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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전세계적 금융위기와 디플레이션의 두려움이 우리 한반도의 경제사회

에도 휘몰아치고 있다. 환율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실물경기에 대한
불안이 기업은 물론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위
기를 극복하고 상황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지금까지 본원은 우리 한반도의 국토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여 왔다. 국
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연구를 하는 가운데 경제발전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데 공헌하여왔다. 그러나 작금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 국토의 경쟁력을
위해 우리 국토를 잘 가꾸고 계획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을 일깨워 준다. 글로벌
경제에 이미 깊숙이 소속된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위기는 대변혁에 가까우며,
위기의 극복 방향도 글로벌 경제에서 발견되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에서 크게 탈피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
이다. 그러나 세계적 상품시장은 극도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점점 문을 닫고 있으
며. 우리의 수출도 적신호가 켜진지 벌써 오래다. 무엇을 팔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
민해야 할 때이다. 다행히 우리 앞에 놓인 시기는 앨빈 토플러가 즐겨 인용하는
지식기반사회에 있다. 이 미래는 개발경제시대에 쌓아 온 우리의 노하우를 세계시
장에 내 놓을 것을 요구한다. 지난 30년 동안 국토연구원은 자력으로 국토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 국토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왔으며, 종합적 인프라계획, 도시
개발계획 등에 직․간접으로 역할 하여 왔다. 이제 이 노하우를 수출하기 위한 시
기가 왔으며, 이 연구는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진출 방향 및 전략을 개괄적으로 설
명함으로써 향후 국토 관련 분야의 수출을 위한 연구 초석이 되리라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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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간부문의 해외도시개발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주춤한 상황에서
공공의 합리적 지원을 통한 민관협력 해외도시개발 모델을 제시했다는데서 이
연구의 의의가 크다 하겠다.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민간의 어려움을 눈감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다가올지 모를 해빙기에 도약을 준비하고, 공공과 민간
이 협력하여 견고한 국가경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수많은 시간에 걸쳐 다
가올 미증유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본원 조진철 책임연구원에게 감사를 전하며, 향후에도 이러한 연
구가 보다 심도 있게 진행됨으로써 해외관련 분야에서 신기원을 마련하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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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제 모든 것을 바꿔놓고 있다. 우리는 지난 시기 IMF라는
굴욕적 금융위기를 경험한 바 있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다고 자부하였지
만 속절없이 다시 다가온 2008년 금융위기에 위기의식을 다시 느끼고 있다. 이
위기는 동아시아 금융위기 수준의 면역력을 확보한 대한민국에게는 다분히 힘에
부치는 위기이다.
금융위기의 극복 방안으로서 우리는 달러의 확보에 주력하였고, 수출의 증가
세에 힘입어 2500억 달러 상당의 외환보유고를 자랑하기도 하였다. 현재 문제는
기축 통화국인 미국에서 위기의 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당시
시장을 개방하면서 얻은 외국인 투자 증가세가 최근에는 오히려 현금확보를 위
한 외국인의 달러 회수로 인해 우리의 환율이 달러 약세와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데 그 어려움이 있다. 미국이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 또는 상당기간 동안은
미국의 패권이 작용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기축통화 확보를 주요 위기 극복
의 수단으로 여긴 동인이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기축통화 확보가 분명히 우리
경제에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한 것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는 비상대책(contingency plan)이 부족했다는 것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한다.
금융위기의 극복 주안점은 이제 우리 화폐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며, 그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각 종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중국은 이미 2008년 9월
시점에 세계에서 최대의 미국 국채를 확보함으로써 명실공히 채권국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자산확보를 통한 안정화 방안이 자국 통화의 주요한 안정 장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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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일본이 외환위기 당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엔화의 강세를 유지
하였던 것에서도 드러난다. 또한, 일본은 1985년 프라자합의 이후 미국 등에 대
단위 현지공장을 설립하거나, M&A, 그리고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자산확보를
하는데 게으르지 않았다. 2007년도 조선일보에 따르면 해외자산 규모가 당시 환
율 규모로 1500조에 달한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일본이 보유한 미국 국채 약 600조
를 제외하고도 900여조는 다른 실물 자산에 투자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도
2007년 9월에 투자청을 설립하고 해외자산 확보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외국의 자산 확보에 대한 Contingency Plan 없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돌파
하는 것은 잠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은 될 수 있을지언정 급변하는 세계
대변혁기에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또 다른 위기에 대처하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우리나라 국가경제 포트폴리오를 구성
하기 위한 외국 자산 확보의 일환으로 해외도시개발이라는 수단을 제시한다. 우
리는 지금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살고 있다.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이 이 시기 필요
한 생산양식이다. 반면, 우리의 경제구조는 소수 대기업의 소품종 대량생산방식
에 의한 수출주도형이다. 소수 대기업에 의한 해외 자산 확보는 그 양에 있어서
도 한계가 뚜렷하며, 그 파급효과도 크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서 제안하고자 하
는 바는 소수 대기업의 해외 자산 확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더 중소
기업과 개인에게까지 해외자산 확보에 비중을 두자는데 있다. 그리고 이들 해외
자산 확보에 개인의 대변자인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과거 우리는 해외에 건설 노동력을 수출함으로써 외화를 벌어들인 경험이 있
다. 그러한 외화가 우리의 경제발전에 큰 초석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처럼 값싼 노동력을 수출하는 시대는 아
니다. 우리는 세계에서도 으뜸가는 교육열을 통해 많은 지식기반 노동력을 보유
하고 있다. 과거에 공사 현장에 노동력을 수출하였던 것에 비해 지금은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외 곳곳에 플랜트 공사 수주 등 우리 건
설업은 단순 노동력 제공에서 이제 명실상부 기술력을 거머쥔 건설 강국으로 등
장하였다. 지난 경제개발 시기 축적된 신도시 개발, 각 종 플랜트 건설의 국산화

등이 가져 온 쾌거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수준을 넘어 과감한 토지의 매입 또는 사용권 획득을 통해
도시를 개발하고, 우리의 중소 건설기업이 해외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
를 형성하도록 세계의 대변혁기는 요구하고 있다. 자산의 확보를 체계적으로 구
성하고, 우리의 기술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수출하는 역량이 요구되어 지고 있
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해외도시개발 전략은 단순히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선
진화된 우리의 도시 주거 형태의 수출이며, 한류의 보급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위기와 향후 다가올지도 모를 더 큰 위기들은 우리를 우물 안 개구리처
럼 사고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발전된 건설 기술과 노하우, 우리의 근면함, 진정
한 한류의 보급을 위해 또한, 우리의 금융위기 대처를 위해 세계는 우리에게 해
외도시개발에 대한 급박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본다. 이제 여기 대한민국에서 머
물러 있는 건설 역량을 체계적으로 세계의 곳곳에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
구는 바로 세계가 부여한 우리민족에 대한 건설 역량을 해외에서 어떻게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대한 응답으로서 구성하였고, 향후 이와 유사한 연구
의 초석이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2008년 11월

조진철 책임연구원

ⅲ

ⅳ

S

․

U

․

M

․

M

․

A

․

R

․

Y

요약

제1장 연구의 개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서구의 화폐가치 하락과 동북아의 상대적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환율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 지금 시기 달러화에 대
한 가치 상승은 향후 우리가 글로벌 경제사회에서 우위권을 점할 절호의 기회이
며,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할 시기이다. 또한, 설령 지금은 아니더라도 다른
금융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기본적 경제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기
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가설은 바로 이 금융위기에 대한 대처로서 발생하며, 해
외자산의 확보가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자산의 확보 중 해외부동산에 집중하며, 공공의 참여를 통
한 보다 협력적 의미의 해외도시개발을 상정하고 해외부동산과 차별화를 시도한
다. 따라서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개념정의부터 시작하여, 공공과 민간의 해외도
시개발 현황을 파악하며, 문제점을 도출한다. 싱가폴의 해외도시개발 및 일본의
부동산 진출 사례조사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사점을 발견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우리의 해외도시개발 진출 방향 및 전략을 마련하였다.

제2장 해외도시개발의 필요성 및 개념
해외도시개발의 필요성은 크게 안정적 국가경제체계 확보, 해외건설업을 통한
위기 극복, 공공부문 해외진출의 체계성 확보, 민간 해외도시개발의 측면 지원의
필요성 때문에 발생한다. 취약한 국가경제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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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수출구조 뿐만 아니라 해외자산을 소유․관리함으로써 가능하며 해외도시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지난 70년대는 우리경제 성장을 위해 중동에 년간
16만명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지금 시기 해외도시개발을 포함한 해외건설업은

과거와는 다르지만 고부가가치성 일자리 창출을 광대하게 가져옴으로써 우리 내
부에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공공부문 해외진출은 에
너지 및 자원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연계고리인 해외도시개발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도시개발을 포함한 패키지딜의 자원개발 해외진출 모델은
SOC 및 IT 등 다른 해외진출 모델을 활성화시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끝으로 금융위기는 민간의 해외부동산 개발에 심각한 어려움을 주고 있고, 공공
의 해외도시개발 참여를 통해 지원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들 필요성을 보면 해외도시개발이 약탈주의적 해외부동산의 개념으로 접근
하기 보다는 보다 공익적 측면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을 알려 준다. 여기서 공익적 측면이라 함은 해외도시개발 진출국과의 협력적 동
반자관계를 일컬으며, 문화의 수출로서 해외도시개발을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 해외도시개발이라는 개념은 규모가 건설공사의 개념보다 크며,
장기적 개념이란 것을 알려 준다.
특히, 이들 규모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도시개발 규모에 따라 해외도시개발의
유형별 구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지역개발, 신도시개발, 단지개발 등으로 규
모를 구분하며, 단지개발은 다시 상업시설, 산업단지, 주거단지 등으로 구분하였
다. 또한 시장 유형에 따라서도 구분하였는데, 선진국형 유형, 개발도상국형, 저
개발국형에 따라 해외도시개발 유형이 다를 수 있음을 기술하였다.

제3장 우리나라 해외도시개발(공공 및 민간) 현황 및 문제점
이 장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해외도시개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
다. 해외직접투자의 경우를 살펴봤을 때 해외부동산 및 임대업의 비중이 아시아
개발붐을 타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증가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와 함께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해외직접투자에서 해외부동산 및 임대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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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이 시장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글로벌 금융위
기로 침체할 수도 있는 이 시장에서 공공의 참여가 필요함을 언급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확실히 공공부문의 해외도시개발 현황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
것은 공공부문의 해외진출 패턴이 다분히 경직적이라는데 있다. 정부는 해외자
원개발에 거의 모든 공공부문의 해외진출 패턴을 고정하고 있고, 다른 여타의 해
외자산이 이 자원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특히, 이 연
구에서는 해외도시개발이 이들 요소들을 통합하여 움직일 수 있는 해외자산의
종류라고 제시하고 있으며, 공공의 해외도시개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일부 공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외도시개발도 용역개발사업에 머무르
는 경향이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며, 직접적인 토지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해 그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민간기업의 현황은 해외건설협회의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 바, 통계에
따르면, 해외도시개발과 유사한 건축분야가 최근 2005년부터 급격히 신장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사실 IMF 시기에도 이 건축을 포함한 건설업에서의
신장세가 일부 꺽였던 적이 있으며, 지금의 금융위기시에도 그 경향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은 현재 민간기업이 금융위기를 맞아
현실적으로 부닥치고 있는 문제이다.

제4장 싱가폴 해외도시개발 및 일본 부동산 진출 사례
해외 국가에서의 해외도시개발 사례는 싱가폴의 사례가 가장 대표적이다. 특
히, 싱가폴이 쑤저우 공업단지 개발 이후 그 성공의 여세를 몰아 텐진 생태도시
까지 수주한 것에 대해 한 편 부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중국이 쑤저우 공업단지에서 만족하였기 때문에 텐진에 생태도시를 허가한 것이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싱가폴의 사례는 앞서 개념에서 지적했던
국가 간 협력을 통한 해외도시개발이하는 비교적 규범적 상황을 현실에 적용시
킨 사례이다. 싱가폴의 사례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라는 시사점도 우리에게 준
다. 공공의 진두지휘아래 민간의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제의 튼튼한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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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재원조달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민관협력 추진체제가 프로젝트 파이낸
싱에서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려주며, 심지어는 타국의 글로벌 기업들까지도 자
국의 프로젝트에 끌어 들이는 그래서 세계적 프로젝트화 하는 싱가포르의 해외
도시개발에서 배울 점이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일본의 사례는 해외도시개발사례라기보다는 금융위기시 해외부동산 사례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일본의 해외부동산에 대한 광대한 투자는 1985년
프라자 합의 이후 엔고 현상을 탈피하기 위한 투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동아시아권에 대한 고환율 정책이 다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중국의 위안화 상승이 미국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시한
다. 그리고 우리의 대응도 이러한 위안화 상승에 대비하면서 해외도시개발에 관
계된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제5장 해외도시개발 진출 방향 및 전략
앞에 장들에서의 분석들을 통해 해외도시개발의 진출 기본방향 및 진출 전략
을 마련하였다. 진출 기본방향은 가급적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방향에서
마련하려 하였고, 동시에 진출 전략에도 영향을 준다. 기본방향은 국가 간 협력
기조, 민관협력 기조, 미래형 도시 모듈화, 국내 고용창출 극대화 등으로 제시하
였다. 국가 간 협력기조는 해외부동산과의 차별화로서의 해외도시개발이 국가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시현하는데 있어 견지해 나가야 될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한다. 민관협력 기조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기업의
리스크 경감 등 지원을 위해 필요하며, 공공의 직접적 참여를 통해 공공과 민간
의 협력 해외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미래형 도시 모듈화는 해외도시
개발의 시장성에 관계된 문제로서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고 우리만의 독특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해외도시개발을 하나의 문화수출로서 이끌어야 한다는 것
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해외도시개발은 국내고용을 창출하는 방향에서 모색되어
져야 하며, 이러한 연유로 인해 해외도시개발의 전략도 건설 이후의 과정에 더
많은 고려를 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ⅵ

전략 설정 후 추진체계에 대해서도 명기하였는 바, 무엇보다도 현지정보에 어
두운 민간과 공공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기관이 필요하고, 가칭 ‘해
외도시개발 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관을 총괄하여 접
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부의 통합적 추진체계가 필요하며, 투자청에 대한
심각한 고려를 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또한, 법령에서의 정비를 통해 해외도시
개발을 공공의 해외진출 부문에 삽입하고 중추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제6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해외자원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재의 공공부문
해외진출에서 해외도시개발이라는 영역을 심각히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며, 해외
도시개발에 공공의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다. 특히, 해외자산 확보 활동이 약탈
적이라기보다는 진출국 및 상대국 모두에게 서로 윈-윈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
을 제시함으로써 해외도시개발을 통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건의한다.

￭ 색인어 _ 해외도시개발, 국가 간 협력, 민관협력 해외도시개발, 글로벌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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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개요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민간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외도시개발에 대해 공공부문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
고, 해외도시개발 진출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이 분야
에 대한 개념도 미흡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개념 정립, 공공과
민간의 해외도시개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이 분야의 시초연구로서 나름대
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1. 연구의 배경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가 생존하는 전략은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
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우리는 환율 방어에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 과거 IMF 시절을
맞이하게 된 것도 우리의 환율 안정화 기제가 미흡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아
마도 해외에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면 환율 안정화에 공헌할 수 있었으리
라 본다. 이 연구는 이러한 위기 시에 적절한 대처를 하고, 활황기에 다가올 해외
자산의 확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이다.
전 세계적으로 외국의 자산확보는 자국의 경제를 안정화 시키는데 공헌하였으
며, 최근에는 중국 및 중동 국가들도 투자청 등을 앞 다투어 설립하고 이러한 대
열에 동참하고 있는 추세이다. 동시에 우리 민간 건설기업들도 최근의 국내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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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에서 각 종 건설 수주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해외도시개발 사업은 민간이 일부 수주하는 등 향후 전망이 밝은 분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위기와 전세계적 부동산 가격 폭락은 우리
민간기업에게도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해외자산 확보의 중요한 축이 될 이 해외도시개발에 관련하여 어려
움을 겪고 있는 민간기업을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고, 공공의 해외진출 방향을 재
정립할 필요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개념 정립도 잘 안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며, 민간과 공공의 해외도시개발 현황과 현재 문제점에 대한 부
분도 잘 파악되고 있지 않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민간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외도시개발에 대해 공공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고, 해외도시개발 진출 방향 및 전략을 수립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위해 현재 미흡한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개념
을 정립하고, 공공과 민간의 해외도시개발 현황을 파악․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처하도록 할 것이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 및 인터넷 등에 의한 2차 자료 조사, 해외사례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문헌 및 인터넷 등에 의한 2차
자료조사는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공공과 민간의 현황을 파악
하기 위해 사용되어졌다. 다만,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개념의 경우 기존에 정립된
것이 없는 상태며, 해외부동산 또는 해외건설의 건축 개념 등으로 개념이 곳곳에
산재해 있으므로 이것들을 통합하여 해외도시개발이라는 개념으로 정립하려 하
였다. 공공과 민간의 해외도시개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 및 인터넷 등 2차
2 해외도시개발의 진출 방향 및 전략

자료로는 기획재정부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자료에서 부동산 및 임대업이 차지하
는 비중의 변화, 해외건설협의회의 인터넷 통계자료를 통해 가급적 최근까지의
변화과정을 고찰하려 하였다. 특히,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현재 진행형인 상황
이라 이를 가급적 반영하려 최근 인터넷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인터넷이 실시간
2차 자료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도 이 기회에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해외사례조사의 경우는 가급적 해외도시개발의 경험이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고찰하려 하였으며, 싱가폴의 중국 쑤저우 공업원구 개발과 빈하이신구 텐진 생
태도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 해외도시개발의 방향 및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
였다. 특히, 이들 사례를 국가 간 협력조직, 재원조달 방식, 민관협력 현황 등을
관찰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다만, 빈하이신구 텐진 생태도시는
아직 그 윤곽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관계로 주로 물리적 측면에서의 계획들
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향후 연구의 기초 자료로 사용토록 준비하였다. 해외사례
로서 본 연구는 일본의 사례도 제시하였는데, 일본의 사례는 해외도시개발 사례
로서보다는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 대처 차원에서 부동산 개발 역사를 고찰하는
데 사용되어졌다. 특히, 미국의 레이건행정부가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는 과정에
서 1985년 일본과의 프라자 합의와 엔고현상 도래, 그 이후 일본 해외부동산의
광대한 진출 등을 연구함으로써 우리가 현 시기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해
외도시개발 방향 및 전략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두 차례의 연구자문활동과 공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부문에
서 생각하는 해외도시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외도시개발의 방향 및 전
략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문활동의 경
우 민간과 공공부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민간의 의
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해외도시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 건설회사의 임원들
과 건설회사 연구원에게 인터뷰 형식(Q&A형식)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들 자
문회의를 통해 현재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이 애로사항을 풀어나가는데 공공의
지원과 참여가 민간기업이 진정 원하는 상황인가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의 경우는 주로 공공부문의 참여에 의한 해외도시개발의 방향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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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파악하고, 이 연구에서 제시된 방향 및 전략 대안에 대해 보족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사용되어졌다. 따라서 설문문항도 공공과 민간의 협
력관계 정당성, 공공의 해외진출에서 해외도시개발의 필요성, 공공의 해외도시
개발 추진체계 수단 등 주로 공공부문 해외도시개발 진출의 논리적 타당성과 가
능한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하였다.
다만, 시간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설문조사의 경우 공기업에 한정하여 진행하
였는 바, 일정 부분 편향된 답변도 나올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민간기업
까지를 포함하는 설문조사 등은 다음 연구과제에서 필히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부문의 해외도시개발 진출에 대한 논리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는 5개 공기업, 150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로 해
외사업 업무에 관여한 인력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4 해외도시개발의 진출 방향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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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시개발의 필요성 및 개념

이 장에서는 해외도시개발의 필요성 및 개념을 살펴보았다. 필요성은 주로 안정적 국
가경제체계 확보, 금융위기 시 건설업을 통한 위기극복, 공공부문 해외진출에서 해외
도시개발 부문의 필요, 민간 해외도시개발에의 지원 필요성 등 민관협력 해외도시개
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념의 경우 부동산 개발과의 차별화를 시도했으며
해외도시개발이 국가 간 협력에 의한 개발이라는 개념을 유출할 수 있었다.

1. 해외도시개발의 필요성
1) 안정적 국가경제체계 확보
글로벌 경제가 자원 및 에너지 위기, 금융위기로 인해 위기국면을 맞고 있으
며, 세계적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내의 수출주도경제도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나라 수출주도경제는 상품경제이며, 상품경제는 전 세계적 소비위축에 따라 수
출 및 내수에서도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품경제를 기반
으로 한 화폐경제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등락에 영향을 받
기 쉬우며, 현재 동북아에서도 가장 취약한 국가경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고 있
다. 실제로 2008년 11월, 현재 환율은 1달러에 1,400원대에 있으며, 일본과 중국
이 달러화에 비해 오히려 강세를 띄는 반면, 우리는 달러화에 연동되어 환율이
상승하는 기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미국 국채에서 중국과 일본이 차지
하는 비중이 세계 1,2위로 기축통화에 대한 지렛대 효과와 무관하지 않다. 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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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부 2008년 9월 국채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5850억 달러 보유로 1위, 일
본은 5732달러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2008/11/19. 조선일보).
즉, 글로벌경제에서는 자국의 자산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타국의 자산을 보유
하고 있을 때 국가경제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외국의 자
산은 활황기에는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고, 긴축기에는 안정적인 연착륙을 가능
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안정적 국가경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각국의 외국 자산투자 노력들은 활황기에도 경쟁적인 투
자청 건립을 통해 직간접으로 투자하였다. 예를 들어, 중동의 각국들은 1차 오일
쇼크시 오일머니를 상품수입에 사용했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커다란 진전을 보이
지 못했으나, 최근 오일가격 상승시에는 오일머니를 주로 해외 부동산에 직간접
투자함으로써 안정적 국가경제 체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1) 중국의 경우에
도 2007년 9월 투자청 건립을 통해 M&A, 미국 국채 투자의 확대, 해외도시개발
등에 투자함으로써 각국은 해외에서 부동산 획득 등 해외자산투자를 통해 자국
의 경제를 안정화 시키려는 노력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해외자산투자의 일환으
로서 해외도시개발은 분명 안정적 국가경제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다. 다만, 단순 해외건설공사와 구별되는 것은 해외도시개발이 장기적 보유와 개
발을 통한 가치상승 자산이며, 국가의 위기시 언제든지 환금할 수 있는 자산이어
야 한다는 것이다.

