저 지층 탐사

로 그 기원을 이루었다. 또한 자동차·조선·중동건설 

등에 철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제철공장 증설이 필

요하게 되었다. 1979년부터 아산만·칠포를 거쳐 광

양만의 부지 타당성 조사가 대규모로 수행되어 업계의 

활력소가 되었다. 주택공사와 산업기지개발공사의 단

지 조성, 한전의 발전설비 건설, 중동 건설시장의 호

황 등의 여파로 한국 내의 건설경기도 호황을 이루었

다. 부수적으로 토목지반 조사의 수요가 증대되어 산

업기지개발공사·토지개발공사·지하철공사·포항

제철·한국전력·수자원공사 등의 정부투자기관과 민

간건설업체들의 지반 정보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

지기 시작했다.

기술용역육성법 발효 이후 주택공사를 중심으로 주

광양항 제철부두(1982년)



105

거지의 아파트단지화, 농진공과 농지개량조합의 농업

용지하수 개발과 저수지 유지관리, 수자원공사의 댐 

관리와 수자원 개발, 최전방 주둔군 부대의 용수·민

방위의 비상급수·교육기관 생활용수 등을 지하수로 

개발 공급하기 위한 지하수조사 및 지반조사가 시행되

었다. 일부는 중동 건설 현장에까지 진출하게 되었고, 

대한광업진흥공사를 중심으로 해외자원개발계획에 따

라 동남아를 비롯한 아프리카·알래스카에까지 진출

했다. 온천 개발 등에 이용되는 고성능 장비가 도입되

면서 전문성이 부여되는 탐사도 정착하기 시작했다.

1981년 지질조사표준품셈이 최초 제정 승인되어 

1990년대에는 고속철도·신공항 건설, 동남아 건설시

장 진출, KEDO의 북한 신포 경수로 건설과 핵폐기물 

저장시설 타당성 조사, 시화호·새만금·부산 신항 등

의 방조제와 해상신도시 건설 계획 등이 신규 추가되

었고, 일본 고베와 대만, 그리스, 터키 등의 대형 지진 

피해로 내진설계가 대두되며 지진공학회가 탄생하고 

활성단층에 대한 논란도 사회 관심거리로 나타나기 시

작하여 드디어 NGO에서까지 이 문제를 다루자 일반 

국민의 관심사로 제기되었다.

그 후 외환위기 사태를 맞아 건설·토목시장이 위

축되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전문 건설의 보링·그라

우팅 면허로, 기초 지반공·보강공·개량공·차수지

수공·그라우팅공·지하수공 등에 의존하면서 슬기롭

게 불황의 터널을 견뎌내야 했다.

포항신항 건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1973년~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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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다
제3장

1절.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다

제도 개선 및 법령 현실화 역점

협회는 엔지니어링산업의 육성과 회원사 권익보호

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정책 개선 활동을 펼치며 엔지

니어링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

해 나갔다.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부

와 유관기관에 건의 및 진정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등 설립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제

도 개선 사업을 전개했다.

먼저 1974년에는 국세청의 기술용역업체 세무조사 

결과 회계처리의 미비점이 지적되자 협회가 나서서 기

술용역업의 현실과 어려움을 국세청과 과학기술처에 

알리고, 과세 추징이 과중하지 않도록 배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용역업의 구분, 업무 범위, 용역

계약서 서명 강화, 위원회 구성, 협회의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 기술용역육성법 시행령 개정 의견서를 제출

하고, 외자도입공사의 국내 기술진 활용과 세제상 우

대, 요율인상을 촉구했다. 

특히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건설용역의 경쟁입찰 지

양, 용역비의 30% 한도 내에서 선급금 지급을 건의한 

결과 건설부에서 기술용역 계약 시 수의계약 사유가 

인정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

었다. 선급금 지급제도의 경우 재무부의 유권해석으로 

예산회계법에 의해 용역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선급금

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과학기술

처가 중앙·지방관서에 공문을 시달함으로써 제도 개

선이 이뤄졌다. 이외에도 재무부에서 수출업자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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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령·제도 개선사업(1974년~1992년)

 년도 사업 내용

 1974 △  건설용역의 경쟁입찰 지양, 용역비의 30% 한도 내에서 선급금 지출 건의(용역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선급금 지급 조치)

 

1975

 △  기술용역육성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견 제출-용역업 구분·업무 범위·계약서의 서명 강화, 위원회의 구성, 

     협회의 법제화 등(유권해석 접수)

  △ 건설부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용역육성법 규정 이행 촉구 요청

  △  기술용역육성책에 관한 의견서 제출-외자도입공사에 국내 기술진 최대 활용 및 세제상 우대

  △ 요율인상 제정안 제출-각 부문의 적정요율 협의

 1976 △ 특정기술 용역업체 육성 지시에 관한 시정 건의 

 1977 △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 신청 공고에 대한 건의

 
1978

 △  기술용역육성법 시행령 개정 건의(용역업의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에 대한 건의에 의해 반영됨)

  △ 해외건설촉진법 개정 국회 및 관련부처에 건의(관련법 개정 시 반영 통보)

 1979 △ 기술용역업체 육성을 위한 건의-법률상 보호육성책, 업체 일괄발주, 정보지원 등

 
1980

 △ 기술용역육성법 규정 침해 시정 건의(한전 업무에 반영 조치)

  △ 기술용역육성지원 제도 개선 방안 건의

 

1981

 △  기술용역육성법 관련 사업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탄원(과학기술처 면세조치 회신)

  △ 기술용역육성법 부칙 개정 관련 기술사 자료 제출(부칙 개정)

  △ 기타 법제 관련-무자격자의 행위 규제 건의(미등기업자 영업행위 규제 조치)

 

1982

 △  내무부 지방감사에 따른 경지정리사업, 공사감리용역의 기술용역업체에 위탁발주 부당성에 대한 재심 청원

  △ 기술용역육성법 관련 기술인력 구성 완화 건의

  △  전문기술용역업의 기술사 대체 건의(관계부처에서 과학기술처 장관에게 요청토록 조치)

 

1983

 △ 기술용역육성법 관련 용역기술자 정의에 대한 의견 조치

  △ 제5차 5개년계획의 10억 이상 기술용역대상 사업 조사(협회에서 기본작업 실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 기술용역업체 포함 건의

 

1984

 △  기술용역 무등록업자의 근절 건의(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할 시에는 과기처장관의 등록증 사본을 첨부 확인해 교부토록 지시)
  △  국가기술자격법령 시행령 개정관련 건축설비 부문을 건축전기설비, 건축기계설비로 분리토록 건의(의견 반영)

  △ 기술용역육성법 관련 종합환경기술 부문 등 25개 전문분야 추가 건의

 

1985

 △  공사감독제도 개선방안 검토 의견서 제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대상으로 공사감독 업무에 대해 감사 

      관련 각종 문제점과 부조리를 도출, 공사감독제도 개선방안 제시

  △  건설부의 법령정비에 따라 불합리한 조항을 의견 취합 및 건의-해외 건설면허, 건설기술용역 육성방안 제시

 

1986

 △  조세특례제한 법령 관련 기술용역업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

      (당초 6개월 이상 근무자만 면제받았으나, 1986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으로 6개월 시한 삭제)

  △  건설부에 현행 신규 면허발급이 중지되어 있는 해외건설용역업 면허를 개방토록 건의(조치 회신 접수)

 
1987

 △ 기술용역육성법 개정에 따라 업계의 의견 취합 및 건의

  △  건설기술관리법상 부실공사 시공합리화 대책과 관련 입법추진에 대해 협회 반대의견 제출

 
1988

 △  해외건설용역법 면허신청에 관한 건의-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해 건설부에서 제한하고 있는 해외건설용역법 면허발급 요청

      (과학기술처가 희망사를 적격업체로 건설부에 추천)

 

1989

 △  예산회계법 개정안 관련 학술연구용역 등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당 및 국회 건의(개정·공포)

  △ 건설부의 건설업 면허 신규발급 시 기술용역업의 근무경력 인정 건의(반영)

  △  건설부의 감리 전문회사 등록기준과 관련 기술용역업체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등록 건의(반영)

 
1990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기술수출신고 대상에 10만 달러 이상 추진기관에 협회 포함)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조세감면 중소기업에 기술용역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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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용역업이 포함되도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개

정되었다.

1991년부터는 기술용역육성법이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으로 전면개정되는 데 앞서 협회의 의견이 법

령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였다. 의견서

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20여 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회

의에 참석, 협회의 의견을 설명하고 반영해 줄 것을 강

력히 요청했다. 1992년에는 순수기술경쟁 입찰제도와 

설계 시공일괄 입찰에 있어 시공업체와 동등한 참가자

격 부여를 건의, 이러한 건의사항들이 반영되는 성과

를 거뒀다.

엔지니어 교육 및 교재 개발 착수

협회는 1983년 6월 4일 정관 개정을 통해 ‘기술용

역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지도사업’

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1983년 9월 기술용역에 관한 

ADB 초청 세미나와 1985년 5월 기술용역 세미나를 

개최,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시행했다.

세미나가 중심이었던 교육 관련 사업은 1986년부

터 교재 개발에 착수하고, 연구용역을 수행함으로써 

건설업자를 위해 설치한 신용보증금고에 기술용역업

이 포함됨에 따라 신용거래 여하에 따라 무담보로 융

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소득 표준율이 약 50% 

인하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후로도 매년 국회 및 관계부처 건의서 제출 및 방

문을 통해 기술용역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도 개선

에 노력을 기울여 온 협회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법령의 현실화에 주력했다. 1981년 기술용역업

체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

해 줄 것을 탄원해 과학기술처로부터 면세 조치를 이

끌어 냈고, 1983년의 경우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

계획의 10억 이상 기술용역대상 사업 조사의 기본작업

을 협회가 맡기도 했다.

1984년에는 기술용역 무등록업자의 근절을 건의, 

사업자등록증 교부 시 과학기술처장관의 등록증 사본

을 첨부 확인하도록 규제가 강화되었다. 이어 1989년

에는 협회의 건의로 학술연구용역 등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이 개정되었으며, 건설부의 건

설업 면허신규발급 시 기술용역업의 근무경력이 인정

되고, 건설부의 감리 전문회사 등록기준과 관련기술

용역 업체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등록이 가

능해졌다. 또한 1990년에는 조세감면 중소기업에 기

 년도 사업 내용

 
1991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관련 협회의견 제출, 20여 회의 관계기관 회의 참석, 설명 및 건의-건설부문 등록제 유지 및 의무신

고제 등 건의

 

1992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관련 엔지니어링기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건의(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반영)
 

 △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순수기술경쟁 입찰제도 건의(기술과 가격의 분리입찰제도 신설 반영)

  △  대형공사에 관한 예산회계법특례규정 개정 관련 설계 시공일괄 입찰에 있어 시공업체와 동등한 참가자격 부여 건의(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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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사업으로 확장되어 갔다. 1986년 12월 엔

지니어링 기술연구를 위한 교재 개발(Project Man-

agement) 연구 사업을 과학기술처와 연구용역 계약

을 체결, 교육 계획을 수립했으며, Project Manage-

ment 교재 발간을 완료했다. 1987년에는 국제계약실

무를 발간한 데 이어 1988년 해외사업에 대한 Pro-

posal 작성기법 교재를 발간했다.

1989년부터 조사·연구 사업은 보다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1989년 기술용역 산업의 발전계획에 관한 

연구(1월~6월), 플랜트 엔지니어링 생산성 연구(5월

~12월), 기술인력 공동활용제도 연구(7월~12월) 등 

각 연구별로 집중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다.

다음해인 1990년에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연구보고

서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발간하고, 1991년에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해외진출 방안 연구보고서, CAE 

활용기법 교재를 개발·발간했다. 1992년의 경우 도

면관리 DB 구축, CAD 시스템을 이용한 도면관리 DB

화 교재를 발간하며 엔지니어링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교재 개발뿐 아니라 엔지니어들을 직접적으

로 교육하는 세미나도 정기적으로 개최했다. 1986년 

기술용역 세미나를 비롯해 1988년 엔지니어링 강습회

와 국제계약 실무교육, 1989년 Proposal 작성기법 세

미나와 엔지니어링산업 육성에 관한 세미나, 1990년 

엔지니어링 강습회, 1991년 환경기술 세미나, 1992년 

한·일 환경 세미나와 CAE 활용기법 교육 등 엔지니

어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이밖에 협회는 1981년 지질조사 표준품셈(제1호)을 

제정한 이후 매년 표준품셈 제·개정 연구에 착수하

며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1982년 지역 

및 도시계획, 철도차량검정 표준품셈을 제정한 데 이

어 1985년에는 토질 및 기초조사 제정과 철도차량검정 

표준품셈 개정이 이뤄졌다.

엔지니어링 관련 종합정보 제공

협회에서는 1974년 6월 5일 창립총회 이후 「협회 

소식」을 발간·배포함으로써 미가입자를 포함한 전 회

원을 대상으로 협회 및 업계 관련 사항을 전달해 왔

다. 과학기술처에서 각 기술용역 업무에 대한 제반공

시 사항을 협회 소식으로 회원에게 알리도록 함에 따

라 협회는 설립 당시 목적사업에 ‘협회지 및 기타 설

계 자료의 간행’을 명시하고 지속적으로 협회지 발간

을 추진했다.

「협회 소식」이라는 제호로 발간되어 오던 협회지

는 1980년 「한국 기술」

로 새롭게 창간, 협회

의 소식과 업계 동향, 

기술 정보를 전하는 정

기간행물로서 보다 체

계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협회는 1980

년 2월 22일 열린 정기

총회에서 ‘신기술의 보

급, 주무관청 및 기타 한국 기술 제1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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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기술자료와 기술개발, 조사연구 논문을 게재

해 기술용역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협회지 「

한국 기술」 및 부록 설계자료 발간을 의결했다.

「한국 기술」은 4×6배판 600면에 300부를 연 1회

씩 발간하기로 했으며, 1980년 7월 25일 제3차 이사

회 의결로 편집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편집위원으로

는 위원장에 이석우, 부위원장에 김사준, 위원으로 이

영수, 박종섭, 이임택, 박 융, 이승용, 이광일 등 8인

이 선임되었다.

이후 「한국 기술」 제1집은 1981년 7월 30일에 신국

판 208면에 1,000부가 비매품으로 발간되었다. 제1집

에는 FIDIC 총회, 기술협력과 계약 방법, 기술용역 수

출촉진방안 등의 연구 논문과 세계 엔지니어링업계의 

동향과 전망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후 1987년부터 「한국 기술」은 「엔지니어링」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협회의 소식을 집약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신뢰성을 갖춘 필진들의 기고를 통해 엔지니어링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엔지니어링업계의 대표 전

문지로 자리매김 했다. 

이외에도 협회는 기술용역업체 일람표, 건설용역지

침서, 해외진출 참고자료, 기술용역실적 총람, 정보서

비스, 각종 보고서 등 다양한 간행물을 발간했다.

FIDIC 회원국 가입 등 해외진출 지원 시동

협회는 설립 직후부터 기술용역업체의 해외수주, 

특히 플랜트의 해외진출에 역점을 두고 해외협력 사업

을 활발히 전개해 나갔다. 먼저 1976년 사우디아라비

아 동부지역 실업인단의 한국 방문 시 지원에 나선 데 

이어 1978년 일본 기계설계기술협력조사단과 상호협

력을 논의하면서 교류의 물꼬를 텄다.

특히 협회는 1981년 4월 6일 부설기구로 한

국산업기술협의회(KCCE)를 발족하고, 6월 10일 

FIDIC(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에 회원국 가

입 신청서를 제출, 1년 후인 1982년 6월 5일 FIDIC 총

회 승인으로 회원국 가입을 완료했다.

FIDIC 싱가포르 총회(1982년 6월)

FIDIC 스위스 총회(198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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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에 가입한 후부터 협회는 매년 총회에 참가

해 회원국들과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기술정보를 교환

하며 국내 엔지니어링업체들의 해외진출 길을 닦아 나

갔다. 특히 FIDIC 회원국인 일본, 동남아지역 국가들

과 접촉해 해외시장에서 국내 엔지니어링업체들의 업

무 수행사항과 기술진의 국제적인 능력을 소개하며 적 국제 비파괴검사회의(1992년 10월 12일, 일본)

엔지니어링 국제 민간기구 FIDIC

FIDIC(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은 1913년에 유럽 내 3개 

국가의 엔지니어링협회를 회원으로 설립된 국제 민간기구

다. 엔지니어링 분야의 국가 간 공동의 이익, 컨설팅엔지

니어의 국제적 위상 제고, 환경보존적 개발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윤리의식 및 전문지식의 유지, 정보교환, 회원 및 국제금융

기관 대표들과의 공통관심사 논의, 개발도상국의 엔지니어

링산업 발전 등을 위해 각종 세미나, 국제회의, 기타 이벤트

를 주관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부패 척결 운동을 범세계

적으로 전개하며,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자의 윤리적 업무 수

행을 강조해 왔다. 

특히 FIDIC의 국제표준계약조건이 국제금융기관(MDB)을 비

롯한 공공조달 시장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을 정도로, 글로

벌 엔지니어링산업의 목표와 표준을 제시한다. 스위스 제네

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2014년 현재 97개국이 회원국으

로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기술용역협회가 부설기구로 한국산업기술

협의회를 창설해 1982년 FIDIC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년도	 내용

 1976 △  사우디아라비아 도우지역 실업인단 한국 방문 지원

 1978 △ 일본 기계설계기술협력조사단 협회 방문

 1979 △  컨설턴트엔지니어 임무에 관한 세미나 참가(필리핀) 

 
1980

 △ FIDIC 총회 참가(미국)

  △ 엔지니어링 디자인 국제대회 참가(이탈리아) 

 
1981

 △  엔지니어링 국제대회-엔지니어링 디자인 적격자 3인 추천

  △ 일본 해외협력기금에 등록 예비조사 및 알선

 

 

△ FIDIC 발간 간행물 정보 요청 및 업계 제공

 1982 △ FIDIC 총회에서 회원국으로 의결(싱가포르)

  △  아시아 개발은행 관련 자료 10종 입수 및 업계 제공

 

1984

 △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세미나 참가

  △ FIDIC 총회 참가(브라질)

  △ IBRD세미나 개최

 
1985

 △ FIDIC 총회 참가(오스트리아)

  △일본엔지니어링진흥협회(ENAA)  심포지엄 참가

 
1986

 △ FIDIC 총회 참가(뉴질랜드)

  △ 일본엔지니어링 심포지엄 참가

 

1988

 △ ASPAC 참가(홍콩)

  △  일본엔지니어링진흥협회 창립 15주년 기념식 참가 

및 일본엔지니어링 심포지엄 참가

 1989 △ 국제플랜트 심포지엄 참가

 
1990

 △ FIDIC 총회 참가(노르웨이)

  △ 일본 ENAA심포지엄 참가

 

1991

 △ FIDIC 총회 참가(일본)

  △ FACE(아세아기술용역연맹) 총회 참가

  △ ENAA 심포지엄 참가

 

1992

 △ 쿠웨이트 컨설턴트 등록

  △ ASPAC 연례회의

  △ FIDIC 총회 참가(스페인)

  △ ENAA 심포지엄 참가

해외협력 사업 주요 실적(1976년~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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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지속성장의 토대를 다지다 

부문회 설치로 전문분야별 경쟁력 확보

협회는 정관 제3장 제15조에 의거, 설립 직후인 

1974년 12월 6일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건설부문회

를 설치했다. 이후 1979년 4월 7일 이사회 의결에 의

해 총 5개 부문회 설치와 함께 부문회 규정이 제정되었

다. 제1부문회는 9개 업체로 구성된 플랜트 엔지니어

링, 제2부문회는 38개 업체의 건설, 제3부문회는 20

개 업체의 지질·광업, 제4부문회는 22개 업체의 전

기·전자통신·정보 관리, 제5부문회는 22개 업체의 

선박·기계·건축설비·생산관리부문회였다.

1981년 4월 6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협회의 부설기구

로 한국산업기술협의회(KCCE) 설치를 의결했다. 협의

회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기술적 발전과 연관성을 갖는 

분야를 협의체로 구성함으로써 엔지니어링 발전은 물

론 국제기구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극적으로 지원사격에 나섰다.

또한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을 현지답사

하며 협회 회원사를 소개하고 캐나다와 미국의 컨설턴

트 업체와 면담하는 등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

해 심혈을 기울였다. 이뿐 아니라 해외 세미나, 국제

대회 등에 참가하며 해외 관련기관과 유대관계를 지

속적으로 이어가고 세계 각국과의 교류를 점차 확대

해 나갔다.

협회는 이처럼 국내 엔지니어링업체들이 해외라는 

거대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엔

지니어링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

련했다.

산업설비 기술부문 세미나(1986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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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협의회 발족과 함께 규칙을 제정하고, 역할

을 ① 협회에 대한 자문 및 건의 ② 협의회의 공동과

제 해결 및 이를 위한 대정부 건의 ③ 기술정보의 교환 

및 기술지 발간 ④ 기술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⑤ 기

타 부대사업으로 규정했다. 특히 협의회가 FIDIC 국

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협회 정관을 개정함으로써 

기술진흥을 위한 해외협력 활동에 국내 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이후 1985년 전기통신기술·비파괴기술부문회를 

설치한 데 이어 1986년에는 농어업토목기술·기계

설비·환경기술·토질 및 기초기술·지질기술부문회

를, 1989년에는 건축전기설비부문회를 설치했다. 한

편, 협회는 정관 제39조에 의거, 협회의 효율적인 업

무 수행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다. 먼

저 1979년 12월 14일 이사회 의결에 의해 기술용역자

율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984년 4월 13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특별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 조직 구성이 

승인된 데 이어 1985년에는 산업설비위원회를, 1987

년에는 특별위원회·기술용역품셈심의위원회를 구성

했다.

또한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별 회원사들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부 설치를 추진했다. 

1980년 3월 31일 회장단에 의해 계획이 수립되었으

며, 설치 기준을 회원의 분포 상황에 따라 1·2부로 구

성하도록 했다. 지방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같은 

해 4월 9일 이사회 의결에 따라 관할지역이 경상남·

북도 및 부산직할시인 제1지부와 전라남·북도가 관

할지역인 제2지부를 설치했다. 8월 8일에는 제2지부, 

8월 9일에는 제1지부의 현판식을 가졌다. 이후 1989

년 11월 22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경기지부 설치를 의

결했다.

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협회 최초의 정관은 사단법인 한국기술용역협회의 

발기인 17인 중 정관 기초 소위원회 5인이 1974년 5

월 3일 성안했다. 같은 

해 6월 3일 제3차 발기

인총회의 심의를 거쳐 6

월 5일 개최된 창립총회

에서 정관을 의결했으

며, 8월 6일 과학기술처

의 승인을 거쳐 제정되

었다. 전문 8장 40조와 

1개 부칙으로 구성된 최

초의 정관에는 설립목
한국기술용역협회 최초의 정관 

관개배수・농지조성 세미나(1988년 10월 18~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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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사회 의결에 의해 직제규정 외 10개 규정을 제정

하고, 건설부문회 등 5개 부문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했

다. 이어 1981년 12월 24일에는 기술심의지도위원회 

규정을, 1982년 2월 2일에는 자율조정위원회 규정 등

을 연달아 제정하는 등 제규정의 제정과 정비 과정은 

협회 발전의 발자취와 함께 변천해 왔다.

1984년 11월 23일 이사회에서는 규정 중 중복된 규

정을 체계화하기 위해 회계계약규정, 금전회계처리규

정, 물품취급 및 관리규정을 병합, 예산회계규정으로 

제정했으며, 부문회의 병합 결성을 16개 기술 부문으

로 확산하기 위해 5개 부문회 규정을 폐지하고 기술 

부문회 규정을 개정했다. 이어 1986년에는 기술용역 

표준품셈 관리규정, 지부설치운영규정을 제정하는 등 

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규정의 제정과 정비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회관 건립 기금 조성 추진

1970년대 후반, 고도화된 기술용역의 필요성이 강

조됨에 따라 기술용역업체 및 기술용역업 종사자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핵심장치로 한국기술용역

협회 회관의 건립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기술용역 산업을 기술집약적 두뇌산업으로 성장시

키기 위해, 우수한 신제품·신공정기술 개발을 지원하

기 위해서는 협회의 역할과 더불어 구심점이 될 수 있

는 회관이 반드시 필요했다.

회관 건립이 절실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협회는 

적, 사업내용, 회원의 자격과 권리, 의무, 총회와 이

사회 규정 등 민법상 공법인으로서의 절대적 기재사

항이 명시되었다.

이후 협회의 정관은 법령 및 환경변화, 회원사의 권

익보호, 협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관련제도의 개

선,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1981년 4월 6일에는 FIDIC 회원국 단체 규정화, 

1983년 6월 4일에는 기술용역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

한 교육훈련 및 지도사업 추가, 1986년 3월 20일에는 

기술용역대가의 제정 및 기술용역에 관한 사실 증명과 

확인사업 추가, 1988년 6월 9일에는 기술용역업체의 

추천업무, 적산자료 발간사업, 공사비 계산 업무 및 회

원 공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업무 추가 등을 규

정하는 정관 개정이 시행되었다.

한편, 1976년 10월 18일 과학기술처로부터 협회가 

특수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협회의 내실 있는 운용을 

위해 제규정 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1978년 8월 25

제15회 정기총회(1989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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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협회는 1980년 2월 20일 기술용역 윤리요강을 제정함으로써 기술용역업 종사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공동의 이념과 행동 기준을 명문화했다. 윤리요강 제정을 위해 1979년 제5차 이사회 소위

원회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1980년 1월 18일 제1차 임원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20일 열린 이사회

에서 의결, 제정을 완료했다.

기술용역 윤리요강은 기술의 개발과 기술의 축적, 품위유지, 기술용역의 독립성, 적정보수 등 총 4장으

로 구성되었으며, 고도기술산업의 지속 성장과 기술용역업 종사자 간 상호존중에 대한 결의를 담았다.

기술용역 윤리요강

국가 발전에 미치는 기술산업의 역할과 중요성에 비추어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자의 행동지침이 될 

윤리요강을 제정하고 이를 지킴으로써 조국에 이바지 할 것을 우리의 이념으로 삼는다.

제1장 기술의 개발과 축적

우리는 고도기술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신기술의 개발 연구 및 기술축적에 전력을 경주한다.

제2장 품위유지

우리는 기술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신의성실로 사회에 봉사한다.

우리는 법률과 공동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동업자간의 신의를 지키고 상호 존

중한다.

제3장 기술용역의 독립성

우리는 독립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상의 상거래나 상업적 활동과 관계를 맺지 아니한다. 

우리는 모든 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엄정 중립을 지키고 제3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끼

치지 아니하며 업무에 관계된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제4장 적정보수

우리는 기술의 향상과 사업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정한 기술보수료를 받을 것이며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수주한다.

기술용역업 종사자의 행동지침, 기술용역 윤리요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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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11월 16일 열린 이사회에서 협회의 연합체 구

성을 위한 컨설턴트타운을 건립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어 1979년 3월 17일 정기총회에서 주요 사업으로 회

관 건립 추진사업을 의결하고 1억 원 이상 기금을 조

성, 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같은 해 4월 7일 열린 이

사회에서는 각 업계 대표자로 추진위원 13명을 내정

하고, 건립 계획 수립과 대안을 마련하도록 의결했다. 

당시 내정된 위원장으로는 전민제 회장(제4대-제6대) 

외 12인이었다. 이어 1979년 5월에는 회관 건립 계획

안이 마련되었으며, 11월에는 건립안(1980년 3월 부지 

대금 기반조성금 유치에 의해 대지를 마련하고 1981년

에 완공한다)이 확정되었다.

협회 회관의 주요 기능은 ① 선진 외국 기술의 도입

과 활용 지원을 위한 종합기술 감리공단으로서의 기능 

② 기술용역 기술의 제공과 육성 지원을 위한 교육장

과 연수원으로서의 기능 ③ 기술정보 및 자료 제공을 

위한 기술 부문 정보의 은행창구로서의 기능 ④ 기술

용역의 총괄적인 협동센터로서의 협동화 도모 ⑤ 기술

용역 산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협회의 목적 달

성을 위한 조직기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기술

용역산업 발전 도모 기능 등이다.

다음해인 1980년 2월 22일 정기총회에서는 회관 

건립 대지확보 방안과 수반되는 조치사항을 승인하고, 

1980년도 특별회계를 신설했다. 또한 협회는 ‘부지대

금은 투자형식을 취하되 업체 단위로 3년 간 계약고 

실적을 좌수풀이해 1좌당 5만 원으로 의무주로 해 조

성한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1981년 부터 회관 건립 적립금이 조성되

기 시작해 매년 적립되었다. 적립금은 1981년에 976만 

9,959원이 적립된 이래 매년 조성되어 1995년에는 회

관 건립 재원으로 보증금 7억 2,240만 7,000원을 포

함해 26억 원이었으며, 장기운영 자금 36억 원을 포함

해 총 62억 원이 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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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숙원사업으로 공제조합 설립 추진

한국기술용역협회가 설립 당시부터 숙원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 중에 하나는 바로 기술용역 업계를 금

융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제조합의 설

립이었다. 협회는 1973년 3월 5일 열린 발기인총회 당

시 주요 역점사업으로 공제조합 설립을 채택할 만큼 

기술용역 업계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금

융지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술용역 산업이 우리나라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었지만 산업특성상 뒤따라

야 하는 보증과 융자 등 금융지원은 제자리걸음이었

다. 일부 대규모 플랜트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엔지

니어링업체들은 규모나 자금력에서 영세했고, 기술적

인 측면에서도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업계의 성장과 해

외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업계의 금융지원에 대한 목마름은 더해져 갔

고, 정부를 향해 실질적인 금융지원 정책을 요구했으

나 정부는 세수의 부족을 이유로 업계의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업계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협회가 공제조합 설립을 목표로 직접 움직이기 시작

했다. 공제조합은 협회가 설립된 이후 1978년과 1981

년 두 차례에 걸친 기술용역육성법 개정과 국내외 정

세에 따른 환경변화로 추진이 지연되다가 1983년부터 

본격화되었다.

먼저 1983년 1월 6일과 2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업

체 자체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7월 5일 과학기술처 

주관으로 업체와 정부 간의 공식적인 간담회를 개최, 

기술용역 업체의 조합설립운영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

다. 같은 해 12월에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보증 및 

금융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기술용역공제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발기인 명단

 직위 성명 직위  소속 비고

 위원장 양승택 대표이사 한국통신기술(주) 통신

 부위원장 이상수 대표이사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종합건설, 건축설비

 

위원

 김사준 대표이사 (주)대주종합기술단 기계

  남정현 대표이사 (주)대우엔지니어링 산업공장, 종합환경

  송병남 대표이사 (주)유니온시스템 정보처리

  이경우 대표이사 (주)한국검사개발 원자력이용

  진수웅 대표이사 (주)한자엔지니어링 광업

  최상홍 대표이사 한일기술연구소 건축설비

  배정린 전무이사 한국기술용역협회 당연직 위원

 간사 고희선 부장 한국기술용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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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업계 간담회, 과학기술처와 업계의 간담회, 

기술용역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

과 자료를 기반으로 1984년 9월 6일, 공제조합설립추

진계획(안)을 작성했다. 이 계획은 현재 엔지니어링공

제조합 설립의 이론적 토대 및 이념의 근간이 되었다. 

설립추진계획에는 설립목적, 목표, 방법, 사업 추진 등

의 기본계획과 세부계획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같은 

해 9월 30일에는 공제조합 설립의 배경 설명서(업계

의 현황, 설립 추진, 기타 효과)가, 10월 10일에는 공

제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규정이 마련되면서 설립은 더

욱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1984년 작성한 추진계획의 검토와 보완을 거쳐 

1985년 협회는 공제조합의 기본계획을 완성했다. 하

지만 토대를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 설립은 

정부의 협조를 얻지 못해 더 이상 가시적인 성과를 보

지 못한 채 정체기를 겪게 되었다.

설립 추진이 다시 활기를 띄기 시작한 것은 1988년

에 이르러서였다. 협회는 1988년 6월 공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업무를 정관에 명시하고, 11월 16일 이

사회에서 설립추진위원회 운영(안) 승인과 함께 위원

회 구성을 의결했다. 이어 1989년 1월 12일에는 협회 

회장단의 선임으로 총 10명의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업무분장, 관리부 신설,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설립추진위원회 조직 보고 

공문을 발송하는 등 관련 행정조치를 마쳤다.

이후 공제조합의 설립은 급물살을 탔다. 1989년 5

월 8일 협회에서 위원 9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

의를 개최하고, 이후 총 3차례의 이사회에서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현안을 심의했다. 그 결과 설립추진위원

회는 기술용역공제조합 설립추진계획(안), 사업계획

(안), 정관(안), 발기취지(안)를 확정했다. 같은 해 8월 

30일 열린 제3차 위원회에서는 발기인총회의준비단계

로 발기인 조합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발기인 조합규약

(안)을 의결했다.

또한 공제조합 설립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

기 위해 발기인 23인이 사전 출자금액으로 1억 970만 

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발기인이 납부한 출자금은 조

합 설립 후 출자증권으로 보전하도록 했다.

이로써 모든 준비를 마친 설립추진위원회는 1989

년 9월 8일 강남 라마다 르네상스호텔 사파이어룸에

서 기술용역공제조합 발기인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

회에서는 정관(안), 사업계획(안), 조합원의 출자범위 

및 모집 시기, 창업비 및 개업비, 창립총회 일정 등 5

개 의안을 의결했다.

기술용역공제조합 공식 출범

1989년 11월 24일 건설회관 2층 회의실에서 기술

용역공제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협회가 설립 당시

부터 기본목표 사업의 일환으로 선정하고 추진해 온 

숙원을 15여년 만에 이루게 된 순간이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총 72명의 조합원 중 61명의 조

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제조합이 설립되기까지의 경

과보고, 추진경위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경과보

고와 함께 임원 선임에 들어가 초대이사장에 한국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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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협회 김형주 회장(제7대·제8대)을, 감사에 ㈜한

자엔지니어링 진수웅 대표를 선임했으며, 이사의 선임

은 이사장에게 위임했다.

창립총회를 마친 기술용역공제조합은 같은 해 11월 

30일 과학기술처에 공제조합의 법적 조치 마련을 위

한 건의문을 제출하고, 1990년 1월 3일 설립허가신청

서를 제출, 법적인 뒷받침을 조속히 마련하고자 했다. 

초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인과 간사 1인의 승인신

청도 함께 요청했다. 1월 15일에는 협회 전무이사가 과

학기술처 국장과 면담을 하고, 2월 26일에는 법제처 

법제관과 의견을 교환하는 등 공제조합의 설립허가를 

얻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하지만 협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0년 

3월 20일 과학기술처는 설립신청서를 반려했다. 심

의 결과 조합의 목적사업이 영리사업을 주로 하고 있

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학술, 종교, 자선, 기

예, 사교 등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

로는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협회는 법

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협의를 거쳐 설립허가를 

재신청하기로 했다.

법제처에서는 단체로 설립하려면 사업 중 영리 성

격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수정해 설립 허가를 

얻고, 비영리법인이라 해도 영리사업이 가능하다는 답

변을 내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협회는 1990년 3월 10

일 과학기술처 기술제도담당관과 향후 추진대책에 대

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공제조합의 발기취지문과 

정관, 사업추진계획 예산서에 비영리법인의 성격이 담

기술용역공제조합 창립총회(1989년 11월 24일)

- 서기 1989년 11월 24일 기술용역공제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수

창립총회 경과보고 주요 내용

1.  조합이 발행할 출자증권의 총수는 3만 좌로 하고, 1좌의 금

액은 10만 원, 정관상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하는 본 

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기획했다.

2.  본인 등은 한국통신기술(주) 대표이사 양승택을 발기인 대

표로 선임하고, 조합이 설립하기까지 필요한 사항에 있어 

대표하기로 했다.

3.  출자증권의 청약은 1989년 9월 18일부터 1989년 11월 15

일까지 제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중

앙 상호신용금고에 예금주 기술용역공제조합으로 구좌를 

개설, 3차에 나누어 출자를 받았는 바, 동년 11월 15일까지 

총 출자좌는 5,235좌로 납입금은 위 은행에서 발행한 잔

액 증명서에 의해 납입금을 확증한다.

4.  본 조합은 현물출자를 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기타 법원

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을 할 사유를 정관에 정한 바 없으

므로 하등 절차를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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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엔지니어링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다

긴 사업목적을 전환, 수정해 1990년 3월 21일 과학기

술처에 설립승인을 재신청했다.

이에 대해 1990년 3월 31일 과학기술처는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해 조합설립을 허가하고 그 사실을 

조합에 통보(기제 16331-3127)했다. 이로써 1974년 

협회 창립 시부터 목표사업으로 채택, 추진해 온 ‘기

술용역공제조합’이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조합의 출

범은 기술용역업의 육성과 기업 경영의 전반적인 개

선을 도모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이자 업계의 오랜 숙

원이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으로 확대 개편

오랜 산고 끝에 탄생한 기술용역공제조합은 설립된 

지 약 3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

이하게 되었다. 1992년 11월 25일 엔지니어링기술진

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합은 특수법인으로 법적 지위

기술용역공제조합 현판식(1990년 4월 19일)

기술용역공제조합 설립목적과 사업내용

•설립목적

정관 제1장 총칙 제2조에 조합의 설립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

정하고 있다.

제2조(목적): 조합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

자 및 기자재의 구매, 알선 등을 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

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 기술용역업의 건

전한 육성과 조합원의 기술용역 수행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내용

정관 제7장 제49조(사업)에서는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임무 및 기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기술용역 수행과 관련 있는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

보수보증, 손해배상보증, 지급보증, 차액보증, 하도급

이행보증 등 제반 이행보증

    2. 해외용역수주시 주거래은행 설정에 관련된 보증업무

    3. 수주 받은 기술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4. 기술용역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의 할인

    5. 기술용역 수행에 필요한 관련 기자재의 구매 알선

    6.  기술용역에 관련한 기술의 개선, 향상 및 교육에 관

한 사업

    7.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8.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9.  제1호 내지 제8호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조합의 목적 달

성에 필요한 사업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외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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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조합원 수가 급속히 증가했을 뿐 아니라 출자금

액도 크게 증가했다. 이후 조합은 다양한 상품 개발, 

금융권과의 업무 제휴, 사업 다각화 등을 추진하면서 

조합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

을 경주했다. 그 결과 출범 당시 72개사에 불과했던 조

합은 2014년 10월말 현재 2,300여 조합원사와 4,500

억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초우량 보증기관으로 성

장했다.

한편, 엔지니어링공제조합으로의 전환 이후 업무

가 증가하고 인원이 증원되면서 사무공간의 확충이 매

우 시급한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사무공간 확충

을 위해 독립된 엔지니어링회관 건립을 적극 추진했

고, 그 결과 1996년 9월 6일 상량식에 이어 1997년 2

월 25일 엔지니어링회관(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74-

14)을 완공, 2014년 현재까지 이 회관을 터전으로 삼

고 있다.

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기술용역공제조합은 ‘엔지

니어링공제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1993년 5월 26

일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출범식을 거행한 데 이어 7월 

6일 설립등기를 마치고, 최초 출자금 33억 2,540만 원

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이로써 조합은 기술용역공제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조합원사에 대한 보증을 은행 위탁발급의 형태로 시행

하던 체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라는 명칭 하에 통합적인 지위를 보장받게 되었다.

특히 엔지니어링공제조합으로 전환되면서 변경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

행령 제3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대상 등)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기준)

에 명시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준이 새로 규정되

었다는 것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엔지

니어링업체들은 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를 하도록 규

정, 엔지니어링사업자들이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증권

의 형태로 보관하도록 했다. 조합 출자가 의무화됨으

엔지니어링회관 준공식(1997년 4월 3일)





제1장 엔지니어링 강국을 향한 도전

제2장 외환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다 

제3장 변화를 넘어 성장하다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글로벌 시대에 뛰어들다
(1993~2009)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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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강국을 향한 도전
제1장

1절.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기술 진흥

외환위기에 해외시장 개척 적극 나서

1997년 말부터 기업 부문의 부채가 급증하고 대

내·외의 충격으로 심각한 외환부족과 금융경색으로 

인해 불황 국면으로 진입했다. 결국 외환위기가 걷잡

을 수 없이 확산되어 우리 경제는 IMF(국제통화기금) 

관리 체제로 접어들면서 일찍이 겪지 못했던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이했다. 1998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6.7%까지 하락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극도로 재무구

조가 취약해졌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IMF 체제에서 

생존전략으로 단행된 기업 간의 합병 등으로 7%를 상

회하는 실업자가 속출하는 등 진통과 여파는 냉엄한 

현실로 다가왔다. 이때 우리 경제의 최우선 과제는 위

기를 극복하고 국가 사회의 틀을 재정립하는 데 집중

됐다.

언제 외환위기가 다시 생겨날지 모를 위기감이 지

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금융·기업·노동 시장·공공 

부문의 4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구조조정을 통

해 기업과 산업, 경제의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

여 고비용·저효율 구조로부터 저비용·고효율 구조

로 바꾸는 과정이었다.

적극적인 마케팅과 동남아시아의 고도성장을 바탕

으로 빠른 신장세를 보이던 우리나라의 플랜트 산업은 

65억 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던 1997년 이후 아시

아를 중심으로 한 경제위기의 여파로 수출이 잠시 격

감했다가 2001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수주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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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지원시책 강구, 정부 등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 추진, 핵심기술 개발지원, 한국엔지니어링진흥

협회, 공제조합 설립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엔지니어링이란 명칭으로 정책을 수립한 것

은 1992년 기술용역육성법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으로 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정부는 1993년 7월 2일 신경제5개년계획

(1993년~1997년)을 수립하면서 기술개발전략 부문

에 엔지니어링 기술개발사업을 포함시켰다. 이 계획은 

재정·금융·행정규제·경제 의식 등 4대 개혁과제와 

성장 잠재력 강화·국제시장 기반 확충·국민 생활여

건 개선 등 경제시책 3대 중점과제를 골자로 했다. 

이 신경제5개년계획에 따라 1995년에 핵심엔지니

어링기술진흥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 4월에 과학기술

부,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제안하고, 제11회 종합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확

정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엔지니어링산업 기술육성정

책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

두 번째 정책은 과학기술부가 수립한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1997년~2002년)에 엔지니어링기술진흥계

획이 포함되었다. 이 계획에서는 2002년까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요 산업설비와 사회간접자

본의 엔지니어링 기술을 자립하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2002년까지 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

했다. 또한, 중점추진과제로는 핵심공정 및 공법기술 

개발, 기본설계기술 개발, 컴퓨터통합설계 및 설계고

도화기술 개발, 종합사업관리기술 개발, 감리 및 시험

평가 기술 개발, 플랜트 패키지화 기술 개발, 엔지니어

플랜트 수출 현황은 1990년대 중반까지 아시아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60~70%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집중현상이 일어났다. 이는 아시아 지역의 경기 동향

에 따라 플랜트 수출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

출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실제로 아시아 

지역의 경기침체가 심화된 1998년의 플랜트 수출은 전

년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경제위기 이후 아시아의 비중이 1997년 50.1%에서 

2001년 25.3%로 감소했다. 그 대신 중동이 4.9%에서 

34.8%로, 아프리카가 4.9%에서 18.1%로 급증했으며, 

미주 지역이 12.1%에서 16.8%로 증가했다. 이러한 시

장변화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 위주의 수출에서 다

양한 대체시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점, 그

리고 선진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수출경쟁력이 떨어진

다는 점 등을 시사했다.

엔지니어링 육성 정책의 변화

1980년대 후반부터 불어 닥친 서비스산업의 국제

적인 개방화, 국제화 추세와 함께 엔지니어링산업도 

해외시장에서 선진 기업들과의 경쟁이 격화되는 한편, 

국내시장도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정부의 보호막이 계

속 풀리는 등 기업의 경영환경이 급변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양적 육성에 치중했던 정책방

향을 바꾸어 엔지니어링 시장에도 자율경쟁을 통한 업

계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1993년 기술용역

육성법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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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기술 정보유통체계(CALS) 구축,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제도 강화 등 8개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계획은 중점추진 과제의 대부분이 기술개발 

과제로 한정되어 전반적인 제도개선에는 미흡했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엔지니어링 진흥에 관한 

중장기계획은 개별 과제 위주로 부분적으로 시행되어 

종합적인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대두되었다. 

이어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마련된 과학

기술기본계획(2002년~2006년)에서는 민간 기술개

발 지원제도의 일부분으로서 가칭 한국엔지니어링기

술진흥센터 설립, 엔지니어링 핵심기술 사업지원 확

대 등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확충계획

이 일부 다루어졌다. 그러나 이 계획은 2002년에 엔

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2003년에 다시 수

립되었다.

세 번째 정책으로 2003년에 수립한 제1차 엔지니

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2003년~2007년)은 엔지니어

링업계 처음으로 수립된 기술진흥을 위한 5개년 마

스터플랜이었다. 계획·확정 단계에서 설명회를 통해 

산·학·연 관계 전문가와 업체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을 거쳐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환경

부, 정보통신부 등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 계획은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두뇌산업인 엔지니

어링 분야를 육성하여 대외경쟁력 향상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비전으로 하고, 2007년까지 선진국 대비 90%

까지 기술 수준을 제고하고, 세계 엔지니어링 시장 점

유율을 3%로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육성 관리, 엔

지니어링 기술혁신을 위한 R&D 활성화, 엔지니어링 

정보유통 체계 구축, 법・제도 및 인프라 정비, 해외

시장 진출 및 시장 개척 지원 등 5대 중점추진 과제를 

채택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은 기술 관련 사항을 

독립적으로 다루고, 엔지니어링 기술진흥을 위한 시

책, 연구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실용화 촉진,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지원 등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각종 시책의 종합적인 과제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었다.

네 번째 정책은 2007년에 수립한 2차 엔지니어링

기술진흥기본계획(2008년~2012년)이다.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은 엔지니어링 진흥시책으로 매 5년마다 기

본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거

해 2003년부터 시작한 1차 엔지니어링 기술진흥기본

계획의 종료에 따라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안) 설명회(2003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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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ENR(Engineering News Record)에 따르면, 세계 엔지니어링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2003년 0.16%에서 2006년 1.6%로 확대되었다. 

둘째,  엔지니어링 기술 수준이 점차 향상되었으나,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했다. 계획 및 타당성 조

사 부문은 2002년 63%에서 2004년 70%가 되었고, 설계 부문은 2002년 70%에서 2004년 72%

로 다소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엔지니어링산업의 중요성에 비해 투자가 저조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에서 설계한 투

자계획 대비 실적은 39.7%(113.03억 원)였으며, 엔지니어링 연구개발 예산의 비중은 정부 연구개

발 예산의 0.02% 정도였다. 

넷째,  전문교육 프로그램 추진 및 인턴십제도 도입 등 인력 양성과 활용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 전문

인력 양성은 2004년 594명에서 2006년 1,137명으로 늘어났으며, 기술인력은 2003년 4만 6,152

명에서 2006년 5만 9,498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은 충분하

지 않았다. 

1차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2003년~2007년)의 성과

 중점분야 추진과제 1차 계획 투자

전문인력 육성 관리

1-1. 엔지니어링 전문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대학교육의 강화

1-2. 우수인력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확충

1-3. 엔지니어링 기술인력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1-4. 고급 기술자의 효과적인 수급체계 확립 및 고용 확대

4,306(1,753)

해외시장 진출 및 

시장 개척 지원

5-1. 해외진출 확장·촉진을 위한 지원제도의 확충

5-2. 국제 컨소시엄 및 전략적 제휴에 참여지원

5-3. 해외시장정보의 체계적인 조사·분석 및 운영

5-4. 전문인력의 해외파견사업 및 국제교류 확대

2,354(1,071)

엔지니어링 

기술혁신을 통한 

R&D 활성화

2-1. 정부 R&D 투자 확대 및 핵심기술의 개발

2-2. 효율적인 연구기획·관리시스템의 구축

2-3. 민간부문의 R&D 투자 확대 유도

3,265(30)

엔지니어링

정보유통 체계 구축

3-1. 엔지니어링 종합정보망 구축

3-2. 엔지니어링 사이버 교육시스템 구축

3-3. 엔지니어링사업의 e-Business 지원

1,378(2)

법·제도 및 인프라 정비

4-1. 기술능력 중심으로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제도 개선

4-2. 엔지니어링사업관련 법규·기준 및 산업구조 정비

4-3. 엔지니어링진흥센터 육성 발전

(833)

1차 기본계획 추진과제에 대한 투자실적
(단위: 백만원)

11,303(3,689)※ 주: ( )는 민간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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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은 3만 달러 시대의 주요 성장동력이 될 엔

지니어링 서비스산업의 세계 7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5대 중점추진 전략과 

13개 세부과제를 두었다. 5대 중점추진 전략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지원, 글로벌 환경 

대응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 정비, 현장 수요 맞춤

형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  R&D 투자 확대를 통

한 미래 원천 기술 확보,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 인프라 

확산 등 다섯 가지였다. 

이밖에도 2005년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을 수립하면서 6대 정책목표 중 엔지니어링산업 육성

을 포함했으며, 건설교통부는 5개년 해외건설진흥계

획을 발표하면서 엔지니어링 분야 경쟁력 제고를 포

함했다.

3만 달러 시대 주력 성장동력으로 엔지니어링 서비스산업 육성

- 엔지니어링 세계 7대 강국 진입-
비전

 세계 엔지니어링 시장 점유율 향상 1.6% 3.0%

 주력 분야 기술수준 제고(선진국 대비) 70% 80%

 글로벌 수준의 법·제도적 사업 환경 구축 국내시장 글로벌 수준

 국제수준 인력 양성 활용 미흡 국제간 상호교류

 엔지니어링 인프라 고도화 센터 육성 HUB 구축

’06년 ’12년
목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시장개척 지원

현장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환경대응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 정비

R&D 투자 확대를 통한 

미래 원천기술 확보

엔지니어링 기술진흥 

인프라 혁신

추진전략

2차 엔지니어링 기술진흥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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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글로벌 엔지니어링 시대의 개막,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협회 명칭 변경과 사업 재정립 

1992년 11월 25일, 기술용역육성법이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으로 전면개정(법률 4501호)됨에 따라 기

술용역은 엔지니어링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재정립

되었고, 이로써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산업은 일대 전환

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법 개정의 핵심은 선진국의 시

장개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최

소화함으로써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법 개정과 함께 한국기술용역협회는 출범 19여 년 

만인 1993년 7월 23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 명

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태어났다. 한국엔지니어링진흥

협회로의 출범은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원대한 포부를 담고 있었다. 한국기술용

역협회가 국내에 엔지니어링이 싹 틔울 수 있는 뿌리

가 되었다면,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는 엔지니어링

의 중흥기를 이끄는 탄탄한 줄기로서 그 몫을 다했다

고 할 수 있다. 

명칭의 변경과 함께 협회의 사업 역시 새롭게 정립

되었다. 앞서 1993년 5월 26일, 엔지니어링기술진흥

법 시행에 따라 엔지니어링업체의 설립이 1년에 2회 

과학기술처로부터 사업자 등록을 받던 등록제에서 신

고제로 변경되었다. 또한 외국기술용역 도입이 승인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합리적 개정을 위한 협회의 노력

정부가 기술용역육성법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안을 입법예고(1991년 5월 18일)하며 엔지니어링산

업의 지각변동을 예고하자 당시 업계에는 커다란 반향이 일

었다. 개정안에는 엔지니어링업체 설립을 등록제에서 신고제

로 변경하고, 신고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어 시행될 경우 사실상 엔지니어링업계의 참여 자유화를 의

미하기 때문이었다. 이외에도 업계의 판도를 변화시킬 만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업체들의 우려는 클 수밖

에 없었다. 이에 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 이를 반영시

키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먼저 입법예고 직후인 1991년 6월 8일 회원 268개사가 집결

한 가운데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입법예고(안) 반대 서명운동 전개 및 관련기관 건의문 제출, 

현행 기술용역육성법을 보완하는 개정(안) 추진 건의를 의결

했다. 제도 완화로 인한 신규업체의 엔지니어링 시장 진출로 

과당경쟁을 야기하고, 그 결과 엔지니어링산업의 질적 저하

와 기업존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회원사

들의 중론이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6월 22일 협회는 전면개정 반대, 등록제 

유지 등의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관련부처에 제출했다. 이

후 20여 회의 관련기관 회의 참석, 설명 및 건의를 통해 업

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설득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

개해 나갔다.

이어 12월 10일에는 개정안에 대한 업체 설문조사, 12월 17

일에는 부문별 업체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며 업계의 목소리

를 듣고 이를 전달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이후로도 합

리적인 개정을 위한 협회의 노력은 지속되었지만 정부는 신

고제 전환이라는 기본 틀의 변경 없이 부분적으로만 업계의 

의견을 수렴, 1992년 11월 25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

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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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통계작성기관 지정 등 수탁업무 대폭 확대

1990년대 중·후반 협회의 사업은 정부 수탁사업

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어 갔다. 사업 규모의 급속

한 확대에도 협회는 흔들림 없이 신규사업을 안정적으

로 정착시키고,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국내 엔지니어

링업계의 중심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다졌다.

먼저 1994년 7월 24일에는 기술자 노임단가가 종

전 경제기획원 고시에서 임금통계작성기관 공표로 변

경됨과 함께 통계청 지정 임금통계작성기관으로 협회

가 지정(통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국가승

인통계 승인번호: 제37201호)되었다. 이에 따라 협회

는 1994년부터 매년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서 종사하

는 기술자의 실지급임금을 조사해 그 결과를 엔지니어

링사업 수행 시 기술자의 노임단가로 적용할 수 있도

록 해당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사실은 협회의 임금실태조사를 

계기로 종전의 정부 고시 임금대가가 1995년부터 업

계가 소속 기술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임금으로 전환되

었다는 것이다. 실지급임금으로의 개편은 기술자의 임

금이 인상되는 계기로 작용하며, 업계의 경영환경 개

선을 이루는 분수령이 되었다.   

1993년 과학기술처장관 위탁업무와 1994년 통계

청 위탁업무를 수임한 데 이어 1995년에는 건설교통

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를 수탁하면서 협회의 역

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1995년 10월 12일, 협회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설계 

등 용역 업자에 대한 부실벌점 및 입찰참가 제한사항

에서 신고제로 변경되고, 사업주의 엔지니어링사업수

행 능력평가제가 도입되었으며, 엔지니어링 기술수출 

계획의 신고 의무화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다. 업계의 구분은 전업회사와 겸업회사, 엔

지니어링활동전담부서로 분류되었다. 이에 과학기술

처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및 수리,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획의 신고 및 수리, 엔지니어링 기술 수출

계획의 신고 및 수리, 발주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협

조 등 신고제 도입에 따른 업무를 협회에 위탁했다. 

과학기술처 위탁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서는 협회의 사업을 ① 엔지니어링활동

주체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조사 ② 엔지니어링 기

술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개선 ③ 엔지니어링 기술

인력의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도 ④ 엔지니

어링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⑤ 엔지니어링활

동주체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⑥ 엔지

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의 제정 및 연구·

개선 ⑦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국외진출에 대한 지원 

⑧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⑨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

하는 사업 등으로 명시했다.

이처럼 법 개정을 계기로 협회의 기능이 강화됨으로

써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는 엔지니어링업계의 권익

을 대변하고 산업정책을 이끌어가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하고 성장을 향한 새로운 걸음을 내딛었다.



131

문분야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산업설비 △환경 △전

자·정보통신 △건설 △농어업토목 △설비구조 △전

기 △지반·자원 △응용이학 등 9개 분야 기술협의회

로 통합·조정되었다. 

한편, 협회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

하며 법령 개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94

년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기준 개정안과 1996년 사

업수행평가기준 개정안 제출을 비롯해 제도 개선에 대

한 건의를 이어간 결과 1997년 신고인력 기준에 전문

대졸 3년, 기사2급 2년 경력자가 포함되도록 시행규칙

이 개정되었다. 또한 1998년 입찰 참여자의 수 제한 폐

지, 사업수행능력이 일정 점수 이상인 자에 한해 당해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제출, 정부가 이를 받

아들여 1999년 7월 1일 해당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협회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이처럼 협회가 엔지니어링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데는 각

종 법률과 제도, 시스템, 기술에 대한 연구가 밑거름

이 되었다. 1997년 입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1999

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선 연구, 2002년 엔지

니어링 전문분야별 업무범위와 기술인력의 자격종목 

및 전공학과 인정범위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실무매뉴얼, 실무교육 교

재 개발까지 엔지니어링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

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외에도 표준

품셈 제·개정 연구를 수행해 1993년부터 2009년까

지 14개 분야의 제정과 11개 분야의 개정을 완료하기

도 했다. 

의 종합관리, 건설기술용역계약 현황 관리에 대한 업

무를 위탁받았다. 이에 따라 발주청 입찰참가 제한 현

황 회신, 업체별 부실벌점 확인 및 관리를 실시하며, 

부실벌점을 산정해 건설교통부에 보고했다.

같은 해 10월 27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엔

지니어링 하도급분쟁 조정 업무를 수탁했다. 이에 협

회는 엔지니어링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원사 및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이 발생할 경우 조정 및 중재에 나섰다. 분쟁에 대한 

의뢰가 접수되면 조정회의 등을 통해 협의를 유도하

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처럼 정부와 엔지니어링업계를 잇는 가교이자 

업계의 성장을 지원하는 조력자로서 함께 길을 걸어 

온 협회의 가치는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빛을 발했

다. 1997년 외환위기로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에 접어들게 되면서 회원사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자 고통 분담 차원에서 1998년도 통상회비를 100%

에서 30%로 경감하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IMF가 몰

고 온 매서운 바람을 기꺼이 회원사들과 함께 맞고 견

뎌내면서 협회를 향한 회원사들의 신뢰는 한층 공고해

졌고, 엔지니어링업계의 동반자로서 거리를 더욱 좁

힐 수 있었다. 

앞서 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보다 효율적으로 반

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996년 2월 27

일 대의원제도를 시행하고, 9월 5일 대의원운영규정

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각 기술협의회별로 대의원을 

선출, 총회를 구성했으며, 1998년 12월 30일 초대 대

의원명부를 공시했다. 기술협의회의 경우 200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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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확대뿐 아니라 협회는 21세기 도약의 초석을 

놓기 위해 온·오프라인에 확실한 구심점을 마련하며 

탄탄히 기반을 다져 나갔다. 먼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내부 전산화와 더불

어 1999년 협회 홈페이지(http://www.kenca.or.kr)

를 개설, 회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2003년 웹 기반의 ‘사이버민원 시스템’과 ‘건설기

술자경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회원지원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기도 했다. 

아울러 2000년 12월 22일에는 서울시 동작구 사당

동에 소재한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건평 1,391평)의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관에 입주했다. 1981년부터 매

년 회관 건립 기금을 적립한 결과 1995년에는 회관 건

립 재원 26억 원(보증금 7억 2,240만 원 포함)과 장기

운영자금 36억 원을 포함해 총 62억 원에 달하는 적립 

기금을 마련하게 되었다. 

기금을 마련한 협회는 회관 건립보다 기존 건물을 

취득하기로 결정하고, 1999년 9월 7일 당시 건물 소

유주였던 대한송유관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

써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관(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49-1・2・3번지)을 확보했다. 그리고 건물 보수공

사를 거쳐 2000년 12월 22일, 엔지니어링업계의 기대

와 축하 속에 회관 입주식을 마쳤다. 회관 입주를 통

해 협회는 대외인지도와 이미지를 제고한 것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한층 배가시키며 비약적인 성장을 거

듭하게 되었다.

2000년 1월 8일에는 건설 기술자 경력관리업무가 

건설교통부 수탁업무에 추가되었다. 이는 기획예산처

의 협회 경영혁신방침에 따른 것으로, 경력관리업무

를 분야별 협회로 분담하도록 하면서 기존 수탁기관 

외에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추가 지정되었다. 따

라서 협회는 2001년부터 경력사항 관리, 제증명서(경

력확인서 등) 발급 등 단일 엔지니어링업체 소속 건설 

기술자의 경력관리에 착수했다. 이어 2000년 2월 9일

에는 산업자원부로부터 산업기반기금융자 운용업무를 

수탁하기도 했다.

이처럼 1993년부터 2001년까지 단기간 안에 과학

기술처와 통계청,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각종 엔지니어링 관련 업무를 수탁하며 

협회의 사업은 가파른 성장세를 구가했다.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과 협회의 기능 확대에 힘입어 엔지니

어링업체 수 또한 급속히 늘어났다. 엔지니어링활동주

체 신고업무를 시작한 1993년 당시 469개사에 불과했

던 업체 수는 10여 년이 지난 2003년에는 2,304개사

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같이 업체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엔

지니어링업계의 건전한 활동과 전문성 제고를 꾀하기 

위해 2003년부터 부실업체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했

다. 2003년에는 국민연금확인서 등 인력보유현황 증

빙자료를 접수받아 신고기준 미달업체를 파악하고 해

당 업체에 대해 신고취소, 분야취소 등 변경신고를 독

려했다. 이와 함께 증빙자료 미제출업체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실시하며 인력의 부족 및 이중신고 등을 철저

히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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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자(엔지니어링)교육사업 주관기관 선정

사업의 확대와 협회 회관 입주로 성장 동력을 확보

한 협회는 21세기에 진입하면서 엔지니어링 기술의 발

전과 경쟁력 강화에 집중했다. 당시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은 엔지니어링시장의 세계화로 막강한 자본과 기

술력을 가진 선진국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했고, 첨단기

술이 급속히 진보하면서 엔지니어링산업 역시 기술고

도화가 요구되고 있었다.

특히 WTO/DDA 협상의 진전으로 2005년부터 본

격적인 서비스시장 개방이 예상됨에 따라 외국 선진업

체들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엔지니어링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하지만 국내 엔지니어링 기술은 선진국대비 

60~70%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시장에

서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다.

또한 창의적인 전문인력에 의해 부가가치가 창출되

는 엔지니어링산업의 특성상 전문인력 양성이 기술력 

향상의 핵심요소인데, 당시 교육체계는 일회적인 교육

에 불과해 정규적인 교과과정을 통한 체계적·전문적

인 교육시스템 구축이 급선무였다.

과학기술진흥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1998년 2

월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조정하면서 장관을 부

총리급으로 격상시킨 데 이어 2001년 12월 19일 엔지

니어링기술진흥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을 통해 엔지

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의 양성,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 지원, 엔지니어링 기

술정보의 이용 및 유통촉진 시책, 국제협력 및 해외진

출의 지원 등의 규정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규

정은 협회가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원을 받아 과학기술

자(엔지니어링)교육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근거가 되

었다.

과학기술부는 2002년 8월 21일, 2002년도 과학기

술진흥기금 출연사업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다음날인 

8월 22일 과학기술진흥기금 출연사업 협약을 체결(한

국과학재단), 사업비를 지급했다. 이로써 한국과학재

단이 기금관리업무를 맡은 가운데 협회는 과학기술진

흥기금 출연사업 중 과학기술자(엔지니어링)교육사업

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2002년 4억 원의 출연사업

비를 배정 받았다. 

이에 따라 협회는 선진수준의 전문기술인력 양성, 

선진기술 축적을 통한 업계의 해외진출 활성화, 정보

유통체계구축을 통한 엔지니어링 정보의 허브역할 수

행 등을 목표로 과학기술자(엔지니어링)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2003년 3월 13일에는 과학기술부 차관, 

FIDIC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에서 엔지니어링진

한국엔지니어링진흥센터 현판식(2003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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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을 위

해서는 산·학·연·관 공동의 노력과 자원을 응집할 

수 있는 구심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에 2001년 엔지니

어링기술진흥법 개정 시부터 엔지니어링진흥센터 설

립이 검토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설립·운영에 대한 연

구와 설문조사, 업체 및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등을 거

쳐 협회 부설 엔지니어링진흥센터를 설립, 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산·학·연·관 협력 시스템

을 구축했다.

또한 같은 날 FIDIC(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

KAIST(한국과학기술원)-KENCA(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인증하는 교과과정 

개설을 위해 교육연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KAIST 위탁교육과정을 개설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

고, 국제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글로벌 인재 배출 시스템을 구

축할 수 있었다. 3개 기관은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

을 위해 KAIST 공학관 내에 FIDIC-KAIST-KENCA 

Training Center를 설치, 2003년부터 교육에 활용했

다. 협회는 2003년 교육과정을 개설한 이후 2009년까

지 8,722명에 달하는 수료생을 배출하며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의 요람으로 입지를 공고히 다졌다.  

정규 교육과정 외에 국제기관 연계를 통한 전문인

력 양성 사업도 전개되었다. 해당 사업은 크게 국내 엔

지니어들의 국제세미나 참가를 지원하는 해외연수지

원과 해외 엔지니어링 전문가 및 국제개발기구 담당자

를 초청하는 해외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로 나눠 추

진되었다. 아울러 협회는 엔지니어링 정보유통체제를 

구축해 엔지니어링 정보수집 체계를 일원화한 것은 물

론 교재개발,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며 

교육인프라를 탄탄히 구축해 나갔다.

엔지니어링의 날 제정 및 신규 사업 전개

협회는 엔지니어링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위상 강

화,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10월 18일을 ‘엔지니어

링의 날’로 제정하고 2004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개

최해 왔다. 2004년 10월 18일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제1회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 이 자리에서 

엔지니어링의 날을 대외적으로 선포했다. 엔지니어링

의 날 기념행사는 기념식과 시상식을 중심으로, 각종 

공연과 세미나를 함께 선보이며 엔지니어링종사자들

의 화합과 도약을 다짐하는 업계의 축제로 자리 잡았

다. 나아가 엔지니어링산업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려 

그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

킴으로써 엔지니어링산업의 대중화를 이끄는 중요한 FIDIC-KAIST-KENCA 교육협약식(2003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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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했다. 

더불어 협회는 회원사 간 친목 도모 및 유대강화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매년 정

기적으로 엔지니어링 워크숍을 개최했다. 엔지니어링 

관련 제도 및 기술에 대한 공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단합행사와 만찬,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회원들이 교류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2006년에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이 시

행됨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기반구축사업의 주관기

관으로서 과학기술부와 함께 연구실 안전관리의 생활

화·선진화를 이끌었다. 협회는 전국 대학교·국공립

출연연구원·기업부설연구원 가운데 100개 기관을 선

정해 법에서 정한 연구기관장의 의무사항, 자율적 이

행사항 등을 점검·지도하고, 기관의 정밀안전진단 비

용을 지원했다.

또한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연

구실안전문화확산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안전

문화확산사업은 학술활동 지원, 대외홍보, 공모전 개

최, 캠페인 전개, 홈페이지 운영 등 온·오프라인을 넘

나들며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었다. 이외에도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거점 활성화 지원 사업을 전개함

으로써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첨병으로

서 역할을 수행해 나갔다.

더불어 협회는 국내 엔지니어링업체들이 선진국과

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확보와 해

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 절실하다고 판단하

고 해외시장 활로를 모색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 

이에 따라 2006년 과학기술진흥기금 출연사업의 

신규사업으로 ‘엔지니어링 해외진출기반조성사업’을 

추진, 국내 엔지니어링 시장 개방에 본격적으로 대비

했다. 해외진출기반조성사업은 국내 엔지니어링업체

의 해외 프로젝트 개발조사 및 수주교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135건의 프로

젝트에 26억 1,900만 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또한 해외시장 조사 및 해외 전진기지 거점 확보를 

통해 업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유관기관 회

의와 심포지엄 등에 더욱 활발히 참가함으로써 국내 

엔지니어링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거점을 만들어 나갔

다. 국제행사 참가 후에는 보고서를 회원사에 배포해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이러한 지원은 그동안 해외진출에 선뜻 나서지 못했던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며 해

외 프로젝트 수주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동

력으로 작용했다.  

한편,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과학기술

부 예산지원 하에 협회가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으로 

추진해 온 과학기술자(엔지니어링) 교육사업과 엔지

제1회 엔지니어링의 날(2004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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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어링 해외진출기

반조성사업은 2008

년 12월 31일부로 사

업을 종료했다. 이

어 협회는 지식경제

부가 주도하는 ‘엔

지니어링기술진흥

에 관한 지식경제 기

술혁신사업’의 사업 

주관기관으로 새롭

게 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글로벌 엔지니어 양성과 엔지니

어링 글로벌 기반구축을  두 축으로 엔지니어링기술진

흥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이밖에도 협회는 2006년부터 매년 ‘엔지니어링서

비스업 경영분석’을 공표하고, 2007년부터 엔지니어

링사업자 현황과 기술인력 현황을 담은 ‘엔지니어링 

통계편람’과 영문 소식지 ‘KENCA 뉴스레터(KENCA 

Bulletin)’를 발간하는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업계

의 성장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2005년에

는 ‘엔지니어링’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보다 실속 있

고, 흥미로운 읽을거리들을 담아냈으며, 2008년까지 

계간지로 발간해 오다가 2009년부터 격월 발간으로 

전환했다. 

2007년에는 엔지니어링업계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들이 이어졌다. 먼저 2007년 10

월 4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이 전면개정되었다. 

국내 설계 환경은 설계기법의 발전과 시장환경의 변화

에 따라 크게 변화했고, 발주청의 요구사항도 기존 업

무 범위를 벗어나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음에도 엔지니

어링사업대가기준은 1988년 개정된 이래 요율의 조정

이나 업무범위에 대한 개정이 없었다. 따라서 사업대

가기준의 적용에 있어 실지급노임과의 격차가 발생해 

엔지니어링업계의 성장을 막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과학기술부 공고(공고 제2007-172호)로 실

비정액 가산방식의 확대 적용 근거 마련, 공사비 요율

의 현실화와 추가업무의 명확한 규정, 상세설계 및 산

업플랜트 요율의 신설 등 사업대가기준을 개정했다. 

이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

었고, 기업의 수익향상을 통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와 대외경쟁력 강화의 유인이 마련될 수 있었다.

2007년 12월 18일에는 ‘제2차 엔지니어링 기술진

흥기본계획(2008~2012)’이 발표되었는데, 협회는 기

획과정에서부터 참여해 과학기술부와 함께 틀을 만들

었다. 제1차 기본계획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

보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2차 기본계획은 엔지니어링

산업 육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수립되었다. 

이와 함께 2008년 2월 29일에는 정부조직법 개정

으로 주무부처가 과학기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변경되

었다. 정부는 산업자원부 기능과 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부, 재정경제부의 일부 기능을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개

편했다. 주무부처 변경은 기술로 한정되던 엔지니어링

이 주체적인 산업으로 인정받는 계기로 작용하며 엔지

니어링산업과 협회의 일대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전

부개정이 예상되자 협회는 2008년부터 개정안의 주요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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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대한 협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며 새로운 

기류를 주도해 나갔다. 이듬해에는 지식경제부의 전부

개정안 마련을 지원해 전문가 회의와 법제위원회, 협

의회장단 회의, 전문 워크숍을 거쳐 2009년 12월 14

일 정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에는 법

의 제명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서 ‘엔지니어링산

업진흥법’으로 변경하는 안을 비롯해 엔지니어링 기

술지원센터 설립·지정,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지

정, 엔지니어링 전문인력의 확보 및 지원 등의 내용

을 담았다.

2008 TCDPAP&FIDIC/ASPAC 서울 컨퍼런스 

개최

2008년과 2009년은 협회가 세계 엔지니어링 시

장에 확실히 존재감을 드러내며 선진기관으로서 발

을 내딛는 시기였다. 1982년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

후 FIDIC을 해외협력의 무대로 활용하며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산업의 위상을 강화해 온 협회는 2008년 

FIDIC 퀘벡 총회에서 2012년 FIDIC 총회의 서울 유

치를 확정하며 세계화의 새 장을 열었다.

그동안 FIDIC 임원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한국에서 개최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

득하는 한편, 대규모 대표단 파견으로 총회 유치에 힘

을 실어 왔다. 그 결실인 2012년 FIDIC 총회 유치는 

국제사회에서 한국 엔지니어링산업의 기술 수준과 능

력을 높이 평가받고, 세계적 규모의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수 있는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점에서 의

의를 가졌다.

이와 함께 2008년에는 협회 주관으로 ‘2008 TCD-

PAP & FIDIC/ASPAC 서울 컨퍼런스’를 성대하게 개

최했다. 이 컨퍼런스는 FIDIC 2012 서울 컨퍼런스 개

최의 사전예행 행사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협회의 

국제적 역량을 확인 받는 시험 무대와 같았다. 

컨퍼런스는 코엑스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2008년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에 걸쳐 ‘The Role of 

Engineering in the Globalization Era(글로벌 시대 

엔지니어링의 역할)’를 주제로 열렸다. 세계 22개국에

서 442명의 엔지니어링업계 대표 및 종사자가 참가한 

가운데 세계 저명인사들과의 워크숍, 세미나가 진행되

었으며 이밖에 지식경제부 주최 간담회, FIDIC EC 회

의, FIDIC-KENCA 미팅, 산업시찰, 문화연수 등 다

양한 부대행사들이 컨퍼런스 기간을 전후로 펼쳐졌다. 

컨퍼런스는 국내 고속철도, 인천공항 등 세계적인 수

준의 설계 기술력을 알리며 엔지니어링산업의 이미지

2008 FIDIC 퀘백 총회(2008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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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엔지니어링 강국을 향한 도전

를 제고시켰다는 점과 외국 선진기업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으로 국내 엔지니어링업체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2008 TCDPAP&FIDIC/ASPAC 서울 컨퍼런스’ 개

최에 이어 2009년에는 ‘2009 국제엔지니어링포럼’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에 걸

쳐 열린 이 포럼에는 세계 18개국에서 230여 명이 참가

한 가운데 각국 엔지니어링산업 현황과 우리 기업의 해

외시장 진출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렇듯 대규모 국제행사의 연이은 성공으로 협회는 

2012년 FIDIC 서울 총회에 앞서 국제적인 행사를 진행

할 수 있는 조직력과 역량을 확실히 입증했다. 무엇보다 

이를 계기로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이 세계적으

로 재평가 받게 됨에 따라 엔지니어링업계가 해외시장

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자양분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한편 2009년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열린 FIDIC 

런던 총회에서는 이재완 회장((주)세광종합기술단)이 

FIDIC 집행위원으로, 강호익 사장((주)제일엔지니어

링)이 ASPAC 집행위원으로 선출되는 쾌거를 거두기

도 했다. FIDIC은 총 9명의 FIDIC 집행위원이 이사

회를 구성하고, 3개월마다 이사회를 개최해 FIDIC의 

모든 사업과 중장기 계획을 결정한다. 따라서 1913년 

FIDIC 창립 이후 최초로 한국인 집행위원이 탄생했다

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업계의 위상이 격

상되었음을 의미했다.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시대를 거치며 전체 엔지

니어링 신고업체 수는 2009년 4,267개사로 늘어났

다. 업계 규모의 급속한 확대와 궤를 같이 하며 엔지니

어링산업의 위상 또한 한층 높아졌다. 막강한 기술력

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술변방의 이미지를 탈피, 세

계 엔지니어링산업의 중심에 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초고속 성장에는 업계를 전방위로 지원

하고 엔지니어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주력했던 협회의 노력이 중심엔진으로 작동했다. 협회

는 국내 엔지니어링업계가 해외시장에서 입지를 확고

히 다지며 선도할 수 있도록 더욱 역동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2008 TCDPAP&FIDIC/ASPAC 서울 컨퍼런스 개최(2008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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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제도 현실화로 경영환경 개선,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개정

1988년 개정된 이래 요율의 조정이나 업무범위에 

대한 개정이 없었던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이 

2007년 10월 4일, 마침내 전면개정되었다. 그동안 

사업대가기준 적용 시 실지급노임과의 현저한 격

차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20여 년 간 조정되지 않

아 엔지니어링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

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과학기술부 공고(공

고 제2007-172호)로 실비정액 가산방식의 확대 

적용 근거 마련, 공사비 요율의 현실화와 추가업

무의 명확한 규정, 시공상세도 작성비 및 산업플

랜트 요율의 신설 등 사업대가기준을 개정했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의 확대 적용 근거 마련

종전 대가기준에서는 건설과 통신 부문의 대가는 

공사비 요율 방식을 원칙적으로 적용해 왔으나 

개정된 대가기준에서는 합리적인 대가 산정방식

으로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는 실비정액 가산방

식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

산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을 고려해 적

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공사비요

율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공사비요율의 현실화와 추가업무의 명확한 규정

20여 년 간 공사비요율에 대한 조정이 없어 기술

의 전문화와 복합화에 따른 변화 등이 대가에 적

절히 반영되지 못했는데 개정된 대가기준에서는 

기존 요율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합리적

인 산출과정을 거쳐 요율을 현실화함으로써 적정

대가의 산정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그동안 추가업

무에 대한 법적 정의와 규정의 미비로 발생한 발

주자의 임의적 판단이나 업무부과로 인한 문제점

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업무의 범위를 현실에 맞

춰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가기준 해석의 자의

성을 방지하고 적정대가를 산정 지급할 수 있도

록 개정했다.

시공상세비 및 산업플랜트 요율의 신설

종전까지 시공상세비는 실시설계 용역에 포함되

어 대가를 지급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으나, 사업 

규모의 확대와 발주자의 요청으로 인한 시공상세

비 업무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시공상세비의 요

율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협회는 연구용

역을 통해 시공상세비 요율을 마련, 이를 별도 발

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최근 활성화 되

고 있는 산업플랜트 부문(일반산업플랜트, 화학

플랜트, 가스플랜트, 발전플랜트, 환경플랜트 등)

에 대한 요율도 신설했다. 산업플랜트 부문의 경

우 대부분 복합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다양성, 복

잡도, 난이도의 차이로 인해 대가기준의 도출이 

매우 어려운 편이었으나, 2007년 개정으로 발주

자와 수주자 양측에 지침이 될 수 있는 대가기준 

요율이 마련되었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2006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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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다
제2장

1절. 외환위기 전후의 국내·외 시장 

외환위기 사태에도 수주실적 선전 

엔지니어링업체 수는 1993년 469개사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16년만인 2009년에는 4,267개사로 

1993년에 비해 9배가량 늘어났다. 이는 1990년대 후

반 외환위기체제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업체는 꾸

준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기술 부문별 업체 점유율을 살펴보면, 2009년을 

기준으로 건설이 60.9%로 1위를 차지했으며, 통신

정보처리가 18.1%, 기계 5.1%, 전기전자 4.5%, 농림 

2.8%, 환경 3.2% 등의 순이었다.  

외환위기 사태로 전 산업분야가 타격을 받은 상황

에서 엔지니어링산업의 수주실적은 1998년 한 해를 제

외하고는 크게 흔들리지 않은 양상을 보였다. 이는 정

부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예산을 집중 투입

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선행지수인 엔지니어링산업

이 그 수혜를 빨리 받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산업의 수주실적은 1996년 2

조 6,300억 원, 1997년에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3

조 600억 원이었으나, 1998년에는 외환위기를 겪으면

서 1조 8,000억 원으로 41%가 급감했다. 다행히 이듬

해인 1999년에는 전년 대비 32%가 증가한 2조 3,700

억 원을 기록했으며, 2000년에는 3조 3,900억 원을 

기록함으로써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과 비슷한 실적

을 나타냈다. 그리고 2년 후인 2002년에는 5조 원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2002년 이후 수주 규모가 다소 줄어드는 답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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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보였으나 2006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으

며, 특히 2009년에는 해외수주가 7,258억 원을 넘기

도 했다.

2000년 전후의 국내 엔지니어링 기술은 실시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등의 부문에서는 선진국의 80% 

정도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기본설계, 

해석 평가 등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Know-how)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50% 정도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엔지니어링산업이 대규모 구조물과 설비에서 

저가 시공 기술 위주로 발전하여 고유 설계기술에 필

요한 지식 축적과 관리에 대한 노력이 소홀했기 때문

이었다. 특히 설계기술은 특성상 새로운 이론과 방법

론의 출현에 의해 급진적으로 발전하기보다는 오랜 기

간에 걸쳐 노하우가 쌓여 성장하는 분야이다. 이 때문

에 단시간에 기술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선진국들이 

기술보호주의를 들고 나서 자력으로 기술력을 제고시

켜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엔지니어링사업 수주실적

년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내 국외 합계

 1994 20,294 1,425,341 131 170,529 20,425 1,595,871

 1995 22,326  2,221,565 130  169,487 22,456 2,391,052 

 1996 25,324 2,474,984 104  156,421 25,428 2,631,404 

 1997 26,927 2,714,843 103  346,849 27,030 3,061,691

 1998 23,542 1,662,286 119  134,441 23,661 1,796,728 

 1999 24,094 2,213,520 106  160,767 24,200 2,374,288 

 2000 30,421 2,650,927 119  738,594 30,540 3,389,520 

 2001 33,329 2,946,109 93  85,316 33,422 3,031,422 

 2002 34,418 4,928,681 82  375,213 34,500 5,303,895

 2003 40,305 4,976,054 77  191,948 40,382 5,168,001 

 2004 40,743 4,744,735 136  334,478 40,879 5,079,210 

 2005 40,432 4,501,884 113  184,815 40,545 4,686,697 

 2006 43,161 5,455,340 188  175,149 43,349 5,630,486 

 2007 37,022 5,142,945 208  693,686 37,230 5,836,632 

 2008 45,237 6,643,658 198  677,640 45,435 7,321,297 

 2009 49,276 8,440,463 191  725,873 49,467 9,166,338

(단위: 백만 원)

※ 출처：엔지니어링수주실적현황 통계,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연도별 엔지니어링업체 수 추이(1993년-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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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엔지니어링통계편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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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건설부는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도국에 대한 

TA(Technical Assistance: 무상기술원조사업)를 시작하고 KCI(한국해외기술공사)로 하여금 개도국 개발

사업의 엔지니어링 과업인 사업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기본설계 등을 담당하게 했다. 

1987년 개도국과 경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했으며, 이어 1991년에는 개

도국에 대한 무상협력사업을 전담하는 정부출연기관으로 KOICA(한국국제협력단)을 발족시켰다.

TA 사업으로 개도국의 개발 프로젝트의 기초 조사와 사업 발굴, 사업 타당성조사(F/S: Feasibility Study)와 

기본설계 수행으로 마련된 기반을 EDCF의 유상 차관사업으로 연계시키는 해외 진출 효과를 노렸다.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는 ① 개도국의 산업개발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는 등 대외경제협력을 증진하

기 위하여 1987년 설치된 특수목적의 정책기금이며 ② 선진국들이 양호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공공자금

인 ODA(공적개발원조)에 해당되고, EDCF는 ODA 중에서도 유상원조 부분을 담당하며 ③ 기본적으로 

상호이익 원조 제공 관점에서 구속성 원조(Tied Aid) 형태로 운용되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1991년 4월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되어 정부 차원의 대외 무상 협력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KOICA는 연수생 초청, 봉사단, 프로젝트 개발조사, 물자공여 등의 다양

한 협력 사업을 실시해 왔다.

KOICA의 연도별 지원현황과 지역별 지원 실적

TA와 EDCF, KOICA

 구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지원국가 2국 5국 7국 8국 6국 8국
 7국 10국 8국 

8국 9국
 18국

        1가구 1가구 1가구   1가구

 지원건수 2 7 13 16 12 12 11 15 10 9 9 10

 지원규모 35 989 2,106 2,912 2,420 1,260 2,975 2,570 2,054 2,088 2,401 4,005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건, 백만원)

※ 자료：산업자원부 

 구분 아시아주 동구 미주 중동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국제기구 계

 지원건수 39 - 1 4 2 1 2 49 

 지원금액 20,673 12* 463 2,295 503 502 1,352 25,815 

 비율(%) 80.1 0.1 1.8 8.9 1.9 1.9 5.3 100

■지역별 지원실적 (단위: 건, 백만원)

＊ 동구의 경우 사전조사경비이며 사업은 지원 안됨

※ 자료：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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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는 IT 정보통신, 환경, 에너지, 공간 활용, 대형 건설 등 엔지니어링과 연관이 높은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게 예상됨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의 시장 또한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였다.

그러나 1997년 말에 닥친 외환위기 이후 투자 감소와 구조조정 등을 거치면서 위축된 기존 시장영역에

서 벗어나 IT, 통신 등 신기술 엔지니어링산업에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기술 엔지니어링산업은 21

세기 경제 선진화에 수반될 경제의 소프트화·고부가가치화 사회로의 이행에 적절한 대응일 뿐만 아니

라, 지식집약적 경제사회로 집약되는 21세기에 핵심 산업으로 부상했다.

