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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5년 태국 도로공사 수주를 시작으로 해외에 진
출한 우리나라 해외 건설산업은 그동안 국내·외 경
기 변화에 따라 극심한 변화를 겪으며 성장해왔다.
70년대 중반까지의 개척기를 거쳐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까지는 중동붐에 힘입은 호황을 누렸으

Ⅰ. 해외 건설시장의 현황

며, 이후 중동 경기 퇴조와 함께 장기간의 침체기를
경험했다. 90년대 중·후반에는 아시아 시장을 발

1.1 개황

판으로 수주가 되살아났으나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유가 상승세로 인해 중

기로 다시 수주금액이 곤두박질 쳤다. 최근에는 고

동을 비롯한 산유국의 재정수입이 증가하면서 최근

유가를 바탕으로 한 산유국의 건설붐과 아시아 지역

해외 건설시장이 유래없는 활황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 회복에 따른 발주물량 증가로 다시 한번 전성

사우디, UAE, 쿠웨이트 등 주요 중동 산유국의 석유

기를 구가하고 있다.

수입은 최근 수년간 매년 수천억불 규모이며, 이에
따라 이들 국가의 외화자산이 수조불에 달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여기에다 아시아 국가들의 건설

1.2 해외 건설시장의 동향
전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07년 기준 약 4조 8천

경기 또한 완전히 회복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

억불로 추정된다. 이는 Global Insight의

다.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항만, 도

발표에 바탕을 둔 것으로 동 보고서는 2011년까지

로, 플랜트 등 각종 인프라 시설 발주가 이어지고

세계 건설시장이 매년 4.6%의 성장을 유지할 것으

있으며, 중앙아시아, 동남아 등에서의 부동산 개발

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1조 7천억

열기도 뜨겁다.

불로 전체 시장의 37%를 차지하면서 최대 시장을

이와 같이 중동, 아시아 등 전 세계적인 건설경기
호황으로 우리 업체들의 해외건설 수주가 급증 추세
에 있다. 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07년 9월

형성하고 있고, 유럽이 1조 4,250억불(31%)로 2위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00년

외국 건설업체들에게 참여가 개방되어 있는 해외

대 초반까지 불황을 겪던 해외건설이 최근 중동지역

건설시장의 경우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통계의 부

을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07년에는

재로 정확한 시장규모 예측이 쉽지 않다. 일반적으

398억불이라는 금액으로 연간 최고 수주실적을 경신

로 매년 ENR이 발표하는 전 세계 상위 225대 해외

하였다. 수주 호조는

08년에도 이어져 상반기에만

건설업체의 매출액을 바탕으로 시장동향을 분석하고

259억불을 수주함으로써, 연말까지 450억불 수주가

있지만,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가 상당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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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ENR의 매출규모를 시장규모라고 하기는 어

개 엔지니어링 업체의 실적을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

렵다. 실제로 해외건설협회가 집계한 우리나라 건설

기 때문에 다른 공종과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업체들의 해외 매출액 중 ENR 집계에 반영되는 것

하지만, ENR이 발표한 전 세계 상위 200개사의 06

은 매년 60～70%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년 해외 엔지니어링 매출 규모는 331억불로서, 상위

ENR 자료, 일본 및 중국의 해외건설 수주통계 발

225대 건설업체와 200대 엔지니어링 업체의 실적을

표자료,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들의 해외건설 매출액

합산한 것을 전체 시장이라고 가정한다면 해외건설

등을 토대로 추정하고 있는 해외 건설시장 규모는

엔지니어링 시장은 대략 전체 시장의 12% 정도를

전체 건설시장의 8% 수준인 3,800억불 내외인 것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로 보인다. 또한, WTO 및 정부조달 협정 가입 증가

전 세계적인 건설시장 호황으로 설계, 감리 등 엔

로 인해 건설시장 개방률이 증가하면서 해외 건설시

지니어링 부문의 시장 규모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장 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엔지니어링 부문은 토목,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해외 건설시장은 사상

건축 및 플랜트 등 일반 건설 부문과는 달리 미국

유래없는 고유가로 인해 중동 및 신흥 산유국들이

(42.1%), 유럽(34.3%), 캐나다(9.3%) 등 구미 선진국

유전시설과 정유공장, 석유화학 플랜트 등을 지속

업체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시아권

적으로 발주하면서 호황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여

업체들은 일본(2.8%)을 제외하면 진출이 극히 저조

기에다 아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발

한 실정이다. 세계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건설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해외 건설시장 활황에

시장 활황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 몫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0 7년 E N R의 발표에

엔지니어링 시장의 규모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의하면 상위 2 2 5대 해외 건설업체들의 신규 수주금

된다.

