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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추진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엔지니어링산업의 영향력 및 중요성 증대
◦ 엔지니어링산업은 관련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좌우하는 대
표적 지식집약산업으로 평가됨.
- 특히, 융복합화가 활성화된 최근의 산업 추세를 고려할 때 엔지
니어링 역량의 확보는 엔지니어링산업 자체는 물론 전·후방 산
업에 대한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

□ 엔지니어링 수요증대와 산업 환경 급변에 따른 기회
◦ 축소되고 있는 국내시장과 달리 지속적 성장세를 보이는 세계 건
설·플랜트시장은 국내 업체들에 새로운 수요확보의 기회로 작
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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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SOC 관련 예산은 2016년을 기점으로 매년 약 6.8% 수준의 지
속적 감소가 전망됨.
^ 그럼에도 협회 등록업체 가운데 96%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규
모 기업의 국내 SOC 사업에 대한 의존은 절대적
^ 이에 따라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국내 건설·플랜트 관련 업체
들의 돌파구 마련이 필요
- 반면에 세계 건설·플랜트 시장은 향후 15년간 약 15조~20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인프라 부족 현상에 기인해 건설·플랜트 관련 수
요의 지속적 증가가 전망됨.
- 2015년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의 출범에 따라 아
시아 지역에서도 인프라 구축 관련 엔지니어링의 수요가 급증
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전력(발전), 수송, 통신, 물(수처리) 관련 분야에 대한 건
설·플랜트엔지니어링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 엔지니어링의 주된 수요산업인 제조업의 경우 제품과 생산방식
등 산업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IT의 확산과 발전에 따라 기존과 확연히 구분되는 제품 패러다임
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제품 차별화 방식의 다양성, 비용 및 수익성 구조의 변화, 경쟁
력 결정 요인의 변화 등에 의해 산업 구조 전반의 변화로 확대
- 컴퓨터를 활용한 생산방식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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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독일과 미국 등 제조업 선진국의 주도로 적극적인 제조업 혁
신 전략이 진행되고 있음.
^ 대표적 제조업 혁신 전략은 자국의 우월한 엔지니어링 역량을
기반으로 한 독일의 「Industry 4.0」으로 평가
^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 공장의 건설을 적극 추진1)
◦ 건설·플랜트엔지니어링에 대한 충분한 수요와 제조업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는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SOC 예산의 지속적 감소로 고전을 겪고 있는 국내 건설·플랜트
엔지니어링산업은 충분한 해외 수요의 확보를 통해 해외 진출
과 고부가가치화의 기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제조업 혁신과 관련하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는 준비여하에 따라 국내 제조업에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1990년대 후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패러다임 변환시기에
국내 제조업의 대표 분야인 전자산업은 경쟁상대인 일본 업체
들을 성공적으로 추월한 경험을 보유

1) 스마트 공장은 컴퓨터 및 사물인터넷을 통해 생산 공정 전 과정에 걸쳐 자동화 및 정보
화가 이루어져 가치사슬 전체가 하나의 공장처럼 실시간으로 연동 및 통합되는 생산체
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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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고도화를 위한 국내 엔지니어링산업 기반 개선이 요구
◦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기회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준
비가 미진할 경우 오히려 국내 엔지니어링업체에 대한 위기 요인
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건설·플랜트엔지니어링의 경우 고부가가치 영역에서의 역량
이 확보되지 못한 지금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해외시장에서의
도태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됨.
^ 기술력과 고부가가치 영역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한 해외 선진
업체에 시공 등 국내 업체가 상대적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
되던 중·저부가가치 영역에서조차 밀리는 상황이 목격
- 「제조업 혁신 3.0 전략」에 따라 성공적인 스마트 공장의 건설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엔지니어링 역
량이 미진할 경우 실익은 해외 업체가 차지할 것이 우려됨.
^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주된 내용은 공정혁신, 주력산업의
핵심역량 강화, 제조업 혁신 기반의 업그레이드로 요약 가능
^ 제조엔지니어링의 역량 제고는 공정혁신과 제조업 혁신 기반
업그레이드의 핵심 내용에 해당
◦ 따라서 국내 건설·플랜트엔지니어링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제
조업의 혁신 기반인 제조엔지니어링의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보장하는 정책지원 기반의 마련이 필수적으
로 요구됨.
-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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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거나 분류가 불명확한 엔지니어링업종이 다수 발견되어
정책 기반으로서의 한계를 노정함.
^ 산업분류체계의 사각지대로 엔지니어링업종이 정책지원 대상
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 제조엔지니어링의 경우 분류기준 자체가 부재한 문제를 노정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엔지니어링산업 분류체계의 개선 또는 특수분류체계
의 구축이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 정책지원 기반으로서 효과적인 엔지니어링산업 분류체계 개선
방안의 제시
◦ 이를 통해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종합적
인 지원기반 마련의 방향성 제시를 목표로 함.
- 또한 본 연구는 당위적인 개선방안의 제시가 아닌 향후 엔지
니어링산업 분류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 역할을 목표
로 함.
◦ 동시에 제조엔지니어링을 공식화함으로써 국내 엔지니어링산
업 영역의 확대와 제조업 혁신의 성공적 수행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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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현황 분석
◦ 국내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이들 업체의 국내외 사업 현황을 분
석하여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기술경쟁력 등 현주소를 파악함.

□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국내외 산업분류체계 현황 비교 분석
◦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UN, 북미, 독일, 일본의 산업분류체계와
ENR의 분류방안을 분석함.
◦ 엔지니어링산업을 위한 효과적 정책지원 기반으로서 현행 한국
표준산업분류체계를 평가함.

□ 엔지니어링 수요산업의 동향 및 가치사슬 분석
◦ 건설·플랜트 분야와 제조업 분야를 구분하여 현재의 산업 환경
과 향후 변화를 고려함으로써 엔지니어링 육성 분야를 구체화함.
◦ 구체화된 엔지니어링 육성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분류체계 항
목을 마련함.2)

2) 본 보고서 제4장 분류체계 개선방안에서 제시되는 분류체계안은 저자가 수행한 한국엔지
니어링협회(2015), 「엔지니어링산업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의 결과를 재활용.

제2장
 내 엔지니어링산업의 분류체계
국
현황과 문제점

1. 일반 현황
(1) 국내 엔지니어링 사업자 현황
□ 국내 엔지니어링 사업자 수의 지속적 증가
◦ 엔지니어링협회 등록기준 국내 엔지니어링 사업자 수는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총 4,315개사가 등록되어 있음.
- 그러나 증가율은 2012년 19.9%의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점차
<표 2-1> 국내 엔지니어링 사업자 증감 추이
단위 : 개사, %

2011

2012

2013

2014

사업자

3,031

3,635

3,992

4,315

증감수

-

604

357

323

증감률

-

19.9

9.8

8.1

자료 : 한국엔지니어링협회(2015), 「2015 엔지니어링 통계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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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국내 엔지니어링 사업자 규모
단위 : 개사, %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계

증감

2011

119
(3.9)

2,907
(96.1)

5

3,031

-

2012

147
(4.0)

3,479
(96)

9

3,635

19.9

자료 : 한국엔지니어링협회(2013), 「2013 엔지니어링 통계편람」.

감소추세인 것으로 조사됨.

□ 영세한 중소기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
◦ 엔지니어링 등록업체 대부분은 영세한 규모의 중소기업이 약
96%라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함.
- 연 매출 3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의 비중은 2011년과 2012년 기준
각각 119개 및 147개사로서 당해 연도 협회등록업체 대비 각각
3.9% 및 4.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 규모의 업체들은 국내 SOC 관련 건설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노정함.
^ 주된 원인은 국내 SOC사업의 참여가 대기업으로부터의 하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
^ 따라서 이들의 주된 사업 활동 영역은 중·저부가가치 부문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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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국내 SOC 예산 추이
단위 : 조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3.10

23.90

23.30

24.81

23.31

21.10

19.73

18.72

자료 : 기획재정부.
주 : 2016년 이후의 수치는 추정치에 해당.

(2) 국내외 엔지니어링 사업 현황
□ SOC 예산 축소로 인한 국내 시장의 한계
◦ 최근 3년간의 SOC 예산 감소로 엔지니어링 시장 규모의 축소가
진행되고 있음.
- 2015년 현재 한 해 동안의 국내 SOC 예산은 약 24조 8,100억 원 규
모에 달하나 2016년부터 매년 약 6.8% 수준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축소되는 국내시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업체 자체적
인 해외시장 진출 노력과 함께 이를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
책 마련이 요구됨.

□ 세계 건설·플랜트시장의 지속적 성장세 유지3)
◦ 축소되고 있는 국내 엔지니어링 시장과 달리 해외시장은 연 4%대
의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됨.

3) 제2차 엔지니어링포럼(2015)에서 발표된 자료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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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전 세계 평균 GDP 대비 4.1%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상태
이나 실제 투자는 약 3.8%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FIDIC4)는 특히,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 수
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
- 이에 더해 향후 15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약 15조~20조 달러의 인
프라 투자 부족 현상이 예상됨.
- 따라서 세계시장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며 해외시장 진출을 시
도하는 국내 업체들에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이러한 기회요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업체들의 기
술력 부재에 따른 경쟁력 미흡이라는 문제를 반드시 극복해야 함.

(3) 국내 엔지니어링업체의 기술력
□ 중·저부가가치 업무영역 중심의 수주
◦ 수주액 기준 건설, 화학, 전기, 기계 등의 부문에 대한 집중도가
높으나 중·저부가가치 업무영역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업무영역별 수주액 비중 분석 결과 상세설계 등 중·저부가가
치 업무영역이 약 41.9%(2011년 기준)라는 높은 수준을 나타냄.
- 고부가가치 업무영역의 수주비율은 낮아 개념설계 및 기본설계
는 약 19.9%에 불과하며 사업관리, 타당성조사 등의 비중은 더 낮

4)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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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업무영역별 수주액 비율
50.0

(%)
46.2
41.9

45.0
40.0
35.0
30.0
25.0
20.0

19.9

15.0

11.6
10.0 6.6
5.0
2.5
0.0

8.9
0.8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타

7.1
2.8

5.1

8.3
4.8

8.1 7.4

2.4
1.4
0.4
0.0 1.90.5
0.0 0.0 1.8
0.0 0.1 0.8
기획 사업관리 상세설계 설계감리 시운전 시험, 조사 연구 유지보수 지도 타당성 평가, 분석,
조사 자문
(실시설계)

2005

2011

자료 : 한국엔지니어링협회(2012), 「엔지니어링백서」 재정리.

은 것으로 조사됨.
- 고부가가치 업무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업체의 기술
경쟁력 제고 여부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함.
^ 기술력 부재에 따른 경쟁력 미흡의 문제는 국내 대형 EPC 업체
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해외진출에 따른 수익 창출에 장애요
인으로 작용

□ 해외 진출이 부진한 국내 대형 EPC 업체
◦ 국내 대형 EPC 업체의 양적 성장의 결과 국내 11개 업체가 ENR
Top 225 International Design Firms(2013)에 포함됨.
- 그러나 전체 매출 대비 해외 매출 비율이 60% 이상인 업체는 3개
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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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ENR Top 225 국내 대형 EPC 업체의 매출 현황(2013)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전체 매출(A)

해외매출(B)

B/A(%)

현대엔지니어링

36

460.5

377.6

82

한국전력기술

66

188.0

60.2

32

SK 건설

68

178.5

116.0

65

포스코건설

124

52.6

43.7

83

포스코엔지니어링

147

35.6

10.7

30

도화엔지니어링

150

34.2

4.4

13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173

25.5

2.6

10

건화엔지니어링

196

15.8

1.9

12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197

15.5

2.6

17

삼안

199

14.7

2.4

16

유신

204

12.8

1.0

8

자료 : ENR(2013), The Top 225 International Design Firms 재정리.

- 또한 이들 대형 EPC 업체도 공종과 주요 업무영역에 대한 구성이
중·저부가가치 영역에 치우쳐 해외 선진업체들과 차이를 보임.
^ 이에 따라 해외진출이 가능한 대형 EPC 업체들조차 국내 시장
에 대한 의존도를 높게 유지하고 있는 실정
- 2013년 현재 기술력 부재에 따른 결과로 매출액 기준 해외시장 점
유율은 ENR Top 225 전체 업체들 대비 약 1.44%에 불과한 실정임.
<표 2-5> ENR Top 225 국내 대형 EPC 업체의 시장점유율(2013)
단위 : 백만 달러

일반
건축

제조

전력

0.12

0.26

2.33

수자원 폐기물
0.03

1.31

산업·
석유
1.32

교통

유해
폐기물

통신

전체

0.05

0

0

1.44

자료 : ENR(2013), The Top 225 International Design Firms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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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국내 엔지니어링산업 현황 요약

강점

○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양적 성장
- 엔지니어링 사업자 수의 지속적 증가
- 대형 EPC 업체들의 성장

약점

○ 기술경쟁력의 열위
- 중·저부가가치 업무영역에 집중된 수주
- 해외시장 점유율이 1.44%에 불과
○ 국내 SOC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
- 전체의 96%에 달하는 중소업체의 높은 비중

기회

○ 세계 건설·플랜트시장의 지속적 성장
- 향후 15년간 전 세계적으로 약 15조~20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투자
수요가 존재하며 연 4%대의 지속적 성장 전망
○ 제조업 패러다임의 변화
- 제품 및 생산방식의 급격한 변화
- 제조업 혁신을 위한 적극적 정책 수행

2. 국내외 분류체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1) 해외 분류체계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1) 분류체계의 유형
□ 경제활동과 품목에 따른 분류로 구분
- (경제활동에 따른 분류) 경제활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범주화하기
위한 분류로서 해당 단위별 투입-산출 및 자본과 금융 거래 분석
에 활용됨.
^ UN에 의한 ISIC, 북미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NAICS, EU지역을 대
상으로 하는 NACE 등이 경제활동에 따른 분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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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각종 국제 분류체계
경제활동
UN
북미지역
EU지역

ISIC
NAICS
NACE

품목
제품(Products)
CPC
NAPCS
CPA

재화 및 서비스
HS
NAPCS
CN

자료 : http://siccode.com/en/pages/what-is-a-classification-system(검색일 : 2015.11.27).