 

엔지니어링 설계 발전과정

          

엔지니어링 기술 발전방향

IT(Information Technology) : 정보기술

BT(Bio Technology) : 생명공학기술

NT(Nano Technology) : 나노기술

GT(Group Technology) : 그룹 테크놀로지

ET(Envrionment Technology) : 환경산업기술

CT(Culture Technology) : 문화기술

※ 문화  콘텐츠 산업 모든 단계에서 부가가치를 더해 주는 기술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 광대역 융합 네트워크

※  통신, 방송, 인터넷의 안전한 결합을 의미, 인터넷망, 유통신망, 이동통신망, 방송망 등을 하나로 통합한 차세대 통합 네트워크

IT 엔지니어링 패러다임의 발전과정

 1세대 물리공간+ 논리공간설계(Logical layer Design)     

 2세대 통합설계(System Integrated Design) - NI Oriented     

 3세대 융합문제(Convergency Design) - Mobil Oriented     

 4세대 지능적설계(Intellectual Design) - Sensor Oriented 

 1세대 유선통신 기본인프라 설계        

 2세대 유무선 인터넷, 초고속망        

 3세대 통신+방송+IT기반융합설계        

 4세대 통신+방송+IT+BT+NT+GT+ET+CT+BcN 지능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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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설계구도 방향

핵심 IT 엔지니어링 육성기술

 건축구조의 변화 •물리공간빌딩→비즈니스빌딩→지능형빌딩→ CALM빌딩 

 
통신구조의 변화

  •공중전화망→이동통신망→유·무선인터넷망→초고속차세대인터넷망→

     광대역융합네트워크(BcN)→센서네트워크(사물+공간+사람+컴퓨터)  

 설계방법의 변화 •단면도설계→2D 설계→3D 설계→가상현실(VR)설계   

 

설계구도의 변화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위설계→통합설계→통합연동설계→통합운영설계     

  •구조적설계→객체지향설계→컴포넌트기반설계     

  •정보화전략계획설계(ISP) →정보기술아키텍처설계(ITA) →    

     모델드리븐아키텍처설계(MDA)    

 지능형 서비스 로봇 I T도우미, 가사도우미, 에듀테인먼트, 로봇인사이드, 휴머노이드   

 
홈네트워크

 지능형홈서비스인프라기술, 홈게이트웨이/홈서버, 홈네트워킹, 

  지능형정보가정, 유비쿼터스컴퓨팅    

 
차세대 PC

 웨어러블컴퓨터플랫폼기술, 인체내장형컴퓨터기술, 입출력및센서기술, 네트워크접속기술, 

  신호처리기술, 오감인터페이스기술, 오감지원에전트기술, 플러그&플레이미들웨어기술 

 
차세대 이동통신

 4세대이동통신시스템, 휴대인터넷시스템, 지능형융합휴대단말, 

  멀티미디어휴대단말용핵심부품, 휴대단말용초전력RF/HW/SW모듈  

 디지털 컨텐츠 CG, VR, 컨텐츠제작기술, 보호/유통, 관리/서비스     

 IT SOC
 WAN통신기술, 와이어리스컨텍티비티기술, 단말플렛폼기술, RF기술, SDR기술, 

  인식및시큐리티기술, 센서기술, 인식기술   

 
텔레메틱스

 서비스응용기술, 첨단차량기술, 이용환경기술, 단말플렛폼기술, 서버기술, 무선엑세스기술, 

  방송망기술, ITS기술, GIS기술, LBS기술, 측위기술, 원천기술   

 

Embedded SW

  표준형임베디드SW플렛폼, 마이크로임베디드SW플렛폼, 나노임베디드SW플렛폼, 정보가전임

베디드, 산업기기용임베디드, 센서기기용임베디드, 웹서비스기술, 모바일플렛폼임베디드, 컴파

일러생성도구임베디드, 소프트웨어검증도구임베디드, 유지보수지원분산임베디드, 텔레메틱스

임베디드, 지능형로봇임베디드, SOC임베디드, 원격재난/환경/건강임베디드, 교통정보단말임

베디드, 디지털미디어소프리트제어임베디드, 인쇄및필기문자인식임베디드, 게임스프트웨어임

베디드, 이동통신단말드라이버임베디드

 
디지털 TV

  양방향데이터방송기술, 지능형방송서비스기술, 지상파DMB기술, 방송/통신연동및융합기술, 

케이블기반NGcN기술, 멀티미디어프레임워크기술, 디지털시네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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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엔지니어링의 수적 증가

2000년대 초반인 2001년 건설 엔지니어링업체 수

는 1,019개사로 전년의 838개사에 비하여 181개사가 

늘어나 21.6%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다. 한편, 전문 분야 업체 수는 

4,341개사로 전년 대비 17.1% 증가했다. 2001년 말 전

문 분야별 업체 수와 구성비를 살펴보면, 도로 및 공

항 632개사(14.6%), 토목 구조 565개사(13.0%), 토질 

및 기초 574개사(13.2%), 상하수도 362개사(8.3%), 

도시계획 343개사(7.9%), 수자원개발 327개사(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두드러진 부문은 수자원개발로 

22.0%로 가장 높았고, 도로 및 공항 20.6%, 토목 구

조 16.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999년에 이어 2000

년, 2001년에도 수자원개발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

는데, 이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잦은 수해로 

수해복구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술인력은 2001년 말 2만 8,165명(건설 부문)으

로 전년 대비 12.4% 증가했다. 자격 유형별로는 기사

가 전체의 35.3%인 9,95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

음이 학사 9,871명(35.0%), 기술사 3,064명(10.9%), 

전문대 2,483명(8.8%)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중반인 2006년 신고업체 수는 3,419개 

중 2,685개가 20인 이하의 중소업체로 전체의 78.65%

의 비중을 차지했다. 기술인력은 5만 9,498명인데, 이

중 기술사의 비중은 7.5%(4,442명)에 불과했다. 한

편, 국내업체의 해외시장점유율은 2006년 1.6%였으

며, ENR이 집계한 200대 기업 중 한국기업 수는 4

개, 중국 14개, 일본 13개로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열

세를 면치 못했다. 

한편, 엔지니어링업체는 꾸준히 늘어나 2000년

대 후반인 2009년에는 4,267개사가 되었으며, 그 중 

건설 분야가 2,598개사로 60.9%를 차지했다. 한편, 

지난 15년여 동안 전업 업체는 1994년 444개사에서 

2009년 2,362개사로 5배 가량 늘어난 데 비해, 겸업 

업체는 107개사에서 1,905개사로 17배 가량 늘어나 

증가폭이 훨씬 컸다. 

연도별 건설 엔지니어링업체 수 추이 

업체수 증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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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엔지니어링통계편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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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의 중요성 증대

산업별 부가가치를 따져볼 때 엔지니어링산업의 부

가가치율이 높아져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 증대했다. 산업별 부가가치율이 건설업 23.49%, 

제조업 20.98%, 컴퓨터·사무용기기 18.45% 등인데 

비해 엔지니어링산업의 부가가치율은 46.4%로 타 산

업에 비해 크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SOC, 플랜트, 

건설, 전기 및 전자 산업 등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하는 주도 산업(Leading Industry)의 성

격이 점차 강화되었다. 

2000년대 산업이 지식기반경제 패러다임으로 바

뀌면서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의 틀도 빠르게 변화했

다. 경쟁의 주요 요인이 낮은 가격과 공기 단축에서 탈

피해 첨단 지식과 기술 활용을 통한 생산성 증대로 이

동했다. 

그러나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 WTO DDA 협상 

등 서비스 부문의 개방이 가속화되는 등 갈수록 치열

해지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국내 엔지니어링산업

의 기술 및 사업 경쟁력은 아직도 낮은 실정이었다. 이

는 기술 및 산업 경쟁력 저조와 해외 진출전략 미흡으

로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했으며, 기

술혁신 주도 기업 부재, R&D 인력 부족, 기술개발 투

자 저조, 신기술 보급·이전 부진, 기술 수준 답보 등 

제반 여건이 변화의 속도보다 뒤쳐져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업체 현황(1993년~2009년) 

 전업 겸업 전담부서

신고유형
년도 계

 1993 302 107 60 469

 1994 444 195 122 761

 1995 522 247 131 900

 1996 541 277 136 954

 1997 628 323 143 1,094

 1998 700 302 137 1,139

 1999 749 395 133 1,277

 2000 827 508 132 1,467

 2001 957 640 131 1,728

 2002 1,067 816 132 2,015

 2003 1,205 1,099 - 2,304

 2004 1,378 1,285 - 2,663

 2005 1,591 1,446 - 3,037

 2006 1,810 1,609 - 3,419

 2007 1,971 1,702 - 3,673

 2008 2,162 1,812 - 3,974

 2009 2,362 1,905 - 4,267

※출처: 엔지니어링통계편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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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을 고비로 해외시장 회복

1980년대 중동 건설시장의 호황에 따라 급성장하

던 해외 건설산업과 건설 엔지니어링업계는 1990년

대 들어서면서 점차 수주 실적이 감소했으며, 급기야 

1997년의 외환위기로 해외수주가 급감하여 어려운 상

황에 처했다.

외환위기 이후 수년간 아시아와 중남미 등의 경제 

불안으로 인하여 엔지니어링시장이 위축되는 추이를 

보였으나, 2000년을 고비로 경기가 회복되자 해외시

장도 점차 회복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럽은 여전히 세계 엔지니어링

시장의 1/3을 차지했으며, 세계 최대 시장이었던 아시

아는 지속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점유율이 30%선으

로 하락했다가 2000년부터 서서히 회복되었다. 또한, 

고유가 정책에 힘입어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에서 증가

세가 두드러졌다.

당시 해외 진출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해

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과 국제경쟁력의 부족이었

다.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기술력

과 실적, 리스크 부담능력에 있어 선진국 수준에 이

르러야만 해외시장에서 수주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

다. 물론 세부적으로 따진다면 엔지니어링업무에 관

련된 기술, 기자재 품질, 금융조달, 구매력, 법제·상

거래법규, 언어, 고용·노동시장, 상거래 관행, 기업

의 경영목적 등이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되기

도 했다.

부산 명장정수장 시설 계량공사 실시설계(2000년~2001년. 도화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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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설 부문도 완만하게 회복되었다. 2001년 

건설 엔지니어링의 수주 규모는 1조 8,3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7% 증가했다. 외환위기 이전의 실적인 

1997년의 1조 6,159억 원과 비교하면 수주실적 면에

서 시장이 회복되었음을 나타냈다.

한편, 이 기간 동안 업체 수는 1997년 17,413개에

서 2001년 816개 업체로 절반가량 줄어들었으나, 업

체당 평균 수주금액은 1997년에는 평균 9,280만 원, 

2001년에는 22억 5257만 원으로 두 배 이상의 신장

세를 나타냈다.  

업체는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분야 당 수주건수는 

5.5건, 수주금액은 4억 3,160만 원으로 1997년과 비

교하여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미약한 것으로 나

타났다. 

2001년 전문 분야별 수주실적은 도로 및 공항 분야

가 전체의 28.3%인 4,946억 원, 상하수도 분야 2,561

억 원(14.7%), 도시계획 분야 2,194억 원(12.6%), 토

목 구조 분야 1,466억 원(8.4%), 수자원개발 분야 

1,437억 원(8.2%)의 순으로 나타났고, 토목 엔지니어

링의 기초가 될 수 있는 3개 분야(도로 및 공항, 토목 

구조, 토질 및 기초)의 수주실적이 7,561억 원으로 건

설 부문 전체 1조 7,474억 원 중 43.0%를 차지했다. 

2001년 말 전문 분야별 업체 수는 도로 및 공항 분

야 632개(9.4%), 토목 구조 분야 565개(8.4%), 토질 

및 기초 574개(8.5%), 상하수도 362개(5.4%), 도시계

획 343개(5.1%)의 순으로 나타났고, 도로 및 공항, 토

목 구조, 토질 및 기초 3개 분야의 업체 수가 1,771개

사로 전체 6,727개사 중 26.3%를 차지했다.

건설 부문 수주실적 현황(1995년~2009년) (단위: 건, 백만원, 개사)

	 구분	 년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5 13,870 957,655 25 19,573 13,895 977,231

 1996 16,094 1,321,891 19 16,518 16,113 1,338,408

 1997 17,393 1,589,805 20 26,086 17,413 1,615,891

 1998 15,605 1,031,309 11 11,348 15,616 1,042,657

 1999 16,413 1,117,568 15 2,763 16,428 1,120,332

 2000 23,613 1,747,916 44 71,970 23,657 1,819,886

 2001 23,011 1,832,367 24 5,748 23,035 1,838,115

 2002 27,843 2,489,449 14 2,296 27,857 2,491,745

 2003 32,067 3,055,522 32 12,429 32,099 3,067,951

 2004 32,630 3,175,943 47 22,034 32,677 3,197,976

 2005 31,622 3,169,099 39 17,110 31,661 3,186,209

 2006 34,519 3,296,750 56 25,305 34,575 3,322,054

 2007 30,100 3,660,280 132 254,991 30,232 3,915,271

 2008 36,381 4,320,936 118 304,590 36,499 4,625,526

 2009 39,049 6,011,530 123 654,996 39,172 6,666,527

건설

	 국내	 국외	 합계

※출처: 엔지니어링통계편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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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위주의 프로젝트 선별수주 풍토 정착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나타난 건설산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풍토가 확산되다가 2002년 들어서 정착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입찰 전에는 프로

젝트 수익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프로젝트 수주 최종협상 단계에서도 수익성이 맞지 않으면 과감히 포

기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이 같은 예는 현지 기업 및 중국 등 후발국의 기술력 상승 등으로 경쟁이 치열해져 수익성이 다소 떨어

지는 토목·건축 부문의 수주는 급감하고, 고부가가치의 플랜트 건설 부문 수주가 급신장하고 있는 추

세에서도 나타났다.

중동시장 재부상, 아시아시장 위축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중동 붐을 타고 막대한 오일 달러를 벌어들였던 중동시장은 이

후 아시아시장에 선두를 빼앗겼으나, 아시아가 외환위기로부터 회복기를 거치는 사이 지속적인 유가 

상승 등으로 2001년부터 아시아시장을 추월하여 제2의 중동 붐을 재현했다.

반면 2001년까지 아시아시장은 아직까지도 외환위기의 여파에서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서지 못했

다. 설상가상으로 외환위기의 가시권에서 벗어났던 싱가포르, 대만도 경기침체 현상을 보여 대형 토

목·건축 프로젝트 부재 현상을 보였다.

EPC 턴키 프로젝트 수주 비중 증가와 경쟁력 상승

1998년도부터 우리 기업은 플랜트 건설 수주가 증가함에 따라 설계, 구매, 시공을 일괄 계약하여 추진하

는 사업방식인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턴키 프로젝트 수주 비중도 증가했다. 우

리 기업이 해외 건설에 진출한 초기인 1965년부터 1996년까지만 해도 EPC 턴키 프로젝트 수주는 평균

적으로 전체 수주의 26%에 그쳤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에는 70% 수준에 육박했다.

특히 우리 기업은 EPC 부문에서 세계 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엔지니어링 부

문에서는 기술인력의 생산성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했으며, 기자재 조달(Procurement) 부문에서는 국산 

기자재 사용이 증가하고 국제구매 경험이 축적되어 경쟁력 유지가 가능하게 되었다. 시공(Construction) 

부문 또한 배관, 전기, 계장 등 핵심 부문에서 경쟁력 우위를 지켰다. 다만 우리 기업이 실시설계 능력은 

뛰어나지만 기본설계 능력이 아직 부족하고, 프로젝트 관리(Project Management)나 시운전 능력, 그리

고 천연가스 액화 처리 등 일부 고급 기술 분야는 앞으로 개발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해외 건설수주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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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해외 수주규모는 50억 7,100만 원으로 총 

수주액 중 0.3%에 불과했으며, 전년 대비 건수는 21

건으로 같지만 금액에서는 52.7% 감소하여 여전히 해

외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약했다.

국가별 수주실적은 방글라데시가 전체의 36.7%인 

18억 5,900만 원, 스리랑카 16억 4,600만 원(32.5%), 

태국 8억 3,300만 원(16.4%) 미국 2억 400만 원

(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쟁력 향상으로 EPC 턴키 프로젝트 증가

해외 건설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플랜트보다는 

토목과 건축 프로젝트 위주로 수행되어 왔으나, 토목

과 건축 부문에서 개발도상국 업체들의 높은 가격 경

쟁력과 기술력 향상으로 우리 업체의 수주 환경은 악

화되었다. 이에 우리 업체들은 악화된 수주 환경을 극

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익성이 높고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플랜트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

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5년 이후 플랜트 건

설 수주는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1997년 65억 달러를 

수주한 이후 아시아를 중심으로 금융위기가 불어 닥쳐 

수출이 잠시 격감했다. 그러나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1999년 플랜트가 전체 해외건설 수주액의 60%를 상회

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2000년에는 우리나라의 IMF 

구제금융 등에 따른 신인도 하락 등으로 인해 해외건

설 수주액의 약 30%로 다소 주춤했으나, 이후 2001년

부터 다시 60%대를 회복하여 사상 처음으로 수주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해외 건설 수주고의 신장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이란 사우스파 가스처리시설 4-5단계 프로젝트(2002년 2월~2006년 12월, 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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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풍토의 정

착과 고부가가치의 플랜트 건설 수주가 전체 수주액의 

80%에 육박하고 있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주력시장은 아시아 지역이었으나, 외환위기 여파로 

1997년 50.1%에서 2001년에는 25.3%로 침체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

국 등 일부 국가들의 부동산 경기가 점차 살아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프로젝트 발주는 기

대에 못 미쳤다. 건설업체들은 2002년 아시아 지역에

서 전년 대비 40%가 증가한 22억 9,100달러를 수주하

여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공종별 수주는 2002년 들어 전체 수주액은 늘어났

지만 토목 부문은 16건의 5억 4,000만 달러, 건축 부

문은 32건의 6억 500달러로 전년 수주액에는 못 미치

는 결과를 보였다. 플랜트 건설 부문은 2001년에 이

어 2002년에도 토목과 건축 부문 총수주액을 능가했

는데, 고부가가치의 플랜트 건설 부문 수주는 37건 48

억 5,000만 달러를 수주하여 전년 대비 82% 증가했으

며, 전체 수주액의 약 80% 수준에 이르렀다. 

1억 달러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EPC, Engineer-

ing Procurement Construction)도 현대건설이 이

란에서 수주한 사우스파 가스처리시설 개발공사 4-5

단계(12억 800만 달러), LG건설 역시 이란에서 수주

한 사우스파 가스처리시설 개발공사 9-10단계(6억 

5,500만 달러), 현대중공업이 나이지리아에서 수주

한 보니터미널 육상설비와 해상수송관 설치공사(4억 

7,700달러) 등 무려 10건 37억 8,500만 달러(전체 수

주의 62%)에 달했다.

3절. 주요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빠르게 더 빠르게, 고속철도

•경부고속철도

2004년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에 이어 세계

에서 다섯 번째로 시속 300km의 고속철도 보유국이 

되었다.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연결하는 경부고속철도 건

설은 1970년대 중반부터 논의되다 1989년 건설 방침

을 확정하고 경부고속철도기술용역단이 구성되어 기

술조사에 착수했다. 1991년에 조기 시공을 서두르기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전 노선을 14개 공구로 분할

하여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했다. 그리고 1994년 6

월 프랑스 GEC 알스톰사(社)의 테제베(TGV)를 차종

으로 채택했다.

건설사업의 주요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은 건설교통부 고속철도건설기획단이, 사업의 시행

과 개발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운영은 코레일이 각

각 맡았다.

신설한 6개 역을 포함해 서울, 광명역 등 10개 역이 

있으며, 연장 417.5㎞를 시속 300㎞로 달리며, 총 사

업비는  20조 6,479억 원에 달했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무렵인 1997년 외환위기사태를 맞아 투자재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을 1,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

기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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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1992.6~2004.4)은 1992년 6월에 착공

하여 12년 만인 2004년 4월 1일 개통했다. 서울~동대

구 구간(238.6㎞)은 신설하고 대구~부산 구간(171.2

㎞)은 기존선을 이용해 연장 409.8km에 사업비는 12

조 7,377억 원이 들어갔다. 1단계 완공으로 서울~부

산간 소요시간이 4시간 10분(경부선 새마을호)에서 2

시간 40분으로 90분 단축되었다. 

2단계 사업(2002~2014)은 계획보다 2년을 앞당겨 

2002년에 착공하여 12년 동안 사업비 7조 9,102억 원

을 투입했다. 대구~부산 구간은 2010년 11월 1일 개

통되었으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한  대전도

심 구간(18.2㎞)과 대구도심 구간(27.1㎞), 동해남부

선 연결선(3.8km)는 2014년에 완공되었다. 2단계 완

공으로 서울~부산 간 소요시간이 22분 단축되어 2시

간 10분이다. 

한편, 호남고속철도는 오송~목포 구간으로 연장 

230.9㎞을 신설하며, 2006년에 착송하여 2017년에 

완공하게 된다. 

서울에서 오송까지는 기존 경부고속철도 구간을 공

용하며, 오송, 공주, 익산, 정읍, 광주송정, 목포(임성

리) 등 6개 역이다. 오송~광주송정 구간은 2014년, 광

주송정~목포 구간은 2017년 완공하며, 총 사업비 10

조 4,901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이 완공되면 용산에서 목포까지 기존 소요시간

이 3시간 5분에서 1시간 46분으로 줄어들게 된다.

•호남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는 오송~목포 구간으로 연장 230.9 

km를 신설하며, 2006년에 착공하여 2017년에 완공

하게 된다. 

서울에서 오송까지는 기존 경부고속철도 구간을 공

용하며, 오송·공주·익산·정읍·광주송정·목포(

임성리) 등 6개 역이다. 오송~광주송정 구간은 2014

년, 광주송정~목포 구간은 2017년 완공하며, 총사업

비 10조 4,901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이 완공되면 용산에서 목포까지 소요시간이 기

존 3시간 5분에서 1시간 46분으로 줄어들게 된다.

하늘길의 허브,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3월 29일 개항한 한국 최

대의 국제공항으로, 인천광역시 영종도, 용유도, 삼목

도, 신불도 등과 인접 간석지를 매립하여 새로운 공항

을 건설했다.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은 1992년부터 2020년까

고속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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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총 4단계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 제1단계 공사

는 1992년부터 2001년 4월까지 8년 4개월 동안 총 5

조 6,000억 원을 투입하여 1989년 타당성조사 및 기

본설계를 거쳐 1992년 11월 방조제 공사부터 시작하

여 활주로 2본, 여객터미널과 44개 게이트, 국제업무

단지를 조성해 연간 3,000만 명의 여객과 연간 270만 

톤의 화물 수용능력을 갖추었다. 그리고 1999년 1월에

는 공항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운영을 위해 인천

국제공항공사가 설립되었다. 워낙 방대한 규모에 단기

간의 공기라서 국내외 수많은 시공업체와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참여했다. 일례로 활주로는 현대건설컨소시

엄 등 3개 컨소시엄이, 여객터미널 골조공사는 한진컨

소시엄이 맡았다. 

2단계 공사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간 총 

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활주로 1본과, 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1개, 여객계류장이 추가로 건설되었다. 2단

계 공사의 CM(Construction Management)은 건원

컨소시엄이 맡았다. 건원컨소시엄은 건원엔지니어링

(34%)과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33%), 도화엔지니어

링(33%)으로 구성됐다. CM은 건설사업의 공사비 절

감, 품질 향상, 공기 단축 등을 목적으로 설계, 시공, 

시운전 단계의 사업관리지원, 설계감리, 전문분야 기

술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건설사업 관리기법

을 말한다. 

인천국제공항(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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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공사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7년 동안 총 

4조 원을 투입하여 활주로 5본, 여객터미널 및 탑승

동, 여객계류장 260개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착공 당시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고 일컬어

지던 프로젝트인 만큼 규모도 방대하고, 각종 신기술

과 신공법이 도입되었다. 

인천국제공항 건설은 엔지니어링업계로서도 유의

미한 요소들이 있었다. 기존의 생산성 중심 패러다임

이 아닌 성능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접근했으며, 성능 

기준 및 측정방법의 개발(Performance Standards & 

Measure)과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Process, 시설운영을 고려한 건설(Operating Build-

ing Focus), 통합 최적화(Integrated Optimization), 

사업관리정보시스템(PMIS) 등을 적용했다. 

인천국제공항 건설의 성공으로 인해 건설 및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해외사업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

다. 2009년 이라크의 아르빌신공항, 러시아 하보롭스

크공항, 2010년 필리핀 막탄세부국제공항, 캄보디아 

시엠립신공항, 네팔의 네팔신공항, 2012년 인도네시

아 수라바야공항, 2012년 이라크 도록신공항, 방글라

데시 신공항, 필리핀 푸에르토프린세사공항, 필리핀 

마닐라공항 등에 마스터플랜 수립, 운영컨설팅, 타당

성조사, 건설사업관리 등의 컨설팅을 수출했다.

특수 교량건설의 이정표

•국내 최초 해저침매터널 도입한 거가대교

부산 가덕도와 경남 거제시 장목면을 잇는 8.2km

의 왕복 4차선 다리로 2004년 12월 착공했으며, 2010

년 12월 14일 개통되었다. 가덕도~대죽도(3.7km) 구

간은 해저침매터널, 대죽도~중죽도~저도~거제 유호

거가대교(2010년, 대우건설) 거가대교 침매터널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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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4.5km) 구간은 두 개의 사장교(1.6km)와 네 개의 

접속교(1.9km), 육상터널(1km)로 이어졌다. 총사업

비는 1조 4,469억 원(민자유치 9,996억 원, 중앙정부

와 지자체 재정지원 4,473억 원)이다. 

거가대교의 개통으로 부산에서 거제까지의 통행거

리가 140km에서 60km로 단축되고, 통행시간도 2시

간 10분에서 50분으로 단축되었다.

이 사업의 특징은 국내 최초로 패스트 트랙(설계·

시공 병행방식)을 채택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했으며, 

완공 후 40년간 무상사용하다가 주무관청에 기부채

납하는 BTO(Build Operate Transfer) 방식이 적용

되었다.

특히, 국내 최초로 해저침매터널(3.3㎞)을 도입해 

국내 건설업계의 시공능력을 크게 증대시켰다. 해저

침매터널은 육상에서 제작된 터널구조물인 침매함을 

바닷속에 가라앉힌 후 각 침매함을 연결하는 침매공

법(沈埋工法)을 통해 만들었다. 한국에서는 최초로 설

치된 해저침매터널로, 세계 최초로 내해(內海)가 아니

라 파도·바람·조류가 심한 외해(外海)에 건설되었

다. 수심 48m의 깊은 바닷속 연약지반에 건설됨으로

인천대교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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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세계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곳에 건설된 해저침매

터널이 되었다. 또한, 해저침매터널은 국내 엔지니어

링의 기술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

에서도 의미가 있다. 

건설사업은 대우건설이 주간사로 참여해 설립한 

GK해상도로(주)가 맡았으며, GK의 회사별 참여지분

율은 대우건설 40％, 두산건설 12％, SK건설 8％, 고

려개발·보성건설·신동아건설·한일건설 등이 각각 

5％, 지역 소재의 원하종합건설이 1％ 등이다. 

엔지니어링은 다산컨설턴트, COWI사, 대우엔지니

어링, DM엔지니어링이 참여했다. 

•국내에서 가장 넓고 긴 인천대교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과 송도신도시를 연결하는 총

연장 18.38km의 다리로 국내 최장교량이자 국내 두 

번째로 육지와 섬을 잇는 연륙교(連陸橋)이다. 또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연륙교이기도 하다. 

해상구간은 사장교(1,480m), 접속교(1,778m)와 

고가교(8,400m)로 구성되었으며, 2005년 6월 착공

하여 2009년 10월 완공했다.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으로 진행했다. 초속 72m의 강풍과 진도 7의 지

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선박과 교량의 충돌

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돌핀형 충돌방지

시설이 설치되었다. 국내 최초로 교량의 하부구조 및 

상부구조 설계에 하중·저항계수설계법(LRFD)을 적

용한 것을 비롯하여 세계적 수준의 최신 토목기술을 

총동원하여 건설했다.

총 2조 4,680억 원이 투입된 인천대교의 건설사업

관리(PMC)는 영국의 에이맥(AMEC)이 담당하고, 인

천시와 에이맥 등이 투자한 코다개발이 자금조달과 사

업관리를 맡았다. 설계는 서영기술단과 일본의 죠다

이가 담당했으며, 설계검토는 영국의 할크로우(Hal-

crow)와 오베 아룹(Ove Arup), 다산컨설턴트가 했

다. 설계감리는 유신코퍼레이션, 책임감리는 유신컨소

시엄이 맡았다. 그리고 시공은 삼성VJ(삼성건설, 대림

산업, 대우건설, GS건설,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금호

건설)이 담당했다. 

인천대교는 교량건설사에서 최초, 최고, 최대 기

록들을 갈아치우며, 신기술·신공법이 총동원됨으로

써 2005년 영국 건설전문지인 컨스트럭션 뉴스가 선

정한 ‘세계 10대 경이로운 건설 프로젝트’에 포함되기

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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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산업 부문별 엔지니어링의 발전

설비 부문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루과이 라운드(UR) 협

상의 타결로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함에 따라 건설시장도 개방에 준비해

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내 설비설계업체도 개방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산화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에 무애·청우, 성아, 우

원, 삼신, 한일 등 5개 업체가 국내 설비회사의 전산화

를 위한 공동개발 및 기술협력을 목적으로 모여 덕트 

및 배관의 자동작동프로그램(CO-ME) 개발, 범례 및 

상세도 표준화작업 등의 활동을 펼쳤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심야 전력을 이용하

는 축열 시스템의 도입을 장려했으며, 수자원 절약

과 환경보전을 위해 중수 시스템의 적용을 장려하기

도 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성장한 IT 기술에 힘

입어 건물에 정보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인텔리

전트 빌딩이 건설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연세

재단빌딩(1992년), 여의도의 증권사 건물군(1994년), 

POSCO센터빌딩(1995년) 등이 있다.

또한 비약적인 경제성장(후에 거품경제로 판명됨)

에 편승하여 잠실, 부산 Lotte(삼신), ASEM, 영종

도 신공항(한일)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

며, IT 산업의 발전으로 삼성, 현대, LG 등 반도체공

장의 슈퍼클린룸 개발에 국내 설비설계사무소가 일

익을 담당했다.

한편 1997년에 IMF 구제금융 신청과 함께 국내 경

기가 급속하게 침체되면서 건설관련 산업은 외환위기

체제 이전에 비해 발주액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는 

불황을 겪었다. 이러한 현상의 직접적인 배경은 국가

경제 기반의 위기 상황과 그에 따른 산업 전반에 걸친 

투자 위축이었지만, 1970년대 이후 양적 팽창 위주의 

개발정책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건설사업과 재개발사업의 대

체사업으로 리모델링 분야가 2000년대에 들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국내 기술진에 의해 설계·건조된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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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부문

각각 70만 kW급의 캐나다 가압중수로형인 월성 

2·3·4호기는 월성 1호기와 동일부지에 건설하기로 

하고 9호기는 1991년 10월에, 3·4호기는 1993년 8

월에 착공했다. 월성 2·3·4호기는 중수로 기술 자

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전력이 종합관리하고 외

국 업체와 국내 업체를 분야별 주계약자 및 하도급계

약자로 하는 계약 체계를 도입했다. 종합설계 및 원자

로 설비 공급은 1호기의 주계약자였던 캐나다 원자력

공사와 체결하면서 중수로 건설기술 전수협약도 체결

했다. 월성 2·3호기는 각각 1997년 7월, 1998년 7월

에 상업 운전을 개시했고, 월성 4호기는 1999년 10월

에 상업 운전을 개시했다.

울진 3·4호기는 한국표준형 원전으로 건설된 최

초의 원전이다. 정부는 1990년 7월 제225차 원자력위

원회에서 총공사비 약 3조 3,500억 원이 투입되는 울

진원자력3·4호기건설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울진 1·2호기와 동일 부지에 위치한 울진 3·4

호기는 가압경수로로 설비용량이 각각 100만 kW로 

1992년 5월에 착공되었다. 3호기는 1998년 8월에, 4

호기는 1999년 12월에 상업 운전을 개시했다. 울진 

3·4호기는 영광 3·4호기의 설계 및 건설 경험을 활

용하여 최초의 표준원전설계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한

국형 원전 건설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 표준 설계는 후

속기에도 계속 적용하여 원전건설의 해외 의존도를 낮

추고 기술자립을 이룩하는 토대가 되었다.

영광 1·2·3·4호기와 동일 부지에 위치한 영광 

5·6호기는 한국표준형 원전으로 영광 3·4호기, 울

진 3·4호기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진

일보된 원전을 건설했다. 1996년 1월 영광군의 건축허

가 취소로 건설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1996

년 10월부터 재개되었다.

영광 5호기는 2001년 10월 원자로 운영 허가를 취

득하고 원전연료를 장전하여 출력상승시험 등의 성능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2002년 5월 21일 

상업 운전을 개시했다. 6호기는 2002년 1월 고온기능

시험(HFT)을 완료하고, 최초 연료 장전을 위한 시운

전 시험을 수행하고, 2002년 12월 상업운전을 개시

했다.

울진 1·2·3·4호기와 동일 부지에 건설한 울진 

5·6호기도 한국표준형 원전으로 1999년 5월 과학기

술부로부터 건설허가를 취득했다.

울진 5·6호기는 1997년 12월 부지 사전승인 취득 

이후 1999년 10월에 착공했다. 5호기는 2001년 6월 

원자로 설치와 2002년 4월 초 기전원 가압을 성공적

으로 수행한 후 건설공사 피크 단계에서 시운전 시험

에 착수했으며, 6호기는 2002년 7월 원자로 설치 후 

건설공정에 박차를 가하여 각각 2004년 6월과 2005

년 6월에 준공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운영기술은 자립단계를 넘

어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온 끝에 세계 최고 수

준의 이용률과 세계 최저 수준의 고장정지율로 세계 

정상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국내 원전의 평균 이용률은 1990년 79.3%로 80%

에 근접하기 시작하여 1991년부터 80%대로 진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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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993년부터는 5년 연속 87% 이상의 높은 이용

률을 나타내다가 1998년에는 90.2%, 2000년에는 

90.4%, 2001년에는 93.2%로 계속 기록을 갱신했다.

이런 기록들은 세계 평균 이용률보다 14% 정도 높

은 수준이었다. 고장정지율은 1980년대 중반까지는 

매우 높은 정지율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 들어 운전 

경험과 기술 축적으로 호기당 1건 내외로 안정되었다. 

1994년 0.9건, 1995년 1.1건, 1996년 0.9건, 1997년 

1.1건으로 세계 정상 수준에 진입했다. 특히 1998년에

는 0.4건, 1999년에는 0.9건, 2000년과 2001년에는 

연속 0.5건을 기록하여 우리의 원전 운영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여실히 입증했다.

세계 전력시장이 국가, 지역별 독점체제에서 경쟁

체제로 전환되고 개도국 전력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전

력시장 개방화 추세에 따라 국내 원전사업을 통해 축

적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해외 진출을 추진했다. 

주로 중국, 터키, 인도네시아, 베트남, 루마니아 등 원

전사업 후발 국가를 대상으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주도하고 한국전력기술(주), 

두산중공업(주) 등 국내 관련사와 외국의 원천기술 제

공사인 미국 WEC, 캐나다 AECL 등과 공동으로 세계 

원전시장 진출을 추진했다. 

정부의 장기전력수급계획이 1991년 10월 확정됨에 

따라 당시 건설 중이던 영광 3·4호기, 월성 2호기를 

비롯하여 추가로 건설될 원자력 발전소에 소요되는 원

자력 연료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연료 

성형가공공장의 신·증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경

수로 200톤-U 규모, 중수로 400톤-U 규모의 제2공

장 건설을 1992년에 착수했다. 1997년에 건설과 기기 

설치를 끝내고 1997년 말에 상업 가동을 개시했다. 제

2공장은 경수로 재 변화 및 소결체, 중수로 성형가공

시설로 구성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 원자력 연료 산업계는 생

존을 위한 합종연횡을 거듭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생존전략 차원에서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의 수립 필요

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전력은 장기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2000년 9월 수립했

다. 세계 일류 원자력 연료회사(World Class Nuclear 

Fuel Company)를 비전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달성하

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2000년부터 2005년까지 3단

계로 나누어 수립하고, 1단계인 2002년까지는 국제경

쟁력 강화를, 2단계인 2005년까지는 세계 일류 원자

력 연료회사로 도약을 목표로 설정했다.

비파괴검사 업계는 1990년대에 이르러 관련 법령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신규업체의 등록제가 신고제로 

전환되었다. 이로 인해 업체가 1980년대 10여 개 업

SOC의 안전성 확보 및 재해를 예방하는 비파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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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서 30여 개가 넘는 숫자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

며 난립했다.

비파괴검사는 업무 특성상 타 직종에 비하여 자격

취득 여건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방사선 안전관리제

도에 따른 절차 등으로 인해 기술인력 양성이 쉽지 않

다. 이 때문에 기술인력은 제한되었으나 업체가 난립

함에 따라 기술인력 스카우트 현상이 야기되고, 이로 

인해 기존업체의 기술인력 층이 축소됨으로써 발주되

는 대형 검사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는 폐단이 생겼다.

또한 업종의 특성상 단일회사로는 검사업무 수행이 

어려운 데다 공동 수행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WTO나 

UR 등 세계화 추세의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처한 국

가경쟁력을 갖기에도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러한 현상은 IMF 외환위기 당시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는 대부분 수입품이므로 자재비는 폭등하

는 반면, 대형 시설투자의 감소에 따른 수주물량은 줄

어들어 업체 간 극심한 수주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기

도 했다.

방사선 안전관리용역은 1989년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전문방사선 안전관리 서비스를 수행하기 시

작했다. 금강코리아(주)가 고리, 울진, 영광, 월성 등

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여 이후 한일원자력이 등록하면

서 월성에서 방사선 안전관리용역 서비스를 하고, 원

자력 발전소 방사선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

면서 보다 전문적인 기술용역으로 자리잡아감에 따라 

각 발전소별로 고려공업검사, 한일원자력, 한국원자력

엔지니어링, 현대원자력 등 전문용역업체를 두고 방사

선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수행 중인 안전

관리 서비스는 전문기술용역업체를 선정하여 효율적

인 업무 수행 및 전문화를 통해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

하고 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했다. 원자력 발전소

에서 방사선 계측 및 관리 구역제염, 폐기물 처리작업, 

세탁, 검·교정 작업, 보건물리 등의 방사선 안전관리 

서비스를 수행했다.

정보통신 부문

1980년대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공사화와 전문통신

사업자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통신시장은 독점체제로 

인해 통신사업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염려가 나왔

으며, 대외개방에 대비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1990

년대에 모두 네 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1990년 기존의 공중전기통신사업자 한 가지에서 

통신망 보유 유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설비 보유)

와 부가통신사업자(설비 미보유, 임차)로 나눈 제1차 

구조조정에 이어, 1994년 7월 제2차 구조조정이 추

진되었다. 당시 모든 분야의 통신서비스 개방에 관한 

다자간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자가통신설

비를 보유한 공기업들이 통신사업에 진출하려고 했

다. 일반통신사업자와 특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

업자로 통합했으며, 시외전화시장의 경쟁을 도입하여 

1995년 3월에 데이콤을 제2시외전화사업자로 지정했

고 1996년 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1995년 7월에 추진된 제3차 구조조정은 2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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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만으로는 시장개방에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위

기감이 작용했다. 구조조정 내용은 통신사업 경쟁체

제의 조기 구축,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통신사

업 참여 허용, 통신사업자간의 공정경쟁 여건 조성 등

이었다.

제4차 구조조정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 공

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민영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루어졌다. 이 구조조정은 정보통신 분야에 외자를 

유치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게 목

적이었다. 

한편, 1990년대 후반 들어서는 통신과 방송의 융

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통신과 방송

의 융합은 디지털 기술발달로 새로운 미디어환경으로 

바뀌고 둘의 구분이 사라지는 것이다. TV나 라디오로 

보던 방송 콘텐츠를 휴대전화나 차량용 TV로 받아보

고,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방송과 달리 방송을 보는 

도중에도 정보검색이나 이메일 사용을 하는 등 양방향 

통신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휴대폰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기술(2G)인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방식의 

디지털 휴대폰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2000년대 초반

부터는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기술(3G)인 WCDMA(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 방식이 상용화되면서 영상

통화와 고속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2000

년대 후반에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환경 부문의 해외수주 실적(1993년~2009년) (단위: 백만원)

 년도 합계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1993 6,136 530 4,648 - 958 

 1994 5 - 5 - -  

 1995 304 - 304 - -  

 1996 2,790 - 2,790 - -  

 1997 113 - 113 - -  

 1998 303 - 303 - -  

 1999 1,959 - - 31 1,928 

 2000 1,080 1,080 - - -  

 2001 113 4 109 - - 

 2002 101 - 6 - 95

 2003 158 25 133 - -

 2004 648 22 251 - 375

 2005 427 41 88 - 298

 2006 1,030 101 - 34 895

 2007 1,591 - 340 - 1,251

 2008 1,591 66 1,513 12 -

 2009 3,166 21 2,909 9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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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외환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다

환경 부문

환경산업(ET; Environmental Technology)이 정

보통신(IT), 생명기술(BT), 나노기술(NT) 산업과 함

께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유망 산업으로 부상했으며 

선진국들은 수출 전략 산업으로서 환경 기술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했다.

1980년대 이후로 접어들면서, 환경산업의 대표적 

분야인 환경오염 방지 시설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폐기물 처리 

등 4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들 분야의 업체가 

꾸준히 증가했다. 이러한 방지시설업체 수의 확대는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점점 

강화되어 시장이 확대되고,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

심이 증대함에 따라 방지시설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해외 건설에 꾸준히 진출

해온 국내 건설 기술력의 국제화에 힘입어서 환경 분

야의 해외 진출도 건설 분야와 함께 이루어져 왔는데, 

주로 상하수도 분야의 건설이 주된 분야였으며 차츰 

분야를 넓혀가게 되었다.

2002년 한 해 동안 환경 관련 기술을 수출하거나 

공사를 수주한 국내 업체는 89개로, 중국과 일본을 비

롯하여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미주 등 27개국을 상

대로 4,079억 원의 수출 또는 수주 실적을 올렸는데, 

이는 당초 목표치인 2,386억 원을 훨씬 뛰어넘는 결

실이었다.

2006년 환경보호 관련 지출은 2조 6,463억 원으

로 전년 대비 10.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에는 환경보호서비스 8.1%, 환경 관련 자본형

성 9.8%, 환경보호 관련 제품 12.1% 증가에 기인하

여 2006년보다 8.9% 증가한 2조 8,826억 원으로 예

측되었다. 

환경 영역별 환경보호 지출을 보면 폐수관리 영

역이 3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폐기물관

리 영역 23.6%, 대기보호 영역 18.8%, 생태계 영역 

9.8%, 토양수질 영역 4% 순이었다. 

EBI(The Energy&Biodiversity Initiative)는 2006년

도 세계 환경시장 규모를 6,904억 달러로 추정, 북미

지역이 2,886억 달러, 서유럽이 1,891억 달러, 일본이 

1,026억 달러로 세 지역의 시장점유율이 전체의 84%

를 차지했다. 그러나 환경시장 규모와 연평균 성장률

을 고려해 볼 때 아시아 지역 10%, 동유럽 지역 8%, 중

동 지역 8%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유망진출 대상 지

역으로 나타났으며, 시장 규모는 작지만 아프리카 지

역은 1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신흥 환경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태화강 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200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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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산업 성장의 길을 제시하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제출

협회는, 회원사는 물론 엔지니어링업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서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촉진

과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엔지니어링기술진흥

법 개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1993년 5월 26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 이후 

1994년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기준 개정안과 1996

년 평가기준 개정안(전문화 정도 평가, 부채비율 평

가 삭제, 선정인원 확대 등) 제출을 시작으로 개선방

안에 대한 건의를 이어갔다. 그 결과 1997년 신고인력 

기준에 있어 전문대졸 3년, 기사2급 2년 경력자도 신

변화를 넘어 성장하다
제3장

고인력에 포함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

둘 수 있었다.

1998년에는 입찰 참여자의 수 제한 폐지, 사업수행

능력이 일정점수 이상인 자에 한해 당해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1999년 7월 1일 해당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듬해에는 시행규칙 중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

고기준의 신고인력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완화 

△변경신고 조항에서 엔지니어링사업 수주실적 사업

년도 종료일 기준 90일 이내 협회에 신고 △보유기술

인력에 대한 경력관리 규정 △정부 등으로부터 위탁사

업을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발급업무에 대한 수수료 징

수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한 2000년에는 정부의 경제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이

와 관련해 △복수단체 허용 반대 △엔지니어링사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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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변화를 넘어 성장하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정·지원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지원 △신

고기준 중 기술사 등 필수기술인력의 보유기준을 업체

당 1인에서 기술부문별 1인으로 변경 △변경신고에 관

한 사항 규정 등이다.

이후로도 협회의 개정 노력은 계속되었다. 2003년 

PQ 수행기관 범위 검토 및 시행규칙개선안 건의, 신

고기준의 등록제 전환 및 협회 교육기관 지정 요청, 불

합리한 법령 개선을 위한 회원사 의견수렴 등을 추진

한 데 이어, 2004년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관

련기관 협의 및 개정을 추진했다. 2005년에는 업계 의

견 수렴, 개정안 워크숍 개최, 개정 시안 과학기술부 

협의 및 제출 등의 과정을 거쳐, 10월 31일 정부발의안

이 입법예고되었다.

2006년과 2007년 또한 엔지니어링 관련법령 개정

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비롯해 개정안 관련부처 협의

를 지속하며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실

어 왔다.

특히 2008년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

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협의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이

듬해에도 지식경제부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협의 및 

지원에 나서며 정부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심

혈을 기울였다. 세 차례의 전문가 회의와 두 차례의 법

제위원회, 협의회장단 회의, 전문워크숍을 거쳐 법률

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를 개최했

다. 이후 자체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사를 마치고 2009년 12월 14일 정부법률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실적 신고사항 규정 △수수료 징수규정 신설 △신고

말소에 대한 규정 신설 △신고인력 기준 중 필수기술

인력의 자격 및 등급 강화 등 법·시행령에 대한 개정 

건의를 이어갔다.

오랜 시간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며 

법령 개정에 노력을 기울인 협회는 2001년부터 개선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엔지니어링업계와 협회의 

높아진 위상만큼 의견 반영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먼저 협회의 개정의견이 받아들여져 2001년 기술

인력 기준이 해당분야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규

제가 완화되었고, 엔지니어링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

가기준을 조정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8월 14일)되었

다. 특히 5월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청원했는데, 그 결과 개정안 중 일부(정부지원

시책 구체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규정/엔지니어링 

전문인력의 양성·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 촉진·기술

정보의 이용 및 유통 촉진·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등 조문화/정부 등이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방식

을 우선적으로 적용/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100만 

원으로 인상)가 반영되어 12월 19일 법률 개정, 2002

년 6월 20일 시행되었다.

2002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후 협회는 이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안

을 마련, 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 협회의 적극적인 행

보에 힘입어 8월 28일 공포된 개정안에는 앞서 건의

한 협회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

은 △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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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협회는 엔지니어링 관련 법규들 간의 중

복제도와 불편사항 등을 분석해 통합, 조정방안을 제

시하고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관련 시책의 효율성을 제

고해 나갔다. 또한 기준과 지침 등을 국제적으로 통용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표준화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

에 기여했다.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상 엔지니어링 관련 규정

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대정부 건의, 설계업자 등 사

업수행능력 파악과 같은 개별법상의 해당 기준에 대한 

의견제시 및 대정부 협의체제 마련, 엔지니어링 관련 

제도 변천에 대한 자료 현황 조사 및 분석 등 엔지니어

링산업의 성장과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

로 제도개선 사업을 전개했다.

또한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의 엔지니어링 계

기타 법령·제도 개선 주요 내용

 년도 주요 내용

 

1993

 •  건설기술관리법령 시행규칙 개정(건설감리업 등록기

준 완화 등 협회 의견 반영)

  •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 건의(기술집약적 산업 범위

에 엔지니어링 신규 추가 등)

 1994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건의(처벌규정 완화 등)

 
1995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건의(고급기

술자 이상자 보유업체 명단 공고 등 업무 협회 위탁)

 
1996

 • 기술용역표준계약서 개정 건의(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1997

 • 건설부문 기술자 배출 확대 및 제도 개선 건의(건교

부 건설기술진흥계획에 반영)

 

1998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하도급 범위 확대 건의

(시행규칙 개정)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시 합격예정 신설 건의

(개정 반영)

 1999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건의(입찰서류 간소화 등)

 

2000

  • 건설기술용역 분야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제도 도입 

추진(건교부의 설계감리 기술력 제고 방안에 반영)

  • 기술사법령 개정 반대의견 제출(합동기술사사무소 

신고제 신설 반대 등 협회 의견 반영)

 
2002

 • 국가계약법 개정 건의(지식기반용역에 대한 특례장 

신설 등)

 2003 • 국가계약법 개정 건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도입)

 2004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 건의

 
2005

 •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 건의(설계 등 용역업자의 타

당성조사업무 불성실 등에 대한 규정 등)

 

2006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건의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 건의

  • 전력기술관리법령 및 소프트웨어진흥법령 개정 건의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개정 건의

  •국가계약법 개정 건의

 

2007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건의

  •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선 

건의

  •정보통신공사업법령 개정 건의

  •국가계약법 개정 건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건의

 2008 •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선 

건의

 년도 주요 내용

  • 건설사업관리대가의 기준 및 사업수행지침 개정 건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건의

  •정보통신공사기술관리법 제정안 의견 제시

  •전력기술관리법령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건의

 
2008

 • 기술사법, 건축사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개정안 의견 

제시

  •국가계약법 개정 건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

정 건의 

 

2009

 • 건설기술관리법령 일부개정안(허 천 의원 발의) 입법

반대안 제출

  • 정보통신공사기술관리법 제정법률안(김영선 의원 발

의) 입법반대안 제출

  • 정부예산편성지침 등에 대가기준 개정 내용 반영 건의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 건의(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건설용역업도 지역의무공동계약제도의 

대상에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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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계약 관련 개선

사항을 협의함으로써 엔지니어링사업의 시장친화적인 

계약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 

국회 제출안 주요 내용 (2009년 12월 14일 제출)

• 엔지니어링기술진흥 및 산업발전을 위한 법 제명 변경

     법의 제명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으로 변경함

• 엔지니어링 관련 정의 규정의 정비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사업, 엔지니어링사업자, 엔지

니어링 기술자, 발주청의 정의규정을 신설해 엔지니어

링산업 진흥을 위한 법체계 확립함

•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

     기술개발과 보급, 기술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산업진흥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심의

를 위해 지식경제부에 산업발전 정책심의위원회를 구

성·운영하도록 함

•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설립·지정 등

     엔지니어링 기술 연구개발과 이용보급, 기술표준화 등

을 추진하기 위한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를 설립·

지정하도록 함

•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지정 등

     엔지니어링 기술의 공동개발 및 활용 등을 통한 산업진

흥을 목적으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엔지니어링 기술의 이용 및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엔지니어링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과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

도록 함

• 시장활성화 촉진을 위한 투자회사 설립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민간투자를 유도하

고 엔지니어링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엔지니어

링산업에 자산을 투자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엔지니어링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엔지니어링 전문인력의 확보 및 지원

     엔지니어링 기술자가 자신의 근무경력 등을 지식경제

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근무 경력 등을 증명하는 엔지니

어링 기술경력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엔지니어링 기술자 및 사업자 사후관리 강화

    엔지니어링사업의 부실을 방지하고 성과품의 품질을 보

장하기 위해 명의 대여금지 및 엔지니어링사업자와 기

술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 엔지니어링사업 절차 정비

     기획,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조달, 시운전, 관

리 등 엔지니어링사업 절차를 명확히 해 합리적인 엔

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마련하고 신시장 창출을 도

모함

제1차·제2차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 

2002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과학

기술부장관이 5년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

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5년간 범

부처 법정계획으로 2003년 7월 9일 ‘제1차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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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련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심의위원회 구

성 및 평가 심의를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2007년에는 제1차 기본계획과 연계해 ‘제2차 엔지

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2008~2012)’ 수립을 추진

했다. 협회는 기획과정에서부터 과학기술부와 주기적

인 협의 또는 토론을 통해 기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청회와 워크숍을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함

으로써 종합계획의 틀을 형성해 나갔다. 이후 지속적

인 보완과정을 거쳐 2007년 12월 18일 제2차 기본계

획을 발표했다.

제1차 기본계획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

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2차 기본계획은 엔지니어링 서

비스산업 육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수립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의 목표는 3만 달러 시대의 성장동력이 될 엔

지니어링 서비스산업의 세계 7대 강국 진입으로 설정

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한 5대 중점추진

과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 지

원 △글로벌 환경대응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 정비 

△현장수요 맞춤형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 △R&D 

투자확대를 통한 미래원천기술 확보 △엔지니어링 기

술진흥 인프라 혁신 등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업계와 관련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했다. 특

히 2009년에는 법제·해외·산업발전 관련 전문가 소

위원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학계 및 연구 분야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엔지

니어링산업 중장기발전전략의 방향을 설정했다.

링기술진흥기본계획(2003~2007)’을 수립, 엔지니어

링산업 진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제1차 기본계획은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 육성

을 비전으로, 2007년까지 선진국대비 90%까지 기술 

수준 제고 및 세계 엔지니어링 시장점유율 2% 달성을 

목표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육성·관리 △엔지니어링 기술혁신

을 위한 R&D 활성화 △엔지니어링 정보유통체계 구

축 △법·제도 및 인프라 정비 △해외시장 진출 및 시

장개척 지원 등 5대 중점추진과제를 채택했다.

기본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협회는 연도별 세부시행

계획에 회원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천방안들을 마련

해 엔지니어링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였다. 2004년

부터 매년 5대 추진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협회와 과학

기술부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차년도 시행계획안을 작

제1차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

(200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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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기술진흥기본계획 수립 법적근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3조>

과학기술부장관은 엔지니어링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엔지

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2조의3>

-  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

링기술진흥기본계획을 세운 후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

에 통보

-  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을 세우고 추진하되, 시행계획에는 당해연도의 사업추

진방향, 주요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주요사업별 투자계

획 등을 포함

-  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해 필

요한 자료 제출 요청

통계청 임금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1994년 7월 24일 통계청 임금통계작성기관으로 지

정됨에 따라 협회는 1994년부터 매년 엔지니어링활

동주체에서 종사하는 기술자의 실지급임금을 조사하

고, 그 결과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시 기술자의 노임

단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 및 유관기관에 제

공했다. 

임금통계작성기관으로의 지정은 협회가 제공하는 

각종 통계자료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대외적으로 인정

받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협회의 임금실태조사를 계

기로 종전의 정부 고시 노임단가가 1995년부터 업계 

소속 기술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임금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임금실태조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임금실태조

사표를 발송·회수한 후 이에 대한 자료 유효성을 분

석하는 절차로 시행되었다. 협회는 이렇게 도출된 임

금실태조사 결과를 통계청과 협의를 거쳐 공표하고,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 유관기

관 및 회원사 등에 발송했다. 조사임금은 매년 7월 만

근한 기술자의 실지급임금이 기준이며, 항목은 기본

급, 제수당, 월간상여금등, 월간퇴직급여충당금, 월간

사회보험료(회사부담분)로 구성되었다.

한편, 협회는 엔지니어링산업의 현재 위치를 객관

적 지표로 다양하게 보여주기 위해 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과 기술인력 현황을 담은 ‘엔지니어링 통계편람’

2009 엔지니어링 통계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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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간해 왔다.

통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해 신고

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대상으로 하고, 신규 및 변

경사항에 대한 신고내역을 기초자료로 작성했다. 통계

편람에 게재된 통계자료는 원그래프, 막대그래프 등 

그림으로 변환해 동시 게재함으로써 자료에 대한 이

해를 도왔다. 

통계편람은 2006년을 시작으로 2008년, 2009년 

발간을 완료하고 정부 정책 또는 전략 수립의 기초자

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지자체·회원사 등

임금실태조사 주요내용(1994년~2009년)

 
년도 기간

 대상 집계대상 자료회신 
공표 및 적용일

   업체수 업체수 업체수

 1994 8월  1일~17일 680 680 411 1994년 12월 5일

 1995 9월  1일~10월 31일 1,069 1,069 893 1995년 12월 23일

 1996 8월 16일~10월 24일 1,290 1,290 1,117 1997년 1월 10일

 1997 9월  1일~10월 31일 1,435 1,435 1,286 1997년 12월 29일

 1998 9월  1일~10월 31일 2,611 2,611 2,234 1998년 12월 31일

 1999 9월  1일~10월 31일 1,211 1,166 1,032 1999년 12월 31일

 2000 9월  1일~10월 31일 1,386 1,332 1,073 2000년 12월 30일

 2001 9월  1일~10월 31일 1,593 1,489 1,273 2001년 12월 31일

 2002 9월  1일~11월 15일 1,883 1,623 1,307 2002년 12월 30일

 2003 8월  1일~11월 27일 2,176 1,847 1,483 2004년 1월 1일

 2004 8월  1일~11월 26일 2,202 2,061 1,660 2005년 1월 1일

 2005 8월  1일~11월 30일 2,897 2,589 2,076 2006년 1월 1일

 2006 8월  1일~11월 30일 3,247 2,797 2,283 2007년 1월 1일

 2007 8월  1일~11월 30일 3,574 2,930 2,345 2008년 1월 1일

 2008 8월  1일~11월 30일 3,858 2,986 2,410 2009년 1월 1일

 2009 8월  1일~11월 30일 4,126 3,029 2,452 2010년 1월 1일

   1995년   1996년   1997년
구분

  원자력발전 산업공장 건설및기타  원자력발전 산업공장 건설및기타  원자력발전 산업공장 건설및기타

 기술사 - - - - - - 202,296 187,287 186,816

 특급기술자 127,706 131,693 129,809 168,004 143,537 153,805 194,878 144,101 142,203

 고급기술자 107,403 100, 711 94,007 131,791 113,748 111,484 157,865 118,302 117,410

 중급기술자 88,759 84,119 76,473 104,455 98,973 90,147 127,142 99,626 97,488

 초급기술자 68,086 60,483 55,983 80,272 76,615 63,872 89,740 78,513 69,405

 고급기능사 82,152 57,174 61,149 98,410 60,684 65,323 104,680 70,814 68,094

 중급기능사 60,374 47,724 54,923 66,167 55,461 55,263 78,048 63,329 60,249

 초급기능사 49,493 39,907 45,578 53,833 43,698 45,598 59,265 55,568 48,652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1995년~2009년)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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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1999년   2000년
구분

  원자력발전 산업공장 건설및기타  원자력발전 산업공장 건설및기타  원자력발전 산업공장 건설및기타

 기술사 201,064 165,538 173,852 193,859 164,856 169,300 199,465 176,713 181,248

 특급기술자 192,226 139,809 132,166 194,468 142,328 127,689 201,915 159,658 138,714

 고급기술자 151,279 116,744 109,695 157,804 114,729 108,537 162,339 124,903 118,674

 중급기술자 123,924 97,632 91,968 133,984 100,062 88,632 131,034 101,968 96,387

 초급기술자 88,610 72,384 65,947 97,370 82,636 65,216 103,624 78,894 69,746

 고급기능사 100,640 63,362 67,006 113,484 71,206 74,234 114,168 77,109 79,018

 중급기능사 71,106 55,627 55,830 80,769 57,613 56,261 83,866 66,126 62,505

 초급기능사 60,149 48,228 46,933 67,309 49,714 51,959 64,562 48,713 52,348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1995년~2009년) (단위: 원)

   2001년   2002년   2003년
구분

  원자력발전 산업공장 건설및기타  원자력발전 산업공장 건설및기타  원자력발전 산업공장 건설및기타

 기술사 220,477 179,554 183,237 236,345 203,037 197,001 259,982 192,879 205,071

 특급기술자 217,657 169,460 140,793 228,100 175,725 162,903 225,616 201,642 158,335

 고급기술자 167,504 135,244 120,231 172,993 144,212 131,950 191,206 164,999 132,936

 중급기술자 138,986 111,068 100,560 148,356 115,735 108,828 169,694 138,328 111,576

 초급기술자 102,825 83,526 71,973 113,300 86,669 79,518 125,257 113,108 81,676

 고급기능사 125,794 80,925 90,072 139,616 82,078 98,387 154,469 115,857 95,221

 중급기능사 86,825 68,548 71,771 99,331 68,706 79,392 114,259 90,751 81,499

 초급기능사 68,055 58,531 57,485 74,423 59,262 65,063 92,993 66,249 60,759

   2004년   2005년   2006년
구분

  원자력발전 산업공장 건설및기타  원자력발전 산업공장 건설및기타  원자력발전 산업공장 건설및기타

 기술사 306,774 267,586 230,020 330,209 293,586 252,897 335,459 313,502 263,837

 특급기술자 267,052 239,551 177,096 312,105 252,694 196,337 322,377 274,065 204,020

 고급기술자 216,988 192,930 148,224 246,636 206,956 164,387 251,333 213,533 173,417

 중급기술자 181,740 159,762 123,952 193,250 161,351 139,232 202,063 166,173 146,066

 초급기술자 121,251 115,558 89,202 136,189 117,459 98,848 152,866 125,467 104,129

 고급기능사 188,408 116,451 107,740 208,528 134,546 110,769 221,758 136,169 114,757

 중급기능사 125,674 95,630 96,271 143,329 105,672 97,468 154,630 108,359 100,340

 초급기능사 91,971 74,240 72,051 114,156 86,856 73,229 117,024 89,635 77,785

   2007년   2008년   2009년
구분

  원자력발전 산업공장 건설및기타  원자력발전 산업공장 건설및기타  원자력발전 산업공장 건설및기타

 기술사 342,079 339,421 270,525 349,831 366,454 296,530 344,618 355,680 320,277

 특급기술자 326,602 291,165 217,535 335,871 317,373 234,433 339,500 326,675 258,303

 고급기술자 268,966 229,035 180,902 274,244 240,068 189,895 283,311 247,192 203,277

 중급기술자 218,028 178,245 150,970 224,341 192,094 162,228 233,700 196,823 174,482

 초급기술자 167,923 139,096 108,805 170,336 150,392 120,491 179,608 154,684 127,396

 고급기능사 239,108 138,532 125,348 264,478 152,955 130,396 277,589 160,137 130,603

 중급기능사 170,724 109,007 107,821 186,338 113,519 120,811 198,486 122,250 134,427

 고급기능사 122,166 89,737 85,543 127,756 91,893 95,576 133,420 99,160 10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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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배포했다. (※ 법적근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

4조 및 시행령 3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시행

규칙 제12조(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 / 통계법 제15

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제18조(통계작성의 승

인/통계청 통계작성 승인번호-제11529호) 

또한 2006년부터 매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

분석’을 공표(법적근거: 통계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9

조/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제37202호)했다. 경영분

석은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업체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생산성 등을 계수적으로 파악, 평균적인 경영분석지표

를 제시하는 것으로, 엔지니어링업체의 경영개선을 위

한 기준 및 입찰의 적격심사 시 평가기준을 제공했다. 

특히 업체로부터 접수한 재무제표 자료에 대한 사후 

활용도가 낮아 관련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정부에게 엔지니어링업계의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

는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조사는 전년도 대차대조표(비교식) 및 손익계산서

(비교식)를 기초로 해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 활동성

을 분석했다. 국내 모든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조사모

집단으로, 협회에 자료를 제출한 업체 중 결산보고서

상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자료의 이용이 불가능한 업체 

등 신뢰성이 없는 자료제공 업체를 제외하고 유효모집

단을 선정했다. 따라서 2004~2005년도 1,171업체, 

2006년도 1,144업체, 2007년도 1,294업체, 2008년

도 2,165업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협회가 발간한 경영분석 자료는 크게 분석의 개요,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경영분석 관계비율 통

계, 경영분석지표 해설 등 총 4장으로 구성되었다.

제도 개선방안 연구 수행

협회는 엔지니어링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정책 및 

경영환경의 빠른 변화에 즉각적·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시스템,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

행했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동력으로 삼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국내 기술 수준을 향상시킴으로

써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갔다.

1990년대까지는 실무 매뉴얼 개발을 비롯해 엔지

니어링업체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연구활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가운데 1997년 입찰제

도 개선에 관한 연구, 1999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발간 실적

 발간년도 분석기간 수행기관
 분석대상업체 수

    (해당년도) 

 2006 11월 27일~12월 31일 삼덕회계법인
 1,171

    (2004년, 2005년)

 2007 8월 1일~31일 삼덕회계법인 1,144(2006년)

 2008 8월 25일~9월 12일 (재)한국산업전략연구원 1,294(2007년) 

 2009 9월 14일~10월 13일 (재)한국산업전략연구원 2,165(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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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연구를 수행, 이를 기반으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제도 개선의 성과

를 거둔 바 있다.

2002년에는 엔지니어링 93개 전문분야별 업무범

위와 주업무, 전문분야별 기술인력의 전공학과 및 자

격종목 인정기준 연구를 통해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

고,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했다.

2006년 협회는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지표 및 중장

기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하고, 사업분야별 입찰참가

자격 제한 표준안과 통계 확대 및 개선방안을 도출했

다. 이뿐 아니라 SOC투자 중·장기 분석 및 엔지니어

링업계의 수주 파급효과를 도출하고, 아울러 새로운 

발주방식을 제안하는 등 건설 엔지니어링시장 확대방

안을 마련했다.

특히 2007년에는 제2차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

계획(2008~2012)을 작성하고, 엔지니어링 중장기 기

술개발 로드맵(1차)을 선보였다. 로드맵에는 △엔지니

어링 분야 산업동향 분석 △기술분류 체계 및 전략분

야 도출 △엔지니어링 중장기 R&D 전략 수립 및 연구

방향 선정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을 위한 

1단계 수행 △엔지니어링 분야 중·장기 R&D 추진방

안 등이 제시되었다. 이외에도 국내 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FTA와 엔지니어링 시장개방 

대응전략 △엔지니어링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개선 연구 △한-EU FTA와 엔지니어링 서비스

산업 대응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IT기술을 엔지니어링

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2008년에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들이 수행되었다. 먼저 전년도에 이어 △엔지니어링 

분야 산업동향 분석 △기술분류 체계 및 전략분야 도

출 △엔지니어링 중장기 R&D전략 수립 및 연구방향 

선정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을 위한 2단

계 수행 △엔지니어링 분야 중장기 R&D 추진 방안 등

의 내용을 담은 엔지니어링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2

차) 수행을 완료했다. 

또한 해외사례를 분석해 벤치마킹 방향을 제시하

고, 한·중 FTA 엔지니어링 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

해 정부의 협상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해외 엔지니어링 

입·낙찰 글로벌 스탠더드를 분석함으로써 업계의 국

제경쟁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또한 2009년

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의 개정 추진계획에 맞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200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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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데 이어 2004년에는 산업설비엔지니어링, 건축기

계설비엔지니어링, 지질조사(통합본) 표준품셈을 제

정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수자원개발(하천편) 표

준품셈을 개정했다.

2005년 전기설비엔지니어링 제정과 하수도정비 기

본계획 개정, 2006년 수도정비 기본계획 개정, 2007

년 국토개발계획 개정, 2008년 사전환경성검토 제정

과 수자원개발(하천편) 개정 등 표준품셈 제·개정이 

활발히 이뤄졌다.

이어 2009년에는 소음·진동 엔지니어링(도로, 철

도, 항공기 분야), 수자원개발(댐편), 원자력발전소 기

계/전기설비 정비업무 등 3개 분야의 표준품셈 제정

과 정보통신공사 감리대가, 전기설비엔지니어링 등 2

개 분야의 개정을 완료했다.

표준품셈 제·개정 연구 외에도 제도개선방안 연

구, 수행지침서 작성 연구, 설계기술 체계화 연구, 가

이드북 제작 연구 등 엔지니어링의 전문분야들이 효

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술, 기준, 정책과 관련

한 연구들을 수행함으로써 엔지니어링 기술의 발전을 

도모했다.

2002년에는 전문분야별 업무범위, 기술인력의 자

격종목·전공학과 안전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2004

년에는 기술협의회·지회 활성화 방안과 입·낙찰 제

도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해 최종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듬해인 2005년에는 산업설비 엔지니어링 제도 

개선, 건축물 에너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규 제·

개정, 정보통신공사감리 업무 수행지침서 작성 연구용

역을 완료하고 최종보고서를 배포했으며, 2006년에는 

하위법령 개선연구’ 사업을 수행해 정부입법추진에 힘

을 실었다.

표준품셈 제정 등 기술기준 제시

협회는 발주기관과 수급자 간의 합리적 계약과 적

정한 예가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품셈의 제정과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표준품셈 제·개정은 먼저 각 기술협의회별로 수요 

조사 후 사업계획을 수립,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할 기

관을 선정하고, 전문가회의를 거쳐 최종 제·개정(안)

을 완료하는 절차로 시행되었다. 이후 표준품셈심의위

원회 심의에서 제·개정(안)에 대한 동의를 얻으면 이

사회 의결을 거쳐 표준품셈을 공표했다.

협회는 1993년부터 2000년까지는 국토개발계

획(1993년), 비파괴검사(1994년), 수도정비기본계

획(1995년), 공기조화설비의 시험·조정·평가(1998

년), 정보통신공사감리

대가(1998년), 수자원개

발(2000년) 등 총 6개 

분야의 표준품셈 제정을 

완료했다.

2003년에는 공기조

화설비의 시험·조정·

평가, 비파괴검사, 정보

통신공사감리대가 등 3

개 분야 표준품셈을 개정

정보통신설비 감리대가표준품셈

(200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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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연구 추진 실적

 년도 연구과제

 

2002

 •  엔지니어링 전문분야별 업무범위와 기술인력의 

자격종목 및 전공학과 인정범위에 대한 개선방

안 연구

  •  지반조사/정보통신감리/전기/비파괴검사/건축

기계 표준품셈 제·개정 연구 

 
2003

 •  건축기계/산업설비/전기설비/지반조사(통합본) 

표준품셈 제·개정 연구

  • 전기설비 표준품셈 개정 연구

 2004 • 기술협의회·지회 활성화 방안 연구

  • 엔지니어링 입·낙찰제도 개선방안 연구

  •  산업설비 엔지니어링 제도개선 연구

  •  건축물 에너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규 제·

개정 연구

 
2005

 •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서 작성 연구

  • 도로설계 표준품셈 제정 연구

  • 수자원개발(하천편) 표준품셈 개정 연구

 
2006

 • 산업설비대가기준 제정 연구

  • 도로설계 표준품셈(2차) 연구

 
2007

 • 사전환경성검토 표준품셈 연구

  • 건축기계설비 설계가이드북 연구

  •  초고층 건물의 건축기계설비시스템 설계기술 

체계화 연구

  •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개정 연구

  • 소음진동컨설팅 품셈 제정 연구

 
2008

 • 수자원개발(댐편) 표준품셈 제정

  • 정보통신 감리 대가기준 표준품셈 개정 연구

  •  산업설비 엔지니어링 대가 시공감리요율 제정 

연구

  • 친환경 도로설계기술 개발 연구

  •  원자력발전소 기계,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설계

기준 정립을 위한 연구

  • 철도설계 표준품셈 제정 연구

  • 가스산업설비 표준품셈 제정 연구

 
2009

 • 초고층 건물의 설비시스템 연구

  • U-City 실무 가이드북 제작 연구

  •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품셈(2차) 제정 연구

  • 정보통신분야 유도대책 품셈 연구

표준품셈 제·개정 추진 실적

 년도 제·개정 내용

 1993 •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 제정

 1994 • 비파괴검사 표준품셈 제정

 1995 • 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 제정

 
1998

 •  공기조화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 표준

품셈 제정

  • 정보통신공사감리대가 표준품셈 제정

 
2000

 • 수자원개발(하천편) 표준품셈 제정

  •  공기조화설비의시험·조정·평가(T.A.B) 표준

품셈 개정

 2003
 • 비파괴검사 표준품셈 개정

  • 정보통신공사감리대가 표준품셈 개정

  • 산업설비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정

  • 건축기계설비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정

 
2004

 •  지질조사(통합본) 표준품셈 제정: 토질 및 기초 

표준품셈과 통합

  •  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 개정

  •  수자원개발(하천편) 표준품셈 개정

 
2005

 •  전기설비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정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 개정

 2006 •  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 개정

 2007 •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 개정 

 
2008

 •  사전환경성검토 표준품셈 제정

  •  수자원개발(하천편) 표준품셈 개정

   •  소음·진동 엔지니어링(도로, 철도, 항공기 분

야) 표준품셈 제정

  •  수자원개발(댐편) 표준품셈 제정

 2009 •  원자력발전소 기계/전기설비정비업무 

     표준품셈 제정

  •  정보통신공사감리대가 표준품셈 개정

  •  전기설비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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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설비대가기준 제정 연구를 완료했다. 2007년에는 

건축 기계설비(공동주택, 사무소) 설계 가이드북 제작 

연구를 2008년 1월까지 수행했다.

2008년에 들어서면서 기술기준 연구는 더욱 활기

를 띠었다. 표준품셈 연구 외에 초고층 건물의 건축

기계설비시스템 설계기술 체계화, 산업설비엔지니어

링 대가 시공감리요율 제정, 친환경 도로설계기술 개

발, 원자력발전소 기계·전기설비 엔지니어링 설계기

준 정립을 위한 연구 등 설비구조, 산업설비, 건설, 응

용이학 분야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었다. 2009년에는 

초고층 건물의 설비시스템, U-City 실무 가이드북 제

작 등 설비구조와 정보통신 분야 연구가 이어졌다.

2절. 화합과 도약을 다짐하다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행사 개최

협회는 엔지니어링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일체

감 조성, 나아가 대국민 인식 제고를 통해 엔지니어

링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10월 18일을 ‘엔지니어

링의 날’로 제정, 2004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

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행사는 기념식과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개인, 단체)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을 중심으로, 각종 공연과 세미나를 

함께 선보이며 엔지니어링 종사자들의 화합과 도약을 

다짐하는 업계의 축제로 자리 잡았다. 

2004년 10월 18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열린 제1회 

엔지니어링의 날 행사에서는 780여 명이 참석한 가운

데 엔지니어링의 날이 제정되었음을 대외적으로 선포

했다. 기념식 후에는 39명의 엔지니어링 발전 유공자

들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해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논문 시상식(국회의장상 1·과기부장

관상 2·한국경제신문사 사장상 2·협회장상 5)이 함

께 진행되었다.

제2회 기념행사는 2005년 10월 18일 700여 명의 

참석 속에 개최되었으며, 35명에게 대한 유공자 정부

포상을 실시했다. 2006년 10월 18일 700여 명이 참

석한 제3회 기념행사의 경우 기념식과 시상식, 그리고 

해외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및 상담회가 함께 진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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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부포상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 유공자 34명에

게 수여했고, 관악대 연주와 행사영상물 상영 등이 기

념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제4회 기념행사는 2007년 10월 18일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3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더불

어 엔지니어링 홍보영상물 상영과 서울경찰악대의 연

주와 사물놀이 공연이 펼쳐져 흥겨운 축제의 분위기

를 이어갔다. 제5회 기념행사 또한 2008년 10월 17일, 

700여 명의 뜨거운 관심 속에 치러졌다. 33명에게 수

여한 정부포상과 엔지니어링 홍보영상물 상영, 서울경

찰악대 연주로 구성된 기념행사와 더불어 엔지니어링 

전문가 초청 세미나도 함께 개최되었다.

2009년 10월 16일 열린 제6회 기념행사는 기존 건

설회관 대회의장에서 63빌딩 국제회의장으로 장소를 

옮겨 더욱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정관계 및 산업계 주

요 인사 600여 명이 참석해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업체 및 기술자들에게 포상을 수여했는데, 

훈·포장 대상자가 전년도 33명에서 36명으로 늘어 

엔지니어링업계의 높아진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지식기반 산업으로서 엔지

니어링산업 육성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엔지니어링산

업의 제2의 도약을 다짐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4대 비

전이 선포되었다.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R&D 추진’, ‘글로벌 시장에 대응

할 고급인재 양성’,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에 맞는 법

제도 선진화’, ‘해외시장 진출 확대’라는 4대 비전을 선

포했다. 

한편, 협회는 회원사 간 친목 도모 및 유대강화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엔지니어

링 워크숍을 개최해 왔다. 워크숍과 세미나를 통해 엔

지니어링 관련 제도 및 기술에 대한 공유 기회를 제공

하는 한편 단합행사와 만찬,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을 진행해 회원들이 교류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

도록 했다.

그 시작점인 ‘2006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워크
2008 엔지니어링의 날(2008년 10월 17일)

ADB 전문가 초청세미나(2006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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숍’은 2006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총 사흘에 걸쳐 제

주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특히 워크숍에는 국내 참석

자 122명과 중국대표단 28명이 자리를 함께해 국내 회

원사들은 물론 양국의 인적 네크워크 구축을 더욱 탄

탄히 하는 기회로 삼았다.

조행래 협회장이 협회의 사업추진 실적과 향후 계

획을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팀 

최두선 사무관이 지방제정법을, 건설산업연구원 박용

석 부연구위원이 엔지니어링시장 예산축소에 따른 문

제점과 시장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또한 중국 

SNOPEC 상하이엔지니어링 시에 위지엔 부대표가 엔

지니어링산업에서 서비스 협동의 의미를 설명하고 질

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07년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제주그랜드호텔에

서 열린 ‘2007 엔지니어링 워크숍’은 국제 심포지엄과 

함께 진행되었다. 국내 회원 120여 명뿐 아니라 FIDIC

의 John Boyd 회장을 비롯해 일본, 인도네시아, 라오

스, 베트남,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 각 국가의 

SOC 공무원 및 해외 엔지니어 등 총 11명이 참석해 해

외 엔지니어링시장 동향 및 전망에 대한 정보를 공유

했다. 참석자들은 엔지니어링 상호 협력 및 발전방안, 

컨소시엄 또는 조인트 벤처 등을 통한 공동진출 및 기

엔지니어링의 날 개최 현황

    
참가

 
 회차 개최일 장소 

인원
 정부포상 내역

     •  과학기술혁신장 1·과학기술웅비장 1 ·포장 2·
 1회 2004년 10월 18일 코엑스 그랜드 컨퍼런스룸 780명     대통령표창 4·국무총리표창 4
     • 장관상: 과학기술부장관 12·산업자원부장관 4
       ·건설교통부장관 8·정보통신부장관 3

     • 과학기술웅비장 1·포장 2·대통령표창 3·
 2회 2005년 10월 18일 건설회관 대회의장 700명     국무총리표창 4
     • 장관상: 과학기술부장관 15·산업자원부장관 2
        ·건설교통부장관 5·정보통신부장관 3

     • 과학기술혁신장 1·포장 2·대통령표창 3·
 3회 2006년 10월 18일 건설회관 대회의장 700명     국무총리표창 3
     • 장관상: 과학기술부장관 15·산업자원부장관 3
       ·건설교통부장관 4·정보통신부장관 3

     • 과학기술혁신장 1·포장 2·대통령표창 3·
 4회 2007년 10월 18일 건설회관 대회의장 700명     국무총리표창 3
     • 장관상: 과학기술부장관 15·산업자원부장관 3
      ·건설교통부장관 4·정보통신부장관 2

     • 은탑산업훈장 1·산업포장 2·대통령표창 3·
         국무총리표창 3
 5회 2008년 10월 17일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 700명 • 장관상: 지식경제부장관 1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5·국토해양부장관 5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표창 3

     • 금탑산업훈장 1·은탑산업훈장 1·산업포장 2 ·
         대통령표창 4·국무총리표창 4
 6회 2009년 10월 16일 63빌딩 국제회의장 600명 • 장관상: 지식경제부장관 1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5·국토해양부장관 5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표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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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2008 엔지니어링 워크숍’은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2008년 11월 6일부터 8일까지 협회 임원 및 대의원 

12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특히 세미나와 함

께 진행, 외부초청 강연 중심의 워크숍으로 열렸다. 국

내 엔지니어링시장의 수주실적 및 해외시장 동향 분

석,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와 추진전략, 엔

지니어링 서비스산업의 경제·산업적 의미 분석, 엔지

니어링발전연구소의 설립 필요성과 추진방향 등 다양

한 내용의 초청강연들이 워크숍을 더욱 유익하고 풍성

하게 만들었다.

협회는 ‘2009 엔지니어링 합동 워크숍’을 2009년 

11월 12일과 13일 이틀 간 부산 웨스턴조선호텔에서 

개최했다. 지역 발전과 지회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제주

도에서 개최 장소를 부산으로 옮겼다. 합동 워크숍에

는 103명이 참석해 엔지니어링 발전을 위한 공감대 형

성과 회원사 간 휴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화합과 교

류의 시간을 가졌다. 엔지니어링산업의 지속성장과 경

제발전, 해외 신규시장 진출사례, 해외사업 성공·실

패사례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소

개, 협회 주요 업무실적 보고가 이어졌다. 또한 엔지니

어링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선정해 협회장상을 

수여하고 단합대회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협회는 행사사업의 일환으로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해 왔다. 유관기관, 단체에

서 주최하는 행사, 간담회 등에 참석함으로써 유대관

계를 지속하고 정보를 교류했다.

심포지엄 및 토론 프로그램 다양화

전국적인 규모의 방대한 인프라를 갖춘 단체일수록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목표와 비전

을 공유하고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

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토론이 가장 효과적

인 수단이 되는 만큼 협회는 간담회, 토론회, 심포지엄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전문적인 지식 제공 및 정

보교류에 힘을 쏟아 왔다. 

1993년에는 8월 10일 캘리포니아대학교의 Ibbs 교

수의 초청강연에 이어 9월 발주처 및 회원사들을 대상

으로 엔지니어링사업 발주제도에 대한 강습회를 진행

했는데 700여 명이 참석하며 큰 호응을 보였다. 또한 

1994년 3월 11일에는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를 개최해 재무부와 협회, 업계 대표자들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 데 이어 9월 14일 엔지니어링 기술발전 

전략 대토론회를 개최했다.2009 엔지니어링 합동 워크숍(2009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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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4월 20일에는 코스트엔지니어링 교육을 실

시해 회원사 실무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10월에는 엔지니어링 강습회를 지역 순회 프로그램으

로 개최함으로써 광주(10월 18일), 대구(10월 20일), 

서울(10월 24일) 등 각 지역 공무원 및 회원사 실무자

들에게 교육을 진행했다.

1996년 4월 19일 엔지니어링사업자 경영지원의 일

환으로 계약 및 클레임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데 

이어 1997년에는 4월 16일 건설산업 ENG 진흥을 위

한 긴급진단 좌담회, 11월 4일 플랜트 엔지니어링 발

전전략 토론회, 12월 5일 엔지니어의 책임에 관한 제

도개선방안 발표회 등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1998년 3월 6일 엔지니어링사업관리 실무매

뉴얼 교육을, 1999년 6월 11일에는 설계관리 실무매뉴

얼 교육을 실시해 협회에서 개발한 매뉴얼에 대한 이

해를 도왔다. 2000년 10월 13일에는 공공발주처 및 회

원사들을 대상으로 엔지니어링 관련제도를 설명하는 

엔지니어링 연찬회를 실시했다.

특히 협회는 2001년에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정기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확

대했다. 6월 22일 ‘한국금융,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

제로 조찬강연회를 개최하고, 8월 29일 재경부 국고

국장과 각 당의 정책전문위원들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

운데 엔지니어링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

다. 그리고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에 걸쳐 35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에의 대응-21세기 프로젝

트경영의 비전’을 주제로 정기 심포지엄을 한국프로젝

트관리기술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2002년과 2003년에는 초청 강연회로 이목을 집중

시켰다. 2002년 1월 23일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

가’를 주제로 한 조찬강연회에 이어 9월 6일 미래 과학

기술 정책 방향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방안에 대한 채

영복 과학기술부 장관의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또

한 10월 17일과 18일 이틀간 펼쳐진 정기 심포지엄에

는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프로젝트관리를 통한 

경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섹션별 강연과 25편

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듬해인 2003년 6월 24일에는 이명박 서울시장

이 청계천 복원사업과 서울의 미래를 주제로 초청 강

연을 펼쳤고, 11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협회의 

변화와 개혁 및 미래구상 추진을 주제로 한 협회 직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협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2004년 6월 1일에는 30

주년 기념 정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

에는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미래의 새로운 엔지니어

링산업구조로의 도전-엔지니어링산업제도의 발전과 

국제화 선도’를 주제로 열띤 강연이 이어졌다. 한편, 

심포지엄 후에는 협회 30년사 발간기념회를 개최하기

도 했으며, 같은 해 12월 16일에는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 관계자들의 참여 속에 송년의 밤을 개최, 엔지니

어링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다.

2005년과 2006년에 열린 정기 심포지엄은 엔지니

어링의 날 행사와 함께 국제심포지엄으로 개최되었다. 

2005년 10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열린 국제심

포지엄에는 175명이 참석했으며, ‘엔지니어링 해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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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활성화’를 주제로 터키엔지니어링협회 회장, 베트

남 교통부 서기관, 인도엔지니어링협회 부회장 등 해

외 엔지니어링 전문가 3인의 초청강연을 실시해 주목

을 받았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부 정책홍보관리실, 건

설교통부 건설환경팀, 해외건설협회, 한국수출입은행 

담당자들의 강연, 그리고 삼보기술단 및 제일종합기술

의 해외프로젝트 수행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2006년 심포지엄은 10월 18일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로 열렸으며, 해외 전문가와 회원사 등 104명이 

참여해 우리나라 관련 업계의 IBRD 파이낸싱 개도국 

프로젝트 시장진출지원에 대한 정보를 교류했다. 세미

나 프로그램으로는 WB(World Bank)의 Infrastruc-

ture 전문가와 Senior Procurement 전문가, 베트남 

국영엔지니어링회사 부사장, 네팔 엔지니어링협회 회

장이 연사로 나서 WB의 주요 역할 및 활동, 네팔 엔

지니어링시장 현황 및 발전상, 한국업체의 베트남 엔

지니어링 진출 가능성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특히 협

회는 10월 18일 회원사와의 해외진출 개별상담, 10월 

19일에는 업체방문 및 실무상담을 주최해 국내 업체들

이 해외전문가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실질적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2007년에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에 걸쳐 

‘해외 주요국의 엔지니어링산업 시장동향 및 전망’을 

주제로 엔지니어링 워크숍 및 국제심포지엄을 개최

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엔지니어링 관련제도 개선 방향, 

건설엔지니어링의 IT기술 접목 방안, 해외 엔지니어

링 수주 성공사례 발표, 일본의 인프라 발달과 컨설팅 

엔지니어링산업,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투자 등의 강연

이 이어졌으며, 특히 FIDIC의 John Boyd 회장은 ‘국

제 컨설팅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개요를 주제로 강

연을 펼쳐 이목을 집중시켰다. 

2008년 10월 17일에는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행사

와 연계해 엔지니어링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

다. 이날 세미나에는 135명의 업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령제도 개선, 금융지원 제도, 해외진출 지원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11

월 28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원회 의장 초청 간담

회를 개최, 엔지니어링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09년 협회의 교육 사업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좌담회와 간담회 등을 여러 차례 개최함으로써 현안

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국제적인 

규모의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먼저 2009년 4월 27일 국내 엔지니어링업계 각 분

2005 국제심포지엄(2005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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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및 심포지엄 개최 실적

 년도 개최일 행사명

 

1993

 8월 10일 Re-Engineering 세미나

  9월 10일(서울),

  9월 17일(부산) 
엔지니어링 강습회

 
1994

 3월 11일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9월 14일 엔지니어링기술발전전략 대토론회

 
1995

 4월 20일 코스트엔지니어링 교육

  10월 20~24일 엔지니어링 강습회

 1996 4월 19일 엔지니어링사업자 경영지원제도 교육

  4월 16일 건설산업 ENG 진흥을 위한 긴급진단 좌담회

 1997 11월 4일 플랜트엔지니어링 발전전략 토론회

  12월 5일 엔지니어의 책임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회

 1998 3월 6일 엔지니어링사업관리 실무매뉴얼 교육

 
1999

 6월 11일 설계관리 실무매뉴얼 교육

  9월 8일 조찬강연회

 2000 10월 13일 엔지니어링 연찬회

  2월 21일 매일경제신문사 배병휴 고문 초청 조찬강연회

  6월 20일 서강대 경제학과 김병주 교수 초청 조찬강연회

 
2001

 8월 29일 엔지니어링 계약제도 개선 토론회

  9월 19일 인천국제공항 강동석 사장 초청 조찬강연회

  10월 11~12일 정기 심포지엄

  12월 5일 엔지니어링 우수논문상 시상식

  1월 23일 조찬강연회

 2002 9월 6일 과학기술부 장관 초청 강연회

  10월 17~18일 정기 심포지엄

 
2003

 6월 24일 서울시장 초청 강연회

  11월 28~29일 협회 임원직 워크숍

 
2004

 6월 1일 창립 30주년 기념 정기 심포지엄

  12월 16일 엔지니어링 송년의 밤

 2005 10월 18~19일 정기 심포지엄

 2006 10월 18일 정기 심포지엄

 
2007

 11월 9~11일 엔지니어링 워크숍 및 국제심포지엄

  11월 19일  제2차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 공청회

 
2008

 10월 17일 엔지니어링 전문가 초청 세미나

  11월 28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원회 의장 초청 강연회 및 간담회

  4월 27일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6월 8일 협회 발전 및 엔지니어링산업 활성화를 위한 역대회장 간담회

 2009 7월 6일 엔지니어링 정책진단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

  10월 14~17일 국제엔지니어링포럼

  11월 25일  엔지니어링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조찬간담회(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장선 위원장 초청)

  11월 26일 엔지니어링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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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협회는 세계 엔지니어링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한 ‘2009 국제엔지니어링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

로써 협회의 높아진 위상과 국제적 역량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국제엔지니어링포럼은 엔지니어링의 날을 맞아 2009년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에 걸쳐 여의도 63

빌딩에서 개최되었다. 무엇보다 FIDIC의 Gregs Thomopulos 회장을 비롯해 전세계 18개국에서 230여 

명이 참석해 협회는 물론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업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방증했다.  