2) 금융위기시 건설업을 통한 위기 극복
현재의 세계적 금융위기는 한국경제도 큰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으며, 경기
부양에 대한 방법으로 대규모 토목공사 등 공공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이 세계적
으로 모색 중이다. 그러나 1930년대 대공황시에 사용하던 대규모 토목공사와 고
용창출, 구매력 증가, 소비진작, 경제활성화 등의 공식은 지금 시기 한국경제에는
잘 맞지 않는다. 그 이유로 과거에 비해 대규모 토목공사가 인력 의존 비중이 훨

1) 박복영. 2007. 「오일머니 2조 달러 어떻게 사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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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낮아졌으며, 고용창출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데 있다.
앨빈 토플러는 현 금융위기를 돌파하려는 지도층이 제대로 현재의 상황을 이
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2008/11/20, 중앙일보 인터뷰).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경제는 판에 박힌 생산활동을 하는 대량생산 중심

의 경제가 아니라 지식 자원에 기반을 둔 경제다. 이제 대부분의 일자리는 서비
스 부문과 지식 산업에서 나온다. 속도-글로벌화-제3의 물결로 특징지어지는 오
늘날의 경제와 그 위기는 과거 위기 때와는 전혀 다른 인식과 대응 방안을 요구
하고 있다.”

앨빈 토플러의 인식은 현 단계 글로벌 금융위기를 풀어 나가는데 공공지출의
사용을 과거와는 다르게 지식기반시대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다. 다시 말해서 건설분야에 대한 공공지출도 지식기반시대 건설분야에 접목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규모 토목공사와 일자리가 연동되는 대량생산방식
은 기계가 대신하며, 건설에서도 글로벌화 된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하고 고학력
정보화된 인력의 수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용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되돌아 보건데, 1970년대 아직 내수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기에 해외로
수출된 우리 인력은 한국경제에 큰 버팀목으로 작용하였다(김성일 2004; 김성
일․김민철 2007;이민수 2006). 위기를 극복하는 한 방향도 해외로의 인력 수출
에서 기대를 모아볼 수 있다. 이것은 새로운 산업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타개책
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건설분야 해외 인력 수출이 우리 경제위기 타개를 위
한 한 분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다만, 과거에는 저
부가가치 저임금(당시 저개발국 한국에서는 고임금)수준의 노동력이었다면, 최
근에는 고부가가치의 고임금 수준의 노동력으로 한국경제에 구매력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해외도시개발은 초기 건설과 관련하여 PM(project management)과 CM(construction
management)에서 인력의 현지거주를 통한 현지화를 추구하며, 추가적인 개발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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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마켓팅 활동에 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건설이후 추가적인 유지․관리 등에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고용창출 효과가 상당하리라 추정된다. 이러한 인력은 고급
지식기반사회 인력으로 그 부가가치의 창출과 국내로의 송금을 통한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서의 소비 진작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3) 공공부문 해외진출을 위한 체계성 확보
공공부문은 지난 개발시대에 각 종 경제․사회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역할 하
였으나 최근 그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최근 그 돌파구로서 공공부문 해외진출
을 통한 공공부문 글로벌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공공부문의 해
외진출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06~7년 에너지위기와 이의 대처를 위한 해외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본격화되었다.
해외자원개발에 주안점을 둔 공공부문 해외진출은 자원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SOC 패키지딜 등 연계수단까지도 마련되었으나 중단기적 수익성을 확보하
기가 어려웠다. 실례로 광업진흥공사는 246개 사업에 진출해 실제로는 167개 사
업에 투자했으며, 성공하거나 생산 중인 사업은 41개에 불과해 성공률이 24.6%
에 그치며, 투자액 회수율도 78%에 불과하여 손해라는 국정감사 지적도 있었다
(2008 국정감사, 이강래의원). 또한, 학계에서도 자원개발은 투자리스크가 가장

큰 사업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가 어려우며 탐사광구에서의 소기의 성과를
내기까지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한다(강주명 2008).
사실 해외도시개발은 공공부문의 해외진출 방향으로서 제시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아마도,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무지로 인해 하나의 범주로 정하지 않은
오판이 있다고 생각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도 아직까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을 토목공사와 플랜트 건설 등으로 인식하는 경향성 때문에
해외도시개발과 이들 토목건설공사를 유사하게 바라보는 듯하다. 해외도시개발
은 개념부분에서 더 잘 정리되겠지만 분명 단순 건설공사와는 구분되며, SOC 건
설공사와 연동되어 SOC의 투자 건전성을 유지하는 몫을 한다는 것을 주지할 필
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는 도시지역을 지나게 건설되며, 수요(차량통행)
8

해외도시개발의 진출 방향 및 전략

가 있는 곳에서 통행요금을 징수함으로써 그 건설비용을 만회하는 구조이다. 일
본의 철도가 민영화하는데 성공한 요인도 동경과 그 주변을 잇는 경전철사업을
통해서 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민영화된 철도사업자들은 대도시와 소
도시를 연결하고 소도시 정중앙에 백화점 등 상업시설을 통한 역세권 개발에 성
공했기 때문에 민영화를 성공시킬 수 있었다. 이렇듯, 해외도시개발은 SOC와 긴
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SOC 건설 구조에서 이익보장 패키지를 제공하는 없
어서는 안 될 분야이다. 따라서 공공부문 해외도시개발은 자원의 SOC 패키지딜
방안에 더해서 해외자원개발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자
체로 공공부문의 해외진출 시 수익성을 일정부분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
다.

4) 민간 해외도시개발의 측면 지원
현재 2005년 이후 중국 등 사회주의 개발도상국 및 동구권 체제전환국의 급속
한 건설업 부흥으로 민간의 해외도시개발 붐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2007년부터
거품이 붕괴되면서 급속한 부동산 하락경기가 이들 국가들에도 일반화되어 초기
의 성과보다는 최근에는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이들 국가들
에서의 도시화율이 아직 미흡하고, 향후에도 꾸준히 도시에서의 거주공간이 필
요한 상황이므로 민간의 해외도시개발은 세계시장의 안정과 함께 다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KIEP 북경사무소 2007).
따라서 근시안적으로 해외도시개발을 바라보기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 고부
가가치성 해외도시개발을 전망하고, 민간의 리스크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공공이
측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에도 이들 민간의 해외도시개발 리스크에
대해 공공이 예의 주시하면서 애써 얻은 토지 사용권들을 헐값에 넘기고 오기보
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민간과 공조하여 사용권을 유지하거나 공공이 넘겨받음으
로써 장래 해외도시개발을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러한 민간의 리스크가 커진 것은 극대 이윤을 추구하려는 민간 기업이
가진 고유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며, 극대 이윤을 추구하는 만큼 리스크도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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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이다. 특히 우리 민간기업의 해외도시개발 진출 방향 및 전략이 체계적이지
못하는데도 기인한다. 특히, 지역에 대한 정보가 어둡고,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에
집중되어 있는 개발 방식은 현재의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아주 취약하다. 따
라서 공공이 전 세계 도시개발 시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거나, 민간의
현황자료를 통합하여 다시 민간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
여 민간이 다각적인 해외도시개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여 해외시장에 접근하도
록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해외도시개발의 개념
1) ‘해외건설촉진법’에 나타난 개념
해외도시개발에 가장 유사한 법률로는 “해외건설촉진법”이 있으며, 해외공사
라는 용어를 해외건설공사와 해외건설엔지니어링으로 구분하고 있다. ‘해외건설
공사’라 함은 해외에서 시행되는 토목, 건축, 산업설비와 조경, 전기, 정보통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로 정의하고 있다(해외건설
촉진법 2조 2항). ‘해외건설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해외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로 정의 한다(해외건설촉진법 2조
3항).

이와 같이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르면 해외도시개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
하고 있지는 않지만 건설공사와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정의를 통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건설의 한 부분으로서 정의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협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해외건설협회의 데이터베이스
에는 건축이라는 분야로 토목 및 플랜트와 구분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해외도
시개발을 다루는 영역이 건축 분야로 소규모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토지 및 건축물의 구매 및 임대 등 사업 초기 도시개발이 가지는 부동
산개발의 성격은 잘 묘사하지 못하고 있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건
10

해외도시개발의 진출 방향 및 전략

설회사가 부동산개발과 건설을 동시에 진행하지만 외국의 경우 부동산개발과 건
설공사를 분리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해외의 부동산개
발과 공사를 분리하는 현상과 우리의 부동산․건설 일체화 경향성 사이의 괴리
때문에 사실 우리 건설업체가 건설 도급업체로 전락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사
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향성 때문에 한 동안 중국에서의 프로젝트가
저부가가치성 단순 도급 위주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또한, 해외도시개발의 개념은 개별 건축물의 단순 공사 완료로 프로젝트가 끝
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완료 이후에도 꾸준히 유지 및 관리 활동을 포함하는 장
기적 개념이다. 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여러 단지개발
의 합이며, 단지개발은 개별 건축의 합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개별
건축물을 다루고 있는 해외건설촉진법은 해외도시개발의 개념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한다.

2) 공공부문의 해외사업에 나타난 개념
공공부문의 해외사업에 대한 관심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며, 지난 개발시대
를 거쳐 발생한 각 종 건설에 대한 노하우를 수출할 수 있는 기회로 최근 논의가
활발한 분야이다. 이러한 해외사업에 대한 진출을 꾸준히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해외에서의 에너지, 자원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참여
필요성이 지속해서 증대하여 왔다.
공공부문, 특히 공기업의 해외사업 참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률은
2008.2.21에 대통령훈령 제211호로 제정된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 법의 목적(제1조)에 따르면 정부가 해외에서의 에너지, 자원 개
발사업을 추진하는 공기업 등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경영에 대한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공기업 등
의 해외사업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제2
조에서는 해외사업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1호 ‘다’목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도로(2조 1호 가목)와 철도(2조 1호 나목)까지를 해외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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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함으로써 공기업의 참여범위를 에너지․자원개발 공기업 및 도로․철도
SOC 공기업으로 확대하였다.

결과적으로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개념은 공공부문의 해외사업진출을 보장하
는 이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공기업 중 해외도시개발과 유사한 사업
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법에는 1990년 최초 해외토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2007년 개정 시에는 제9조 10호 ③에 해외토지개발사업 및 그
에 따르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토지공사법의 해외토지개발사
업의 개념은 토지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부대사업도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다소 모호하지만 각 종 개발사업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다.

3) 문화적 수출 개념 및 협력개념으로서의 해외도시개발
위에서 법과 규정을 통해 해외도시개발 개념을 정의하려 하였으나, 사실 현존
하는 법과 규정으로 해외도시개발을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현존하는 법과 규정
은 가급적 가시적 건축 건설공사 수준으로 해외도시개발을 격하시키고 있거나,
모호하며, 아직 이 분야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으므로 개념 정의조차 내리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마도, 위에 법과 규정에서 알 수 있는 해외도시개발의 개
념은 부동산개발과 유사하며,2) 건설공사가 포괄하지 못하는 초기 토지 취득 및
임대에 대한 개념과 건설공사 이후 유지 및 관리 개념은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장충체육관을 건설한 나라가 필리핀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극히 드물었던
것으로 한 신문이 보도한 바 있다. 그 만큼 건축물에 대한 기억은 단기 기억으로
남을 뿐 시간이 흐르면 지워지는 단점이 있다. 반면, LA. 한인타운,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멀게는 산동성의 신라방에 대해서는 기억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일
것이다. 그만큼 도시는 인간 정주패턴의 집합체로서 인간 문명을 이끌어 온 대명
사이기 때문에 누가 어떠한 도시를 건설하였다는 것은 깊게 각인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단순 건설이기보다는 문화의 수출에 가까우며, 도시라는 일정 정도 규모

2) 부동산 개발은 토지와 건축물, 이른바 부동산의 조성과 개량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김민형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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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보한 문화규모와 관계가 있다. 우리가 싱가폴의 해외도시개발에 대해 깊게
인식하고 그들의 해외수출 전략을 연구하고 싶어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문화규모
와 관계가 있다. 중국이 얼마나 감명을 받았으면 쑤저우 개발 이후 텐진 생태도
시마저 싱가폴에게 맡기겠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문화규모는 싱가폴의 영향력에 관계되어 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다
소 수치스런 부분일지도 모른다. 중국이 텐진의 광대한 토지를 싱가폴과 함께 개
발하려는 이유는 다분히 쑤저우의 경제적 성취도와 무관하지 않다. 뒤에 본문에
서도 밝히겠지만 쑤저우의 건설 이후 1994년부터 쑤저우는 연평균 30%의 높은
경제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그 과실을 중국과 싱가폴이 나눠가짐으로써 공
동의 협력의식을 중국이 가졌다는데 있다. 해외도시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을 건
설 주체가 독식하려 한다면 아마도 협력은 더 이상 성취하기 곤란할지 모른다.
싱가폴과 중국의 경우처럼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또 다른 협력의 장이 마련되어
질 수 있다. 따라서 해외도시개발은 협력이라는 개념을 떠나서는 존립할 수 없
다. 여기에 최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외도시개발을
책임질 수 없는 이유가 있으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 메카니즘이 필요한 이유이기
도 하다.

종합하여 해외도시개발의 개념을 정리하면, 규모와 시기, 국가 간 관계에 따라
정의할 수 있다. 먼저 규모의 경우, 해외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건축과는 엄연히 규모가 크며, 개별 건축물을 포괄하는 단지개발의 집합체로서
해외도시개발을 정의할 수 있다. 시기의 경우, 건설공사 이전에 토지의 취득 및
임대에 필요한 절차를 포함하는 초기 개발과 건설공사 이후의 유지 및 관리를
포함하는 보다 장기적 개념으로 단기적 이윤에 충실한 부동산 개발 개념과는 다
르다고 정의할 수 있다. 끝으로 국가 간 관계에 따라 해외도시개발의 개념을 보
면, 진출국에는 문화의 수출로서, 그리고 수용국과 진출국 모두에게는 협력을 통
한 공동의 부를 창출하는 것으로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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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도시개발의 유형
1) 도시개발 규모에 따른 분류
위에 규모에 따른 개념정의에 의하면, 도시개발은 건축물의 합으로서의 단지
개발과 단지개발의 합으로서 도시개발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최근에 도시개발
중 농촌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농촌도시, 도시지역 또는 강의 유역에서 도시와
농촌을 포함한 개발 등은 도시개발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지역을 개발 단위로서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개발 규모에 따른 분류는 크게 지역을 개발
단위로 하는 지역개발, 신도시개발, 단지개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개발은 신도시개발보다 더 큰 영역이며, 대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포
괄하여 수행되는 개발이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홍강유역개발, 두만강유역개발
등 유역개발이 이에 포함되며, 최근에 식량안보와 관련되어 수행되고 있는 마다
카스카르 대우로지스틱스 농장개발, 현대중공업 러시아 농장개발 등 각 종 농장
해외개발도 포함된다.
신도시개발은 도시적 이용을 위한 개발을 의미하며, 산업단지, 주거지, 여가시
설 등 복합적 개발을 포함한다. 신도시개발은 어느 한 기능의 시설만을 개발하기
보다는 인간 정주의 자족적 기능을 최대한 한 공간에 통합적으로 입지하게 함으
로써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개발을 의미한
다. 최근 우리 민간 기업들에서도 이러한 종류의 신도시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
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성공적인 우리 신도시 건설의 노하우를 수출하고 있는
중이다. 대표적으로 GS건설의 베트남 나베 신도시, 포스코 건설의 북안카잉 신
도시, 대우 컨소시엄의 알제리 부이난 신도시 등이다.
단지개발은 기존 도시내 또는 신도시의 일부분에 대한 개발을 의미하며, 소규
모 택지개발, 상업시설 건설, 관광시설 건설, 역세권 개발 등 해외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건설공사의 범주가 이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롯데건설의
호주 골드코스트 주상복합 프로젝트, 벽산건설의 베트남 호치민 시티호스존 신
도시에 들어서는 블루밍파크 아파트 건설, 동일하이빌의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아파트 건설, 우림건설의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주택 건설, GS건설의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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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 개발, 파이온 파트너스의 생테스부르그 역세권 개발, 대한전선의 필리
핀 세부 리조트 건설 등이다.

2) 시장 유형에 따른 분류
해외도시개발의 시장 유형은 주택 및 SOC관련 건설 등 건설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경제․사회적 조건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통상적 경제․사회적 개념인
선진국(developed

countries),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

저개발국

(underdeveloped countries) 등을 준용하여 분류할 수 있다.

선진국 유형은 이미 발전된 국가로서 각종 건설 인프라가 잘 갖추어지고, 도시
의 형성이 비교적 완성적 수준에 도달한 도시화율이 높은 수준에 이른 유형이다.
이 시장은 금융조달이 비교적 용이한 시장으로서 개발에 필요한 거대 자본을 유
치하여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도시가 이미 형성이 잘 되어
있고 신규 건설업자의 진입장벽도 높아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보다는 재개발 등
소규모 단지개발 등에 적합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 유형은 선진국형과 유사한 선발 개발도상국 유형과 과거 선발 개
발도상국과 유사한 신흥 개발도상국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발 개발도상국
유형은 건설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으나 성장거점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수위
도시 등의 역할이 비대하여 도시의 발달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선진국
형과 마찬가지로 개발 시장도 잘 발달되어 있는 유형이다. 반면, 신흥 개발도상
국 유형은 소비에트 블록의 해체와 함께 뒤늦게 자본주의적 발달에 동참한 국가
들과 한 동안 개발이 뒤처져 있었지만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새롭게 등장한 개발
도상국들로 구성되며, 각 종 개발에 대한 투자유치가 활발한 유형이다.
저개발국 유형은 신흥 개발도상국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도시화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개발 여건이 낮은 유형이다. 중앙아프리카 등 인구가 산재해
있고, 경제력도 높지 않으며,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국가들로 개발에 필요한 금
융 조달도 전적으로 외부에 의존하는 국가들이다. 하지만 자원이 풍부하고 미래
경제사정의 개선에 따라 협력의 정도가 커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정보망의 구
축과 인프라 지원을 통해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 2 장∙해외도시개발의 필요성 및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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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외도시개발(공공 및 민간)
현황 및 문제점

이 장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해외도시개발 현황을 고찰하고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
하려 하였다. 공공의 해외도시개발 현황은 사실상 정부의 추진 정책이 없는 상황이며,
공공의 추진정책인 에너지 및 자원개발 추진정책에 해외도시개발이 일조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려 하였다. 민간의 해외도시개발 현황은 최근에 아시아 부동산
붐을 통해 급격히 신장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현재 어려운 상황이며 리
스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리하였다.

1. 공공부문의 해외도시개발 현황 및 문제점
1) 해외직접투자로 본 해외부동산 개발 현황
일본의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를 1960년대부터 착수함으로써 해외자산
취득을 통한 안정적 국가경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다. 이에 비해 우리의 해외
부동산 취득 자유화는 2005년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한도액을 제거하고 있
다.3) 시작된 지 얼마 안되는 현재 본격적 해외부동산 취득의 성과가 나타날 시기
는 아니지만 2008년 6월 현재까지의 실적을 보면 다소 놀라운 결과를 알 수 있다.

3) 「외국환거래법」의 일몰 조항에 따라 자본거래가 2006년부터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해외 직접투
자에 대한 외환 거래 규제가 해제되었다. 또한, 정부는 개인의 주거용 해외주택 구입도 2006.3월부터
자유화하였고, 투자목적 해외 부동산의 구입도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이의섭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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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외직접 투자에서 부동산 및 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부터 지속
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부동산 및 임대업 관련 업종인 건설업, 숙박․음식
업 등에서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3-1>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억불, %)
’06년

전

’07년

’08년

증감율

1~6월

1~6월

(전년동기비)

체

185.3

274.8

103.1

147.2

42.8

업

78.9

94.9

44.6

44.1

△1.1

광
업
부동산․ 임대업
도․소 매 업

38.4
15.3
14.1

30.6
40.7
29.9

13.3
14.5
8.3

27.5
23.2
19.1

106.8
60.0
130.1

사업서비스업

16.4

45.9

8.5

15.6

83.5

건

9.7

17.6

7.7

9.1

18.2

4.7
3.7
3.3
0.7
0.1

4.8
3.9
4.5
1.7
0.3

1.5
2.2
1.3
0.9
0.3

3.5
3.0
1.1
1.0
-

133.3
36.4
△15.4
11.1
-

제

조

설

업

운 수 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농업,임업 및 어업
기
타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 보도자료 2008/8/7

또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를 살펴보면 이 증가세는 더욱 가파른 것을 알 수
있다. 2003년 1.4억불, 2004년 2.4억불, 2005년 3.0억불, 2006년 13.0억불, 2007년
39.9억불로 2003년에 비해 2007년에는 무려 27.5배나 상승하는 해외부동산 투자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4)
이러한 해외부동산 투자 급상승기에 주요하게 파악되는 것은 2008년 상반기
부동산 해외직접투자에서 우리 민간기업의 해외도시개발 투자가 본격화한 것이
다. 2008년 상반기에 해외부동산 투자를 견인한 것은 GS건설의 캄보디아 상업단
지 건설을 위한 법인 설립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외부동산 투자에 개발 붐
을 타고 이전에 계약․수주했던 물량을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하려는 시점에 도
4)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 보도자료(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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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여 법인 설립 또는 토지 획득을 위한 개발 비용이 투자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와 전 세계
적 부동산 가치 하락이다. 현재 민간 해외부동산 개발 기업은 이러한 위기 상황
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존에 확보한 토지, 개발권 등을 상실할 위기에 놓
여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무조건적인 포기보다는 개발 시기를 늦춘다든가 금융
지원을 받는다면 아마도 이 글로벌 경제위기가 걷히고 난 후에는 더 좋은 기회를
맞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IMF 위기시 우리는 해외의 광산 등 해외자산을 헐값
에 처분하고 돌아왔다. 당시에 일시적 재정확보에 도움이 되었던 것은 분명하지
만, 사실 우리가 처분했던 그 광산이 불과 10년 만에 지금은 구매하기 어려울 정
도로 가격이 상승한 것을 목도한 바 있다.

