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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은 전(全) 산업에 걸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면서 경제·사회·기술·문화 등 모든 분야에 변화를 촉진하고 

있음.

- 모든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개인 삶의 행태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

계, 기업의 경영체계, 조직의 운영 방식 등이 변화하고 있음.

- 본 연구는 현재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의한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환경 및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

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건설기술인의 영향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코로나19로 인한 건설기술인의 피해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3%(3,284명)이 코로

나19로 인해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소속이 없다고 응답한 

건설기술인 중 21.6%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 실직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현재 소속이 없는 건설기술인을 제외한 소속 업종별 건설기술인의 피해 현황을 살펴보

면, ‘매우 큰 피해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소속은 전문건설업체 소속 건설

기술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건설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피해 비율이 다른 장소에서 업무하는 건설

기술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건설사업이 전형적인 수주산업으로서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임.

- 즉,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외출 자제를 비롯하여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 정

부의 재택근무 권고 등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은 특정 기간 내에 사업을 완수해야 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업이 계속 진행되었기 때문임.

-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7%(785

명)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재택근무의 효율 및 효과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

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건설기술인이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은 ʻ실직ʼ에 대한 우려이며, 현장에서는 업무 

특성으로 인한 방역지침 준수 및 방역이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요      약



 코로나19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산업적 환경 변화 함께 노동시

장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도 시장의 변화 속도에 맞춰 

급속히 변화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도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촉진을 통한 비대면 업무추진 확대와 생산방식의 무

인화를 위한 직종별 단계적 건설 자동화 기술개발을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는 물리적인 거리두기, 접촉 최소화, 조직운영과 생활방식의 변화 등을 야기하

였는데, 이러한 변화에 맞춰 노동시장의 근로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과제로서, 

현재와 같은 국가적 재난을 대비한 건설기술인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과 건

설기술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

를 대비한 비대면,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교육 지원체계 마련 등 3가지 과

제를 제안하였음.

- (건설기술인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

는 건설업계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유지대책과 소득지원대책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건설기술인에 대한 혜택 여부를 조사한 결과, 상당한 수의 건설인

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음. 고용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역시 불만족하다

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건설업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정규직 

근로자는 약 94%, 비정규직 근로자는 78%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음. 한국건설기술인협

회에 등록된 회원을 기준으로 2020년 6월 기준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에 있는 회원은 

20.6만 명으로서 특히,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연령대인 40대에 집중 되어 

있음. 이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이러한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이 확

보될 수 있도록 제도·정책적 인프라를 구축 할 필요가 있음.

- (비대면,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지원체계 마련) 정부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대학, 기업, 재교육 기관 등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

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새로운 생산방식과 기술의 적용은 결국 업무를 담당

하는 건설기술인의 업무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요구되는 역량 역시 변화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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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배경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은 전(全) 산업에 걸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면서 경제·사회·기술·문화 등 모든 분야에 변화를 촉진하고 있음.

- 모든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개인 삶의 행태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

계, 기업의 경영체계, 조직의 운영 방식 등이 변화하고 있음.

- 현재 모든 분야에서는 과거 세계경제의 저성장 국면이 유지되는 뉴노멀(New Normal)을 

지나 ‘포스트 코로나(Post Covid19) 시대’ 혹은 ‘다음의 새로운 시대(Next Normal)’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태임.

 전 세계적인 봉쇄조치(lockdown)로 인하여 산업활동에 필요한 인력, 자재, 장

비 등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시장과 고객의 접근이 차단됨에 따라 경제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1)

- 이러한 경제위기는 노동시장에도 큰 충격을 야기하고 있는데, 주요 산업활동의 마비가 

기업의 고용 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노동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둔화하고 대규모 실업

자가 발생하였음.

 최근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펜데믹에 의한 경제충격으

로 인하여 수백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일부 국가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을 비교하였

을 때, 금융위기 당시에는 완만하게 감소하였던 것이 코로나19 위기에서는 그 보다 최대 

10배 높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또한 OECD국가의 실업률은 2019년 5.3%에서 2020년까지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

하고 있음. 특히 대유행에 대한 2가지 시나리오(Single-hit Scenario, Double-hit 

scenario)에 따라 실업율이 최대 1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2021년까지 이러

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함.

1) 이장균(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 산업연구원, 경제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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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코로나19 위기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위기 시작 후 1개월 2개월 3개월

그림 1. 코로나19 이후 근로자의 노동시간
주)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스웨덴, 일본의 평균 값을 사용
*자료: OECD(2020), OECD Employment Outlook 2020, Worker Security and the COVID-19 Crisis

 건설산업도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데, 건설경기의 악화

로 인하여 산업생산 및 취업자 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건설 취업자 수 감소효과를 분석한 

결과, 건설투자 감소로 인하여 총 2.1만~11.1만 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그 중 

54.4%에 해당하는 인력이 건설산업 내에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음.

구분 합계 상용근무자
비상용 근무자

임시일용 자영무급

건설 취업유발계수 10.99 5.45 5.54 2.7 2.8

취업
감소자

낙관 -20.6 -10.2 -10.4 -5.1 -5.3

비관 -110.7 -54.9 -55.8 -27.4 -28.5

표 1. 취업형태별 취업자 수 감소 효과

주: 1) 2017년도 금액 기준으로 추정
주: 2) 한국은행, 2017년 산업연관표(2015년 기준 연장표 기준)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20), 코로나19 사태의 건설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 방안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에 의한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환경 및 노

동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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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적 충격과 해외 대응 현황

1. 거시경제지표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금융시장을 비롯해 관광 수입, 국내소비 ,수출 등의 

지표가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음.

- 2020년 1월 현대경제연구원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우리나라 경제 파급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염병이 우리나라로 빠르게 확대될 경우 2020년 1분기 국내 경제성장률

이 최대 0.7%p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사스(SARS)와 메르스(MERS) 등 유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부정적 영

향은 단기에 그치고 이후 급반등하여 장기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사스 주요 발병국인 홍콩과 대만, 싱가포르 등 3개국은 발병 기간 GDP 성장률이 둔화하

였으나 사태가 종료된 이후 2분기 동안 성장률이 급반등하였으며, 메르스에 의한 우리나

라 경제 영향은 이보다 훨씬 적어 GDP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그림 2. 사스, 메르스 기간의 국가별 GDP 추이
주: 1) 한국은 메르스 기간, 3국은 사스 기간의 GDP 추이임.
주: 2) T01, T02는 발병기간에 해당(메르스=ʼ15년 2~3분기, 사스=ʼ03년 1~2분기)
주: 3) 발병 4분기 전(T-4)의 GDP=1로 설정하였음.
*자료: IHS Markit의 자료를 산업연구원 자료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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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사스나 메르스는 일부 국가에만 단기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코

로나19는 세계적으로 감염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국내의 경우에도 감염자의 

폭발적인 증가 이후 2차 대유행 조짐이 보이면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

에 있음.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분기 대비 –3.3%, 전년 동분

기 대비 –2.9%로서 마이너스 성장하였는데, 수출 감소, 각종 투자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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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분기별 경제성장률(2008년 1분기 – 2020년 2분기)

*자료: 한국은행

 이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에 따른 각국의 봉쇄(lockdown) 조치가 장

기화 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경제가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

로 전망됨.

- 지난 6월 24일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이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 수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4.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

였음.

