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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그간 정부의 기업에 대한 투자개발형 해외진출에 금융지원 등 법·제도적 개선 노력 덕분
에 우리 해외건설의 체계가 글로벌 건설시장 환경에 점차 적응하고 있음
 다만, 도급시장에 익숙한 중소·중견기업에게 대기업과 상생형 해외진출 지원은 자생력을
약화시키므로 자생력 강화 독자적 투자개발형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
하여 접근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본 연구는 중소·중견기업의 독자적 투자개밯형 해외진출을 위해 사업발굴 및 기획체계,
네트워크 구축, 금융지원체계 정비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음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투자개발형 사업발굴 및 기획체계의 핵심은 중소규모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의 사업
제안 및 사업타당성조사에의 참여이므로 중소·중견건설기업과 아들 금융기관의 컨소시엄
을 장려하기 위한 F/S 사업선정 및 F/S 용역사 선정시 가점제 적용을 검토
 중소규모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의 육성을 위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건설특화
펀드 관련 자산운용사(해촉법의 전문집합투자업자) 설립 기준을 현재 10억에서 5억으로
낮출 필요
 중소·중견기업은 소규모 투자개발형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모델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으
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4가지 사업화 유형에 따라 모듈화 보고서를 통해 간접학습의
기회를 제공
 금융인, 중소·중견기업인, 공무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가칭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
프라 해외진출 포럼’을 구성하고,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성과 확산을 시도
 중소·중견기업 관련 국제기구 사무국 유치, 세종시 중소·중견기업인 초청연수 센터 설립
을 통해 교육훈련 사업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마련
 중소·중견기업 전용펀드 마련과 전용펀드의 사업화를 위한 사업타당성조사 체계 구축 준비
 컨설팅 인큐베이팅 추진체계로서 대경장회의에서 의결한 국토연구원 ‘중소·중견기업 소
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센터’룰 ‘2019년 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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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최근 해외건설시장은 시공자금융주선 및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변화 중
∙ 우리는 지난 70~80년대 중동을 중심으로 한 건설도급공사에서 아직까지 벗어
나지 못하고 있었음
∙ 최근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건설도급공사 시장에서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
으며, 시공자 금융주선 등 도급공사에서도 시공자가 직접 금융조달을 책임지
는 등 세계 건설시장이 급격히 투자개발형으로 변화 중
∙ 개발도상국 시장에서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ODA(공적개발원조) 사업보다
는 빠른 시간 안에 금융지원이 되는 투자개발형 사업을 선호
∙ 각국은 이에 대처하고자 국부펀드, 민관협력 펀드 등을 동원 자국 기업의 건설
수주 및 투자개발형 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KIND)를 통한 투자개발형 진출 토대 마련
∙ 우리도 2018년 6월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KIND)를 출범시킴으로
써 정부와 민간의 합작 금융지원에 의한 투자개발형(민관협력 PPP 등) 사업
으로의 해외진출 토대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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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일본이 최초로 도입한 도시개발을 위한 인프라 개념을 본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도 도입함으로써 도시개발을 위해 필요한 시설 등 소규모 인
프라가 주요사업 분야로 자리매김 되고 있음
□ 도시개발 시설 등 소규모 인프라에서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폭이 넓어질 전망
∙ 일본의 경우 해외교통・도시개발지원기구(Japan Overseas Infrastructure
Investment Corporation for Transport & Urban Development, JOINs)를
통해 중소・중견 건설 및 엔지니어링 기업의 도시개발 시설 인프라를 지원 중
∙ 국토부 운영 글로벌인프라펀드(GIF)의 최근 사업타당성조사를 살펴보면 병
원, 물류단지, 주택, 농수산물시장, 학교, 복합역사 등 사업화 가능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지원 요구가 증대 중으로 향후 도시개발 소규모 인프라
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진출이 활성화될 전망
□ 다만, 중소·중견기업은 투자개발형 진출 경험과 자체 글로벌 역량이 부족하므로 지원이
필요한 가운데, 컨설팅 역할의 계획수립사업은 마스터플랜에 머무르는 경향
∙ 도시개발 사업을 금융지원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을 위한 시설 사업
에 대한 모델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중소・중견기업도 해외진출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절실
∙ 특히, 기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마중물인 기재부 KSP, KOICA 마스터
플랜 수립 사업 등 계획수립 사업은 거시적 접근 방식으로서 금융지원에 어려
움울 겪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소규모 인프라 투자개발형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소규모 인프라 사업발굴 및 모듈화 기획, 계획수립, 국내외 네트워크 마련, 금융지
원체계 정비 등 중소·중견기업 컨설팅 체계 구축에 대해 연구하고 정부의 정책 수요에
도 대응
∙ 2019년2월14일 제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소

4

규모 인프라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해외진출 컨설팅 제공 등에 대한 국토연구
원의 기능 강화방안 마련 안이 제기됨
※ 소규모 인프라: 복합환승센터, 복합역사, 공공청사, 생활권 공원, 물류시설
등 도시 인프라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 ‘19.2.14)

2)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중소·중견기업의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실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발
굴 및 기획 체계, 네트워크 구축 지원, 필요한 금융지원 등에 대해 연구
□ 특히, 저금리 기조에서 민간금융의 해외진출 여건변화, 정책금융 및 정책지원 현황 등
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환경변화에 대응한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투자개발형 해외진출
활성화 컨설팅 지원 방안을 모색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해외진출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과거 2004년부터 현재
까지 현황을 고찰하며, 최근 2009년부터 현재까지 투자개발형 컨설팅 추이를
분석
□ 공간적 범위
∙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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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범위
∙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해외진출 패턴 고찰을 통해 중소・중견 건설기업이 우수
한 분야를 발굴하고,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진행할 바를 연구
∙ 투자개발형 컨설팅 역사를 고찰함으로써 투자개발형 소규모 인프라에 대한 개
념을 정립할 뿐만 아니라 향후 컨설팅의 지원 방안을 마련
∙ 중소・중견기업과 관련된 민간금융 여건과 정책지원 여건을 분석함으로써 중
소・증견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의 문제점을 파악
∙ PIS 펀드 사례를 통해 민간금융의 지원 잠재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 민관협력 펀드의 방향성을 제시
∙ LH의 성공적 사례인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에 대해 국토연구원에서 수
행한 KSP III 사업의 관점에서 계획수립의 유용성을 검토
∙ 베트남 스타레이크 시티 사례 검토를 통해 KIND의 직접투자와 우리 중소・중
견기업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스타레이크 시티의 투자구조 등을 파악
∙ 일본 JOINs 사업개발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최근 도시개발 시설사업의 트랜
드를 파악하고 시사점 도출
∙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방안으로서 사업발굴 및 기획, 네트워크
구축 방안, 금융지원 시스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
∙ 다만, 본 연구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투자개발형 독자적 진출에 초점을 두고
컨설팅 지원체계 방안 연구를 진행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상생형 낙수효과 활
용 건설도급, ODA 관련 지원, 공기업과의 협력 등은 차후 과제로 다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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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 문헌 및 통계자료 연구
∙ 기존 문헌 및 통계자료를 통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현황을 살펴보고
소규모 인프라 컨설팅에 대한 역사 및 개념을 고찰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현주소를 파악하고 분석
□ 실태 분석 및 의견수렴
∙ 기존 연구 자료를 통한 실태분석에 기초해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
진출 관련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등의 의견을 자문회의 또는 인터뷰 등을 통
해 수렴
□ 외부 원고의뢰를 통한 협동연구
∙ 인터뷰 등을 통해 확보한 중소・중견기업인에게 사업진행시 애로사항과 투자개
발형 진출에 필요한 제반 법・제도 및 금융지원 등에 대해 원고를 의뢰
∙ 제목: 「국내 건설의 해외건설 진출 현황과 대응 방안」
∙ 주요 내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해외건설 지원정책 검토,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해외건설 지원 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향,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현주소 파악과 대응 방안 등
□ 사례 분석
∙ 국내사례로서 PIS 펀드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사례, 한-미얀마 경
제협력 산업단지 사례, 베트남 스타레이크 시티 사례와 국외사례로서 일본
JOINs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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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 도시게빌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선행연구로서는 조진철 외의 연구가 다수 존재
∙ 조진철 외 (2016)의 「해외건설사업 촉진을 위한 금융 활용방안 연구」에서는
신도시 등보다는 미니 신도시 등 도시개발이 리스크가 크지 않고 사업화도 신
도시에 비해 용이하므로 금융 활용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
∙ 조진철 외 (2018)의 「인프라・도시개발 연계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활성화 전
략」에서는 타국의 국부펀드, 인프라 민간투자 기관 등 사례를 통해 해외인프
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향후 전략 방향을 제시

2) 선행 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 선행 연구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특화하지 않고 있으며, 도시개발 사업을 미니 신도
시 정도로 이해하고 금융지원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설 및 단지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음
□ 반면, 본 연구는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사업발굴
시스템, 모듈화 기획, 사업타당성조사를 포함하는 계획수립 사업 방안을 도출하며, 기
존에 거시적 접근을 통한 KSP 및 KOICA 마스터플랜 사업의 대안 마련 등에 중점을 두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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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연구목적

1

주요
선행
연구

2

3

본 연구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 과제명: 민관협력 해외도시개발 추진
전략 연구
∙ 연구자(년도): 조진철 외(2010)
∙ 연구목적: ODA를 중심으로 한
민관협력 해외도시개발 추진 전략
연구

∙
∙
∙
∙

∙ 과제명: 해외건설사업 촉진을 위한
금융 활용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조진철 외(2016)
∙ 연구목적: 해외건설특화펀드를 통한
해외건설사업 촉진방안 연구

∙ 국내외 문헌 검토
∙ 관련 이론 및
법제도 검토
∙ 일본 JOINS 사례
∙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 해외건설사업의 금융
활용여건변화 및 동향
∙ 해외건설사업의 금융 활용 현황 및
문제점
∙ 국내외 사례
∙ 해외건설사업 촉진을 위한 금융 활용
및 인력양성 방향

∙ 과제명: 인프라·도시개발 연계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활성화 전략
∙ 연구자(년도): 조진철 외(2018)
∙ 연구목적: 타국의 인프라 및 도시개발
지원기구의 사례를 토대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
∙
∙
∙

∙ 투자개발형 해외진출 현황 및
지원공사 설립 의의
∙ 사례분석 및 시사점
∙ 지원공사(KIND) 활성화 전략

국내외 문헌 검토
설문조사 및 분석
외국 사례 분석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문헌검토
기존 자료 분석
통계조사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
∙
∙
∙

해외도시개발의 개념 및 유형
ODA 연계 현황 및 문제점
외국 사례
민관협력 해외도시개발 추진 전략

∙ 문헌 및 통계 조사 ∙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해외진출
∙ 인터뷰
현황 및 환경변화
촉진을 위한 사업발굴 시스템, 모듈화 ∙ 자문회의
∙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기획, 사업타당성조사 포함 계획수립 ∙ 사례분석
잠재력 및 현안과제
사업의 방안 등 연구
∙ 국내외 사례
∙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방안

자료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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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흐름도
그림 1-1 | 연구 흐름도
연구흐름

세부내용

연구방법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론

연구의 범위와 방법

문헌조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
중소·중견 건설기업 해외진출 현황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현황 및 소규모 인프라
개념

투자개발형 컨설팅의 역사

문헌조사

소규모 인프라 개념
⇓

⇓
민간금융 해외투자 관련 여건

중소·중견기업
투자개발형 해외진출
여건변화와 컨설팅
현안과제

정책금융의 중소·중견기업 관련 지원 현황
정부부터의 중소·중견기업 관련지원 현황

문헌조사
원고의뢰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현안과제
⇓

⇓
국내사례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일본사례

사례연구

사례 시사점 총괄
⇓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방안

⇓
기본 방향

전문가 의견수렴
원고 의뢰

구체적 방안

⇓

⇓
연구의 성과

결론 및 정책건의

문헌조사
정책건의

자료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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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현황 및 소규모 인프라 개념

1. 중소·중견 건설기업 해외진출 현황
1) 해외건설 현황
□ 최근의 해외건설 침체기
∙ 국내 건설의 해외 진출은 2010년 UAE 원전 수주1)에 힘입어 2014년까지 5년
간 연평균 653,6억 달러의 해외건설 수주를 달성하였으나 2015년 이래 최근
5년간은 침체기 양상을 보임

그림 2-1 | 년도별 해외건설 수주 실적 및 년도별 8월 달까지 실적

자료출처: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서비스 수주통계 www.icak.or.kr 2019.9.10일

1) UAE는 2007~2010년간(2008년 제외) 우리의 제1위 해외건설 수주 시장. 유가 하락 영향으로 2015년 3.8억
불 수준으로 크게 위축되었다가 2016년 16.5억 불, 2017년 16억 불 수준(LOA만 수령한 SK건설의 12억 불
규모 국가전략시설공사 제외)으로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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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간 추이를 보면 2010년 716억 불, 2011년 592억 불, 2012년 649억
불, 2013년 652억 불, 2014년 660억 불로 호조를 보이다가 이후부터 급격히
하락하여
∙ 2015년 461억 불, 2016년 282억 불로 2년간의 수주실적은 연평균 34.5% 감
소, 2006년 이래 10년만에 연간 수주액 300억 불을 하회
∙ 또한, 2017년 290억 불, 2018년 321억 불은 전성기의 1/2 수준 실적 추이를
보이고 있고, 2019년 8월 현재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70%에 머물고 있는 실
정임

그림 2-2 | 2019년 전년 동기 대비 해외건설 수주실적

자료출처: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서비스 수주통계 www.icak.or.kr 2019.9.10.일

∙ 결국 국내 건설의 해외 진출은 갈수록 활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업
계 전체 및 범정부적 종합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 경쟁국은 금융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건설시장 주도
∙ IHS 마킷(IHS Markit)에 따르면, 글로벌 건설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
하여 2023년에는 2010년 대비 약 50%가 성장한 15조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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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실크로드 인프라펀드를 조성하여 2014년에 400억 불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일본은 2016년에 2천억 불 규모의 지원 자금을 조성, 인프라 수출 전략
을 마련하는 등 동아시아 각국이 체계적 지원에 나서고 있는 형국임
∙ 또한 ENR(Engineering News-Record)에 따르면, 해외건설시장에서 미국,
유럽,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중동 지역 각국의
매출 증가세를 보면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이 두드러지게 강세를 보이고 있
는 상황임
∙ 예를 들어, ENR에 집계된 해외건설 매출 상위권 기업 중 미국 기업들은 2010
년 22 개에서 2016년 43개로 약 50%가 증가하였고, 중국은 2010년 51개에
서 2016년 65개로 파악3)
∙ 이처럼 미국과 중국, 유럽의 기업들은 지속적인 시장 진입 및 사업 수행을 통
해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으며, 그 원동력은 시공자금융주선 및 투자개발형
으로 전환되고 있는 글로벌 건설시장의 체계에 적응하고, 이에 대한 각국 정부
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있음
□ 우리도 투자개발형 진출 해외건설 체계 개선 중
∙ 2009년 설립된 글로벌인프라펀드(Global Infrastructure Fund, GIF)를 중심
으로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체계를 마련하고 있던 정부는 최근 2018년 6월에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and Urban
Development Corp, KIND)를 출범시킴으로써 본격적인 투자개발형 체계를
완성
∙ 2019년에는 정부의 대규모 금융지원으로서 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펀
드(Global Plant-Infrastructure-Smart City Fund, PIS Fund)를 제203차 대
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하고 fund 조성에 매진하고 있음
2) IHS Markit(2017), Global Construction Outlook: Executive Overview
3) Engineering News-Record, homepage www.enr.com, 201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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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에는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스마
트시티 해외진출 전략도 마련하였음
□ 다만, 중소·증견 건설기업의 독자적 금융지원 체계 등은 아직 미완성
∙ 2019년 제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논의와 함께 대기업과 상생진출과 보증 등 금융제약요건의 해결방안 등
이 모색 중
∙ 그러나, 대기업 중심의 선단식 상생진출 체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독자적 해외진출 체계, 특히 컨설팅 체계와 금융지원체계는 마련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해외진출 현황을 심층 파악・분석
할 필요

2)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 중소·중견 건설기업이 전체 해외건설에서 차지하는 비중
∙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해외건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5~8%대로서 전체
해외건설 수출의 일부에 지나지 않음
∙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글로벌 부동산 붐과 그
여파 등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전체 해외건설에서 약 13% 정도를 점유
∙ 특히 2007년은 글로벌 부동산 활황기의 정점으로서 우리 중소・중견기업도 67
억불의 수주 실적으로 당시 전체 해외건설 398억불의 약 16.83%에 달하였음
∙ 최근 전체적인 해외건설 침체현상 속에서 중소・중견기업의 계약금액 비중도
2016년 8.51%, 2017년 6.90%, 2018년 5.61% 등으로 지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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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 중소·중견기업 해외건설 수주 계약금액 및 비중
단위: 억불