2) 공공부문의 해외진출 현황 및 문제점
민간의 해외부동산 개발이 상승곡선을 그렸듯, 해외직접투자에서 광업에 대한
비중도 같은 시기 대폭 증가한다. 광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2003년 10억불 수
준에서 2007년에는 31억불로 3.1배 증가하였다.5) 이것은 정부의 해외진출 방향
에서 자원 자주개발율6) 향상 정책과 무관치 않다. 2007년 현재 지식경제부의 주
요자원 자주개발율을 살펴보면 석유 및 천연가스의 경우 4.2%, 6대 전략 광종(유
연탄, 우라늄, 동, 아연, 철, 니켈)의 경우 18.5%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를 2012년에
는 석유 및 천연가스 18.1%, 6대 전략 광종 32.0%로 각각 상승시킬 계획이다. 이
러한 정부의 에너지 및 자원개발 정책은 공공부문의 해외진출에도 영향을 줄 것
으로 전망되며, 해외직접투자에서도 광업부문의 상승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상관
없이 지속 상승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정부의 공공부문 해외진출에서 해외도시개발 등에
대한 관심의 폭이 적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2년여의 시간 동안을 살
펴보면, 해외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수직 증가한 것은 분명 시장에서
5) 기획재정부 대외정책국 국제경제과 보도자료(2008/11/17)
6) 자주개발율 = 자체개발물량 / 수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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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존 기반이 해외부동산에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정부의 지원 없이
도 해외부동산 부문은 더 많은 투자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
투자경향을 둔화시킬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위험성 자산인 광업도 민간에 맡길
경우에는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공공의 참여를 자원
개발에 한정하기 보다는 보다 다각적인 방향으로 분산할 것을 요구한다.
이 분산 지원에 대한 이유는 자원개발의 패키지 개발 모형에서 도시개발이 차
지하는 위상과 글로벌 금융위기 상태에서 민간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자원개발의 패키지 개발 모형에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은 SOC와의 연계개발이다. 또한, 공공부문 해외진출에 대한 유형 중 IT산
업을 추가하고 있다. 이들 중 자원개발과 SOC는 연계를 명시하여 접근하고 있으
나 IT에서는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SOC와 IT는 어떤 중요한 매개체
없이 연계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SOC는 도시개발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하므
로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IT는 과학산업단지 등을 포함 인구 정주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U-city라는 개념까지 등장하여 IT산업
의 발달을 꾀하고 있다. 결국 도시개발이라는 매개체는 공공부문 해외진출에서
제기하고 있는 SOC와 IT 분야의 훌륭한 매개체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러한 도시
개발의 연계기능 우수성은 자원개발과 도시개발을 연계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
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재 공공부문 해외진출에서 자원개발이 주요한
축이라면, 현재 매개체 없이 단순히 제시만 되어 있는 SOC와 IT를 매개할 수 있
는 도시개발을 하나의 축으로 설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원개발을 용이하게 추
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자원개발은 전력, 도로, 철도 등 운반할 수
있는 매개체 없이는 불가능하다. 자원을 다량 보유한 후진국에서도 이들 SOC시
설이 자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패키지딜에 대해 관심이 있다. 그러
나 우리에게는 자원개발에 대한 개발 비용과 SOC 건설비용 등 이중의 비용이
들어감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우리에게 이러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
시키고 심지어는 이익까지 창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IT 등이며, 해외도시개발
은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매개체로서 분명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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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시개발에 대한 공공부문의 해외진출 방향이 새롭게 정립되고 자원개발의
연장선 상에서 해외도시개발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민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앞서 지적했듯이 시장성에 근간한다, 시장성이 있
었기 때문에 민간에서 적극적이었고 심지어는 정부의 참여도 그렇게 반기는 상
황은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민간업체가 가장 힘들게 여기
는 각 종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있다. 정부가 바뀌면서 약속했던
계약관계를 쉽게 파기하거나, 개발지연으로 인한 금융리스크가 커지고, 환리스
크도 증가하는 등 민간 기업의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사업확장
에도 정부의 참여가 이롭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해외도시개발이 당해 상대
국 정부와의 협력관계 없이는 수행될 수 없으며, 정부가 참여한다면 이 신뢰 및
협력관계를 증진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의 수주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이
다. 이러한 리스크 관리와 사업확장의 차원에서 민간 기업은 정부의 참여를 그
어느 때보다 필요로 하고 있으며, 정부의 자원개발 의지에 더해서 민간의 해외도
시개발에도 직접적 참여를 통해 지원해 주길 원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 개념 정의 시에도 언급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법률에 이를 정의한
부분이 없으며, 공공의 추진 의지도 별 다르게 언급된 것이 없다. 아마도, 자원개
발 중심적인 공공의 해외개발 추진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자
원개발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해외도시개발을 사용하는 적극적 문제 해결 방
안들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의 과거 기회를 더 확장하고 이미 획득한 기회도 적
극 지원함으로써 문제 해결도 모색해야 한다.

3) 해외도시개발 수행기관의 사업 현황 및 문제점
공공부문의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인식이 낮은 가운데에서도 한국토지공사와
같은 일부 공기업에서는 이 해외도시개발에 대해 추진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이 해외에서의 토지개발에 더해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2007년에 공사법을
개정함으로써 포괄적인 의미의 해외도시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
내에서의 토지 개발에서 얻은 경험은 아마도 토지공사로 하여금 토지분양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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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및 설계 엔지니어링에서 부가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
로 습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는 토지의 공개념이 이미 상당정도 국민의 뇌
리에 박혀 있으므로 공공부문이 토지분양을 넘어 그 이외의 사업을 하기에는 어
려움이 따른다. 설사 수행하더라도 범위가 넓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해
외에서 부대사업 수행의 포괄적 개념을 추가하여 토지분양 이외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장래 사업의 확장을 도울 수 있으리라 본다.
부대사업을 명시한 것은 보다 현실적인 이유도 포함하는데, 토지공사가 해외
에서 토지분양을 직접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에 그 이유가 있다. 왜냐
하면 토지분양은 토지 또는 토지 사용권을 구매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본투
자가 현실적으로 제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토지를 획득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부대사업 명기는 토지분양 이외의
도시계획, 도시관리, 건설관리 등 토지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에서의 역량을 축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용역사업이란 점에서 그 한계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 주장하는
해외도시개발과는 차이가 크다. 앞에 2장의 개념부분에서 국가 간 협력을 언급하
였다. 이 개념에는 국가 간 토지의 공동소유와 공동관리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즉,
현재의 용역사업은 토지의 소유라는 개념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이 소유에는 필
수적으로 자본의 투자가 필요하며 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
를 받는 PM과 CM사업을 의미하지 않는다. 토지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하고 있는
개별사업을 보더라도 PM과 CM이 현재의 영역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표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은 현재 한국토지공사가 해외에서 이미 완료했거나
현재 수행중인 사업으로 사업의 변천과정을 알 수 있으며, 점차 해외도시개발 사
업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또한 현재 사업의 형태가 내용적으로
PM과 CM 영역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초기에 주로 중국의 심양,

텐진의 산업단지 분양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산업단지의 공공적 성격 때문에 많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최근에는 해외도시개발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고부가가치성 가치증진 사업인 개별 단지개발에 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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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한국토지공사 해외사업 추진 실적 및 현황
중국 텐진공단

위치
면적
사업기간
사업비

중국 텐진시 텐진경제기술개발구 내
1,145천㎡(346천평)
1993년 8월 ~ 1996년 6월
275억원

위치
면적
사업기간
사업비

중국 요녕성 심양시 심양경제기술개발구 내
422천㎡(128천평)
1995년 4월 ~ 1996년 12월
94억원

위치
면적
사업기간
사업비
조성원가
수지분석

베트남 박장省(하노이시 북동쪽 40㎞)
100만㎡
투자허가서 발급일로부터 50년간
약 254억원
39천원/㎡
내부수익률(IRR) 13.9%, 순현가(NPV) 12.6억원

중국 심양공단

베트남 한국산업단지 건설사업

아제르바이잔 신행정도시 PM사업

면적
계획인구
사업비
PM 용역기간
PM 계약금액
PM 용역내용

7,200만㎡
50만명(1단계 10～15만명)
287억불(약 29조원)
2008 ～ 2011(3년간)
약 300억원
개발계획(General Plan)수립 및 1단계 설계
알제리 하시메사우드 신도시 CM사업

위치
면적
수용인구
사업기간
사업비

알제리 중부 사하라사막의 석유채굴 중심지
4,483만㎡(신도시 3,205, 물류단지 등 1,278)
8만명(주택 18,375가구)
2008년 ～ 2016년(96개월)
60억불(추정), CM용역비 : 5,430억원(3.5억유로)

사업내용

- 가스전 개발과 연계한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
- ‘08. 6월 정부관계자와 함께 공사직원이 현장을 답사
- ‘08 8월 정부 SOC 조사단과 함께 부사장이 현지 방문

사업내용

- ’08.6월 현지 사업권자인 CCBM과 신도시사업관련 업무협력 MOU 체결

사업내용

- ‘08. 4월 신도시사업관련 업무협력 MOU 체결

사업내용

- ‘08. 6월 모스크바 주정부에서 주러 한국대사관에
한국전용산업단지(100ha) 조성을 제안

사업내용

- ‘08. 3월 리비아 현지 답사 및 리비아 공기업인 투자개발공사와
신도시개발 관련 업무협력 MOU 체결

투르크메니스탄 아와자 관광단지 개발사업

세네갈 신도시 개발사업
키르기즈공화국 신도시 개발사업
러시아 한국전용산업단지 조성사업

리비아 신도시 개발사업

제 3 장∙우리나라 해외도시개발(공공 및 민간) 현황 및 문제점23

2. 민간부문의 해외도시개발 현황 및 문제점
1) 민간의 해외도시개발 사업이 건설산업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상
1965년에 현대건설이 태국의 고속도로 공사 이후 1970년대 비교적 단순한 건

설기술이 소요되는 도로 공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발전하였다. 국
가경제적으로는 건설 근로자들의 외회획득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으며
건설산업도 수출의 주요산업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1차 오일쇼크(1973
년~1974년), 2차 오일쇼코(1978년~1980년)의 영향으로 해외건설은 중동 특수와
수주경쟁력 향상에 힘입어 1981년부터 3년 연속 수주액이 100억 달러를 달성하
였고, 해외진출 인력의 수는 16만 명을 상회하였다. 그러나 임금 상승과 기술력
축적의 실패로 1992년까지는 침체기를 겪기도 하였다. 특히, 일부 저가공사 수주
에만 치중하였기 때문에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변화된 시장상황에 맞도
록 확장된 기업의 규모 경영 합리화 및 관리기술 개발 노력도 부족하였다.7)
침체기 이후 증가세를 경험하기도 하였으나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다시 감소
하였으며, 2000년 들어 회복세를 보여 2005년에는 다시 100억 달러를 넘어서 해
외공사 계약금액이 108억 달러를 달성하게 되었다. 이는 원유수출에 의존하였던
중동국가들의 국가경제 추진동력의 변화에 따른 각종 플랜트 설비발주 증가와
두바이 등 중동 도시들의 주택, 사무실 수요 급증에 의한 건축 시장의 활성화가
주요 요인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해외 건설분야가 수출의 효자 종목으로
다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오일머니에 의한 플랜트 설비발주 증가와 건축 부분
에서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해외도시개발의 발전과정을 일부 관찰할 수 있는 건축분야는 1980년을 전후로
중심을 차지했지만, 1980년대 후반에는 급감하였고 다시 토목분야가 1989년의
경우 전체 해외건설계약금액 중 41.5%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주택200만호 건설
등 국내 주택 경기 활성화에 영향으로 건축분야의 해외진출이 소극적으로 변화

7) 김진욱 외. 2007. “우리나라 해외건설시장 진출 특성 분석”. 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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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다시 건축분야의 해외진출이 상승하였으며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해외건설시장의 주공정이 플랜트 분야로 집중되다 2005년부터 다시
아시아권의 부동산 붐을 타고 건축에서의 비중도 증가하였다(장현승 2007).
<그림 3-1> 해외건설 총괄 계약현황

주 : 2008년 11월 현재 기준
자료출처 :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www.icak.or.kr)

<그림 3-2> 해외건설 공종별 계약현황

주 : 2008년 11월 현재 기준
자료출처 :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www.i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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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도시개발 진출 현황 및 문제점

국내 민간기업들은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축적한 국내 신도시 사업의 노하
우를 살려 베트남, 카자흐스탄에 이어 최근에는 알제리,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등
으로 신도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있고 국내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해외 부동
산 개발에 대한 국내 건설 및 개발업체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그림 3-3>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
단위 :만 달러

자료 : 해외건설협회

CIS 지역과 아프리카 등으로 신도시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민간업체들은
CIS 지역(옛 소련)에서 카자흐스탄에 이어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까지 신도시

건설 확대를 위해 수주활동을 벌이고 있다.8)
러시아의 경우 신창건설ㆍ한일ㆍ우미건설ㆍ금성백조ㆍ롯데가 모스크바 외곽
지역에 주거복합타운을 건설하기 위해 현지 모스크바 주정부와의 협의를 본격화
하고 있다. 현재 모스크바 남동쪽 8km 지점(190만㎡)과 북쪽 60~70km 지점(100
만㎡) 가운데 한곳에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방식은 현지 국
영기업에서 땅을 빌려 아파트와 상업시설ㆍ오피스텔 등을 짓고 99년 장기임대를
8) 서울경제(2007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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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부동산회사인 CBRE에 사업타당성 용역을
의뢰하는 등 활발한 상황이다.
<그림 3-4> 해외신도시 개발 현황

자료 : 한국일보(2008년 5월 14일)

이와 같이 업체들은 베트남과 카자흐스탄 등 기존 시장의 신도시 건설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베트남 건설사인 비나코넥스와 50대50으로 합작,
북(北)안카잉 지역 80만평에 '자립형 신도시' 건설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인
근 지역에 이보다 규모가 큰 2차 신도시 건설에 나서기로 했다. 북안카잉 신도시
에는 총 2조 6,530억 원을 투입해 7,686세대의 최신 주택, 75층의 비즈니스센터,
호텔, 문화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GS건설은 호찌민시 남쪽 지역에 100만평에 이르는 나베 신도시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베 신도시는 330만㎡ 대지에 2019년 개발 목표로 아파트 및 연
립주택 등 1만 7000여 가구, 6만 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를 건설한다.
대우건설ㆍ경남기업ㆍ코오롱건설ㆍ동일하이빌ㆍ대원 등의 기업들은 하노이 서
쪽 63만평에 아파트 5,000세대와 비즈니스센터 등의 규모로 건설하고 총 9억 달
러(각사 지분 20%씩)로 올해 말 착공해 2011년 말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GS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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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베트남에 이어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에 한국형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하
고 현지 시장탐방 중이다.
정부는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의 북서쪽 200km 지점의 다바치군(25만 명 수
용 규모)과 바쿠 서쪽 185km 지점의 이스마일리군(50만 명 수용 규모)에 대규모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알제리 정부의 요청을 받고 현지 부이난 지
역에 593만 4,614㎡(180만평)의 생태과학 신도시를 내년 초 착공, 2011년 완공할
방침이다. 이 사업에는 대우ㆍ한화ㆍ동일ㆍ공간건축ㆍ우림ㆍ반도 등 10개사가
참여한다.
대우건설도 1990년부터 끌어오던 베트남 하노이 따이호따이 신도시 개발 사업
을 조만간 착공할 계획이다. 현재는 이 사업의 부지를 확보 중이고 롯데건설은
호주 골드코스트에 두 건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아파트 346가구, 3
층 이하 고급 연립주택 124가구를 짓는 사업과 주택 220가구와 상가 및 오피스를
짓는 주상복합 프로젝트이다.9)
벽산건설은 베트남 호치민 시티호스존(city horse zone) 신도시에 들어서는 블
루밍파크 95~184㎡ 700가구짜리 아파트 사업의 모델 하우스를 최근 오픈한데 이
어 베트남 중부지방 다낭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동일하이
빌은 카자흐스탄의 행정수도인 아스타나에서 아파트 2,500가구를 짓고 있다.
2005년 9월 현지인을 상대로 1차 분양한 581가구는 이미 완공돼 지난해 10월 입

주하였다. 우림건설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대규모 주택사업을 추진 중이다.
건설기업들이 이처럼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토목·플랜
트 공사 등 도급공사 위주의 해외건설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서이고, 중동지역
에 편중돼 있는 사업지를 확대하고 국내에서 부진한 주택사업을 해외에서 만회
해보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국내 주택사업 축소로 인한 유휴 인력을 해외 주택
사업에 투입할 수 있어 인력 활용 측면에서도 나쁠 게 없다는 게 건설업체들의
입장이다. 김치현 롯데건설 해외사업본부장은 “주택 등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에

9) 중앙일보(200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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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쌓이면 지금의 플랜트·토목 사업처럼 해외사업의 블루칩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10)
그러나 아직 해외건설사업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은 걸음마 단계이며, 최근 불
어 닥친 세계 경제 침체, 현지 부동산시장 위축, 원자재값 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도 적지 않다.
부영건설이 베트남 하떠이성 모라오신도시에서 추진 중인 고층 아파트 건립
공사는 인·허가 문제로 1년 5개월이 넘도록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트남에서는 신도시 건설을 추진 중이지만 현지 제도 변화, 토지보상에 발목이
잡혀 사업이 지지부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개발사업 지연으로 발생하
는 금융비용만 매년 20억 원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도
대규모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의 급변으로 분양 부진의 어려움
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변화무쌍한 해외사업의 환경적 특성상 예기치 못한 변수가 많아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제안하고 있으며, 사업도 외형보다는 수익
성 위주로 선별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현재 걸음마 단계에서 정보
수집 및 자금 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체들의 무분별한 수주도 경계해야 하며, 수익성 위주
로 사업계획을 세운 뒤 수주하고 현지의 위험요소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
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 주택시장에서처럼 국내 업체끼리 과당경쟁을 벌이면
'속 빈 강정'이 될 우려도 있어 정부의 막후조정(관리 및 조정)도 필수적이다.11)

종합하면, 현재 민간기업의 해외부동산 개발사업은 외형적 수주를 크게 늘려
왔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험, 정보, 인력부족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개발
일정에 차질을 빚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정보, 자금조달, 관리 및 조정 분야에서 요
구되어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0) 중앙일보(2008년 7월 16일)
11) 중알일보(2008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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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건설

대우건설 등

따이호따이 신도시 개발사업
뚤리엠/대우․코오롱 건설등 5개사, 63만평부지에 뉴타운
개발(아파트 4900채 및 주상복합건물, 사업비 9억달러)
하동시/복합터미널 건설공사(아파트 스포츠시설 공원
터미널)

서쪽/아파트 5,000세대 등 주거용 주택과 비즈니스 센터

대우건설,
경남기업,
코오롱 건설,
동일하이빌,
대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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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착공 준비

토지보상 중

공사 중

공사 중
착공, 분양 중
토지보상 중

자료 : 중앙일보(2008년 7월 16일), 서울경제(2007년 8월 27일), 동아일보(2005년 9월 15일)

하떠이성

하노이

18만 평 규모의 행정신도시 건설사업에 참여

금호건설

금호건설

한승건설
대원건설

부영건설
포스코건설

사업내용

아파트 405가구
아파트 700가구
102만㎡ 규모에 6000가구가 이상의 주거단지 건설
나베/113만평 부지에 신도시건설(아파트1만7000채 초고층
주상복합빌딩, 사업비 10억달러)
남쪽/신도시 개발/약 6만 8,000명 수용
초고층 아파트
양푸/아파트 단지 건설
호치민 중심가/4200평 부지에 주상복합건물, 사업비
2억5000만 달러
호치민 외곽/임대주택단지 건설(3만채)
아파트 7600여 가구 등 건설

대원건설
벽산건설
GS건설

베트남

호치민

건설업체

위치

<표 3-3> 국내 건설기업 주요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

연말 착공, 2011년 완공

2019년 완공 목표

진행상황
2007

2005년 7월 양해각서 체결

2005년 10월 중 인허가
전망

2005년 6월 양해각서 체결,
2007년 착공 예정

1월 1단계(405채) 분양
05‘내 인허가 취즉 전망,
2006년 3월 착공 예정
2005년 3월 양해각서 체결

2005년 1월 양해각서 체결

2005

신도시 개발
2조 6,530억원 투자

포스코 건설,
비나코넥스(현지
업체)

동일토건

우림건설
성원건설
삼부토건
DTC
우림건설

북안카잉

아스타나

알마티시

베트남

카자흐
스탄

중국

우림건설

2만5000평 부지에 아파트 단지 1500채 건설

5만3000평 부지에 아파트 단지(3500채)건설

남광토건

쿤산

10만평 부지에 아파트 및 오피스텔 단지 건설

SR개발

선양

주택 2800여 가구 및 상업시설

우림건설

332가구 고급주택 건설

월드와이드건설

장수성
쿤산

아파트 346가구, 124가구 고급 연립

롯데건설

골드코스
트

호주

주택단지 건설, 사업비 3억 달러

포스코 건설

카잔

타타르

아파트 2500여 가구
6만평 부지 뉴타운 건설(아파트 3000채와 비즈니스 센터,
사업비 10억달러)
신도시 개발/공동주택 4,000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등
아파트 500여 가구
지상 9층(연면적 3만7000㎡)짜리 오피스 건물
알마티 국민주택 건설
아파트 4000여 가구 및 상업시설

사업내용

건설업체

위치

2011년 완공

2009년 말 완공

2020년 완공목표

진행상황
2007

1단계 사업(아파트884채,
오피스텔 588실)분양
인허가 추진 중
2005년 초 사업승인,
2006년 초 분양예정

2004년 1월 양해각서 체결,
기본계획 수립중

2005년 3월 착공, 2005년
9월 1단계(383채)분양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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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시공사 물색 중

9월 착공 예정

공사 중
12월 착공 예정
발주 물량 협의 중
분양 중

공사 중(2차분 분양 중)