액은 전년대비 3 6 . 5 %가 증가한 3 , 0 0 0억불로 조사되

Ⅱ. 우리업체의 수주 현황

었다.
한편, 엔지니어링 시장의 경우에는 ENR이 매년

2.1 연도별 수주 실적

토건 및 플랜트 건설과는 별도로 전 세계 상위 200

[표 1] 상위 225대 해외 건설업체 실적 추이
구

2004

분

(단위 : 억불, %)

2005

2006

매 출 액

계 약 액

매 출 액

계 약 액

매 출 액

계 약 액

해외(전년대비 증가율)

1,675(19.8)

1,664(22.8)

1,894(13.1)

2,200(32.2)

2,244(18.5)

3,002(36.5)

국내(전년대비 증가율)

3,348(13.4)

3,439(10.4)

3,734(11.5)

4,017(16.9)

4,267(14.3)

4,584(14.1)

※ 자료 : “The Top 225 International Contractors”, ENR, 2007

[표 2] 상위 200대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업체 실적 추이
구

분

2005

(단위 : 억 달러, %)
2006

매 출 액

점 유 율

매 출 액

점 유 율

엔지니어링 매출액

1,675(19.8)

1,664(22.8)

1,894(13.1)

2,200(32.2)

전체 매출액

3,348(13.4)

3,439(10.4)

3,734(11.5)

4,017(16.9)

※ 자료 : “The Top 200 International Design Firms”, ENR, 2007

설비/공조·냉동·위생 2008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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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59억불로 마감했다. 특히 지난 5월 초 우리 업
체들이 쿠웨이트에서 64억불 규모 정유공장 프로젝
트 수주가 성공함에 따라 계약금액은 곧 300억불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플랜트를 위주로 131억불을 수주한 중
동지역이 전체 수주의 51%를 차지하여 주력시장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에서도 카자흐스
탄, 태국, 중국, 필리핀 등에서 신도시 개발, 가스 및

[그림 1] 연도별 수주 추이

석유화학 플랜트, 조선소, 공항 등을 고루 수주하면
우리 건설업체들은 65년 최초 진출 이래 지금까

서 지난 해의 두 배가 넘는 86억불을 기록하였다.

지 총 650개사가 116개국에 진출하여 6,312건, 2,784

중남미에서는 칠레와 엘살바도르에서 대형 발전

억불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며, 08년 6월말

소 프로젝트를 수주한데 힘입어 전년 대비 6배가

현재 85개국에서 380개사가 1,060건, 983억불 규모의

넘는 18억불을 수주했다. 이밖에 아프리카에서는 나

프로젝트를 시공중이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매년

이지리아, 앙골라, 이디오피아 등에서 꾸준한 실적을

50억불 내외의 저조한 수주실적을 유지해오다 04년

올리고 있다.

75억불을 수주하면서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국가별로는 석유화학 플랜트, 조선소, 하수처리장

이후 대내·외 여건 호조와 함께 최근 수주 증가세

등을 고루 수주한 카타르가 총 43억불로 선두를 달

에 더욱 탄력이 붙고 있다.

