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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60년대를 기점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사업 수주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도에 최고점에 이르렀고, 지난 2년간 국

제적 불경기의 원인으로 다소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지난 50여 

년간 국내의 건설업체들은 해외에서 괄목할만한 실적을 남기며 

한국 건설업의 위상을 높였다. 이는 해외건설 수주는 국내 건설경

기의 침체 상황에서 구세주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업계와 전문가

들은 해외건설 시장 진입과 경쟁의 어려움, 수주한 공사의 허와 

실 등 많은 문제점을 거론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미 해외건설 

시장에서의 과거 문제점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생략하고자 한다. 

우리 건설업계가 국내 사정의 어려운 난관을 타개하고, 미래 건설 

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안이 해외건설 시장의 적극적인 참여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시장 공략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배우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그 새로운 전략의 하나가 

건설기술에 대한 국제표준의 이해와 실용화이다. 현재 우리나라 

건설기술자들은 기술표준(국가표준, 국제표준)이 건설산업(특히 

해외건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필요하며, 응용되는지의 중요

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크게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는 이에 대한 이해와 해외건설 시장에서의 국제표준의 동향, 필요

성 및 중요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시장은 시공 중심의 시장을 공략

하여 왔다. 그러나 그러한 구도에서는 타국에 대한 사회, 문화, 역

사의 이해 부족으로 기술 및 인력 관리의 실패에서 오는 안전 및 

품질 저하(부실 공사), 언어 및 용어의 불일치에 따른 기술적 판단

의 지연과 혼란, 기술 번역과 규정 이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의 낭

비를 초래하였다. 게다가 기존(과거)의 건설산업이 인간 생활의 편

리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산업이라는 인식이 바뀌어, 현재는 자원 

및 에너지의 과소비, 지구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국제 건설시장은 지구 환경 변화, 에너지의 부족, 

자연 재난, 친환경 요구에 공동 대응하여야 하며, 이러한 공동 대

응 기술을 ‘표준기술’로 통합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준비를 못

한 나라는 국제 시장 경쟁에서 도태되거나, 낙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미 많은 나라에서는 건설산업에 있어서도 국가 경

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고, 건설관련 제도, 정책

(녹색성장, 에너지 자원 확보, 첨단 정보 및 자동화 융합 기술 확

보 전략 등), 기준 등을 ‘국가표준(National Standard)’으로 제정

하고, 이에 대한 ‘표준적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제경쟁력 확

보 및 활용을 위한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 혹은 Global 

Standard라고 함) 개발 및 점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산업 측면에서 국제시장의 동향을 살펴보면, 20세기 후반 우

루과이라운드(UR) 협약 이후 건설산업이 국제적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고, 국가간 FTA(Free Trade Agreement)를 통한 시장 개

방과 무한 경쟁 속에서 상호 기술 및 인적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

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선진국, 강대국이 만들어 놓은 ‘기술규제

(국가표준, 평가절차, 성능검증 등)’에 의한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of Trade)’이 높아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 입

장에서는 여전히 선진 강대국의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

2. 국제적 건설환경 변화와 표준기술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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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제 시장을 지배한 경우 이를 ‘실질적 표준특허기술’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VTR Tape 기술 중 소니사의 베타방식과 미츠

비시사의 VHS방식에서 미츠비시사의 VHS방식이 표준으로 채

택됨으로써 소니사 베타방식은 사업을 접게 되었고, 컴퓨터 하드

웨어에서 APPLE사와 IBM사의 싸움,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에서 

APPLE사와 MS사의 싸움, 휴대전화 통신기술에서 일본의 PDC방

식과 유럽의 GSM방식, 미국의 CDMA방식의 싸움, 스마트폰 분

야에서의 삼성과 애플의 싸움 등 어느 한 회사의 특허가 표준기술

이 됨으로써 다른 기술은 사장되고 만다. 이것이 곧 ‘표준특허기

술 전쟁’이다. 세계시장은 궁극적으로 비즈니스 목적 달성을 위해

서 일반 개인 특허보다, ‘표준특허’ 획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표

준전쟁’을 치루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건설산업 분야에서도 공간 정보 활용 표준기술, 콘크리트 시

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표준기술, BIM 기술의 설계 방식 표준기술, 

U-도시개발 표준기술 등도 국제시장에서 표준특허 점유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우수한 기술 및 특허를 ‘국제표