- (품목에 따른 분류) 공통된 특성을 보유한 제품(재화 및 서비스)의
범주화를 위한 분류로서 생산, 교역, 소비 등에 관한 성장, 추세
등의 분석에 활용됨.
^ CPC, NAPCS, CPA, HS, CN 등이 해당5)
^ 품목에 따른 분류의 대상은 ISIC에서 정의된 각각의 산업분류 내
에서 생산 또는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가 해당

□ 엔지니어링 분류는 경제활동(Economic Activity)에 따른 분류가 적합
◦ 중간투입재로서 엔지니어링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할 때 최종 품
목 또는 제품을 대상으로 공통된 특성에 따른 분류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엔지니어링은 과학적 지식의 활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산
업적 특성을 지님.

5) CPC(UN’s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CPA(European Classification Products by Activity),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managed by workd customs
organization), CN(Combines Nomencl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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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엔지니어링은 최종재로서보다 중간투입재로서 연관 산
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통해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침.

2) UN의 ISIC(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6)
□ 제조 관련 엔지니어링 활동에 대한 처리 항목이 부재
◦ 71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Activities; Technical Testing and Analysis
의 하위 항목으로 엔지니어링 활동을 분류
- 7110 Technical Consultancy의 활동은 Architectural Consulting(건축 자
문), Engineering Design(엔지니어링 설계) 관련 자문 활동을 포함
- Engineering Design은 특히, 기계와 공정 및 건축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 활동을 포함
- 또한 하나의 항목에 광범위한 분야를 모두 포함하게 되어 세부
적인 정책 대상을 구체화하기가 곤란함.
◦ 74 Other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의 하위 항목인
Specialized Design Activities(7410)는 건설·플랜트 또는 제품의 기능
구현과 관련 없는 활동을 포함
- 의류, 가구, 인테리어 등과 관련된 패션 관련 활동을 포함
- 즉, 명시적으로 제조 관련 활동을 포함하는 항목이 부재하여 제조
부문 엔지니어링 활동에 대한 처리가 불명확한 문제를 노정함.

6)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ISIC), Rev.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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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ISIC의 엔지니어링 분류
M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전문, 과학 및 기술 활동)
71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Activities; Technical Testing and Analysis
(건축 및 엔지니어링 활동, 기술 검사 및 분석)
		

711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Activities and Related Technical Consultancy
(건축 및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 기술 자문)

			

7110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Activities and Related Technical Consultancy(건축 및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 기술 자문)

72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과학적 연구 및 개발)		
		

721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on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자연과학, 엔지니어링 관련 연구 및 실험 개발)

			
		

7210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on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자연과학, 엔지니어링 관련 연구 및 실험 개발)

722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on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인문사회과학 관련 연구 및 실험 개발)

			

7220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on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인문사회과학 관련 연구 및 실험 개발)

74	Other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활동)
		

741 Specialized Design Acitivies(특수 설계 활동)

			
		

742 Photographic Activities(촬영 활동)

			
		

7410 Specialized Design Acitivies(특수 설계 활동)
7420 Photographic Activities(촬영 활동)

749	Other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n.e.c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활동)

			

7490	Other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n.e.c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활동)

□ 다양한 분류체계 분석으로 자체적 엔지니어링 분류체계 구축 필요
◦ 모든 국가가 ISIC의 분류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으며
자체적인 수정을 통해 변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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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ISIC는 각 국가별 산업분류가 국제 분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
는 지침서의 역할에 집중되어 있으며 산업의 국제적 비교가능
성 제고를 위한 척도에 해당함.
- 이에 따라 중요 원칙을 준수하되 각 국가별로 차별화된 분류체
계의 구축이 가능함.
^ 특히, 항목 간 상호배타성(mutually exclusiveness)의 원칙에 대한
준수가 중요
- 따라서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분류체계 개선방안 제시를 위해
서는 여러 국가의 분류체계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한 장단점의
파악이 필요함.

3) 북미산업분류체계(NAICS)7)
□ 북미 3개국 간 산업통계의 상호 비교가능성 제고의 취지
◦ NAICS는 기존 표준산업분류체계(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를
대체하기 위해 1997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이 공동 개
발함.
- 북미지역 3개국 간 경제분석의 편의성 제고에 집중되어 있어 보
편적인 산업분류기준으로서의 활용성에는 한계를 노정함.
- 4자리 코드로 이루어진 SIC와 달리 6자리 코드로 분류되며 대, 중,

7)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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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세, 세세분류의 5단계 분류기준으로 구성됨.
- 중분류 수준에서 ISIC와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KSIC)와 유사한
구조를 보임.
◦ 엔지니어링산업은 Sector 54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의 하위 단계로 분류됨.
- 소분류 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Related Service(5413,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및 기타 관련 서비스)의 하위 분류로 엔지니어링 관
련 다양한 서비스업종을 구분함.
- 주로 건축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해 상세한 추가 분류
가 이루어짐.
◦ 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하는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Sector 23 Construction(건설업)으로 분류하여 엔지니어링서비스와 구분함.
- 종합건설업체 분류의 경우 우리나라와 동일한 분류기준이 적
용됨.
^ KSIC는 건축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체가 건설할 건축물을
직접 설계하는 경우 그 주된 활동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
◦ 제조부문에 적용되는 엔지니어링에 대한 별도의 분류기준이 마
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이에 따라 다양하고 광범위한 제조부문 엔지니어링의 분류가
대부분 획일적으로 Engineering Services(54133, 엔지니어링서비스)
항목으로 흡수되어야 하는 상태임.
^ Engineering Services 항목이 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Related 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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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NAICS 엔지니어링 분류
54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541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5413	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Related Services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및 관련 서비스)

			

54131 Architectural Services(건축설계 서비스)

			

54132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s(조경설계 서비스)

			

54133 Engineering Services(엔지니어링서비스)

			

54134 Drafting Services(제도서비스)

			

54135 Building Inspection Services(건물 감리서비스)

			

54136	Geophysical Surveying and Mapping Services
(지리측량 조사 및 지도제작 서비스)

			

54137	Surveying and Mapping(except Geophysical) Services
(지리분야 외에 대한 측량 및 지도제작업)

			

54138 Testing Laboratories(실험 및 시험)

vices의 하위 항목임에 따라 건축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업종
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
- TestingLaboratories(54138,실험및시험)역시Architectural,Engineering
and Related Services의 하위 항목임에 따라 건축 관련 업종이 주를
이룸.
◦ NAICS는 KSIC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처
리 및 제조부문에 대한 간과 등 우리나라 분류체계와 공통된 한
계를 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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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표준산업분류체계(JSIC)8)
□ 기술부문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 Technical Services(기술 서비스)의 하위 항목으로 건축 관련 엔지니
어링, 기계설계, 제품 검사, 기타 기술 서비스 등의 항목이 대등하
게 분류됨.
- 즉, 중분류 Technical Services(74, 기술서비스)의 하위분류 단계에
서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서비스업을 분야별로 구분함.
^ 건축설계(742, Engineering and Architectural Services), 기계설계(743,
Mechanical Design Services), 제품검사(744, Commodity Inspection
and Non-Destructive Testing Services)로 구분
- ISIC의 경우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Activities; technical Testing and
Analysis의 하위분류로 구분되어 건축 관련 분야에 대한 엔지니
어링 활동을 우선시함.
◦ 기술서비스 가운데 건축 관련 분야와는 별도로 기계부문과 제품
부문에 대한 기준을 세분류 수준에서 설정함.
- Mechanical Design Services(743, 기계설계 서비스) 항목을 통해 다양
한 기계류의 제작을 위한 설계 서비스를 분류함.
- Commodity Inspection and Non-Destructive Testing Services(744, 제품
검사 및 비파괴검사 서비스) 항목을 통해 기술서비스의 제품부

8) Jap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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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JSIC 엔지니어링 분류
L	Scientific Research, Professional and Technical Services
(과학연구, 전문 및 기술 서비스)
74
		

Technical Services(기술 서비스)
742 Engineering and Architectural Services(엔지니어링 및 건축설계 서비스)

			

7421 Architectural Design Services(건축 설계서비스)

			

7422 Surveying Services(측량서비스)

			

7429	Miscellaneous Engineering and Architectural Services
(기타 엔지니어링 및 건축설계 서비스)

		

743 Mechanical Design Services(기계설계 서비스)

			
		

7431 Mechanical Design Services(기계설계 서비스)

744	Commodity Inspection and Non-Destructive Testing Services
(제품검사 및 비파괴검사 서비스)

			

7441 Commodity Inspection Services(제품검사 서비스)

			

7442 Non-Destructive Testing Services(비파괴검사 서비스)

		

749 Miscellaneous Technical Services(기타 기술 서비스)

			

7499 Miscellaneous Technical Services(기타 기술 서비스)

문에 대한 적용을 반영함.
^ JSIC는 기술의 적용 대상이 아닌 방법, 즉 검사 방법에 따라서 제
품검사 분류 기준을 설정
◦ 소결하면 JSIC는 기술 적용 대상에 따라 건설, 기계, 제품, 기타 기
술 서비스로 구분함으로써 건축, 조경 등 건설과 건축 관련 분야
가 우선시되는 ISIC, NAICS 등과 차별화된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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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일산업분류체계(Clas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 건설부문과 별도로 다양한 설계활동 분류 항목을 마련
◦ 5단계로 구성된 독일의 산업 분류체계는 대분류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M, 전문 과학 및 기술 활동)의 하위
분류로 두 개의 항목에서 각각 엔지니어링 활동을 포함
^ 업종에 따른 분류 대신 경제활동(Economic Activities)에 따른 분
류로 타 산업분류체계와 차이
-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Activities; Technical Testing and Analysis
(71, 건축 및 엔지니어링 활동; 기술 시험 및 분석) 항목을 통해 중
분류 수준에서 건축 관련 엔지니어링 활동을 분류함.
^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Activities(건축 및 엔지니어링 활동)는
Architectural Activities(건축활동)와 Engineering and related technical
consultancy(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자문)로 분류
- 건축 관련 엔지니어링 활동과 대등한 중분류 수준에서 Other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74, 기타 전문 과학 기술
활동)를 통해 건설 및 건축부문과 별도로 다양한 Design Activities
(설계활동)를 분류함.
^ 특히, Activities of Industrial, Product and Fashion Design(74.1.1, 산업,
제품, 패션 설계) 분야는 제조업에 적용되는 다양한 엔지니어
링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
- 즉, 제조업에 적용되는 다양한 엔지니어링을 분류해낼 수 있는
항목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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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독일 엔지니어링 분류
M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전문, 과학 및 기술 활동)
71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Activities; Technical Testing and Analysis
(건축 및 엔지니어링 활동; 기술시험 및 분석)			
		 71.1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Activities and Related Technical Consultancy
(건축 및 엔지니어링 활동, 관련 기술 자문)
			
71.11 Architectural Activities(건축 활동)
				
71.11.1	Consulting architectural activities in building construction
(건물건설 분야 건축 활동 자문)
				
71.11.2	Consulting architectural activities in interior design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 건축 활동 자문)
				
71.11.3	Consulting architectural activities in town, city and regional
planning(도심 및 지역 개발 관련 건축 활동 자문)
				
71.11.4	Consulting architectural activities in landscape architecture
(조경 관련 건축 활동 자문)
			
71.12	Engineering Activities and related technical consultancy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 기술 자문)
				
72.12.1	Engineering Activities for projects involving civil, hydraulic
and traffic engineering
(도시, 수력, 교통 관련 사업 엔지니어링 활동)
				
72.12.2	Engineering Activities for projects in specific technical fields
and engineering design
(특수 기술분야 및 엔지니어링 설계 사업 엔지니어링 활동)
				
72.12.3 Surveying Activities(측량 활동)
				
72.12.9	Other Engineering activities and related technical consultancy
(기타 엔지니어링 활동 및 관련 기술 자문)
		 71.2 Technical Testing and Analysis(기술 시험 및 분석)		
74 Other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기타 전문 과학 기술 활동)
		 74.1 Specialized Design Activities(특수 설계 활동)		
			
74.1.1	Activities of industrial, product and fashion design
(산업, 제품, 패션 설계 관련 활동)
			
74.1.2	Activities of graphics and communications design
(그래픽 및 통신 설계 관련 활동)
			
74.1.3 Activities of interior decorators(인테리어 장식 활동)
		 74.9	Other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n.e.c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기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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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NR(Engineering New Record)에 의한 분류
□ 정책 대상 확보를 위한 기준으로는 미흡한 단순한 분류
◦ 11개의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엔지니어링으로 구분함.
- Industrial Process(산업공정)와 Manufacturing(제조) 등의 분류 항목
이 있으나 주로 시공(Construction) 관련 활동을 포함
<표 2-12> ENR 분류체계
내용
일반건축
(General Building)