리고 있고, 사우디에서도 지난해 수주한 석유화학

최근 우리나라 해외건설은 고유가에 따른 중동

플랜트의 12억불 규모 본 공사 계약에 성공하고 담

산유국의 플랜트 프로젝트 발주 증가, 아시아, CIS

수플랜트 및 송배전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총 24

지역의 인프라 및 부동산 개발 붐 등이 수주호황의

억불을 기록하고 있다. UAE에서도 1 1억불 규모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아

정유공장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토목, 건축공사를 고

시아에서의 수주가 호조를 이어가고 있고, 토목, 건

루 수주함으로써 총 22억불을 기록하였다. 또한, 카

축 부문의 수주도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자흐스탄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14억불 규모의

있어 그간 중동지역 플랜트 일변도였던 수주구조에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계약이 성사되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대규모 정유공장, 발전소, 석유가스 및 화

97년 외환위기 이후 한동안 우리나라 해외건설
의 주무대였던 중동지역의 수주비중은
서

03년 62%에

08년 51%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지난해부터

학 플랜트, 공항, 조선소, 부동산 개발 등 다양한 프
로젝트를 수주하면서 태국, 중국, 칠레, 필리핀, 알제
리, 쿠웨이트 등에서 각각 10억불 이상을 수주했다.

아시아의 수주비중이 다시 30%대로 올라섰다. 또한,

공종별로는 플랜트가 전체 수주금액의 55%인 142

00년대 초 20% 내외에 그쳤던 토목, 건축부분의

억불로 ‘07년에 이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수주비중이

07년 34%로 올라선 데 이어 08년에는

41%로 더욱 높아졌다.

카타르, 사우디, UAE, 쿠웨이트, 태국 등에서 정유공
장, 가스설비, 석유화학공장 등을 수주했으며, 칠레,
엘살바도르 등 남미의 발전사업 진출에도 성공했다.

2.2 08년 수주 실적

한편, 카타르, 오만, 필리핀, 중국, 카자흐스탄 등

07년 사상 최대 실적인 398억불을 기록한 해외건

에서 대형 조선소 수주와 활발한 부동산 개발사업

설 수주는‘08년 상반기를 지난해에 비해 60% 증가

추진 결과로 토목 및 건축 부문의 수주도 각각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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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역별 수주 실적
지 역 별

1965. 1. 1~현재

(단위 : 건, 백만불, %)

2007. 6. 30

2008. 6. 30

전년 동기 대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금 액)

6,312

278,353

267

16,078

319

25,871

160.9

동

2,611

160,486

55

10,523

69

13,089

124.4

아 시 아

2,866

88,191

157

3,342

190

8,646

258.7

중 남 미

76

5,849

5

276

7

1,796

649.6

아프리카

235

9,584

15

751

25

1,079

143.6

유

럽

130

7,971

11

891

14

851

95.5

기

타

394

6,272

24

295

14

410

139.1

계
중

[표 4] 공종별 수주 실적
지 역 별
계

1965. 1. 1~현재

(단위 : 건, 백만불, %)

2007. 6. 30

2008. 6. 30

전년 동기 대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금 액)

6,312

278,353

267

16,078

319

25,871

160.9

토

목

1,522

70,227

31

1,875

54

5,509

293.8

건

축

2,175

84,765

57

2,096

62

5,120

244.3

플 랜 트

1,075

111,726

38

11,830

45

14,175

119.8

전

기

410

7,035

18

190

30

743

390.7

통

신

77

2,079

0

0

3

19

-

용

역

1,053

2,521

123

87

125

305

350.9

억불과 51억불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3배 가까운 증

(1) 토건 부문 및 아시아 지역 수주 호조

가를 기록했다. 최근 수년 동안 신도시 개발사업 진

먼저, 플랜트 부문의 수주 호조가 지속되고 있는

출을 추진해 온 알제리에서는 총 6억불 규모의 신

가운데, 그동안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진출이 부진했

도시 부지 조성공사를 수주하는 실적을 올렸다.

던 토목, 건축 부문의 수주가 재개되고 있다. 토목,

이밖에

0 8년에는 사우디와 카타르에서 수억불

건축 부문은 과거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주력공종이

규모의 송배전망 구축사업을 수주하는 등 전기공사

었으나

00년대 들어 후발 개도국에 비해 가격경쟁

수주가 7억불을 넘었으며, 용역부문의 수주도 최근

력이 하락하여 매년 전체 수주의 20% 수준에 머물

의 증가세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3억불 이상을 수주

러 오다

하여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월말 기준 106억불로 41% 수준으로 증가했다.