총 계약금액

중소·중견기업 계약금액

비중

2004

75

4

5.33%

2005

109

9

8.26%

2006

165

13

7.88%

2007

398

67

16.83%

2008

476

72

15.13%

2009

491

55

11.20%

2010

716

47

6.56%

2011

591

48

8.12%

2012

649

34

5.24%

2013

652

36

5.52%

2014

660

30

4.55%

2015

461

39

8.46%

2016

282

24

8.51%

2017

290

20

6.90%

2018

321

18

5.61%

자료출처: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서비스 수주통계 www.icak.or.kr 2019.9.10.일

□ 대기업에 의존적인 원하도급 구조
∙ 도급구조가 고착화된 현재까지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의 원도급에 하도급 받
는 구조로 해외진출 중임
∙ 예를 들어 앞서 해외건설 수주 계약금액 비중은 10% 미만인데 계약건수 기준
으로는 80~90%에 달해 대기업의 원도급 계약건수와 거의 유사함
∙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요 해외진출 현황이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로 참여함
으로써만이 가능한 상황을 대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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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 중소·중견기업 해외건설 수주 계약건수 및 비중
총 계약건수

중소·중견 계약건수

중소·중견 비중

2004

224

141

62.95%

2005

281

199

70.82%

2006

326

257

78.83%

2007

617

459

74.39%

2008

641

548

85.49%

2009

559

525

93.92%

2010

593

608

102.53%

2011

625

532

85.12%

2012

620

571

92.10%

2013

682

661

96.92%

2014

708

685

96.75%

2015

697

699

100.29%

2016

607

558

91.93%

2017

624

596

95.51%

2018

662

544

82.18%

자료출처: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서비스 수주통계 www.icak.or.kr 2019.9.10일

□ 중소·중견기업의 지역별 진출 현황
∙ 전체적으로 해외건설의 지역별 진출에서 중소・중견기업은 중동(62.1%)에 가
장 많이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기업의 중동(52.9%) 진출보다
도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짐
∙ 아시아 진출은 누계 기준 2위로 2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32.4%
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도 지역 다변화에는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중동 편
중도는 더 심한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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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 지역별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현황
단위: 억불

합계

중동

아시아

태평양/
북미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총 누계

8,255

4,370

2,673

318

250

249

395

비중

100%

52.9%

32.4%

3.9%

3.0%

3.0%

4.8%

757

470

218

14

7

27

21

100%

62.1%

28.8%

1.8%

0.9%

3.6%

2.8%

중소·중견 누계
비중

자료출처: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서비스 및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수주통계 www.icak.or.kr 2019.9.10.일

□ 다만, 건축 공정에서 중소·중견 건설기업이 강세
∙ 해외건설 수주 누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체 공종별 1순위는 산업설비
(57.6%)로서 2순위인 건축(19.3%)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는 건축이 34.9%로서 1순위이며 공종별 2순위는 토목
(29.2%)이 차지하고 있고, 3순위로 산업설비가 20.9%를 차지

표 2-4 | 공종별 누계기준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현황
단위: 억불

합계

토목

건축

산업설비

전기

통신

용역

총 누계

8,255

1,531

1,590

4,754

174

34

172

비중

100%

18.5%

19.3%

57.6%

2.1%

0.4%

2.1%

757

221

264

158

73

6

35

100%

29.2%

34.9%

20.9%

9.6%

0.8%

4.6%

중소·중견 누계
비중

자료출처: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서비스 및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수주통계
www.icak.or.kr 2019.9.10.일

∙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전체 해외건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던 2007
년부터 2009년까지는 건축이 가장 큰 공헌을 하였으며 비중(약 40% 이상)도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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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 공종별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년도별)

자료출처: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수주통계
www.icak.or.kr 2019.9.10.일

□ 업종별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 전체적으로는 해외건설 진출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종합건설업
이 93.5%로 대다수를 차지
∙ 반면 중소・중견기업에서는 종합건설업이 1순위이긴 하나 그 비중은 48.3%로
절반 이하이며 2순위로 전문건설업이 27.0%를 차지
∙ 특이한 점은 중소・중견기업에서는 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이 6.3%, 건설엔
지니어링업이 3.7% 등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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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 업종별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현황
단위: 억불

총 누계

비중

중소·중견 누계

비중

합계

8,115

100%

758.3

100%

종합건설업

7,588

93.5%

366

48.3%

전기공사업

103

1.3%

104

13.7%

7

0.1%

7

0.9%

125

1.5%

28

3.7%

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

44

0.6%

48

6.3%

전문건설업

39

0.5%

205

27.0%

환경전문공사업

0.3

0.0%

0.3

0.1%

정보통신공사업
건설엔지니어링업

자료출처: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서비스 및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수주통계
www.icak.or.kr 2019.9.10.일

3) 우리나라 수출에서 해외건설의 위상
□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비중은 지속 약화 중
∙ 부품화 되어 있는 제조업 등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역량은 개별 부품 및
전문 분야에서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면서 일정 역할을 수행
∙ 중소・중견기업은 연평균 약 35% 내외에서 우리 수출을 견인
∙ 다만 본 연구에서 2009년도 통계청의 중견기업 분류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액 비중이 다소 높아진 점은 있음
∙ 이를 감안하여 본다면,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중소기업이 차지했던 수출
은 약42%수준으로 우리 수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반면 그 이후 40% 이상
을 초과한 적이 없는 상황이며, 심지어는 중견기업 분류까지 포함해서도 40%
이상을 초과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수출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
는 역할은 지속해서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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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 중소·중견기업 수출액 추이
(단위: 억불)
총 수출액

중소·중견 수출액 (비중)

대기업 수출액

2000

1,721

635 (36.9%)

1,086

2001

1,503

646 (43.0%)

857

2002

1,624

683 (42.1%)

941

2003

1,937

817 (42.2%)

1,120

2004

2,536

904 (35.6%)

1,632

2005

2,842

921 (32.4%)

1,921

2006

3,252

1,042 (32.0%)

2,210

2007

3,715

1,128 (30.4%)

2,587

2008

4,212

1,299 (30.8%)

2,913

2009

3,653

1,370 (37.5%)

2,283

2010

4,664

1,629 (34.9%)

3,035

2011

5,552

1,842 (33.2%)

3,710

2012

5,475

1,763 (32.2%)

3,712

2013

5,596

1,846 (33.0%)

3,750

2014

5,727

1,943 (33.9%)

3,784

2015

5,268

1,901 (36.1%)

3,367

2016

4,954

1,874 (37.8%)

3,080

2017

5,737

1,981 (34.5%)

3,756

자료출처: 중소기업 연구원, 중소기업 통계 자료집(2018.8)

□ 수출에서 해외건설의 비중은 비교적 높은 상황
∙ 2019년 3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채택된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 따르면 제
조업 이외 새로운 성장 품목 중 수출액 70억불 이상이거나 수출 성장세가 큰
품목으로서 해외건설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로서 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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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 제조업 이외 70억불 이상 수출 성장품목 중 해외건설 비중
단위: 억불

구분

플랜트, 해외
건설, 스마트시티

문화 및 콘텐츠

2018년
수출액

321
(49.7%)

75
(11.6%)

한류 및 생활소비재 농식품 및 수산물
156.7
(24.3%)

합계

93
(14.4%)

645.7
(100%)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 「수출활력제고 대책」 2019.3.4. 관계부처 합동

□ 해외건설의 높은 수출 공헌도에도 불구 중소·중견건설기업의 수출 비중은 극히 미흡
∙ 지금까지 부품화가 어려운 습식건설 방식의 해외건설 특성상 부품 완결성 상
품을 만들 수 없었으며, 독자적으로 완결된 상품이 없는 중소・중견 건설기업
은 하도급 업체로 해외건설 활동이 불가피하였음
∙ 이는 전체 중소・중견기업 수출 중 중소・중견건설기업 수출이 약 0.4%~3%
내외의 비중에 머무르도록 하였음
표 2-8 | 중소·중견기업 수출 중 해외건설 수주 계약금액의 비중
(단위: 억불)

중소·중견기업 수출액

중소·중견기업 해외건설
수주 계약금액

중소·중견기업 해외건설
수주 계약금액의 비중

2004

904

4

0.4%

2005

921

9

1.0%

2006

1,042

13

1.2%

2007

1,128

67

5.9%

2008

1,299

72

5.5%

2009

1,370

55

4.0%

2010

1,629

47

2.9%

2011

1,842

48

2.6%

2012

1,763

34

1.9%

2013

1,846

36

2.0%

2014

1,943

3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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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불)

중소·중견기업 수출액

중소·중견기업 해외건설
수주 계약금액

중소·중견기업 해외건설
수주 계약금액의 비중

2015

1,901

39

2.1%

2016

1,874

24

1.3%

2017

1,981

20

1.0%

자료출처: 중소기업통계자료집(2018.8),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서비스 수주통계 www.icak.or.kr 2019.9.10

□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투자개발형 진출을 통해 2007~9년 평균 5%대 수출 공헌 가능
∙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해외건설 중 건축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점엔 평균
5% 내외의 비중으로 전체 중소・중견기업 수출에 공헌하였음
∙ 글로벌 건설시장이 투자개발형으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 중소・중견건설
기업에게는 하나의 기회로서 작용할 전망
∙ 특히, 중소・중견기업 보유 건축 공정분야에서의 장점을 살려 시행, 시공, 유
지관리 분야의 全과정을 아우르는 투자개발형 완결 상품을 구성할 수 있으리
라 전망
∙ 따라서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현재 도급업체형으로부터 건축 분야 투자개발형
전환을 통한 수출역량 증대가 요구되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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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컨설팅의 발전과정
□ 투자개발형 해외건설의 역사 개요
∙ 2009년은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가입한 첫해이자 동시에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
의 글로벌인프라펀드 (Global Infrastructure Fund, GIF)가 출범한 해이었음
<글로벌인프라펀드(GIF) 설립시 개요>
ㅇ GIF 설립 배경: 도급사업 위주에서 탈피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우리 해외건설
체계를 개편하고, 우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위해 민관협력 금융지원체계
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음
ㅇ GIF 투자자 구성: 국토부 산하 공기업과 민간투자자로 구성
ㅇ GIF 주요 금융지원 내용
-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 건설사업에 지분투자, 대출투자, 채권 매입 등을 통하여 금융지원
- 주로 프로젝트회사인 현지 SPC(특수목적회사)에 지분투자하거나 투자금 회
수기간이 장기로 소요되는 후순위 대출채권(Loan)에 투자
∙ 투자개발형 해외건설은 GIF의 역사와 유사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며, 공적개발
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발전과정에 따라 진화되었
고, 2015년 해외건설특화펀드에 관한 사항을 해외건설촉진법에 삽입하면서부
터 점차 ODA의 영역을 벗어나 투자개발형 본연의 구조를 가지게 되었으며,
2018년 국토교통부 산하 금융공기업인 KIND의 설립을 계기로 금융과 본격
결합하였음
∙ 특히, GIF는 펀드설립 이후 10여 년간 금융지원체계 마련에 그 주안점을 두고
움직일 수밖에 없었으며, 2015년 7월 그 동안 GIF가 해외 SPC에 직접투자가
어려웠던 대출투자와 담보, 자금차입 등 조항을 신설한 해외건설특화펀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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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마련함으로써 그 기초적 법・제도를 구축하였고 2016년 2월 해외건설촉
진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행하였음
<해외건설특화펀드 제도 마련 배경 및 주요내용>4)
ㅇ 해외건설특화펀드 제도 마련 배경
- GIF의 첫 사업은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 사업이었는데, 당시 자본시장
법 제83조 4항 펀드의 대출 및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금지 때문에 대출투자가
가능하지 않아 파키스탄 현지 SPC에 직접투자하지 못하고, 파키스탄 정부로
부터 사업허가권을 갖고 있던 수자원공사의 전환사채(CB) 형태로 우회대출
을 실시하는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
- 반면, 당시 자본시장법의 대출투자 금지 예외조항을 두고 있던 타법인 민투
법 제44조, 해농법 제19조, 해자법 제14조 2항에서는 대출투자를 허용하고
있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GIF를 특화펀드로 창출하고, 향후 발생할 다른
민관 공동투자 해외건설펀드도 해외건설 특화펀드로 전환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
ㅇ 해외건설특화펀드 제도의 주요내용
- 현지 SPC 대출투자, SPC 지분을 담보로 하는 대출 인정, 자금차입 금지에
서 자본금 30%까지 자금차입 용인, 해외건설사업 자산운용사 자본금 설립
요건 완화. 해외건설 전문가의 자산운용 교육을 통한 해외건설 전문 투자운
용인력 확보 및 건설 전문가에 의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원활화 등
∙ 2018년 6월에는 해외건설촉진법상에 해외건설특화펀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설립을 통해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금융
지원 추진체계를 완성하였음

4) 조진철 외, 2016 「해외건설사업 촉진을 위한 금융활용 방안: 해외건설특화펀드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국토연
구원. PP.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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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건설 컨설팅의 발전과정
∙ 투자개발형 해외건설의 발전과정에 따라 해외건설 컨설팅도 발전하였는바, 3
단계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Brownfield 단계로 발전 전망
- 1단계: ODA 형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 (2009~2015)
- 2단계: 전환기로서 해외건설특화펀드 제도를 통한 금융지원 제도 정비기
(2015~2018)
- 3단계: KIND 설립을 통한 금융지원 추진체계 마련 및 본격 금융지원 시기 (2018~
현재)
- 향후단계: 건설이후 Brownfield 참여 단계

그림 2-4 | Greenfield 및 Brownfield 참여단계와 투자개발형 프로세스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해외건설 현안 설명회 「글로벌 인프라 벤처펜드(GIVF) 개요」 발표자료 2017.11.10.일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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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발굴 및 기획이 컨설팅의 주요 업무인 투자개발형 컨설팅도 초반에는
ODA 컨설팅 유형이 대세로서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에 큰 의미를 두었으나,
점차 자금조달의 영역이 컨설팅(금융자문)의 핵심사항이 되고 있음
∙ 사업발굴 및 기획의 주요 컨설팅 주체도 점차 변화하여 왔음
- 1단계: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이 주류였던 시기에는 국책연구기관, 공기업 등 공공
부문과 민간 엔지니어링사 중심으로 진행
- 2단계: 법・제도 및 재무적 타당성 검토가 중요시되면서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엔지니어링사와 함께 컨설팅 주체로 부각되었고, 사업타당성조사의 경우 이들 3개
컨설팅 주체의 컨소시엄 형식이 F/S 용역사로 선정되는데 중요한 요소였음
- 3단계: 최근에는 자산운용사 등 금융전문가가 컨설팅 주체로 부각되고 있으나 아
직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지는 않고 있음

∙ 점차 투자개발형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 투자개발형 해외건설도
현재의 Greenfield 중심에서 Brownfield 사업으로 확장될 것이며, 사업발굴
및 기획 컨설팅도 시공 이후 유지・관리 단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자금조달까지 자문하는 과정으로 진화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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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개발형 소규모 인프라 개념
1) 투자개발형 인프라 개념 정의
□ 인프라 개념은 물리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체계 또는 근간의 추상적 상징성을 의미
∙ 물리적으로 건설에서 인프라는 영어의 ‘Infrastructure’를 의미하며, 도로, 철
도, 항만, 항공, 댐 등을 가리킴으로써 협의의 인프라 개념임
∙ 본 연구는 인프라의 개념을 이러한 물리적 개념으로 설정하기 보다는 ‘산업 인
프라’ ‘복지 인프라’ 등 추상적 상징성을 의미하는 광의의 의미로 해석
□ 본 인프라 개념은 플랜트, 교통 인프라, 도시개발을 통합 지칭하는 해외건설의 의미를
가짐
∙ 우리나라 투자개발형 사업의 목적은 크게 2개 분야를 포괄하는데, 인프라와
도시개발이 그것이며, 인프라 자체도 플랜트와 교통인프라를 포괄하고, 전체
적으로 플랜트, 교통인프라, 도시개발을 통합하여 해외에서 발생하는 건설이
라는 의미로 해외건설로 지칭
∙ 해외건설 투자개발형 사업 주체인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주
요 사업대상도 ‘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 Urban Development
Corp.’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플랜트와

교통인프라를

포함하는

Infrastructure 와 도시개발로서 설명되어질 수 있음
∙ 우리와 유사한 개념을 사용하는 일본 국토교통성 주도 해외교통・도시개발지원
기구(Japan Overseas Infrastructure Investment Corp. for Transport &
Urban Development)의 경우 교통인프라와 도시개발이 주요한 사업대상이며,
영어식 표기는 Overseas Infrastructure Investment Corp.이 앞에 위치하여
교통과 도시개발을 위한 ‘해외인프라투자회사’로서 정의할 수 있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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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건설촉진법상 KIND는 ‘해외건설투자회사’, ‘해외건설투자신탁’, ‘해외
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할 수 있으며 통칭하여 ‘해외건설집합
투자기구’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플랜트, 교통인프
라, 도시개발에 대한 건설활동을 ‘해외건설’로 통칭하여 부르고 있음6)
□ 투자개발형 해외건설(광의의 의미로서 인프라)의 법적인 의미 고찰
∙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서 인프라는 ‘해외건설’로 해석되어질 수 있으며,
투자개발형으로 적용한다면 해외건설투자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임
∙ 해외건설촉진법에는 제1장 총칙 제2조에서 용어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의미
는 더욱 포괄적이며, ‘해외공사’로 사용하고 그 의미를 해외건설공사, 해외건
설 엔지니어링활동 및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을 통칭하는 것으로 하였음7)
∙ 그 중에 투자개발형 사업과 관련 있는 용어 정의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인프라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2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도시개발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정의>8)
ㅇ 사회기반시설: 각종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시설의 효용을 증진
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의 가목부터 쿠목
까지 53가지 물리적 인프라 및 건축물 등 시설을 지칭
ㅇ 사회기반시설사업: 53가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 중설, 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지칭

