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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대외적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경제 체질 개선, 자원 경제 시대의 도래,
글로벌 도시화율 증가 등으로 해외도시개발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대내적으
로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도시개발 등 신성장 동력의 확보를 통한
국가경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정립이 미흡하다. 무엇보다도 개념 및
유형에 대한 통일적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현황에 대한 자료들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도시개발 사
례도 그 장단점에 대한 보고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 지난 년도의 ‘해외도시개발의 진출 방향 및 전략’에 이어 민
관협력 시스템을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 방안을 통하여 해외도시개발의 공간
및 시간적 개념과 개발 유형 정립, 공기업 및 민간 건설기업, 디벨로퍼, 개인 등
개발주체 또는 이해당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범위 및 지원체계, 장단기 정부
지원 전략 등을 통해 민관협력체계의 기본 틀을 정립하고자 노력한 본 연구는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새로운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기나긴 터널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민간건설
기업의 어려움과 자산버블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해외도시개발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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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여 눈감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해외자산 포트폴리오를 통한 안정적
국가경제체제의 확보, 해외도시개발을 통한 고용 창출효과, 한국 문화와 제도의
수출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견고한 진출체계를 확
보한다면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다시금
가다듬게 하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본원 조진철 책임연구원과 제 연구진에게 감사를 전
하며, 향후에도 이러한 연구가 보다 심도 있게 진행됨으로써 해외관련 분야에서
지속적인 방향제시와 민관협력체계 구축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한다.
년 12월
국토연구원장 박 양 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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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최근 두바이의 채무상환 유예선언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금융시장은 한
때 큰 폭으로 출렁거렸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두바이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한때는 성공 신화의 대
명사로 불리던 두바이가 사실상의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선언한 현 상황은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주변 산유국과는 달리 석유자원이 많지 않고 제조업 기반도 없는 두바이는 서
비스업을 기반으로 하여 중동의 물류ㆍ금융ㆍ관광 허브를 지향하는 성장전략을
취하였다. 이를 위해 대규모 인프라 건설 및 부동산개발사업을 전개하였고 최고
급ㆍ최고층 랜드마크 빌딩의 건설을 통해 중동의 허브 선점에 나섰다. 한마디로
작은 경제규모와 부족한 성장기반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비스업 인프라 공급확대
를 통하여 수요를 창출하는 전략을 취한 것이다.
강력한 집권자에 의해 추진되는 두바이의 발전모델은 강력한 성장전략과 정책
집행이 신속하게 실행되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적절하게 제어되기는 힘들다.
특히 그 성장전략이 내부의 자원보다는 주로 외부의 자원에 의존하여 추진되는
경우 해당 경제는 외부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 제어되지 못한
정책추진은 그 취약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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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도시개발 또한 민간과 공공부문이 견고히
결합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부결속과 외부충격에 대한 제어능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언젠가는 무너질 사상누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절감케 한다. 또한 단순한 인프라 건설이나 부동산개발사업이 아닌 제도, 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패턴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해외도시개발의 개념 및 의의를 근본적으로 고찰
해 보고 해외도시개발의 유형분석을 진행하였다. 개념, 의의, 유형의 개념정립을
통하여 국내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해외도시개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중국, 베트남, 알제리, 카자흐스탄 등 주요 국별 해외개발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를 통하여 해외도시개발의 기본방향, 추진전략과 민관협력 추진체계의 구축방안,
해외도시개발 지원 특별법 추진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해외도시개발 관련 국내 전문가를
모시고 매월 개최한 연찬회에 회장을 맡아 주신 김용학 대표님, 바쁘신 가운데에
서도 참석하여 고귀한 특강을 해 주신 서울대 안건혁 교수님, 국가건축위원회 이
동환 박사님, 절강대학교 토지관리학과 박인성 교수님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께 감사드린다. 10월8일부터 10일까지 중국 텐진에서 남개대학교 빈해신구연구
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세미나에 진행과 현지 시찰에 도움을 주신 류빙렌 교
수와 왕청 연구원에게도 감사드린다. 또한, 국제공동연구의 일환으로 국토연구
원에 초빙되어 연구를 수행한 중국 절강대학교의 박인성 교수님, 케냐 토지부의
Herbert Musoga(부국장) 및 Charles Kagema(사무관), 베트남 건설부의 Nguyen Thi
Bac Thai 및 베트남건축도시계획연구원의 Nguyen Ly Hong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끝으로 지난 일 년 동안 연구진행에 있어 한결같은 마음으로 동고동락한 조주
현 책임연구원, 양광식 자문위원, 김수현 연구원, 김일석 연구원에게도 감사와 미
안함을 동시에 전하고 싶다.
년 12월
조진철 책임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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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대외적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한 경제 체질 개선, 자원 경제 시대의 도래,
글로벌 도시화율 증가 등으로 해외도시개발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대내적으
로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도시개발 등 신성장 동력의 확보를 통한
국가경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정립이 미흡하며, 무엇보다도 개념 및
유형에 대한 통일적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현황에 대한 자료들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며, 도시
개발 사례도 그 장단점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해외도시개발은 체계적
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의 참여 및
지원에 의한 민관협력 해외도시개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절실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해외도시개발의 공간적 및 시간적 개념과 개발
유형을 정립하고 나아가 공기업 및 민간 건설기업, 디벨로퍼, 개인 등 개발주체
또는 이해당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범위 및 지원체계, 장단기 정부의 지원 전
ⅴ

략 등을 통해 민관협력체계의 기본적인 틀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해외도시개발의 개념 및 의의
근세 이전의 해외도시개발은 국력이 강할 때 농경지 등의 확대를 위한 영토
확장의 역사와 맥을 같이하며, 신라의 경우 무역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관리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최근의 해외도시개발 중 건설도급은 1965년 현대건설의 태국 고속도로 공사 이
후 1970년대 저임금과 단순 건설기술을 기반으로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 주요산업
으로 발전하였다. 1980년대부터 1992년까지는 부가가치가 낮은 저가공사 수주, 기
술개발 노력 부족으로 침체기를 거쳐 2000년대 이후 회복기, 2005년 이후 플랜트
를 중심으로 급성장하였으나 수익률이 그다지 높은 상황은 아니었다. 개발부문의
역사는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1989년 대우건설의 미국 개발로 알려져 있다.
해외도시개발의 이론은 직접투자 이론, 포트폴리오 이론, 지역개발 및 계획 이
론 등이 있다. 직접투자 이론은 자본의 흐름에 관한 이론으로서 성장 국가에서
저성장 국가로 자본이 이동하는 것이 자본의 논리이며, 이들 자본을 통해 저성장
국가가 발전하고 동시에 성장국가도 국민소득이 상승한다는 이론이다. 포트폴리
오 이론은 금융시장에서 주식, 채권뿐만 아니라 부동산에의 분산투자가 리스크
를 분산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론이며, 지역개발 및
계획 이론들은 경제성 추구 과정 중에 발생하는 환경파괴, 사회적 불평등 등 외
부불경제(economic externality)에 대해 경계하며, 이를 극복하고자 정부참여에 의
한 거버넌스 이론이다.
해외도시개발의 국내외 여건 및 필요성을 살펴보면, 해외도시개발의 글로벌
여건 변화 관련 사항으로는 세계적 인구 및 도시화율 상승, 도시개발 수요 증가,
자원경제 시대의 지속 가능성, 후기 정보화 시대의 글로벌화 가속, 동아시아에서
의 고환율 가능성 등이 있다.
해외도시개발에서 한국의 도시개발 경쟁력 비교우위분야로는 한국은 정보화
에 있어 앞선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하이테크 도시개발의 모듈 창출 및 u-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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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시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 가능하며, 도시개발 경쟁력 비교열위는 종합건설
사 위주의 도시개발 시장 발전으로 건설과 개발이 분리 운영되어 있지 못함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체계적 접근이 곤란하다는 점과 해외도시개발 시장에서 대규
모 자본을 동원할 만한 디벨로퍼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해외도시개발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동력
이며 한국문화의 총아로서 한국의 국가 브랜드 파워를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타
산업(건축, IT, SOC 등)에서도 브랜드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고, 국내
부동산 버블의 돌파구, 건설 산업의 불확실성 급증과 대안 부족, 우리 ODA의 증
대와 체계적 지출 및 회수, 안정적 국가경제체제 확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하
겠다.
이외에도 공공부문이 해외도시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의의로는 안
정적인 국가경제체계 확보, 해외도시개발을 통한 고용 창출 효과 제고, 공공부문
해외진출을 위한 체계성 확보, 민간에 대한 해외도시개발의 측면 지원 등이다.
해외도시개발 유형은 도시개발 규모, 개발 프로세스 및 개발 분업, 시장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도시개발 규모에 따른 분류는 크게 지역을 개발 단위로 하
는 지역개발, 신도시개발, 단지개발, 개별 건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발 프로
세스 및 개발 분업에 따른 유형 구분은 건설도급형(도시계획, 설계, 디자인 용역
수주형과 건설 용역 수주형), 디벨로퍼형(부동산 개발형, 부동산 임대형, 관리형)
으로 구분된다. 시장에 따른 유형은 통상적으로 경제․사회적 개념인 선진국
(developed countries),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 저개발국(underdeveloped
countries) 등을 준용하여 분류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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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개발 프로세스 및 분업에 따른 해외도시개발 유형

유형
도시계획, 설계,
디자인
용역 수주형
건설
도급형 건설 용역 개별건축
수주형 부지조성 공사
지역개발
개발
부동산 신도시개발
프로세스
및 디벨로퍼형 개발형
단지개발
분업
부동산 임대형
프로젝트 및
공사 관리형
관리형
거버넌스형

내용

각 종 도시계획 및 엔지니어링 설계
주택, 상업, 공장 등 개별 건축물
택지 및 산업단지 등의 부지조성 공사
유역개발, 농장해외개발
개발경제형, 첨단형(u-City)
주거, 산업, 관광, 상업 단지 개발
선진국 및 선발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진출
마스터 및 하위 디벨로퍼로부터 도시개발
PM/CM 용역을 수주하는 용역관려형,
공공기관주도형, master developer형

3. 국내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해외도시개발 현황 및 문제점
한국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누계 현황을 살펴보면, 2007~2008년 급격한 수주
증가에 힘입어 2009년 10월 현재 건수는 7,032건, 수주총액은 3,269억 달러이며,
공종별 수주현황은 2000년대 이후에는 토목․건축․플랜트가 주를 이루었지만
2007년 이후에는 신도시․복합단지․플랜트가 주를 이루었다.
우리의 해외건설 추이는 비교적으로 고부가가치 시장인 플랜트 위주의 건설에
치중되어져 왔으며, 지역도 중동 및 아시아로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건설
업의 경우 플랜트 위주를 탈피하고, 북한 노동력 활용 등을 통해 건설요소 생산
성을 높임으로써 비교적 저임금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
디벨로퍼 관련 해외시장 규모 및 전망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아시아, 아프리
카, 중남미 등의 모든 개도국을 대상으로 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시
발생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까지 추정하여 저개발 국가에서 개발로 인한 디벨로퍼
의 해외시장 규모를 산출하였다. 결과는 6년 뒤 도시개발로 인한 총 디벨로퍼의
시장 규모가 US$B 47,795 (5경 7천조 원, $1/1200원)이며 우리 GDP의 57배 규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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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개발도상국의 상업 및 주거 부동산 가치 추정

부동산 가치(US$B)
부동산 개발이익(US$B)
2009년
2015년
6년간
대륙
순위
순위
상업+
상업+
상업용 주거용 상업용 주거용 주거
상업용 주거용 주거
아프리카 362 1,438 655 2,600 3,255 3
293 1,162
1,455 3
아태지역 5,323 21,131 6,239 24,769 31,008 1
916 3,637
4,554 2
중남미 1,275 5,061 2,723 10,810 13,533 2 1,448 5,749 7,197 1
총계 6,960 27,630 9,617 38,179 47,795
2,657 10,549
13,206

※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의 95개 개발도상국 (일본, 호주, 미국, 캐나다 제외)

한국 기업의 디벨로퍼형 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최초사업은 1989년 대우건설
의 미국 노인주택 개발사업(3,500만 불)이였지만 디벨로퍼형 진출은 건설도급과
는 다르게 거대 자금 동원 등 금융권의 지원이 절대적이다. 그러나 현재 금융권
의 지원은 분양의 성공 여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개발
형 디벨로퍼 사업에 상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해외신도시개발의 대표적인 참여 현황은 아
제르바이잔 신도시, 베트남 한국산업단지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의 민간과 공공 부분의 기존 해외도시개발에 있어 당면한 대표적인 문제
점으로는 정보부족 등 현지 네트워크 부족, 사업타당성 분석 미흡, 수요자 확보
미흡(분양 실패) 등으로 나나타고 있다.
해외도시개발 관련 국내 법제도와 정부 지원체계 문제점으로는 해외도시개발
관련 법 제도에 있어 ‘해외건설촉진법’에서는 해외도시개발의 개념이 명기되어
있지 않고, 건축분야 정도로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디벨로퍼 분야는 다루이
지지 않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 위주의 지원 체계를 구성함으로써 해외도시개발
의 규범적 개념인 협력적 개념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ODA를 통한 정부지원에 있어서도 특히, 건설 분야에서 기존 ODA는 도로, 철
도, 상하수도 등 인프라 건설 지원을 다루고 있는데,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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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에 필요한 주변 인프라 건설과 연동하여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4. 해외도시개발 사례 심층 분석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급격한 성장과 함께 토지 등에 대한 투기적 수요도 상
승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이러한 투기적 수요를 규제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정
비함으로써 부동산에서 투기를 근절하고자 노력 중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개
발형 디벨로퍼로서 도시개발에 참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외국인은 점차
임대형 디벨로퍼로 이동 중이다.
또한, 중국은 전체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의 지역적 안배, 도시의 환경,
사회적 평등 등 도시 경영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러한 환경에
서 중국에서 해외도시개발을 추진하기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다만, 지역적으
로 서부 대개발과 동북 3성에 대한 개발에 개발형 디벨로퍼의 참여 여지가 있다.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은 1990년대 주로 한국토지공사에 의한 산업단지 형태
의 개발로 진출하였고 2000년대에는 일부 단지개발사업에 진출하였다. 우림건설
은 상하이 쿤산시 단지개발사업, SK 건설 등은 베이징 인근의 신도시 개발사업
에 참여하였다.
우리 기업의 중국 해외도시개발은 주로 건설공사, 단기적 토지 및 주택 분양
등에 치우쳐 있다. 토지공사의 1996년 텐진공단의 경우 부지조성공사 이후 1998
년 아시아 금융위기 시 매각, 철수함으로써 장기보유에 따른 수익률 상승의 기회
를 상실하였다.
외국기업의 중국 도시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는 싱가포르의 해외도시개발 거버
넌스이다. 싱가포르는 쑤저우 공업단지의 성공적 사례를 발판 삼아 현재 텐진의
생태도시와 2009년 3월에는 광저우의 지식기반도시를 수주하여 건설 중에 있다.
이들의 진출은 특이하게 정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해외도시개발
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참여에 의한 거버넌스는 도시개발사업
이 어려움을 겪을 때 위력을 발휘하여 민간의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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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정부 참여 거버넌스는 싱가포르의 제도를 수출하는데 공헌하였는바 약
80여 개의 제도가 중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주거사정은 매우 열악하고 도시화의 진전과 함께 대체 수요도
증가하여 신도시 개발은 필수적인 정책과제이다.
베트남 건설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도시 개발 활성화, 제도
개선 및 행정절차 간소화, 외국인 주택소유 허용 등 주택건설 촉진시책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본격적인 베트남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는 2007년 전후로 이루어
졌으며 서서호, 북앙카인, 나베, 다푸억 등의 신도시 개발에 참여하였다.
우리의 베트남 해외도시개발 진출은 최근의 일로 전체 신도시 사업 중 차지하
는 비중은 작으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전망이 밝은 편이지
만, 베트남의 전체 개발사업에서 보상 및 철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기업도 개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은 푸미흥(Phu My Hung) 신도시, 시푸짜 신도시 등이
며, 최근 들어 베트남 신도시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외국회사는 말레이시아의
Berjaya Corporation Bhd 그룹이다.
알제리의 주택보급률은 약 80%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1채당 거주인구 비율이
약 7.3명으로 거주밀도가 높으며 주택부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주택유형 중
공공임대주택이 대다수로, 현재 주택공급이 시장수요에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전체 인구의 23%(700만 명)가 빈곤층임을 감안할 때, 주택공급 부족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이다.
또한 특정 도시의 현저한 인구집중에 따른 종주도시(宗主都市)화 심각한 편이
며, 도시인구의 급증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터넷·상하수도·주차장 등 기반시
설이 잘 구비된 신도시에 대한 요구 증대 및 기존 도시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알제리의 국토 현안에서 인구 활동의 분산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하
여 국토개발환경부는 2025년까지 알제리 국토개발계획인 SNAT 2025를 수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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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알제리에 진출한 국내 민간기업들은 대기업 건설사를 중심으로 금융기관, 엔
지니어링 업체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형태로 진출하고 있다. 다만, 우리
업체들은 리스크가 큰 개발형 디벨로퍼 진출을 꺼려하고 있으며, 사업의 형태가
부지조성공사 등 건설도급형에 머무르고 있다. 공기업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가 알제리 주요 4개 신도시(부이난, 시디압델라, 부그줄, 엘메네아 등)의 PM용역
사업을 일괄 수주하였다.
카자흐스탄은 국토가 광활하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서 많은 국가로부터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하지만, 인구가 2천만이 되지 않고 국토의 남과 북
일부에만 인구가 주로 거주하고, 도시개발을 위한 인프라 여건 등이 미흡한 상황
이다.
2004년 이후 부동산 경기의 활황세 속에 해외도시개발 시장 환경도 알마티와
아스타나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급성장 하였으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 점
차 건설경기가 둔화되는 양상이며,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 부패가 만연하여 도시
개발 과정에서 인허가 비리 등이 발생하고 있는 등 제도는 존재하지만 사회적으
로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
우리 기업의 대표적 진출은 동일하이빌의 아스타나 주거단지 개발, 우림건설
의 알마티 주거단지 개발이 잘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성원건설, 삼보건설 등이
알마티에서 해외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업의
지속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상기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으로는 각 국의 해외도시개발 여건 및 제도가 상이
하나 일반적으로 우리 기업이 중심 진출하고 있는 지역의 개발 여건은 우수한
편이다. 중국의 경우 선진국형 임대형 디벨로퍼 진출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지
만 우리 기업의 해외도시개발 진출은 건설도급형에 머무르거나 개발형 디벨로퍼
등을 회피하고 있다.
외국 기업의 진출사례에서는 싱가포르의 정부참여에 의한 거버넌스 체계가 제
도수출 등을 통해 해외도시개발사업의 지속성과 성공을 담보하는데 중요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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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독일의 카자흐스탄 진출 사례도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큰데 노동력 송출에 비용이 많이 드는 현재 단계에서 우리 업계도 독일의 노동
교육기관의 창출과 교육훈련을 통해 노동의 도덕적 해이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
다. 베트남에서는 화교자본 및 이슬람계 자본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고수
익․고위험의 개발형 디벨로퍼 진출에 있어 금융기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을
상기시키고 있다.