07년 34%로 회복된 데 이어

08년에는 6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중견 주택

2.3 최근 해외건설 수주의 특징

업체를 중심으로 해외 신도시를 비롯한 부동산 개발

0 8년에도 해외건설 수주는 고유가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참여가 본격화되고 있고, 조선소, 교량, 첨

한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증가 및 중소, 중견기업의

단빌딩 등의 분야에도 활발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

활발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참여 등 지난해의 추

다. 특히, 해외 토목, 건축부문은 Hochtief, Skanska,

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주의

Vinci 등 세계 Top Class 해외 건설업체들이 매년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00억불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대형 시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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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앞으로 우리 업체들이 안정적인 수주 확보를

설이 증가하면서, 00년대 초 5억불 미만에 그쳤던

위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할 부문이다.

수주금액이

07년 85억불로 급증했으며, 08년 들어

07년부터 아시아 지역의 건설경기가 살아나면서

서도 6월 현재 57억불의 수주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

수주금액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가 이어지고 있다. 65년 해외에 처음 진출한 이후

만하다.

우리 건설업체들은 총 162건, 284억불의 발전소 프

05년과

06년 전체 수주금액의 24%에 그

쳤던 아시아 지역의 수주는
데 이어

07년 30%대로 올라선

로젝트를 수주하였으며, 최근 2년간의 수주 실적은

08년 상반기에는 33%를 차지하면서 수주

총 수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금액이 86억불을 넘어섰다. 필리핀, 중국, 태국, 싱

전 세계적으로 발전소 건설이 활발히 진행중이므

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및 가스 플랜트, 조

로 앞으로도 우리 업체들의 사업참여 기회는 확대될

선소, 공항 등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카자흐스

것으로 보인다.

탄, 베트남 등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도 본격화되

하면 중국과 인도에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붐이 한

고 있다.

창으로, 중국에서는 30년까지 130만 MW 규모의 시

07년 12월 31일자 ENR 자료에 의

토목, 건축 부문의 수주 호조와 함께 아시아 지

설용량(650MW 화력발전소 2,000기에 해당)이 추가로

역의 수주 증가는 그동안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

건설될 계획이며, 인도에서도 같은 기간 동안 40만

가 중동 또는 아시아 특정 지역 한 곳에 집중되었

MW의 신규 발전설비가 건설될 계획이다. 또한, 인

거나, 플랜트 위주였던 것과 비교하면 고무적인 사

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남아공, 브라질

실이다.

등도 대형 발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해두고 있다.
여기에다 현재 연평균 5～6%대인 국내 전력수요

(2) 해외 발전소 프로젝트 수주 급증

증가율이 향후 2～3% 수준으로 정체될 것이 확실

최근 수주의 또 다른 특징은 해외 발전소 프로젝

(한국전력 전망)시 되고 있어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

트 수주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동, 아시아 등

외 발전시장 진출은 더욱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

에서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발전소 건

상된다.

[표 5] 지역별 발전소 프로젝트 수주 추이
구
중

동

아 시 아

중 남 미

아프리카

기

합

38

타

계

분

(단위 : 백만불)

65～ 08. 6

00

01

02

03

04

05

06

07

08. 6

건 수

68

1

1

-

4

1

3

2

9

7

금 액

14,787

97

436

-

915

421

945

392

5,112

3,069

건 수

71

5

2

5

2

2

1

1

8

2

금 액

10,270

234

10

369

63

10

2

16

3,003

863

건 수

8

1

-

1

1

-

-

3

-

3

금 액

2,372

148

-

3

0.6

-

-

423

-

1,793

건 수

5

-

1

-

-

-

1

-

1

-

금 액

678

-

4

-

-

-

480

-

148

-

건 수

10

-

-

-

-

-

0

-

1

3

금 액

268

-

-

-

-

-

0

-

206

11

건 수

162

7

4

6

7

3

5

6

19

15

금 액

28,375

479

450

372

979

431

1,427

832

8,469

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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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 및 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 증가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실적도

65%는 아시아에, 32%는 중동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0 8년 6월말 현재

대조를 이루고 있다.