준’으로 등록하여, 모든 나라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특허’

의 권리를 가짐으로써 무역 시장에서 막대한 국가적 이익을 얻고

자 하는 목적으로 ‘국제표준’, ‘표준특허’ 개발을 국가적 전략 사업

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은 1960년대부터 이루어졌으나 본격적으로 

그 수주율이 증가한 것은 국내 건설산업의 침체와 중동지역의 산

업발전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이다. 침체되는 국내

의 건설시장을 넘어 해외사업 비중 확대를 통하여 성장전략을 택

하는 것이 국내 건설사의 경향이 되었으며 해외수주에 따른 수익

으로 국내 건설경기 안정을 도모함에 따라 해외건설 시장 진출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에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중국, 브라질, 아프리카, 인도, 중동 등 신

흥개발국이 국제 시장에 활발히 참여하면서 WTO에서는 선진 강

대국이 만들어 놓은 ‘무역기술장벽(TBT)’을 철폐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났고, 이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써 ‘국제표준기

술’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각국에서는 자국의 ‘국가표준

(National Standard)’을 ‘국제표준(Intenational Standard)’으로 만

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도 건설산업은 노동, 자본, 토지, 자재(장비)와 경

영관리(품질, 안전, 환경) 등의 다양한 생산 요소를 결합하여 건축, 

주택 등의 국민생활 기반시설, 공업단지, 도로(교량, 터널), 항만, 

철도, 공항, 수자원 설비 등의 생산기반시설(토목시설)을 구축하는 

기간산업이다. 따라서 안전한 구조물(시설물)을 계획, 설계, 생산, 

관리하는 전 생애 주기와 연관된 국가적 ‘표준 가이드라인’ 구축

이 필요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국제표준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신성장 동력 산업, 녹색 산업, 첨단 정보 및 자동화 산업, 바이오 

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세계는 IT 산업의 성장과 함께 다양

화된 ‘특허기술’은 막대한 로열티 수입을 올리는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하였고, 그것들의 일부가 국제시장을 점유함으로써 일개 회사 

및 개인에 막대한 비즈니스 성공을 가져다 주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수한 특허기술은 시장을 지배하는 힘이 있다. 그 힘

4. 해외건설 수주와 국제표준화 활동의 필요성

3. 시장지배수단으로서 국제표준 및 표준특허
   (표준전쟁의 무기)

[그림 2] 해외시장 연도별 수주현황❶

기술, 지식, 정보
문화의 융합

에너지 및 자원 부족
대응 → 신재생에너지

건설 분야

국제표준화의 

필요성/요구환경
세계 건설시장의 변화
· 중동의 자유화
· 아프리카의 개발
· 개발도상국의 발전

무역기술장벽(TBT)의
대응 → 표준시장

기후 변화, 
자연재난
공동 대응

세계 무역시장의 개방
(WTO, UR, FTA 등)

공사건수     계약금액(억불)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3.5
(연도)

[그림 1] 건설 분야 국제표준화의 필요성과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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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산업발전이 부진한 중동지역을 대

상으로만 해외건설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다양한 건설경험 

및 노하우의 축적과 기술력의 발전으로 인하여 진출 영역이 아시

아와 아프리카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시장확보의 변화를 통하여 

국내 건설사들이 접하는 공사기준 또한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

으며, 타국의 건설기준과 부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

됨에 따라 다양한 국가에서 자국의 기술이 이용될 수 있도록 ‘자

국기술의 국제표준화’가 요구된다.

해외건설 시장에서의 공종별 수주현황은 산업발전의 흐름을 반영

하여 점차적으로 건축 및 토목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산업

설비 분야로 그 공종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건설 

분야에서도 보다 다양한 공종에 대비한 기술력 확보를 위한 방향

으로 타분야와 연계한 ‘건설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 

해외건설 시장 진출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은 ‘필요정보(기술 

정보) 수집’이다. 이것은 해외 진출 시 접하게 되는 각국에 대한 

기술기준, 시방지침서, 공사유형 및 공종별 시공절차서, 외국인 감

독자의 까다로운 공사관리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대처할 수 있

는 대응책을 말한다. 해외공사는 자국의 건설환경과는 크게 상이

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계획을 세우지 않을 경우 추가 공사비용의 발생으로 인하여 수익