5)
6)
7)
8)

일본 JOINs 영문 홈페이지 www.join-future.co.jp, 2019.9.3일
해외건설촉진법 제19조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1,2,3항 2019.4월 개정
해외건설촉진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1호 20019.4월 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시행 2019.3.14. 법률 제15460호, 2018.3.13. 타법개
정으로 인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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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의 정의>9)
ㅇ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지칭
□ 소결론으로 투자개발형 인프라의 개념은 「해외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잠정 정의 가능
∙ 법적인 의미는 투자개발형 해외건설(광의의 인프라 개념)은 사회기반시설사
업과 도시개발사업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단지 또는 시가지라는 면단위 접근을 통해 토지
개발사업에 더 가까운 측면이 있으며, 특히 점단위, 선단위 사업을 포괄하지
는 못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적 광의의 인프라 개념에
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광의의 의미로서 투자개발형 인프라의 개
념은 「해외사회기반시설사업」에 가까움

2) 투자개발형 도시 인프라(시설) 개념 정의
□ 사회기반시설사업 중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시설단위 개념정의 필요성
∙ 투자개발형 인프라에 대한 통합적 개념정의는 물리적 인프라 및 도시개발을
아우르는 기반시설 또는 시설의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음
∙ 다만, 중소・중견기업의 투자개발형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규
모 인프라 또는 면단위 도시개발은 중소・중견기업이 현실적으로 다루기에는
곤란함

9)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제2호 법률 제14795호, 2017.4.18. 타법개정으로 인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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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사회기반시설이 인프라, 건축물을 포괄하는 것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도
시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며, 해외건설촉진법상에서 근거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의 도시개발사업은 면단위 토지개발에 한정되어 있어 해외에서의 산업단지,
스마트시티 개발, 역세권 개발 등 미니신도시의 개발에 제한하는 느낌이 강하
고, 건축물 단위에서는 설명이 부족한 개념으로 사료됨
∙ 특히, 과거 중소・중견기업이 가장 활발한 해외건설 활동을 한 2007년~2009
년까지의 건축공사 실적을 고려한다면 도시개발에 대한 소규모의 개념은 시설
단위에 대한 개념정의로부터 시작할 필요
□ 시설단위에서 도시와 관련되어지는 용어는 도시계획시설
∙ 중앙정부 관련법에서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기반시
설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의>10)
ㅇ 기반시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
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지칭
-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등
-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된 체
육시설 등
-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등
-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 등
-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ㅇ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지칭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 및 7호 법률 제16492호 2019.8.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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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서 정한 정의는 도시개발에 대한 면단위를 탈피 도시가 관리하는 건축
물과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정의를 포괄하고 있음
∙ 다만, 공공성이 강한 기반시설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투자개발형 사업이 수행
하는 상업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단점이 있음
□ 상업성 확보 혼합형 시설개념으로서 가칭 ‘도시개발시설’ 개념을 도출
∙ 도시개발법이 면단위 접근을 하고는 있지만 상업성을 간과하고 있지 않은 반
면,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성이 강한
도시 기반시설에 집중함으로써 투자개발형 사업에 꼭 필요한 상업성 개념이
부족한 상황
∙ 도시개발법의 면단위 접근도 토지개발을 주요사업으로 수행하는 LH의 입장에
서 필요한 사업이며 LH 등 공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진출하는 상생형 사업으로 수행 가능
∙ 다만 도시개발법 정의에서 한계 지워진 단지개발 및 시가지 조성 등의 면단위
접근뿐만 아니라 건축물 단위 및 소규모 도시인프라 분야에서 접근이 가능한
시설에 대한 개념이 부각되어져야 함
∙ 따라서, 상업성 포함 도시개발법 정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도시계획시설을 혼합한 형태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가칭 ‘도시개
발시설’로 정의하고자 함

그림 2-5 | 혼합형 가칭 ‘도시개발시설’ 개념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시설
상업성 부족
(공공성 강조)

혼합형
⇨

도시개발시설
상업성 시설단위 확보
(도시 인프라 및 건축시설)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
시설단위 부족
(면단위 강조)

자료 출처: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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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규모의 규모에 대한 정의
□ 중소·중견기업의 독자적 투자개발형 진출을 위한 적정 규모 필요성
∙ 투자개발형 진출은 보통의 경우 대규모로 인식되는 경향성이 강하며, 특히 우
리의 대기업 위주 건설환경에서는 대기업만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
음
∙ 그러나, 투자개발형은 모두 규모가 큰 것은 아니고, 소규모의 투자개발형 사
업도 존재하며, 중소・중견건설기업의 입장에서 투자개발형 진출이 가능한 자
본금 및 건설비 등 적정규모를 고려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소규모 인프라 또는 가칭 ‘도시개발시설’은 물리적 인프라의 경우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대규모 지역 간 인프라보다는 지역 내(도시 내) 간선
도로, 건축물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주로 건축물 주변에서 발생하는 인프라
를 의미하고, 건축물 관련 도시개발시설의 경우 중후 장대한 호텔 대신 비즈니
스 호텔, 독립 오피스텔, 소규모 병원, 소규모 물류시설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임
∙ 아직은 이들 적정규모가 정확히 계산되고 있지는 않으나 중후 장대형 인프라
와 비교하여 중소・중견기업이 다룰 수 있는 적정 규모로서 소규모를 고려할
필요
□ 공운법상 예비타당성조사 적용 대상을 통해 최대 규모 추정 가능
∙ 투자개발형 해외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통해 그 최대 규모를 추
정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수익사업을 하려는 공공기관이 정부예산 및 공공예
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리스크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
∙ 특히 대기업은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큰 반
면, 중소・중견기업은 손실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임계치가 작으므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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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은 중소・중견기업의 최대 규모가 될 것임
∙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실시하려는 투자개발형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 대기업
실시 프로젝트보다 상대적으로 정부재정 및 공공기관 참여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적용여부 금액이 소규모 인프라의 최대 범위가
되리라 전망
∙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법적인 조항은 공공기관의 신규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1)과 총사업비를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에서 그 기준을 발견
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예비타당성 기준>
ㅇ 공운법 제40조 3항: 2016년 3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출연 및 출자에 대
한 사전협의 절차를 규정한 제51조의2 신설과정에서 수익성을 전제로 한 공
공기관의 신규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설
ㅇ 공운법 시행령 제25조의 3(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
가의 재정지원금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기
재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야 함

∙ 공운법과 공운법 시행령의 예비타당성 기준은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일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그 손실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소규모 인프라 규모는 1000억 원을
최대 규모로 하여 그 소규모의 한계를 마련할 필요
∙ 즉 총사업비 1000억 원 이하가 소규모 인프라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임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예산의 편성) 3항 법률 제14076호 2016.3.22.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3(예비타당성조사) 대통령령 제29858호 2019.6.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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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의 과거 평균 해외건설공사 수주 금액을 통해 추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 수행 소규모 인프라에 대한 투자개발형 사업은 평균 해외건설
공사 수주 금액을 건설공사비로 규정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비에 평균적인 건
설공사 이외의 사업비를 합한 금액이 투자개발형 평균 총사업비로 추정할 수
있고, 이 총 사업비가 소규모 인프라의 규모로 추정될 수 있음
-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투자개발형 총사업비 = 평균 해외건설공사비 + 기
타 사업비
- 다만 기타사업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투자개발형 총사업비에서 공사비의 일반적
비중을 파악하여 총사업비를 추정
- 최근 투자개발사업 중 베트남 스타레이크 사업의 경우 건설공사비가 약 62%를 차지하
였는바, 공사비의 범위를 약 60%로 설정하고 나머지 40%를 기타 사업비로 추정
- 평균 해외건설공사비 = 2004~18년까지 총 계약금액 / 2004~18년 총 계약건수

∙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총 건설공사 계약금액은 516억불,
총 계약건수는 7,583건이었으며, 계약금액은 반올림을 반영하여 520억불,
중소・중견기업의 평균 해외건설공사비는 약 686만불로 추정되고, 총사업비는
1,143만불로 추정됨
∙ 결국 중소・중견건설기업이 투자개발형으로 해외사업을 시도하였을 경우 평균
적으로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약 1,143만불이며, 원화로는 1$당 1,200원 기준
(2019년 8월) 약 137억 원으로 추정됨
∙ 다만, 2004~2018년까지 누적기준은 하나의 건설공사에 중소・중견기업의 여
러 하도급 계약이 포함된 것으로 보통 투자개발형에서 하나의 건설공사에 하
나의 원도급 공사 관계보다 다소 과소평가될 수 있음
∙ 2007년도는 중소・중견건설기업의 건축 수주계약이 많았고, 동시에 하도급은
적었던 해로서 2007년만을 떼어서 평가해보면 계약금액 67억불, 계약건수
459, 평균 건설수주액(건설공사비) 1,460만불로 추정되며, 투자개발형 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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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는 2,433만 불로 원화 약 292억 원 이었음
∙ 결론적으로 과거 기록을 토대로 한 대략적인 중소・중견건설기업의 소규모 인
프라 투자개발형 총 사업비는 137억 원에서 292억 원 정도로 추산됨
□ 소규모 인프라의 통상적 규모와 최대규모
∙ 본 연구는 대략적인 수치 계산을 통해 투자개발형 소규모 인프라 규모가 100
억 원대에서 300억 원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리라 추정하며
∙ 그 최대 규모는 예비타당성 기준인 총사업비 1,000억 원 이하로 규정하고자 함
∙ 다만, 공기업 및 대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 등
을 감안하면 총 사업비 규모는 더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라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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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중소·중견기업 투자개발형 해외진출
여건변화와 컨설팅 현안과제

1. 중소·중견기업 투자개발형 해외진출 여건 변화
1) 민간금융 해외투자 관련 여건
(1) 은행권
□ 은행권은 저위험 저수익에 머물러 있음
∙ 2018년 국내은행 총이익은 46조 1천억 원이며, 이 중 비이자이익은 5조 6천
억 원으로 12.14%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비중은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

표 3-1 | 국내은행 비이자이익 및 이자이익 비중 비교
(단위: 조원, %)

이자이익
(비중)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37.4

39.1

38.0

34.9

34.9

31.8

34.0

37.3

40.5

(82.7)

(82.0)

(89.3)

(89.6)

(90.9)

(85.1)

(86.9)

(83.6)

(88.0)

비이자이익
(비중)

7.8

8.6

4.5

4.0

3.5

5.6

5.1

7.3

5.6

(17.3)

(18.0)

(10.7)

(10.4)

(9.1)

(14.9)

(13.1)

(16.4)

(12.1)

총이익

45.2

47.7

42.6

38.9

38.4

37.4

39.1

44.6

46.1

자료출처: 이대기 ‘국내은행의 수익구조 분석과 시사점’ 금융포커스, 201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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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총이익 대비 비이자이익 비중을 대형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16.0%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13.6%), 하나은행(12.3%), 국민은행
(11.0%) 등의 순위를 보이고 있음
∙ 반면 미국 웰스파고, 싱가포르 DBS 등 주요 글로벌 은행그룹은 비이자이익 비
중이 20〜30%를 상회해 국내은행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1)
∙ 결국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국내은행은 대체적으로 수익률보다는 극단적인
Low Lisk - Low Return 위주의 경영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결과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중소기업 전문은행을 표방한 기업은행의 해외진출 등 해외투자 증가 전망
∙ 2019년 9월 19일 기업은행은 인도네시아 넘버원 SME 전문은행을 비전으로
자카르타에 IBK인도네시아은행을 출범2)
∙ 2023년 인도네시아에서 해외이익의 25%, 해외자산의 15% 달성을 목표로 현
재 30개의 영업망을 2023년에는 55개로 증가시킬 계획
∙ 본 IBK인도네시아 은행은 현지 은행인 아그리스 은행과 미트라니아 은행을 인
수합병하여 설립한 은행으로 현지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과 인도네시아 중소기
업이 주요 고객이 될 전망

(2)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외 대체투자가 증가
□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의 해외 대체투자
∙ 장기화 된 저금리, 저성장 기조에 따라 국내 부동산 대비 높은 수익률 확보를
위한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

1) '국내은행의 수익구조 분석과 시사점' 이대기, 금융포커스, 2019.3.30
2) 전자신문, 기업은 ‘IBK인도네시아은행’ 공식 출범... 201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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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내 투자기관은 안정적인 자산(일정 신용등급 이상인 국가)을 선호하고
있지만, 투자자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동남아시아,
동유럽으로의 관심이 증가
∙ 지난 5년간 투자규모 기준, 해외로 가장 많이 투자한 국내의 투자자는 미래에
셋 그룹이며, 보험사와 국내 연기금보다 증권사가 더욱 활발하게 해외 부동산
에 투자
∙ 증권사들은 해외 자산을 인수하고 이를 재매각하는 Brownfield 투자 방식으로
수익을 얻고 있으며, 우량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자본으로 투자하고 있음

표 3-2 | 5년간 해외 부동산 투자자 국내 상위 10개 기관 (2014년 – 2019년 상반기)
단위: 십억원
순위

회사명

투자액

보유 부동산 자산 수

1

미래에셋

5,962

18

2

하나금융투자

5,295

30

3

삼성생명보험

4,193

12

4

한국투자공사(KIC)

2,771

17

5

베스타스 자산운용

2,771

10

6

한국투자금융

2,728

10

7

이지스 자산운용

2,373

9

8

국민연금(NPS)

1,964

3

9

우정사업 본부

1,880

7

10

현대해상

1,664

5

자료출처: Colliers International, RCA Note: Survey data includes all property types over the last five years.
Judy Jang. 2019. 해외 부동산 투자국의 다양화 (한국 기관투자자의 해외부동산 투자상승). 6월 12일. 서울:
Colliers International에서 재인용

∙ 지난 2년간에는 하나금융투자가 적극적 투자를 통해 선두 지위를 확보하였고,
삼성생명보험은 최근 투자가 적극적이지 않아 10위로 내려앉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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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 2년간 해외 부동산 투자자 국내 상위 10개 기관 (2018년 – 2019년 상반기)
단위: 십억원
순위

회사명

투자액

보유 부동산 자산 수

1

하나금융투자

3,527

17

2

미래에셋

2,316

7

3

국민연금(NPS)

1,656

1

4

베스타스 자산운용

1,522

7

5

한국투자금융

1,223

6

6

KB 금융그룹

1,192

3

7

NH 투자증권

1,077

3

8

이지스 자산운용

1,067

3

9

AIP 자산운용

721

3

10

삼성생명보험

576

2

자료출처: Colliers International, RCA Note: Survey data includes all property types over the last five years.
Judy Jang. 2019. 해외 부동산 투자국의 다양화 (한국 기관투자자의 해외부동산 투자상승). 6월 12일. 서울:
Colliers International에서 재인용

□ 해외 부동산 자산기준 투자 실적
∙ 해외 부동산 보유 자산 수 기준,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을 가장 많이 소유한 투
자자는 국민연금이며 2018년 말 기준으로 전체 운용 자산규모는 639조원
∙ 글로벌 금리 인상 및 주식 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다양한 국내 연기금들은 해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계속해서 늘릴 것으
로 전망됨
∙ 보험사들은 해외 부동산보다는 SOC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표 3-4 | 해외 부동산 투자자산 보유 상위 10개 기관 (보유자산 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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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회사명

보유 부동산 자산 수

1

국민연금(NPS)

43

2

하나금융그룹

38

순위

회사명

보유 부동산 자산 수

3

미래에셋대우

28

4

한국투자공사(KIC)

19

5

행정공제회(POBA)

17

6

삼성생명보험

14

7

베스타스 자산운용

13

8

AIP 자산운용

12

9

한국투자금융

11

10

삼성그룹

10

자료출처: Colliers International, RCA Note: Survey data includes all property types over the last five years.
Judy Jang. 2019. 해외 부동산 투자국의 다양화 (한국 기관투자자의 해외부동산 투자상승). 6월 12일. 서울:
Colliers International에서 재인용