총 256건, 40억불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의 17.6억 달

해외 진출에 대한 중소 건설업체들의 관심은 국

러와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시작된 4～5년 전부터 급증

특히, 그동안 추진해오던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이

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과거 30～40개사에 불과

성사되면서 카자흐스탄에서만 중소 건설업체 전체

하던 신규 해외 건설업 신고업체 수가 매년 수백

수주금액의 45%에 해당하는 17.8억불을 수주하였다.

개에 달하고 있다.

또한,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전체 수주금액의

중소 건설업체와 함께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진출

65%가 아시아에서, 32%는 중동지역에서 이루어져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대기업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진출은

00년 이전까지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

08년 우리 업체들의 전반적인 수주 동향은 중동

었으나 03년부터 수주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최근에

51%, 아시아 33%, 중남미 7%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는 전체 수주 건수의 40%를 넘어서고 있다. 수주금

데 반해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전체 수주금액의

액 역시 계속 증가하여

08년 6월 현재 3억불을 넘

[표 6] 중소 건설업체 수주 현황
지

역

총

계

중

2007. 6

2008. 6

건 수

금액(천불)

건 수

금액(천불)

193

1,760,488

256

3,999,716

증감률(금액)
227.2

동

55

799,184

83

1,277,019

159.8

아 시 아

111

720,258

137

2,564,473

356.0

태평양, 북미

6

49,449

2

3,283

6.6

중 남 미

4

104,995

5

3,631

3.5

아프리카

12

79,156

22

138,184

174.6

유

5

7,446

7

13,126

176.3

럽

[표 7] 신규 해외 건설업 신고업체 추이
연

도

97

98

02

03

04

05

06

07

08. 6

업 체 수

43

57

173

160

257

401

488

745

423

[표 8] 해외 엔지니어링 수주 추이

(단위 : 천불)

분

야

65˜ 79

80년대

90년대

00˜ 06

07

08. 6

설

계

1,922

47,507

38,178

179,349

227,724

220,454

조

달

1,206

10,238

49,459

37,291

42,134

14,043

감

리

3,750

5,078

10,620

36,780

17,358

12,273

기

타

117,108

1,024,313

109,016

163,606

93,327

57,940

ENG 합계(A)

123,986

1,087,136

207,273

417,026

380,543

304,710

전체 수주(B)

22,012,401

64,561,978

71,712,304

54,407,458

39,788,324

25,870,562

A/B(%)

0.6

1.7

0.3

0.8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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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섬으로써 전체 수주금액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보인다.

최근 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이 증가하고 있

지역별로는 현재 131억불을 기록하고 있는 중동

는 것은 주로 국내 건설시장 침체 장기화로 엔지니

지역의 수주금액이 고유가 지속에 따라 쿠웨이트,

어링 시장 규모도 급감하여 우리 업체간 경쟁이 치

사우디, 카타르, UAE 등 걸프지역 산유국을 중심으

열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03년부터 해외 엔지니어

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며, 부동산 개발과 플랜트 공

링 실적에 대해 국내 프로젝트 PQ 참여시 가점을

사를 위주로 아시아 지역의 수주도 안정적으로 증

부여함에 따라 업체들의 해외진출 노력이 급증하고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최근 국내 시공업체

에서의 수주활동이 활발함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가

들이 추진중인 해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우리

기대된다.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

08년에는 중남미

공종별로는 정유공장, 발전소, 석유화학시설 등 플

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랜트 공종의 수주금액이 사실상 200억불을 넘어섰
고, 현재 수주 활동중인 프로젝트의 규모도 2～3백

(4) 신시장 진출 증가

억불에 이르고 있어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중

최근 수주의 또 다른 특징은 엔지니어링 업체를

동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100억불 이상을 수주한 토

중심으로 신시장에 대한 진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목, 건축 공종에서도 향후 상당 물량의 추가 수주가

이다. 우리 업체의 신시장 진출은

00년 0건, 01년

예상된다. 플랜트, 토목, 건축을 제외한 나머지 공종

1건, 02년 2건 등 00년대 중반까지 매년 2건 내외

에서는 전기공사와 용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수주가

에 그쳤으나

07년 11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08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을

에도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상반기에만 7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

국에 대한 신규 진출에 성공하였다.