5. 해외도시개발 추진전략 및 민관협력 추진체계 구축방안
구축방안의 기본 방향은 첫째, 국가 간 협력기조 진출 및 ODA 원조 지원 확대
등으로 상대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통한 G20 리더로서 역할, 둘째, 공
공과 민간의 협력 진출, 우리의 직접투자 등 해외무역활동 보호 등 아국의 민간
기업 보호를 최우선 고려, 셋째, 개발형 디벨로퍼 유형을 해외도시개발 추진의
중심에 놓고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방안 모색, 넷째, 정부 참여에 의한 국가 간
협력 도시경영관리 체계를 통한 해외도시개발을 수행, 다섯째, 수요 발생국에 전
략거점을 마련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해외도시개발 수행, 여섯째, 순차적 전략
을 마련함으로써 정보교류 네트워크 정비, 사업타당성 분석 및 평가 등 초보적
차원에서 점차 투자 개발형으로 접근, 일곱째, 가칭 ‘해외도시개발 지원 특별법’
추진을 통해 정부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해외도시개발 추진 전략은 규범적 진출 전략, 개발 프로세스별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체계적 진출 전략, 수요확보를 통한 진출 전략 등으로 구분할 수 있
다.
규범적 진출 전략은 국가 간 협력기조를 근간으로 진출하는 것과 공공과 민간
의 협력을 통해 진출, ODA 확대 등 유 무상 원조 지원을 확대, 우리의 직접투자
등 해외무역활동을 보호 등이 있다.
개발 프로세스별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체계적 진출 전략은 민관협력 해
외정보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개발형 디벨로퍼 프로젝트의 사업타당성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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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및 평가 체계 구축, 개발형 디벨로퍼의 관리형 민관협력 체계 구축, 디벨로퍼
형 해외도시개발에 투자지원(Seed Money) 제도 정비 등이다.
수요확보를 통한 진출 전략은 시기별․지역별로 도시인구의 특성이 달라지므
로 획일적인 도시형태가 아닌 맞춤형 해외도시개발이 필요하다. 개발시대에는
성장에 대한 욕구로 인하여 성장거점으로 인구를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성장 속도가 빠른 도시를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 남미의 경우에는 도
시화율이 선진국처럼 높지만 빈민화율이 높아 국가 재건을 위한 개발수요도 높
으므로 전략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민관협력 추진체계 구축 방안은 정부 지원형 민관협력 추진체계, 정부 투자형
민관협력 추진체계, 순차적 추진체계 구축 방안 등이 있다.
정부 지원형 민관협력 추진체계의 경우 현 단계는 민간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외국 공무원과의 네트워크 구축, 제도 정책자문 활동 등을 통해 낮은 단계의 지
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중앙 컨트롤 타워 기능을 담당하는 정부의
책임부서로서 기능을 갖춘 해외도시개발 지원단 형태와 대외협력, 교육, 개발, 금
융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 지원 실행 전담기관인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 형태,
해외도시개발 협회의 구성 등이 있다.
정부 투자형 민관협력 추진체계는 투자청(개발청) 설립, 공기업 재정비를 통
한 민관협력 강화 방안 등이 있다. 투자청(개발청) 설립은 해외도시개발에 관한
전문적 투자청(개발청) 건설, 분산된 해외 원조 및 투자 재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처의 개별법에 대한 상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지만,
많은 부처에 프로그램이 산재해 있는 등 투자청 설립을 위한 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이 있다.
공기업 재정비를 통한 민관협력 강화는 공기업을 건설공기업에서 점차 디벨로
퍼형 공기업으로 전환하고 개발형 디벨로퍼 임대형 디벨로퍼로 전문화함으로써
(예, 싱가포르의 Keppel과 Asendas) 민간의 디벨로퍼 양성에 일조할 수 있다.
순차적 추진체계 구축 방안으로 정부투자형 민관협력에 의한 투자지원은 현실
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아직 본격적인 디벨로퍼형 해외도시개발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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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아울러 ODA가 확장 추세에 있으므로 기존
KOICA의 무상지원 및 EDCF의 유상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측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1차적으로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의 설립 등을 통
한 적극적 수주모델을 우선 추진하고, 정부 투자형 민관협력 추진체계인 개발청
은 장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해외도시개발 지원 특별법 추진과 관련하여 특별법에 포함해야 될 내용으로는
해외도시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 정보 제공 및 공유 네트워크, 외국 공무
원 트레이닝 센터의 시급한 설립, 정원 외 인력 활용 기술지원 등 해외도시개발
수주 네트워크, 사업타당성 분석 및 평가체계, 해외도시개발 디벨로퍼 육성 방안,
금융기관의 사업타당성 분석 및 평가체계에의 인입을 통해 해외도시개발 리스크
경감 및 디벨로퍼형 해외도시개발사업에 PF 지원과 보증 및 보험 활성화 방안,
정부 참여에 의한 해외도시개발 관리 활성화 방안, 해외도시개발을 장기 추진할
수 있는 중앙 컨트롤 타워 등 민관협력 추진체계 확립 등이다.
해외도시개발 지원 특별법은 현재 국내외 여건상 시급한 과제이므로 효율적으
로 법제정을 할 수 있도록 우선 필요한 부분부터 법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순차적 정비 방안을 마련하되 지원 수준과 투자 수준을 구분함으로써 이원화하
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해외 도시개발 지원센터 수립을 통한 정보네트워크
정비, 교육 네트워크 정비, 사업타당성 분석 및 평가 네트워크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투자지원 분야는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시간을 두고 추진하되 민간 건설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장려함으로써 일부 해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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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개요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해외도시개발의 공간적
및 시간적 개념과 개발 유형을 정립한다. 나아가 공기업 및 민간 건설기업, 디벨로퍼,
개인 등 개발주체 또는 이해당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범위 및 지원 체계, 장단기
정부 지원 전략 등을 통해 민관협력체계의 기본 틀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연구의 배경
1) 대내외적 개발 환경 변화
대외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체질 개선, 중국 및 석유 자원국의
새로운 글로벌 경제 대국으로의 부상, 글로벌 도시화율의 증가 등으로 우리를 둘
러싼 해외도시개발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저성장 기조를 극복
하기 위해 해외도시개발 등 신성장 동력의 확보를 통한 국가경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현황에 대한 자료들이 체
계화되어 있지 않으며, 도시개발 사례도 그 장단점에 대한 보고가 미흡한 실정이
다. 특히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해외도시개발은 체
계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를 타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의 참
여 및 지원에 의한 민관협력 해외도시개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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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도시개발의 개념 및 유형 정립 미흡
최근 해외도시개발, 도시 개발, 도시 수출, 신도시 수출, 첨단그린도시 수출 등
다양한 종류의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어휘가 등장하고 있으나 아직 종합적인 정
립이 안 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개념에 대한 통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 동안 일부 우리의 해외건설에서 그 근원을 본다면 건설부문이 해외도시
개발의 개념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며, 도시에 대한 해외건설이 해외도시
개발이 될 것이다. 즉 해외도시개발이라 명명하기보다는 해외도시건설로 명명하
고 정의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 도식적 개념은 현재에도 ‘해외건설
촉진법’ 등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순한 건설개념뿐만 아니라 개발이라는 측면을 다룸으
로서 해외도시개발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도시
의 건설은 건설과정 뿐만 아니라 개발구상단계에서부터 지역발전과 도시민의 삶
의 질 향상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유기체를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설과
정이 용역의 과정으로서 부분적인 건축물 형성에 일조하는 반면 도시는 이들 도
시기능의 융합체로서 통합적 인간정주공간을 구성하는 것이다. 본문은 이들 해
외에서의 도시형성과정에 더 충실한 개념을 정립할 것이며, 개발 유형도 그에 따
라 정립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개발유형은 해외도시개발 주체 간에 다르고 정
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종합 정리하도록 한다..
3) 민관협력을 통한 해외도시개발 체계 필요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현황에 대한 자료들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며, 도시개발 사례도 사례에 대한 문제점 및 장단점에 대한 분석, 개선
방향 논의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해외도시개발은 개
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성공적인 예보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등이 알
려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 등도 잘 논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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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 않으며, 그에 대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
이제 해외도시개발은 보다 전략적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가오는
2010년은 우리의 개발경제 성장모델이 전 세계로 전수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우
리의 성장모델이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의 협력적 토대 위에서 가능했듯이 해외
도시개발도 이러한 협력적 체계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그 역할에 따라
움직이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화된 민관협력을 통해 해외도시
개발은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 생각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해외도시개발의 공간적 및 시간적 개념과 개발 유형을 정립하
고 공기업, 민간기업, 개인 등 개발주체 또는 이해당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범
위 및 지원체계, 장단기 정부 지원 전략 등을 통해 민관협력 협력체계의 기본 틀
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먼저 개념의 경우 공간적으로는 개별 건축물,
단지개발, 도시개발, 지역개발을 포괄하는 개념정립에 노력한다. 왜냐하면 도시
를 근간으로 하는 인간정주 공간은 도시라는 매개체를 통해 배후지와 도시, 도시
간 관계, 도시내의 기능연계 관계 등으로 설명하는 것이 도시 및 지역계획 학계
의 일반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시간적 개념은 일련의 제반 개발과정의 연속선상
에서 제기되어지는 도시계획, 설계, 엔지니어링, 건설공사, 사후관리 등을 포괄하
는 개발개념을 정립하려 한다. 이것은 현재까지 해외도시개발에서 건설로서의
개념뿐만 아니라 개발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는 포괄적 개발개념 정립에 역점을
두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공간적 개념을 바탕으로 건설과 개발이라는 양축과 장기적 관
리라는 측면을 개발 유형에서 부각하여 제시하려 한다. 특히, 관리는 해외에서
진행되는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국내와는 다르게 적용되어질 필요가 있다. 국내
의 경우 개발이후 관리는 행정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으로 승계하지
만, 해외의 경우 개발주체가 건설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당해 건설현장에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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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도시 서비스 활동을 통해 건설비용을 만회하거나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도시개발 행위는 이러한 관리 유형에 대한 사고 없이
는 진행되기가 어렵다. 다만, 주변 기반시설 등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를 동반하
지 않는 건축 및 단지개발 행위는 상대적으로 분양이후 관리가 덜 필요하므로
관리의 중요성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 연구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해외도시개발의 기본방향 및 전략을 마련하
는 것이다. 국내외 사례 등 현실분석을 통해 이러한 기본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
려 한다. 국내 사례는 건설과 개발, 관리 측면에서 우리 공기업 및 민간건설기업
의 사례를 분석하며,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 및 범위 등을 지적
할 것이다. 국외 사례의 경우 현지에서의 개발 여건 변화, 우리 기업의 성취도,
타국의 성공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사점을 유출할 것이다. 그리고 이
를 토대로 해외도시개발의 기본방향 및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3. 연구의 범위
이 연구에서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다른 국토관련 연구
와는 다르게 이 연구는 해외를 그 공간적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영토
를 제외한 모든 지구상의 국가들이 1차적 공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좁히자면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 우리가 해외도
시개발을 언급했을 때 해외라는 공간은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 공간의 의미이다.
다른 해외국가가 우리의 도시개발을 수요할 수 있는 곳이 우리가 해외도시개발
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일 것이다. 이미 도시화가 잘 진행되고 선진 건축기술을
가진 선진국가에서 도시개발은 자체적으로 진행되어질 수 있을 것이므로 상대적
으로 개발도상국의 중요성이 상기된다. 또한 세계경제의 화두로 등장한 글로벌
균형성장에 대한 요구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가로 성공적으로 등장한 우리에
게 개발도상국이 당장 요구하는 모델이다. 수요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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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시개발은 급박한 요구이며, 개발도상국을 공간적 범위의 중심으로 간주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로 정의하며, 이에는 서유럽,
일본, 북미, 오세아니아주는 제외한다. 다만, 1차년도 과제는 우리 공기업 및 민
간기업의 경험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정부의 지원방향 및 범위를 정하는
것이 주된 연구과제이므로 본문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례지역인 중국, 베트남, 알
제리, 카자흐스탄 등 해외도시개발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그 공간적 범위를 고려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8년을 기준으로 하되, 가급적 현재화된 통계 데이터
를 활용하기 위해서 2009년 자료를 제시할 것이다. 특히 해외건설관련 자료는 매
분기 현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다만,
사례 등은 과거 역사적 기록 등이 분석을 위해 필요하므로 과거 10여년 전 등으
로 거슬러 올라가기도 할 것이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해외도시개발의 개념 및 유형을 2장에서 다룰 것이며,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해외도시개발 현황 및 문제점을 3장에서, 해외도시개발 사
례 및 분석을 4장에서 다룰 것이다. 5장에서는 우리 공기업 및 민간건설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해외도시개발 현지에서의 개발여건, 우리기업의 상황, 타국의 성
공사례 등을 통해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해외도시개발의 기본방향 및 전략을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6장 결론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토론함으로써 전체 연구
결과를 종합할 것이다.

4.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 및 통계조사,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국내외
사례조사 및 대상국에서 국제세미나 개최, 특강·조찬 포럼·자문회의, 국제공동연
구 등을 통한 연구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해외도시개발 분야에서는 2차 자
료를 획득하기 어려워 2차 문헌 자료를 획득하더라도 일부 지엽적 지식에 그치
고 있다. 따라서 문헌 및 통계조사는 기존에 발표된 해외도시개발 관련 각 종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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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 자료, 해외에서의 개발계획, 우리 원 출장자료, 신문자료 등을 참고하였으
며, UN 인구통계국 등 국제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발
관련 가치 추정도 수행하였는바, 프루덴셜의 상업용 부동산 가치 추정방식을 준
용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개발도상국 모두의 상업용 부동산 가치를 추정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도시 상업용 가치에 대한 주거용 가치의 비율을
추정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주거용 부동산 가치까지 추정하였다. 이는 세계 최
초로 이루어진 개발가치 추정으로서 해외도시개발로 인한 가치 규모를 산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설문조사의 경우 2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1차 전문가 설문조사(상반기)는 6
월 초에 공기업의 해외도시개발 관련 사업 유경험자, 해외 담당 공무원, 국책연
구기관 도시개발 전문가 등 공공부문 50인을 대상으로 시범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1차 설문조사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2차 설문조사(하반기)는 10월 중순에
실시하였으며 1차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포괄하지 못한 민간 건설 및 엔지니어링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본 연구의 전반적 기
초 틀을 마련하기 위해 2장 개념 및 유형부터 5장 전략까지를 포괄하도록 작성하
였으며, 결과는 본문에 삽입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성
공과 실패사례 조사를 위해 해외도시개발사업 유경험 회사를 중심으로 심층 인
터뷰를 실시하였다.
국내외 사례조사 및 국제세미나 개최의 경우 사례 대상국 도시개발 전문가들
을 대상으로 연구용역 및 원고 청탁을 실시함으로써 각 국가의 도시개발 관련
법·제도, 우리의 민간기업 및 공기업의 당해 지역 개발 사례 분석과 문제점 파악,
타국의 당해국가에서의 도시개발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10월 초에는 중국
천진에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중국의 사례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점검을 하
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부참여에 의한 해외도시개발 거버넌스
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특강, 조찬 포럼, 자문회의 등을 통한 연구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의 1차 자료 획득과 구성이 중요한 연구 활동이므로 특강, 세미나형 조찬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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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자문위원회 활용이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하다. 먼저 해외도
시개발 유경험자 중 학식과 전문지식이 뛰어난 민간기업, 공기업, 교수 등을 초
청하여, 월 1회 특강을 개최하고 자료를 축적 및 활용하였다. ‘해외도시개발 연
찬회’에서는 2주에 1회씩 국토연구원에서 조찬 모임 또는 일과 중 연찬회를 개최
함으로써 결과를 연구에 반영하고, 연구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를 검증하였다.
국제 공동연구의 경우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외전문가 초빙 프로그
램을 활용하여 중국, 케냐, 베트남 초빙연구원 5명과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하였
다. 중국의 경우 절강대학 교수인 박인성 교수와 도시 및 지역개발 방향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케냐 2인 베트남 2인의 토지 및 건설관련 공무원들과는 도시개발
계획 리포트 작성,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비전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특
히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은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에 시사하는 바 크며, 종합
네트워크로서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중요하고, 단기보다는 장기 프로그램의 개설
이 필요함을 알려 주었다.

5. 선행연구
관련 선행연구들은 건설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등 도시개발보다는
해외 플랜트 건설 등에 집중되어 있고,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
거나 일부 조사 차원으로 종합적인 해외도시개발의 방향 및 전략을 마련하기에
는 체계적이지 못하다. 2008년도에 수행된 본 연구원의 수시과제 ‘해외도시개발
의 진출 방향 및 전략’ 연구는 개괄적 개념 정립 및 전략을 마련하는데 공헌하였
으나, 세부적인 프로세스 및 정부의 지원 범위에 대한 분석 및 고찰에는 미흡하
였다.
본 연구는 세부적인 해외도시개발 과정의 현황 및 문제점, 정부의 지원범위를
분석함으로써 민관협력 해외도시개발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체적인 방향 및 전
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와의 구체적인 차별성은 다음 <표 1-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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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 목적
연구 방법

구분

연구 범위 및 내용

해외건설업의 역사분석,
경쟁력 진단
해외건설 -연구자(년도): 김성일 외 --문헌조사
설문조사, 통계분석 -해외건설업 경쟁력 영향요
재도약을 위한 (2007)
인과 요소별 경쟁수준 검토
건설업 경쟁력 -연구목적: 해외건설 산업의 --사례조사
등 전문가 -선진기업과의 사업 및 운영
강화 방안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 연구협의회
자문 및 면담조사 전략 비교 분석
-해외건설업 경쟁력 강화방안
-

중소건설업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주요 유망시장
선행 보고서조사
연구
해외펀드의
중국
부동산시장
진출
해외도시개발
의 진출 방향
및 전략

중국 등 9개 개도국의 일반
사항
(2006)
-문헌조사, 국외출장조사 - 경제 현황
-연구목적: 향후 증가가 예상
- 건설 및 부동산 개발 관련
되는 해외건설 시장 정보에
제도
대해 기본 자료를 제공함
- 건설․부동산 시장 동향 등
-

연구자(년도): 이의섭 외

연구자(년도): KIEP북경사무
-해외펀드 부동산 투자 현황
소(2007)
-문헌조사, 통계분석
-해외펀드 부동산 투자 특징
-연구목적: 해외펀드 중국부
-중국 내 반응 및 향후 전망
동산시장 진출 조사
- 연구자(년도) : 조진철(2008) - 문헌조사
- 해외도시개발 개념․의의
- 해외도시개발 진출 방향 및 - 인터넷조사
- 우리나라 해외도시개발
전략 마련
- 민간 및 공공 기관 인 (공공 및 민간)의 현황
터뷰
- 각국의 해외도시개발 사례
- 국내협동연구
- 해외도시개발 방향․전략
-

기존 해외개발 연구는 사실 -문헌조사, 통계분석
상 건설(플랜트)에 집중되고, -현장조사
해외부동산에 대한 연구는 -설문조사
거의 전무하거나 일부 조사
민관협력 차원으로 체계적이지 못함
시스템을 통한 -본 연구는 해외부동산 개발
해외도시개발 에 대한 논리 개발 및 체계
촉진방안 연구 적 조사를 통해 직접적인 개
발 프로세스에서의 정부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

본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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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시개발의 개념․의의
-해외도시개발의 국내외
여건변화 및 전망
-국내외 공공 및 민간의 해외
도시개발 사례
-해외도시개발 시범도시
자료 수집 체계
-해외도시개발 민관협력
추진 전략 및 추진체계
-

6. 연구체계도
본 연구의 연구흐름도는 다음 그림과 같이 개념 및 유형 정립 이후 유형의 중
심인 건설, 개발, 관리에 따라 국내 공기업 및 민간건설기업의 유형별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례지역에서의 개발여건, 우리기업의 현황, 타국의 성공사
례 등을 토대로 시사점을 작성함으로써 종합적인 해외도시개발의 기본방향 및
전략을 마련하는 체계이다. 또한, 현황 및 사례 분석, 기본방향 및 전략은 해외도
시개발 진출 주체에 따라 그 정부 지원범위가 다름을 나타낸다.
<그림 1-1> 연구흐름도

<그림 1-2> 해외도시개발 진출주체 및 정부지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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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시개발의 개념 및 유형

이 장에서는 해외도시개발의 개념 및 유형를 살펴보았다. 해외도시개발의 역사 및 이
론적 검토, 글로벌 여건 변화 및 필요성을 살펴본 이후 해외도시개발의 개념 및 의의
를 다루었다. 또한, 해외도시개발 유형을 도시개발 규모(지역개발, 신도시개발, 단지개
발, 개별건축)․개발 프로세스 및 개발 분업(건설 도급형, 디벨로퍼형, 관리형)․시장
(선진국형, 개발도상국형, 저개발국형) 등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1. 해외도시개발의 역사 및 이론적 검토
1) 해외도시개발의 역사
(1) 근세 이전의 해외도시개발
근세이전의 도시개발 역사를 시기적으로 구분하면 광개토대왕의 대륙 영토 확
장과 도시경영, 장보고의 해상무역 및 신라방 건설과 도시의 관리 및 경영, 조선
시대의 해상봉쇄로 인한 해외진출 암흑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세 이전의
해외도시개발은 국력이 강할 때 농경지 등의 확대를 위한 영토 확장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광개토대왕의 시기 철기문화와 기마전술은 주변국에 비해 우위
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륙 영토 확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다민족,
다문화를 아우르는 리더쉽, ‘온 세상’, ‘만민’에 대한 통치이념과 제도 등을 통해
고구려 중심주의가 아닌 포용주의로 대륙을 경영하였다. 특히, 점 선 면 방식의
대륙확장을 추구하였는 바, 확장된 영토에서 가장 먼저 취한 것은 성의 축조였으
10 민관협력시스템을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방안 연구

며, 성과 성을 연계하고 점차 면을 취하는 거점개발 방식을 사용하였다. 행정단
위도 이 시기 재편되어 성城 곡谷 촌村에서 부락部落 영營 곡谷 성城 촌村 등
으로 하였다. 여기서 성은 군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도시라 할 수 있으
며, 성은 도시경영의 핵심 행정단위라고 볼 수 있다. 성의 건설뿐만 아니라 행정
단위 개편 및 제도 도입을 통한 관리가 대륙경영의 중요한 매개체였다고 생각된
다. 광개토대왕의 대륙 진출이 단순히 정복 전쟁으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으나
성(도시)를 중심으로 한 제도 및 문화의 전파, 다민족 문화의 융복합 관리 등 소
프트웨어적 사고가 우리의 해외도시개발에 필요함을 적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1> 신라-당 무역교역도 신라의 경우 750년(경덕왕 9년) 이후 신라
와 당나라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면서 교
역이 활발해지고, 많은 신라인들이 당에서
거주했다. 그들은 해상교통이 빈번했던 산
둥반도 남쪽의 해안 일대와 화이허 강(淮
河) 하류에 이르는 지역에 주로 거주하면
서 신라인 촌락을 형성했다. 주로 상공업
에 종사했고, 일부는 그와 관계된 수부(水
夫) 및 공인(工人)으로 생활했으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다. 특히
뛰어난 항해술로 국제무역을 활발히 전개
했는데, 양저우(揚州)·밍저우(明州)·쑤저우(蘇州) 등지를 중심으로 아랍·폐르시아
상인들과도 교역했고, 일본과 신라 본국을 왕래하면서 해상무역을 주도했다. 상
공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주로 추저우(楚州)와 롄수이(漣水) 등의 도시에 모여
살았는데, 당은 '신라방'이라 하여 자치를 허용 해주었다.
이곳에는 '구당신라소(勾當新羅所)'라는 관청이 있었으며, 총관(總管)이 행정을
관장했다. 그 아래에 교섭업무를 주관하는 역어와 전지관(專知官)이라는 관리가
1)

1) 전경일, 2007, 「광개토대왕: 대륙을 경영하다」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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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인과 관련된 사무를 전담했다. 한편 산둥성 원덩현(文登縣) 칭닝향(淸寧鄕)
츠산촌(赤山村)의 신라인 통할 관청인 구당신라소의 장은 압아(押衙)라 하여 추
저우와 롄수이 신라소의 장을 총관이라 한 것과는 다르게 불렀다. 그러나 압아가
총관과 거의 대등한 위계를 가졌으므로 같은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신라의 해외도시개발은 무역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국민을 보호하
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신라방의 경우 중국이 일정
자치를 허가하고 신라인이 도시를 경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도시가 단순
건설되는 것만이 아니라 관리체계를 갖추고 경영되는 관리 개념을 엿볼 수 있다.
통일신라이후 고려시대는 벽란도를 거점으로 해상무역이 활발하던 시기 였으
며, 우리나라가 코리아라는 명칭을 얻은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신라방에서처
럼 해외에 특별한 거점이 마련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주 무역대상국
인 중국에서 북송, 남송, 원, 명으로 이어지는 정치 격변기에 타국에까지 관리를
허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된다. 조선시대에는 사정이 더욱 좋지 않아 해
외도시개발은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명과 청으로 이어지는 초강대국으로 역할
하고 있었으며, 일본은 자국의 통일을 구성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 임진왜란, 병
자호란 등 한반도에는 전쟁이 끊이질 않았으며, 조선은 급기야 해상봉쇄령을 통
해 자국 국민의 해상진출마저 스스로 막아서기에 이르렀다.
근세 이전의 해외도시개발 역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첫째, 행정 및
제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해외도시개발 역사는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 둘째, 국력이 강할 때 해외도시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어
진다. 셋째, 타국에서의 정치적 안정과 해외도시개발은 정비례적 관계가 있다. 넷
째, 해외도시개발의 공간적 개념은 점선면의 유기적 결합체인 지역개발까지 포
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역사적 시사점 중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
은 관리의 중요성이다. 도시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통해 문화를 전파하고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우리의 해외도시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한다.
2)

2) 두산백과사전 엔싸이버 참조(www.encyb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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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해외도시개발의 역사