- 이번 수정 전망은 4월에 발표한 전망치 3.0%보다 1.9%p 낮아진 것으로서, 선진국은 

-8.0%, 신흥개도국의 경우 –3.0%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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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현재 방역조치로 코로나 19가 차단될 경우 –6.0%, 가을 2차 유행이 발생할 

경우 –7.6%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지만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한 상황임.

- 올 6월 IMF는 우리나라 성장률을 미국 –8.0%, 유로존 –10.2%, 일본 –5.8%, 영국 –
10.2% 보다 높은 –2.1%로 전망하였으며2), OECD는 2차 확산이 없을 경우 –1.2%, 2차 

유행시 –2.5% 성장을 전망하였음.3)

그림 4. 주요국 ‘20년 성장률 전망 추이 그림 5. ‘20.1월 대비 ’20년 성장률 전망 조정폭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0. 6. 24.), ʼ20. 6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ʼ20년 8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3%로, 지난 5

월 발표한 –0.2%보다 1.1%p 하향한 것이며, 이는 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민간소비 회복이 더딜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휴업과 휴교,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4월까지 소비심리가 크

게 위축하였지만,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감소하면서 5월부터 소비심리가 회복세에 접

어들었음.

- 그러나, 최근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증가하면서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교가 다시 휴

교에 들어가고 재택근무 확대, 대면 서비스 회피, 각종 소모임 축소 등으로 인하여 회복

세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2) IMF, ʻʻWorld Economic Outlook Updateʼʼ, 2020. 06.
3) OECD, ʻʻ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0ʼʼ, 202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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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소비심리지수 변화 추이(2019년 8월 – 2020년 8월)
*자료: 한국은행

 수출, 내수판매, 설비투자 실적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올 2월부터 감소

하다 5월에 최저점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하였으나, 이 역시 코로나19 재확산

으로 인하여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 5월 수출실적과 내수 판매실적은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다 더욱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

는데 이는 감염병으로 인한 세계적 봉쇄조치와 거리두기 정책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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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수출, 내수판매, 설비투자 실적 변화 추이(2018년 8월 – 2020년 8월)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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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시장

 건설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간산업으로서 생산유발효과와 취업유발계

수가 높아 일자리 수 증가를 통한 경제성장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에 해당함.

- 33개 분류 산업 중 건설산업은 생산유발효과 2.004로서 10번째로 높음. 2019년을 기준

으로 건설투자가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1%로서 2015년부터 2019

년까지 경제성장 기여율이 평균 13.4%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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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산업별 생산유발효과(계수) 비교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8년)

그림 9. 건설투자의 GDP 대비 비중 및 경제성장 기여율
*자료: 한국은행,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20). “코로나19 사태의 건설경기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에서 
재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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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건설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는 우리나라 경제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

 대표적인 건설경기 동행지표에 해당하는 건설기성액은 올해 초까지 증가하였

으나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 이후 마이너스(-) 증감률로 돌아섰음.

- 건설기성액은 ʼ19년 2월을 기점으로 반등하여 올해 2월에는 플러스(+) 증감률을 보였으

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최근 8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9.4%하락 한 것으로 나타

났음.

- 건설기성액은 건설업체가 일정 기간 공사를 수행한 후 받은 금액으로서 건설활동의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데, 이러한 수치의 감소는 건설현장의 생산 활동 위축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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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건설기성액 변화 추이(2019년 1월 – 2020년 8월)

*자료: 한국은행

 2019년 IHS Markit은 2020년 세계 건설시장이 세계적인 경제성장의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및 중동이 글로벌 건설시장을 견인

하면서 전년 대비 3.4% 성장한 11.6조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이러한 수치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 전망한 것으로서,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이후 세계 건설시장의 전망치는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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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IHS Markit의 2020년 세계 건설시장 전망 자료
*자료: IHS Markit(ʼ19.12),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해외건설 인사이트(INSIGHT)-(코로나19 특집) 
글로벌/지역별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서 재인용.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가장 먼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Fitch는 올해 4월  

세계 건설경기 실질성장률이 전년 대비 0.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이는 2019년 말 발표한 3.5%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서, 아시아 지역의 계속적인 감염환

자가 발생하고 유럽, 아프리카, 북·중남미 등 모든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함.

 지난 6월 IHS Markit 역시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등을 고려할 때 전년 대비 

6.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이러한 전망은 IMF와 OECD가 각각 세계 경제성장률을 –4.9%와 –6.0%로 하향 조정하

고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산유국의 신규 발주 감소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등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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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세계건설시장 전망 및 추이
*자료: IHS Markit(ʼ20.6),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해외건설 인사이트(INSIGHT) 2020-3호’에서 재인용.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까지 600억 달러 수준을 유

지하다 2015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며 2019년에는 223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수주금액은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수주 건수는 지난 10년과 비슷한 수준에 

있으며, 2019년은 2010년보다 수주금액은 1/3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수주건수는 증

가하였음.

 2020년 10월 기준으로 수주 건수는 439건, 수주 금액은 191억 달러를 기록하

고 있으나, 현재 코로19가 계속되고 있어 이후 뚜렷한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

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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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 추이(2010년-2020년 10월)
*자료: 해외건설협회



CEPIK Insight 2021-05 

Construction Engineer Policy Institute of Korea(CEPIK) 11

3. 노동시장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소모임 및 외출 자제를 비롯해 전 세계적인 폐쇄

조치로 인하여 고용시장 상황이 크게 악화되면서 노동시장도 큰 타격을 받고 

있음.

-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3월부터 OECD 회원국의 실업률이 급격히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5월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다소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수도권

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되면서 9월 들어 실업률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감 추이(단위: 명)OECD 회원국 실업률 추이(단위: %)

그림 14.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수 증감 및 OECD 회원국 실업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2020. 9.)“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방안”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취업자 및 취업률 우리나라의 실업자 및 실업률

그림 15. 우리나라 취업자/취업률 및 실업자/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0년 9월 고용동향



건설기술인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영향분석과 정책적 과제

12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건설업 고용시장 역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하

였음.

-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20년 1월 전년 동월 대비 0.25% 증가한 이후 8월까지 계속적으

로 감소하다 9월 플러스로 전환되었음.

- 취업자 수의 감소 원인은 코로나19는 물론이고, 예년과 다른 기록적인 장마와 우리나라

로 많은 태풍이 올라오면서 건설현장에서의 사업 진행 속도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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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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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수 증감률(전년 동월대비)

그림 16. 국내 건설업 취업자 수(2019년 9월 – 2020년 9월)
*자료: 통계청, 산업별 취업자 수

 구직급여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도의 구직급

여 신청자, 구직급여 지급자, 구직급여 지급액이 2019년도에 비해 상당수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남.

- 구직급여 지급자 수는 443,786명에서 697,592명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은 6,685억원에

서 11,663억원으로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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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2019년/2020년 월별 구직급여 지급자 수(명)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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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2019년/2020년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억원)
*자료: 통계청

 다수의 통계자료에서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다수 영향이 있다고 제시하

고 있으나 건설업에서도 구직급여 신청자 수가 전년도 분기별과 비교했을 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 

- 건설업의 분기별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2019년 1·2분기 80,525명이었으나 2020년 

1·2분기 13,258명이 증가한 93,783명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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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482

256,975

437,343

345,361

50,155
30,370 53,032 40,751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400,000

450,000

500,000

2019 1/4 2019 2/4 2020 1/4 2020 2/4

전 산업 건설업

그림 19. 2019년/2020년 분기별 구직급여 신청자 수(명)  
*자료: 통계청

4. 각국의 노동시장 대응 현황

 최근 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19에 의한 일자리 영향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였음.4)

- 코로나19는 고용의 양과 질을 모두 악화시키면서 전 세계적인 폐쇄조치에 따른 기업의 

경영 제한, 관광, 호텔, 식당 등 특정 분야의 근로자들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하였음.