되고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신시장에서의 수주내용을 들여다보면 대기업을

용역 부문의 해외 진출은

중심으로 한 투자개발형 공사 외에도 엔지니어링 업

08년에도 매우 활발히

시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들의 진출도 적극 추진되고 있어 향후 시공업체와

한편, 최근 수주호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에서

의 동반 진출 가능성이 기대된다.

는 수주물량 급증에 따른 전문인력 조달 문제 심화
로 기수주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될 때까지 신규

2.4 08년 수주 전망

수주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으며, 실제

0 8년 해외건설 수주는 중동지역에서의 수주가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는데다

로 올해 내에 착공해야 하는 플랜트 공종 프로젝트

07년부터 아시아 지

의 신규 수주는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역의 건설 수주가 살아나고 있어 연초 전망했던

이밖에도 미국발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450억불 수준의 수주가 무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한 개도국 투자사업 악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한, 모잠비크, 콩고, 엘살바도르 등 아프리카와 중남

인한 수익성 저하, 그리고 최근 불거져 나온 베트남

미 지역에서 신시장 개척 노력이 성과를 나타내고

경제 위기설 등 해외건설 수주 확대에 부정적인 요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대형업체들

[표 9] 연도별 신규 국가 수주 성공 추이
연

도

신규 진출 국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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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08년 수주가 순항하면서 연초 세웠던 수

(1) 먼저 진출 국가를 다변화해야 한다.

주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등 수주 증가 추

해외건설 시장 다변화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형 업

해외건설 진흥계획의 핵심 과제이다. 그 만큼 정부

체들을 중심으로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를 위주로 한

와 우리 업계는 시장 다변화 문제에 전력을 다하고

선별수주 경향이 보다 강해질 전망이다.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는 중동 산유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우리 업체들의 해외공사 수

국에 지나치게 편중된 나머지 동 지역의 경기변화에

주활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나고

따라 부침을 반복해왔다. 과거 중동 건설붐 이후 우

있다. 해외건설협회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외환위기

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활로를 찾지 못한 주요

이후 해외건설 수주가 급감하여 37억불에 그쳤던 03

요인도 중동지역을 대체할 신시장 발굴에 소홀했기

년 당시 우리 업체들의 해외공사 수주활동 규모는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총 297건, 280억불에 그쳤지만(당해년도 신규 발생 건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고유가로 해외건설 호황이

수 기준. 이하 동일), 06년 414건, 1,320억불로 증가

향후 5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중

했으며, 07년에는 552건, 1,670억불로 늘어난 것으로

동지역에서도 선진국 및 후발 개도국 업체와의 기술

파악되었다. 또한, 08년에도 5월에만 112건, 146억불,

및 가격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우리 업체에 대한 견

6월에 103건, 209억불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제도 날로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중국

활동이 신규로 추진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건설업체가 사우디에서 플랜트 공사를 원청으로 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결국 국내 건설시장 위축과 함께 국제 고유가 현

따라서 제2 중동붐이 퇴조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

상 지속, 개발도상국의 주택, 인프라 개발붐 등 대

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중남미, 아프리카, 중

내·외 여건 호조와 우리 업체들의 수주 경쟁력 향

앙아시아 등 신시장으로의 적극적인 개척활동이 필

상에 따라 앞으로도 한동안 해외건설 수주는 지속적

요하다. 특히 알제리, 앙골라, CIS, 중남미 등 신흥

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자원 개발국가들이 발주하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과 석유, 가스 업스트림 부문에 대한 진출

Ⅲ.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

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지난해부터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수주도