2008

(계속)

32

(연면적 100만㎡)
주상복합 470가구 및 상업시설

리얼티 솔루션
대우건설

푸켓

푸바나 푸켓

풀빌라 79가구

주택·호텔·상업·업무시설

하이테크

캄시티 등

해외도시개발의 진출 방향 및 전략

태국

아제르
바이잔

정부 차원

신도시 개발
100만㎡와 190만㎡ 두 부지를 놓고 타당성 검토 중
땅은 임대, 건물은 99년 장기임대 방식 추진
신도시 건설
신도시 개발
수도에서 185~200㎞ 떨어진 예니칸트, 이스마일리군
검토 중
45만 평 신도시 개발 참여

신창, 한일,
우미건설,
금성백조, 롯데
GS건설

모스크바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계룡건설

하바로프
스크

주택 250가구 및 상업·업무시설

주상복합아파트 140가구
주상복합 370가구 및 업무용 빌딩

성원건설
성원건설

롯데건설

초고층 주상복합 및 업무용 빌딩

사업내용

반도건설

건설업체

상트페테
르부르크

자다프

비지니스
베이

다바치군
수도
185~299
㎞ 외곽
캄보디아 프놈펜
쿠알라룸
프
말레이
시아

러시아

두바이

위치

토지보상 중
타당성 분석 중. 내년 초
착공 예정

설계 중. 내년 초
착공예정

추진 중

진출여부 타당성 분석 중

공사 중
공사 중

공사 중

2008

부지 검토 중

타당성 검토 중

진행상황
2007

사업성 검토 중

2005년 1월 양해각서 체결

2005

(계속)

미국

알제리

위치

시디
압델라
LA

부이난

현대건설

신도시 건설

한화건설 등
대우․한화․ST
X․우림․반도
․GINI 건설과
외환은행, 동일,
공간건축,
삼정C&C
경남기업, 희림,
공간건축
신영
400여가구 주상복합

40층 초대형 주상복합

신도시 개발 참여

593만 4,614㎡(180만평) 규모의 신도시 개발

사업내용

건설업체

08년 1월 착공, 2011년
완공

진행상황
2007

사업성 검토 중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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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매입완료
투자자들과 양해각서
체결

착공 준비

2008

(계속)

34

해외도시개발의 진출 방향 및 전략

C

4

․

H

․

A

․

P

․

T

․

E

․

R

․

4

싱가폴 해외도시개발 및 일본 부동산
진출 사례

이 장에서는 해외 국가에서의 진출국 해외도시개발 사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싱가포
르의 쑤저우 공업단지 개발과 연이은 최근의 텐진 생태도시 개발은 세계적으로 알려
진 해외도시개발 사례이다. 이들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가 간 협력관계에 의한 도시
개발, 싱가폴 공공과 민간의 협력 추진체계, 재원조달 방식 등을 고찰하였다. 또한, 일
본의 부동산 개발 역사를 고찰함으로써 미국의 경제위기와 탈출과정에서의 엔고 현
상, 그리고 해외부동산 투자 증대 등 일련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연계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해외도시개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싱가포르의 해외도시개발 사례
1) 중국․싱가폴 쑤저우공업단지(苏州工业园)

(1) 설립 개요 및 목적

중국․싱가폴 쑤저우공업원은 1994년 2월 중국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설립되
었고 총 면적은 288㎢이다. 이중 중국과 싱가폴이 합작투자하여 건설한 싱가폴
쑤저우공업단지의 계획면적은 70㎢이고 2007년 말 상주인구는 31만 명이다.(이
하, 중신쑤저우공업단지中新苏州工业园区, CSSD12))
중신쑤저우공업단지는 싱가폴의 도시계획, 도시건설 및 관리, 토지개발 및 이
12) China-Singapore Suzhou Industrial Park Development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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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환경보호시설, 정보통신서비스, 공공행정관리 경험을 중국내 공업단지에 도
입하는 것이 그 설립목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싱가폴의 주요 과학산업단지인
주롱과학산업단지(Jurong Industrial Park)를 모범 사례로 하여 이러한 산업단지를
중국내에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

<그림 4-1> 중신쑤저우공업단지(中新苏州工业园区) 전경

(2) 일반 현황

중국과 싱가폴이 합자로 건설한 중신쑤저우공업원은 매년 30%의 경제성장율
을 기록하고 있다. 2007년 중신쑤저우공업원의 총 GDP는 836억 위안(약 120억
$)13)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하였으며 수출입총액은 567억$에 달하고 있다. 2007

년 말 현재 단지 내 실질이용 외자가 147억$이고 세계 500대 기업 중 77개가 입
주하고 있다.(독일 지멘즈, 한국 삼성, 일본 후지쯔, 영국 BOC그룹 등)
중신쑤저우공업단지의 입주 업종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현재 주로 전자, IT,
소프트웨어가 58.8%를 차지하여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 중국의 산업단지 특색은 주로 전통적 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
었는데 반해 비교적 고부가가치의 산업을 중심으로 편성함으로써 싱가폴의 과학
산업단지에 유사한 형태로 조성하려 하였다. 이러한 산업 편성은 외국으로부터

13) 1$=6.8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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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등을 원할히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고, 많은 하이테크 관련 외국
의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었다.
<표 4-1> 중신쑤저우공업단지 입주 업종 현황
(단위 : %)
전자, IT, 소프트웨어

제약․의료

지원산업

경공업

정밀공학

식품․음료

58.8

11.9

8.1

7.9

7.5

5.8

국가별로 단지내 투자금액 및 비중을 살펴보면 대만이 24.0%로 현재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홍콩 19.1%, 동남아 16.2%, 유럽 15.1%, 미국
12.4% 등이다. 비교적 화교자본의 비중이 반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싱가폴의 조

직적 투자와 화교자본과의 연계성이 많음을 짐작하게 한다. 반면 한국과 일본의
투자실적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며 각각 3.9%와 6.9%에 머물고 있다. 기업 수
에 있어서도 일본 307개, 한국은 177개의 기업이 입지하고 있는데 기업의 숫자
비중은 각각 9.9%와 5.7%인데 반해 투자금액의 비중이 낮다. 이 의미는 일본과
한국의 경우 비교적 소규모 기업의 투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구미기업 및
화교자본은 상대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 단지내 국별 투자금액 및 비중(누적)
구분

기업수(개)

합계

3,101

비율(%)

100.0

계약금액(만$)

3,168,408.2

비율(%)

100.0

미국

358

11.5

391,875.7

12.4

유럽

412

13.3

478,602.0

15.1

일본

307

9.9

217,514.9

6.9

한국

177

5.7

123,917.4

3.9

동남아

469

15.1

514,477.9

16.2

홍콩

502

16.2

604,363.7

19.1

대만

728

23.5

761,791.0

24.0

기타

148

4.8

75,865.6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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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중신쑤저우 공업단지 지리적 위치

(3) 토지이용 및 분양 현황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총 면적 중 공업용지는 32%, 주택용지는 22%, 녹지
는 14%, 상업용지는 2.4%를 차지하고 있다. 공업용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이것은 초기 토지이용에 있어 과학산업단지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였기 때
문이다. 사실 주택용지 등은 적자가 누적되자 차후에 싱가폴과 중국이 협의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그 규모 등이 비교적 작다. 토지이용 중 공업용지에 대한 도입
시설을 살펴보면 총 3구역으로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 국제과학기
술단지(International Science Park), 보세물류센터(Bonded Logistics Center)로 분류
된다. 규모를 살펴보면 수출가공구의 총 면적은 2.9㎢, 국제과학기술단지의 총 건
축면적은 4만㎡, 보세물류센터의 총 면적은 3.0㎢이다.
현재까지 분양된 토지 면적은 2007년 말 현재 7,906.06 ha로서 공업용지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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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상업용지 27.8%, 기타 13.4% 등이다. 초기 과학산업단지 창출이 주요 목
적이었기 때문에 공업용지의 분양이 우선시 되었고, 그 분양 비중도 높다. 2000
년대 이후엔 주택 및 상업용지에 대한 분양에도 싱가폴과 중국 양측이 합의하여
그 분양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표 4-3> 토지분양 현황(2007년 말 누적, 단위 : ㏊)
구분

전체 분양된 토지 면적

면적

7,906.06

100.0%

공업용지

4,646.45

57.8%

주택 및 상업용지

2,199.22

27.8%

기타

1,060.39

13.4%

<그림 4-3> 중신쑤저우공업단지 공업단지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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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체계

중신쑤저우공업단지(CSSD)는 1994년 2월 중국 국무원 부총리 리린창(李岚清)
과 싱가폴 총리 이광요가 「중국과 싱가폴 정부의 쑤저우공업단지 공동개발 협
의서에 공동 서명함으로써 정식 출범하였고 주요 업무범위는 토지의 개발 및 분
양, 부동산 개발, 공공사업, 공공서비스업 등이다.

<그림 4-4> 중신쑤저우공업단지 관리 조직도
중국-싱가폴 협력이사회
(中新联合协调理事会)
중국
○책임자 : 우이(吴仪)부총리
○국가기관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상무부
- 재정부
- 국토자원부
- 건설부
- 국가해관총서
- 장쑤성정부/쑤저우시정부

싱가폴

○책임자 : 황근성(黃根成)부총리
○국가기관
- 외교부
- 무역공업부
- 환경국
- 국가발전국
- 경제발전국

중신쑤저우공업원관리위원회(中新苏州工业园区管理委员会，SIPAC)
중신쑤저우공업원관리위원회(中新苏州工业园区开发有限公司，CSSD)

1994년 8월 13일, 중신쑤저우공업단지는 중국 쑤저우공업단지유한공사(苏州

工业园区股份有限公司) 35%, 싱가폴 컨소시엄 65%의 자본구조로 총 5천만$의
자본금 규모로 출자하였다. 1995년에는 자본금 1억$로 증자하였고, 1999년에는
중국과 싱가폴 정부간의 협의를 통해, 2001년 1월부터 지분을 조정하여 중국측
65%, 싱가폴 35%로 지분을 조정하였다. 2005년 8월에는 홍콩투자유한공사(港华

投资有限公司)의 지분투자로 자본금을 1억2500만$로 증자하였고, 지분은 중국측
52%, 싱가폴 컨소시업 28%, 홍콩투자유한공사 20%로 조정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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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중신쑤저우공업단지 지분구조

홍콩투자
20%
중국컨소시업
(14개사) 52%

싱가폴컨소시
엄(24개사)
28%

<표 4-4> 중신쑤저우공업단지 컨소시업구성 업체
중국측(14개사)

싱가폴측(24개사)

中国粮油食品进出口总公司

吉宝企业有限公司

胜宝旺船厂

中国远洋运输集团总公司

实得力产业有限公司

欣光投资新加坡私人有限公司

中国化工进出口总公司

先得坊产业有限公司

新加坡置地有限公司

中国华能集团总公司

城市发展有限公司

新加坡科技工业集团

中国技术进出口总公司

发展银行置地有限公司

森昶国际有限公司

中国长城工业总公司

裕廊环境工程私人有限公司

淡马锡控股私人有限公司

中国节能投资公司

KMP私人有限公司

永泰控股有限公司

中国中央电视台

亮阁控股有限公司

한국 삼성(韩国三星公司)

中国农业银行财务有限公司

林增控股有限公司

일본 미쯔비시, 미쯔이
(日本三菱 / 三井公司)

中国东方信托投资公司

职总合作社苏州投资有限公司

네델란드Rodamco(荷兰罗丹克公司)

江苏省投资公司

百藤置地私营有限公司

싱가폴 경제발전국투자공사
(新加坡经济发展局投资公司)

싱가폴 노동기금국제공사
(新加坡劳工基金国际公司)

미국 GE(美国通用电气公司)

苏州工业园区经济发展有限公司
苏州市基础设施投资管理有限公司
苏州新区经济发展集团总公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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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사실은 중신쑤저우공업단지의 컨소시엄 구성업체인데 크게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싱가폴 노동기금국제공사(Singapore Labour
Foundation, SLF)가 컨소시엄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SLF는 1977년에 설립된

싱가포르의 노동 공적 기금으로서 100% 출자 자회사인 SLF International Pte Ltd
가 싱가폴 쑤저우 공업원에 참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까지도 추측에 불
과하던 싱가폴의 연기금 등 공적 기금의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이들
공적기금들이 싱가폴의 국내외 투자사업들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이며, 이를 통한 기금의 이윤창출과 기금 이윤을 다시 공적개발에 재투자하는 메
카니즘의 실체를 파악하게 해준다. 아마도 이러한 이윤창출 메카니즘 덕분에 싱
가폴의 주택 중 90%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 다른 특징은 싱가폴측의 컨소시엄 구성업체 중 싱가폴이 아닌 외국 유명기
업이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삼성, 일본 미쯔비시, 네덜란드 로담코, 미
국 GE 등이 참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외국기업의 참여는 재원조달에 일조할 뿐
만 아니라 전체 사업 중 산업단지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담보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본다. 특히, 이러한 대규모 외국기업
의 확보를 통해 산업단지 완공 이후에 다른 외국의 대규모 기업 및 화교자본의
적극적인 투자에도 공헌함으로써 싱가폴과 중국의 파트너쉽이 장기적으로 성공
하는데 일조하였다고 판단된다.

(5) 경영현황

초기 8㎢의 토지를 주로 공업용지로 분양하게 됨에 따라 이윤이 적었고 이윤
이 낮은 공업용지 분양과 매년 재무 및 관리비용의 증가로 2000년말 누적적자가
7,512만$에 달하게 되었다. 1999년 6월 싱가폴-중국 정부 대표단의 협상을 거쳐

지분조정을 단행하여 단순 공업용지 분양보다는 상업 및 주택용지 개발을 시작
하였고 2004년 자본증자를 통해 제3의 지분투자자(홍콩투자공사)를 확보하며 주
식회사 형태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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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이익은 2001년 760만$, 2002년 1,106만$, 2003년 7,063만$이었고 이를 통하
여 2000년 말까지의 누적적자를 만회했을 뿐만 아니라 순자산 1억$에 달하였다.
2004년에는 100만$의 배당을 실시하고, 2004년 상반기에만 1,008만$의 당기순이

익을 실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향후 개발 가능한 고급 주택용지를 21㏊ 보유하
고 있어 이를 통한 1억$의 토지분양 이윤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8년 현재 공업원의 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싱가폴 증시와 중국 증시에 상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도시개발을 통한 주식시장 상장이라는 미증유의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2) 텐진시 싱가폴 생태환경도시

(1) 추진현황

싱가폴 정부의 쑤저우(蘇州)공업단지 이후의 중국과의 두 번째 정부간 상징적
협력사업이다. 2007년 7월부터 4개월 동안 빈해신구 현지조사와 협상을 진행 한
후 2007년 11월 18일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싱가폴 이현룡(李懸龍) 총리
가 협정서에 서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당초 중국내 4개 도시, 즉 베이징, 텐진, 랑팡, 탕산 등이 경합을 벌였으나 항
만도시, 수자원 부족도시, 중국 국무원의 빈해신구발전 전략 수립 등의 이유로
텐진 빈해신구로 최종 결정하였다.

(2) 지리적 위치

텐진 빈해신구의 싱가폴 생태도시는 총 면적 34㎢로 텐진 빈해신구 내 한구구
(漢沽區)와 탕구(塘沽區)의 경계지역과 한구구의 남부지역 20㎢와 탕구구 북부의
10㎢로 텐진시 중심과 45km, 베이징과 150km, 빈해신구 핵심지역에서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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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사업대상지 위치

사업대상
지

(3) 사업추진 배경

주요 사업으로는 주거지역, 레저지역, 상업지역이 일체화된 생태환경도시이며,
쑤저우공업단지의 공업발전 위상과는 달리 싱가폴의 도시개발 경험을 살려 생태
경제, 에너지효율, 생태거주, 조화로운 단지, 과학관리의 신개념을 도입하였다.
개발계획에 따르면, 수변(水邊)도시를 만들기 위해 물이 도시를 둘러싸고 담수
화, 폐수처리, 도시의 수자원 선순환 기반시설을 건설한다. 텐진은 수자원이 부족
한 지역으로 싱가폴이 전국적으로 설치한 폐수 집중 송수관과 폐수처리 시스템
을 도입할 계획이다. 싱가폴의 이 시설과 시스템은 100% 폐수처리를 통하여 수
처리 후 재활용하는 것으로 15%의 용수절약 효과를 거두고 있다. 매년 강수량의
72%를 처리 후 음용수로 사용하는 싱가폴 모델을 중국 신도시에 도입함으로써

텐진의 만성적 물 부족을 해결하려는 것이 이 개발사업의 근본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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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중국 텐진 싱가폴생태도시 총체계획도

1.
2.
3.
4.
5.

중국내 지리적위치
베이징, 텐진, 허베이 위치
텐진시 지리적 위치
생태도시 주변지역
생태도시 외부지역 기능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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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텐진 싱가폴 생태도시 용지현황

체육용지
공공건설용지
특수용지
수역
농경지
과수원지
농촌건설용지
황무지
계획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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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지금액 및 지분

총투자 금액은 300억 위안(약 44억$), 자본금은 15~20억 위안(2.2~2.9억$), 지분
은 싱가폴 50%, 중국측 50%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중국측 투자자로는 텐진
개발구의 타이다투자지주공사(天津泰达投资控股公司)와 국가개발은행(国家开发
银行)이 주축이 되어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중국측 지분 50%의 컨소시엄 구성
업체로는 현재 6개사로 잠정 결정되었다.(天津泰达 50%, 텐진부동산그룹天房集
团 15%, 진렌그룹津联集团 10%， 汉沽区 10%, 塘沽区 10%, 滨海新区 5%, 国家
开发银行은 PF담당)
싱가폴측 투자자는 싱가폴의 다국적기업이 KEPPLE GROUP(吉宝集团)이 중
심이 되어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5) 주요 도입시설

생태환경도시내의 주요 도입시설로는 산업, 주택, 상가, 병원, 교육기관, 공원,
호수 등이고 중앙난방형식의 열병합발전소와 담수화 시설(20만 톤/일), 지하철
과 경전철을 건설하고 중국측과 싱가폴 컨소시엄이 설립한 회사가 생태환경도시
내의 주택, 상가 등 부동산 건설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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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용지이용 종합계획

1급 주거용지
2급 주거용지
관공서용지
상업금융용지
문화오락용지
의료위생용지
고육과학용지
문화고적용지
1급공업용지
저장물류용지
용수용지
전력용지
도시가스용지
공공교통용지
우편용지
오폐수용지
혼합용지
단지녹지
생태녹지
공공녹지
방호림
고속도로
철도
간선도로
도시순환선
버스정류장
경전철역
수역
전기자동차
유보용지
계획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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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태환경도시의 종합계획내용

생태환경도시의 총 면적은 34.2㎢(계획면적)이고 동쪽의 한베이루(汉北路) 서
쪽의 지윈허(蓟运河), 남쪽의 융딩신허(永定新河), 북쪽의 진한고속도로(津汉快
速路)까지 이르고 있다. 계획기간은 단기(2008년~2010년, 2008.7 초보방안 계획완
성, 2008.10 상세설계완성, 2009.1 착공), 중기(2011년~2015년), 장기(2016년~2020
년)로 설정하였다. 건설목표는 종합적인 생태환경도시, 에너지 절약형 도시, 녹색
환경도시, 과학기술형 생태환경산업기지로 정하고 있다.
생태환경도시의 도시건설 용지는 25.2㎢이고 상주인구는 35만인 이내, 1인당
도시건설 용지는 75㎡의 규모로 계획되었다. 이 도시 안에 산업시설도 생태형으
로 유치하도록 계획되었는 바, 생태환경형 과학기술산업으로는 에너지절약형․
오수처리 감소형․자연순환 이용형 산업이, 현대화된 서비스업으로는 문화형,
현대물류형, 생태전시회 등 현대화된 서비스업이, 녹색건설업으로는 자원절약
형․환경보호형 주택건설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생태보호 및 복원을 위해 현지의 자연생태조건을 존중하고, 적절한 생태
복원 수단을 채용하여 자연수계, 습지, 식물 등을 복원하였고 지윈허(蓟运河)를
생태핵심 지역으로 설정하여 6개 축의 생태회랑을 건설하였다.(융딩저우永定洲
습지면적 58헥타아르, 인공습지면적 40헥타아르, 생태회랑 폭 120m)
공간배치계획으로는 지역공간배치계획과 도시공간 배치계획으로 구분하여 접
근하고 있으며, 지역공간배치계획의 경우 우리나라 그린벨트와 같이 건설가능지
역과 제한지역을 설정하였다. 건설금지구역은 지윈허(蓟运河) 및 양쪽의 생태완
충지역 9.01㎢이고, 건설제한구역은 9.42㎢, 기존 건설지역은 0.42㎢, 건설가능지
역은 15.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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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중장기 건설계획

단기건설
중기건설
장기건설
기존건설
고속도로
전용도로
철로
수역
계획범위

도시공간 배치계획으로는 가급적 다핵심구조를 창출하려 노력하고 있는데, 각
각의 건설 축을 설정하여 접근하고 있다. 건설 축은 1개의 중심지구, 2개의 부중
심, 3개의 특색중심지구로 설정하였다. 중심지구는 넓이 74.7㏊이고 상업용빌딩,
상가, 문화레저타운으로 구성되고 2개의 부중심은 넓이가 각각 17.4․30.5 ㏊이
고 교육, 의료, 금융, 문화체육시설로 구성된다. 3개의 특색중심은 행정중심, 생태
중심 등의 주제로 건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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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생태환경도시 공간배치계획

도시중심
부중심
특색중심
주거단지
도시생태핵
수변생태축
특색기능구
종합지구
생태회랑
생태축
도시간선로
고속도로
전용도로
철도
도시순환선
수역
계획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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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시설은 행정서비스시설(3.90㏊), 상업금융시설(85.85㏊), 문화오락
시설(80.54㏊), 의료위생(5.95㏊), 교육과학단지(71.12㏊)로 계획되었고, 주거용지
계획은 면적 1,075㏊, 1인당 주거면적이 2010년에는 30㎡, 2020년에는 35㎡으로
계획되었다.