□ 기관투자자의 해외 부동산 투자국의 변화
∙ 지난 5년간 해외 부동산 투자는 선진국의 안정된 매물이 선호되었으며 투자규
모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순으로 나타남
∙ 2018년에는 파운드화 가격이 내려감에 따라 영국 런던으로의 활발한 투자가
진행되었지만, 2019년에는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과거 대비 활
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하지만 유로화의 하락으로 유럽에 대한 투자 선호는 지속되고 있으며, 2019년
에는 프랑스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활발했던 반면, 치열하게 경쟁 중인 서유럽
대신 동유럽(특히 체코)으로의 투자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
∙ 미국의 경우 투자규모는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미국 내 2선 도시
로 관심이 이동 중에 있으며, 금리상승 및 달러의 강세에 대한 우려로 인해 에
쿼티 투자보다는 메자닌 및 C-Loan 투자가 검토되는 중
∙ 신흥 아시아 국가의 경우 높은 수익률이 창출됨에도 불구하고 투자 규제 및 투
명성 미달과 같은 제약여건으로 인해 투자 비중 확대가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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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 부동산보다는 물류 시설 등 타 시설사업에 대한 Brownfield 투자가 증가
∙ 지난 5년간 국내에서 투자한 대부분의 해외 부동산 매물은 유럽이나 미국의 오
피스 매물이었지만, 수익률 저하 및 매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 다른 매물로의
투자 관심이 증대
∙ 전자상거래 확대로 물류센터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물류 자산에 대한 투자
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며, 특히 아마존의 물류센터에 대한 투자가 활발
∙ 미래에셋대우는 아틀란타의 아마존 물류센터를 880억원에 인수하였고, 코람
코 자산운용은 하노버에 위치한 아마존 물류센터를 1,100억원에 인수3)
∙ 사업환경 및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스튜던트 하우징, 시니어 하우징, 데이
터 센터 등이 안정적인 운영수익률이 보장되는 투자 매물로 부각되고 있음

2) 정책금융의 중소·중견기업 관련 해외진출 지원 현황
(1) KIND의 중소・중견기업 관련 지원과 성과
□ KIND 설립을 통해 투자 환경 개선
∙ KIND 설립을 계기로 종전에 인프라 위주 투자에서 도시개발을 포함한 투자가
목적의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음
∙ KIND 설립 이후 GIF 사업타당성조사와 KIND 직접투자 심의로 사업발굴 및
기획체계가 이원화되어 기업의 사업제안 창구가 증가된 상황
∙ 특히,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업선정, 투자심의, 이사회투자결정으로
KIND의 신속한 직접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음

3) Judy Jang. 2019. 해외 부동산 투자국의 다양화 (한국 기관투자자의 해외부동산 투자상승). 6월 12일. 서울: Colliers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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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현 직접투자는 상업성이 공공성보다는 큰 사업으로서 민간 기업에 활용
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인프라 협력센터 4개소 설립을 통해 현지 네트워크 강화
∙ 2019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 케냐 등 4개소에 인프라협력센터
를 설립하고 해외건설 및 PPP 사업 발굴과 개발을 수행하며, 시장동향, 제도,
정책조사 등 정보제공을 통해 공기업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
∙ 본 인프라 협력센터는 현지 정보와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게도
중요한 네트워크가 될 것으로 전망
□ 융복합 프로젝트 진출 지원
∙ 건설 및 개발사업은 융복합 사업으로서 타 산업분야를 포괄할 수밖에 없는 상
황으로 ICT, 환경, 에너지, 한류 등 타산업과 융복합하는 스마트시티, 항만산업단지 복합개발 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 기획하며, 2019년 KIND 내에 융
복합 사업전담 지원부서를 신설
∙ 본 융복합 프로젝트 진출 지원은 비교적 벤처마인드에 접근한 것으로 중소・증
견기업의 소규모 인프라・도시개발 (도시개발시설) 사업 진출에 대한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최근 투자실적
∙ 특히,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업선정, 투자심의, 이사회투자결정으로
KIND의 신속한 직접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폴란드와 베트남
스타레이크 사업 (사례에서 언급) 등 성과도 창출
∙ 2019년 5월 10일 KIND는 폴란드 PDH/PP 플랜트 사업에 현대엔지니어링과
함께 $11 억불 EPC 계약을 성사시켰음
- 본 계약은 폴란드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플랜트이며, 한국기업에게 수여되는 가장
큰 계약건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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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주요실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전 GIF 실적도 함께 정리하
였음
표 3-5 | 2019년 6월 기준 승이된 KIND 투자
프로젝트명

KIND 투자

현재 상황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15백만불

Financial closing 단계

칠레 탈카 태양광 발전소

$6.5백만불

폴란드 Polimery Police PPP

$50백만불

세부조건 협상중

베트남 스타레이크 시티 도시개발

$10백만불

지분관계 구조 마무리 작업중

합계

$81.5백만불

자료출처: KIND 영문 News letter 를 토대로 국토연구원 재작성

∙ 2019년 6월 현재 다루고 있는 프로젝트를 분야별로 보면 교통 프로젝트 15건,
도시개발 프로젝트 13건, 물류 프로젝트 6건, 발전소 프로젝트 14건, 수처리
시설 프로젝트 10건, 플랜트 3건, 환경 4건 등으로 나타남
그림 3-1 | 2019년 6월 기준 분야별 프로젝트

자료출처: KIND 영문 News letter 2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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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로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 상황을 살펴보면 아시아가 43건으로 압도적
이며, 미주(중남미 포함) 9건, 중동 5건, 유럽 4건, 아프리카 4건 등임
그림 3-2 | 2019년 6월 기준 지역별 프로젝트

자료출처: KIND 영문 News letter 2019.6

(2) 정부부처의 중소・중견기업 관련 지원 현황
□ PIS 펀드 및 GIF 신남방 및 신북방 펀드 조성
∙ 2019년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3조원을 조성하기로 하되, 먼저 1.5조
원을 조성하고, 성과를 보아가며 차후 1.5조원을 조성하기로 하였음 (본연구
사례조사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음)
∙ 글로벌 인프라 펀드(GIF)의 최근 급격한 소진이후 2019년 5월에는 신북방
(한-유라시안) 펀드와 신남방 (한-아세안) 펀드를 민관협력으로 각각 1,100
억원씩 총 2,200억원을 조성
□ 초고위험 및 고위험 정책금융 지원 확대
∙ 수출입은행의 1조원 규모 특별계정을 신설함으로써 이라크 등 초고위험 국가
의 재건에 우리 건설기업의 수주 활동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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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 등 초고위험 국가는 수출입은행의 일반계정으로 지원이 불가하므로 수출입
은행법 시행령 개정 및 수출입은행 내규 신설조항을 통해 특별개정을 신설하여 지원
- 시행령 개정은 초고위험국가의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성방안, 위
험자산 증가로 인한 손실보존방법, 고의 및 중과실을 제외한 면책 조항 등의 신설이
필요

∙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보증공사의 우즈벡, 터키 등 BB+ 이하 고위험국가 건
설 사업 수주에 정책자금 2조원 지원 확대
※ PIS 펀드는 주로 중위험 국가 투자개발형 사업 지원에 해당함
□ 중소·중견 공동 보증 지원 추진
∙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을 발굴하더라도 기업신용도가 낮아 자금을 지원받기 어
려웠음
∙ 정부는 기업신용도보다는 발굴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기반한 자금지원을 강화
하기 위해 보증제도를 개편하여 공동보증제도를 마련
∙ 본 공동보증제도는 주관기관을 해외건설협회로 지정하고, 기업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사업성 평가를 기준으로 5개 금융기관이 공동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임
- 5개 금융기관: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평가수수료도 50% 경감하는 방향에서 지원 모색중
∙ 또한 5개 금융기관에 더해서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전기공사공제조합 등 참여
기관도 확대 협의 중으로 알려져 있음
□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무한경쟁 시대 도래
∙ 2018.12월 건설산업법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업 자격이 일정 요건을 구비하면
전문 건설 기업에게도 주어지게 되어 국내건설 환경이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
고 있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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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대기업이 종합건설업에 지위를 활용, 건설뿐만 아니라 개발 사업에도 확
장하였듯이 전문 건설업에게도 단순 하청 건설뿐만 아니라 투자개발형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확보되고 있음
∙ 이는 건설기업에게 금융조달을 요구하는 시공자금융주선, PPP 투자개발형 사
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글로벌 건설환경에도 적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중소・중
견기업도 국내에서 종합건설업 자격을 획득한다면 가능하게 되었음

2.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현안과제
∙ 최근의 전향적인 민간과 정부의 투자개발형 해외진출 지원은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에 대한 투자개발형 해외진출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리라
전망됨
∙ 특히, 자금조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개발 프로세스상 사업발굴 및 기획
단계의 컨설팅 지원과제, 중소・중견건설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 국내외 네트
워크 구축 과제, 중소・중견건설기업 특화 금융지원체계 구축과제 등이 대표적
컨설팅 지원 현안과제가 될 것임

1) 사업발굴 및 기획 단계
(1) 사업발굴 및 기획에 금융기관 참여 미흡
□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등 금융기관의 사업제안이 거의 없는 상황
∙ 자산운용사 또는 사모펀드가 사업제안을 할 경우 기획단계부터 사업성 및 수

4)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시행 2019.7.1. 법률 제16136호 2018.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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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성 있는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접근할 수 있지만 현재는 사업제안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최근 PIS 펀드의 모펀드 주관운용사로 선정된 삼성자산운용의 경우 자펀드 출
자금으로서 2000억원을 삼성생명, 삼성화재보험, 삼성증권으로부터 모집하
고 출자약정 하였는데, 이 2000억의 자금을 제안형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
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사업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다만, 중소・중견기업의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제안
을 전문으로 하는 자산운용사 및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없는 상황
□ 사업타당성조사 컨소시엄 구성에서 자산운용사 참여 미흡
∙ 현재의 해외건설촉진법은 건설업 및 엔지니어링의 해외건설업자 뿐만 아니라
은행 및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도 사업타당성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해외건설촉진법 제19조의 5 제3항은 일반집합투자업자가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투자자와 이해가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산운용업무 중 일부를 해외
건설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계약할 수 있다고 하였고, 해외건설촉진법 시
행령 제24조 1항은 자사운용업무의 일부를 해외건설공사에 따른 기술・법제도・경제
성 분석 등 타당성조사로 규정하였음
- 이 의미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자
산을 운용하기위해 설립된 전문집합투자업자(해외건설 특화 자산운용사)가 전문인
력을 확보한 경우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임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간주됨

∙ 그러나 현재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의 사업타당성조사 참여는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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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 혼합형 가칭 ‘도시개발시설’ 개념

자료출처: 저자 작성

□ 전문집합투자업자 설립이 거의 없는 상황
∙ 전문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산운용에 관
한 사전교육 이수자 2명을 투자운용인력으로 확보할 경우 허가되지만 아직 한
건도 없는 상황
∙ 중소・중견기업의 이들 전문집합투자업자의 컨설팅이 가장 필요로 하지만 전문
집합투자업자의 자본금 요건이 10억 이상 등으로 매력도가 떨어짐
-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일반집함투자업자의 설립 자본금 요건을 대폭 낮추어서
5억 이상만 확보하면 설립 인가하고 있음

(2) 모듈화 기획 기능 미흡
□ 수익성 모델의 모듈화 기획 어려움
∙ 도급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은 수익성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단련 되었다기보
다는 주어진 일감에서 각종 비용을 절감하며 수익을 맞추어가는 형식을 취하
였음
∙ 이들이 투자개발형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익
모델이 필요하나 현재까지 그 역량이 미흡하여 대상국에서의 수요가 있어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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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현재 해외건설특화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중소・중견건설기업
의 사업들이 사업타당성조사를 거치더라도 그 사업성 및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평가
∙ 특히, 본 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시설에 대한 수익성 모델 모듈화 기
획 연구조사 활동, 모니터링 등이 실시되지 않고 있어 중소・중견기업의 입장
에서는 벤치마크 할 모범 교안이 없는 실정
□ 창의적 사업 기획 기능 약함
∙ 제조업의 부품업체처럼 건설산업이 부품화하기는 어려우나, 투자개발형 사업
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는 중소・중견기업도 단순 건설도급 참여이외에 건설기
자재 공급, 운송, 건설, 운영관리 등 다양한 건설산업 영역에서 소규모 인프라
진출이 가능
∙ 특히 2018년 KIND 창출을 계기로 상업금융과 연계가 수월해짐에 따라 수익
성 추구 상업금융에 적합한 도시개발 모듈화 기획이 중요하게 되고 있으며, 중
소・중견기업의 사업시행자 역할이 강조되리라 전망
∙ 그러나 건설산업 내 소규모 인프라 모듈화, 타 산업과의 연관성 소규모 인프라
모듈화 등 다양한 사업화 루트에 적합한 모델들이 소개되어 있지 않거나 정리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의 명확한 벤치마크 대상이 없는 상황
- 예를 들어 최근 스마트시티 수출과 관련된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7대 핵심서비스의
경우 기획여하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게 적합한 투자개발형 소규모 인프라 모델이
되리라 전망 됨

표 3-6 | 한국형 스마트시티 7대 핵심서비스
7대 헥심서비스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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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콘텐츠
연료전지를 활용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플랜트
3D 프린터 및 증강현실 활용 소비자, 설계자, 시공자간 소통건축 서비스

7대 헥심서비스

스마트시티 콘텐츠

스마트 안전

스마트 통합플랫폼 (IOCC) 건설 및 운영

스마트 교통

드론 및 로봇 택배 물류시설, 공유모빌리티 (자전거 설치대, 스마트 주차장) 시설 등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에코
스마트 데이터

원격의료 노인요양 시설, 실버주택 등
스마트 상하수도, 에코 시설 등에 대한 건설 및 운영관리
테이터 센터 등 건설

자료출처: 대외경제장관회의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2019.7.8.일, 국토연구원 재구성

∙ 또한, 최근 수출 부진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이 중
요한 상황이나 KOTRA 해외공동물류센터 등이 임대형으로 운영되다 보니 마
켓팅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과거 실패한 사례가 있는 상황5)으로 투자개발형
신축 해외공동물류센터는 그 대안이 될 수 있음
- 사업자가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관리까지 하는 상황에서 운영관리 주체의 마켓팅
활동을 총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임대형보다는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 전망

∙ 금융권의 주요 해외진출이 개발사업보다는 Brownfield 형 사업에 한정되어 진
행되고 있지만 건설의 한 부분인 리모델링을 수반하며 진행되고 있으므로 중
소・중견건설기업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으며, 증소・증견건축기업 등
이 선제적으로 소규모 건축물을 매입하여 오피스텔, 레지던스 호텔 등으로 리
모델링한 뒤 운영하고 몇 년후 매각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투자개발형 사업
을 진행할 수도 있음

2) 중소·중견 건설기업 해외건설 진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과제
□ 중소·중견기업의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정보교류의 장 부재
∙ 2019년 현재까지 많은 포럼 및 세미나 등이 실시되어져 왔으며 해외진출에 대
한 정보교환의 중요성도 강조되어 왔고, 어느 정도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여
5) 조정란, 정인교 2012 「중소기업을 위한 KOTRA 지원 해외공동물류센터의 평가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물류학회지
제22권 제2호 pp 323~344

제3장 중소중견기업 투자개발형 해외진출 여건변화와 컨설팅 현안과제 ․ 55

왔으나, 중소・중견기업의 소규모 인프라에 대한 것은 아직 중소・중견기업에게
도 낮 설은 용어일 뿐 아니라 포럼 및 세미나 등 관련 네트워크 구축도 마련이
안 된 상태
∙ 투자개발형에 대한 인식도 아직 중소・중견기업에게 일반화된 상황은 아니며,
간접체험의 경험이 필요한 상황
∙ 또한, 향후 소규모 인프라에 대한 투자개발형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으려면 성
과 및 실패사례의 교훈 등을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개발형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에 대한 정보의 확산도 도모할 필요
□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미흡
∙ 투자개발형 사업의 핵심은 현지정보, 인허가, 투자관련자 등과의 네트워크 구
축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님
∙ 대기업에 비해 중소・중견기업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며, 현지법인을 설립한 중소・중견기업도 현지국가 이외에 네트워크를 확보하
지 못하여 타국가로 동종 산업의 확산 등이 어려운 상황
∙ 또한, 간혹 현지 관련인과 네트워크를 확보하더라도 신뢰성이 문제인 경우가
허다하여 실제 프로젝트를 구상하여 진출하려 해도 금융기관에서 거절하는 사
례가 빈발
□ 교육훈련을 통한 네트워크 마련 부재
∙ 지난 컨설팅 과정에서 초청연수는 개발협력 네트워크 구성에서 일반화 되었으
며, 네트워크 구축에서 그 효과성을 입증하기도 하였음
∙ 그러나, 현지 네트워크를 마련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초청연수
과정은 부재하였으며, 활용 가능한 국제기구를 통한 교육훈련, 사회적 경제
활용 교육훈련 등은 미흡하고, 교육훈련 주체가 될 수 있는 국책연구기관 위치
세종시의 교육훈련 활용여건도 아직은 미성숙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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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를 통한 교육훈련 미흡) OECD 등 국제기구에서 SMEs (Smal and
Medium Enterprises)라는 용어와 관련 추진체계의 설치는 일반화되어 있으나
이를 활용하는 초청연수는 극히 미흡한 실정
∙ (사회적 경제 활용 교육훈련 미흡) 영연방 개발도상국 및 고위험 국가들에서
협동조합은 중앙부처 중 하나로 구성할 정도로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으며, 우
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네트워크에서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관련
교육훈련을 통한 네트워크 마련은 거의 없음
- 신한은행의 경우 우리 수출기업의 물품 및 설비 수출대금 결제를 원활하게 추진하
기 위해 미얀마 협동조합부 및 협동조합중앙회와 MOU를 통해 미얀마 수입업체에
게 안정적인외화금융지원을 한 사례도 있었음6)
- 북한의 경우에도 협동조합을 통한 남북협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는 의견도 있음7)