률 감소를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바람

직한 방법은 바로 우리나라의 콘크리트 기술 등 건설 분야의 다양

한 지침 및 기준, 국가표준(KS) 등 우수 건설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안 등록하는 것에 있다. 즉, 우리나라의 건설공사에 관련된 절

차 및 기준이 국제표준으로 인증된다면, 해외건설 사업 시 요구되

는 각국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시간적 비용적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표준 활동 정부 기관은 산업통상자

원부 기술표준원(KATS,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이고, 기술표준원에서는 그 동안 건설안전표준과-기

계건설표준과-주력산업표준과에서 건설표준을 담당하여 왔다. 

주력산업표준과에서는 건설표준을 위한 주요 업무로써 건설표준

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콘크리트 등 건축 및 토목 재료에 대한 

기술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세부 항목으로 1)건설 분야 설계, 

치수용어 및 시험방법, 2)건설구조물 방수, 보수, 보강 안전관리 

및 건축환경, 건축 및 토목 재료를 주관하고 있다. 

건설 분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2012년도에 정책연구로

써 ‘건설 분야 국제표준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연구(연

구책임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오상근 교수)’를 수행하여 기본 계

획을 수립하였다. 

건설기술 중 콘크리트 분야에서는 한국콘크리트학회 ISO 위

원회에서 추진하여 온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이 2010년에 

ISO TC71/SC4에서 IS0 19338(Performance and assessment 

requirements for design standards on structural concrete)에 인

증을 받아 선진 외국이 우리나라의 건설시장에 참여할 때, 우리

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국제적 로열티 근거를 확

보하였다. 

특히 2004년 우리나라가 신설하여 현재 간사국 지위에 있는 ISO 

TC71(콘크리트 분야)/SC7(콘크리트 유지관리)의 WG3(누수 균

열 보수)에서는 2011년에 콘크리트 구조물 누수 균열 보수 지침 

‘IS0 TR 16475(Guidelines for repair of water-leakage cracks 

in concrete structures)’의 제정하여 우리나라가 보유한 누수 균

열 보수 기술 및 제품을 국제표준으로 등록하였다. 또한 2011년

에 ISO TC71/SC1(콘크리트 시험방법)에서 WG(투수 콘크리트 시

험방법), ISO TC71/SC6(Non traditional reinforcing materials for 

concrete structures) WG을 구성하여 국제표준을 제안할 수 있

게 되었으며, ISO TC71/SC8(콘크리트 환경관리)에서 콘크리트와 

5. 우리나라 건설기술의 국제표준화 활동 현황

중동         아시아      태평양, 북미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토목           건축         산업설비        전기          통신           용역

2013년 현재
2012년 동기
2012년 전체

2013년 현재
2012년 동기
2012년 전체

(차트단위 : 백만불)

(차트단위 : 백만불)

[그림 3] 해외시장 지역별 수주현황❶

[그림 4] 해외시장 공종별 수주현황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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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설기술의 국제표준 기술위원회 현황

공기환경, 수질환경에 대한 국제표준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ISO 

TC71/SC7(콘크리트 유지관리)에서는 누수 균열 보주재료의 성능

시험벙법(ISO TS/NP 16774)을 우리나라 기술로 제정 중에 있고, 

화재손상을 입은 콘크리트의 보수 · 보강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을 

제안 중이다. 

화재 안전 분야에서는 ISO TC92(Fire Safety)/SC19WG7(중대형 

규모 화재시험)에서, 우리나라의 시험방법이 국제표준으로 반영

되었고, 건축환경 분야에서는 ISO TC205(Building Environment 

Design)/WG8(온돌환경)에서 우리나라의 온돌환경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하여 활동중에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ISO 

TC204(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에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우리나라 개발 기술로 국제표준을 제안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국제표준 활동은 우리나라의 주요 건설기술을 국제표

준으로 인증 및 등재시켜 향후 해외건설산업 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건설기술과 관련된 국제표준화 활동은 해외 국가별로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중인 건설관련 ISO 기술

위원회는 <표 1>과 같이 총 47개로 조사❷되고 있으며, 콘크리트와 

관련된 ISO 기술위원회는 <표 2>에 정리된 바와 같이 TC71을 제

외한 나머지 기술위원회는 제한된 주제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분야의 전반적인 국제표준화 동향은 TC71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1  건설관련 ISO 기술위원회