- ILO는 글로벌 실업자 수가 최소 530만 명에서 최대 2,470만 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

하면서, 노동수요의 감소는 임금과 근로시간의 하향 조정으로 이어져 불완전고용자 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함.

- 또한,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기는 청년, 고령 노동자들과 여성(서비스, 보건 분야), 비

보호 노동자(자영업자, 임시직), 이주노동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음.

- 특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전 26%였던 빈곤이 59%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면

서, 노동시장에 준 충격은 균일하지 않았고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한 것으로 분석하였음.

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0)의 과학기술인재정책 동향브리프(20년 제09호)에 수록된“코로나19와 
일자리: 영향과 정책대응, 국제노동기구(ILO)”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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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비공식 노동자 빈곤 수준에 대한 전염병 잠재적 영향(비공식 노동자 빈곤율 상승 예상치)
*자료: ILO(2020),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3rd edition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146회 노동포럼“코로나19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과제 모색”의 발표 자료에서 
재인용

 OECD와 ILO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제시하고 각국의 대

응책을 발표하였음.

- ILO는 코로나19 초기부터 각국의 정책 대응방향으로 네 가지 정책 프레임을 제시하였는

데, 주요 정책 영역으로는 ‘경제 및 고용 촉진’, ‘기업·일자리·소득 지원’, ‘작업장 노동자 

보호’, ‘사회적 대화’ 등 4개의 주요 축(pillar)임.

그림 21. ILO가 제시한 코로나19 대응 정책
*자료: ILO(2020), ILO Monitor 2nd editiion: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20), The HRD Review 23(3), “코로나19 노동생활 세계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과제 모색”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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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의 주요 이슈는 크게 실업의 장기화, 근무방식의 

변화에 따른 생산성 문제, 자동화 촉진으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 등임.

-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몇몇 연구5)에서는 상당수가 영구적인 실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

망하였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에서는 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제도(short-time work)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정부는 이러한 기업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주요 국가는 긴급생계비 지급과 함께 고용시장 

실업과 연동하여 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1) 독일6)

 독일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면서 고용유지를 위한 임금의 일부를 지

원하고 있음.

- 2020년 4월 신청자수는 750만 명에 달하였으며, 이는 기존 최고치 기록을 세웠던 

2009년 5월 신청자 수의 5배 이상임.

-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을 통해 실업 문제를 타개한 바 있

는데, 2009년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의 GDP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1%p 미만으로 증가하였음.

* OECD 국가의 평균 GDP 감소 –4.8%, 독일의 GDP 감소 –6.9%

- 이후에도 실업률은 2010년 7.0%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5년 4.6%까지 낮아졌음.

5) Barrero et al.(2020)는 실업자의 31~56%가 영구적으로 실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였음. 
(자료:“Covid-19 is also a reallocation shock. NBER Working Paper No. 27137”)

6) 김혜진(2020)의“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 방안(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2020-13호)”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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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독일의 GDP 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자료: Cooper, R., et al.(2017), The employment and output effects of short-time work in Germany, 
NBER Working Paper No. 23688, 김혜진(2020)의“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 
방안(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2020-13호)”에서 재인용

(2) 캐나다7)

 캐나다는 청년, 고등교육 및 최근 졸업자(Youth, post-secondary students and 

recent graduates)를 분류하여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소득

지원정책으로는‘캐나다 긴급가계지원책(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임.

- 청년, 고등교육생 및 최근 졸업생을 위한 지원정책으로는 긴급학생지원수당(Canada 

Emergency Student Benefit, CESB), 기타 학생 대상 지원,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Canada Student Loans), 새로운 일자리 및 기회창출: 청년 고용 및 숙련전략(Youth 

Employment and Skills Stragegy; YESS program), 학생 서머잡(Canada Summer 

Job) 임시유연 정책 확대 등임.

- 긴급가계지원책의 경우, 15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근로가 중단된 

자 또는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한 자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캐나다 각 주(province)는 다양한 노동자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대응 정책사

업을 시행하고 있음.

7) 한국노동사회연구소(2020. 06), 코로나19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과제 모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146회 노동포럼 자료집에 포함된 “코로나19 노동생활 세계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과제 모색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발제 자료를 인용하여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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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province) 사업명 주요 내용

온타리오

고용의료보험료
면제액 증액

- (대상) 고용의료보험료 납부 고용주
- (내용) 고용의료보험료 면제액을 49만 캐나다 달러에서 

100불로 증액

(간접지원) 산재보험료 유예:
19억 캐나다 달러

- 산업재해보험공단이 고용주의 산업재해보험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가능하도록 조치

자녀 양육 수당
- (대상)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 (내용) 200달러 1회 지급

온타리오주 학자금 대출
(OSAP) 상환 유예

- (대상) 온타리오주학자금대출 대상자
- (내용) 학자금 대출액 및 이자 상환

퀘백

기업 위기대응
교육훈련 지원

(PACME COVID-19)

- (대상) 퀘백 내 기업(자영업자 포함)
- (내용) 인사, 위기대응, 조지관리 분야 컨설팅 및 세미

나 등 교육훈련 비용 지원

노동자 지원
(PATT COVID-19)

- (대상) 고용주에 의해 임금보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 
연방 고용보험 또는 민간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

- (내용) 1주일 최대 573달러까지 지원(최대 4주)

브리티시
컬럼비아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 (대상) BD주정부 학자금 대출자
- (내용) 대출 상환기한 무이자 유예

BC주 노동자 긴급지원
- (대상) 연방 EI 또는 CERB를 수령하는 BC주 근로자
- (내용) 1,000달러(1회 지원)

BC주 임시 주거비 보조
프로그램

- (대상) 코로나19로 임대료 지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사람, 현재 소득의 30% 이상
을 렌트비로 지불하는 사람

- (내용) 최대 500달러 임대주에게 송금

앨버타
관광업계 지원
(Tourism Levy)

- (대상) 호텔 포함한 숙박업자
- (내용) 관광 부담금 지불 유예

마니토바 하계 학생 일자리 지원책

- (대상) 개인 사업체,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고등학생, 
대학생 15세-29세

- (내용) 하계 방학 기간 동안 학생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주들에게 지급되는 주정부 지원책, 시간단 $7 지
원되며 1명당 최대 $3,000까지 지원 가능, 최대 5명까
지 고용 가능

뉴브런즈윅

실업자 지원
-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자영업자
- (내용) 900달러 일시불 지급

양육수당 지원
- (대상)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 (내용) 보육비 면제

프린스에드
워드아일랜드

노동자/자영업자 지원

- (대상) 근로자, 자영업자
- (내용) 주정부 대출 3개월간 대출 상환유예, 중소기업

진흐옹사를 통한 450만달러 추가 지원, 근로시간 단축 
대상 근로자 주 200달러 임시 지원

자영업자 대상
긴급 소득보조

- (대상) 여타 소득보조 혜택에서 제외된 자영업자
- (내용) 최대 주 500달러 소득 보조

표 2. 캐나다 각 주(province) 노동자 대상 코로나19 대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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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

 프랑스는 사업장 폐쇄 등으로 근로자가 일을 못하는 동안 기존 급여의 

80~100%를 보전해 주는 정책을 시행함.