조선시대 이후 근세는 일제 강점기, 동란, 미국의 원조 등을 거치며, 우리 국토
의 개발 주체라기보다는 개발주체의 하청을 수급하는 건설도급의 역사로 기록되
어 진다. 현대에 와서 우리 건설은 주로 건설과정의 하청업체로 역할하여 왔으
며, 현재까지도 종합건설사가 시행 및 시행보증을 통해 전체 개발과 건설을 주도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설과정도 인프라 건설 등에
서 용역을 수주하는 건설도급의 체제를 못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건설도급과 아
울러 1980년대부터는 일부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는바, 간
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해외도시개발의 건설도급 역사
1965년 현대건설의 태국 고속도로 공사 이후 1970년대 저임금과 단순 건설기
술을 기반으로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의 주요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1980년대부
터 1992년까지는 부가가치가 낮은 저가공사 수주, 기술개발 노력 부족으로 침체
기를 겪었으며 2000년대 이후 회복기를 거쳐 2005년 이후 플랜트를 중심으로 급
성장하였으나 수익률이 그다지 높은 상황은 아니다.
(나) 해외도시개발의 개발(디벨로퍼) 역사
1980년 대우건설의 미국 시애틀 노인주택 개발을 최초로 2008년까지 총 152건
153억 달러를 수주하였다. 대우건설은 1980년대 이미 단순 주택건설에서 벗어나
미국 시애틀 노인주택, 뉴욕의 맨하튼 트럼프 월드 타워, 플로리다 임대주택 등
많은 외국 주택의 개발사업을 통해 디벨로퍼로서 명성을 쌓았다. 연도별 해외 개
발사업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 들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997년 외환·
금융위기 이후 감소, 2000년 이후엔 서서히 늘어나다가 2006년 및 2007년에는 아
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해외도시개발
의 개발은 대규모 디벨로퍼(developer)라기 보다는 소규모 디벨로퍼로서 임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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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벨로퍼 또는 하위 디벨로퍼(sub-developer)로 기능을 하였다.
2) 해외도시개발 이론
(1) 해외직접투자 이론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이론은 자본의 흐름에 관한 이론
으로서 어느 정도 성장한 국가에서 다른 저성장 국가로 자본이 이동하는 것이
자본의 논리이며, 이들 자본을 통해 저성장 국가가 발전하고 동시에 성장국가도
국민소득이 상승한다는 이론이다.
MacDougall은 수익격차이론(differential return theory)을 제시하였는데, 국가 간
자본 한계수익률의 차이로 인해 단위 자본 투하에 비해 수익이 저조한 국가에서
투하 자본당 수익이 높은 국가로 국제적인 자본 이동이 발생되며 이러한 자본이
동은 투자국과 투자유치국의 국민소득 수준을 동시에 향상시킨다는 이론이다.
Aliber는 통화지역이론(currency area theory)을 제시하였는데, 일정 시점에서 강
세 통화국에 위치한 기업에 비해 약세 통화국에 위치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
하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가 강한 곳에서 약한 통화국으로 해외직
접투자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2) 포트폴리오 이론
포트폴리오(portfolio) 이론은 금융시장에서 주식, 채권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분산투자가 리스크를 분산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론
이며, 부동산 자산도 여러 국가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이윤 극대화에 유리하다는
이론이다.
포트폴리오의 적절한 분산은 비체계적 위험(unsystematic risk)을 줄여 총위험
(total risk)을 줄여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동의 국가들은 오일가격 상승시 오일
머니를 주로 전 세계의 해외부동산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국가경제 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도 2007년 9월 투자청을 설립하여 M&A,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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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투자 확대, 해외부동산에 투자함으로써 자국의 경제안정화를 도모하고 있
다.
(3) 지역개발 및 계획이론
직접투자 이론과 포트폴리오 이론이 우리의 해외도시개발 진출에 대한 정당성
을 제공하는 이론이지만 경제적 이윤에만 치중하고 있어 지역개발의 공익성, 형
평성 등을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반면 지역개발 및 계획이론들은 경제성을 추구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파괴, 사회적 불평등 등 외부불경제(negative
externality)에 대해 경계하며, 이를 극복하고자 정부참여에 의한 거버넌스 이론들
을 전개하고 있다. Campbell(1996) 은 경제적 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적 평등을
조화롭게 구성하는 지역개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4) 이론의 시사점
자본의 논리를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자본이 점차 해외에서 활로를
모색해 나가는 해외직접투자가 강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아
시아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현 단계 저임금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형 투자가 주
류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금융업과 보험업을 통해 해외직접투자를 강화
하고 있다. 특히 자본의 포트폴리오 형성을 통한 접근이 해외직접투자에서 주효
하며 해외도시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최근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중 부동산
및 임대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민간의 자본 이동이 해외도시개
발 관련 분야에서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해외도시개발은 한 곳에 편중되기 보다는 분산 개발을 통해 리스크를 분
산하고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해외도시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적 및 사회적
평등의 이슈들도 교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필요로 한다.
3) Campbell, Scott (1996) Green Cities, Growing Cities, Just Cities?: Urban Planning and the Contradict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Vol. 62, No.3, pp. 29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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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도시개발의 글로벌 여건 변화 및 필요성
1) 해외도시개발의 글로벌 여건 변화
(1) 세계적 인구 및 도시화율 상승과 도시개발 수요 증가
세계적으로 도시화 현상이 확대되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2008년 현재 전
세계 인구 중 도시에 사는 사람이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50년이 되면
세계 인구의 7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게 되고,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메가시
티(mega-city)'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경제사회국 인구국의 ‘2007 세계 도시화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
세계 인구는 총 67억 명으로 집계하였으며, 전 세계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 인구는 2050년에는 92
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같은 기간 도시 인구는 현재의 2배에 가까운
64억 명으로 늘어, 전체의 70% 가량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도시화가 급진전되면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중규모 도시들이 지구촌을 점하
게 되고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메가시티들도 현재의 19개에서 27개로 늘러 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非)도시인구는 2050년이 되면 지금보다는 오히려 6억 명
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인도의 경제발전으로 인
해 다른 어떤 지역보다 도시화가 빨리 진전돼 2050년께 54%(35억 명)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관측됐다. 중국은 현재 40%(5억 명) 수준인 도시인구가 2050년께
70%(10억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아시아 각국은 도시화 수준에서 큰 편
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호주에서는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
국은 도시인구 비율이 40%, 인도는 29%였고 호주에 인접한 파푸아뉴기니는 12%
에 불과했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의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20-2050년 무렵엔 아시아 도시 인구가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도시화
진전 속도에서는 대륙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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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경우 도시 인구의 급성장이 예상되지만, 아프리카는 도시화가 상대적
으로 느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도 앞으로 40년 동안 도시
인구가 세 배 가량 증가해 9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 세계 도시인구 증가 추이
단위: 명)

(

<그림 2-3> 선진국과 저개발국의
도시인구 증가 추이

단위: 명)

(

64억
50억

전 세계
35억

7억

13억
18억

2억

아시아

10억

5억

3166만
402만

35억
27억

22억

3988만

4176만

3780만

1299만

한국

자료 : 유엔 경제사회국(DESA) 인구분과, 자료
1950

1970

1990

2008.02.26

2010

2030

2050년

세계 도시화 전망‘, 유엔인구국

: '

(UNPD), 2008.02.26

도시개발 수요는 도시화와 인구증가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다양한 도시
화의 유형은 기존 도시에서도 개선과 재생을 유발하므로 새로운 도시개발 수요
를 창출한다. 특히 국제경쟁력, 지방화와 지역화, 정보화, 친환경화 등으로 지속
적인 도시개발 수요가 요구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인구증가와 도시화 현상의 가
속화로 제3세계 및 개도국 등에서 도시개발 수요의 급진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유엔 경제사회국 인구분과의 ‘2007 세계 도시화 전망’에서는 매년 약 250개(인구
30만 규모)의 신도시가 개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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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유럽과 북미를 제외한 발생 가능한 신도시 수

구분
세계인구
도시인구
세계 신도시 수 15만 명
30만 명
도시인구
아시아 신도시 수 15만 명
30만 명

자료

2007년

67
33.5

억명
억명

17

억명

2010년

억명
억명
개
개
억명
개
개

68
35
1,000
500
18
667
333

2030년

억명
억명
개
개
억명
개
개

82
50
11,000
5,500
27
6,667
3,333

2050년

억명
억명
개
개
억명
개
개

91
64
20,333
10,167
35
12,000
6,000

: Urban and Rural Areas 2007; UN-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Population Division), 2007

인구의 증가와 새로운 도시화에 대한 요구 등으로 도시개발시장 규모는 구체
적인 수치로 표현하기보다 건설시장 증가세와 같이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세
계 각국이 공개한 해외신도시의 건설규모만 하더라도 2008년 기준으로 전체
6,119억 달러이며, 미국의 민간경제 분석기관인 Global Insight 에 의하면 세계 건
설시장 규모는 2007년 기준 약 4조 8천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해외신도시는
사회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한 CIS, 중동, 아프리카 등을 중심으로 신도시 개발 건
설 붐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가
4,713억 달러로 전체시장의 77%를 차지하면서 최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CIS
지역이 725억 달러인 12%, 중남부 아프리카가 623억 달러인 10%로 추정하고 있
다. 또한 2011년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5조 8,000억 달러로, 2006-2011년 기간
중 연평균 4.6%가 증가하고, 2011-2016년 기간 중에는 5.6%가 증가할 것으로 전
망했다. 그러나 2007년 미국의 금융위기 여파로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상황에 따
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4)

5)

4) Global Insight, 26 September 2007
5)
, “

황기현 해외도시개발 동향과 국내기업의 참여현황,”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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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세계 지역별 신도시개발 규모
지역
중동/북아프리카
중남부아프리카
CIS
아시아
총계

사업면적
백만㎡
%

사업비
억 달러 %

619

78.1

15.7

52

6.6

725

16.7

72

9.1

2.4

91

2.1

50

6.3

100.0

4,329

100.0

793

100.0

1,128.0

78.0

2,833

65.4

148.0

10.2

680

134.5

9.3

35.0
1,445.5

자료 : 해외건설협회, 2008

수용인구
만명
%

(2) 자원경제시대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대체에너지의 상용화 등은 아직 요원하며, 인간의 에너지 사용 습관도 아직은
변화하지 않은 가운데 석유 가격의 요동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0
3～2007년간 자원소비국에서 14개 자원부국으로 이동한 자원수출자금 규모는
약 3조 4,2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2008년도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자원부국
의 조건을 자원수출 규모 100억 달러 이상, GDP내 자원산업 비중 20% 이상, 1인
당 소득 5,000불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로 정의하고 있다. 중동 산유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등 14개국이 조건을 만족하여 대표적인 자원부국에 해당된
다.
중동 등 BRICs 국가 및 부존자원이 부족한 선진국에서 자원개발이 지속되며
자원의 이동 통로를 개척하기 위한 거점 항구 개발 등 해외도시개발 수요가 증가
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든든한 경제력을 활용해 세계 곳곳에 전략 거점을 확
보하고 있다. 중국은 스리랑카가 남부 함반토타에 건설 중인 항구 공사비 3억
6000만 달러의 85%를 지원하고 있다. 완공 후에 중군 군함 및 상선의 기항지로
사용할 예정이다. 파키스탄의 작은 어촌이었던 과다르도 중국의 지원으로 대형
물류 항구로 변신 중이다. 중국은 이곳에 해군 기지와 석유 저장기지를 마련하고
중동에서 실어 온 원유를 서부 신장 지역으로 나를 송유관을 놓을 계획이다. 또
한 중국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에서 많은 인프라 건설과 도시개발사업에
참여 중이며, 건설업계에서 세계적인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은 베트남 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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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항구인 하이퐁 항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공사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자
금을 일본의 공공개발자금(ODA)으로 지원하였다.
한편 카자흐스탄, 알제리, 사우디, 아제르바이잔 등 부존자원이 풍부한 국가
및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신흥시장의 신도시 개발 수요가 지속될 전망이
다. CIS, 중동, 아프리카 등의 자원부국은 자원고갈 전에 취약한 인프라 및 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신도시 개발 붐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IS 지역
은 수도권 집중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기능 도시개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우디, 알제리, 카타르 등 중동·북아프리카는 오일머니를 자산으로 세계적 규모
의 경제복합도시의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표 2-3> 해외신도시 건설 추진현황

지역
중동/북아프리카
중남부아프리카
CIS
아시아
총계

사업면적
백만㎡
%

사업비
억 달러
%

수용인구
만명
%

1,128

78

2,833

65

619

78

148

10

680

16

52

7

134.5

9

725

17

72

9

35

3

91

2

50

6

1,445.5

100

4,329

100

793

100

자료 :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2008년 12월 말)

(3) 후기 정보화 시대의 글로벌화 가속
글로벌 교통의 발달로 지구촌의 이동이 활발하며, 정보의 이동도 활발함에 따
라 경제 후발국에서 직접투자 등 개발에 대한 문화적 충격이 완화되어 가고 있
다. 또한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정보의 구득이 용이해지고, 투자시 관리도 용이해
지는 구조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4) 동아시아에서의 고환율 가능성
미국과 유럽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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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일본과의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 낸 것처럼 수출비중이 높은 동아시아 국
가들에게 환율 절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 외환시장에서 동아
시아 국가들의 통화 강세는 결국 상품시장에서 수출부진으로 이어지며 중국, 일
본, 한국 등의 국가들의 해외직접투자를 촉진시킬 전망이다. 이는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 간에 해외도시개발 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1985

2) 해외도시개발의 국내 여건
(1) 우리의 도시개발 경쟁력 비교우위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급속한 도시화과정에서 재개발, 재건축, 신도시개발
등 도시개발 정책 및 스피드개발 노하우(신도시를 조성할 때 선진국은 20~30년,
한국은 5~10년을 소요)를 상당부분 축적하고 있다. 이에 우리의 도시정책과 기술
은 개발도상국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각국의 실정에 부합하는 맞춤
형 도시개발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산업화가 시작되거나 빠르게
진행 중인 개발도상국은 2000년대 들어오면서 급격한 도시 인구 증가와 더불어
신도시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 중앙아시아와 북아프리카 등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
장경제 체제를 채택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들
이 신도시 개발을 멈춘 지 오래된 상황에서 최근 30년간 우리 신도시 건설 경험
은 이들 개발도상국 및 자원부국들에게 중요한 벤치마킹이 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이들과 경제적 격차가 너무 크고, 도시개발 속도도 너무 느려 선진국의 신
도시는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개발모델이 되지 못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u-City, 도시정보시스템, 토지
관리시스템 등 첨단 신도시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친환경 녹생성장을 주도
하는 녹색도시 및 지속가능한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형 Techno-Park 를 건
6)

6)
7)

7)

택지개발 분야 세계 최초 CDM을 등록한 평택소사벌, 행복도시 등 Eco-city
상암 DMC, 대덕연구특구, 구로벤처벨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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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할 수 있으며 세계 최고 High-rise 건물 건설실적 과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다.
해외도시개발 시장에서 도시개발 경쟁력에 대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 에서 응
답자 중 ‘뛰어나다(49.4%, 125명)’, ‘매우 뛰어나다(9.5%, 24명)’로 대답해 도시개
발에서 매우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개발 경쟁력의 원인에 대
한 질문에서는 응답자(62.6%, 144명)가 ‘개발시대 우리의 공영개발이 도시개발에
적당함’에 응답하였으며 그 외 저렴한 ‘건설비용(5.7%, 13명)’, ‘뛰어난 건설기술
(5.2%, 12명)’, ‘선진국 미참여(5.2%, 12명)’ 등에 응답하였다.
8)

9)

<그림 2-4> 우리나라 도시개발 경쟁력

두바이 버즈두바이(800m), 쿠알라룸푸르 KLCC(452m)
년 10월19일부터 23일까지 해외도시개발 관련 공무원, 연구기관 전문가, 공기업, 민간기업 등 253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8)
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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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도시개발 경쟁력의 원인

한편 민간기업 및 공기업의 해외도시개발 성공가능성을 묻는 질문 에서는
‘보통(61.1%, 154명)’, ‘성공적(25.8%, 65명)’, ‘회의적(10.7%, 27명)’, ‘매우 성공적
(0.8%, 2명)’, ‘매우 회의적(1.6%, 4명)’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해외도시개발사업
을 불확실성이 큰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성공에 대한 확신이 적은 것으로 알
수 있다.
10)

년 10월19일부터 23일까지 해외도시개발 관련 공무원, 연구기관 전문가, 공기업, 민간기업 등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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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민관 해외도시개발 성공 정도

(2) 우리의 도시개발 경쟁력 비교열위
우리는 지난 개발경제시대를 거치는 동안 도시개발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부족함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첫째, 종합건설사
위주의 도시개발 시장 발전으로 건설과 개발이 분리·운영되어 있지 못함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체계적 접근이 곤란하다. 이와 더불어 해외도시개발 시장에서 대
규모 자본을 동원할 만한 디벨로퍼는 사실상 부재하며 미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심지어는 중국 디벨로퍼에게도 비교열위가 있다.
둘째, 해외도시개발사업은 초기투자비용 등 자금조달 능력이 사업의 실패를
좌우하는 고위험-고수익 사업으로서 사업구상에서 건설, 운영까지 장기간 소요
되며 시장의 변화, 제도 및 정책변화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는 사업이다. 이렇
게 고위험-고수익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 분야의 해외진출비즈니스
모델이 제시되지 않은 채, 현지정보가 부족한 민간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 실정
이다. 불확실성이 큰 해외시장에서 우리 민간업체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는 곤란하다.
셋째, 정부지원이 부족하다. 공적개발원조의 자금 규모가 작고, 승인절차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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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소요되며 소규모 해외건설업체인 경우 신용보증, 해외 고급정보에 대한 접
근성이 취약하다. 사업 초기에 올바른 정보를 얻는 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초기 정보 획득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일본의 경우 자이카
(JICA, 일본국제협력기구), 네덜란드의 경우 네데코(NEDECO, 네덜란드 엔지니
어링 컨설턴츠 재단)가 각국의 정보를 수집해 기업들에게 제공한다. 이들은 해당
국가에 파견된 요원이 그 나라의 관련 법규, 세무관계, 관습 등 현장 정보를 보내
오면, 이를 취합하여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기업에 사업 타당성
까지 분석해 주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도 절감하고, 초기 사업 위험도 최
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넷째, 계획·설계·엔지니어링 부문의 해외시장 진출 경험 부족으로 진출 대상국
의 법규,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들 업체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체계가
미흡하다. 2006년에 발표한 건설교통부의 국제표준화 로드맵에서 우리나라 건설
엔지니어링 기술력은 선진국의 7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국가의 지
원체계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해외도시개발의 필요성
국내의 도시개발은 한 국가 내의 산업구조에서 이루어지지만 해외에서의 도시
개발은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는 것이다. 해외도시개발은 상품수출이나 해외건설
사업과는 달리 종합적으로 도시를 개발하는 사전기획부터 유지 및 관리활동을
포함하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국가의 새로운 산업인 신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다.
해외도시개발은 새롭게 육성하는 분야로 시장성, 파급효과, 경쟁력 등이 있다
면 21세기형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후방 산업파급효과가 큰 산업으
로 있는 건설부문 뿐만 아니라 철강, IT, 서비스 부문 등에 막대한 연계효과를
가져올 수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아제르바이잔 신도시급 10개 수주 시 20조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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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22조원, 부가가
치 유발효과 16조원, 15만 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물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해외도시개발을 통해 우리의 건축 양식, IT
기술, SOC 등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어 한국문화의
총아로서 한국의 국가 브랜드 파워를 업그레이드 시켜 타 산업에서의 브랜드 가
치도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해외도시개발을 통해 기술․문
화․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형자원의 국부창출 도구로 국가 브랜드 및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으며 새로운 한류문화 확산과
함께 장기적으로 경제적․문화적 영토 확장을 위한 도약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
이에 국내 부동산 버블의 돌파구, 건설 산업의 불확실성 급증과 대안, 우리
ODA의 증대와 체계적 지출 및 회수, 안정적 국가경제체제 확보로서 해외도시개
발이 필요하다.
해외도시개발의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기여도에 대한 본 연구의 설문조
사 에서는 ‘크게 기여(35.8%, 87명)’, ‘조금 기여(46.9%, 114명)’, ‘보통(15.6%, 38
명)’ 등에 응답하여 해외도시개발이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기대되고 있음을 반영
하고 있다.
11)

12)

성장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도시정보」통권 330호 pp.68
년 월 일부터 23일까지 해외도시개발 관련 공무원, 연구기관 전문가, 공기업, 민간기업 등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11)
(2009),
12) 2009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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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해외도시개발 신성장 동력 기여

3. 해외도시개발의 개념 및 의의
1) 해외도시개발의 개념
(1) 규범적 개념 (국제협력 및 자국민 보호로서의 해외도시개발)
해외도시개발의 규범적 개념은 ‘개발도상국과 우리의 공동발전 개념,’ ‘원조개
념,’ ‘기술전수 개념,’ ‘자국민 보호 개념’의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개
발도상국과 우리의 공동발전 개념’은 순간적 이윤보다는 공공부문 참여를 통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장기적 국제협력 개념이며 ‘원조개념’은
ODA 확대 등을 통한 SOC 지원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발
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념이다. ‘기술전수 개념’은 원조개념
의 범주 포함되는 것으로 우리의 도시개발 경험 및 노하우를 타국에 전수 또는
공유하는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자국민 보호 개념’은 우리의 직접투자 등 해외
의 무역활동을 보호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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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적 개념 (규모 또는 시장에 따른 개념)
공간적 개념은 규모, 시장유형에 따라 개념 구분이 가능하다. 해외도시개발은
도시개발이므로 규모에 따라 개발의 성향, 개발 주체가 다를 수 있다. 규모가 크
면 클수록 공공의 참여를 통한 도시경영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반대로 규모
가 작으면 작을수록 경제성 중심의 민간기업의 참여폭이 넓어진다. 특히 규모가
크면 인프라, 사회주택, 산업단지 등 공공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규모는 지역개발, 도시개발, 단지개발, 단위 빌딩 건축 등으로 다양하다.
해외도시개발은 시장에 따라 선진국·개발도상국·저개발국을 구분하여 개발의
수익을 최대화하려 하며, 시장에 따라 서로 다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보다 안
정화된 선진국 등의 시장에서는 임대업 등에 비중을 두며, 자원부국 등 신생 개
발도상국애서는 개발업에 비중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
(3) 시간적 개념 (개발 프로세스에 따른 개념)
도시개발은 계획단계, 설계 및 디자인 단계, 건설단계, 관리 및 운영단계 등 개
발 프로세스에 따라 다른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개발 프로세스는
단순히 건설만을 생각하기 쉬운 도시건설의 개념을 탈피하게 해주며, 해외도시
개발을 디벨로퍼 개념을 중심으로 컨설팅, 설계 및 디자인 등 용역과정들에 대해
서도 개념을 정립하게 한다.