분야
기술위원회

(TC)
명칭

건설 일반
(TC 1개)

TC 10 Construction documentation

구조
(TC 7개)

TC 59 Building construction

TC 71 Concrete, reinforced concrete and pre-stressed 
concrete

TC 98 Cases for design of structures

TC 108 Mechanical vibration, chock and condition 
monitoring

TC 135 Non-destructive testing
TC 165 Timber structure
TC 167 Steel and aluminium structures – STANDBY

재료
(TC 10개)

TC 17 Steel
TC 35 Paints and varnishes
TC 74 Cement and lime
TC 77 Products in fibre reinforced cement
TC 89 Wood-based panels
TC 138 Plastics pipes, fittings and valves for transport of fluids
TC 156 Corrosion of metals and alloys
TC 164 Mechanical testing of metals
TC 165 Timber Structures
TC 221 Geosynthetics

환경 및 
수자원
(TC 7개)

TC 113 Hydrometry
TC 146 Air quality
TC 147 Water quality
TC 190 Soil quality
TC 207 Environmental management

TC 224

Service activities relating to drinking water 
supply systems and wastewater systems – 
Quality criteria of the service and performance 
indicators

TC 253 Project committee : Treated wastewater re-use 
for irrigation

지반공학
(TC 1개)

TC 182 Geotechnical Investigation and testing

시공관리
(TC 2개)

TC 176 Quality management and quality assurance
TC 251 Project committee : Asset management

측량
(TC 1개)

TC 211 Geographic information/Geomatics

건물 관련
(TC 13개)

TC 43 Acoustics
TC 44 Welding and allied processes
TC 92 Fire safety
TC 96 Cranes
TC 160 Glass in building

TC 163 Thermal performance and energy use in the 
built environment

TC 162 Doors and windows
TC 179 Mssonry – STANBY
TC 195 Building construction machinery and equipment
TC 205 Building environment design
TC 214 Elevating work platform
TC 218 Timber
TC 219 Floor coverings

에너지
(TC 5개)

ISO/ICE/
JTC2

Joint Project Committee –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 Common 
terminology

TC 163 Thermal performance and energy use in the 
built environment

TC 180 Solar energy
TC 203 Technical energy systems
TC 242 Project Committee : Energy management

8개 분야
(TC 47개) 기술위원회(TC) : 47개(전체 약 22%)

표 2  콘크리트관련 ISO 기술위원회

기술위원회 명 칭

TC 71 Concrete, reinforced concrete and pre-stressed concrete

TC 74 Cement and lime

TC 77 Products in fibre reinforced cement

표 3  ISO/TC71 분과위원회(SC) 및 작업반(WG)

구분 명 칭

SC1 Test methods for concrete

WG 1 Pervious concrete

SC3 Concrete production and execution of concrete structures

WG 2 Execution of concrete structures

WG 3 Mixing water for concrete

WG 4 Durability – Service life design of concrete

WG 5 Grouting of prestressing systems

SC4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structural concrete

❶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http://www.icak.or.kr/main.php

❷    2011년도 건설교통 R&D정책인프라사업 최종보고서, “건설 분야 국제표준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

원 및 정책 방향 연구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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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5 Simplified design standard for concrete structures

WG 1 Simplified seismic assessment and rehabilitation of concrete structures

WG 2 Simplified design of small reinforced concrete bridges

WG 3 Simplified design of structural reinforced concrete for buildings

WG 4 Simplified design of mechanical connections between precast 
concrete structural elements
WG 5 Simplified design of mechanical connections of nonstructural 
elements attached to structural concrete

SC6 Non-traditional reinforcing materials for concrete structures

WG 1 Design of concrete structures using fibre-reinforced polymer materials

WG 2 Testing methods for fibre-reinforced cementitious composites

WG 3 FRP reinforcement material specifications

SC7 Maintenance and repair of concrete structures

WG 1 General principles for maintenance and repair

WG 2 Condition assessment, and design & execution of repairs

WG 3 Leakage due to cracks

WG 4 Assessment and repair of earthquake damage

SC8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concrete and concrete 
structures