- 고용주가 주 정부에 직접 신청한 뒤 노동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주 정부가 고용주에게 

상환하는 방식이며, 임시 실업 기간이 끝나면 근로자들은 대부분 재고용됨.

1. 사회보장분담금, 직접세 등 조세 납부기한 연기
- 일반기업 및 자영업자 대상 사회보장 분담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의 납부기한을 최대 3

개월까지 연장
- 기업의 법인세, 고용관련 세금에 대한 납부 기한 연기

2. 직접세 납부가 어려운 기업에 대한 개별 검토 통해 감면 추진
- 직접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밀린 조세의 할부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

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 해당 계획을 통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직접세 감면 지원

3. 소규모 사업자 대상 수도, 가스, 전기요금 및 임대료 납부 연기
4. 경영 어려움에 직면한 소규모 사업자 등 대상 지원금 지급

-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소규모 사업자, 자영업자 등에게 1,500유로씩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들 중 심각한 경영 애로에 직면한 사업자에게는 개별 검토 후 추가 지원

- 노동자 10인 이하, 연매출 100만 유로 미만 관광, 문화 등 관련 분야 소규모 사업자로서 
정부 조치로 영업이 중단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경우 또는 1년 전 대비 70% 이상 감소
한 경우

5. 자금이 필요한 기업 대상으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3,000억 유로 규모 은행 대출 보증 
지원

6. 기업과 은행간 중재 지원
- 금융기관 상대로 발생한 기업의 애로에 대해 105명의 프랑스은행 조정관이 중재자 참여

하여 해소

7. 노동자 고용유지 위해 부분실업제도 통한 인건비 지원
- 고용주가 일시적으로 노동자의 노동 활동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경우, 세전 임금 기준 

70% 수준으로 보상(단, 최저임금 또는 그 이하를 받는 근로자는 100% 지급)
- 고용주는 세전 임금 기준 월 6,977유로를 상한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상액의 

100%를 정부로부터 환급받음.

8. 거래 기업간 분쟁 발생시 중재 지원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거래, 계약이행 차질 등으로 분쟁상황에 있는 기업 대상 

민법상 계약, 공공기관의 명령 등과 관련한 모든 분쟁에 대해 무료로 중재 지원

9. 코로나19를 불가항력으로 간주해 정부조달 게약이행 지연시 벌금 면제
10. 기타 경제 및 사회적 지원

- 사회보장 지원금 수령자에 대해 재검토 없이 기존 혜택 연장
- 영업축소 또는 폐쇄에 따른 장애노동자 임금 지원
- 동계기간 집세를 못내도 강제조치를 못하는 제도를 2개월 연장
- 질병 휴직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전 기간중지, 고용주 지급 일일보상금 적용분야 확대

표 3. 코로나19 관련 프랑스 정부의 긴급지원 정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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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우리나라 근로자의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원정책은 크게 고용유

지를 위한 대책과 소득지원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8)

- 고용유지 대책은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업체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임.

- 소득지원대책은 고용관계가 종료되거나, 해고, 또는 직장을 구하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

을 위한 지원대책임.

 고용유지대책의 대표적인 제도는 1995년부터 운영되어온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로서,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운영함.

-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을 실시하고 휴업·

휴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임.

-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재고량의 증가나 매출의 감소로 증빙하여야 하나, 코

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고량 50% 증가 또는 매출액 15% 이상 감

소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기업은 인건비의 10%만 부담하도록 하고 휴업·휴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90%까지 지원하였음. 다만, 특정 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적용하였음.

 고용유지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은 2018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일
자리안정자금 임.

- 일자리안정자금은 영세사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저소득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하기 위한 기금임.

-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게 지원되는데, 월 보수액 215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보조금이 지원됨.

8) 우리나라의 고용지원정책은 “코로나19 대응 고용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 과제(한국노동연구원, 
2020. 03)”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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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지원을 대표적인 지원정책은 실업급여 제도로서 고용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임.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가입한 임금노동자가 실직하였을 때 퇴직 전 평균임금

의 60%를 지급하며, 1일 66,000원의 상한액과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하한액이 적용됨.

- 앞서 그림 16. 그림 17.에서 나타났듯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가 고조되면서 

2019년 대비 구직급여 지급자 수와 지급 금액이 증가하였음. 

 이러한 지원대책 이외에도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확

장 또는 재도입하여 시행하였음.

-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서비스정책으로서, 2019년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

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 점검을 거쳐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

었음.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15~64세 구직자에게 워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것으

로 핵심으로 하고 있음.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Ⅰ형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요건
심사형

15~64세
중위소득 50%↓ 3억 이내 범위

(청년의 경우 
고시로 별도 
규정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중위소득 50%↓
(청년특례: 120%↓)

×
Ⅱ형

<취업지원 서비스 등>
15~64세 중위소득 100%↓ ×

표 4.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

*자료: 고용노동부

- 무급휴직노동자 고용안정지원금과 특수형태근로종사·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은 고

용보험 적용 사각지대에 놓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닌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 생활지원을 하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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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건설기술인의 코로나19 영향

1. 설문조사 개요

 코로나19 감염병 지속이 건설기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

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조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회원을 대상으로 2020년 9월 2일부터 8일간 

온라인을 통해 실시하였음.

- 조사내용은 코로나 19로 인한 건설기술인의 체감 피해, 재택근무 현황, 건설기술인에 당

면한 문제, 업무수행의 어려움,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의 변화, 임금의 변화, 코로나19 대

응을 위한 정부 고용지원정책 수혜 여부 및 만족도 등임.

 설문조사에 응한 건설기술인 총 5,728명으로서 응답자의 연령과 소속된 업체

의 업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응답자가 32.1%(1,836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대가 

29.4%(1,682명), 60대 이상이 18.3%(1,049명), 30대가 15.1%(863명), 20대가 

5.2%(295명), 20대 미만은 0.1%(3명)를 차지하였음.

- 업종별 응답자를 살펴보면, 종합건설업체 소속 건설기술인이 34.1%(1,953명)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기술용역업이 31.8%(1,822명), 전문건설업이 25.2%(1,441명), 발주기

관 2.7%(152명), 현재 소속 없음. 2.6%(152명)를 차지하였음.