상업용건축물, 정부청사, 교육시설, 교도소, 보건소, 의료시설, 창고,
호텔, 복합거주시설, 스포츠센터, 문화시설, 테마파크 등

산업공정
(Industrial Process)
제조
(Manufacturing)
수자원
(Water Supply)
하수·폐기물 처리
(Sewerage/Solid Waste
Disposal)
교통·운송
(Transportation)

철강, 비철금속, 화학(석유), 약품, 식품음료처리, 펄프 및 제지공장,
기타

위험·유해 폐기물
(Hazardous Waste)

화학 및 토양개선, 핵폐기물, 석면 및 납 경감, 대기정화, 용지 감정,
기타

전력
(Power)
석유
(Petroleum)
통신
(Telecommunication)
기타
(Other)

화석연료플랜트,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플랜트, 수력발전플랜트,
열병합발전 및 폐기물 연료, 배전, 유지관리, 기타

자동조립 및 부품조립, 반도체, 제도, 전자부품공장, 항공우주, 기타
수처리, 담수화플랜트, 수송라인, 댐, 수로, 저수지, 기타
위생, 하수도, 폐기수처리 플랜트, 고체폐기물, 기타
고속도로, 교량, 항만 및 해운시설, 공항(터미널포함), 대량운송,
경철도, 철도, 기타

정제 및 석유화학플랜트, 파이프라인, 연안 및 수중설비, 유지, 기타
송출라인, 케이블, 타워안테나, 데이터 센터 및 웹호텔, 기타
광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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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각 분류기준에 대한 하위 단계의 세부적인 추가 분류 기준
이 부재하며 각 분류기준의 범위도 광범위하여 정책 대상 확보
를 위한 분류기준으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ENR의 특성상 모든 분류는 건축 및 건설 관련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제조 관련 엔지니어링의 분류는 불가능

(2) 국내 분류체계 현황 및 문제점
1) 엔지니어링진흥법상 정의 및 분류
□ 과학기술의 적용과 직결된 기술 및 지식집약적 산업
◦ (법령상 정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됨.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2010)으로의 개정을 통해 비로소 엔지니
어링산업의 정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법률에 포함됨.
- 엔지니어링활동이란 사업의 타당성검토, 기본계획, 기본설계,
상세설계, 구매 및 조달, 제작설치에 대한 검사, 건설시공에 대한
감리, 시운전, 유지 및 보수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
- 그러나 기자재의 제작과 시설물의 시공 및 설치 등 단순 업무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 엔지니어링활동의 정의에서 제외됨.
^ 단순 업무의 경우 과학기술의 적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측면
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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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2. “ 엔지니어링산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엔지니어링활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
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견적(見積)
2.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3.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 즉, 과학기술의 적용이 엔지니어링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으
로 작용

□ 15개의 기술부문과 48개의 전문분야로 구분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은 엔지니어링사업 진행에 필요한 15가
지 기술에 대한 정의와 이를 기반으로 48개 전문분야를 상세히
분류함.
◦ 이는 기술 분류의 측면이 강조된 분류안으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를 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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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전문분야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 종목
과 일치함으로써 산업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제한됨.
-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주관적 판단에 따라 기술부문과 전문분야
에 있어서 각각 복수 부문에 대한 신고가 가능함.

<표 2-13> 15개 기술부문과 48개 전문분야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계부문

1) 일반산업기계

2) 차량

선박부문

조선

항공우주부문

항공

금속부문

금속

전기부문

1) 전기설비

2) 전기전자응용

정보통신부문

1) 정보통신

2) 정보관리

3) 용접

4) 금형

3) 철도신호

화학부문

화공

광업부문

1) 자원관리

2) 광해방지

1) 도로·공항

2) 항만·해안

3) 철도

4) 교통

5) 농어업토목

6) 도시계획

7) 조경

8) 구조

9) 수자원개발

10) 상하수도

11) 토질·지질

12) 측량·지적

2) 수질관리

3) 소음·진동

4) 폐기물처리

건설부문

13) 품질시험
설비부문
환경부문
농림부문
해양·수산부문

산업부문

설비
1) 대기관리
5) 자연·토양환경
1) 농림

2) 시설원예

해양
1) 생산관리

2) 포장·제품
디자인

3) 산업안전

4) 소방·방재

5) 가스

6) 섬유

7) 나노융합

8) 체계공학

9)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원자력부문

1) 원자력·방사선 관리

2) 비파괴검사

자료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626호, 2011.1.17, 전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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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KSIC)의 분류
□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명시적 분류기준이 부재
◦ 단지, KSIC 세분류 항목인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의 산업활동
이 엔지니어링진흥법상 엔지니어링활동의 정의와 유사함.
- 하위 단계로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1), 환경컨설
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2), 기타 엔지니어링서비스
업(72129)으로 세세분류됨.
-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항목만으로는 엔지니어링산업을 포괄하
는 것이 불가능하며 상위 동일한 중분류 기준에 포함되는 업종
으로의 확대 시도가 필요함.
^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의 세세분류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표 2-14> KSIC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의 세세분류와 내용
내용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도로, 철도, 교량, 터널, 항만, 댐, 상하수도 시스템,
통신 및 전력선, 옥외운동장 및 휴양시설, 산업시
스템 등의 토목건설에 관련된 엔지니어링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시
·토목 공학설계
·토목공사 사업관리
·토목공사 사업대행
·건물 엔지니어링

·환경·위생엔지니어링
환경컨설팅 및
환경에 관련된 문제를 검사, 측정 및 평가하고 대 ·위생 상담
관련 엔지니어링
안을 제시하는 산업활동
·환경영향평가
서비스업
·환경부지평가
기타 엔지니어링
기타 엔지니어링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서비스업
자료 :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 정리, 통계청.

·기계 설계
·전기·전자·지질·해양
엔지니어링
·교통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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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해당 업종에 대한 분석 결과 광범위한 엔지니어링활동의 분
류 기준으로는 한계를 노정
^ 이에 따라 중분류 항목인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
술 서비스업(72)의 항목에 포함되는 업종으로의 확대 시도 가
능(<표 2-15>에서

로 표시)

◦ 그러나 이러한 확대적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범위한 엔지니

<표 2-1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확대 적용
중분류
(코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소분류
(코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1)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9)

세분류
(코드)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7211)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1)

측량, 지질조사
및 지도제작업
(7292)

세세분류
(코드)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1)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112)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1)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1)
기타 기술시험, 검사, 분석업
(72919)
측량업
(72921)
제도업
(72922)
지질조사 및 탐사업
(72923)
지도제작업
(72924)

주 : 세세분류 기준 10개 업종으로 확대할 경우 포함 가능한 엔지니어링 업종을
들로 표시.

안의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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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링활동을 포괄하는 것은 불가능함.
-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7211),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 기
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7291)과 측량, 지질조사 및 지도제작업
(7292)의 일부 업종으로의 확대가 가능함.
^ 측량, 지질조사 및 지도제작업(7292) 중 지도제작업(72924)을 제
외한 세세분류기준 10개 업종으로 확대 가능

3) 국내 엔지니어링산업 분류체계의 한계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의 충돌
◦ 엔지니어링협회 신고업체들의 업종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상 엔지니어링활동의 정의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
생함.
- 공공사업의 경우 그 발주 자격이 엔지니어링협회 신고업체여야
하므로 엔지니어링활동이 매출의 일부만 차지해도 엔지니어링
업체로 신고함.
^ 협회신고 업체의 업종은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 외에 건축
및 조경설계서비스업(7211),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7291), 지
질조사 및 지도제작업(7292), 자연과학 연구개발업(7011) 등 다
양한 업종으로 파악
^ 이러한 상황은 앞 절에서 제시한 세세분류 10개 업종으로의 확
대 분류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하는 근거로 작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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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국내 엔지니어링업체 분류 기준
엔지니어링진흥법상 신고업체

KSIC상 엔지니어링서비스(7212)업체

- 자체판단에 의한 업종 신고
- 업체가 신고함에 있어 주 산업활동이 엔지니
- 겸업으로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거나 매출
어링활동인 경우만 포함
의 일부만 차지해도 포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5), 「엔지니어링산업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p.24 재인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으로 분류되는
업체는 객관적인 주 산업활동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인 경우만
해당됨.
^ KSIC 기준 적용시 2013년 엔지니어링협회 신고업체의 44.7%에
불과한 업체만이 엔지니어링업체로 분류9)
- 따라서 광범위한 엔지니어링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처리방법의
마련이 필요함.

□ 건설업과의 밀접한 관계로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과소평가 야기
◦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국내 대형 EPC 업체들의 대부분이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엔지니어링산업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과소평가되는 문제를 노정함.
- 건설업은 건설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으로서 특히, 엔지니
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건축기술,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과 직결됨.

9) 2013년 기준 엔지니어링협회 신고업체는 총 3,635개사로 집계되며 약 1,625개사가 엔지
니어링서비스업(7212)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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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의 분류기준은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업체가 사업 대상
에 엔지니어링 즉, 설계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 주된 활동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
- 이에 따라 국내 대형 EPC 업체들의 대부분이 건설업으로 분류됨
으로써 KSIC 기준 분석시 엔지니어링서비스의 국내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과소평가되는 문제를 노정함.
- 따라서 엔지니어링활동을 건설활동보다 우선 적용함으로써 엔
지니어링 부문의 과소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류체계 방
안의 마련이 필요함.

□ 제조업에 대한 엔지니어링 적용의 간과
◦ 제조업과 관련된 엔지니어링활동의 분류기준이 모호하며 건
설·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활동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임.
- 과학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되
고 있음에도 그 적용 대상이 건설과 플랜트 분야에 과도하게 집
중되어 있음.
- 현재로서는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의 하위 분류인 기타 엔
지니어링서비스업(72129) 항목을 통한 처리 외에 다른 대안이 부
재함.
- 제조업의 광범위한 산업범위와 국내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
는 제조업의 국가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항목을 통한 분류만으로는 한계를 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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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세세분류상 엔지니어링활동의 확대 및 내용
산업분류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1)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112)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1)

내용

예시

·건축사 사무소
설계, 건설공정, 건축법규 및 건설자재 등에 관
·건축 상담
한 지식을 이용하여 각종 건물 또는 구축물의
·건축물 설계
기획 및 설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공학설계 제외)
·정원설계
공원 및 기타 휴양지역, 공항, 고속도로, 병원, ·산업용 토지이용 설계
학교, 분양토지, 상업·산업·거주지역 등의 개 ·골프장·스키장 설계
·환경디자인
발을 계획 및 설계하는 산업활동
·국토개발·토지이용계획
·식품 검사
공기, 물, 폐기물, 연료, 금속, 토양, 광물, 식품
·화학물 성분 검사
및 화학물질 등과 같은 각종 물질의 순도, 성분
·환경요인 측정, 분석
및 성질을 검사하거나 분석하는 산업활동
·금속의 물리성질 분석

물질의 특성을 시험하는 활동; 제품에 대한 성
기타 기술 시험,
능 및 안전성을 시험 또는 검사하는 활동; 선
검사 및
박, 항공기, 댐, 용접 등의 결함 및 안전성을 검
분석업
사하기 위한 X선, 자기, 초음속 시험 등의 검사
(72919)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자동차 품질 검사
·댐 검사
·장비 종합 검사
·비파괴 검사
·용접 검사
·기계·구조물 초음파
검사

측량업
(72921)

건축 또는 지도제작 등에 관련된 토지, 도로, ·지형측량, 수로측량,
트랙, 수로 등을 측량하는 산업활동
항공측량 서비스

제도업
(72922)

엔지니어링 및 건축 관련 설계명세서를 기초 ·엔지니어링설계 제도
로 건물, 구축물 및 시스템의 세밀한 설계도면 ·건축설계 제도
·설계도면 작성
을 작성하는 산업활동

지질조사 및
탐사업
(72923)

·지질조사
지질조사, 지구 물리학적 조사 및 탐사서비스
·지구물리학적
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탐사·개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5), 「엔지니어링산업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p.14 재인용.
주 : 세세분류 10개 업종 가운데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하위분류에 속하는 3개 업종, 건물 및 토
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1),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2), 기타 엔
지니어링서비스업(72129)은 제외.

40 국내 엔지니어링산업 분류체계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

- 앞 절에서 제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10개 세세분류 업종으로
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조부문에 대한 분류 효과는 미미할 것
으로 분석됨.
^ 제조업에서 그 중요성과 활용이 증대하고 있는 CAE 및 컴퓨터
활용 응용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과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분류가 불가능
^ 확대된 업종의 구체적 내용 및 업종 분석 결과 여전히 건설과 플
랜트 관련 엔지니어링에 대한 비중이 높은 문제를 노정
- 따라서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종합적인 분류를 위해서는 건
설·플랜트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업에 대한 적극적 고려까지도
필요함.
^ 제조업의 가치사슬과 제조업에 대한 엔지니어링의 적용 및 역
할을 충분히 고려한 분류체계의 구축이 요구

(3) 소결
□ 엔지니어링 분류기준의 충돌
◦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명시적 분류기준이 부재하고 엔지니어
링산업진흥법과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기준 간 상충하는 문제
가 노정됨.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 엔지니어링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상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활동과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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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객관적으로 주 산업활동만을 포함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와 업체의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엔지니어링산업진
흥법상 신고업체가 차이를 노정
^ 협회 신고업체 가운데 44.7%만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해당
-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항목만으로는 광범위한 엔지니어링활동
의 포괄적 분류가 불가능함.