WG 1 General principles

WG 2 System boundary and inventory data

7-1. SC1 투수콘크리트 시험방법 제정

SC1은 콘크리트 시험방법 규격 제정을 위한 전문위원회로

서 2012년 현재까지 ISO 1920-1 Testing of concrete - Part 1 

Sampling of fresh concrete를 포함하여 11개의 규격을 발간(<표  

4> 참조)하였으며, 2012년 현재는 우리나라가 SC1의 WG1의 컨비

너(숭실대학교 최완철 교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송태협 박사)로

서 Test method on pervious concrete(투수콘크리트 시험방법) 

및 콘크리트 중성화 시험방법 및 염화물 확산 시험방법에 대한 국

제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표 4  ISO/TC71 SC1 공개 표준❸

표준 번호 표준 명칭

1920-1 2004 Sampling of fresh concrete

1920-2 2005 Properties of fresh concrete

1920-3 2004 Making and curing test specimens

1920-4 2005 Strength of hardened concrete

1920-5 2004 Properties of hardened concrete other than strength

1920-6 2004 Sampling, preparing and testing of concrete cores

1920-7 2004 Non-destructive tests on hardened concrete

1920-8 2009
Determination of drying shrinkage of concrete of 
concrete for samples

1920-9 2009
Determination of creep of concrete cylinders in 
compression

1920-10 2010
Determination of static modulus of elasticity in 
compression

7033-1987
Determination of the particle mass-per-volume and 
water absorption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안하여 개발하고 있는 ‘Test method on 

7. 우리나라 콘크리트 기술 분야 국제표준 활동

pervious concrete’는 도심지 녹지공간의 조성 및 빗물의 효율적

인 활용, 도로의 불투수에 의한 재해 발생 등을 감소시키기 위하

여 시공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방

법 및 품질 규정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우리나라

에서는 2009년 신규 제정 항목으로 설정, 이후 NP 등록, WD 작

성 등의 단계를 거쳤고, 2012년 19차 코스타리카 총회에서 CD로 

확정하였다. 이 ISO 시험방법은 우수에 의한 도로의 빗물 높이 

등을 고려하여 상기의 변수위 및 정수위 시험방법을 혼합하여 시

험방법을 규정한다. 즉, 시험방법을 단순화하고 최대한 현장 조

건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준공시체 크기의 시험체

에 50mm 정도 높이의 가이드를 만들고 시험체에서 20∼30mm 

높이를 유지하면서 물을 투과하는 방법으로 시험을 규정하였다

([그림 5] 참조). 

7-2. SC4 콘크리트 구조설계 국가 기준 ISO 인증❹

SC4에서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요구조건을 제정 및 개정하는 

전문위원회로 각 나라의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대한 인증작업

을 수행하며, 우리나라는 영남대학교 이재훈 교수 등이 담당하고 

있다.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의 요구조건은 국제기준 ISO 19338

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으로서 갖

춰야 할 규정을 담고 있다.

ISO 19338의 제정은 1994년부터 논의되어 2003년도에 첫 번째 

판이 만들어졌다. 초기에는 미국, 유럽, 일본 3개국의 설계기준이 

부록에 포함되었으며, 그 후 호주, 콜롬비아, 사우디아라비아의 

설계기준이 추가로 수록되어 2007년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2011

년까지는 추가로 브라질, 이집트, 한국의 설계기준이 인증되어, 

2012년 현재 ISO 19338의 인증을 받은 국가의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은 모두 9개이다.

우리나라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의 ISO 인증에 대한 노력은 

K : 투수성

A : 시험체 단면적

W : 투과된 물의 양

t1, t2 : 물의 투과시간

Funnel

Shrink Wrap

Pervious
Concrete

25
0
m

m

20
0
m

m

[그림 5] 침투속도 테스트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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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는 섬유보강 모르타르와 콘크리트가 포함되며, 각 재료의 역

학적 성질 및 인성을 대폭 향상시킨 것을 고인성 시멘트 복합재료

(DFRCC, Ductile Fiber Reinforced Cementitious Composite)라 한

다. 일반적으로 시멘트를 활용한 건설재료는 저렴한 가격과 높은 

압축강도를 얻을 수 있는 장점과 최대응력 이후 급격히 파괴되는 

취성적 성질인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인 보완시

키기 위하여 고안된 재료가 섬유보강 시멘트계 복합재료(FRCC)로

서 이는 기존 철근 콘크리트(RC) 구조물의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

다. 최근 다양한 섬유의 개발 및 기능적 성능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FRCC의 적용성 및 시장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에 

따라 FRCC에 대한 국제적 실험방법의 규정이 요구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Testing methods for f iber-reinforced 

cementitious composites의 ISO 표준개발을 위하여 2012년도에 

ISO 본부에 NP를 제출하고 향후 Working Draft 및 지속적인 표준

개발 작업을 수행중에 있다. 