∙ (세종시 교육훈련 활용 여건 미성숙)초청연수는 비교적 일주일 이상의 체류기
간 동안 숙박을 제공하여야 하나 세종시에 관련 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많
은 국책연구기관들이 수도권에서 숙박을 제공하는 등 관련 업무의 비효율성이
많이 있음

3) 중소·중견건설기업 특화 금융지원체계 구축과제
□ 중소·중견기업 특화 사업타당성조사 신설 필요
∙ 현재의 사업타당성조사 체계는 선단형 해외진출에 초점을 두고 진행됨에 따라
경쟁력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음
∙ 또한, 사업타당성조사 사업선정 과정에서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배려를 하
려다보니 사업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결국
사업화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
6) 한국무역보험공사 보도자료. ‘무역보험공사’, 기회의 땅 ‘미얀마로 우리기업의 농업부문 진출을 위해 신한은행과
함께 현장 파고 든다’. 2014.7.7.
7) 이찬우. 2019.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시대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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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의 독자적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자생력이 중요하며, 소규모 인
프라(도시개발시설) 분야에서 창의성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할 수 있도록 중
소・중견기업에게 특화된 사업타당성조사 정부지원이 필요한 상황
□ 중소·중견기업 특화 모태펀드 필요성
∙ 대부분 중소 벤처에 대한 투자가 손실 리스크는 크지만 수익은 크게 나타나는
것처럼 소규모 인프라의 경우도 고위험군에 속하지만 우리 중소・증견건설기업
의 창의적 도전의식을 불러 올 수 있을 것이며, 자금 지원규모가 대규모 인프
라 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어 비용대비 효과성도 크리라 전망됨
∙ 특히 자금조달 자문이 프로젝트 발굴단계부터 발생한다면 얼마든지 자본투입
대비 효과적인 프로젝트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임
∙ 이 과정은 추이를 보아가며 하기 보다는 초기부터 중소・중견기업 특화 펀드를
구성하여 접근함으로써 우리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의 버팀목으
로 작요하도록 마련되어져야 함

4) 소규모 인프라 인큐베이팅 및 활성화 추진체계 필요성
□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소규모 인프라 인큐베이팅 컨트롤타워 기능이 필요
∙ 먼저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교류의 장인 국내외
포럼 및 각 종 네트워크를 구성하더라도 이들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 네트워크가 지속가능하지 않음
∙ 둘째, 사업타당성조사 등에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 금융기관 참여가 필요
한 상황이나 이들의 참여를 견인할 인큐베이팅 컨트롤 타워는 아직 없는 상황
∙ 따라서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운영, 금융기관 참여 유도 등을 위한 시범사업 총
괄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인큐베이팅 컨트롤 타워 기능이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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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건설기업 전용펀드 마련 이후 실무 컨트롤타워 기능도 필요
∙ 투자개발형 사업은 여러 부처간 융복합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며, 민관협력 자
금 마련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민관협력 사업이기도 하므로 범부처와 국민을
아우르는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되어져야 마땅함
∙ 2018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출현은 국토교통부의 산하기
관이기는 하나, 금융기관과의 융복합 기능을 통해 해외건설과 정책금융, 민간
금융을 아우르는 실무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다만, 본 연구는 KIND의 선단형 해외진출에 더해서 중소・중견기업의 독자적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전용펀드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KIND가 실무차원의 범부처 컨트롤 타워가 되었듯이 중소・
중견기업만을 위한 펀드의 실무 컨트롤 타워 필요성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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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1. 국내 펀드조성 및 해외도시개발 사례
1) 민관협력 PIS 펀드
□ PIS 펀드 조성 의결 현황
∙ 2019년 2월 제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을 통
해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 시티 펀드 3조원 조성
을 의결
∙ 2019년 3월 관계부처합동 경제활력대책회의의 「수출활력 제고대책」에서 PIS
펀드의 대체적 윤곽을 마련함1)
- 1차 1.5조원 조성 후 사업성과에 따라 2차 1.5조원 추가 추진으로 의결
- 재정 1,500억원, 국토부 및 해수부 공기업 4,500억원, 수은 연기금 및 민간 자금
등 9,000억원 마련안 의결
- 플랜트 건설 1조원 스마트시티 5천억 원 등 사업에 투자 및 융자 지원을 통해 인프
라 투자개발형 사업의 금융지원 토대를 마련하기로 합의

∙ 2019년 4월 관계부처합동 경제활력대책회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
티 펀드 조성방안」을 통해 Blind Capital Call 방식의 모자펀드 구성과 공공기
관의 모펀드 투자 약정액 등 구체안이 의결되었음
1) 기획재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 「수출활력 제고 대책」. 2019.3.4.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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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ind Capital Call 방식은 투자자가 일정금액의 투자를 약정한 후에 주관운용사
(General Partner, GP)가 실제 프로젝트 발생시 투자요청하고 투자자는 약정된
금액을 투자

□ PIS 펀드 창출의 배경
∙ 첫째, 건설 및 플랜트 수주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우리의 전통적
인 해외건설 시장인 중동에서도 후발주자인 중국에도 밀리고 있는 상황
- 특히 플랜트의 경우 2014년 517억불에서 2015년 265억불, 2016년 133억불, 2017
년 199억불, 2018년 184억불로 크게 감소하였음2)

그림 4-1 | 글로벌 건설사들의 중동 매출현황
단위: 억불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방안」. 2019.4.17. 관계부처 합동.
p. 1 글로벌 주요건설사의 중동지역 매출현황.

2) 기획재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방안」. 2019.4.17.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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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글로벌 건설시장이 수주에서 투자로 변화하고 있으며 대규모 자금이 필
요한 인프라 건설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
∙ 셋째, KIND가 검토중인 투자수요 50건 약 670억불에 비해 국토부 운용 글로
벌인프라펀드 규모는 2009~2018년까지 5000억(약 4억불) 미만으로 턱없이
부족
∙ 넷째, 장기적 안목에서 민간자금 유치를 통한 정책펀드의 모태펀드 조성 등 지
속가능한 해외건설 투자 지원 금융펀드를 마련할 필요
□ PIS 펀드 투자자 구성
∙ 모펀드 투자자로서는 정부재정 1,500억원을 KIND에서 위탁 받고 국토부 공
기업과 해수부 부산항만공사가 투자하기로 약정
∙ 수출입은행 2,000억원을 필두로 연기금 및 민간 투자자가 7,000억원을 조성
하여 도합 9,000억원을 조성
∙ 자펀드의 경우는 모펀드 6,000억원과 수은, 연기금, 민간 투자자의 9,000억
원을 합하여 1.5조원을 조성하고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분야의 프로젝트
베이스로 지출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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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 PIS 펀드 모자 펀드 구성도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방안」 2019.4.17. 관계부처 합동.
p. 4 그림 재구성

∙ 모펀드의 구성은 정부재정, 글로벌 인프라 펀드의 기투자수익금인 각 공기업
별 배당금, 공공기관의 투자약정금액으로 이루어져 있음
∙ 자펀드는 삼성자산운용사를 주관 운용사로 선정한 2019년 9월 현재 4천억이
약정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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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 각 섹터별 출자금액 (Capital Commitment)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방안」. 2019.4.17. 관계부처 합동.
p. 4 그림 재구성

∙ 정부와 공기업의 부담비율을 보면 정부재정 25%, 공기업 75%로 구성
∙ 공기업의 부담비율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69.78%, 해양수산부 산하
5.22%임
∙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8.9%, 한국도로공사
11.35%, 인천국제공항공사 11.90%, 한국공항공사 6.45%, 한국철도공사
5.55%, 한국철도시설공단 5.55%, 국토정보공사 5.55%, KIND 5.55%,
주택도시보증공사 8.98%임
∙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에서는 부산항만공사가 유일하며 5.22%의 부담비율
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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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 공공기관별 부담비율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방안」. 2019.4.17. 관계부처 합동.
p. 5. 그림 재구성

□ 정부의 업계친화적인 입찰 추진
∙ PIS 펀드는 KIND가 직접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운용사를 선정하는 방식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모펀드에 대한 입찰을 수차례 공
고했지만 유찰되거나 입찰 참여 운용사의 준비 미흡 등으로 유찰되는 상황이
있었음
∙ 이러한 입찰 과정에서 민간 자산운용사의 입찰 참여 매력도가 줄어든 주원인
은 자산운용사의 참여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임
∙ 특히, 낮은 수수료 및 운용보수, PIS 펀드 전담인력 규정, 운용사 계약기간 등
이 자산운용사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었음
- 운용사 계약기간의 경우 인프라 펀드 특성 상 사업개발형 프로젝트가 많아 사업개
발 및 투자회수 기간이 길기 때문에 5년 1회 계약기간은 무리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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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정부와 KIND는 참여기준을 대폭 낮추고 2019년 9월 10일 운용사를
선정하게 되었음
- 운용보수: 기존에는 펀드투자 약정액의 20bp→수정안 펀드투자 약정액의 30bp
- 전담인력 기준: PIS 펀드 전담 인력 따로 규정→타 펀드 운용력도 PIS펀드 운용 가능
- 운용사 계약기간: 기존 계약기간 5년마다 갱신→특별 결격사유 없는 한 1회 연장함
으로써 계약기간 10년 가능

∙ 2019년 9월 10일, PIS의 모펀드 주관 운용사를 삼성자산운용사로 선정3)
- 본 삼성자산운용은 주관 운용사로서 제안형 자펀드에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생
명 등 삼성 그룹사들의 약 2,000억 민간 투자금을 약정함으로서 전체 자펀드의 향
후 조성액 9,000억원의 약 22%를 조성하였음
- 본 입찰과정을 통해 자펀드(모펀드 6,000억원+민간 투자자 9,000억원)의 1.5조
원 프로젝트 분야 구조도 재설정되었는데, 플랜트 3,000억원, 인프라 6,000억원,
스마트시티 4,000억원, 제안형 2,000억원 등으로 설정되었음
- 플랜트의 경우 발전, 신재생, 환경/플랜트, 인프라의 경우 공항, 도로, 철도, 항만,
스마트 시티의 경우 도시기반시설, 헬스케어, 물류시설, 제안형의 경우 제안 분야
가 자펀드의 투자대상으로 설정
그림 4-4 | 자펀드 분야별 설정금액과 자편드 투자 대상
자펀드 설정 (총 1.5조원)

자펀드 투자대상
→
→
→
→

자료출처: 에너지데일리. 2019. KIND, ‘PIS 모펀드’ 운용, 삼성자산운용에 맡긴다. 9월 10일.
http://www.energydaily.co.kr/new/articleView.htmI?idxno=101880(2019.9.10.)
3) 에너지데일리 ‘업계 최고 수준 주간운용사 선정... 펀드 조성작업 급물살 전망’ 2019.9.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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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사례
□ 사업추진 일정
∙ 2013년 한-미얀마 경제협력공동위 개최: 제1차 한-미얀마 경제협력 공동위
에서 미얀마 내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 공유
∙ 2014년 미얀마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III: 국토연구원 계획수립 사업에 LH
용역참여를 통해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 2015년 9월 LH-미얀마 건설부 간 MOU 체결
∙ 국토부 제3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도시개발수요가 높은 국가에 민간-공공
이 컨소시엄을 구성, 투자사업화 추진(‘15.10월)
∙ 2016년 정부 경제정책 방향: 기획재정부는 新산업전략으로 해외진출 희망 중
소기업들을 위해 LH를 통한 해외 산업단지 개발 추진
∙ 2016년 2월 미얀마 정부, LH 사업투자의향서 승인
∙ 2018년 11월 미얀마 정부, EDCF 차관 신청: 산업단지 외부인프라 건설 700
억원
∙ 2019년 3월 미얀마 투자위원회 투자허가
∙ 2019년 8월 합작회사 (JV) 설립
∙ 2019년 9월 착공식 개최
□ 사업발굴 초기 컨설팅 과정
∙ 현 야웅나핀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는 2014년부터 2015년 중반까지 수
행되었던 건설 인프라분야 KSP Ⅲ사업을 통해 가능하였음
∙ 2004년부터 진행되었던 KSP 사업은 2013년 당시까지 사업화가 전무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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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기획재정부는 지식공유사업을 실제 사업의 성과와 연계할 수 있도록
KSP 사업의 경제협력 및 우리 기업의 연계를 추진4)
∙ 2014년부터 KSP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 중심의 KSP Ⅰ사업, 산업단지 특화
부분에 산업연구원 및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의 KSP Ⅱ사업, 건설・인프라 분
야에 국토연구원과 수출입은행 컨소시엄의 KSP Ⅲ사업으로 구분
∙ 본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는 국토연구원이 주도한 5개 건설・인프라 분
야 KSP Ⅲ 프로젝트 중 하나인 미얀마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
었으며 용역업체로 참가한 공기업 LH가 본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는 컨설팅
기제였음5)
∙ 당시 국토연구원 KSP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던 수출입은행은 야웅나핀 지
역에 대한 한-미얀마 산업단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었으며 LH
의 투자개발 사업에 외곽 인프라(도로, 전력, 상하수도)를 지원할 수 있게 되
었음
∙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의 투자개발 진출 성공은 KSP Ⅲ이라는 건설・인
프라 분야의 계획수립 사업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금융기관
이 초기 사업 발굴 과정부터 참여하지 않았으면 가능하기 어려웠음
□ 사업개요
∙ 사업내용: 양곤주 야웅니핀에 68만평(555 Acre) 규모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
∙ 총사업비: 약 1,300억원
∙ 사업구조: LH 40%, 글로벌 세아 20%, 미얀마 정부 40%
- 미얀마 정부 40%는 1㎡ 당 5달러 50년 조건 토지 현물출자

4) 조진철 외 2015 「2014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III: 중장기 발전방안 및 차기사업 발굴」 기획재정부 연구용역보고서,
pp 15~16
5) 강호제 외 '14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정책자문 III 미얀마,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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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완료까지 사업기간: 2019년~2024년
□ 산업단지 계획 내용
∙ 토지용도를 산업용도, 주거 및 상업용도, 공공 서비스 시설용도 등으로 구분
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
∙ 산업용도 토지는 비교적 대규모 또는 중소규모 공장이 다양하게 유치될 수 있
도록 토지를 분할 설계
∙ 주거 및 상업 용도: 산업시설에서 가급적 주거지역을 분리하도록 설계하여 거
주민의 주거환경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음
∙ 공공서비스 시설: 주거지역 반대 방향 산업단지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도록 설계
함으로써 상하수도 및 변전시설 등으로부터 환경 역효과를 최소화하도록 설계

그림 4-5 |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자료출처: LH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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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설 및 주변 인프라
∙ 주변도로: 약 8.2㎢의 기존 1차선 도로를 확장하여 4차선도로로 정비 (미얀마
정부가 EDCF 차관을 받아 정비)
∙ 전기공급 인프라: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등 전체 전기 수요량은 약 74MW로서
변압기와 송전선 약 8㎞ 건설
∙ 수자원 공급 및 하수처리: 인근 약 12㎞ 떨어져 있는 Kalihtaw 댐으로부터 생
활용수 및 공장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물 수송 파이프 설치, 공공서비스 공원에
는 EDCF 차관을 통한 수처리 시설 건설

그림 4-6 |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주변인프라 건설 계획

자료출처: LH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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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구조도
∙ 특징: 중소기업+공기업, ODA+공기업, 미얀마 현물출자+공기업 직접투자

그림 4-7 |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사업구조도

자료출처: LH 내부자료

3) KIND의 첫 도시개발사업 직접투자 ‘베트남 스타레이크 시티’
□ 사업배경
∙ 베트남 스타레이크(Starlake) 시티는 신도시 개발사업으로서 하노이 서쪽에
위치한 서호(West Lake)의 서쪽 주변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임
∙ 대우건설이 1996년 최초 제안하였으며, 70년 임대로 토지를 매입하였고,
2006년 투자승인, 2013년 마스터플랜이 승인된 사업
∙ 2016년에는 1단계 사업인 인프라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019년 현재 1단계 건
축사업인 빌라단지도 성공리에 분양 완료 (1개 빌라의 가격은 약 10억~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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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D가 직접투자한 본 사업은 스타레에크 시티 내의 B3CC1블록의 토지사용
권과 관련 인허가 등을 프로젝트 양수도 방식으로 확보하여 호텔, 오피스, 상
업시설 등을 개발・운영하는 복합 개발사업임
□ 사업개요
∙ 사업내용: 스타레이크 시티 B3CC1 복합시설 개발사업 (35층 2개동 건축사업)
- A동 오피스사용 위주로 저층에는 상가조성,
- B동은 호텔 300실 이상 및 레지던스 호텔 200실 이상