□ 건설·플랜트부문 위주의 엔지니어링
◦ 건설업과의 밀접한 관계로 국내 대형 EPC 업체들의 대부분이 건
설업으로 분류됨.
- 이는 건설활동이 엔지니어링활동에 우선적인 기준으로 적용됨
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이로 인해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과소평가되는 문제를 야기함.
^ 이러한 과소평가는 결국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의 우선순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
- 국내 산업의 기반인 제조업에 적용되는 엔지니어링 부문이 지속
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상황임.
^ 단순히 분류 항목의 확대 적용이라는 임시변통적 대응으로
는 광범위한 제조업을 포괄하는 엔지니어링분류체계의 구축
이 불가능
^ 국내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에 적용되는 엔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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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링의 발전은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혁신의 유도는 물론 국
가 경제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의 창출도 가능

□ 기술을 우선시하는 일본, 건축부문과 구분된 독일의 분류체계
◦ 국내 엔지니어링산업 분류체계의 개선을 위해 일본과 독일의 분
류체계로부터 정책적 함의 도출이 가능함.
- (일본의 분류체계) 기술서비스(Technical Services)의 하위 항목에서
엔지니어링 및 건축설계서비스, 기계설계서비스, 제품검사 및
비파괴검사 서비스, 기타 기술서비스를 대등하게 분류함.
^ 특히, 제품검사서비스(Commodity Inspection Services) 항목 및 기
계설계서비스 항목을 통해 제조업 관련 엔지니어링의 분류가
가능
^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는 건축 및 건설 관련 항목의 하위 단계
에서 분류 엔지니어링서비스를 분류
- (독일의 분류체계) 설계활동 관련 항목을 건설부문과 별도로 마
련함.
^ 건축 및 엔지니어링활동; 기술시험 및 분석 항목과 별도로 기
타 전문 과학 기술 활동 항목을 마련하여 제조부문 엔지니어링
에 대한 분류가 가능
◦ 추가적으로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수요산업인 건설·플랜트산
업과 제조업의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활용
분야에 대한 세밀한 추적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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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국내 엔지니어링산업 분류체계의 제한 사항
내용
엔지니어링진흥법상 엔지니어링활동의
정의와 충돌

- 엔지니어링활동과 유사한 산업활동으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항목이 유일
- 엔지니어링항목만으로는 광범위한 엔지니어
링 활동의 포괄적 분류가 불가능

건설·플랜트부문 위주의 분류

-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은 건물 및 토목, 환경컨
설팅, 기타 엔지니어링서비스업으로 세분
- 제조부문 엔지니어링이 배제

건설활동을 엔지니어링활동보다
우선 적용

- 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대형 EPC 업체가
건설업으로 분류
-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과소평가를 야기

- 수요산업 가치사슬 파악을 통해 엔지니어링 적용 양태 및 현
황 파악이 가능하며 현실적인 분류체계의 개선방향 도출이 가
능해짐.
- 이와 함께 가치사슬의 진화 및 발전 양상과 수요산업의 동향을
고려함으로써 향후 엔지니어링에 대한 수요 파악과 미래지향적
인 분류체계의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됨.

제3장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1. 수요산업의 동향
(1) 건설·플랜트산업의 최신 동향
□ 고부가가치 업무영역의 중요성 증대
◦ 국내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지닌 상세설계, 시공, 감리
등 중·저부가가치 분야에서도 가격경쟁력 저하추세가 발견됨.
- 중국 업체뿐만 아니라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유럽 업체에도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상황임.
^ 알제리 트렘웨이 건설 발주시 국내 컨소시엄은 기본 및 상세설
계사업에 있어서 스페인, 터키, 이탈리아, 영국 등에 가격경쟁
력의 열위를 경험10)

10) 제2차 엔지니어링포럼(2015.10) 참여 업체의 알제리 해외사업 입찰 경험 발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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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가격경쟁력에 대한 현재의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고부
가가치 영역에서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격적 전환이 필
요함.

□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의 출범과 아시아지역 인프
라 수요의 증가11)
◦ 아시아지역의 고성장과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향후 인프라에 대
한 수요가 아시아지역 국가에서 급증할 것으로 기대됨.
-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아시아경제의 비중은 2014년 현재 28%
에서 2020년 약 3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제2차 엔지니어링포
럼, 2015).
^ 미국을 제외한 세계 4대 경제대국 가운데 중국, 인도, 일본 등 3
개국이 아시아에 위치(구매력 기준의 평가)
- 경제성장이 활발한 아시아 개도국지역은 2020년까지 매년 약
7,300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됨(제2
차 엔지니어링포럼, 2015).
◦ 특히 사회간접자본 관련 수송, 통신, 전력, 물 등 다양한 분야에 대
한 인프라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 AIIB 설립을 위한 중국의 주된 목적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추진에 따른 재원확보에 있으며 아시아 역내에서의 대규모 투

11) AIIB는 중국의 주도로 한국 등 57개국이 창립멤버로 참여하고 있으며 아시아 역내의
경제성 있는 사회간접자본 부문의 투자지원을 목표로 2015년 12월 공식 출범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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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아시아지역 인프라 투자수요 규모(2010~2020)
단위 : 십억 달러

전력(발전)
4,003
49%

수송
2,899
35%

통신
1,040
13%

물(수처리)
280
3%

자료 : ADB-Infrastructure for Asian Connectivity.

자가 전망됨.
^ 일대(一帶)는 중국 내륙도시-중앙아시아-터키-독일로 이어지
는 육상 실크로드를 의미
^ 일로(一路)는 중국 동부해안-동남아-인도양-유럽을 연결한 해
상 실크로드를 의미
- 이에 따라 전력(또는 발전)과 수송 분야에 대한 수요가 특히 높
을 것으로 전망되며 각 분야에 대한 면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전력 또는 발전분야) 발전소와 송배전 관련 인프라의 구축과 관
련된 분야로 시장규모가 크며 AIIB의 집중 지원 대상에 해당됨.
- (수송분야) 도로항만, 철도, 도시개발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일대
일로 정책의 최대 수혜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물 또는 수처리) 기후 및 지형의 영향으로 수자원이 부족한 인도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수요 발생이 기대됨.

□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를 위한 비즈니스모델의 진화
◦ 기존 시공위주에서 사업관리능력 기반으로 해외사업 수주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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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사업관리능력 위주의 비즈니스모델

개발단계
(Development)

시공단계
(Construction)

운영단계
(Running)

중점수주영역
(지식+기술+서비스+금융)

자료 : 엔
 지니어링사의 고부가가치 사업영역 진출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2015, 2015년
제2차 엔지니어링포럼 발표자료) 재인용.

한 비즈니스모델의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지식, 기술, 서비스, 금융 등의 융합을 통해 사업 전 과정을 주도
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관리능력 기반 비즈니스모델로의 전
환을 의미함.
^ 사업수주 시에는 경쟁을 배제한 사업독점권의 확보가 가능
하게 되며 시장경제중심의 금융참여를 통해 고수익의 창출이
가능
- 이에 반해 국내 업체의 주된 비즈니스 모델은 시공 관련 가격경
쟁력을 내세운 저가수주 중심의 경쟁입찰 모델에 해당됨.
^ 따라서 전체 사업(Project)에 있어서 시공분야가 중점수주영역
에 해당
^ 이에 수반하는 금융지원은 사업의 수주를 위한 단순한 정책금
융형 지원에 국한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PMC(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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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시공위주의 비즈니스모델
개발단계
(Development)

시공단계
(Construction)

운영단계
(Running)

중점수주영역

자료 : 엔
 지니어링사의 고부가가치 사업영역 진출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2015, 2015년
제2차 엔지니어링포럼 발표자료) 재인용.

Management Consultancy)와 산업융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이 증대됨.
- PMC란 발주처(Developer)를 대신하여 사업의 전 주기를 관리하
며 수행하는 사업관리로 설명됨.
^ PMC에 대한 학술적 정의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기본구상, 기
본계획, 설계 및 시공발주, 설계감리 및 시공 감독, 운영사 감독
등 사업의 전 주기를 포괄하는 것으로 통용
- PMC 수주는 사업 관련 정보에 대한 조기 취득이 가능해 후속사
업 수주에 유리한 이점은 물론 연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창출
이 가능함.
^ 아울러 PMC사업은 기자재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시
공 관련 건설 자재, 기계 등에 대한 국내 업체 수주 가능성을 높
여 연관 산업 발전에도 기여
- PMC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각 업무영역에 대한 효과적인 조
정(Coordination)능력의 확보가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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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건설·플랜트산업의 최신 동향
최신 동향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중요성 증대

내용
·중저가업무영역에서의 가격경쟁력 유지에 한계 직면
- 기술경쟁력 우위의 유럽 업체들에 가격경쟁력도 열위
- 가격경쟁력 위주의 중국업체들에 의한 추격
·고부가가치 업무영역에서의 경쟁력 확보 지연시 도태 위기 직면

·아시아지역의 고성장과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인프라 수요 급증
- 2020년까지 연평균 약 7,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수요 발생 전망
·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에 따라 관련 분야에 대한 기회 발생
AIIB 출범과 아시아지역
- 육상(一帶)·해상(一路) 실크로드의 건설과 관련한 인프라 수요
인프라 수요 증대
의 발생으로 엔지니어링산업의 기회 발생 가능성 고조
- 수송분야, 전력분야의 수요 발생 가능성이 높고 수자원 부족국
의 문제해결을 위한 인프라투자 증대가 예상
·PMC 비즈니스모델의 중요성
- 지식, 기술, 서비스, 금융 융합을 통한 입찰참여
해외 건설·플랜트수주
- 사업독점권 확보와 금융참여를 통한 고수익 확보 가능
비즈니스모델 진화
- 국내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창출
- 높은 외화가득률로 국가경제 활성화

^ 고부가가치 업무영역에 대한 기술력의 확보와 동시에 각 업무
영역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가능한 산업분류체계 등 제도
적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수적

(2) 제조업의 최신 동향
□ 제품 패러다임의 변화와 파급효과12)
◦ IT의 확산과 발전에 따라 Smart, Connected Products(이하 SCP)의 개

12) Michael Porter and James Heppelmann(2014), How Smart, Connected Products Are
Transforming Competition의 내용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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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 등장13)
- SCP는 크게 Physical, Smart, Connectivity의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
로 구성됨.
^ Physical 요소는 제품의 물리적 부분으로서 기계부문과 전기부
문으로 구성
^ Smart 요소는 제품에 내장된(embedded) 운영시스템(operating
system)과 사용자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를 의미
^ Connectivity 요소는 제품과 유·무선 연결 또는 접속을 가능케
하는 포트(ports), 안테나, 프로토콜 등으로 구성
- SCP의 등장으로 제조업체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산업기술기반
(technology infrastructure)을 구축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함.
^ 새로운 산업기술기반이란 다층 구조의 기술스택(technology
stack made up of multiple layers)을 의미
^ 기술스택은 제품하드웨어, 내장형 소프트웨어, 연결성, 원거리
서버에서 작동이 가능한 제품 클라우드, 보안 관련 규약, 경영
시스템과의 통합 등으로 구성
- 따라서 제조업체들은 실질적인 투자와 새로운 기술의 습득을 통
해 소프트웨어의 개발, 데이터분석, 온라인 보안, 시스템 엔지니
어링 등에 대한 역량 확보가 요구됨.
^ SCP에 의해 요구되는 역량은 기존의 제조업체 대부분이 보유하

13) IT발전이 제품에 미치는 특성을 파악하여 Michael Porter에 의해 제시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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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 해당
◦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SCP는 감시, 조정, 최적화, 자율 등의 기능
을 통해 작동함.
- (감시, monitoring) 센서와 데이터를 통해 제품의 상태, 외부 환경,
제품의 작동과 사용 방식 등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함.
^ 제품에 대한 경고 및 교체시기에 대한 고지 기능까지도 수행
- (조정, control) 내장형 소프트웨어나 클라우드를 통해 제품을 조
정하고 사용자경험(UX, User Experience)의 개인화(personalization)
를 수행함.
- (최적화, optimization) 감시와 조정을 통해 제품 작동의 최적화를
이루는 알고리즘을 구축하며 유지·보수 관련 서비스와 자체적
인 제품 진단까지도 구현함.
- (자율, autonomy) 감시, 조정, 최적화를 종합해 제품의 자체적인
기능수행을 구현함.
^ 제품의 구동, 타 제품 및 시스템과의 기능 조율, 제품 기능의 향
상, 자가진단 등을 제품 스스로 수행
<그림 3-3>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SCP의 기능
감시
(Monitoring)

조정
(Control)