- 고용유형으로는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74.4%(4,263명)를 차지하였으며, 프로젝트 기반 

계약직이 11.5%(659명), 기간으로 정해진 계약직이 9.8%(560명), 임시직이 1.9% 

(109명), 기타 2.4%(137명)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근무 장소는 현장 근무자가 56.0%(3,206명), 사무실 근무가 34.9%(2,001

명), 현장 및 사무실 이외 근무가 9.1%(521명)로 분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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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인원(명) 비율(%) 소속된 업체 업종 인원(명) 비율(%)

20대 미만 3 0.1 발주기관(민간/공공 모두) 152 2.7

20대 295 5.2 종합건설업 1,953 34.1

30대 863 15.1 전문건설업 1,441 25.2

40대 1,682 29.4 건설기술용역업 (설계/감리/사업관리 등) 1,822 31.8

50대 1,836 32.1 현재 소속 없음.(구직활동 중) 148 2.6

60대 이상 1,049 18.3 기타 212 3.7

표 5. 설문조사 응답자의 연령 및 소속업체 업종

고용유형 인원(명) 비율(%) 소속된 업체 업종 인원(명) 비율(%)

정규직 4,263 74.4 건설현장
(현장 사무실 포함)

3,206 56.0
기간으로 정해진 계약직
(1년 단위 재계약 등)

560 9.8

사무실
(현장 사무실 제외)

2,001 34.9프로젝트 기반 계약직
(프로젝트 종료 후 계약 만료)

659 11.5

임시직(1년 미만의 단기 
근로형태, 일용직 포함)

109 1.9
현장 및 사무실 이외 

근무
521 9.1

기타 137 2.4

표 6. 설문조사 응답자의 고용유형 및 근무 장소

2. 코로나19 피해 실태

 코로나19로 인한 건설기술인의 피해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3%(3,284명)

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코로나 19로 인하여 ‘매우 큰 피해가 있다’라고 응답한 인원은 8.3%(474명)였으며, ‘조

금 큰 피해가 있다.’, ‘약간 피해가 있다’, ‘아주 약간의 피해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3.0%(745명), 18.9%(1,085명), 17.1%(980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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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코로나19로 인한 건설기술인 체감 피해

 현재 소속이 없는 건설기술인을 제외한 업종별 건설기술인의 피해 현황을 살

펴보면,‘매우 큰 피해가 있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비율은 전문건설업체 

소속 건설기술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매우 큰 피해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문건설업 12.2%, 발주기관 7.9%, 종합건

설업 7.6%, 건설기술용역업 3.9% 순으로 나타났음.

- 특히, 전문건설업체 소속 건설기술인은 전체 응답자의 66.6%가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다

고 응답하였으며, 발주기관 소속 기술인이 57.9%, 종합건설업 소속 기술인은 56.3%, 

건설기술용역업은 49.9%인 것으로 나타났음.

- 전문건설업체 소속 기술인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건설현장에서의 작업

이 이들 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폐쇄

조치와 외부 이동제한 등으로 각종 자재수급 및 인력수급에 큰 차질을 빚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이와 함께 현재 소속이 없다고 응답한 건설기술인 중 21.6%가 코로나19로 인

하여 현재 실직상태라고 응답하였음.

- 현재 소속이 없다고 응답한 건설기술인이 피해가 크다고 응답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

하여 실직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지만, 더딘 사업진행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구직활동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임.



CEPIK Insight 2021-05 

Construction Engineer Policy Institute of Korea(CEPIK) 25

- 9월 기준으로 건설업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앞서 국내 건설경기지표에

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이후 국내 건설기성액이 계속적으로 감소하였고, 해외

건설수주 역시 쉽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수록 건설업 취업

자 수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음.

그림 24. 직종에 따른 코로나19 피해 정도 

 건설기술인의 재택근무 또는 재택근무 경험여부를 조사하였음.

-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7%(785

명)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구분 인원(명) 비율(%)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를 할 수가 없다.

2,520 44.0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경험이 있다.)

785 13.7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다. 2,423 42.3

총합계 5,728 100.0

표 7.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경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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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 경험 여부에 대해 근무장소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의 재택근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업무장소에 따른 재택근무 경험 여부 설문조사 결과,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경험이 있

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사무실(현장 사무실 제외)’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이 20.7% 

(415명)으로 가장 높에 나타났으며, ‘현장 및 사무실 이외 외근’이 17.9%(93명), ‘건설

현장(현장 사무실 포함)’이 8.6%(277명)로 조사됨.

그림 25. 업무장소에 따른 재택근무 경험 여부

 재택근무를 하고 있거나 근무를 경험한 건설기술인 중 일부는 이에 따른 임

금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재택근무를 경험한 응답자 785명 중 36.8%(289명)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은 재택근무

로 인하여 임금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구분 인원(명) 비율(%)

재택근무로 인하여 
임금이 감소하였다.

289 36.8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만 
임금은 그대로다.

486 61.9

기타 10 1.3

총합계 785 100.0

표 8. 재택근무로 인한 임금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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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로 인해 임금이 감소한 응답자 중, 직종별로 분석한 결과, ‘건설기술용역업’이 

45.0%(130명)로 다른 직종의 건설인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는 ‘전문건설업’이 22.8%(66명), ‘종합건설업’ 21.1%(61명)를 차지하였으며, ‘현재 소

속 없음.’이  5.2%(15명), ‘기타’가 3.5%(10명), ‘발주기관’이 2.4%(7명)로 조사됨.

그림 26. 직종에 따른 재택근무로 인한 임금의 변화

- 건설업의 특성상 재택근무의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등에 의해 재

택근무가 시행될 경우 임금의 변화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건설기술용역업에서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의 임금 변화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됨.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재택근무와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 등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음.

- 일부 연구에서는 재택근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다수

의 연구에서 재택근무가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근로 공간과 휴게공간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근로자의 스트레

스가 높아지고 집중력이 떨어져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임.

-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면,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의 감소와 함께 

이에 따른 직·간접적 비용지출의 감소가 생산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단순 업무

가 아닌 창의적인 업무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주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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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재택근무와 직업만족도(a) 재택근무로 인한 생산성 증가

그림 27. 재택근무와 생산성 및 직업만족도와의 관계

주 1) 그림(a)의 빨간선은 재택근무 참여자이며, 파란선은 재택근무 미참여자임.
주 2) 그림(b)의 Y축은 직업만족도이고, X 축은 재택근무시간임.
*자료: Bloom, N., et al.(2015), Golden, T. D., et al.(2005)의 자료를 김혜진(2020)의 자료에서 재인용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조사 결과, 대체

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재택근무의 효율 및 효과성에 대해 ‘전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1.8%(860명)로 가

장 높았으며, ‘거의 없다’는 응답은 19.7%(517명), ‘보통이다’는 응답 28.5%(771명), 

‘조금 있다’는 응답은 11.0%(298명), ‘매우 있다’는 응답은 9.4%(255명)에 불과하였음.

- 재택근무를 경험한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재택근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은 전체 건설인 대

상으로 한 설문결과의 긍정적(조금 있음, 매우 있음) 비율인 20.4%보다 조금 높은 

29.2%로 나타났음.

- 그러나, ‘없다(전혀 없음, 거의 없음)’라는 부정적 응답이 39.3%(303명)로서 ‘있다(조

금 있다, 매우 있다)’라는 긍정적 응답 29.2%(225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건

설인 대상 설문결과와 마찬가지로 재택근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

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원격근무가 불가능한 건설산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재택근무

의 부정적인 면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설업에서의 재택근무 장기화는 업

무의 효율 및 효과성 저하 등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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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재택근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관한 인식

 계속되는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인하여 현재 건설기술인이 가장 크게 걱

정하고 있는 것은 ʻ실직ʼ에 대한 우려인 것으로 나타났음.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감염 우려를 제외하면 실직에 대한 우려가 33.4%(778명)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임금감소에 대한 우려 26.2%(609명), 구직 어려움에 대한 우려 

22.9%(532명)로 조사됨.