<그림 4-12> 주거용지 계획

주거단지
공공서비스
서비스반경
1급주거용지
2급주거용지
혼합용지
고속도로
전용도로
철로
경전철
수역
계획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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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계획으로는 2020년까지 녹지율 50% 이상, 1인당 공공 녹지면적 12㎡
이상으로 계획하고 주민이 거주지에서 출발하면 300m이내에 거리녹지, 500m이
내에 단지 내 공원, 1000~2000m이내에 대형공원이 존재하도록 배치하였다.

<그림 4-13> 생태도시 녹지경관계획

생태핵
생태축
생태계곡
생태회랑
녹지도로
단지내공원
고속도로
전용도로
철도
도시순환선
수역
계획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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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이용계획으로는 수자원 절약이 핵심으로 수자원 배치의 고도화와 순환
이용을 추진하고, 안전하고 고효율의 수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1인당 생활용수
량을 120L/인ㆍ일로 제한하며, 용수/배수 보급률이 100%, 생활폐수 처리율을
100%에 달하게 하여 오수자원을 이용한다.
<그림 4-14> 수자원시스템계획도

페수처리구
페수자원화구
자연수계순환
인공수계순환
수생식물정화
생물서식지구
하구생태순환
건설용지
녹지
철도/경전철
수역
계획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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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부동산 진출 사례

1) 해외 부동산투자 배경과 추이
일본은 1964년 도쿄 올림픽을 개최한 것을 계기로 1965년 11월부터 이어진 68
개월간의 전후 최대의 호황을 맞이하였고 이 기간 중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11.5%에 달하였고 이로 인해 일본은 1969년 해외투자자유화 정책을 통하여 해외

시장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리게 되고, 1980년대까지 일본의 해외부동산 투자
는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1) 일본기업의 해외부동산 취득의 목적

고도성장기의 일본 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토지를 소유하고 전매하는 방식
으로 자산 가치를 높이고 있어, 그들이 소유하는 토지는 일본 내 토지 뿐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해외토지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2) 일본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부동산 취득 배경
① 국내 경영시스템에 따른 고임금에 대한 부담

일본의 경우 전후 성장 단계에서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연공서열, 종신고용으로 상징되는 일본식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친노동적인 일본식 시스템은 고도성장 단계에서는 노
동자들의 기업에 대한 충성도를 높여주는 순기능이 부각되었으나 예전과 같은
고도성장을 유지하기 힘들어졌다.
이에 따라 기업들에게는 구조조정의 유혹이 항시 뒤따르게 되었으나 이를 실
행하기에는 일본의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따르게 된다.
② 엔화의 평가절상으로 해외투자가 용이

신흥공업국인 일본과 독일의 저가공세에 속수무책이던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
는 1970 후반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의 세금감면을 내용
으로 하는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 재정수지는 대규모 적자를 보이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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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고 미 달러화의 평가절상은 미국 내수시장의 확대를 불러온 반면 미국 제조
업으로서는 수출에 곤란을 겪게 되어 재정수지 적자와 더불어 경상수지 적자도
확대되는 쌍둥이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에 처한다.
이를 위한 타개책으로서 레이건 행정부는 일본, 독일을 대상국으로 하는 프
라자 합의를 강요하게 되고, 프라자 합의의 주요 내용은 엔/달러 환율을 1달러당
300엔이었던 것을 70엔으로 조정하게 되지만 갑작스러운 환율 조정을 통해 일

본의 기업들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엔고를 통한 해외투자라는 타개
책을 고려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③ 기업들의 수익구조의 다변화 요구

일본의 대기업 집단들은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산업에 동시
에 진입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했는데 몇몇 사업분야에 있어서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기업들이 진입하게 되어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일본의 기업들은 수익구조
의 악화를 부동산 투자로 인한 수익으로 상쇄하고자 하였다.
④ 수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해외 거점 마련

기업의 해외 진출 방식으로는 새롭게 생산 거점을 마련하는 그린필드형 투자,
해당 국가에 동종 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을 매수하는 M&A형 투자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메인뱅크를 중심으로 한 기업 내 순환 출자와 간접금융에
의한 자본 조달을 중심으로 산업이 성장한 탓에 많은 기업들이 M&A에 익숙하지
않았다. 초기에는 그린필드형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할 수 있지만 2000년
대에 들어서 일본 기업들도 해외 자본 혹은 국내 신흥 자본에 의한 적대적 M&A
에 대해 경험하게 되면서 M&A를 그린필드형 투자보다 리스크가 낮은 투자형태
의 하나로 바라보고 있다.
최근에 노무라연구소가 리먼 브라더스의 아시아 사업부를 인수합병하려는 움
직임과 한때 일본을 떠들썩하게 했던 벤쳐기업 라이브도어가 거대 기업 후지TV
를 인수합병하려는 움직임에서도 일본 기업들의 M&A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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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의 해외부동산 투자추이

일본은 1969년 해외투자자유화가 시작된 이후 38년간 해외부동산투자가 이루
어져 일본 해외부동산투자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부
동산 투자 상황을 이해하고 향후의 전개방향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① 2차 대전 후부터 1960년대 말

2차 대전 후 1960년대 말까지는 일본이 패전으로 상실된 경제기반을 회복하는

시기여서 일본정부는 국제수지개선을 위해 1968년까지 외국환관리법을 통해 해
외투자를 엄격히 규제하였다.
② 1970년대

일본의 해외투자 자유화 조치가 시작된 것은 1969년부터이다. 국제수지의 흑
자기조가 정착됨에 따라 국제수지의 균형유지와 해외시장 및 자원 확보를 위해
해외투자를 장려하였고 이 후 3년 동안 4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외투자규제
를 완화하여 1972년에는 해외부동산 취득이 실질적으로 완전 자유화되었다.
1972년부터 급증한 해외부동산 투자는 1973년까지 2년 동안 20~30억 달러에

이르렀으나, 1974년 석유파동이 발생하면서 주춤하였고 1974년부터 1977년 사이
의 해외투자는 소폭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높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
으로는 정체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1980년대 초반

1980년대까지 일본의 해외부동산 투자는 기업위주로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우리정부의 2006년 1월 15일 “기업의 대외진출촉진과 해외투자확대 방안”처럼
일본정부가 기업들의 해외투자를 적극 유도한 것에 기인한다.
석유파동이 마무리된 1978년부터 일본의 해외투자는 다시 급증하기 시작하여
1984년에는 해외부동산투자액이 100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다음의 이

유들 때문이다.
첫째, 1차 석유파동 이후 기업들의 경영합리화 추진에 따라 투자여력이 확대
되었고, 둘째, 임금과 지가가 상승하여 국내투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셋
째,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기업들이 현지로 진출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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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으며, 넷째, 석유파동으로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투자의 필요성이 재인식된 것
이다.
④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 : 일본 해외부동산투자의 전성기

1985년 플라자합의(G5 회담)에 의해 엔고가 추진되고 저금리가 실현되면서 전

성기를 맞게 된 일본의 해외부동산투자는 1987년 한해만도 300억 달러에 달하였
다.
일본은 1980년대 말부터 미국의 부동산을 집어삼키기 시작하였다. 1989년 일
본의 미쓰비시는 미국 뉴욕의 록펠러센터 매입을 발표했고, ‘미국의 혼이 팔렸
다’는 탄식과 함께 전 미국이 떠들썩했지만 미쓰비시는 1995년 록펠러센터 주식
포기를 선언하였다. 1990년 일본 부동산 업체 미노루이수타니 그룹은 세계 최고
골프장의 하나인 캘리포니아 페블비치 골프 코스를 사들였고, 가격은 8억4000만
달러로, 미국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였다. 미노루이수타니는 불과 2년 만에 3억
4000만 달러를 손해를 본 채 이를 되팔았는데 이것은 양자 모두 계속되는 적자와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일본의 해외부동산투자는 미국, 유럽국들이 경기회복과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
라 1988년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초 현지의 부동산버블이 붕
괴되자 직격탄을 맞고 침체기에 진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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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부동산투자 통계

(1) 일본 해외투자의 목적별 분류
① 투자행태의 변화

일본의 경우 메인뱅크를 중심으로 한 기업 내 순환 출자와 간접금융에 의한
자본 조달을 중심으로 산업이 성장한 탓에 많은 기업들이 M&A에 익숙하지 않아
서 초기에는 그린필드형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일본
기업들도 해외 자본 혹은 국내 신흥 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에 대해 경험하게
되면서 M&A를 그린필드형 투자보다 리스크가 낮은 투자형태의 하나로 자리잡
게 된다.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04, 2005년 일본의 해외투자유형을 보
면, M&A형 투자는 41.1%에서 64.1%로 증가하였고, 그린필드형 투자와 재무체질
개선 투자는 각각 22.4%에서 8.5%, 12.2%에서 2.1%로 감소하였다.

<표 4-5> 일본의 해외투자 유형
(단위 : %)
투자유형

2004년

2005년

M&A형 투자

41.1

64.1

그린필드형 투자

22.4

8.5

재무체질개선 투자

12.2

2.1

회사형 투자신탁 등(기타)

24.3

25.5

자료 : 일본은행, ‘2005년의 국제수지(속보) 동향. 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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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본의 대외적접투자(자산) 부분

<표 4-6> 일본의 연도별 순해외자산 추이
(단위 : 조 엔)
대외 직접 투자 (자산)
합계

자기 자본

기타 자본

유입

유출

넷

유입

유출

넷

유입

유출

넷

유입

유출

넷

1985

-

-

-16,585

-

-

-

-

-

-

-

-

-

1986

-

-

-24,682

-

-

-

-

-

-

-

-

-

1987

-

-

-33,987

-

-

-

-

-

-

-

-

-

1988

-

-

-47,384

-

-

-

-

-

-

-

-

-

1989

-

-

-73,468

-

-

-

-

-

-

-

-

-

1990

-

-

-66,945

-

-

-

-

-

-

-

-

-

1991

-

-

-33,014

-

-

-28,835

-

-

-

-

-

-4,179

1992

-

-

-21,436

-

-

-21,741

-

-

-

-

-

302

1993

-

-

-16,057

-

-

-17,168

-

-

-

-

-

1,110

1994

-

-

-18,405

-

-

-17,723

-

-

-

-

-

-681

1995

-

-

-21,862

-

-

-21,564

-

-

-

-

-233

1996

30,629

56,838

-26,209

16,885

38,994

-22,109

-

4,202

-4,202

13,744

13,641

102

1997

31,763

66,908

-35,145

18,353

44,455

-26,102

-

5,686

-5,686

13,410

16,767

-3,358

1998

34,804

63,725

-28,921

17,591

35,559

-17,969

-

3,529

-3,529

17,213

24,637

-7,424

1999

60,999

85,282

-24,283

38,583

63,696

-25,113

-

-1,366

1,366

22,416

22,951

-535

2000

40,047

85,588

-45,541

14,790

56,080

-41,290

-

639

-639

25,257

28,869

-3,612

2001

46,644

90,076

-43,432

20,020

50,252

-30,232

-

10,662

-10,662

26,624

29,162

-2,538

2002

54,029

87,608

-33,580

21,515

45,247

-23,732

-

7,852

-7,852

32,513

34,509

-1,996

2003

92,197

123,434

-31,237

13,217

34,974

-21,757

-

5,593

-5,593

78,980

82,867

-3,887

2004

78,905

117,358

-38,454

11,524

37,117

-25,593

-

8,204

-8,204

67,381

72,038

-4,657

2005

78,121

128,975

-50,854

21,811

51,824

-30,013

-

16,020

-16,020

56,310

61,130

-4,820

2006

74,196

143,698

-69,502

20,131

66,715

-46,584

-

19,752

-19,752

54,065

57,230

-3,165

2007

88,674

184,404

-95,730

31,803

94,443

-62,640

-

24,706

-24,706

56,871

65,255

-8,384

자료 : 일본 통계국 ‘대외 직접 투자’

60

재투자 수익

해외도시개발의 진출 방향 및 전략

-64

(2) 건설․부동산업 해외투자 통계

1991년부터 2004년까지 일본의 해외투자 중 건설업 투자는 4,805조 엔에 달하

며, 부동산업(부동산구매, 경영, 임대) 부분은 6조2,011억 엔에 달하게 된다.
<표 4-7> 일본의 해외 건설업, 부동산업 투자 금액
항목/년도
건설업
북미
부동산
건설업
중남미
부동산
건설업
아시아
부동산
건설업
중동
부동산
건설업
유럽
부동산
아프 건설업
리카 부동산
오세아 건설업
니아 부동산
건설업
합계
부동산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소계

259

250

222

134

174

163

247

199

112

63

0

4

50

0

1,877

7,480

2,985

4,971

4,383

2,525

5,365

3,488

1,835

999

156

307

236

1,569

171

36,470

0

1

21

54

30

0

34

8

24

6

0

0

0

202

380

27

15

45

20

71

58

63

94

35

10

2

5

47

0

492

130

214

49

176

160

174

267

170

56

31

74

131

230

18

1,880

488

338

418

526

656

1,007

1,089

182

130

61

399

63

30

186

5,573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

211

1

2

0

21

12

0

11

0

7

12

0

114

402

2,213

1,620

960

304

1,843

331

1,296

283

761

155

103

209

0

14

10,092

0

0

9

0

0

0

0

0

0

0

0

0

0

0

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87

24

13

0

20

1

0

0

0

0

0

0

11

0

256

1,929

1,746

661

159

717

234

854

1,222

447

37

55

1,253

43

27

9,384

587

700

315

366

384

360

560

377

203

100

81

147

291

334

4,805

12,137

6,704

7,055

5,392

5,812

6,995

6,790

3,616

2,372

419

866

1,766

1,689

398

62,011

<그림 4-15> 일본의 해외 건설업 투자추이
(단위 : 억엔)
800
700

700
600

587

560

500
400
366

300
200

384

360

건설업

377
334

315

291
203
147

100

100

81

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위 <그림 4-15>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해외투자 중 건설업 부문은 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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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조 엔으로 최고점에 달한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98년 560억 엔으로 상승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부동산업의 경우 91년 1조 2,137억 엔으로 최고점에 달한 후 일본내 부동산버
블 붕괴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해외 부동산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다.
<그림 4-16> 일본의 해외 건설업 및 부동산 투자추이
(단위 : 억엔)
14000

12000

12137

10000

8000
6704

7055

건 설업
부 동산

6995 6790

6000
5392

5812

4000

3616
2372

2000

1766 1689
587

0

700

315

366

384

360

560

377

203

419
100

866
81

147

291

398
334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일본의 해외 건설투자금액 기준 대륙별 비율(‘91~’04년)을 살펴보면, 북미지역
이 39.1%, 아시아 39.1%, 유럽 8.4%, 중남미 7.9%, 오세아니아 5.3%, 아프리카가
0.2%를 차지하며, 중동지역은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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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일본 해외 건설업 투자액의 대륙별 비율(‘91~’04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0 .2 %
5 .3 %
북 미 3 9 .1 %

유 럽 8 .4 %

아 시 아 3 9 .1 %
중 남 미 7 .9 %

일본의 해외 부동산투자금액 기준 대륙별 비율(‘91~’04년)을 살펴보면, 북미지
역이 58.5%로 압도적이며, 유럽 16.3%, 오세아니아 15.1%, 아시아 9.0%, 중남미
0.8%로 북미와 유럽 등 주요 선진국가에 집중 투자되었다.
<그림 4-18> 일본 해외 부동산업 투자의 대륙별 비율(‘91~’04년)

오 세 아 니 아
1 5 .1 %
유 럽 1 6 .3 %

아 시 아 9 .0 %

북 미 5 8 .8 %
중 남 미 0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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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시사점
사례 시사점은 싱가포르의 해외도시개발에서의 시사점과 일본의 부동산 진출
경험을 통한 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전망으로 요약된다. 현재까지 일본의 해
외도시개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으므로 사례 시사에서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
다. 다만, 일본의 해외부동산 진출과 규모는 역사적 흐름상 미국의 경제위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향후 세계 부동산 전망에 대해 일부나마 우리에게
미래 대처 방향을 알려줄 수 있으리라 본다.

1) 국가 간 협력적 해외도시개발 모델 필요
싱가폴의 쑤저우에서의 성공과 텐진에서의 도시 수주 성공은 해외에서의 도시
개발 사업이 정부간의 대타협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중국 쑤저우
공업원구 개발은 1994년 중국 국무원의 비준을 거치고, 싱가폴의 투자청 산하 지
주회사인 테마섹이 주도한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최근 텐진 빈하이신구의
생태도시는 중국과의 두 번째 정부간 상징적 협력사업으로 중국 원자바오 총리
와 싱가폴 이현룡 총리 사이에 협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해외도시개발 사업은 국가 간 협력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
며, 협력을 통해 서로 간에 신뢰를 쌓아가는 사업이다. 싱가폴 쑤저우에서의 협
력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빈하이신구에서의 생태도시 확보도 가능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싱가폴 쑤저우에서는 싱가폴이 어려울 때마다 싱가폴과
중국 정부 대표단이 협상을 거쳐 지분을 조정하는 등 전략적 협력관계의 틀을
공고히 하였다.
이러한 점이 시사하는 바는 현재 민간기업 위주의 해외도시개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 준다. 이윤을 최대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해외도시
개발은 상대국에 약탈적으로 보이기 쉬우며, 상대국도 단기적 투자유치 정도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공기업으로 이루어진 공공의 해외진출에서 잘
고려되고 있지 않은 해외도시개발을 해외진출 사업의 역점사업으로 검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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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느끼게 해준다. FTA가 무역에 대한 국가 간 전략적 협력관계라면, 이 해외
도시개발은 도시에 대한 국가 간 전략적 협력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느
특정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국가 간에 공동사업 함으로써 신뢰를 형성하고 좀
더 복잡하고 범위가 넓은 FTA 등에 대한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2) 복합도시 개발을 통한 수익성 확보 필요
싱가폴의 쑤저우 개발은 초기에 주로 공업용지 분양에 집중하였다. 한동안 싱
가폴의 쑤저우 개발이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도 바로 이 시기에 집중되었다.
공업용지 분양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 어
려우며, 재무 및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정 이윤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14)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1999년부터는 단순 공업용지 분양보다는 상업 및
주택용지 개발을 시작함으로써 2001년부터는 순이익을 실현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이 시사하는 바는 해외도시개발 초기부터 일부 사업에 한정하기
보다는 복합개발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특히, 상업 및 주택용지 개
발은 적정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개발형태이기 때문에 도시 내에 이러한 시설들
의 적절한 배치와 이의 일정부분 확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이러한 상업 및 주택용지가 저임금 노동력을 위한 생활시설이 되기보다는 고
부가가치성 용지로 되기 위해 산업단지에 대한 접근도 고부가가치성 미래지향형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복합도시 개념을 잡을 필요가 있다.

3) 재원조달의 다각화 및 추진체계 수립 필요
해외도시개발에서 해외사례가 주는 재원조달의 시사점은 주로 싱가폴의 쑤저
우 공업원구 개발에서 찾을 수 있다. 싱가폴의 경우 주요 재원조달은 공공과 민
간의 컨소시엄 방식을 통한 다각화 방식이다. 특히, 우리나라 삼성, 미국 GE, 일
14)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부 산업단지 개발을 해외에서 수행한 바 있으며, 경험상 고부가가치성 사업
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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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미쯔비시, 네덜란드 로담코 등 글로벌 기업도 참여시킴으로써 다국적 컨소시
엄 방식을 준용하고 있다. 이러한 다국적 컨소시엄은 쑤저우에 입주기업도 확보
하는 계기가 형성됨으로써 도시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도시
개발의 성격상 장기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2004년에는 지분증자를 통해 홍콩
투자공사(지분율 20%)를 영입함으로써 장기 개발에서 발생하는 위험도 분산하
는 다각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싱가폴 쑤저우 공업원구에서 또 다른 특징은 싱가폴 노동기금(Singapore
Labour Foundation)이 컨소시엄 업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국가 기금이 해외

도시개발에 투자됨으로써 기금의 고수익 창출 루트를 확보하고 이윤을 자국의
공공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싱가폴의 창조적 기금 활용 방식이라 볼 수 있다. 또
한, 이러한 공공자금의 유입을 가능하게 한 것은 싱가폴 투자청이 가지고 있는
통합적 재원조달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 어느 특정한 프로젝트에 관련되는 공기
업, 민간기업, 공공기금을 투자주체로 통합하는 것은 정부 보증 신뢰성 기관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
이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재원조달 시사점은 해외도시개발시 재원조달을 제3
국에게까지 다각화시키는 것이 위험을 줄이고 장래 제3국의 글로벌 기업의 직접
투자까지를 확보함으로써 도시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이 재원조
달 다각화는 공공, 민간, 기금을 아우르는 추진체계 없이는 가능하지 않으므로
지속적으로 투자청에 대한 모색을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주지시킨다.