2) 개발 주체에 따른 개념
도시개발은 단순히 건설을 시작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설을 성공적으
로 완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개발 주체들을 구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발주
체는 설계 및 디자인 용역 주체, 건설 용역 주체, 디벨로퍼를 포함하되 수요자를
항상 염두에 둘 때 개발 성공 가능을 확보할 수 있다. 해외도시개발은 공공부문
(정부, 공기업, 지자체), 민간기업(설계 및 디자인업체, 건설업체), 개인(분양 수요
자)을 개발주체로 한데 엮고 역할 분담을 하는 절차를 요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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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해외도시개발 진출주체 및 진출분야

해외도시개발 개념에 대한 설문조사 에서는 ‘건설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및
설계 등 용역을 포함하는 개념’에 전체 응답자 중 76.1%(194명)가 가장 많이 응답
하였으며 ‘개별건축, 단지개발, 신도시개발, 지역개발을 포괄하는 개념’에
14.9%(38명)가 대답하여 해외도시개발을 건설 개념이 아닌 마스터 디벨로퍼
(master developer) 시각에서 보고 있다.
13)

년 10월19일부터 23일까지 해외도시개발 관련 공무원, 연구기관 전문가, 공기업, 민간기업 등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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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해외도시개발 개념

3) 해외도시개발의 의의
(1) 안정적 국가경제체계 확보
글로벌 경제는 자원 및 에너지, 금융위기로 인해 위기국면을 맞고 있으며, 세
계적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내의 수출주도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우
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수출 주도형 상품경제로써 대외적인 경제요인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경제는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수출
및 내수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등
락에 영향을 받기 쉬우며, 현재 동북아에서도 가장 취약한 국가경제 포트폴리오
를 형성하고 있다. 글로벌경제에서는 자국의 자산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타국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국가경제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포
트폴리오의 적절한 분산을 통해 활황기에는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고 긴축기에는
안정적인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안정적 국가경제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각국의 외국 자산에 대한 투자
30 민관협력시스템을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방안 연구

노력들이 활황기에도 경쟁적인 투자청 건립을 통해 직간접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2007년 이후 중동의 오일머니와 국부펀드들이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하여 부
동산에 할당된 자금을 해외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2007년 9월에 출범한 중국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는 3,000억 달러의 자본금을 확보하여 글로벌 부
동산, 기업, 자원 등에 투자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자산투자의 일환으로서 해외도
시개발은 분명 안정적 국가경제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해외도시개발이 단순 해외건설공사와 구별되는 것은 장기적인 보유와 개
발을 통한 가치상승의 자산이며, 국가의 위기 시 언제든지 환금할 수 있는 자산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2) 해외도시개발을 통한 고용 창출 효과 제고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수출 및 내수(소비, 투자) 부
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부양에 대한 방법으로 대규모 토목공사 등 공공
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이 세계적으로 모색 중에 있으나 1930년대 대공황 시에 사
용하였던 대규모 토목공사와 고용창출, 구매력 증가, 소비 진작, 경제 활성화 등
의 공식은 현재의 한국 경제에는 맞지 않는다.
경제구조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으며, 토목공사를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장점이 될 수 있으나 부동산 버블 등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즉, 글로벌화된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하고 고학력 정보화된 인력
의 수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1970
년대 내수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기에 해외로 수출된 우리 인력은 한국경
제에 큰 버팀목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과거에는 저부가가치 저임금 수준 노동력이었다면, 최근 고부가가치의
고임금 수준 노동력으로 한국경제의 구매력 상승이 중요하다. 해외도시개발은
초기 건설과 관련하여 PM과 CM에서 인력의 현지거주를 통한 현지화를 추구하
며, 추가적인 개발 수주를 위한 마케팅 활동에 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건설 이후
추가적인 유지․관리 등에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고용창출 효과가 상당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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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다. 이러한 인력은 고급 지식기반사회 인력으로 고부가가치의 창출과 국
내로의 송금을 통한 우리나라 내수시장에서의 소비 진작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3) 공공부문 해외진출을 위한 체계성 확보
공공부문은 지난 개발시대에 민간부문의 역랑 부족으로 공공부문이 민간을 대
신하여 각종 경제․사회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큰 역할 하였으나 최근 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최근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공공부문 해외진
출을 통한 글로벌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공공부문의 해외진출
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06~2007년 에너지 위기와 이에 대처를 위한 해외자원개
발을 중심으로 본격화되었다.
해외자원개발에 주안점을 둔 공공부문 해외진출은 자원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SOC 패키지딜 등 연계수단까지도 마련되었으나 중단기적 수익성 확보가
어려웠으며 해외도시개발은 공공부문의 해외진출 방향으로서 제시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이유는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무지로 인해 하나의 범주
로 정하지 않은 오판이 있었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아직까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해외도시개발은 분명 단순 건설공사와는 구분되며 SOC 건설공사와 연동되어
SOC의 투자 건전성을 유지하는 몫을 한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공 해외도시개발은 자원의 SOC 패키지딜 방안에 더해서 해외자원개발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이 가능하다. 동시에 그 자체로 공공부문 해외진출 시 수익성
을 일정부분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4) 민간 해외도시개발의 측면 지원
민간기업 단독의 해외진출은 제도 및 행정절차 미비, 우리정부의 지원이나 현
지조사 미흡 등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으며 특히 진출국의 신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단순시공 등 낮은 수익사업의 수주나 소규모 개발사업만 추
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의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공공이 측면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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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민간 해외도시개발 리스크에 대해 공공이 예의 주시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민간과 공조하여 사용권을 유지하거나 공공이 넘겨받음
으로써 장래 해외도시개발을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민간의 리스크
가 커진 것은 극대 이윤을 추구하려는 민간기업이 가진 고유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 민간기업의 해외도시개발 진출 방향 및 전략이 체계적이지 못하
는데도 기인한다. 따라서 공공이 전 세계 도시개발 시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거나, 민간의 현황자료를 통합하여 다시 민간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민간이 다각적인 해외도시개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여
해외시장에 접근하도록 모색해야 한다.
해외도시개발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해외도시개발은 ‘건설업계의
불황 탈피(42.9%, 117명)’ 뿐만 아니라 ‘국내 고용창출(27.1%, 74명)’, ‘문화수출
(16.8%, 46인)’에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개발도상
국 입장에서의 ‘해외도시개발이 경제성장(57.3%, 122명)’, ‘도시화율 증가(20.7%,
44명)’, ‘복지증진(14.6%, 31인)’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14)

년 10월19일부터 23일까지 해외도시개발 관련 공무원, 연구기관 전문가, 공기업, 민간기업 등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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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필요성(공급자 측면)

<그림 2-11> 필요성(수요자 측면)

`

(5) 해외도시개발을 통한 국제협력 증진
해외도시개발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
도국의 경제성장에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국제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해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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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개발은 단순한 비즈니스의 상행위가 아니라 국가 간 협력과 나눔으로 연계되
어야 지속성을 갖게 되며, 지속가능한 협력체제는 국가 간 상호이해를 전제로 공
적개발원조와 협력 사업으로 추진될 때 가능하다.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해외도시개발로 개발도상국가는 자본축적이 가능해지고
선진국의 노하우를 체화(embodied)함으로써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또한 우
리나라는 직접적(단기적)으로 도시개발 수요를 창출하여 수출증대, 고용창출 효
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간접적(중·장기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촉
진함으로써 교역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해외도시개발은 궁극적으로 경제적인 측
면에서 양국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제협력을 증진시
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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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도시개발 유형
1) 도시개발 규모에 따른 분류
해외도시개발의 공간적 개념으로부터 도시개발 규모에 따른 분류는 크게 지역
을 개발 단위로 하는 지역개발, 신도시개발, 단지개발, 개별건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지역개발
신도시개발보다 더 큰 영역이며, 통상적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포괄하여
수행하는 개발이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홍강유역개발, 두만강유역개발 등 유역
개발이 이에 포함되며, 최근에 식량안보와 관련되어 수행되고 있는 마다카스카
르 대우로지스틱스 농장개발, 현대중공업 러시아 농장개발 등 각종 농장 해외개
발도 포함된다.
(2) 신도시개발
신도시개발은 도시적 이용을 위한 개발을 의미하며 산업단지, 주거지, 여가시
설 등 복합적 개발을 포함한다. 대표적으로 GS건설의 베트남 나베 신도시, 포스
코 건설의 북안카잉 신도시, 대우 컨소시엄의 알제리 부이난 신도시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단지개발
단지개발은 기존 도시 내 또는 신도시의 일부분인 소규모 택지개발, 상업시설
건설, 관광시설 건설, 역세권 개발 등에 대한 개발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롯데
건설의 호주 골드코스트 주상복합 프로젝트, 동일 하이빌의 카자흐스탄 아스타
나 아파트 건설, GS건설의 캄보디아 상업시설 개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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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별건축
개별건축은 호텔, 공장, 학교, 병원, 상가 건축물 등 소규모의 건설을 포함하며
해외건설의 대부분이 개별건축의 영역이다.
해외도시개발 규모에 대한 유형 구분 질문 에서는 ‘개별건축, 단지개발, 도
시, 지역개발을 모두 포함(113명, 44.7%)’, ‘개별건축을 제외한 단지개발, 도시, 지
역개발을 포함(108명, 42.5%)’, ‘인구 5만 이상의 신도시와 지역개발만을 포함(28
명, 11.0%)’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15)

<그림 2-12> 해외도시개발 규모에 대한 유형 구분

2) 개발프로세스 및 개발 분업에 따른 유형 구분
개발과정은 단순한 건설로 대표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여타 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업체계를 형성하여 발전하여 왔다. 개발과정은 도시계획, 설계, 엔
지니어링, 시공, 시행, 관리 등을 포괄하는 과정이며, 본 연구 1차 설문조사의 해
년 10월19일부터 23일까지 해외도시개발 관련 공무원, 연구기관 전문가, 공기업, 민간기업 등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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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시개발의 개념에 대한 응답에서도 ‘건설 개념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및 설계
등을 포함하는 개념(29명, 63.0%)’이 제일 많았다.
(1) 건설도급형
(가) 도시계획, 설계, 디자인 용역 수주형
이 유형은 개발 프로세스 중 가장 고부가가치의 지식기반 산업이며, 제조업에
비유하면 연구개발과 디자인 등으로 가치사슬의 상위를 점하고 있다. 도시계획
분야는 개발시대 경험을 축적하는 가운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도시개발 노하
우 전수 등 컨설팅에서 공공부분의 역할이 기대되나, 건축·설계 분야에서는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비교열위에 있다.
(나) 건설 용역 수주형
지난 1960년대부터 우리 건설업이 해외에서 주로 해 왔던 방식으로 제조업에
비유하면 전문 제조업체의 분업 수준이며, 주로 민간 건설기업의 역할이었다. 민
간의 이러한 건설 용역 수주형은 일변도로 하도급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계가 있으며 건설요소 생산성이 높은 현재 상황에서 상대적 저임금 관리 인력을
보유한 중국 등에 건설시장을 넘겨주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2) 디벨로퍼형
(가) 부동산 개발형
부동산 개발형은 제조업에 비유한다면 종합제조업체에 비유할 수 있으며, 고수익고위험의 투자형이다. 토지의 획득, 보상, 계획 및 설계에 대한 용역 발주,
sub-developer에게 토지를 분할하는 등 개발을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시행사 역할을 한
다.
(나) 부동산 임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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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형과 마찬가지로 투자형 디벨로퍼 또는 금융기관이 수행하지만 위
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안정된 선진국 시장
등에서 디벨로퍼가 성행하며, 최근 중국에서는 개발형 보다는 임대형으로 외국
디벨로퍼가 움직이는 추세에 있다.
(3) 관리형
(가) 프로젝트 및 공사 관리형
PM 또는 CM 등을 통해 프로젝트와 공사를 관리하나 마스터 디벨로퍼 또는
하위 디벨로퍼로부터 용역을 수주하는 용역관리형이다.
(나) 거버넌스형
토지의 획득, 보상, 철거, 부지정리 등 토지정리의 단계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대상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제도적 문제 등을 협의하는 채널을 갖춘 형태이다. 심
지어는 모든 건설행위 이후에 프로젝트 주변지의 추가적 토지확보, 프로젝트 참
가자의 적정이윤 확보 등을 당해국과 공동으로 협의함으로써 도시경영관리를 수
행하는 형태이다.
해외도시개발의 개발 프로세스 및 분업 구분에 대한 설문조사 에서는 ‘건설
용역형, 개발형, 관리형을 모두 포함(69.6%, 176명)’에 응답하여 해외도시개발이
디벨로퍼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

년 10월19일부터 23일까지 해외도시개발 관련 공무원, 연구기관 전문가, 공기업, 민간기업 등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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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해외도시개발 개발 프로세스 및 분업 구분

3) 시장에 따른 유형
해외도시개발의 시장 유형은 주택 및 SOC관련 건설 등 건설행위를 수행하기 위
한 경제·사회적 조건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경제·사회적 개념인 선
진국(developed country),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 저개발국(underdeveloped
country) 등을 준용하여 분류할 수 있다.
(1) 선진국유형(developed countries)
선진국 유형은 이미 발전된 국가로서 각종 건설 인프라가 잘 갖추어지고, 도시
의 형성이 비교적 완성된 수준에 도달한 도시화율이 높은 수준에 이른 유형이다.
금융조달이 비교적 용이한 시장(저위험)으로서 개발에 필요한 거대 자본을 유치
하여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도시가 이미 형성이 잘 되어
있고 신규 건설업자의 진입장벽도 높아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보다는 재개발 등
소규모 단지개발 또는 부동산 임대형 등에 적합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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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도상국형(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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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졌다. 이는 선진
국형과 마찬가지로 개발 시장도 잘 발달되어 있는 유형으로 최근 부동산 임대형
으로 전환되는 시장이다. 반면, 신흥 개발도상국 유형은 소비에트 블록의 해체와
함께 뒤늦게 자본주의적 발달에 동참한 국가들과 한 동안 개발이 뒤처져 있었지
만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새롭게 등장한 개발도상국들로 구성되며, 각종 개발에
대한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유형이다.
(3) 저개발국형(underdevelope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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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원이 풍
부하고 미래 경제사정의 개선에 따라 협력의 정도가 커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정보망의 구축과 인프라 지원을 통해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해외도시개발 시장 유형 구분에 대한 질문 에서는 ‘선진국 및 후발 개도국
이원화(59.7%, 151명)’,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포함(28.5%, 72명)’, ‘개도국
전체를 동일하게 보는 관점(5.9%, 15명)’ 순으로 응답하여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
여 수요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17)

년 10월19일부터 23일까지 해외도시개발 관련 공무원, 연구기관 전문가, 공기업, 민간기업 등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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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개발경험 공유를 위한 국가 유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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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해외도시개발 유형 구분을 정리하면 <표 2-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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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해외도시개발 유형 구분

도시개발
규모

유형
지역개발
신도시개발

건설도급형

단지개발
개별건축
도시계획, 설계,
디자인 용역 수주형
건설 용역 수주형

개발
부동산 개발형
프로세스 디벨로퍼형
및
부동산 임대형
분업
프로젝트 및
공사 관리형
관리형
거버넌스형
선진국 유형
개발도상국 선발 개발도상국
시장 유형 신흥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유형

내용

도시 및 농촌을 포함한 신도시 보다 포괄적인 개발
산업단지․주거지․여가시설 등 도시적 이용을 위
한 복합개발
소규모 택지개발․상업시설 건설․관광시설 건
설․역세권 개발 등 부분적인 개발
호텔․공장․학교․병원․상가 등 개별 소규모 건설
연구개발 및 디자인 등으로 비유될 수 있는 가장 고
부가가치의 지식기반 산업
전문제조업체의 분업으로 비유될 수 있는 현재 우
리 건설업(주로 민간)의 대부분 방식
종합제조업에 비유될 수 있는 고수익 고위험의 투
자형 사업
투자형 디벨로퍼 및 금융기관 수행, 위험회피 수단
으로 활용
마스터 및 하위 디벨로퍼로부터 용역을 수주하는
용역관려형
건설의 사전, 행위, 사후 등에도 당해국과 공동 협의
하는 도시경영관리를 수행
소규모 단지개발 또는 부동산 임대형 등에 적합한 시장
최근 부동산 임대형으로 전환되는 시장
최근 개발에 대한 투자유치가 활발
환경(정치․경제)이 불안하지만 풍부한 자원 및 미
래경제에 따라 협력 여지가 긍정적이어서 정보망
및 인프라 지원을 통한 신뢰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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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해외도시개
발 현황 및 문제점

이 장에서는 국내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해외도시개발 현황을 고찰하고 문제점이 무
엇인지 파악하였다.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은 비교적 고부가가치의 시장인 플랜트 위주
의 건설에 치중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 6년 뒤 디벨로퍼 시장 규모를 우리 GDP의
57배 규모에 달하는 것 추정하였지만 개발형 디벨로퍼 사업에의 활하지 못한 금융권
의 지원, 민간과 공공이 당면한 문제점으로는 현지 네트워크 부족, 사업타당성 분석
미흡, 수요자 확보 미흡 등으로 파악되었다. 관련 법제도 및 정부의 지원체계 문제점
으로는 법상 해외도시개발의 협소한 정의, 디벨로퍼 분야에 대해 다루지 않는 점, 협
력적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1. 국내 해외도시개발의 건설도급 및 디벨로퍼 현황
1) 해외도시개발에서 한국기업의 해외 건설도급 현황 및 문제점
(1) 건설도급 해외시장 규모 및 전망
미국의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Global Insight는 전 세계 건설시장 규모 가 2009
년 현재 약 5조 달러이며, 2006-2011년 기간 중 연평균 4.6% 증가하고, 2011-2016
년 기간 중에는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Morgan Stanley도 2017년까지
10년 동안 세계 이머징 마켓에서의 인프라 건설 투자비는 총 21조 7,000억 달러
18)

18) ‘World Construction Outlook', Global Insigh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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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달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성장
이 정체되는 반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과 중동, 중남미 지역이 성장을 주
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중에서 외국 업체에게 개방되어 있는 해외건설시
장 규모는 8% 수준인 4천억 달러로(2009년 기준) 추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세계 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2007년 매출액 기준으
로 2.6% 수준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높은 해외건설시장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해외
진출의 특정지역 편중, 건설도급 위주의 단조로운 진출방식, 매출규모가 경기변화
에 크게 영향을 받는 등의 문제점으로 해외건설시장 확대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표 3-1> 주요 지역별 건설시장 연평균 증가율 전망(2006~2016)

구분

연평균(%)

아시아(일본 제외)

중동

중남미

북미

서유럽

10.5

10.9

10.6

1.6

2.0

자료 : Global Insight, 26 September 2007

(2) 한국 기업의 해외건설도급 진출 및 수주 현황
2009년 10월 현재 해외건설 수주 누계 현황을 살펴보면 7,032건(3,269억 달러)
을 수주하였으며 현재 94개국에서 538개사가 시공 중에 있다. 1965년 처음으로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한 이후 2006년 2,000억 달러 수주를 기록하였으며, 현재
3,269억 달러의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연도별 수주현황을 살펴보면 1997년 외환·
금융위기 이후 침체를 겪은 해외건설 수주는 2004년 이후 본격적인 회복기에 들
어섰으나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9년에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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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도별 해외건설 수주 추이

단위： 억 달러, 건)

(

자료 : 해외건설협회

공종별 수주현황을 살펴보면, 1980년대까지 해외건설에서 토목, 건축이 주를
이루었지만 1990년대 이후 플랜트 설비 수주의 증가가 두드러졌고 특히, 2000년
대 이후에는 오일머니 급증으로 인한 플랜트 설비 발주가 주를 이루고 있다. 공
종별 해외건설 누적통계를 살펴보면 건축이 956억 달러, 산업설비이 139억 달러,
토목이 782억 달러이며 전기통신과 용역이 각각 101억 달러 및 37억 달러를 차
지하고 있다. 2009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의 공종별 해외건설 수주 비율은 산업
및 플랜트 설비가 59.2%, 건축이 23.3%, 토목이 14.2%, 전기가 2.1%, 용역이 2.1%,
통신이 0.06%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 및 플랜트 설비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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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해외건설 공종별 수주 건수와 금액 현황

자료 : 해외건설협회
구분
건수(건)
금액
(억 달러)

<표 3-2> 해외건설 공종별 수주 건수와 금액

토목

건축

1,652

산업설비 전기통신

용역

합계

2,331

1,149

567

1,333

7,032

782.3(38.7) 956.3(47.4)

139.1(6.9)

101.6(5.0)

37.9(1.9)

2,017.2

주 : 1965년부터 2009년 10월 현재까지의 누계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임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http://www.icak.or.kr/

<그림 3-3> 해외건설 공종별 계약 추이
(단위： 억 달러, 건)

자료 : 해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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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의 용역 유형별 해외건설 금액기준 누적통계는 설
계가 14.2억 달러, 종합이 6.7억 달러, O&M(Operation & Maintenance, 유지관리)이
3.6억 달러, 기술지원이 3.2억 달러, CM이 3.1억 달러, 기타가 7.2억 달러를 차지
하고 있다. 수주 금액별 비중을 보면 설계가 37.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기
타 및 종합이 각각 18.9%, 1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9

<표 3-2> 용역별 수주건수와 수주금액
구분
건수
금액(백만 달러)
비율(%)

설계

종합

O&M

기술
지원

CM

기타

합계

664

54

26

81

167

362

1,334

1,418

674

362

318

307

719

3,798

37.3%

17.7%

9.5%

8.4%

8.1%

18.9%

100.0%

주 : 비율은 금액대비 %를 나타냄
자료 : 2009.10.(누계),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http://www.icak.or.kr/

용역유형별 수주금액 기준 지역별 분포를 보면 중동이 50.9%, 아시아가
36.6%, 아프리카가 7.4%, 유럽이 2.0%, 북미·태평양이 0.8%, 중남미가 2.3%를 차
지하고 있어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균형적인 사업추진
을 위해 해외건설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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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해외건설 지역별․용역 유형별 수주 건수와 금액

단위: 백만 달러)

(

지역
설계 종합 O&M 기술 지원 CM 기타 합 계 비중(%)
474
32
6
61
97
251
921
69.0
아시아 건수
금액 593
90
105
176
144
283
1,391
36.6
75
12
19
14
21
39
180
13.5
중동 건수
금액 544 553 257
77
145
357
1,932
50.9
15
1
0
1
9
6
32
2.4
중남미 건수
금액 68
2
0
9
4
4
87
2.3
19
0
1
0
4
8
32
2.4
유럽 건수
금액 64
0
0
0
1
11
76
2.0
41
7
0
4
16
20
88
6.6
아프리카 건수
금액 138
28
0
47
6
61
280
7.4
2
0
1
20
38
81
6.1
북미, 건수 20
0
10
5
4
31
0.8
태평양 금액 11 0.6

자료 : 2009.10.(누계),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http://www.icak.or.kr/

(3) 해외건설 도급업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추이는 비교적 고부가가치의 시장인 플랜트 위주의 건설
에 치중되어져 왔으며 지역도 중동 및 아시아에 편중되어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 플랜트 시장에서도 우리 업체 간 과당 경쟁 등으로 수익률이 저하되고 있
다. 반면 최근 세계 건설시장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아프리카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임금 노동력의 수출 등으로 건설요소 생산성
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설업의 경우 플랜트 위주의 공사를 탈피하
고 북한의 노동력 활용 등을 통해 건설요소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비교적 저임금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

2) 해외도시개발에서 한국기업의 디밸로퍼형 진출 현황 및 문제점
(1) 디벨로퍼 해외시장 규모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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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벨로퍼형 해외시장 규모를 추정한 것은 푸르덴셜이 유일한데 2003년과
2009년 푸르덴셜은 고유 경험을 토대로 아프리카 및 남미를 제외한 개발 시 상업
용 부동산 규모를 산출하였는데, 이들이 이용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19)



인당  
 × ×     ×


본 연구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모든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시 주거용까지 추정하여 저개발국에서 개발로 인한
디벨로퍼 해외시장 규모를 산출하였다. 주거용은 평촌, 분당, 중동 등의 신도시의
상업용 가치에 대하여 주거용 가치 비율을 평균하여 추정하였다(상업용에 비해 약
3.9배).
본 연구 추정결과 6년 뒤 2015년에 도시개발로 인한 총 디벨로퍼 시장 규모는
US$B 47,795(5경 7천조 원, 1$=1,200원)이며 우리나라 GDP의 57배 규모이다.
<표 3-4> 개발도상국 상업 및 주거 부동산 가치 추정(부동산 개발이익)

단위:US$B)