·내장형 소프트웨어와
·센서와 데이터 활용
클라우드 활용
·제품의 사용에 대한
종합적인 자체 모니터 ·제품의 조정
·사용자경험의 개인화
링 실시

최적화
(Optimization)
·제품작동의 최적화를
위한 알고리즘 구축
·유지보수의 자체적인
제품진단 진행

자율
(Autonomy)
·감시, 조정, 최적화
를 종합
·제품 자체적으로 기능
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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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P의 등장으로 경쟁형태, 수익성 구조 등 산업구조의 변형
(reshaping of industry structure)이 야기됨.
- 제품차별화 방식의 다양화로 가격 경쟁력의 중요성이 쇠퇴하고
구매자의 협상력(bargaining power)이 유동적으로 변화됨.
^ 다양화된 제품차별화 방식은 구매자의 협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 가능
^ 반면 다양한 정보 및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은 제조업체에 대
한 의존성을 약화시키며 구매자의 협상력 강화 요인으로 작용
가능
- 제조업체의 비용구조는 높은 고정비용과 낮은 가변비용의 구조
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 소프트웨어 개발, 제품 디자인, 기술스택 구축의 필요성은 높은
초기 고정 비용을 유발
- 높은 시장진입 장벽과 경쟁은 제조업체의 위상을 개별 제품의
공급자 차원에서 전체 시스템의 패키지 공급자 차원으로 진화
시킬 것으로 전망됨.
^ 즉, 개별 제품단위에서 SCP, SCP에서 제품시스템(Product System)14),
제품시스템에서 시스템의 시스템(Systems of systems)을 공급하
는 차원으로 진화

14) Product System은 긴밀하게 관련된 제품들로 이루어지며 Systems of Systems는 여러 다
양한 Product System이 상호 종합적인 연계를 통해 하나의 systems화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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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SCP 등장에 따른 산업구조와 경쟁력 결정요인 변화

SCP 등장

산업구조

경쟁력 결정요인

구매자 협상력 유동화

개별 제품의 경쟁력

비용구조의 변화
제조업체의 위상 변화

시스템 경쟁력

^ 궁극적으로 향후 제품의 경쟁력은 시스템 경쟁력에 의해 좌우
될 것으로 전망

□ 컴퓨터를 활용한 생산방식의 진화 및 보편화
◦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새로이 개발된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통합
운영을 통해 생산 효율성의 극대화를 시도함.
- (CIM,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생산뿐만 아니라 컴퓨터
를 활용하여 기술개발, 설계, 생산 단계를 포괄하는 통합적 생산
시스템으로 작용함.
^ 시뮬레이션 및 설계 해석을 담당하는 CAE의 초기 단계에 해당
하며 생산 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통합적 정보를 제공
- (CAD, Computer Aided Design) 설계 활동을 지원하는 컴퓨터 기반
도구의 다양한 영역에 활용됨.
^ CIM으로 제품의 발주가 이루어지면 CAD를 통해 생산 현장에서
사용할 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다시 CIM으로 전송
- (CAM, Computer Aided Manufacturing) CAD에서 작성된 후 CI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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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전송된 형상데이터를 제품 생산을 위한 입력 데이터로 가
공하는 NC 프로그램의 작성 등 생산 준비 전반에 대한 영역을 컴
퓨터를 통해 수행함.
- (CNC,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컴퓨터로 절삭구의 움직임
을 제어함으로써 정밀부품 등의 대량생산을 가능케 함.
- (CAAM, Computer Aided Additive Manufacturing) 디지털 3D 디자
인 데이터를 사용해 복층의 부품 등을 제조하는 과정을 의미함.
^ CAAM은 절삭 가공과 관련된 CNC와 제품의 제조 방식에서 차이
- 정리하면 CIM으로 제품의 발주를 받아 CAD로 도면을 작성하
고 이를 다시 CIM을 통해 현장에 보내 CAM으로 현장에서 작업
을 진행함.
- 이에 따라 제품의 기획, 설계, 제조, 마케팅 등 제품의 개발 및 생산
관련 모든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인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의 중요성이 제고됨.
^ PLM은 제품의 생애주기(Lifcycle)에서 발생되는 엔지니어링 데이
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
<그림 3-5> 컴퓨터 활용 제품생산 방식의 개요
CNC

1. 생산주문

2. CIM
(CAE)

4. CAM

CAAM

3. CAD

Robot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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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패러다임의 변화
◦ 컴퓨터를 활용한 생산방식 패러다임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제조
업 패러다임의 변화로 진행됨.
- 초기 생산 공정에 대한 단순 자동화에 해당하는 Manufacturing Automation에서 시작함.
^ 개별 생산 공정에서의 기계적 자동화 수준에 해당되며 공정간
의 유기적 연계에 미치지 못한 상태
- 이후, 컴퓨터의 발전 및 활용을 통해 통합적 생산시스템인 CIM
또는 CAE로 진화함.
^ 컴퓨터의 활용을 통한 각 단계에서의 정보 및 데이터의 통합 관
리로 공정간의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지나 문제해결은 여전히
운영자의 결정으로 진행
- 현재 Smart Factory의 구축 단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컴퓨터 및 사
물인터넷을 통해 모든 생산 공정에 대한 제어가 가능한 알고리
즘이 적용됨.
^ 지속적인 데이터와 정보의 축적 및 피드백(feedback)의 진행으
로 스스로 공정 효율성의 제고 및 유사시 문제해결이 가능
^ 즉, 생산 공정 전 과정에 대한 자동화 및 정보화로 가치사슬 전
체가 하나의 공장처럼 실시간 연동 및 통합되는 생산체계
- 궁극적으로 Smart Manufacturing으로의 진화가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해 각국은 제조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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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제조업 패러다임의 진화
제조공정 자동화
(Manufacturing
Automation)

컴퓨터활용 생산
(CIM or CAE)

·각 공정에서의 정보와
데이터의 통합 관리
·개별 생산공정의 기계적
·공정간 유기적 연계
자동화
·공정간 유기적 연계 미흡 ·문제해결시 운영자의
결정이 필요

스마트 공장
(Smart Factory)

스마트 제조
(Smart Manufacturing)

·컴퓨터와 IoT를 통해 모든 ·제조업 혁신의 최종 단계
생산 공정에 대한 제어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 및
피드백으로 공정의 효율
성 제고
·유사시 자체적인 문제
해결

□ 제조업 혁신의 추세 및 경향
◦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들은 제조업 혁신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있음.
- 주요 제조업 강국들은 사물인터넷(IoT), 빅테이터, 3D 프린터 등
의 새로운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할 뿐
만 아니라 제조 공정에 대한 혁신으로 차세대 주도권 확보를 위
한 경쟁을 시작함.
- 이에 따라 제조업 혁신을 위한 R&D,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대한
보호책 등의 강화가 전망됨.15)
◦ 미국은 국내 제조업의 보호와 지원에 집중하며 셰일가스 생산에
따라 유리해진 국내 환경을 적극 활용함.
-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에너지 비용 감소 및 생산 원가 절감 효
과에 따라 제조업 혁신의 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
두됨.

15) 현대경제연구원(2014), 「제조업 혁신 정책의 현황 평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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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을 통한 고용 증대 및 혁신 추진으로 국가 경쟁력제고가
가능함을 새로이 평가
-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기틀(2009), 첨단 제조업 구상(2011, AMI:
Advanced Manufacturing Initiative)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
련함.16)
^ 첨단 제조업은 정보,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등의 기술을 조합 또
는 사용하거나 물리학, 생물과학 등을 통해 새로운 물질을 만
들고 활용도를 높이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
^ 이러한 첨단 제조업의 정의는 다음 장에서 제시될 제조엔지니
어링의 정의 및 분류항목과 직결
- 첨단 제조업 관련 연구 개발 분야와 11대 기술을 선정하고 이를
네트워크화하는 로드맵을 발표함(2013).
- 단순한 교역확대가 아닌 제조업의 수출 확대를 강조하고 업체
들의 리쇼어링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 정책과 이전비용 보조 등
의 정책을 추진함.
◦ 독일은 High Tech Strategy 2020을 통해 생산 시스템과 사업 환경의
스마트화를 적극 추진함.
- 특히, ICT와의 융합을 통해 제조업의 제4세대 생산방식인 스마
트 생산과 스마트 사업 환경의 조성을 위해 Industry 4.0 전략을
시행함.

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4),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정책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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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공장의 디지털화를 위해 CPS(Cyber-Physical Systems)를 통한 생
산과 물류의 기술적 통합과 생산 공정에서의 사물인터넷의 활
용에 주안점을 둠.
^ 독일은 증기엔진의 등장, 전기를 활용한 조립라인, 컴퓨터-로
봇에 의한 자동화에 이어 공장 디지털화를 네 번째 산업혁명
으로 간주
- Industry 4.0의 성패가 집중적 R&D의 수행 및 전 국가적인 지원 인
프라의 구축에 있는 것으로 평가함.
^ 특히, 독일 산업의 전통적인 강점인 강한 엔지니어링이 Industry
4.0 추진의 동력으로 역할
- 연구캠퍼스(Research Campus), 첨단 집적지(Leading-edge Cluster),
연구 동맹(Research Alliance) 등 다양한 R&D 프로그램을 운영함.
^ 이에 더해 ZIM, KMU-Innovative 등 각각 중소기업의 R&D 및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추진
◦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추진
- 침체되고 있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저변을 확대함과 동시에 새
로운 성장동력의 역할을 위해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마련함
(2014).
^ 공정혁신, 주력산업의 핵심역량 강화, 제조업 혁신기반의 업그
레이드를 주된 내용으로 포함
- (공정혁신) 스마트공장과 3D 프린팅의 확산을 통해 제조현장의
고령화 및 생산성 저하 문제에 대한 대처를 찾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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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와 SW기반의 공정혁신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제조혁신재원
을 조성하여 스마트 공장의 확산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제조
공정 스마트화를 지원
- (주력산업의 핵심역량 강화) 소재 및 부품 관련 원천기술 개발에 대
한 지원과 제조지원 서비스업의 강화를 통해 국내 주력산업의
역량강화를 모색함.
^ 세계 일류 수준의 10대 핵심소재의 조기 개발과 글로벌 소재·
부품 기업의 국내 유치 및 M&A 활성화
^ 국내 제조업의 전통적 취약 분야인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프트파워
제고
<표 3-3> 제조업 혁신을 위한 4대 추진방향 및 13대 세부 추진과제
4대 추진 방향

스마트 생산방식 확산

13대 세부 추진과제
1.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2. 8대 스마트 제조기술 개발
3.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
4. 생산설비 고도화 투자 촉진

창조경제 대표 신산업 창출

5. 스마트 융합제품 조기 가시화
6. 30대 지능형 소재·부품 개발 및 사업화
7. 민간 R&D 및 실증 투자 촉진

지역 제조업의 스마트 혁신

8.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제조업 창업 활성화
9. 지역 거점 산업단지의 스마트화
10. 지역별 특화 스마트 신산업 육성

사업재편 촉진 및 혁신기반 조성

11.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
12. 융합신제품 규제시스템 개선
13. 제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선제적 인력 양성

자료 : 「제조업 혁신 3.0 전략」 실행대책,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5.3.19)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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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혁신 기반 업그레이드) 인적 자원, 입지, R&D 등 제조업의 혁
신을 이끌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함.
^ 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 기능 확충으로 산업인력 양성체계를
혁신하고 노후 산업단지의 혁신 산단으로의 재창조
^ 수요 맞춤형 인력과 입지의 공급 및 동북아 R&D 허브 도약을
위한 6대 과제 선정
- 제조업의 스마트 혁신 촉진을 위해 4대 추진방향과 13대 세부 추
진과제를 선정함.

2. 수요산업의 가치사슬
(1) 건설·플랜트산업의 가치사슬
□ 정형화되어 있는 건설·플랜트산업의 가치사슬
◦ 건설·플랜트산업의 가치사슬은 각 업무영역별 역할과 분류기준
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며 정형화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가치사슬 단계별 해당 업무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구
분과 각 업무영역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수준에 대한 평가도
이미 명확함.
- 전방가치사슬은 프로젝트 전체의 수익을 결정하는 핵심적 영역
이며 현재 보편화되어 있는 턴키방식에서의 시공과 수주의 경
쟁력까지도 좌우하는 고부가가치 업무영역을 포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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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부가가치 업무영역에 대한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은 미흡한
상태이나 FEED 분야 가운데 기본설계 영역에 대한 경쟁력이 상
대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평가17)
- 후방 가치사슬은 국내 엔지니어링업체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
으며 상세설계, 시공, 감리 등 중·저부가가치 업무영역이 해당됨.