-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실직상태인 기술인은 2.9%(67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코로

나 사태의 장기화는 건설기술인 실직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이와 함께 기타의견으로는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업무 효율 저하로 인한 공기 지연 문

제, 기술인력의 지역 간 이동 제한으로 인력 수급 문제, 현장 근로자들의 코로나 감염 관

리의 어려움, 영업활동 제한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대한 애로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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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원(명) 비율(%)

실직에 대한 우려 778 33.4

임금감소에 대한 우려 609 26.2

구직 어려움에 대한 우려(양질의 일자리 감소) 532 22.9

코로나 19로 인하여 현재 실직상태이다. 67 2.9

기타 340 14.6

총합계 2,326 100.0

표 9. 코로나 19로 인한 건설기술인이 처한 문제

주)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라고 응답한 인원과 무응답자는 제외하였으며, 무응답자 중 현재 
코로나로 인한 실직상태인 인원이 포함되어 있어 그림 24.의 결과와 상이함.

 코로나19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업무수행 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조

사한 결과, 현장업무 특성으로 인한 방역지침 준수 및 방역이 가장 큰 어려

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현장에서의 항시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36.9%(3,309명)로 가장 높았으며, 현

장의 특성상 방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한 지적도 27.8%(2,486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업무와 관련하여서도 필요한 인력수급의 어려움(1,644명, 18.4%), 발열체크, 손소독, 

방역 등이 수시로 이루어져 생산성 저하(1,045명, 11.7%), 필요한 자재수급의 어려움

(472명, 5.3%)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구분 인원(명) 비율(%)

현장에서의 항시 마스크 착용 3,309 36.9

현장의 특성상 방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2,486 27.8

필요한 인력수급의 어려움 1,644 18.4

발열체크, 손소독, 방역 등이 수시로 이루어져 생산성 저하 1,045 11.7

필요한 자재수급의 어려움 472 5.3

총합계 8,956 100.0

표 10. 코로나 19로 인한 업무수행 시 가장 큰 어려움(복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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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포스트 코로나, 환경변화 전망과 정책적 과제

1. 산업적 환경변화

 건설산업은 코로나19 발생이전부터 많은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숙련 기능인력 부족 및 고령화, 인력수급의 한계,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규제, 기반시설의 노후화 등은 건설산업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

- 그러나 각종 규제와 함께 세분화한 생산과정 등으로 인하여 타 산업과 비교해 변화의 폭

이 크지 않았던 것이 현실임.

 코로나19 이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

업과 조직도 시장의 변화 속도에 맞춰 급속히 변화될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 이후 나타날 대표적인 현상은 ‘탈 세계화’, ‘글로벌 공급망(SCM) 붕괴’, ‘국가 

간 이동 통제’의 벽을 넘는 비대면·원격제어 등의 디지털화 가속화임.9)

그림 29. 탈세계화 추세와 디지털화 확산
*자료: 조선일보(2020. 05. 11), 전광우의 세계 경제 읽기 – 코로나가 가져온 ‘新 3D’시대

9)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2020. 06), “코로나19 팬데믹과 건설”, VOICE vol.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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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맥킨지(Mckinsey)의 설문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건설산업은 첨단 기술발

전과 함께 코로나19에 의해 건설생산 방식의 변화가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

하였음.

- 설문조사 응답자의 2/3는 코로나19가 산업의 변화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며, 

각종 디지털화 및 공급망(supply chain) 관리에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음.

- 이미 북미 신규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에서는 모듈러 건설 시장 점유율이 50% 증가하였

고 건설회사들의 연구개발(R&D) 지출도 77% 증가하였음.

- 또한, 응답자의 75% 이상은 9가지*의 요인이 건설사업의 생산방식을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하면서, 60% 이상이 이러한 변화는 향후 5년 안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였음.

* ‘생산품 기반 접근(Product-based approach)’, ‘전문화(Specialization)’, ‘가치사슬 관리 및 

산업차원 공급망 통합(Value-chain control and integration with industrial-grade supply cha
ins)’, ‘통합(Consolidation)’, ‘고객중심과 브랜딩(Customer-centricity and branding)’, ‘기술과 
시설에 대한 투자(Investment in techmology and facilities)’,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Investm
ent in human resources)’,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지속가능성(Sustinability)’

그림 30. 작업방식의 변화를 일으킬 9가지의 특성 변화 
*자료: McKinsey & Company(2020. 06), The next normal in construction, p.6



CEPIK Insight 2021-05 

Construction Engineer Policy Institute of Korea(CEPIK) 33

 특히, 지금까지 건설 프로세스는 프로젝트 기반에서 제품 기반의 접근방식으

로 급격히 전환될 것으로 예상함.

- 설계된 도면에 의해 현장 내부에서 구조물을 건설하는 대신 외부 시설에서 요소 부재를 

생산하고 이를 현장에서 결합하는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

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31. 건설 생산방식의 변화
*자료: McKinsey & Company(2020. 06), The next normal in construction, p.10

 우리나라도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촉진을 통한 비대면 업무추진 확대와 생산

방식의 무인화를 위한 직종별 단계적 건설 자동화 기술개발을 가속화 할 것

으로 전망됨.

- 코로나19 발병 이후 ‘사회적거리두기’와 ‘생활속거리두기’ 등이 시행되면서 생활 속 비대

면이 익숙해지고, 전산업에서 비대면 방식의 업무추진이 확대되고 있음.

- 하지만 건설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참여자들 간 접촉이 많고, 특히, 건설현장 내 업

무형태는 비대면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기술적 한계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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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건설현장을 매개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여 건설현장 동료를 포함하여 총 9명이 

감염되었으며 건설현장 근무자 등 70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임(10.27 기준). 건설현

장은 노동집약적인 구조로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에 취약함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됨.

 실제로 정부는 2018년‘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설계, 시공, 유지관리 분야에서 건설 자동화 완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로드맵 이행방안으로 1. 민간 기술개발 유도, 2. 공공 역할 강화, 3. 스마트 생태계 구축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음.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기술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 

기회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스마트건설 핵심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

임.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2030년으로 설정된 ‘건설 자동화 완성’이 보다 이른 시간에 

달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안은 스마트건설기술 적용에 따른 노동집약적 건설산업 구조를 개

선하고 궁극적으로는 건설 무인화를 달성하는 방향이 될 수 있음.

그림 32.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 개념

*자료: 국토교통부(2018. 10. 31.), 건설 생산성 혁신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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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시장 및 환경 변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나타나는 주요 현상으로는 물리적인 거리두기, 접촉 

최소화, 조직운영과 생활방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의 근

로방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수요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온라인 주문 방식 

등이 활성화되었음.

- 또한, 오프라인에서도 대면 접촉을 통한 주문방식이 아닌 무인화 기기 및 장비를 통한 비

대면 방식의 주문이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기업의 조직운영에서도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채용 면접, 유연근무제 확대를 통한 근

무 형태의 변화가 확대되고 있음.