(

대륙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총계

2009년

2015년

6년간 개발로 인한 가치상승

상업용 주거용 상업용 주거용 상업및주거 순위 상업용 주거용 상업및주거 순위
362

1,438

655

2,600

위
1위
2위

3,255 3

5,323 21,131

6,239 24,769

31,008

1,275

5,061

2,723 10,810

13,533

6,960 27,630

9,617 38,179

47,795

위
2위
1위

293

1,162

1,455 3

916

3,637

4,554

1,448

5,749

7,197

2,657 10,549

13,206

주: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95개 개발도상국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가장 많은 US$B 31,008, 중남미 US$B
13,533, 아프리카 US$B 3,255 의 순서이다. 그러나 개발로 인한 가치상승 효과(개
19) Manadipa Kapas·Youguo Liang, "A Bird's Eye View of Global Real Estate Markets: 2009 Update," PREI
Research, Prudential, Ma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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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익) 측면에서는 중남미가 US$B 7,197,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US$B 4,554, 아
프리카 US$B 1,455 의 순서이다.
(2) 한국기업의 디벨로퍼형 해외개발사업 진출 현황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도시개발사업은 1989년 대우건설의 미국 시애틀 노인주
택 개발사업(3,500만 불)이었으며, 2008년까지 총 152건(153억 달러)을 수주하
였다. 연도별 해외개발사업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 들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이다가 1997년 외환 및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였고 2000년 이후엔 서서히 늘어나
다가 2006년 및 2007년에는 급격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2008년에는 35.6억
달러 수주의 사상 최고 실적을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해외개발사업은 파이낸싱 규모가 크고 투자자본 회수기간이 장기
적인 BOT(Build Operation Transfer)방식보다는 단기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임대형 부동산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해외부동산개발사업은 국내 자본으로
직접 토지를 매입하여 분양과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디벨로퍼 방식이고, 현지
에서 발주를 받아 단순 시공하는 도급방식과는 다른 개념이다. 2005년 이후 아시
아권의 부동산 붐을 타고 해외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의 개발사업지 부족 및 토지가격 상승 등에 따른 사업수익성 악화가 해외개발사
업 확대를 가져왔고, 그동안 국내에서 축적한 주택건설 기술과 개발사업 노하우
를 해외시장에 접목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즉, 건축공사 등 단순 도급 공
사를 수주하면 사업리스크는 낮아질 수 있지만 수익률이 낮아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디벨로퍼 사업으로 전환하였다.
20)

20)

국토해양부, 『신도시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연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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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연도별 디벨로퍼형 해외개발사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 해외건설협회

<표 3-5> 디벨로퍼형 해외개발사업 수주 추이
구분
개발사업수주
전체해외수주
A/B(%)

1989-1997

1998-2004

6,476

676

60,879
10.6

2005

단위 : 백만 달러)

(

2006

2007

2008

439

1,573

2,807

3,566

40,324

10,859

16,468

39,780

47,639

1.6

4.1

9.5

7.0

7.5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http://www.icak.or.kr/

(2) 지역별 디벨로퍼형 해외개발사업 수주 추이
1989년부터 2009년 10월 현재까지 해외개발사업의 실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지역이 전체 해외개발사업의 82.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까지는 중국,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졌으며
2005년부터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에 최초로 진출하였다. 태평양 및 북미지
역은 전체의 18.7%인 22억800만 달러의 수주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1990년 중
반에는 주로 미국, 호주, 사이판 등을 중심으로 진출하였다. 중동지역은 전체의
4.2%인 약 8억 달러 규모의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기업의 중동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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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은 2007년 아랍 에미리트에서 최초로 이루어졌다. 한편 아프리카와 남미 지
역은 해외개발사업을 시작한 1989년 이래 수주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지역
의 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표 3-6> 지역별 디벨로퍼형 해외개발사업
지역
아시아
태평양·북미
중동
유럽
아프리카
남미
합계

수주액

단위 : 백만 달러)

(

비중(%)
15,354

82.9

2,208

11.9

793

4.2

163

0.8

0

0.0

0

0.0

18,518

100.0

주 : 1989년부터 2009년 10월 현재까지의 누계임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http://www.icak.or.kr/

해외개발사업 주요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표 3-7>와 같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민간업체들은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CIS 지역(옛 소련)에서는 카자흐스탄에 이어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까지 신도시
건설 확대를 위해 수주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러시아의 경우 신창건설ㆍ한일ㆍ우
미건설ㆍ금성백조ㆍ롯데가 모스크바 외곽지역에 주거복합타운을 건설하기 위해
현지 모스크바 주정부와의 협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과 카자흐스탄 등 기존 시장의 신도시 건설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건설기업들이 이처럼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토목·플랜트
공사 등 도급공사 위주의 해외건설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서이며 중동지역에 편
중돼 있는 사업지를 확대하고 국내에서 부진한 주택사업을 해외에서 만회해보겠
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또한, 국내 주택사업 축소로 인한 유휴 인력을 해외 주택
사업에 투입할 수 있어 인력 활용 측면에서도 나쁠 게 없다는 게 건설업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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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다.
<표 3-7> 디벨로퍼형 해외개발사업 주요 추진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국가

프로젝트명

파타나칸 주택개발
아소크상가 및 사무실
말레이시아 VISION CITY 건설
북경 신성 그린빌라
북경 LG빌딩 건설
중국 상해 은관대하 건립
북경 건국 국제아파트
심양시 아파트건설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복합단지
알미티 애플타운
베트남 하노이 신도시 개발
아시아나 플라자 건설
태국

업체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우건설
신성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신한
SR개발
동일하이빌
우림건설
대우컨소시엄
금호산업

계약액

계약일

180

’93.11

104

’97.03

344

’94.12

126

’94.12

299

’95.10

100

’96.3

103

’97.3

170

’02.5

328

’05.1

1,400

‘08.2

901

’06.1

176

’06.10

비고

신도시

주 : 개발사업 중 공장 및 조선소건설, 토목사업 등은 제외
자료 : 국토해양부, 『신도시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연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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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벨로퍼형 진출 문제점
건설도급과는 다르게 개발형 디벨로퍼 진출은 거대 자금 등 금융권의 지원이
절대적이나 분양의 성공 여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등 현재 금융권의 지원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개발형 디벨로퍼 사업은 성공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시장의 흐름은 임대형 디벨로퍼 진출에 유리한 상
황으로 금융권은 이들 임대형 디벨로퍼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3) 해외도시개발에서 디벨로퍼형 진출이 차지하는 위상
국내 민간기업들은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축적한 국내 신도시 사업의 노하
우를 살려 베트남, 카자흐스탄, 알제리,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등으로 신도시 수
출 시장을 다변화 하고 있다. 국내의 부동산개발 여건 악화로 해외 부동산 개발
에 대한 국내 건설 및 개발업체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 해외건
설사업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은 걸음마 단계이며 사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체 해외수주 중 개발사업 수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10%도 되지 못하
는 실정이며, 세계 경제 침체, 원자재 가격 급등, 현지 부동산시장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도 적지 않다.
이에 전문가들은 변화무쌍한 환경적 특성상 예기치 못한 변수로 해외사업의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제안하고 있으며 사업도 외형보다는 수익성
위주로 선별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현재 걸음마 단계에서 정보 수
집 및 자금 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업체들의 무분별한 수주를 지양 , 수익성 위주로 사업계획을 세운 뒤
수주하고 현지의 위험요소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
다.
현재 민간의 해외부동산 개발사업은 외형적 수주에 집중하고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험․정보․인력의 부족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개발 일정에 차질
을 빚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해외개발사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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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현재 정부의 지원이 정보, 자금조달, 관리 및 조정 분야에서 절실히 요구된
다.

2. 국내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개발형 디벨로퍼 진출 일반 현황
1)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 신도시 참여현황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도시개발 참여는 베트남, 알제리,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등에서 활발히 사업을 진행 중이다. 가장 참여가 활발한 지역은 베트남이다. 베
트남에서는 한국형 신도시를 수출한 최초 사업으로 기록된 ‘베트남 하노이 타이
호타이(Tay Ho Tay) 개발사업’(대우건설, 경남기업 등 5개사), 지방고속도로 건설
대가로 받은 현금과 토지를 활용하여 추진 중인 ‘베트남 북 안카잉 신도시 건설
사업’(포스코 건설과 베트남 Vinaconex의 합작법인), 그 외에 베트남 호치민(GS
건설), 다낭(대원)에서도 신도시건설 투자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행정도시인 아스타나의 경제특구에서 동일하이빌이 주거복
합단지를, 상업도시인 알마티시에는 복합타운 개념의 애플타운 건설사업을 우림
건설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알제리는 2008년 이후 국내 민간기업이 활발하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이다. 알제리는 ‘알제리2025 장기계획’에 의해 3단계
신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1단계 신도시 5개를 추진 중이다. 5개 신도시 중 2
개 신도시는 설계업체 선정과정에 있으며, 3개는 한국 업체가 설계 및 시공을 수
주하여 진행 중이다. ‘부이난 1지구(대우건설, 한화건설 등 8개사)’, ‘부이난 2지
구(대우건설, 한화건설, 우림건설, 반도건설 등 6개사)’, ‘부그줄(대우건설, 삼환기
업, 우림건설, 공간건축, 동명기술 등 5개사)’, ‘시디 압델라(경남기업, 태영건설,
한양건설, 삼안, KT 등 7개사)’ 등에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 그 외
에 캄보디아 캄코에서 한일건설 및 월드시티,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에서 계룡건
설 및 풍림산업 등이 참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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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국내 민간기업 해외신도시건설 참여현황

국별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업체
추진현황
․
주거용시설
및
상업센터
대우건설
,
하노이
․계약일자(’06.1)
․부지 : 208㏊(63만평) / 규모 : 9억달러(각사 20%) 경남기업 등
․착공예정(’09년중)
타이호타이․사업기간 : 5년(’07~’11)
5개사
하노이 ․상업, 주거, 문화시설 등
포스코 건설 ․베트남정부승인(’06.7)
․부지 : 264㏊(80만평) / 규모 : 28억불(각사 50%)
INACONEX ․착공예정(’09년중)
베트남 북 안카잉 ․사업기간 : 15년(’06~’20)

아파트, 빌라 등
․투자승인(’07.5)
호치민 부지 : 333㏊(100만평) / 규모 : 10억 달러
GS건설
․착공예정(’09년중)
사업기간 : 12년(’08~’19)
, 상가 등
․계약일자(’08.8)
다낭 아파트
대원
부지 : 181.5㏊(55만평) / 규모 : 2.5억 달러
․착공예정(’09년중)
․계약일자(’05.10)
․주거복합
아스타나 ․부지 : 20㏊(65,000평) / 규모 : 10억 달러 동일하이빌 ․A,B블록 준공(’07.9)
․C,D블록 준공(’09)
카자흐스탄
․애플타운 : 아파트 2,566세대, 오피스
(’08.2)
알마티 ․부지 : 28㏊(83,320평) / 규모 : 14억 달러
우림건설 ․․계약일자
분양중(’09년중)
․사업기간 : 64개월(’06~’11)
․주택, 호텔
대우건설, ․공기 3년
부이난 ․면적 : 671㏊
: 5만명
한화건설 등 ․투자협략서 체결예정
(1지구) ․․인구
사업비 : 63억달러 / 규모 : 한국투자비 40억달 8개사 (’09 말)
러
대우건설,
부이난 ․인프라기반시설(공공사업의 성격)
한화건설, ․입찰 평가중
․면적 : 1,558㏊
우림건설,
(2지구) ․공사비 : 7.6억 달러
반도건설
․인프라기반시설
대우건설,
알제리
․면적 : 2,150㏊
삼환기업,
: 35만명
우림건설, ․계약일자(’08.9)
부그줄 ․․인구
사업비 : 미정
공간건축, ․착공(’09 상반기)
․사업기간 : 30개월
동명기술 등
․공사비 : 6.1억 달러
5개사
․인프라기반시설
경남기업,
태영건설, ․계약일자(’08.11)
시디 ․면적 : 3,000㏊
: 20만명
한양건설,
압델라 ․․인구
사업비 : 미정 / 공사비 : 6.5억 달러
삼안, KT 등 ․착공(’09 상반기)
․공기 : 36개월
7개사
․
․
․
․
․

자료 : 해외건설협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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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기업 해외 신도시 참여 현황
한국의 공기업은 선진국에 비해 단기간에 개발이 끝나면서도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여건과 첨단 시스템을 갖추는 개발방식의 신도시 건설이 가능하여 개발도상
국 및 자원부국에서 선호하고 있다. 또한, u-City, 도시정보시스템, 토지관리시스
템과 같은 첨단기술을 신도시에 접목이 가능하여 도시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개
발도상국의 다양한 도시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현재 한국의 공기업이 해외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신도시
CM/PM 사업과 같은 수주형 사업, 해외 산업 생산기지 확보로서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조성과 같은 투자형 사업, 해외신도시 기술과 경험 공유로서 원조 사업
형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수주형 사업(신도시 PM/CM 사업)으로는 한국토
지주택공사 최초 신도시 수출인 아제르바이잔 신도시, 최초 국제입찰 수주인 탄
자니아 키감보니 신도시, 알제리 4개 신도시 PM, 세네갈 핑크레이크 신도시, 나
이지리아 코리타운 신도시 CM 사업, 키르키즈스탄 이식쿨호수 관광단지 조성사
업 등이 있다. 투자형 사업(해외 산업 생산기지)으로는 베트남 박장성 한국산업
단지, 인도 구자라트주 특별경제자유구역 복합산업단지 등이 있다. 원조사업형
(해외신도시 기술과 경험 공유)으로는 신도시 개발 경험을 공유한 알제리, 원조
사업 및 기술자문을 한 가나 및 필리핀, 한국 신도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
는 각종의 초청연수사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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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
아제르바이잔
탄자니아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
수주형 투르크
메니스탄
몽골
세네갈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이라크
베트남
캄보디아
투자형 인도
러시아

<표 3-9> 국내 공기업 해외사업추진 현황
사업구분

추정사업비(용역비)

사업면적

신도시 PM 287억 달러(450억 원) 7,200만㎡
키감보니
5,533만㎡
신도시 마스터플랜 미정(20억 원)
4개 신도시 PM 용역 200억 달러(185억 원)
9,825만㎡
바쿠지역종합 미정(약50억 원) 2억2,000만㎡
개발계획 수립용역
이식쿨 관광단지
미정
미정
아쉬하바드 신도시

5

억 달러

복합대학도시
3억 달러
핑크레이크 신도시 170억 달러
코리 신도시
16억 달러
파이론 복합단지
미정
알 안바르 신도시 220억 달러
산업단지
29백만 달러
산업단지(임대)
27백만 달러
구자라트 산업단지
1억 달러
모스크바 산업단지
미정
도심정비
러시아 나호트카항
미정
및 배후물류단지
개발계획수립 미정(1.2억 원)
가나 신도시기술자문
원조
사업형
복합산업클러스터 미정(0.5억 원)
필리핀 타당성조사
기술자문

만

40 ㎡

단계

계약체결
계약체결
우선협상 제출
제안서 제출
MOU
MOU

만
MOU
7,000만㎡
MOU
300만㎡
MOU
1,000만㎡
MOU
3,500만㎡
검토 중
101만㎡
투자승인
50만㎡
협의 중
330만㎡
MOA
100만㎡
MOU
미정 MOU
30 ㎡

억 9,100만㎡ 계약체결

5

억

10 ㎡

계약체결

자료 : 황기현, “해외도시개발 동향과 국내기업 참여현황,”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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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의 해외도시개발 디벨로퍼형 여건 및 문제점
1) 해외 지역별 도시개발 계획 및 수요 전망21)
(1) 중동․북부 아프리카 지역
오일머니를 자산으로 하여 세계적 규모의 경제 복합도시에 대한 수요가 급증
하는 지역으로 사우디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구 200만, 사업비 500억 달러)에 달
하는 킹압둘라 경제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알제리에서도 사업비 100억 달러 규모
의 하시메사우드 신도시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외 카타르, 리비아, 오만 등에서도
다수의 신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구분

<표 3-10> 중동․북부 아프리카 지역 해외도시개발 현황
내용

면적(백만㎡) 사업비(억 달러) 인구(만 명)

킹 압둘라 경제도시
168
500
200
프린즈 압둘아지즈 빈
156
80
8
무사이드 경제도시
9
70
20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 지식 경제도시
지잔 경제도시
117
300
25
타북 경제도시
161
16(1단계)
70
기타
동·북부 지역에 추가로 2개 신도시 개발 검토 중
부이난 신도시
21
20
15
시디압델라 신도시
30
30
20
신도시
21
20
35
알제리 부그줄
하시메사우드 신도시
44
60
8
엘메네아 신도시
4
4
10
기타
이외 5개 신도시 개발 추진 중
카타르 루사일 신도시
35
63
23
쿠웨이트
오만
리비아

Silk City

두쿰 신도시
리비아 신도시

250

870

70

24

200

10

72

610

100

신도시 건설 20주면 세미나(신도시 건설 20주면 세미나)’, 2009년 6월 17일 ․서울 교육문화회관,
한국토지공사(개최) 및 국토해양부(후원)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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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남부 아프리카 지역
세네갈 정부는 관광국제업무 복합신도시를 건설하여 세계 자유무역 지대 조성
을 계획하고 있으며 핑크레이크 신도시 개발을 현재 토지주택공사와 추진 협의
중에 있다.
구분

<표 3-11> 중남․부 아프리카 지역 해외도시개발 현황
내용

경제자유무역(DISEZ)
세네갈 행정신도시
업무지구건설 프로젝트
핑크레이크 신도시
도시개발
앙골라 벤구엘라
기타

면적(백만㎡)
6.5(1

사업비(억 달러)

단계)

30

인구(만 명)

300

여 기업체

50

300

20

8

30

2

70

300

20

13.5

20

10

수도 루안다 주변에 다수의 신도시 건설 계획

(3) CIS 지역
수도권 집중으로 문제를 해결코자 행정기능 도시건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은 신도시 건설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표 3-12> CIS 지역 해외도시개발 현황

구분
내용
아제르바이잔 신행정도시

면적(백만㎡)

지역 복합주거단지
모스크바 인근 신도시
기타
인접 신도시
카자흐스탄 알마티
G4 City Project
Parus

인구(만 명)

105

287

50

6

3

3

0.5

6

6

6

20

3

33

270

10

Suvorova Stree

러시아

사업비(억 달러)

모스크바 주변 다수의 신도시 건설계획
4

개 대단위 위성도시 건설

(4) 아시아 지역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가장 활발하게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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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도시로의 인구집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신도시 수요 급증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 몽골, 인도 등도 도시인구 급증
에 따른 주택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도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구분
베트남
몽골
중국
인도

<표 3-13> 아시아 지역 해외도시개발 현황
내용

홍강신도시
울란바토르 신도시
린강 신도시(상해)
Anting Newtown(상해)
Longzang(내몽골)

면적(백만㎡) 사업비(억 달러) 인구(만 명)

Chengdu (Cheungdu)

25

51

40

10

40

10

300

-

80

4.98

-

3

13

-

107

-

7

-

70~90

-

90

순이(베이징)
108
퉁저우(베이징)
주요 대도시 인근 50여 위성도시 개발

-

(5) 수요 전망
세계의 각 지역은 급격한 도시화 진행에 따라 신도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각국이 보유한 부존자원 고갈에 따른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산업
다각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인프라의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한국형 신도시 개발 모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해외도시개발의 전망
은 밝다고 할 수 있다.

2) 해외도시개발의 문제점
(1) 정보부족 등 현지 네트워크 부족
도시개발 관련 법제도, 경쟁업체, 개발 국가의 정치, 문화 등 현지 정보의 부족,
외국 건설 공무원과의 네트워크 부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많
다. 그러나 현지와의 지속가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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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으로 수행한 사례로서 중국과 싱가포르의 합작 투자 사업이다. 중국의 중신
쑤저우 공업단지 건설의 경우 싱가포르와 중국이 단순한 비즈니스의 상행위가
아닌 국가 간 협력과 나눔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성공적인 결과를 가
져올 수 있었다. 쑤저우 성공 이후 중국은 텐진 빈하이신구의 생태도시를 싱가포
르에게 맡기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도시개발의 경험과 기술, 문화 등 진출국
과 공유를 하며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싱가포르의 합작 도시개발사업모델처럼 진출국에 대한 지식공유사업
(초청연수과정, 도시개발정책 지원, 해외교육프로그램 등)은 진출국의 공무원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국가 간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며 이렇게
형성된 관계는 민간기업 진출 시 원활한 관계 형성에 일익을 담당한다.
본 연구의 민간기업 및 공기업이 해외도시개발사업에서 겪고 있는 애로 사항
에 대한 질문 에 ‘기타(27.8%,101명)’, ‘현지정보 부족(26.7%, 97명)’, ‘계획, 설
계, 시공 단계 등 개별 프로세스별 네트워크 부족(25.6%, 93명)’, ‘정부 투자지원
부족(11.8%, 43명)’,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은행 지원 부족(8.0%, 29명)’ 의 순서
로 응답하였다. 기타(현지에 대한 신뢰성 부족, 언어, 문화, 개발 관련 법규 미비
등) 및 현지정보, 네트워크 형성이 해외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필요한
사항임을 알 수 있다.
22)

년 10월19일부터 23일까지 해외도시개발 관련 공무원, 연구기관 전문가, 공기업, 민간기업 등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22) 2009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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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민관 해외도시개발 애로사항
120