4) 미국 경제위기와 엔고, 해외 부동산 진출 활성화
레이건 행정부는 1970년대 후반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
모 세금감면을 통한 재정확대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부 재정수지는 대규모 적자
에 허덕이게 되었더라도 미국 내수시장의 확대를 일시적으로나마 가져올 수 있
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일본과 독일에 제조업 비교우위를 상실한 미국은 지
속되는 수출에서의 고전을 면치 못하였고, 경상수지 적자 확대도 증폭되었다. 광
대한 규모의 재정수지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로 허덕이던 레이건 행정부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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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독일을 상대로 프라자 합의를 강요하게 되고, 1985년 일본의 엔화는 무려
4.2배나 상승하게 되었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엔고는 일본 제조업의 미국내

로의 투자유치로 되었고,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를 확대하는 역
할을 하였다. 동시에 일본의 미국에 대한 부동산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계
기가 되었다. 이 시기 미국과 유럽은 경기회복에 성공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함
으로써 일본의 입장에서 해외부동산 투자의 최대 활황기를 맞는다. 그러나 이것
도 잠시 1988년부터 과도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과 유럽은 금리를 인상하였고, 1990년대 초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자 일본의 부동
산투자도 침체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금 미국은 20년 전 그 상황에 빠져 있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초기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과 소비진작에 있겠지만, 만약 이것이 충분치 않다면
결국 프라자 합의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것이다. 그럼 상대국은 세계 제조업의
아성이 되어 버린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위안화 절상 요구와 그것도 아주 파격
적인 위안화 절상 요구를 통해 중국에 빼앗겼던 기업을 또는 중국의 기업을 미국
내에 유치하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도 자국의 위안화를 세계 주요
통화로 자리잡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서로 교환할 것이 있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광대한 미국내 자산, 특히 부동산 투자를 통해 기업의
이윤을 보상하려 할 것이다. 그 좋은 날(heyday)의 끝은 일본의 경우처럼 짧게 끝
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일본은 투자의 침체기에 접어들었지
만 사실상 그 시대에 보유했던 부동산 자산은 지금 현재 통계조차 확보되지 않을
정도로 많다. 일본의 현재 총 해외 자산규모는 약 1,500조(2007년 기준 한화 1,000
원/1$) 정도로 알려져 있다. 미국 국채가 약 600조 정도이니, 900조 정도는 세계의
각 곳에 펼쳐져 있으며, 상당량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
소추세 상태의 부동산 순 투자도 1991년부터 2004년까지 약 62조원(6조 2,011억엔)
정도에 달한다.15) 결국, 1990년대 초처럼 부동산 버블 붕괴가 닥친다 해도 중국으

15) 일본의 환율도 글로벌 금융위기 전의 환율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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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는 세계에서 부동산 해외투자 강국으로 부상할 여지가 높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바로 이러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의 해법을 찾아가
는 과정에서 해외도시개발을 어디에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로 귀착된
다. 해외도시개발이 국가 간 협력적 모델이지만 동시에 서로가 성공하지 못할 도
시개발이라면 양국의 신뢰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시기 조절
을 통한 개발을 통해 성공을 담보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해외도시개발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단기적으로 일시에 개발할 수
있는 지역도 발생할 것이다. 결국, 이 전 세계적 위기에서 그냥 포기하기 보다는
틈새전략을 통해 해외도시개발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며, 끊임없이 이
시장을 관찰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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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앞 장들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싱가폴의 해외도시개발 사례 등을 통해 해
외도시개발의 진출 방향 및 전략을 도출하였다. 해외도시개발의 진출 기본 방향 및
전략은 기본적으로 해외도시개발의 개념 등에 연동되어 있으며, 국가간 협력기조, 민
관협력 해외도시개발, 복합개발을 위한 미래형 도시 모듈화, 글로벌 금융위기를 반영
한 고용창출 등을 제시하였다.

1. 해외도시개발 진출 기본방향
본 연구에서는 개념정의, 해외사례 등을 통해 해외도시개발 진출의 기본방향
을 정리한다. 개념정의에서 뚜렷한 특징은 해외도시개발을 문화적 수출과 협력
적 도시개발로 정의하고 있다. 이윤을 앞세운 나머지 상대국에 잘못된 오해를 불
러 올 소지가 있고, 무엇보다도 상대국의 개발 이익에 대해 그 나라도 반 이상의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해외도시개발의 공익적 성격을 잊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국가간 공조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공익적 성격의 해외도시개발은 민간이 홀로 떠안기에는 부담이 있으며, 공
공의 적극적 협력을 통한 진출이 되어야만 한다. 특히, 규모가 큰 개발 부지의
확보 등은 오히려 공공이 더 잘해나갈 수 있음을 싱가포르 사례는 보여 준다. 또
한 최근의 금융위기로 인한 해외 건설기업의 어려움은 대규모 사업일수록 공공
과 민간이 협력하여 움직이길 기대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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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시개발도 하나의 큰 시장이다. 좀 더 나은 상품과 빠른 배달 등 공급사
슬체계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일 때 물건에 대한 신뢰성이 증가하고, 더 많은 수주
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기반시대의 도시개발은 이제 어떠한 상징성을 요
구한다. 싱가포르의 최근 텐진 생태도시 개발 참여는 도시개발이라는 상품이 모
듈화, 표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도시개발도 보다 나은 상품을 제시
하고 누구도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미래 지향적 모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도시개발은 현 단계 글로벌 금융위기에 고통 받고 있는 우리 고급인
력의 수출창구로서 기능하는 것은 당면한 과제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고부가가
치성 해외도시개발 인력을 운용하고 해외에 진출할 통로를 우리 젊은 개척자에
게 열어 주는 역할이 바로 이 해외도시개발 진출의 기본역할이 되어야 한다. 건
설 유목민(nomad)은 이 연구가 주장하는 해외도시개발을 통한 고급 일자리 창출
을 의미하며,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글로벌 협력사회의 선구자가 되
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컨대, 이 연구에서는 국가간 협력기조, 민관협력, 미래형 도시건설 상품
개발, 국내 고용창출 최대화 등 4가지 정도를 현 단계 해외도시개발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다.

1) 국가간 협력기조를 근간으로 진출
각 나라별로 투자청을 건립하고 오일머니 등으로 벌어들인 광대한 외환보유고
를 각 종 투자상품에 투자하고, 또는 이러한 국부펀드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국부펀드의 운용(프랑스가 대표적) 등 국부펀드의 창출은 세계적 현상이다. 또
한, 에너지 위기로 인해 각 나라별로 해외자원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세계적 현상이다. 다만, 이러한 모습이 현 단계 새로운 신식민주의의로 오인 받
기 쉬운 상황이며, 우리의 해외도시개발을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여지도 다분히
있다. 최근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 대우 로지스틱스의 아프리카 마다
가스카르 농장개발을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로 비난하기도 하였다 (조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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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2008/11/20).
이러한 분위기에서 우리의 해외도시개발은 약탈주의가 아님을 상대국들에 천
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력기조에 대한 철저한 전략을 마련하여 해외도시개발
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사업
의 착수시에 공동투자 원칙을 고수하고, 하나의 도시개발이 상대국과 건설국 모
두 서로 간에 윈-윈 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해외도시개발
이 건설국에만 이익이 되는 약탈주의가 되어서는 장기적으로 협력하기 곤란하
다. 설문조사의 경우도 이 국가간 협력적 개발 필요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데,
해외도시개발 진출 상대국과의 협력관계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 중요함
(69%, 103명), 중요함(27%, 41명)으로 응답하여 상대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의

높은 필요성을 나타냈다.
<그림 5-1> 해외도시개발 상대국과의 협력관계 중요성 설문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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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진출
글로벌 금융위기와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부동산 자산가격 폭락으로 현재 민
간 건설기업의 해외도시개발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더군다나 이들 민간 기업들
은 국내의 건설경기 둔화를 타개하기 위해 해외에 진출했지만 국내 건설경기의
심각성이 오히려 모처럼 마련한 해외에서의 기회마저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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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이들 민간건설기업에 수혈을 위해 공공지출을 증가할 계획이며, 일부에
서는 이에 대해 반감도 일고 있는 실정이다. 여하튼 공공에 의한 지원에 의해 우
리나라 건설기업의 생존이 달려 있는 상황이다.16) 공공과 민간의 협력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의 경우에도 응답자의 대부분(95%)이 공공과 민간이 컨소시엄 형
태로 해외도시개발에 진출해야 한다고 응답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의 협력관계가
절실히 요구되어 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그림 5-2> 해외도시개발시 공공과 민간의 협력관계 중요성 설문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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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건설기업은 이제 더 이상 신도시개발 규모의 토지를 확보하기 여
의치가 않다. GS건설의 베트남 나베 신도시는 3,000억 고속도로 공사와 신도시
개발권을 교환한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지만 베트남 정부는 더 이상 그러
한 방식으로 신도시개발을 어느 특정한 기업에 제공하지 않기로 하였다 (중앙일
보 08/09/).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싱가포르는 중국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텐진에
거대한 규모의 신도시 개발권을 획득하였으며, 이는 정부 대 정부간 협상에 의한
도시개발권의 양도가 현재도 가능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즉, 공공이 참
여하는 프로젝트에서는 대규모 토지에 대한 개발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16) 신석하(2008)는 베트남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그의 논문에서 주장하
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도 공기업을 정부와 동일시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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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또한, 사업이 진행될 시 1개 민간기업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도 너무 크
다. 이를 공공이 참여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하는 효과도 민간기업으로서는 기
대하는 바다.17) 본 연구 설문조사의 경우에도, 해외도시개발 민간기업에 대한 지
원의 초점은 리스크 관리에 주어지고 있다.
<그림 5-3> 해외도시개발시 공공의 민간지원 형태 중요성 설문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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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외도시개발의 진출은 현재 금융위기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공공의
참여를 필요로 하며, 공공은 이들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민
관협력 해외도시개발 프로그램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3) 미래 도시개발 모델을 준비
해외도시개발은 이제 전통적인 주거 건설에만 머물지 않는다. 주택 안에 각 종
첨단 장비를 구비한 보다 고부가가치의 주택이 선을 보인지 오래다. 상황도 많이
변화하여 전 세계적으로 생태도시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도
시개발은 그 고부가가치성 때문에 경쟁이 심한 분야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무한경
쟁에서 우리의 가치를 최대한 부각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그 무엇이 있지 않으
면 수주에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17) 이 내용은 본 연구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시 해외도시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업체의 자문 결과
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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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모델은 기본적인 산업단지 모델에서 점차 생태도시로까지 변모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세계에는 많은 실험적 모델들이 널려 있다, 신재생에너지 도
시, U-city, Eco-city 등 도시는 이제 모듈화하고 있다. 특화된 어떤 것이 제시되지
않거나 그것에 노하우가 많지 않을 경우 수주 경쟁에서 패퇴할 수도 있을 것이
다. 따라서 우리의 해외도시개발은 이러한 미래 도시개발을 위한 모듈화를 시도
하면서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18)
4) 국내 고용창출을 최대화 하도록 접근
글로벌 금융 및 실물경제 위기는 가계의 상품소비를 줄이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업의 투자 의지도 꺾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고용창출에 우리 젊은이들의 실
음도 깊어가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극복 수단을 위해서 공공지출의 확대를 통한
고용의 창출과 구매력의 상승을 통한 소비진작, 그리고 기업의 투자 증진 등은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해외도시개발도 이러한 연쇄 고리의 한 부분으로서 고용창출에 일익을 담당해
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수동적 의미의 고용창출을 넘어 해외로의 인력수출
을 통한 적극적 의미의 건설 유목민으로서의 기능도 다시 고려해봐야 할 시점이
다. 해외도시개발은 장기적으로 우리 인력 고용시장의 경향성도 바꿔 놓을 수 있
는 고용시장의 블루오션이라고 생각된다.
앞서 구술한 바와 같이 공공이 참여하는 해외도시개발일 경우 도시개발의 초기
부터 많은 고급인력을 필요로 한다. 직접적 건설관련 고용으로서는 설계엔지니어
링 등 도시계획 관련 기술인력의 해외 진출이 가능해지며, 건설공사에서의 PM과
CM시 인력이 필요하다. 간접적 건설관련 고용으로서는 도시의 성장을 위한 고용

이 발생하는데, 산학연 클러스터의 완성을 위한 투자유치 그룹 등 유지 관리에서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다만, 현지인의 고용도 많아지므로 여기에 더 많은
연구와 실제 사례를 창출함으로써 그 규모와 파급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18) 김태엽. 2008. "해외 건설시장의 현황 및 전망". p. 43; 이복남. 2007. “중장기 세계건설시장 및 ‘08년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 전망”. pp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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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도시개발 진출 전략
1) 국가간 협력을 위한 전략

(1) 유연한 투자원칙을 통한 국가간 협력

해외도시개발에서 50:50 투자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19) 다만, 신도시개발
등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되는 부분에 한해서이며, 일부 단지개발, 특히 상업시
설에서는 이러한 원칙보다는 글로벌 기업에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투자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상업시설 등 기업의 투자는 상대국에 고
용을 창출하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결국 전체적 개
발이익은 상대국과 건설국이 공유하되 과실을 풍부하게 하는 글로벌 기업의 유
치를 적극적으로 도모함으로써 새로 건설될 도시의 성장을 견인하도록 상대국과
건설국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통한 전략적 접근

앞에서 언급한 협력은 단순히 50:50 투자원칙 준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과 건설국의 종합적인 회사 설립을 통해 가능하다. 앞에 개념에서도 지적
하였듯이 해외도시개발은 단순 부동산 개발이나 건설공사와는 다르다. 사실 이
개념은 새로 창출될 도시의 기업투자까지를 책임지는 방식이 되지 않으면 성공
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 분양만을 목적으로 하고 분양이후에 외면하는 방식은
부동산 개발업자에 지나지 않은 방식이다. 진정한 협력은 그 도시의 성장을 담보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의 산․학․연 협력체
계를 진두지휘할 추진체계를 처음 개발부터 마련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 유

19) 사실 현재도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해외부동산 개발사업 추진 방식은 대부분 합작투자 형태로 이
루어지고 있다. 현지 부동산 개발업체 또는 지방정부의 토지와 국내건설업체의 개발 자금이 결합하
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100% 단독 법인 설립을 통한 개발사업도 가능하지만 토지 획득, 인허가, 하도
급 관리 등 실제 사업진행 과정에서 외국기업으로서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합작투자를 선호한다 (김성식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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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기꺼이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3) 컨소시엄 구성과 지분 부여를 통한 글로벌 기업의 참여 유도

싱가포르의 예처럼 처음부터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일정 지분을 글로벌 기업에
부여함으로써 공동의 참여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삼
성이 싱가포르의 컨소시엄으로 가입하고 쑤저우에 진출한 것은 우리의 해외도시
개발에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2) 민관협력에 의한 해외도시개발 진출 전략
민간기업의 해외도시개발 진출시 어려움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첫째 해외정보 체계성이 미흡하며, 둘째 토지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고, 셋째 사
업의 많은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은 다
음과 같다.

(1) 전 세계적 부동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해외정보 체계화

공공은 전 세계적 부동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정보가 한정되어 있는 민
간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설문조사에서도 공공의 민간 지원 필요성
중 정보체계 지원에 대한 질문에 87%가 필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해외도시개발
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개략적인 정보 수준이 아니라 각 국의 부동산 관련 법제,
개별 국가내에서 지역별 부동산 정보, 각 부동산 상품별(상가, 오피스텔, 단독 주
거, 아파트 등) 정보 등을 포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20)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며, 무엇보다도 단기적 정보가 아닌 장기적 정보를
위해 현지 네트워크를 갖추어야 하는 비교적 어려운 작업이다. 사실 이 어려움
20) 지금까지 해외 건설시장에 대한 정보 구축은 2006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해외건설활성화 TFT에서
연구한 「중소건설업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유망시장 조사 보고서」 가 유일하다. 다만, 국가별로
이루어졌으며, 일시적 정보에 치우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 구축 사업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며
장기적으로 만들어 가는 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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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도 민간이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며, 공공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전 세계적으로 조성된다면 이의 활용을 위해 많은
인력이 필요하며,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컨설팅 업무까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림 5-4>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정보체계 구축 중요성 설문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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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의 토지확보를 통한 상대국과의 신뢰적인 협력체계 형성

공공의 토지확보는 국내나 해외 모두 민간에 비해서 역량이 앞설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보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대국의 입장에서는 본국 여건에
따라 가변성이 많은 개별 민간기업보다 선호할 것이다. 물론 공공의 토지확보가
많은 인센티브를 상대국에 제공한다는 신호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공의
비교우위를 최대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이 계획적으로 토지를 확보할 경우
민간도 수익성을 담보하거나 차기 사업을 위해서 공공에 적극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사실 해외도시개발 진출은 신뢰를 형성하는 사업이며, 도시의 성공
을 상대국과 분담하는 협력체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급박한 해외자원 개발권
도 구상여하에 따라서는 연동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3) 공공과 민간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리스크 분산

전술한 바와 같이 민간기업은 이 리스크 분산차원에서도 공공의 참여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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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공공이 대규모 토지확보를 통해 프로젝트의 주체로 등장할 경우 상대적으
로 민간기업은 자기 할당된 부분만 진행하면 되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리
스크 등에서 상당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체 택지개발에서는 사
업성이 있음에도 임대주택, 도로 및 철도건설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부분에 대
한 부분은 선뜻 다가가기 곤란하다. 공공과의 컨소시엄 형태가 이러한 난관을 돌
파하기에 적당하며, 리스크 분산을 최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공공은 SOC
등 공익적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자원개발권 획득, 글로벌 기업으로부터의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민관협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21)

3) 미래형 도시 모듈화를 통한 진출 전략
현재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도시의 미래형 모듈화 모델은 U-city, Eco-city, 신재
생에너지 도시 등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국가차원의 신도
시개발 사업 수행 경험이 있어 이 모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22) 특히,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신도시 건설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다른 외국은 신도시 개
발정책을 잘 구사하지 않으며, 설사 하더라도 아주 장기간에 걸쳐 신도시를 완성
하고 있다. 우리의 신도시 건설 비교우위는 확실히 이런 신속성에 있는 듯 보이
며, 현재 타국에서 점진적 분양을 통한 방식에 일대 전환점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민간에서는 이러한 점진적 분양방식이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도움
이 되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지만, 공공의 참여를 통한 신속한 건설이 장기적으로
는 민간에도 도움이 되리라 전망된다.

(1) U-city 모델

U-city 개발은 세계적으로도 성공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2008년 상반기에 U-city 관련법을 제정함
으로써 해외도시개발에서 U-city를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세
21) 이 부분은 본 연구 연구자문회의 결과를 참고로 인용하였다.
22) 전지호 외. 2007. “신도시개발 공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경쟁요소 고찰”. p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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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홈네트워크 등 IT 기술에 근간하여 우리의 비교우위를 내
세울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실례로, 최근 SK 건설은 중국 쓰촨성에서 U-city
를 개발하기로 하는 등 전망이 밝은 분야이다. 다만, 아직까지 U-city에 대한 실제
건설 사례가 미흡하여 완전 모듈화에 성공한 것은 아니므로 성공 사례를 국내에
서 서둘러 제시함으로써 U-city가 가지는 삶의 질 상승, 고용파급효과, 경제상승
에 기여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2) Eco-city

Eco-city는 보통 생태도시라 불리는데 최근 전 세계적인 환경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부각되고 있다. 우리는 현재 거의 모든 신도시를 이러한 Eco-city의 개념
에 따라 계획하고 실제 건설하고 있다. 아마도 많은 생태 신도시들이 2010년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 개념은 심지어 생활 쓰레기를 자동으로 집에서부터 중앙 처
리시설까지 유압식으로 운반하기도 한다. 콤팩트한 고밀도 집단거주 아파트가
규모의 경제를 가져옴으로서 이러한 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아직까
지 이렇다하게 내세울만한 해외에서의 실적은 미흡하므로, 해외에서 선례를 만
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텐진 생태도시는 주거지가 약 40%이상으로 용도 배
정되어 있는데, 싱가포르측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것도 우리의 생태도시 건설
기술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신재생에너시 도시

신재생에너지 도시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최근 우리 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한 기조와 함께 성장하리라 전망된다. 기후변화 협약, 특히 2007년 발리회의
이후 미국 및 개발도상국까지 탄소배출 삭감 의무국이 될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직접적인 충격은 기업들이 가지게 될 것이며, 기업들은 탄소배출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탄소배출권을 얻기 위하여 개발도상국 등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
게 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도시는 이들 글로벌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기
부를 받게 됨으로서 자동적인 협력업체를 확보한다는데 이 도시모듈의 장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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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우리나라 평택 소사벌에 한국토지공사가 신재생에너지 도시를 건설
중인데, 토지공사는 초기부터 이 도시의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권리
를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 도시 자체의 건설에 일부 자금조달 통로를 확보하는
면에서도 이 신재생에너지 도시의 장점이 있으므로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아
마도 이러한 해외 신재생에너지 도시의 장려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수요처
를 확보함으로써 기술의 진보에도 공헌할 것이며, 우리나라 녹색성장에 기여하
리라 전망된다.