∙ 사업개발자: 대우건설
∙ 사업부지: 하노이 구도심에서 북서쪽 5㎞

표 4-2 | 사업부지 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21,459㎡

8,515㎡

184,238㎡

40%

700%

자료출처: KIND 내부 자료

∙ 사업기간: 개발기간 54개월 (공사기간 40개월), 운영기간 2019년 현재 47년
남음
∙ 사업방식: 신도시 조성사업 내 복합개발사업으로서 운영기간 중 매각할 수도
있음
∙ 재원조달구조: 총사업비 $ 390백만불 (공사비 $ 242백만불), 자본금 $78백
만불 (20%), 주주대여 $15백만불 (4%), PF 선순위 $234백만불 (60%),
PF 후순위 $62백만불 (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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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도시개발 사업의 장점은 입지조건이 우수
∙ 현재 스타레이크시티로 외교단지가 개발 중인 가운데, 15개국 대사관이 이전
예정이며, 한국대사관은 이미 2019년 4월 이전을 완료
∙ 8개 중앙정부 부처의 청사이전도 계획되어 있어 구도심에 비해 새로운 CBD가
될 수 있으리라 전망됨
∙ 또한, 노이바이 국제공항으로부터 25분 소요되고, 주변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의 접근성이 수월할 뿐 아니라 서호의 우수한 수변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우리 주재원의 주거 및 관광산업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음
∙ 특히, 서호(West Lake) 주변은 하노이 시내 부촌지역이며, 하노이 시민이 가
장 선호하는 지역으로서 사업전망이 높음

그림 4-8 | 스타레이크 시티의 위치와 개발지 전경

자료출처: KIND 내부 자료

□ 건설사 주도 자금조성 및 위험 분산형 투자 구조
∙ 대우건설이 사업개발의 주축으로 약 35%의 지분을 투자하였고, 현지 시행법
인인 JR 투자운용과 함께 전체 지분 중 40% 지분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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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 증권 17.5%, 산업은행(KDB) 11.9%, 부산은행(BNK) 10.3%등 여러
대규모 은행 및 증권 투자자들과 투자약정 함으로써 위험 분산형 투자 구조를
구성

그림 4-9 | 스타레이크 시티 사업구조도

자료출처: KIND 내부 자료를 토대로 국토연구원 재작성

□ 본 건의 특징은 KIND의 직접심의 과정을 통해 투자결정
∙ KIND는 내부 투자심의위원회의 투자심의 사업 선정, 투자심의, 이사회의 투
자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법령에서 정한 자본금 5배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수
있음
∙ 투자심의 사업 선정과 투자심의가 1~2개월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짐으로써 신
속한 투자결정과 기업에의 지원이 가능한 상황
∙ 빠른 투자결정을 위해서는 본 스타레이크 건축사업의 사례처럼 사업성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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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적어도 지분투자자가 다양하게 확보되어 있어 위험분산이 가능할 필요
성 있음
∙ 이 의미는 중소・중견건설사가 사업성 있는 사업을 시도할 시 자산운용사와 함
께 시도하고, 지분 투자에 신뢰할 만한 지분투자자들로 구성하여 위험분산형
사업을 실시한다면 사업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임

2. 일본 JOINs 개발사례 분석
□ 일반 개요
∙ 일본의

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지원기구(Japan

Overseas

Infrastructure

Investment Corporation for Transport & Urban Development, JOIN)는 일
본 내 최초이자 유일한 해외인프라 투자에 특화된 투자기구로, 자본금 250억
엔(yen) 규모로 일본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10월 설립6)
∙ 전세계에서 최초로 도시개발을 인프라의 영역으로 도입함으로써 도시개발을
투자개발형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 주요 지원 사업은 교통인프라 사업, 도시개발 사업, 교통 및 도시개발 부대사
업 등으로 대형 인프라 뿐만 아니라 중소형 복합상가, 일본진출 산업단지의 비
즈니스 호텔, 최근에는 Brownfield 사업으로도 진출 중임
□ 투자실적
∙ 일본 JOINs는 2015년 베트남 국제항만터미널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일본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도로, 철도와 복합용도시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임
6) 일본 JOINs 영문 홈페이지 About JOIN/ Company Outline www.join-future.co.jp, 국토연구원 번역 및 재작성,
2019.9.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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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 일본 JOINs 투자실적 리스트 및 개요(2015~2019.9)

1

2

3

지원사업

승인일

투자액

컨소시엄

비고

베트남 항만 물류 사업
(The Brown-field)

2019.
7.9

22억엔

스미토모+스즈요+JOIN 합작
현지법인의
베트남 GMD 공동지분투자

베트남 GMD
(2002년 상장)

84억엔

인도네시아 부동산 투자자
(인도네시안 파라다이스사, 부미
세르퐁 다마이 등) 및
한큐한신사+JOIN
공동지분투자

총 전용면적 약
280,000㎡

43억엔

미쓰이+JR서일본철도
+JOIN

철도 건설 및 운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중부지역 2019.
쇼핑센터 개발 사업
7.4

브라질 리우 교외지역
철도교통 사업

2019.
6.28

4

팔라우 로만 트메투클 국제 2019.
공항 확장 · 개선 · 운영 사업 4.5

2.2억엔

5

말레이시아 콜드체인 물류
사업

36억엔

6

2019.
4.1

미얀마 띨라와 경제특별구역 2019.
항만 화물터미널 사업
3.19

팔라우 정부 및
소지쯔+일본공항터미널사+J
OIN의 팔라우 국제공항
공동지분투자

국제공항
확장·개선·운영
프로젝트

유센 로지스틱스+니폰유센 합작
총 4개 냉동창고 중
현지법인 TASCO와 JOIN의
항만에 1개
공동지분투자

17억엔

CDSG(미얀마 투자자)
+미쯔비시 합작
현지법인의 Lluvia와
카미구미+JOIN의
미얀마 IBTT 공동지분투자

BOT 계약 (미얀마
항만 당국),
띨라와 30·31번
구역

띨라와 25·26번
구역

7

미얀마 띨라와 경제특별구역 2019.
항만 터미널 운영 사업
1.30

2억엔

KELC(미얀마 투자자) 및
카미구미 및 스미토모+도요타
통상
+JOIN의 미얀마 TMIT
공동지분투자

8

러시아 극동지역 하바로프스크
2018.
국제 공항 신여객터미널
12.18
건설 및 운영 사업

1억엔

KHV(러시아 투자자) 및
소지쯔+일본공항터미널사+J
OIN 공동지분투자

국제공항
확장·개선·운영
프로젝트

9

태국 내 일본 산업단지
(450여개 일본기업)
2018.
비지니스 호텔 및 공공시설 12.18
사업

6억엔

아마타사(태국 투자자) 및
후지타+JOIN 공동지분투자

후지타
(설계 및 시공),
오쿠라 니코호텔
경영회사(운영)

10

미국 지속가능 항공 연료
개발 사업

2018.
9.20

9억엔

일본항공+마루베니+JOIN
공동지분투자

11

텍사스 고속철도 개발
금융 지원 사업

2018.
9.10

-

일본 해외 경제 협력
기금(JBIC)+JOIN
공동지분투자

미국 Fulcrum
지분투자
JOIN이 ‘15년
투자했던 금액에
JBIC이 추가로
투자(3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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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승인일

12

호치민 교외지역 도시개발
사업

2018.
8.24

19억엔

베트남 부동산 투자자(남롱
투자사, 타이빈 그룹 등) 및 메콩수변 TOD개발
서일본철도+JOIN
(3000호 건설)
공동지분투자

13

인도 유료도로 프로젝트
(자이프루-마후아 도로 등)
(The Brown-field)

2017.
12.27

96억엔

미쯔비시+동일본 고속도로
+JOIN

자카르타 중심부 메가 쿠닝안 2017.
개발 사업
12.22

65억엔

토큐 랜드(인도네시아 투자자)
및 JOIN 공동지분투자

주거상업
복합용도시설

14

투자액

컨소시엄

비고

I Squared
Capital+IFC로부
터 지분인수

15

양곤 내 국방 박물관 부지
재개발 사업

2017.
7.28

56억엔

YTTC(미얀마 투자자) 및
후지타+도쿄 타테모노
+JOIN

오피스,호텔
상업시설

16

자카르타 동남부 주상복합
투자개발 사업

2017.
7.7

30억엔

TRIVO(인도네시아 투자자) 및
다이와 하우스+JOIN

주거상업
복합용도개발
(5000호 건설)

17

자카르타 Garden City
상업시설 사업

2017.
5.30

50억엔

아에온몰+JOIN

상업시설
(200개 상점)

18

인도네시아 냉장창고 사업

2017.
1.24

9억엔

가와나시+JOIN

냉장창고
(5,600㎡)

19

자카르타 교외지역 복합용도 2016.
도시개발 사업
10.27

34억엔
(총사업비
100억엔)

BSDE(인도네시아 투자자) 및
미쯔비시+서일본철도
+한신전기철도+케이큐
+JOIN

교외지역
복합용도개발
1,000호 건설

20

양곤 중심부 랜드마크 사업

2016.
7. 12

2,000만
달러

SPA 그룹(미얀마 투자자) 및
ADB·IFC 및
미쯔비시 에스테이트
+미쯔비시+JOIN의
공동지분투자

주거,상업 등
복합용도개발

21

브라질 도시여객철도 사업

2015.
12.9

56억엔

미쓰이+JR서일본철도+
JOIN

4개 철도
프로젝트

22

텍사스 고속철도 사업

2015.
11.21

4,000만
달러

TCP(미국 투자자) 및 JOIN

고속철도
개발 프로젝트

베트남 띠 바이 항만 터미널 2015.
경영 및 운영 사업
10.27

12억엔

쿄에이 철강+타츠미
쇼카이+JOIN

JOIN 설립 후 첫
번째 사업

23

자료출처: 일본 JOINs 영문 홈페이지 Our Mission/ Investment www.join-future.co.jp, 국토연구원 번역 및 재작성,
2019.9.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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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0월 JOINs 설립 이후 2015년 10월부터 투자실적이 창출되어 2019
년 9월 현재까지 투자실적은 총 23건 719.8억엔임
∙ 교통인프라 개발 실적 8건 256,2억엔, 도시개발 실적 15건 463.6억엔으로 도
시개발 실적(65%)이 약 2배 정도 많은 상황
∙ 특히, 2019년은 7건 206.2억엔으로 하반기 까지 고려한다면 JOINs 최대 실
적을 달성할 것이라 전망7)

표 4-4 | JOINs 연도별, 부문별 투자실적
단위: 억엔

2015
교통

도시개발

총합

2016

2017

2018

2019

합계

비중

건수

2

0

1

3

2

8

34.8%

액수

105

0

96

10

45.2

256.2

35.6%

건수

1

2

5

2

5

15

65.2%

액수

12

55.6

210

25

161

463.6

64.4%

건수

3

2

6

5

7

23

100.0%

액수

117

55.6

306

35

206.2

719.8

100.0%

자료출처: 조진철 2019.7.19.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 정기협의회 발표 자료’, 국토연구원

∙ 도시개발 분야는 사업초기 신도시 개발 및 상업시설 개발에서 점차 물류시설
로 진화되고 있음
∙ 2018년은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기로서 2019년 일본 JOINs의 도시
개발 투자실적도 항만 및 내륙 물류창고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2018년 미국의 가장 활발한 가치 증진 부동산은 물류 부동산 (IRR: 16%
이상) 이었음

7) 조진철 2019.7.19.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 정기협의회 발표 자료’, 국토연구원,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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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 JOINs 도시개발분야 연도별 투자실적
단위: 억엔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비중

건수

0

0

0

2

1

3

14.3%

액수

0

0

0

15

2.2

17.2

3.6%

건수

1

0

0

0

4

5

23.8%

액수

12

0

0

0

50

62

12.9%

내륙물류
(냉장창고)

건수

0

0

1

0

3

4

19.0%

액수

0

0

9

0

27

36

7.5%

신도시
(주거단지개발)

건수

0

1

2

1

0

4

19.0%

액수

0

34

95

19

0

148

30.8%

상업용시설 및
호텔
(랜드마크 포함)

건수

0

1

2

1

1

5

23.8%

액수

0

21.6

106

6

84

217.6

45.3%

건수

1

2

5

4

9

21

100.0%

액수

12

55.6

210

40

163.2

480.8

100.0%

항공물류

항만물류

총액

자료출처: 조진철 2019.7.19.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 정기협의회 발표 자료’, 국토연구원

□ 베트남 Brownfield 항만 물류 투자개발 사례
∙ 베트남 민간 물류 전문 상장사인 GEMADEPT 회사(GMD)의 일부 지분을 획
득하는 브라운-필드 사업으로서 스미토모, 스즈요 상사와 함께 JOINs가 투자
(22억엔)
※ GMD는 베트남의 메이저 물류회사로서 몇몇 항만과 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물류서비스를 제공 중
∙ 본 사업은 스미토모와 스즈요 상사가 현지 산업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GMD와 물류서비스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며, 베트남 소비시장의
급팽창과 GDP 성장률을 초과할 것으로 기대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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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 베트남 Brownfield 항만 물류 투자구조도 및 전경

자료출처: 일본 JOINs 영문 홈페이지 Our Mission/ Investment www.join-future.co.jp,

□ 말레이시아 물류 투자 지원 사례
∙ 2019년 3월 26일 국토교통성으로부터 투자인가를 취득한 본 말레이시아 냉동
창고연계 물류 프로젝트(Malaysia Cold Chain Logistics Project)는 일본 유
센 물류 회사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타스코(TASCO)와 함께 진행한 사업으로
JOINs가 36억엔을 지분투자
∙ 본 물류사업은 말레이시아 뿐 아니라 ASEAN에 일본의 고품질 냉장 연계 네
트워크 사업 진출울 위해 마련됨
∙ 본 물류사업은 쿠알라룸푸르 서부 교외에 위치하고 있으며, 4개의 냉동창고를
연계하는 서비스로 냉동 및 냉장 식품을 적절한 온도로 제어하는 물류시스템
을 구축하는 것임
∙ 특히 말레이시아 뿐 아니라 동남아 지역 할랄식품과 비할랄 냉동 물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구성된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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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 말레이시아 콜드체인 물류센터 위치 및 신축 건물

자료출처: 일본 JOINs 영문 홈페이지 Our Mission/ Investment www.join-future.co.jp,

□ 미얀마 띨라와 항만 벌크 터미널 투자개발 사례
∙ 본 사업은 곡물터미널 (사일로우 + 곡물창고) 건설 및 운영 BOT 사업으로서
미얀마 항만청과 계약
∙ 본 사업은 미얀마 경제발전에 따른 식량소비 증가에 대응 수입 밀과 곡식의 처
리를 담당하기 위해 건설 및 운영
∙ 카미꾸미 회사는 일본의 곡물 물류 전문회사로서 전문성을 살려 JOINs가 함께
투자 (17억엔)
<터미널 개요>
부지 면적: 80,000㎡
부두 길이: 230m (띨라와 30번 및 31번 구역)
흘수: 9m
허용 선박 길이: 200m
중량 톤수: 20000DWT
처리 용량: 백만톤/년
운영 기간: 2064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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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 미얀마 항만 벌크 투자 구조도 및 조감도

자료출처: 일본 JOINs 영문 홈페이지 Our Mission/ Investment www.join-future.co.jp,

□ 미얀마 띨라와 항만 터미널 운영 투자개발 사례
∙ 본 사업은 일본 공적개발원조(ODA)로 건설된 항만 터미널의 운영권을 미얀마
항만청으로부터 양도받은 일본 카미꾸미가 스미토모, 토요타와 함께 설립한
“띨라와다목적 국제 터미널 회사”에 JOINs가 2억엔을 투자
∙ 최근 미얀마의 화물은 매년 20%씩 성장, 양곤 항구가 90% 를 취급하지만 조
류 때문에 어려움 상존, 띨라와 항만 화물 취급 급성장 전망
<터미널 개요>
부지 면적: 165,700㎡
부두 길이: 400m (띨라와 25번 및 26번 구역)
흘수: 9m
허용 선박 길이: 200m
중량 톤수: 20000DWT
처리 용량: 200,000~240,000TEU/년
운영 기간: 2056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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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 미얀마 항만 터미널 운영 투자구조도 및 운영시설 위치

자료출처: 일본 JOINs 영문 홈페이지 Our Mission/ Investment www.join-future.co.jp,

□ 베트남 띠 바이 국제항만터미널 운영 투자개발 사례
∙ 본 사업은 JOINs의 첫번째 사업으로서 베트남 철강물류 전문 티 바이 국제항
만터미널의 운영사업에 진출하는 일본 대기업 쿄에이 철강회사, 일본항만전문
기업 타쯔미 쇼카이와 함께 JOINs가 12억엔 지분과 8억5천만엔 채무보증을
실시한 프로젝트
∙ 배후산업단지인 푸미 산업단지와 호치민 시티의 물류 거점으로 추진되었음