□ 가치사슬상 각 업무영역의 내용
◦ 고부가가치 업무영역인 전방 가치사슬은 기획·타당성 검토, 프
로젝트 종합관리(PMC), 개념설계, 기본설계 등으로 분류됨.
- (기획·타당성 검토)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발주자가 계획하는 사
업의 타당성 여부를 경제적, 재무적, 기술적 관점에서 종합평가
를 통해 검토함.
- (개념설계) 사업의 실행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대략의 모
양을 설정하는 설계로서 이를 근거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진
행함.
- (기본설계) 입지선정 및 조성에 대한 검토, 공정시설과 관련된 세
부자료의 작성, 각종 시설에 대한 배치도 및 공정도의 작성, 기계
및 장치에 대한 설계 등의 사업 단계를 의미함.
^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과 중요 기자재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
는 단계

17) 이상현 외(2014), 「엔지니어링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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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기본설계에 대한 경쟁력 확보는 EPC 일괄수주시 조달
(Procurement)활동을 통한 국내 기자재산업으로의 파급효과 창
출이 가능
- (프로젝트종합관리, PMC)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단계로서 최근의 건설·플랜트 산업에서 핵심적인 고
부가가치 분야에 해당
^ 동일한 목표를 위해 동일한 표준과 지침, 설계 방법 등이 준수되
는지와 가치사슬상 각 업무영역간의 효율적인 조정(Coordination) 역할을 수행
◦ 중·저부가가치 업무영역은 상세설계, 구매 및 조달, 시공, 감리,
유지·보수 등으로 분류되며 후방 가치사슬에 해당됨.
- (상세설계) 공사가 가능하도록 각종 도면을 상세화하는 단계로서
고부가가치 업무영역인 기본설계를 기반으로 작성됨.
- (구매 및 조달) 필요 기자재에 대한 일괄적인 구매 및 조달을 통해
발주자에 대한 지원체제를 구축하며 필요시 기술적 문제해결까
지도 제공함.
- (감리) 사업진행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지침에 부합하는지 여
부에 대한 확인과 기자재의 사양 및 하자 유무 등에 대해 검사 및
공사 검수를 수행함.
- 그 외에 시운전 및 성능검사로 운전지침,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
법, 유지보수 등과 관련된 상세 매뉴얼을 작성하고 정상적인 운
전 및 유지가 되도록 모든 기술적 문제를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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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건설·플랜트산업의 가치사슬과 엔지니어링
전방 가치사슬
기획·
타당성

프로젝트
종합관리

개념·
기본설계

후방 가치사슬
상세설계

구매·
조달

시공

감리

유지·
보수

엔지니어링 핵심 영역
·프로젝트 전체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핵심영역
·턴키 방식에서 구매·시공의 수주경쟁력을 좌우
부가가치
비교

자료 : 산업연구원(2014), 「엔지니어링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방안 연구」, p.57 재인용.

(2) 제조업의 가치사슬18)
□ 제조업 가치사슬의 원형
◦ 광범위한 제조업을 포괄하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가치사슬은 제
품설계, 공정설계, 제조설비, 양산의 단계로 구분이 가능함.
◦ (제품설계) 제품 기능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한 단계로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제품디자인 등의 엔지니어링이 적용됨.
◦ (공정설계) 제품설계를 기반으로 제품의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양
산을 위해 엔지니어링이 적용됨.
- 공정설계를 위한 국내 엔지니어링업체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18) 한국엔지니어링협회(2015), 「엔지니어링산업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의 내용을 기반
으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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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제조업 가치사슬의 원형
제품설계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제품디자인

공정설계
·공법설계

제조설비
·제조설비의
구축
·제조기술의
적용

양산

Concurrent Engineering 또는 Simultaneous Engineering

자료 : 한국엔지니어링협회(2015), 「엔지니어링산업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p.36 재인용.

- 제조설비 구비시 자동적으로 수반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공정
설계와 제조설비의 단계가 명확히 분리됨.
◦ (제조설비) 제품의 양산을 위해 설비를 구비하는 단계로서 공정설
계에 따라 진행됨.
◦ 현재는 가치사슬의 각 업무영역이 명확히 구분됨에 따라 전(全)
단계를 관리하는 Concurrent Engineering 또는 Simultaneous Engineering의 중요성이 증대됨.
- 제조과정의 복잡성 증대와 각 업무영역의 분리 수행 등으로 전
체 생산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가치사슬 전 단계에 대한 종합적
인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제조업 가치사슬의 확장 및 정교화
◦ 제조업 가치사슬은 서비스업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각 업무
영역의 역할이 보다 정교해짐.
- 이로 인해 가치사슬상 가치창출의 양상이 변화되었고 기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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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제조업의 가치사슬과 가치곡선
부
가
가
치

새로운 가치곡선

기존의 가치곡선

양산 이전 단계

양산 단계

양산 이후 단계

제조업
가치사슬

자료 : 산업연구원.

달리 양산 이전 및 이후 단계에서 가치창출 수준이 높게 나타남.
^ 이는 단일품종 대량생산을 통한 양산에서의 효율성 제고보다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됨을 의미
◦ 양산 이전 단계는 제품설계와 공정설계로 구분이 가능함.
◦ (제품설계) 제품 기능의 효과적 구현과 함께 제품의 기획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됨.
- 제품설계 과정에 대한 컴퓨터 활용의 보편화를 반영하여 다양한
설계, 설계 해석,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포함함.
- 제품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UI/UX(User Interface/Experience) 등 제
품에 대한 다양한 디자인 서비스 기능을 담당함.
^ 제품디자인은 기능측면의 제품설계를 보완하며 제품의 심미
적(styling) 특성의 제고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제품설계와 차별
- 제품의 기획 및 제품의 생산을 위한 선행기술과 특허 분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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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검사 및 분석업 등 광범위한 서비스 분야를 포함함.
◦ (공정설계) 제품생산을 위한 시스템설계, Factory layout, 관련 소프
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업 등을 포함하며 양산단계와 직결됨.
◦ 양산 이후 단계는 애프터서비스(A/S),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 성능평가 및 개선 등이 해당됨.
- 컴퓨터의 활용이 보편화된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여 이들 영역에
적용되는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함.
◦ 제조업에 적용되는 엔지니어링은 가치사슬 단계에 따라 독립적
으로 구분되기보다 각 단계에 중첩되어 적용되는 특징을 보임.
- 즉, 컴퓨터 응용 설계 및 관련 서비스,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개
발 및 공급과 관련된 서비스의 경우 가치사슬의 상단과 하단의
영역에 모두 적용됨.
◦ 그럼에도 현재 국내 제조업에서의 엔지니어링 적용은 전방가치
사슬 영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3-10> 제조업 가치사슬의 정교화 및 확장
양산 이전 단계
(전방 가치사슬)
·제품설계

양산
단계

양산 이후 단계
(후방 가치사슬)

·공정설계

·엔지니어링 SW 개발 및 공급
·산업디자인
·자연과학 및 공학관련 연구개발(R&D)
고부가가치

·A/S
·제조
(조립·가공)
중·저
부가가치

·마케팅

·MRO

·유통

·성능평가 및
개선
고부가가치

자료 : 한국엔지니어링협회(2015), 「엔지니어링산업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p.3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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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연구개발, 산업디자인 등의 성과를 상용화 및 제품의 효율
적 생산으로 연결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활용이 주로 이루어짐.
-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 적용에 따른 파급효과가 가치사슬의 전
영역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함.
- 향후 제조업 환경의 변화와 가치사슬의 진화 정도에 따라 엔지
니어링의 적용 방식도 함께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제조업 가치사슬의 진화와 엔지니어링의 적용
◦ 향후 제조업의 가치사슬은 엔지니어링과 연구개발의 역할이 증
대되고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해질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연구개발은 가치사슬 전 영역에 걸쳐 지속되며 성과의 상
용화를 위해 엔지니어링의 적용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제품설계 이전 단계에서의 엔지니어링은 제품의 기획 및 기능의
효과적 구현과 관련되어 기능을 지속함.
- <그림 3-11>의 ‘엔지니어링 1’은 과학 및 공학 관련 연구개발 성
과에 대한 상용화를 의미하며 제품설계와 직결됨.
◦ 제품설계를 기반으로 양산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도록 연구개
발 성과를 공정설계에 적용함.
- <그림 3-11>의 ‘엔지니어링 2’에 해당하며 중단 없는 연구개발의
전제가 필요함.
◦ 엔지니어링은 제품의 조립 및 가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양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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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제조업 가치사슬의 진화와 엔지니어링의 적용
양산 이전 단계
(전방 가치사슬)

양산
단계

양산 이후 단계
(후방 가치사슬)

연구개발(R&D)
엔지니어링 2

엔지니어링 4
·A/S

·엔지니어링 1
 지니어링 SW 개발
엔
공급 산업 디자인

엔지니어링 3

·제품설계

·공정설계

고부가가치

·마케팅

·제조
(조립·가공) ·유통
중·저
부가가치

·MRO
·성능평가
및 개선
고부가가치

자료 : 한국엔지니어링협회(2015), 「엔지니어링산업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p.39 재인용.

계에도 적용됨.
- <그림 3-11>의 ‘엔지니어링 3’에 해당하며 양산단계도 엔지니어
링에 의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영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 양산 이후 단계로 엔지니어링 적용의 확대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 <그림 3-11>의 ‘엔지니어링 4’로서 애프터서비스, MRO, 성능평가
및 개선의 과정에 적용됨.
- 양산 이후 단계는 애프터 마켓 서비스(After market service)영역으
로서 최근 그 성장이 매우 활발하며 특히, 항공 및 방위산업 관련
MRO 시장이 두드러지게 성장
◦ 가치사슬 전 영역에 대한 엔지니어링의 활발한 적용은 상호 지속
적인 피드백 과정을 거쳐 전체적인 부가가치의 제고를 야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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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대됨.
- 따라서 제조업과 엔지니어링 간 그리고 엔지니어링 상호간의 긴
밀한 상호작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됨.

3. 소결
(1) 엔지니어링 수요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건설·플랜트엔지니어링산업의 고도화
◦ AIIB 출범 등 건설·플랜트 관련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도약을
위한 대외적 환경이 조성됨.
- AIIB 출범에 따라 아시아지역에서의 인프라 수요가 급증할 것으
로 전망되며 전력(발전), 수송, 통신 등이 대표적인 수혜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인프라 수요는 2020년까지 매년 약 7,3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수요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것으로 추산됨.
^ 이에 따라 57개 참여국 가운데 하나인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업
체들에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엔지니어링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고부
가가치 업무영역으로의 진출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상세설계 및 시공 등 중·저부가가치 분야에 치우친 현재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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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AIIB 출범 효과의 반감 요인으로 작용 가능함.
-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내 엔지니어링 경쟁력에 대한 오판으로
엔지니어링 역량 제고에 실패를 경험함.
^ 엔화와 유로화의 강세 및 중동 특수 등 국내 EPC업체에 유리한
외부환경이 조성되어 높은 경영성과를 거두었으나 이를 경쟁
력 향상에 따른 결과로 오판
^ 2000년대 후반 엔화 강세의 외부적 환경과 엔지니어링 역량 제
고에 실패한 결과 일본 EPC 업체인 치요다, 도요 등은 현재 존
립의 위기에 직면
^ 2000년 이후, ENR 상위 41개사 가운데 27개사가 파산하는 등 지
속적 역량 제고는 필수 요소
- 따라서 유리한 외부환경 조성을 EPC 역량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
여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해야 함.
^ 이를 통해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는 PMC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제조엔지니어링 활성화를 통한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 주도
◦ 제조업은 가장 활발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별
업체차원을 넘어 시스템의 경쟁력 제고가 필수요인으로 등장함.
- IT 발전에 따른 제품 패러다임 변화, 컴퓨터 활용 생산방식의 보
편화 등에 따라 개별 제품과 업체 차원의 경쟁력을 넘어서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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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경쟁력의 확보가 중요함.
^ 생산 비용구조의 변화에 따라 R&D 등 핵심 역량에 해당하는 부
문까지도 아웃소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아울러 가치사슬 전 영역에 걸쳐 R&D가 진행됨에 따라 그 성과
의 상용화를 위한 엔지니어링의 역할이 필수적
◦ 제조엔지니어링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해 제조업 혁신을 주도해 나
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제조업 혁신을 위한 노력들이 제조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독일의 Industry 4.0이 대표적 혁신 전략으로 평
가됨.
- 국내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국가 경제적 위상
을 보려 할 때 제조업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신성장동력 확
보가 시급함.
^ 이에 따라 공정혁신, 주력산업의 핵심역량 강화, 제조업 혁신
기반의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제조업혁신 3.0 전략 수립(2014)
- 제품 및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할 때 국내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성공은 엔지니어링 역량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공정혁신과 주력산업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은 우
리나라 제조엔지니어링의 역량 강화로 귀결
^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독일의 Industry 4.0의 추진동력은 자
국의 강한 엔지니어링 역량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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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의 필요성
□ 가치사슬 영역 간 관리(Coordination)가 필요
◦ 산업간 융복합화의 진행과 사업의 복잡성 증대에 따라 사업 전 과
정에 대한 관리능력의 확보가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함.
- 건설·플랜트산업의 경우 관리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PMC 분야
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있음.
^ 각 업무영역의 역량이 제고될 때 PMC역량이 확보될 수 있으
나 효과적인 관리역량의 제고를 통해서도 PMC 분야로의 성공
적 진출이 가능
^ 엔지니어링업체가 아니지만 지식·기술·금융·서비스의 융
합을 통해 영국 발전플랜트사업의 PMC 수주 성공 사례19)
- 제품, 생산방식, 산업 등 모든 단계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활발
한 제조업의 경우 제품이 아닌 시스템이 경쟁력 결정요소로 등
장함.
^ 가치사슬의 복잡화와 가치사슬 전 영역에서 R&D가 진행됨에
따라 가치사슬 영역 간 관리와 조정 및 R&D 성과의 상용화가
중요
- 따라서 시스템으로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파
악에 근거한 관리 및 조정이 요구됨.