포럼은 총 4개 섹션으로 나눠 진행되었다. ‘선진엔지니어링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및 사례’ 섹션에서

는 미국, 네덜란드, 영국, 호주의 대표적인 엔지니어링기업의 임원들이 연사로 나서 다양한 진출 사례

를 소개했다. 나머지 3개 섹션은 ‘중동 및 CIS 지역’, ‘아프리카 지역’,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 등 

지역별로 나눠 각 지역의 업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자국의 엔지니어링산업 현황과 정책에 대한 강연

을 펼쳤다.  

특히 FIDIC의 Gregs Thomopulos 회장이 특별강연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Gregs Thomopulos 회장은 

‘세계 엔지니어링시장 전망 및 해외 프로젝트 수주 노하우’를 주제로 중국 업체에 대한 분석, 그리고 한

국 엔지니어링업계의 과제와 비전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의 강연 외에도 발주처 관계자와의 1:1 비즈니스 미팅 시간이 별도로 진행되어 기업, 정부 간 기

술교류 및 시장진출에 관한 상호협상이 포럼 기간 내에 즉석으로 이뤄지기도 했다.  

이처럼 ‘2009 국제엔지니어링포

럼’은 각국의 엔지니어링 시장현

황과 동향에 대한 이해를 넓히

고 세계시장에서 상호 연대와 협

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

회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

엇보다 2012년 FIDIC 서울 총회에 

앞서 국제적인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협회의 조직력과 역량을 확

실히 입증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남겼다.

국제무대의 이동, 한국에 시선집중! 2009 국제엔지니어링포럼

2009 국제엔지니어링포럼



183

야 전문가들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엔지니어링산업 발

전 좌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협회가 추진해야 할 과제

와 2012년 FIDIC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안, 지

식기반 산업으로서 엔지니어링산업의 미래 비전 등 폭

넓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6월 8일에는 역대 회장 간

담회를 개최해 엔지니어링업계의 해외진출, 고급 두뇌

인력 활용을 위한 양성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7월 6일

에는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어 신성장동력 확보, 엔

지니어링 역할변화와 사업추진 과제 등에 대한 고견

을 청취했다.

특히 협회는 2001년부터 매년 심포지엄을 개최해 

왔는데 2009년에는 국제엔지니어링포럼으로 성대하

게 개최되었다.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에 걸쳐 

열린 이 포럼에는 세계 18개국에서 2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각국 엔지니어링산업 현황과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진출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밖에도 11월 25일에는 엔지니어링업계 발전 조찬

간담회를 개최해 엔지니어 양성 강화, 고급인력 확보 

및 교육, 엔지니어링 중소기업들의 당면과제와 성장방

안 등을 논의하고, 다음 날인 11월 26일에는 엔지니어

링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통해 서울시 엔지

니어링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3절. 민원 서비스의 폭을 넓히다

신고제 도입 및 사업자 신고업무 수탁

정부가 기술용역을 엔지니어링활동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재정립하면서 기술용역육성법을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으로 전면개정(1992년 11월 25일)했다. 엔

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환에 따라 종전 1년에 2회 과

학기술처에서 사업자 등록을 받던 등록제는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신고제 도입으로 협회는 1993년 5월 31일, 과학기

술처로부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및 수리, 엔지

니어링 기술 도입계획의 신고 및 수리, 엔지니어링 기

술 수출계획의 신고 및 수리, 발주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협조 등 위탁업무를 수임하고 협회의 기능을 강

화시켜 나갔다.

업체 설립의 신고제 도입, 엔지니어 임금의 실지급

임금 전환(협회의 임금실태조사를 계기로 종전의 정부 

고시 임금대가가 1995년부터 업계가 소속 기술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임금으로 개편) 등 규제 완화로 엔지니

어링업계를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가시화되면

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수는 매년 급증, 업계와 협회

는 성장가도를 걷게 되었다.

협회가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업무를 시작한 

1993년 당시 469개사에 불과했던 업체 수는 이듬해인 

1994년 761개사로 크게 증가했다. 이후 1995년 900

개사, 1996년 954개사, 1997년 1,094개사,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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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개사, 1999년 1,277개사, 2000년 1,467개사, 

2001년 1,728개사, 2002년 2,015개사로 지속적인 증

가세를 보였다. 

이후 2003년 289개사, 2004년 359개사, 2005년 

374개사, 2006년 382개사, 2007년 254개사, 2008

년 301개사, 2009년 293개사가 신규업체로 추가되면

서, 전체 신고업체는 2009년 현재 총 4,267개사를 기

록했다.

한편, 엔지니어링업체의 건전한 활동, 기술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해 부실업체와 부실회원사에 대

한 정비를 2003년부터 강화해 나갔다. 먼저 신고기

준 미달업체 등을 파악하고, 국민연금확인서 등 인

력보유현황 증빙자료를 접수받아 신고기준 미달업체

에 대해 신고취소, 분야취소 등 변경신고를 독려했

다. 이와 함께 증빙자료 미제출업체에 대한 현지실

사를 시행하며 인력의 부족 및 이중신고 등을 철저

히 관리했다.

2007년에는 행자부 지자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

기준 개정(3월 1일 시행)으로 기술인력에 관한 심사항

목이 신설되었고, 업종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

을 감점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또한 개정된 평가방

법에 부합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양식을 2006년 확정

하고, 2007년 3월부터 기술자보유증명서 발급으로 신

고기준의 충족, 미달을 확인했다.

이밖에도 협회는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수립 등에 활

용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수주규모, 매출

실적 등을 분석·관리해 왔다. 2004년부터의 수주실

적 확인 내역을 보면 2004년 1,629건, 2005년 1,601

건, 2006년 1,063건, 2007년 1,195건, 2008년 1,224

건이다. 이처럼 협회는 엔지니어링업체의 수주실적을 

확인함으로써 발주처와 회원사의 입찰 편의를 제고하

고, 수주실적 순위를 공표함으로써 실적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건설 기술자 경력관리 착수

1993년 과학기술처 장관 위탁업무와 1994년 통계

청 임금실태조사 업무를 수탁한 데 이어 1995년에는 

건설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를 수탁하면서 

협회의 역할과 위상은 더욱 중요해졌다.

1995년 10월 12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설계 등 용

역업자에 대한 부실벌점 및 입찰참가제한사항의 종

합관리, 건설기술용역계약 현황 관리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았다. 이에 따라 발주청 입찰참가제한 현황을 

회신하고, 업체별 부실벌점 확인 및 관리를 추진했

으며, 부실벌점을 산정해 건설교통부에, 2008년부

터는 국토해양부(주무부처 명칭 변경)에 보고를 시

행했다.

발주청 자료회신 건수는 2005년 628건, 2006년 

592건, 2007년 966건, 2008년 937건, 2009년 939

건을 기록했다.

2001년 1월 8일에는 건설 기술자 경력관리업무가 

건설교통부 수탁업무로 추가되었다. 

이는 기획예산처의 협회 경영혁신방침에 따른 것으

로, 경력관리업무를 분야별 협회로 분담하도록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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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

량협회 이외에 한국건설감리협회와 한국엔지니어링진

흥협회가 수탁기관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따라서 협회는 2001년부터 경력사항 관리, 제증명

서(경력확인서 등) 발급 등 단일 엔지니어링업체 소속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업무를 실시했다.

협회는 2003년 3,800건, 2004년 4,402건, 2005

년 3,489건, 2006년 3,849건, 2007년 7,113건, 2008

년 4,416건, 2009년 5,004건의 제증명서 발급을 완

료했다.

특히 2004년에는 관련 기관과 경력관리 공동 DB 

서버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2004년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와의 통합 DB 구축 및 중복기술자 경력일치 작업

을 시작으로 타 수탁기관과의 DB를 지속적으로 통합

하고 교차발급에 대한 지침을 협의했다. 이어 2008

년부터 자료의 중복성, 신뢰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

해 5개 협회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각 기관의 시스템 

연계 및 통합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09년 10월과 11

월 광파일을 상호교환하고, 11월 건설기술자 경력관

리 통합시스템을 가오픈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건설기술자가 개인의 경력정보를 등록한 경력관리기

관과 무관하게 인터넷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 조회

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한편 1995년 10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엔

지니어링 하도급 분쟁조정 업무를 위탁 받아 회원사 

및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발생 시 

협회가 조정 및 중재에 나섰다. 협회는 분쟁에 대한 

의뢰가 접수되면 조정회의 등을 통해 협의를 추진하

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했다. 2008년에

는 엔지니어링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의견을 제시했

고, 2009년에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서면 계

약문화 정책 캠페인 참여 및 홍보, 하도급 관련 현황 

조사 및 의견제시, 언론중재위원회 정책 심포지엄 참

석 등 분쟁조정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며 적극적인 행

보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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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해외진출의 초석을 놓다

해외유관기관과 상호협력 MOU 체결

국내 엔지니어링업계가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서는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현지 컨텍포인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전문

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데 많은 시간과 인력의 투자가 

필요한 만큼 대다수의 중소·중견기업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

력을 갖춘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해외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 교류를 통

해 수집된 다양한 정보들을 업계에 제공해 왔다. 정보 

수집 뿐 아니라 해외유관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과 현지 발주처

를 연결하는 등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교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먼저 1990년대까지는 일본엔지니어링협회의 심포

지엄에 참가하고, 일본건설컨설턴트협회와 교류하는 

등 주로 일본과의 우호협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활

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국내 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갈망이 더해짐에 따라 협회는 2000년부터 국제

교류 협력 활동의 범위를 점차 확대시켜 나갔다. 

2000년 3월 FIDIC 회원국인 영국엔지니어링협회, 

프랑스엔지니어링협회를 각각 방문해 선진국 엔지니

어링업계 현황과 발전방향, 각 협회의 운영현황을 조

사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13일, CNAEC(중국공정자

순협회)와 상호교류에 대한 MOU를 체결, 매년 1회 양

국을 서로 방문하며 정례회의와 공동세미나를 개최하

기로 했다.

MOU 체결에 따라 2001년 5월 제1차 한·중 정례

회의를 협회에서 개최해 기술자 교류 등 양국 협력사

항을 논의하고, 이듬해 5월에는 중국 북경에서 열린 

한·중 공동세미나-제3차 정례회의(2003년 11월 26일) ACEC(미국엔지니어링협회)와 정보교류에 대한 MOU 체결

(2004년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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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중 정례회의에 참가했다. 제3차 한·중 정

례회의는 2003년 11월에 다시 협회가 주최한 가운데 

세미나와 함께 진행되었다. 세미나는 중국 측 연사가 

‘고속도로건설에서의 입찰방식’을, 한국 측 연사가 

‘남북철도연결과 대륙연계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

고, 세미나 뿐 아니라 대우자동차, 청석엔지니어링, 월

드컵경기장을 시찰하는 시간도 가졌다.

해외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은 2004년에 들

어서면서 더욱 탄탄해졌다. 2004년 5월 10일 ACEC 

(미국엔지니어링협회)와 상호 정보교류에 대한 MOU

를 체결한 데 이어 10월 4일 INKINDO(인도네시아엔

지니어링협회), ACEM(말레이시아엔지니어링협회)와 

각각 MOU를 체결했다. 11월에는 중국을 방문해 제4

차 한·중 정례회의 및 세미나에 참가했다.

정례회의를 통해 2005년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FIDIC 총회에 협조하기로 하고, 양국 업체들의 협력

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에는 

중국 측이 ‘국가고속도로망에 대한 소개’, ‘중국사회기

반시설에 대한 투자체제에 대한 소개’를 주제로, 한국 

측이 ‘한국인프라사업의 타당성 연구 소개’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또한 협회는 2004년 11월 20일 VECAS(베트남엔

지니어링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2005년 8월 25일 

말레이시아기술인협회와 양기관의 정보 및 인적교류, 

회원 간 협력도모를 목적으로 MOU를 체결했다. 여기

에 그치지 않고 2006년 3월 20일에는 CEAI(인도컨설

팅엔지니어링협회)와, 9월 21에는 ATCEA(터키엔지

니어링협회)와 MOU를 체결하며 국제협력의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갔다.

2006년 11월에는 제주에서 제5차 한·중 정례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 양국 회원사들이 보다 용이하게 각

국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입찰정보, 엔지니어링 

관련법령, 정부정책 등을 포함한 시장과 사업 정보 등

을 공유하기로 했다.

2007년 3월에는 캐나다 알버타주 정부 및 엔지니

어링산업 관계자 미팅을 통해 양국의 현황을 파악하

고, 5월에는 미얀마엔지니어링협회 부회장이 협회를 

내방해 업계의 미얀마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8

월 중국 심천 정부 및 업계 대표단의 협회 내방에 이

어 9월에는 베트남 과학기술협회연합 대표단이 협회

를 방문해 미팅을 가졌다.

2008년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된 ‘2008 

TCDPAP&FIDIC/ASPAC 서울 컨퍼런스’를 계기로 

국내 엔지니어링산업과 협회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

면서 MOU 체결이 줄을 이었다. 2008년 4월 24일 

NESCA(아제르바이잔엔지니어링협회)와의 MOU 체

결을 시작으로 6월 2일 ANEBIC(튀니지엔지니어링제5차 한・중 정례회의(2006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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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7월 22일 AJCE(일본컨설팅엔지니어협회)와 

MOU 체결을 마쳤다.

또한 11월 제6차 한·중 정례회의 및 세미나가 중

국 북경에서 열린 가운데 11월 26일, CNAEC(중국공

정자순협회)와 엔지니어링 정보 및 자료의 교환, 인력

교류,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공동연구 및 조사활

동, 회원사 지원 등 총 5가지 내용의 MOU를 재체결

함으로써 양국의 엔지니어링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놓았다.

2009년에는 3월 11일 CEAI(인도엔지니어링협회)

와 MOU를 체결한 데 이어 11월에는 제7차 한·중 정

례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하며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갔다.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실적

 년도 일정 장소 내용

 1993 12월 12~15일 일본(일본건설컨설턴트협회) JCCA(일본건설컨설턴트협회)와 교류

 
2000 

3월 12~18일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영국엔지니어링협회, 프랑스엔지니어링협회와 국제협력 방안 모색

  10월 13일 중국 CNAEC(중국공정자순협회)와 MOU 체결

 2001 5월 23~27일 서울(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제1차 한·중 정례회의 개최   

 2002 5월 28일 중국 북경 제2차 한·중 정례회의 참가

 2003 11월 26~27일 서울(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제3차 한·중 정례회의 및 세미나 개최  

  5월 10일 미국 콜로라도 ACEC(미국엔지니어링협회)와 MOU 체결

 

2004

 10월 4일 인도네시아  INKINDO(인도네시아엔지니어링협회)와 MOU 체결

  10월 4일 말레이시아  ACEM(말레이시아엔지니어링협회)와 MOU 체결

  11월 14~15일 중국 리장 제4차 한·중 정례회의 및 세미나 참가

  11월 20일 베트남 하노이  VECAS(베트남엔지니어링협회)와 MOU 체결

 2005 8월 25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기술인협회와 MOU 체결

 
2006

 9월 21일 터키, 앙카라 ATCEA(터키엔지니어링협회)와 MOU 체결

  11월 1~3일 제주도 제5차 한·중 정례회의 및 세미나 개최

  3월 20일 파키스탄(TCDPAP 총회)  CEAI(인도컨설팅엔지니어링협회)와 MOU 체결

  3월 2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캐나다 알버타주 정부 및 엔지니어링산업 관계자 미팅

 2007 5월 9~14일 서울(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미얀마엔지니어링협회 부회장 협회 내방 및 미팅

  8월 20~23일 서울(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중국 심천 정부 및 업계 대표단 협회 내방 및 미팅

  9월 19일 서울(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베트남과학기술협회연합 대표단 협회 내방 및 미팅

  4월 24일 서울(TCDPAP 총회) NESCA(아제르바이잔엔지니어링협회)와 MOU 체결

  6월 2일 튀니지 ANEBIC(튀니지엔지니어링협회)와 MOU 체결

 2008 7월 22일 일본 AJCE(일본컨설팅엔지니어협회)와 MOU 체결

  
11월 25~27일 중국 북경

  제6차 한·중 정례회의 및 세미나 참가, CNAEC(중국공정자순협회)와 

MOU 2차 재체결(11월 26일)

  3월 11일 네팔 카투만두 CEAI(인도엔지니어링협회)와 MOU 2차 재체결

  
2009

 10월 14일 서울(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제7차 한·중 정례회의 및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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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컨퍼런스 참가로 해외진출 모색

협회는 국제 컨퍼런스 등에 참가함으로써 교류를 

확대하고, 국내 엔지니어링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컨텍

포인트를 만들어 나갔다. 컨퍼런스 참가를 통해 현장

에서 유관기관과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고, 인적 네

트워크의 기반을 마련한 것은 물론 참가보고서를 회

원사에 배포해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실질적인 정

보를 제공했다.

1994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일본 동경에서 열린 

ENAA(일본엔지니어링협회) 심포지엄에 참가하며 일

본 협회, 업계와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면, 

2000년대 초반부터는 중국, 영국, 미국 등으로 참가 

영역을 점차 넓혀 나갔다.

국제 세미나 참가는 2002년부터 더욱 활기를 띠

기 시작했다. 2002년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중국 상

해 IEC 포럼, 11월 14일과 15일 ENAA 심포지엄 참

가에 이어 12월 9일과 10일 열린 영국 IBC 글로벌 컨

퍼런스에 참가해 FIDIC 표준계약 조건에 대한 정보를 

취득,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해 회원사들의 이해를 

도왔다. 2003년과 2004년에는 5월 미국에서 개최한 

ACEC(미국엔지니어링협회) 총회에 참석해 국내 회원

사들과 엔지니어링 부문 선진국가들과의 교류협력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업체의 동남아

시아 지역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해 나갔다. 2005년 4

월 11일부터 13일까지, 12월 4일부터 11일까지의 일

정으로 AFEO 이사회 참가해 동남아시아 10개국 엔

지니어링협회들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엔지니어링시장 

동향과 인력양성 교육의 협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을 가졌다.

앞서 협회는 같은 해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

된 e-Learning WORLD 2005 Expo&Conference에

도 참가하는 한편 ENAA, AJCE(일본컨설팅엔지니어

협회), ECFA(해외컨설팅기업협회) 등의 기관을 방문

하고 일본 엔지니어링업계의 현안문제 및 우리나라 업

계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2006년에도 미국과 일본, 말레이시아를 오가는 강

행군은 계속되었다. 먼저 2006년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열린 미국 ACEC 총회에 참석해 FIDIC 총회 

서울 유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10월 19일과 20

일 이틀간 ENAA 심포지엄, AJCE와 일본건설정보종

합센터를 방문했다. 같은 해 12월 29일에는 전년도에 

이어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AFEO 총회에 참석해 교

류를 이어갔다.

2007년에는 5월 3일부터 11일까지 일정으로 

ENAA(일본엔지니어링협회) 심포지엄(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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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C 총회에 참가하고 한·미 정보교류회를 통해 

미국 현지 엔지니어링업체, 현지 한인업체 및 세계

은행(WB) 등 관계기관과 미팅을 가졌다. 이어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일본을 방문, ENAA 심포지엄에 

참가해 양국 엔지니어링 현황에 대한 정보교류와 협

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듬해인 2008년 또한 4월 26

일부터 5월 4일 일정으로 ACEC 총회에 참가, 세계

은행과 미팅을 통해 세계은행의 조달시스템, 프로젝

트 정보를 빠르고 쉽게 획득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정

보를 취득했다.

또한 2009년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미국을 방

문해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열린 ACEC 총

회에 참가했다. 이 총회에는 세계 1,000여 명의 엔지

니어링 관련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우리 대표단

은 미국 엔지니어링업체 및 해외유관기관과 프로모션 

미팅을 지속적으로 추진,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

국제 컨퍼런스 참가 실적

 년도 일정 장소 내용

 1994 11월 10~11일 일본 동경 ENAA 심포지엄 

 1995 11월 9~10일 일본 동경 ENAA 심포지엄 

 1996 11월 7~8일 일본 동경 ENAA 심포지엄 

 1997 10월 30~31일 일본 동경 ENAA 심포지엄 

 1999 10월 20~21일 일본 동경 ENAA 심포지엄 

 
2000

 10월 10~13일 중국 베이징  세계공정과학대회(ICETS 2000)  

  11월 15~16일 일본 동경 ENAA 심포지엄

 2001 11월 15~16일 일본 동경 ENAA 심포지엄

  5월 20~22일 중국 상해  중국 상해 IEC 포럼  

 2002 11월 14~15일 일본 동경 ENAA 심포지엄

  12월 9~10일 영국 런던 영국 IBC 글로벌 컨퍼런스 

 2003 5월 9~13일 미국 ACEC 총회

 2004 5월 9~13일 미국 콜로라도 ACEC 총회

  4월 11~13일 캄보디아 프놈펜 AFEO 엔지니어링기관 이사회 회의

 2005 7월 20~22일 일본 동경  e-Learning WORD 2005 Expo&Conference

  12월 4~11일 라오스 비엔티엔 AFEO 총회

  4월 30일~5월 3일 미국 워싱턴 ACEC 총회

 2006 10월 19~20일 일본 동경 ENAA 심포지엄

  12월 2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AFEO 총회

 
2007

 5월 3~11일 미국 워싱턴 ACEC 총회

  10월 17~20일 일본 동경 ENAA 심포지엄

 2008 4월 26일~5월 4일 미국 워싱턴 ACEC 총회

  4월 26일~5월 1일 미국 워싱턴 ACEC 총회 

 
2009

 
5월 21~29일

 필리핀 마닐라, 베트남 호치민,  
GMS 프로젝트 수주조사단 공동주관 및 파견

   캄보디아 프놈펜

  11월 1~6일 쿠웨이트 쿠웨이트시 WFEO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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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FIDIC 

회장 미팅, 미국 ACEC 회장 미팅, 캐나다 ACEC 회장 

미팅 등을 통해 2012년 서울 FIDIC 총회 개최 홍보와 

FIDIC 집행위원 선출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같은 해 5월 21일부터 29일까지, 8박 9

일 동안 GMS(메콩강 유역) 프로젝트 수주조사단을 필

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 3개국에 파견했다. 조사단

을 통해 국내 엔지니어링업계를 홍보하고, 메콩강 유

역 인접국가들의 시장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수

주상담회 개최로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특히 협회는 메콩강 유역 인접국가들의 엔지니어링 유

관기관 및 관련 업체와 협력을 통해 SOC 프로젝트 사

업에 우리나라 업체가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

케팅 활동을 펼쳤다. 같은 해 11월 1일부터 6일까지는 

WFEO(세계공학단체연합회) 총회에 참가해 세계 엔

지니어링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해외 참가자들과 인

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FIDIC 회원국과 교류 강화 

FIDIC은 1913년에 설립된 엔지니어링컨설팅 분야

의 세계 최대 규모 연합체로, 매년 세계 각국의 엔지

니어링 관련 단체, 기술자를 초청해 업계 현황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FIDIC의 가

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국제표준 계약서 기준을 만

드는 것인데, ADB(아시아개발은행), WB(세계은행),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등 모든 ODA(공적개발원

조) 사업에 쓰이는 계약서가 FIDIC의 기준을 따르고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크다.

이에 따라 협회는 1982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

후 줄곧 FIDIC 총회에 참가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

해 왔다. 1993년 독일 뮌헨 총회에 이어 1994년에는 

FIDIC 총회와 함께 FIDIC의 ASPAC(아시아-태평양

이사회) 연례회의에도 참가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1977년 설립된 ASPAC은 FIDIC 회원국 중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이익 증진을 위해 회원국 간 정

보교환, FIDIC 원칙에 입각한 엔지니어링산업 육성 

및 엔지니어 양성, FIDIC 운영위원회 건의 등을 수행

한다. 또한 매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의를 개최하

고, 지역훈련프로그램과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협회는 1995년 터키 이스탄불, 1996

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FIDIC 총

회 참가에 이어 1996년과 1997년 중국 북경에서 개최

된 TCDPAP(아시아-태평양 전문컨설턴트 개발프로

그램) 회의에 참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국

가들과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졌다. TCDPAP는 

1994년에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인도, 중

국, 베트남 등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후로도 협회는 1997년 영국 에딘버러, 1998년 캐

나다 에드먼튼, 1999년 네덜란드 헤이그, 2000년 미

국 하와이, 2001년 스위스 몽트뢰에서 개최된 FIDIC 

총회 참가를 통해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최근 이슈 및 

정보를 교환하고, 현안에 대한 공동대처 및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2000년에는 FIDIC 집행위원인 Ri-



192

3장. 변화를 넘어 성장하다

chard Kell이 방한, 협회에 대한 FIDIC의 높은 관심

을 방증하기도 했다.

협회의 FIDIC 지원 및 협력활동은 2002년에도 

계속되었다. ‘Integrity and Capacity Building for 

Development’를 주제로 열린 멕시코 아카풀코 FIDIC 

총회에 업계 실무자들과 함께 참가했으며, 총회 기간 

동안 캐나다 ACEC, ENAA와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

했다. 한편, 2002년에는 FIDIC 차기회장으로 선정된 

Richard Kell이 다시 한국을 찾은 데 이어 Stan Ka-

waguchi 집행위원이 방한, 각각 초청 세미나를 개최

하며 유대관계를 증진시켰다.

2003년 FIDIC 총회는 ‘Partners for responsible 

investment’를 주제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협회는 총회 기간 중 미국 ACEC, 캐나다 ACEC

와 MOU 체결을 합의함으로써 이듬해 열린 ACEC 

총회에서 상호 정보교류에 대한 MOU를 체결하는 성

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어 2004년 FIDIC 덴마크 코펜하겐 총회에 참가

FIDIC 총회 참가 실적

 년도 개최일 개최지 내용

 1993 6월 13~17일 독일 뮌헨 FIDIC 총회 

 1994 9월 25일 호주 FIDIC 총회 및 ASPAC 총회 

 1995 8월 터키 이스탄불 FIDIC 총회 

 
1996

 8월 12~16일 중국 북경 TCDPAP 총회 

  9월 29일~10월 2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FIDIC 총회       

 
1997

 5월 23~30일 중국 북경 TCDPAP 총회

  9월 14~18일 영국 에딘버러 FIDIC 총회 

 1998 9월 5~10일 캐나다 에드먼튼 FIDIC 총회 

 1999 9월 19~22일 네덜란드 헤이그 FIDIC 총회 

 2000 9월 10~13일 미국 하와이 FIDIC 총회 

 
2001

 9월 3~5일 스위스 몽트뢰 FIDIC 총회 

  10월 중국 삼협댐 TCDPAP&FIDIC/ASPAC 총회 

 2002 9월 30일~10월 2일 멕시코 아카풀코 FIDIC 총회 

 2003 9월 7~11일 프랑스 파리 FIDIC 총회 

 2004 9월 12~16일 덴마크 코펜하겐 FIDIC 총회 

 2005 9월 4~8일 중국 북경 FIDIC 총회 

 
2006

 3월 3~8일 방글라데시 다카 TCDPAP 총회 

  9월 24~27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FIDIC 총회 

  3월 19~22일 파키스탄 라호르 TCDPAP&FIDIC/ASPAC 총회 

 
2007

 9월 9~13일 싱가포르 FIDIC 총회 

 
2008

 4월 22~25일 서울(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TCDPAP&FIDIC/ASPAC 국제컨퍼런스 서울 개최

  9월 7~10일 캐나다 퀘백 FIDIC 총회 

 
2009

 3월 9~15일 네팔 카트만두 TCDPAP&FIDIC/ASPAC 총회 

  9월 11~19일 영국 런던 FIDIC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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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협회와 회원사들은 ‘Consultancy-Profession or 

Business’를 주제로 마련된 회원사대표모임, 실무자

모임, 워크숍, 젊은 기술전문가를 위한 발표회 등 다

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해외 인사들과 친목을 도모하

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Sustainable Development’

를 주제로 열린 2005년 FIDIC 중국 북경 총회에 참

가했다. 

특히 2006년에는 해외협력의 새 장을 여는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이어졌다. ‘Where the roads meet’ 

주제로 개최된 2006년 FIDIC 헝가리 부다페스트 총

회에서 2012년 총회의 서울 유치를 확정짓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2006년 9월 27일 열린 한국-FIDIC 업

무협의 자리에서 서울 유치를 결정하고, 총회 회의록

에 서명을 마쳤다. 차기회장인 존 보이드의 승인까지 

구두 확인함으로써 서울 유치는 사실상 확정되었다.

앞서 같은 해 3월에는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열

린 TCDPAP 총회에서 2008년 TCDPAP&FIDIC/

ASPAC 컨퍼런스의 서울 개최를 확정했다. 이처럼 

TCDPAP와 FIDIC의 총회 서울 유치를 나란히 확정

지음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마련되

었다.

이에 따라 협회는 TCDPAP 서울 총회 개최를 알

리고, 2012년 FIDIC 서울 총회의 최종선정을 위한 국

제적 협조를 얻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2007

년 TCDPAP/ASPAC 총회에 참가해 이듬해에 열릴 

서울 총회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Glo-

bal Service: Enhanced Partnership’을 주제로 열린 

FIDIC 싱가포르 총회에 참가, 2012년 FIDIC 서울 총

회 개최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싱가폴 총회에

서는 2008년 FIDIC EC(집행위원회) 회의의 서울 개

최가 확정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008년,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산업

과 협회의 높아진 위상을 세계에 각인시키는 ‘2008 

TCDPAP&FIDIC/ASPAC 서울 컨퍼런스’가 성대하

게 개최되었다.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협회가 주관

한 TCDPAP&FIDIC/ASPAC 서울 컨퍼런스는 코엑

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2008년 4월 22일부터 25일

까지 나흘에 걸쳐 열렸으며, 세계 22개국에서 442명

의 엔지니어링업계 대표 및 종사자가 참석했다.

‘The Role of Engineering in the Globalization 

Era(글로벌 시대 엔지니어링의 역할)’를 주제로 세계 

각국 저명인사들과의 워크숍, 세미나를 진행해 각국

의 엔지니어링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며, 

이외에도 지식경제부 주최 간담회, FIDIC EC 회의, 

FIDIC-KENCA 미팅, 산업시찰, 문화연수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협력관계를 공고히 다졌다.
2005 FIDIC 북경 총회(President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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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FIDIC 총회는 세계 각국의 엔지니어와 관계자가 

참석해 엔지니어링시장 및 기술동향에 대한 정보

를 교류하고 참가자 간 유대를 강화하는 기회의 

장이다. 협회는 1982년 FIDIC에 가입한 이래 매

년 수 명의 대표단을 총회에 파견해 세계 엔지

니어링 시장동향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계

속해 왔다. 

특히 2005년부터는 대표단의 규모를 늘려 FIDIC 

총회의 한국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총

회를 한국에서 개최할 경우 엔지니어링업체의 해

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각국과의 

FTA 추진에도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내 엔지니어링 기술력 홍보에 있어 

FIDIC 총회 유치가 갖는 가치는 매우 컸다. 

협회는 FIDIC 임원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한국에서 개최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지속적으

로 설득하는 한편, 대규모 대표단 파견으로 총회 

유치에 힘을 실었다. 

협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듬해 열린 TCDPAP 

총회와 FIDIC 총회에 참가해 서울 유치에 대한 홍

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마침내 2008년 FIDIC 캐나다 퀘백 총회에서 2012

년 총회 개최지로 한국 서울이 확정 승인(2008년 

9월 10일)되었다.

2012년 FIDIC 총회 유치는 국제사회에서 한국 엔

지니어링산업의 기술수준과 능력을 높이 평가받

고, 세계적 규모의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수 있

는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선진 대열에 들어서다! 2012년 FIDIC 총회 서울 유치 성공

2008 FIDIC 퀘백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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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같은 해 개최된 2008년 FIDIC 캐나다 퀘백 

총회에서 2012년 총회 개최지로 우리나라를 확정 승

인(2008년 9월 10일)했다. 이로써 지난 수년 간 총회 

유치를 위해 달려온 협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

다. 총회는 ‘A Strong Industry: Serving Society’라

는 주제로 진행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협회와 업계 

임직원 32명이 참석해 서울 유치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협회는 2009년 TCDPAP 총회에 참가해 해외 유관

협회 및 관련 단체들과 프로모션 미팅을 가지며 2012

년 FIDIC 서울 총회에 대한 홍보 및 집행위원 선출 지

원을 요청했다. 

또한 2009년 FIDIC 런던 총회(주제: Global 

Challenges, Sustainable Solutions)에 참가해 서울 

총회 홍보는 물론 해외유관기관과 상호협력 방안을 모

색했다. 특히 런던 총회에서는 이재완 회장((주)세광종

합기술단)이 집행위원으로, 강호익 사장((주)제일엔지

니어링)이 ASPAC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이재완 집행위원은 서울 총회 진행에 관해 FIDIC과 긴

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FIDIC의 주요업

무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2008 TCDPAP&FIDIC/ASPAC 서울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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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다

FIDIC·KAIST· KENCA 교육과정 개설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진흥기금 출연사업 사업계

획을 승인하면서 2002년 8월 22일, 협회는 과학기술

진흥기금 출연사업 중 ‘과학기술자(엔지니어링)교육사

업’의 주관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2002년 4억 원

의 출연사업비를 배정받았다. 이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FID-

IC-KAIST-KENCA 간 협약을 체결하고, 2003년부

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된 국제 인증교육을 수행했

다. 3개 기관 연계교육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 국제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의도였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KAIST 공학관 내에 FID-

IC-KAIST-KENCA Training Center를 설치·운

영하고, 교육과정의 설계 및 강사진 구성, 교재 및 교

육의 질적 평가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를 설치했다.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공학 및 기술의 체계적 습득

을 위한 KAIST 위탁교육과정과 현장에 필요한 실무

교육 중심의 KENCA(협회) 교육과정으로 나눠 역할 

분담을 통해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2003년 개설된 교육과정은 KAIST 위탁교육과정 

3개와 KENCA 과정 1개 등 총 4개 교육과정으로 시

행되었다. 위탁교육과정은 엔지니어링업계의 국제경

쟁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교육, 분야별 학계 전문가와 

업계 실무경력이 많은 최고 수준 강사진, 대내외 네트

워크를 통해 취득한 현장감 있는 사례 연구 등 국내 유

사교육기관과 차별화된 교육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KENCA 교육과정은 업체 신입직원 및 초급기술자들

을 대상으로 엔지니어링 관련 법령, 제도, 설계관리 등

에 대한 기본적인 입문과정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엔지니어링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2004년에는 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KAIST 위탁교

육과정에 공학전문과정을 개설하고, 업계 임원진들이 

해외진출 희망국가를 방문해 현지 실무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영자전문과정을 새롭

게 선보였다. 경영자전문과정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

푸르(2004년), 중국 북경(2005년), 인도 뉴델리(2006

년), 베트남 하노이(2007년), 일본 북해도(2008년)

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004년 KENCA 교육과정

의 경우 현업에서 활동하는 엔지니어링 실무경력자를 

위해 실무과정을 개설, 보다 심화된 교육을 실시했다.
FIDIC-KAIST-KENCA 교육연수협력 협약 체결(2003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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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교육과정은 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탄력적

으로 시행되었다. KAIST 위탁교육과정 중 공학전문

과정을 당초 계획했던 8회에서 13회로 대폭 확대하고, 

KENCA 교육과정 중 엔지니어링 실무과정 또한 4회

에서 7회로, 새롭게 선보인 엔지니어링 국제실무과정

은 2회 실시 예정에서 3회로 확대했다.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와 기술관련 심화학습의 기

회제공을 위해 2006년에는 KAIST 위탁교육과정에

서 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세분화해 기술관리과정, 기술

전문과정, 기술심화과정으로 구분 개편하고, KENCA 

과정에서 FIDIC 계약조건 해설과정을 엔지니어링 기

본과정에 추가 개설했다. 특히 2006년부터 오프라인 

집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교육 참여기

회를 한층 확대시켰다.

2007년 KENCA 교육과정에 국제실무과정을 추가

한 데 이어 2008년에는 KAIST 위탁교육과정을 기존 

공학전문과정, 기술전문과정, 해외경영자과정에 글로

벌엔지니어양성과정과 엔지니어공학입문과정(위탁사

업, 연세대·한세대 연계과정)을 추가해 총 5개 과정

으로 진행했다.

한편, 2009년 과학기술자교육 사업은 ‘엔지니어

링기술진흥에 관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엔지니어

링기술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재편되었다. 이에 따라 

2009년 교육과정도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먼저 협회는 국내외 프로젝트 수주성공 사례 등을 

중심으로 핵심기술(기본설계 및 활용성이 높은 응용기

술)을 분석해 기업 내에서 도제식 교육을 수행할 수 있

도록 총 3건의 기업교육과정을 지원했다. 또한 글로

벌 엔지니어링 실무과정과 기술간 융·복합 등 전문

역량 강화과정을 온·오프라인교육으로 추진했다. 특

히 글로벌 실무과정 중 CPE(플랜트 전문가 자격인증

제도), PMP(프로젝트관리 전문가 자격인증제도)를 취

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인증자격교육을 실시해 

엔지니어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켰다.

2007 FIDIC-KAIST-KENCA 2차 기술전문과정

(2007년 7월 10~11일)

2006 FIDIC-KAIST-KENCA 2차 기술심화과정

(2006년 6월 22~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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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인프라 구축 및 인적자원 육성

협회는 이공계 미취업자에게 현장 체험의 기회를, 

엔지니어링업체에게는 우수인력을 발굴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이공계 미취업자 엔

지니어링인턴과정을 개설해 왔다. 2006년의 경우 국

내 53개사에 142명의 인턴연수를 지원해 이 중 86명

이 취업에 성공(취업률 60.5%)하는 괄목할만한 성과

를 거뒀다. 

이어 2007년에는 국내 37개사에 111명이 인턴과

정을 거쳐 88명이 취업에 성공(취업률 79.5%)했으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 3개 대학, 6개사에 11명이 해외인

턴과정을 수료했다. 2008년 또한 국내와 해외로 나

눠 국내는 41개사 108명이 지원해 88명이 취업(취업

률 81.5%)하고, 해외는 8개사에서 9명이 해외인턴과

정을 수료했다. 이어 2009년에는 국내 인턴 100명을 

선발, 47개사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취업률 

67.9%, 2009년 11월 말 현재)하는 한편 미국과 모잠

비크에 각 1명씩 국제 인턴쉽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협회는 정규 교육과정에 의한 전문인력 양성 외에 

국제기관 연계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전개해 

왔다. 해당 사업은 크게 국내 엔지니어들의 국제세미

나 참가를 지원하는 해외연수 지원과 해외 엔지니어링 

전문가 및 국제개발기구 담당자를 초청하는 해외전문

가 초청 세미나 개최로 나눠 추진했다. 

해외연수 지원을 통해 엔지니어들은 다양한 국제

세미나에 참가하며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해외 교육

생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또한 해외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함으

로써 선진 엔지니어링업체들의 시장전략에 빠르게 대

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물론 국내 엔지니어

링산업을 홍보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의 통로를 개척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한편, 협회는 정보유통체제 구축, 사이버 아카데미 

오픈 등 교육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교육효과의 극대

화를 도모했다. 엔지니어링 관련 정보는 범위의 다양

성 및 서비스가 분산된 형태로 제각기 제공됨에 따라 

엔지니어링 관련 업체의 기술정보 수집 활동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정확한 정보의 소재 파악이 어

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엔지

니어링 관련 정보의 종합적인 제공 및 안내를 위한 정

보유통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엔지니어링 정보수집 체

계를 일원화하고, 정보수집에 필요한 탐색시간을 최소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협회는 원활한 엔지니어링 정보유통체

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2002년도에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2003년도에 국내정보 위주의 1차 엔지니

어링 정보유통체제구축 사업을 수행했다. 정보서비스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련 유관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엔지니어링 관련 시장 및 기술정보의 연계, 신규 

DB를 구축했다.

2004년에는 2차 사업을 수행해 해외정보서비스체

제 구축과 엔지니어링 정보제공에 중점을 두고 콘텐츠

를 구축·연계했다. 먼저 엔지니어링 정보유통체제 구

축(2차)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해 현행 시스템 및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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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시스템의 기능 분석을 통한 현황 분석서를 산출

하고, 정보유통체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설계서

를 산출했다. 그리고 △연계대상 국내 기술, 업체, 시

장 정보의 확대로 웹디렉토리 검색기능 강화 △해외시

장, 기술, 교육 및 세미나 정보의 DB 구축 및 관련 사

이트 연계 △해외 국가별·기관별·지역별 수주 및 기

술정보의 연계 및 DB 구축 △해외 진출 및 업체의 애

로해소 창구의 기능 구현(이노넷 포함) △전자지불결

제시스템 도입 △표준도면 활용 시스템의 연계 △엔지

니어링 웹 포탈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한 웹 메일 지

식포탈서비스 기능의 확대 △정보유통 영문 홈페이지 

구축 △국내 및 해외 관련 콘텐츠 구축 등 시스템 개

발을 완료했다.

2005년에는 쉽고 친근한 방법으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e-Digital Book 시스템을 구축, 컴퓨터 모

니터에서 각종 보고서를 책처럼 볼 수 있는 사용자 중

심의 인터페이스가 구성되었다. e-Digital Book 서비

스는 안정화 기간을 거쳐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제

공되기 시작했다.

이후 정보유통체제는 해외 국가별 시장동향 관련 

콘텐츠를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로 콘텐

츠 이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통

해 엔지니어링종합정보망으로서 자리매김했다. 2006

년부터는 엔지니어링 원로 과학기술자(만 50세 이상

의 이공계 엔지니어)를 활용해 해외 엔지니어링 기술 

및 시장동향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콘텐츠화 하는 등 

수집·분석된 고급 정보를 회원사에 제공했다. 이렇

게 수집·가공된 콘텐츠 수는 2006년 113건, 2007년 

143건, 2008년 143건에 달한다.

한편 협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이상적인 

학습도구라는 점에서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

이버교육시스템 구축에 주목했다. 2005년부터 본격

적인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결과 사이버교육 콘텐츠 

관리 시스템 개발, 사이버 학습 콘텐츠 저작도구 개

발, 관련 SW 및 HW 장비 도입 등을 완료하고 12월 

22일 시스템 시연을 실시했다. 이로써 수강신청 시스

템, 강좌 시스템, 학습자 관리 시스템, 평가 시스템, 

저작도구 등이 모두 함께 구동되어 편리한 학습관리

는 물론 최소의 관리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

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006년 7월 1일, ‘엔지니어링 사이

버 아카데미 홈페이지(http://www.kencaedu.com)’

를 오픈했다. 오픈 후 6개월 동안 공학기초과정, 공학

전문과정, 가치공학과정, 계약 및 클레임과정을 개설

엔지니어링 사이버 아카데미 초기화면(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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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개설 직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89명에 이르

는 엔지니어들이 교육에 참가했다.

이후로도 협회는 세미나 및 오프라인 교육 동영상

과 새로 개발된 온라인 콘텐츠를 탑재하며 질 높은 콘

텐츠로 수요자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이에 힘입어 

수강생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2007년 15개 과정에 

1,055명, 2008년 21개 과정에 1,865명, 2009년 29개 

과정에 1,522명이 수강할 정도로 이용도가 높았다.

한편, 협회는 선진기술의 이론 및 사례를 중심으

로 교재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왔다. 이를 엔지

니어링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교재로 활용함은 물

론 홈페이지에 게재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이버교육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2005년부터는 오

프라인 교재 외에 온라인 교재를 개발, 교육의 효과를 

배가시켰다. 온라인 교재는 교재개발위원회 및 전 회

원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개발 과목을 선

정했다.

교재개발 실적을 살펴보면 2003년 8과목, 2004년 

7과목, 2005년 5과목(오프라인 1과목/온라인 4과목), 

2006년 7과목(오프라인 1과목/온라인 5과목/해외 교

육자료 번역 1과목), 2007년 8과목(오프라인 1과목/온

라인 6과목/해외 교육자료 번역 1과목), 2008년 11과

목(오프라인 1과목/온라인 8과목/해외 교육자료 번역 

2과목)으로 점차 증가했다.

이외에도 협회는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

로 엔지니어링 경력개발프로그램(CDP) 구축을 추진

했다. 엔지니어링 경력개발프로그램은 기술자가 전문

분야별 직무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인 교육로드맵을 도

출,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

그램이다. 2005년 건설부문의 기술자등급별 및 전문

분야별 경력개발프로그램 구축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2006년 건설부문(상하수도 등 5개 분야)에 대한 CDP 

프로토 타입 개발 및 테스트, 비건설부문 CDP 도입 필

요성 등 연구를 수행하고, 2007년에는 2006년도 연구

내용에 대한 보완, 상하수도 분야 프로토 타입을 기반

으로 한 실제 프로그램 개발, My Career 및 경력개발 

기능 구축 등을 추진했다. 2008년 4차 사업에서는 기 

개발된 프로토 타입을 기반으로 독립 시스템을 구축하

고, 통신정보처리 부문(정보관리, 정보통신, 전자계산

조직응용)에 대한 경력개발 DB 구축을 완료했다.

한편, 2008년도 신규 사업으로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사업’을 추진했다.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

리는 엔지니어 해외진출 및 한·미 FTA 협상에 따른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기술자 상호교류 시 각국의 상이

사이버 아카데미 동영상 강의(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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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격, 학력 및 경력체계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

한 사업이다. 협회는 국제표준에 부합되고 선진화된 

경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그동안 경력관리 기관이 없

어 불편을 겪어 왔던 비건설 분야 기술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공 중심으로 수행되던 경력관리 위주의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2008년 5월 수행한 엔지니어링 기술자 

경력관리제도 연구를 토대로 경력관리 시스템 정보화 

전략 계획(ISP/BPR)을 수립하고, 시스템 구축 1차 사

업으로 전산시스템 구축과 감리를 수행했다. 엔지니어

링 기술자 경력관리 시스템이 완성될 경우 세계 각국

의 상이한 기술자격 및 경력체계에 대한 기술자 경력

평가가 가능해지고, 엔지니어링 전 분야에 대한 체계

적인 경력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었

다. 하지만 이 사업은 과학기술진흥기금출연사업이 지

식경제부 출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 개편, 예

산 확보 등의 문제로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중단되

었다.   

해외연수 지원 및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실적

 년도 추진 사업 실적 주요 내용

  
해외연수 지원

 2개 국제세미나,  • 일본 엔지니어링 심포지엄 2002 참가

   8명 참가 지원 • 영국 IBC Global Conference 참가

 
2002

 해외전문가 초청 2회의 세미나 개최, • 제1차 세계적 엔지니어 초청 세미나

  세미나 개최 410명 참가 • 제2차 세계적 엔지니어 초청 세미나    

    • ASCE 세미나 참가 

   
5개 국제세미나,

  • TCDPAP 컨퍼런스 참가 

  해외연수 지원 
16명 참가 지원

 • ENAA 심포지움 참가

    • 2003 UNIDO COMFAR Expert Training 워크숍 참가

 2003   • ILCDES 세미나 참가

  해외전문가 초청  1회의 세미나 개최, 
• FIDIC 회장 초청 강연회 개최

  세미나  102명 참가

  
FIDIC 워크숍

 1회의 워크숍 개최,  • FIDIC 워크숍 개최

   204명 참가    (주제: FIDIC Contracts)  

    • FIDIC Young Engineers Forum 참가

    • Asia Pacific Rail 2004 포럼 참가

    • ACEC 연례 컨벤션 참가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ustainable Construction Waste

 2004 해외연수 지원 
11개 국제세미나, 

      Management 참가

   
35명 참가 지원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ridge engineering and

        hydraulic structures 참가

    • FIDIC 총회 참가

    • TCDPAP 정기 컨퍼런스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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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 추진 사업 실적 주요 내용

  

해외연수 지원
 11개 국제세미나, 

 • 미국 파슨스 방문 연수 

  

 35명 참가 지원

 • ENAA 정기 심포지움 참가

 

2004

   • 국제환경수리학 심포지움 참가

    • ADB Business Opportunity Seminar 개최

  해외전문가  4회의 세미나 개최,  • AJCE 부회장 초청 세미나 개최

  초청 세미나  482명 참가 • FIDIC 부회장 및 베트남엔지니어링협회 사무총장 초청강연회 개최

    •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엔지니어링협회 회장 초청강연회 개최

    • CIB 2005 Symposium 참가

    • 일본 ENAA 정기 심포지움 참가

  
해외연수 지원

 6개 국제세미나,  • 일본 AJCE QBS세미나 참가

   23명 참가 지원 • 라오스 APEO 컨퍼런스 참가 

 2005   • 구조조건, 평가 및 개선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 참가

    • FIDIC Young Engineers Forum 참가

    • IBRD 차관사업 전문 컨설턴트 초청 세미나 및 인터뷰 개최

  해외전문가  2회의 세미나 개최,  •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초청 세미나  278명 참가     (터키엔지니어링협회장, 인도엔지니어링협회 부회장, 베트남 교통부 서

기관 등 3명) 

    • 2006 싱가폴 콘크리트 구조물 컨퍼런스 참가

    • FIDIC 총회 참가

   
7개 국제세미나,

  • 일본 ENAA 심포지엄 참가

  해외연수 지원 
28명 참가 지원

 • 구조물의 검사, 평가, 수리 및 유지 컨퍼런스 참가

 2006   • AAEE 컨퍼런스 참가

    • 토질 테크닉 컨퍼런스 참가

    • FIDIC Young Engineers Forum 참가

  해외전문가  2회의 세미나 개최,  • 제1차 전문가 초청 세미나(Zentrgraf, Hansan, 이철희 이사 등 3명 초청)

  초청 세미나  224명 참가 • 제2차 전문가 초청 세미나(세계은행 2명, 베트남 1명, 네팔 3명 초청)

    • FIDIC 표준계약약관 Red Book MDB판 해설 참가

   
5개 국제세미나, 

 • FIDIC Young Engineers Forum 참가

  해외연수 지원 
25명 참가 지원

 • 구조물 충격과 하중 컨퍼런스 참가

 2007   • 일본 ENAA 심포지엄 참가

    • AFEO 총회 참가

  해외전문가  1회의 세미나 개최, 
• 해외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FIDIC 회장 등 11명 초청)

  초청 세미나 130명 참가 

    • ARRB 컨퍼런스 참가   

   
5개 국제세미나, 

 • ME 컨퍼런스 참가

  해외연수 지원 
22명 참가 지원

 • 아시아 교통 정상회의 참가

 2008   • 2008 FIDIC YPMTP 참가

    • 일본 ENAA 심포지엄 참가

  해외전문가  1회의 세미나 개최, 
• TCDPAP&ASPAC 국제컨퍼런스 서울 개최

  초청 세미나 442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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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프라 구축 실적

 년도 추진 사업 주요 실적

  
엔지니어링 교재개발

 • 기 개발된 8개의 교재에 대한 보완

   • 장·단기 교재개발 전략 제시

   • 국내외 교육기관현황 조사

  교육프로그램 조사·연구개발 • 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분석

   • 장·단기 교육프로그램 운영방안 제시

   • 국내외 유관기관 정보유통체제 현황조사

 

2002

 정보유통체제 구축방안 연구 •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방안 제시

   • 정보유통체제 구축 및 운영방안 제시 

  
 
 •  6개국의 경제현황, 시장규모 및 현황, 사업 수행환경, 진출 애로사항 및 전망 등 조사

         (조사지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

  국제표준계약조건 등 해외자료 번역·발간 • FIDIC 계약조건 중 하나인 EPC/Turnkey 프로젝트 계약조건 번역 및 발간

  

엔지니어링 교재개발

 •  신규 교재 8과목 개발 

       -  품질경영/가치공학/사업발주방식/시방서작성 매뉴얼/엔지니어링 설계절차/엔지니어링

산업의 인력개발을 위한 강의 교재 개발(기술관리과정/사업관리과정/최고경영자과정)

    •  엔지니어의 전문분야별(건설,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및 역할별(경영, 사업관리, 엔지

니어링, 구매, 시공, 행정, 품질, 정보, 기술개발 및 연구 등) 필요한 전문지식의 분석

   • 엔지니어의 전문분야별 자기학습 니즈 분석 

  엔지니어 전문성 향상을 위한 • 기술자의 전문성에 요구되는 필요학습정도의 분석

 2003 Modular System 개발 • 엔지니어링기업의 기술자 전문분야별 자기학습 니즈 분석

   • 상기 분석결과를 토대로 module화 된 대상기술 또는 관리교과목의 개발의 우선순위 도출 

   • 대상기술 또는 관리교과목의 세분화 및 코스디자인

   • Self-Learning Modular System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수립

   • 기술정보 웹 서비스 체제 구축

  정보유통체제 구축(1차) • 유관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엔지니어링 관련 

       시장 및 기술정보의 연계 및 신규 DB 구축

  국제계약자료 발간 • FIDIC 계약조건 자료 2종 번역·보급

   • 신규 교재 7과목 개발

  엔지니어링 교재개발      -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한계상태 설계법/물환경관리/프로젝트 파트너쉽 관리/협상전

략과 기술/건설공사의 시공계획 및 절차/공정설계/정보시스템 분석 및 설계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국내외 사이버교육시스템 현황 조사, 엔지니어링업계의 요구조사 분석, 요구조사 분

석 결과를 토대로 한 사이버교육에의 시사점 도출

   • 엔지니어링업계의 사이버교육 요소별 운영 사례 발굴 및 분석

 2004  • 엔지니어링업계 사이버교육 내실화 방안과 교육시스템 구축방안 제안

   • 엔지니어링 정보유통체제 구축 관련 컨설팅 실시

  
정보유통체제 구축(2차)

 • 엔지니어링 정보유통체제 시스템 개발(웹디렉토리 검색 기능 강화 등)     

  
해외 주요지역 시장조사

 • 6개국의 경제현황, 시장 규모 및 현황, 사업 수행환경, 진출 애로사항 및 전망 등 조사

      (조사지역: 인도, 파키스탄, 미얀마,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국제계약조건 번역·보급

 • FIDIC 계약조건 자료 3종 번역·보급

   • 일본 엔지니어링 관련 법령집 번역본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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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 추진 사업 주요 실적 

   • 오프라인 교재 1과목, 온라인 교재 4과목 개발

  엔지니어링 교재개발     - 오프라인: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한계상태 설계법 요건 해설

       - 온라인: 엔지니어링기본/공학전문/가치공학/계약 및 클레임

   • 엔지니어링 사이버교육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 사이버교육 콘텐츠 관리 시스템 개발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1차) • 사이버 학습 콘텐츠 저작도구 개발

   • 관련 SW 및 HW 장비 도입

 2005  • 사이버교육 시스템 시연 및 평가(12월 22일)

  
정보유통체제 구축(3차)

 • e·Digital Book 솔루션 도입 및 전자책 제작, 연계 페이지 구성    

   • 해외 국가별 시장동향 관련 콘텐츠 보완

  엔지니어링 경력개발 프로그램 구축(1차) • 건설부문의 기술자등급별 및 전문분야별 경력개발 프로그램 구축방안 연구 추진    

  
해외 주요지역 시장조사

 • 5개국의 경제현황, 시장 규모 및 현황, 사업 수행환경, 진출 애로사항 및 전망 등 조사

       (조사지역: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베트남)

  국제계약조건 번역·보급 • IBRD 입찰안내서인 컨설팅 매뉴얼 1종 번역

   • 오프라인 교재 1과목, 온라인 교재 5과목, 해외 교육자료 번역 교재 1과목 개발   

  
엔지니어링 교재개발

     - 오프라인: Project Risk Management 

       -  온라인: 내진설계Ⅰ/내진설계Ⅱ/프로젝트파이낸싱/프로젝트 리스크 매니지먼트/

엔지니어링기업의 임대형민자사업(BTL을 중심으로)

       - 해외: 구조물의 내구성 설계

   • 온라인 콘텐츠 탑재 및 운영: 오프라인 교육, 협회 세미나, 개발 온라인 콘텐츠

   • 사이버교육 시스템 관련 추가 장비 및 솔루션 도입

 
2006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2차) • 사이버교육 시스템 평생교육시설 인가(동작교육청, 7월 3일)

   • 엔지니어링 사이버 아카데미 오픈(7월 1일) 

   • 4개 과정 운영, 89명 수강(06년 12월말)

  
정보유통체제 운영·관리

 •  엔지니어링 원로 과학기술자를 활용해 해외 엔지니어링기술 및 시장동향정보 수집, 콘

텐츠화 등으로 준비된 정보를 업계에 전파(수집 및 가공된 콘텐츠: 113건)     

  엔지니어링 경력개발 프로그램 • 건설부문(상하수도분야)에 대한 CDP 프로토 타입 등 5개 분야 개발 및 테스트, 

  구축(2차)     비건설부문 CDP 도입 필요성 등 연구     

   • 오프라인 교재 1과목, 온라인 교재 6과목, 해외 교육자료 번역 교재 1과목 개발

       - 오프라인: 방재와 감재

  엔지니어링 교재개발     -  온라인: 특수교량설계/교량의 동적해석 및 내풍설계/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의 복합

재료/하수도시설 설계 과정/친환경 도로노선 선정/풍수해 원인 및 대책분석

       - 해외: Eurocode2에 따른 철근콘크리트 설계

 
2007

  • 2006년도 온라인 콘텐츠 개발본 추가 탑재 

    • 오프라인 교육, 협회 세미나 등 동영상촬영 탑재

  
사이버교육 시스템 운영·관리

 • 건설교통부 건설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9월 12일)
 

  • 15개 과정 운영, 1,055명 수강

   • 엔지니어링 원로 과학기술자를 활용해 해외 엔지니어링기술 및 시장동향정보 수집,

  정보유통체제 운영·관리     콘텐츠화 해 업계 전파

       (수집 및 가공된 콘텐츠: 143건, 기타 유관기관 자료수집,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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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2006년 7월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뉴스 전문지인 

ENR(Engineering News Record)에서 발표한 2006

년 세계 200대 엔지니어링기업 해외매출액 순위에서 

국내 업체는 3개사(대우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 

SK건설), 해외시장 점유율은 0.7%에 불과해 해외에

서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향후 서비스시장 개방이 가속

화되면 국내 엔지니어링기업들은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

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국내 기업들이 선진국과의 경쟁

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확보와 해외진

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2006년부터 ‘엔지니어링 해외진출기반조성사업’을 추

진해 나갔다.

먼저 해외수주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지원에 나섰

다. 이 사업은 해외수주를 위한 시장개척사업을 추진

하는 국내 엔지니어링업체의 사업 중 수주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선정해 개발조사, 수주활동, 정보활

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내 업

체의 해외진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해외활동을 촉

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사업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 14개 업체의 18건 프로젝트를 지원(4.75억 

원), 이 중 2건이 수주에 성공(계약금액 약 52억 원)하

 년도 추진 사업 주요 실적

   • 오프라인 교재 1과목, 온라인 교재 8과목, 해외 교육자료 번역 교재 2과목 개발

       - 오프라인: 각국의 국조설계기준 비교 및 유럽 콘크리트 설계기준 해설서

  엔지니어링 교재개발     -  온라인: 교량 디자인 설계/급속여과 공정의 이해와 설계/도로의 노선선정/도시계획 

실무이해/프로젝트 관리/해외프로젝트 계약의 이해/국제계약 조건/해외실무영어

       - 해외: Design, Build and Operate Projects/MDB 차관 사업 계약조건의 이해

   • 2007년도 온라인 콘텐츠 개발본 추가 탑재

 
2008

 사이버교육 시스템 운영·관리 • 오프라인 교육, 협회 세미나 등 동영상촬영 탑재

   • 21개 과정 운영, 1,865명 수강

   • 엔지니어링 원로 과학기술자를 활용해 해외 엔지니어링기술 및 시장동향 정보 수집,

  정보유통체제 운영·관리     콘텐츠화 해 업계 전파

       (수집 및 가공된 콘텐츠: 143건, 기타 유관기관 자료 수집ㆍ전파)    

  
엔지니어링 중장기 기술로드맵

  • 중기 핵심추진과제 도출

  
구축방안 연구

 • 전문화 방안 추진의 타당성 검토

   • 분야별 기술로드맵 작성

   • 29개 과정 운영, 1,522명 수강 

 2009 사이버교육 시스템 운영·관리 • 온라인콘텐츠 신규개발: 국제 입·낙찰제도, 국제계약법 해설

   • 3D 모델링 설계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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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와 정부와 협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해외진출 의지를 보이는 국내 엔지니어

링기업이 크게 증가해 2007년에는 28개 업체, 35건의 

프로젝트를 지원(6.3억 원)함으로써 지원 규모를 2배 

확대했다. 그리고 지원 프로젝트 중 4건이 수주에 성

공(계약금액 약 128억 원)했다.

2008년의 경우 34개 업체, 43건 프로젝트 지원(8

억 원)으로 3건이 수주 성공(계약금액 약 61억 원)한 

데 이어 2009년에는 39개 업체, 39건 프로젝트를 지

원(7.14억 원)했다. 특히 2009년 11월에는 민간과 정

부가 구성한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의 파견을 통해 

진출유망국가의 수주 정보 획득 및 국내 엔지니어링업

체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협회는 시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엔지니어링 

해외 전진기지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KOTRA(대한무

역투자진흥공사)와의 협조를 토대로 지사화사업을 활

용, 적은 예산으로 전진기지를 확보했다. KOTRA 해

외 무역관과 연계해 업계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업체의 해외 수주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하도

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황에 따라 현지 전문가 활용 

심화지사화, 무역관 활용 일반지사화, 업체 지사화 참

여 등으로 추진되었다.

2006년에는 협회와 KOTRA 간 협약을 통한 지사

화 사업으로 8개 무역관을, 업체와 KOTRA 간 협약 

체결한 지사화 사업 지원(등록비 50% 협회 지원)을 통

해 프놈펜(삼호기술공사) 무역관을 거점으로 활용했

다. 2007년에 협약을 체결한 무역관은 총 3개, 2008

년에 협약을 체결한 무역관은 총 14개 무역관이었다.

한편, 세계시장에서 현재 국내 기술 및 자본력으

로 진출 가능한 해외지역을 조사하고, 이를 진출전략 

및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외 주요지역 시장

조사에도 꾸준히 노력을 기울였다. 해외 시장조사는 

2006년 엔지니어링 해외진출 기반 조성사업 이전부

터 실시해 왔다. 2002년 6개국(베트남, 태국, 인도네

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에 대한 엔지니어링산

업 및 프로젝트 현황 조사를 시작으로 2004년 6개국

(인도, 파키스탄, 미얀마,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2005년 5개국(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

탄, 몽골, 베트남)의 경제현황, 시장 규모 및 현황, 사

업 수행환경, 진출 애로사항 및 전망 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는 보고서로 발간해 업계에 해외진출 정보자

료로 제공했다.

해외시장 조사는 엔지니어링 해외진출 기반 조성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2006년부터 시장 잠재력이 큰 

국가 중심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2006년에는 15개국

제5차 해외시장조사(미얀마, 2006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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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협회가 추진해 온 ‘과학기술자(엔지니어링)교육사업’이 2006년부터 3년 연속 과학기술진흥기금지원사

업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되며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과학재단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으로, 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표해 

왔다. 

2008년도 성과평가는 과학기술진흥기금 출연 및 경상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로 △과학기술기반조성 

△과학기술 인력 양성 △과학기술문화 창달 등 3개 분야에 대해 13개 기관, 33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

시했다.

성과평가 결과 6개 사업이 우수 등급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우수사례 사업은 △아태이론물리센터가 

수행하는 ‘학술연구활동사업’과 ‘국제협력교류 및 연수사업’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한민족과학기

술교류지원사업’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과학기술자교육사업’ △한국기술사회의 ‘기술사기술향

상교육훈련사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원로과학기술인활용지원사업’ 등이다.  

이들 우수 등급사업 중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협회의 과학기술자교육사업은 과학기술인력양성 분야에

서 가장 높게 평가된 사업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8년 8월 18일, 한국과

학재단이사장의 표창이 수여되었다.

과학기술자교육사업, 과학기술진흥기금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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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해외진출기반조성 사업 실적

 년도 추진 사업 주요 실적

  
해외수주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지원 

 • 14개 업체/18건 프로젝트 지원(4.75억 원)

   • 2건 수주성공 → 계약금액 약 52억 원

   • 2006년도 협약 체결 무역관: 총 8개 무역관 

  엔지니어링 해외 전진기지 거점 확보    (두바이, 모스크바, 알제, 양곤, 자카르타, 콜롬보, 마닐라, 하노이)

 2006
  • 업체와 KOTRA 간 협약 체결한 지사화 사업지원: 프놈펜(삼호기술공사) 등 1개 무역관

  
해외시장 개척 엔지니어링 고도화사업

 • 종합적인 해외정보수집체계 마련을 위해 엔지니어링기술집약허브 조성방안 정책연구를

      과학기술부의 엔지니어링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과 연계 추진

   • 15개국의 입찰정보 및 주요 발주기관 Contact Point 등 조사    

  해외 주요지역 시장조사    -  조사지역: 인도, 네팔, 베네수엘라, 베트남, 필리핀, 헝가리,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UAE,     

미얀마, 말레이시아, 라오스, 호주, 뉴질랜드, 알제리

  
해외수주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지원

 • 28개 업체/35건 프로젝트 지원(6.3억 원)

   • 4건 수주성공, 1건 우선협상대상자 → 계약금액 약 128억 원

  엔지니어링 해외 전진기지 거점 확보 • 2007년도 협약 체결 무역관: 총 3개 무역관(라고스, 요하네스버그, 시드니)

   • 7개국의 입찰정보 및 주요 발주기관 Contact Point 등 조사

  해외 주요지역 시장조사    - 조사지역: 파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2007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엔지니어링 해외진출 활성화

 • 서비스시장 개방 가속화에 따른 FTA대응전략 수립

  
전략수립 연구

 •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개선연구

   • 한・EU FTA 정책연구

  엔지니어 해외진출 지원 
• 미국(4명, 6개월)

  (재직자 해외연수 지원)

  
해외수주를 위한 시장개척 지원

 • 34개 업체 43건 프로젝트 지원(8억 원)

   • 3건 수주성공 → 계약금액 약 61억 원

   • 2008년도 협약 체결 무역관: 총 14개 무역관

  엔지니어링 해외 전진기지 거점 확보      (마닐라, 모스크바, 뉴델리, 바쿠, 라오스, 방콕, 시드니, 알마티, 알제리, 자카르타, 켄나이, 

쿠알라룸프르, 하노이, 호치민)

  
해외 주요지역 시장조사

 • 6개국의 입찰정보 및 주요 발주기관 Contact Point 등 조사

      - 조사지역: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 브라질, 페루, 칠레

 2008  • 엔지니어링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 엔지니어링 국제 입·낙찰 제도 연구

   • 엔지니어링 발전 연구소 신설 조사 연구

   • 한·중 FTA 대비 협상전략 연구

  
엔지니어 해외진출 지원

 • 캐나다(2명, 3개월)

  
(재직자 해외연수 지원)

 • 미국(2명, 6개월)

   • 베트남, 모잠비크(3명,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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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네팔, 베네수엘라, 베트남, 필리핀, 헝가리, 러

시아, 아제르바이잔, UAE, 미얀마, 말레이시아, 라오

스, 호주, 뉴질랜드, 알제리), 2007년에는 7개국(파키

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

크메니스탄,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2008년에는 6개

국(이집트, 튀니지, 모로코, 브라질, 페루, 칠레)에 조

사단을 파견해 입찰정보 및 주요 발주기관 Contact 

Point 등을 파악했다.

또한 경력 3~5년 내외의 초급 엔지니어를 대상으

로 해외 선진 엔지니어링 기업에서 현장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비, 항공료, 체재비 등을 지원했는데, 

그 결과 2007년는 진입이 어려운 미국에 4명이 진출

한 데 이어 2008년은 캐나다 등 4개국에 7명이 진출

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외에도 해외시장 개척 엔지니어링 고도화사업

(2006년), 엔지니어링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수립 연

구(2007년),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2008

년) 등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

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2009년에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

내외 실버엔지니어를 활용하고,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

한 중소 및 신규업체에 대한 해외진출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해 업체의 해외진출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더불어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정책 연구과제

를 추진하고, 산업에 특화된 해외전문정보를 제공, 장

기적으로 종합포탈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정보 기반

을 강화해 나갔다.

 년도 추진 사업 주요 실적

  엔지니어링 해외 수주역량 강화 • 39개 업체/39건 프로젝트 지원(7.14억 원)

   • 국내외 고급 실버엔지니어 및 해외전문가 정보를 수집해 전문가 291명의 인력 풀 구축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한 업체 대상 종합 컨설팅 125건 지원     

   • 해외진출가이드라인(디자인 코드 등) 발간·보급

   • 정책연계 연구과제 수행

 

2009

      -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 연구

  
엔지니어링 종합포탈 서비스 구축

     - 엔지니어링산업 육성을 위한 엔지니어링 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

   •  국내 엔지니어링업체의 해외진출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14개국에 대한 법률, 국가정보,    

시장동향, 계약, 엔지니어링 관련 자료 수집 및 번역)

   • 2009 국제엔지니어링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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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절. 연구실 안전관리의 생활화를 이끌다

지도·점검을 통해 자율적 관리체계 정착

1999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연구실과 2003년 한

국과학기술원(KAIST)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일어난 폭

발사고는 과학기술계를 큰 충격에 빠뜨렸다. 서울대에

서는 박사과정 학생 3명이, KAIST에서는 박사과정 학

생 1명이 목숨을 잃는 등 과학계의 전도유망한 젊은이

들이 끝내 그 꿈을 펼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

생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2006년 4월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을 시행,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대학·연구기관 

등 연구주체의 장에게 연구실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

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우수한 인적·물적 연구

자원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였다.

법률 시행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연구실안전과를 설

치하고, 협회를 사업 수행의 주관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에 협회는 과학기술부와 함께 2006년부터 ‘연구실

안전환경기반구축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연구

실 안전관리의 생활화·선진화를 이끌었다.

먼저 2006년에는 협회 안전환경 조성 기반의 조기 

구축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7개 팀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2006년 8월부터 9월까지 48개 기관의 연구

실험실을 방문해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11월에는 대

학 환경안전협의회와 함께 동절기 대비 28개 기관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이로써 총 76개 기관에 대

한 정밀실태조사를 마친 협회는 최종결과보고서를 작

성, 안전환경 조성 지원시책 발굴 및 안전관리제도 발

전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연구실험실을 선정해 시설개선 및 장비를 

지원하고, 개선된 시범연구실의 온라인 동영상 방문프

로그램을 제작하는 ‘시범연구실 선정·지원사업’을 전

개했다.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5개 

기관(한국화학연구원·한양대학교·충남대학교·부

산대학교·한국과학기술원) 5개 연구실험실을 선정한 

가운데 2006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실험실의 

안전장비 구입 및 설치, 약품보관함 개선 및 약품전용 

냉장고 구입, 실험실 방폭설비 개선 등을 지원했다.

2007년에 들어서면서 관리와 지원은 보다 체계화

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먼저 전국대학교·국공립출

연연구원·기업부설연구원 가운데 100개 기관을 선정

해 4월부터 12월까지 법에서 정한 연구기관장의 의무

사항, 자율적 이행사항 등을 점검·지도했다. 또한 연

구기관의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개선지원사

업 공고를 두 차례에 

걸쳐 실시, 총 50개 

기관을 선정해 2007

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3억 1,000만 원을 

지원했다.

2008년 또한 4월

부터 12월까지 100

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실 안전관리 매뉴얼(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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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행사항과 정기점검, 특별안전전검, 정밀안전진

단 시행여부, 안전관리규정 작성, 건강검진 및 보험가

입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했다. 또한 연구실험실 현장

의 기술적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전달을 

위한 전문가 활용 설명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책자와 

관리매뉴얼 등 자료를 제공했다. 같은 해 5월부터 12

월까지는 12개 사고 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실 사고

조사도 시행되었다. 사고조사의 운영 활성화 및 체계

적인 조사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5대 권역별 사고조사

반을 구성·운영하고, 분야별·지역별 전문가 풀을 구

성해 중대사고 13건의 조사를 실시, 유사 사고의 재발

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유도했다.

이어 점검 및 진단을 통해 도출된 안전취약요인을 

개선하는 2차 지원은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5억 원

의 시설투자비용 지원이 이뤄졌다.

특히 2009년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진단

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표준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점검항목, 방법, 필수 활

용장비, 안전등급 부여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을 마련해 12월부터 시범적용에 들어갔다. 더불어 해

외 우수 연구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방문·조

사했다. 2009년 1월에는 독일 베를린공과대학교, 도

르트문트대학교, 연방재료연구소, 스위스 안전보안연

구원을, 12월에는 일본 동경대학, 요코하마대학, 노동

성 산업안전연구소, 북해도대학을 방문해 운용실태를 

파악했다.

한편, 2008년 7월을 시작으로 전국의 연구기관별 

연구실 안전담당자, 연구활동종사자 간의 지역별 협의

체 구성을 유도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연구실 안전 거

점 지원사업을 전개했다. 협의체를 정보교류 및 지역

별 자발적인 안전문화 확산 운동의 구심점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협회는 2008년 당시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활동 중

이던 대덕연구단지안전협의회를 모범적인 사례로 삼

아 안전거점의 기능과 역할을 정하고, 전국 5대 권역

별 거점 조직 활성화를 추진했다.

시범 연구실 선정 지원사업(2006년)

지원전 지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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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인 2009년에는 전국적 활성화에 중점을 두

고 거점의 기능 및 역할을 연구실 안전에 대한 홍보·

연구·정보교환, 정부 및 협회와 연계해 관련 사업 참

여, 사고발생 시 해당 지역협의회에서 안전 분야별 전

문가로 사고조사 참여 등으로 확립했다. 

특히 수도권 연구실 안전관리자 협의회(서울·경기

도), 대덕연구단지안전협의회(대전), 충청지역 대학·

기관 연구실안전관계자협의회(충청도), 호남안전협의

회(광주·전라도) 등 4개 협의회에 거점 지원비를 지

급했다.

더불어 안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해 안전 관련 정보 제공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상

호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2009년 

2월부터 7월까지 각 협의회별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

어 11월에는 4개 협의회의 통합간담회를 개최했다.

사고예방 대학캠페인 및 공모전 전개

협회와 교육과학부는 연구활동종사자들의 안전의

식을 고취하고, 관리자의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2007년부터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전문인력 양성사

업은 집합교육, 강사지원프로그램(맞춤형교육)으로 

나눠 진행되었다. 

집합교육은 전국 4개 권역별(광주·대전·부산·

서울)로 순회하면서, 강사양성과정(연구실안전법 제

17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소속기관의 안전교육

을 담당할 강사교육)/안전관리실무과정(각 기관의 연

구실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실안전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교육)/안전관리기본과정(과학기술 분야 연구활

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등 연구활

동종사자 교육) 등 3개 과정으로 운영되었다. 2007

년 10월과 11월 시행된 이 집합교육에는 총 1,054명

이 참석했다.

강사지원프로그램은 교육수요가 높은 연구기관이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강사 및 교재를 무료로 지원해 

교육대상자에게 시간적·공간적 편의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교과과정은 연구기관에서 연구실 법령 및 

안전일반사항, 연구실 내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유해

물질 취급과 관리, 연구실의 안전보건과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으로 구성되었으며, 11월과 12월에 11개 기

관, 총 1,44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2008년에는 관리자 교육 2회와 연구활동 종사자 

순회교육 4회를 실시해 각각 213명, 1,380명이 교육

을 받았다. 특히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교육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80% 이상으로 나타날 만큼 프

연구실 안전관리제도 연구현장 순회 설명회(2007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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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에 대한 호응이 컸다.

교육과 함께 협회는 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연구실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연구실 안전 분

야 발전을 위한 전문가 집단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연

구실안전문화확산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연구

실안전문화확산사업은 연구실안전정보망 운영, 학술

활동 지원, 대외홍보, 공모전 개최, 캠페인 전개 등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었다.

사업 첫 해인 2006년에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에 걸쳐 연구실안전주간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

는 각 연구기관 연구원 및 안전관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 안전장비 전시, 사고사례 사진 

전시 등이 진행되었다.

2007년부터 사업은 보다 확대, 세분화되었다. 순회

설명회에 이어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워크숍을 개최

하는 한편 표준교육교재, 안전포스터, 홍보영상물, 안

전교육 영상물, 온라인콘텐츠(과학실험실 사고예방대

책) 등 다양한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언론사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켰다.

특히 협회는 정책의 수요자가 제공하는 콘텐츠가 

안전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이라는 점에서 착안, 학생 및 연구활동 종사자들을 대

상으로 2007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공모전을 실시했

다. 2007년의 경우 과학실험실 안전표어 및 실험실사

고사례 분석을 공모한 결과 표어 5,527개, 사례 분석 

18건이 접수됨으로써 일반인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을 거뒀다.

이듬해인 2008년 또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워크숍

‘위기탈출 넘버원’ 연구실 안전편 제작

협회는 연구활동종

사자뿐 아니라 일

반 국민, 나아가 잠

재적으 미래에 연

구자가 될 학생들

이 연구실 안전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언론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다. 특히 

2008년부터는 홍보 범위가 넓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방

영해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방송사별로 연구실 안전을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사

한 결과 프로그램 성격을 고려해 KBS2의 ‘위기탈출 넘버원’

을 선정하고, 방송 소재 관련 자료 수집을 거쳐 촬영을 진행

했다. 2008년에 4회, 2009년에 2회 등 총 6회가 제작·방영

되었으며, 방영된 프로그램들은 대학교·연구기관의 교육자

료로 널리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연구실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구분 방영일 주제 출연자(전문가)

     이영순 교수

 
1편 2008년 3월 15일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사례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송영호 교수

    (혜천대학 소방안전관리과)

 2편 2008년 4월 7일
 연구실안전 선진시스템  김영만 단장

   사례 소개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실안전보호구 착용

 이근원 박사

 3편 2008년 10월 13일 
필요성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4편 2008년 11월 24일
 연구실 내 화학물질  김홍진 과장

   보관의 위험성 (교육과학기술부)

 5편 2009년 10월 12일
 실험실 안전/휴먼에러

   (독일편)

 6편 2009년 11월 2일
 실험실 안전Ⅱ 나치수 과장

   (스위스, 고려대학교편)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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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최(11월 28일, 600여 명 참석)하고, 온라인콘텐

츠(연구실 사고 사례) 개발과 방송 중심의 언론사 홍보

를 실시했다. 공모전의 경우 포스터까지 공모 분야에 

포함시켜 표어 및 포스터·사고사례 공모전을 실시, 

총 1,189건의 응모작을 심사·포상했다.

이밖에도 2008년에는 안전문화 확산 활동의 일환

으로 우수 안전관리자·기관 포상과 대학캠페인 전개, 

뉴스레터 발간 등을 새롭게 선보였다. 포상은 우수 안

전관리자 5명과 우수기관 1개 기관(서울대학교 안전환

경원)을 선정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을 수여함으

로써 사기를 진작시켰다. 더불어 대학캠페인을 실시, 

연구실 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책들을 홍보함으로써 효

율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고려대학교 등 5개 

대학에서 실시한 결과 5,685명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큰 호응을 보였다. 

한편 2008년 5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3회에 걸쳐 

‘연구실안전 뉴스레터’를 발간·배포해 지원시책 및 제

도개선 사항을 홍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2009년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국립과천과학관에

서 워크숍(11월 24일, 600여 명 참석)을 개최하는 한

편, 필요한 정보나 기본지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온라인콘텐츠를 제작했다. 각 기

관의 안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해 의

견을 수렴한 결과, 사고사례를 주제로 플래시 애니매

이션을 제작, 사용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

록 했다.

언론홍보 활동은 방송 홍보와 기고문 홍보를 중심

으로 이뤄졌다. 공모전의 경우 기존 표어, 포스터, 사

고사례 부문에 논술을 추가해 총 4개 부문에 걸쳐 작품 

접수를 받았는데, 총 1,690점이 접수되며 높은 참여

율을 이어갔다. 우수 안전관리자·기관 포상에는 5명

의 안전관리자와 1개 기관(한국파스퇴르연구소)을 대

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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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기존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한 정보를 집대성하고, 데이

터베이스화 해 정보검색과 분야

별·유형별 관리가 가능하도록 

‘연구실안전정보망’을 구축, 2006

년 12월 홈페이지(www.labs.or.kr)

를 오픈했다. 이로써 연구실안전

정보 종합지식시스템이 가동되었

을 뿐 아니라 안전관리 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가 모든 정보 제

공자로서 신속하게 신규 안전정

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네트워크

가 운영되었다. 

연구실안전정보망은 2007년 온

라인신고(법 이행사항)체계를 구

축한 데 이어 2009년 2월 사용자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했다. 안전관리 담당자들이 업무에

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게시판을 별도로 신설하고, 데이터 검색 

메뉴를 활성화해 안전정보에 관한 통합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주요일정 메뉴를 신설해 연

구실 안전사업과 각종 행사일정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쉽

도록 메뉴를 재구성했다. 

특히 퀴즈이벤트 및 공모전 참여 접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온라인콘텐츠(플래시 애니메이션, 온라인 

교육교재 등) 다운로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2008년 연구실사고사례를 중심으로 개발한 온

라인콘텐츠를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200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퀴즈와 퍼즐 형태의 온라인 이벤트

를 2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연구실 안전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켰다. 특히 2009년 12월에는 법 이행

사항 통계시스템을 구축해 전자보고시스템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처럼 연구실안전정보망은 연구실 안전 관련 정보, 온라인 교육 교재, 온라인 콘텐츠 등을 수집·제

공할 뿐 아니라 연구활동종사자·안전관리 담당자들의 정보교류의 장이자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국

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첨병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갔다.  

안전관리 정보를 한눈에, 연구실안전정보망 오픈

연구실안전정보망 홈페이지(2014년 9월 현재)



216

3장. 변화를 넘어 성장하다

다. 제1차 개발 완료 직후 제2차 DOS용 KESA 프로

그램에 착수, 2001년 10월에 개발을 완료했고, 2000

년 12월에는 KENCA 기술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Window CS 시스템용 KENCA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 2001년 6월 30일 개발을 완료했다.

2003년에는 인사급여 및 회계, 자산 부문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등 협회 내부 전산화를 추진했

다. 그 결과 ‘더존시스템’으로 운영해 왔던 회계관리시

스템은 단식 복식부기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

으며, 자산관리는 자산코드관리를 통해 자동계산이 가

능해졌고, 엑셀 및 수작업으로 처리해 온 건물 임대관

리도 전산화되었다.

인사, 근태, 급여 관리 역시 시스템화가 이루어짐으

로써 지문인식장치로부터 출·퇴근 정보를 자동수집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급여 계산 작업 능률도 향상

되었다. 뿐만 아니라 1995년부터 2003년까지 9년 동

안 개인용 PC로 관리해 왔던 일반회계회비 자료를 데

이터베이스화해서 서버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총

무 부문 전산화를 통해서 관리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

이드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 2005년에는 그룹

웨어의 ERP 시스템 등을 구축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2006년에는 채용

정보 시스템 구축, 회원수첩 전산화, 임금실태 통계 프

로그램 개발 및 수정, 연회비 및 신규회비 관련 시스템 

개발 및 수정 등을 완료했고, 2009년에는 가상화 시

스템을 도입했다.

이렇듯 협회는 소프트웨어의 신규개발 및 유지보

수, 서버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관리, 인터넷 전용

7절. 조직에 효율을 더하다

홈페이지 및 사이버민원 시스템 오픈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었다. 특히 엔지니

어링 분야는 세계화라는 시대적 조류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을 과학화·객관화할 필

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 협회는 1992년부터 전산화를 본

격적으로 추진했다. 관련 자료의 조사·수집·분석 등 

협회 업무의 성격상 대량의 데이터를 공간적으로 처리

해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산화가 급선무였다.

전산화는 업무처리 과정의 사무자동화로부터 출발

했다. 1993년 전까지 전산업무는 286 시스템을 이용

한 간단한 워드 편집에 그쳤으며, 회계업무의 경우 자

료 보관, 장부 정리 등은 수작업이 병행되었다. 1992

년 386 PC 보급으로 DBASETOOL을 이용한 자료입

력이나 간단한 계산식을 적용한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

지면서 대외적인 전산화 서비스가 첫 걸음을 내딛었

다. 1992년 말까지 DB에는 등록업체, 보유인력, 수주

실적(최근 3년간) 및 기술도입실적 등이 입력되었다.

같은 해 과학기술처가 시스템공학연구소에 1억 원

의 자금을 지원, 협회가 필요로 하는 제1차 DOS용 

KESA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했는데, 1995년 7월 프로

그램 개발을 완료하면서 전산화는 급진전되기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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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유지 등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기울임으로써 협회 

운영의 효율화는 물론 회원사의 편의를 극대화시켜 나

갔다.