100

97

101
93

80

60

43
40

29
20

0
현지정보부족

개발프로세스별 네트워크 부족

은행 지원 부족

정부 투자지원 부족

기타

(2) 사업타당성 분석 미흡
일부 설계 및 디자인 또는 엔지니어링 용역은 건설타당성 분석이 많이 필요하
지 않으며, 용역 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 긍정적이지만 CM 등은 건설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도시개발 수요는 한 국가에서 여러 개의 신도시 조성, 또는 한 도시에서 여러 장
소에서의 재개발 등을 포함하며, 이들에 대한 설계, 디자인, 컨설팅 용역은 중요
한 첫 걸음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건설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계획 및
컨설팅은 수행하되 건설을 할 경우는 심도 있는 건설 타당성 이후에 수행할 필요
하다.
(3) 수요자 확보 미흡 (분양 실패)
도시개발의 수요자 확보 미흡으로 인한 분양 실패 사례로 카자흐스탄의 우림
건설과 동일하이빌의 예를 들 수 있다. 우림건설과 동일하이빌은 알마티 경제수
도 아파트 건설과 아스타나 신행정수도 아파트 건설사업 등을 수행하였으나,
2009년 현재 분양실패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분양실패의 주요 이유는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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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층을 상위 소득분위로 한정하고 가구당 10억 원에 달하는 고급 아파트 분양
에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건설 초기에는 카자흐스탄의 부동산 폭등에 힘입어 일
부 분양에 성공하기도 하였으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전후로 부동산 경기 하
락과 함께 사업 전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분양 실패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추가 PF에도 영향을 주어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
본사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우림건설과 동일하이빌의 실패 사례는 국가의 소득 수준에 따른 전략적
접근이 미흡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월드뱅크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1천 달러인데 반해 카자흐스탄은 6천 달러로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우리의 1/3에도 미치지 못한다. 해당 국가의 소득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못하고 분양 수요층을 잘못 예측할 경우 구매력 저하와 이에
따르는 수요 확보 실패로 직결될 수 있다. 해외도시개발 진출에서 우리의 주요 접
근 대상은 주로 개발도상국들로 소득수준이 우리보다 낮은 국가들인데 대상국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현실을 도외시한 접근방식은 적절치 못하였다. 즉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Affordable Housing) 또는 시설을 개발했어야 했지만, 이에 대
해는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개발 등의 사회개발이 민관협력시스템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
(4) 해외자원 패키지딜 사업 현황 및 문제점
(가) 해외자원 패키지딜 사업 현황
패키지딜 자원개발이란 건설업체가 도로와 철도, 전력 등 SOC시설이나 신도
시를 건설 해주고 그 대가로 현물 자원이나 개발권을 확보하는 형식으로 민관의
공동 진출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한 형태로 진행
되고 있다. 정부의 자원개발 추진 전략에 맞춰 한국석유공사 등을 선두로 해외진
출이 증가하고 있다. 자원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은 저렴한 가격에 자원개
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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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원개발 특성상 생산에 돌입하기까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하여 지원금을 늘리는 등 기업들의 자원 개발에 정부의 지원이 증가하
고 있다. 패키지딜을 통한 사업유형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민간기업과 현지 정부 간에 패키지딜을 성사하는 경우이다. 민간기업이 현지 정
부와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거나 현지 정부의 프로젝트 참여 요청이 있을
경우 발생한다. 문제점으로는 정권이 교체될 경우 기존의 유력 인사가 교체되거
나 현지법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바뀌게 되면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정부 주도의 자원외교를 통해 거래가 성사된 경우이다. 국가
정상이 방문하여 자원협력을 추진하고 이후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경우로 나이지
리아발전소 프로젝트에 포스코건설이 참여한 경우가 그 예이다. 문제는 일회성
이벤트로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속적인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
세 번째 유형은 국영기업(석유공사나 자원개발 관련 공사)이 민간기업과 공동
으로 자원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이다. 사업의 추진 과
정에 컨소시엄 회원사 간의 의견 조율이 어렵다는 단점을 극복해야 한다.
네 번째 유형은 민간기업이 자원개발 기업의 자원개발권익을 매입하여 참여하
는 방식이다. 민간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추
진될 수 있으나, 대표사가 프로젝트를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커 다른 참여 회사가
주도적으로 인프라 건설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9년 10월
현재, 베트남, 나이지리아, 마다가스카르에서 패키지딜을 통한 개발사업을 진행
하고 있으며 쿠르드 자치주,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카자흐스탄 등 소수의
국가에서 추진 중에 있다.
해외도시개발, 자원, SOC 등을 포함하는 패키지딜 방식에 대한 본 연구의 설
문조사 에서는 ‘도시개발과 SOC를 일차적으로 엮고 향후 자원개발 모색
23)

년 10월19일부터 23일까지 해외도시개발 관련 공무원, 연구기관 전문가, 공기업, 민간기업 등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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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자원과 도시개발의 패키지딜(27.6%,
69명)’, ‘현행유지, 자원 및 SOC 패키지딜(18.4%, 46명)’, ‘자원 가급적 생략, 도시
개발과 SOC를 패키지딜로 묶음(10.0%, 25명)’ 등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40.8%, 102 )’

<표 3-14> 우리나라 기업들의 패키지딜 진출현황
국가

기업

프로젝트

광업진흥공사,
암바토비
니켈광
개발
경남기업, STX
GS건설
나베신도시
베트남
북안카잉
포스코건설
신도시
화력발전소
나이지리아 포스코건설, 한전 (가스관로
포함)
, 쌍용건설, 쿠르드 오일 및
이라크 석유공사
현대건설 등 7개사 인프라 개발

마다가스카르 대우 인처내셔날,

규모
(억 달러)
40

10
27
47
100

내용

인프라건설사업을 위해
니켈광산 개발 참여
1.5억 달러 규모의 호치민
순환도로를 무상으로 식동
해주는 대가로 토지사용권
획득하여
추진 대가로 현금
고속도로 건설
및석유공사가
토지를 제공
받아유전의
추진
획득한
석유를 담보로 발전소 및
가스관로
쿠르드오일건설개발을 대가로
인프라건설

자료 : 국토해양부, 『신도시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연구』, 2008

<그림 3-6> 패키지딜

120

102
100

80

69
60

46
40

25
20

8
0
자원 및 도시개발 패키지딜

현행(자원&SOC패키지딜) 지속

자원 생략, 도시개발과
SOC패키지딜

1차(도시개발,SOC),
2차(향후 자원개발 모색)

기타

(나) 해외자원 패키지딜 사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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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원개발 추진 전략에 맞춰 자원개발의 해외진출이 증가하여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지만 자원개발 특성상 생산에 돌입하기까지 위험이 따르는
단점이 존재한다. 해외자원 패키지딜 사업의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국가의 country risk이다. 유가 하락으로 광구 가격이 저렴해지는 등
활발한 자원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지만 자원보유국의 정치적 리
스크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최근 나이지리아의 대통령 교체
후 새 대통령은 전임 정권이 체결한 유전계약 등을 취소하여 국내 기업의 유전
탐사권이 박탈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석유공사와 SK에너지는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와 계약을 맺고 유전개발에 나섰지만 이라크 중앙정부는 ‘불법계약’이
라고 지적하였고 이어 이라크 남부유전 개발의 2차 국제사전자격심사에서 탈락
하였다. 이는 석유공사와 SK에너지가 이라크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쿠르드 자치
정부와 유전개발 계약을 맺어 이라크 정부와 갈등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다.
둘째, 사업주체 내부 문제(컨소시엄 내에서의 입장 차이, 자원개발과 SOC 건
설을 별개사업으로 간주)이다. 컨소시엄 재원조달의 주체를 둘러싼 컨소시엄 내
부의 입장 차이가 사업추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이라크 쿠르
드 유전개발(석유공사, 쌍용건설, 현대건설 등 7개 건설사가 참여한 한국컨소시
엄, 21억 달러 상당의 SOC 제공 조건)에서는 재원조달의 주체를 둘러싼 컨소시
엄 내부의 입장 차이가 사업추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건설사 쪽은 석유
공사가 ‘원리상환보증’ 또는 ‘담보제공’ 등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석유공사는 재원조달은 건설사의 책임이라고 상호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과
더불어 앞서 언급한 해당국 country risk로 인해 보수적인 금융기관에서 자금제공
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어 사업추진이 늦어지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
셋째, 정책적 지원 대상에서의 SOC 사업 제외이다. SOC 건설 부문은 자원개
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에너지특별회계 등 해외자원개발에 주어지는 정책적 지
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즉, 해외자원개발의 추진 및 촉진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이 존재하나 해외도시개발과 해외자원개발이 연계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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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등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넷째, 수익모델 및 규모의 차이로 인한 컨소시엄 구성의 어려움이다. 신흥 자
원보유국의 경우 전반적인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패키지딜로서의 사업대상 매
력이 높지만, SOC와 건설사업의 사업구조 차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자원개발은 탐사부터 생산까지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SOC 건설기간은 이보다 짧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수익모델의 차이로
인하여 컨소시엄 구성시 타협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건설이나 플랜트 업체를
만나기가 쉽지 않아 개발 참여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즉, 해외자원개발을 추
진하는데 있어 탐사부터 개발까지 그 기간이 수개월이 아닌 수년을 필요로 하는
만큼 바로 수익을 거두기 어려우나 건설이나 플랜트 업체는 계약과 동시에 사용
되는 인력이나 재료비 등으로 초기 투자비용을 단기간에 거둬 들어야 하는 이유
로 수익시기에 시차가 발생한다. 패키지 사업에 주로 참여하는 대기업이나 해외
에 진출해 있는 종합상사의 경우 자금 확보가 수월하고 현지 경쟁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진행 중인 광구참여라도 가능하지만 자원개발 중소기업들은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개발 참여가 어
려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진출 대상국의 비판적 시각이다. ‘패키지’라는 용어로 인해 대상국
들로부터 SOC 사업을 무조건 제공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정부는 ‘패
키지’ 대신 다른 용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이는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온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기 위해 진행된 일명 ‘패키지 사업’의 명칭
때문에 현지 국가가 자국 내 SOC 지원 사업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이라 풀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현지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패키지 사업’의 문제
점을 인식하고 ‘산학협력 및 에너지․자원 협력 사업’이란 명칭을 비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UN산하 식량농업기구(FAO)와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의 공동 보고서를 인용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고용확대와 기간시설 확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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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대감으로 헐값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있다고 보도하면
서 사우디아라비아나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식량안보를 위해 해외부동산투자
를 확대하는 현상에 대해 ‘신(新)식민주의(neo-colonialism)'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고 보도하였다. 한국을 비롯한 외국의 투자가 정당한 계약이 아닌 ‘수탈’로 여겨
지는 것은 일방적인 계약내용 때문인데, 대부분의 토지가 무상 혹은 최소한의 대
금으로 임대되고 고용이나 인프라 개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강
제력이 부족한 실정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24)

24) 2009

년 5월 25일 영국 Financial Times(FT) 보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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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도시개발 관련 국내 법제도와 정부 지원체계 현황 및 문제점
1) 해외도시개발 법 제도 및 정부지원 현황
(1) 해외도시개발 관련 법 제도 현황
① 해외건설촉진법
해외건설촉진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산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
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외건설협회’라는 조직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해외건설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해외공사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분석, 해외건설진흥을 위한 국제민간
협력의 추진,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회원의 품위
유지,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복지사업, 해외건설의 홍
보 및 간행물의 발간, 해외공사 기자재의 공동구입 및 융자·차관과 보증의
알선,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
그러나 해외건설촉진법은 해외도시개발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며, 건축분야 정
도로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민간기업 위주의 지원 체계를 구성함으로써 해
외도시개발의 규범적 개념인 협력적 개념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자산운용방법 및 투자자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명시된 자산의 투자 및 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산을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의 개발, 부동산의 임대차,
유가증권의 매매,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의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야 함
- 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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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단기 매매차익 실현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을 해당 부동산의 국내외 소재여부에 관
계없이 3년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해당국의 시장
상황에 대처한 탄력적인 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국내 부동산은 3년의 처분 제한기간을 유지하되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정관에 그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다.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기간을 시장상황에 맞게 정함으로써 국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 확대 및 투자수익률 제고의 기회라고 판단된다.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
항과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 부동산 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 개발업을 관리·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시 충족되는 요건을 다음과 같이 간소화하
여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최저자본금 5억 원을 3억 원으로
낮추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 원을 6억 원으로 낮추어 개발
업 설립에 따른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함
- 부동산개발업 등록 시 충족 인력 기준, 취소 후 재등록 기간 제한 등에 대하
여서도 완화하였음
- 외국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시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에 ‘아
포스티유(Apostile) 확인서’도 허용하여 등록편의를 도모함. 이 확인서는 협
약 가입국들(총 92개국) 사이에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
기 위해서,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지대신 공문
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하는 다자간 협약에 의한 것임
- 이로 인하여 등록 소요기간이 약 3개월 정도 단축될 것임(2009년 현재, 등록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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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부동산 개발업체는 1,663개이며 이중 외국인이 대표나 임원인 경우 14개
업체 28명임)
그러나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해외의 부동산개발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국민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하는 방법,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
하는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방법,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
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
그러나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은 해외도시개발과 해외자원개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패키지딜 방식의 해외도시개발을 수행하기가 어렵
다.
④

해외신도시 건설사업 지원 특별법안
국회의원 김정권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해외신도시 건설
사업 지원 관련 특별법안으로서 해외신도시 건설사업을 활성화하고 건설업체의
진출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법에서는 지원 대상으로서 해외신도시를 ‘「도
시개발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유사하게 해외에 건설되는 도시’를
칭하고 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외신도시 수출지원을 위하여 해외신도시수출추진단(해외수출 유관기관
망라) 및 해외신도시수출지원센터(실질적 지원을 위한 국토부 소속) 등을
설립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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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신도시 건설사업과 해외자원 사업개발과 연계 추진 동시에 두 사업을
동일하게 지원하며 시행자가 사업비를 자원개발권으로 받은 경우 정부가
우선 매입하여 사업 리스크를 경감함
- 해외건설 전문 인력의 활용하고 국내 건설업체의 사업 참여 및 신도시 건설
국가에 대하여 지원(지역종합개발사업, KOICA사업, 대외경제협력기금 등)
- 그 외에도 시행자 및 현지법인 지원, 공기업 자율성 보장, 해외신도시협회의
설립과 업무위탁 등이 있음
-

(2) ODA를 통한 정부지원 현황
① 관련 지원법
ㅇ 대외경제협력기금법
- 개발도상국가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국가와 경제교
류를 증진하는 등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운
용·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법
-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해야 함
-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정부투자기관 또는 경제단체의 출연금, 다
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재정융자특별회계나 다른 기금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으로부터의 예수금,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조성
- 기금의 용도는 ①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대한민국과 경
제교류를 증진하는데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협력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필
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출자, ② 협력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또는 협력사
업의 시험적 실시를 위해 필요한 자금의 융자, ③ 개발도상국의 경제안정을
위해 특히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자를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수
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융자, ④ 그밖에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⑤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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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⑥ 기금을 조
성·운용·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 지출 등으로 운용함
ㅇ 한국국제협력단법
-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
전 지원 및 국제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함
- 협력단의 사업에 ① 개발도상국가 연수생의 초청·훈련, ② 개발도상국에 대
한 전문가·직업훈련교사 파견과 무상기술용역의 제공, ③ 개발조사사업·재
난구호사업·민간원조단체 지원, ④ 직업훈련시설의 운영과 기자재의 공여,
⑤ 기타 무상협력과 기술협력 추진에 필요한 사업과 정부에서 위탁하는 사
업 등이 있음
- 협력단의 운영재원은 정부나 기타 기관의 출연금, 차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기도 함
현황
우리나라는 신흥원조공여국(emerging donor)으로서 개도국의 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ODA를 증대하고 있다. 그 결과 1991년 1.1억 달러에 불과하
던 원조규모가 2007년에는 약 7억 달러를 기록하여 절대 규모면에서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총 국민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이 2007년 기준
0.07%로서 세계 14위의 경제규모와(2007년 기준) 대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
다. 이는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회원국의 2007년도 평균
ODA/GNI 비율인 0.28% 및 UN 2015년 목표치 0.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②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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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우리나라의 연도별 ODA 지원 현황(순지출 기준)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ODA 총계 182.7 317.5 212.1 264.7 278.8 365.9 423.3 752.3 455.3 699.1
․ 양자간 원조 124.7 131.4 131.2 174.5 206.8 245.2 330.8 463.3 376.1 493.5
-무상원조 37.2 39.0 47.8 53.0 66.7 145.5 212.1 318.0 259.0 361.3
(KOICA지원분) (36.9) (37.9) (44.4) (47.0) (58.6) (121.8) (174.6) (201.9) (192.1) (270.1)
-유상원조 87.5 92.4 83.4 118.6 140.1 99.7 118.7 145.3 117.1 132.2
․ 다자간 원조 58.0 186.1 80.9 93.1 72.0 120.7 82.6 289.0 79.2 205.6
ODA/GNI(%) 0.05 0.07 0.04 0.06 0.06 0.06 0.06 0.10 0.05 0.07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우리나라의 연도별 ODA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에 원조규모가 급증하
여 752.3백 달러, GNI 대비 0.1%까지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는 아프가니스탄, 이
라크 등의 전후복구지원 증가, IDB로의 신규 출자 등에 따른 예외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2006년은 2005년에 발생하였던 원조증대의 예외적인 요인들이 소멸하
여 총 ODA 규모(순지출)가 전년 대비 39.5% 감소, 455.3백만 달러로 나타냈다.
2007년은 전년도 실적이 없었던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에 대한 출자 등에 기인하여 총 ODA 규모(순지출)가 전년대비
53.6% 증가한 699.1백만 달러를 지출하였으나 ODA/GNI 비율이 0.0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이다. 양자간 ODA의 분야별 지원은 사회 인프라 및 서비
스(교육·보건·위생 등),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교통·통신·에너지 등), 생산부문, 인
도적 지원, 행정비용 및 기타로 구분된다.
2007년의 원조 분야별 지원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에 415.9백만 달러(39.4%),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에 402.8백만 달러(38.1%), 생산부문 124.3백만 달러
(11.8%), 기타 39.4백만 달러(3.7%), 인도적 지원 35.5백만 달러(3.4%), 행정비용
31.5백만 달러(3.0%)의 순으로 지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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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연도별 ODA 규모 추이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표 3-16> 양자간 ODA의 분야별 현황(약정기준)
사회SOC
경제SOC
생산부문
인도적 지원
행정비용
NGO 지원
기타
합계

ODA 지원액(백만 달러)
2003 2004 2005 2006 2007

단위 : 억 원)

(

양자 ODA 중 비중(%)
2003 2004 2005 2006 2007

136.72 314.32 398.00 403.09

415.96

43.2

65.0

60.5

59.7

39.4

108.85 113.12 138.12 170.95

402.86

34.4

23.4

21.0

25.3

38.1

38.27

18.80

50.25

33.50

124.34

12.1

3.9

7.6

5.0

11.8

2.99

12.90

36.87

24.62

35.51

0.9

2.7

5.6

3.6

3.4

13.03

17.51

19.38

25.31

31.54

4.1

3.6

2.9

3.7

3.0

6.63

1.75

4.54

5.34

6.60

2.1

0.4

0.7

0.8

0.6

10.10

5.06

10.64

12.69

39.41

3.2

1.0

1.6

1.9

3.7

316.59 483.45 657.79 675.49

1,056.22

100

100

100

100

100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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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에 따른 분야별 지원을 살펴보면, 1991~2007년 동안 무상원조
는 행정제도 3,023억 원(총 무상원조의 19.8%), 교육 2,408억 원(15.7%), 보건의료
2,211억 원(14.5%)에 약 50%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지역별로는 2007년 기준 양자
간 ODA의 46.5%가 아시아에 집중되었으며, 중동이 14.2%, 아프리카가 14.2%, 중
남미가 11.1%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또한 2007년도 소득그룹별 ODA 지원현
황은 하위중소득국에 양자간 ODA의 46.2%, 최빈국에는 24.5%가 지원되었다.
ODA

<표 3-17> 무상원조의 연도별․분야별 지원 현황
구분

교육

보건
의료

행정
제도

지역
개발

정보 산업 환경
통신 에너지 /기타

단위 : 억 원)

(

긴급
구호

합계

1991

11.2

27.3

56.8

10.4

3.0

3.1

55.3

6.6 174

1992

10.1

19.6

56.2

18.2

4.7

13.4

97.7

11.7 232

1993

28.3

20.6

47.6

20.5

5.1

22.8

87.1

4.2 246

1994

44.8

27.4

65.8

22.0

8.8

32.8

100.3

5.9 308

1995

59.8

56.8

50.1

31.8

12.3

29.0

131.1

8.7 380

1996

73.7

65.5

73.7

29.9

19.3

26.8

135.9

7.5 432

1997

52.9

101.0

44.2

25.4

59.9

139.5

139.5

0.0 528

1998

109.8

73.7

72.2

56.5

20.9

53.2

144.4

7.1 538

1999

104.2

48.6

53.7

40.3

23.3

40.3

121.0

19.8 451

2000

141.2

82.2

72.5

33.8

26.5

31.8

119.3

5.5 513

2001

95.0

101.6

73.7

43.3

36.6

31.1

148.3

167.6 697

2002

68.3

105.5

219.9

56.0

91.9

44.3

181.4

9.5 777

2003

304.3

176.9

407.2

89.8

100.7

56.4

282.0

61.8 1,479

2004

284.7

225.3

541.6

101.6

323.4

116.0

294.9

146.5 2,034

2005

350.2

437.1

273.3

84.7

224.2

188.6

280.6

312.6 2,151

2006

210.7

254.8

384.8

69.8

242.7

224.8

297.8

163.4 1,849

2007

410.1

425.3

472.6

150.8

276.4

303.3

388.1

2,408

2,211

3,023

903

1,443

1,277

3,004

1,029

15,298

(15.7)

(14.5)

(19.8)

(5.9)

(9.4)

(8.4)

(19.6)

(6.7)

(100.0)

합계
(비중)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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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2,510.9

<표 3-18> 양자간 ODA의 분야별 현황(약정기준)

지원액(백만 달러)
양자 ODA 중 비중(%)
구분 2003 ODA
2004 2005 2006 2007 2003 2004 2005 2006 2007
아 시 아 150.29 177.73 197.21 155.79 229.42 61.3 57.1 42.6 41.4 46.5
중 동 42.17 81.09 177.73 71.80 70.66 17.2 24.5 38.4 19.1 14.3
아프리카 18.98 28.07 39.12 47.80 70.17 7.7 5.1 8.4 12.7 14.2
중 남 미 11.16 14.89 19.80 25.88 54.69 4.6 4.5 4.3 6.9 11.1
유 럽 3.06 7.03 3.28 31.11 16.95 1.2 2.1 0.7 8.3 3.4
오세아니아 4.84 0.41 0.52 1.18 3.70 2.0 0.1 0.1 0.3 0.8
기 타 14.66 21.55 25.64 42.50 47.88 6.0 6.5 5.5 11.3 9.7
합 계 245.17 330.76 463.30 376.06 493.37 100 100 100 100 100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

<그림 3-8> 양자간 ODA 소득그룹별 지원비중
(순지출 기준, 2007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확대 정책과 해외도시개발과의 연계 부족
우리나라는 대외원조정책위원회 수립, 대외원조기본법 입법 상정 국회 계류
등 ODA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 15위의 경제규모에
맞게 2015년까지 ODA 규모를 2008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ODA 확대정책에서 도시개발에 대한 언급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③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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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다. 특히, 건설 분야에서 기존 ODA는 도로, 철도, 상하수도 등 인프라 건
설 지원을 다루고 있는데,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 해외도시개발에 필요한 주
변 인프라 건설과 연동되어 다루지 않고 있어 해외도시개발을 통한 경제협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
2) 공기업 및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
(1) 해외건설 지원 종합대책25)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중동특수와 세계적인 개발붐에 의한 해외건설 부문의
활황세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08년 7월 4일 ‘해외건설 지
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신흥시장 개척과 연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에 기여하고 있으나,
비구속성(Untied) 원조 사업 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수주가능성이 낮
아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ODA를 통한 사업타당성 조사(F/S: Feasibility Study)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개별부처가 F/S를 지원한 사업과
EDCF 차관 및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을 연계한다. 사업타당성 조사결과를 관
련 기관, 해외건설종합정보망 등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한다.
①

26)

중점 개척시장 다변화 및 진출지원 강화
과거 중동지방에 편중된 수주구조를 신흥 자원 부국으로 다변화하기 위한 외
교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러시아, 남미 등을
중점 개척시장으로 추가 지정하고 지원을 확대하도록 한다. 2008년 하반기에
러시아,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알제리, 브라질, 칠레 등을 중점 개척시장으
②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2008년 7월 4일 보도자료 ‘해외건설 지원 종합대책 발표’ 참고
사업 : 국제적으로 경쟁 입찰하는 방식 / Tied 사업 : 국내기업 간에 경쟁 입찰하는 방식

25)
26) Unt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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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신규 지정하고 중점개척시장 시장개척 비용(현지조사·사업타당성 조사 등)
에 대한 지원 확대(2008년 30억 원)한다.
개발경험 전수와 시장개척 연계
동남아, 아프리카, 중앙아 국가는 경제발전 모델로 우리 성장경험, 특히 SOC
등 인프라 구축경험을 벤치마킹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을 활용하여 우리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정부투자기관과 민간기업간 합작수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요
공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법령 정비하고 ‘해외건설 로드쇼’를 개최하여 해외
시장에 우리의 개발경험과 SOC 건설 노하우를 적극 홍보한다.
③ SOC

해외진출 기업보호를 위해 관련 협정의 제․개정 추진
과실송금제한, 장비반입 과세 등 우리 진출기업 보호에 미흡한 일부 관련 협정
및 우리기업 진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가 다
수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불리한 협정은 개정을 추진(CIS 지역과 투자
협정 등)하고, 남미․아프리카․CIS 등과 조세조약 체결을 추진(마다카스타르,
리비아 등) 한다.
③

민관 공동으로 ‘글로벌 인프라펀드’ 조성 추진
‘자원개발 패키지딜’ 및 투자개발형 SOC 사업이 증대하고 있으나 대규모 자금
소요와 초기 비용부담 등으로 개별기업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곤란한 실정이
다. 민관 공동으로 약 2조원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펀드 조성을 추진하여「자
원개발 패키지딜」진출을 지원 한다.
④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금융지원 확대
해외건설은 최근 3년간 4배 이상 성장하였으나,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지원은
60% 증가하는데 불과하다. 이에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 분야에 금융지원규모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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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대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등 다양한 금융기법 활용하며 수주효과가
큰 패키지형 사업(인프라+자원개발)은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하도록 한다.
고부가가치 분야 진출 지원
우리 건설업체의 기초설계 등 핵심기술 경쟁력은 선진국의 70～80% 수준에
불과해 엔지니어링 등 고부가가치 분야의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 우
수업체를 ‘우수 해외건설업체’로 지정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도록 한다.
해외건설촉진법상의 시장 개척자금(사업타당성 조사비 등)을 우선 지원
(2008.10)하도록 하며 설계업체 입찰 심사 시(PQ) 해외설계 수행실적 및 참여
기술자 가점 확대, 시공능력평가 가점 시행(2008.12) 한다.
⑥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R&D 투자지원 확대
u-City 등 미래형 해외건설 상품 개발을 확대하기 위한 R&D 투자지원을 확대
한다.
⑦

3) 해외부동산투자 현황 및 문제점
(1) 해외부동산 취득 현황
해외부동산 취득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3월 해외주거용부동산 취득한도 폐
지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투자목적용 취득을 최초로 허용한 2006년 5월 이후
급증세를 보였다. 투자목적용 취득 한도 증가(1인당 100만 달러→300만 달러)로
2007년 2월 이후 탄력을 받아 2007년 7월 314건으로 월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
였다. 정부는 2008년 5월 외국환거래 규정을 개정해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
득 한도(300만 달러)를 폐지하기로 하고 2008년 6월부터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5월 투자목적용 해외부동산 취득이 허용된 이후 그 동안 미국과 캐나
다 등 선진국 위주 투자에서 아랍 에미리트, 두바이,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으로
그 범위가 확산되었다. 그러나 2007년 1/4분기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난 해 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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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이후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해외부동산 취득은 급감하였다. 2009년 3/4
분기 현재 해외부동산 취득액은 44백만 달러(130건)로 집계되었으며 작년 같은
기간 내국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액이 총 1억 80백만 달러(499건)에 이르렀던 점에
비춰볼 때, 이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해외부동산 투자
가 급감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난 1/4분기 21백만 달러(61건)에서 배 이상 증
가한 상황으로 최근 들어 해외부동산 가격이 최저점이라는 기대감, 2008년 외국
환거래 규정 완화로 인한 국외 부동산 매입 장벽 제거의 영향이라 사료된다.