7-4. SC7 콘크리트 구조물 유지관리 기술 국제표준 등록

SC7은 콘크리트 유지관리 기술을 위한 전문위원회로서 우리나라

가 보유한 건설 분야 유일한 간사국(간사, 인하대학교 신수봉 교

수)이며, 가장 오래된 활동을 한 전문위원회이다. 또한 SC7에는 

우리나라가 WG3의 컨비너(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오상근 교수)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8월에 우리나라의 누수 보수기술을 

‘ISO TR16475(Guidelines for the repair of water-leakage cracks 

in concrete structures)’로 등록(출판)하였다. 

본 지침은 각 국의 건축물 및 국가 기반시설물이 콘크리트로 축조되

어 있으며, 이러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누수 균열을 보수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누수 균열의 적

정 보수재료를 선정하는 국제적 표준정보를 제공(<표 6> 참조)한다.

표 6  ISO TR 16475 주요내용❸

구분 내용 구성

1 누수 균열의 환경 조건

2 보수재료의 요구 성능 및 선정 시험

3 보수재료의 종류 및 특성

4 보수공법의 종류 및 특성

5 보수 후 검사, 평가기술 보존

6 사우디아라비아 SB 304

7 브라질 Brazilian Code

8 이집트 Egyptian Code, ECP 203 : Limit states design method

9 한국 KCI Structural Concrete Design Code

2005년 서울에서 개최된 13차 ISO/TC71 총회부터 시작되었으며, 

2008년 미국 LA에서 개최된 15차 총회 이후 본격적인 준비 활동

을 시작하였다. ISO/TC71 17차 총회가 개최된 콜롬비아 카르타헤

나(Cartagena)시의 회의에서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의 역사, 특

징, 구성, 법적지위, 인용 설계기준과 시방서 및 KS 표준과의 연관

성, 건설관련 법규 등과 함께 ISO 19338 인증조건에 대한 부합 이

유와 우리나라 설계기준에 따른 설계절차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설계기준을 검토한 3개국 대표의 질의응답 및 지

적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 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현재는 기존의 2007년판 콘크리트 설계기준에 대하여 이후 반영

된 우리나라의 기준 및 추가국의 기준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기 위

한 재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

표 5  ISO 19338 인증 설계기준 현황❸

구분 인증 국가

1 미국 ACI(Building)과 ACI 343(Bridge)

2 유럽 Eurocode 2

3 일본 AIJ Standard 2개와 JSCE Standard

4 호주 AS 3600

5 콜롬비아 Columbian Code

6 사우디아라비아 SB 304

7 브라질 Brazilian Code

8 이집트 Egyptian Code, ECP 203 : Limit states design method

9 한국 KCI Structural Concrete Design Code

우리나라의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2007)이 ISO의 인증을 받음으

로써, 외국 업체가 우리나라의 건설시장에 참여할 때 우리의 기준

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국제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업체가 외국의 건설공사를 수주할 때 우리 설계기준의 

적용을 제안할 수 있는 국제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향

후 우리나라 건설기술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7-3. SC6 섬유보강 콘크리트 국제표준 제정 

SC6는 콘크리트구조물의 보강재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금속

보강재료에 관련된 전문위원회로 주로 FRP(Fiber Reinforced 

Polymer)재료와 섬유보강재료를 대표적으로 다루고 있다. SC6에

서는 우리나라가 WG2의 컨비너(한양대학교 심종성 교수)로서 섬

유보강 시멘트계 복합재료(FRCC, Fiber Reinforced Cementitious 

Composite)의 실험방법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시멘트계 재료를 섬유로서 보강시킨 복합재료를 일반적으로 섬