특히 협회는 내부 전산화와 더불어 회원들의 편의

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1999년 협회 홈페이지(http://

www.kenca.or.kr)를 개설하고, 2001년 KENCA 정

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2002년 10월 홈페이지 컨

텐츠관리시스템(CMS)을 구축한 데 이어 2003년 사용

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

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2003년 웹 기반의 ‘사이버민원 시스템’을 구축, 회

원사들이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 및 수주실적 신고 

시 직접 협회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접수를 

할 수 있고 24시간 언제든 민원신청이 가능하게 되면

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사이버민원 시스템 운영으로 회원사들은 엔지니어

링활동주체 신고와 수주실적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회원사별로 신고정보를 언제든 조회·확인할 수 있었

다. 특정 실적 정보에 대해서는 확인서 발급 신청도 가

능하게 되었고,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해 수수료 납부

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2003년에는 건설기술자들이 웹으로 다

양하고 편안하게 경력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건설기술자경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협

회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자료를 사용해 데이터의 정

확성 및 처리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력신고 및 경력증

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듬해인 2004년 8월부터 협회는 능동적이고 효율

적인 회원지원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사이버민

원 시스템의 보완·정비에 착수, 업무생산성 향상과 

사용자 편의를 도모했다. 약 1년간의 개발 및 안정화 

기간을 거쳐 2005년 7월, 업그레이드 된 사이버민원 

시스템을 정식 오픈했다. 새롭게 선보인 시스템은 협

회의 주요업무 부분(엔지니어링활동주체 관리, 수주실

적 관리, 사업실적 관리, 회원사 관리)에 대한 민원서

비스와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기능이 강화되었

다. 주요 개발사항은 보안을 고려한 공인인증서 로그

인 지원, 민원접수 시 이미지 파일 첨부기능 및 팩스관

리시스템(FMS)을 통한 증빙서류 송신, 디지털권한관

리(DRM)를 이용한 인터넷 제증명발급서비스 구현 등

이었다. 사이버민원 홈페이지(http://cyber.kenca.

or.kr)는 신고/발급/조회/안내/자료실/마이페이지 등

의 메뉴로 구성되었고, 관련 매뉴얼을 협회 홈페이지

에 게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본격적으로 사이버민원 서비스를 실시함에 따

라 2006년 사이버민원을 통한 인력보유확인서 발

사이버민원 홈페이지(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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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은 1,592건, 부실벌점·제재사항·수주실적 발급

은 6,551건에 달할 정도로 서비스 이용도가 높았다. 

2007년에는 4월부터 기술자보유증명서 발급 서비스

를 개시하고, 10월부터 유사용역실적확인서 택배발송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에 힘입어 2007년 한 해 동안 

제공한 민원서비스는 수주실적 발급 2,243건, 부실

벌점·제재사항 발급 10,780건, 기술자보유증명서 발

급 7,375건을 기록했다. 2008년에는 수주실적 발급 

3,379건, 부실벌점·제재사항 발급 2만 1,452건, 기

술자보유증명서 발급 2만 1,281건으로 이용 건수가 크

게 증가했다.

한편, 협회는 2009년 7월 협회 홈페이지를 개편한 

데 이어 기술협의회 및 지회 커뮤니티를 구축해 협의

회와 지회 활성화를 지원했다. 또한 건설기술자 경력

증명서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개시하고, 수주실적 및 

임금실태 신고용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홈페이지 및 

사이버민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스템을 지속적

으로 개선했다.

웹진 등 홍보매체의 다양화

엔지니어링종사자들의 정보 취득 욕구를 충족시키

기 위해 협회는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며 다양한 형태

로 정보를 제공해 왔다. 그중에서도 창립 직후부터 협

회와 역사의 흐름을 함께 해 온 정기간행물 ‘엔지니어

링’지는 협회의 대표적인 소통 창구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엔지니어링지는 국내외 시장동향 및 신기술 

엔지니어링지의 변천(2001년, 2005년, 2009년)



219

등 다양한 엔지니어링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에 목말라하는 업계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한편, 협회

의 주요 행사와 사업 등을 소개해 회원사의 관심과 참

여를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해 왔다.

1993년 월간으로 연 12회 발간해 오던 엔지니어링

지는 1994년에는 격월간으로 변경해 연 6회로 발간하

기 시작했다. 1998년까지 격월간 발행을 유지하다가 

1999년부터 계간으로 전환하고, 엔지니어링종사자들

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매체의 내

실화를 도모했다.

계간으로 변경한 후 엔지니어링지는 권두언, 특집 

또는 기고, 논단, 지상중계, 동향, 조류, 협회소식, 통

계자료 등의 콘텐츠들로 구성해 업계의 동향을 알리

고, 기관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집중했다. 80페이지

의 볼륨으로 1999년 3회, 2000년 4회, 2001년 4회, 

2002년 4회, 2003년 3회, 2004년 3회 발간했으며, 

매호 2,500부를 배포했다.

필진 및 기사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외 관련 

기사를 점차 확대하며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해 왔던 

엔지니어링지는 2005년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가 봄호

(통권 177호)부터 새로운 구성을 선보였다.

우선 엔지니어링산업을 연상시키는 이미지 사진을 

표지 전면에 배치하며 잡지의 느낌을 한층 배가시켰

다. 디자인 측면에서 잡지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편집

을 시도하는 한편 내용면에서도 인물포커스, 회원사탐

방, 회원사동정, 유관단체 소식, 국제회의 참가기 등의 

섹션을 신설해 보다 더 쉽게 읽힐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공연, 전시, 여행, 건강, 신간소개 등 삶의 질을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30년사 발간

협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업계 및 협회의 발자취를 되돌아

보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좌표를 도출하기 위해 ‘한국엔지니

어링진흥협회 30년사’ 발간을 추진했다. 2002년 9월 3일, 제

1차 편찬위원회(위원장 이경우: 협회 9~12대 부회장)를 개최

하면서 30년사 발간이 가시화되었고, 각 부문별 초고작성자

를 선정해 원고 작성에 들어갔다. 이듬해인 2003년 3월 6일 

제3차 편찬위원회에서 편집·집필자 선정에 관한 논의를 거

쳐 같은 해 4월 23일 편집자와 집필자를 선정하면서 30년사 

발간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2003년 5월 1일부터 수합된 초고를 바탕으로 협회사 집필에 

착수했고, 매주 화요일 협회 집행부 내에서 사사편찬 편집회

의를 개최, 전력을 기울였다. 같은 해 11월 18일 제6차 편찬위

원회에서 2차 원고 감수를 시작해 편찬위원들의 감수의견을 

반영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마침내 집필·편

집과정을 마무리 짓고 2004년 6월 1일, 한국과학기술회관 12

층 연회장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0년사 발간기념

회를 개최했다. 30년사는 총 3,000부를 발간·배포했다.

내용은 제1편 세계화 시대와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엔지니

어링/제2편 우리나라 엔

지니어링의 태동과 성장

기반 조성/제3편 플랜트 

수출 추진과 엔지니어링

의 성장/제4편 산업규모

의 확장과 엔지니어링의 

발전/제5편 국가경쟁력 

제고와 엔지니어링의 도

약/제6편 IMF 금융위기

에 따른 시련과 극복/제

7편 21세기 엔지니어링

의 좌표와 미래 등 총 7

편의 본사와 화보, 부록

으로 구성되었다.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3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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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킬 수 있는 흥미로운 읽을거리들을 담는 동시에 

인포메이션, Q&A, 법령제도 등 정보들을 총망라해 종

합정보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

했다. 기존 업계 동향, 정책 등의 콘텐츠는 기술 부문

별 니즈에 맞도록 건설과 비건설로 분류했다.

종전까지 편집위원회가 발간사업을 전담해 왔던 시

스템에도 변화가 생겼다. 대외홍보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

들로 홍보위원회를 구성, 홍보위원회가 엔지니어링지

의 기획안 및 대외홍보 사업에 대한 심의를 전담하도

록 변경했다.

또한 회원사 증가 및 발주처 배포에 따라 발간부수

도 매호 2,500부에서 3,500부로 확대했으며, 회원사 

소속의 엔지니어 및 관련자 중 신청자에 한해 엔지니

어링지 메일링 서비스를 실시했다.

개편 이후로도 엔지니어링지는 각계각층의 신뢰성

을 갖춘 전문가들로 필진을 확보하고, 해외정보와 신

기술을 신속하게 반영하며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변화

를 주었다. 계간을 유지하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연 4회를 발간해 온 엔지니어링지는 2009년부터 격

월 발간으로 다시 전환되었고, 발행부수는 4,000부

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9년에는 3·4월호를 시작

으로 총 5회가 발간되었다. 격월간 전환과 함께 제작 

업체 또한 종전 (주)건설교통저널에서 (주)산업정보컨

설팅으로 변경되었고, 내용은 E&C Focus, People, 

Trend, Global Issue, 해외프로젝트 사례, 해외 주요

국가 동향, Policy Focus, 회원사 탐방, 회원사·유관

기관 소식, KENCA NEWS, Culture, 엔지니어링통

계로 구성, 콘텐츠의 변화를 시도했다.

한편, 협회는 국제적으로 협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나라 엔지니어링기업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커짐

에 따라 엔지니어링지 외에 영문 소식지인 ‘KENCA 

뉴스레터(KENCA Bulletin)’를 2007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했다.

KENCA 뉴스레터는 전자파일과 인쇄본(2009년 

기준 전자파일 400부, 인쇄본 400부)으로 제작해 전

자파일은 이메일 발송으로, 인쇄본은 해외 유관기관 

및 엔지니어링업계 종사자들에게 배포했다.

계간으로 2007년 3회, 2008년 4회, 2009년 4회 

발간되었으며, 발간업무는 2008년까지 비시에스닷컴

에서 맡아 오다가 2009년 ㈜산업정보컨설팅으로 변경

되었다. 뉴스레터는 KENCA FOCUS(협회의 주요사

KENCA Bulle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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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특히 2005년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업

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 8인으로 홍보위원회가 구성

되면서 홍보활동은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2005

업 및 행사), Member Company Activities(국내 엔

지니어링활동주체의 해외수주사례), Member Com-

pany Introduction(국내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활동

상과 향후 계획), Engineering Statistics(국내 엔지

니어링산업 관련 통계) 등의 콘텐츠들로 구성해 협회

의 활동상을 알리고, 국내 업체의 기술력과 가능성을 

해외에 홍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밖에 협회는 협회의 위상과 대외 이미지를 제고

하고 협회 사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대외홍

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외홍보 활

동은 연간·월간 계획을 수립,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주요 사업과 행사에 대한 보도자료 배

포, 기고문·인터뷰·기획기사 게재를 중심으로 전개

지하철광고(2009년)

해외시장조사(몽골, 2005년 9월 23일-10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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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제작·배포해 왔다. 1998년 협회 홍보브로셔를 

제작한 것을 비롯해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홍보용 자료

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거듭했다. 2006년 2월에는 약 

80페이지 볼륨으로 ‘2005 협회 홍보자료집’을, 2007

년 2월에는 약 150페이지 볼륨의 ‘2006·2005 한국엔

지니어링진흥협회 홍보집’을, 2008년 2월에는 약 240

페이지 볼륨의 ‘2007·2006·2005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 홍보집’을 발간했다.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사회로 변화함

에 따라 2009년 웹진을 제작해 회원사, 유관기관, 발

주처 등에 주 1회 발송했다. 웹진뿐 아니라 엔지니어

링산업과 협회 사업에 대한 홍보동영상을 국문·영

문·포르투갈어의 세 가지 언어 버전으로 제작했다. 

특히 2009년 7월에는 협회 사업을 소개하는 지하철 

광고를, 10월에는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행사를 홍보

하는 지하철 광고를 시행했다. 지하철 광고는 각각 1

개월간 지하철 2호선과 4호선에 게재됨으로써 일반

인들에게 인식되지 못했던 엔지니어링산업의 중요성

과 협회의 역할, 엔지니어링의 날을 대중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

기술협의회·지회 활동 적극 지원 

협회는 1995년 2월 15일 제1차 이사회 의결에 따라 

종전의 부문회를 기술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각 

기술협의회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술경쟁

력 강화와 기술교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갔다. 

년 한 해 동안 해외시장조사 실시, 엔지니어링의 날, 

국제 심포지엄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고 

동아일보, 전자신문, 한국경제 등에 시론을 게재한 결

과 언론보도 건수가 90건에 달했다. 2006과 2007년 

또한 협회의 각종 행사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시론을 게재하며 홍보활동을 이어갔다.

2008년에는 TCDPAP&FIDIC/ASPAC 서울 컨퍼

런스 개최, 2012년 FIDIC 총회 서울 유치 등 중요한 

일들이 많았던 만큼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2008

년의 경우 보도자료 128건, 기고문 7건, 인터뷰 15건 

등 총 150건이 언론에 게재되었다. 이듬해인 2009년

에는 보도자료 128건, 기고문 6건, 인터뷰 11건, 기획

기사 9건 등 총 154건의 보도실적을 달성했다.

더불어 협회는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홍보매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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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의회는 각종 회의와 기술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협회는 이러한 행사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업무를 지원했다. 더불어 기술

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주최해 각 분야별 업계의 의견

과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지역별 회원 간 업무협조와 친목을 강화하고, 

각 지회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회가 추진하는 

사업 및 업무를 지원했다. 협회는 지회 총회 개최와 지

회 운영에 필요한 지회 지원금을 지원하고, 전국 지회

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2009년에는 해외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선

진기업 탐방을 위해 기술협의회·지회 일본방문 프로

그램이 진행되었다. 협의회장·지회장 등 22명이 참

석한 가운데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JCCA, AJCE, 

ENAA, 도요엔지니어링 등 4개 기관을 방문해 해외진

출 전략과 교류방안을 논의했다.

이외에도 협회는 2008년부터 ‘엔지니어링클럽’ 지

원을 실시함으로써 회원들의 친선체육 행사와 등산모

임 등을 지원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도왔다. 2008년

에는 친선체육행사 9회와 등산모임 1회, 2009년에는 

친선체육행사 7회, 간담회 7회, 등산모임 4회 등 엔지

니어링클럽 활동을 지원했다.

한편, 협의회 지원의 일환으로 2009년 총 4회에 걸

쳐 발주자 초청 연찬회를 실시했다. 6월 26일 지역 회

원사 및 발주처 공무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

전·충북·충남 지역 발주자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8

월 26일 200여 명을 초청해 광주·전북·전남 지역 

연찬회를 개최했다. 9월 24일 대구·경북 지역 발주

자 초청 연찬회에는 250여 명이, 11월 13일 부산·경

남 지역 발주자 초청 연찬회에는 150여 명이 참석해 발

주자와 기술자 간 정보교류가 이뤄졌다.

한편, 협회는 전문분야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종전 

23개의 기술협의회를 2001년 제3차 이사회 의결에 따

라 △산업설비 △환경 △전자·정보통신 △건설 △농

어업토목 △설비구조 △전기 △지반·자원 △응용이

학 등 9개 분야 기술협의회로 통합·조정했다. 

지회의 경우 인천·경기,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지회 등 총 5개 지회가 운영되

어 오다가 2005년 제2차 이사회에서 지회를 분할해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14개 지회로 구성했다. 

이로써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

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충남, 충북지회 등 총 14

개 지회가 지역 거점으로 운영됨에 따라 협회는 전국

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발주자 초청 연찬회(대전·충청권, 2009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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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변화를 넘어 성장하다

대의원제 시행 및 운영규정 제정

협회는 법령의 개정,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 엔지니

어링활동주체의 권익 보호, 제도의 개선, 협회의 효율

적인 운영 등을 위해 정관 개정을 단행해 왔다.

1993년 7월 23일 기술용역육성법이 엔지니어링기

술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정관에 한국엔지니어링진

흥협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1996년 2월 27일에는 전무

이사를 상근부회장으로 격상, 상근이사 2명 증원, 대의

원제 시행, 차기회장 조기선출제 등을 규정화했다.

1999년 5월 7일 임원수 변경(이사 15인 이내→15인 

이상 30인 이내), 회장 단임제(연임→단임), 감사의 임

기 변경(2년→3년), 이사회 성립요건 변경(2/3→1/2 

이상)에 이어 2000년 4월 14일 회관 매입에 따른 목

적사업 및 사무기구 축소 조정에 따른 상근임원 관련 

조항이 개정되었다. 2002년 3월 15일에는 엔지니어

리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협회 목적사업에 ‘엔지니

어링기술의 보급’을 추가하고 임원의 자격요건을 구

체화했다.

2003년 2월 28일 정관개정을 통해 협회의 목적사

업은 ‘사업실적 및 기술자 경력확인’이 추가되었다. 또

한 회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수석부회장을 

신설, 부회장 중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회원의 자격상실(3년 이상 회비 미납자 추

가) △임원의 보선(잔여임기 1년 미만의 궐위 시 수석

부회장이 승계) △대의원(대의원 권리 명확화) △운영

위원회(운영위원회 구성 신설) △산업기술협의회(국

제협력협의회로 명칭 변경) △위원회(개별위원회 명

칭 삭제) 등의 조항을 개정했다.

이어 2005년 2월 28일, 3년 단임으로 제한되어 있

는 회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변경

하는 한편 2006년 2월 15일, 협회 목적사업에 ‘평생교

육시설 운영’, ‘엔지니어링기술인력을 위한 민간자격

제도 운영’, ‘연구실 안전교육·훈련’을 신설했으며 회

원의 징계시 청문절차를 도입했다. 2007년 2월 22일

에는 회원자격상실자가 2년 경과 후 재가입 시 납부해

야 하는 입회비 추가 납부 조항을 삭제해 회원사의 부

담을 경감시켰다.

협회는 2009년 2월 26일에는 협회의 명칭을 국문 

명칭과 영문 명칭을 병기하고, 임원의 보선 조항에서 

이사가 임기 중에 결원이 된 경우 이사회에서 선출하

도록 선임 절차를 강화했으며, 임원의 자격요건 조항

의 조문 정리, 임원의 의무 조항의 자구 수정 등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또한 정관의 변경·해산·잔여재산

처분 조항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주무부처가 변경됨

에 따라 인가 및 승인권자를 과학기술부장관에서 지식제36회 정기총회(2009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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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장관으로 변경했다.

한편, 협회의 조직은 법령의 개정, 회원 수의 증가, 

목적사업의 추가, 업무의 확대 등 에 따라 합리적인 개

편을 거듭하며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시켜 나갔다. 창

립 당시 사무국만을 두었던 협회의 기구는 1979년 직

제규정과 사무국 규정 제정으로 협회 기구의 틀을 형

성하면서 2실2부(종합기획실, 개발연수부, 총무부, 기

술협력정보실)를 두게 되었고, 수차례의 개편을 거쳐 

2003년 2월 18일 현재 2실(회원지원실, 기획협력실) 

체제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후로도 기구는 현실을 반영하며 변화를 거듭했

다. 2003년 5팀(회원지원팀, 총무관리팀, 기획제도

팀, 진흥협력팀, 기술협의회지원팀) 체제로 개편한 데

에 이어 2004년에는 엔지니어링진흥센터가 신설되며 

사무처(회원지원팀, 총무관리팀, 기술협의회지원팀), 

엔지니어링진흥센터(진흥협력팀, 기획제도팀)의 5팀 

체제를 구축했다.

2005년에는 사무처(회원지원팀, 기획홍보팀, 관리

팀), 엔지니어링진흥센터(교육정보팀, 국제및협의회

팀)로 5팀 체제를 이어오다가 2006년에는 종전 5팀 

체제에서 사무처(회원지원팀, 관리팀), 엔지니어링진

흥센터(기획국제팀, 교육정보팀, 기금관리실)의 1실4

팀 체제로 개편했다,

이어 협회는 2007년 사무처(회원지원팀, 관리팀), 

엔지니어링진흥센터(기획국제팀, 교육팀, 기금관리

실, 연구실안전팀)의 1실5팀 체제로, 2008년 7팀(관

리팀, 회원지원팀, 전산팀, 기획팀, 관리팀, 교육팀, 

국제팀, 연구실안전팀) 체제로 개편을 거듭했다.

2009년에는 변화하는 업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

하고 업계의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

기 위해 대대적인 기구의 정비 및 개편을 단행했다. 이

에 따라 기존의 7팀으로 구성된 조직은 경영관리실(관

리팀, 민원업무팀, 전산팀), 기획협력실(협의회·지회

지원팀, 법제팀, 홍보팀), 사업기반실(사업관리팀, 교

육팀, 국제팀), 연구안전실(연구안전팀)의 4실10팀 체

제로 변경되었다.



국가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KENCA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언 40년이라니 감개무량합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회장으로 재임하였으니 불과 10여 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격세지감을 실감합니다. 그만큼 엔지니

어링업계나 KENCA나 모두 놀랄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40년의 장족(長足)

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엔지니어링인이 합심하

여 노력한 결과, 엔지니어링의 위상과 엔지니어링산

업의 규모가 활보(闊步)를 거듭하였으니 뿌듯한 마

음입니다.

재임 당시에는 박흥일 부회장과 함께 많은 일을 했

습니다. 그때 FIDIC 서울 총회 유치 신청을 했는데 

그로부터 10년 뒤에 서울에서 총회가 열렸으며, 이

는 FIDIC 차기회장 배출이라는 결실로 이어졌습니

다. 그때 엔지니어링의 날을 제정해 유공자들을 포

상했으며, 과학기술부의 출연금을 받아 교육사업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엔지니어링협회 30

년사도 편찬했습니다. 

교육사업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팔을 걷어붙이고 추

진했습니다. 교육은 당장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100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니 아

무리 서둘러도 빠른 게 아닙니다. 과학기술부 출연

금을 주저하는 이사들을 설득해서 그 돈으로 교육사

업을 실시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백 번 잘한 일이었

습니다. 출연금은 첫 해에 4억 원이었는데, 나중에

는 100억 원까지 증액되기도 했습니다. 엔지니어링 

이우정 한국엔지니어링협회 13대 회장

Interview

227226



교육은 범위가 매우 방대하여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해외진출, 

해외정세에 포커스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기술에 지식이 많은 강사를 초빙하고, 외

국의 유수의 대학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FIDIC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로 인해 FIDIC과의 교류도 더 왕성해지고 관계도 돈독해졌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엔지니어링업체 수가 1,000개를 밑돌았는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업체 수

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그에 따라 협회도 성장했습니다.

정부가 규제완화를 하면서 기술사 자격증이 없어도 창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관할 지역의 업체에게 일할 기회를 많이 주면서 1년에 300여 개 업체가 생겨나는 등 

업계가 급격히 팽창해 이제는 4,000여 개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험로를 헤치며 탄탄대로를 만들어왔는데, 앞으로가 염려스럽습니다. 국내에서는 인프

라 부문에서 일감이 줄어들고, 해외에서는 거대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

니다. 하지만 우리 엔지니어들은 잘 헤쳐나가리가 믿습니다. IT와 엔지니어링의 융합처럼 변신

하고 개혁해서 범주를 넓혀가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나갈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회원사를 생각하는 협회, 회원사가 필요로 하는 협회로 한발 

더 나아가는 KENCA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에 앞장 서야 하고,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향상에 더 노력을 기울

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 업계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관계부처와

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고 국제기구간의 유대를 강화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짚어봅니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제 시행, 경쟁협

회 출범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유사 단체들의 난립은 회원사들에게 여러모로 부담을 주기만 합

니다. 회원사들이 KENCA 한 군데만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할을 강화하

면 저절로 KENCA 깃발 아래 모두 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엔지니어링이 앞으로 40년, 더 나아가 100년 후에도 국가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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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주력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다

제2장 SOC 투자감소에 해외에서 돌파구 찾다

제3장 힘찬 날갯짓이 시작되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더 높이 날아 오르다
(2010~2014)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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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새 패러다임 새로운 트렌드

세계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경쟁요소

최근 들어 세계 엔지니어링산업의 경향을 꼽아

보면, 원천기술 확보, M&A와 ESO(Engineering 

Service Outsourcing) 분야의 성장, 프로세스 관리와 

자금조달 능력이 경쟁요소로 부상, 중국과 인도 시장

의 부상 등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글로벌 엔지니어링업체들은 원천기술을 확

보하여 수주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래 신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타 업체와 기술제휴를 하고 있

다. 미국의 KBR과 일본의 JGC가 LNG, 합성연료 분

야의 기술개발 및 인력 교육지원에 제휴했다.

주력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다

제1장

둘째, 핵심사업 분야를 강화하기 위하여 M&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M&A를 통해 규모의 대형화를 

이루고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프로세스 관리역량을 강

화해 단기간 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탈리

아의 Saipem은 프랑스의 Bouygues를 인수하여 세

계 최고 수준의 프로젝트 관리(PMC, Project Man-

agement Consultancy), 개념·기본설계(FEED, 

Front-End Engineering and Design) 역량을 보유

했으며, Saipem은 2006년에 Snamprogeti를 인수

하면서 오일과 가스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엔

지니어링업체로 성장하여 중앙아시아 시장에 진출하

는 기회를 잡았다. 글로벌 EPC 기업인 Shaw 그룹은 

2000년에 Stone&Webster를 인수하여 명실상부한 

글로벌 EPC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에너지자원 회

사인 Worley는 2004년 미국의 Parsons E&C를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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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각되었다.

PPP는 다양한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참여 방

법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재원, 조달, 설계, 운영 관

리, 보수 등의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전 분야에 걸친 

민간 참여를 의미하며, 공공 서비스 효율화를 목표로 

정부와 민간업체가 갖고 있는 장단점을 조율하여 구성

된 협력체계를 통한 SOC 개발 방법이다.

다섯째, 이머징 국가들이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부

상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가 엔지니어링산업의 대규

모 수요·공급원 역할을 담당하면서 유망 시장으로 각

광받고 있다. 중국은 정부 지원의 초기 단계에 있으며, 

자국 플랜트 위주로 성장했다. 특히 하청 형태의 사업 

참여로 자국 내 시장 중심의 소규모 플랜트 턴키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영어가 가능한 숙련 엔지니

어들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 저임금 노동

시장에서 인도가 28%, 중국이 10%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는 일반 도로, 고속도로, 항만, 공항, 발전 인프라 

등에서 잠재적 기회가 많은데, 도로는 이미 포화상태

이며 연간 이용객과 화물 증가율은 각각 12%, 15%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녹색성장이 화두

2000년대 들어 세계의 화두로는 단연 기후와 에너

지, 녹색성장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끊임없는 파괴

와 개발로 인해 지구가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데 대해 

본격적으로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고, 기후 변화와 에

해 WorleyParsons로 회사명을 변경하고 기술력을 보

강하여 시장을 확대했다. CB&I는 1,500여 개 특허와 

화공·정유공정 기술을 보유한 Lummus를 인수하면

서 3,000명 이상의 핵심인재 확보와 함께 사업의 글로

벌화와 사업 분야 확장으로 화공 분야의 세계적인 엔

지니어링업체가 되었다. 또한, URS는 영국 엔지니어

링 설계회사인 Scott Wilson 그룹을 2억 9,200만 달

러에 인수하면서 전 세계에 산재한 5,500명의 인재를 

확보했으며, 북미지역을 비롯하여 유럽과 중국, 인도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초고속 열차, 항만, 도로 등의 

인프라 분야에서 시장경쟁력을 높였다.

셋째, ESO(Engineering Service Outsourcing) 

분야의 성장을 들 수 있다. ESO 분야는 2007년 400억 

달러, 2010년에는 800억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2020

년에는 1,500억 달러에서 2,250억 달러에 이를 것으

로 전망된다. ESO 분야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

문은 건설, 자동차, 항공우주, 정보통신, 컴퓨터 소프

트웨어 등이다. 한편, 시장조사기관인 TechNavio는 

세계 ESO 시장이 2016년에는 2012년에 비해 25.78%

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으며, 인도가 새롭

게 ESO 사업의 주요 정착지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넷째, 프로세스 관리와 자금조달 능력이 새로운 경

쟁요소로 부상했다. 일괄복합발주와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공공-민간파트너십) 형식으로 

변화하여 프로세스 관리 능력이 중요한 평가요소로 등

장했으며, 민간투자 방식이 증가하고 복합개발(패키지 

딜) 수요 확대에 따라 자금조달 능력이 핵심 경쟁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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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고갈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

가마다 정책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속적

인 성장을 유지하려고 녹색성장을 내세우고 있다. 지

구 문제 해결과 지속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첫째,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 저탄소형 

산업구조, 저탄소형 사회로의 전환이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으며, 국가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 변수

로 등장했다. 

영국의 경제학자로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니컬러

스 스턴이 2006년 온난화의 위험성을 경고한 스턴보

고서(Stern Review o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에 따르면, 온실가스로 인한 리스크, 인류나 

환경에 미치는 경제적 파장 등을 감안하면 온난화 비

용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손실이 매년 GDP(국내총생

산)의 2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1997년 

교토의정서를 체결하여 EU, 미국 등 38개 의무감축

국을 지정하고 2008년~2012년까지 의무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서 의무감축국으

로는 제외되었으나, OECD 회원국으로서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과는 차별화된 감축 노력을 요구받고 있

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이 1.7℃ 

상승하여 세계 평균 수준인 0.74℃를 상회했으며, 

OECD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의 온실가

스 배출량은 세계 9위였다. 

우리 정부는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비하여 선제 대

응으로 2009년 12월 15차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까

지 온실가스 배출을 BAU(Business As Usual, 배출

G
₁C

O
₂

Baseline emissions 57 G₁

WEO 2009 405 ppm case ETP 2010 analysis

BLUE Map emissions 14 G₁

CCS 19%

Renewables 17%

Nuclear 6%

Power generation efficiency 
and fuel switching 5%

End-use fuel switching 15%

End-use fuel and electricity 
efficiency 38%

이산화탄소 감축 시나리오

※ 출처 : IEA ETP(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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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전망치) 대비 30% 감축할 것임을 선언했다.

둘째는 에너지 위기이다. 중국, 인도 등 개도국 성

장에 따른 에너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중동지역의 

정세불안, 일본 원전사태 등으로 인해 고유가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변동과 불안정한 수급은 에

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에게는 

커다란 불안 요소이다. 2013년 우리나라의 원유·석

탄·가스 등 에너지의 총 수입량은 2억 9,600만 톤

에 1,580억 달러 규모였으며, 수입액 기준으로는 원유

(66.8%), 가스(24.4%), 석탄(8.7%) 등의 차례로 나타

났다. 원유의 경우 최대 수입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쿠

웨이트, UAE이며, 이 세 나라에서 전체의 61%를 수입

했고, 중동지역 의존도가 80% 가량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인해 주요

국 대비 에너지원 단위가 높아 지속적으로 산업 부문

의 에너지효율 향상이 요구된다.

셋째, 기후변화협약의 발효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에너지 자립도 향상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탄소배

출권시장이 성장 중이다.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기후변화

협약에 대비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감축 시나리오를 통

해 다양한 그린에너지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

다. CCS(Carbon Capture&Storage; 이산화탄소 포

집 및 저장기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및 연료효율 

향상, 원자력, 발전효율 향상 기술을 핵심 수단으로 제

시했으며,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 수

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블루맵 시나리오를 통해 베이

스라인 대비 각 기술별로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제

시했다.

IEA는 2050년까지 299조 달러(연평균 7조 달러)

가 에너지 관련 R&D, 보급, 설비 등에 투자될 것을 예

측했으며, 미국 캠브리지 에너지연구소는 지열, CCS, 

태양광 등 8개 그린에너지 분야의 2030년 투자 규모

를 7조 달러로 예측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린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매

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국책과제

로 추진되었다. 2010년 기술개발 투자를 제외한 그린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2,430억 달러에 달하며, 

2009년 대비 30%가 증가했다. 이 2,430억 달러 중 

1,980억 달러는 G-20 국가에서 투자되었으며, 주로 

풍력, 태양광, 바이오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대

상으로 했다.

이처럼 그린에너지시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

세가 예측되며, 미국 전문 조사기관 클린엣지(Clean 

Edge)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연료시장이 향후 10년

간 185%(연평균 15.1%) 고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태

양광시장은 2010년 712억 달러에서 2020년 1,136억 

달러로, 풍력시장은 2010년 605억 달러에서 2020

년 1,229억 달러로, 바이오·연료전지시장은 2010년 

564억 달러에서 2020년 1,128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

로 전망했다. 

이러한 흐름은 당연히 엔지니어링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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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려면 저탄소형·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이 불가피하며, 이는 엔지니어링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 녹색성장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

기 위해서는 산업의 고도화 등 선제 정책과 투자가 필

요하다. 

엔지니어링 7대 강국 진입 목표

2012년 3월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

했다. 이는 지난 1차(2003년~2007년)와 2차(2008

년~2012년) 엔지니어링기술진흥계획에 이어 3차 5

개년진흥계획(2012년~2016년)의 성격을 갖는다. 

2012년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은 기술과 

산업을 연계한 산업 진흥의 관점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을 집중 육성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으며, 엔지니어링

을 통해 무역 2조 달러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을 목표

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범부처적으로 마련한 

종합계획이다

한편, 2010년 4월에 수립한 엔지니어링산업발전방

안은 10년간의 장기 정책으로 엔지니어링산업에 국가

적 역량을 결집하여 2020년에는 엔지니어링 7대 강국

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방안의 골자는 2020년

까지 세계시장 점유율을 0.4%에서 5%로 끌어올리고, 

글로벌 엔지니어링 200대 기업에 국내 기업을 5개사

에서 20개사로 늘리며, 고용 인력은 1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15년까지 R&D 

투자를 총 1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발전방안의 추진전략은 핵심영역 역량 제고, 인력 

양성기반 강화, 수출 지원기반 확충, 성장인프라 조성 

엔지니어링 정책의 변화

목표   엔지니어링산업을 세계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통해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으로 육성

추진계획 5대 중점과제와 17개 세부과제 

제1차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2003년~2007년)

목표   3만 달러 시대의 주력 성장 동력이 될 엔지니어링 서비스산업의 세계 7대 강국 진입

추진계획 5대 중점추진 전략과 13개 세부과제

제2차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2008년~2012년)

목표   엔지니어링이 시공을 선도하는 구조로 전환을 통한 2020년 엔지니어링 7대 강국 진입

추진계획 4대 추진전략과 6대 추진대책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2010년 4월)

목표   해외시장 진출 강화를 통한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추진계획 4대 추진전략과 11개 세부과제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2012년~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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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네 가지이다. 첫째, 핵심·원천기술 자립화와 경험 

축적 및 수행실적(Track Record) 확보를 통해 핵심영

역 역량을 제고하고, 둘째, 전문대학원 지정·설립, 국

제협동 교육과정 개설, 재직자 재교육 등을 통해 인력 

양성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셋째는 해외진출지원센

터를 구축하고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등 해외시

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넷째, 엔지니어링 Complex

를 설치하는 등 중소업체 간 협업을 활성화하며, 기업

친화형 시장 환경을 구축하여 성장 인프라를 선진화

하기로 했다.  

주요 추진과제

•  정부 엔지니어링 분야 R&D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1조 원 투자

•  건설기반 엔지니어링이 아닌 엔지니어링 기반 건설로 

전환하기 위해 시범사업 추진으로 경험 축적 및 수행

실적(Track Record) 확보

•  국내 주요 공과대학원에 엔지니어링전문대학원 설립

(2011년 2개)

•  국제인증자격자 양성 확대(2010년 1.2만 명→2020년 3

만 명)

•  중소·중견기업 수출(담보)보증한도 확대(공제조합 자

기자본 10%→20%)

•  프로젝트 수주 및 M&A 등 금융지원자금 2,000억 원 

조성(공제조합)

•  해외 진출 종합전략 수립 및 해외진출지원센터 구축

•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엔지니어링 Complex를 조성하

여 비즈니스 타워, 기술지원센터, 연구 장비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활용

•  엔지니어링산업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위원장 지

경부 장관)

세계시장 점유율

’10

0.4%

’15

3%

’20

5%
글로벌 200대 기업

’10

5개

’15

12개

’20

20개 고용인력(만명)

’10

고급인력

10

0.7 3.3 9.8
’15

20

’20

30

기술역량

전문인력

파이낸싱

Ⅰ

Ⅱ

Ⅲ

핵심·원천기술 자립화1

경험축적 및 Track Record 확보2

인력양성 기반 확충3

해외시장 진출 지원 강화4

중소업체 간 협업 활성화5

기업 친화적 시장환경 구축6

3대 핵심요소 6대 추진대책

2020년 7대 강국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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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주력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다

•  20년간 업계 희망사항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단계

적 현실화(2013년까지)

•  현행 93개 전문 분야를 1/2로 대폭 축소 및 기술 융복

합에 따른 신규 분야 신설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다음으로, 제3차 엔지니어링 정책에 해당하는 2012

년의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2012년~2016년)

은 2016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을 3%로 끌어올리고 

세계시장을 선도할 글로벌 스타기업 12개 기업 육성

을 목표로 했다.

기본계획은 엔지니어링산업 육성으로 무역 2조 달

러 경제 견인을 비전으로 삼고, 핵심영역 기술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체계 강화, 해외 진출 지

원체계 고도화, 법제도 및 인프라 정비 등 4대 추진전

략을 설정했다. 

첫째, 핵심영역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 원천 기술과 수행실적(Track Record)을 

확보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하기로 했다. 우선, 시장성과 잠재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기술 5대 분야를 선정하여 핵심영역의 기술

개발 집중 지원, 투자 펀드를 활용한 해외 전문기업과

의 M&A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종

합적인 M&A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관계 부

처들의 엔지니어링 관련 R&D 사업 간 연계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행실적(Track Record)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범사업

을 추진하고 기획, 설계, 감리까지 전 주기의 사업관리

에 대해 민간위탁을 발주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경쟁력 확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

명품기업 선정을 통한 R&D 투자 활성화 및 인센티브

를 도입하고, 엔지니어링플랜트기술센터를 통한 애로

기술 현장 밀착지원 확대,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패키

지화 상품 등 기업에 공통 적용 가능한 표준화 대상을 

연간 2건씩 발굴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둘째, 글로벌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선진형 인

력 양성 체제를 구축하고 시장수요와 연계한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우선, 선진형 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프

로젝트 수행절차상 필요한 요소 직무와 직무별 역량 

도출, 직무 분석에 기반한 중소기업 대상 표준 재직자 

경력개발관리, 인력수급 실태 조사·분석 정례화(2년 

단위) 등을 추진하고, 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다른 관련 

법령의 분야별 기술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상호 인정엔지니어링산업진흥정책심의 실무위원회 회의(201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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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엔지니어링산업 전문인력 

양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시장수요와 연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해외시장에서 통하는 사업관리, 리스크관리(계약, 클

레임 등), 금융, 마케팅 역량을 가진 멀티형 인력 양성

체계를 강화하고, 신설하는 국제 자격증 획득 프로그

램을 개설하며, 특성화된 엔지니어링대학원 등을 통한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확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해

외건설협회, 한국CM협회 등에서 진행하는 유사·중

복 교육과정을 조정하고 단체별로 교육과정을 특화하

기로 했다. 그리고 기업의 수요가 반영되도록 대학 교

과과정을 변경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셋째, 해외 진출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맞춤

형 지원을 강화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체계를 구

축하는 한편, 해외 진출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우선, 해외 진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

주 이전 단계에서 해외 프로젝트 개발조사 등 컨설

팅 기회를 확대하고, 주요 전략국가의 KOTRA 무역

관 및 플랜트건설수주지원센터를 활용하여 해외 프로

젝트를 수주하기 위하여 현지 거점에서 밀착 지원한

다. 수출보증, 수출보험상품 및 해외 전문인배상보험

상품 등을 통한 수주단계에서부터 금융 지원을 지속하

며, PPP(Public-Private Partnership)활성화협의회

를 통해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활용하는 등 수주 가

능성이 높은 해외 대형 사업을 선정하여 종합 지원하

기로 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2012년~2016년) 목표와 과제

엔지니어링산업 육성으로 무역 2조 달러 경제 견인

1. 해외시장 진출 강화를 통한 세계시장 점유율 제고

    세계시장 점유율 : (’10) 0.8%→(’16) 3%

2. 세계시장 선도를 위한 글로벌 Star 기업 육성

    글로벌 Star 기업 : (’10) 6개→(’16) 12개   

핵심영역 

기술경쟁력 제고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체계 강화

해외진출 

지원체계 고도화

법제도 및 

인프라 정비

①  엔지니어링 원천기

술 확보

②  수행실적(Track 

Record) 확보

③  기술경쟁력 확보여

건 조성

①  선진형 인력양성 체

제 구축

②  시장수요와 연계한 

인력양성

①  해외진출 지원체계 

고도화

②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체제 구축

③  해외진출 기반 확충

①  기업중심의 법제도 

및 통계 개선

②  정보 집적과 One-

stop 서비스 강화

③  엔지니어링 복합단

지 조성

비전

목표

전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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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주력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다

 Topic

[R&D]

• 15대 핵심 전략과제별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및 원천 R&D 사업 추진

• 신재생에너지, 건설·플랜트 분야 국내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시범사업 추진

   -  신재생에너지

       1.  해양풍력: GW급 풍력발전 프로젝트

        ('13년까지 4,000억 원 투자)

       2.  CCS: 발전용 CCS 상용화 실증단지 구축 

('18년까지 5,800억 원 투자)

   -  건설·플랜트

       1.  SOC(초장대교량): 장경간 케이블 교량 핵

심기술 자립화('15년까지 1,125억 원)

       2.  LNG 플랜트: 5MTPA*급 모델 설계기술 

확보('13년까지 606억 원)

           * MTPA(Million Tonne Per Annum): 백만톤/년

• 엔지니어링플랜트기술센터 설치(2011년 6월)

[인력 양성]

•  해외 진출을 위한 관리역량 강화 중심의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교육 (2011년 3월~) 

    -  국제 공동 협동과정 및 국제인증 자격자 

양성과정 

    -  해외 프로젝트 실무형의 재직자 재교육 지

원 프로그램

•  엔지니어링전문대학원으로 포항공과대학 지

정(2011년 6월)

[해외 진출·금융]

•  해외시장 진출 로드맵 마련(2010년 11월)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해외진출지원센터  

    설치(2010년 12월)

•  KOICA 무상원조 협력사업, 프로젝트·개발

조사사업 확대 추진

•  시중은행의 공제조합 수출보증한도·신용등

급 상향 조정, 손해배상보험공제상품을 전 기

술 부문으로 확대 출시(2011년 4월)

[법제도·인프라]

•  15개 기술 부문 48개 전문 분야로 기술 분류

체계 간소화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

령에 반영(2011년 1월 공포)

•  대가기준 요율 단계적 인상 및 사업대가의 기

준 개정 고시(2011년 4월) 

    -  2012년 30%, 2013년 30%, 2014년 40% 로 

단계적 반영

•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

(MOU) 체결 

    -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강동구청

      (2011년 9월)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의 추진 성과



239

또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체제를 구축해 해외 

PF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엔지니어링업체를 전 

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타당성조사(FS: Feasibil-

ity Study)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관계 부처에서 지

원하는 다양한 자금을 활용하여 PF 재원을 다각화하

고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그리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PF 이해도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 홍보도 강화하기

로 했다. 

그리고 세계시장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해외 진출 

로드맵을 재설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지

역·분야별 정보를 집적하여 조기에 제공할 수 있는 종

합정보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FIDIC(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등 국제기구

와의 교류를 확대하여 발주정보를 획득하고 수주기회

를 확대하는 등 해외 진출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넷째, 법제도·통계를 기업 중심으로 개선하고 정

보 집적과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사업자 선정 시 기술경쟁, 품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주제도를 선진화하고, 기업들이 국제경쟁

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 부문·전문 분야별 또는 

시설물별 표준품셈을 제정하며, 추가로 시설물 기준

의 통계(업종) 분류 지표체계를 마련하여 산업정보 통

계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실적·경력 관리를 실시하기

로 했다.

또한, 기술·시장·업체·인력 정보 등을 체계적으

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2012년 상반기에 종합정보망

을 구축하고, 범용 소프트웨어, 표준 견적, 제안서 작

성 관련 매뉴얼 및 고가의 장비·시설의 공동 활용 지

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로 했다. 그리고 산·학·연 연계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엔지니어링 복합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감도(서울시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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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세계를 향한 더 큰 도약, 한국엔지니

어링협회 

엔지니어링산업 육성 토양 마련

협회가 큰 변화와 발전을 모색한 것은 기존 과학기

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주무부처가 이관되면서부터였

다.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자원

부의 산업 및 무역·투자·에너지정책 부문, 정보통

신부의 IT산업정책·우정사업 부문, 과학기술부의 산

업기술 R&D정책 부문,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기

획·지역특화기획 부문 등의 기능이 통합된 지식경제

부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의 주무부처가 지식경제부로 

변경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기술로 한정되어 온 엔지

니어링이 주체적인 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엔지니

어링기술진흥법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확대되

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은 2010년 4월 12일 개정·

공포(2010년 10월 13일 시행)되었다. 이로써 단순기술 

및 용역 중심이었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은 산업 진

흥을 위한 틀을 얹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새롭

게 개정되어 엔지니어링산업의 본격 육성을 위한 제도

적인 토대로 발전했다. 

개정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은 엔지니어링의 활

동과 기술, 기술자, 발주청 범위 등 제반 규정을 체계

적으로 정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규정

을 뒷받침했다. 특히 정책심의회 설치, 엔지니어링기

술지원센터 설립 등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기술자 신고 제도, 손해배상

책임 제도 도입 등 미흡했던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엔

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이끌 선진제도로서의 역할을 기

대하게 했다. 2011년 1월 17일 시행령 개정안, 1월 28

일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새로운 법령의 틀

이 완성되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된 데 이어 지

식경제부가 2010년 4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1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방안’을 보고함에 따라 국내 엔지니어링업계

는 대변혁기에 들어섰다. 

특히 협회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하며 지식경제

부의 발전방안 수립을 지원해 엔지니어링업계의 성장

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기도록 방

향을 이끌었다 보고 이후에는 2011년 엔지니어링산

업 발전방안의 후속 실행계획으로 엔지니어링산업진

흥 기본계획(2012~2016) 수립에 나섰다. 기본계획은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 업계 간담회(2010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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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관점에서 최초로 수립된다는 점을 고려해 엔지니

어링이 연관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초점

을 맞췄다. 또한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을 계승·발

전하면서 산업으로서의 토대를 강화하는 등 미래지향

적 정책 방향의 틀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협회의 

지원에 힘입어 2012년 1월 13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정부가 두뇌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인 엔지니어링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속속 내놓

은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를 넘어 

세계 속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성장엔진이 마련됨에 

따라 엔지니어링업계는 글로벌화에 박차를 가하며 새

로운 비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협회 명칭 및 CI 변경

엔지니어링산업의 변화를 이끌어 온 협회 역시 변

화의 조류에 발맞춰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게 되었

다. 주무부처 변경과 함께 2008년 9월 30일 문헌일 회

장(15대·16대)이 협회의 새로운 수장으로 취임하면서 

이를 기점으로 국내 업계의 위상 확립과 글로벌화를 

이루기 위한 토양이 빠르게 마련되어 갔다. 

법령과 정책의 기조를 산업관점으로 전환시키고, 

선진국형 틀을 구축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 온 협회

는 법령의 전부개정과 정부의 정책 수립이 가시화 되

면서 엔지니어링산업을 꽃 피우기 위한 혁신의 걸음

을 내딛었다. 

먼저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릴 협

회의 역할과 위상을 위해 2010년 2월 23일, 협회 명

칭을 기존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한국엔지니

어링협회’로 새롭게 변경했다. 명칭 변경에 따라 그동

안 사용해 온 CI 및 직인 등도 변경했다. 또한 엔지니

어링산업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가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명칭이 바뀌고, 법령이 기

술진흥 중심에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으로 가치가 변

경됨에 따라 2011년 2월 24일 법 개정에 맞춰 정관을 

개정했다. 

경영환경 개선과 위상 강화 주력

한국엔지니어링협회로 재출범한 이후 협회는 엔지

니어링업계의 성장을 지원하는 조력자이자 동반자로

서 지원사업의 내실을 도모하고, 위상을 제고하기 위

해 발걸음을 재촉해 왔다. 

특히 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해 업계의 경영환경을 

개선한 것은 물론 서비스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엔지니

어링업계의 도약을 총체적으로 지원했다. 먼저 하위법

령 제·개정을 통해 제도의 정비를 추진한 결과 2011

년 5월 1일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자 신고제도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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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개선,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기준인 전문 분야가 종전 93개에서 48개 분야로 

통·폐합되고, 동일 기술 부문의 전문 분야 추가신고 

시 신고 기술인력 수가 종전 5명에서 3명으로 대폭 감

소됨에 따라 업계의 경영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기술자 경력관리제도가 새로이 시행되

면서 엔지니어링기술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경력관리

가 가능해졌다. 협회는 신설된 기술자 경력관리제도 

관련 업무를 맡아 2011년 1월 28일 시행규칙 개정 이

후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 사업을 새롭게 추진

했다. 공신력을 갖춘 협회가 경력관리를 수행함에 따

라 엔지니어링기술자들의 경력증명이 객관성을 확보

하게 되었고, 사업 수행 시 필요인력을 적재적소에 배

치할 수 있게 되어 기술자들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었다. 사업 추진 이후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관리 신규접수 인원은 2014년 10월 현재 9만 6,000

명을 넘어섰다. 

이외에도 매년 신고기준 미달업체를 정비함으로써 

건전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육성을 도모하고, 국토해양

부 위탁사업인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사업 운영에 계약

실적, 부실벌점, 제재현황 등의 업무를 부가해 통합관

리를 수행해 나갔다.

또한 협회는 통계청 지정 통계작성기관으로서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총괄적인 통계지표를 생산해 왔다. 

매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실지급임금을 조사해 그 결

과를 공표하는 한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평균적인 경

영분석지표를 산출,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술

용역 적격심사 시 업체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을 제공

했다. 

협회는 통계정보를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보

를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발

간했다. 매년 엔지니어링 통계편람을 발간해 엔지니어

링산업의 기초통계정보를 제공하고, 2013년부터 매년 

엔지니어링산업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산업백서를 발간해 엔지니어링산업을 더욱 

창조적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뿐 아니라 엔지니어링사업 발주에 대한 발주청

의 이해 증진 및 민원감소를 위해 ‘엔지니어링사업 발

주 가이드북’을 2013년 2월 제작했다. 그동안 업계는 

발주담당자의 엔지니어링에 대한 인식부족, 거미줄처

럼 얽혀 있는 관련 법령에서 비롯된 계약과정에서의 

부적절한 관행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협회가 산재한 엔지니어링 관련 계약법령을 체계적으

로 소개하는 발주 가이드북을 발간함으로써 발주담당

자의 엔지니어링에 대한 인식개선과 발주체계 확립의 

발주기관 초청 실무교육(2011년 6월 16-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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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이 마련되었다.

엔지니어링업계의 경영환경 개선과 지원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협회는 엔지니어링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전력을 기울였다. 매년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행

사를 개최함으로써 엔지니어링산업의 중요성을 국민

들에게 인식시킨 것은 물론, 엔지니어링업계와 협회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언론홍보 

콘텐츠를 확대하며 대외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온·오프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홍보매체를 제작해 홍보활동의 극대화를 꾀

한 가운데 2010년과 2011년에는 라디오광고를 제작

해 라디오 청취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송출, 엔지니

어링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협회의 존재를 확실히 각

인시켰다. 

특히 2012년에는 KBS, MBC, SBS 등 다수의 방송

매체와 중앙 일간지에 ‘FIDIC 2012 서울 컨퍼런스’를 

비롯한 협회 행사 및 성과들이 보도되며, 엔지니어링

산업 대중화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협회는 엔지니어의 자존감을 높

이고 업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엔지니어링을 대

표하는 언론 ‘엔지니어링데일리’를 창간했다. 신문의 

틀과 편집방향에 대한 수많은 고민을 거친 결과 변화

하는 매체환경을 고려해 온라인 일간지 방식을 채택

했다. 2012년 4월 25일 신문발행 등록(서울특별시)

을 마치고 홈페이지 시범 운영에 들어간 협회는 5월 

30일 엘타워에서 창간식을 개최, 엔지니어링데일리의 

출발을 알렸다. 그리고 6월 1일 엔지니어링데일리 서

비스(www.engdaily.com)를 개시하고, 7월 16일 줌

(ZUM)인터넷 검색 제휴 서비스를 선보였다. 홈페이지 

운영과 함께 웹진 메일링 서비스도 실시했다. 

질 높은 콘텐츠를 생산하며 빠르게 서비스의 안정

화를 구축해 온 엔지니어링데일리는 2013년에 들어서

며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2013년 12월 12일, 네

이버 뉴스 검색에 성공한 데 이어 2014년 5월 29일, 

다음, NATE 뉴스검색까지 제휴에 들어가게 되면서 

매체력이 크게 상승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특히 기사 제공 뿐 아니라 좌담회, 엔지니어링 포

럼, 상상설계대전 등 엔지니어링업계의 주요 이슈를 

공론화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행사들을 개

최하며 엔지니어링산업에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갔다. 

엔지니어링데일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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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업체 해외 프로젝트 수주 결실

협회는 과학기술진흥기금 출연사업 추진을 통해 해

외 진출과 전문인력 양성의 초석을 다진 데 이어 한국

엔지니어링협회 시대로 들어선 이후에는 지원의 규모

를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적 인프라 구축

에 더욱 전력을 기울임으로써 세계화를 향한 문을 활

짝 열었다.      

먼저 협회는 정부예산지원사업으로 해외 프로젝

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 특히 프로젝트 추진이 쉽

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타당성조

사(FS) 및 수주교섭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즉, 업계가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제경비를 지원

함으로써 실제 수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

려 준 것이다.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타당성조사(FS) 지원과 해외

수주 교섭 지원을 합해 2009년 39건, 2010년 46건, 

2011년 47건, 2012년 42건, 2013년 21건 등 총 195

건의 프로젝트에 53억 7,131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

계되었다. 

그 결과 협회의 지원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이어지며 협회 해외시

장개척지원사업의 효과를 확실히 입증했다. 2009년부

터 2013년까지 달성한 프로젝트 수주 확인건수(2014

년 3월 현재)는 총 36건으로, 1,067억 7,930만원의 수

주 성과를 기록했다. 

이처럼 지원사업은 불확실한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정부가 분담하기 때문에 중소·중견 기업에게 가시적

인 도움을 주는 핵심사업으로서, 경험 부족과 투자에 

대한 부담으로 해외진출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기업들

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협회는 향후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해 건설, 정보통신, 전기, 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들이 더 많은 해외진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업계

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총괄

지원체계로 전략국가 해외 거점을 확보하는 글로벌 게

이트 운영사업도 전개했다. 2010년 12월 16일 해외진

출지원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2011년 해외진출 거점 

운영협약 체결(KOTRA)로 25개 국가에 해외진출 거

점(KOTRA KBC)을 마련, 거점을 통해 수집된 산업동

향, 현지발주처 및 기업, 프로젝트 정보 등을 국내 업

체들에게 제공했다. 

해외 거점은 2012년 28개 국가, 2013년 30개 국

가로 점차 증가했으며, 2013년 11월 1일 미얀마 양곤

에 해외 엔지니어링 특화거점을 개소했다. 해외 거점
중소·중견기업 EDCF/국제조달시장 진출지원 협의체 업무협약

(2012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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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해외시장에 대한 각종 정보들을 수집한 협회

는 정보들을 엔지니어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

석과정을 거친 후 제공했다. 

이와 함께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엔지니어링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기존 협회 홈페이지에 분산되어 

있던 각종 정보와 자료들을 재분류하고, KOTRA 해

외 거점 등으로부터 입수한 시의성 있는 정보들을 지

속적으로 업데이트했다. 2011년 해외진출지원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엔지니어링산업통계, 지식정보서비

스, 민원서비스 등 총 5개의 주요 서비스로 포털을 구

성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해 나갔다. 또한 국제 비즈니스 포럼

을 매년 개최해 해외 발주처 고위공무원, 현지 기업 임

원들과 국내 기업 담당자들이 실제 교류할 수 있는 자

리를 마련함으로써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

록 지원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과 함께 협회가 역점을 두

고 추진한 사업은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이었다. 2010

년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보고된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방안 중점추진전략으로 ‘전문인력 양성 기반 

확충’이 포함됨에 따라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해소

시킬 수 있는 선진형 고급인력 양성에 무게중심을 두

고,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했다. 

먼저, 국제인증자격자 양성 확대를 위해 2010년 9

월 10일 FIDIC과 국제인증교육 MOU를 체결한 데 이

어 12월 16일 RICS KOREA와 QS(사업예산관리 전문

가) 인력 양성 시스템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 국제

기관 협동 인증교육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2009년 1월 1일부터 지식경제부 총괄, 협회 주관기

관으로 추진되어 온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엔지

니어링전문인력양성)’은 2011년 1월 1일부로 고용노동

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엔지니어링전문

인력양성)’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주관기관으로서 새롭게 사업을 추진했으며, 1차년도

인 2011년 국제협동(인증) 교육을 개설하며 협회 교육

과정의 공신력과 실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그 중에

FIDIC 국제표준 계약관리 전문가 양성(장기과정) 및 

사업예산관리 전문가(QS) 양성과정 수료식(2012년 12월 20일) 

페루엔지니어링협회와 MOU 체결(2013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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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특히 FIDIC-KENCA 인증강사 육성과정을 통해 

국내 최초로 국제표준계약관리전문가인 FIDIC 국제

인증강사를 3명 배출하는 결실을 거뒀다. 이로써 한국

인 FIDIC 인증강사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국제표준계

약에 대한 강의를 펼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고 전문가 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

할 수 있게 되었다.

2012년에는 해외사업 추진 단계별 선진국 수준의 

전문역량을 갖춘 다양한 컨설팅 엔지니어링 분야의 국

제전문가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사업기획, 사

업비산출·예측리스크 및 클레임관리, 사업관리 등 컨

설팅 엔지니어 직무분야의 전문성 및 경험부족으로 국

제경쟁력이 취약해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엔지니어링 국제전문가 양성교육 과정을 

대폭 확대하고, 엔지니어링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새롭

게 개편하는 한편 엔지니어링 기초입문 교육을 실시했

다. 특히 2012년 FIDIC 인증강사 예비후보자 5명 전

원이 FIDIC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FIDIC 국제인

증강사로 인증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로

써 2011년과 2012년 2년 동안 협회를 통해 8명에 이르

는 FIDIC 국제인증강사가 양성된 셈이다.

아울러 협회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을 추

진한 결과 4년 동안 총 13,966명(사이버 교육 포함)에 

달하는 수료자를 배출함으로써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의 요람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정부예산지원사업으로 진행된 엔지니어링기술진

흥사업과 엔지니어링글로벌전문인력 양성사업 외에 

협회는 해외협력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전개해 

왔다. 

해외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 해외시장 조사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함으로써 국

내 엔지니어링업계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참가국들

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다졌다.

특히 세계 엔지니어링 올림픽이라고 일컫는 FIDIC 

컨퍼런스의 서울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2010년 5월 13

일 ‘FIDIC 서울 컨퍼런스 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내외에 서울 컨퍼런스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성공 개

최를 향해 총력을 기울였다. 

FIDIC 2012 서울 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

세계 엔지니어들이 서울에 모인 가운데 한국 엔지

2012 FIDIC 서울 총회(서울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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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어링산업 역사에 한 획을 그은 ‘FIDIC 2012 서울 컨

퍼런스’가 마침내 2012년 9월 9일, 화려한 막을 올렸

다. FIDIC 서울 컨퍼런스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

흘에 걸쳐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세계 65개국에서 엔지니어링 관련 단체를 비롯해 

ADB, WB, AfDB, EBRD 등 국제금융기관(MDB) 담

당자, 세계 선진 엔지니어링업체, 국내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개발도상국의 기업 및 발주처, 중국 국영기업

(공사) 등 1,050명(외국인 참가자 700여 명)이 대거 참

석해 엔지니어링 분야 최대 규모 국제행사로서의 위용

을 드러냈다.

FIDIC 서울 컨퍼런스는 ‘Beyond Green - A New 

Paradigm(녹색을 넘어선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

로 펼쳐졌다. 녹색성장을 세계적인 흐름으로 선도한 

한국에서 이를 주제로 논의하는 것은 국내 엔지니어

링산업의 발전상과 영향력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컸다. 

행사는 9월 9일 환영리셉션을 시작으로 9월 10일

부터 개회식, 정회의 및 비즈니스 프로그램, 포럼, 총

회, 각종 부대행사(서울의 밤, 갈라 디너, 전시부스 운

영) 등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특히 서울 컨퍼런스에서는 ‘FIDIC World Report’

를 통해 지속가능성 이슈를 논의하고, 세계 시장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FIDIC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

가 이뤄졌다. FIDIC 계약조건에 관한 협의는 해외시

장에서 수주 및 사업 활동에 있어 기준을 정하는 것인 

만큼 모든 이목이 집중되었다. 

프로그램은 ‘녹색산업의 시장 동향’, ‘녹색성장-새

FIDIC 컨퍼런스(Annual Conference)

최근 엔지니어링 관련 이슈에 대한 강연 및 토론, 워크숍 등

으로 진행되는 정회의(Plenary Session)와 예결산, 정관개정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는 총회(GAM)로 구성된다. 총회 개

최지는 유치 희망국가의 제안서 제출을 통해 4년 후 개최국

을 총회에서 확정(매년 대륙 간 순회방식)하고 있다. 

FIDIC 컨퍼런스 개최 현황

FIDIC 2012 서울 컨퍼런스 개요

•일시/장소 : 2012년 9월 9 ~12일 / 코엑스

•주최/주관 : FIDIC/한국엔지니어링협회

•후원 :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서울시, 관광공사 등

•주제 : Beyond Green-A New Paradigm

※  FIDIC(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
연맹

 년도 개최지 개최기간 비고

 2008 캐나다 퀘벡 9월 7일~10일 서울 총회 유치

 
2009 영국 런던 9월 13일~16일

  이재완 FIDIC 집행위원, 

    강호익 ASPAC 집행위원 선출

 2010 인도 뉴델리 9월 12일~15일 

 2011 스위스 다보스 10월 2일~5일 개최지 튀니지에서 변경

 2012 대한민국 서울 9월 9일~12일 주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13   스페인 바르셀로나 9월 15일~18일

 100주년 기념/

    이재완 회장 FIDIC 차기회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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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전망’, ‘녹색을 넘어선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해’ 

등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녹색성장위원회 양수

길 위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캠브리지 대학 피

터 거쓰리(Peter Guthrie) 교수, 스탠리 컨설턴트의 

그렉 토모풀러스(Gregs Thomopulos) 회장, 호주 녹

색건설위원회 로밀리 메듀(Romily Madew) 회장 등 

발표자들은 자원의 고갈과 기후변화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개발의 화두인 ‘녹색’이라는 개

념을 제시했다. 이를 계기로 참가자들은 당면 과제와 

관련해 엔지니어링산업의 역할과 업적을 돌아보고, 지

속가능한 개발의 해법을 고찰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해외 참가

자들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습득하고 체험하는 ‘서

울의 밤’ 행사를 개최하는 등 각종 부대행사를 진행해 

세계 엔지니어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했다. 무엇보다 국내 엔지니어링업체들에게 컨퍼런

스 기간 동안 계약관련 관계자(발주처, 해외 엔지니어

링업체, 국제금융기관(MDB) 관계자들과 미팅을 가지

고, 신기술, 사업추진 현황 등을 소개하는 홍보부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업계의 해외진출을 도모했다.  

이처럼 FIDIC 2012 서울 컨퍼런스는 한국의 엔지

니어링기술과 인프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젊은 엔

지니어들에게 세계화의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엔지니어링 분야 세계 최대 행사를 성공적으로 

2012 FIDIC 서울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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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함으로써 엔지니어링산업과 협회의 위상을 제고

하고,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위치로 한 

단계 도약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한국인 FIDIC 수장 탄생, 한층 높아진 위상

‘FIDIC 2012 서울 컨퍼런스’ 개최에 이어 세계 엔

지니어들의 이목이 다시 한 번 한국에 모아졌다. 영미

권이 양분해온 FIDIC 차기회장에 아시아 최초로 한국

인이 선출되며 세계 엔지니어링 역사의 새 장을 연 것

이다. 엔지니어링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하는 

FIDIC의 수장이 탄생된 만큼 한국의 위상 제고와 함께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커다란 전기가 마련되었다.

2013년 9월 19일, FIDIC 스페인 바르셀로나 총

회에서 FIDIC 집행위원인 이재완 회장((주)세광종합

기술단)이 FIDIC의 차기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앞서 

FIDIC 집행위원회(EC)는 전원회의를 열고 세계 엔

지니어링업계를 이끌어 갈 차기회장으로 이재완 회장

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후 총회에 참석한 97개국 

300여 명의 FIDIC 대의원들이 집행위원회에서 추대

된 이재완 회장의 차기회장 선출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함에 따라 최종 승인되었다. 

이재완 회장의 임기는 2013년 9월부터 2017년 8월

까지 총 4년이다. 전반기 2년은 부회장으로, 후반기 2

년은 회장으로서 전세계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

해 활동할 예정이다.

이재완 회장은 2009년부터 협회 수석부회장, 국제

협력위원회 위원장, FIDIC 집행위원을 역임한 데 이

어 FIDIC 2012 서울 컨퍼런스 조직위원장을 수행하

며 국제적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 여기에 국제기구에

서 통용성이 가장 큰 영어와 프랑스어에 능통하고, 정

부와 민간 모두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이 

FIDIC 수장의 적임자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재완 회장의 당선은 국내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회의 적극적인 관

심과 후원이 결실을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협회는 아시아권에서 차기회장이 배출되어야 한다는 

기류가 조성되기 시작했던 2012년부터 관계자들에게 

한국 엔지니어링의 건실함을 알리고, 이재완 회장이 

FIDIC의 수장으로 적임자라는 점을 알려 왔다. 또한 

차기회장이 선출되는 2013년 총회에는 주무부처인 산

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관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

제17대 이재완 회장 취임식(2014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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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 대표단을 파견, 당선에 힘을 싣는 등 전폭적인 지

원을 아끼지 않았다. 여기에 FIDIC 인증강사 과정을 

설치해 2011년과 2012년에 8명의 인증강사를 배출하

고, ‘FIDIC 2012 서울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막강한 조직력을 입증한 점도 크게 기여했다. 

100년 역사를 지닌 FIDIC은 전세계 회원국을 대표

해 글로벌 엔지니어링산업의 목표와 표준을 정하는 국

제기구인 만큼 한국인 FIDIC 회장의 탄생은 한국 엔

지니어링 역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또 하나 고무적인 사실은 이재완 FIDIC 차기회장

이 협회의 17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점이다. 2014

년 2월 25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은 단독출마

한 이재완 회장을 만장일치로 신임회장에 선출했다. 

이로써 이재완 회장이 정부, 국제기구 및 민간 분야에

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국내외 폭넓은 인적 네트워

크, FIDIC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침체되어 있는 

국내 엔지니어링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이재완 회장은 회원사들의 권익신장과 업계 발전을 

이끌기 위해 신사업 분야를 개척하고, 글로벌화에 박

차를 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국민

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클린 엔지니어링 문화를 

만들고, 대외홍보를 강화하며,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천명했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지금, 새로운 수장이 꽃 피울 글로벌 엔지니어링 시대

로의 도약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40년의 세월을 거치며 창립 당시 회원사 57개사에 

불과했던 협회는 3,800여개사에 달하는 회원사를 보

유한 기관으로 성장했고, 엔지니어링업계의 수주규모

는 49억원에서 6조 6,401억원(2013년도 기준)으로 비

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이처럼 불모지와 다름없던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며 숨 가쁘게 새 역사를 써내려온 

40년, 이제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도전과 성취의 지

난 역사를 발판으로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고 있다. 앞

선 생각과 행동으로 산업변화를 선도하고 서비스 혁신

을 거듭하며 새로운 시장 창출과 환경개선,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통한 글로벌화, 불만제로 서비스 구현, 창

의적 조직 혁신을 이뤄나갈 계획이다. 

엔지니어링산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진정한 리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비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2013 FIDIC 스페인 총회(2013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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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FIDIC 2012 서울 컨퍼런스’는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저력을 보여주며 국제 사회가 우리의 기술 수준

을 새롭게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빈틈없는 준비와 밀도 높은 내용으로 호평을 받으며 세계 

FIDIC 컨퍼런스 역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컨퍼런스로 이름을 아로 새겼다. 

엔지니어링 분야 세계 최대 행사인 FIDIC 2012 서울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데는 

‘FIDIC 서울 컨퍼런스 조직위원회’가 흘린 땀과 수많은 고민이 밑거름이 되었다. 

협회는 2010년 5월 13일 조직위원회를 출범, FIDIC 2012 서울 컨퍼런스를 향한 대항해의 닻을 올렸다. 

조직위원회는 위원장과 4명의 조직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재완 위원장((주)세광종합기술단 회장)이 조

직위원회의 수장으로서 행사를 총괄한 가운데 황수일 위원(한국엔지니어링협회 부회장)이 운영 부문, 

이해경 위원((주)다산컨설턴트 회장)이 사업 부문, 강호익 위원((주)제일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사장)

이 국제 부문, 이종세 위원(한양대학교 교수)이 학술 부문 조직위원으로 활약을 펼쳤다. 특히 2009년부

터 FIDIC 집행위원을 맡고 있는 이재완 위원장이 교두보가 되어 FIDIC과의 협의를 매끄럽게 이어가는 

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 

조직위원회는 출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해 행사의 윤곽을 잡고, FIDIC 본부 측과 세부사

항을 조율하며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조직위원회가 준비과정에서 이룬 가장 큰 성과는 컨퍼런스 주

제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우리 쪽 의견을 관철시켰다는 사실이다. 

FIDIC 본부 측과 주제의 문구 하나하나를 놓고 여러 차례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며 엔지니어링산업이 환

경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세계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전달

했다. 지속적으로 설득 작업을 펼친 결과 결국 ‘Green’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키며 ‘Beyond Green - A 

New Paradigm(녹색을 넘어선 새로운 패러다임)’을 컨퍼런스 주제로 최종 결정하게 되었다. 이후 업

무 영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본격적으로 행사 준비에 착수하는 한편 2011년 FIDIC 스위스 다보

스 총회에서 홍보부스를 마련해 홍보 영상물을 상영하고 브로슈어를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에 박차

를 가했다. 

조직위원회는 협회와 정부, 업계, FIDIC 본부를 잇는 중심축으로서 서울 컨퍼런스가 국가적인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러한 조

직위원회의 치밀한 준비와 눈부신 활약에 힘입어 

FIDIC 2012 서울 컨퍼런스는 9월 9일 화려하게 서

막을 연 순간부터 12일 막을 내리는 순간까지 참

가자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컨퍼런스를 성공적으

로 개최한 조직위원회는 2012년 10월 19일, 제28

차 최종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감했다.

FIDIC 2012 서울 컨퍼런스, 조직위원회의 눈부신 활약

FIDIC 서울 컨퍼런스 조직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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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투자감소에 

해외에서 돌파구 찾다

제2장

1절. 엔지니어링 살리기에 안간힘

업체 수, 기술인력 2010년에 정점

2010년대 들어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국내 SOC 투자 감소는 엔지니어링산업에 지대한 영향

을 끼쳤다. 업체 수나 수주실적, 기술인력 등 모든 면

에서 2010년을 고비로 2011년에 추락했다가. 완만하

게 회복해가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 10년간 엔지니어링업체 수의 추이를 살펴보

면, 2004년 2,663개사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4,592개사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2011년에

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엔지

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2011년 10월

말까지 재신고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1년만에 약 34%

가 감소한 3,031개사가 되었다.

2012년에는 20%가량 늘어나고, 2013년에는 9.8%

가 늘어나 3,992개사가 되었다. 

기술 부문별 업체 점유율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으로 건설이 5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정

보통신 15.5%, 농림 7.5%, 전기와 기계 각각 4.4%, 

환경 3.3%, 원자력 2.4%의 순이었다. 

2013년 말 3,992개사의 규모를 살펴보면, 중소기

업이 95.2%에 달하는 3,802개사, 대기업은 152개사

로 3.8%에 불과했다. 이처럼 대부분 규모가 영세해 산

업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었다. 

건설 부문의 경우에도 전체 엔지니어링업체 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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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어링사업자 재신고로 인해 신고인력이 4만 23명으

로 뚝 떨어졌다가 이후 원만한 회복세를 보여 2013년

에는 5만 394명이 되었다.

2013년 등급별 기술인력 현황을 기술사가 4,605

명으로 5만 394명 중 9.1%에 불과했으며, 기사가 1만 

9,686명 39.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학사가 1만 5,095명으로 30.0%였으며, 전문

똑같은 증감 현상을 나타냈다. 2004년 1,724개사에서 

꾸준히 늘어나 2010년 2,759개사로 정점을 찍었으며, 

1년 만에 33.5%가 감소해 2011년 1,836개사가 되었다

가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한편, 국내 수주실적은 2009년 8조 4,404억 원으

로 정점을 찍었으며, 2010년 이후에 6조 7~8,000억

원대를 유지했다. 이에 반해 해외 수주실적은 2008년 

6,776억 원에서 2년 만에 두 배 가까운 1조 2,407억 

원을 기록했으며, 이듬해인 2011년에는 다시 두 배를 

훨씬 상회하는 2조 9,565억 원을 기록했으나, 1년 만

인 2012년에는 83% 가까이 뚝 떨어져 5,089억 원을 

나타내는 등 심한 편차를 보였다.

이렇게 해서 국내외 수주총액은 2008년 7조 3,000

억 원대, 2009년 9조 1,000억 원대, 2010년 8조 원

대, 2011년 9조 7,000억 원대, 2012년 7조 3,000억                                                                                                

원대를 기록해 롤러코스터를 타는 형국이었다. 2009

년에는 국내수주액의 신장에 힘입어, 2011년에는 해

외수주의 신장에 힘입어 수주총액 9조 원대를 기록

했다.

기술인력도 2004년 4만 9,819명에서 매년 증가하

여 2010년에 7만 628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2011년

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엔지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CAGR(’08~’12)

	 국내수주	 66,437	 84,405	 67,936	 68,242	 68,145	 0.0051

	 해외주수	 6,776	 7,259	 12,407	 29,565	 5,089	 -0.0557

	 계	 73,213	 91,664	 80,343	 97,807	 73,234	 0.0001

엔지니어링 수주실적 추이(2008년~2012년)
(단위:	억원)

※	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연평균성장률
※	출처:	한국엔지니어링	수주실적	공표자료

※	출처:	2014	엔지니어링	통계편람

엔지니어링업체수 추이(2004년~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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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약 5.2배, 매출액은 약 12.2배였다. 사업체 당 매

출 규모는 미국이 약 200만 달러로 우리나라의 96만 

달러보다 2.3배 높다. 또한 종사자 1인 당 매출규모도 

2.4배 높은 수준(2008년 기준)이다. 한편, 기술 부문

에서는 토목 및 건축 인력은 공급과잉이 일어나고, 플

랜트의 전문인력은 공급부족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실

정이었다. 전문인력 양성 수요조사 결과, 대기업의 경

우 상세설계(16.1%)보다 기획·타당성 검토(38.7%), 

개념·기본설계(22.6%) 영역의 인력 수요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엔지니어링플랜트기술센터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

업2차년도 중간보고서’(2012)에 따르면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100%로 할 때, 국내 엔지니어링 기술수준

은 원천기술 72.8%, 기본설계는 73.4%, 상세설계는 

85.0% 수준을 보였으며, 전체 평균 약 79% 가량의 수

준에 머물렀다. 

해양	플랜트,	국산	기자재	육성

최근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상승하고 고유가

가 지속됨에 따라 해양에너지를 발굴·시추·생산하

는 해양 플랜트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건조 수주액이 257억 달러로 세계 1위의 

해양 플랜트 건조국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고부가가치의 엔지니어링 및 핵심 기자재는 

대부분 외국에 의존하고 있어 수주액의 절반 이상을 

외화로 유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핵심기술 개발 및 

학사 3,894명, 산업기사 3,404명, 석사 2,676명, 박

사 1,034명 등의 순이었다.

국내 산업은 핵심기술과 전문인력의 부족, 산업의 

영세성과 글로벌기업 부족, 체계적인 육성정책 미흡 등 

삼중고로 아직까지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했다. 국내 

기업들은 상세설계, 시공 등 저수익·고리스크 영역

에서 강세인 반면, PMC(Project Management and 

Consultancy) 등 고부가가치 영역의 기술 수준은 선

진업체 대비 60% 수준이며, 경험과 수행실적(Track 

Record)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매출 규모는 미국의 

8%, 일본의 23%, 독일의 35% 수준이었다. 미국과 비

교하면,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미국이 우리나라보

최근 10년간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인력 추이

※	출처:	2014	엔지니어링	통계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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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해양 플랜트 기자재 

국산화율은 2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구나 해양 플랜트 수주물량 증가에 반해 일반 상

선 건조 감소에 따른 조선경기 침체로 조선해양 기자

재업계(전국 1,100여 개)에서는 사업 다변화를 모색하

고 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해양 플랜트를 제2의 조선산업

으로 키우기 위해 2012년 5월 해양플랜트산업발전방

안을 마련하고 엔지니어링 및 핵심기자재 기술 확보 

전략, 전(全) 가치사슬에 걸친 종합적인 역량의 확보 

및 클러스터 기반조성 전략을 제시했다.  

해양 플랜트산업은 석유, 가스 등 해양자원을 발

굴, 시추, 생산하는 자원개발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건

조·설치·공급하는 산업을 말한다. 해양 플랜트는 해

상플랫폼과 해저시스템 및 이송설비로 구성되며, 해

상플랫폼은 형태에 따라 고정식과 부유식으로 구분하

고 용도에 따라 시추용과 생산용으로 나누는 것이 일

반적이다. 

주요 추진대책으로는 첫째, 국산 기자재 경쟁력 확

대이다. 먼저, 시장진입이 가능한 기자재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수행실적 확보 및 벤더등록 지원 등을 통해 

국산기자재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한다. 중장기 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자재를 중심으로 100대 품목을 선정하

여 지원할 예정으로, 품목 발굴 및 기술개발로드맵 작

성을 2012년 3/4분기까지 완료한다. 

둘째, 전문 엔지니어링 역량을 확보한다. 조선해양 

분야의 정규교육은 조선 분야에 치우쳐 해양 플랜트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학부 교과과정의 

개편을 통해 해양 플랜트 교육을 내실화하고 채용조건

형 석·박사 과정 개설을 추진한다. 엔지니어링대학원 

운영 등을 통해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확보한다. 외

국 전문기관과 해외 주재 한인 전문가를 활용하여 설

계·R&D 분야 재직자의 재교육 및 해양 플랜트로의 

직종 전환을 지원하고, 해양 플랜트 기자재 R&D센터

(부산, 2015년 준공 예정)의 기능을 확충하여 연구 및 

현장인력 양성을 활성화한다. 

셋째, 해양 플랜트 종합역량을 확보한다. 자원 개

발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및 기자재 개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해양플랜트 종합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부유식 해양 플

랜트(플랫폼)의 건조는 세계 최고이나, 심해저 분야의 

엔지니어링 및 기자재는 초보적인 수준이다.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심해자원 생산용 해양 플랜

트의 엔지니어링 및 핵심 기자재를 개발하고, 핵심 원

천기술은 노르웨이 등 외국 선진기관과의 전략적 기술

제휴나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확보한다.  

넷째, 산업생태계 인프라를 조성한다. 조성지역 특해양플랜트 기자재 R&D센터 개소식(2012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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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지식경제부 주도로 수립한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에 따라 그해 6월 국내 첫 엔지니어

링 전문대학원 주관대학으로 포항공과대학(포스텍)이 선정되었으며, 2012년 9월 설립인가를 받고 2013

년 3월 개원했다. 매년 석·박사 과정과 재직자 단기과정을 통해 이론과 실무, 글로벌 역량을 두루 갖

춘 150여 명의 전문 엔지니어를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에는 석사과정에서 첫 졸업생 26명을 배

출했다. 

2014년 6월 11일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이하 EDRC)가 개소식을 가졌다. EDRC는 산학프로젝트를 기

반으로 고급설계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엔지니어링업체와 공과대학이 함께 참

여해 프로젝트 수행 중심의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주관 대학인 서울대를 비롯해 고

려대, 연세대, 포항공대, KAIST, FAU-Busan 등 12개 대학(교수 27명, 대학원생 200명 이상)과 삼성엔지

니어링, GS건설, SK이노베이션, LG화학,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15개 대표 기업이 참여했다.

EDRC는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갖춘 엔지니어링 인재 양성, 산업계가 적극 참여하는 프로젝트 수행

과 공학 커리큘럼 설계, 세계적 수준의 한국

형 엔지니어링 산학협력 허브 구축을 3대 목

표로 한다. 

여기에서 인증서를 받은 우수학생은 AMEC 

등 해외 우수 엔지니어링업체와 국내 기업에 

인턴십 참여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앞으로 프로젝트 수행 결과와 노하우, 인재 등

에 대한 종합적인 DB를 구축하고 산업계의 구

체적 수요가 대학에 상시 전달되도록 정부, 연

구소, 대학, 기업 간 협력 네트워킹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더불어, 2014년에는 연세대학교와 중앙대학교

가 엔지니어링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됐다. 두 

대학은 9월부터 엔지니어링 특성화 교육을 실

시해 향후 5년간 150여 명의 석사급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엔지니어링특성화대학원은 기

획·설계 능력과 프로젝트 관리 등 종합 역량 

배양을 위한 교과 과정 운영, 우수 교수진 확

충과 우수 학생 유치, 현장 경험과 지식의 배

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고부가가치 영역의 인재양성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전문대학원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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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산업 분포를 고려한 산업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중소 조선업체 전환을 지원하는 등 산업생태계 인프라

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산업과 연구기반 시설의 광

역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업과 연구기관이 

집중된 지역을 해양 플랜트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한편, 2012년 8월 28일 해양플랜트기자재R&D센

터가 문을 열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지역본

부에 들어선 이 센터는 해양에너지를 발굴, 시추하는 

고부가가치 해양 플랜트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역

할을 맡는다. 

2012년 50억 원을 들여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요소

기자재(단기)와 핵심기자재(중장기) 위주로 국산화 개

발 100대 전략을 선정하는 등 기술개발에 관한 로드맵

을 마련했다. 2015년까지 363억 원을 들여 해양플랜

트 기자재 R&D센터 허브단지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2절.  세계 엔지니어링산업, 해외시장에 치

중하다

기술·경험·파이낸싱 우월한 기업이 

세계시장 주도

ENR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서 세계 225대 

설계업체의 매출 규모는 2005년 669억 달러, 2007년 

1,004억 달러, 2008년에 1,167억 달러, 2010년 1,216

억 달러 규모로 이 기간 동안 연평균 13%의 성장을 지

속했다. 이러한 성장은 중동, 동남아 등에서 SOC와 산

업설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신흥시장이 주도했

다. 향후에도 중동, 북미, 중남미 시장 등이 주도할 것

으로 예상된다. ENR 자료에 따르면 이들 시장의 2012

년에서 2016년까지 평균성장률은 26.3%로 예상된다. 

중동이 38.1%, 북미 27%, 중남미 21.1%의 순이다.

해외시장의 플랜트와 SOC 등이 턴키방식으로 발

주되는 등 대형 프로젝트는 PMC(프로젝트 종합관리), 

FEED(개념·기본 설계) 등 고부가가치 영역이 수주 

경쟁력의 관건이다. 하지만 이러한 영역은 글로벌 선

진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미국, 네덜란

드, 영국 등 선진국 주요기업이 세계시장의 약 80%

를 선점했다.

세계 엔지니어링산업은 자국 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이 활기를 띠면서 연평균 7% 정도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개도국을 중심으로 신흥국가들의 

산업화 니즈 확대가 플랜트는 물론, 엔지니어링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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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를 촉진시켰다. 이렇게 꾸준히 성장한 세계시장

은 2011년에 1,300억 달러를 상회했다. 

기술, 경험, 파이낸싱 부문에서 우월한 선도 기업

들이 지배하여, 고부가가치 영역을 선점한 선진국에 

의해 과점되었다. 미국이 31.0%, 영국이 14.6%, 네덜

란드가 10.9%, 호주가 8.15%, 캐나다가 7.2%로 상위 

5개국이 전체의 71.8%를 차지했다. 반면 가격경쟁력

을 갖춘 후발주자들은 중국이 3.8%, 이집트 3.3%, 일

본 2.1%, 한국 0.8% 등을 차지했다. 상위 20개 업체

가 세계시장의 60%를 차지한 것이다. 후발주자 중에

는 중국이 2008년 2.7%에서 2010년에는 3.9%로 괄

목할 성장세를 나타낸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에 

0.4%에서 0.5%로 미미한 성장에 그쳤다.

선진 엔지니어링업체들이 전체 가치사슬(Value 

Chain)을 다양한 형태로 구사하며 특정한 핵심 기술에 

특화해 라이선스 대여, 기본설계, FEED 패키지 등 고

부가가치 분야에 참여하는 반면, 우리 업체들은 이러한 

분야가 여전히 취약했다. LNG(Liqui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 GTL(Gas-To-Liquid, 가스의 액화) 

등 해외 고부가가치 플랜트의 경우 핵심 공정기술 미

확보와 기본설계 및 시공경험 부족, 선진기업들의 시장 

카르텔 형성으로 시장진입에 애로가 많고 관련 실적이 

없어 국제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한국기업, 해외시장 설계 부문 점유율 1.43% 

설계 부문에 있어서 세계 225대 설계업체의 해외 

수주금액은 2013년 716억 3,000만 달러로 지난 2012

년 717억 7,000만 달러보다 0.2% 하락했다. 이들 225

대 설계업체가 자국 내에서 올린 수주금액은 2012년 

703억 8,000만 달러보다 2.8% 오른 723억 2,000만 

달러에 달해 국내외 총수주금액은 2013년 1,439억 

5,000만 달러로 지난 2012년 1,421억 5,000만 달러

보다 1.3% 올랐다. 

2014년 7월 ENR(Engineering News Record)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25대 설계업체 중 국내 설계

업체는 2013년 기준으로 현대엔지니어링 등 12개 업체

가 이름을 올려 전년도보다 1개 업체가 늘어났고, 정림

건축과 한국종합기술이 새로 순위에 들었다. 이들 12

개 업체가 해외에서 거둔 총수주금액은 10억 2,080달

러로 225대 업체의 해외 총수주금액에서 1.43%의 비중

을 나타냈다. 이는 국내 건설업체가 거둔 점유율 4.85%

보다 적은 것이어서 설계업체가 상대적으로 열세인 것

을 알 수 있다. 

반면, 중국 업계는 거대한 자국시장을 발판으로 시

공 부문에서 이미 해외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

했으며, 설계부문에서도 성장을 거듭했다. 중국의 설

계업체는 21개사가 225대 순위 안에 들었으며, 27억 

7,600만 달러를 수주해 225대 업체의 총수주금액에서 

3.9%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이 수치는 아시아 2위, 3

위인 한국과 일본의 수주금액을 합친 것보다 많다. 3

위를 차지한 일본은 10개 업체가 순위에 들었으며, 수

주금액은 6억 5,560만 달러에 그쳐 중국의 1/4에도 미

치지 못했다.