코로나19 전후 시기 원격근무 시행 코로나19 이후 업무방식 변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감소 변화업음

코로나19 이전 9.7% 8.2% 6.7% 대면보고 43.9% 56.1%

코로나19 이후 45.8% 30.6% 21.8% 정례회의 74.0% 26.0%

비대면 업무 시행 효과 평가 출장/외근 93.9% 6.1%

업무 효율성
좋아짐
27.5%

이전과 비슷
56.1%

나빠짐
16.4%

집체교육 95.8% 4.2%

직원 만족도
매우만족

9.8%
다소 만족

73.1%
다소 불만족

17.1%
회식 97.1% 2.9%

표 11. 코로나19 전후 시기 기업 업무방식 변화 실태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20),“코로나19 노동생활 세계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과제 모색”, The 
HRD Review 23(3)

 이러한 변화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유사한 국가적 재해 재난으로 

인한 건설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하여 고용유지지원제도와 고용

보험 사각지대 해소정책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최우선 정책추진 방향은 ‘고용유지’이며, 고용유지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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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경쟁력 및 근로자 숙련도 보전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도 실업자를 지원하는 것보다 

경제적이기 때문임.10) 

- 우리 정부도 신속히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의 한시적 상향, 일

자리안정자금 확대를 통한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

모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고용유지지원제도 적용대상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정규직으로 제

한되는 한계와 더불어, 기업들이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급 휴직보다 무급휴직, 계약종료·해지에 의존하고 있음.

- 정부도 고용유지지원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고용 유지비용 지원확대와 고용유지 

인센티브 확대 등의 보완 정책을 추가로 검토·시행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고용유지지원제도의 보완·시행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근로자 100

명 중 5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으며11), 이는 세계적 팬데믹에 따른 실업자에 

대한 지원제도·정책 또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유일

함. 하지만 건설업에는 임시·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고용보험 사각지

대에 놓인 근로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위기로 드러난 노동시장구조와 고용 안전망의 취약성에 따라 정부는 고용

보험 가입을 전 근로자로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구상하고 있으며, 건설업 특성을 고려

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정책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코로나19는 근로체계의 변화도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근로시간 유연화 확대 및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되는 것임.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건설산업이 직면한 큰 문제 중 하나는 자재수급에 차질을 빚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이며, 예기치 못한 일이 연속되는 상황 속에서 

기업은 생존을 위해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10) 한국노동연구원, “코로나 19 대응 고용정책 모색” 2020.04.
11) 한국노동연구원, “코로나19가 노동에 미친 영향”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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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특별한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대 12시간까지 연

장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신청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신속히 대

응하지 못하고 사후 신청을 하는 형태가 빈번히 발생함. 

- 전 국가적인 감염병 발생 시, 특정 업무에 한하여 연장근로 신청을 자동으로 허용하는 

대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이미 독일은 생필품 생산, 데이터 네트워크 관리 등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이미 마련하여 시행 중임.

- 더구나 2018.7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근

로시간 다양화 흐름에 따라 변화가 필요함. 현재 탄력근로제도가 있지만, 최대 단위 기간

이 3개월에 불과해 현장 여건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연장이 고려될 수 있음.

- 근로시간 다양화에 따라 임금체계도 근무시간이나 호봉 기준의 보상체계에서 성과‧직
무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이와 함께 근로자 보호와 건강권 보장, 고용유지 등 노동권 보호를 위한 조

직으로써 노동조합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내외 노동조합들은 노동자 보호와 건강권 보장, 고용 

유지와 정부 지원확대 등을 노동운동 우선 사항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활동 등을 추진하

고 있음.

- 구체적으로 전미서비스노동조합(SEIU)은 일선의 의료 노동자들 상당수가 적절한 장비 

없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정부에 신속한 지원을 촉구하였고, 국제기계항공노조

(IAMAW)는 항공사들의 노동자 휴직 촉구 및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급여 삭감정책에 맞

서는 소송을 제기함.

- 또한 전미자동차노조(UAW)는 무리한 공장 재개가 노동자들의 건강에 위협적일 수 있다

며 반대하는 한편, 도소매업 및 백화점노조연합(RWDSU)은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의 건

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12).

12) 한국노동연구원, “코로나19의 영향과 미국 노동조합의 대응”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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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노조의 활동들이 실제로 노동권 보호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

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14.7%)들은 노동조합 조합원(4.2%)에 비해 실직경

험이 3.5배 높았고, 권고사직·계약해지를 경험했다는 응답, 무급휴업 강요를 겪었다는 

응답 역시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이 노조 조합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음.

- 이처럼 노동조합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유일한 조직으로의 역할을 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노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세계적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에 

대비한 역할의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3. 정책적 추진 과제

(1) 건설기술인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와 현장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음.

- 여기에는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과 조치사항, 공사중지 및 계약금액 조정 등이 주요 

골자였으며, 긴급 특별융자와 보증수수료 인하를 통한 기업부담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유지대책과 소득지원대책을 발

표하였으며, 고용유지대책은 기존에 시행되던 고용유지지원금제도와 일자리안정자금을 

일시적으로 확대·강화한 것임.

 소득지원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1) 전통적 소득보장제도인 고용보험의 실업

급여제도, 2)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취업지원제도인 구직촉진수당, 3) 고용

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지원정책을 추진 중임.

- 코로나19가 국내에 발생한 지 1년여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현재 시행된 여러 가지 대책

들의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고용노동부는 매년 일자리

사업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을 재설계하는데,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반년을 

기점으로 사업평가를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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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고용대책과 소득대책을 산업별 특성에 맞춤형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한데, 이는 건설산업과 제조업, 서비스 산업 등 산업별로 동일한 코로나19 사태에 겪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의 강도뿐만 아니라 형태가 다르기 때문임.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용지원정책에 대해 건설기술

인에 대한 혜택 여부를 조사한 결과, 상당한 수의 건설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음.

- 건설기술인이 혜택을 받은 경우는 15%(885명, 복수응답)에 불과하며, 고용일자리안정

자금 4.3%(255명), 고용유지지원금 4.2%(248명), 실업급여 4.1%(244명), 무급휴직

노동자 대상 고용안정지원금 0.9%(55명),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대상 생활안정

지원금 0.9%(51명), 취업성공패키지의 구직촉진수당 0.5%(32명)로 조사됨.

그림 33. 건설기술인이 혜택받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고용지원정책

 고용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불만족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6.1%(1,766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체로 만족하

지 않는다’가 16.3%(626명), ‘보통이다’가 24.3%(930명), ‘조금 만족한다’ 7.6%(292

명), ‘아주 만족한다’ 5.6%(216명) 순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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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정부의 고용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고용지원정책을 받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혜택 받은 지원에 대해 부정적(ʻ전혀 만족하지 않는다ʼ, ʻ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ʼ)라는 응

답이 39.6%(289명)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ʻ조금 만족한다ʼ, ʻ아주 만족한다ʼ)라는 응답

은 21.9%(160명)으로 조사되었음.

21.9%

(160명)
17.7%

(129명)

28.9%

(211명)

14.1%

(103명)

7.8%

(57명)

9.6%

(70명)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조금 만족한다 아주 만족한다 무응답

그림 35. 혜택 받은 응답자의 정책 만족도

 이러한 결과는 현재 지원정책이 건설기술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는 것을 방증하는 것임. 따라서 건설분야에 적합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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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건설기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인프라 구축

이 필요한 시점임.

- 우리나라의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법률적 근거에 따라 경력관리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수가 약 87만 명 정도로서 인원 수가 적지 않음.

 건설산업은 일품수주생산, 하도급 형태의 생산 구조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사업수행 방식으로 인하여 건설기술인의 고

용형태도 상이함.

-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역시 크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업체 소속이 아닌 현장단위의 채용, 현장 상주 및 비상주 형태의 채용 등 다양한 방식의 

고용관계에 있음.