해외건설 수주 호조는 최근 고유가 등 원자재 가

꾸준히 증가하여

0 8년 6월말 현재 전체 수주의

격 상승으로 수개월간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있

33%를 차지하고 있고, 아프리카 지역도 나이지리아

는 우리나라 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을 것

와 함께 알제리, 앙골라 등에 진출이 이루어지는 등

으로 생각한다. 07년 398억불이라는 수주금액은 국

이제 우리 기업에게 또 하나의 주요 시장으로 자리

내 상품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 기계, 자동차 산업

매김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과 비견할 만한 실적으로 이러한 수주 호조세가 향
후 수년간 지속될 전망임에 따라 해외건설이 우리나
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

(2)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은 해외건설 수주 확
대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해외건설이 우

08년 6월 현재 해외건설 진출인력은 총 8천명

리나라 수출전략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먼저

수준으로, 최근 주요 해외건설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대표적인 추진과제를 몇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향후 3년간 5,000여명의 해외

가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건설 전문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공조·냉동·위생 2008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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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의 경우, 현장인력과의 의사소통, 발주자,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플랜트 건설을 일괄 수

설계 및 감리업자와의 대화, 계약서의 이해 등 언어

행하는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능력 뿐만 아니라 공사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

능력 또한 선진업체와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

구되므로 이러한 능력을 갖춘 전문기술자 및 영업직

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공사의 틀을

요원의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짜는 기본설계 등 핵심기술 능력은 매우 취약하여

최근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수주가 급격히 증가함

미국, 유럽 등 선진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지고 있는

에 따라 해외건설 수주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상황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주요 발주처에서

있는 것이 전문인력 부족문제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우리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입찰자격 취득도 어려운

전문 기술인력 확보 및 안정적인 인력수급이 국제

실정이다.

경쟁력 요소로 급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기술을

인력부족 현상이 가장 심한 공종은 플랜트 건설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 업체를 인수하는 방법이 있

분야이지만 최근에는 후발 주자로 해외시장에 뛰어

다. 기술개발에는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든 중소 및 중견업체들도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 경

개발이 완료된 이후 시점에 해당 기술이 여전히 원

험자나 계약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천기술로 대접 받을 수 있을지 여부 자체가 불투명

다. 각 업체들은 퇴직인력을 재고용하거나 인도, 필

해질 수도 있다. 기술 보유업체를 인수함으로써 해

리핀 등 해외 엔지니어를 채용하여 부족한 인력을

당 기술이 적용되는 시장으로의 진입이 단시일 안에

충당하고 있지만, 업체 단독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

용이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족인 상황이다.

다음으로 국내 공기업이나 민간 개발회사가 추진

따라서 정부나 협회가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에

하는 해외 석유·가스전 개발사업에 핵심기술을 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현재 해외건설협회가 운영

유하고 있는 선진국업체와 국내업체가 함께 참여하

중인 교육과정이나 해외건설 인력풀을 확대 운영하

여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

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장기적으로는 해외건설

도 생각해볼 수 있다. 국내기업이 디벨로퍼로 참여

인력센터 등의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산학연과 연계

하는 경우 사업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를 행사

한 양성과정으로 발전시키는 등 전문인력 수급문제

할 수 있으므로 국내기업이 기술을 전수받기에 유리

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한 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노

야 한다.

력에 더하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도 게을리하
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특화된 기술력 제고에 힘써야 한다.
우리 기업은 해외 플랜트 건설 부문에서 기술 전
문화 및 특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대부분 수행 가능

(4)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경쟁력을 증가시켜 해외
건설 수주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한 기술 및 공종은 기업간 중복이 되어 있는 실정

최근 국내 건설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해외에

으로 과당경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기술의 특화전

서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중견 및 중소업체가 크게

략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요한 사안으로, 비교우위가 없는 분야의 과감한 포

출업체 및 수주 건수에서 중소 건설업체가 차지하는

기 및 가능성 있는 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로 핵

비중이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시공기술과 상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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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경험 부재, 자금 동원능력 및 기술력, 대외

고 있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기업의 경우는

신용도 부족 등 진출 단계별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현지화 전략을 철저히 추구하

과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기단계에

고 있다. 특히 멕시코 등 중남미지역에서는 일반 국

서 진출이 좌절되거나 수주활동 과정에서 어려움을

민들조차도 미국의 Fluor, Foster Wheeler 등이 설립

겪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 회

한 현지법인을 현지업체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다.