반면, 건설 부문의 해외시장 규모는 ENR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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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연도 
(억 달러)

 해외 매출액 
점유율

 업체수 업체명

   (억 달러)

국내 설계업체

 2002 189 0.07 0.04% 1 대우ENG

 2003 210 0.35 0.16% 2 대우ENG, 현대ENG

 2004 242 0.52 0.21% 3 대우ENG, 현대ENG, SK건설

 2005 263 1.92 0.70% 3 대우ENG, 현대ENG, SK건설

 2006 331 5.29 1.60% 4 대우ENG, 현대ENG, SK건설, KOPEC

 2007 430 1.85 0.40% 7 대우ENG, 현대ENG, SK건설, 포스코건설, KOPEC, 희림건축, 삼성물산

 2008 526 2.08 0.40% 5 대우ENG, 현대ENG, 포스코건설, KOPEC, 희림건축

 2009 524 2.7 0.50% 6 현대ENG, KEPCO E&C, 대우ENG, 포스코건설, SK건설, 희림건축

 2010 577 4.73 0.80% 6 현대ENG, KEPCO E&C, SK건설, 포스코건설, 대우ENG, 희림건축

 
2011 653 7.9 1.20% 7

  현대ENG, SK E&C, KEPCO E&C, 포스코ENG, 포스코E&C, 

      삼우A&E,  도화엔지니어링

 
2012 717 10.3 1.44% 11

  현대ENG, SK E&C, KEPCO E&C, 포스코ENG, 포스코E&C, 삼우A&E, 

      도화엔지니어링, 건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삼안, 유신

 
2013 716 10.2 1.43% 12

  현대ENG, KEPCO E&C, 삼우A&E,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포스코ENG, 

      도화엔지니어링, 건화, 유신, 삼안, 포스코E&C, 정림건축, 한국종합기술 

해외시장 200대 설계업체 매출과 국내 설계업체의 비중 (단위 : 억 달러, %)

※ 자료 : 2014 ENR225(Engineering News Record)

※ 2013년 자료는 225대 설계업체임 

세계시장 해외수주 건설 부문 국내 업체 순위(250위 이내)

회사명
2013년 

해외수주액
(백만 달러) 2014 2013 

순위

 13 15 현대건설 8,707.8

 15 13 삼성엔지니어링 7,132.5

 17 36 삼성물산 6,308.0 

 29 28 GS건설 4,713.4 

 30 26 대림산업 4,381.3

 43 35 SK건설 3,051.4

 49 40 대우건설 2,759.9

 57 46 포스코건설 2,373.2

 73 88 한화건설 1,648.7

 135 132 쌍용건설 534.8

 168 187 롯데건설 345.2

 189 194 포스코엔지니어링 281.5

 223 245 한국전력기술 184.6

※ 출처 : ENR

세계시장 해외수주 설계 부문 국내 업체 순위(225위 이내)

회사명
2013년 

해외수주액
(백만 달러) 2014 2013 

순위

 33 36 현대엔지니어링 615.3

 73 66 한국전력기술 157.1

 119 173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55.1

 149 197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34.7

 157 147 포스코엔지니어링 32.1

 165 150 도화엔지니어링 27.3

 178 196 건화 20.4

 183 204 유신 19.3

 186 199 삼안 18.7

 195 124 포스코건설 14.5

 199 - 정림건축 13.5

 202 - 한국종합기술 12.8

※ 출처 : E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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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TDI 증설 프로젝트(2009년~2012년, 포스코엔지니어링) 대척태양광발전소(2014년 4월, 한국종합기술)

첫째, 국내의 성공 경험을 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했다.

한국 기업들은 경제 성장기에 선진 기업들이 주관하는 국내 플랜트 건설에 참여하면서 엔지니어링사업

을 경험했고, 1970년대 이를 기반으로 전문기업이 등장, 국내 공사 경험과 해외 토목건설 분야에서 축

적한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1980년대 전후부터는 글로벌 플랜트 시장에도 진출했다. 이처럼 2000년대

의 급성장에는 30년 이상을 준비한 전문역량이 큰 역할을 했다.

둘째, 전략적 타깃팅에 성공했다.

2000년대 이후 중동과 신흥국을 핵심 공략시장으로 선정했다. 경쟁 상대이던 일본 기업들이 수비전

략을 취한 것과 달리, 한국 기업들은 우수인력을 확충하고 공격적으로 수주활동을 전개하여 사업기회

를 선점했다.

셋째, 혁신과 열정으로 고객의 신뢰를 확보했다.

고객의 생산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기한을 준수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현장 프로세스 혁신과 열정적

인 태도를 견지하여 고객을 감동시켰고 이는 추가 수주로 이어졌다.

한국 플랜트 엔지니어링의 성공비결

KPX화인케이컬 TDI 증설공사(2009~2012년) 대척태양광발전소 구축공사(2014년 4월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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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건설 부문 세계 250대 업체의 해외매출

액은 5,439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12

년 5,110억 5,000만 달러보다 6.4% 오른 것이다. 또

한 이들 250대 건설업체가 자국 내에서 올린 매출은 

2012년 8,135억 5,000만 달러보다 7.1% 오른 8,715

억 달러를 기록했다. 

해외시장의 250대 건설업체 중 국내 건설업체는 

2014년 발표 기준으로 보면 2013년과 마찬가지로 현

대건설 등 13개 업체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 13개 건

설업체가 2013년에 올린 매출은 422억 4,330만 달러

로 250대 건설업체의 총매출에서 4.85%의 비중을 나

타냈다.

한편, 미국의 기술경쟁력을 기준(미국의 기술경쟁

력을 100점으로 설정)으로 각국의 현재와 5년 후의 상

대적인 기술경쟁력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현재 기술수준은 전체적으로 79.1점이고, EU는 90점, 

일본은 88.6점이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63.9

점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수의 엔지니

어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어 상당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기술경쟁력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해양플랜

트 분야, 발전플랜트 분야, Oil&Gas/정유&석유화화

학 분야 등의 기본설계기술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 진출의 극복 과제

국내 업계가 해외시장에서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

  한국 72.8  80.4 73.4  84.2 85  88.9 81.5  86.1 82.6  87 79.1  85.3

 Oil&Gas/정유&석유화학 77.1  82.1 77  85 85  89.4 81.3  86.3 78.3  81.7 79.7  84.9

 발전플랜트 71.7  80 77.5  88.1 85.6  88.9 84.3  86.4 84.2  85.8 80.7  85.8

 Water  66.7  75 70  82.5 87.5  90 82.5  85 80  70 77.3  80.5

 환경플랜트 74.2  80.7 72.9  85.6 85.4  88.7 81.6  85.5 82.6  86.8 79.3  85.5

 산업플랜트 72.6  80.2 73  83.9 85  89 81.6  86.2 81.5  86.6 78.7  85.2

 해양플랜트 73.6  82.9 81.7  86.7 86  89 81  87 83.3  86.7 81.1  86.5

 건설엔지니어링 73.1  80.6 73.5  84.4 84.9  89 81.5  86.1 83.3  87.8 79.3  85.6

 통신장비 71.9  79.8 73.2  83.5 85.3  88.8 81.2  85.9 82.3  85.8 78.8  84.8

 기타  73.8  80 73.6  85.7 85.6  88.1 82  86 86.3  90 80.3  86

  EU 92.3  92.6 91.1  91.3 91.3  92.5 87.1  88.3 88.2  88.4 90  90.6

  일본 90.3  91.3 88.4  90.7 89.1  90.8 87.2  90 88.2  90 88.6  90.6

  중국 58.5  71.7 62.4  75.2 65.7  75.1 65  74.2 67.7  76.7 63.9  74.6

선진국 대비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비교
(선진국=100)

 
국 가

  원천기술  기본설계기술  상세설계기술  기자재   시공관리  전체평균 

  현재  5년후 현재  5년후 현재  5년후 현재  5년후 현재  5년후 현재  5년후

분 

야 

별

※ 자료: 생산기술연구원 엔지니어링플랜트 기술센터,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2차년도_중간보고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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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대해 2010년 통계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첫째, 국내 기업은 개념설계·기본설계 등 핵심영

역에서 선진국에 비해 기술경쟁력이 취약했다. 기업들

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규모가 선진 기업에 비하

여 낮은 편으로 R&D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둘째, 토목·건축 인력은 공급 과잉이지만, 플랜트 

핵심영역의 전문인력 공급 부족으로 수급이 불일치했

다.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 수요 영역 조사 결과, 

대기업의 경우 상세설계(16.1%)보다는 기획·타당성 

검토(38.7%), 개념·기본설계(22.6%) 영역의 인재 수

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기업의 경우에도 개

념·기본 설계 영역(28.5%)의 인력 수요가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셋째, 사업 타당성조사(FS: Feasibility Study) 및 

수주교섭 지원(KENCA, KOTRA 등), 수주단계 금융지

원(K-SURE, 수출입은행) 등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이 있으나, 다각화되고 있는 해외 진출 수요를 반영한 

지원체계는 미흡했다. 또한, 사업자 스스로 자금을 조

달해야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

나 엔지니어링업체의 인식과 대응 역량이 부족했다.

넷째, 제도 부문에 있어서는 입·낙찰제도와 통계

자료를 들 수 있다. 가격중심의 입·낙찰제도와 정형

화되어 있지 않은 발주와 관리체계 등이 글로벌 기준

에 부합하지 않은 제도로 인해 국내시장이 해외시장 

진출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못했다. 또

한,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통계가 체계적으로 수집·

축적되지 못해 통계에 기반을 둔 정책 수립 및 변화 관

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3절. 주요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4대강 살리기

•  계획과정

2010년대 들어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은 4대

강 살리기 사업이었다. 대형 국책사업이었던 때문도 

있고, 엔지니어링업체들이 후폭풍에 시달려야 했기 때

문이다.

대통령 선거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려

다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히자 정부는 2008년 7월 

대운하 조건부 포기를 발표한 데 이어 그해 12월 4대

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카드를 내놓았다. 대운하 대신 

4대강 살리기로 바뀌어 추진되면서 사업방식도 민자

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었다.

4대강 살리기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

강과 주요 지류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2008년 12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추진하

기로 결정했으며, 동시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문화관광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마스터플랜 작성에 착수

했다. 아울러 그해 12월에 안동·나주에서, 2009년 2월 

충주에서, 2009년 3월 선도사업이 착공되었다.

2009년 2월 5일에는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국토해양부에 정부 합동으로 4대강살리기기획단

을 설치했으며, 4월 14일에는 기획단(국장급)을 추진

본부(장관급)로 확대 개편하고, 6월 8일에 마스터플랜

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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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는 본사업과 직접연계사업, 연계사

업을 구분했는데, 본사업은 물 확보와 홍수 조절 등

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

부와 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가 맡았으며, 직접연계

사업은 섬진강과 주요지류 국가하천(광역시 통과, 다

목적댐 하류)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위

한 사업이며, 연계사업은 강살리기로 확보되는 수변

경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해당부처 계

획에 따라 연차별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해

양부는 4대강에 직접 유입되는 지방하천정비, 농림수

산식품부는 금수강촌 만들기, 4대강 상류유역 산림정

비 등,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흐르는 4대강, 행정

안전부는 4대강에 직접 유입되는 소하천 정비, 지식

경제부와 방송통신위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IT 접목 

산업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본사업은 2011년(댐과 저

수지 등은 2012년),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에 완료

하기로 했다. 

추진과제는 이렇다. 첫째, 물 부족 대비 풍부한 수

자원 확보이다. 장래 물 부족과 가뭄에 대비하여 용수 

확보량 13.0억m³를 증대하기 위해 준설과 보 설치, 중

소 규모 댐 건설, 농업용 저수지 증고 등이다.

둘째, 수해 예방을 위한 유기적 홍수방어 대책 마

련이다. 기후변화 영향과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하여 홍수 조절용량을 9.2억m³를 증대하기 위해 

퇴적토 준설, 홍수조절지와 강변저류지 설치, 노후 제

방 보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댐 건설, 도류제 설치 

한강 이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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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한다. 

셋째,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이다. 현재 76% 수준인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Ⅱ급수, BOD 3mg/L)’ 수준

을 2012년에 83%-86%로 향상시킨다.

넷째,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 창조이다. 여

가공간 조성, 수변 접근성 개선, 수변중심 도시 재생, 

둔치활용 다양화, 아름다운 수변공간을 창출해 삶의 

공간으로 만든다.  

다섯째, 강 중심의 지역발전이다.

여러 과제가 있지만 이 사업의 핵심은 용수를 확보

하기 위한 보 설치이다. 한강에 이포보, 여주보, 강천

보 등 3개의 보를 설치하고, 낙동강에는 함안보, 합천

보, 달성보, 강정보,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 상주보 

등 8개 보, 금강에는 부여보, 금강보, 금남보 등 3개 

보, 영산강에는 죽산보, 승촌보 등 2개 보, 이렇게 해

서 4대강에 총16개의 보를 설치하기로 했다.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한 소요재원은 준설, 보 설치, 

댐과 저수지, 하굿둑 등 본사업에 16.9조원, 준설, 수

중보, 제방보강, 생태하천 등 직접연계사업에는 5.3조

원으로 총 22.2조원이며, 연계사업 예산은 따로 책정

하지 않았다. 

이는 불과 6개월 전인 2008년 12월 균형발전위원

회에서 책정한 사업수량과 사업비보다 크게 늘어난 것

이었다. 본사업 예산의 경우에만 당초 13.8조 원에서 

16.9조원으로 3조 원 가량 늘어났다. 

그리고 1차 턴키공사는 2009년 6월 발주하여 그해 

10월에 착공하고, 2차 턴키공사는 2009년 10월에 발

주하여 2010년 2월에 착공하고, 1차 일반공사는 2009

년 6월에 설계 발주하여 그해 11월에 착공하고, 2차 일

반공사는 2009년 11월에 설계 발주하여 2010년 3월에 

착공하기로 했다. 

이 마스터플랜에 대해 당시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하의 전 단계가 아닌

지, 홍수피해 예방 대책을 지류가 아닌 본류부터 시행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보를 잘못 운영하면 홍수위험

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지, 4~5개월 만에 받은 환경평

가가 제대로 된 것인지, 4대강 사업으로 강변 모래밭

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본류보다 지류의 수질개선

이 시급한 게 아닌지 등이었다.

• 추진과정

한반도대운하 건설사업이 구상단계에 이르자 건설

업체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2007년 말 시공능력평

가 순위 상위 5개 업체가 경부운하사업단과 1차 공동

추진협약을 맺은데 이어, 2008년 초에는 9개 업체가 

추가로 합류하여 2차 공동추진협약을 맺었다. 낙동강 합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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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위 5순위 내의 대림, 대우, 삼성, 지에스, 현

대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이에 대응해 SK, 포

스코, 현대산업, 금호, 롯데건설 등 5개 업체도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어 한화, 두산건설, 쌍용, 한

진, 코오롱, 경남, 동부건설, 계룡, 삼환 등 9개 업체

도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나, 이 컨소시엄은 상위 5개사 

컨소시엄에 합류했다.

한반도대운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다가 4대

강 살리기로 전환되면서 사업방식도 정부의 재정사업

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를 전제로 한 컨소

시엄은 의미가 없게 되었다.    

한편, 2009년 6월 8일에 발표된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는 6개 엔지니어링업체들이 참여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신규 건설공사는 한강, 낙

동강, 금강, 영산강 등 총 95개이다. 발주처별로 구분

하면, 국토해양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에서 82개를, 

수자원공사에서 나머지 13개 공사를 담당했다. 공사

금액이 큰 25개 턴키공사의 경우 수자원공사가 10개

(40%) 공사를 담당했다. 

공사 착공시점 기준으로 보면 95개 공사 중 43개는 

2009년에, 52개는 2010년에 착공되었다. 입찰방식을 

기준으로 보면 95개 공사 중 25건은 턴키공사 입찰로 

진행되었고, 70건은 최저가 공사 입찰로 진행되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은 보(洑) 공사이다. 일

반적인 의미의 보는 각종 용수의 취수, 수면 활용 등을 

위하여 수위를 높이고, 조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의 횡단 방향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을 의미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총 16개의 보가 설치되었고, 

그 중 15개의 보 공사가 1차 턴키공사에서 진행되어 소

위 4대강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는 보 중심의 공사

라고 일컬어진다. 그 중 금남보는 4대강 살리기 선도

사업인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금강 

제1공구)로 진행되었다. 금남보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보는 2009년 6월 29일 발주되고 9월에 시행한 1차 턴

키공사 입찰에 포함되었다. 

1차 턴키 공사는 국내 수자원 분야 대형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중복 참여했다. 이는 수자원 분야 정보와 인

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국내 엔지니어링업체가 많

4대강살리기 사업 유형별 입찰 현황

 연도 구분 개수 소계

 
 1차 턴키공사

  강 본류 공사 16 

43 2009년   댐 공사 1

   일반공사(최저가)  26

 
 2차 턴키공사

  강 본류 공사 6 

 2010년   댐 공사 2 52

   일반공사(최저가)  44

  합계    95

※ 출처: 산업기술백서,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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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며, 또한 한반도대운하사업을 구

상할 때 비용산출 과정과 마스터플랜 용역수행 과정에

서 참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업계에서는 하천정비 일반 설계용역은 전국적

으로 40~50개사 정도, 턴키공사에 따른 민간 설계에

는 불과 10개사 남짓 가능한 실정이었다.

실제로 한반도대운하사업과 4대강 살리기 사업 준

비과정에 참여한 8개 대형 엔지니어링업체 중 1개 업

체를 제외하고는 1차 턴키공사 입찰에서 많게는 3개, 

적게는 1개 공구의 설계를 담당했다.

에너지의 대세, 원자력발전

• 신울진원전 1·2호기

신울진원전 1·2호기는 한국형 원자로인 신형경수

로 APR1400 노형으로 1,400㎿급 2기의 주설비를 설

치하게 된다. 2012년 5월 4일 착공하여 1호기는 2017

년, 2호기는 2018년에 준공하게 되면, 총 공사비 6조 

2,981억 원이 투입된다. 

신울진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전원 상실 시에도 작동이 가능한 수소

제거설비와 지진 발생 시 원자로 자동정지 설비를 설

치했다. 신울진원전 1·2호기 공사는 현대건설컨소시

엄이 1조 909억 원에 수주했다.

• 신고리원전 5·6호기

신고리원전 5·6호기는 울주군 서생면 일원의 신

고리 3·4호기 인접부지에 건설되며, 총 공사비 7조 

6,168억 원을 들여 2012년 9월에 착공하여 5호기는 

2021년 3월, 6호기는 2022년 3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신고리 5·6호기는 신고리 3·4호기와 신한울 

1·2호기에 이어 국내 세 번째로 건설되는 신형경수

로 APR1400 노형으로 1,400㎿급이며, 국내 원전 최

초로 항공기충돌영향평가 결과와 각 호기 전용 안전성 

관련 대체교류발전기 신설 개념이 반영되고 보다 강화

된 내진해석 요건 등 최신 규제요건이 적용되어 안전

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가지 특징은 국내 종합설계용역으로는 최초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가입금액을 용역비에 포함

하여 사업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발주처의 비용구상

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는 두산중공업이 약 2조 

3,000억 원에 수주했다. 두산중공업은 원자로, 증기

발생기 등 핵증기 공급계통(NSSS, Nuclear Steam 

Supply System)과 터빈발전기 등 주기기를 자체 기

술로 설계, 제작해 공급한다.신울진원전 1·2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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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과 과제

주요 산업 부문별 엔지니어링의 전망

향후 세계시장은 자원을 바탕으로 산업화 의지가 

강한 중동과 중남미 등 신흥국가들이 주도하여 고성

장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지역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는 2020년 석유화학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15%까지 확대한다는 2020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플랜트 엔지니어링시장이 지속적

으로 유지되면서 중동지역이 세계시장에서 40% 가량

의 점유율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선진기업들의 전략을 살펴보면, 원천기술 확

보 등 핵심영역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장지배력

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미래 신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영역 확장은 물론 프로세스 관

리역량을 확보하고자 M&A를 통해 규모를 대형화하는 

한편, 선진업체와 기술제휴 등으로 적극적으로 수주경

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인프라 부문

북미를 비롯해 유럽, 아시아, 호주 정부는 기존의 노

후화된 도로, 공항, 다리, 항만, 열차 시스템의 인프라 

시설을 현대화하고 확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북미대륙에서는 정부 예산 부족으로 인한 문

제에도 불구하고 공공사업의 민간투자 및 정부 경제진

흥정책 등의 공공투자 대안책을 마련하여 인프라시설 

정비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주했다.

중국은 5년에 걸쳐 1조 달러를 투입하여 초고속 열

차에 집중하는 도시교통시설 건설계획을 추진했다. 물

류비용 절감을 위해 2020년까지 중국 전역을 잇는 2

만 5,000km 철도와 약 7만 km 고속도로를 건설할 

예정이다. 

열악한 인프라가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

는 인도는 전반적인 인프라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철도비전 2020(인디안 레일웨이스 비전 2020)

을 발표하고 기존 철도노선의 노후화로 인한 장애요인

을 해소하기 위해 철도를 신규 건설, 노선 복선화 및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0년까지 2만 5,000km 

노선을 추가 건설하고, 3만 km를 복선화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까지 민관합작방식의 시속 250km 이상

의 고속철도도 건설할 계획이다. 

중동지역은 2017년까지 부동산을 포함 건설 부문

에 1조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부문

OECD 국가가 아닌 지역으로부터 에너지 수요가 

향후 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다양한 연료가 석탄과 석유 에너지를 대체하

고 있고, 재생에너지가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

상되며 화석연료 중에서는 가스의 성장률이 가장 높

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셰일가스는 전통가스

에 비해 매장량이 3배 많고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

으며, 석유의 대체자원으로서 현재 미국에서 가장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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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 연구 및 생산이 진행되고 있다. 다른 재생에너지

에 비해 효율성이 높고 천연가스와 성분이 거의 동일

한 데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적고 가격 또한 저렴하

다. 셰일가스는 최근 건설·플랜트·석유화학업계 및 

조선사업 등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북미 에너지산업은 세계경제의 한 축으로 작용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분야지만 미국과 유럽 경

제의 불확실성이 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한 경제 성장으로 

실업률은 높아지고 에너지 수요는 적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연방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에너

지 감모공제(Depletion allowance)나 재생가능 에너

지 혹은 원자력에너지의 세금공제제도를 철폐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영국에너지국은 환경관리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61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책정하고 원자력에너지 관리 

등에 지속적인 재정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중동지역은 산유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

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까지 약 2조 달러

를 투자할 계획이다. 그중 석유 및 석유화학 부문에 약 

5,0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된다. 

•발전 부문

발전 부문은 경제동향 규제, 기술향상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산업의 성장이 결정되는 특성이 있다. 최

근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전력수요도 줄어들어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향후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의 방출 가스를 

규제하는 제도가 엄격해질수록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가스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며, 태양열, 풍

력 등과 같은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점차 늘어나

는 추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미국은 발전에너지 중 석탄이 45%로 가장 많고 원

자력, 천연가스, 수력의 순을 보이는 가운데, 2008

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재생에너지 전력발전량이 

33% 증가했다. 

중남미 국가들 중 브라질은 전력난 해소를 위해 발

전 및 송배전 설비에 2013년까지 610억 달러를 투자

할 계획이다.

• 정보통신 부문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가정보화 추진을 통해 세계 최

고 수준의 ICT 인프라, 인터넷경제 확대(GDP의 7.3%)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클라우드, 사

물인터넷 등 ICT 신기술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

스 창출 등 ICT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 도출과 창의적 

활용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디지털 창조한국 실

현을 위한 4대 ICT 핵심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4대 ICT 핵심 전략은 정보화를 통한 창조경제 견

인, 국가 사회의 창의적 ICT 활용, 국민의 창조역량 강

화, 디지털 창조한국 인프라 고도화 등이다. 이를 위해 

ICT의 창의적인 활용으로 활기차고 역동적인 경제, 살

기 좋고 걱정 없는 국민생활, 신뢰 속에 상생하는 디지

털 풍토 등을 추진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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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나라는 ICT 첨단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제공하기 위해 양방향 초광대역융합망(Ultra Broad-

band Convergence Network)을 구축하기 위해 방송

통신망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UBcN은 서비스 수요만 예측하여 단순하게 

속도만 빠르게 제공하는 네트워크가 아니다. All-IP 

기반에서 융합화, 지능화, 개인화, 실감화 등 다원화되

어 가는 미래 서비스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인프라로 꿈의 3U(Ultra-Broadband, Ubiquitous, 

User-Centric) 통신시대의 기반이 될 것이다.

UBcN이 구축되면 하나의 단말기로 집전화, 초

고속인터넷, 방송 및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MPS(Multiple Play Service)가 가능해진다. 또한 시

속 120km의 차 안에서도 평균 10Mbps의 속도로 모

바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져 모바일 IPTV가 상용화

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All-IP 기반에서 융합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

비스를 네트워크가 학습하여 개인맞춤형 서비스로 제

공하며 안전, 재난·재해, 기상 및 환경문제 등에 신속

히 대응하는 지능형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3.0은 공공 

플랫폼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협력적 동반자의 역할을 

지향하는 거버넌스 행정체제 혹은 국정운영체제이다. 

고도로 지능화된 ICT와 사회적 연결망을 기반으로 행

정업무 방식과 절차를 재설계하고, 정부와 기업, 시민, 

글로벌 공동체 간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정부 3.0의 궁극적인 최종 목적은 정부 부처 간 그

리고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며 신 부가가치를 창조하

고 맞춤행복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창조정부 구현하는 

데 있다.

향후에는 ICT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ICT 융합은 IT의 Sensing, Net-

working, Computing, Actuating 기술이 부품 또는 

모듈로 내재화(embedded) 되어 타 산업의 제품·서

비스 및 공정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현상이다. IT 융합을 촉진하는 요인은 IT 기술을 

타 산업 분야에 결합하여 새로운 제품, 서비스의 혁신

을 가져올 수 있는 창의적인 엔지니어링(기획·설계) 

역량, IT 융합 제품·서비스의 품질을 결정하는 IT 부

품·모듈의 기술력, IT와 타산업간의 협력과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문화 등 산업생태계로 발

전하고 있다.

•환경 부문

환경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2020년경까지 연평균 

5%대의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는 2008년 기준으로 미국이 세계 최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 등이 그 뒤를 잇

전자정부의 발전단계에 따른 구분

 구분 Gov 1.0 Gov 2.0 Gov 3.0

 
적용기술

 정보통신기술 인터넷기술 스마트

  (IT) (Web) (모바일 기술)

 
전자정부단계

 정부내부업무 인터넷을 통한 무선기반의 개인화/

  전산화 대국민 서비스 지능화 서비스

 
전자정부목표 생산성/효율성 서비스편의성

 국민만족/

    부가가치

 
구현방식 정부주도

 정부주도 국민주도 

   (국민참여) (생산자로서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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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미국의 규모는 약 1조 2,000억 달러로 전체 

환경시장의 20.6%를 차지했으며, 중국은 약 8,000억  

달러로 13.5%, 일본과 인도는 각각 3,700억 달러로 

6.3%, 독일은 약 2,500억 달러로 4.2%를 차지했다. 

분야별 규모는 저탄소 관련 분야가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전통 환경 분야 등의 순

으로 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탄소 관련 

분야의 시장 규모는 23조 9,025억 달러로 전체시장 

의 47.6%, 세부 분야는 대체연료, 에코주택, 자동차용 

대체연료 등이다. 재생가능 에너지의 시장 규모는 약 

1조 4,939억 달러로 전체 시장의 30.9% 차지했으며, 

세부 분야는 풍력발전, 지역발전, 태양광발전 등이다. 

전통적 환경 분야는 약 1조 1,121억 달러로 전체 시장

의 21.6%를 차지했다. 세부 분야는 물·배수처리, 재

생·리사이클, 폐기물처리 등이다.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과제

엔지니어링산업은 고도의 지식기반 산업으로 부

가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고급인력이 많이 요구되

는 산업이므로 우리나라 특성에 적합한 업종 중 하나

이다. 엔지니어링산업은 복합화, 대형화, 기술 집약화

가 꾸준히 진행될 전망이다. 따라서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과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미래 유망 분야를 발굴하

고 국가 역량을 집중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일반 제조업에서도 사업 영역을 엔지니어링 기반으

로 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제조 기반 시설은 아웃소싱

이나 해외에 이전하더라도 기술경쟁력을 좌우하는 설

계, 엔지니어링기술개발 영역을 확대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자체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지식기반이 강화된 사업 포트

폴리오는 우리나라 여건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도약이 가능하

고 미래 시장가치가 높은 영역에 대한 전략적인 집

중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선진국형 모델은 엔지

니어링에 기반을 둔 건설 방식(Engineering based 

Construction)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건설 

분야를 근간으로 한 엔지니어링(Construction based 

Engineering)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가 높은 엔지니어링 능력을 조기에 구축하여 

건설과 기자재 부문에서의 파생 효과를 창출하는 선진

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IT 융합 디지털 엔지니어링으로 기회 모색

우리나라의 장점인 IT 기술을 융합한 디지털 엔지

니어링산업에 대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일부 산업에서는 IT 기술이 접목되어 디지털 선박, 디

지털 플랜트, 디지털 건설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산업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성격을 지

니고 있으며, 일반 제조업과 달리 인적 자본이 매우 중

요한 투입요소이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나라의 21세

기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가 

대대적인 투자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기업의 입장에



271

서도 엔지니어링 영역의 강화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다. 

우리의 기술 수준이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영역에

서 열세이지만 조선 등 일부 산업에서는 세계적인 기

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육성

된 많은 공학 인력에 의한 내재화된 경험과 기술을 최

대한 살릴 수 있는 산업이다. 

• 해외시장에서는 프로세스 관리 능력이 중요

해외시장에서는 일괄 복합발주와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 발

주 증가에 따라 프로젝트 관리능력, 금융 연계역량 등

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신흥시장에서

도 발주자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부족해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엔지니어링업체가 보유한 프로세스 관리능

력을 설계, 시공기술보다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처럼 일괄발주, 자금조달, 민간투자 사업방식 등

으로 발주방식이 변하는 만큼 프로세스 관리 능력 제

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국내의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발주처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낙찰자 선정의 핵심요소로 

상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금조달 등 금융과 연계하

는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중동 국가에서는 발전

소, 수처리시설 등 국가 차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증

가하고 있으며, 정부 재원이 부족한 동남아, 중남미 등 

신흥국가들에서도 플랜트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발주

처의 예산확보 한계, 조달 자원에 대한 위험이전(Risk 

Hedge)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민간투자방식

의 증가, 신흥국의 복합개발(패키지 딜) 수요에 따라 

기술력보다 자금조달능력이 해외 프로젝트 수주 시 우

선요소가 되는 경우도 있다.

세계시장의 주요 권역별 규모와 성장률 전망

 구분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미국 캐나다 중남미 총계

 2007년 금액 8,445.5 8,860.5 3,302.3 11,129.2 4,792.2 4,047.0 2,385.6 42,962.3

 2011년 금액 10,107.5 16,819.9 4,720.3 15,168.4 6,450.3 6,724.1 5,299.0 65,289.5

 
2012년

 금액 10,571.8 19,743.1 5,161.3 16,389.2 6,947.7 7,634.1 6,469.1 72,916.3

  비중 14.50% 27.08% 7.08% 22.48% 9.53% 10.47% 8.87% 100.00%

 
2013년

 금액 11,057.4 23,174.3 5,643.5 17,708.3 7,483.5 8,667.3 7,897.5 81,631.8

  비중 13.55% 28.39% 6.91% 21.69% 9.17% 10.62% 9.67% 100.00%

 
2014년

 금액 11,565.3 27,201.8 6,170.7 19,133.6 8,060.5 9,840.3 9,641.4 91,613.7

  비중 12.62% 29.69% 6.74% 20.89% 8.80% 10.74% 10.52% 100.00%

 
2015년

 금액 12,096.6 31,929.2 6,747.2 20,673.6 8,682.1 11,172.1 11,770.4 103,071.2

  비중 11.74% 30.98% 6.55% 20.06% 8.42% 10.84% 11.42% 100.00%

 
2016년

 금액 12,652.2 37,478.3 7,377.5 22,337.5 9,351.6 12,684.1 14,369.4 116,250.7

  비중 10.88% 32.24% 6.35% 19.21% 8.04% 10.91% 12.36% 100.00%

           연평균성장률 4.59% 17.38% 9.34% 8.05% 7.71% 13.53% 22.08% 11.03%

(단위: 백만 달러, %)

※ 출처 : 엔지니어링 산업백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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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 날갯짓이 시작되다
제3장

1절.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다

법령 개정 및 회원사 권익보호 주력

2010년 4월 12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공포 이

후 협회는 바로 하위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2010

년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하위법령 개정 관련 워크숍

을 개최한 데 이어, 6월 3일과 7월 23일 공청회를 개

최해 유관단체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하위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구축해 나갔다. 그 결과 2010년 12

월 규제위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11년 1월 17

일 시행령 개정안이, 1월 28일에는 시행규칙 개정안

이 공포되었다. 

이에 협회는 2월 21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집

을 발간·배포하며 회원사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개

정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

다. 또한 지식경제부 사무관과 함께 3월 24일 광주를 

시작으로 부산(25일), 대전(30일), 서울(31일) 등 전

국 주요도시를 돌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에 따

른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를 통해 법령 개정

으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신고업무처리지

침 등 관련 고시·훈령 초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

렴했다.

하위규정인 고시 제·개정을 추진,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 결과 2011년 4월 27일 엔

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2011-76) 제정,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고시(지

식경제부 고시 2011-77) 개정, 엔지니어링 위탁업무

처리 규정 개정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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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11월 12일 학과 인정기준 완화, 학·경력

자 학과범위 확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반영 등 엔지

니어링 위탁업무 처리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이외에도 

협회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개정, 엔지니어링기

술자 경력관리 기준 개정 등 법령의 일부개정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며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견인해 나갔

다. 한편, 협회는 회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건설기술

관리법령, 정보통신관련법령에 대한 정부 건의 및 협

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무엇보다 엔지니어링기술

의 발전을 저해하고 성과를 제약하는 각종 제도적, 정

책적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함으로써 엔지니어링사업

의 성장을 도모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이전부터 엔지니어링업계에 불

이익을 주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 저지에 적극적으

로 나섰다. 건설기술관리법(허 천 의원 발의), 정보통

신공사기술관리법(김영선 의원 발의), 건축기본법(김

진애 의원 발의) 등 개정안에 회원사 및 업계의 발전

을 저해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이를 저지하기 위

한 국회 관련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2010년 건설기

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와 수시로 협의하고, 9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관련 

관계부처 건의서 제출에 이어 11월과 12월에는 건축기

본법 개정반대 국회 청원을 제출했다.

또한 2010년 4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에 엔지

니어링사업 등록 관련 면허체계 정비, 공동도급 형태

로 사업을 발주하도록 근거 마련 등을 건의하고, 사업

수행능력평가와 같은 개별법상 해당 기준에 대한 의견

을 제시했다. 이듬해 8월에는 공기조화설비의 시험조

이 같은 하위규정 제·개정을 통해 개선된 엔지니

어링사업자 및 기술자 신고제도가 2011년 5월 1일부터 

본격·시행되었다. 사업자 신고제도와 연계한 기술자 

경력관리제도도 새롭게 신설되었고, 같은 해 9월 19일

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고시(지식경

제부 고시2011-182)가 제정되었다. 협회는 관련 내용

을 총체적으로 담아 12월 26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령집을 발간·배포했다.

이후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관련 타 

법령의 제·개정 등을 파악해 엔지니어링산업의 대내

외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의 일부

개정을 추진했다. 

2012년 11월 6일 3,600개 엔지니어링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개정 수요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2013년에는 4월부터 6월까지 협회 내

부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 TF를 운영해 회원

사,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 수요를 

파악, 개정안을 마련한 후 8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에 개정을 요청했다. 개정안은 △각 기술부문별 개별 

법률과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

계 규정 △고급 기술자 이상의 높은 등급을 보유한 엔

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해 교육·훈련 정기적 실시 △국

내 중소·중견 엔지니어링기업의 해외 우량 기업과의 

M&A 추진을 정부가 집중 지원 △투자자 유치를 위해 

위험보증기관을 지정해 안정적인 M&A 자금 확보 방

안 마련 △기술혁신 역량과 재무적 능력, 해외진출 경

험을 보유한 기업을 고급두뇌 전문기업으로 지정해 각

종 지원 집중 투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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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가 수행자격 중복규제 철폐, 엔지니어링 관련 등

록(신고)제 통합 운영 등을 건의했다.

2011년에도 역시 입법 저지 활동을 이어갔다. 건설

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기술관리법 개정안 협의

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노영민 의원 발의)에 

대한 청원서 및 건의 공문을 제출했다. 특히 11월 21일 

협회가 반대해 왔던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이 폐기되

었는데, 국토해양부 발의로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됨

에 따라 지회·협의회장 긴급회의를 열고 2011년 12

월 27일부터 2012년 1월 20일까지 회원사 연대서명을 

추진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어 2012년 3월 수정안을 건의하고, 기술사법 일

부개정안(서상기 의원 발의)에 대한 입법대응과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관련 대정부 건의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2013

년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 관련 수정안이 반

영되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시

행령, 시행규칙 개정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건설기술용

역업 등록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또한 하위 행정규칙 

중 종합평가지침 제정에 대해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

을 저해하는 요소나 위법 소지가 있는 도급 하한액 제

도 등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발주청의 평가업

무 부담이 업체에 전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

도 정비를 건의했다.

전년도에 이어 협회는 기술사법 일부개정안 대응을 

위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

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기술사 서명날인 

규정 도입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더불어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의

무 규정 개정, 한국도로공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

준 개정,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수행능력 세

부평가기준 개정 관련 검토의견을 제출하고, 정보통신

설비의 유지보수 사업입찰참가자격 개선을 건의했다.

이밖에 협회는 공공발주 프로젝트의 기본 및 실시

설계 예산 확보의 근거가 되는 정부 예산안작성지침의 

엔지니어링요율표를 현행 사업대가기준 수준과 일치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협

회의 노력에 힘입어 정부예산편성지침의 엔지니어링

사업요율은 2012년도 요율이 전년대비 평균 16.55% 

상향 조정된 데 이어 2013년도 요율은 전년대비 평균  

9.64%, 2014년도 요율은 전년대비 평균 6.43% 상향 

조정되었다.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 수립에 적극 참여

지식경제부가 2010년 4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하위법령 연구에 대한 토론회(2010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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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열린 제21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엔지니

어링산업 발전방안’을 보고함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

법으로 전부개정된 데 이어 범정부 차원의 법령에 근

거한 정부종합대책이 수립됨으로써 그 파급효과에 기

대가 모아졌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관련 R&D에 향후 5년간 1조 원 투자, 

전문대학원 설립, 해외진출지원센터 설립, 요율체계 

개선 및 기술분류의 선진화, 엔지니어링 Complex 조

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10년 현재 0.4%에서 5%로 끌어올리

고, 글로벌 200대 기업은 5개에서 20개로, 고용은 10

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보고에 앞서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하며 지

식경제부의 발전방안 수립 지원에 나섰다. 2009년 12

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 관련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2010년 2월 4일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4월 28일 대통령 보고를 마친 

후에는 후속실천계획 수립에 착수, 6월 10일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2011년에는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의 후속실행

계획으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5조에 의거 ‘엔지

니어링산업진흥 기본계획(2012~2016)’ 수립이 추진

되었다. 또한 11월과 12월 엔지니어링산업정책심의위

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부처 협

의에 나섰다. 

그 결과 2012년 1월 13일 ‘엔지니어링산업 육성으

로 무역 2조 달러 경제 견인’을 비전으로 하는 ‘엔지니

어링산업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기본계획 수립 

후에는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지원에 착수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식

경제부는 엔지니어링산업정책심의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행계획을 확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협회는 2012

년 3월 6일 전략과제별 세부시행계획이 수립됨에 따

라 책자 배포 및 회원사 안내를 시행하고, 추진실적 점

검과 함께 이를 반영해 2013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지

원했다. 이외에도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특허 현황조

사 등 지식경제부 정책 수립 관련 자료 작성을 지원하

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지원을 이어갔다.

한편, 협회는 엔지니어링 관련 규제와 정책 수립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나갔

다. 특히 2009년부터 공공 부문 투자예산 축소(2009

년 25.5조 원→2010년 25.1조 원→2011년 24.4조 원

→2012년 22.6조 원)로 공공발주물량이 감소함에 따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 간담회(2013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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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엔지니어링업계의 경영난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 이

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2010년에는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

선연구를 수행하고, 엔지니어링산업의 하도급 실태조

사를 통해 하도급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 및 절차에 관

해 종합적으로 분석된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2010년 

한 해 동안 조사연구사업을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는 22건(연구용역 16건, 전산용역 5건, 구매 1건)

에 달했다.

2011년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일감확대방안 연구와 

함께 협회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를 수행했다. 중

장기 발전방안은 변화된 엔지니어링산업 환경에 따라 

새로운 협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시하고, 효율적 운영

체계 및 자체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

었다. 협회 사업과 조직 진단을 시작으로 대내외 환경

변화, 수요자 니즈 분석, 국내외 유사기관 사례 검토 

및 시사점 분석, SWOT 분석 등을 통해 협회 비전과 

전략, 4개의 추진전략 및 15개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이듬해에는 엔지니어링사업 발주에 대한 발주청의 

이해 증진 및 민원감소를 위해 ‘엔지니어링사업 발주 

가이드북’ 제작을 추진, 2013년 2월 제작을 완료하고, 

공공기관·지자체 등 400여 곳에 배포했다. 협회의 

발주 가이드북 발간으로 발주 담당자들의 엔지니어링

에 대한 인식개선과 발주체계 확립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었다.

협회는 제작 과정에서 건설공사, 정보통신 관련 분

야의 발주자료를 수집, 분석, 작성해 시안을 작성하

고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등 담당 공무

원들의 협조 하에 사

용자의 니즈를 최대한 

반영했다. 시안 작성 

후에는 업종별 협의회 

및 계약전문가의 자문

을 구하고 감수과정을 

통해 객관성 및 정확

성을 확보했다.

발주 가이드북은 

주로 엔지니어링사업

의 범위 및 법체계, 사

업별 참가자격을 고려

한 기술부문, 전문분야별 범위, 그리고 단계별 수행주

체 및 기술부문, 전문분야별 업무범위를 다뤘다. 또

한, 발주절차, 입찰방법 결정, 참가자격, 입찰의 성립

과정을 담아냈고,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요령을 

기술했다.

엔지니어링사업 발주 가이드북 주요 내용

•  용역 발주 준비: 용역 구분, PQ 여부, 과업내용서 작성

•  계약방법 결정하기: 계약체결방법, 형태, 공동도급여

부 결정

•  입찰참가자격 결정하기:  엔지니어링활동별 업무, 입찰

참가 적격자선정

•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산정

•  엔지니어링사업 발주: 입찰공고, PQ 등

•  낙찰자 결정방법 및 계약체결

엔지니어링사업 발주 가이드

(201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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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엔지니어링 통계정보 제공

협회는 1994년 통계청 임금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

된 이후 엔지니어링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실지급

임금을 조사(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37201호)해 그 

결과를 업체 및 발주청 등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이 통계자료는 협회 및 정부의 정책 수립 시 기술

자의 임금동향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엔지

니어링산업의 나침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냈다.

임금실태조사는 매년 7월 기준 만근한 기술자의 실

지급임금을 기준으로 기본급, 제수당, 월간상여금, 월

간퇴직급여충당금, 월간사회보험료(회사부담분)를 구

성항목으로 하며 우편조사, 팩스, 이메일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그리고 수집

된 자료를 업체별로 22일 근무, 23.5일 근무, 25일 근

무로 구분해 기술자등급별로 1인 1일 평균 임금액 및 

월평균 근무일수를 산정했다. 이렇게 조사된 실지급

임금통계는 부문별, 기술자등급별, 기술자노임단가별

로 나눠 이듬해 1월 1일 공표되었다. 협회는 엔지니어

링업체 임금실태 조사보고서를 배포할 뿐 아니라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엔지니어링업계 종사자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실태조사는 2011년 7월 20일 근거법령의 개정

에 따라 용어변경과 일부 조사문항의 기재방법이 변

경되었고, 2012년 9월 7일 업체현황, 신고인유형, 임

금현황 최대단위 등 조사표가 변경되었다. 특히 2013

년 8월 26일에는 조사방법이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

로 변경승인됨에 따라 2013년도 임금실태조사의 경우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건설 및 기타 기술인력 보유 사업자 중 협회에 등록

된 기술인력이 49인 이하인 사업자는 표본조사를 실

시하되 산업공장,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모집단사업자

수가 적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건설 및 기타 기술인

력보유 사업자 중 50인 이상은 임금에 영향을 크게 미

칠 수 있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협회는 임금실태조사의 엔지니어링활동분류별(원

자력발전, 산업공장, 건설 및 기타) 공표분류를 기술

부문별 공표분류로의 전환과 엔지니어링산업 통계의 

표본조사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2013년 9월부터 12

월까지 ‘엔지니어링산업 표본조사연구’를 수행(수행기

관: (사)한국통계학회)했다.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 방안 연구와 유사 통계조사의 

비교 연구를 수행하고, 엔지니어링산업 통계의 표본

조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표본설계 지침서를 작

성했다. 또한 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임금실태조사 표

본설계 방안을 비교하고, 엔지니어링산업 통계조사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임금실태조사에 2010년 

2,708개사, 2011년 2,740개사, 2012년 2,441개사, 

2013년 944개사(표본조사)를 집계에 사용했다.

한편, 2013년 12월 9일 다시 한 번 통계작성 변경승

인이 고시되었다. 표본조사로 전환하면서 표본업체수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부문으로 작성되었던 회수현황

을 엔지니어링활동 구분으로 공표하고자 결과표의 회

수 및 집계현황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15개 기술부문

은 4개 엔지니어링활동으로, 대상업체수/회수업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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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율은 대상업체수/유효대상업체수/표본업체수/회

수현황/회수율로 변경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임금실태 동향분석에서 전체 평균임금현황과 

임금동향을 삭제하고, 이용자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

해 결과표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자등급 중 기능

사/기술자를, 숙련기술자/기술자로 변경했다. 전년도

조사와 조사년도의 기술등급별 증감액을 추가하고, ① 

원자력발전 ② 산업공장부문 ③ 건설 및 기타 조사결

과에서 합계를 삭제했다.

이밖에 협회는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평균적인 경영

분석지표를 산출,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술용

역 적격심사 시 업체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을 제공

해 왔다.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37202호)은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재무제

2014 엔지니어링 통계편람

2013 엔지니어링산업백서 주요 목차
(2014년 2월 25일 발간)

서론

 엔지니어링산업 연대표 

 2013 엔지니어링산업 10대 뉴스

 2013 엔지니어링산업 월별 일지

 2014 국내 비즈니스 이슈 및 엔지니어링산업 이슈

 2014 Global 전망

 엔지니어링산업 주요 자료에 대한 일러두기

 그림으로 보는 엔지니어링산업 주요 통계

제1부 엔지니어링산업 총론

  제1장 엔지니어링산업 개요

  제2장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과정

 제3장 국가경제에서 엔지니어링산업의 중요성

 제4장 해외 엔지니어링산업과의 비교

제2부 엔지니어링산업 본론

 제5장 엔지니어링산업 일반 현황

 제6장 엔지니어링산업 기술부문별 현황

 제7장 세계 엔지니어링시장 

제3부 엔지니어링산업 정책 및 제도 현황

 제8장 국내 엔지니어링산업 정책 및 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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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실태조사 주요 내용(2010년~2013년)

    집계 자료 
 년도 기간 대상 대상 회수 회수율 자료 공표 및

   업체수  업체수 업체수 (%) 집계수 적용일

 2010 8월~11월 4,447 3,370 2,817 83.6 2,708 2011년 1월 1일

 2011 8월 1일~12월 16일 4,717 3,559 2,886 81.1 2,740 2012년 1월 1일

 2012 9월 10일~12월 18일 3,463 3,021 2,441 80.8 2,441 2013년 1월 1일

    3,689 

 2013 8월 19일~12월 13일 3,793 (유효대상)/ 944 95.5   944 2014년 1월 1일

    989(표본) 

(단위: 개사)

 2010년 2011년
구분

 원자력발전 산업공장 건설및기타  원자력발전 산업공장 건설및기타

 기술사 402,579 367,499 325,979 412,124 388,830 330,109

 특급기술자 360,629 324,978 258,726 368,158 346,318 258,612

 고급기술자 299,132 248,131 203,802 308,849 259,132 205,855

 중급기술자 249,103 208,469 174,250 261,341 218,166 181,472

 초급기술자 189,727 161,124 131,853 197,919 171,467 133,629

 고급숙련기술자 292,388 165,162 136,699 302,968 174,727 145,353

 중급숙련기술자 209,391 142,143 138,346 223,375 149,677 136,981

 초급숙련기술자 145,781 116,627 111,171 149,039 121,474 115,960

 2012년 2013년
구분

 원자력발전 산업공장 건설및기타  원자력발전 산업공장 건설및기타

 기술사 423,826 392,773 319,299 452,006 407,566 334,901

 특급기술자 378,439 347,918 245,203 381,953 363,237 247,598

 고급기술자 305,210 269,091 199,093 308,547 273,921 205,518

 중급기술자 248,856 216,427 175,860 252,957 204,641 187,789

 초급기술자 183,580 164,957 134,313 194,959 179,981 140,332

 고급숙련기술자 267,108 170,458 144,136 267,386 186,339 153,967

 중급숙련기술자 226,062 160,749 141,106 228,033 154,689 147,647

 초급숙련기술자 141,507 120,769 107,668 134,282 136,658 118,217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2010년~2013년) (단위: 원)

 발간년도 분석기간 수행기관 분석대상업체수 공표 및 적용일

 2010 8월 27일~9월 26일 회계법인 새시대 2,799개사 9월 30일

 2011 9월 15일~10월 14일 회계법인 새시대 2,972개사 10월 31일

 2012 8월 16일~9월 15일 회계법인 새시대 2,500개사 9월 24일

 2013 5월 24일~8월 23일 회계법인 새시대 2,278개사 10월 14일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발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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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제출한 업체의 자료를 이용, 집계에 사용했다. 

2010년 2,799개사, 2011년 2,972개사, 2012년 2,500

개사, 2013년 2,278개사를 대상으로 성장성·수익

성·안전성·활동성 분석을 실시, 결과를 공표했다.

또한 매년 엔지니어링 통계편람을 발간(국가승인

통계 승인번호 제11529호) 함으로써 관련기관, 지자

체, 회원사 등 수요자에 엔지니어링산업의 기초통계를 

제공했다. 2012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2012 엔지니어링 통계편람’부터는 기술부문, 전문분

야의 적용, 성별 통계가 추가되었다.

협회는 통계작성 뿐 아니라 협회가 생산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관련 통계의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 개선방

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2010년에는 

엔지니어링통계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엔지니어

링통계 웹페이지 구축으로 이용자에게 활용도가 높은 

통계를 제공했다. 또한 통계 자체품질진단 수행 및 경

기실사 지수조사 실시설계로 통계품질 수준에 대한 객

관적인 진단과 차기년도 지수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엔지니어링산업의 실태조

사 수행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 일반현황에 대한 일제

 구분 연구과제 수행기관

  건설품질관리용역의 세부기준과 대가표준의 제정 연구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산업설비 설계기준 제정 연구 (주)유페임

 2010 BIM 품셈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기술기준 연구 (주)삼인이에스

  U-City 실무 가이드북 제작 연구(2차) 한국전자통신학회

  건축전기설비 에너지절약설계 편람 도출 및 설계기준 개정 연구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대기오염물질 확산경향 추정 및 영향 예측 용역 품셈 연구 한국환경기술사회

  플랜트 산업설비 설계기준 작성 연구(2차) (주)협우이엔디

  U-City 설계 실무 가이드북 제작 연구(3차) 한국전자통신학회

  BIM MEP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기반구축 연구(2차) (주)삼인이에스

 2011 자연환경분야 품셈 제정 연구 한국환경기술사회

  건설품질용역의 세부기준과 대가표준 제정 연구(2차)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건축전기설비분야의 에너지절약 성능 중심 설계편람 작성 연구(2차)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교류전철 유도대책 표준품셈 제정 연구(2차)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장

  국내 엔지니어링 계약제도의 선진화 방안 연구 (주)인시티

 
2012

 자연환경조사 표준품셈 제정 연구 생태계조사평가협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표준품셈 제정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

  산업설비 감리요율 제정 연구 (주)협우이엔디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 연구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2013 수도정비기본계획/하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 연구 상하수도기술사회

  사전환경성검토 표준품셈 연구 (주)이엔씨기술

기술기준 제·개정 신규사업 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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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2011년에는 엔지니어링산업 통

계의 이용자 활용도 제고방안을 연구하고, 2차년도 엔

지니어링산업의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특히 엔지니어

링산업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엔지니어

링산업백서 발간을 위해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사업자 현황 파악 및 최신 기초통계 확보를 위해 

2012년 또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결과 및 엔지

니어링산업 통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2012 엔지

니어링산업백서’를 발간했다. 2013년에는 백서를 기

획하고 자료 수집을 진행해 엔지니어링산업의 현황 및 

시장동향, 산업정보를 총망라한 ‘2013 엔지니어링산

업백서’를 2014년 2월 25일 발간했다. 

표준품셈 제정 현황(2014년 8월 현재)

 제정번호 표준품셈 제정 개정 비고

 제1호 지질조사 81.01 04.05 04.5 토질 및 기초 표준품셈과 통합 

 제2호 지역 및 도시계획 82.05  국토개발 표준품셈과통합

 제3호 철도차량검정 82.02 85.11  

 제4호 토질 및 기초조사 85.05 03.02

 제5호 국토개발계획 93.12 07.11 조경 및 관광레저분야 포함, 00.12개정

 제6호 비파괴검사 94.12 03.04  

 제7호 수도정비기본계획 95.08 06.11

 제8호 철도차량검정 95.11 95.11

 제9호 공기조화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 98.06

  제10호 정보통신공사감리대가 98.06 09.05

 제11호 수자원개발(하천편) 00.12 08.12

 제12호 산업설비엔지니어링 04.07

 제13호 건축기계설비엔지니어링 04.07

 제14호 전기설비엔지니어링 05.04 09.05

 제15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05.07

 제16호 사전환경성검토 08.12

 제17호 소음진동엔지니어링(도로,철도,항공기 분야) 09.05

 제18호 수자원개발(댐편) 09.09

 제19호 원자력발전소 기계/전기설비정비업무 09.09

 제20호 소음진동엔지니어링(생활소음 등) 10.05

 제21호 교류전철 유도대책 10.05 12.06

 제22호 가스산업설비 엔지니어링 10.05

 제23호 건설품질용역 12.06

 제24호 자연환경복원 12.06

 
제25호 대기확산모델링 12.06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제26호 물 재이용 관리계획 14.06

 제27호 자연환경조사 14.06



282

3장. 힘찬 날갯짓이 시작되다

기술기준 선진화 추진

협회는 발주자 및 수주자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

준 제7조의 직접인건비 계산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분야별 업무에 대한 기술인력의 평균적인 

투입인원수를 제정해 왔다. 아울러 더욱 간편하고 보

편타당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표준품셈의 개정을 지

속적으로 추진했다.

2010년 5월 소음진동엔지니어링(생활소음 등) 표

준품셈, 교류전철 유도대책 표준품셈, 가스산업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등 3건의 표준품셈을 제정했다. 

또한 건설품질관리용역 세부기준과 대가표준의 제정 

등 7건의 연구과제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추진했

다. 10월부터 12월까지 도로설계 표준품셈 관련 업무 

협의 및 품셈위/건설협 회의를 개최했는데, 협의 결과 

도로설계 표준품셈의 경우 공표는 하지 않고, 국토해

양부에 연구결과를 제공해 국토해양부 대가기준에 반

영하기로 했다. 2011년에는 플랜트 산업설비 설계기준 

작성연구 등 7건의 신규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기

준 연구를 수행했다.

2012년의 경우 표준품셈 관리 훈령 제정 및 관리

기관 지정을 위한 업무협의를 3월부터 12월까지 이어

갔다. 6월 18일 지식경제부에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

리규정(훈령안)을 제출하는 한편 12월 11일에는 플랜

트 산업설비 감리요율 제정을 위한 엔지니어링사업대

가의 기준고시 개정 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규정 

내용을 고시에 포함해 개정하기로 지식경제부와 협의

를 마쳤다.

또한 같은 해 6월 건설품질용역 표준품셈, 자연환

경복원 표준품셈, 대기확산모델링 표준품셈 등 3건의 

제정과 교류전철 유도대책 표준품셈을 개정한 데 이어 

총 4건의 신규 연구과제를 추진했다. 특히 협의회·지

회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자: 한성대 박명환 교수)를 

수행해 협의회 재구성 3개안, 지회 재구성 2개안, 협

의회·지회 융합 운영 2개안을 도출했다.

2013년에는 1월 신규품셈 및 기술기준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4월 1일 표준품셈 인가절차 및 관리기관 지

정 관련 사항을 담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개정

안을 산업부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표준품셈 활용 실

태 조사, 표준품셈 표준모델 개발, 기 제정된 표준품셈 

정비 우선순위 결정 등 표준품셈 정비방안 연구가 수

행되었다. 2014년 6월에는 물재이용 관리계획 표준품

셈과 자연환경조사 표준품셈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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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엔지니어링의 위상을 드높이다 

정부포상 확대를 통한 위상 강화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식은 엔지니어링업계의 발전

과 화합을 다지고, 엔지니어링산업이 경제위기 속에서

도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는 지식서비스 산업으로서 국

가경제 발전에 기여했음을 축하하는 자리다. 

무엇보다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행사는 기념식과 함

께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유공자들

에게 포상을 수여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유공자포상

은 추천 받은 대상자들을 협회의 윤리 및 포상위원회

가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후 선정된 포상후보자를 

지식경제부(2013년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로 추천하

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중앙공적심의회) 심의, 대통

령·국무총리·장관의 재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상

후보자를 확정한다. 이처럼 권위가 높고 영예로운 상

인만큼 매년 진행되는 엔지니어링의 날 유공자포상에 

업계의 뜨거운 관심이 모아져 왔다.

2010년 10월 18일 개최된 ‘2010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행사는 6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 

39명(산업훈장 2, 산업포장 2, 대통령표창 4, 국무총

리표창 4, 장관·위원장표창 27)에게 포상을 수여하

며 성대하게 치러졌다. 2010년에는 환경부장관표창이 

신설되어 수상규모가 전년도 36명에서 39명으로 늘어

나 국가적 사업으로서 엔지니어링산업의 높아진 위상

을 대내외에 유감없이 보여줬다. 시상식과 함께 엔지

니어링산업의 중요성과 발전상을 담은 영상물이 상영

되었으며, 뿌리패 예술단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행사장

의 열기를 더했다. 특히 4월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

이 보고된 후 치러진 만큼 이날 행사는 ‘2020년 세계 

엔지니어링 7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화

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2011년 10월 18일 열린 ‘2011 엔지니어링의 날’ 기

념행사 또한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주역 600여 명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특히 이날 행

사는 협회가 개최하는 FIDIC 2012 서울 컨퍼런스를 1

년 앞두고 열려 그 의미가 더욱 특별했다. 참석자들은 

국제적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엔지니어링업

계 종사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할 것을 다짐했

다. 영상물 상영과 비보이의 축하공연에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총 38명(산업훈장 2, 산업포장 2, 대통

령표창 4, 국무총리표창 4, 장관·위원장표창 26)에

게 포상을 수여함으로써 공적을 치하하고, 업계 종사

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특히 산업훈장에는 금탑산

업훈장 1점이 포함되어 권위를 더했다. 엔지니어링 국제협력포럼(2010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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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8일, ‘2012 엔지니어링의 날’은 45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다 더 내실 있게 진행되었다. 

특히 정부포상이 산업포장 1점, 국무총리표창 1점, 고

용노동부장관상장 2점이 확대됨에 따라 질적·양적으

로 성장한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위상을 과시했다. 

이로써 시상식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총 41명(산업훈장 2, 산업포장 3, 대통령표

창 4, 국무총리표창 5, 장관·위원장표창 25, 상장 2)

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날 행사는 산업뉴스

TV, 토마토TV 등 방송영상을 비롯해 각종 매체에 보

도되며 엔지니어링의 도약을 대내외에 알렸다.

‘2013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행사는 2013년 10월 

18일 개최했으며, 500여 명이 참석해 정부와 업계, 학

계가 엔지니어링 발전을 위해 화합과 결속을 다졌다. 

정부포상은 총 41명(산업훈장 2, 산업포장 2, 대통령

표창 4, 총리표창 4, 장관표창 27, 상장 2)에게 수여

되었다. 이날 기념행사는 시상식과 함께 영상물 상영, 

축하공연이 이어지며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 마

무리되었다.  

2014년 10월 17일 열린 ‘제11회 엔지니어링의 날’에

는 국내 엔지니어링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파블로 부에노 FIDIC 회장을 비롯한 글로벌 엔지니어

링 지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고

부가가치 컨설팅엔지니어링 역량 강화와 시장환경 개

선 등을 통해 엔지니어링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엔진으

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시상식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에 기

여한 공로가 큰 41명(산업훈장 2, 산업포장 2, 대통령

표창 4, 국무총리표창 4, 장관표창 27, 상장 2)에게 정

부포상을 수여했다. 

이처럼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행사는 10여 년의 세

월을 거치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엔지니어링산업

계 주역들의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 했다. 또한 전세

계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은 엔지니어링업계의 사기

를 끌어올리고 엔지니어링산업의 도약을 위해 힘을 모

으는 구심점이 되었다.

이밖에 협회는 매년 엔지니어링 워크숍을 개최했

다. 강연회를 비롯해 만찬과 지역탐방, 등반 등 단합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회원사 간 교류의 기회를 제공

했다. 

‘2010 엔지니어링 워크숍’은 2010년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되었

다. 워크숍에는 대의원, 전문위원 등 119명이 참석해 

조화로운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

는 데 중점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강연회는 ‘국내외 

엔지니어링산업 환경 변화’를 주제로 △건설산업 재인2014 엔지니어링의 날(2014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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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엔지니어링의 역할 재발견 △선진 엔지니어링업

체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엔지니어링업체의 해외

사업 수주 전략 △협회 주요사업 추진현황 △엔지니어

링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개정내용 등이 발표되었다.

2011년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

로 열린 ‘2011 엔지니어링 워크숍’에는 116명이 참석해 

엔지니어링업계 위기극복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

졌다. 강연회에서는 엔지니어링업체의 글로벌 경영전

략, 중소업체의 생존전략, 엔지니어링산업의 위기극복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2012년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 동안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2012 엔지니어링 워크숍’에서

는 엔지니어링업계의 경영체질 개선, 엔지니어링 인

재 확보, 엔지니어링산업 일감확대 방안, KORAIL과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행사 개최 실적

    
참가

 
 회차 개최일 장소 

인원
 정부포상 내역

 
7
 2010년  63빌딩

 600명

 • 은탑산업훈장 2·산업포장 2·대통령표창 4

 

 10월 18일

 

국제회의장

     ·국무총리표창 4

     •  장관상: 지식경제부장관표창 11·국토해양부장관표창 5·

         교육과학기술부장관표창 5·환경부장관표창 3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표창 3

 

8
 2011년  63컨벤션센터 

600명

 • 금탑산업훈장 1·은탑산업훈장 1·산업포장 2

  

10월 18일 그랜드볼룸

    ·대통령표창 4·국무총리표창 4

     •  장관상: 지식경제부장관표창 11·국토해양부장관표창 5·

        교육과학기술부장관표창 5·환경부장관표창 3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표창 2

 

9
 2012년  63컨벤션센터 

450명

 • 은탑산업훈장 2·산업포장 3·대통령표창 4

 

 10월 18일 그랜드볼룸

    ·국무총리표창 5

     •  장관상: 지식경제부장관표창 11·국토해양부장관표창 5·

         교육과학기술부장관표창 4·환경부장관표창 3·

         고용노동부장관상장 2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표창 2

 

10
 2013년  63컨벤션센터 

500명

 • 은탑산업훈장 2·산업포장 2·대통령표창 4

  

10월 18일 그랜드볼룸

    ·국무총리표창 4

     •  장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13·국토해양부장관표창 

5·미래창조과학부장관표창 6·환경부장관표창 3·

        고용노동부장관상장 2

 

11
 2014년  63컨벤션센터 

450명

 • 은탑산업훈장 1·동탑산업훈장 1 ·산업포장 2

  

10월 17일 그랜드볼룸

    ·대통령표창 4·국무총리표창 4

     •  장관상: 산업통산자원부장관표창 13·미래창조과학부장관표

창 6·환경부장관표창 3·국토교통부장관표창 5·고용노동

부장관상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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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외시장 진출 협력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

다. 국내 엔지니어링업계가 SOC 부문 정부 재정사업 

발주 감소 등 신규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열린 

워크숍인 만큼 99명의 참석자들은 일감 확대방안을 적

극 강구하며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강연회는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와 경영체질 개선, 

엔지니어링산업의 일감 확대방안 연구발표에 이어 업

계 체질 강화, KORAIL의 해외사업 추진 현황 및 엔

지니어링사와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으

로 진행되었다. 

‘2013 엔지니어링 워크숍’은 10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에 걸쳐 제주 그

랜드호텔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엔지니어링 제2의 힘

찬 도약을 위하여!’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워크숍에서

는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창의산업, 엔지니어링 △한

국도로공사 해외사업 현황 및 엔지니어링사와 협력방

안 △오딧세이 2040-상상설계 미래를 위한 꿈의 제전 

△O&M시장을 통한 엔지니어링포트폴리오 확충방안 

등 주제발표와 협회 임원·지회장 등 업계 대표와 산업

통상자원부 김학도 국장과의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협회는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행사, 엔지니어링 워

크숍 개최와 같은 정기적인 행사 외에도 행사사업의 

일환으로 유관기관 단체 행사 참여와 지원을 통해 협

력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과학의 날 기념식, 건설의 날 

기념식, 건설기능경기대회, VE 경진대회 등 각종 유

관기관 행사 및 토론회 참가를 비롯해 대한건설단체총

연합회, 서비스산업총연합회, 과학기술인공제회 운영

위원회, 이사회, 대의원회 등에 참가하며 유대관계를 

지속해 왔다.

산·학·연·관 소통의 장 마련

협회는 전문가 간담회와 업계 간담회, 역대 회장 간

담회 등을 통해 정부, 학계, 연구계, 업계가 함께 엔

지니어링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2011년부터 엔

지니어링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엔지니어링산

업의 국제경쟁력 수준을 제고하고, 급속한 대내외 환

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처럼 산업과 업

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산·학·연 관계

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마련됨에 따라 

상호 신뢰 증진은 물론 정보 네트워크를 탄탄히 구축

할 수 있었다.

먼저 2010년 4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

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

엔지니어링 워크숍(2013년 5월 23~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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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보고됨에 따라 변화되는 환경에 가장 효율적으

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먼

저 5월 17일에는 지식경제부 김경원 산업경제실장 주

재 하에 협회와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업계 대표 간 간

담회를 갖고,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어 9월 29일 열린 엔지니어링 관련 공기

업 초청 간담회에서는 공기업과 협회 간 상호 협력방

안을 모색하고, 12월 7일 사업계획 관련 전문가 간담

회를 개최해 업계 전망과 협회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2011년에는 엔지니어링산업의 위상을 강화하고,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과 전문가 간 교

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7월 6일 ‘제1회 엔지니어링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엔지니어링업계, 

학계, 연구계 인사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 명 前 부

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을 초청해 ‘30년 후의 코리아

를 꿈꿔라’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업계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2012년 2월 23일에

는 지식경제부 윤상직 차관이 주재하는 산업발전을 위

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의견이 정부에 전달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2012년부터는 협회가 새롭게 창간한 엔지니어링데

일리와 함께 엔지니어링 포럼을 개최했다. 5월 30일 

창간 기념행사로 열린 ‘제2회 엔지니어링 포럼’은 경기

침체로 인한 국가발주 엔지니어링사업이 급감하고 있

는 가운데 관련업체들이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수익성 

확보와 방향성 제시를 위해 마련되었다. 147명이 참석

했으며, 김도일 KDI공공투자관리센터 팀장이 ‘민간투

자 R(Rehabilitate) 사업과 Engineering 회사’란 주

제로 민자사업과 엔지니어링 분야의 연관성에 대한 발

표를 진행했다. 주제 발표 후에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는 민간사업에 현재 상황과 민간, 관계부서, 금융권에

서 R사업 추진을 위한 현실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

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같은 해 12월 4일 개최한 ‘제3회 엔지니어링 포럼’

에서는 발주청과 건설사에 눌려 SOC산업의 전면에 나

2011 엔지니어링 포럼(2011년 07월 06일) 2012 엔지니어링 포럼(2012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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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단했다.

2013년 3월 8일 시행된 정부조직 개편으로 주무부

처가 지식경제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됨에 따

라 협회는 4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산업기반

실장을 초청해 산업발전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두 차례

에 걸쳐 엔지니어링 포럼이 개최되었다.

먼저 5월 31일 열린 ‘제4회 엔지니어링 포럼’은 엔

지니어링데일리 창간 1주년을 기념해 업계 및 유관기

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한국의 엔지

니어링기술 세계를 누르다’를 주제로 순수 엔지니어

서지 못한 엔지니어링의 가치가 재조명되었다. 이날 

포럼은 엔지니어링 및 건설 업계 실무자 119명이 참

가한 가운데 ‘대한민국 엔지니어링산업의 글로벌 패러

다임시프트’라는 주제로 △인천공항 사례를 통한 엔지

니어링산업 패러다임 변화 △아프리카 신생독립국 남

수단 신수도 마스터플랜 추진사례 △브루나이 PMB대

교 PMC프로젝트 △인도네시아 World Bank CTC프

로젝트 등 엔지니어링이 건설사업을 주도하는 프로젝

트 발표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미래 SOC산업이 단

순시공·설계를 벗어나 기술력과 매니지먼트가 복합

된 형태로 발전하며, 엔지니어링이 이를 주도할 것으

간담회 및 정책 토론회 개최 실적

 년도 개최일 장소 행사명

  5월 12일 서울교육문화회관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 간담회

 2010 6월 23일 매리어트호텔 역대 회장 간담회

  9월 29일 서울르네상스호텔 엔지니어링 관련 공기업 초청 간담회

  6월 9일 서울르네상스호텔 역대 회장 간담회

 2011 7월 6일 서울교육문화회관 제1회 엔지니어링 포럼

  12월 5일 서울팔래스호텔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 간담회

  2월 23일 엘타워 플랜트,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 간담회

 
2012

 5월 30일 엘타워 제2회 엔지니어링 포럼

  6월 11일 수라온 역대 회장 간담회

  12월 4일 협회 대강당 제3회 엔지니어링 포럼

  4월 18일 서울팔래스호텔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 간담회

 
2013

 5월 31일 엘타워 제4회 엔지니어링 포럼

  6월 13일 수라온 역대 회장 간담회

  11월 11일 협회 대강당 제5회 엔지니어링 포럼

  1월 10일 엘타워 산업부 실장 주재 업계 간담회

  3월 28일 협회 대회의실 엔지니어링산업 규제개선 간담회

 
2014

 4월 23일 롯데호텔 역대 회장 간담회

  6월 16일 협회 대강당 산업부 국장 주재 엔지니어링분야 규제개선 간담회

  6월 25일 한국기술센터 산업부 실장 주재 엔지니어링분야 규제개선 간담회

  6월 29일 건설회관 협회 창립 40주년 기념 엔지니어링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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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창조와 미래라는 엔지니어링의 본연을 살리자는 취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엔지니어링협

회와 엔지니어링데일리 공동주관으로 상상설계대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상상설계대전은 창의적

이고 신선한 설계아이디어를 공모함으로써 패턴화와 표준화에 시달리는 엔지니어들의 근성을 깨우고

자 마련되었다.

‘제1회 상상설계대전’ 시상식은 2013년 10월 18일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심사결과 응모작 총 

66편 가운데 11편이 당선작에 이름을 올렸으며, 사막화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을 SOC적으로 풀어낸 희

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상상설계대상’을 수상했다. 2등상 ‘창조혁신상’은 대학팀인 충남대와 단국대가 

나란히 차지하고, 3등상 ‘미래디자인상’은 한국종합기술과 세종대가 함께 거머쥐었다. 수성엔지니어링, 

대한건설ENG, 이화기술단, 한국종합기술 등 4개 업체와 남서울대학교, 동국대학교 등 2개 대학팀은 4

등상인 ‘엔지니어링리더상’을 수상했다.  

2014년 10월 17일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상상설계대전’ 시상식에서는 총 71편의 응모작 중 11편

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으며, 화성의 대기조건을 지구화하는 ‘Terraform'을 창의적으로 설계한 종합건

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문박이 ‘상상설계대상’을 차지했다. 2등 ‘창조혁신상’은  수성엔지니어링이, 3등

상인 ‘미래디자인상’은 KF Architekten, 대구한의대학교, 반석종합건축사사무소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4등상인 ‘엔지니어링리더상’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동국대학교, 한국종합기술, 서영엔지니어

링, 남서울대학교,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등 6팀에게 수여되었다. 

협회는 향후 상상설계대전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침체된 국내 엔지니어링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 

우수인재 발굴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미래 엔지니어링을 디자인하다! 상상설계대전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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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엔지니어링시장에서 수주

한 우수사례 발표와 해외진출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

으로 진행되었다. △알제리, 사막에서 이룬 한국형 신

도시-사막의 오아시스 하시메사우드(동명기술공단종

합건축사사무소) △SYSTRA 누른 수성 철도, 히말라

야 등반(수성엔지니어링) △니폰코웨이를 누르고, 64

억 인도네시아 하천사업 진출(한국종합기술)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에 도전(유신) 등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같은 해 11월 11일에는 엔지니어링 해외시장진출방

안을 마련하고자 업계 및 유관기관관계자 94명이 참가

한 가운데 ‘제5회 엔지니어링 포럼’을 개최했다. △고

급두뇌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정책 △세계 건설엔지니

어링시장의 전망 △계약 형태별 엔지니어링 해외진출

전략 △한국철도 해외진출의 문제점 및 대책 △JICA 

및 일본정부의 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의 주제발표와 

함께 패널토론을 진행해 엔지니어링 분야별 해외진출

전략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4년 5월 29일, 협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열

린 엔지니어링 포럼에는 회원사, 학계, 유관기관 관계

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Parsons 

Brinckerhoff Korea 김찬중 대표이사가 ‘한국 엔지니

어링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엔지니어링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김찬중 대표는 PB, Bechtel 등 

미국 선진 엔지니어링사의 강점을 전하고 후발주자 중

국이 전방위 SOC산업에서 한국을 추격하고 있다는 점

을 상세히 전하며 이목을 사로잡았다.

엔지니어링 대표 언론 엔지니어링데일리 창간

엔지니어링산업은 지식서비스 산업의 대표주자임

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진국에서 엔지니어들이 사회적

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 엔지니

어링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취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

다. 이에 협회는 엔지니어의 자존감을 높이고 업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엔지니어링을 대표하는 언론 

‘엔지니어링데일리’ 창간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11년 6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열린 홍보워크숍

에서 엔지니어링신문 발간을 논의한 데 이어 12월 21

일 ‘엔지니어링신문 발간 주요 편집국장 초청 간담회’

를 개최하며 창간 준비가 본격화되었다. 이 날 간담회

에는 언론사 및 협회 관계자 12명이 참석해 온·오프

라인 등 발간 형태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신문 발간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엔지니어링데일리 창간식(2012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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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로도 신문의 틀과 편집방향에 대한 수많은 고

민과 토론이 계속되었고, 그 결과 변화하는 매체환경

을 고려해 온라인 일간지 방식을 채택했다. 오프라인 

일간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주간지는 시의성을 담

보할 수 없다는 점도 온라인 일간지를 결정한 계기로 

작용했다. 

제호를 엔지니어링데일리로 결정한 가운데 온라인 

홈페이지 구축과 전문취재기자 채용 및 교육을 추진하

며 차근차근 창간을 준비해 나갔다. 4월 25일 신문발

행 등록(서울특별시)을 마치고 홈페이지 시범 운영에 

들어간 협회는 5월 30일 엘타워에서 창간식을 개최, 

엔지니어링 대표 언론의 탄생을 알렸다. 이날 창간식

에는 유관기관 및 업계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엔지니어링데일리의 창간을 성원했다.

마침내 6월 1일, 엔지니어링데일리 서비스(www.

engdaily.com)가 개시된 데 이어 7월 16일 줌(ZUM)

과 제휴하여 인터넷 검색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2012

년 엔지니어링데일리가 다룬 기사 건수는 총 1,277건

(뉴스 729건, 특집 66건, 오피니언 73건, 입·낙찰 

144건, 해외동향 248건, 기타 17건)을 기록했다.

엔지니어링데일리는 홈페이지 운영뿐 아니라 25, 

000여 명에게 웹진 메일링 서비스를 실시했으며, 12

월 21일 주요기사 모음집을 발간하는 등 점차 자리를 

잡아갔다. 또한 엔지니어링데일리 주최로 10월 16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차기정권에 바란다-SOC, 엔지

니어링 좌담회’를 개최해 대선정국에서 배제된 엔지

니어링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좌담

회에서는 SOC 산업의 국민복지 적용방안과 차기정

권에서 시행해야 할 최우선 사업, 북한 SOC 사업 진

출방안에 대해 강도 높은 토론이 이뤄졌다. 

질 높은 콘텐츠를 생산하며 빠르게 서비스의 안정

화를 구축해 온 엔지니어링데일리는 2013년에 들어서

며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2013년 12월 12일, 국

내 언론사 가운데 소수만 허용된 네이버 뉴스제휴 검

색에 성공한 데 이어 2014년 5월 29일 다음, 네이트까

지 제휴하게 되면서 접근성을 크게 높인 것이다. 2013

년 한 해 동안 등록한 기사 건수는 1,398건(뉴스 833

건, 특집 53건, 오피니언 25건, 입·낙찰 132건, 해외

동향 319건, 스토리 36건)에 달했으며, 두 차례에 걸

쳐 기사모음집을 제작했다. 

특히 기사 제공 뿐 아니라 엔지니어링업계의 주요 

이슈를 공론화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행사

들을 개최하며 엔지니어링산업에서 역할을 확대해 왔

다. 먼저 2013년 5월 31일 ‘창간 1주년 기념 업계리더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와 산업을 대변할 수 있는 언론

엔지니어링데일리 워크숍(2013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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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서 엔지니어링데일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협회와 공동으로 5월 

31일 엘타워에서 ‘제4회 엔지니어링 포럼’을, 11월 11

일 협회 대강당에서 ‘제5회 엔지니어링 포럼’을 개최했

다. 제4회 포럼은 해외진출 선진화 사례를 통한 엔지

니어링업계의 비전 제시, 제5회 포럼은 국가별 개발계

획 및 프로젝트 정보 소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어 12월 6일과 7일 이틀간 라비돌리조트에서 ‘엔지니

어링데일리 워크숍’을 실시, 엔지니어링데일리의 비전

과 전략을 모색했다. 

창간 이후 엔지니어링데일리는 발주청의 부당한 횡

포,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적 모순, 엔지니어의 위상 

강화, 해외 및 국내의 입찰정보에 대해 가감없는 편집

을 시도하며 엔지니어링데일리만의 색깔을 잃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 결과 신문발행을 시작한 지 

730일 만에 139개국, 105만 독자가 650만 번 방문하

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엔지니어링데일리는 세계 엔지니어링을 대표하는 

조직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정보의 질과 매체력을 확보

하고, 해외특파원을 통해 생생한 현지 뉴스를 전달하

며 업계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3절. 회원사의 베스트 파트너를 꿈꾸다

신고제도 변경에 따른 재신고 및 신규 접수

협회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수리 업무를 수행

하는 한편 신고기준 미달업체를 정비함으로써 업계 내

실화와 건전성을 제고하고 있다.

부실업체 및 회원사 정비를 위해 2011년부터는 분

야 추가 및 대표자, 소재지 등 각종 변경신고 접수 시 4

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기술인력 보유여부를 상시

로 점검하고, 국세청 확인을 통해 휴·폐업업체 현황

을 파악했다. 또한 신고기준 미달업체의 변경신고 및 

신고인력의 타 업면허 중복신고 여부가 확인될 시 자

진취소를 유도하는 등 정비에 만전을 기했다. 

2011년 5월 1일부터는 전부개정된 엔지니어링사업

자 신고제도가 전면 시행되었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

고 기준인 전문분야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기존

의 93개에서 48개로 통·폐합되었고, 동일 기술부문

의 전문분야 추가신고 시 신고 기술인력 수가 5명에

서 3명으로 대폭 감소되었다. 이는 사업자 신고제도

를 완화해 업계의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였

다. 사업자 신고업무 처리기간은 15일에서 7일로 단

축되었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는 2011년 1월 17일 엔지니어

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된 신고기준에 따

라 협회에 기존신고업체 일괄 재신고 및 신규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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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협회는 변경된 신고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업체 일괄 재신고 및 신규신고로 부실업체를 전면 재

정비함으로써 엔지니어링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갔다. 

협회는 신규제도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2011년 1

월부터 개정된 법률과 달라진 신고기준, 기존신고업체 

일괄 재신고 및 신규신고에 대한 홍보를 전개했다. 이

후로도 지속적으로 신고를 독려하는 한편 신고처리 업

무를 수행해 2011년 일괄 재신고 업체 수는 3,061개사

를, 신규신고 업체 수는 183개사를 기록했다.

2012년에도 미신고업체를 대상으로 신고 안내 및 

독려를 지속하고, 세 차례에 걸쳐 서울 등 9개 권역 엔

지니어링사업자 현지실사를 시행했다. 1차는 3월 21일

부터 4월 18일까지 106개사를, 2차는 7월 2일부터 20

일까지 103개사를, 3차는 10월 29일부터 11월 28일까

지 113개사를 방문해 총 322개사의 현지실사를 마쳤

다. 2012년 일괄 재신고 업체 수는 212개사를 기록하

는 한편, 신규신고 업체 수는 발주청 및 공공기관 등의 

입찰참가 제한 사항이 많아짐에 따라 362개사로 전년

대비 97.8% 증가했다.

2013년 또한 재신고 후속조치를 통해 업계 건전성

을 제고하고, 주기적인 업체 실태 파악으로 사업자 애

로사항을 수렴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현지실사는 총 

3차례에 걸쳐 총 296개사를 방문했다. 1차는 5월 27일

부터 31일까지 82개사, 2차는 9월 25일부터 10월 23

일까지 154개사, 3차는 11월 11일부터 23일까지 60개

사를 점검한 데 이어 12월 15일과 16일 이틀간 경북지

역 실사를 위해 경북지회를 방문했다. 2013년 일괄 재

신고 업체 수는 126개사, 신규신고 업체 수는 350개

사를 기록했다.

더불어 협회는 엔지니어링업체의 수주실적 관리방

식을 좀 더 실효성 있게 발전시켜 수주실적 순위(100

개 업체)를 공표, 발주청 및 업계에 통계자료를 제공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제도 변경 사항(2011년 5월 1일 시행)

 구 분 종 전 개 정 비 고

 전문분야 93개 전문분야 ○ 48개 전문분야 신고분야 축소

신고요건

○신고요건

- 동일 기술부문에 전문분야 추가신고시 :  

   해당 전문분야에 속하는 고급기술자 이상 엔지니어링기술자 1명과 초급기

술자 2명 이상 

전문분야별로 

필수기술인력 1명 

이상을 포함해 

기술인력 5명 이상

(엔지니어링업)

기술인력 

외에 사무실 

요건 추가,

분야 추가 시 

신고요건 

완화

 구 분 기술인력 사무실

 
엔지니어링업

 특급기술자 1명 이상 +  엔지니어링업 수행에   

  초급기술자 4명 이상 필요한 사무실 보유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 1명 이상

 엔지니어링컨설팅업 수행에 

 컨설팅업  필요한 사무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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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수주실적 관리와 더불어 사업매출실적 관리를 

병행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영분석의 토대를 마

련했다.

2010년 4월 23일 ‘2009년도 수주실적 순위’를 공

표한 데 이어 2011년 4월 22일 ‘2010년도 수주실적 순

위’를 공표했다. 수주실적 신고제도는 4월말까지 실적

순위를 공표하고 그 순위가 1년간 유지되었다. 다만, 

상시 신규 또는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회원

사의 편의를 배려했다. 2012년 4월 30일, 2013년 4

월 30일 각각 2011년도 수주실적과 2012년도 수주실

적 순위를 공표했다.  

사업실적 접수율은 2010년 사업실적 53.3%(유효

모집단 4,575개사, 접수 2,441개사), 2011년 사업실

적 60.2%(유효모집단 3,673개사, 접수 2,920개사), 

2012년 사업실적 56.9%(유효모집단 4,427개사, 접수 

2,890개사)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협회는 엔지니어링산업 규모의 성장세와 

회원사의 증가, 잦은 변경사유 발생 등으로 관련 서류

가 비대해져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회원사

의 편의제고를 위해 2010년부터 민원서류의 전자문서

화를 시행했다. 

전자문서화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무 관련 서

류,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엔지니어링사업자 재신고 

및 엔지니어링기술자 관련 서류 등 각종 민원서류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10년 693,238매(1

차 302,251매, 2차 390,987매), 2011년 366,780매, 

2012년 728,245매(1차 373,358매, 2차 354,887매), 

2013년 604,177매(1차 400,594매, 2차 203,538매)

의 민원서류 전자문서화를 완료했다.

한편, 민원업무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 회원사 소

개 및 현황 등이 담긴 회원명단 5,000부를 발간·배

포하고, 회비부과 및 징수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특히 2010년에는 회비부과 시 3회 이상의 독

려 및 1회 이상의 등기우편 발송을 시행해 우편물 분실

로 인한 회비 미징수액을 줄이고 민원을 감소시켰다. 

이후로도 매년 당년도 기본회비, 통상회비 부과 및 미

납회비 납부를 독려하고 자격정지 및 상실 대상 업체

△ 휴·폐업 및 지위승계, 회원탈퇴 등의 신고 포함

△ 재신고 대상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총 4,722개사(2013년 12월 31일 현재)

엔지니어링사업자 일괄 재신고 현황

 구분 건설 비건설 합계

 2011년 1,883 1,178 3,061

 2012년 124 88 212

 2013년 37 89 126

 합계 2,044 1,355 3,399

(단위: 개사) 

신규신고 현황(수리 기준)

 구분 건설 비건설 합계

 2011년 101 82 183

 2012년 177 185 362

 2013년 174 176 350

 합계 452 443 895

(단위: 개사) 

보유증명서 발급 및 변경신고

 구분 보유증명서 발급 변경신고

 2011년 18,038 5,017

 2012년 22,613 11,063

 2013년 23,590 11,482

 합계 64,241 2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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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등 회비징수율 제고를 추진했

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신규입회비의 예산대비 회

비 납부 달성율은 2011년 89.5%, 2012년 120%, 2013

년 113.7%를 기록했다.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 개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기준 변경과 함께 엔지니어

링기술자 경력관리제도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협회

가 사업 수행을 맡아 2011년 1월 28일 시행규칙 개정 

이후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사업을 본격화 했다.