19) 2015년 제2차 엔지니어링 포럼에서 국내 PMC 분야 해외진출 성공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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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산업 분류체계 구축의 필요성
◦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는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분류가
미흡하며 분류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 건설활동이 엔지니어링활동에 우선하여 적용됨에 따라 대형
EPC 업체들이 건설업으로 분류됨.
- 현재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이 세분류되어 있으나 엔지니어링산
업진흥법상 엔지니어링활동 반영에 한계를 노정함.
- 제조업 관련 엔지니어링의 경우 현행 분류체계의 사각지대에 있
어 관련 업체들에 대한 정책 지원의 확보가 곤란한 상황임.
^ 현재의 상황은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추진 동력 약화를 초래하
여 제조업 신성장동력 확보에 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을 정확히 분류할 수 있는 산업분류
체계의 개선 또는 특수분류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 이는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통계
구축을 보장하여 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

제4장
분류체계 개선방안

1. 엔지니어링산업 분류체계 항목의 조건
□ 엔지니어링산업 활동의 유사성
◦ 산업분류는 사업체가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
며 각 산업 활동의 유사성 즉 공통된 특성에 따른 범주화를 의미함.
-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의 경우 ‘생산투입요소’, ‘생산기술 및 공
정’, ‘최종산출물의 특성’, ‘제공되는 서비스’ 등의 기준을 적용
하여 공통된 특성에 따라 경제활동을 분류함.
- 이때 공통된 특성에 따른 각 분류 항목은 상호배타성(Mutually
Exclusiveness)을 충족시켜야 하며 동일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항
목을 총칭하여 하나의 ‘산업’으로 칭함.
^ 상호배타성이란 각 경제활동이 중복 또는 누락 없이 반드시 하
나의 분류 항목에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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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산업분류체계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엔지니어링산업
엔지니어링활동 A

엔지니어링활동 B

엔지니어링 a1

엔지니어링 b1

엔지니어링 a2

엔지니어링 b2

엔지니어링 a3

엔지니어링 b3
상호배타성

◦ 소결하면 엔지니어링산업은 상호배타성을 충족시키며 동일한
범주로 분류되는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의 집합으로
정리됨.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대한 부합성
◦ 산업분류체계는 해당 산업의 관련 법률에 부합함으로써 정확한
산업 현황분석과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어야 함.
-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 엔
지니어링활동에 부합하는 분류 항목이 부재함.
^ 분류항목 가운데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의 산업활동이 엔지니어
링활동의 정의와 가장 유사하나 광범위한 엔지니어링활동을
포괄하는 것이 불가능
- 또한 현행 15개 기술부문과 48개 전문분야는 산업분류가 아닌
기술분류에 불과하여 엔지니어링 수요산업에 대한 반영이 미
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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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 기술부문과 48개 전문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
술사 자격의 종목 분류에 불과하여 산업 현황 파악에는 한계
를 노정
◦ 따라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 정의된 엔지니어링활동의
개념에 부합하는 산업분류체계 구축이 필요함.
- 건설활동과 차별화되는 엔지니어링활동의 우선 적용으로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국가 경제적 위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분류체계가 요구됨.
^ 현재는 단순 시공, 조립, 제조 등 건설활동이 우선 적용되어 대
형 EPC 업체들이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문제를 노정
- 이에 더해 엔지니어링활동의 산업 현실 부합성 제고를 위해 필
요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개정 등 보다 적극적이며 공격적
인 고려가 요구됨.
- 즉, 엔지니어링활동의 주요 수요산업인 건설·플랜트산업과 제
조업은 기술의 변화 및 발전이 가장 활발하므로 향후 산업의 발
전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접근이 요구되기 때문임.

□ 단순 시공 및 생산 활동과의 차별성
◦ 엔지니어링활동은 연관 업종의 산업활동을 위한 중간재로 투입
됨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 자체의 결과물 파악이 곤란함.
- 최종재화를 기반으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는 타 업종 대비 엔
지니어링의 실체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한 문제를 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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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광범위한 엔지니어링의 기능을 종합하며 다양한 업종
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의 설정이 필요함.
- 동시에 단순 시공 및 생산 활동과 차별화가 가능한 분류항목의
설정이 요구됨.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엔지니어링활동을 ‘엔지니어링 자문서
비스’와 ‘엔지니어링 지원서비스’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차별성
확보를 시도함.
- (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업) 투입요소를 활용하여 건축물 또는 재화
등 최종재의 형태로 구체화하는 활동을 의미함.
^ 즉, 제품설계, 공정설계 등 제조 또는 양산 직전 단계에 적용되
는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
- (엔지니어링 지원서비스업) 연구개발 및 분석, 성능평가 및 수명주
기 개선 등 최종재의 기획과 성능 개선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의
미함.
^ 가치사슬의 전방 및 후방의 끝단에 위치하는 엔지니어링활동
을 포함
<그림 4-2> 엔지니어링활동에 대한 분류기준 설정
엔지니어링산업

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

엔지니어링 지원 서비스

·건축물 또는 재화 등 투입요소를 최
종재 형태로 구체화하기 위한 활동

·연구개발 및 분석, 성능평가 및 수명
주기개선 등을 지원하는 활동

·제품설계, 공정설계 등 양산직전의
단계에 적용

·가치사슬의 전방 및 후방의 끝단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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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플랜트엔지니어링 분류체계 개선방안20)
□ 건설·플랜트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
◦ 최종재에 해당되는 건축물 또는 플랜트의 구체화 단계에 해당되
며 ‘건축 관련 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업’과 ‘토목 및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업’으로 분류됨.
- (건축 관련 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업) 건축물의 시공 단계에 적용 및
활용되는 다양한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
^ ‘주거용 건축 관련 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업’은 일반, 주상복
합 아파트 또는 기타 주거용 건물의 건축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업에 해당
^ ‘비주거용 건축 관련 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업’은 도시계획, 지
역개발, 조경 관련 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업을 포함
- (토목 및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업) 토목 및 플랜트의
완공과 시공 단계에 적용 및 활용되는 다양한 엔지니어링활동
을 포함
^ ‘토목 관련 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업’은 교량, 도로, 철구조물
의 제작 및 설치, 터널 등의 공사와 관련된 엔지니어링 자문을
포함
^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업’은 화공플랜트, 담수플

20) 엔지니어링 산업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2015)에서 제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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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건설·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업의 구체화
대분류

건설·플랜트
엔지니어링
자문
서비스업

중분류

건축 관련
엔지니어링
자문
서비스업

세분류

구체적 자문 대상

주거용 건축
관련
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업

일반, 주상복합 아파트, 기타 주거용
건물의 건축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업

비주거용 건축 관련 도시계획, 지역개발, 조경 관련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업
자문서비스업

토목 및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자문
서비스업

토목 관련
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업

교량, 도로, 철구조물의 제작 및 설
치, 터널 등의 공사와 관련된 엔지니
어링 자문서비스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업

석유화학, 정유, 가스, 발전 등의 화
공플랜트, 담수플랜트, 신산업플랜
트, 송·변전, 전기공사, 원자력 등에
대한 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업

자료 : 한국엔지니어링협회(2015), 「엔지니어링산업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p.43 재정리.

랜트, 신산업 플랜트, 원자력, 전기공사, 송·변전 등의 사업에
적용되는 엔지니어링 자문을 포함
◦ 건설·플랜트산업의 전·후방 가치사슬의 대부분을 포함하며 이
를 엔지니어링 자문의 대상별로 구분한 분류법에 해당됨.
- 구체적으로 건설·플랜트산업 가치사슬의 기획 및 타당성연구,
PMC,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구매·조달, 감리, 유지·보
수 등을 위한 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를 의미함.
□ 건설·플랜트엔지니어링 지원서비스
◦ 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 기능을 수
행하는 사업부문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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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건설·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지원서비스업의 구체화
대분류

건설·플랜트
엔지니어링
자문
서비스업

중분류

엔지니어링
기술시험, 분석
및 측량
지원서비스업

세분류

구체적 지원 대상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화학적, 물리적 방법 또는 X선, 감마선, 초음
파 및 기타 방법으로 방사능 측정, 각종 물
질 및 제품의 질적 검사, 신뢰도나 결함분석
및 시험 등 각종 기술적 시험, 검사, 측정, 평
가, 분석을 수행하는 서비스

측량 및
지질조사
서비스업

지질조사, 지구물리학적 탐사 및 개발, 지질
조사 관련 측량 등의 서비스 지원

기타
전기 엔지니어링, 전자 엔지니어링, 지질 엔
기타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지니어링, 해양 엔지니어링, 교통공학 등의
지원
지원
서비스 지원
서비스업
서비스업
자료 : 한국엔지니어링협회(2015), 「엔지니어링산업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p.43 재정리.

- ‘엔지니어링 기술시험, 분석 및 측량 지원서비스업’과 ‘기타 엔
지니어링 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됨.
- (엔지니어링 기술시험, 분석 및 측량 지원서비스업) 최종재에 해당되
는 건축물 또는 플랜트의 품질과 성능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서
비스의 지원에 해당됨.
- (기타 엔지니어링 지원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지원 관련 분류기준이
모호한 업종을 포함

□ 사업부문을 반영한 분류기준에 해당
◦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을 주도하는 EPC 및 종합건설업체는 복수의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함.
- 이에 따라 수행중인 복수의 엔지니어링활동 가운데 어떠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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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주된 산업활동으로 파악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 설정이 곤
란함.
- 즉, 가치사슬상의 각 업무영역별로 분류되는 경우 산업분류의
현실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를 노정함.
- 따라서 엔지니어링활동 자체보다 엔지니어링활동이 적용되
는 대상인 사업부문을 반영한 분류기준이 현실적인 것으로 판
단됨.
◦ 매출액 기준 국내 상위 50위에 속하는 EPC 및 종합건설업체의 주
요 사업부문은 건축, 인프라, 환경, 플랜트, 전력 등으로 조사됨.21)
- <표 4-1>과 <표 4-2>에서 각각 제시된 건설·플랜트엔지니어링 자
문 및 지원 서비스업은 국내 건설·플랜트업체의 주된 사업부문
을 반영하는 분류기준에 해당됨.
^ 따라서 국내 엔지니어링의 과소평가를 해소 또는 완화할 수 있
는 분류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

3. 제조엔지니어링 분류체계 개선방안22)
□ 제조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
◦ 제조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는 ‘제조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 자문

21)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업체들의 주요 사업부문을 확인.
22) 「엔지니어링 산업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2015)에서 제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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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제조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업의 구체화
대분류

중분류

제조 관련 공학 및
제조 관련 과학기술 연구개발업
연구개발
및
기술자문
서비스업 제조 관련 기술자문
서비스업

세분류

구체적 지원 대상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물리, 화학,생물 등 순수과학 분야
공학 연구개발업

재료, 기계, 전기전자 등 응용과학
분야

제조 관련 기술전략 제품의 기획과 생산을 위한 선행
서비스업
기술 및 특허 분석 서비스
제조 관련 기술마케팅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 및 마케팅
서비스업
서비스
제품설계 엔지니어링 설계, 전략, 설계 관련 자문 등의
자문서비스업
서비스

제품제조 엔지니어링
컴퓨터보조 제품설계 CAE 등 컴퓨터를 활용한 설계,
자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자문서비 전략, 설계 관련 자문, CAE 관련
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제조
엔지니어링
자문
서비스업 제조공정 및
시스템설계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업

제조공정 및 시스템
제조공정 설계, 전략, Factory
설계 엔지니어링자문
layout 등에 대한 자문서비스
서비스업
CAE 등 컴퓨터를 활용한 제조공
컴퓨터보조 제조공정
정 설계, 전략, Factory layout 등에
및 시스템설계 엔지
대한 자문서비스, CAE 관련 소프
니어링 자문서비스업
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자료 : 한국엔지니어링협회(2015), 「엔지니어링산업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p.50 재정리.

서비스’와 ‘제조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로 구분됨.
◦ (제조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 자문서비스업) 제품에 적용되는 원천 기
술에 대한 연구 및 상용화를 위한 개발 관련 자문과 연구개발 성
과물인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자문서비스업을 포함
- (제조 관련 공학 및 과학기술 연구개발업) ‘공학 연구개발업’과 ‘자연
과학 연구개발업’으로 구분됨.
^ ‘공학 연구개발업’은 제조업 관련 응용과학 분야로서 재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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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전기전자 등에 대한 R&D 가운데 개발(Development)에 집중
^ ‘과학기술 연구개발업’은 물리, 화학, 생물 등 순수과학 분야로
서 R&D 가운데 연구(Research)에 집중
- (제조 관련 기술 자문서비스업) 연구개발의 성과물인 기술의 사업
화 및 마케팅에 대한 자문서비스업으로 구성됨.
^ ‘제조 관련 기술전략 서비스업’은 효과적인 기술사업화를 위
해 제품의 기획 및 생산을 위한 선행기술과 특허 등에 관한 분
석 서비스를 제공
^ ‘제조 관련 기술마케팅 서비스업’은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를 위
한 마케팅 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공
◦ (제조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업) 제품 기능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제품제조 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업’과 생산의 안전성 및 효율
성 제고를 위한 ‘제조공정 및 시스템설계 엔지니어링 자문서비
스업’으로 구분됨.
- (제품제조 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업) ‘제품설계 엔지니어링 자문서
비스업’과 CAE 활용에 따른 ‘컴퓨터보조 제품설계 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업’으로 분류됨.
^ ‘제품설계 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업’은 설계, 전략 및 설계 관
련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컴퓨터 보조 제품설계 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업’은 CAE를 활
용한 설계, 전략 및 설계 관련 자문 등의 서비스와 함께 CAE 관
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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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공정 및 시스템설계 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업) ‘제조공정 및
시스템설계 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업’과 CAE 활용에 따른 ‘컴
퓨터보조 제조공정 및 시스템설계 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업’
으로 구성됨.
^ ‘제조공정 및 시스템설계 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업’은 제조
공정과 관련하여 설계, 전략, Factory layout 등에 대한 자문 서비
스를 제공
^ ‘컴퓨터 보조 제조공정 및 시스템설계 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
업’은 CAE를 활용한 공정 관련 설계, 전략, Fatory layout 등에 대
한 자문서비스와 함께 CAE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업
을 포함