그림 4-14 | 베트남 띠 바이 국제항만터미널 운영 투자개발사업 위치 및 운영 터미널 위치

자료출처: 일본 JOINs 영문 홈페이지 Our Mission/ Investment www.join-future.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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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시사점 총괄
□ 일본 물류시설 투자 시사점
∙ 4차 산업혁명시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일본은 물류시설 개발사
업, Brownfield 항만 물류시설 사업 등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가 최근 급격히
증가
∙ 냉동창고 등 물류시설은 개발도상국보다 기술력 등에서 우위에 있으므로 일본
처럼 기술력 홍보와 우리 한류식품 기업의 진출 통로를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될 전망
∙ 우리도 현지에서의 물류시설 신축 사업 등을 통해 건설 수출과 아울러 4차 산
업혁명시대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적응한 수출 증진에 노력할 필요
□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계획수립 컨설팅의 효과성 입증
∙ LH가 금번 아세안 지역에서 첫 산업단지 성공사례, 투자개발형 사업 첫 사례
를 완수한 배경에는 건설・인프라 분야 지식공유 III (KSP III) 사업이 있었기
에 가능했음
∙ 당시 기획재정부 주관 국토연구원 주도로 진행되었던 KSP III 사업에서 미얀
마 건설부와 야옹니핀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하였을 뿐 아니라 일부 재무적 타당성도 검토하여 현재의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의 초석을 마련
∙ 본 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에서도 계획
수립 컨설팅을 사업발굴 및 기획단계 주요한 현안과제 해결로 제시할 필요
□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는 중소·중견기업의 저자본으로도 수행 가능
∙ LH가 본 사업에 직접투자한 지분은 129억원으로 미얀마 정부의 토지 현물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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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EDCF의 주변 인프라 700억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음
∙ 개념에서 제시한 소규모의 규모를 보건데 이정도면 중소・중견기업이 주출자자
로 나설 수 있는 상황
∙ 즉 G2G 협력과 자금지원이 받쳐준다면 중소・중견기업도 독자 진출이 충분히
가능함을 암시
□ 위험분산형 자금조달 구조를 설계하여 접근할 필요성
∙ 베트남 스타레이크 시티 사례는 건설사가 직접 투자구조의 전면에 나서 약
35%를 지분 투자할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에게 시행을 위탁함으로써 신뢰할
만한 투자자들을 사업에 동참하게 하는 건설사와 금융기관의 협력구도를 보여
준 사례임
∙ 또한, 위험분산형 자금조달 구조를 통해 정부 보증 금융공기업인 KIND의 지
분투자도 확보함으로써 전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G2G협력
의 토대도 마련하고 있음
∙ 중소・중견 건설기업이 접근하기에는 규모에서 큰 차이가 있으나 베트남 스타
레이크 모델처럼 건설사의 적극적 지분투자와 금융 전문가(자산운용사) 활용
위험분산형 자금조달구조를 통한 방식으로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진행할
필요성 제시
□ 제안형 사업을 통한 민간금융 유치 민관협력 펀드 조성
∙ 금번 PIS 펀드의 주관운용사로 선정된 삼성자산운용의 경우 삼성그룹 계열사
들인 보험 및 증권회사의 자금을 유치하였는바, 제안형 프로젝트에 2,000억
원을 조성함으로써 공공펀드가 민간금융과 협력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음
∙ 제안형 프로젝트를 통해 PIS 펀드 1단계 조성 1.5조원의 약 13%, 자펀드
9.000억원의 22%를 조달하였을 뿐 아니라 기업의 제안 프로젝트에 우리 건

88

설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이는 향후 중소・중견기업의 독자적 펀드 조성에도 시사하는 바 크며, 중소기
업 전문은행 등의 해외지사 신축사업, 대기업의 해외지사, 유통시설, 공장 등
관련 건설사업을 제안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하는 중소・중견기업 펀드 조성 방
안이 될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이 투자개발형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리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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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방안

1. 기본방향
∙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의 독자적 투자개발형
진출을 통한 해외건설 진출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한 우리 국부
의 증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그 주안점이 있음
∙ 중소・중견건설기업의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에 대한 지원 방안은 크
게 국제협력 및 소통협의 등 네트워크 구축, 사업발굴 및 기획단계 지원, 자금
조달 컨설팅 금융지원체계 구축 등에서 접근
∙ 기존 선단형 건설기업의 해외진출에서 발생한 문제점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접근하되 선단형 컨설팅 접근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는 중소・중견건설기업의
경쟁력을 감안 독자적 사업발굴 및 기획 체계를 구성하는 방향에서 접근
∙ 중소・중견건설기업의 초기단계 보호와 점차 사업화 경험을 획득한 후 경쟁력
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되 중소・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체계
를 정비하여 접근함으로써 전체 컨설팅 지원체계를 완비
□ 모델개발 및 금융주체 참여 활성화 사업발굴 및 기획
∙ 투자개발형 컨설팅의 관점에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소・중견건설기업
이 도급건설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해외건설(소규모 인프라) 물량을 확보하면
서 접근하도록 기존 해외 도급건설 산업에서 빠져있지만 투자개발형 사업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수익성 사업을 도모할 수 있는 틈새시장(Niche Market)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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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타 산업에서 필요한 건설 수요와 결합할 수 있는 접근 등을 모듈화 하여 중
소・중견기업인들이 모범사례로 벤치마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사업발굴 및 기획단계부터 금융지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으
며, 특히, 금융사업자 주체가 사업발굴 및 기획단계부터 중소・중견건설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접근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
□ 중소·중견건설기업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등 글로벌 환경 구축 지원
∙ 투자개발형 사업은 사업자 주체의 사업발굴 및 기획에 의존하게 되는데, 기존
대기업 및 공기업은 그 동안 많은 국제협력 단계를 거치는 가운데 글로벌 네트
워크를 어느 정도 마련한 상황으로써 사업발굴 및 기획에 큰 문제가 될 수 없으
나, 중소・중견건설기업은 정보역량, 자본력, 인적자원 등이 초기 국제협력 등
에 어려운 상황으로 단기적으로 기존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
∙ 장기적으로는 중소・중견건설기업의 국내외 포럼, 협회 창출 등 독자적인 글로
벌 네트워크 마련을 통해 준비
∙ 또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건설기술 프로그램 등을 장기 교육하
는 등 교육・훈련을 통한 친한 네트워크 구축도 검토
□ 중소·중견건설기업 경쟁력 강화 금융지원체계 정비
∙ 현재의 사업발굴 및 기획에 대한 컨설팅 지원체계는 사업타당성조사로 집약할
수 있는데, 대규모 인프라 사업 위주의 선단식 해외진출 체계에서는 중소・중
견건설기업이 투자개발형으로 진출할 수 있는 사각지대의 사업을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중소・중견건설기업의 창의적 사업발굴을 저해하고, 무엇보다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무력함
∙ 따라서, 중소・중견건설기업의 독자적 사업타당성조사 체계가 마련되어 질 필
요가 있으며, 이를 통한 사업발굴 및 기획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 또한, 중소・중견건설기업 전용펀드가 마련되어, 고위험군의 국가에 진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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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함으로써 재건국가, 개발초기국가 등 중소・중견건설기업이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소규모 인프라 사업에 자금조달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할 필요

2. 구체적 방안
1) 사업발굴 및 기획에 금융기관 참여 확대 및 사업 모듈화 기능 강화
(1) 금융기관의 사업발굴 및 기획 참여 확대
□ 사업선정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과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제안에 가점 부여 검토
∙ 현재는 중소・중견기업이 설익은 초기단계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경향이 있어
사업의 신뢰성 담보도 어려울 뿐 아니라 투자개발형 특성상 자금조달이 여의
치 않은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경향이 강하여 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선정되기
가 어려움
∙ 현재 금융기관이 사업제안 컨소시엄에 참가하는 경우는 베트남 스타레이크 씨
티 사업처럼 안전성(Low Risk)이 확보된 사업인 비교적 대규모 사업에서 수
행중
∙ 다만, 아직까지 금융기관은 대규모 증권사 중심으로 참가 중
∙ 따라서, 소규모 인프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중・소규모 자산운용사, 사모펀
드 등을 중심으로 우리 중소건설 및 엔지니어링 기업과 컨소시엄할 경우 사업
타당성조사 선정에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중소・중견 금융기관이 소규모 인프라
사업제안에 적극 참여할 유인을 마련할 것을 검토
∙ 또한, 소규모 인프라 중에서도 대규모인 사업일 경우 대규모 금융기관이 적극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타당성조사 사업 선정시 제안할 경우 선정 가점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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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토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 제안 프로젝트의 질을 높이고 사업화가 가능
하도록 유도
□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업체 선정시에도 즁소규모 금융기관과 컨소시엄 장려
∙ 현재 사업타당성조사에도 금융기관의 참여는 거의 없는 상황으로서 사업의 발
굴 및 기획과 자금조달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
∙ 무엇보다 금융기관들이 해외건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과정이 필요하
며, 사업타당성조사에 용역업체로도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의 중소규모 자산운용사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
사, 법무사 등과 힘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을 장려할 필요
∙ 사업제안 뿐만 아니라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업체 선정시에도 자산운용사 등과
컨소시엄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사업타당성조사 참여를 제고
□ 자본금 기준 완화 등을 통한 중소규모 전문집합투자업자 양성 검토
∙ 2015년 7월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을 통해 해외건설특화펀드 제도를 구성하였
을 당시보다 현재 자산운용사 설립 자본금 요건이 많이 완화된 상황으로 현재
해외건설촉진법상의 10억 자본금 요건은 크게 매력적이지 못함
∙ 투자자문업 자산운용사는 현재 5억 자본금으로 가능한 상황으로 전문집합투자
업자의 자본금 요건을 현재의 10억 이상에서 5억 이상으로 전향적 검토 필요
∙ 자본금 완화와 더불어 전문집합투자업 자산운용사를 설립하기 위한 금융권의
시도를 북돋우기 위한 장치도 필요
- 현재는 법령에만 명시되어 있을 뿐 홍보가 미흡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마련 자산교
육이수자의 전향적인 자산운용사 설립 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또한 이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제안 및 사업타당성조사에도 나설 수 있도록 함
으로써 중소규모 자산운용사의 경험축적과 존립기반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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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고수익 소규모 인프라 사업과 우리 중소・중견건설기업의 사업화에 일조
하는 모험 금융기관의 탄생기반을 조성

(2) 소규모 인프라 모듈화 기획
□ 소규모 인프라 (가칭 ‘도시개발시설’)에 대한 모듈화 기획 연구 활성화
∙ 모듈화 연구는 기획재정부 KSP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졌으며, 우리의 과
거 경제개발 경험들을 각 국책연구기관의 분야별로 작성하고 보고서로 집대성
하였는바, 국토연구원도 국토, 도시(신도시 및 산업단지), 인프라(수자원 댐
등) 분야에서 보고서 작성에 참여
∙ 소규모 인프라는 여러 시설들의 총합체로서 종류가 방대하고, 잘 정리되어 있
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별 정보도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소규모 인프라(도시개발시설)에 대한 모듈화 연구 및 기획을 주요 기
능으로 하는 기관이 필요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소규모 인프라 모범 교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필요
□ 유형별 접근을 통한 창의적 모듈화 기획 기능 강화
∙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각 종 정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접근함으로써 소규
모 인프라에 대한 정보를 세분화하고, 세분화 된 유형에 따라 모듈화 기획을
체계화
∙ (초기단계 건설산업 군 유형) 이라크 등 재건국가 (초고위험) 및 우즈베키스
탄 등 초기 개발국가 (고위험)에서 가능한 투자개발형 건설산업으로는 아스콘
플랜트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점차 사양세에 접어들고 있으나 이들 재
건국가, 초기 개발국가에서는 꼭 필요한 건설산업임1)

1) 본 연구 중소기업인과의 인터뷰 2019년 5월 토요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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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건설이 쉬우며 자본의 회임도 빠른 플랜트로서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투자개발형 진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유형임
- 아프리카 등에 우리기업의 진출이 드문 상황인데 초기 개발국가가 많은 아프리카에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수익성있는
사업임
- 다만, Off taker의 확보가 사업성공의 핵심으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 (타 산업 연관성 유형) 도시와 ICT 결합하는 유형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와 그에 부속하는 7가지 종류의 유형들에 대한 모듈화 기획을 장기
적으로 체계화할 필요
- 건설산업은 융복합사업으로서 다종다양한 다른 산업들의 건축물과 시설들의 건설
과 결합하는 특징이 있으며, 현재도 병원, 노인요양시설 등 복지시설, 사일로우,
관계시설, 농수산물 도샘시장 등 농업시설 등 다양한 타 산업 연관성 모델을 기획할
수 있으리라 전망

∙ (수출 유통 플랫폼 유형) KOTRA 운영 해외공동물류센터 등의 임대형 진출에
더해서 투자개발형 해외공동물류센터 건설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이에 대한 모
듈화 기획을 실시
- 일본의 물류시설에 대한 사업처럼 체계적인 진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

∙ (Brownfield 유형) 우리 금융권의 주요 사업유형에 해외건설의 리모델링을 결
합하는 모듈화 기획을 추진할 필요

2) 중소·중견 건설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포럼 및 세미나를 통한 국내 중소·중견건설기업 정보교류의 장 마련
∙ 1단계 컨설팅 시기 국토연구원 ‘글로벌 개발협력 포럼’은 약 45회에 걸쳐 기
업인, 공공기관, 공무원, 관련 전문가들의 모임으로서 개발협력시대 정보교류
의 장으로서 우리 기업의 헤외진출 인큐베이팅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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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이후에는 KOTRA 등에서 벤치마킹하여 글로벌 포럼 등을 창출하고,
기업과 공공이 해외진출에 대한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성장하고 있음
∙ 중소・중견건설기업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 금융기업을 주
요 구성원으로 초빙함으로써 해외 소규모 인프라에 대한 정보교류 뿐만 아니
라 사업발굴 및 기획시 금융기관의 사업 제안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
며, 성과세미나 등을 통해 성과의 확산도 도모
□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추진 필요
∙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지정보, 인허가 관
련 정보를 다루는 공무원, 건설분야 인프라 및 부동산 투자업무 종사자 등이
우리 중소・중견 기업인들과 자주 어울리는 기구가 필요함
∙ 통상적으로 상시적 국제회의, 국제세미나, 국제포럼, 국제워크숍 등이 주요한
수단들이며, 자본의 여유가 있는 경우 초청연수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타국 기
업인, 정부관료, 금융인들과 교류의 폭을 넒힐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자주 운용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주체가 필요
하며, 매년 개최되는 포럼 및 국제세미나의 사무국(Secretariat)을 유치하는
방향에서 네트워크 운용주체를 마련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국토연구원이 매년 참가하는 Asia Construct Conference의 경우
2019년 현재 24회째로 아시아 10여 개국의 협회 임직원,공무원, 홍콩의 경우
교수, 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역사성에 비해 아직 사무국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토연구원이 사무국을 유치하여 운용할 수 있으리라 전망
□ 초청연수 등에서 중소·중견기업 특화 교육훈련 체계 정비 추진
∙ (국제기구 교육훈련 활용 네트워크 구축) 국제기구 등의 SME 부서와 협력할
수 있도록 MOU 관계를 수립하고, 개발도상국 대상 한국의 중소・중견 건설 경
험 공유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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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경제 활용 교육훈련 추진) 개발도상국에서 중소・중견기업을 대표하는
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협동조합중앙회 금융인, 협동조합부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 교육훈련을 실시 추진하되 예산 및 인력의 확보 등이 우선시될 필요
∙ (세종시 국공유지에 개도국 중소・중견 기업인 및 금융인 대상 교육훈련센터
건설 추진 검토) 중소・중견기업 친화 금융기관과 함께 국제연수원 기능과 문
화원 기능을 결합한 개도국 중소・중견 기업인 및 금융인 대상 교육훈련센터를
건설 추진 검토
- 글로벌 SME 전문은행을 장기비전으로 한 기업은행은 2019년 9월에 IBK인도네시
아은행을 설립하고 현지 우리 중소・중견기업에 금융지원을 실시하려 노력중2)
- 세종시에 대사관 유치가 수도이전을 하지 않는 한 어려우므로 문화원 유치 등을 통
해 세종시의 국제적 가치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성 있음

3) 중소·중견건설기업 특화 금융지원체계 구축
□ 단기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계획수립 사업에 사업타당성조사를 포함
∙ 최근 글로벌 건설환경이 금융환경을 동반한 투자개발형 건설로 변화하면서 우
리 해외건설도 투자개발형 GIF의 급격한 지출이 발생하였고, KIND 설립을 계
기로 해외건설 투자개발형 사업이 본격화 하면서 사업타당성조사에 관한 정부
의 금융지원이 증가하고 있음
∙ 다만, 여러 부처 및 기관에서 이들 사업타당성조사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가운
데 항상 중복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음
∙ 소규모 인프라 분야는 아직 시범사업 단계로서 여타 국제협력 및 모듈화 기획
연구조사 활동과 연동되어 실시되어야 하며, 전체 개발 프로세스 상 상위 공급
사슬인 계획수립 과정에 재무적 타당성조사를 포함한 사업타당성조사를 마련
할 필요
2) 조선비즈 “기업은행 IBK인도네이사 공식 출법... 첫 해외 M&A” 2019.9.20