사업 추진에 앞서 협회는 2010년 ‘엔지니어링기술

자 경력관리제도 및 운영관련 연구’를 수행(수행기관: 

동국대 산학협력단)해 법적 세부 근거(고시, 훈령, 운

영세칙 등) 및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제도와 연계된 

기술인력 신고제도 운영의 기틀(실무 운영요령 및 업

무매뉴얼 등)을 마련했다.

이듬해에는 경력관리제도 도입 및 시행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도입 이후에는 지회 방문 및 지방설

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제도의 홍보와 독려를 지속

했다. 협회의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2011년 12월 12

일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 접수는 5만 명을 돌파

(전산입력 완료 기준 12월 16일 돌파)하는 성과를 거

뒀다.

2012년 말 신규접수 인력은 7만 명을 돌파했고, 

2013년 말 8만 명을 넘어섰다. 2013년 12월 31일 현

재 접수 누계는 8만 7,848명(2013년도 최초신고 1만 

5,893명, 2012년도 실적 누계 7만 1,955명), 입력처

리 완료 누계는 8만 3,497명(2013년도 최초신고 1만 

5,554명, 2012년도 실적 누계 6만 7,943명)을 기록했

다.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를 통한 기술자의 입회

비 및 연회비 수입액은 2011년 10억 5,213만 원, 2012

년 17억 537만 8,000원, 2013년 14억 8,043만 원으

로 집계되었다.

한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전면개정으로 법 제

26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

자 및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으로 

나눠 관리해 왔다. 하지만 2013년 1월 1일부터 엔지니

어링기술자 학·경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12년부

터 관련 안내를 시행했다.

학·경력제도 폐지로 학력자에 대한 기술등급 기

준이 바뀜에 따라 학·경력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우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박사·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 

관련 전문학사 취득 후 3년의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기술자는 해당 전문분야의 경력을 

이후 더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초급기술자의 기술등급

을 받게 되어 국가기술자격자의 기술등급과는 달리 승

급이 되지 않게 되었다. 더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

엔지니어링기술자 증명서 종류 및 처리 기간 

 증명서 종류 소요기간 비 고 

 ① 경력증명서   ② 보유증명서  1일 이내

 ③ 엔지니어링 기술경력증 (우편은 5일)

 ①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발주청 제출) 
5일 이내

우편,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 및 

증명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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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

한 사람도 초급숙련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받게 되어 국

가기술자격자의 기술등급과는 달리 승급이 불가능하

게 되었다. 이에 국가기술자격 없이 학력과 경력만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2012년 12월 31일까

지 엔지니어링기술자 최초신고를 해야 경력관리에 불

이익을 면할 수 있었다.

다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의 제

3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경력을 2013

년 12월 31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유예기간

을 규정했다. 그러나 경기불황으로 엔지니어링업계

에 고용불안과 구조조정 등의 여파가 미치고, 재취업

을 위한 기술계기술자와 숙련계기술자 등 개인 기술

자들의 신규신고가 증가했다. 또한 기술자들의 승급

을 위한 경정신고 및 학과심의 신청이 폭증하면서 신

고유예기간 내 신고처리가 불가한 기술자들이 증가하

고 기접수 서류의 보완기간 장기화로 작업 수요가 늘

어나게 되었다.

이에 협회는 기술자의 신고서류 보완 등 추가절차

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유예기간 연장을 요청

했다. 요청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민원 폭증, 불황에 

따른 재취업 희망 기술자 증가 상황을 고려해 신고기

한 3개월 연장 조치를 승인했고, 2014년 3월 31일 신

고접수를 마감함에 따라 학·경력제도는 공식 폐지되

었다.

한편, 협회는 국토교통부 위탁사업인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사업 운영에 계약실적, 부실벌점, 제재현황 

등의 업무를 부가해 통합관리를 수행해 나갔다.

2010년과 2011년에는 경력관리를 위해 관련 협회 

간 시스템을 연계한 가운데 기술자 경력신고 및 각종 

변경신고 처리를 수행하고, 발주청 계약실적 통보와 

건설기술자 회비납부를 독려했다. 또한 경력관리 3년 

이상 회비미납자 자격상실 및 회원자격상실 대상자 증

명서 발급제한, 타협회 중복관리자 경정신청 및 직권

통합, 건설기술자 교육이수 등 각종 안내와 계약실적 

자료 관리를 수행했다.

2012년과 2013년 또한 신속정확한 민원업무 처리

에 전력을 기울이며, 입찰 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세부평가 기준 중 업무중첩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나갔다. 2012년에는 엔지니어링기술자 최초신

고 시 협회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연회비를 면제했으

며, 2013년에는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신고 수수료 체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사업 현황

      기술자 이관

 
구분 신규접수 변경 증명발급

 본협회로 이관  타협회로 이관 
기술자 총수

 2010년 343 4,420 4,499 792 615 5,231

 2011년 149 3,310 6,110 792 497 5,695

 2012년 48 2,692 2,876 405 436 5,705

 2013년 76 1,312 1,408 325 288 5,788

(단위: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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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를 3월 27일부터 시행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력의 경력관리업무를 수

행하고 있는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건설설계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이 경력관리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체계가 각 

협회마다 다르고 연회비 개념으로 부과되었기 때문에 

협회 수수료 체계를 단일화하고, 신고내용에 따라 부

과하는 체계로 개편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

력관리수탁기관 간 협의회를 2013년 3월 개최해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회원은 종전과 동일하게 연회비 제도

(신규등록비 5만 원, 연회비 2만 원, 신고수수료·경

정수수료 없음)를 유지하고, 비회원으로서 경력관리만

을 받고자 하는 경력관리자의 경우 개선안에 따라 징

수(신규등록비 5만 원, 연회비 없음, 신고수수료 건당 

6,000원, 경정수수료 건당 3만 원)되었다.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실적은 신규접수의 경우 2010

년 343건, 2011년 149건에 이어 2012년에는 엔지니

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로 

인해 48건으로 감소했으며, 2013년에는 건설기술진

흥법 개정에 따른 발주처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요

구 증가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해 93건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협회는 회원사 민원 해결을 위해 공정거

래위원회 위탁업무인 엔지니어링 하도급 분쟁조정 업

무를 수행했다. 2010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

칙을 개정한 데 이어 매년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간담

회를 개최하고,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접수 등 분쟁 

발생 시 원만한 조정을 이끌었다. 또한 일반 법률 분쟁 

상담 및 법률 관련 정보제공 등 회원사를 위한 법률 서

비스를 제공했다. 법률사무소와의 계약을 통해 엔지니

어링 법률 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률 자문을 시행하는 

한편, 자문현황을 점검해 서비스 강화 방안을 모색했

다. 2013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변호사 

선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모방식 도입 등 5

개 과제, 11개 세부과제의 이행을 요구함에 따라 12월 

13일 협회의 변호사 운용지침을 제정, 이행과제 추진

을 위한 내부지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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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세계 선도기관을 향해 발돋움하다

해외협력 강화 및 조사단 파견

협회는 해외 유관기관과의 내방 및 방문 등을 통

해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기관들과 MOU

를 체결함으로써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

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국내 업계의 해외수주역

량 강화를 위해 진출가능성이 높은 시장의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2010년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CNAEC(중국공정자순협회)와 공동으로 제8차 한·중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CNAEC와 2000년 MOU를 체

결한 이후 양 기관은 매년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정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제8차 정례회의는 중국 광저우

에서 개최됨에 따라 협회 임원 등 24명이 중국을 방

문, 제3국 진출 시 한·중 간 JV 모델을 구상하고 국

내 엔지니어링업체의 대중국 진출방안을 모색하고 돌

아왔다.

2011년 4월 26일에는 INKINDO(인도네시아엔지

니어링협회)와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2

차)한 데 이어 11월 24일에는 EEPC INDIA(인도엔지

니어링수출진흥위원회)와 MOU를, 12월 2일에는 프

랑스엔지니어링협회와 MOU를 체결했다. 이와 함께 

7월 3일부터 8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해외시장조사(2012년 10월 24일, 미얀마)

주요 해외 유관기관 MOU 체결 현황

 년도 체결기관 비고

 2000 CNAEC(중국공정자순협회) 1차

 

2004

 ACEC US(미국엔지니어링협회) 1차

  ACEC Canada(캐나다 엔지니어링협회) 신규

  ACEM(말레이시아엔지니어링협회) 1차

  INKINDO(인도네시아엔지니어링협회) 1차

  VECAS(베트남엔지니어링협회) 1차

 2005 IEM(말레이시아기술인협회) 신규

 
2006

 ATCEA(터키엔지니어링협회) 1차

  CEAI(인도엔지니어링협회) 1차

 

2008

 AJCE(일본엔지니어링협회) 신규

  ANEBIC(튀니지엔지니어링협회) 신규

  NESCA(아르바이잔엔지니어링협회) 신규

  CNAEC(중국공정자순협회) 2차

 

2009

 CEAI(인도엔지니어링협회) 2차

  ACEM(말레이시아엔지니어링협회) 2차

  ATCEA(터키엔지니어링협회) 2차

  ACEC US(미국엔지니어링협회) 2차

  VECAS(베트남엔지니어링협회) 2차

 2010 RICS(영국왕립서베이어협회, 홍콩) 신규

 

2011

 INKINDO(인도네시아엔지니어링협회) 2차

  EEPC(엔지니어링수출추진협의회, 인도) 신규

  SYNTEC(프랑스엔지니어링협회) 신규

 

2013

 Tecniberia(스페인엔지니어링협회) 신규

  MES(미얀마엔지니어링협회) 신규

  CNAEC(중국공정자순협회) 3차

  APC(페루엔지니어링협회)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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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방문해 미래의 시장이자 자원국인 아프리카 각국

의 최신 인프라 개발정보를 수집했다. 조사단은 아프

리카 한국상품전 및 아프리카 프로젝트 플라자에 참석

하고, CESA(아프리카엔지니어링협회)를 방문해 회장

단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2012년 9월 11일에는 제9차 한·중 정례회의가 한

국에서 열렸다. 이 날 중국에서 100여 명의 대표단이 

대거 내방한 가운데 양국의 협력관계를 다시 한 번 확

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2012년에는 2012 FIDIC 

서울 컨퍼런스 개최를 계기로 인도, 말레이시아, 일본, 

미국, 아랍에미리트 등 해외 유관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들의 협회 내방이 활기를 띠며 세계적으로 달라진 국

내 엔지니어링산업과 협회의 위상을 실감하게 했다.

한편 2012년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미얀마 양곤 

및 네피도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조사를 실시했다. 대

사관 및 KOICA, KOTRA 기관 방문 및 면담(양곤), 

교통부 방문 및 차관면담, 프로젝트 협의(네피도) 등

제10차 한·중 정례회의(2013년 11월 14일)

국제회의 및 세미나 참가 실적 

 년도 일정 개최지 내용

  4월 25~28일 미국 워싱턴 D.C. ACEC 총회 참가

 2010 10월 17~2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WFEO 총회 참가  

  10월 27~28일 일본 동경 ENAA 심포지엄 참가

  3월 30일~4월 1일 미국 워싱턴 D.C. ACEC 총회 참가

 
2011

 9월 5~7일 스위스 제네바 WFEO 총회 참가

  11월 24일 인도 뭄바이 2011 한-인도 투자포럼 참가

  12월 1~3일 프랑스 파리 한류상품박람회 참가

 2012 4월 15~16일 미국 워싱턴 D.C. ACEC 총회 참가

  4월 21~22일 미국 워싱턴 D.C. ACEC 총회 참가

 
2013

 6월 20~21일 캐나다 캘거리 캐나다 ACEC 총회 참가

  9월 11~13일 싱가포르 WFEO 총회 참가

  10월 30~31일 일본 동경 2013 Inchem Tokyo 참가 및 홍보부스 운영

 2014 4월 28~30일 미국 워싱턴 D.C. ACEC 총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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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행되었다. 이어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10명의 동아프리카 프로젝트 사절단이 두바이, 수단, 

에티오피아에 파견되어 두바이컨설턴시 업체 방문(두

바이), 한-수단 에너지인프라포럼 및 1:1 비즈니스 상

담회(수단), 인프라 프로젝트 설명회 및 상담회(에티오

피아) 등을 진행했다.

협회는 2013년 11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중국 심

천에서 열린 제10차 한·중 정례회의에 참석해 OCT 

BAY산업시찰을 실시하는 한편 14일에는 CNAEC와 

MOU를 체결(3차)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날 MOU

의 주요 내용은 엔지니어링 정보와 자료의 교환, 엔

지니어링 인력교환, 공동세미나와 심포지엄, 공동연

구 활동, 기업 간협력 등이다. 이뿐 아니라 2013년 9

월 16일 스페인엔지니어링컨설팅서비스협회와 MOU

를 체결한 데 이어 11월 1일 미얀마(양곤) 특화거점 개

소와 더불어 미얀마엔지니어링협회와 MOU를 체결했

다. 양 기관은 기술 정보자료의 교환, 공동연구 활동, 

기업수준의 협력, 공동세미나 및 심포지엄 등 추진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협회는 중남미 시장조사를 위해 대표단을 페

루와 파라과이에 파견했다. 대표단은 TYPSA 프로젝

트현장 및 페루지사·FEPAC·페루엔지니어링협회·

페루투자청 방문(페루), 주파라과이 한국대사관·파라

과이엔지니어링협회·ITAIPU·파라과이 내무부·과

학기술청 방문(파라과이)을 통해 국내 기업의 현지진

출 기반을 확보했으며, 특히 11월 25일에는 APC(페루

엔지니어링협회)와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4년 5월 12일에는 나이지리아엔지니어링협회 

대표단이 내방했다. 협회는 나이지리아엔지니어링협

회와 미팅을 가지고, 양국 엔지니어링산업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의 많은 엔지니

어링기업들이 나이지리아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협회는 나이지리아엔지니어링협회와의 교

류증진을 통해 수주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ACEC(미국엔지니어링협회), WFEO(세계공

학기술단체연합회) 등 국제회의 및 세미나 참가를 통

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거점을 만들어 가고 있다.

먼저 2010년 4월에는 ACEC 총회에 참가했다. 미

국 엔지니어링산업을 대표하는 ACEC의 컨퍼런스는 

북미 지역 뿐 아니라 글로벌 엔지니어링산업과 시장 

동향, 전망 등을 공유하는 세계적인 행사다. 협회는 

2004년 ACEC와 MOU를 체결한 이래 컨퍼런스 참가, 

정보교환, 양국 기업 간 미팅 주선 등 적극적인 교류

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해 국내 엔지니어링업계의 의견을 피력하고, 해

외 유관기관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또한 같

 ACEC 컨퍼런스(2011년 3월 30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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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 10월 WFEO 총회에 참가해 세계 엔지니어링산

업의 동향을 파악한 데 이어 ENAA 심포지엄 참가를 

통해 ENAA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2011년에는 3월 ACEC 총회, 9월 WFEO 총회, 11

월 한-인도 투자포럼에 참가해 향후 협력강화 방안

을 모색했다. 2012년 또한 4월 ACEC 총회에 참가해 

ACEC 뉴욕주 대표이사 방한계획을 확인하고 사절단 

파견 관련 미팅 계획을 마쳤다.

2013년에는 4월 ACEC 총회에서 미국 엔지니어

링산업 동향 파악 및 정보 수집, ACEC 뉴욕과의 협

력방안 모색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며, 6월 캐나다 

ACEC 총회에 참가해 캐나다엔지니어링협회와의 교

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북미 엔지니어링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를 탐색했다. 또한 9월 열린 WFEO 총회에

서 아시아지역 엔지니어 및 WFEO 회원국 간 네트워

크를 강화하고, 10월 2013 Inchem Tokyo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 협회 및 국내기업의 현황과 발전전략을 

홍보했다. 이어 협회는 2014년 4월 개최된 ACEC 총

회에 참가해 북미지역 엔지니어링산업 동향을 파악하

는 한편 ACEC와 별도 미팅을 갖고,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FIDIC 리딩그룹으로 자리매김

협회는 세계 엔지니어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FIDIC 

총회와 TCDPAP&FIDIC/ASPAC 총회에 참가함으로

써 국내 엔지니어링업계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회원

국들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다져 왔다.

2010년 4월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TCDPAP 

&FIDIC/ASPAC 총회에 22명이 참가해 아시아·태평

양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도모하고 상호 정보를 교류했

다. 이어 9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2010 FIDIC 총회

에 38명의 대표단을 파견, 2012년 서울 총회 홍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뉴델리총회는 세계 80여 회원국에

서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Managing Innova-

tion The Way Forward’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특히 

협회는 총회 참가 역사상 처음으로 2012년 서울 총회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

하는 한편 전 세계 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인사 및 단체 

등과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쳤다. 

2011년 4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TCDPAP&FIDIC/ASPAC 총회에는 협회 대표단 19

명이 참가했다. ‘Sustainability in the Globalised 

World’를 주제로 16개국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

2012 FIDIC 서울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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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대표단은 해외 유관기관들과 프로모션 미팅을 갖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한국 엔지니어링산업

의 글로벌화에 앞장섰다. 

같은 해 10월에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FIDIC 

총회에 참가해 ‘Local Resources-Global Perspec-

tives’이라는 주제 아래 세계 엔지니어링산업이 처한 

현재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협회는 서울 총회가 임박한 만큼 대표단 규모를 더욱 

확대해 43명을 총회에 파견했다. 대표단은 세계 엔지

니어링산업 동향 파악 및 계약 관련 정보 수집, 해외 

참가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쳤으

며, 특히 2012년 서울 총회 홍보를 위한 프리젠테이

션을 실행하고,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홍보활동에 전

력을 다했다. 한편, 10월 4일 열린 ASPAC 총회에서

는 강호익 사장(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 

ASPAC 차기회장으로 선출되었다.

2012년에는 3월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된 

TCDPAP&FIDIC/ASPAC에 참가했다. ‘Technology 

&Knowledge Transfer & Collaboration Among 

Consultants in the Asia Pacific Region’을 주제로 

한 가운데 아시아 국가들 간 기술이전과 협력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협회에서는 5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

종세 교수(한양대학교)가 국가별 리포트 관련 주제발

표를 펼쳤으며, 다가올 2012년 FIDIC 서울 총회 개최

를 위해 준비회의를 개최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 엔지니어링산업의 글로벌 위상

을 제고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엔지니어링 분야 최대 규모 국제행사 ‘FIDIC 2012 서

울 컨퍼런스’가 2012년 9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에 

걸쳐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FIDIC 서울 컨퍼런스에는 국제금융기관 담당자 등 

1,050명(외국인 참가자 700여 명)이 대거 참석해 우리

나라 엔지니어링산업의 높아진 위상을 입증했다. 

서울 컨퍼런스는 ‘Beyond Green-A New Para-

digm(녹색을 넘어선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환

영 리셉션, 개회식, 정회의, 비즈니스 프로그램, 포럼, 

총회, 각종 부대행사(서울의 밤, 갈라 디너, 전시부스 

운영) 등 다채롭게 구성되었다. 특히 ‘FIDIC World 

Report’를 통해 지속가능성 이슈를 논의하고, 세계 시

장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FIDIC 계약조건’에 대

한 협의가 이뤄졌다. FIDIC 계약조건에 관한 협의는 

해외시장에서 수주 및 사업 활동에 있어 기준을 정하

는 것인 만큼 큰 의미를 가진다. 

협회의 지원으로 캠브리지 대학 피터 거쓰리(Peter 

Guthrie) 교수가 저자로 참여한 월드 리포트는 ‘Sus-

tainable Infrastructure’라는 주제로 작성되었으며, 

2012 FIDIC 서울 총회(영엔지니어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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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2012 서울 컨퍼런스 주요 일정 

 일자 행사명 장소

 9월 9일 환영리셉션(Welcome Reception)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

  개회식(기조연설, 축사 등) 코엑스 오디토리엄

 9월 10일 정회의 및 비즈니스 프로그램 코엑스

  서울의 밤(Local Color of Night)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 

 
9월 11일

 정회의 및 비즈니스 프로그램 코엑스

  지역별 세션(ASPAC, GAMA 등) 코엑스

  정회의 및 비즈니스 프로그램 코엑스

 9월 12일 FIDIC 총회(General Assembly) 코엑스

  갈라 디너(Gala Dinner) 쉐라톤워커힐호텔 비스타홀

FIDIC 총회 참가 실적

 년도 일정 개최지 내용

 
2010

 4월 13~18일 베트남 하노이 TCDPAP&FIDIC/ASPAC 총회 참가

  9월 19~22일 인도 뉴델리 FIDIC 총회 참가

  4월 25~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TCDPAP&FIDIC/ASPAC 총회 참가

 2011 10월 3~5일 스위스 다보스 FIDIC 총회 참가

  9월 27일~10월 4일 스위스 다보스 FIDIC YPMTP 참가

  3월 1~3일 스리랑카 콜롬보 TCDPAP&FIDIC/ASPAC 총회 참가

 2012 9월 9~12일 한국 서울 FIDIC 총회 개최

  9월 5~10일 한국 서울 FIDIC YPMTP 참가

  3월 7~8일 태국 방콕 TCDPAP&FIDIC/ASPAC 총회 참가

 2013 9월 16~18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FIDIC 총회 참가

  9월 10~1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FIDIC YPMTP 참가

  3월 2~5일 인도네시아 발리 TCDPAP&FIDIC/ASPAC 총회 참가

 2014 9월 28일~10월 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FIDIC 총회 참가

  9월 24일~10월 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FIDIC YPMTP 참가

FIDIC 2012 서울 컨퍼런스 조직위원회

 직책 분과 성명 업무

 
위원장 

총괄
 이재완

 - 전체 행사 총괄  

 
(1)  ((주)세광종합기술단 회장)

 - 개·폐회식 등 공식행사  

    - 친선/관광 프로그램  

 

위원

 
운영

 황수일 - 기획 및 관리, 홍보 등 

 

(4)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부회장) - 숙박, 수송 등 운영 총괄  

  
사업

 이해경 - 협찬/후원 관련 총괄  

   ((주)다산컨설턴트 회장) - 산업시찰 및 홍보 부스  

  
국제

 강호익 - 해외 참가자 지원사항  

   ((주)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사장) - 주요인사 의전 등  

  
학술

 이종세 - 학술프로그램 기획(협의)  

   (한양대학교 교수) - 발표자 섭외, 세션 운영 

※ 분과별 소위원회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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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의 지속가능개발에 관한 의사결정’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접목했다. 월드 리포트는 엔지니어링의 

지속가능개발은 사회적·환경적·경제적 요소를 다함

께 고려해야 하고 개념적, 내재적, 전략, 전술, 운영, 

프로젝트 결정 등 6단계로 나눠 각 단계에 따라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컨퍼런스 프로그램은 ‘녹색산업의 시장 동향’, ‘녹색

성장-새로운 전망’, ‘녹색을 넘어선 새로운 패러다임

을 향해’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녹색성장위원회 

양수길 위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캠브리지 대학 

피터 거쓰리(Peter Guthrie) 교수, 스탠리 컨설턴트의 

그렉 토모플러스(Gregs Thomopulos) 회장, 호주 녹

색건설위원회 로밀리 메듀(Romily Madew) 회장 등 

발표자들이 자원의 고갈과 기후변화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의 화두인 ‘녹색’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당면 과제와 

관련해 엔지니어링산업의 역할과 업적을 돌아보고, 지

속가능한 개발의 해법을 고찰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 컨퍼런스는 총 10개의 세미나와 함께 영엔지

니어 포럼 및 BST Global 세미나, 미래 지도자 워크

숍 및 아시아 집중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참가

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9월 5일부터 10일까지 진행

된 FIDIC 2012 YPMTP(영엔지니어 전문경영프로그

램)의 오프라인 교육에는 강경진 대리((주)건화) 등 8

명이 참가했다. 

또한 공식행사에 앞서 EC 만찬(9월 7일), DNS 

만찬(9월 8일)을 진행하고, 개최 후에는 환영 리셉션

(9월 9일)에 이어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해외 

참가자들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습득하고 체험하

는 서울의 밤(9월 10일)과 갈라 디너(9월 12일)를 개

최하는 등 각종 부대행사를 진행해 세계 엔지니어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컨퍼런스 기간 동안 엔지니어링 관련 기업·기관들이 

신기술, 사업추진 현황 등을 소개하는 홍보부스와 포

스터 전시회도 운영되었다. 

이처럼 FIDIC 2012 서울 컨퍼런스는 양적 성장에

만 몰두해 왔던 엔지니어링에 대한 생각과 인식을 전

환시키며 국내 엔지니어링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듬해 3월 열린 TCDPAP&FIDIC/ASPAC 총회는 

태국 방콕에서 ‘Climate Change Challenge’를 주제

로 개최되었다. 대표단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에 이어 ASPAC 회원국별 국가리포트 발표에 한국대

표로 이종세 교수가 발표를 펼쳤으며, FIDIC/ASPAC 

회의, TCDPAP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2013년에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FIDIC은 9

2013 FIDIC 바로셀로나 총회

(협회 이재완 수석부회장 FIDIC 차기회장으로 선출, 2013년 9월 15~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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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c

협회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 미얀마에 ‘해외 엔지니어링 특화거점’을 개소하며, 국내 중소·중

견 엔지니어링업체의 미얀마 시장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협회와 KOTRA는 2013년 11월 1일, 미얀마 소재 KOTRA 양곤 무역관에서 ‘해외 엔지니어링 특화거점’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협회 문헌일 회장을 비롯해 KOTRA 박철호 양곤 무역관장, 우윈깡(U Win 

Khaing) 미얀마엔지니어링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날 설치된 특화거점은 중소·중견 엔지니어링업체의 미얀마 진출을 현지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협회와 KOTRA에서 추진 중인 ‘해외 엔지니어링 특화거점 구축사업’의 제1호 사무실이다. 

그동안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미얀마에 대한 정보와 네트워크 부족으로 현지 진출

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특화거점 설치로 국내 업체들의 미얀마 진출이 보다 더 탄력을 받게 

되었다.

미얀마 특화거점은 현지 정보 조사, 프로젝트 발굴, 발주처 네트워크 구축, 진출기업 컨설팅, 현지 프로

젝트 개발 및 수행 지원 등 우리 기업의 미얀마 수주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한편, 협회는 12월 13일과 14일 이틀 간 미얀마 특화거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을 통해 특화거

점 운영실태, 국내외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현황,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업무환경 등을 점검하고, 양  

협회 간 프로젝트 공동추진 및 현지진출 방안을 협의했다.

미얀마 진출 청신호, 제1호 해외 엔지니어링 특화거점 개소

미얀마 엔지니어링 특화거점 개소식(2013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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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FIDIC Centenary 

Conference(FIDIC 100주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Quality of Life-Our Responsibility’를 주제로 열

린 바르셀로나 총회에는 전 세계 90개국 1,000여 명

이 참가해 지속가능한 인류번영을 위한 엔지니어로서

의 책무를 진지하게 고민했다.

특히 바르셀로나 총회에서는 이재완 수석부회장(세

광종합기술단)이 아시아 최초로 FIDIC 차기회장에 최

종 선출되며 세계 엔지니어링사의 새 장을 열었다. 협

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49명의 대표단을 파견해 이재

완 부회장의 차기회장 선출에 힘을 싣는 한편 한국의 

위상 제고와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였다. 

더불어 TYPSA(스페인 기업) 방문을 통해 아시아·중

남미 시장에서의 동반 진출을 협의하고 스페인 차관, 

바르셀로나 시장 미팅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다짐하

기도 했다. 

협회는 2014년에도 국제무대에서의 활약을 이어

갔다. 3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TCDPAP& 

FIDIC/ASPAC 총회에 대표단이 참가해 세계적으로 

높아진 한국 엔지니어링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렸다. 

발리 총회는 ‘Business Sustainability’를 주제로 열

린 가운데 인도네시아 前 부통령의 기조연설과 국가개

발계획부 장관 등 저명인사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

다. 프로그램은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전망, AS-

PAC 지역별 현황, 엔지니어링 컨설팅 분야의 지속가

능성, 비즈니스 지속가능성을 위한 ASPAC 엔지니어

링 컨설팅 협력 등으로 진행되었다.

5절. 해외공략 교두보를 구축하다

타당성조사 및 수주교섭 지원 확대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해외진출을 위한 밑

바탕을 준비하고 나면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투자에 대한 의사결

정이다. 해외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발주기관과의 네트워

크 구축, 세밀한 현지 조사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

는 곧 투자비용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해외 주요국가

에 지사나 사무소를 운영하는 대기업과는 달리 대다수

의 중소·중견기업에게 불확실한 해외 프로젝트에 대

한 투자는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을 요구한다. 

이러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협회는 타당성조사

(FS) 및 수주교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두 사업

은 모두 기업의 해외진출 시 소요되는 경비를 직접 보

조해 주는 사업으로서 단, 모든 활동비에 대해 인정하

는 것이 아니라 국외여비(항공료 및 체재비), 현지경

비, 초청인사 경비 및 인쇄·복사 등 제경비에 한정해

서 지원했다. 또한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방지하기 위

해 민간 매칭으로 추진하며 정부 지원금을 제한했다. 

더불어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

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프로젝트 지원 신청서를 엄격

하게 평가하고, 등급별로 구분해 지원금액을 축소·

차등 지원했다. 

2010년에는 해외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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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엔지니어링기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선

정하고, 총 소요비용의 70% 이내로 지원했다. 지원한

도는 3등급으로 나눠 건당 A등급(상위 30%) 5천만원, 

B등급(중위 30%) 3천만원, C등급(하위 40%) 2천만 

원으로 한정했다. 협회는 2010년 멕시코 칸쿤시 경전

철 프로젝트 신설 기본계획 등 총 13개 프로젝트를 선

정, 4억 6,000만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해외 프로젝트 수주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엔지니어링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시장 조사, 발

주처 방문 및 교섭, 전문가 활용, 인사초청 등의 비용

을 지원하는 해외수주교섭 지원사업도 병행되었다. 해

외수주교섭 지원 또한 3등급으로 구분해 건당 A등급 

2,000만 원, B등급 1,500만 원, C등급 1,000만 원 한

도로 세네갈 대통령궁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구축사업 

등 총 33개 프로젝트에 5억 3,800만 원을 지원했다. 

한편,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22명으로 구성된 

민간합동시장개척단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네

시아에 파견해 현지 수주활동을 펼쳤다.    

2011년에는 지원비율과 지원한도가 변경되었다.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70% 이내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대기업은 60% 이내로만 받을 수 있도록 축

소했다. 또한 타당성조사의 지원한도를 건당 A등급 

5,000만 원, B등급 4,000만 원, C등급 3,000만 원

으로 변경해 19개 프로젝트에 7억 1,900만 원을 지원

했다. 해외수주교섭 지원의 경우 지원한도를 A등급 

3,000만원, B등급 2,500만 원, C등급 2,000만원으

로 상향조정해 총 28개 프로젝트에 5억 9,940만 원

을 지원했다. 

이어 2012년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타당

성조사 지원을 위해 총 14개 프로젝트에 5억 9,500만 

원을 지급하고, 해외수주교섭 지원을 위해 총 28개 프

로젝트에 6억 3,730만 원을 지원했다. 

한편, 2009년 1월 1일부터 지식경제부 주도 하에 

협회가 사업 수행을 주관해 온 ‘엔지니어링기술진흥

에 관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산업기술연구기반구

축사업)’은 2013년 2월 28일부로 사업 기간이 종료되

었다. 이후 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엔지

니어링산업진흥 강화에 관한 산업기술혁신사업(엔지

아시아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조사단(2010년 10월 25일)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 추진 성과(2014년 10월 현재)

	 지원년도	 지원	건수	 지원	금액	

 2009 39 790,000

 2010 46 1,038,000 

 2011 47 1,318,370 

 2012 42 1,217,300 

 2013 31 1,007,640

 2014 37 1,850,000 

 합계 242 7,221,310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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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어링기술진흥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새롭게 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1차년도 사업을 추진했다. 

2013년 해외 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MP), 타당성

조사(FS), 수주교섭의 지원한도를 사업범위 구분 없이 

최고 2억원에서 최저 3천만원까지로 정했다. 지원비

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70% 이내, 대기업

은 50% 이내로 하고, 서류심사 및 프리젠테이션 평가

를 통해 프로젝트별 차등 지급했다. 그 결과 마스터플

랜 부문은 3개 프로젝트에 1억 5,850만 원, 타당성조

사 부문은 10개 프로젝트에 5억 7,520만 원, 수주교섭 

부문은 8개 프로젝트에 2억 7,390만 원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 1

차년도인 2009년부터 4차년도인 2013년까지 총 195

건의 프로젝트에 53억 7,131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

타났다. 

글로벌 게이트를 통한 해외진출 정보 제공

해외시장 진출에 관심을 가진 기업이 가장 먼저 하

는 일은 진출 국가 및 프로젝트를 정하는 일로서 규격

에 맞춰 제작된 물품은 전 세계 어디에나 쉽게 수출할 

수 있지만 수요자의 니즈에 맞춰 사업이 진행되는 엔

지니어링사업은 보다 많은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해당 국가의 경제 및 시장 현황과 전망, 비즈니스 환

경, 문화와 관습 등 기초 자료에 대한 조사부터 발주처 

및 프로젝트 정보, 관련 법령 및 제도, 설계 기준, 현지 

기업과 경쟁사 등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까지 종합

적으로 분석되어야 비로소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밑그림이 그려지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중소·중견기업에게 이러한 모든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특히 

발주기관,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관련 법령 및 제도 등 

전문 정보의 수집은 수많은 정보들을 입수하는 것 자

체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협회는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총

괄지원체계로 전략국가 해외 거점을 확보하는 글로벌

게이트 운영사업을 전개했다. 2010년 국내 거점과 해

외 거점의 설립·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12월 16일 해

외진출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어 2011년 해외 

거점 운영협약 체결(KOTRA)로 25개 국가에 해외 거

점(KOTRA KBC)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발주처 방한 초청 지원, 미니 수주단 파

견, 프로젝트 맞춤형 수주 지원, 자문 서비스 등을 추

진했다. 국내에서는 해외진출지원센터가 해외 거점 운

영 지원 및 사업관리를 전담하며 유관기관 및 업계 간

담회를 개최(3회)하고, 해외정보를 제공(홈페이지 게

재 258건, 이메일 서비스 46회)하는 역할을 맡았다.   

2012년에는 28개 국가에 거점을 마련해 정보를 수

집하고 미얀마 프로젝트 사절단 파견(4월 6일), 한-

아랍 비즈니스 포럼 개최(5월 22일), 케냐 프로젝트 

사절단 파견(9월 5일~11일), GPP(Global Project 

Plaza) 등을 통한 발주처 인사 초청(3월 21일, 10월 4

일~10월 6일) 등 현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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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지원센터의 해외정보 제공(홈페이지 게재 

258건, 이메일 서비스 46회)도 계속되었다. 2013년에

는 30개 국가에 거점을 마련한 데 이어 미얀마 양곤에 

해외 엔지니어링 특화거점 개소 및 미얀마엔지니어링

협회와 MOU 체결(11월 1일)을 완료하고, 318건의 해

외정보를 업계에 제공했다. 

이렇게 수집된 해외시장에 대한 각종 정보들은 협

회의 분석과정을 거쳐 제공되었다. 우리나라를 비롯

해 각 국가별·공정별, 기후·지형 등 엔지니어링 코

드(설계기준)가 상이하기 때문에 실제 프로젝트를 수

행하려면 해당 국가의 설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하지

만 모든 엔지니어가 영어에 능숙한 것은 아니므로 설

계작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 코드를 중심

으로 법률, 제도, 개발계획 등 각종 정보를 국문으로 

번역·제공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코드는 매우 전문적

인 자료이므로 국내 어느 기관에서도 번역본을 제공하

는 곳이 없어 엔지니어들에게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

용되고 있다. 

협회는 2010년 4개국(인도네시아, 탄자니아, 콜

롬비아, 투르크메니스탄)의 권역별 엔지니어링 코드

를 분석·제공하고, 법률, 입찰, 계약, 통계, 시장동

향, 국가정보, 기술동향 등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를 입

수·가공(번역)·자문 및 DB를 구축하여 전파했다. 

2011년에는 전략국가 6개국(가나, 미얀마, 방글라

데시, 오만, 인도, 페루)을 포함해 전체 17개국 63건

을, 2012년에는 전략국가 8개국(필리핀, 스리랑카, 태

국, 케냐, 모잠비크, 칠레, 파라과이, 파키스탄)을 포

함한 20개국 47건을, 2013년에는 엔지니어링종합정

보시스템(ETIS)을 통해 19개국 60건에 대한 엔지니어

링 코드 및 정보 분석을 마쳤다.  

이외에도 협회는 기술, 국내외 동향, 설계기준, 

법·제도 등 엔지니어링 관련 정보의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ISP/

RFP)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이에 따라 기존 

협회 홈페이지에 분산되어 있던 각종 정보와 자료들을 

재분류하고, KOTRA 해외 거점 등으로부터 입수한 시

의성 있는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정보제공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다. 

2010년 엔지니어링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전

략계획(ISP/RFP)을 수립하고, ISP 수행 결과물을 토

대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웠다. 이를 토대로 다양

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사용

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춰 2011년부터 단

계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먼저 2011년 △해외진출지원서비스(해외국가를 중

심으로 입찰, 법률, 시장, 기술정보 등 해외진출에 특

화된 정보를 제공) △기업지원서비스(애로기술지원, 

기술표준화, 리스크 관리, 기술수요조사를 엔지니어링

플랜트기술센터와 연계 운영, 구인구직 정보제공 등) 

△엔지니어링산업통계(각종 통계정보 제공 및 통계편

람·엔지니어링산업백서 온라인 열람) △지식정보서

비스(대가기준, 표준품셈, 경영분석, 임금실태, 발간

물 등 정보자료 게재 및 공유) △민원서비스(임금실

태조사, 매출액조사, 사업자 신규신고, 사업자 변경

신고, 수주실적 신고, 경력증명서, 기술자 보유증명

서 등) 등 총 5개의 주요 서비스로 포털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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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검색시스템, 대량메일 발송, 웹하드 시스

템 구축으로 수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현

하고, 11개 솔루션을 도입해 종합정보시스템 인프라

를 마련했다.

2012년에는 △계량정보분석 시스템 구축(총 14개 

대분류에 대해 총 220개를 소분류해 이에 대한 국제특

허 분석, 국가별 특허 및 논문 분석, 출원기관별 특허 

및 논문 분석 시스템 구축) △엔지니어링 사이버 도서

관 구축(협회 관련 발간물 및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공

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도서관 시스템 구축) △해

외진출지원체계 고도화(개발도상국 45개 국가별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자 지원서비스 확대(협회에서 

관리하는 기술자를 대상으로 전문분야 및 기술등급을 

보장하는 구인·구직 시스템 구축, 회원사 대상 인프

라 지원서비스 다양화, 엔지니어링 마켓 신설, 사이트 

검색엔진 개편) △업무 지원 시스템 강화(모바일홈페

이지 신규 구축, 묻고 답하기 게시판 VOC 시스템으로 

변경) 등이 추진되었다.

2013년에는 개인정보 및 DB 보호 강화와 엔지니어

링 지식정보서비스 구축을 통한 맞춤형 지식정보 제공

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종합정보시스템 전자

민원서비스 링크변경에 따른 로그인 절차 일원화 △콘

텐츠 중앙 관리 시스템 도입 △엔지니어링 사이버 아

카데미, 엔지니어링데일리 연동 △해외진출지원서비

스 확대 및 업데이트 △엔지니어링 종합정보망 통계기

능 강화 등을 완료하고 DB접근제어장치와 NAS 스토

리지를 도입해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강화시켰다.

한편, 협회는 해외 유관기관 및 발주처 공무원 등

의 유수 인사를 국내로 초청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매년 ‘엔지니어링 국제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해 왔다. 2010년에는 10월 17일

부터 19일까지 르네상스호텔에서 ‘엔지니어링의 성장 

가능성과 세계 동향’을 주제로 엔지니어링 국제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13개국에서 146명이 참가한 가운데 

Geoff French FIDIC 차기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

로 엔지니어링의 성장가능성과 세계동향에 대한 해외 

임원 강연, 엔지니어링산업의 지역별·국가별 동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강연 뿐 아니라 발주처 관계자

와의 1:1 비즈니스 미팅, 실무회의 등 해외진출의 가능

성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2011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국제 비즈니스 포럼은 ‘SOC 개발의 현재와 미래’

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FIDIC 부회장, 케냐 교통부 차

관, 필리핀 공공사업부 차관 등 12개국의 발주처 고위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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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현지 기업 임원들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160

여 명이 포럼에 참가했다. 포럼은 주요국 사회간접자

본의 개발동향, 계획 등의 발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

으며, 1:1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에 나섰다.

또한 2013년에는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

제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글로벌 엔지니어링시

장 동향 및 전망’을 주제로 국가별 개발계획, 프로젝

트를 소개하고, 국내 기업과 비즈니스 미팅 시간을 가

졌다. 이어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콘래드호텔과 63

시티에서 ‘글로벌 엔지니어링시장 동향 및 전망’을 주

제로 국제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 주요 진출유망 국가

의 프로젝트 정보를 습득했다. 포럼에는 미얀마 교통

부 차관을 비롯해 국내외 엔지니어링산업 관계자 150

여 명이 참석했다.

2014년 10월 16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국제 

비즈니스 포럼은 120여명의 참석 속에 파블로 부에노 

FIDIC 회장의 세계 엔지니어링 컨설팅 시장 동향에 대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중남미 및 동남아 엔지니어링

산업기반조성 사업 실적

 년도 연구과제명 수행기관

  엔지니어링통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통계학회

  자체품질진단 수행 및 경기실사지수 실시설계 연구 한국통계학회

 2010 엔지니어링산업 고도화전략(2차) 수립 연구 ADL

  해외 PF에서의 엔지니어링업체 역할 재정립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 인터젠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 고시안 마련을 위한 선행 연구 조달연구원

  엔지니어링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 인터젠

  엔지니어링사업 표준품셈 인가절차 방안 연구 한국조달연구원

 2011 엔지니어링산업 업역체계 선진화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엔지니어링산업 기술인력 수급동향 실태조사 선행 연구 한국통계학회

  엔지니어링산업 통계계량분석 모형·방법 개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건설 및 엔지니어링산업 인력수급 실태조사 베스트사이트

  통계작성분류기준체계 기반수립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엔지니어링산업 실태조사 심층분석을 통한 자료수집 절차와 산출방안 마련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및 기술자 경력관리제도 연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엔지니어링산업 인력수급 실태조사 포커스컴퍼니

  엔지니어링디자인리서치센터(EDRC) 구축방안 연구 서울대학교(한종훈 교수)

 

2014

 제조엔지니어링 발전방안 연구 (사)한국산업융합기술사협회

  한-중-일 FTA 협상 대응방안 연구 법무법인 진운

  중소·중견 엔지니어링기업 육성전략 연구 딜로이트컨설팅(유)

  국산 엔지니어링 SW 현황분석 및 고급·확산 전략 수립 연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엔지니어링 사이버대학 설립 및 민간 자격 마련 연구 (주)전략기술경영연구원

  기술부문에 따른 노임단가 공표분류 연구 (사)한국통계학회

  엔지니어링산업 통계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와 개선방안 연구 산업연구원(김홍석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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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현황 및 최신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외에도 엔지니어링산업 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

로 2010년 기술개발로드맵과 해외진출로드맵을 수립

하는 한편 매년 지속적으로 국내 업체의 글로벌 경쟁

력을 약화시키는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위해 정책 연구

를 수행해 나갔다. 2010년 5개 연구과제 수행을 시작

으로 2011년 5개 연구, 2012년 4개 연구, 2013년 2개 

연구, 2014년 6월 현재 7개 연구를 추진하며 엔지니어

링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도모했다.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의 산실로 부상

엔지니어링산업의 기술력 제고 및 해외수주 확대

를 위한 전제조건은 글로벌 수주역량과 기술력을 갖

춘 전문인력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협회는 선

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선진형 고급

인력 양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2010년 4월 국가경

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보고된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

에 중점추진전략으로 ‘인력양성 기반 확충’이 포함됨

에 따라 사업은 추진동력을 갖추고, 더욱 탄력을 받

기 시작했다.

2010년에는 글로벌 엔지니어 핵심역량 개발을 위

해 핵심기술 분석 및 도제식 교육 지원, 엔지니어링 

사이버 교육, 엔지니어링 글로벌 전문능력 배양교육,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수행능력 강화교육 등을 실시했

다. 먼저 해외비용 절감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

로 엔지니어링 R&D 기술분석, R&BD 사업모델 개발 

등 프로젝트 추진과정에 기술인력을 참여시켜 핵심역

량을 강화하는 핵심기술분석 및 도제식 교육과정 지

원에 나섰다. 

그 결과 △중금속 처리여재를 이용한 해외 상수 보

급 프로젝트 수행(다산컨설턴트) △중소형 스마트그

리드 융합망 설계기술(제이캐스트) △초기 해외사업 

수행 시 상업용 구글어스 모델을 이용한 설계활용 방

안(수성엔지니어링) △RD2005 소개 및 교육을 통한 

불어권 국가 수주 가능성 제고(평화엔지니어링) 등 4

개사(4건)를 지원해 총 178명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

했다.

또한 사이버 아카데미를 통해 글로벌 전문능력 배

양과정(10개 과목), 프로젝트 수행능력과정(15개 과

정), 어학과정(6개 과목)을 운영, 1,714명의 수강생을 

배출하고, 오프라인 교육과의 연계과정 추진을 위해 

온라인 콘텐츠 2과목을 개발함으로써 교육참여 여력

이 부족한 현장기술인력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시켰다. 

2010년 6월 4일에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및 인

국제 비즈니스 포 1월 29~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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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양성사업 업무협력을 목적으로 삼성SDS와 MOU를 

체결했다.

특히 협회는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의 주요 추진

과제 중 ‘국제인증자격자 양성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

련하고자 해외시장에서 통용 가능한 국제인증자격자 

배출에 초점을 맞춰 글로벌 전문능력 배양교육을 추

진해 나갔다. 해당 교육은 국제계약 실무와 해외 프로

젝트 실무, 국제인증자격교육, 3D모델러 양성 등 실

무 중심의 4개 과정을 개설·운영해 606명의 수료자

를 배출했다. 국제인증자격자 양성 확대를 위해 2010

년 9월 10일 FIDIC과 국제인증교육 MOU를 체결한 

데 이어 12월 16일 RICS KOREA와 QS(사업예산관리 

전문가) 인력양성시스템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

다. 이로써 국제기관 연계를 통한 협동 인증교육을 추

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공학실무과정의 기술 융·복합 응용교육을 비

롯해 사업수행능력평가 가점 및 공무원 교육가점과 연

계한 지방순회교육, 발주자 초청교육 등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수행능력 강화교육을 실시, 971명이 교육을 

수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 현장맞춤형 우수인력 확충 사업의 일환으

로 이공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산·학 연계를 통한 

엔지니어링 국내 인턴과정을 지원하고, 현장 재직인력

을 대상으로 해외 현장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그 

결과 국내 41개사에서 101명이 인턴쉽을 마쳤으며, 3

명이 해외 선진국 엔지니어링기업 현장 3개국(뉴질랜

드·네덜란드·오스트리아)에 각각 6개월 간 파견되

어 연수를 받았다.

2009년 1월 1일부터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과 함

께 지식경제부 총괄, 협회 주관기관으로 추진되어 온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

성)’은 2011년 1월 1일부로 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국가인적자

원개발컨소시엄사업 주관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새롭

게 사업을 개시했다. 

먼저 사업 1차년도인 2011년에는 국제협동(인증) 

교육을 새롭게 개설하며 협회 교육과정의 공신력과 

실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FIDIC-KENCA 인증강

사 육성과정과 RICS-KENCA 협동 QS 실무과정을 

개설해 각각 23명과 64명이 과정을 수료했다. 특히 

FIDIC-KENCA 인증강사 육성과정을 통해 국내 최초

로 국제표준계약관리전문가인 FIDIC 국제인증강사를 

3명 배출하는 결실을 거뒀다. 이로써 한국인 FIDIC 인

증강사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국제표준계약에 대한 강

의를 펼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제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교육

(Claim Clauses in FIDIC Contracts, 2014년 9월 17~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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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고 전문가 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협회는 11월 12일 배출한 FIDIC 인증강사 3명

과 강사협약 체결을 완료했다.

국제협동(인증) 교육과 함께 해외진출에 필요한 글

로벌 엔지니어링 전문인력의 공급 확대를 위해 해외

자격자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Pre-PMP(사업관리 

전문가) 입문과정 △PMP(사업관리 전문가) 양성과정 

△Pre-CPE(플랜트 전문가) 입문과정 △CPE(플랜트 

전문가) 양성과정 △QS(사업예산관리 전문가) 양성과

정(200H) 등 5개 과정을 개설, 522명의 수료자를 배

출했다. 이 중 RICS 협동과정인 QS 양성과정은 세계 

최초로 재직자 대상 과정을 국내 개설한 것으로, 영국 

RICS에서 재직자 교육과정을 정규개설하게 되었다. 

또한 2011년 11월 CPE양성과정은 76명이, PMP 양성

과정은 17명이 자격을 취득해 해외시장에서 필요한 전

문가 공급 확대에 기여했다.

한편, 국제계약, 해외 프로젝트 제안서 작성 등 해

외사업 수행 시 필요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재직자 

현장 맞춤형 재교육을 온·오프라인에서 실시했다. 사

이버 아카데미 과정은 교육참가 여력이 부족한 재직자

를 위해 온라인 연계과정을 확대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재구축, 온라인 콘텐츠 개발 등 재직 수강

자의 눈높이에 맞추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33

개 과목을 개설·운영하고 온라인 콘텐츠 2과목을 신

규 개발, 2,038명이 수강(533명 수료)하는 성과를 거

뒀다. 이외에 △국제계약실무과정 △국제계약실무심

화과정 △해외 프로젝트 실무과정 △해외 프로젝트 실

무과정(해외강사 초청) △3D모델러 양성과정 △엔지

니어링기술 융·복합 응용과정 등 6개의 교육과정을 

진행해 692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2012년에는 해외사업 추진 단계별 선진국 수준의 

전문역량을 갖춘 다양한 컨설팅 엔지니어링 분야의 국

제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최종 성과품의 

품질과 수익성을 좌우하는 사업기획, 사업비 산출·예

측리스크 및 클레임관리, 사업관리 등 컨설팅 엔지니

어 직무분야의 전문성 및 경험부족으로 국제경쟁력이 

취약해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먼저 엔지니어링 국제전문가 양성교육은 국제기관 

연계를 통한 협동 인증교육으로 △FIDIC 국제표준 계

약관리 전문가 양성과정(장기) △FIDIC 국제표준 계

약관리 심화과정(단기)-4개 과정 △PMP 양성과정 

△CPE 양성과정 △QS 양성과정(장기) 등 8개 과정을 

운영해 565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특히 FIDIC 인증강사 예비후보자 5명은 FIDIC 집
엔지니어링 사이버 아카데미(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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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국내 SOC 수주 감소로 해외시장 진출에 

전사적으로 임하고 있는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에게 컨설팅 엔지니어의 역량 강화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최종 성

과품의 품질과 수익성을 좌우하는 사업기

획, 사업비 산출·예측리스크 및 클레임관

리, 사업관리 등 컨설팅 엔지니어 직무분

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해 해외진출이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2010년 9월 FIDIC과 국

제인증교육 MOU를 체결한 데에 이어 12월 

16일 RICS와 QS 인력양성 시스템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 세계 최고 수준의 컨설

팅 엔지니어를 국내에서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제기관과의 협력을 토대로 2011년부터 국제협동(인증) 교육과정을 개설해 FIDIC-KENCA 인증강사 육

성과정과 RICS-KENCA 협동 QS 실무과정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FIDIC-KENCA 인증강

사 육성과정을 통해 국제표준계약관리전문가인 FIDIC 국제인증강사 3명을 국내 최초로 배출하는 결실

을 거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2년에는 5명이 추가로 인증을 받으면서 2년 동안 무려 8명의 FIDIC 

국제인증강사가 대거 배출되었다. 이는 그동안 엔지니어링 컨설팅 업무를 선진국에 의존해 왔던 구조

에서 벗어나 국내에도 본격적으로 컨설팅 엔지니어의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FIDIC 국제인증강사 배출을 통해 국제전문가 양성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협회는 FIDIC 인증강사 뿐 아니

라 QS, PMP, CPE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컨설팅 엔지니어링 분야의 국제전문가를 육성하며 국내 

엔지니어링업계에 희망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  QS(Quantity Surveyor) : 영국 왕립서베이협회(RICS) 공인 사업예산관리 전문가 자격 

※  PMP(Project Management Professional) : 미국 PMI(Project Management Institute, 프로젝트관리 분야의 세계적인 비영

리협회) 공인 사업관리전문가 자격 

※ CPE(Certified Plant Engineer) : 미국 AFE(Association for Facilities Engineering, 설비공학회) 공인 플랜트전문가 자격 

컨설팅 엔지니어 시대의 개막, 국내 최초 FIDIC 인증강사 배출

FIDIC 국제인증강사 인증서 수여식(2011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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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원이 FIDIC 국제인증강사

로 인증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2011년 3명에 2012년 5명이 추가되어 2년 동안 8명의 

FIDIC 국제인증강사가 대거 배출되었다. 협회는 8명

을 FIDIC 계약관련 한국어 과정에 강사로 투입해 활용

하는 한편, FIDIC 국제표준 계약관리 전문가 양성(장

기과정) 수료자 중 역량 있는 이들을 강사로 투입, 적

극 활용함으로써 전문가 인력 Pool을 확대해 나갔다.

엔지니어링 실무역량 강화교육은 △Pre-PMP 입

문과정 △Post-PMP 고급과정-2개 과정 △Pre-

CPE 입문과정-2개 과정 △국제계약실무(한국어)과

정-9개 과정 △해외 프로젝트 실무과정-4개 과정 

△QS 실무과정(단기)-4개 과정 △3D모델러 양성과

정-5개 과정 △엔지니어링기술 융·복합 응용과정-6

개 과정 등 33개 과정으로 확대되었다. 교육과정 운영 

결과 1,309명이 과정을 수료했다.

이외에 엔지니어링 기초입문 교육은 사이버 아카데

미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시행되었다. 전년도에 운영했

던 35개 과정을 컨텐츠 운영규칙 변경에 따라 8개 과

정으로 재편성하여 개설했으며, 1,007명이 수료했다. 

한편, 협회는 보다 안정적인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을 위해 2011년 LMS·LCMS 운영이 가능한 기본시

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2012년에는 서버 이중화 구성

을 통해 내부시스템을 강화하고, DB 보안 및 백업시스

템을 신규 구성해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했다.

2013년 엔지니어링 국제전문가 양성교육과 엔지

니어링 실무역량 강화교육의 과정은 보다 확대·개설

되었다. 엔지니어링 국제전문가 양성교육은 전년도보

다 4개 과정을 추가해 △FIDIC 국제표준 계약관리 전

문가 양성과정(장기) △FIDIC 국제표준계약관리 심

화과정(단기)-6개 과정 △엔지니어링 해외프로젝트 

파이낸싱(P/F)실무과정-2개 과정 △PMP 양성과정 

△CPE양성과정 △QS 양성과정(장기) 등 12개 과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708명의 국제전문가를 육성한 가운

데 QS 양성과정을 통해 QS 자격자 1명을 배출했다.

엔지니어링 실무역량 강화교육의 경우 전년 대

비 5개 과정이 추가되어 38개 과정으로 개설되었다. 

△Pre-PMP 기본과정 △Post-PMP 고급과정-2개 

과정 △Pre-CPE 입문과정-2개 과정 △CPE 고급과

정 △국제계약실무(한국어)과정-11개 과정 △해외프

로젝트 실무과정-2개 과정 △해외수주 실무과정-3개 

과정 △QS 실무과정(단기)-4개 과정 △3D모델러 양

성과정-6개 과정 △엔지니어링기술 융·복합 응용과

정-6개 과정 등을 실시, 2,207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엔지니어링 기초입문 교육은 원격교육으로 8개 과정

을 운영해 1,258명에게 이론 중심의 기초입문 교육 기

회를 제공했다.

한편, 협회는 2013년 6월 20일 한국농어촌공사 인

재개발원에서 교육수료자, 강사, 각 기업 교육담당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하고, 8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3회에 걸쳐 협약체결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업계의 의견을 수

렴,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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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도출된 안전취약 요인

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환경개선지원사업을 전개해 30

개 기관을 선정,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환경개선 비용

의 50%, 최대 4,000만 원까지 평가점수에 따라 구분

한 3등급으로 차등 지원(A등급 2개 기관 신청금액 전

액, B등급 11개 기관 15% 삭감, C등급 17개 기관 25% 

삭감)되었다. 

이외에도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

조사반을 운영해 연구실 사고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한 

결과 6건이 보고되었고, 중대사고 현장조사를 1회 실

시했다. 연구활동 종사자와 안전관리자용으로 구분해 

연구실 안전관리 핸드북을 제작하고, 연구실 안전교육

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연구활동 종사자를 위해 

영문판 핸드북을 제작, 보급함으로써 관련자들에게 실

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2011년에는 상반기 50개 기관, 하반기 54개 기관

에 대한 법 이행사항 현장점검을 완료하고, 점검결과

를 분석해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정밀안전진단 지원

에는 88개 기관을 선정해 3등급으로 차등 지급(A등급 

35개 기관 신청금액 전액, B등급 28개 기관 3% 삭감, 

C등급 25개 기관6% 삭감)되었다. 지원한도는 정밀안

전진단 비용의 50%, 최대 2,000만 원으로 조정해 기

관의 대응투자 비율을 올리고, 지원 대상기관의 수도 

늘리는 효과를 유도했다.

안전환경개선지원에는 45개 기관을 선정해 차등 

지원(A등급 100% 미만, B등급 10% 삭감, C등급 20% 

삭감)했다. 전년도에 이어 사고조사반 운영으로 매일 

모니터링한 결과 9건이 보고되었고, 폭발사고 현장조

6절. 연구실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다

사고조사반 상시 모니터링 실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이룩한 과학기술의 발

전은 이렇다 할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성장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외형적인 성장에 비해 연

구활동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미흡하다. 안

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할 경우 참담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협회는 2006년부터 교육과학기

술부와 함께 다양한 연구실 안전 관련 사업들을 전개

해 왔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안전

환경기반구축사업을 안전환경조성사업으로 명칭을 변

경하고, 사업을 수행할 주관기관으로 협회를 재선정

(2010년 3월 5일 공고)했다. 협회가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진일보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협회는 2010년

부터 내실화·효율화에 주력하며 새롭게 사업을 추진

하기 시작했다.

먼저 2010년에는 주요 추진사항인 법 이행사항 지

도점검에 나서 20개 전문대학 특별점검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69개 기관을 선정해 정밀안전진단 비용의 

75%, 최대 2,000만 원까지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로 

3등급을 구분해 차등 지원(A등급 23개 기관 신청금

액 전액, B등급 23개 기관 8% 삭감, C등급 23개 기관 

16%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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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2회에 걸쳐 실시했다. 이뿐 아니라 2007년부터 

실시한 지도점검 기관의 사고사례와 매일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사고사례 50건을 분석해 사례집을 발간

하고,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적인 사고사례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보

급했다.

2012년 현장점검은 상반기 59개 기관, 하반기 54

개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마쳤다. 이 중 취약기관 10

개 기관은 이듬해 1월 재점검을 실시해 안전 저해 요

인을 제거하고자 했다. 또한 정밀안전진단은 전년도와 

동일한 지원한도로 91개 기관을 선정해 90개 기관(1개 

기관 협약취소)의 지원을 완료했다. 종전 3등급 규모

에서 2012년에는 4등급(A등급 12개 기관 신청금액 전

액, B등급 27개 기관 8% 삭감, C등급 28개 기관 15% 

삭감, D등급 20% 삭감)으로 나눠 차등 지원했다. 안

전환경개선지원의 경우 4등급(A등급 5개 기관 100% 

미만, B등급 12개 기관 20% 삭감, C등급 14개 기관 

40% 삭감, D등급 14개 기관 45% 삭감)으로 구분해 

45개 기관 중 44개 기관(1개 기관 협약취소)의 지원을 

완료했다. 사고조사반 운영 사업은 모니터링 결과 35

건이 보고되었고, 폭발사고와 화재사고 현장조사 2회

를 실시했다. 특히 2012년 12월에는 해외 연구실 안전

관리 현장방문단이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 선진 연구

기관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펼쳤다. 이밖에 안전관리지

원시스템 사용설명서를 1,200부 제작, 배포함으로써 

관리 노하우를 공유했다.

실험실 안전 방송 프로그램 제작·방영

과학기술인을 비롯해 국민 모두가 연구실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을 다채롭게 전개했다.

먼저 2010년 연구실 안전을 주제로 전파력이 높은 

공중파 방송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해 관심을 유도했

다. 프로그램 성격을 고려해 KBS 과학카페 ‘과학강국

의 꿈, 실험실 안전을 지켜라’편을 제작, 11월 15일 방

송했다. 

또한 안전지원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계간지로 연 4회 ‘연구실안전 뉴스레터’를 발간, 

안전환경개선 세부지원 내용

• 일반 :  안전수칙·안전보건표지판, 비상조치상황판(비상

연락망, 행동요령, 대피도 등), 폐액분류보관 라벨, 

화학약품부착 라벨 등 제작

• 기계/전기 :  방호장치설치(방호울, 방호덮개, 방호가드 등), 

과부하차단 및 접지기능 콘센트 교체

• 화학/가스 :  비상샤워, 아이워셔 시설, 화학약품 전도방지 

안전가드, 화학약품/가스용기전용 보관 캐비

닛, 가스용기전도방지장치 등 설치, 폐액용기

(보관함) 구입, 가스누출감지경보장치 설치

• 보건/위생 :  흄후드,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정비, 구급약품 

및 보관함, 개인보호구 및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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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호 1,000부씩 배포하고, e-book으로 제작해 연구

실안전정보망에 게재했다. 안전관리자 간의 원활한 의

사소통과 신속한 정보 습득을 위해 연구실안전정보망 

유지보수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온라인 교

육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사이트 맵 재구성, 법 

이행사항 보고 시스템 개선, 메일링 서비스, 뉴스레터 

전자북 탑재 등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펼쳤다.

이외에도 권역별로 대학을 선정해 안전캠페인(사고

사례 사진 전시, 리플릿 배포), 연구활동 종사자 특강, 

안전관리자 컨퍼런스, 연구책임자 대상 특강 등을 실

시하는 대학안전주간행사를 진행했다. 수도권(서울과

학기술대학교), 충청권(순천향대학교), 영남권(신라대

학교), 호남권(동신대학교) 등 4개 권역별로 대학캠페

인을 전개하는 한편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전국, 대

구·경북지역 등 지역별 안전관리자 대상 간담회를 5

회에 걸쳐 실시했다.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KBS 과학카페 ‘실험

실 안전, 과학을 위

한 과학’편을 제작

해 8월 22일 방영했

으며, 연구실 안전

에 대한 기본지식부

터 고급지식까지 다

양한 수준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

(분야별 총 12차시), 

보급함으로써 안전

관리 수준의 상향평

준화를 꾀했다. 또한 4회에 걸쳐 뉴스레터를 발간해 

봄·여름호는 호별 1,000부를, 가을·겨울호는 호별 

1,050부를 배포하고,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인프라 보

완, 권역별 안전지원센터방 개설, 안전관리지원시스

템 구축 및 탑재 등 연구실안전정보망의 활성화를 추

진했다.

2012년에는 뉴스레터를 계간지로 4회 발간하고, 

봄·여름호는 호별 1,050부를, 가을·겨울호는 배포

처에 기업부설연구소 679기관을 포함시킴에 따라 호

별 1,750부 발행으로 확대했다. 연구실안전정보망 운

영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노출방지 필터링 시스템을 도

입해 사용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화 통합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홈페이지의 

메뉴체계를 사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

이밖에도 협회는 연구실 안전환경 워크숍을 매년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워크숍은 유공자 포상과 공모

전 시상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2010년 11월 24

일 제4회 워크숍에서는 총 22명이, 2011년 11월 22일 
연구실안전 뉴스레터(2011년 봄호)

제6회 연구실 안전환경 워크숍(2012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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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워크숍에서는 총 31명이, 2012년 11월 20일 열

린 제6회 워크숍에서는 총 3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

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사업으로 수행해 온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사업이 2013년 2월 28일부로 종

료됨에 따라 협회는 정관의 사업에서 ‘엔지니어링기술

자 등의 안전을 위한 연구실 안전교육·훈련’을 삭제

하고 사업을 마감했다.

7절. 능동적 조직문화를 창달하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가시화

컴퓨터와 통신의 발달로 정보의 처리와 전달이 신

속해지고, 누구나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고

도정보화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협회는 지속적으로 전

산화 사업을 추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했

다. 전산화 사업은 인터넷 전용선 유지관리,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도입, 신규 전산소프트웨어 개발,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2010년에는 사이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

터넷 전용선, 단문전송 문자메시지, 전자지불결제 등

을 관리하고, 협회 인터넷, 사이버교육시스템, 연구실

안전정보망 인터넷 전용선 통합작업을 추진했다. 또한 

7월 통합전표 시스템 구축, 경력관리 회비 전산화, 영

수증 발급시스템 개선 등을 완료하고, 11월에는 일반

KENCA 영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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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국토해양부 계약실적 통보시스템 구축 등 사이

버민원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민원서비스를 제

고했다.

2013년에는 업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고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민원 및 

KENCA기술정보시스템 등 신고업무 관련 시스템 유

지보수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준공실적관리 

및 현황 조회와 협의회 재구성 및 현황 조회를 구현하

고, 온라인발급 서비스 개선 및 접수시스템 구축(2013

년 6월 13일~2014년 2월 28일)을 추진했다.

특히 2013년 12월에는 온라인신고 시스템 구축이 

가시화되었다. 온라인신고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방

문, 우편 신고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구비서류 생

략으로 처리시간이 단축되어 엔지니어링산업 전반에 

걸친 경제적 절감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협회는 12

월 온라인신고 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하

고 2015년 4월까지 △주전산기 등 운영장비 도입 △

회비부과 및 납부확인체계 개선 △행정정보공동이용

현황 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과 함께 전자문서화 시스

템을 개선했다. 협회의 세계적 위상 제고로 해외 접속

자가 급증함에 따라 4월부터 영문홈페이지 개편 작업

을 추진해 이듬해 2월, 이용자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

된 영문홈페이지를 선보였다.

2011년에는 내부 인력의 증원으로 증가된 네트워

크 커넥션 운영과 과부하 해소를 위해 백본 스위치 신

규 도입, 노후장비 교체 등 네트워크 고도화가 추진되

었다. 특히 12월 15일에는 기존 전산실의 여유 공간의 

부족으로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신규장비 

도입에 어려움이 있어 회관 4층 교육원 내로 전산실을 

이전하고, 신규전산실 개소식을 가졌다.

한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 결과 2월 1일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5월 1일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시스템 구축, 11월 1일 경과조치 후 강제전

환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2012년에는 협회 운영에 필요한 전산장비 도입, 전

산시스템 유지보수 등과 함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회원사·기술자·발주청 서

비스 강화를 위해 신규 소프트웨어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및 영업정지 관리시스템 구축 △엔지니어링기술자 통

계정보 및 경력사항 발주청 제공 시스템 구축 △사업

자현황 조회 서비스 강화 및 발급, 통보시스템 구축 △

도로명, 지번 주소 병행 및 2013년 강제시행에 따른 

시스템 구축 △엔지니어링사업자 온라인신고 및 처리

결과 통보시스템 구축 △사이버 민원 및 발주청 홈페 회원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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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구축 △온라인신고 및 접수시스템 구축 △공인전

자문서관리체계 구축 △KENCA기술정보시스템 웹환

경 개편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데이터베이스 암

호화 체계 구축 △ERP, 인사, 급여 패키지 도입 및 적

용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및 적용 △콜센터시스템 구

축 △기타 세부사항 컨설팅 보고서 제공 등 사업을 추

진하기로 했다.

라디오 광고 제작 등 대외홍보 강화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 마련, FIDIC 2012 서울 

컨퍼런스 개최 등 엔지니어링업계와 협회를 둘러싼 대

내외 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협회는 언론홍보 

콘텐츠를 확대하며 대외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2010년에는 홍보대행사((주)스트래티직마케팅)를 

활용해 전문성을 더하고, 업계 및 유관기관의 홍보 연

계를 강화했다. 2010년 보도실적은 총 271건(보도자

료 229건, 기획기사 15건, 기고 5건, 인터뷰 13건, 방

송 9건)으로, 광고협조는 총 10건을 기록했다. 이뿐 아

니라 과학의 날 행사, 엔지니어링기술 분류체계 공청

회,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행사 등 주요 행사의 지원과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대중

적인 인식을 확대하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1월 23일 ㈜동아일보사와 MOU를 체결, 엔지니어링 

분야의 방송미디어 사업을 위한 협력을 합의했다.

2011년 보도실적은 총 165건(보도자료 150건, 기

획기사 1건, 기고 9건, 인터뷰 5건), 광고협조는 총 12

건이며, 특히 6월 협

회 전문기자를 채용

해 언론홍보 활동을 

강화했다. 2011년 5

월 12일에는 지식

경제부 출입기자단

을 대상으로 간담회

를 개최해 엔지니어

링의 개념과 중요성 

등 국가산업의 성장

동력으로서 엔지니

어링산업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6월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홍보워

크숍을 개최, 언론매체 및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엔지

니어링산업의 대중화와 효과적인 산업 홍보방안을 모

색했다. 2012년 대외홍보는 정책 및 제도, 협회 활동, 

주요 행사 등에 대한 언론홍보 콘텐츠를 확대·강화하

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총 237건(보도자료 202건, 

기획기사 21건, 기고 4건, 인터뷰 10건)의 보도실적

을 달성했는데, 특히 KBS·MBC·SBS 등 다수의 방

송매체에 출연·방영한 것은 물론 동아일보·중앙일

보·문화일보·한국일보·연합뉴스 등 국내 대표 일

간지에 보도됨으로써 엔지니어링산업 대중화에 한 걸

음 다가설 수 있었다.

또한 언론매체 15개사에 광고협조를 받는 한편, 2

회에 걸쳐 기자간담회(지식경제부 출입기자, 전문지 

출입기자)를 개최해 관심을 유도했다. 이외에도 건설

품질경영대상·국토일보 한마음축구대회 후원, MBN 

홍보브로셔(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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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포럼 참가, FIDIC 2012 서울 컨퍼런스 프레

스룸 운영 및 기자 브리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

동을 전개해 나갔다.

2013년 역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엔지니어링산

업의 현황과 협회를 언론에 노출시키며 대중의 관심을 

더욱 고조시켰다. 보도실적은 총 296건(보도자료 290

건, 기획기사 1건, 기고 2건, 인터뷰 4건)에 달했고 9

개사의 광고협조를 기록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출입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무엇보다 지난해에 이어 각

종 중앙 일간지에 보도되었던 것은 물론, 아시아 최초

로 FIDIC 차기회장에 이재완 회장이 선정되면서 KBS 

인터뷰 방송을 비롯해 각종 언론에 대서특필하는 성과

를 창출할 수 있었다.

한편 협회는 온·오프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

양하고 효과적인 홍보매체를 제작해 홍보활동의 극

대화를 꾀하고, 엔지니어링산업의 대중화를 이끌었

다. 2010년 4월 9일 영문 홍보브로셔 총 500부와 7

월 22일 국문 홍보브로셔 총 2,000부를 제작했다. 더

불어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Weekly’s HOT, KENCA News&Notice, Business 

Today, 입찰정보, 구인정보의 콘텐츠로 웹진을 제작

해 주1회 8000여 곳에 이메일을 발송했다. 특히 라디

오광고를 제작해 라디오 청취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인 

오후 12시에서 2시 사이, 직장인 청취자를 위한 퇴근

시간대의 프로그램에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

안 1일 3회 송출했다. 이듬해에도 새로운 카피의 라디

오광고를 제작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출·퇴근시

간대 프로그램 4개에 1일 1회씩 송출함으로써 엔지니

어링산업과 협회의 위상을 제고시켰다.

 이와 더불어 홍보집을 제작·배포하고, 종전의 웹

라디오 광고 실적(2010년 11월/2011년 10월)  

 구분 매체 프로그램 방송시간 송출기간

라디오 광고카피(2010년) 라디오 광고카피(2011년)

 1 MBC-FM 2시의 취재현장과 2시 만세 사이 14:19 2010년 11월 1~30일

 2 MBC-FM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3부와 4부 사이 19:39 2010년 11월 1~30일 

 3 MBC-FM 윤도현 2시의 데이트 1부와 2부 사이 14:29 2010년 11월 1~30일

 4 MBC-AM 세계 그리고 우리는 1부 전 17:59 2011년 10월 1~31일

 5 MBC-FM 오늘아침 장윤주 2부 전 09:29 2011년 10월 1~31일

 6 MBC-FM 노홍철 친한친구 4부 전 21:29 2011년 10월 1~31일

 7 CBS-AM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전 07:59 2011년 10월 1~31일

 남)  무인도에서도 TV를 보고 싶다는 선영이의 생각

 여)  부산 고향친구를 반나절 만에 보고 오고 싶다는 영호씨의 생각

 남)  바다 건너 할머니 댁을 자동차로 가고 싶다는 수진씨의 생각

 여) 생각을 생활로 만드는 고도의 기술서비스

    엔지니어링은 인류의 행복, 세상의 가치를 창조합니다

 징글) 엔지니어링

 NA)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남) 너의 길은 어디든 한달음에 도착할 거야

 남)  너의 땅은 에너지 걱정이 없을 거야

 남) 너의 하늘은 더 편안할 거야

 NA) 놀라운 변화가 계속되는 세상

 NA) 엔지니어링기술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NA)    한국엔지니어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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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힘찬 날갯짓이 시작되다

진을 엔지니어링뉴스레터로 명칭과 형태를 변경해 주 

1회 1만 6,000여 곳에 이메일을 발송했다. 특히 협회 

전문기자 활용으로 일부 기사를 자체 생산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였으며, 엔지니어링업계의 의견제시 등 커

뮤니케이션 기능을 강화했다.

이밖에 협회는 엔지니어링 관련 정보제공과 대외홍

보를 목적으로 엔지니어링지를 발간해 회원사와 주요 

발주처, 국회와 정부 유관부처 등에 배포해 왔다. 엔

지니어링지는 내실 있는 정보와 다양한 업계의 소식을 

담아내며 회원사와 엔지니어들에게 꼭 필요한 전문지

로서 큰 사랑을 받았다.

엔지니어링지는 E&C Focus/PEOPLE/SPECIAL 

THEME/GLOBAL ISSUE/해외 프로젝트 사례/IS-

SUE/회원사 탐방/POLICY FOCUS/회원사·유관

기관 소식/KENCA NEWS/GLOBAL NEWS/NEW 

MEMBERS/CULTURE TOWN/STATISTICS 등의 

콘텐츠로 구성해 80페이지 볼륨으로 제작되었다.

격월간지로서 2010년에는 총 5회를 발간해 매호 

4,000부씩 배포하고, 2011년에는 총 6회를 발간, 

회원사 증가에 따라 발행부수를 500부 확대해 매호 

4,500부를 배포했다.

엔지니어링지가 국내에서 엔지니어링에 대한 인식

을 제고시켰다면, 영문 뉴스레터(KENCA Bulletin)는 

해외 유관기관들에게 한국의 엔지니어링을 알리고 위

상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했다. 2010년 계간으로 4회

를 발간, 총 400부를 인쇄한 데 이어 2011년에는 상반

기호와 하반기호로 2회를 발간해 총 400부를 인쇄했

다. 영문 뉴스레터는 인쇄본과 함께 전자파일(PDF)을 

제작해 400여 곳의 해외 유관기관에 발송했다. 엔지니

어링지와 영문 뉴스레터의 제작은 홍보위원회의 주도 

아래 산업정보컨설팅이 발간업무를 수행했다.

한편, 시장정보, 법령 정보 등 대내외적 정책·사

업환경 변화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신규 정보매체 제

작을 결정하고, 2012년 온라인일간지 ‘엔지니어링데

일리’를 새롭게 창간했다. 이에 따라 1987년부터 ‘엔지

니어링’이라는 제호로 협회와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던 엔지니어링지는 통권 209호(2011년 11·12월호)

를 마지막으로 종간되었다. 영문 뉴스레터 또한 2011

년 하반기호를 끝으로 제작을 마감했다.

협의회·지회 재구성 및 지원 지속

협회는 기술부문별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각 협의

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워크숍, 기술세미나, 간담회 등

에 대해 예산 및 행정업무를 지원해 왔다.

2010년에는 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총 4회 개최와 

함께 각 협의회별 워크숍 및 간담회 총 12회(건설 7회, 

산업설비 1회, 정보통신 2회, 환경 2회)를 지원했다. 

특히 협회는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일정으로 필

리핀 마닐라를 방문하는 ‘기술협의회·지회 해외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협의회장, 지회장, 협회 임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DPWH, EEI, HAL-

CROW, EDCOP, 한진중공업 등 5개 기관을 방문하

고, 2개 기관을 접견함으로써 필리핀의 산업·분야별 

프로젝트 추진현황, 현지 시장규모, 한국 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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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협력방안, 주요 프로젝트 실적, 향후 경영전략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1년에는 총 5회에 걸쳐 개최된 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와 총 8회의 협의회별 워크숍 및 간담회(건설 2

회, 산업설비 1회, 설비구조 1회, 농어업토목 1회, 정보

통신 2회, 환경 1회)를 지원했다. 또한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4박 5일 동안 협의회·지회 해외방문 프로

그램으로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링산업 현황조사를 위

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했다. 협의회장, 지회

장, 협회 임원 등 25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인도네시

아의 5대 국영건설사로 꼽히는 PT. Hutama Karya

와 국영컨설팅기업인 PT. Yodya Karya, INKINDO(

인도네시아엔지니어링협회), MOT(인도네시아 교통

부), 수출입은행 인도네시아지사, 대우엔지니어링 등 

현지 주요 엔지니어링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을 만나 

논의를 진행했다.

2012년 또한 협의회 회장단 간담회 총 4회 개최와 

협의회별 워크숍 및 간담회 15회(건설 4회, 산업설비 

1회, 지반자원 1회, 전기 2회, 설비구조 1회, 농어업토

목 2회, 정보통신 3회, 환경 1회)를 지원하며 협의회의 

활성화를 유도했다.

한편, 2011년 5월부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

령 별표1(엔지니어링기술) 개정 시행으로 종전 15개 기

술부문 93개 전문분야에서 15개 기술부문(섬유 부문 

삭제, 설비 부문 신설) 48개 전문분야로 변경됨에 따

라 협의회 구성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협

회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상 기술부문을 중심

으로 엔지니어링활동의 유사성과 기술적 연관성 △엔

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의 관련성, 사업영위를 위한 기

술부문별 관련법령 현황 및 정부부처에 대한 협의회 

중심의 적절한 대응 △협의회별 회원사 규모(5% 이

하의 소규모 지양) 등을 고려해 2013년 8월 28일(제5

차 이사회 의결), 종전 9개 협의회를 6개 협의회로 재

구성했다. 

협의회가 재구성됨에 따라 기존의 9개 협의회는 

2013년 10월 31일자로 일괄 해산되었다. 이후 재구성

된 6개 협의회별로 11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협의회장 및 임원진을 선출했다. 협회는 창립총회 개

최를 지원하는 한편 협의회장 간담회와 두 차례의 협

의회장·지회장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협의회별 워크숍 및 간담회 10회(건설 2회, 환

경 2회, 전기 1회, 농어업토목 1회, 지반자원 1회, 전자

정보통신 1회, 설비 1회, 플랜트 1회)를 지원했으며, 해

외 유관기관 및 프로젝트 현장탐방을 진행했다. 협의

회장, 지회장 등 24명의 방문단은 10월 27일부터 30

일까지 대만을 방문해 고속철도 C280, TFC 101타워

를 탐방하고, 대만 KOTRA 무역관, 삼성물산 현지 지건설협의회 워크숍(2010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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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대만 2위 엔지니어링업체인 SINOTECH(사이노

텍), 타이완엔지니어링협회(CAEC)를 방문해 협력관

계를 공고히 다지고 돌아왔다.

협의회 뿐 아니라 지역 회원사의 동반성장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회 지원 사업도 함께 

전개했다. 지회 지원 사업은 지회장 간담회 개최와 지

회 지원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2010년 지회장 간담회 3회 및 워크숍 1회, 2011년 지

회장 간담회 5회, 2012년 지회장 간담회 4회 및 워크

숍 1회, 2013년 지회장 간담회 1회 및 협의회장·지회

장 합동 간담회 2회를 지원했다.  

특히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른 엔지

니어링사업자 재신고 이후 회원사에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지회별 현황을 고려한 합리적 지회 재구성이 필

요하게 되었다. 이에 협회는 모든 지자체별 지회 설치

를 고려하되 협회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여력을 감안

협의회장·지회장 합동 간담회(2012년)

협의회 재구성

재구성

 협의회 구성원 회원사

당초

협의회

 

플랜트

 • 기계(일반산업기계, 차량, 용접, 금형) • 선박(조선) • 항공우주(항공) 

258개사   • 금속(금속) • 화학(화공) • 원자력(원자력·방사선 관리, 비파괴검사)  

(7.6%)  • 산업(생산관리, 포장·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가스, 섬유, 나노융합, 

     체계공학,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설비 • 설비(설비) • 전기(전기설비) • 산업(소방·방재)

 256개사  

   (7.5%) 

 정보통신 • 정보통신(정보통신, 정보관리, 철도신호) • 전기(전기전자응용)
 618개사  

   (18.1%) 

 
건설

 • 건설(도로·공항, 항만·해안, 철도, 교통,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1,892개사

      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측량·지적, 품질시험) (55.6%) 

 
농림 • 농림(농림, 시설원예)

 245개사  

   (7.2%) 

 
환경자원

 • 환경(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138개사

  • 광업(자원관리, 광해방지) • 해양·수산(해양) (4.0%) 

응용이학

산업설비

설비구조

전기

전자정보통신

건설

농어업토목

지반자원

환경

※ 회원사 구성비는 2013년 2월 28일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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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일부 지회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3년 8월 

28일(제5차 이사회 의결), 종전 14개 지회를 11개의 지

회로 재구성했다. 

회원사의 규모, 지역적 특성, 지리적 인접성을 고

려한 결과 활동이 저조한 경기지회는 인천지회와 통

합하는 한편 회원사가 극소수인 지회(광주, 대구, 세

종, 울산, 제주)는 인근 지회에 통합했다. 특히 지역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친목도모를 위해 서울지회를 신

설했다. 

지회 재구성에 따라 통·폐합된 경기, 인천, 충남, 

경북, 대구, 경남, 울산, 전남, 광주지회는 2013년 10

월 31일자로 해산되었다. 이후 재구성된 11개 지회는 

11월 지회별로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지회장을 선출

했다. 협회는 총회 개최를 지원하고, 지역 회원 간 친

목도모와 지역 업계의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 예산을 

지급했다. 

이외에도 친선체육행사, 등산행사 등을 지원함으로

써 회원 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제공해 나갔다. 

친선체육행사는 연중 수시로, 등산행사는 분기별로 개

최하며 친선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협의회·

지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

는 기관 담당자를 초청해 엔지니어링사업, 관련 제도, 

적정 사업대가 산출방법 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 

발주 담당자의 이해도를 증진시켰다. 2011년 교육에는 

121명, 2012년에는 122명, 2013년에는 168명이 참석

한 가운데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지회 재구성

 지역 회원사 구성비 당초지회 재구성 회원사 구성비

 서울 987 29.0% - 서울 987 29.0%

 경기 727 21.3% 경기(공석) 경인 825 24.2%

 인천 98 2.9% 인천   

 강원 123 3.6% 강원 강원 123 3.6%

 충북 92 2.7% 충북 충북 92 2.7%

 대전 114 3.3% 대전 대전 114 3.3%

 충남 131 3.8% 충남 충남(세종) 139 4.0%

 세종 8 0.2% -    

 경북 251 7.4% 경북 경북(대구) 306 9.0%

 대구 55 1.6% 대구    

 부산 143 4.2% 부산 부산 143 4.2%

 경남 233 6.8% 경남 경남(울산) 281 8.2%

 울산 48 1.4% 울산

 전북 126 3.7% 전북 전북 126 3.7%

 전남 218 6.4% 전남 전남(광주·제주) 271 8.0%

 광주 18 0.5% 광주(공석)    

 제주 35 1.0% -

※ 회원사 구성비는 2013년 2월 28일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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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에 따른 조직개편 단행

협회는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

릴 협회의 역할과 위상을 위해 2010년 2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명칭을 한국엔지니어링협회로 변경했다. 

이 날 대의원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주무부처

가 지식경제부로 변경(2008년 2월 29일)되었고, 엔지

니어링기술진흥법의 전부개정이 추진(2010년 4월 12

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고 있는 시

점에서 관련법률 개정과 업계의 시장 변화에 맞춰 협

회의 명칭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전부개정의 주된 방향이 기술 진흥보다 산업 발

전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기존 한국엔지니

어링진흥협회에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로 이름을 새롭

게 바꾸고,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세계화를 이끌어 

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2010년 4월 12일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엔

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명칭이 바뀌고, 법령

이 기술부문에서 엔지니어링산업으로 가치가 변경됨

에 따라 법 개정에 맞게 법령명칭, 용어 변경 등 정관

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엔지니

어링사업자로, 명칭을 변경하고, 임원의 자격요건 조

항의 관련 법령을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법령으로 자구 

수정했다.  이어 2012년 2월 24일에는 엔지니어링산

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협회 목적 및 사업 변경, 신규사

업 추진에 따른 목적사업 추가, 협회 운영 현실에 맞게 

조문 변경 등 정관 개정이 이뤄졌다. 먼저 정관 상 목

적을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 도입에 따라 ‘엔지니

어링사업자의 발전과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등을 도

모함’에서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발전과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등을 도모함’으로 변경

했다. 또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개정·고시에 의

거 품셈의 인가권이 협회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 중 ‘엔지니어링사업에 관한 품셈의 제정 및 

연구·개선’은 ‘엔지니어링사업에 관한 품셈의 연구·

개선 및 제·개정 지원’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신문사 

설립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에 ‘신문의 발행과 

회보·회지 및 기타 정기·비정기 간행물 발간 및 출

판사업’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회원의 자격상실-조항 신설(회원이 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해 효력상실

처분을 받았을 때) △임원의 종류-부회장 구성 변경 

및 오류 정정(수석부회장 1인 및 상근부회장 1인 포함

→상근부회장 1인 포함) △임원의 선임등-자격기준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회원 

중 총회에서 선임→회장, 부회장(상근부회장 제외), 

제39회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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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감사는 회원의 대표자(신고명의자) 중 총회에서 

선임)/임원의 임기개시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총회에

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개시는 당해 3월 1일로 한다. 다

만, 제19조에 따라 보선된 임원의 임기개시는 선출일

로 한다) △임원의 보선-회장 궐위시 현행에 맞게 승

계규정 근거 변경(잔여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총

회에서 이를 보선하고 1년 이하의 경우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잔여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서 

이를 보선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이하의 경우 수석부회장이 

선임된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승계하며 수석부회장

이 부재 또는 궐위된 경우 부회장(상근부회장 제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승계한다)/보선된 회장의 회기에 

대한 규정 신설(전임자의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

는 보선된 회장의 임기로 하고 전임자의 임기로 보지 

않는다. 다만 전임자의 재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는 보선된 회장과 전임자의 공동 임기로 본다) △명예

회장, 고문-선임규정 명시(이사회의 의결로 직전회장

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결로 고

문을 선임할 수 있다, 임기는 선임 당시 회장의 임기

로 한다)/이사회 참석에 대한 조항의 명확화(이사회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안 상정권과 의

결권은 없다) △기술협의회-자구 수정(기술협의회→

협의회) △부칙-시행일 조항 신설(이 정관은 지식경

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등 정관을 

대폭 개정했다. 