사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개도국 뿐만 아니라 중동지역 대부분의 국가에서 현

중소 건설업체들이 경쟁력 있는 해외 건설업체로

지인 우대정책 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대기업과의 동반진출

같은 적극적인 현지화 노력은 필수적인 영업전략이

을 통해 해외공사 수행 경험을 축적해야 하며, 퇴직

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관련 기관이 실시하는 전문인
력 양성 교육을 통해 해외건설에 관한 노하우를 확

(7) 종합적인 관리능력의 배양 또한 필수적이다.

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건설협회와 같

해외공사는 특성상 현장의 제약조건이 많을 뿐만

은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출

아니라 각 단계별로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주 경험을 쌓아가야 한다.

다. 따라서, 기술력과 함께 종합관리능력이 있어야
성공적인 공사수행이 가능하다. 우리 업체들도 단순

(5) 토목·건축분야의 진출을 확대하고 뉴 트랜드
과제 발굴에도 힘써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의 주류를 이루었던
토목·건축공사는 현지 기업의 기술력 향상, 중국,

시공 위주에서 벗어나 설계능력을 함양하고, 역무관
리, 정보관리, 계약 및 구매관리, 위험관리 등 종합
적인 프로젝트 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노력을 지
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말레이시아, 인도 등 후발국의 추격으로 최근 가격

최근 해외 건설시장은 고유가와 함께 개발도상국

경쟁력을 상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연간 300~400억

의 인프라 개발붐에 따라한 수주가 호황을 누리고

달러 규모의 수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목·건축

있는 반면, 그 이면에는 철강 제품을 비롯한 주요

공사의 수주확보가 필수적으로, 실제로 ENR 상위

건설 기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인력난이 심화되는

선진국 업체들도 토목·건축공사의 수주비중이 높은

등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여러 난제가 산재해

경우가 많다. 프로젝트 발굴과 사업성 분석 능력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시공중인 공사의 사

제고하고 파이낸싱 역량을 높이는 등 토목·건축분

업비가 증가하는 등 진출기업의 리스크도 동반 상승

야의 수주 경쟁력 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세계 건설시장 환경변화에 부응한 뉴

지난 2월 해외건설협회가 발주물량 급증으로 극

트랜드 과제 발굴에도 앞장서야 한다. 자원개발과

심한 물가상승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두바이 현지실

연계한 패키지 딜 방식에 의한 프로젝트 창출, 새로

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두바이의 지난 1년간 건

운 성장동력 수출아이템으로써 한국형 U-City의 해

설 사업비는 30% 정도 증가했고, 08년에도 25%의

외진출, 민관협력투자사업 참여 등 다양한 진출전략

증가율이 예상되는 등 프로젝트의 수익성 악화에 대

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을 비롯한 주요 발주처들이 물가상승에 따르

(6) 적극적인 현지화의 추진이다.

는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계약조건에 수용하지 않고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서 자금소요가 적고 본사의

있는 등 현 상황에서 기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근

영향력이 최대한 미칠 수 있는 지사 설립을 선호하

본 대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 다만, 기업차원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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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시장의현황및전망

점과 현장, 본사간에 자재 조달 및 자재비 물가정보

한 산유국들의 발주물량 증가와 함께 전 세계적인

를 신속히 교환하면서 필요 자재를 선구매 또는 대

인프라 개발 확대 추세에 힘입어 앞으로도 한동안

량 구매 하는 한편, 국제적인 공급 네트워크를 구축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다 국내 인프라 시

하여 구매원을 다양화하고, 현장별 잉여 자재를 파

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우리 업체들의

악하여 활용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해외진출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

할 것으로 보인다. 공기 단축을 통한 사업비 절감도

마침 지난 7월 4일 범 정부 차원의 해외건설 지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

대책이 발표되는 등 정부의 해외건설 지원 의지도

다도 충분한 사전조사와 함께 철저한 사업성 분석을

과거 어느 때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

토대로 진출하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근의 수주 호조가 해외건설을 고 부가가치 수출 산

있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업으로 육성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끝으로 해외 건설시장 활황은 고유가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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