4) 국내 고용창출을 위한 전략

(1) 해외도시개발에서 단계별․형태별로 국내 고용창출 확대

해외도시개발을 통한 국내 인력의 고용창출은 초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등
연구개발에서 발생하며, 직접적 해외도시개발 건설 및 새로운 수주를 위한 해외
인력 수요에서 발생하고, 도시의 성공을 위한 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한다. 또한,
간접적으로는 컨소시엄 업체로 참여하는 우리 기업의 현지 지사 설립 등에 따라
관리 인력 수요 등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간접적 수준을 더 넓혀 보면, 우리 중
산층이 주거 및 상가 등에 직접경영 또는 임대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아마도 공공의 참여가 본격화 된다면 신뢰성을 바탕으로 우리 중산층의 참
여가 대폭 증가할 수도 있으리라 본다. 일본의 경우 직접 경영하지는 않더라도
외국의 관광호텔 및 모텔에 투자함으로써 임대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을 보더라도 이 간접적 영역이 상당히 증폭되리라 판단된다.23)

(2) 현지화 전략을 통한 고급인력 수출

현재 민간 해외도시개발에서 주로 피력하는 것은 지사 설립 등을 통한 고용
현지화 필요성이다. 현지화를 할 경우 지역에 대한 빠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

23) 괌의 경우 모텔의 80%가 일본인 소유라는 금융업계의 보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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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리스크 관리가 용이하며, 새로운 수주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해
외도시개발 업체들이 시급히 서두르고 있는 분야이다. 또한, 최근 두드러진 현상
은 건축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해외진출이 활발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
도시개발은 이러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우리 고급인력의 수출확대를 도모할 필
요가 있다.
자영업에서의 활로도 기대되는 바 공공이 체계적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정보
제공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다면 우리 중산층의 투자를 조직적으로 진행시키는
중개업의 창출도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이 분야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3. 해외도시개발 추진체계
1) 공공과 민간협력 추진체계

(1) 타국과의 전략적 동반관계 및 공공의 추진체계 필요성

기본적으로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외도시개발은 타국과의 관계에서 약
탈주의가 아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추구한다. 국가 대 국가의 협력에 의한 도
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전략이다. 또한, 그것이 우리 민간 기업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이윤의 확보도 가능하게 해 준다는 데서 그
전략적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타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해외도시개
발에서 공공의 참여를 독려하며, 민간에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
구한다. 본 연구 설문조사에서도 민관협력 해외도시개발을 위한 공공 추진체계
가 필요하다는데 응답 비율이 91%에 달함으로써 해외도시개발에 있어 공공의
추진체계 형성이 시급함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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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해외도시개발을 위한 공공추진체계 필요성 설문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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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의 지원체계 분류

공공의 지원체계는 전 세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
스 구성 주체, 사업타당성 분석 및 평가기관, 공공의 토지확보 추진 주체, 건설공
사 협력 체계, 공사 이후 투자유치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등
으로 구성할 수 있다. 공공의 지원체계를 특성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정보제공과 사업타당성 분석 및 평가

공공의 민간에 대한 지원체계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정보제공과 사업타당성 분
석 및 평가일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은 공공도 마찬가지로 미흡한 분야로서 공공
스스로를 위해서도 필요한 체계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민간기업이 세계의
모든 영역을 섭렵하여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하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 민간기업은 기업마다 전략적 지역이 다르거나, 또는 어느 지역(특히, 베트
남)에 특별히 몰림으로써 과당 경쟁을 하기도 한다. 사회주의 체제전환국 중심으
로 해외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사실 금융위기와 세계 부
동산 가격의 하락은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것도
지역마다 다를 것이다. 중국의 경우 최근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도시개발을 억제
하고 있지만 서부내륙과 동북3성에서는 도시개발도 일정부분 허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지역 정보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상시 조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가칭 ‘해외도시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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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를 구성함으로써 이 분야의 책임 있는 주관기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한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주관기관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업 타당성 분석
과 평가까지를 수행함으로써 해외도시개발에 있어 공공과 민간에 컨설팅 기능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24)
② 통합적 추진체계를 통한 능동적인 공공의 토지확보

공공의 토지확보는 상대국에서 먼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행하고 있다.
최근까지 한국토지공사는 주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요청이 있
는 경우 전문가의 출장 등을 통해 토지의 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지속할 경우 외국에서는 자국에서 시장성이 없는 토지를
한국에서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변에 인구도 얼마 안
되고, 도시로서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없는 곳에 토지사용권을 주는 방식이다.
이것은 오히려 상대국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우리 기업에게는 많은 피해를
안길 수도 있다. 이러한 수동적 방식보다는 토지확보도 능동적 방식이 요구된다.
과거 개발경제시대의 경험을 축적한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보다 시장성이 있고,
빠른 시간 안에 도시를 부흥하게 할 수 있는 노하우를 터득하였다. 이러한 노하
우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먼저 상대국에 좋은 토지에 대해 협력하여 도시개발을
요청하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체계는 광대한 네트워크를 수반하며,
공공기관 해외 네트워크, 민간기업 해외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움직이는 체계
이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금융권 네트
워크도 가동할 수 있는 통합적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아마도 투자청과 같은 역할
을 하는 체계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며, 행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리라 전
망된다.
③ 공공지원체계의 이원화

건설공사 협력체계에서는 민간의 영역이 많이 포함되겠으나 일부 민간기업은

24) 2007년 9월 제정된 ‘해외진출 기업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
조세, 금융, 법률, 노무관리 분야 상담과 컨설팅 기능까지를 제공하는 지식경제부 산하 지원단을 구
성하는 법률로 가칭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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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와 소유를 동시에 추구할 수도 있다. 건축물에 대한 가치 개발사업을 통
해 이윤을 극대화 하려는 것이 민간기업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호텔, 콘도, 상업
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의 경우에도 사이언스 파크 등 산업시설 등에서의
소유를 원할 가능성도 있다. 실례로, 싱가포르는 도시개발의 경우 테마섹이 주도
하지만 도시내의 사이언스 파크 등 그들 고유의 비교우위가 있는 부분에서는 아
센다즈(Ascendas)라는 공기업을 통해 단지 운영권을 획득한다. 최근에 이 아센다
즈는 좀 더 공격적으로 단지개발 사업과 건축물 구매 사업에 뛰어 들고 있으며
현재 자산이 8.7조에 달한다(http://www.ascendas.com). 우리의 공공지원체계도 이
러한 이원화 체계를 이 건설공사 협력체계 수립단계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
히, 과학산업단지 등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원하는 건설 상대국도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협력관계의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영역이다.
④ 사후 투자유치 및 산학연 협력을 통한 도시 마케팅 체계

건설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도시의 성장을 위한 각종 투자유치 사업과 산학
연 협력체계의 공동보조를 지속하는 도시 마케팅 체계가 필요하다. 이 체계는 현
지의 상대국과 공조하는 것으로 초기부터 마련되었던 합작회사가 운영하는 것이
다. 그러나 우리의 해외 고용 증가 차원에서와 도시의 성공을 통한 협력 차원에
서 좀 더 신중히 이 도시 마켓팅 체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때부터는 건설
민간기업이 아닌 타국의 글로벌 기업과 우리의 중소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
의 진출이 등장한다.25) 우리 금융 및 서비스업의 진출도 기대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한인타운의 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폴이 거대 화교 자본
을 끌어들이고 대만의 중소기업들이 쑤저우에 대거 진출하고, 종국에는 글로벌
기업들의 중요한 기지가 되는 형상이 바로 싱가폴 쑤저우 해외도시개발이 불러
온 성과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현지의 성장 수요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25) 해외건설협회의 연구(김종각 2008)에 따르면 토목과 건축분야에서의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공동진
출은 수익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졌다. 하도급에서 현지 건설기업 또는 세계적으로 영향력
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 건설기업의 단가가 싸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
지칭하는 중소기업은 건설기업이 아니며, 해외도시개발의 건설공사 이후에 제조업 등 투자유치와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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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한 해외도시에서 우리의 수요도 커질 것이다. 아마도 우리가 걱정하는 고용
을 어느 해외의 한 도시에서 흡수하고도 남음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건설
이후 체계는 연구를 좀 더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후속 연구과제로 남긴다.

2) 해외도시개발 관련 법 제도적 정비

(1) 현 법률에서의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개념 정립

앞서 언급하였듯이 해외도시개발과 유사한 법률은 ‘해외건설촉진법’ 등이 있
으며, 주로 민간의 해외 건설공사와 관련되어 있다. 이 법률에서는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포괄적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개념은 보이지 않으며, 유사한 개념
도 건축 공사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공공의 지원 또
는 공공의 해외진출에 대한 개념도 미흡하다.26)
공공의 해외진출에 대한 개념은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다루고 있다. 이 법은 해외에서의 에너지 및 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만
한정되어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내용은 전무한 상황이다. 다만, 에너지 및 자원
개발사업을 위한 SOC 패키지 사업의 경우를 위해 도로 및 철도 등의 공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놓고 있다. 사실 이것도 이 규정 제2조 1호 ‘다’에
서 규정하고 있듯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1호에 따른 사
회기반시설사업 중「전기사업법」에 따른 해외에너지개발사업 및 「해외자원개
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연계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
현존하는 법률에서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개념을 찾기란 어려운 작업이며, 공
공의 민간 해외도시개발 지원에 관한 것도 잘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해외에서의 건설공사는 이제 토목 및 플랜트 등 주로 토목건설공사에
서 빠르게 도시개발 건설 등의 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사례연구에

26) 다만, 최근에 개정된 해외건설촉진법 제10조에서 해외건설업을 할 수 있는 공기업을 명시함으로써
해외도시개발은 아니지만 건설관련 지원을 할 수 있는 글로벌 인프라 펀드 등에 대비하고 있다.
http://www.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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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여주듯 싱가포르 등의 해외도시 건설은 싱가포르에 부를 공급하는 요소로
서 어느 한 국가가 타국에서 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
재 민간의 건설공사에 대한 영역에서 이 해외도시 건설에 대한 영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해외건설촉진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 본다.

(2) 해외도시개발에서 공공의 지원에 대한 조항 정비

더 나아가서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공공의 지원에 대한 조항이 현재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민간의 해외건설 위기 상황에 대해 언급하
였으며, 공공이 참여함으로써 민간의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 수 있고, 오히려 공
공과 민간이 윈-윈 할 수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현재 이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지원 조항은 찾아볼 수 없으며, 공공의 지
원도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사업에 한정하여 수행하고 있다. 본문에서 잠시 언급하
였듯이 자원개발 사업과 SOC 사업이 연계될 수 있듯이 SOC사업과 도시개발 사
업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3개의 사업가운데 가장 수익성 확보가 우
수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현 연구 설문조사에서도 SOC와 해외도시개발을 연
계할 필요성에 대해 무려 99%가 응답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실감케 한다.
<그림 5-6> 해외도시개발시 SOC와 도시개발의 연계 필요성 설문 응답
90
78

80

68

70
60
50
40
30
20
10
0

4
0

0
전혀 불필요

86

해외도시개발의 진출 방향 및 전략

필요없음

보통

팔요함

매우 필요함

또한, 도시개발 사업은 문화적 수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대국 국민들의 기억
에 오래 남으며, 신뢰확보에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도 설명하였다. 결국, 자원개발
사업은 그 자체 약탈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아주 큰 신뢰가 없다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일본과 같이 많은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ship)를 쏟아 붓는 것 외에는 달리 신뢰를 다지기가 어렵다.

이러한 연계 관계를 파악하고 해외도시개발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으
며,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현 시기에 법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3) 포괄적인 분야로의 해외사업의 목적 재정립 및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 확보

현재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에너지 및 자원개발 공기업
을 위한 해외사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라 볼 수 있다. 해외도시개발이 자원개발과
의 연계를 위해서 중요하고, 자원개발의 밑바탕인 신뢰형성에도 중요하며, 그 자
체로 수익성 확보와 협력관계 구축에 도움이 된다면, 이 규정에서 목적은 다시
정립되고 좀 더 포괄적으로 분야를 정립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이들 에너지
및 자원개발 공기업도 사업의 탄력성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간 협력이 자유롭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분야를
에너지 및 자원개발로 한정하기보다는 해외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으로 목적에
서의 정의를 개정해야 한다.
사실 법 개정은 큰 분야가 아닌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
원조달을 여하히 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투자청을 통한 해외도
시개발 투자에서 기금의 재원조달 폭이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례로 이 연
구에서 쑤저우 도시개발의 경우 ‘싱가포르 노동기금’이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기금의 활용 폭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기금의 축
적도 상당히 많아져 대형 기금의 합이 이미 400조를 넘어선 지 오래다. 싱가포르
의 예는 수익성 있는 해외도시개발에 기금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그 수익금을
다시 자국의 공익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모범적 사례로 보여 진다. 우리도 일
부 기금의 투자처를 이 해외도시개발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
제 5 장∙해외도시개발 진출 방향 및 전략

87

며, 몇 차례 성공 이후에는 400조 이상의 기금 중 일정부분을 해외도시개발 사업
에 투자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서, 싱가포르 모델은 공공과 민간의 컨소시엄 모델이며, 심지어는 타
국의 글로벌 기업(삼성)까지를 포함하는 전략적 투자협력 모델이다. 이러한 방식
은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해외도시개발 사업에서 재원조달을 용이하게 한
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재원조달을 용이하게 하는데, 많은 기업과
특히 글로벌 기업의 참가가 미래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 줌으로써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가하는 금융그룹들로 하여금 리스크 감소로 인한 안정감을 증가시
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부 투자자금의 유입이 있더라도 대규모 토지 확보를 위한 재원은 몇
몇 공기업이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 공기업은 특성상
사업마다 국가 예산을 활용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1개 공기업이 많은 자금을 출
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실례로 국토해양부에서 운영 예정인 해외인프라
펀드의 경우 총 2조 중 불과 1/10인 2천억만이 8개 공기업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
는 자금이며, 이마저도 국가예산에서 사업자금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하
기 때문이다. 외화 차입 등의 방법이 있겠으나 보다 더 중요한 안정적 자금 루트
의 확보가 필요하다. 최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의 민영화가 거론되면서, 이
은행들의 투자기능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테마섹은 싱가
포르 투자청 산하에 투자은행의 구실을 하고 있는 기관이며, 쑤저우 도시개발의
싱가포르 담당기관이다. 이러한 사례는 결국 우리 은행권의 참여 없이는 사업 전
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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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정책 시사점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몇 가지
정책과제, 그리고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1. 주요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해외도시개발의 개념 정의, 공공과 민간의 현황, 해외사례를 통
해 본 해외도시개발의 현 주소, 우리의 해외도시개발 추진 방향 및 전략 등으로
해외도시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비교적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에서 발견한 것은 해외도시개발에 대해 개념적 정의를 내
리는 가운데 이 분야가 부동산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며, 국가 간 협력관계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특히, 도시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신뢰관계
를 구축하고 추가적 협력관계도 유도하는 바람직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적 협력관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외도시개
발의 영역은 주로 민간의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우리 법 및 제도도 해외도
시개발을 단순 건설공사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의
해외진출시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 에너지 및 자원개발을 위한
공공의 해외진출에서 제대로 고려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싱가폴 해외사례는 이 해외도시개발이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통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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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공을 담보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 의한 해외도시개
발 모델이 바람직함을 알려주었다. 이러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는 싱가폴 투
자청과 산하 테마섹 등 통합적 체계를 통해 가능했다는 사실도 아울러 우리에게
시사한다. 한편, 일본의 광대한 부동산 진출 경험은 미국의 경제위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해주며 동시에 향후에 가능한 부동산 붐의 시나리오도 전
망케 해주었다.
이러한 해외도시개발의 해외 경험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해외도시개발의 진출
방향 및 전략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그 증거 자료를 보족하였
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가 발견한 것은 해외도시개발이 해외진출의 한 영역으로
서 분리해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공공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어 지고 있
다는 것도 발견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추진체계도 가칭 ‘해외도시개발지원센
터’ 설립, 투자청의 수립 및 확대 개편 등 공공과 민간이 협력할 수 있도록 준비
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2. 정책 시사점
이 연구에서는 해외도시개발을 국가 간 전략적 협력관계의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해외진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법령
및 제도적 정비를 서두를 것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법의 경우 공공의 해외진출 관련법인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촉진에 관
한 규정”에서 제2조 2호 공기업의 범위를 해외도시개발 관련 공기업까지 확장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제1조 목적도 에너지 및 자원개발로 한정하기보다는
모든 해외진출 분야로 광범위하게 정의할 것을 제안한다.
민간기업의 해외 건축 건설공사 수준으로 되어 있는 ‘해외건설촉진법’도 공공
의 참여범위를 넓히고 민간에 대한 지원도 체계화하도록 개정하고, 토목공사, 플
랜트 위주의 용어 정의도 해외도시개발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는 추진체계의 정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으며, 투자청에 대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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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음을 이 연구는 제안한다. 세부
적으로는 민간 및 공공의 해외도시개발 진출을 위해 가칭 ‘해외도시개발지원센
터’의 수립 등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
이러한 정책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시간의 제약 등으로 이론적 배경,
구체적인 해외도시개발 전략, 재원조달 방안 등에서 미흡하다. 먼저, 이론적 배경
의 경우 글로벌 경제에서 각국의 해외도시개발의 당위성이 명시되어졌을 때 우
리의 해외도시개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이론에 대해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대한 체계화 작업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지대이
론은 향후 연구가 추진해야 될 이론의 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
리카르도의 지대이론 등은 한 국가내에서 또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다루어져 왔
으므로 글로벌 시대의 지대이론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다. 글로벌 시대는 국
가 대 국가의 관계가 과거처럼 인접되어 있기 보다는 원거리에 있는 국가들간에
도 토지에 대한 상업적 거래가 활발한 상황이다. 이러한 지대와 거래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의 창출은 이 연구가 차기 연구에서 기대하는 중요한 공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해외도시개발 전략의 경우 시장상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해외도시
개발 사업시 부딪히는 금융리스크, 제도리스크 등 각 종 리스크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마련에서 미흡하다. 차기 연구는 이러한 보다 세부적인 리스크 현황과 이에
대한 극복 방안들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연구의 완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
한,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처 고용창출에 대한 전략에서는
고용창출의 규모 제시가 미흡하다. 해외도시개발이 우리 민관에 주는 고용창출
효과는 보다 세분화된 데이터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단순 노
동력 수출이 아닌 도시의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상대측 고용 발생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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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우리의 청년 글로벌 인재들의 수출을 계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차
기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부적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
를 통해 해외도시개발의 중요성이 글로벌 경제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수단임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재원조달에서는 ODA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재원조달 및 실제 프로
젝트 수주 등에서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연구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27)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서 ODA는 정부의 직접적
참여를 통해 상대국과 협력한다는 정부의 협력 의지를 표명하는 중요한 수단이
다. 비록 많은 지원은 아닐지라도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
는 측면에서 ODA의 투여는 공기업과 민간에도 참여의지를 높이고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따라서 ODA와 해외도시개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대한 연구도 차기 연구과제에서 필요하다.

27) ODA와 건설 수주와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베트남의 경우 해외 건설사들 중 일본 건설사가
수적으로나 프로젝트 건수로 가장 많다. 일본의 ODA자금이 가장 많은 규모로 지원되고 있다. 정부
개발원조(ODA)의 경우 통상 자금공여 국가는 자국 건설사가 대상 프로젝트 건설을 맡도록 특별우선
권 부여를 요청한다. 예를 들어 일본 ODA가 투자된 Hai Van Pass 터널공사(약 2억5100만 달러)는
베트남업체와 파트너쉽을 체결한 일본 Hazama사에게 낙찰되었고, 한국 ODA가 투자된 동나이성 하
수처리장 공사는 LG와 코오롱 건설사가 낙찰되었다 (김경훈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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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 ARY

The Strategy and Direction for Foreign City
Development
Jo, Jin Cheol

￭ Key words _ Foreign City Developm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Private and
Public Partnership in Foreign City Development, Global Financial Crisis

Global Financial Crisis has changed all economic situation in Korea.
The Korean currency (Won) is so weak, just like the time in 1998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Although Korean remember the days
of nightmare, it comes again in 10 years. The main reason comes from
Korean economic system that is very weak to external impact. Simply
saying, if foreigners take out money at one time, the Korean currency
is getting down. Though there are many other reasons such as the

SUMMARY

97

collapse of real estate market and government failure of currency market,
the scarcity of mechanism to prevent from the currency crisis would
bring again the currency crisis. In order to overcome the situation or
prepare the mechanism, Korea needs to have either much enough foreign
asset to sell or bringing many investors to buy Korean asset.
Until now, this kind of market participants has been limited in global
enterprises, hedge funds, and wealthy people. But global financial crisis
caused for general people to think it over. The current crisis is a sort
of failure of the capitalism. Although the capitalism goes on globalization,
participants are small number of global aristocracy to obtain their profit.
That is, the global capitalism has not been prepared for the real
globalization. Now individuals want to participate in global market. But
it is hard for individuals to participate in the market. Only way to
participate to global market is through their own government, in which
their tax money goes. So the government management of tax money in
global market has been much more important than ever.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Korea, creating mechanism of either buying foreign asset
or bringing foreign investors is the foremost task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prepare its stable system to global market.
This research deals with only one aspect, unfortunately, buying
foreign asset. Among the foreign asset, the research is related to foreign
real estate including urban and rural real estate. The formost interest
to research is to examine urban real estate. Yet, in this research, we call
it city development or cooperative city development in order to
differentiate from developer's exploiting perspective. That is, acquiring
the right of foreign city development should not be an exploiting from
one country to another country but be cooperation to help developing
other countries' human settlement.
So, this research aims at developing the idea of foreign city
development by the Korean government. First of all, this research will
start from defining the concept of the city development, which is not
exploiting but cooperative. And then, the research will examine the status
98

quo of the current foreign city development in Korean private and public
enterprises. In order to overcome several problems of the current foreign
city development, this research suggests Singapore's Suzou city
development and Tenjin Eco-city development as the paragon of the
foreign city development. In addition, the case study of the Japan real
estate is also done for the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lobal
crisis and real estate. And all case studies are integrated and summarized
into several policy implications.
In summary, concept of foreign city development, status quo of
private and public enterprises' foreign city development, and all case
studies bring strategies or direction of cooperative foreign city
development as follows:
First, as the concept of foreign city development suggests the foreign
city development should have a flag of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The Singapore case explains that cooperative relationship brings another
continuous project, since the former cooperative effort give them trust
relationship in further city development.
Second, private and public partnership is needed. The status quo
of private company's foreign city development shows that it has a
hardship in obtaining large land, currency risk, fraud by ignorance about
the regional information, and so on. In particular, the global crisis and
global down-term of real estate make the private side be further hard.
Public participation is needed in small sector such as providing regional
information and in large sector such as subsiding finance and
government guaranty. Also public side need more proactive approaches
such as

direct participation of acquiring land and bring private

companies into the cooperative city development. The Singapore case
shows bringing all together including Singapore companies, Chinese
companies, and even foreign companies on the public city. That is, more
proactive

approach

in

city

development

will

have

successive

development. As a result, private and public partnership is needed in
foreign city development, and proactive public participation will bring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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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successful private and public partnership.
Third, this research suggests a modular approach to city
development. Although our ability to make new town is proved to be
good, the current circumstance of city market needs more specialist
approach in making city. Those special ability includes all ability to make
future city such as Eco-city, u-City, Renewable energy city, and so on.
Since city has a characteristic of culture, all this kind of functional
modular ability should adjust to other countries' city culture.
Fourth, foreign city development can not avoid the status quo of
the current global crisis. The global crisis has been causing lots of young
unemployment. This research has been suggesting somewhat peculiar
policy implication in this respect. In a glance, this implication does not
match with the foreign city development. But Koreans had an historical
experience of exporting construction labours in economic hard time
during the 1970s~1980s. In the context of exporting labours, this research
suggest that the foreign city development would provide an opportunity
to get jobs for another construction workers, who have more knowledge
than previous time.
Finally, this research suggests that a government action is needed
in a way to amend related laws and create public aid center for foreign
city development. In the beginning, government institution, public aid
center for foreign city development, should be created to support private
companies to know more about the regional information through
accumulating database. In more developed system, government may
need government investment organization so that all public enterprises
can be controlled by a system. And in more market term, holdings
company, which is like a Singapore holdings company, may need to be
c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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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조사
최근 우리 플랜트를 중심으로 해외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주지
의 사실입니다. 이제 해외건설을 통한 건설 수출이 우리경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설문은 해외건설 중 우리나라의 해외도시개발을 통한 건
설 진출 방향 및 전략 수립을 위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 민간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외도시개발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과
민간이 민관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도 이 설문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이 설문은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외도시개발의 진출 방향
및 전략’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가정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
다.
설문작성 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충실히 답변 드
리겠습니다.