2013년 2월 26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수탁 

수행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사업이 종료(2010년 3월 

1일~2013년 2월 28일)됨에 따라 협회 정관의 사업에

서 ‘엔지니어링기술자 등의 안전을 위한 연구실 안전

교육·훈련’을 삭제했다. 

민법 개정(2013년 7월 1일)으로 금치산자·한정치

산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2014년 2월 25일, 정관의 임

원의 자격요건 조항에서 임원이 될 수 없는 경우 중 금

2014 KENCA 임직원 체육대회 및 워크숍(2014년 11월 7~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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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으로 개정했다. 또한 선거에 의한 회장선임 방

법이 회원사 간 갈등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임원선임 방법을 추대 또는 선거로 변경해 추대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정부조직법 개정(2013년 3월 

8일)으로 주무부처가 지식경제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로 변경되면서 정관의 주무부처 명칭을 변경했다. 

한편, 협회는 사업 추진의 흐름과 대내외적 환경 변

화에 따라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해 왔다. 2010년 12월 16일, 국내 엔지니

어링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프로젝트 수주를 총괄적

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지원센터를 개소하면서 

2011년 3월 조직체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사업기반실을 조직에서 삭제해 

3실1센터(경영관리실/기획협력실/연구안전실/해외진

출지원센터) 체제를 구축했다. 

2013년에는 2월 28일부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사업이 종료되면서 연구안전실을 조직에서 삭제, 조

직의 재정비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경영관리실(관리

팀/민원업무팀/정보통계팀), 기획협력실(기획팀/법제

팀/홍보팀),  해외진출지원센터(국제협력팀/인재육성

팀)의 2실1센터8팀 체제로 개편되었다. 이어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조직이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

도록 2003년 3월 15일 회원지원실(회원지원팀/정보

통계팀), 기획협력실(기획팀/법제팀/홍보팀), 해외진

출지원센터(국제협력팀/인재육성팀), 경영지원팀, 엔

지니어링데일리의 2실1센터8팀1데일리 체제로 개편, 

2014년 10월 현재 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8절.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다짐,
       그리고 약속

니즈의 다양화와 대내외 환경변화

엔지니어링이라는 망망대해를 향해 닻을 올린 지 

40년, 그동안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산업은 국가의 미

래성장동력으로 성장했고,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역시 

산업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며 발전을 거듭해 왔다. 대

외환경의 변화에 따라 커다란 파고를 맞을 때도 있었

지만 그때마다 엔지니어링업계와 손을 맞잡고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시도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갔다. 

이처럼 협회는 언제나 엔지니어링업계의 동반자로

서 보다 나은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고, 회

원사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동안 협회의 조직 구성원 모두

가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쉼 

협회 간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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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달려온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

한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원사와 정부의 다양

해진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 또한 분명 존재한

다. 따라서 창립 40년을 맞이한 지금, 보다 나은 미래

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먼저 회원사의 경우 민원업무 처리 지연 등 민원서

비스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다는 부분과 소통의 창

구가 부족하다는 점이 있다. 또한 타 법률의 엔지니어

링 관련 업 면허 등록제 신설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

해 불필요한 업 등록, 이중실적 신고, 타 신설협회 회

원 가입에 따른 회비의 이중부담 등 회원사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를 비롯해 불합리한 절차, 불공정한 대가지급 관행 등 

엔지니어링산업, 시장 내에 존재하는 규제 개선의 요

구를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

되어 왔다.  

이에 따라 회원사들은 민원의 신속한 해소와 다양

한 의견수렴 창구 마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한 기

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업 면허 등록제 신설에 따른 

불편 최소화, 엔지니어링의 위상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일감 확대, SOC 예산 확대 등을 정부에 건

의하며 회원사들의 권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그동안의 협회 업무가 정부 정책

과 연계성이 부족한 가운데 협회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

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

서 정부와 엔지니어링업계를 연결하는 중간매개체로서 

엔지니어링정책을 정부와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

는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 SOC 

중심에서 플랜트, 제조엔지니어링, 설계 SW 등 비건설

영역까지 협회 운영범위를 확대하고, 엔지니어링 통계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회원사와 정부로부터 능동적인 변화에 대

한 다양한 요구와 마주하고 있는 가운데 엔지니어링

산업을 둘러싼 대외적인 환경 변화로 협회의 역할과 

가치는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 엔지니어

링시장 규모는 SOC시장의 포화상태와 건설경기의 침

체 지속으로 축소 추세인 반면 세계 엔지니어링시장은 

아시아·태평양, 유럽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시장 개척, 해외진출, 규제개혁 등

에 대해 협회의 적극적인 대응과 자체 조직혁신을 더

욱 갈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변화를 모색

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협회와 업계가 함

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다시 한 

번 혁신의 걸음을 내딛었다.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

창립 40주년을 맞은 협회는 ‘2017 KENCA 발전전

략’을 수립, 새로운 비전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실행 프

로그램을 완성하고, 2014년 10월 17일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발전전략은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창출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

신을 추구하겠다는 협회의 의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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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은 ‘엔지니어링산업의 리더, 최상의 고객서비

스 구현’으로 설정한 가운데 비전 실현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전략적 목표로 ‘새로운 시장창출과 환경개

선’, ‘해외진출기반 조성을 통한 글로벌화’, ‘불만제로 

서비스 지향’, ‘창의적 조직혁신’을 선정했다. 이와 함

께 10대 중점추진과제도 제시했다.   

먼저 ‘새로운 시장창출과 환경개선’은 불합리한 관

례와 법규에 의해 건전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관 

주도 SOC 등이 포화상태에 도달해 있는 국내시장 환

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는 복안을 담았다. 그 실천

과제로는 시장 친화적 환경조성, 고부가가치 영역 창

출, 엔지니어링 위상 제고를 채택했다. 정부가 엔지

니어링 분야 규제 개선을 주요 어젠더로 채택한 만큼 

협회 또한 이에 발맞춰 규제개혁추진 활동에 적극 나

서는 한편 엔지니어링 전방가치사슬 시장 확보와 새

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싱크탱크 설립을 추진할 계획

이다. 더불어 엔지니어가 용역이 아닌 컨설팅을 제

고하는 파트너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엔지니어링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전략적으

로 수행한다. 

다음으로 ‘해외진출기반 조성을 통한 글로벌화’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핵심기술과 전문인력, 네트워크 부족으로 글로벌 경

쟁력이 취약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국내 

기업의 해외수주 역량강화를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

축,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글로벌 전

문인력 양성을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협회는 향후 해

외 유관기관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 이를 기반으

로 해외진출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엔지니어링국제단

체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국내 위상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략국가에 대한 맞춤형 수

주정보 제공, 진출가능성 타진을 위한 컨설팅 등 해외

수주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수요기업에 맞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의 전문화

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불만제로 서비스 지향’은 민원업무에 대한 대응의 

지연 및 미비로 회원사와 소관부처의 불만이 고조됨

에 따라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 고객의 불만

을 최소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위

해 협회는 민원서비스의 스마트화, 고객 친화적 시스

템 운영을 추진한다. 먼저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장비 도입과 전화 콜백 시스템 개선을 

중심으로 민원소통체계를 혁신하고, 스마트폰 모바일 

웹을 활용한 실시간 소통체계 전환과 민원 24 운영을 

통해 고객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객 서비스 만족도 모니터링, 피드백을 실

시해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ENG 옴부

즈맨 운영을 통한 서비스 환류체계를 구축, 협회에 대

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 나선다. 

끝으로 ‘창의적 조직 혁신’은 대내외 환경변화와 고

객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 조직 혁신은 조직의 역량강화

와 탄력적인 사업·예산 구조 마련을 두 축으로 추진

한다. 창의적·효율적인 기구조직 개편, 업무역량강

화, 혁신적 인사·보상제도 개선 등을 통해 창조적인 

조직으로 변신하는 한편 탄력적인 예산운영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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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입기반 및 수익사업 확충을 추진해 안정적인 협

회 운영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어떠한 조직이던 현재에 머물러서는 결코 그 이상

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존의 틀을 벗어난 과감한 도전

만이 창조와 혁신을 이루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줄 수 있다. 협회는 앞으로도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하며 엔지니어링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

어가는 개척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

다. 엔지니어링의 새 장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세로 40년 역사를 가꿔온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손에

서 새롭게 펼쳐질 것이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비전 및 목표

비전 

목표 새로운 시장창출과 
환경개선

해외진출기반조성을 
통한 글로벌화

불만제로 
서비스 지향

창의적 
조직혁신

엔지니어링산업의 리더, 최상의 고객서비스 구현

중
점
추
진 
과
제

• 시장친화적 
환경조성

• 고부가가치 
영역 창출

• 엔지니어링 
위상 제고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 민원서비스의 
스마트화

• 고객친화적   
시스템 운영

• 조직의 역량강화

•  탄력적인 사업·
예산구조 마련

비젼 선포식(2014년 10월 17일)



엔지니어링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KENCA가 앞장서길 바랍니다

올해 초까지 회장으로 재임했으니 아직 협회에서 

일하고 있는 기분인데, 어느새 前 회장이 되어서 인터뷰한

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2008년 9월 열린 임시총회에서 협회장으로 당선이 되었는

데, 그 당시에는 비건설분야, 그것도 중소기업에서 협회장

이 선출된 것은 이변이었습니다. 당시 협회는 주무부처가 

과학기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변경되면서 엄격한 감사를 

치르기도 했고 임시총회 개최 등 내외부적으로 어수선한 분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협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협회의 안정적 운영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 생각하고 임직

원의 사기 진작과 업무 환경 개선에 앞장섰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

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취임 당시에는 비건설분야의 협회

장 선출로 건설과 비건설분야의 이원화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 분야는 물론, 대기업과 중

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자 동분서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행사에 더해 전 회원사가 친목을 도모하

고 화합을 다지는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엔지니어링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협회장으로서 가장 벅찼던 순간은 2010년 이뤄졌

던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 보고였습니다. 엔지니어링기

술진흥법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변경되고, 특히 업

계 최초로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을 대통령 앞에서 보고

하는 자리에 함께 했던 시간은 결코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

아 있습니다. 보고를 계기로 엔지니어링산업이 집중 육성

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될 수 있었던 만큼 엔지니어링 역사

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순간, 힘을 보탰다는 점에서 굉장

문헌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15-16대 회장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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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뜻 깊고 의미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FIDIC 서울 컨퍼런스 또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FIDIC 총

회를 유치하기 위해 전임회장 및 임직원들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드디어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 컨퍼런스는 대한민국을, 그리고 우리의 엔지니어링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국내 엔

지니어링의 위상을 한층 높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서울 총회 유치와 성공적인 컨퍼런스를 위해 애쓴 모

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협회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 데 엔지니어링데일리 창간 역시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우리를 대변

할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업계의 현안을 진단하고 정확히 전달해 줄 매체의 필요성에 의해 신문 창간을 추

진하게 되었습니다. 창간 준비과정부터 어려움이 뒤따랐지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부와 국회, 

업계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감 없이 엔지니어링을 알리고자 소신 있게 추진했는데, 현재 대표 언론들과 어

깨를 나란히 하는 전문지로 성장한 것을 보면 뿌듯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은 지난 30여 년 동안 공공재정사업에 의해 발주되는 프로젝트를 주로 수행하면서 발

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회기반시설이 대부분 갖춰지면서, 2009년을 정점으로 더 이상 국내에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외 진출이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가 되었기에, 협회장으로 있을 때에도 

해외진출기반조성사업의 예산을 매년 확충하면서 타당성조사 및 수주교섭 지원, 시장 조사, 국제 엔지니

어링 포럼 등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엔지니어링업체들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협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언제나 회원사의 입장에서 엔지니어링산업의 위상 제고

를 위해 노력하는 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낮아진 엔지니어의 자존심이나 불합리한 갑을관계 등 엔지니어

링업계에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행해진 해묵은 규제개혁을 위해 협회가 앞장 선다면, 발전된 엔지니어링산

업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못다한 이야기는 협회가 50주년이 되는 순간까지 생생하

게 기억하면서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험난하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고 40주년을 맞이한 협회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나 역시 협회 40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음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

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협회가 되기를 기원하며, 마음으로 늘 협회

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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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CA 40년, 
그 역사적 순간

1974년부터 시작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로의 여정

엔지니어링의 전당, 회관 마련의 꿈을 이루다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KENCA

엔지니어들의 축제의 장, 엔지니어링의 날

최초의 엔지니어링 전문지, 엔지니어링데일리

엔지니어링산업의 원동력

주요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1974년부터 시작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로의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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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11월 11일 제정된 기술사법에 의해 기술

용역업은 건설과 관련된 부수적 산업 부문으로 인

식되어 법적인 위상을 보장받고 있었다. 다만, 기

술사법은 토목·건축 등 건설업의 개념으로 제정

된 법이었기 때문에, 국내의 기술발전 및 대형 기

술용역회사의 설립과 기술용역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종합지원책 마련이 절실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술용역업체의 건전한 육성

과 국내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3년 2월 5일 기술용역육

성법이 제정되었다. 

기술용역육성법

창립총회 회의록 한국기술용역협회 최초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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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술용역육성법에서 기술용역협회의 설립 근거를 명

시함에 따라 기존의 대한건설기술용역협회는 1973년 3월 

해산되고, 한국기술용역협회의 설립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별도의 협회를 설립하지 않고 기술사회에 기술용

역협의회를 두고 이를 기술용역협회로 대신하고자 했으나, 

과학기술처가 불가함을 회신하면서 이 계획은 무산되었다. 

1974년 3월 7일,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건설 부문 대표자 16

인이 회의를 열고 한국기술용역협회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 

선정 및 구성안을 결의하면서 창립총회를 위한 본격적인 준

비를 시작했다.

그해 6월 5일, 마침내 ‘사단법인 한국기술용역협회’의 창립총

회를 마치고, 두달 후인 8월 6일 과학기술처 제33호로 설립

이 허가되었다. 이어 8월 13일자로 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설

립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1976년, 제1차 기술용역육성법이 개정되면서 협회는 사단

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고, 그해 10월 18일, 기술

용역육성법 제2조에 의해 ‘한국기술용역협회’로 명칭이 변

경되었다.

자유화·개방화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등 대외환경이 변화함

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양적 육성에 치중하던 엔지니어링산업을 위한 법 체계를 개

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협회는 선진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술용역육성법을 엔지니어

링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데 온 힘을 다했다.

1992년 11월 25일, 기술용역육성법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

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기술용역은 엔지니어링이라는 새로

운 개념으로 재정립되었다. 

법 개정과 함께 한국기술용역협회는 출범 19년여 만인 1993

년 7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관을 

개정하면서 새롭게 태어났다.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 출

범한 것은 대외적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나라 엔지니어링의 발전을 위해 협회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에 따라, 엔지니어링업체 설립을 

위해 과학기술처에서 사업자 등록을 받던 등록제가 신고제

로 변경되었고, 사업주의 엔지니어링 사업수행 능력평가제가 

도입되었으며, 엔지니어링 기술수출 계획의 신고가 의무화되

는 등 변화가 이뤄졌다.

이처럼 법 개정과 함께 협회의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한국엔

지니어링진흥협회는 엔지니어링업계의 권익을 대변하고 산

업정책을 이끌어가는 기관으로서 엔지니어링산업의 성장을 

향한 새로운 걸음을 내딛었다.

2008년 2월 29일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협회의 주무부

처가 과학기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변경되었다. 주무부처 변

경은 기술진흥위주의 엔지니어링이 시장·산업화 중심의 주

체적인 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협회는 법령과 정책의 기조를 산업관점으로 전환시키고, 선

진국형 틀을 구축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먼저 관련 법률 

개정과 업계의 시장 변화에 발맞춰 협회의 역할과 위상을 높

이고,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자 2010년 

2월 23일 협회의 명칭을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한국

엔지니어링협회로 변경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의 변경은 단순 기술·용역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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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산업 진흥을 위한 틀을 얹음

으로써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을 포함한 산업 진흥에 관한 종

합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엔지니어링산업과 관련한 총괄적인 

위상을 갖기 위함이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은 2010년 4

월 12일 개정·공포되고 그해 10월 13일 시행되었다. 

이렇듯 협회는 창립 이후 40여 년 동안 법령 제·개정 및 주

무부처 변경 등 여러 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었지만, 오직 엔

지니어링산업과 업계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 노력해왔고, 앞

으로도 뚝심 있게 한 길만 걸어갈 것이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2009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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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의 전당, 

회관 마련의 꿈을 이루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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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기술용역협회로 출발할 당시에는, 별도의 사무

실을 마련하지 못했을 때여서 백선진 초대 회장이 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의 사무실 한 켠에서 직원 두 명과 함께 업

무를 시작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엔지니어링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

심체로 회관 건립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엔지니어링산

업을 발전시키고 우수한 제품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중심 역할

을 할 수 있는 협회의 회관이 반드시 필요함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특

히 당시의 핵심전략 산업 중 하나인 플랜트 엔지니어링에서 우리나라 

기술개발 능력의 빈약함과 낙후된 기술 수준, 그리고 선진국에서 도입

해야 할 기술을 선별하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문

제점이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고 국제화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당시의 

사무국 전경(2014년 9월)

협회 사무국(2000년대)

343342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했다. 따라서 기술적인 타당성 검토와 기본적인 설계기준의 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회관 건립을 통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해가 갈수록 회관 건립에 대한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되자, 1978년 11월 열린 이사회에서 협회의 연합체 구

성을 위한 컨설턴트타운 건립의 안을 의결하게 되었다. 곧이어 1979년 3월 17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회관 

건립 추진이 주요 사업으로 의결되었고, 1억 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해 대지를 확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같

은 해 4월에는 당시 전민제 회장을 비롯한 13명을 회관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으로 위촉하고, 한달 뒤에 회

관 건립 계획안을 마련했으며, 11월에는 건립안이 확정되는 등 협회 회관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확

정된 건립안에 따르면 1980년 3월 부지 대금 기반조성금유치를 통해 대지를 마련하고 1981년 완공한다는 

계획이었다.

협회 회관(2003년)

34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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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2월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회관 건립 대

지확보 방안과 그에 따르는 조치사항을 승인하고, 

1980년도 특별회계를 신설했다. 여기에 덧붙여 ‘부

지대금은 투자형식을 취하되 업체 단위로 3년 간 계

약고 실적을 좌수풀이해 1좌당 5만원으로 의무주로 

해 조성한다’고 의결했다.

협회는 기금을 마련한 후, 회관 건립보다 기존 건물

을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1999년 7월 9일 당시 서울

시 동작구 사당동 1049-1·2·3번지에 위치한 지

상 6층, 지하 2층 규모의 건물을 매매하게 되었다.

회관 보수공사를 거쳐 2000년 12월 22일 회관 입주

식을 마쳤으며, 이를 통해 협회는 대외인지도와 이미

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성장

을 거듭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9년경 다시 한번 리

모델링 공사를 거치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관은 

현재의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현재 협회 회관을 구석구석 살펴보면, 지하 2층은 주

차장, 지하 1층은 강당과 서고, 1층은 로비와 회원

지원실, 2층은 엔지니어링데일리, 2층 일부와 3층은 

임대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4층은 엔지니어링교육

원, 5층은 협회 사무국, 그리고 6층은 회장 및 부회장

실, 대회의실 등으로 꾸며져 있다.

세미나실

회원지원실

엔지니어링 교육원

345344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KENCA

2012 서울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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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CA 40년, 그 역사적 순간



협회는 1980년경부터 FIDIC 총회 및 국제대회에 참가하며 

해외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FIDIC(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국

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 은 1913년 설립된 민간 국제기구

로, 엔지니어링 분야의 국가 간 공동의 이익, 컨설팅 엔지니

어의 국제적 위상 제고, 그리고 환경보존적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FIDIC의 국제표준계약조건은 국제금융기관(MDB)

을 비롯한 공공조달 시장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을 정도로, 글

로벌 엔지니어링산업의 표준을 제시하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13 바르셀로나 총회

347346



협회는 창립 이후 기술용역업체의 해외수주와 해외

협력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1981년 4월 6일 부설기

구로 한국산업기술협의회(KCCE)를 설치했다. 그리

고 협의회가 가장 먼저 추진한 활동은 우리나라의 

FIDIC 가입이었다. 

협의회는 설치 직후, FIDIC에 회원국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음해 스위스 취리히 FIDIC 사무국에 가

입 승인서를 접수한 후,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싱

가포르에서 열리는 FIDIC 총회에 전민제 회장 등 9명

을 대표단으로 참가시켰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원국

들의 만장일치로 FIDIC 가입이 승인되었다. 

FIDIC 가입과 함께 협회는 매년 FIDIC 총회에 참가

하는 것은 물론, 국제세미나·국제대회 등에 참가하

여 해외 관련기관과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기술정보

를 교환하며, 국내 엔지니어링업체들의 해외진출 방

안을 모색했다. 

FIDIC 총회를 국제적 협력의 무대로 활용하며 우리나

라 엔지니어링산업의 위상을 강화해 온 협회는 2004

년부터 FIDIC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 위해 부

단히 노력했다. 2008년 FIDIC 퀘벡 총회에서 2012

년 FIDIC 총회의 서울 유치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면서 

해외 협력의 새 장을 열었다. FIDIC 총회 유치는 국제

사회가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서비스산업의 기술수준

과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FIDIC 총회의 한국 유치에 앞

장서 온 협회는, 2009년 FIDIC 런던 총회에서 이재완 

현 협회 회장이 FIDIC 집행위원으로, 강호익 ㈜제일

엔지니어링 사장이 ASPAC 집행위원으로 선출되는 2008 퀘백 총회

1987 스위스 총회

2005 중국 총회

34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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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9명의 FIDIC 집행위원이 이사회를 구성

하고, 3개월마다 이사회를 개최해 FIDIC의 모든 사업과 중장기 

계획을 결정하는 구조인 만큼, 1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인 

집행위원이 탄생한 것은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업계의 위상이 높

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협회는 2012 FIDIC 서울 컨퍼런스 유치에 앞서 ‘2008 

TCDPAP&FIDIC/ASPAC 서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는 FID-

IC 서울 컨퍼런스의 사전예행 행사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협

회의 국제적 역량을 확인 받는 시험 무대와 같았다. 컨퍼런스

를 성공적으로 마친 협회는 이듬해 ‘2009 국제엔지니어링포럼’

2009 런던 총회

2010 뉴델리 총회

349348



2013년 9월 19일, FIDIC 바르셀로나 총회에서 FIDIC 집행위

원으로 활동하던 이재완 회장이 FIDIC 차기 회장으로 선출

되었다. 총회에 앞서, FIDIC 집행위원회에서 개최한 전원회

의에서 세계 엔지니어링업계를 이끌어 갈 차기 회장으로 이

재완 회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되었으며, 이후 총회에 참석한 

97개국 300여 명의 FIDIC 대의원들이 차기회장 선출건에 대

해 만장일치로 동의함에 따라 이재완 회장이 차기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을 화려하게 장식하며 조직력과 역량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었다.

마침내 한국 엔지니어링산업 역사에 한 획을 그을 ‘2012 

FIDIC 서울 컨퍼런스’가 2012년 9월 9일 화려하게 막을 올렸

다. 4일간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서울 컨퍼런

스는 세계 65개국의 엔지니어링 관련 단체 및 국제금융기관 

담당자, 세계 엔지니어링 기업 및 국내 기업의 진출한 유망한 

개발도상국 기업 및 발주처 등 1,050여 명이 참석해 엔지니

어링 분야 최대 규모 국제행사로서 위용을 뽐냈다.

‘Beyond Green-A New Paradigm(녹색을 넘어선 새로운 패

러다임)’을 주제로 펼쳐진 FIDIC 서울 컨퍼런스는 환영 리셉

션을 시작으로 개회식, 비즈니스 프로그램, 포럼, 총회, 각종 

부대행사 등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박

물관 열린마당에서 해외 참가자들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습득하고 체험하는 ‘서울의 밤’ 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세계 엔지니어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FIDIC 2012 서울 컨퍼런스는 한국의 엔지니어링 기술과 인

프라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세계화

의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엔지니어링 분야의 

세계 최대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엔지니어링산업

과 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한 단계 도약했다는 점에서 큰 의

미를 남겼다.

서울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인 

2013년 9월, 세계 엔지니어의 이목이 다시 한 번 한국에 모

아지는 순간이 있었다. 바로 영미권이 양분해온 FIDIC 차기회

장에 아시아 최초로 한국인이 선출되며 세계 엔지니어링 역

사의 새 장을 연 것이다. 

2013  바로셀로나 총회

2012 서울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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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완 회장의 임기는 2013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4년으로, 전반기 2년은 부회장, 후반기 2년은 회장으로 전 세

계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이재완 회

장은 2009년부터 협회의 수석부회장, 국제협력위원장, FIDIC 

집행위원을 역임하고, FIDIC 2012 서울 총회 조직위원장을 

수행하며 국제적 역량을 인정받아왔다. 

이재완 회장의 당선은 국내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지원하

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이 

결실을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00년 역사를 지닌 FIDIC

은 전 세계 회원국을 대표해 글로벌 엔지니어링산업의 목표

와 표준을 정하는 국제기구인 만큼 한국인 FIDIC 회장의 탄

생은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역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  리우데자네이루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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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들의 축제의 장, 

엔지니어링의 날

2014 엔지니어링의 날

2012  엔지니어링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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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7일, 제11회를 맞이하는 ‘엔지니어링의 날’의 시작

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엔지니어링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위상을 강화하

며, 대국민 인식의 변화를 통해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내고자 ‘엔지니어링의 날’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2004년 10월 

18일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제1회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행사

를 개최했다.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행사는 각종 기념식과 함께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에 기여한 업체 및 개인 등 유공자들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시

상식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특히 유공자포상은 추천 받은 대상자

들을 협회의 윤리 및 포상위원회가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해서 

2004 엔지니어링의 날

2013 엔지니어링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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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후보자를 주무부처에 추천하게 된다. 그 후, 차

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그리고 대통령·국무총

리·장관의 재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상후보자를 

확정하는 만큼 선정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다. 이처

럼 권위가 높고 영예로운 상인만큼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행사에서 수여되는 유공자포상은 매년 업계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공연과 세미나를 통해 엔지니어링 

종사자들이 한 데 모여 축제를 즐기는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행사는 엔지니어링산업의 위상을 대내외적

으로 알리는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널

리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엔지니어

링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4년 개최된 제1회 엔지니어링의 날 행사에는 

정관계 인사 및 업계 임직원 78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엔지니어링의 날 선포를 시작으로 화려한 막

을 올렸다. 총 39명의 엔지니어링 발전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을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우

수 논문 공모에 당선된 10개 팀에게도 수상의 영광

을 안겼다. 

엔지니어링 종사자들을 위해 개최되는 대규모의 공

식 행사인 만큼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지

만, 협회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

을 진행하며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행사를 더욱 풍

성하게 하고 있다.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포

럼이 대표적이며, 2013년에는 기념행사와 함께 ‘제

1회 상상설계대전’ 시상식 및 전시를 진행함으로써 

좀 더 내실있는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 

제2회 엔지니어링의 날 광고

2006  엔지니어링의 날

2009  엔지니어링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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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행사는 10년이라는 세

월을 거치며 엔지니어링산업계 주역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는 대표적인 장으로 자리매김 했다. 

더불어 엔지니어링업계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모두

가 한 마음으로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으

로써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엔지니어링업계가 되

도록 힘쓰고 있다.

2009  엔지니어링의 날 2014  엔지니어링의 날

2010  엔지니어링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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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엔지니어링 전문지, 

엔지니어링데일리 

35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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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은 선진 엔지니어링시장에 비해 엔지니어 면면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고

부가가치의 창의적 지식 서비스가 아닌 단순 용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엔지니어링데일리의 시작

은 이러한 국내시장의 현실을 타파하고, 업계의 위상제고와 엔지니어링 주도의 산업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2011년 6월 홍보워크샵을 통해 신문사 창간이 처음으로 공론화 되었고, 12월 21일 ‘엔지니어링신

문 발간 주요 편집국장 초청 간담회’를 통해 사업이 본격화 됐다.

357356



이어 2012년 4월 25일 서울시 신문발행 등록을 마치고 홈

페이지 시범운영에 들어간 엔지니어링데일리는 같은 해 5월 

30일 창간식을 개최하고, 6월 1일 마침내 일반 독자들에게 

엔지니어링 전문지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창간 이후 엔지니어링데일리는 발주처의 부당한 횡포, 엔지

니어링산업의 구조적 모순, 엔지니어링의 위상강화를 위해 

타 언론사들과는 차별화되고, 가감없는 편집을 시도하며 엔

지니어링데일리만의 색깔을 만들어 왔다.

온라인 일간지로서 홈페이지 운영뿐 아니라, 30,000여 명에

게 웹진 메일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네이버, 다음, 네

이트, 줌 등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와 검색제휴를 통한 매체력 

확대로 국내 엔지니어링을 대표하는 언론으로서 성장해 가

고 있다. 그 결과 신문 발행을 시작한 지 890일 만에 147개

국 115만 독자가 방문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한 참신한 설계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정형화된 기존의 사

고를 탈피하자는 목적으로 실시된 상상설계대전은 2013년 

제1회를 시작으로 현재는 현직 엔지니어를 포함해 대학·대

학원 등 예비엔지니어들의 참여도가 확대되어, 명실상부한 

국내 유일 엔지니어링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밖에 엔지니어링데일리는 해외진출 업계 토론회를 비롯해 

제4회 ‘한국의 엔지니어링기술 세계를 누르다’, 제5회 ‘엔지

니어링 해외시장 진출방안’ 엔지니어링포럼을 개최하며 국

내 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체질개

선을 지적했다.

시공 중심의 국내시장에서 엔지니어링 주도로의 변모를 외

치던 엔지니어링데일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 앞에 서 

있다.

영문컨텐츠

상상설계대전

359358

KENCA 40년, 그 역사적 순간



이제는 국내가 아닌 아시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글로벌 엔지

니어링 외신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3년 12월 엔지니어링데일리는 ‘아시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엔지니어링전문지’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2014년 4월 인도네

시아 해외 특파원 선정을 통한 현지 시장 정보 제공을 시작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원어민 영문 감수 계약, 7월 홈페이지 영문기

사 서비스 실시를 통해 해외시장으로 초석을 다지기도 했다.

특히, 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FIDIC)의 아시아·태평양 지부

(ASPAC)와의 업무교류를 통해 아시아 각 국의 현지 엔지니어들

에게 엔지니어링데일리의 컨텐츠를 직접 메일링하는 해외 컨텐

츠 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이 사업은 2014 FIDIC 리우 총회를 통해 정식 안건으로 상

정되어 각 국의 엔지니어링 수장들의 논의 끝에 구체적으로 가

시화 되고 있다.

향후 엔지니어링데일리는 해외특파원 10개국 확대, 타깃형 메

일링 서비스 실시 등으로 아시아 1,000만 독자 유치에 매진해 

나갈 것이다.

엔지니어링데일리 서비스

엔지니어링데일리 사무국

359358



엔지니어링산업의 원동력

엔지니어링산업의 원동력은 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률 및 제도

의 개선과 5개년 법정계획인 기본계획 수립 등 각종 세부시행계획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먼저, 정부는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 엔지니어링시장에도 자율경쟁을 통한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기술용

역육성법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으로 개정하면서 등록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등 정책의 변화를 주었으나 개별과제 

위주의 부분적 시책이었다. 그러나, 2002년 12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개정되면서 산업 진흥 위한 정부차원의 중

장기 종합계획인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2003-2007) 수립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2003년 7월 엔지니어링산

업계 최초로 제1차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36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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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은 엔지니어링분야의 기술진흥과 정부 차원의 육성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킴과 함께 고부가가

치 창출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선진국 대비 90%까지 기술수준을 높이고, 세계 엔지니어링 시

장 점유율을 3%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기술

혁신을 위한 투자확대, 정보 유통체계 구축, 제도정착 및 인프라정비, 해외시장 진출 및 시장개척·지원 등 5

대 중점추진 과제를 채택했다.

1차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협회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5대 과제를 중

심으로 엔지니어링 진흥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시행되었고, 정부의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원규모도 점차 

확대되었다.

361360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엔지니어링 진흥시책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시작한 1차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

이 종료되고, 2007년 12월 18일 2차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

본계획(2008~2012)이 발표되었다. 협회는 2차 기본계획 수

립의 기획과정에서부터 과학기술부와 주기적으로 협의하고 

토론하면서 기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청회와 워크숍을 개

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1차 기본계획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면, 2차 기본계획은 엔지니어링산업 육성에 무게를 두

었다. 2차 기본계획은 3만 달러 시대의 주력 성장 동력이 될 

엔지니어링 서비스산업의 세계 7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설정

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5대 추진전략과 13개 세부과제

를 두었다. 5대 중점추진 전략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

외시장 개척 지원, 글로벌 환경 대응을 위한 법·제도 및 정

책 정비, 현장 수요 맞춤형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 R&D 

투자 확대를 통한 미래 원천기술 확보, 엔지니어링 기술진흥 

인프라 혁신 등 다섯 가지였다.

2차 기본계획에 따라 협회는 업계와 관련 전문가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2010년 4월 28일 지식경제부는 당시 이명박 대

통령 주재로 열린 제21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엔지

니어링산업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정부 최초로 수립된 

종합대책으로서,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에 변화의 바람을 불

러 일으켰다.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산업을 본

격적으로 육성함으로써 202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을 

5%(2010년 현재 0.4%)로 끌어올리고, 글로벌 200대 기업 

중 국내 기업을 5개에서 20개까지, 그리고 고용은 10만 명

에서 30만 명으로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7대 엔지니어링 강

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R&D에 향후 5년간 1조 

원 투자, 전문대학원 설립, 엔지니어링 콤플렉스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발전방안은 핵심영역 역량 제고, 인력양성기반 강화, 수출

지원기반 확충, 성장인프라 조성 등 4대 핵심전략을 중심으

로, 핵심원천기술의 자립화, 경험 축적 및 수행실적(Track 

Record) 확보, 전문대학원 등 인력양성 기반 확충, 해외시장 

진출지원 강화, 중소업체 간 협업 활성화, 기업 친화적 시장

환경 구축 등 6대 추진전략이 수립되었다. 

협회는 발전방안을 수립하기에 앞서, 보고의 기획단계부터 참

여하여 지식경제부의 발전방안 수립을 지원했다. 2009년 12

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 관련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2010년 2월 4일 업계 간담회를 열어 의견

을 수렴했다. 4월 대통령 보고를 마친 후, 5월 17일에는 업계 

제2차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 공청회(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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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를 거쳐 후속실천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6월 10일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2011년에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의 후

속실행계획으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2012~2016) 수립을 추진했

다. 기본계획은 산업 관점에서 최초로 수립된다는 점을 고려

해 엔지니어링이 연관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초

점을 맞췄다. 또한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을 계승·발전하

면서 산업으로서의 토대를 강화하는 등 미래지향적 정책 방

향의 틀을 제시하고자 했다.

협회는 이를 위한 지원을 강화했고, 2012년 1월 13일 엔지

니어링산업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기본계획은 ‘엔지니

어링산업 육성으로 무역 2조 불 경제 견인’을 비전으로 정하

고, 해외시장 진출 강화를 통한 세계시장 점유율 제고(2016

년 3% 달성)와 세계시장 선도를 위한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

(2016년 12개 육성)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핵심영역 기술경쟁력 제고,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체계 강화, 해외진출 지원체계 고도화, 법제도 및 인프라 정

비 등 4대 전략과제와 함께 엔지니어링 원천기술 확보, 수

행실적 확보, 기술경쟁력 확보여건 조성, 선진형 인력양성체

제 구축, 시장수요와 연계한 인력양성, 해외진출 맞춤형 지

원 강화,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체제 구축, 해외진출 기반 

확충, 기업 중심의 법제도·통계 개선, 정보 집적과 원스톱 

서비스 강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 등 11개 추진과제

가 수립되었다.

협회는 2012년 3월 6일 전략과제별 세부시행계획이 수립

되면서 책자를 배포하고, 회원사에게 이에 대해 안내했으며, 

추진실적 점검과 함께 이를 반영해 2013년도 시행계획 수

립을 지원했다. 이 외에도 엔지니어링 사업자 기술특허 현

황조사 등 지식경제부 정책 수립 관련자료 작성을 지원했

으며, 엔지니어링산업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지원

을 이어갔다.

이처럼 정부가 엔지니어링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

을 수립하면서, 엔지니어링업계는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 보고(2010년) 서비스산업총연합회 경제부총리 초청 오찬간담회(2014년)

363362



주요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UAE원전 종합설계(A/E)/원자로계통설계(NSSS)

위치: UAE Barakah(아부다비 서쪽 270km 위치)

원자로형/용량: 가압경수로(PWR) 1,400MW X 4기

개요: 원자력발전소 기본 및 상세설계, 원자로계통설계, 사업관리지원, 사업주기술지원 수행 등

자료제공: : 한국전력기술_종합설계

365364

KENCA 40년, 그 역사적 순간



투르크메니스탄 탈황설비

위치: 투르크메니스탄 마리 욜로텐

개요: 10억m3/생산 가스처리시설

수행기간: 2010년 1월~2013년 12월

자료제공: 현대엔지니어링(주)

365364



MOU 무하락 하수처리장

위치: 바레인

생산량: 100,000m³/d

완공년도: 2014년

자료제공: 삼성엔지니어링(주)_EPC, O&M

367366

KENCA 40년, 그 역사적 순간



소요 신도시

위치: 앙골라, 자이르주 소요(3,400만 ㎡)

개요: 도시기본구상,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도시환경계획

자료제공: 한국종합기술_마스터플랜 수립

367366



이순신대교

개요: 총 연장 2,260m, 주경간장 1,545m의 세계 4위, 

       국내 최장 현수교

수행기간: 2007년 11월~2012년 10월

자료제공: (주)유신_설계

369368

KENCA 40년, 그 역사적 순간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

개요: 울산북항지역(오일허브 1단계, 2010년~2017년) 

        - 제품유 저장시설 및 안벽시설

       울산남항지역(오일허브 2단계, 2016년~2020년) 

        - 원유 저장시설 및 안벽시설

자료제공: 도화엔지니어링 _타당성 및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용역 등

369368



양수발전소

위치: 경북 예천군 하리면 송월리 및 용문면 선리 일원

시설용량: 800㎿(400㎿×2기), 국내양수발전 중 단일호기 최대시설용량

수행기간: 2004년 10월~2011년 12월

자료제공: (주)삼안_설계

371370

KENCA 40년, 그 역사적 순간



환경기초시설

위치: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241번지 일원

사업목적:  최초의 복합환경기초시설(환경기초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완전지하화 

건설 방루수역인 한강의 수질환경 개선 효과 및 완벽한 악취처리로 주변환경 

개선 자연친화적인 친환경공원 조성 및 열린 체육문화공간 제공

완공년도: 2013년

자료제공: (주)건화_기본 및 실시설계

371370



서울지하철9호선

사업규모: L-25.9km

수행기간: 2004년 ~ 2009년

자료제공: 포스코엔지니어링_Turnkey

373372

KENCA 40년, 그 역사적 순간



영암 풍력발전단지

개요: 풍력발전기 2mw 20기 설치, 총 40MWp의 발전용량

완공년도: 2013년 12월

자료제공: 한국종합기술_감리

373372





Appendix

연표

역대 회장 재임 현황

역대 부회장 재임 현황

조직 현황

제17대 임원 현황

협의회·지회·위원회 현황

조사·연구 실적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사업 실적

엔지니어링아카데미 강좌 현황

주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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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연표

1973	 	 	 	 	

	 	 	 	

02.05	 	기술용역육성법	제정·공포

(법률	제2474호)

03.06	 	대한건설기술용역협회	해산	

및	사단법인	한국기술용역

협회	발기	 	

	

	 	 	 	

1974	 	 	 	 	

	 	 	 	

05.07	 	제2차	발기인회

	 (정관	작성)	

06.05	 	사단법인	한국기술용역협회	

창립총회(제1회	총회)

	 	(임원	선임:	회장	백선진,	부

회장	임긍호·이석오,	이사	

12인)

08.06	 	협회	설립허가

	 (과기처	제33호)

08.13	 설립	등기필	 	 	

12.17	 건설부문회	설립	 	

	 	 	 	 	

	

	 	 	 	 	

1975	 	 	 	 	

02.28	 제2회	정기총회	

08.24	 	임시총회

	 	(협회의	공익법인	변경에	따

른	정관	의결)

1976	 	

	

02.09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관에	해외진출에	대한	수속

업무를	위해	협회장	서명	및	

인장	등록

02.26	 제3회	정기총회

06.04		 	사우디아라비아	도우지역	

실업인단	내한

	 	(회원사의	영문업체	조서	

대한무역공사에	제출)	

10.18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	한

국기술용역협회로	인가	

	 	 	

1977	 	 	 	 	

07.28	 	사단법인	한국기술용역협회

에서	한국기술용역협회로	

변경	 	

07.28	 	제4회	정기총회

	 	(특수법인	발족에	따른	개정	

정관의결)

08.09	 정관개정	인가	신청	 	

	

	 	 	 	

1978	 	 	 	 	

	 	 	 	

04.19	 정관개정	승인	 	 	

07.18	 협회	등기필	 	 	

08.25	 	협회직제규정	외	10개	

	 규정	제정	 	

09.22	 제5회	정기총회	

10.28	 	일본	해외	기계설계	기술협

력	조사단	방문	

11.21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입회	신청	

11.30	 	FIDIC(국제엔지니어링컨설

팅연맹)	컨퍼런스	참가자	통

보(필리핀	마닐라)

12.18	 	해외진출을	위한	대책협의	

(과기처	주관)	참석	 	

	 	 	 	

1979	 	 	 	 	

	 	 	 	

01.24	 	기술용역육성에	관한	

	 간담회	

03.17	 제6회	정기총회	

04.07	 협회	5개	부문회	구성	 	

08.26	 	직제규정	외	4개	규정	제정

12.24	 	엔지니어링협회	회관건립계

획	확정	 	 	

	 	 	

1980	 	 	 	 	

	 	 	 	

02.02	 	자율조정위원회	규정	제정

02.19	 제7회	정기총회	

02.21	 기술용역	윤리	요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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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FIDIC	총회	참가(미국	샌프

란시스코)	 	

05.15	 	엔지니어링	디자인	국제대

회	참가(이탈리아	로마대학)

1981	 	 	 	 	

	 	 	 	

02.19	 제8회	정기총회	

04.06	 	FIDIC	회원국	단체	규정화

를	위한	정관	개정	

	 	부설한국산업기술협의회

(KCCE)	설립	 	

06.10	 	FIDIC	회원	가입	신청

12.24	 	부설	산업기술인	공동의료

보험조합	발기

12.31	 	기술용역육성법	부칙	개정

관련	기술사	자료	제출	 	

	 	 	 	

1982	 	 	 	

02.24	 제9회	정기총회	

03.10	 	FIDIC	발행물	정보요청

	 (총	46건	업계	제공)	

06.08	 	싱가폴,	태국,	홍콩,	대만,	

일본	단체에	협조	요청

06.21	 	FIDIC	총회	참가(싱가폴)	및	

	FIDIC	회원국으로	가입	

1983
	 	 	 	 	

02.04	 	5차	5개년	계획의	10억	이

상	기술용역대상	사업	조사

(과기처에서	통제공문으로	

조사)

02.18	 제10회	정기총회	

09.07	 	기술용역에	관한	ADB	

	 초청세미나	개최	 	

	

1984	 	 	 	 	

	 	 	 	

02.17	 제11회	정기총회	

04.13	 	특별위원회	및	기타위원회	

조직구성	승인	

06.01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11.23	 부문회	활성화방안	수립		

	

	 	 	 	 	

	 	 	

1985	 	 	 	

02.15	 제12회	정기총회	

03.29	 	공공투자사업	사전조사	대

표기관으로	지정

	 (국무총리지시	제6호)	

05.16	 	제1차	기술용역관련	정책	설

명회	 	

05.29	 기술용역세미나	

06.16	 	FIDIC	총회	참가

	 (오스트리아	비엔나)	

09.19	 	산업설비	수출	촉진을	위한	

업체	간담회

11.27	 	85년도	일본	엔지니어링	심

포지엄	참가	 	

12.20	 	외국용역	발주	추천기관으

로	지정(과기처	고시	제85-

11)	

	 	산업설비위원회·비파괴	기

술부문회·전기통신	기술부

문회	설치

	 	 	 	 	

	 	 	 	 	

1986	 	

02.14	 제13회	정기총회	

03.20	 	정관	개정(기술용역	종사자

의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

련	및	지도사업	추가)	

	 	환경기술,	기계설비/토질	및	

기초기술/지질기술부문회	

	 설치

04.09	 기술용역세미나	

09.21	 	FIDIC	총회	참가

	 (뉴질랜드	오클랜드)	

11.27	 	일본	엔지니어링심포지엄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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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02.21	 제14회	정기총회	

05.12	 		특별위원회,	산업기술협의

회,	기술용역품셈	심의위원

회	구성

1988	 	 	 	 	

	 	 	

03.25	 제15회	정기총회

05.02	 	ASPAC	참가

05.24	 제1기	국제계약	실무교육

06.09	 	정관개정(업체의	추천업무,	

적산자료	발간사업과	공사

비	계산	업무,	회원	간	공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

업무	등	사업추가)

09.11	 	FIDIC	총회	참가

	 (아일랜드	더블린)	

11.29	 	일본엔지니어링진흥협회	창

립	15주년	기념식	및	88년

도	일본엔지니어링	심포지

엄	참가	

1989	 	 	

01.25	 	과학기술처장관	초청	

	 간담회	

02.28	 제16회	정기총회	

03.24	 	프로포잘	작성기법	

	 세미나

05.16	 건축전기설비부문회	구성

05.31	 창립	15주년	기념행사	 	

06.07	 	국제플랜트심포지엄	참가

	 (이란	등	중동	4개국)	

09.20	 	엔지니어링산업	육성에	관

한	세미나	 	

11.24	 	기술용역공제조합	창립

	 총회	 	 	

	

	

1990	 	 	 	 	

02.22	 제17회	정기총회	

04.06	 제2회	엔지니어링	강습회

06.17	 	FIDIC	총회	참가

	 (노르웨이	오슬로)	

10.22	 	기술용역육성법	관련	

	 공청회	

11.21	 	일본	ENAA	심포지엄	참가

11.29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개

정(기술수출신고	대상에	10

만불	이상	추진	기관으로	협

회	포함)

1991	 	 	 	 	

	 	 	 	

02.26	 제18회	정기총회	

06.08	 	임시총회	개최

	 	(가칭	엔지니어링진흥법(안)

에	대해	전면개정	반대,	등

록제	유지	의결)

09.15	 FIDIC	총회	참가(일본	도쿄)

10.23	 	아세아기술용역연맹(FACE)	

총회	참가	

10.30	 	일본	ENAA	주관	심포지엄	

참가	 	

11.07	 환경기술세미나	개최	 	

	

1992	 	 	

02.	 	쿠웨이트	컨설탄트	등록

	 	(현대엔지니어링(주)	등	7개

사)	ASPAC	연례회의	참가

02.24	 제19회	정기총회	 	

03.05	 	한·일	환경세미나	

	 	(협회·	ENAA	공동	주최)

03.26	 CAE	활용기법교육	실시

05.	 FIDIC	총회	참가(스페인)	

05.11	 	기술과	가격의	분리입찰제

도	신설,	시공업체와	동등한	

입찰참가자격부여	건의	

8.29	 	환경기술발전을	위한	

	 세미나(환경부문회	주최)

11.	 일본	ENAA	심포지엄	참가



379

11.25	 	기술용역육성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

1993	 	 	

02.22	 제20회	정기총회	

05.26	 	과학기술처장관	위탁업무	

수임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	수리,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수출계획	신고수리업

무	등)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현

판식

06.13	 	FIDIC	총회	참가

	 (독일	뮌헨)	

07.23	 	법	개정으로	정관	전면	개정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	

명칭	변경),	

	 	건설엔지니어링협의회	설치

08.10	 	Re-Engineering	

	 세미나

	 	(켈리포니아	대학	Ibbs교수,	

경영혁신기법)	

09.10	 	제3회	엔지니어링	강습회

	 (서울(9/10),	부산(9/17))

12.12	 	일본건설컨설턴트협회

(JCCA)와	교류

	 	(JCCA	및	관련	업체	방문)

1994	 	 	 	 	

02.28	 제21회	정기총회	

06.03	 창립	20주년	기념식

09.14	 	엔지니어링기술발전전략	대

토론회

	 (중앙일보사와	공동	개최)

09.25	 	FIDIC	총회	및	ASPAC	

	 총회		

11.10	 ENAA	심포지엄	참가	

12.	 	엔지니어링산업	기술	중장기	

발전계획	공동수립

	 (과학기술처)	 	 	

	 	 	 	 	

	 	 	

1995	 	 	 	 	

02.28	 제22회	정기총회	

04.20	 코스트엔지니어링	교육

05.30	 	통계청	임금통계	작성기관으

로	지정	(승인번호	37201)

08.28	 	FIDIC	총회	참가

	 (터키	이스탄불)

10.12	 	건설교통부장관	위탁업무	수

임(설계등용역업자	보유	고

급	기술자	현황공고,	부실벌

점	종합관리,	건설기술용역

계약	현황관리	등)

10.18	 	엔지니어링	강습회	개최(광

주(10/18),	대구(10/20),	서

울(10/24))

10.27	 	공정거래위원회,	엔지니어

링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구

성

11.09	 ENAA	심포지엄	참가	 	

	

	 	 	

1996	 	 	 	 	

	 	 	 	

02.27	 	제23회	정기총회,	정관개정

	 	(전무이사	상근부회장으로	

격상,	상근이사	2명	증원,	

대의원제	시행,	차기회장	조

기	선출제	도입)	 	

08.12	 	TCDPAP	제2차	총회	참가

	 (중국	북경)	 	

09.05	 대의원	운영	규정	제정	

09.29	 	FIDIC	총회	참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

타운)

11.07	 ENAA	심포지엄	참가	

1997	 	 	 	

02.28	 제24회	정기총회	

03.1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

규칙	개정

	 	(기술자	구분,	건설기술관리

법과	통일	/	업체당	고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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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	1인	이상	필히	보유)

04.16	 	‘건설산업	ENG	진흥을	위한	

긴급진단’	좌담회	개최

05.23	 	TCDPAP	총회	참가

	 (중국	북경)	 	

06.24	 	회장선거	관리규정	제정,	

	 전산실	설치	운영	

09.22	 	FIDIC	총회	참석

	 (영국	에딘버러)	

10.31	 	일본	ENNA	심포지엄	

	 참가(일본	동경)	

11.04	 	플랜트엔지니어링	발전전략	

토론회	개최	

12.05	 	‘엔지니어의	책임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회

1998	
	 	 	 	

03.06	 제25회	정기총회	 	

	 	엔지니어링	사업관리	실무

메뉴얼	교육	

04.30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

령	개정

	 	(입찰	참여자	수의	제한폐

지,	사업수행능력이	일정	점

수이상인	자에	한하여	당해	

입찰에	참여	반영)

09.05	 	FIDIC	총회	참가

	 (캐나다	에드먼튼)	

12.30	 초대	대의원명부	공시	

1999	 	 	 	 	

03.17	 제26회	정기총회	

06.11	 	설계관리	실무메뉴얼·교육

07.07	 	21세기	발전위원회	운영	규

정제정	및	위원회	구성

09.07	 	협회	건물구입	계약	체결,	

인터넷홈페이지	설치

09.19	 	FIDIC	총회	참가

	 (네덜란드	헤이그)	

10.20	 	ENNA	심포지엄	참가

	 (일본	동경)	 	 	

	 	 	 	 	

	

	 	

2000	 	 	 	 	

	 	

02.09	 	산업자원부장관	위탁업무

(산업기반기금융자사업	운

용)	수임	 	

02.28	 제27회	정기총회	

03.12	 	FIDIC	회원	협회와	국제협

력	방안	모색

	 	(영국	런던(영국	ENG협

회)·프랑스	파리	(프랑스	

ENG협회),	선진국	엔지니

어링업계	현황	및	발전방향	

조사)	 	

10.10	 	세계공정과학	대회	참가

(ICETS2000,	중국	베이징)	

CNAEC(중국공정자순협회)

와	MOU	체결	

10.13	 	엔지니어링	연찬회

	 	(엔지니어링	관련제도	설

명-발주처)

12.2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회

관	입주

2001	
	 	 	

01.08	 		건설교통부장관	위탁	업무

	 	(건설기술자	신고사항의	접

수,	경력수첩	발급	및	경력

확인,	부실벌점의	종합관리	

등)	수임	

03.27	 제28회	정기총회	

05.23	 제1차	한·중	정례회의

06.	 기술협의회	9개로	통합

08.29	 	엔지니어링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09.03	 	FIDIC	총회	참가

	 (스위스	몽트뢰)	

10.	 	TCDPAP&FIDIC/ASPAC	

총회(중국	삼협댐)

10.08	 	KENCA	기술정보시스템	구

축	및	홈페이지	개편

12.05	 	엔지니어링	우수논문상	시

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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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02.25	 제29회	정기총회	

05.20	 IEC포럼	참가(중국	상해)

08.22	 	과학기술진흥기금	출연사업

(과학기술자교육-엔지니어

링)	협약체결(과학기술부,	

한국과학재단)	

09.03	 	FIDIC	총회	참가(멕시코	아

카풀코)	 	

10.17	 	제1차	세계엔지니어	초청	세

미나	개최	 	

	

2003	 	 	

02.18	 제30회	정기총회

03.14	 	FIDIC·KAIST·KENCA	간	

교육연수협력	협약	체결

07.09	 	제1차	엔지니어링기술진흥	

5개년	기본계획	수립

07.25	 역대	회장	초청	간담회

08.26	 	과학기술부,	엔지니어링	전

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2004	 	 	 	 	

	 	 	 	

02.20	 제31회	정기총회	

05.01	 	KENCA-ACEC	US(미국엔

지니어링협회)	MOU	체결

	 	KENCA-ACEC	CANADA	

(캐나다엔지니어링협회)	

MOU	체결	

06.01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30년사	출판기념회,

	 2004	엔지니어링	심포지엄

10.04	 	KENCA-ACEM(말레이시

아엔지니어링협회)	MOU	체

결	KENCA-INKINDO

	 	(인도네시아엔지니어링협

회)	MOU	체결

10.18	 	엔지니어링의	날	제정·선

포	및	엔지니어링산업유공

자	정부	포상	

2005	 	 	 	 	

	 	 	 	

02.28	 제32회	정기총회	

05.03	 	IBRD&KOICA	컨설팅전문

가	초청	강연회	개최	

06.11	 CIB	국제	심포지엄	참가

06.22	 	해외시장조사(중앙아시아	3

국	-우크라이나,	우즈베키

스탄,	카자흐스탄)	

07.20	 	e-Learning	WORLD	

	 	2005	Expo&	Conference	

참가(일본	동경)

09.26	 해외시장조사

	 (몽골,	베트남)

10.18	 	제2회	엔지니어링의	날	기

념행사	 	

10.18	 엔지니어링	국제	심포지엄

11.24	 	건설엔지니어링	선진화	정

책	간담회	개최	

12.04	 	AFEO	총회	참가

	 (라오스	비엔티엔)	

12.15	 	엔지니어링	해외진출	활성

화	방안	좌담회	

2006	 	 	 	

02.15	 제33회	정기총회	

03.05	 	TCDPAP	총회	참가

	 (방글라데시)	 	

03.20	 	KENKA-CEAI(인도	엔지니

어링협회)	MOU	체결

04.30	 	ACEC(미국엔지니어링협회)	

총회	참가	

05.03	 IBRD(국제개발부흥은행)	

	 시장조사

05.08	 	베네수엘라	엔지니어링	

	 시장조사	 	

06.01	 	아시아개발은행(ADB)	전문

가	초청	세미나	

06.28	 엔지니어링	활성화	토론회

07.01	 	사이버	교육시스템	구축,				

‘엔지니어링	사이버	아카데

미’	개설	 	

07.03	 	동작교육청,	엔지니어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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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	아카데미	원격평생교

육	시설인가	

08.04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

부장관	초청	간담회	

09.21	 	KENCA-ATCEA(터키	엔지

니어링협회)	MOU	체결	

09.24	 	FIDIC	총회(헝가리)	및	해외

시장조사(러시아,	아제르바

이잔,	아랍에미리트)	참가

10.18	 	제3회	엔지니어링의	날	기

념행사	 	

10.19	 	ENAA(일본엔지니어링진흥

협회)	심포지엄	참가

11.02	 	한·중	정례회의	및	공동세

미나	 	

11.13	 	제1회	영	엔지니어(Young	

Engineering)	교육	

11.20	 		KENCA-VECAS(베트남	

엔지니어링협회)	MOU	체

결

2007	 	 	

01.26	 	2006년	해외시장조사	

	 보고회	

02.22	 제34회	정기총회	

03.19	 	2007년	제1차	해외시장조

사

	 (파키스탄,	아제르바이잔)

04.04	 	건설	엔지니어링	시장확대

를	위한	추진전략	간담회

05.06	 	미국엔지니어링협회(ACEC)	

총회	참가	

05.16	 한·미	FTA	토론회

09.10	 	FIDIC	총회	참가

	 (싱가포르)

09.12	 	건설교통부,	건설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10.18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행사

10.18	 ENAA	심포지엄	참가	 	

10.23	 	해외시장조사(키르키즈스

탄,	카자흐스탄-알마티)	및	

결과	보고회	

11.09	 	엔지니어링	워크숍	및	국제	

심포지엄	 	

11.12	 	해외시장조사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

탄-아스타나)

11.19	 	제2차	엔지니어링기술

	 진흥기본계획	공청회	

11.26	 	해외시장조사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12.18	 	제2차	엔지니어링기술진흥	

5개년	기본계획	수립	 	

2008	

02.27	 제35회	정기총회	

02.29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주무

부처	과학기술부에서	지식

경제부로	변경	

04.23	 	2008	TCDPAP&FIDIC/

ASPAC	서울	컨퍼런스	개

최

04.24	 	KENCA-NESCA(아제르바

이잔	엔지니어링협회)	MOU	

체결	 	

04.27	 	미국	엔지니어링협회

(ACEC)	총회	참가	

05.28	 	해외시장조사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

06.02	 	KENKA-ANEBIC(튀니지	

엔지니어링협회)	튀니지	기

관과	MOU	체결	

07.22	 	KENCA-AJCE(일본컨설팅

엔지니어협회)	MOU	체결

09.07	 	FIDIC	총회	참가

	 (캐나다	퀘벡)	 	

10.17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행사

11.05	 	일본	ENAA	심포지엄	

	 참가	

11.21	 	해외시장조사

	 (브라질,	페루,	칠레	등)

11.24	 	글로벌	엔지니어	상호교류	

프로그램	개최	

11.25	 	제6차	한·중	정례회의	및	

세미나	참가

11.26	 	KENCA-CNAEC(중국공정

자순협회)2차	재체결

11.28	 	한나라당	임태희	의장	초청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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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1.01	 	지식경제부	출연사업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	

개시	

02.26	 제36회	정기총회	

03.09	 	TCDPAP&FIDIC/ASPAC	

International	Conference	

2009	참가(네팔)		

03.11	 	KENCA-CEAI(인도엔지니

어링협회)	2차	재체결

04.23	 	KENCA-한국수출입은행	

MOU	체결	 	

04.26	 ACEC	총회	참가	 	

04.27	 	엔지니어링산업	발전	

	 좌담회	

05.21	 	GMS(Greater	Mekong	

Subregion)	Project	

	 수주조사단	참가	

05.27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

진본부	부본부장	초청	

	 강연회	

05.28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

06.01	 	2009	엔지니어링글로벌기

반구축사업	관련	해외협력

위원회	개최	

06.08	 역대	회장	간담회

06.25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업무협약	체결

08.26	 	발주자(광주,	전라권)	

	 연찬회

09.13	 	FIDIC	총회	참가

	 (영국	런던)	

10.14	 국제엔지니어링포럼	 	

10.16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행사

11.25	 	엔지니어링업계	발전	조찬

	 간담회	개최	 	

11.26	 		협의회/지회	일본	유관기관	

방문	및	회의	개최(JCCA,	

AJCE,	ENAA,	도요엔지니

어링)	

	 	 	

2010	 	 	 	

01.01	 	British	Expertise(BE),	영국

무역투자청(UKTI)	및	영국

대표단	협회	방문

02.03	 	한국도로공사	사장	초청	강

연회	 	

02.04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

한	간담회	 	

02.23	 제37회	정기총회	

03.10	 	한국엔지니어링협회로	

	 명칭	변경	 	

04.1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엔

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전

부	개정	 	

04.14	 	TCDPAP	하노이	

	 컨퍼런스	참석	 	

04.23	 	KENCA-KOTRA	업무협약	

체결	및	업계간담회	

04.25	 	ACEC	총회	참가

	 (미국	워싱턴	D.C.)	

04.27	 	협의회/지회	해외	유관기관	

탐장(필리핀)	 	

04.28	 	지식경제부,	‘엔지니어링산

업	발전방안’	대통령	보고

05.06	 	국토해양부	실·국장	

	 초청	간담회	 	

05.13	 	2012년	서울	FIDIC	조직위

원회	출범	 	

05.17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	

업계	간담회	 	

06.0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하위법령	연구에	대한	

	 토론회	

06.14	 해외시장조사단	파견	 	

06.23	 역대	회장	간담회	개최	 	

09.19	 	FIDIC	총회	참가

	 (인도	뉴델리)

09.29	 	엔지니어링관련	주요	공기

업	관계자	초청간담회	

10.17	 	엔지니어링	국제협력	포럼

	 	WFEO	총회	참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

레스)

10.18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행사

10.25	 	아시아	인프라프로젝트	수

주조사단	파견	

10.27	 	ENAA	심포지엄	참가

	 (일본	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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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한·중	정례회의	공동개최

12.16	 	RICS	KOREA-KENCA간	

국제인증자격자	확대	양성	

MOU	체결	

12.16	 	엔지니어링	해외진출지원센

터	개소	및	현판식	

12.16	 	ODA	선진화	및	엔지니어링	

해외진출	간담회	

	 	 	

2011	 	 	 	 	

	 	 	 	

01.28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

행규칙	전부개정	공포

02.24	 제38회	정기총회

03.2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개정	설명회

	 	(광주(3/24),	부산(3/25),	대

전(3/31),	서울(3/31))	

03.29	 	ACEC	총회	참가

	 (미국	워싱턴D.C.)	

04.25	 	TCDPAP&FIDIC/ASPAC	

총회	참가	

05.12	 	지식경제부	출입기자단	대

상	간담회		 	

06.07	 	정보통신기술관리법	제정관

련	간담회	 	

06.09	 역대	회장	간담회	

06.22	 	2011	플랜트	인더스트리	포

럼(PIF)	공동	개최	 	

지역냉방보급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06.30	 	엔지니어링교육원	개원	및	

현판식	 	

07.03	 해외시장조사(남아공)	 	

07.06	 엔지니어링	포럼	 	

09.05	 	WFEO	총회	참가

	 (스위스	제네바)	

10.02	 	FIDIC	총회	참가

	 (스위스	다보스)	

10.17	 	엔지니어링	국제	비즈니스	

포럼

10.18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행사

11.24	 	2011	한·인도	투자협력포

럼	참가	및	EEPC	INDIA(인

도엔지니어링수출진흥위원

회)와	업무협약	체결

2012	 	 	 	 	

	 	 	 	

01.06	 	엔지니어링업계	신년인사회

01.13	 	제1차	엔지니어링산업진흥

기본계획	「’12~’16」	수립	

02.23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

한	업계	간담회	

02.24	 제39회	정기총회	 	

03.01	 	TCDPAP&FIDIC/ASPAC	

컨퍼런스	참가

	 (스리랑카)	 	

04.04	 	2012년도	주요인사	초청	조

찬	강연회	 	

04.15	 	ACEC	총회	참가

	 (미국	워싱턴D.C.)	

05.17	 	엔지니어링	워크숍	개최	

05.30	 엔지니어링	포럼	

06.01	 엔지니어링데일리	창간

06.07	 	KENCA-한국철도공사	

MOU	체결	 	

06.11	 역대	회장	간담회	 	

07.23	 	지식경제부	차관	주재	

	 엔지니어링업계	간담회

08.08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	제2012-190

호)	개정	

09.09	 	FIDIC	2012	서울	총회	개최

09.13	 	말레이시아	FIDIC	서울	총

회	참가단	비지니스	미팅

09.14	 	일본	NIPPPON	KOEI사	협

회	방문	및	회의	

10.18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행사	

개최	 	 	

11.25	 	동아프리카	프로젝트	사절

단	파견	 	

12.04	 제3회	엔지니어링	포럼	 	

	 	 	 	

2013	 	 	 	

01.16	 	엔지니어링업계	신년인사회

01.29	 국제엔지니어링포럼	 	

02.26	 제40회	정기총회	 	

03.23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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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부처	지식경제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명칭	변경

04.18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

한	업계	간담회	

04.21	 	ACEC	총회	참가

	 (미국	워싱턴D.C.)	

05.31	 제4회	엔지니어링	포럼	 	

06.13	 역대	회장	간담회	 	

06.20	 	ACEC	총회	참가

	 (캐나다	캘거리)

06.20	 	엔지니어링	인력양성	

	 워크숍

09.05	 	발주자	대상	엔지니어링	실

무교육	 	

09.11	 	WFEO	총회	참가(싱가포르)

09.15	 	FIDIC	총회	참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10.18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제1회	상상설계대전	시상식

10.30	 		2013	Inchem	Tokyo	참가	

및	홍보부스	운영

	 (일본	동경)

11.01	 	제1호	해외	엔지니어링	특화

거점	개소(미얀마)

11.11	 제5회	엔지니어링	포럼

11.25	 	페루엔지니어링협회와	

MOU	체결	 	 	

	

2014	 	 	 	 	

01.11	 	엔지니어링업계	CEO	

	 간담회	및	신년인사회	

02.25	 제41회	정기총회	 	

03.02	 	TCDPAP&FIDIC/ASPAC	

컨퍼런스	참가

	 (인도네시아	발리)

03.19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이취

임식	

03.28	 	엔지니어링산업	규제개선	

간담회

		 	(엔지니어링산업	규제	개

선	관련	산업부,	협회,	업계	

CEO	논의)

04.15	 	한국무역협회와	MOU	체결

04.21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MOU	체결	

04.23	 역대	회장	간담회	

04.28	 	ACEC	컨퍼런스	참가

	 (미국	워싱턴D.C.)	

05.12	 	나이지리아	엔지니어협회	

대표단	한국	방문

05.29	 	창립	40주년	기념	엔지니어

링	포럼

06.03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06.16	 	엔지니어링분야	규제개선	

간담회(산업부	국장	주재)

06.25	 	엔지니어링분야	규제개선	

간담회(산업부	실장	주재)

07.10	 	발주자	대상	엔지니어링	실

무교육

09.02	 	이재완	협회장,	서비스산업

총연합회	경제부총리	초청	

오찬간담회	참석(엔지니어

링사업	현실화		등	건의)

09.04	 	이재완	협회장,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주재	간담회	참석

	 	(낙찰율	향상	등	엔지니어링

사업	현실화	건의)

09.11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MOU	체결

09.27	 	FIDIC	총회	참가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10.16	 	엔지니어링	국제	비즈니스	

포럼(포럼명	확인)

10.17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행사	

및	제2회	상상설계대전	시

상식

	 협회	비전	선포

10.30	 엔지니어링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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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회장 재임 현황

제1대  백선진 제2, 3대  김해림 제4, 5, 6대  전민제 제7, 8대  김형주 제9, 10, 11대  성백전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제1대  백선진(1974. 06. 05~1975. 02. 28)

제2,3대  김해림(1975. 03. 01~1977. 07. 31)

제4,5,6대  전민제(1977. 08. 01~1984. 03. 04)

제7,8대  김형주(1984. 03. 05~1990. 03. 25)

제9,10,11대  성백전

(1990. 03. 26~1999. 04. 06)

제12대  남정현(1999. 04. 07~2002. 02. 25)

제13대  이우정(2002. 02. 26~2005. 02. 28)

제14대  조행래(2005. 03. 01~2008. 07. 31)

제15,16대  문헌일(2008. 09. 30~2014. 02. 28)

제17대  이재완(2014. 03. 0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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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이재완 제12대  남정현 제13대  이우정 제14대  조행래 제15, 16대  문헌일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제1대  백선진(1974. 06. 05~1975. 02. 28)

제2,3대  김해림(1975. 03. 01~1977. 07. 31)

제4,5,6대  전민제(1977. 08. 01~1984. 03. 04)

제7,8대  김형주(1984. 03. 05~1990. 03. 25)

제9,10,11대  성백전

(1990. 03. 26~1999. 04. 06)

제12대  남정현(1999. 04. 07~2002. 02. 25)

제13대  이우정(2002. 02. 26~2005. 02. 28)

제14대  조행래(2005. 03. 01~2008. 07. 31)

제15,16대  문헌일(2008. 09. 30~2014. 02. 28)

제17대  이재완(2014. 03. 0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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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부회장 재임 현황

임금호

이석우

전민제

이창익

김형주

안치섭

김동희

신언모

전긍렬

정근모

양승택

신기조

신동수

이경우

정하오

이임택

황해근

이환범

최상홍

정진익(상근)

이우정

유재소

양인모

박흥일(상근)

제1대
  1974.06.15~

1975.02.28

재임기간

성명

제2대
  1975.03.01~

1976.02.26

제3대
  1976.02.27~

1977.07.31

제4대
  1977.08.01~

1979.03.27

제5대
  1979.03.28~

1981.04.14

제6대
  1981.04.15~

1984.03.04

제7대
  1984.03.05~

198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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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1987.04.27~

1990.03.25

제9대
  1990.03.26~

1993.02.28

제10대
  1993.03.01~

1996.02.28

제11대
  1996.03.01~

1999.04.06

제12대
  1999.04.07~

2002.02.25

제13대
  2002.02.26~

2005.02.28

제14대
  2005.03.01~

2008.02.28

제15대
  2008.03.01~

2011.02.28

제16대
  2011.03.01~

2014.02.28

제17대
  2014.03.0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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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1974.06.15~

1975.02.28

재임기간

성명

제2대
  1975.03.01~

1976.02.26

제3대
  1976.02.27~

1977.07.31

제4대
  1977.08.01~

1979.03.27

제5대
  1979.03.28~

1981.04.14

제6대
  1981.04.15~

1984.03.04

제7대
  1984.03.05~

1987.04.26

이경식

문헌일

이정우

정충혁

김용곤

박효가

황광웅

장상구(상근)

김사준

박봉태

이해경

정조화

황수일(상근)

이재완(수석부회장)

김종완

박찬식

김수보

이강록

이원구

조근환

김치동(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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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1987.04.27~

1990.03.25

제9대
  1990.03.26~

1993.02.28

제10대
  1993.03.01~

1996.02.28

제11대
  1996.03.01~

1999.04.06

제12대
  1999.04.07~

2002.02.25

제13대
  2002.02.26~

2005.02.28

제14대
  2005.03.01~

2008.02.29

제15대
  2008.03.01~

2011.02.28

제16대
  2011.03.01~

2014.02.28

제17대
  2014.03.0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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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조직 현황

회장
이재완 

상근부회장
김치동

사무처장
김선환

위원회

협의회

지회

이사회

감사

윤리 및 포상, 기술표준, 기획홍보, 해외협력, 

제도개선, 예산 및 결산, 정보화, 교육,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심의, 통계, 자문

※ 2014년 10월 현재

플랜트, 설비, 정보통신, 건설, 농림, 환경자원

서울, 경인, 강원, 충북, 대전, 

충남(세종), 경북(대구), 부산, 경남(울산), 

전북, 전남(광주·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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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지원실

기획
협력실

해외진출
지원센터

경영
지원팀

엔지니어링
데일리

회원지원팀
진성환 팀장, 황창준, 박무병, 윤희석, 박정준, 주다름, 한광수, 최현

정보통계팀
유원상 팀장, 김동우, 박동원, 김일남, 황성수

국제협력팀
이명진 팀장, 맹희성, 박상복, 김혜연

인재육성팀
김숙경 팀장, 이수연, 김도옥, 박재성, 한나예

이호준 팀장, 황윤환, 최미라, 김종만, 김미진

정장희 팀장, 이명주, 이준희, 최윤석

기획팀
송각구 팀장, 박선영, 신경선, 김강천 

법제팀
현재명 과장, 조현주

홍보팀
박성규 부장, 이민영

이상근 실장

이문호 실장

권익수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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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제17대 임원 현황

회장	 이재완	 (주)세광종합기술단	 회장

부회장	 김수보	 (주)동일기술공사	 사장

	 이강록	 (주)한국종합기술	 사장

	 이원구	 (주)설화엔지니어링	 사장

	 이해경	 (주)다산컨설턴트	 회장

	 조근환	 대영유비텍(주)	 회장

상근부회장	 김치동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부회장

감사	 박승우	 (주)도화엔지니어링	 사장

	 송재복	 대한컴퓨터기술(주)	 회장

구분 성명 회원사명 직함

※ 2014년 10월 현재

구분 성명 회원사명 직함

이사	 강재홍	 (주)경동엔지니어링	 사장

	 구용호	 (주)해동기술개발공사	 사장

	 김영	 대한엔지니어링(주)	 사장

	 김정기	 현대엔지니어링(주)	 전무

	 박미례	 (주)수성엔지니어링	 회장

	 박상수	 (주)금진건설	 사장

	 박찬식	 (주)유신	 사장

	 박홍범	 (주)계림엔지니어링	 사장

	 손태순	 대한검사기술(주)	 사장

	 신현수	 (주)동서개발	 사장

	 안규철	 (주)태양기술개발	 사장

	 우대원	 (주)대경이앤씨	 사장

	 이벽규	 (주)새터기술	 사장

	 이용안	 (주)안세기술	 사장

	 이윤상	 (주)예다종합설계감리사무소	 사장

	 정차수	 (주)한일엠이씨	 사장

	 정휘복	 (주)녹산	 사장

	 최진상	 (주)건화	 사장

	 최태희	 (주)제일엔지니어링	 사장
	 	 종합건축사사무소	

	 한명식	 (주)태조엔지니어링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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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지회·위원회 현황

윤리 및 포상위원회

• 회원사의 공신력 제고, 품의보전, 사회적 지위향상, 제재 등 자

율조정과 정부포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위원장	 박봉태	 회장	 (주)우원엠앤이

부위원장	 이현수	 교수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위원	 박광순	 선임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신윤섭	 사장	 (주)윤성이엔지

	 원상희	 부회장	 (주)삼안

	 이찬주	 사장	 문엔지니어링(주)

	 최태희	 사장	 	(주)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한명식	 사장	 (주)태조엔지니어링

	 안창형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김치동	 상근부회장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구분 성명 직함 업체명

협의회 현황

플랜트	 손태순	 대한검사기술(주)

설비	 정차수	 (주)한일엠이씨

정보통신	 이윤상	 (주)예다종합설계감리사무소

건설	 이해경	 (주)다산컨설턴트

농림	 신현수	 (주)동서개발

환경자원	 정휘복	 (주)녹산

협의회 협의회장 회원명

지회현황

서울	 김수보	 (주)동일기술공사

부산	 이봉재	 (주)이화기술단

대전	 김석태	 (주)에스티이앤씨

경인	 우대원	 (주)대경이앤씨

강원	 박원일	 (주)미래기술단

충북	 김윤경	 (주)지명

충남(세종)	 박홍범	 (주)계림엔지니어링

전북	 최도성	 (주)한아

전남(광주·제주)	 박상수	 (주)금진건설

경북(대구)	 구용호	 (주)해동기술개발공사

경남(울산)	 권무현	 (주)로텍엔지니어링

지회 지회장 회원명

※ 2014년 10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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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기술표준위원회

 • 산업의 기술기준, 표준품셈의 제·개정, 개선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와 자문

• 엔지니어링산업의 기술 발전 및 선진화에 대한 자문

위원장	 김승렬	 사장	 (주)에스코컨설턴트

부위원장	 문	일(기술)	 교수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문병권(품셈)	회장	 (주)경화엔지니어링

위원	 곽석환	 팀장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설계기준팀

	 김기식	 사장	 (주)더	한양

	 김윤경	 사장	 (주)지명

	 손원표	 부사장	 동부엔지니어링(주)

	 이용안	 사장	 (주)안세기술

	 이웅주	 부회장	 (주)도화엔지니어링

	 이학구	 국장	 	서울시	동작구청							
안전건설교통국	

	 정차수	 사장	 (주)한일엠이씨

	 정휘복	 사장	 (주)녹산

	 조성민	 사장	 (주)평원엔지니어링

	 진경호	 연구위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련부서장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구분 성명 직함 업체명

기획홍보위원회

• 엔지니어링산업의 위상제고와 대내외 홍보강화, 클린 엔지니

어링문화 추진에 대한 자문

• 새로운 일감 창출 정책 자문 

위원장	 김수보	 사장	 (주)동일기술공사

부위원장	 한종훈	 센터장	 서울대학교	SNUe센터

위원	 강재홍	 사장	 (주)경동엔지니어링

	 박재건	 부사장	 IT엔지니어링

	 박찬우	 상무	 현대엔지니어링(주)

	 배홍기	 부대표	 삼정KPMG

	 장동훈	 원장	 전략기술경영연구원

	 정진우	 기자	 머니투데이

	 최지희	 기자	 건설경제

	 한승헌	 교수	 연세대학교

	 황인택	 상무이사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김선환	 사무처장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구분 성명 직함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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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협력위원회

• 국제단체 및 해외유관기관 등과의 해외협력 전반에 관한 중요

사항 자문

위원장	 강호익	 부회장	 (주)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부위원장	 김정호	 사장	 (주)다산컨설턴트

위원	 김경철	 대표이사	 (주)인포마스터

	 김성만	 부사장	 문엔지니어링(주)

	 김숙현	 부사장	 (주)세일종합기술공사

	 김정기	 본부장	 현대엔지니어링(주)

	 노만영	 사장	 (주)로팜글로벌
	 	 	 건설컨설턴트

	 손태규	 상무	 한국무역협회
	 	 	 e-Biz지원본부장

	 서정화	 팀장	 한국수출입은행
	 	 	 경협지원실

	 왕동원	 실장	 KOTRA
	 	 	 산업자원협력실

	 이상호	 본부장	 플랜트산업협회

	 이재철	 부사장	 (주)경동엔지니어링

	 이종세	 교수	 한양대학교

	 홍인표	 부사장	 (주)서영엔지니어링

	 관련부서장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구분 성명 직함 업체명

제도개선위원회

•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대한 중요사항 자문

•엔지니어링 글로벌화를 위한 법제도의 선진화에 대한 자문

위원장	 이강록	 사장	 (주)한국종합기술

부위원장	 박상주	 사장	 (주)천진엔지니어링

위원	 권경현	 변호사	 법무법인	진운

	 권헌영	 교수	 광운대학교
	 	 	 과학기술법학과

	 박홍범	 사장	 (주)계림엔지니어링

	 신익기	 사장	 (주)에젤

	 안미정	 부사장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주)

	 조충영	 사장	 (주)평화엔지니어링

	 최도성	 사장	 (주)한아

	 최환용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김선환	 사무처장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구분 성명 직함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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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예산및결산위원회

• 협회 예산 및 결산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위원장	 이해경	 회장	 (주)다산컨설턴트

부위원장	 조근환	 회장	 대영유비텍(주)

위원	 김수보	 사장	 (주)동일기술공사

	 전덕빈	 교수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손태순	 사장	 대한검사기술(주)

	 이원구	 사장	 (주)설화엔지니어링

	 한기수	 사장	 동양검사기술(주)

	 김치동	 상근부회장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구분 성명 직함 업체명

정보화위원회

• 전산화 등 전산화추진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

위원장	 김		영	 사장	 대한엔지니어링(주)

부위원장	 송재영	 상근부회장	 한국소프트웨어
	 	 	 전문기업협회

위원	 강왕열	 전무	 (주)건화

	 김상현	 팀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종현	 사장	 (주)한국IT감리원

	 노우균	 회장	 대한항업(주)

	 노정규	 교수	 서경대학교

	 우제택	 교수	 대전대학교
	 	 	 IT경영공학과

	 정운철	 상무	 (주)SK커뮤니케이션즈

	 한동일	 교수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홍완표	 교수	 한세대학교

	 관련부서장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구분 성명 직함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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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 심의

위원장	 김치동	 상근부회장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부위원장	 최진상	 사장	 (주)건화

위원	 강인석	 소장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센터

	 김성연	 상무	 현대엔지니어링(주)

	 김형관	 교수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문철수	 회계사	 해울세무회계사사무소

	 서석구	 부사장	 (주)서영엔지니어링

	 손영일	 부사장	 (주)도화엔지니어링

	 오우영	 단장	 (사)한국플랜트산업협회

	 유재원	 부사장	 (주)다산컨설턴트

	 이종수	 사장	 (주)리가피씨엠

	 이혜진	 소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창의엔지니어링센터

	 조성한	 상무	 GS건설(주)

구분 성명 직함 업체명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심의위원회

• 기술자의 경력등급 판정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 등 경력인

정기준에 관한 심의

위원장	 이재완	 회장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부위원장	 이용안	 사장	 (주)안세기술

위원	 강동춘	 실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박창우	 객원교수	 서울대학교

	 이상수	 사장	 (주)삼육건설엔지니어링

	 정의종	 사장	 (주)에이스이엔씨

	 안창형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간사	 관련부서장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구분 성명 직함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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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위원회

• 통계조사업무 및 연구용역사업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

위원장	 이벽규	 사장	 (주)새터기술

부위원장	 차경섭	 상무	 동부엔지니어링(주)

위원	 김홍석	 박사	 산업연구원

	 박유수	 상무	 (주)보람

	 원동식	 대표이사	 (주)동산이엔씨

	 이동희	 교수	 경기대학교	경영학과

	 박명환	 교수	 한성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정병철	 교수	 서울시립대	통계학과

	 관련부서장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구분 성명 직함 업체명

자문위원회

• 협회 주요 정책 및 업무추진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

위원장	 전경수	 명예교수	 서울대학교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위원	 김대영	 회장	 (주)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김사준	 회장	 (주)대주종합기술단

	 김종완	 회장	 (주)옥토기술단

	 박봉태	 회장	 (주)우원엠앤이	

	 신재호	 회장	 (주)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정조화	 회장	 (주)건화

구분 성명 직함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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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실적

1986	 (교재개발)	Project	Management	 배정린	외	5명

1987	 (교재개발)	국제계약실무	 배정린	외	5명	

1988	 (교재개발)	Preposal		작성	기법	 배정린	외	5명	

1989	 (교재개발)	타당성	조사	기법	 배정린	외	5명	

	 기술용역산업의	발전계획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처	

	 플랜트	엔지니어링	생산성	연구	 과학기술처	

	 기술인력	공동	활용제도	연구	 과학기술처	

1990	 (교재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	 배정린	외	5명	

1991	 (교재개발)	CAE	활용기법	 조경진	외	5명	

	 KOTRA		종합무역	정보연구센터	건립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수행	 경제기획원	요청	

1992	 도면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CAD시스템을	이용한	도면관리	DB화	 자문위원	이금석	외	3명,	연구위원	안건영	외	3명

1993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개선	연구	 삼일회계법인	

	 (교재개발)	지리정보시스템	활용기법	 유근배	외	4명	

	 지리정보시스템	이용계획,	방안	체계화	 자문위원	안철호	외	1명,	연구위원	유조배	외	4명

	 국제계약	실무	 유조배	외	4명	

1994	 엔지니어링산업	기술수준	분석	및	애로요인	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엔지니어링	사업성과품의	품질향상	및	대책방안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교재개발)	Proposal/Financing		기법	 교재개발위원회(성백전	외	8명)	

	 (교재개발)	코스트	엔지니어링	기법	 오원탁	외	6명	

1995	 (교재개발)	엔지니어링사업계약	및	클레임	관리기법	 박준기	외	5명	

	 CAE	기법	 중앙대	건설산업연구소(책임연구원:	성백전)	

	 계약이론	및	실무해설,	클레임기법	 박준기,	조영준	

1996	 (교재개발)	엔지니어링	기업의	생산성	향상	 이현수,	성백전,	박명수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미래	구상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1997	 (교재개발)	사업관리	실무메뉴얼	 김경래,	김예상	

	 입찰참가자격심사제도(PQ)	등	입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책임연구원:	문정호)	

년도 조사·연구과제명 수행기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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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건설엔지니어링	수급실태	및	대책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엔지니어의	책임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설계자	및	감리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공학기술연구소(이태식)	

	 설계용역	손해배상보증제도	개선방안	자문	 한국컨설팅(주)	

1998	 (교재개발)	설계관리	실무메뉴얼	 이송	외	4명	

1999	 (교재개발)	도로설계	관리매뉴얼	 이송	외	4명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개선연구	 김세원	

	 설계,	감리	손해배상보증제도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0	 (교재개발)	도시개발사업	실무메뉴얼	 조현세	외	4명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한	건설엔지니어링	진흥방안	 대한토목학회	

	 건설기술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기준	개선연구	 (사)한국경제학회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과	추진전략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의섭)	