27)

이용주 외, 『한국에서 부자되기 세계에 투자하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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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해외부동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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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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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4/4
법인

<표 3-19> 해외부동산 취득 현황
구분
주체별
2006 1/4 금액
2/4
3/4
4/4
2007 1/4
2/4
3/4
4/4
2008 1/4
2/4
3/4
4/4
2009 1/4
2/4
3/4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개인

법인

용도별

45

74

111

5

111

76

266

7

169

14

412

18

189

65

479

19

246

6

616

13

377

17

833

34

298

14

795

26

191

25

451

32

135

12

392

37

163

17

465

34

108

33

267

32

19

23

76

4

20

1

55

6

39

8

110

20

37

7

80

15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단위 : 백만 달러, 건)

(

주거용

투자용

계

45

74

120

111

5

116

89

97

187

204

69

273

73

110

183

166

264

430

65

189

254

141

357

498

71

181

252

164

465

629

116

278

394

248

619

867

81

231

312

168

653

821

48

168

217

105

378

483

38

110

148

76

353

429

33

147

180

93

406

499

40

101

140

103

196

299

7

35

42

15

65

80

6

16

21

21

40

61

13

33

47

36

94

130

14

30

44

38

57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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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부동산 투자의 문제점
해외부동산투자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투자를 억제할
수 있는 세금 문제이다. 즉, 현재 우리의 개인에 대한 해외 부동산 투자체계는
이중과세 등 투자를 억제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표 3-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부문은 부동산 보유단계의 종합소득세와 처분단계의
양도소득세로써 우리나라 국세청 및 부동산 소재지 세무관청에 모두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3조, 소득세법기본통칙 3-3). 결국, 해외도시개발사업에서
개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투자목적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세
금에 대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해외부동산에 대한 정보제공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해외부동산
에 대한 투자 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상 국가의 부동산시장 및 투자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외부동산정보를 체계
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해외부동산 투자 시 문제점을 묻는 설문 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100명의 응답자 중 50%가 정보부족을 이유로 해외부동
산 투자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해외부동산정보 부족으로 투자자들은 투자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개도국
보다는 선진국을 선호하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도시개발의 경우 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결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시사점을 던져 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부동산 정보 네트워크 체계는 민간
의 부동산 포털사이트로 진행되어 왔으며 일부 해외에 부동산에 대해서도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외부동산 정보제공은
한 달에 6-10건 정도로 정보가 빈약한 상황이며, 공공의 ‘온나라 부동산 정보 포
털’ 은 해외부동산 정보를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28)

29)

30)

김태권 해외부동산 투자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pp75
김태권 해외부동산 투자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pp72
국토해양부 운영 부동산 정보 포털 사이트, 투기억제 시책현황 및 부동산 정
책 및 통계 정보 제공

28)
,
29)
,
30) http://www.onna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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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시개발에서의 개인수요자의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에서 ‘정보 제
공 시스템 부재(42.3%, 110명),’ ‘금융 위기 등 외부 환경의 위험성(31.2%, 81명),’
‘세금 등 규제 장벽(20.8%, 54명),’ ‘외화송금’(3.1%, 8명)’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정보 부족으로 인한 해외투자의 불확실성과 해외투자 성격
상 외부환경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에 가장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

<표 3-20> 단계별 납세 형태

구분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
관련세목 없음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납세대상국 없음
국내 및 부동산 소재지 모두 국내 및 부동산 소재지 모두
계
100

명

정보부족
50

<표 3-21> 해외부동산 투자 시 문제점
명

투자가치 부재 관련법령 미비 환율 관련 어려움 사기 등 기타
11

명

7

명

자료: 김태권, 해외부동산 투자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4

명

28명

년 10월19일부터 23일까지 해외도시개발 관련 공무원, 연구기관 전문가, 공기업, 민간기업 등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31) 2009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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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개인 투자자의 애로사항

계
100

<표 3-22> 해외부동산 투자 시 선호국가

명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28

명

21

명

유럽

10

자료: 김태권, 해외부동산 투자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명

아시아
16

명

신흥시장
22

명

최근 우리금융지주 계열 금호종금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9년 6월 미국 뉴
욕 맨해튼의 미국계 다국적 보험회사 AIG 본사 빌딩을 순수 한국 자본으로 17개
국 30개 컨소시엄과 경합 끝에 1억 5,000만 달러(현재 감정가 4억 달러 이상)에
인수하였다. 순수 국내자본이 뉴욕 심장부에 있는 역사적인 건물을 인수한 것은
대단한 일이며 AIG 빌딩 인수 성공의 비결은 환경적 요인(미국 정부의 AIG에 대
한 구조조정 압박), 절묘한 타이밍, 현지에 밝은 브로커, 탄탄한 금융자본 등으로
판단된다. 미국 부동산업계는 순수 국내자본으로 이루어진 금호종금 컨소시엄의
AIG 빌딩 인수를 매우 성공적인 거래로 평가하고 있다. AIG 빌딩은 부동산 호황
기에 8억∼10억 달러를 호가했고 감정평가 가격이 4억 달러로 평가된 점을 감안
하면 1억5000만 달러의 인수 가격은 파격적인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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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국부펀드, 중동의 오일머니 등이 최근 뉴욕 빌
딩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우리도 AIG 빌딩 인수와 같이 해외부동산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10년간 미국에서 약 770억
달러의 부동산을 매입하였지만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하여 원금의 절반도 못 건
진 채 빈손으로 퇴각한 일본의 실패 사례를 통해 해외부동산투자에 있어 교훈을
얻을 수 있다. 1985년 플라자합의(G5 회담)에 의해 엔고가 추진되고 저금리가 실
현되면서 전성기를 맞은 일본의 해외부동산투자는 1987년 300억 달러에 이르렀
으나, 동시에 무분별한 투자로 변질되면서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실수
를 저지르게 된다. 이 당시 일본의 해외부동산투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진출국에 대한 사전분석이 결여되어 있었고 둘째, 리스크 분산에 대
한 이해가 없었으며 셋째, 투자지역의 정서 및 문화에 대하여 무관심 했다는 것
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미국, 유럽 등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로 현지인들의
반발을 사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듯 과열상태에 접어든 일본의 해외부동산투자
는 미국, 유럽 국가들이 경기회복과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라 1988년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초 현지의 부동산버블이 붕괴되자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일본의 실패 사례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투
자대상국에 대한 시장정보 및 분석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해외부동산시장 및 투자에 대한 정보체계
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개발도상국
가의 경우 선진국 보다 개방적이지 않기 때문에 투자 정보 획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보의 정확성 면에서도 불투명해 투자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해외도시
개발사업에서 관심을 주로 갖는 지역은 주로 개발도상국들이기에 이들 국가들에
대한 투자 정보 채널을 민관합동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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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시개발 사례 및 분석

이 장에서는 해외 국가에서의 해외도시개발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는 우리 기업
이 진출한 국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각 국의 해외도시개발 여건과 제도 변화,
우리 기업의 진출 사례, 타국 기업의 당해국 진출 사례 등을 비교 조사하였다. 사례
국가는 중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알제리 등을 고찰하였다. 사례를 통해 발견된 사실
은 시사점으로 정리하였는바, 민관협력 시스템에 대한 시사점, 노동력 교육기관의 생
성, 금융자본의 육성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1. 중국
1) 중국의 신도시개발 현황과 법·제도적 여건
(1) 신도시 개발현황
현재 중국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도시 계획건설 중에서 지급시(地級市)
이상의 도시는 190여 곳이며 전체 286곳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대 이
후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선전(深圳), 광저우(廣州)로 대표하는 중국 거대도
시들이 신도시개발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상하이 임항의 신도시 전체 발전
32)

중국의 행정 구역 단위로, 지구, 자치주, 맹과 함께 2급 행정 단위에 속하며, 지급시는 다시 시할구,
현급시, 현 등으로 나뉜다. 성과 현 사이의 행정 구역으로, 1983년 11월 5일 지급시 제도가 도입되었
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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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 2004년도에 정식 비준되었고, 2008년 올림픽 이후 베이징 11개 신도시 개
발이 전면적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광저우는 2002년에 광저우 신도시군을 조직
하였으며, 2007년 5월에 선전시는 ‘선전시 11차 5개년 기간(2006-2010)의 신도시
계획’을 통과시켰다.
<그림> 중국의 지도

출처: 네이버 지도

중국 연해 지역은 중국 경제가 가장 발달한 지역이며 21세기에 중국 연해도시
개발지구는 산업발전기술, 과학화의 강조 및 현지 내에 성장을 최적화 하는 “후
개발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지구가 종합적인 신도시로 변천하는 것
은 필연적인 추세이며 중국 연해의 각 대도시는 남쪽에 있는 광저우, 선전부터
북쪽에 있는 선양, 다렌 등으로 연달아 신도시 개발건설의 서막을 열고 있다. 이
들 연해지역의 주요 신도시 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쑤저우 공업단지
쑤저우(苏州) 공업단지는 중국-싱가포르 양국의 첫 번째 합작투자로 1994년 2
월 중국 국무원은 “쑤저우 공업단지 개발건설 관련 문제의 회답”을 하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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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달 쑤저우 공업단지를 건설하기로 양국 정부가 체결하였으며, 그 해 5월부
터 개발을 시작하였다. 쑤저우 공업단지의 개발은 중국-싱가포르 합작투자 개발
공사인 '쑤저우-싱가폴 쑤저우공업원 개발 유한공사(CSSD)'가 책임지고 , 행정
및 관리는 중국정부가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대외적인 투자유치는 양
국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중국 국무원은 쑤저우 공업단
지에 자치권을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싱가포르의 경제활동과 공공관리 방면의 경
험을 참고할 수 있도록 동의하였다.
쑤저우 공업단지 개발모델은 중국내 다른 지역에서 이용되기도 하였는데 선양
소프트웨어단지(沈阳软件园，2003), 다롄 소프트웨어 단지(大连软件园，2005),
난징 텅페이 창조센터(南京腾飞创造中心，2006), 항저우 과학기술단지(杭州科技
园，2006) 등이 같은 방식으로 건설되었다. 쑤저우 공업단지는 싱가포르의 경험
을 받아들여 선진국과 유사한 80여 종류의 정책과 법규를 시행함으로써, 중국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창구가 되었으며, 점점 더 분명한 시범효과
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33)

(나) 상하이 임항 신도시
임항 신도시는 상하이 동남쪽 장강과 항주만이 만나는 곳으로 푸동신구에 위
치하고 있으며, 상하이 중심으로부터 75㎞ 떨어져 있고, 총 면적은 311.6㎢ 로 인
구 80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의 신도시다. 임항 신도시는 인접한 양산항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물류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며 빠르면 2010년
부터 건설될 계획에 있다. 임항 신도시는 총 360억 위안을 들여 종합적으로 건설
될 예정으로 크게 다섯 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그 첫 번째는 주요 거주 지역과 각종 편의 시설이 먼저 시의 중심에 들어서
중심단지를 이루고 뒤이어 종합 물류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외에 중공업기
지와 IT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산업단지 그리고 이 단지를 통합 관리하는 종합단
의 등록자금은 1.25억 달러이며 주주는 5개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식보유 비중은 중국측
싱가포르측 28%, 강화투자 10%, 신공그룹과 소주첨단이 각각 5%를 소유하고 있다.

33) CSSD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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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해운, 항공, 하천 운송과 철도 및 도로 운송 설비
들도 갖추어진 종합적인 물류 산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상하이시는 임항신도시를 자체예산으로 개발할 예정이나 국내외 투자 자본,
특히 유럽 자본이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예상외로 자체 자본의 투
자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 텐진 생태도시
2007년 11월 중국과 싱가포르 정부는 중국-싱가포르 텐진 생태도시를 협력하
여 건설하기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2008년 9월 텐진시 인민정부 제14차 상무
회의에서 통과되고 같은 해 9월에 “중국-싱가포르 텐진 생태도시 관리규정”을 공
포하였다. 이 관리규정은 텐진 생태도시를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순환경제
에 기반하고 부동산,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서비스, 물류, 금융, 상업무역, 국제회
의 및 전시회, 레저 등의 산업에 부합하는 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리규정
은 생태도시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 산업구조 배치 및 행정관리체제 등 방면에
있어서 생태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염전․알카리성 황무지
및 오염된 간척지에 생태적 개념의 도시를 건설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텐진생태도시는 중국 동부에 발해만을 둘러싼 지역의 중심으로 베이징-텐진
발전축의 북쪽, 텐진 빈해 신지구내 해변휴양관광지역 안에 위치해 있다. 계획인
구는 35만명, 총면적은 30㎢로 빈해신구를 위한 기능지구서비스를 결합한 중요
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텐진 생태도시는 쑤저우 공업단지와 같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이 주력대상
으로 과학기술이나 연구기능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담당한다. 쑤저우 공업단지
는 싱가포르 경제발전국의 경험을 받아들였으나, 텐진 생태도시는 싱가포르 주
택발전국의 경험을 받아들였다. 생태도시 건설을 위하여 중국의 텐진타이다투자
(天津泰达投资)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텐진생태도시 투자개발 유한공사(天津生
态城投资开发有限公司)’와 싱가포르 길보그룹(吉宝集团, Kepple group)이 중심이
된 싱가포르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중국-싱가포르 텐진 생태도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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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유한공사'를 설립하였다. '중국-싱가포르 텐진 생태도시투자개발유한공사(中
新天津生态城投资开发有限公司)'는 중국과 싱가포르가 각각 지분의50%씩 소유
하고 있는 합작회사로써 총 40억 위안의 자본금 중에서 중국은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여 현물로 출자하였고, 싱가포르는 자본금으로 출자하였다.
초기 기초시설 개발자금은 부동산 개발에서 오는 수익에 의존하는 구조로써
생태도시 개발은 초기에 막대한 기초시설을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개
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국, 싱가포르개발회
사들이 우선적으로 부동산개발을 통해 나오는 수익에 의존하여 기초시설 투자에
투입하는 장기적인 투자구조를 형성하는 사업 구조이다.
(2) 신도시 개발 관련 제도
(가) 도시개발 분류
중국의 도시개발 및 단지개발 행위의 유형 분류는, 첫째, 도시건설 대상에 따
라서 신도시 개발과 재개발로, 둘째는 개발경영방식에 따라서 토지개발과 건축
시공 또는 양자 모두 포함하는 종합개발로 분류할 수 있다.
<표 4-1> 중국도시개발 행위의 구분
구분

도시건설 신도시개발
대상
재개발
토지개발
개발경영
건축시공
방식
종합개발

내용

예시

상하이푸동개발,
신도시나 위성도시개발
텐진빈하이신구개발,
라오닝성 다렌 개발구 등
베이징시내 사합원 주택조합,
구시가지 개조
노후불량주택철거시공
토지사용권 취득→토지수용→철거이전→칠통일평 →협의, 입찰,
경매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건축기업에 유상양도하는 경영방식
건설회사가 토지개발기업으로부터 시장가격으로 토지사용권을 취
득→건설용지에 계획의 요구에 따라 시공→계획에 부합하는 부동
산상품개발 →부동산 상품을 매매 또는 임대하는 경영방식
토지개발 및 건축시공을 모두 포함한 과정
현재 중국의 대부분의 단지개발은 종합개발 방식을 취하고 있음
34)

35)

자료 : “중국 투자제도 변화와 부동산 산업의 영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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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동산개발 절차
중국의 부동산개발절차는 기본적으로 9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의 주요 진행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사전준비 : 컨설팅회사․정부기관 등을 활용한 현지조사, 투자결정, 합작기
업선정, 사업부지 선정 등을 추진
② 사업제안서단계 : 투자건의서 심사, 타당성보고 비준, 합자기업 계약 체
결․정관 마련, 합자기업설립 비준(市대외경제무역위원회), 기업등록(市공
상행정관리국) 등
③ 선행준비 : 토지사용권 취득, 도시계획설계(설계방안보고․비준, 지질탐측, 설
계위탁, 초보설계비준․심사, 시공도면설계 등): 市토지관리국, 도시계획관리
국, 소방국, 지질시공감찰원, 수도규획관리국, 설계원 등에서 처리․추진
④ 부지정지 : 기존건물 철거보상 등
⑤ 시공준비 : 연도계획 수립, 시공도면 심사, 건설시공도시계획허가(시공업체
선정, 감리업체 선정, 수목이식․벌목), 착공허가(市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
획관리국, 건설위원회 입찰·낙찰팀)
⑥ 공사관리 : 착공, 골조중간검사(설계원, 시품질감독소), 준공 예비검사(시공
품질감독소)
⑦ 판매/영업 : 내부분양가결정, 분양조건 확정(담보부대출, 분양가격 결정), 분
양 승인(市부동산관리국), 분양 및 계약
⑧ 준공검사 : 준공검사 의뢰 및 준공증 발급(시품질감독소), 재산등기증 교부
(시부동산관리국)
⑨ 기타: 공사비․사업결산, 사전입주점검, 입주, 민원처리, 사후관리 등
(다) 신도시계획 및 관리제도
신도시 계획과 관리제도는 기업의 투자 방향, 투자 목표, 투자 수익 등 중대한
34)
35)

용수, 배수, 전기, 에너지, 가스, 통신전기선, 도로, 토지정지 작업 등
주택, 사무실, 상가, 호텔, 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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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요인으로 2008년 1월에 시행된 “중국인민공화국 도농계획법” 제 4조에
따르면 계획 지역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건설은 토지관리, 자연자원과 환경보호
등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3년 5월에 시행된
“외국인 투자 도시계획 서비스 기업관리규정”에 따르면 외자기업은 관련 조건에
부합하고 ‘외국인투자 도시계획 서비스자격증’을 받은 후, 중국에서 도시 종합계
획 이외의 도시 계획 수립과 자문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부동산개발제도
2007년 12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에서 발표한 “외상투자산업지
도목록”에 따르면 부동산 과열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투자를 제
한하고 있으나 대단위 토지개발(합자 혹은 합작에 한함), 고급호텔·별장·고급 오
피스빌딩 및 국제회의센터의 건설과 경영, 부동산 2급 시장 거래 및 부동산 중
개, 부동산 중개회사 등에 대한 투자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6)

외국인투자 부동산 사업의 시장진입과 관리제도
2006년 7월 건설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시장의 외
자진입과 관리규범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외국인이 부동산기업을 설립할 경우
투자 총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자본금은 투자 총액의 50%보다 낮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본금을 전액 납입하지 않은 경우, ‘국유토지
사용증’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혹은 개발 프로젝트의 자본금이 프로그램 투자
총액의 35%에 못 미칠 경우에는 국내 혹은 국외에서 대출 수속을 밟을 수 없으
며 외화관리부문에서는 해당 기업의 외화 대출 결제를 비준해 줄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다.
①