유보강 시멘트계 재료(FRCC)라고 한다. 섬유보강 시멘트계 재료 

❸    “특집 콘크리트 분야의 국제표준화-콘크리트 기술의 국제표준화 제정 활동 사례”, 콘크리트학회지 

2012년 9월 특집기사

❹   “개정 콘크리트 구조기준”, 콘크리트학회지 2012년 1월 특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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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TR16475의 제정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의 국제표준화 활

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온 ‘건설안전 및 친환경 건자재 

표준화 기반구축 사업’과 ‘표준기술력 향상사업’의 성과물로서 우

리나라의 건설기술 관련 ISO 활동에 있어서 최초로 국내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정(등록)한 사례이다. 2005년 11월 서울에서 개

최된 ISO TC71 13차 총회에서 국제표준 제정을 신청하고, 2011

년 8월 2일 출판(등재)일까지 약 6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ISO 

TR16475의 내용에는 우리나라가 개발 및 보유하고 있는 ‘콘크리

트 누수 균열 보수 재료 및 기술(KS F 4935, 건설신기술 제376

호)’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우리나라 기술의 국제화로서 의미

가 크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해당 기술 및 제품을 국제적 무역

기술 장벽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며, 기술에 사용되는 

제품에 있어서는 표준특허로서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SO TR16475의 후속 작업으로 2012년 6월 코스타리카에서 개최

된 19차 총회에서 ISO TS16774(Test methods for repair material 

for water-leakage cracks in concrete structures)에 관한 6개의 

시험방법을 제정하기로 결정됨으로써 새로운 국제표준 탄생을 기

대하게 되었다.

7-5. SC8 콘크리트 환경관리 국제표준 제정 

SC8은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구조물의 환경경영과 관련한 전문위

원회로 현재 총 8개의 ISO 13315 시리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

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경대학교 최동욱 교수가 담당하고 있다. 

첫 번째 시리즈는 Environmental management of concrete and 

concrete structures - general principles로 2012년 봄에 ISO 

13315-1로 채택되었다. 이 표준은 전과정 평가(LCA) 기법을 사용

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생애주기(Life Cycle)에 걸친 모든 단계 혹

은 설계, 제품생산 및 시공, 사용(구조물의 유지관리) 및 최종단계

(해체 및 재활용) 등의 각 단계에서 콘크리트의 환경영향을 감소시

키기 위한 시도였다. 이 표준은 [그림 6]과 같이 성능중심 개념으

로 제시되었으며, 구조물의 설계단계로부터 발주자가 법 및 규정 

등에 근거하여 사전에 환경성능에 대한 요구조건(CO2 배출량 등)

을 제시하고 구조물의 설계(안)가 보유하는 실제성능(R)이 요구조

건을 만족시키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하여 실제성능이 요구성능

(S)을 만족(R>S)시킬 경우 계속 진행하게 된다. 만일 만족시키지 못

하는 경우에는 요구 환경성능이 만족되도록 설계(안)를 변경하여

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ISO 13315-1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전 과정만이 아니라 구조물의 각 단계(설계, 제품생산 및 시공, 구

조물의 유지관리, 해체 및 재활용)에서도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 시리즈는 시스템 경계 및 인벤토리 데이터(System 

Boundary and Inventory Data)로 환경설계법에서 도구로 사용하

는 LCA 기법을 실제로 콘크리트 구조물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

한 시스템 경계와 원단위(인벤토리 데이터)에 대한 상세한 규칙을 

정하고자 한다. 이때 시스템 경계란 콘크리트 구조물의 생애주기  

중 한 공정(예를 들면 시멘트 생산)에서 천연자원, 순환자원, 산업

부산물 등(연료 및 2차 에너지 포함)을 이용하고, 또한 CO2 등의 

배출과 생산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각 자원의 투입(Input) 및 배출

(Output)을 어느 공정에 귀속시키느냐 하는 규칙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이 ISO 13315 시리즈 표준은 환경설계법이라는 새로

운 성능설계법의 개념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여야 하

며, 동시에 LCA를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구조물에 적용시키기 위

한 일련의 규칙을 정하는 작업으로도 정의할 수 있다.