 고용관계의 다변화는 기존 법·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발생시

킬 수 있음. 최근에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하여 일자리 상실 및 소득 단

절 등으로 인한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자 들의 실업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음.13)

-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는 비정형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사회보호와 사회보장 촉진

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포괄히기 위해 제도간 연계 강

화, 고용형태간 사회보장 수급자격의 이동성, 디지털 경제 노동자의 사회보장 등을 제안

하였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고용보험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

로자가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있음.

-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고용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정규직 

근로자는 94%인 것에 반해 비정규근로자는 74%, 재택/가내 근로자는 75%, 기간제근

로자는 85% 정도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는 약 94%이

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78%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음.

13) 김종진(2020), 코로나19 노동생활 세계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과제 모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146회 노동포럼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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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별 가입율 건설업 가입률

고용형태 가입률(%) 고용형태 가입률(%)

정규근로자 94.4

정규근로자 93.9
비정규근로자 74.0

재택/가내근로자 75.1

파견/용역근로자 95.6

일일근로자 57.0

비정규근로자 78.0
단시간근로자 76.8

기간제근로자 85.0

한시적근로자 50.3

표 12. 고용형태별 및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률

*자료: 통계청,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9년 기준)

그림 36.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률상 경제활동상태별 실업급여 사각지대

*자료: 김종진(2020), 코로나19 노동생활 세계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과제 모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146회 노동포럼 발표자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경력관리 회원을 기준으로 2020년 6월 기준 장

기 미취업자14)는 20.6만 명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실업 상태에 있는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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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장기 미취업자를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20대 1.8%(3,727명), 30대 15.1%(31,128

명), 40대 42.0%(86,843명), 50대 23.4%(5,072명), 60대 12.6%(25,948명), 70대 

이상 5.1%(10,580명)임.

- 특히, 현재 장기 미취업자는 40대에 집중 되어 있는데 이는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

당하는 연령대라 할 수 있음. 통계 수치 안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이미 건설산업을 이탈

한 인원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결국 산업을 이탈한 것으로서 건설산업의 중요 

자원이 감소하는 것임.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이러한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

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정책적 인프라를 구축 할 필요가 있음.

-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3-40대 건설기술인의 이탈과 감소는 결국 경험적 기술역량 

및 지식에 대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향후 국가경쟁력 향상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8%

15.1%

42.0%

23.4%

12.6%

5.1%

8.5% 

-12.9%

2.3% 

11.7% 

18.0%
16.0%

-15.0

-10.0

-5.0

0.0

5.0

10.0

15.0

20.0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비율 전년 동월 대비 증감율 전년 동월 대비 증감율(%)비율(%)

그림 37. 건설기술인 장기 미취업자 현황(2020년 6월 기준)

주)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 신고된 자료를 기반으로 2020.06.30.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자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내부자료

14) 장기미취업자는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에 있는 회원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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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대면,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교육 지원체계 마련

 현재 국내 건설기업의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수준은 대형 종합건설업체에 집

중되어 있음.

- 건설산업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건설기술 중 BIM, 드론, 모듈러 등은 대형 종합건설업체

에서의 활용 수준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38. 국내 건설기업 업종 및 규모별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수준

주) 그래프 왼쪽부터 BIM,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드론, 모듈러, 가상 및 증강현실, 3D 프린팅, 지능형
   건설장비 및 로봇기술에 대한 결과임.
*자료: 이광표 외(2019. 12), 국내 건설기업의 스마트 기술 활용 현황과 활성화 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그러나, 코로나19로 촉발된 스마트 건설, 건설현장 자동화 등의 기술개발 속

도가 이전과 달리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업계 전체가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19 팬데믹은 건설사업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생애주기 전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각종 기술개발의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음.

- 특히, 건설산업 업무의 디지털 전환과 생산방식이 변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건설산

업의 새로운 환경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스마트 건설기술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



CEPIK Insight 2021-05 

Construction Engineer Policy Institute of Korea(CEPIK) 45

그림 39. 국내 건설기업의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전망

주) 그래프 왼쪽부터 BIM,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드론, 모듈러, 가상 및 증강현실, 3D 프린팅, 지능형
   건설장비 및 로봇기술에 대한 결과임.
*자료: 이광표 외(2019. 12), 국내 건설기업의 스마트 기술 활용 현황과 활성화 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즉, 향후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용 여부는 향후 산업 내에서 미래 경쟁력 강

화를 넘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될 것임.

- KPMG(2019)가 엔지니어 업체와 건설회사, 발주기관 소속 전문가 223명을 대상으로 

상위 20%를 ‘혁신적인 리더(Innovative leaders)’ 그룹으로, 중위 60% 그룹을 ‘추격자

(Followers)’그룹으로, 그리고 하위 20% 그룹을 ‘뒤처진(Behind the curve)’ 그룹으로 

구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용 여부를 조사하였음.

- 그 결과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과의 각 기술에 대한 적용 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는데, 상위 그룹에 속한 기업이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용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꾸

준한 투자의 결과라 볼 수 있음.

- 특히, 이들 그룹은 코로나19 펜데믹에 의한 투자 속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판단되며, 향

후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의 기술수준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질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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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혁신적 리더 그룹/추격자 그룹/뒤처진 그룹의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비율

주 1) 응답자는 223명 중 155명이 응답한 것임.
*자료: KPMG(2019), Future-Ready Index, Global Construction Survey 2019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대부분의 국내 건설기업 역시 생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중 하나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임.

- 국내 건설기업은 기존인력의 육성 보다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하거나 외부업체를 활용하

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즉, 기존인력으로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문인력 등의 

인적 자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기업구분 기존인력 육성 전문인력 신규채용 외부업체 활용 모름

전체 건설기업 20.0 19.9 59.5 0.6

종합 18.5 15.4 65.9 0.3

대형기업 38.4 14.3 47.4 -

중견기업 18.4 13.9 67.8 -

중소기업 12.7 16.6 70.1 0.5

전문 21.7 25.0 52.3 1.1

대형기업 14.3 60.7 25.0 -

중견기업 21.3 25.8 50.5 2.1

중소기업 23.3 18.0 58.7 -

표 13. 국내 건설기업 업종별/규모별 스마트 건설기술 전문인력 양성계획(단위: %)

*자료: 이광표 외(2019. 12), 국내 건설기업의 스마트 기술 활용 현황과 활성화 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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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정부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대학, 기업, 재교육 기관 등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체계를 마련

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생산방식과 기술의 적용은 결국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인의 업무변화를 의미

하는 것으로서 요구되는 역량 역시 변화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

육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또한, 상위 그룹에 속한 기업 이외에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사용 및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기업에 원활한 

인력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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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전(全) 세계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경

제적·사회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Post COVID19)’시

대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등 다양한 변화가 산업계는 물론 개개인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코로나19로 파급효

과는 기존의 형태와 달리 그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됨.

 코로나19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산업활동 주체에 해당하는 근

로자의 영역인 노동시장이라 할 수 있으며, 건설산업의 노동시장 역시 부정

적 영향을 받고 있음.

- 건설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업자도 발생하

고 있음.

- 현재 코로나19는 제조업과 대면 중심의 서비스 산업의 고용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의 고용지원 정책도 이들 산업에 집중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건설업의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쳐 대량의 실직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함.

 정부는 현재 코로나19에 의한 피해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 

재난·재해를 대비한 건설기술인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 변화에 

맞는 인력 양성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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