□ 제조엔지니어링 지원서비스
◦ 최종 제품의 효과적인 제조를 위해 직·간접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구성됨.
- ‘제조엔지니어링 지원서비스업’, ‘컴퓨터보조 제조엔지니어링
지원서비스업’, ‘제조 디자인 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됨.
◦ (제조엔지니어링 지원서비스업) 제품의 성능 평가와 개선을 위한 서
비스 및 평가방법의 개발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으로 구성됨.
- ‘성능평가 및 수명주기 개선 서비스업’과 ‘시험, 검사 및 분석 서
비스업’으로 분류됨.
^ ‘성능평가 및 수명주기 개선 서비스업’은 제품의 성능 평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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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위한 자문서비스에 해당되며 A/S와 MRO를 포함
^ ‘시험, 검사 및 분석 서비스업’은 시험, 검사 및 분석 방법의 개
발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에 해당되며 시험, 검사 및 분
석 기기의 개발 및 개조 서비스까지 포함
◦ (컴퓨터보조 제조엔지니어링 지원서비스업) CAE 활용을 통해 상기 제
조엔지니어링 지원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추가적
으로 CAE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관련 업종을 포함
^ ‘컴퓨터보조 성능평가 및 수명주기 개선 서비스업’과 ‘컴퓨터
보조 시험, 검사 및 분석 서비스업’으로 분류

<표 4-4> 제조엔지니어링 지원서비스업의 구체화
대분류

중분류

제조엔지니어링
지원서비스업

제조엔지니어링
지원
서비스업

컴퓨터보조
제조 엔지니어링
지원서비스업

제조 디자인
지원서비스업

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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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평가 및
수명주기 개선
서비스업

제품의 성능평가 및 개선, A/S, MRO
등의 서비스

시험, 검사 및 분석방법의 개발, 기
시험, 검사 및 분석
타 관련 서비스와 시험, 검사 및 분
서비스업
석기기 개발 및 개조서비스
컴퓨터보조
성능평가 및
수명주기 개선
서비스업

CAE 등 컴퓨터를 활용한 제품의 성
능평가 및 개선, A/S, MRO 등의 서
비스, CAE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CAE 등 컴퓨터를 활용한 시험, 검사
컴퓨터보조 시험, 및 분석방법의 개발, 기타 관련 서
검사 및 분석
비스와 시험, 검사 및 분석기기 개
서비스업
발 및 개조서비스, CAE 관련 소프트
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제조 디자인
지원서비스업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그래픽디
자인 등 다양한 상업 디자인 서비스

자료 : 한국엔지니어링협회(2015), 「엔지니어링산업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p.43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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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디자인 지원서비스업) 제품의 기능성 및 생산의 안전성 관련
자문서비스업에 대한 보완관계로서 제품의 심미적(styling) 특성
제고를 위한 지원서비스업을 포함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기타 디자인’ 등의 지원서비스업
으로 구성됨.
^ ‘제품디자인’분야는 사용자 환경(UI, User Interface), 사용자 경험
(UX, User Experience) 등을 포함
^ ‘시각디자인’과 ‘기타 디자인’서비스는 그래픽디자인 등 다양
한 상업 디자인 분야를 포함

□ 제조업 가치사슬과 엔지니어링의 기능측면을 강조한 분류방안
◦ <표 4-4>와 <표 4-5>에서 제시된 분류방안은 엔지니어링의 기능측
면을 적극 반영한 분류체계로 평가됨.
- 업종별 접근의 경우 광범위한 제조업의 특성으로 인해 제조 관
련 엔지니어링활동에 대한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분석 및 관리
<그림 4-3> 업종별 분류방식에 따른 제조엔지니어링
제조업

엔지니어링

주관부처

A제조업

A 제조엔지니어링

A

B제조업

B 제조엔지니어링

B

C제조업

C 제조엔지니어링

C

D제조업

D 제조엔지니어링

D

자료 : 산업연구원(2014), 「엔지니어링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방안 연구」, p.69 인용 및 재정리.

제4장 분류체계 개선방안

87

<표 4-5> 제조엔지니어링과 수요업체의 업종
엔지니어링 업체
A사
B사
C사

제조엔지니어링 서비스
부품 신뢰성 검사, 시험분석
LTE 관련 S/W 개발, App 개발
CAE 수치 해석 서비스

수요업체의 업종
자동차, 전자
통신, 전자
제철, 기계제작, 자동차

자료 : 산업연구원(2014), 「엔지니어링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방안 연구」, p.68 인용.

<그림 4-4> 기능별 분류방식에 따른 제조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기능

주관부처

엔지니어링 1
엔지니어링 2
엔지니어링 3

제조업
A제조업

엔지니어링 담당
(Control Tower)

엔지니어링 4

B제조업
C제조업
D제조업

자료 : 산업연구원(2014), 「엔지니어링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방안 연구」, p.69 인용 및 재정리.

가 제한되는 문제를 노정함.
^ 동일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종별 별도의 엔지니어링 분
야로 분류될 뿐 아니라 정책 및 주무부처의 혼선 야기 가능
^ 관련 업체와의 인터뷰 결과 동일한 엔지니어링 기능을 수요하
는 업체의 업종이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
- 자문과 지원 항목을 통해 엔지니어링 기능별 분류를 시도함으
로써 광범위한 엔지니어링활동을 포괄하는 것이 가능하며 관련
정책 및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 분류방안은 제조업 가치사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제조업 혁신 및 환경 변화에도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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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됨.
- 국내 제조업 혁신의 핵심은 스마트 공장의 건설 및 제조업의 스
마트화로 귀결됨.
^ 2020년까지 국내 2만 개의 스마트 공장 건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제조업 가치사슬의 각 단계가 하나의 공정과 같이 긴밀하
게 연계될 것을 요구
- 이에 따라 컴퓨터의 활용이 필수적이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소
프트웨어의 개발 및 지원이 요구됨.
- 그러나 현행 산업분류체계는 제조업 가치사슬에 대한 고려가 미
흡하여 제조업 혁신에 부합하는 산업 정책의 기반으로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함.
^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활용에 따른 지원 관련 분야
가 현행 분류체계의 사각지대에 위치
- 상기 <표 4-4>와 <표 4-5>에서 제시된 분류방안은 제조업 가치사
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현행 분류체계 하에서의 사각지대 분
야를 명확히 포함

4. 소결 및 정책적 보완 사항
□ 엔지니어링산업을 건설·플랜트와 제조 분야로 구분
◦ 건설·플랜트엔지니어링 분류방안은 건축, 인프라, 환경, 플랜트,
전력 등 국내 업체의 주요 사업부문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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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C 및 종합건설업체가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엔지니어링산업
이 과소평가되는 문제의 해결이 가능함.
^ 엔지니어링활동이 적용되는 분야인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분
류함으로써 건설업으로 파악되는 EPC 및 종합건설업체를 포함
- 그러나 가치사슬 각 단계에 해당하는 업무영역별 현황 파악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엔지니어링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구조고도화를 위해
서는 업무영역별 현황 파악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병
행이 요구됨.
◦ 엔지니어링의 기능과 제조업 가치사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제조엔지니어링 분류체계가 제시됨.
- 특히, 제조업의 혁신 및 발전 방향을 고려하여 국내 제조업 혁신
전략과 융복합의 성공적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제조엔지니어링의 경우 기존 분류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던 영역
을 포함하고 있고 생소한 분야라는 측면에서 향후 모집단 추정
과정을 통한 세밀한 검증이 요구됨.

□ 엔지니어링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 필요
◦ 정의의 재정립을 통해 엔지니어링활동의 산업 현실 반영도 제고
가 필요함.
-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엔지니어링산업 분류체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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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엔지니어링활동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정의의
최신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함.
- 현행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 엔지니어링활동의 정의는 제조
분야를 간과하고 있으며 건설·플랜트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엔지니어링활동의 정의는 그 대
상을 건설·플랜트 분야와 밀접한 사업이나 시설물로 규정
◦ 건설·플랜트엔지니어링산업의 업무영역별 정확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필요함.
- 엔지니어링산업의 고부가가치화란 고부가가치 업무영역에서
의 역량이 강화될 때 가능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 제약되고 있으
며 법률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없는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
된 엔지니어링산업분류 방안 역시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판
단됨.
^ 업무영역별 실적을 공개하는 해외 업체들과 달리 국내 업체들
은 이를 영업상 비밀로 간주하고 비공개
^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해외공사 상황보고에서는 해
외공사 계약체결 결과 보고 관련 일괄수주방식의 수주라도 공
종별 비중을 보고하도록 의무를 규정
- 따라서 새로운 분류체계에 따른 국내 엔지니어링의 과소평가
문제 해결과 함께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PMC 등 업무영
역별 정확한 실적보고를 강제하는 의무 조항의 마련이 필요함.

제4장 분류체계 개선방안

91

◦ 제조엔지니어링의 공식화와 관련 법·제도의 마련이 요구됨.
- 현재까지도 제조엔지니어링에 대한 공식적 정의의 제시는 물론
법과 지원제도 등에 대한 관심이 미흡한 상황임.
^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산업기술시장과 엔지니어링 등 부분적이
며 개별적인 지원정책만 시행
- 이러한 상황에서는 급변하는 제조업 환경에 대응하는 것이 곤
란하며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성공적 수행까지도 저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됨.
- 제조엔지니어링에 대한 공식적 분류체계 편입과 함께 국내 제
조업 환경과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의 발굴 및 정비에 대한 노력
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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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비교 - 건설·플랜트엔지니어링
분류체계 개선방안
분
코드
분류명
류

1-1

건축 관련
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업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분류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코드

분류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

7211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주거용 건축 관련
1-1-1 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업

41

종합건설업

411

건물건설업

4111

주거용 건물건설업

41111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
F.
건설업

1
비주거용 건축 관련
엔
지 1-1-2 엔지니어링
니
자문서비스업
어
링
자
토목 및 플랜트 관련
문 1-2 엔지니어링
서
자문서비스업
M.
비
전문, 과학 및
스
기술서비스업
업

41112 아파트건설업
4112

비주거용 건물건설업

41121 사무 및 상업용 건물건설엄
41122 공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건설업
41129 기타 비주거용 건물건설업
7212

엔지니어링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서비스업
4121

토목 관련
1-2-1 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업

지반조성 건설업

41210 지반조성 건설업
41221 도로 건설업
41222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F.
건설업

41226 조경 건설업
4122

토목시설물 건설업

41223 수로, 댐 및 급배수시설 건설업
1-2-2

플랜트 관련 엔지니
어링자문서비스업

41225 산업플랜트건설업
41229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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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 개선방안
분
코드
분류명
류
엔지니어링기술
2-1 시험, 분석 및 측량
지원서비스업
2
엔
기술시험,
지 2-1-1 검사 및 분석업
니
어
링
지
원
측량 및 지질조사
서 2-1-2 서비스업
비
스
업
기타 엔지니어링
2-2
지원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2-2-1
지원서비스업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분류

코드

분류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91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21 측량업
72922 제도업
72923 지질조사 및 탐사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39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390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부록

99

<부록 2>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비교 - 제조엔지니어링
분류체계 개선방안
분류

코드
1-1

분류명
제조 관련 공학 및 과학기술 연구개발업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분류

코드

분류명

70

연구개발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1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1-1-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3
제조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자문 1-1-2 공학 연구개발업
서비스업
1-2

제조 관련 기술자문 서비스업

1-2-1 제조 관련 기술전략 서비스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2 농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M.
전문, 7012 공학 연구개발업
과학 및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기술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서비스업
71
전문서비스업
711

법무 관련 서비스업

7110 법무 관련 서비스업
71102 변리사업

1-2-2 제조 관련 기술마케팅 서비스업

71109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4-1

7212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제품제조 엔지니어링자문서비스업

4-1-1 제품설계 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서비스업

4-1-2

컴퓨터보조 제품설계 엔지니어링자
문서비스업

58

출판업

4-2

제조공정 및 시스템설계엔지니어링
서비스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2-1

제조공정 및 시스템설계엔지니어링
자문서비스업

5822

시스템·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제조
엔지니어링
자문
서비스업
4-2-2

컴퓨터보조 제조공정 및 시스템설계
엔지니어링자문서비스업

J.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58221
출판,
공급업
영상,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통신
검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62
및 관리업
정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서비스업
620
및 관리업
620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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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 개선방안
분류

코드

분류명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분류

코드

분류명

제조엔지니어링 지원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
학기술 서비스업

5-1-1 성능평가 및 수명주기 개선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1-2 시험, 검사 및 분석 서비스업

7291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5-1

5-2

컴퓨터보조 제조엔지니어링 지원서비
스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5
컴퓨터보조 성능평가 및 수명주기 개선 M.
5-2-1
제조
서비스업
전문,
엔지니어링
과학 및
컴퓨터보조 시험, 검사 및 분석
기술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5-2-2
지원
서비스업
서비스업
서비스업
5-3 제조 디자인 지원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디자인업

7320 전문디자인업
5-3-3 제조 디자인 지원서비스업

73202 제품디자인업
73203 시각디자인업
73209 기타 전문디자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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