2001	 (교재개발)	프로젝트	위험관리실무	 이재성	외	3명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및	임금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	 (사)한국경제학회(정문종)	

2002	 엔지니어링	기술지원	사업계획-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설립운영방안	 한성대학교(박명환)	

	 The	White	Book(국제기술용역	계약조건)	번역	 국제클레임법률연구소(김원태)	

	 엔지니어링	전문분야별	업무범위와	기술인력의	자격종목	및	

	 전공학과	인정범위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신명훈)	

	 (교재개발)	엔지니어링	해외진출을	위한	실무가이드	 이창욱	외	2명	

	 엔지니어링	교육	프로그램	조사·연구·개발	 (주)전략기술경영연구원(장동훈)	

	 엔지니어링	교육교재	개발연구(기교재	업데이트)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이현수)	

	 엔지니어링	정보유통체제	구축방안	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정택영)	

	 지반조사	품셈개정	및	보완용역	 동아컨설턴트	

	 EPC/Turnkey	프로젝트	계약조건	번역	 이창욱,	박상수,	전준수

	 정보통신설비공사	감리대가기준	표준품셈	제.개정	 문엔지니어링(주)	

	 동남아시아	주요지역	시장조사	연구	 디알엔씨(주)(윤형석)	

	 전기설비	표준품셈	제정	 홍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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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비파괴검사	표준품셈	제.개정	 (주)아이텍	 	

	 건축기계	표준품셈	 (주)한일엠이씨(김문정)	

	 엔지니어링	교육프로그램	조사,	연구,	개발	 (주)전략기술경영연구원(장동훈)	

2003	 엔지니어링	기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과학기술정책연구원(홍사균)	

	 엔지니어	전문성	향상을	위한	self-learning	modular	system	개발	 (주)전략기술경영연구원(장동훈)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정	 홍익대학교	

	 건축기계설비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정(2차)	 (주)한일엠이씨(김문정)

	 산업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정	 서울대학교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	

	 Plant	&	Design-Build(해설서	포함)와	Short	Form	계약조건	번역용역	 번역:	박상수,	감수:	전준수	

	 (교재개발)	품질경영	 (주)새한검증(주필현)	

	 (교재개발)	가치공학	 서울시립대	산업기술연구소(현창택)	

	 (교재개발)	사업발주방식	 서울시립대	산업기술연구소(현창택)	

	 (교재개발)	시방서작성	매뉴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구재동)	

	 (교재개발)	엔지니어링	설계절차	 한국전력기술(주)(조광식)	

	 (교재개발)	엔지니어링산업의	인력개발을	위한	강의	교재개발(기술관리과정)	 한국과학기술원(성형진)	

	 (교재개발)	엔지니어링산업의	인력개발을	위한	강의	교재개발(사업관리과정)	 한국과학기술원(이태억)	

	 (교재개발)	엔지니어링산업의	인력개발을	위한	강의	교재개발(최고경영자과정)	 한국과학기술원(김진근)	

	 지반조사(통합본)	표준품셈	제정	 (주)동아컨설턴트	

2004	 엔지니어링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옥준필)	

	 (교재개발)	프로젝트	파트너쉽	관리	 한미파슨스(권오경)	

	 (교재개발)	물	환경관리	 한국과학기술원(박희경)	

	 (교재개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한계상태	설계법	 한국과학기술원(김진근)	

	 (교재개발)	협상전략	및	기술	 전략기술경영연구원(장동훈)	

	 기술협의회/지회	활성화	방안	연구	 (주)에이스이엔씨	외	

	 엔지니어링	정보유통체제	구축(2차	사업)컨설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정택영)	

	 (교재개발)	공정설계	 현대엔지니어링(염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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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교재개발)	정보시스템	분석	및	설계	 안세기술(박세일)	

	 FIDIC	Joint	Venture,	Sub-Consultancy	계약조건,	 번역:	C4	International.	Co.(이종수),	

	 FIDIC	Tendering	Procedure	 감수:	전준수

	 (교재개발)	건설공사	시공계획	및	절차	 한국기술사회(장흥진)	

	 해외	주요지역	시장조사	연구

	 (1지역:	인도,	파키스탄,	미얀마,	2지역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1지역:	채화묵	외	3인,	2지역:	정원화	외	3인	

	 엔지니어링	입낙찰제도	개선방안	연구	 세종대학교(김한수)	 	

	 건축물의	기계설비시스템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규	제·개정	연구	
(주)성아엔지니어링	

	 산업설비엔지니어링	제도개선	연구	 (주)에이스이엔씨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수행	지침서	작성	및	감리표준품셈	제·개정	연구	 (주)세영통신	

	 엔지니어링관련	법령	통합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협회	비전과	전략	 협회	발전	TFT	

2005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에	대한	연구	 석우엔지니어링(주)	

	 엔지니어링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한국공학한림원	

	 (교재개발)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한계상태	설계법	해설	 한국과학기술원(김진근)	

	 IBRD	Consulting	Services	Manual	번역	 번역:	조현일,	감수:	김형원	

	 엔지니어링경력개발프로그램(CDP)구축	(1차	사업)	연구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이현수)	

	 도로설계	표준품셈	제정	 (사)한국도로교통협회	

	 수자원개발(하천편)	표준품셈	개정	 (사)한국하천협회	

	 엔지니어링	정보유통체제	해외정보관련	콘텐츠	보완용역	 전략기술경영연구원(신동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협회	해외진출	활성화	정책연구	 (주)인터젠		

	 엔지니어링	입·낙찰	개선	추가연구	 세종대학교(김한수)	

2006	 엔지니어링경력개발프로그램(CDP)	구축	(2차	사업)	연구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이현수)	

	 산업설비대가기준	제정연구	 (주)유니이엔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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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엔지니어링통계	확대·개선	연구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한근식)	

	 해외시장개척	엔지니어링	고도화사업	정책연구	계획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	HUB	조성	추진	방안을	중심으로)	
(주)인터젠,	(사)한국산업전략정보연구원

	 (교재개발)	구조물의	내구성	설계	 한국과학기술원(김진근)	

	 (교재개발)Project	Risk	Management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김형관)	

	 엔지니어링	중장기	기술개발로드맵	선행연구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이현수)	

	 엔지니어링	전문분야별	업무범위	등	개선연구	 (주)한국CM기술원	

	 도로설계	표준품셈2차	연구	 한국도로교통협회	

	 건설엔지니어링	시장	확대를	위한	추진전략	 (사)미래기술연구소	

2007	 IT	기술의	엔지니어링	접목방안	연구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홍완표)	

	 FTA와	엔지니어링	시장개방	대응전략	연구	 충북대학교	학연산	공동기술연구원(심순보)

	 엔지니어링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지원제도	개선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박복영)	

	 제2차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	작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배용호)	

	 엔지니어링경력개발프로그램(CDP)(3차	사업)	연구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이현수)	

	 엔지니어링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1차)	수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박병원)	

	 (교재개발)	방재와	감재	 조현일

	 (교재개발)	해외번역-각국의	구조	설계기준	비교	및	유럽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한국과학기술원(김진근)	

	 사전환경성	검토	표준품셈	연구	 이엔씨기술연구소(정상철)	

	 건축기계설비	설계가이드북	연구	 목원엔지니어링(김선하)	

	 한·EU	FTA와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	대응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하태정)	

	 엔지니어링	기술자	경력관리제도	연구	 (주)한국씨엠기술원(황효수)	

2008	 친환경	도로설계기술	개발	 동부엔지니어링(주)(손원표)	

	 (교재개발)	Design,	Build	and	Operate	Projects	 조현일	

	 수주실적	사업개요	매뉴얼	작성용역	 (주)도화종합기술공사(문병권)	

	 수자원개발	표준품셈(댐편)	제정	연구용역	 (사)한국하천협회(신희범)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개정	연구용역	 홍익대학교	전기설비연구센타(최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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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정보통신감리대가기준	표준품셈	제정	연구용역	 (사)한국전자통신학회(홍완표)	

	 초고층	건물의	건축기계설비시스템	설계기술	체계화	연구용역	 (주)목원엔지니어링(김선하)	

	 소음진동컨설팅	품셈	제정	연구용역	 (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조만희)	

	 엔지니어링	국제	입·낙찰	연구	 동국대학교(김상범)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관리	ISP/BPR	수립방안	연구	 (유)공유컨설팅(공현준)	

	 한·중	FTA	대비	협상	전략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하태정)	

	 엔지니어링	발전	연구소	신설	조사연구	 (주)인터젠(김승혁)	

	 엔지니어링	국제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산업정책연구원(이윤철)	

	 엔지니어링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2차년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태근)	

	 산업설비엔지니어링	대가	시공감리요율	제정	연구용역	 (주)에이스이엔씨(정의종)	

	 원자력발전소	기계,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설계기준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고세라)	

	 (교재개발)	각국의	국제설계기준	비교	및	유럽콘크리트	설계기준	해설서	 한국과학기술원(김진근)	

	 (교재개발)	MDB차관	사업	계약조건의	이해	 리가피씨엠(이종수)	

	 엔지니어링사업	중장기	발전전략	 (주)인터젠(김승혁)	

2009	 엔지니어링산업의	정책통계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한국조사연구학회(이긍희)	

	 철도설계	표준품셈	제정	 철도건설공학협회	

	 가스산업설비	표준품셈	제정	 협우이엔디	

	 초고층	건물의	설비시스템	연구	 목원엔지니어링	

	 U-city	실무	가이드북	제작	 한국전자통신학회	

	 소음진동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정(2차)	 소음진동기술사회	

	 국제전문가	양성	교과목	개발	및	단기	과정	개설	연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김형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하위법령	개선연구	 한국법제연구원(손희두)	

	 엔지니어링계약관련	법령개선	연구용역	 동국대학교(김상범)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제도	개선	연구	 건설산업연구원(김민형)	

	 엔지니어링산업구조	고도화	기반연구	 광운대학교(권헌영)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	연구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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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엔지니어링산업	육성을	위한	엔지니어링	펀드	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	 (주)인터젠	

	 엔지니어링산업	고도화수립	전략	연구	 아서디리틀(유)	

2010	 엔지니어링산업	고도화	전략	수립(2차)	연구	 아서디리틀(유)(홍대순)

	 유도대책표준품셈	1차	연구(추가계약)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최	경)	 	

	 핵심전략기술	기술개발로드맵	 생산기술연구원(박춘근)	

	 대기오염물질	확산경향	추정	및	영향	예측	용역	품셈	 한국환경기술사회(노종식)	

	 BIM	품셈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기술기준	연구	 (주)삼인이에스(조춘식)	

	 산업설비	설계기준	제정	 (주)유페임(성순창)	

	 건설품질관리용역의	세부기준과	대가표준의	제정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김영환)	

	 건축전기설비	에너지절약설계	편람	도출	및	설계기준	개정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김세동)	

	 엔지니어링	해외진출	로드맵	수립연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김삼식)	

	 U-city실무	가이드북	제작(2차사업)	 한국전자통신학회(홍완표)	

	 엔지니어링통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사)한국통계학회(이동희)	

	 엔지니어링	기술분류	체계	연구	 한성대학교(박명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제도	및	운영관련	연구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김상범)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업무	처리	지침	관련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김상범)	

	 해외	PF에서	엔지니어링업체의	역할	재정립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	 (주)인터젠(박영수)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사)한국지방계약학회(김대인)	

	 엔지니어링산업의	실태조사	 (주)월드리서치	

	 엔지니어링산업의	하도급	실태조사	 (사)한국경쟁법학회(홍명수)	

	 자체통계품질진단	수행	및	경기실사지수조사	실시설계	연구	 (사)한국통계학회(이동희)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	고시안	마련위한	선행연구	 (재)한국조달연구원(오세욱)	

2011	 (교재개발)Pre-CPE	입문과정	개설을	위한	커리큘럼	및	교재(교안)개발	 (사)한국플랜트학회(정의종)	

	 협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주)기술과가치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연구	 (주)인터젠(박영수)	

	 플랜트	산업설비	설계기준	작성	연구(2차)	 (주)협우이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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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U-city	설계	실무	가이드북	제작(3차)	 한국전자통신학회	

	 건설품질용역의	세부기준과	대가표준	제정(2차)	 (사)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교류전철	유도대책	표준품셈	제정연구(2차)	 (사)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엔지니어링산업	통계의	이용자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경기대학교산학협력단	

	 BIM	MEP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기반구축	연구(2차)	 (주)삼인이에스	

	 자연환경분야	품셈제정	연구	 (사)한국환경기술사회	

	 건축전기설비분야의	에너지절약	성능중심	설계편람	작성	연구(2차)	 (사)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엔지니어링산업	통계계량	분석	모형·방법	개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박만식)	

	 2차연도	엔지니어링산업의	실태조사	 (주)월드리서치	

	 엔지니어링	기술인력	수급	동향	실태조사	실시설계	연구	 (사)한국통계학회(전수영)	

	 엔지니어링사업	표준품셈	인가절차	방안연구	 한국조달연구원(오세욱)	

	 엔지니어링산업	업역체계	선진화	방안연구	 한국행정연구원(최유진)	

	 엔지니어링산업	일감확대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산학협력단	

	 엔지니어링산업백서	발간	준비사업	 경기대학교산학협력단(이동희)	

2012	 협의회·지회	개선방안	연구	 한성대학교(박명환)	

	 (교재개발)사업관리(Post-PMP)		고급과정(Module	I,II)	커리큘럼	및	교재(교안)개발	 (사)한국프로젝트경영협회(최종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사업성	검토	컨설팅	용역	 (주)원앤비컨설팅	

	 (교재개발)FIDIC	국제표준	계약관리	한국어	번역	 (주)렉스코드	

	 (교재개발)	플랜트관리(Pre-CPE)	입문과정(모듈2)	커리큘럼	및	교재(교안)개발	 (사)한국플랜트학회(정의종)	

	 3차년도	엔지니어링산업	실태조사	 (주)포커스컴퍼니	

	 통계작성	분류기준체계	기반수립	 경기대학교	산학현력단(이동희)	

	 엔지니어링산업실태조사	심층분석을	통한	자료수집절차와	산출방안	마련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정병철)	

	 (교재개발)	사업예산관리(QS)분야	커리큘럼	및	교재개발	 (사)한국차터드큐에스(윤찬호)	

	 사업예산관리(QS)분야	커리큘럼	및	교재개발	감수	 (사)국제공인서베이어협회(신종웅)	

	 산업설비	감리요율제정	연구	 (주)협우이엔디(권희덕)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표준품셈	제정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홍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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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조사·연구과제명 수행기관/연구원

2012	 자연환경조사	표준품셈제정	연구	 (사)생태계조사평가협회(남궁형)	

	 국내	엔지니어링	계약제도의	선진화	방안	 (주)인시티(강호익)	

	 건설	및	엔지니어링산업	인력수급	실태조사	 (주)베스트사이트(백경현)	

	 엔지니어링산업백서	발간	 (주)폴비존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및	기술자	경력관리	제도	연구용역	 고려대학교(강영종)	

	 신고간소화	마스터플랜(MP)	수립	 (주)한국IT감리컨설팅	

2013	 (교재개발)엔지니어링	해외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실무과정Ⅰ	 연세대학교(김형관)	

	 표준품셈	정비방안	연구	 한국조달연구원	

	 엔지니어링산업	표본조사연구	 (사)한국통계학회	

	 2013	엔지니어링산업백서	발간	 (주)폴비존	

	 2013	엔지니어링	인력수급	실태조사	 (주)포커스컴퍼니(김대현)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	개정	연구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수도정비기본계획/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표준품셈	개정	연구	 상하수도기술사회(삼안,	도화,	건화,	한국종합기술)

2014	 기술부문에	따른	노임단가	공표분류	연구	 (사)한국통계학회(이동희)

	 제조엔지니어링	발전방안	연구용역	 (사)한국산업융합기술사협회(이용표)

	 엔지니어링	사이버대학	설립	및	민간자격	마련	연구	 (주)전략기술경영연구원(장동훈)

	 한-중-일	FTA	협상	대응방안	연구	 법무법인	진운(권경현)

	 중소ㆍ중견	엔지니어링	기업	육성전략	연구	 딜로이트컨설팅(유)(최용호)

	 국산	엔지니어링	S/W	현황분석	및	고급ㆍ확산	전략	수립	연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혜진)

	 엔지니어링산업	통계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와	개선방안	연구	 산업연구원(김홍석)

	 엔지니어링	해외프로젝트	파이낸싱	실무과정	II	교재개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김형관)

	 해외	프로젝트	계약조건	Check	List	교재개발	용역	 (주)리가피씨엠(이종수)

	 2013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나이스평가정보(주)(심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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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사업 실적

2003	 KAIST	위탁교육과정	 기술관리과정	 3회	 54명

	 	 사업관리과정	 3회	 76명

	 	 최고경영자과정	 2회	 30명

	 KENCA	교육과정	 엔지니어링기본과정	 3회	 63명

2004	 KAIST	위탁교육과정	 기술관리과정	 6회	 166명

	 	 사업관리과정	 2회	 40명

	 	 공학전문과정	 4회	 158명

	 	 경영자전문과정	 1회	 48명

	 KENCA	교육과정	 엔지니어링기본과정	 3회	 49명

	 	 엔지니어링실무과정	 5회	 85명

2005	 KAIST	위탁교육과정	 기술관리과정	 1회	 50명

	 	 사업관리과정	 3회	 47명

	 	 공학전문과정	 13회	 539명

	 	 경영자전문과정	 1회	 47명

	 KENCA	교육과정	 엔지니어링기본과정	 2회	 22명

	 	 엔지니어링실무과정	 7회	 183명

	 	 엔지니어링국제실무과정	 3회	 35명

2006	 KAIST	위탁교육과정	 기술관리과정	 4회	 162명

	 	 공학전문과정	 9회	 419명

	 	 기술전문과정	 6회	 194명

	 	 기술심화과정	 5회	 251명

	 	 경영자전문과정	 1회	 24명

	 KENCA	교육과정	 엔지니어링기본과정	 3회	 78명

	 	 엔지니어링실무과정	 4회	 154명

	 	 엔지니어링관리자과정	 2회	 39명

	 이공계	미취업자	엔지니어링	인턴과정	 국내	인턴과정	지원	 	 142명

2007	 KAIST	위탁교육과정	 기술관리과정	 3회	 167명

	 	 공학전문과정	 5회	 301명

	 	 기술전문과정	 4회	 179명

년도 구분 과정명 횟수  수료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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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구분 과정명 횟수  수료자(명)

2007	 	 기술심화과정	 3회	 211명

	 	 해외경영자전문과정	 2회	 69명

	 KENCA	교육과정	 엔지니어링기본과정	 1회	 25명

	 	 엔지니어링실무과정	 7회	 178명

	 	 엔지니어링관리자과정	 4회	 140명

	 	 엔지니어링국제실무과정	 2회	 74명

	 이공계	미취업자	엔지니어링	인턴과정	 국내	인턴과정	지원	 	 111명

	 	 해외	인턴과정	지원	 	 11명

2008	 KENCA	기술과정	 글로벌엔지니어양성과정	 3회	 190명

	 	 공학전문과정	 4회	 231명

	 	 기술전문과정	 4회	 184명

	 	 해외경영자과정	 1회	 29명

	 	 엔지니어공학입문과정(위탁사업)	 	 117명	

	 KENCA	교육과정	 엔지니어링기본과정	 1회	 45명

	 	 엔지니어링실무과정	 5회	 206명

	 	 엔지니어링관리자과정	 4회	 204명

	 	 엔지니어링국제실무과정	 6회	 277명

	 이공계	미취업자	엔지니어링	인턴과정	 국내	인턴과정	지원	 	 108명

	 	 해외	인턴과정	지원	 	 9명

2009	 핵심기술분석	기업교육과정	지원	 	 3건	 152명	 	

	 글로벌	실무과정	 국제계약법	해설	 4회	 157명

	 	 해외	프로젝트	추진	실무과정	 4회	 270명

	 	 국제인증자격교육(CPE,	PMP)	 5회	 226명

	 전문역량	강화과정	 산·학·연	연계	공학과정	 3회	 162명

	 	 지회	연계	사업수행능력	인정	교육	 4회	 351명

	 	 엔지니어링관련	제도(발주자	초청	교육)	 4회	 1,081명	

	 국내외	인턴쉽	프로그램	 국내	인턴과정	지원	 	 100명

	 	 국제	인턴쉽	프로그램	지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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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구분 과정명 횟수 수료자(명)

2010	 핵심기술분석	및	도제식	교육과정	지원	 4건		 178명

	 엔지니어링	사이버	교육	 	 31회	 1,714명

	 글로벌	전문능력	배양교육	 국제계약	실무	 4회	 171명

	 	 해외	프로젝트	실무	 4회	 172명

	 	 국제인증자격교육	 4회	 213명

	 	 3D모델러	양성	 2회	 50명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기술융·복합	응용	 4회	 181명

	 수행능력	강화교육	 사업수행능력평가	가점	인정	 4회	 347명

	 	 발주자	초청교육(엔지니어링	제도의	이해)	 4회	 443명

	 국내	인턴쉽	지원	 41개사	인턴쉽	 	 101명

	 해외	현장연수	프로그램	지원	 3개국(뉴질랜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현장연수	 	 3명	

2011	 국제협동(인증)	교육	 FIDIC-KENCA	인증강사	육성과정	 1회	 23명

	 	 RICS-KENCA	협동	QS	실무과정	 3회	 64명

	 해외자격자	양성	교육	 Pre	PMP(사업관리	전문가)	입문과정	 2회	 99명

	 	 PMP(사업관리	전문가)	양성과정	 5회	 253명

	 	 Pre-CPE(플랜트	전문가)	입문과정	 1회	 19명

	 	 Pre-CPE(플랜트	전문가)	양성과정	 1회	 135명

	 	 QS(사업예산관리	전문가)	양성과정	 1회	 16명

	 재직자	현장	맞춤형	재교육	 엔지니어링	사이버	아카데미	양성과정	 33회	 533명

	 	 	 	 (2,038명	수강)

	 	 국제계약실무과정	 4회	 138명

	 	 국제계약실무과정(심화과정)	 3회	 90명

	 	 해외	프로젝트	실무과정	 3회	 111명

	 	 해외	프로젝트	실무과정(해외강사	초청)	 1회	 32명

	 	 3D모델러	양성과정	 7회	 2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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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구분 과정명 횟수 수료자(명)

2011	 	 엔지니어링	기술	융·복합	응용과정	 4회	 112명

2012	 엔지니어링	국제전문가	 FIDIC	국제표준	계약관리	전문가	양성	(장기과정)	 1회	 28명	

	
양성교육

	 Practical	view	of	FIDIC	Contracts과정	 1회	 49명

	 	 Claim	Management	for	Engineers과정	 1회	 50명

	 	 Dispute	Adjudication	Boards-Process,		
1회	 43명

	 	 Procedure과정	 	

	 	 EPC	Turnkey/Design,	Build	&	Operate과정	 1회	 40명	

	 	 PMP(사업관리	전문가)	양성과정	 5회	 228명

	 	 CPE(플랜트	전문가)	양성과정	 2회	 97명

	 	 QS(사업예산관리	전문가)	양성과정(장기)Ⅱ	 1회	 30명

	 엔지니어링	실무역량	 Pre-PMP(사업관리	전문가)	기본과정	 2회	 95명

	
강화교육

	 Post-PMP(사업관리	전문가)	고급과정(모듈1)	 1회	 23명

	 	 Post-PMP(사업관리	전문가)	고급과정(모듈2)	 1회	 11명

	 	 Pre-CPE(플랜트	전문가)	입문과정(모듈1)	 1회	 16명

	 	 Pre-CPE(플랜트	전문가)	입문과정(모듈2)	 1회	 13명

	 	 국제입·낙찰	및	계약의	이해과정	 1회	 39명

	 	 FIDIC	국제건설기술공사	계약조건의	이해과정	 1회	 48명

	 	 FIDIC	MDB	계약조건의	이해과정	 1회	 33명

	 	 FIDIC	Client/Cosultant	표준서비스	계약조건의	이해과정	 1회	 57명	

	 	 FIDIC	해외설비계약조건의	이해과정	 1회	 45명

	 	 FIDIC	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	계약조건의	이해과정	 1회	 32명	

	 	 FIDIC	EPC	Turnkey	계약조건의	이해과정	 1회	 56명

	 	 FIDIC	품질관리	실무과정	 1회	 26명

	 	 FIDIC	클레임	관리	실무과정	 1회	 46명

	 	 해외	Proposal	작성	실무	심화(해외강사)과정	 1회	 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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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엔지니어링	실무역량	 Contract	Administration	&	Project	Life	Cycle과정	 1회	 34명	

	
강화교육

	 해외	타당성	분석	실무과정	 1회	 41명

	 	 해외	프로포잘	작성	실무과정	 2회	 83명

	 	 QS	코스트	기법과정	 1회	 28명

	 	 QS	수량산출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실무과정	 1회	 23명

	 	 QS	해외건설계약	실무과정	 1회	 17명

	 	 QS	해외건설	Procurement(조달)	및	입찰전략	
1회	 31명

	 	 실무과정

	 	 Civil	3D모델러	실습과정	 3회	 82명

	 	 MEP	3D모델러	실습과정	 2회	 62명

	 	 Plant	3D모델러	실습과정	 2회	 61명

	 	 Revit	3D모델러	실습과정	 2회	 60명

	 	 Archi	CAD	3D모델러	실습과정	 1회	 27명

	 	 사방	실무과정	 2회	 77명

	 	 플랜트	프로세스	기반시설	설계	실무과정	 1회	 26명

	 	 플랜트	지원시설	설계	실무과정	 1회	 14명

	 	 해외	광대역	무선망	설계과정	 1회	 19명

	 	 그린에코실무(신재생에너지)과정	 1회	 18명

	 	 U-City	실무과정	 1회	 19명

	 엔지니어링	기초입문	교육	 QS(사업비	산출)	실무과정	 10회	 112명

	 	 해외	프로포잘(Proposal)	작성	실무과정	 10회	 143명

	 	 FIDIC	YELLOW,	SILVER	BOOK에	대한	이해과정	 10회	 136명

	 	 World	Bank	EPC	계약조건의	이해과정	 10회	 92명

	 	 국제계약	해설(FIDIC	WHITE	BOOK)과정	 10회	 102명

	 	 국제입·낙찰	제도의	이해과정	 10회	 1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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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구분 과정명 횟수 수료자(명)

2012	 엔지니어링	기초입문	교육	 프로젝트	관리과정	 10회	 181명

	 	 계약	및	클레임	과정	 10회	 116명

2013	 엔지니어링	국제전문가	 FIDIC	국제표준	계약관리	전문가	양성	(장기과정)	 1회	 18명

	
양성교육

	 Practical	view	of	FIDIC	Contracts과정	 1회	 35명

	 	 Claim	Management	for	Engineers과정	 1회	 37명

	 	 Dispute	Adjudication	Boards-Process,	
1회	 17명

	 	 Procedure과정

	 	 Dispute	Adjudication	Boards-Process,		
1회	 18명

	 	 Principles과정

	 	 Short	Form	Contract,	Dredging	
1회	 15명

	 	 Contract&MDB과정

	 	 EPC	Turnkey/Design,	Build	&	Operate과정	 1회	 25명	

	 	 엔지니어링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실무과정	I	 2회	 55명	

	 	 엔지니어링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실무과정Ⅱ	 2회	 33명	

	 	 PMP(사업관리	전문가)	양성과정	 12회	 371명

	 	 CPE(플랜트	전문가)	양성과정	 4회	 69명

	 	 QS(사업예산관리	전문가)	양성	기본과정	 1회	 15명

	 엔지니어링	실무역량	 Pre-PMP(사업관리	전문가)기본과정	 4회	 136명

	
강화교육

	 Post-PMP(사업관리	전문가)고급과정	I	 3회	 44명

	 	 Post-PMP(사업관리	전문가)	고급과정Ⅱ	 3회	 47명

	 	 Pre-CPE(플랜트	전문가)	입문과정	I	 2회	 38명

	 	 Pre-CPE(플랜트	전문가)	입문과정Ⅱ		 2회	 19명

	 	 CPE(플랜트	전문가)	고급과정	 2회	 13명

	 	 국제입·낙찰	및	계약의	이해과정	 2회	 64명

	 	 FIDIC	국제건설공사	계약조건의	이해과정	 3회	 1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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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구분 과정명 횟수 수료자(명)

2013	 엔지니어링	실무역량	 FIDIC	MDB	계약조건의	이해과정	 3회	 87명

	
강화교육

	 FIDIC	Client/Cosultant	표준서비스	계약의	이해과정	 3회	 93명

	 	 FIDIC	해외설비	계약조건의	이해과정	 2회	 69명

	 	 FIDIC	설계,	시공	및	운용	계약조건의	이해과정	 2회	 49명

	 	 FIDIC	EPC	Turnkey	계약조건의	이해과정	 3회	 80명

	 	 FIDIC	품질관리	실무과정	 1회	 26명

	 	 FIDIC	계약	및	클레임	관리	실무과정	 3회	 86명

	 	 FIDIC	Risk	Management과정	 3회	 72명

	 	 FIDIC	Environmental	Management과정	 1회	 16명

	 	 해외	Proposal	작성	실무	심화(해외강사)과정	 1회	 35명

	 	 Contract	Administration	&	Project	Life	Cycle과정	 1회	 30명	

	 	 해외	프로젝트	발굴개발	실무과정	 4회	 91명

	 	 해외	타당성	분석	실무과정	 4회	 98명

	 	 해외	프로포잘	작성	실무과정	 4회	 85명

	 	 QS	코스트	기법과정	 2회	 34명

	 	 QS	수량산출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실무과정	 3회	 46명

	 	 QS	해외건설	계약	실무과정	 3회	 58명

	 	 QS해외건설	조달	및	입찰전략	실무과정	 2회	 17명

	 	 Civil	3D모델러	실습과정	 4회	 69명

	 	 MEP	3D모델러	실습과정	 4회	 82명

	 	 Plant	3D모델러	실습과정	 4회	 99명

	 	 Revit	3D모델러	실습과정	 4회	 88명

	 	 BIM	Project	Manager역할	실습과정	 3회	 65명

	 	 Archi	CAD	3D모델러	실습과정	 1회	 9명

	 	 사방	실무과정	 3회	 6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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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구분 과정명 횟수 수료자(명)

2013	 엔지니어링	실무역량	 플랜트프로세스	기반시설	설계	실무과정	 3회	 45명

	
강화교육

	 플랜트	지원시설	설계	실무과정	 3회	 60명

	 	 해외광대역무선망	설계과정	 2회	 30명

	 	 그린에코실무(신재생에너지)	과정	 2회	 42명

	 	 U-City	실무과정	 1회	 14명

	 엔지니어링	기초입문	교육	 QS(사업비	산출)	실무과정	 12회	 168명

	 	 해외	프로포잘(Proposal)	작성	실무과정	 12회	 178명

	 	 FIDIC	YELLOW,	SILVER	BOOK에	대한	이해과정	 12회	 159명	

	 	 World	Bank	EPC	계약조건의	이해과정	 12회	 140명

	 	 국제계약	해설(FIDIC	WHITE	BOOK)과정	 12회	 149명

	 	 국제입·낙찰	제도의	이해과정	 12회	 147명

	 	 프로젝트	관리과정	 12회	 162명

	 	 계약	및	클레임	과정	 12회	 1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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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아카데미 강좌 현황 

※ 2014년 기준

 교육구분 과정명 학습기간

	 사이버교육	 FIDIC	YELLOW,	SILVER	BOOK에	대한	이해	 1개월

	 사이버교육	 QS(사업비	산출)	실무과정	 1개월

	 사이버교육	 World	Bank	EPC	계약조건의	이해과정	 1개월

	 사이버교육	 계약	및	클레임	과정	 1개월

	 사이버교육	 국제계약	해설(FIDIC	WHITE	BOOK)과정	 1개월

	 사이버교육	 국제입낙찰	제도의	이해과정	 1개월

	 사이버교육	 프로젝트관리과정	 1개월

	 사이버교육	 해외	프로포잘	작성	실무과정	 1개월

	 집합교육	 FIDIC	계약	및	클레임의	이해	실무과정(초급,	중급,	고급)	 3일

	 집합교육	 Risk	Management	과정	 3일

	 집합교육	 사업관리(Pre-PMP)	기본	실무과정	 5일

	 집합교육	 FIDIC	국제건설공사	계약조건의	이해과정(초급,	중급)	 3일

	 집합교육	 Key	Terms	and	Concepts	in	Contract	과정	 3일

	 집합교육	 건축	BIM	모델러	실습과정	 5일

	 집합교육	 사업관리전문가(PMP)	양성과정	 5일

	 집합교육	 프로젝트	재무관리과정	 3일

	 집합교육	 해외	타당성	분석	실무과정	 3일

	 집합교육	 해외	프로젝트	발굴개발	실무과정	 2일

	 집합교육	 FIDIC	Client/Consultant	표준용역	계약의	이해과정	 3일

	 집합교육	 FIDIC	EPC	Turnkey	계약조건의	이해	과정	 3일



419

 교육구분 과정명 학습기간

	 집합교육	 FIDIC	MDB	계약조건의	이해과정	 3일

	 집합교육	 FIDIC	국제표준	계약관리	전문가	양성(장기과정)	 4개월

	 집합교육	 Plant	3D	모델러	실습과정	 5일

	 집합교육	 QS실무과정-계약법의	이해	 3일

	 집합교육	 국제하도급	표준계약조건과정	 3일

	 집합교육	 사업예산관리	전문가(QS)양성	실무과정	 6개월

	 집합교육	 산림사업실무과정	 5일

	 집합교육	 해외	사업관리실무	시뮬레이션	과정	 3일

	 집합교육	 해외	상하수도	설계	엔지니어링	실무과정	 3일

	 집합교육	 해외	프로포잘	작성	실무과정	 2일

	 집합교육	 FIDIC	해외플랜트/설계-시공	계약조건의	이해과정	 3일

	 집합교육	 토목	BIM	모델러	실습과정				 5일

	 집합교육	 플랜트(프로세스	기반시설,	지원시설)	설계실무과정	 5일

	 집합교육	 Claim	Clauses	in	FIDIC	Contracts	 3일

	 집합교육	 QS실무과정	-	해외건설	입찰	실무	및	조달	전략	 3일

	 집합교육	 사업관리(Post-PMP)	핵심	실무과정	Ⅰ,	Ⅱ	 5일

	 집합교육	 엔지니어링	해외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실무과정	Ⅰ,	Ⅱ	 5일

	 집합교육	 해외	상하수도	현지전문가	양성과정	 3일

	 집합교육	 Check	List	for	unbalanced	contract	using	FIDIC	 3일

	 집합교육	 클레임	전문가	과정(클레임,	분쟁	및	중재)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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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통계

연도별	엔지니어링	사업자	현황

(단위: 개사)

                                                      신고유형  
 년도     계 증감(%)  
  산업 종합 전문 개인 

	 1973	 -	 5	 13	 45	 63	 -	

	 1974	 -	 6	 14	 66	 86	 36.5	

	 1975	 -	 7	 17	 79	 103	 19.8	

	 1976	 -	 8	 26	 95	 129	 25.2	

	 1977	 7	 -	 102	 2	 111	 -14.0	

	 1978	 10	 -	 129	 1	 140	 26.1	

	 1979	 15	 1	 167	 -	 183	 30.7	

 1980	 15	 1	 178	 -	 194	 6	

	 1981	 15	 1	 165	 -	 181	 -6.7	

	 1982	 12	 3	 135	 14	 164	 -9.4	

	 1983	 15	 3	 155	 21	 194	 18.3	

	 1984	 15	 7	 144	 24	 190	 -2.1	

	 1985	 14	 7	 195	 55	 271	 42.6	

	 1986	 15	 7	 215	 69	 306	 12.9	

	 1987	 15	 7	 243	 62	 327	 6.9	

	 1988	 15	 7	 275	 94	 391	 19.6	

	 1989	 14	 7	 322	 108	 451	 15.3	

	 1990	 14	 14	 398	 117	 543	 20.4	

	 1991	 13	 22	 486	 142	 663	 22.1	

	 1992	 16	 24	 651	 154	 845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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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유형  
 년도    계 증감(%) 
  전업 겸업 전담부서 

	 1993	 350	 136	 81	 567	 -	

	 1994	 444	 195	 122	 761	 34.6

	 1995	 522	 247	 131	 900	 18.0

	 1996	 541	 277	 136	 954	 6

	 1997	 628	 323	 143	 1,094	 14.7

	 1998	 700	 302	 137	 1,139	 4.1

	 1999	 749	 395	 133	 1,277	 12.1

	 2000	 827	 508	 132	 1,467	 14.9	

	 2001	 957	 640	 131	 1,728	 17.8

	 2002	 1,067	 816	 132	 2,015	 16.6

	 2003	 1,205	 1,099	 -	 2,304	 14.3

	 2004	 1,378	 1,285	 -	 2,663	 15.6

	 2005	 1,591	 1,446	 -	 3,037	 14

	 2006	 1,810	 1,609	 -	 3,419	 12.6

	 2007	 1,971	 1,702	 -	 3,673	 7.4

	 2008	 2,162	 1,812	 -	 3,974	 8.2

	 2009	 2,362	 1,905	 -	 4,267	 7.4

	 2010	 2,578	 2,014	 -	 4,592	 7.6	

    신고유형  
 년도    계 증감(%)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2011	 119	 2,907	 5	 3,031	 -

	 2012	 147	 3,479	 9	 3,635	 19.9

	 2013	 152	 3,802	 38	 3,992	 9.8	

※ 2011.5.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재신고 현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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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주요	기술부문별	현황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기술부문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기계	 54	 9.5	 71	 9.3	 77	 8.6		 85		 8.9		 93		 8.5	 80		 7.0

	 선박	 8		 1.4		 9		 1.2		 9		 1.0		 10		 1.0		 13		 1.2	 13		 1.1	

	 항공우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금속	 1		 0.2		 2		 0.3		 3		 0.3		 2		 0.2		 2		 0.2	 2		 0.2

 전기전자	 25		 4.4		 43		 5.6		 40		 4.4		 45		 4.7		 47		 4.3	 54		 4.7

	 통신정보처리	 89		 15.7		 108		 14.2		 131		 14.6		 140		 14.7		 161		 14.7	 171		 15.0

	 화학	 9		 1.6		 12		 1.6		 15		 1.7		 13		 1.4		 16		 1.5	 18		 1.6

	 광업자원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건설	 290		 51.1		 395		 51.8		 478		 53.1		 491		 51.5		 569		 52.0	 620		 54.4

	 환경	 11		 1.9		 12		 1.6		 14		 1.6		 15		 1.6		 23		 2.1	 23		 2.0

	 농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해양수산	 0		 0.0		 1		 0.1		 1		 0.1		 1		 0.1		 2		 0.2	 2		 0.2

	 산업관리	 1		 0.2		 1		 0.1		 3		 0.3		 3		 0.3		 2		 0.2	 4		 0.4

	 응용이학	 79		 13.9		 109		 14.3		 129		 14.3		 149		 15.6		 166		 15.2	 152		 13.3

	 계	 567		 100		 763		 100		 900		 100		 954		 100		 1,094		 100		 1,13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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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사)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92	 7.2	 98	 6.7	 105	 6.1	 115	 5.7	 122	 5.3	 142	 5.3	

	 13	 1.0	 14	 1.0	 14	 0.8	 14	 0.7	 14	 0.6	 13	 0.5	

	 0	 0.0	 0	 0.0	 0	 0.0	 1	 0.0	 1	 0.0	 1	 0	

	 2	 0.2	 2	 0.1	 2	 0.1	 2	 0.1	 1	 0.0	 2	 0.1	

	 61	 4.8	 73	 5.0	 90	 5.2	 106	 5.3	 117	 5.1	 130	 4.9	

	 190	 14.9	 216	 14.7	 245	 14.2	 286	 14.2	 330	 14.3	 433	 16.3	

	 17	 1.3	 18	 1.2	 21	 1.2	 22	 1.1	 23	 1.0	 23	 0.9	

	 0	 0.0	 0	 0.0	 0	 0.0	 0	 0.0	 0	 0.0	 1	 0	

	 709	 55.5	 838	 57.2	 1,019	 59	 1,327	 65.9	 1,530	 66.4	 1,724	 64.7	

	 28	 2.2	 32	 2.2	 44	 2.5	 56	 2.8	 67	 2.9	 77	 2.9	

	 0	 0.0	 0	 0.0	 0	 0.0	 0	 0.0	 4	 0.2	 8	 0.3	

	 2	 0.2	 4	 0.3	 4	 0.2	 8	 0.4	 12	 0.5	 17	 0.6	

	 5	 0.4	 6	 0.4	 7	 0.4	 8	 0.4	 8	 0.4	 10	 0.4	

	 158	 12.4	 165	 11.3	 176	 10.2	 70	 3.5	 75	 3.3	 82	 3.1	

	 1,277	 100	 1,466	 100	 1,727	 100	 2,015	 100	 2,304	 100	 2,66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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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기술부문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2010년 
    
 업체수  구성비(%)

	 기계	 154	 5.1	 162	 4.7	 181	 4.9	 193	 4.8	 218	 5.1	 246	 5.36

	 선박	 14	 0.5	 14	 0.4	 15	 0.4	 16	 0.4	 18	 0.4	 19	 0.41

	 항공우주	 1	 0	 1	 0.0	 1	 0.0	 2	 0.1	 2	 0.1	 2	 0.04

	 금속	 3	 0.1	 3	 0.1	 3	 0.1	 3	 0.1	 4	 0.1	 5	 0.11

	 전기전자	 151	 5.0	 156	 4.6	 172	 4.7	 183	 4.6	 193	 4.5	 201	 4.38

	 통신정보처리	 530	 17.5	 621	 18.2	 667	 18.2	 731	 18.3	 774	 18.1	 820	 17.86

	 화학	 29	 1	 31	 0.9	 33	 0.9	 35	 0.9	 36	 0.9	 37	 0.81

	 광업자원	 1	 0	 0	 0	 1	 0.0	 1	 0.1	 1	 0.0	 3	 0.07

	 건설	 1,925	 63.4	 2,159	 63.1	 2,289	 62.3	 2,441	 61.4	 2,598	 60.9	 2,759	 60.08

	 환경	 92	 3.0	 103	 3.0	 110	 3.0	 123	 3.1	 138	 3.2	 157	 3.42

	 농림	 18	 0.6	 41	 1.2	 58	 1.6	 91	 2.3	 122	 2.8	 169	 3.68

	 해양수산	 19	 0.6	 23	 0.7	 28	 0.8	 33	 0.8	 38	 0.9	 42	 0.91

	 산업관리	 12	 0.4	 13	 0.4	 13	 0.4	 14	 0.4	 16	 0.4	 20	 0.44

	 응용이학	 88	 2.9	 92	 2.7	 102	 2.8	 108	 2.7	 109	 2.6	 112	 2.44

	 계	 3,037	 100	 3,419	 100	 3,673	 100	 3,974	 100	 4,267	 100	 4,592	 100

(단위: 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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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사)

   2011년   2012년   2013년
 기술부문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기계	 115	 3.79	 150	 4.13	 177	 4.43

	 선박	 12	 0.4	 15	 0.41	 19	 0.48

	 항공우주	 0	 0.00	 0	 0.00	 1	 0.03

	 금속	 3	 0.1	 4	 0.11	 4	 0.1

	 전기	 119	 3.93	 146	 4.02	 174	 4.36

	 정보통신	 504	 16.63	 588	 16.18	 617	 15.46

	 화학	 19	 0.63	 24	 0.66	 25	 0.63

	 농업	 1	 0.03	 2	 0.06	 2	 0.05

	 건설	 1,836	 60.57	 2,158	 59.37	 2,325	 58.24

	 설비	 22	 0.73	 44	 1.21	 58	 1.45

	 환경	 92	 3.04	 115	 3.16	 130	 3.26

	 농림	 184	 6.07	 243	 6.69	 299	 7.49

	 해양수산	 35	 1.15	 42	 1.16	 49	 1.23

	 산업	 9	 0.3	 13	 0.36	 15	 0.38

 원자력	 80	 2.64	 91	 2.5	 97	 2.43

	 계	 3,031	 100	 3,635	 100	 3,992	 100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기술부문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2010년 
    
 업체수  구성비(%)

	 기계	 154	 5.1	 162	 4.7	 181	 4.9	 193	 4.8	 218	 5.1	 246	 5.36

	 선박	 14	 0.5	 14	 0.4	 15	 0.4	 16	 0.4	 18	 0.4	 19	 0.41

	 항공우주	 1	 0	 1	 0.0	 1	 0.0	 2	 0.1	 2	 0.1	 2	 0.04

	 금속	 3	 0.1	 3	 0.1	 3	 0.1	 3	 0.1	 4	 0.1	 5	 0.11

	 전기전자	 151	 5.0	 156	 4.6	 172	 4.7	 183	 4.6	 193	 4.5	 201	 4.38

	 통신정보처리	 530	 17.5	 621	 18.2	 667	 18.2	 731	 18.3	 774	 18.1	 820	 17.86

	 화학	 29	 1	 31	 0.9	 33	 0.9	 35	 0.9	 36	 0.9	 37	 0.81

	 광업자원	 1	 0	 0	 0	 1	 0.0	 1	 0.1	 1	 0.0	 3	 0.07

	 건설	 1,925	 63.4	 2,159	 63.1	 2,289	 62.3	 2,441	 61.4	 2,598	 60.9	 2,759	 60.08

	 환경	 92	 3.0	 103	 3.0	 110	 3.0	 123	 3.1	 138	 3.2	 157	 3.42

	 농림	 18	 0.6	 41	 1.2	 58	 1.6	 91	 2.3	 122	 2.8	 169	 3.68

	 해양수산	 19	 0.6	 23	 0.7	 28	 0.8	 33	 0.8	 38	 0.9	 42	 0.91

	 산업관리	 12	 0.4	 13	 0.4	 13	 0.4	 14	 0.4	 16	 0.4	 20	 0.44

	 응용이학	 88	 2.9	 92	 2.7	 102	 2.8	 108	 2.7	 109	 2.6	 112	 2.44

	 계	 3,037	 100	 3,419	 100	 3,673	 100	 3,974	 100	 4,267	 100	 4,592	 100

(단위: 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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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신고유형별	소재지별	현황 

	 2004년	 509	 63	 25	 19	 11	 25	 222	 -	 53	 35	 61	 56	 97	 93	 78	 10	 21	 1,378

	 2005년	 587	 68	 31	 21	 15	 28	 25	 -	 267	 56	 46	 70	 61	 98	 110	 97	 11	 1,591

	 2006년	 634	 74	 33	 22	 12	 32	 31	 -	 320	 74	 53	 76	 74	 110	 130	 124	 11	 1,810

	 2007년	 673	 81	 38	 27	 17	 35	 31	 -	 378	 67	 59	 85	 71	 113	 152	 131	 13	 1,971

	 2008년	 719	 98	 51	 30	 16	 48	 26	 -	 426	 71	 66	 87	 76	 128	 164	 143	 13	 2,162

	 2009년	 773	 104	 62	 32	 16	 51	 27	 -	 465	 77	 73	 99	 85	 136	 182	 166	 14	 2,362

	 2010년	 835	 116	 70	 40	 18	 54	 29	 -	 515	 81	 76	 102	 94	 150	 194	 189	 15	 2,578

	 2004년	 540	 53	 30	 31	 26	 49	 233	 -	 30	 23	 55	 30	 78	 40	 33	 13	 21	 1,285

	 2005년	 593	 65	 33	 31	 26	 57	 23	 -	 260	 35	 28	 58	 38	 88	 52	 45	 14	 1,446

	 2006년	 647	 73	 39	 29	 27	 60	 23	 -	 299	 44	 34	 65	 41	 92	 58	 61	 17	 1,609

	 2007년	 662	 77	 48	 34	 24	 64	 26	 -	 333	 46	 40	 71	 41	 96	 64	 58	 18	 1,702

	 2008년	 697	 81	 58	 37	 23	 62	 28	 -	 366	 46	 46	 73	 44	 99	 67	 66	 19	 1,812

	 2009년	 728	 83	 61	 40	 23	 68	 29	 -	 390	 52	 47	 72	 46	 99	 73	 75	 19	 1,905

	 2010년	 762	 88	 67	 41	 25	 69	 30	 -	 412	 56	 49	 82	 49	 102	 82	 78	 22	 2,014

	 2011년	 65	 2	 1	 1	 -	 3	 -	 -	 31	 1	 -	 2	 1	 3	 6	 3	 -	 119

	 2012년	 83	 2	 2	 1	 -	 5	 1	 -	 34	 1	 -	 3	 1	 3	 7	 4	 -	 147

	 2013년	 85	 2	 2	 1	 -	 5	 1	 -	 35	 1	 1	 4	 1	 3	 7	 4	 -	 152

 신고유형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전업업체

겸업업체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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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사)

	 2004년	 509	 63	 25	 19	 11	 25	 222	 -	 53	 35	 61	 56	 97	 93	 78	 10	 21	 1,378

	 2005년	 587	 68	 31	 21	 15	 28	 25	 -	 267	 56	 46	 70	 61	 98	 110	 97	 11	 1,591

	 2006년	 634	 74	 33	 22	 12	 32	 31	 -	 320	 74	 53	 76	 74	 110	 130	 124	 11	 1,810

	 2007년	 673	 81	 38	 27	 17	 35	 31	 -	 378	 67	 59	 85	 71	 113	 152	 131	 13	 1,971

	 2008년	 719	 98	 51	 30	 16	 48	 26	 -	 426	 71	 66	 87	 76	 128	 164	 143	 13	 2,162

	 2009년	 773	 104	 62	 32	 16	 51	 27	 -	 465	 77	 73	 99	 85	 136	 182	 166	 14	 2,362

	 2010년	 835	 116	 70	 40	 18	 54	 29	 -	 515	 81	 76	 102	 94	 150	 194	 189	 15	 2,578

	 2004년	 540	 53	 30	 31	 26	 49	 233	 -	 30	 23	 55	 30	 78	 40	 33	 13	 21	 1,285

	 2005년	 593	 65	 33	 31	 26	 57	 23	 -	 260	 35	 28	 58	 38	 88	 52	 45	 14	 1,446

	 2006년	 647	 73	 39	 29	 27	 60	 23	 -	 299	 44	 34	 65	 41	 92	 58	 61	 17	 1,609

	 2007년	 662	 77	 48	 34	 24	 64	 26	 -	 333	 46	 40	 71	 41	 96	 64	 58	 18	 1,702

	 2008년	 697	 81	 58	 37	 23	 62	 28	 -	 366	 46	 46	 73	 44	 99	 67	 66	 19	 1,812

	 2009년	 728	 83	 61	 40	 23	 68	 29	 -	 390	 52	 47	 72	 46	 99	 73	 75	 19	 1,905

	 2010년	 762	 88	 67	 41	 25	 69	 30	 -	 412	 56	 49	 82	 49	 102	 82	 78	 22	 2,014

	 2011년	 65	 2	 1	 1	 -	 3	 -	 -	 31	 1	 -	 2	 1	 3	 6	 3	 -	 119

	 2012년	 83	 2	 2	 1	 -	 5	 1	 -	 34	 1	 -	 3	 1	 3	 7	 4	 -	 147

	 2013년	 85	 2	 2	 1	 -	 5	 1	 -	 35	 1	 1	 4	 1	 3	 7	 4	 -	 152

 신고유형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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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단위: 개사)

	 2011년	 843	 126	 83	 49	 18	 87	 43	 -	 634	 102	 79	 113	 109	 188	 209	 193	 31	 2,907

	 2012년	 994	 148	 100	 58	 20	 108	 49	 9	 763	 126	 96	 138	 125	 218	 249	 238	 40	 3,479

	 2013년	 1,058	 164	 105	 64	 23	 118	 56	 15	 832	 146	 108	 143	 136	 241	 274	 267	 52	 3,802

	 2011년	 3	 -	 1	 -	 -	 1	 -	 -	 -	 -	 -	 -	 -	 -	 -	 -	 -	 5

	 2012년	 -	 1	 -	 1	 -	 -	 -	 -	 -	 -	 1	 -	 1	 1	 3	 1	 -	 9

	 2013년	 6	 2	 1	 -	 1	 -	 -	 -	 7	 -	 2	 1	 2	 6	 7	 3	 -	 38

	 2004년	 1,049	 116	 55	 50	 37	 74	 455	 -	 83	 58	 116	 86	 175	 133	 111	 23	 42	 2,663

	 2005년	 1,180	 133	 64	 52	 41	 85	 48	 -	 527	 91	 74	 128	 99	 186	 162	 142	 25	 3,037

	 2006년	 1,281	 147	 72	 51	 39	 92	 54	 -	 619	 118	 87	 141	 115	 202	 188	 185	 28	 3,419

	 2007년	 1,335	 158	 86	 61	 41	 99	 57	 -	 711	 113	 99	 156	 112	 209	 216	 189	 31	 3,673

	 2008년	 1,416	 179	 109	 67	 39	 110	 54	 -	 792	 117	 112	 160	 120	 227	 231	 209	 32	 3,974

	 2009년	 1,501	 187	 123	 72	 39	 119	 56	 -	 855	 129	 120	 171	 131	 235	 255	 241	 33	 4,267

	 2010년	 1,597	 204	 137	 81	 43	 123	 59	 -	 927	 137	 125	 184	 143	 252	 276	 267	 37	 4,592

	 2011년	 911	 128	 85	 50	 18	 91	 43	 -	 665	 103	 79	 115	 110	 191	 215	 196	 31	 3,031

	 2012년	 1,077	 151	 102	 60	 20	 113	 50	 9	 797	 127	 97	 141	 127	 222	 259	 243	 40	 3,635

	 2013년	 1,149	 168	 108	 65	 24	 123	 57	 15	 874	 147	 111	 148	 139	 250	 288	 274	 52	 3,992

 신고유형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중소기업

기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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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사)

	 2011년	 843	 126	 83	 49	 18	 87	 43	 -	 634	 102	 79	 113	 109	 188	 209	 193	 31	 2,907

	 2012년	 994	 148	 100	 58	 20	 108	 49	 9	 763	 126	 96	 138	 125	 218	 249	 238	 40	 3,479

	 2013년	 1,058	 164	 105	 64	 23	 118	 56	 15	 832	 146	 108	 143	 136	 241	 274	 267	 52	 3,802

	 2011년	 3	 -	 1	 -	 -	 1	 -	 -	 -	 -	 -	 -	 -	 -	 -	 -	 -	 5

	 2012년	 -	 1	 -	 1	 -	 -	 -	 -	 -	 -	 1	 -	 1	 1	 3	 1	 -	 9

	 2013년	 6	 2	 1	 -	 1	 -	 -	 -	 7	 -	 2	 1	 2	 6	 7	 3	 -	 38

	 2004년	 1,049	 116	 55	 50	 37	 74	 455	 -	 83	 58	 116	 86	 175	 133	 111	 23	 42	 2,663

	 2005년	 1,180	 133	 64	 52	 41	 85	 48	 -	 527	 91	 74	 128	 99	 186	 162	 142	 25	 3,037

	 2006년	 1,281	 147	 72	 51	 39	 92	 54	 -	 619	 118	 87	 141	 115	 202	 188	 185	 28	 3,419

	 2007년	 1,335	 158	 86	 61	 41	 99	 57	 -	 711	 113	 99	 156	 112	 209	 216	 189	 31	 3,673

	 2008년	 1,416	 179	 109	 67	 39	 110	 54	 -	 792	 117	 112	 160	 120	 227	 231	 209	 32	 3,974

	 2009년	 1,501	 187	 123	 72	 39	 119	 56	 -	 855	 129	 120	 171	 131	 235	 255	 241	 33	 4,267

	 2010년	 1,597	 204	 137	 81	 43	 123	 59	 -	 927	 137	 125	 184	 143	 252	 276	 267	 37	 4,592

	 2011년	 911	 128	 85	 50	 18	 91	 43	 -	 665	 103	 79	 115	 110	 191	 215	 196	 31	 3,031

	 2012년	 1,077	 151	 102	 60	 20	 113	 50	 9	 797	 127	 97	 141	 127	 222	 259	 243	 40	 3,635

	 2013년	 1,149	 168	 108	 65	 24	 123	 57	 15	 874	 147	 111	 148	 139	 250	 288	 274	 52	 3,992

 신고유형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중소기업

기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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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전문분야별	현황 

(단위: 개사)

 전문분야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문분야 2010년 전문분야 2011년 2012년 2013년

	 기계제작	 21	 21	 22	 22	 26	 28	 30	 34	 34	 35	 기계제작	 44	 일반산업기계	 204	 250	 277

	 유체기계	 80	 80	 76	 79	 84	 93	 106	 110	 121	 128	 유체기계	 137	 	 	 	

	 산업기계	 104	 113	 122	 124	 138	 146	 154	 166	 175	 187	 산업기계	 191	 	 	 	

	 공조냉동기계	 67	 77	 73	 78	 83	 89	 87	 100	 110	 121	 건설기계	 53	 	 	 	

	 건설기계	 32	 31	 34	 36	 39	 40	 42	 43	 47	 52	 기계공정설계	 43	 	 	 	

	 차량	 6	 6	 6	 6	 6	 6	 6	 6	 6	 6	 정밀측정	 9	 	 	 	

	 기계공정설계	 19	 22	 24	 23	 24	 26	 28	 33	 36	 39	 차량	 9	 차량	 11	 13	 14

	 용접	 21	 21	 22	 24	 25	 25	 26	 27	 28	 29	 철도차량	 15	 	 	 	

	 금형	 7	 7	 8	 8	 8	 8	 8	 9	 9	 9	 용접	 28	 용접	 19	 24	 23

	 정밀측정	 9	 9	 9	 9	 9	 9	 9	 9	 9	 9	 금형	 9	 금형	 3	 4	 4

	 철도차량	 2	 3	 4	 6	 7	 9	 9	 9	 9	 12	 선박설계	 25	 조선	 15	 18	 23

	 선박설계	 20	 20	 20	 20	 20	 21	 21	 22	 23	 25	 선박건조	 16	 	 	 	

	 선박건조	 13	 13	 14	 14	 14	 14	 14	 15	 15	 16	 선박기계	 15	 	 	 	

	 선박기계	 12	 12	 12	 12	 12	 12	 12	 13	 13	 14	 항공기계	 4	 항공	 2	 2	 3

	 항공기체	 4	 4	 4	 4	 4	 4	 4	 4	 4	 4	 항공기관	 4	 	 	 	

	 항공기관	 2	 2	 3	 3	 3	 3	 3	 3	 4	 3	 철야금	 4	 금속	 8	 10	 10

	 철야금	 4	 4	 4	 4	 4	 4	 4	 4	 4	 4	 비철야금	 3	 	 	 	

	 비철야금	 3	 3	 3	 3	 3	 3	 3	 3	 3	 3	 금속재료	 10	 	 	 	

	 금속재료	 5	 5	 6	 5	 5	 7	 7	 8	 8	 9	 표면처리	 3	 	 	 	

	 표면처리	 4	 3	 2	 2	 3	 3	 3	 3	 3	 3	 금속가공	 6	 	 	 	

	 금속가공	 6	 6	 7	 6	 6	 5	 5	 6	 6	 6	 발송배전	 289	 전기설비	 277	 317	 353

	 발송배전	 161	 178	 185	 198	 207	 229	 244	 246	 257	 273	 건축전기설비	 203	 	 	 	

	 전기응용	 62	 64	 73	 76	 83	 83	 85	 98	 107	 108	 전기응용	 109	 전기전자응용	 137	 174	 185

	 철도신호	 24	 24	 26	 29	 34	 38	 41	 45	 46	 48	 공업계측제어	 98	 	 	 	

	 공업계측제어	 61	 67	 72	 73	 79	 82	 83	 86	 91	 90	 전자응용	 34	 	 	 	

	 전자응용	 23	 93	 29	 30	 29	 32	 32	 33	 33	 34	 전자계산기	 16	 	 	 	

	 전자계산기	 13	 14	 15	 16	 16	 16	 16	 16	 16	 17	 전기철도	 48	 	 	 	

	 전기철도	 7	 9	 12	 18	 25	 35	 37	 39	 42	 45	 정보통신	 943	 정보통신	 644	 740	 761

	 정보통신	 272	 310	 358	 401	 515	 620	 719	 777	 842	 894	 정보관리	 196	 정보관리	 98	 128	 151

	 정보관리	 120	 132	 141	 153	 155	 164	 174	 177	 182	 186	 전자계산조직응용	 53	 	 	 	

	 전자계산조직응용	 43	 46	 48	 52	 51	 49	 51	 51	 54	 52	 철도신호	 50	 철도신호	 26	 33	 32

	 공업화학	 7	 7	 8	 8	 8	 8	 8	 8	 8	 8	 공업화학	 8	 화공	 42	 51	 57

	 고분자제품	 7	 7	 7	 7	 7	 7	 7	 7	 7	 7	 고분자제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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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별	현황 

(단위: 개사)

 전문분야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문분야 2010년 전문분야 2011년 2012년 2013년

	 기계제작	 21	 21	 22	 22	 26	 28	 30	 34	 34	 35	 기계제작	 44	 일반산업기계	 204	 250	 277

	 유체기계	 80	 80	 76	 79	 84	 93	 106	 110	 121	 128	 유체기계	 137	 	 	 	

	 산업기계	 104	 113	 122	 124	 138	 146	 154	 166	 175	 187	 산업기계	 191	 	 	 	

	 공조냉동기계	 67	 77	 73	 78	 83	 89	 87	 100	 110	 121	 건설기계	 53	 	 	 	

	 건설기계	 32	 31	 34	 36	 39	 40	 42	 43	 47	 52	 기계공정설계	 43	 	 	 	

	 차량	 6	 6	 6	 6	 6	 6	 6	 6	 6	 6	 정밀측정	 9	 	 	 	

	 기계공정설계	 19	 22	 24	 23	 24	 26	 28	 33	 36	 39	 차량	 9	 차량	 11	 13	 14

	 용접	 21	 21	 22	 24	 25	 25	 26	 27	 28	 29	 철도차량	 15	 	 	 	

	 금형	 7	 7	 8	 8	 8	 8	 8	 9	 9	 9	 용접	 28	 용접	 19	 24	 23

	 정밀측정	 9	 9	 9	 9	 9	 9	 9	 9	 9	 9	 금형	 9	 금형	 3	 4	 4

	 철도차량	 2	 3	 4	 6	 7	 9	 9	 9	 9	 12	 선박설계	 25	 조선	 15	 18	 23

	 선박설계	 20	 20	 20	 20	 20	 21	 21	 22	 23	 25	 선박건조	 16	 	 	 	

	 선박건조	 13	 13	 14	 14	 14	 14	 14	 15	 15	 16	 선박기계	 15	 	 	 	

	 선박기계	 12	 12	 12	 12	 12	 12	 12	 13	 13	 14	 항공기계	 4	 항공	 2	 2	 3

	 항공기체	 4	 4	 4	 4	 4	 4	 4	 4	 4	 4	 항공기관	 4	 	 	 	

	 항공기관	 2	 2	 3	 3	 3	 3	 3	 3	 4	 3	 철야금	 4	 금속	 8	 10	 10

	 철야금	 4	 4	 4	 4	 4	 4	 4	 4	 4	 4	 비철야금	 3	 	 	 	

	 비철야금	 3	 3	 3	 3	 3	 3	 3	 3	 3	 3	 금속재료	 10	 	 	 	

	 금속재료	 5	 5	 6	 5	 5	 7	 7	 8	 8	 9	 표면처리	 3	 	 	 	

	 표면처리	 4	 3	 2	 2	 3	 3	 3	 3	 3	 3	 금속가공	 6	 	 	 	

	 금속가공	 6	 6	 7	 6	 6	 5	 5	 6	 6	 6	 발송배전	 289	 전기설비	 277	 317	 353

	 발송배전	 161	 178	 185	 198	 207	 229	 244	 246	 257	 273	 건축전기설비	 203	 	 	 	

	 전기응용	 62	 64	 73	 76	 83	 83	 85	 98	 107	 108	 전기응용	 109	 전기전자응용	 137	 174	 185

	 철도신호	 24	 24	 26	 29	 34	 38	 41	 45	 46	 48	 공업계측제어	 98	 	 	 	

	 공업계측제어	 61	 67	 72	 73	 79	 82	 83	 86	 91	 90	 전자응용	 34	 	 	 	

	 전자응용	 23	 93	 29	 30	 29	 32	 32	 33	 33	 34	 전자계산기	 16	 	 	 	

	 전자계산기	 13	 14	 15	 16	 16	 16	 16	 16	 16	 17	 전기철도	 48	 	 	 	

	 전기철도	 7	 9	 12	 18	 25	 35	 37	 39	 42	 45	 정보통신	 943	 정보통신	 644	 740	 761

	 정보통신	 272	 310	 358	 401	 515	 620	 719	 777	 842	 894	 정보관리	 196	 정보관리	 98	 128	 151

	 정보관리	 120	 132	 141	 153	 155	 164	 174	 177	 182	 186	 전자계산조직응용	 53	 	 	 	

	 전자계산조직응용	 43	 46	 48	 52	 51	 49	 51	 51	 54	 52	 철도신호	 50	 철도신호	 26	 33	 32

	 공업화학	 7	 7	 8	 8	 8	 8	 8	 8	 8	 8	 공업화학	 8	 화공	 42	 51	 57

	 고분자제품	 7	 7	 7	 7	 7	 7	 7	 7	 7	 7	 고분자제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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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장치설비	 26	 27	 26	 26	 25	 28	 28	 28	 29	 31	 화학장치설비	 34	 	 	 	

	 화학공장설계	 35	 38	 39	 40	 38	 43	 46	 49	 49	 51	 화학공장설계	 52	 	 	 	

	 세라믹	 5	 5	 4	 5	 5	 5	 5	 5	 5	 5	 세라믹	 5	 	 	 	

	 지하자원개발	 3	 3	 2	 5	 5	 3	 2	 4	 4	 4	 지하자원개발	 6	 자원관리	 9	 9	 8

	 탐사	 1	 1	 1	 1	 1	 1	 1	 1	 1	 1	 지하자원처리	 1	 	 	 	

	 지하자원처리	 1	 1	 1	 1	 2	 2	 1	 1	 1	 1	 	 -	 광해방지	 2	 2	 2

	 토질 및 기초	 483	 574	 668	 752	 841	 925	 1,061	 1,101	 1,145	 1,198	 도로 및 공항	 1,210	 도로·공항	 888	 1,055	 1,128

	 토목구조	 484	 565	 643	 702	 783	 852	 974	 1,019	 1,052	 1,096	 항만 및 해안	 201	 항만·해안	 194	 249	 277

	 항만 및 해안	 103	 111	 115	 138	 152	 168	 191	 187	 194	 197	 철도	 110	 철도	 87	 113	 122

	 도로 및 공항	 524	 632	 711	 783	 846	 920	 1,045	 1,090	 1,127	 1,162	 교통	 423	 교통	 420	 498	 568

	 철도	 75	 78	 81	 87	 90	 94	 95	 95	 97	 99	 농어업토목	 296	 농어업토목	 226	 268	 297

	 수자원개발	 268	 327	 369	 419	 465	 520	 624	 629	 643	 658	 도시계획	 757	 도시계획	 606	 730	 806

	 교통	 142	 172	 201	 233	 265	 295	 330	 343	 369	 391	 조경	 698	 조경	 575	 699	 781

	 상하수도	 297	 362	 436	 491	 543	 596	 693	 711	 734	 748	 토목구조	 1,138	 구조	 932	 1,115	 1,196

	 농어업토목	 259	 297	 304	 300	 287	 288	 311	 293	 282	 281	 건축구조	 288	 	 	 	

	 건축구조	 152	 167	 175	 180	 200	 211	 230	 237	 256	 274	 수자원개발	 673	 수자원개발	 576	 697	 765

	 도시계획	 282	 343	 408	 454	 496	 562	 633	 638	 680	 716	 상하수도	 774	 상하수도	 649	 786	 860

	 조경	 189	 222	 262	 316	 364	 424	 513	 527	 582	 648	 탐사	 1	 토지·지질	 1,038	 1,236	 1,350

	 건축기계설비	 152	 166	 180	 193	 202	 207	 226	 248	 272	 306	 토질 및 기초	 1,240	 	 	 	

	 건축전기설비	 144	 162	 162	 164	 172	 177	 178	 185	 196	 201	 지질 및 지반	 248	 	 	 	

	 토목품질시험	 56	 55	 55	 29	 59	 62	 61	 53	 52	 54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137	 측량·지적	 142	 165	 158

	 건축품질시험	 29	 30	 29	 27	 27	 27	 28	 27	 27	 29	 토목품질시험	 56	 품질시험	 58	 62	 61

	 건설안전	 57	 59	 60	 65	 67	 67	 66	 65	 65	 73	 건축품질시험	 29	 	 	 	

	 화약류관리	 12	 13	 11	 12	 12	 12	 14	 16	 16	 15	 공조냉동기계	 130	 설비	 281	 330	 356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6	 40	 67	 81	 105	 109	 113	 124	 131	 건축기계설비	 320	 	 	 	

	 지질 및 지반	 -	 -	 185	 200	 199	 207	 213	 221	 234	 241	 대기관리	 195	 대기관리	 162	 183	 184

	 대기관리	 73	 85	 90	 94	 109	 128	 140	 145	 157	 180	 수질관리	 546	 수질관리	 433	 502	 536

	 수질관리	 177	 238	 280	 318	 359	 385	 434	 470	 500	 520	 소음진동	 117	 소음진동	 111	 131	 137

 소음진동	 54	 65	 70	 74	 84	 97	 111	 108	 114	 119	 폐기물처리	 156	 폐기물처리	 140	 157	 156

	 폐기물처리	 91	 101	 109	 115	 123	 139	 146	 150	 143	 147	 	 	 자연·토양환경	 71	 121	 170

	 식품	 -	 -	 -	 -	 -	 -	 -	 -	 -	 1	 임산가공	 -	 농림	 196	 265	 329

	 농화학	 2	 2	 2	 -	 -	 -	 -	 -	 -	 -	 종자	 -	 	 	 	

	 산림	 2	 2	 2	 7	 12	 22	 47	 66	 102	 135	 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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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장치설비	 26	 27	 26	 26	 25	 28	 28	 28	 29	 31	 화학장치설비	 34	 	 	 	

	 화학공장설계	 35	 38	 39	 40	 38	 43	 46	 49	 49	 51	 화학공장설계	 52	 	 	 	

	 세라믹	 5	 5	 4	 5	 5	 5	 5	 5	 5	 5	 세라믹	 5	 	 	 	

	 지하자원개발	 3	 3	 2	 5	 5	 3	 2	 4	 4	 4	 지하자원개발	 6	 자원관리	 9	 9	 8

	 탐사	 1	 1	 1	 1	 1	 1	 1	 1	 1	 1	 지하자원처리	 1	 	 	 	

	 지하자원처리	 1	 1	 1	 1	 2	 2	 1	 1	 1	 1	 	 -	 광해방지	 2	 2	 2

	 토질 및 기초	 483	 574	 668	 752	 841	 925	 1,061	 1,101	 1,145	 1,198	 도로 및 공항	 1,210	 도로·공항	 888	 1,055	 1,128

	 토목구조	 484	 565	 643	 702	 783	 852	 974	 1,019	 1,052	 1,096	 항만 및 해안	 201	 항만·해안	 194	 249	 277

	 항만 및 해안	 103	 111	 115	 138	 152	 168	 191	 187	 194	 197	 철도	 110	 철도	 87	 113	 122

	 도로 및 공항	 524	 632	 711	 783	 846	 920	 1,045	 1,090	 1,127	 1,162	 교통	 423	 교통	 420	 498	 568

	 철도	 75	 78	 81	 87	 90	 94	 95	 95	 97	 99	 농어업토목	 296	 농어업토목	 226	 268	 297

	 수자원개발	 268	 327	 369	 419	 465	 520	 624	 629	 643	 658	 도시계획	 757	 도시계획	 606	 730	 806

	 교통	 142	 172	 201	 233	 265	 295	 330	 343	 369	 391	 조경	 698	 조경	 575	 699	 781

	 상하수도	 297	 362	 436	 491	 543	 596	 693	 711	 734	 748	 토목구조	 1,138	 구조	 932	 1,115	 1,196

	 농어업토목	 259	 297	 304	 300	 287	 288	 311	 293	 282	 281	 건축구조	 288	 	 	 	

	 건축구조	 152	 167	 175	 180	 200	 211	 230	 237	 256	 274	 수자원개발	 673	 수자원개발	 576	 697	 765

	 도시계획	 282	 343	 408	 454	 496	 562	 633	 638	 680	 716	 상하수도	 774	 상하수도	 649	 786	 860

	 조경	 189	 222	 262	 316	 364	 424	 513	 527	 582	 648	 탐사	 1	 토지·지질	 1,038	 1,236	 1,350

	 건축기계설비	 152	 166	 180	 193	 202	 207	 226	 248	 272	 306	 토질 및 기초	 1,240	 	 	 	

	 건축전기설비	 144	 162	 162	 164	 172	 177	 178	 185	 196	 201	 지질 및 지반	 248	 	 	 	

	 토목품질시험	 56	 55	 55	 29	 59	 62	 61	 53	 52	 54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137	 측량·지적	 142	 165	 158

	 건축품질시험	 29	 30	 29	 27	 27	 27	 28	 27	 27	 29	 토목품질시험	 56	 품질시험	 58	 62	 61

	 건설안전	 57	 59	 60	 65	 67	 67	 66	 65	 65	 73	 건축품질시험	 29	 	 	 	

	 화약류관리	 12	 13	 11	 12	 12	 12	 14	 16	 16	 15	 공조냉동기계	 130	 설비	 281	 330	 356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6	 40	 67	 81	 105	 109	 113	 124	 131	 건축기계설비	 320	 	 	 	

	 지질 및 지반	 -	 -	 185	 200	 199	 207	 213	 221	 234	 241	 대기관리	 195	 대기관리	 162	 183	 184

	 대기관리	 73	 85	 90	 94	 109	 128	 140	 145	 157	 180	 수질관리	 546	 수질관리	 433	 502	 536

	 수질관리	 177	 238	 280	 318	 359	 385	 434	 470	 500	 520	 소음진동	 117	 소음진동	 111	 131	 137

 소음진동	 54	 65	 70	 74	 84	 97	 111	 108	 114	 119	 폐기물처리	 156	 폐기물처리	 140	 157	 156

	 폐기물처리	 91	 101	 109	 115	 123	 139	 146	 150	 143	 147	 	 	 자연·토양환경	 71	 121	 170

	 식품	 -	 -	 -	 -	 -	 -	 -	 -	 -	 1	 임산가공	 -	 농림	 196	 265	 329

	 농화학	 2	 2	 2	 -	 -	 -	 -	 -	 -	 -	 종자	 -	 	 	 	

	 산림	 2	 2	 2	 7	 12	 22	 47	 66	 102	 135	 축산	 -	 	 	 	

(단위: 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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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7	 7	 13	 16	 22	 25	 35	 41	 45	 53	 식품	 1	 	 	 	

	 수산양식	 2	 3	 3	 4	 7	 7	 8	 11	 12	 13	 농화학	 -	 	 	 	

	 공장관리	 13	 14	 14	 14	 17	 17	 16	 16	 17	 18	 산림	 184	 	 	 	

	 품질관리	 11	 13	 19	 19	 20	 20	 20	 19	 19	 21	 	 -	 시설원예	 -	 -	 -

	 포장	 2	 2	 1	 1	 1	 1	 1	 1	 1	 1	 해양	 58	 해양	 51	 61	 68

	 산업위생관리	 3	 3	 2	 2	 2	 2	 2	 2	 2	 2	 수산양식	 14	 	 	 	

 기계안전	 18	 18	 18	 17	 17	 16	 16	 16	 16	 16	 어로	 -	 	 	 	

	 전기안전	 12	 11	 11	 10	 10	 11	 11	 12	 12	 13	 수산제조	 -	 	 	 	

	 화공안전	 8	 8	 8	 7	 7	 7	 7	 7	 7	 7	 공장관리	 18	 생산관리	 12	 14	 14

	 소방설비	 44	 47	 40	 50	 53	 52	 56	 55	 59	 69	 품질관리	 23	 	 	 	

	 가스	 11	 11	 11	 10	 13	 12	 13	 14	 14	 14	 포장	 1	 포장·제품디자인	 1	 1	 1

	 지구물리	 65	 65	 -	 -	 -	 -	 -	 -	 -	 -	 제품디자인	 1	 	 	 	

	 응용지질	 161	 165	 -	 -	 -	 -	 -	 -	 -	 -	 건설안전	 72	 산업안전	 55	 58	 62

	 제품디자인	 -	 -	 -	 -	 -	 -	 -	 -	 -	 1	 화약류관리	 15	 	 	 	

	 원자력발전	 14	 23	 27	 30	 33	 34	 37	 42	 41	 40	 산업위생관리	 2	 	 	 	

	 핵연료	 5	 4	 5	 5	 5	 5	 6	 6	 6	 6	 기계안전	 16	 	 	 	

	 방사선관리	 25	 25	 26	 26	 28	 37	 39	 41	 44	 41	 전기안전	 13	 	 	 	

	 비파괴검사	 49	 52	 55	 57	 58	 61	 65	 69	 74	 76	 화공안전	 7	 	 	 	

	 계	 5,869	 6,727	 7,433	 8,143	 8,939	 9,797	 10,966	 11,387	 11,973	 12,580	 소방설비	 74	 소방·방재	 52	 58	 65

	 	 	 	 	 	 	 	 	 	 	 	 가스	 16	 가스	 6	 10	 12

	 	 	 	 	 	 	 	 	 	 	 	 방사	 -	 섬유	 -	 -	 -

	 	 	 	 	 	 	 	 	 	 	 	 방적	 -	 	 	 	

	 	 	 	 	 	 	 	 	 	 	 	 제포	 -	 	 	 	

	 	 	 	 	 	 	 	 	 	 	 	 염색가공	 -	 	 	 	

	 	 	 	 	 	 	 	 	 	 	 	 생사	 -	 	 	 	

	 	 	 	 	 	 	 	 	 	 	 	 의류	 -	 	 	 	

	 	 	 	 	 	 	 	 	 	 	 	 	 	 나노융합	 1	 1	 1

	 	 	 	 	 	 	 	 	 	 	 	 	 	 체계공학	 4	 5	 4

	 	 	 	 	 	 	 	 	 	 	 	 	 	 프로젝트매니지먼트	 14	 19	 22

	 	 	 	 	 	 	 	 	 	 	 	 원자력발전	 44	 원자력·방사선관리	 53	 64	 67

	 	 	 	 	 	 	 	 	 	 	 	 핵연료	 6	 	 	 	

	 	 	 	 	 	 	 	 	 	 	 	 방사선관리	 44	 	 	 	

	 	 	 	 	 	 	 	 	 	 	 	 비파괴검사	 81	 비파괴검사	 59	 65	 68

	 	 	 	 	 	 	 	 	 	 	 	 계	 13,213	 계	 9,590	 11,493	 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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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7	 7	 13	 16	 22	 25	 35	 41	 45	 53	 식품	 1	 	 	 	

	 수산양식	 2	 3	 3	 4	 7	 7	 8	 11	 12	 13	 농화학	 -	 	 	 	

	 공장관리	 13	 14	 14	 14	 17	 17	 16	 16	 17	 18	 산림	 184	 	 	 	

	 품질관리	 11	 13	 19	 19	 20	 20	 20	 19	 19	 21	 	 -	 시설원예	 -	 -	 -

	 포장	 2	 2	 1	 1	 1	 1	 1	 1	 1	 1	 해양	 58	 해양	 51	 61	 68

	 산업위생관리	 3	 3	 2	 2	 2	 2	 2	 2	 2	 2	 수산양식	 14	 	 	 	

 기계안전	 18	 18	 18	 17	 17	 16	 16	 16	 16	 16	 어로	 -	 	 	 	

	 전기안전	 12	 11	 11	 10	 10	 11	 11	 12	 12	 13	 수산제조	 -	 	 	 	

	 화공안전	 8	 8	 8	 7	 7	 7	 7	 7	 7	 7	 공장관리	 18	 생산관리	 12	 14	 14

	 소방설비	 44	 47	 40	 50	 53	 52	 56	 55	 59	 69	 품질관리	 23	 	 	 	

	 가스	 11	 11	 11	 10	 13	 12	 13	 14	 14	 14	 포장	 1	 포장·제품디자인	 1	 1	 1

	 지구물리	 65	 65	 -	 -	 -	 -	 -	 -	 -	 -	 제품디자인	 1	 	 	 	

	 응용지질	 161	 165	 -	 -	 -	 -	 -	 -	 -	 -	 건설안전	 72	 산업안전	 55	 58	 62

	 제품디자인	 -	 -	 -	 -	 -	 -	 -	 -	 -	 1	 화약류관리	 15	 	 	 	

	 원자력발전	 14	 23	 27	 30	 33	 34	 37	 42	 41	 40	 산업위생관리	 2	 	 	 	

	 핵연료	 5	 4	 5	 5	 5	 5	 6	 6	 6	 6	 기계안전	 16	 	 	 	

	 방사선관리	 25	 25	 26	 26	 28	 37	 39	 41	 44	 41	 전기안전	 13	 	 	 	

	 비파괴검사	 49	 52	 55	 57	 58	 61	 65	 69	 74	 76	 화공안전	 7	 	 	 	

	 계	 5,869	 6,727	 7,433	 8,143	 8,939	 9,797	 10,966	 11,387	 11,973	 12,580	 소방설비	 74	 소방·방재	 52	 58	 65

	 	 	 	 	 	 	 	 	 	 	 	 가스	 16	 가스	 6	 10	 12

	 	 	 	 	 	 	 	 	 	 	 	 방사	 -	 섬유	 -	 -	 -

	 	 	 	 	 	 	 	 	 	 	 	 방적	 -	 	 	 	

	 	 	 	 	 	 	 	 	 	 	 	 제포	 -	 	 	 	

	 	 	 	 	 	 	 	 	 	 	 	 염색가공	 -	 	 	 	

	 	 	 	 	 	 	 	 	 	 	 	 생사	 -	 	 	 	

	 	 	 	 	 	 	 	 	 	 	 	 의류	 -	 	 	 	

	 	 	 	 	 	 	 	 	 	 	 	 	 	 나노융합	 1	 1	 1

	 	 	 	 	 	 	 	 	 	 	 	 	 	 체계공학	 4	 5	 4

	 	 	 	 	 	 	 	 	 	 	 	 	 	 프로젝트매니지먼트	 14	 19	 22

	 	 	 	 	 	 	 	 	 	 	 	 원자력발전	 44	 원자력·방사선관리	 53	 64	 67

	 	 	 	 	 	 	 	 	 	 	 	 핵연료	 6	 	 	 	

	 	 	 	 	 	 	 	 	 	 	 	 방사선관리	 44	 	 	 	

	 	 	 	 	 	 	 	 	 	 	 	 비파괴검사	 81	 비파괴검사	 59	 65	 68

	 	 	 	 	 	 	 	 	 	 	 	 계	 13,213	 계	 9,590	 11,493	 12,524

(단위: 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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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국내외	수주실적

   국내   국외   합계
 년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73	 632	 2,134	 –	 –	 632	 2,134

	 1974	 1,071	 4,931	 -	 -	 1,071	 4,931

	 1975	 1,738	 8,628	 -	 -	 1,738	 8,628

	 1976	 2,403	 19,160	 -	 -	 2,403	 19,160

 1977	 3,031	 24,607	 38	 55,102	 3,069	 79,710

	 1978	 3,416	 36,827	 33	 20,326	 3,449	 57,153

	 1979	 3,838	 79,032	 84	 95,712	 3,922	 174,744

	 1980	 3,329	 72,098	 66	 93,193	 3,395	 165,292

	 1981	 3,981	 105,913	 110	 51,027	 4,091	 156,940

 1982	 4,419	 125,343	 129	 109,040	 4,548	 234,383

	 1983	 4,825	 177,768	 105	 108,132	 4,930	 285,901

	 1984	 6,334	 233,132	 137	 51,652	 6,471	 284,785

	 1985	 8,091	 274,110	 176	 88,797	 8,267	 362,907

	 1986	 8,819	 332,267	 150	 31,070	 8,969	 363,337

	 1987	 10,214	 490,213	 129	 38,199	 10,343	 528,413

	 1988	 13,619	 487,927	 135	 21,205	 13,754	 509,132

	 1989	 14,435	 931,268	 146	 31,199	 14,581	 962,468

	 1990	 15,416	 1,091,867	 138	 116,523	 15,554	 1,208,390

	 1991	 17,788	 1,288,104	 201	 100,060	 17,989	 1,388,165

	 1992	 16,770	 1,248,788	 234	 499,293	 17,004	 1,748,082

	 1993	 13,739	 1,162,247	 133	 198,079	 13,872	 1,3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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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건, 백만원)

	 1994	 20,294	 1,425,341	 131	 170,529	 20,425	 1,595,871

	 1995	 22,326		 2,221,565	 130		 169,487	 22,456	 2,391,052	

	 1996	 25,324	 2,474,984	 104		 156,421	 25,428	 2,631,404	

	 1997	 26,927	 2,714,843	 103		 346,849	 27,030	 3,061,691	

	 1998	 23,542	 1,662,286	 119		 134,441	 23,661	 1,796,728	

 1999	 24,094	 2,213,520	 106		 160,767	 24,200	 2,374,288	

	 2000	 30,421	 2,650,927	 119		 738,594	 30,540	 3,389,520	

	 2001	 33,329	 2,946,109	 93		 85,316	 33,422	 3,031,422	

	 2002	 34,418	 4,928,681	 82		 375,213	 34,500	 5,303,895	

	 2003	 40,305	 4,976,054	 77		 191,948	 40,382	 5,168,001	

	 2004	 40,743	 4,744,735	 136		 334,478	 40,879	 5,079,210	

	 2005	 40,432	 4,501,884	 113		 184,815	 40,545	 4,686,697	

	 2006	 43,161	 5,455,340	 188		 175,149	 43,349	 5,630,486

	 2007	 37,022	 5,142,945	 208		 693,686	 37,230	 5,836,632	

	 2008	 45,237	 6,643,658	 198		 677,640	 45,435	 7,321,297	

	 2009	 49,276	 8,440,463	 191		 725,873	 49,467	 9,166,338	

	 2010	 43,115	 6,793,634	 179		 1,240,665	 43,294	 8,034,300

 2011	 44,451	 6,824,208	 264		 2,956,454	 44,715	 9,780,662

	 2012	 43,153	 6,814,488	 271		 508,896	 43,424	 7,323,382	

	 2013	 40,753	 5,388,550	 256		 1,251,597	 41,009	 6,640,147	

   국내   국외   합계
 년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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