         

국제표준 활동의 활성화란 단순히 해당 산업 분야의 ISO 회의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다른나라의 기술 제안에 

동의하는 수준의 활동이 아니라, 우리나라 핵심기술을 ISO로 만드

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규모는 국내 건설투자가 약 200조원에 이르

렀고, 이는 국민총생산(GDP)의 약 17%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여기

에 중동, 동유럽, 인도, 아프리카 등 해외건설 시장에서 벌어들인 

건설 수주액도 약 720억불에 이르러 국내 건설투자액의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미 해외건설 통계에서 우리나라 건설업체

의 수주 및 시공 능력이 우수함을 인정받고 있다. 이와 같은 규모

의 해외건설 물량을 처리함에 있어서 대부분 주요 기술이 외국기

술(제도, 기준, 지침 등)에 의존함으로써 나타나는 기술적 및 경제

적 손실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이와 같은 경제규모에서 국

제적 건설시장에서의 우리나라 건설기술의 국제표준화가 우리에

8.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국제표준화 대응전략 수립

환경적 측면

검증
No

Yes

재시도

취소

결정(R) > (S) ?

기록
(R) > (S) 인 경우 해당

기록
(R) < (S) 인 경우 해당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법 및 규정

성능 요구 조건(S)

설계 및 성능의 예측

실제 성능(R)

프로젝트
착수

발주자의 준비 서면

[그림 6] 환경 디자인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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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가져다 줄 인적, 물적, 기술적 부가 이익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건설현장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먼 각종 건설기준(표준)으로 인하여 건설산업의 비효율성

과 국제경쟁력에 있어서 뒤쳐지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해외건설 시장에 우리의 고급기술과 인력수출도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국제 건설시장에 적응하기 위한 국제표준에 

대한 인식전환과 교육이 필요하고, 활동을 위한 전문가의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차원에서는 건설

표준화가 단순히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의 호환성과 편의성을 추

구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기간산업에 

대해 혁신을 선도하고, 나아가 해외건설 시장을 리드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 시장에서 국제표준 활동을 위한 지원과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표 7  국제표준 제정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

구분 경제적 기대효과

1
해외 건설공사 수주 시 우리나라 기준에 근거한 설계기능으로 
로열티 지급의 절감효과 기대

2
선진 외국의 우리나라 건설시장 참여 시 우리 기준을 준수하도
록 함에 따른 로열티 지불 요구 가능

3
외국 기준 번역 비용, 외국 기준에 의한 설계 비용, 시험 비용, 
품질관리 비용, 공사관리 비용 등 절감

4
현장내 행정관리에 의한 의사소통 문제의 해결시간 및 노무비용 
등 절감

5
우리나라 건설기술의 신뢰도 향상, 우리나라 건설업계 및 엔지
니어링업계에 진출 시 경쟁력으로 작용

6
국제 표준화 등록에 따른 자국 기술력의 국제적 능력 입증으로 
선진 외국의 기술과 동등한 경쟁력을 확보함을 시사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한 세계의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나

라의 건설산업은 국내 현실 속에서 안절부절할 수는 없으며, 해외 

프로젝트의 수주에 도전해야 할 상황이다. 이미 크고 작은 많은 

건설사들이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등 해외 현장 개척을 위해 노

력하여, 세계 10위권의 수주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외형적 

수주액은 증가하였으나 이것이 직접적인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또한 최근 이루어지는 선진국들과

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시장개방은 우리나라 시장도 해외

에 노출시켜 상호 수주 경쟁을 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

으로써 국제표준과 표준특허기술을 이용해야 한다. 이제는 국가

가 앞장서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건설 

9. 결언

분야의 국제표준화는 전자 및 기계부품 등 상품 제조 분야와 달리 

기업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 적

극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경쟁력 강

화는 궁극적으로 국가 기간산업인 건설 분야의 발전이 큰 역할을 

하여야 한다. 건설산업 분야의 국제표준에 현재 콘크리트 분야가 

가장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제표준활동은 국가 사회 안전을 

위한 역할, 지구 환경 변화 대응 역할, 세계 시장의 경제적 이익 

제고, 국제적 상호 이익의 공유 차원에서 국가, 기업 및 전문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세계 시장은 표준이 곧 힘이 되었다. 더 많은 사용성을 가진 

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소비자의 만족에 초점을 맞추어 건설기술 

또는 콘크리트 분야에서는 성능중심의 연구개발을 도모하여 국제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실을 튼튼

히 다져야 할 것이며 국제표준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이러한 콘

크리트 분야의 훌륭한 기술이 국가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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