100

∙ 따라서, 단기적으로 투자개발형 사업발굴체계의 핵심인 사업타당성조사를 모
듈화기획과 연동되는 계획수립 과정 중 하나로 통합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진
행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지원도 단기적으로는 ‘소규모 인프라 계획수립’ 사
업에 지원함으로써 다른 타당성조사와 차별성을 강구하여 접근
□ 중·장기적으로는 중소·중견기업 전용펀드 마련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전용 사업타당성
조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
∙ 2009년 글로벌 인프라 펀드(GIF)의 창출과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先사업타당
성조사의 실시는 해외건설 분야의 투자개발형 사업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금융
지원체계이면서 동시에 사업발굴 및 기획 컨설팅 체계였음
∙ 마찬가지로 중소・중견기업만을 위한 전용펀드 마련은 중소・중견기업의 창의
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며, 국가재건형(초고위험군) 및 국가개발형(고
위험군) 국가에서 건설관련 플랜트 및 기자재 등에 대한 투자개발형 사업, 수
출 유통플랫폼 관련 해외공동물류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 복합상업센터, 우
리 산업단지 인근 비즈니스 호텔 등 물류 및 상업 유통시설의 건설을 포함한
투자개발형 사업, ICT와 융복함한 투자개발형 스마트 시티 사업 등을 발굴하
고 기획하게 할 수 있을 것음
∙ 둘째, 전용펀드 마련은 중소규모 자산운용사와 공모형 리츠의 해외건설 투자
개발형 활동에 참여를 견인할 수 있으리라 전망됨
∙ 기존 금융기관들이 최근 해외부동산 및 인프라 등에 대한 대체투자의 규모를
늘리고는 있지만 대규모 증권사 위주 임대형 부동산펀드 등에 집중하고 있으
며, 저위험 Brownfield 에 한정되어 개발형 사업에 참여는 저조하므로 중소・
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전용펀드 마련을 통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소규모
자산운용사와 공모형 리츠의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에 참여를 견인하고, 성과
를 바탕으로 대규모 증권사뿐만 아니라 은행 및 보험권 등의 투자개발형 사업
참여를 견인하도록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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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소규모 인프라 전용펀드는 중소 자산운용사 및 공모형 리츠의 사업타당
성조사 제안 및 용역 참여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업성 및 수익성 사업개
발을 통해 자금조달이 보다 원활한 투자개발형 컨설팅 체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임
□ 대기업 및 금융기관의 제안형 프로젝트 활용 소규모 인프라 전용펀드 마련
∙ 대기업 및 금융기관의 해외 지사, 유통시설, 공장 등의 신축사업을 투자개발
형 프로젝트로 하는 제안형 자펀드 구성을 통해 대기업 계열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참여를 향상할 필요
∙ 이는 대기업의 영업망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투자개발형 사
업을 확장시키는 상생 프로젝트라 사료됨

4) 추진체계
(1) 국토연에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센터’를 설립
□ 시범사업을 위한 센터 설립
∙ 제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소규모 인프라사업 수주 지원
을 위해 해외진출 컨설팅 제공 등 국토연구원의 기능 강화방안이 마련되었음3)
∙ 소규모 인프라에 대한 사업발굴 및 기획체계, 정보교류의 장 마련, 자금조달
과 연계체계 등에 대한 인큐베이팅 역할을 수행하고, 제203차 대외경제장관회
의에서 의결한 국토연구원의 중소・중견기업의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연구원 내에 가칭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센터’를 2019년 말 설립

3)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장관회의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 관계부처 합동 2019.2.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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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수립 사업을 통한 컨설팅 지원체계 마련
∙ 모듈화 기획과 중소 자산운용사 및 금융기관 참여 사업타당성조사를 포함하는
계획수립 연구사업을 수행
∙ 모듈화 기획의 경우 센터 설립 원년이 될 2020년에는 선정된 시범사업에 따라
사업의 수익성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모듈화를 수행함으로써 시범사업의 성공
적 사업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예산 및 인원이 확보될 경우
모듈화 보고서를 분야별로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
∙ 사업타당성조사는 2019년도에 외부위탁용역 예산을 확보하여 국회 예산비준
이 통과되는 대로 중소 자산운용사 및 금융기관과 우리 중소・중견기업 컨소시
엄에 용역 계약할 수 있도록 추진
□ 가칭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포럼’을 설립 추진
∙ 가칭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중소・중
견기업인,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 포함) 임직원, 공무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
로 한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
∙ 특히, 중소・중견기업인 구성시 중・소 자산운용사, 투자자문회사, 사모펀드 등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적극 영입함으로써 포럼의 출발부터 투자개발형 사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추진
□ 국토연구원에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자문위원회를 설치
∙ 건설분야 금융인, 기업인, 공무원, 연구원을 아우르는 자문위원회를 ‘중소・중
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센터’에 마련함으로써 향후 인큐
베이팅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
∙ 이러한 인큐베이팅 컨트롤 타워는 네트워크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현안과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사업구상, 금융기관 공동참여 등을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전망되며, 무엇보다 모듈화 기획기능을 강화시킬 것이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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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장기적 추진체계 정비
□ 법·제도적 준비
∙ 중소・중견기업 전용 펀드 마련을 위한 준비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
로 보이며, 국토연구원에서는 2020년도 기본과제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
설 활성화를 위한 해외 벤처펀드 도입 방안 연구」를 통해 법・제도적 체크리스
트를 구성할 예정임
∙ 본 연구에서 소규모 인프라에 대한 개념은 물리적 인프라와 도시개발을 포함하
는 것으로 ‘해외도시개발시설’로 정의하였지만, 소규모 인프라・도시개발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념정립과 소규모 인프라・도시개발 시설에
필요한 개념정립을 통해 해외건설촉진법 상 필요한 용어 정의도 검토 필요
∙ 특히, 범부처 및 민간금융을 아우르는 벤처펀드를 도입하기 위한 규제타파형,
융복합형 법・제도를 구성하도록 연구를 추진
□ 중장기 가칭 ‘해외소규모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 설립 추진 검토
∙ 실무형 범부처 융복합 추진체계로서 KIND와 유사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의 자
생적 해외 투자개발형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해외건설투자회사, 해외건설 투
자신탁회사,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등에 대해 모색
∙ 한국적 상황에서 공기업형 지원공사의 설립은 피할 수 없었으나, 모험투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접근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이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
∙ 또한,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의 중소・중견기업 지
원 기능에 대한 검토를 통해 투자개발형 진출을 위한 통합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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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결론 및 향후과제

1. 결론
□ 정부의 기대이상 투자개발형 컨설팅 지원이 있었으나 중소·중견기업은 이제 시작단계
∙ 글로벌인프라펀드를 중심으로 한 투자개발형 컨설팅 지원은 가히 성공적이라
평할 만큼 우리 해외건설의 체계를 건설도급 중심에서 혁신적으로 투자개발형
으로 변화시키고 있음
∙ 2015년 해외건설 특화펀드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2018년 실무 컨트롤 타
워로서 해외건설 금융공기업을 설립하기까지 하였으며, 도시개발을 과감히 우
리 해외건설에 도입하기도 하였음
∙ 그러나 우리 중소・중견건설기업은 정부의 투자개발형 컨설팅 지원에서 사각지
대에 놓여 있으며, 이제 시작단계임
□ 중소·중견기업의 컨설팅 시작점부터 자생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할 필요
∙ 본 연구는 대기업이 중심이 되는 선단형 투자개발형 체제에서는 우리 중소・중
견기업이 경쟁력이 없으며, 오히려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고 있음
∙ 특히, 독자적인 중소・중견 투자개발형 체제를 준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으며, 중소・중견기업의 자생력 강화 컨설팅 지원체계 정비 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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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발굴 및 기획 컨설팅 지원,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지원, 독자적 중소・중견
기업 금융지원체계 정비 등이 본 연구의 중소・중견기업 자생력 강화 컨설팅 지
원방안으로 제시되었음
□ 사업발굴 및 기획 단계에서 핵심은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자문사의 참여 임
∙ 현재 해외건설촉진법은 사업타당성조사 사업 선정과 용역사 선정과정에서 금
융기관의 참여를 허가하고 있으나 참여가 미흡한 상황
∙ 본 연구에서는 그 이유를 선단형 대규모 사업 컨설팅체계에서 대규모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증권사, 은행, 대규모 자산운용사가 그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음
∙ 사업참여 필요성은 오히려 중소규모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자문사가 기업 생존
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며, 중소・증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투자개발형
사업에서 그 기회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규모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의 사업타당성조사 참
여 확대를 위한 가점부여 및 컨소시엄 장려 방안과 해외건설 특화 중소규모 전
문집합투자업자 양성을 위한 자본금 완화 등 방안을 제기
□ 또한, 도시개발시설의 유형별 모듈화를 통해 수익성 모델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을 강조
∙ 기획단계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참고할 만한 모델이 아직은 부족하므로 소규모
인프라(도시개발시설)에 대한 모듈화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게 학습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재건국가 및 초기 개발국가의 초기단계 건설산업군 유형, ICT
등과 융복합 타 산업 연관성 유형, 수출 유통 플랫폼 유형, Brownfield 유형
등으로 구분하고 모듈화를 진행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이 가급적 틈새시장 모
델을 찾거나 모색할 수 있도록 모듈화를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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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포함 중소·중견기업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교류의 장 마련
∙ 국내 네트워크로서 금융기관을 포함하는 가칭 ‘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포럼’을 제안하였고, 글로벌 네트워크로서는 건설 관련 매년 개최
국제회의의 사무국 유치를 통한 국제기구화 등을 제안
∙ 또한, 외국 중소・중견기업인 및 공무원, 협동조합원 등애 대한 초청연수 필요
성과 세종시의 글로벌 환경개선으로 초청연수 교육훈련 시설을 외국 대사관의
문화원 및 기업은행 연수원과의 융복합 등을 통해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음
□ 금융지원체계로서는 중소·중견기업 전용펀드 마련과 그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 필요성
제기
∙ 사업타당성조사의 경우 기존 F/S와 차별성을 갖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소규모
인프라 계획수립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중장기적으로 전용펀드 마련과
함께 펀드 전용 사업타당성조사로 전환할 것을 제기
∙ 특히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전용펀드 마련을 통해 소규모 자사운용사
와 투자자문사, 공모형리츠 등의 해외진출 금융지원체계를 구성함으로써 금융
기관의 사업발굴과 기획과정에 참여를 북돋을 수 있으리라 전망
□ 마지막으로 사업발굴 및 기획, 네트워크 구축, 금융지원체계의 단기 추진체계로서 국토
연구원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센터’를 설립
∙ 국토연구원에 센터 설립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토대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전용펀드 마련 등을 준비토록 함으로써 장기 추진체계
의 구성을 도울 수 있도록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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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기대효과
□ 학술적 기대효과
∙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소규모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에 대한 기초자료로 역할
-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역사분석,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에 대한 개념정립 등 향
후 우리나라 투자개발형 컨설팅의 진화과정 및 개념에 대한 기초자료로 역할
-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현황 데이터를 연구목적에 맞게 가공하여 전체 해외진출에
서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비중 등을 고찰
-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투자개발형 컨설팅에 대한 기본방향과 구체
적 방안을 사업발굴과 기획, 네트워크 구축, 금융지원체계 정비 등으로 도출하여
향후 연구과제에 기초자료로 기능

□ 정책적 기대효과
∙ 도시개발시설 등 소규모 인프라에 특화된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해외진출 연
구를 통해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개발시설 분야 금융지원 메카니즘 마련이 기
대되며,
∙ 그 동안 마스터플랜 위주로 진행된 ODA 분야에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도시
개발 분야가 체계화됨으로써 무상사업과 민관협력 사업의 연계 체계를 마련하
는데 공헌하리라 전망
∙ 지자체가 관리하는 각 종 시설의 해외건설 사업 참여를 통해 각 지자체와 지역
중소건설기업의 해외진출도 활성화 되리라 기대되며, 이는 지역 건설기업의
안정화 및 신규 건설기업의 지역유치 활동에 기폭제로 작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공헌하리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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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 연구의 한계
∙ 지금까지 중소・중견건설기업의 해외진출은 하도급형 진출로서 투자개발형 진
출은 다소 생경하기 때문에 그 사례를 찾기 어려웠음
∙ 대기업 또는 공기업의 투자개발형 진출에 중소・중견기업이 컨소시엄 업체로
참여한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도 본 연구가 추구하는 소규모 인프
라의 독자적 해외진출 방안에 부합하지는 않음
□ 향후과제
∙ 연구의 상대적 어려움은 소규모 인프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였으며, 향후 과제로 남김
∙ 중소・중견기업 전용펀드는 더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으며, 민관협력 자금
의 구성, 펀드 구조 등 보다 세밀한 연구 수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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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Measure of Consulting Assistance for Korean SMEs’ Overseas Small
Infrastructure Investment
Jo Jincheol, Kim Sungil

Key words: Small Infrastructure, Overseas Investment Development, Consulting for SMEs,

Currently, development investment for overseas infrastructure and
urban development has been systemized in Korea. In particular,
establishment

of

KIND

(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in 2018 let Korean overseas construction
system change from conventional EPC contract service to development
investment. However, SMEs still in the old age that their function roles
mostly as a subcontract construction service provider. This research in
this respect deals measure of consulting assistance for Korean Small &
Medium Enterprises in investing overseas infrastructure and urban
development.
For Korean construction SMEs accustomed to subcontractors, consulting
service for overseas investment should be in three folds including project
identification and planning, making network, and financial mobilization.
In the case of project identification and planning a project, main tool of
consulting is feasibility study (F/S). In Korea, the investment connection
between feasibility study and overseas real project is not closely related
even in large development project. Its main drawback is that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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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company is not willingly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identification process, including the proposal process for feasibility study
and bidding process for F/S service provider due to lack of information.
And overseas substitute investment for infrastructure and real estate is
more or less new for asset management company. Although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even allows and encourages people to create asset
management company for overseas development field, financial sector
takes part in their own field. However, under the recent low interest rate
and decreasing export, financial sectors including both public and private
finance sectors have been changing their pattern of investment toward
overseas substitute such as infrastructure and real estate. In this
prospective change for overseas development, F/S in the process of
investment project identification would be expected to more participation
from the asset management companies with more proposal and service
provider

participation,

and

establishment

of

overseas

development

oriented asset management companies as well.
Furthermore, modularization of potential business items for SMEs is
important in beginning of project identification, since SMEs do not have
those information in overseas development. However, over time when
SMEs

have

experienced

in

this

small

infrastructure

and

urban

development field, their information for the field will be accumulated and
adjusted. Consulting assistance need to facilitate this learning process
through written material that various business items are summarized in a
way of orderly pattern. This research designates three types such as
construction

plant

in

very

first

developing

countries,

smart

city

development type integrated with ICT industry, and logistic platform type.
Second, consulting assistance need in constructing both domestic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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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network

regarding

information

exchange

and

development

investment for SMEs. While the large construction companies are
comparatively stronger than SMEs in networking with global development
entities, the small and medium companies demand government help
through creation of forum that SMEs and financial sectors gather together
for overseas small infrastructure and urban development. In addition to
domestic

forum,

global

forum

or

international

conference

with

international development entities need to be established in a way of
bringing secretariat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related to construction
development and development finance institute. In particular, invitational
training program that have been excellent modes of networking is also
encouraged to be established for SMEs. Until now, Korean training
program has focused on training program for government official in
developing countries, while commercial sectors have been barely invited.
But SMEs are rather different matters in that they are relatively alienated
in the global society. This research suggest invitational training program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cooperatives in order to minimize
the conflict of interest. And it also suggests that we need to develop
invitational training center for SMEs in Sejoing City with foreign cultural
center and training center of SME specialized Bank like IBK (Enterprise
Bank).
Third, SME specialized financial assistance system is needed in
consulting assistance for SMEs. As Global Infrastructure Fund (GIF) and
its F/S program is a milestone of development investment in overseas
construction history, development investment for SMEs would be in a way
of creating SME specialized venture fund and its F/S.
Lastly, this report suggests both short and long term institut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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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lling aforementioned three tasks. In short term, it insists that
incubating institute need to be established i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KRIHS) as consulting assistance in the beginning
process needs research function such as modularization of innovative
items for SMEs, policy research in institutional change of existing laws
and institution. At the end of 2019, the center of overseas development
for SMEs will be established in KRIHS in order to serve for overseas
investment development for SMEs. The report also suggest long term
propelling institute for SMEs’s small overseas infrastructure and urban
development after creating SME specialized venture fund and F/S. And
the incubating institute, the center of overseas investment development
for SMEs in KRIHS, should design venture fund and F/S specialized for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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