국토연구원 조진철 책임연구원 031-380-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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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자 정보

소속기관명
전공분야
실무경력(해외업무 포함)

년

해외업무경력

년

1. 귀하는 다음의 예시 중 해외진출산업으로서 어느 분야가 중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자원개발

② SOC

③ 도시개발

④ IT

2. 귀하는 공기업의 해외도시개발 시장 진출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생각하십

니까?
① 전혀 불필요 ② 필요 없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3. 해외도시개발 사업 시 SOC와 도시개발사업을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없음 ② 필요 없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4. 해외도시개발 시장에서 우리나라 도시개발의 경쟁력을 어떠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① 매우 없음 ② 없음 ③ 보통 ④ 뛰어남 ⑤ 매우 뛰어남

5. 해외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정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충분하지 못함 ② 충분하지 못함 ③ 보통 ④ 충분함 ⑤ 매우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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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의 해외부동산 정보체계를 마련하여 민간에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정적 ② 부정적 ③ 보통 ④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7. 해외도시개발사업의 협력 형태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민간 단독 진출 ② 민간 컨소시엄 ③ 공공과 민간의 컨소시엄 ④ 공공의
단독 진출

8. 해외도시개발 진출 상대국과의 협력관계 중요성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① 매우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 ⑤ 매우 중요

9. 해외도시개발에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해외부동산의 정보 제공 및 컨설팅
② 대규모의 토지확보
③ 자금조달
④ 리스크 관리 용이
⑤ 사업영역 확대 용이

10. 해외도시개발 사업에서 공공부문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공공부문의 법․제도적 행정적인 지원
②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역할 분담 및 사업위험 경감)
③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필요없음
④ 새로운 조직을 통한 종합적인 협력 지원 체계 마련

11. 민관협력 해외도시개발을 위한 공공의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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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① 매우 필요없음 ②필요없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12. 민관 협력의 해외도시개발 추진 체계는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

십니까?
① 현 한국투자청(KIC)의 확대
② 부동산개발 전문 공기업 설립
③ 새로운 투자청의 건립
④ 행정부 내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 설립
⑤ 기타

13. 해외도시개발사업이 국내 고용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① 전혀 기여 없음 ② 기여 없음 ③ 보통 ④ 조금 기여 ⑤ 크게 기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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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문회의 결과
1) 1차 자문회의

□ 일시 및 장소

ㅇ 2008. 9. 29(월) 16:00 / 국토연구원 6층 회의실

□ 회의참석자

ㅇ 조 진 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ㅇ 김 영 봉 (국토연구원 동북아센터장)
ㅇ 정 형 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ㅇ 이 정 욱 (한국토지공사 해외사업처 부장)
ㅇ 강 승 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장)
ㅇ 김 민 근 ((주)롯데자산개발 이사)

□ 해외도시개발이 해외진출에 필요한 이유

ㅇ 현 해외진출 전략은 자원개발 위주의 진출 전략에 그치고 있음
ㅇ 유형도 자원개발, SOC, IT로 분류하고 있으며, 자원개발을 제외하고 SOC 등
에 구체적 계획도 부재
ㅇ 자원개발을 위해 SOC 등과 패키지형태 등을 제안하고 있으나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며 이에 대한 단기적 보상이 확실치 않음으로써 실현 가능성이 미흡
ㅇ 따라서, 단기적 보상 또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도시개발과 연계하여 자원
개발 및 SOC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유형구분에서 분리하
여 명기할 필요(ex, 자원개발, SOC, 도시개발, IT 등)

□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개념 정의시 유의사항

ㅇ 해외도시개발 유형에 대해 구체화함으로써 유형별 전략 접근을 이끌어낼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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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할 필요
ㅇ 공공과 민간의 협력 구조를 나타낼 수 있도록 개념을 정립

□ 해외도시개발의 개발 유형 구분

ㅇ 자금 유동성 확보나 자금 조기 회수를 위해서는 사업을 유형화시켜 체계적
으로 접근할 필요
ㅇ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는 민간이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
라 단위사업의 리스크도 큼으로 규모별 개발 유형 접근이 기본적으로 진행
될 필요
-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는 공공의 참여가 요구됨

ㅇ 규모별 유형(예) : 지역개발 / 신도시개발 / 단지개발
- 지역개발은 하노이 홍강개발 등 비교적 하나의 도시 이상의 대규모 개발을

의미
- 신도시개발은 베트남 나베 신도시, 알제리 부이난 신도시 등 1백만평 이상

의 도시개발을 의미
- 단지개발은 도시내외의 단지개발 유형이며, 보통 10만평 내외의 개발을 의

미하고, 단지개발 유형은 다시 역세권개발, 재개발, 상업시설개발, 산업단지
개발, 관광단지개발 등으로 세부 구분
ㅇ 회의시 사업 유형별 구분에 더해서 국가 형태에 따른 분류도 필요하다고 지
적 (선진국/후진국) 되었으나, 현 연구는 개발도상국으로 연구의 폭을 제한

□ 해외도시개발에 공공․민간의 협력 필요 이유

ㅇ 민간은 대규모 해외토지의 확보가 근본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토
지가 확보되더라도 확보시 필요한 사업외적 비용(저개발국가에서의 뇌물
공여 등)과 사업기간 장기화로 인한 금융비용 상승 등 어려움이 많음
ㅇ 반면에 공공은 국가가 담보하는 신뢰성을 근거로 해외에서 대단위 토지(신
도시 및 지역개발) 확보가 용이하므로 단지개발 위주의 민간 해외도시개발
106

사업에 크게 일조 가능
- 공공(공신력, 사업관리, 재무관리), 민간(시공능력 등 기술력)의 상호 협력이

필요함
ㅇ 다만, 공공의 도시개발 참여시 일부 민간과 경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
외도시개발의 명확한 유형을 정립하고, 민간과 공공이 유형별로 분업 협력
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단지개발은 현행대로 민간의 역량이 가능함으로 공공은 제도적 차원의 협

력 또는 주변 SOC에 대한 지원이 적절
- 신도시개발은 일부 민간의 사례가 있으나 사업이 아직 더디고, 상대적으로

공공의 참여시 사업의 진척도를 빠르게 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는 규모
- 지역개발은 민간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하며, 공공의 참여가 필수

□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ㅇ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부문(토지공사 등) 참여 해외도시개발 프로젝트
는 자본투자가 아닌 계획수립 등 용역사업 위주로 진행되어 리스크 관리가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님
ㅇ 그러나 의미 있는 해외도시개발은 자본투자를 필요로 하며, 자본투자에 따
른 리스크 관리를 필요로 함
- 예를 들어, 토지공사의 알제리 신도시 사업은 알제리 측의 요구로 약 15개

의 신도시인데, 만약 자본투자를 이들 15개 신도시 모두에 적용한다면 사업
성을 담보할 수 없을뿐더러 해외도시개발 사업의 타당성 자체를 의심하게
할 수 있음
- 아마도, 이들 15개 신도시 중 약 1-2개 정도만이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리스크 관리가 절대적으로 요구됨
ㅇ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확한 사업성 분석이 중요하지만 비용문제로 여건상
경시되는 경향이 있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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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유명 회계법인의 객관적 사업성 분석이 프로젝트의 신뢰성을 증가시

킴으로써 투자자 및 소비자 모집에 성공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성공 가능성
을 담보
- 사업성 분석을 위한 비용은 1개 신도시에 약 5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현재

토지공사 등은 이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민간의 경우 지난 2년여 정도부터 해외 도시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 보통의 경우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과대포장하는 방법(예, 분양율 상승 등)

으로 신뢰성을 확보하려 하나,
- 잔금을 받지 못함에 따라 건축물을 헐값에 매각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실패
(현재로서는 1개 사업장의 현상이나 향후 증가 전망)

ㅇ 코트라나 대외정책연구원의 도움이 가능하나 단편적인 정보에 불과하고 상
급 기관의 차이로 상호 협력이 불가능해 공신력 있는 새로운 기관의 종합
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성분석이 필요함

□ 재원조달

ㅇ SOC보다는 덜하나 해외도시개발의 경우도 자금 회수 기간이 장기적 특성
을 보이며, 회수 기간의 장기화로 자금의 유동성 결여 문제가 상존
ㅇ 따라서, 자산의 증권화를 통한 유동성 확보, 우리나라 기관투자자들의 사모
펀드 체계화, 중소규모 건설업체들의 분양시장 참여 체계화 등을 통해 해외
도시개발로 발생한 자산의 유동화 체계를 형성할 필요
ㅇ ODA의 지원은 해외도시개발 사업 자체보다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
는 SOC 건설 등에 사용될 필요
- 상하수도, 도로, 전력(열병합 발전소, 배전) 등에 ODA 자금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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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도적 정비 및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필요성

ㅇ 현재 공공의 경우는 사업 타당성 분석도 어려운 형편이며, 민간의 경우 리
스크 관리도 안 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
ㅇ 일부 SOC 공기업은 아직도 해외개발에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며, 정관 개정
등 법률적 지원이 필요
ㅇ ‘06년 해외자원개발법 등은 자원개발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 해외도시개발
및 SOC 등에는 다루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자원개발과 SOC-도시개발과는 사업기간, 속성 등 사업의 성격상 차이

가 있으므로 독립된 법제정이 더 바람직
ㅇ 법제정을 통해 해외도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외도시개발법보다는
해외도시개발지원법이 더 타당함
- 해외도시개발법은 규제적 속성을 내포하므로 민간에서 이미 사업을 진행하

고 있는 사업에 대해 정부가 규제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ㅇ 특히, 이러한 지원법을 제정하는 의의는 사업타당성 분석에 대한 체계적 지
원 및 사업지 주변 SOC 건설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이를 담당할
해외도시개발 추진체계를 명시할 필요
- 민간투자유치법은 사업타당성과 법체계적 지원을 추진하는 주체로 민간투

자유치센터(PICKO)를 명시
- 마찬가지로 가칭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공공과 민간에 대한

지원 및 협력체계를 마련

□ 그 외 토의된 해외도시개발 진출 방향

ㅇ 해외도시개발이 논의된 것은 우리나라 신도시의 장점을 해외에 수출하고자
하는데서 발생한 것임
ㅇ 그러나, 최근에 중국의 경우 환경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싱가포르에
텐진환경생태도시 개발권을 양도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한 신도시가
아닌 무언가 독특한 우리만의 양식이 필요함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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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환경생태도시, U-City, 신재생에너지 도시 등은 고부가가치형 신

도시로 각광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모듈화를 시급히 서두를 필요

2) 2차 자문회의

□ 일시 및 장소

ㅇ 2008. 10. 14(월) 10:00 / 국토연구원 6층 회의실

□ 회의참석자

ㅇ 조 진 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ㅇ 현 준 식 (GS건설경제연구소)

□ 공공부문의 해외개발사업에의 참여 필요성

ㅇ 민간의 경우는 자본 규모의 한계로 인하여 단지 및 주택 개발사업에의 진출
이 주를 이루고 있음
ㅇ 공공(정부 포함)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사업의 안정성 보장으로 중산층의
안정적 투자를 유도하고 아울러 국부 창출 및 국가 신뢰성 확보에 기여함

□ 국․내외 투자 시장의 현황

ㅇ 해외의 투자시장은 국내의 투자 대체 시장으로 지금까지 간주되었음
ㅇ 금융위기, 주가하락,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국내 및 국외의 투자 시장은
투자여건이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있어 국내의 대체 시장으로서 국외의 투
자시장은 매력을 잃었음
ㅇ 현재로서는 국내․외 시장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
ㅇ 해외 투자 펀드로서, 해외 부동산 펀드(건물 투자/수익)가 있지만 토지개발
에 관련하여 펀드는 투자회수 기간의 장기화로 존재하기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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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건설사업 진출 유형

ㅇ 크게 플랜티, 토목(SOC, 인프라), 건축․주택 등 총 3부분으로 민간에서 분
류하고 있음
ㅇ 현재 건설 사업의 동향은 단순 건설 사업의 수주가 아닌 PF사업을 통한 복
합적인 package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ㅇ 저개발 국가의 경우, 자본이 없으므로 민자 사업의 형태로 대물 및 대토의
형태로 비용을 지불함

□ 해외 건설사업의 사업참여 절차

ㅇ 발주처 : 입찰 및 공고
ㅇ 발주형태 : 사업의 규모 및 종류, 비용의 지불 형태 등
ㅇ 과거에는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입찰을 하는 형태였지만 현재는 EPC턴
키(EPC Turn-key) 방식을 적용하여 입찰을 함
ㅇ EPC턴키에의 입찰형태는 단독입찰과 컨소시엄(E,P,C 3부분을 복합적으로
구성함) 구성 등 2개로 나눌수 있음
ㅇ EPC턴키(EPC Turn-key) : Engineering, Procurement(조달), Construction까지
일괄수행하는 사업임. EPC는 발전소, 공장 등의 플랜트에서의 설계및 자금
조달, 시공까지의 전과정을 수주하는 것을 말하며 턴키방식은 발주자가 열
쇠만 돌리면 플랜트나 건물이 작동이 할수있도록 설계부터 시공까지의 전
과정을 일괄하여 입찰하는 방식을 말함. 따라서 EPC 턴키는 발전소나 공장
등을 낙찰업체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설계부터 인도까지 마무리 짓는
방식임

□ 해외 토지 및 주택 시장의 특징

ㅇ 베트남의 해외 토지 및 주택의 취득 형태
- “토지사용권“의 개념으로 양도는 불가능하고 장기간 임대의 가능함
- 법인에 한하여 주택 소유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개인이 투자를 하려면 법인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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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간접적인 투자만이 가능함
ㅇ 중국 주택 시장의 특징
- 중국 심양의 경우 부유층은 고급 빌라를, 중산층은 아파트를 선호함
- 주택의 마감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서 일괄적인 마감

은 선호하지 않아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떨어짐
- 또한, 결정적으로 일괄적인 마감은 분양가를 상승시켜 사업 성공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해외 개발 시장의 특징

ㅇ 해외 분양 방식의 특징
- 우리나라는 사업허가 상 사업구역 전체를 일괄 개발 및 분양하지만 외국(특

히,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은 사업구역을 단계별로 나누어 개발과 분
양을 반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사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단계 개발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커뮤

니티 시설 등 기반시설이 부족할 수 있는 단점도 있음
ㅇ 해외 주택 시장의 특징
- 동남아의 경우, 외국인 및 상류층의 고급 아파트 등에 대한 수요와 서민형

주거형태에 대한 수요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및 개발사업은 사업성으 떨어짐
- 베트남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건설업체들이 실수요로 생각하는 평당 1,000

만원의 분양은 상당히 비싼 가격에 속하여 수요자들이 구입하지 않음
- 국내 대형 건설업체는 사업의 도급 구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여기서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새로운 수익 창출 구조
가 필요함
- 공공(예,주공 / 신뢰성에 기초한 토지 확보, 사업관리 능력)과 중견 건설업체
(뛰어난 시공능력, 대형 업체보다 저렴한 사업비용)을 활용하여 원가 경쟁

력을 높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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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진 해외 서민형 임대아파트 분양을 통해 사

업을 진출해야함
- 아울러, 사업비용을 시내 중심지의 토지로 대토 형식으로 받아 수익성을 극

대화하는 방법도 고려해야함
-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토의 기준이 미래 가치 기준인지 현재 가치 기준인지

를 잘 고려하여 처음 계약할 때 계약 구조를 잘 짜야함

□ 해외 도시개발 수익구조의 특징

ㅇ REITs의 경우는 곧바로 수익창출이 가능하여 유동성이 높지만 도시개발의
경우는 비용 증가 및 기간의 장기화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짐
ㅇ PF사업과 연관지어 자신 유동화를 통하여 현재 장기간 자금회수 구조에서
기간을 단축시키는 수익 창출 구조를 만들어야 함
ㅇ 하나증권(카자흐스탄) 및 미래에셋(베트남, 3,000억)의 부동산 펀드 투자 성
공 사례가 있지만 이것은 토지가 아닌 건물 매입으로 인한 수익 창출이었음
ㅇ 개발도상국은 리스크가 더 끌 뿐만 아니라 장기성을 가지고 있는 토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펀드의 투자는 거의 없는 상황임
ㅇ 수요처가 확실한 플랜트, SOC 등의 경우는 리스크가 낮아 코엑심(수출입보
증은행, 수출입보험은행)의 지급보증이 쉽지만 개발사업의 경우는 리스카
가 높아 지급보증이 힘듦

□ 투자 환경 변화 및 사업추진과정의 차이에 따른 사업의 어려움

ㅇ GS건설은 베트남 구치(Cu Chi)리조트 개발사업, 나베(Nha Be)신도시 개발
사업, BT 사업(베트남 호치민 외곽순환도로 건설, 도심 개발 사업) 등 세
가지 사업(총 사업규모 7조원 추정)을 향후 1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ㅇ BT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대토 형식으로 3,000억 상당의 100만평 규모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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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로 받아 나베 신도시를 개발함
ㅇ 그러나 3,000억은 그 수주 당시 가격 기준이므로 경기 부양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증가로 대토한 가격이 증가하여 향후 상대적으로 더 큰 차익이 있음
ㅇ 이러한 면에서 베트남은 타국 기업의 부동산 차익 수입에 대한 거부감으로
행후 타 기업과의 수주 시에 계약의 형태를 달리할 수 있음
ㅇ GS건설의 나베 신도시 사례를 살펴보면, 베트남 및 동남아 일부 국가는 정
부의 인가, 승인, 공표가 있어도 국민(인민)에 대한 보상 문제로 사업의 비
용과 기간이 추가되는 사례가 있음
- 이러한 경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시 정부와 보

상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함

□ 베트남 건설 시장의 특징

ㅇ 사업 수주 시 제출한 마스터플랜 사업지역의 단계별 추진이 자유스러워 사
업진행의 유동성이 있음
ㅇ 예를 들어, 사업 단계에서 선개발된 지역의 수익으로 후개발될 지역에의 건
설비용의 투입이 가능하고 사업성이 보장된다면 사업의 단계를 묶어서 개
발할 수 있음
ㅇ 베트남 호치민의 주택 실수요자들은 베트남 내 한국인, 중산층 이상, 외국
인들이고 국내 투자 수요는 이보다 많이 떨어짐

□ 카자흐스탄 주택 시장의 특징

ㅇ 카자흐스탄의 주택은 대략 3등급으로 나누어지고 최상 등급이 30%, 나머지
하위 두 등급이 70%를 주택시장에서 차지하고 있음
ㅇ 서민형 등급의 경우 카자흐스탄의 주택 시장 사업 환경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떨어져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30%와 70%의 구조를 고려한 사업진출이 필요함
□ 해외도시개발 성공사례

ㅇ 대만의 CTND, 베트남 7군 호치민시 푸미홍
114

- 서울의 강남처럼 호치민시의 강남이라 할 수 있는 푸미홍은 현재 베트남 도

시개발의 기본으로 인식될 만큼 성공 사례로 평가됨
- 약 40~50만평(120만㎡) 규모로 토지의 장기사용권을 취득하여 개발을 시작

한지 20여년이 되었음
- 전체 토지를 일괄 개발을 한 것이 아닌 택지를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점진적

개발을 하였음
- 시간이 경과하면서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과 전단계 개발사업의 성

공으로 후단계의 개발사업 사업비 부담이 적어져 사업성이 상승한 것이 성
공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현재 CTND에 한국인 마을이 존재하고 있어 만약 향후 CTND와 연계하여

약 5~10분거리(대략 10㎞) 위치에 개발사업을 한다면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ㅇ 한국, 랜드마크 디벨럽먼트
-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에 신도시 개념의 ‘캠코시티’를 건설로 캄보디아의 도

시 개발을 주도하고 있음
- 타기업보다 조기 진출과 토지 장기사용권로 인하여 초기 사업비에 대한 부

담 경감이 사업의 성공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음
ㅇ GS건설, 캄보디아 프놈펜 IFC(international financing center) 건설
- 2만평 및 50층 규모로 개발을 진행중임

ㅇ GS건설, 베트남 구치구치(Cu Chi) 리조트 개발사업
- 이용형태(골프텔, 골프장 이용권 등)로 다양하게 묶어 분양하므로 수익성을

극대화 시킴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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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도시개발 실패사례

ㅇ 우림건설, 카자흐스탄 고급 아파트 시장진출
- 카자흐스탄의 고급 아파트 건설시장에 뛰어든 우림건설은 카자흐스탄의 건

설 시장 구조를 잘 파악하지 못 한 채, 성급히 투자결정을 하여 실패하였음
- 카자흐스탄은 원유 및 광물 등 자원이 풍부하지면 자본이 없어 개발을 할

여력이 없어서 국내 30여개 은행을 통해 해외차입을 통하여 자본을 조달하
였음
- 그러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등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금

리가 상승하고 주택 및 토지 가격이 폭락하여 사입비용을 충당할 수 없어
사업이 실패하였음

- 그러나 알마티(옛 수도)에서는 도심 재개발 추진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고급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아스타나(신 행정수도)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태임
- 여기에 우림건설은 알마티 시내에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이 결합된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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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복합단지 건설을 추진 중이고 이를 위해 우리은행 등 5개 금융회사와 PF
를 통해 사업비 2000여 억원을 마련함
ㅇ 해외에서는 수익 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처럼 일괄 개
발 및 분양은 어려움(분양구조는 비슷함)

□ ‘해외 도시(부동산) 정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ㅇ 민간 건설업체 해외 진출 시 정보 획득의 어려움
- 민간 건설업체가 해외 사업 진출 시 사업 환경 및 정보(지가, 분양가, 거래가

등)를 파악하는데 있어 민간 차원에서 정보 획득이 어려워 신뢰성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초 정보가 부족하여 정보의 획득 및 확인에 비용이 들어가 전체적인 사업

비용이 상승하게 됨
ㅇ 센터 설립 및 운영을 통한 신뢰성 있는 도시 및 부동산 정보 제공
- 감정평가 등을 통해 국내․외 정보 컨소시엄 구성을 통하여 민간에게 정보

를 제공함
- 상대국과의 MOU 체결로 정보의 협조를 받아 한글화 과정을 통해 정보를

제공함(예, 호치민 부동산 정보 센터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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