②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내 토지사용권 등기 및 외환관리제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편의상 1급, 2급, 3급 시장으로 구분한다. 1급 시장은 신축 분양 시장, 2급 시장
은 기존 주택의 거래시장을 말하며 3급 시장은 기존 주택 시장의 임대 시장을 말한다.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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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는 중국내에서 합법적인 외자기업을 설립하기 전에 토지보증금
을 지불해야 하며, 국가외환국에 임시토지보증금 개좌개설을 신청해야 한다. 신
청기간은 6개월 이고 만기가 되어 연장할 경우 다시 외환국에 신청해야 한다. 외
국인 투자자는 구매한 토지사용권을 사업체로 등기하기 전에 토지사용권으로 중
국내에서 임대, 재양도, 담보 대출 등 여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투융자관리제도
상무부의 국가외화관리국은 2007년 6월에 “외국인 직접 부동산산업 투자에 대
한 심사비준과 감독관리 강화 통지”를 발포하였는데, 제2조에 외국인 투자자는
부동산산업 또는 경영에 종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 외국인 투자자는 부동산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토지사용권, 부동산 건축물
소유권을 획득해야 하며, 둘째, 신규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과 경영에 참여한다면
비준부서에 개발범위 증가 혹은 경영규모 확대에 관한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셋
째, 동일한 실제 투자자가 우회투자방식으로 인수 합병하거나 중국내 부동산 기
업에 대한 투자를 엄격히 통제하고 넷째 지방비준부서는 외국인 투자 부동산 기
업을 승인할 경우 즉시 법에 따라 상무부에 서류를 접수시킨다. 마지막으로 외화
관리부문, 외화지정은행은 상무부에 서류수속미비나 연 1회의 정기검사에 통과
하지 못할 경우 외국인투자 부동산기업에게는 매도외환수속 처리가 불가하다.
④ 금융대출과 세수제도
2006년 6월 "국가외화관리국, 건설부에서 부동산시장 외화관리규범에 관련된
문제 통지" 제6조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부동산기업 등록 자본금을 납부 하지 않
거나 '국유토지사용증'을 받지 않았거나 혹은 개발 프로젝트의 자본금이 프로그
램 투자 총액의 35%에 못 미칠 경우 국외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외환국에
서는 외채등기와 외채결재를 심사를 비준해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조에는 국외기구와 개인이 주주권을 양도하는 방식이나 및 다른 방식
으로 국내의 부동산 기업을 인수 합병하거나 혹은 합작기업의 중국 주식 구매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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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자기자본으로 한 번에 모든 양도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외환국은 주식전환,
외화회수 업무를 해줄 수 없으며, 제8조에 따르면 국외기구와 개인이 국내은행에
서 개설한 외국투자자 전용외화계좌의 자금은 부동산 개발과 경영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거시경제 정책을 조정하는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 부동산 기업에게 국외 대출과 국내 외화 대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기반시설과 부대시설 건설제도
2007년 1월에 발포한 “정보통신부, 건설부에서 주택단지 및 주상복합단지 통
신관선 및 통신 시설 건설 규범화 통지” 제1조를 보면, 주택단지 및 주상복합단
지의 통신시설 건설은 도농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통신발전과도 부합되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단지 및 주상복합단지는 동일 건축계획을 세우며
계획용지 내의 통신선로와 건물 안에 있는 통신선을 건설하고 통신노선배선설비
의 집중적 배선 연결설치를 위해 공간을 남겨 두어야 한다. 투자에 필요한 모든
것은 관련 주택단지 및 주상복합단지 건설공사 예산에 넣고 사업 부대시설을 통
일적으로 건설한다.
⑤

사업비준제도
2004년 10월에 시행한 “외국인투자사업 심사비준임시관리방법” 규정에 총 투
자(증자액포함) 1억 달러 이상의 장려·허가류 사업과 총 투자 5,000만 달러 이상
의 제한류 사업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심사와 비준을 한다. 이 중에서 총 투
자 5억 달러 및 이상의 장려, 허가류 사업과 총 투자 1억달러 이상의 제한류 사업
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심사 후 국무원에서 비준하도록 하고 있다.
총 투자 1억달러 이하인 장려·허가류 사업과 총 투자 5,000만 달러 이하인 제한
류 사업은 지방정부 발전개혁위원회에서 심사·비준하며 이 중에서 제한류 사업
은 성급 발전개혁위원회에서 심사·비준을 한다.
⑥

(마) 부동산개발의 주요 원가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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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기본공정 건설의 원가는 건축공정비용, 설비와 자재 구매비, 기타 공정
건설비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공정비용은 직접비, 간접비, 세금으
로 구성되어 있다. 직접비는 직접공정비, 실시비로 구성되어 있다. 간접비는 규비
(規費), 기업관리비로 구성되어 있다.
공정건설의 기타비용은 착공에서 준공검수, 인도에 이르는 기간 중, 건축공정
비용과 설비, 자재구입비를 제외한 비용이다. 이는 공정건설의 순조로운 완성과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보장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 종 비용이
다. 공정건설의 기타비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토지사용비, 둘
째는 공정건설과 관련된 기타비용, 셋째는 미래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비용이다.
공정건설 원가 중 건축공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며, 그 중 가장 현
저한 것이 건자재 원가이다. 건자재비는 공정원가를 구성하는 주요한 항목 중의
하나이며, 공정원가 중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크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가격
구성비율은 지가 40%, 건자재 가격 20%, 건축원가 30%, 세금 10%이다. 하지만
각 각의 상황에 따라 그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2) 우리기업의 중국진출 사례
(1) 최근 외국자본의 중국 부동산시장 진출 추세
(가) 중국 부동산개발회사의 지분매각과 인수
2007년 들어 중국 부동산개발업체들은 자금압박에 직면함에 따라 외국 투자자
들을 찾아 합작회사를 설립하거나 지분을 팔기 시작하였다. 지분인수 과정에 적
용하고 있는 법규로는 주요 <회사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합작경영기업
법>,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에 관한 임시규정>, <부동산시장의 외자 진입
과 관리규범화에 관한 의견> 등이 있다.
2006년 1월 출범한 <회사법>은 회사간 인수합병에 대한 활동을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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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외상투자기업도 <회사법>에 적용을 받고 있다. 이과 관련된 사례로는 2008년
8월 모건 스탠리사는 중국의 부동산업체가 개발한 하이난(海南)의 한 레저 타운
의 30% 지분을 인수했는데, 그 가치는 3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년도

<표 4-2> 외국계기업의 중국 부동산개발 참여사례
투자측

2003

Morgan Stanley

2005

GIC

2006

ING

2006
2008

TopCapital
Morgan Stanley

사업대상 기업
永业集团
万科
金地集团
阳光100
海南레저타운

자료 : 중국 부동산정보망(中国房地产信息网), 2008.7

투자액
사업명
9,000만 달러
紧麟天抵雅苑
沈阳万科永达
9,923만 위안
51% 지분인수
天津格林世界
1.8억 달러
51% 지분인수
4,500만 달러 成都阳光国际新城
30억 달러
30% 지분인수

(나) 부동산서비스분야 투자증가
투자 대상 측면에서, 2003년 이래 국제자본은 기관투자자를 위주로 주택, 부동
산에서 상업, 산업 등 비주택부동산으로 투자 분야를 확대하고 있으며, 1급 오피
스, 고품격 서비스형 아파트, 5성급 호텔, 고급 상업용 부동산 및 산업부동산 프
로젝트, 재산권이 분산된 주택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경영 분야 측면
에서는 부동산개발에서 부동산관리, 중개서비스, 임대경영 및 금융투자 등으로
그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있다. 중국 진출 초기 부동산기업은 주로 부동산의
직접투자업무를 취급한 데 반해, 최근 해외기관투자자는 부동산설계, 개발, 경영,
중개서비스, 자금조달 등 각 부문에 전면적으로 진출했으며, 기업 전체를 인수해
적당한 시기에 임대경영 또는 매각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투자 지역 면에서
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1선 도시에서 점차 난징(南京), 우한(武漢), 하얼빈(哈
尔滨) 등 2선 도시로 확장하고 있으며 1선 도시의 우량 상업부동산 자원이 줄어
들면서 막대한 규모의 외자가 2선 도시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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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지시장진출
2007년 이래 외자기업은 국내 토지 1급 시장에 직접 진입해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2008년 6월 난징(南京)시가 양도한 부동
산개발용지 2곳을 모두 각각 한국 SK그룹과 홍콩 헝지부동산(恒基地産, Hendrson
Land) 산하의 기업이 취득했으며, 6억5000만 위안의 최저가에 거래되었다.
(라) 기업과 은행의 제휴를 통한 부동산업무 추진
2007년 중국이 금융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한 이후 외자은행은 경제가 발달한
도시에 잇따라 진출하였고, 2008년 들어 중국이 긴축조정을 실시하면서 외자은행
은 탄탄한 자금력을 내세워 중국 부동산 신용대출 분야에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로컬은행에 비해 외자은행은 100년의 역사, 세계적인 영향력, 30%를 웃도는
자기자본비율 및 높은 신용문화 등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외자은행은 기업에
패키지제품,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재무분석사 및 시장분석사 등 전문가팀이 기
업을 도와 기획하는 것은 물론 국제결산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관계까지
동원하여 기업에 서비스하고 있어 부동산기업에 메리트가 매우 큰 편이다.
(2) 한국 민간기업의 중국진출 사례
(가) 산동성 앤타이시 신도시내 단지건설
앤타이시(烟台市)는 칭다오(青岛), 지난(济南)과 더불어 산둥성 3대 도시로서
산둥반도 동부에 위치하여 인천공항과는 항공편으로 1시간 정도 소요되며 현재
1만여 개의 외국투자기업이 진출해 있고, 대우조선 해양을 비롯하여 시 전체 외
국기업의 40%가 한국기업이다. HMC증권과 보림통상이 투자하고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한국형 아파트 단지가 중국 산둥성 앤타이시에 건설 중에 있다.
앤타이시 라이산구(莱山区)내 신도시 핵심지역에 건설되는 천향가원(天享佳
园)은 총 건축면적 19만 7,216㎡ 에 아파트 824세대, 오피스텔 578세대 및 상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POSCO E&C CHINA가 책임시공하고 있다. 총 공사비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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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5천 만 달러가 투입될 계획이며 2011년 9월까지 1, 2, 3차로 구분하여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천향가원(天享佳园)' 단지는 '더 샵' 이라는 브랜드로 한국 내 명품 아파트 브
랜드를 구축해온 포스코건설이 중국에서 처음 시작하는 프로젝트로써 중국내에
서도 명품 주거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행사인 서울성보치업연태유
한공사(首尔星宝置业有限公司)를 중심으로 현대자동차그룹 산하의 HMC 투자증
권이 23.3%의 주주로 참여하고 하나은행, 우리은행, 현대증권, NHN 투자증권, 금
호종금 등이 파이낸싱에 참여하고 있다.
천향가원(天享佳园)이 건설되는 라이산구는 앤타이시의 신도시 핵심지역으로
고급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으며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앤타이시 정부기관이
추가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다.
(나) 한국투자증권의 지린성 창춘시 1조원의 SOC 건설사업
한국투자증권은 중국 창춘시에 향후 5년간 BT(Build-Transfer, 건설양도) 방식
으로 총 50억 위안을 투자하는 SOC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
권은 2008년 3월 창춘시 정부와 '창춘시 기반시설 건설프로젝트 투자에 관한 기
본협약'을 맺고 첫 번째 사업으로 '창춘시 서부터미널 주변도로망 건설에 관한 계
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창춘시 유관 부서와 구체적 방안을 협의해
왔다.
한국투자증권은 향후 5년간 BT방식으로 총 50억위안을 창춘시 SOC사업에 투
자하며, 2008년 5월 착공한 5.8억위안 규모의 창춘시 서부터미널 주변도로시설
건설사업을 1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SOC 프로젝트'는 창춘시 남부의 60㎢
면적에 달하는 신도시 개발에 도로, 교량, 배수, 가로등, 녹화, 환경 시설 등을 건
설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이며, 이를 위해 2007년 11월 한국투자증권은 창춘시정
부 성향건설위원회와 MOU를 체결하고, 이번에 창춘시정부와 투자협력 조인식
을 가짐에 따라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였다.
이미 일정한 개발 및 발전 수준에 다다른 중국의 다른 지역과 달리, 동북3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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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중앙정부의 '동북노공업기지 진흥'전략의 지원 아래 지역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동시에, 대외개방 수위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국내외 기업과
의 교류와 합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3) 중국 해외도시개발 진출시 고려사항
중국과 같이 국가 정책이 요인이 급변동하는 나라에서 정책조정과 변동의 위험
은 언제나 관심 있게 주시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외국 자본이 중국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데 있어 가장 불확정적인 요소는 결코 사업의 장래성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전망이 불투명한 거시 정책과 업무 관련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 부동산에 외국 자본이 진출하는데 있어 여러 정책적인 리스크를 피할 수
없으며, 부동산 산업은 중앙정부로부터 거시적인 정책 통제를 받는 업종 중 하나
이기에 부동산 정책은 거시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수 없다. 완전한 시장
경제가 현실화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정책 요소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은 매우 크다.
또한 중국 토지자원의 소유권은 중앙정부 및 각급 정부 수중에 있으며 부동산
기업은 토지를 획득함에 있어 모두 정부 관련 부서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사업을 수립하면, 규획위원회에 건설계획을 제출
하고, 건설위로부터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관련 부서로부터는 토지사
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기업이 처음으로 중국 부동산시장에 진출
하고자 한다면 토지사용권 출양의 입찰과정에서 풍부한 자금 뿐 아니라 어쩌면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중국 정부 그리고 중국 공무원들과의 “꽌시(關系)”이다.
즉, 완전한 시장규율이 잡혀 있지 않고 관련 공무원의 의지와 이해관계에 따라
토지사용권의 획득 가능성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자원 획득은 상당히 불
확실한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외국 자본이 중국시장에 진출 시, 우선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곧 외
환결재 부분에 있어 외환관리국(外管局)의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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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은 상당한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한다. 중국의 외환관련 규정 중 “외
환관리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외상투자기업과 중국 밖의 기업, 그리고 개인
이 부동산 구입자금 유입과 외환결재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규정에 부합할 때만
이 자금유입과 외환결재를 허락할 수 있다. 부동산 양도소득과 관련된 인민페자
금은 심사, 비준을 통과해야 하고 규정에 따라 세금납부수속이 확정된 후에야 비
로소 외화의 구매와 회수를 허가한다”는 환율관련 리스크의 대표적인 규정이다.

2. 베트남
1) 베트남의 해외도시개발 여건과 제도
(1) 개관

<그림> 베트남의 지도

출처: 네이버 지도
104 민관협력시스템을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방안 연구

베트남에서 신도시라는 개념이 1994년 하노이 시내 Linh Dam(링 담)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1993년 대만과의 합작기업인 푸미흥
공사(Phu My Hung Corporation)가 설립되어 동년 푸미흥 신도시 건설을 위한 투자
허가를 획득한 사실을 감안할 때 베트남 내 최초의 신도시는 푸미흥으로 판단된다.
베트남에서 신도시 개발은 1990년 초 시작되었으며 1986년 도이모이 정책 이후
주택정책 역시 시장경제 체제로 본격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후 HUD(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등 주로 건설부 산하 국영
건설업체에 의해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어 오다가 인도네시아 Ciputra Group과의
합작기업인 Ciputra Hanoi Int'l City(이하 시푸짜 신도시)가 2002년 건설되기 시작
하였고 2006～2007년에는 우리 기업에 의한 신도시 사업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졌
으며,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Berjaya Corporation Bhd 그룹의 신도시 개발사업이 주
목을 받고 있다. 건설부 도시개발국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말 현재 베
트남에서 486개 신도시 사업(계획 부지 면적 : 74,058ha)이 시행 중에 있다.
38)

(2) 도시 현황
2009년 6월 현재 베트남에는 752개의 도시가 있으며, 도시 분류상 특별도시는
하노이와 호치민 등 2개이고, 1등급 도시는 7개인데 이중에서 다낭, 하이퐁, 껀터
시는 중앙 직할 도시로서 특별도시와 함께 독립된 성(Province)으로서 지위를 인
정받고 있다. 한편 2등급 도시는 14개, 3등급 도시는 45개, 4등급 도시는 38개,
5등급 도시는 646개이며, 이 같은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2,537만 명으로 도
시화율은 29.6%에 불과하다. 2009년 8월 발표된 인구주택 총조사 중간조사 결과
이 같은 낮은 도시화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도시인구 증가율은 3.4%인데
비해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0.4%에 불과하여 향후 도시화가 급격히 진전될 가능
성이 엿보인다. 베트남 정부는 향후 도시인구 비율이 2010년에는 33%, 2020년에
는 45%, 2025년에는 5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8) Vietnam Urban Forum online(www.vietnamurbanforum.ashui.com) 20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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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도시 개발 법령 및 제도
베트남에서 신도시 개발을 국가의 정책과제로서 인식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
등을 정비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로 판단된다. 먼저 신도시를 포함한 일반적
인 건설행위를 규정한 건설법이 제정된 것은 2003년 11월 26일이다 .
건설법과 그 하위 법령에 의해 신도시 건설행위가 규율되다가 2006년 1월 5일
에는 ‘신도시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 하위 규정으로서 건설부 Circular(No. 4,
2006.8.18)인 ‘신도시에 관한 규정 집행을 위한 안내’가 제정되었다. ‘신도시에
관한 규정’은 신도시 프로젝트의 구성과 개발, 신도시 건설사업의 준공․사용․
이전, 신도시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인센티브와 혜택, 정부 관련 기관의 책임,
규정 위반 시 조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신도시 개발의 기본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건설부는 새로이 건설되는 주거단지의 품질과 관리수준을 제고시
키기 위해 2008년 4월 우수 주거단지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우수 주거단지는 기준 을 충족해야 하며, 우수 주거단지 선정 시 거주민의
70% 이상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객관성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한편, 우수 주거단
지 인증 효력은 5년이며 5년 이후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베트남에서 신도시 개발을 포함한 총체적인 도시개발의 정책목표를 담은
것으로 중장기 도시개발 기본계획(총리 승인)이 있다. 베트남 정부는 1998년의
‘2020년까지 도시개발 기본계획 방향’을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2009년 4
월 7일 ‘2050년까지의 비전을 지니면서 2025년까지의 도시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방향’으로 수정한 바 있다.
또한 베트남 국회는 도시개발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9년 6월
17일 도시계획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
재는 2003년 건설법에 도시계획 관련 사항이 1개 장 24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
다. 이 법에서는 도시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 도시 관리 등 도시계획 전 과정을
39)

40)

건설법의 시행일은 2004년 7월 1일이다.
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건설 및 건축법규를 준수할 것, ② 개인당 일일 150 리터 이상
의 식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 ③ 케이블 TV, 전화,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할 것, ④ 화재 시 노약자를
포함, 모든 거주민에게 안전성을 보장할 것

39)
40) ①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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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장 76개 조항으로 확대 규정하였으며, 특히 도시계획 과정에서 지방의 역할
과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강화되었다.
이 같은 신도시 관련 법령과 제도를 운용하면서 신도시 개발의 총괄책임을 맡
는 기관으로서 건설부 내에 도시개발국이 2008년 2월 신설되었으며, 향후 실제
신도시 집행을 담당할 시와 성에서도 이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할 조직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시와 성의 인민위원회에는 건설부 도시개발국 업무에 상응하는
조직이 없어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신도시 개발업무를 당분간 도시계획건축국
및 건설국이 계속 담당할 전망이다. 다만, 호치민시의 경우 대규모 신도시별로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6

(4) 주택 현황41)
전체 1,666만 가구 중 자가 또는 임대 여부에 관계없이 살고 있는 주택이 있다
고 응답한 가구는 1,665만으로 나타났다. 주택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주택유형
을 보면, 주택다운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구 또는 반 영구주택이 63.2%에 불
과하며 특히, 내구성이 없이 임시거처로 사용되는 단순 주택이 377만 채로 22.6%
나 차지하였다.
어느 정도 내구성이 있는 주택(영구, 반영구, 내구성 목재주택)만을 대상으로
소유관계를 살펴보면 94.8%가 자가이고, 정부가 공급한 임차주택이 3.4%로 나타
나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 의외의 결과를 보이고 있
다. 이는 1986년 도이모이 정책 이후 국가가 소유한 주택을 꾸준히 민간에 매각
한 결과로서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베트남인들의 열망이 강함을 나타내 주는
하나의 지표로 해석된다. 베트남 총리는 2004년 5월 6일 ‘2020년까지의 주택개발
방향’에 관한 결정문(No.76/2004/QD-TTg)을 발령하였는데, 결정문에 의하면 2020
년까지의 주택소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계 하였다.
42)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달리 정기적인 인구주택 총조사 시행 근거가 없으며, 국제 원조기구의 도움을
받아 매 10년 단위로 조사를 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전국적으로 인구 및 주택 재고를 조사한 것은
2009년 4월이나 아직 주택에 관한 조사 자료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에 여기서는 1999년도 조사결
과를 사용한다. 조사된 결과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조한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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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요 추계에 따르면 2007∼2011년 기간 중에 건설이 필요한 총 연면적은
3억 6,650만㎡인데, 이 중에서 도시 내 주택의 연면적은 1억 7,600만㎡이고 농촌
의 주택 연면적은 1억 9,050만 ㎡이다. 즉 2007～2011년 기간 중에 연간 평균 건
설이 필요한 주택의 연면적은 약 7,330만 ㎡이며 이 중에서 도시 내 주택의 연면
적은 3,520만㎡이고 농촌의 주택 연면적은 3,810만㎡이다.
No.76/2004/QD-TTg 결정문 제정 이후 지난 몇 년간 도시의 주택건설 실적은
년 평균 약 2,440만㎡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주택 연면적의 평균 증가속도는 목
표에 비해 약 70%에 불과하여 베트남 건설부는 신도시 개발 활성화, 제도개선
및 행정절차 간소화, 외국인 주택소유 허용 등 주택건설 촉진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 우리 기업의 베트남 진출 사례
(1) 진출 현황
<표 4-10> 우리 업체에 의한 베트남내 신도시 사업개요

구분
서서호
북앙카인
냐베
다푸억
하노이시
위치
하노이시
호치민시
다낭시
(종전 하떠이성)
면적(ha)
208
264
349
210
현지
시행자 대우건설 컨소시엄 포스코건설과
GS건설
대원
비나코넥스 합작
사업 형식 100% 외국 단독투자 합작방식(50% : 50%) 100% 외국 단독투자 100% 외국 단독투자
투자허가서상
3억 1,412
2억 1,196
1억 8,900
2억 5,000
투자금액(만불)
아파트635,1,859,
8,593(아파트 4,481, 17,000(아파트 및 주 8,352(
타운하우스
주택호수
5,000
주상복합 2,605, 상복합 15,450, 골프장 빌라 60,
(잠정)

빌라 등 1,507) 빌라 등 1,550) 주상복합 5,798)
- ‘07.5 투자승인
- ‘06.12투자승인
- ‘06.1 투자승인
1/500 마스터플 - ‘08.11 1/500마스터 - ‘07.9 투자승인
추진현황 - 현재일부지역토지 - ‘07.8
플랜승인
- 현재매립공사진행
랜승인
보상중
‘09.9
1
단계
(112ha)
토
- 현재일부분양
지임차계약체결 중(45%)

42)

부록의 1999년 베트남 주택제고 조사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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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는 도이모이 정책이후 1995년, 2002년, 2007년 등 5～7년을 주기로
부동산 경기가 활황을 보였다. 기업의 베트남 내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는 베트남
의 부동산 경기가 최근 최고점에 이른 2007년을 전후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사
업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하노이 시내에서 추진하는 서서호 신도시이다. 본 사
업에 우리 업체가 참여하게 된 계기는 1996년 6월 베트남 공산당 前 서기장 도무
오이(Do Muoi)가 대우건설에 하노이 신도시 개발 참여를 요청하면서부터이다.
우리 정부도 1998년 12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시 하노이 신도시 개발
지원을 약속하였고, 이어 1997년 7월과 2001년 12월 KOICA를 통한 하노이의 신
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가 2차례에 걸쳐 수행되었다. 2002년 7월에는 양국의 건설
장관간 MOU를 체결하여 동 사업에 양국이 서로 협력하기로 하는 등 정부 차원
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2003년 3월 대우건설을 주간사로 하는 참여 업체 간 컨소
시엄이 현재의 사업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하노이시에 제출하여 2006년 1월
투자승인을 받았다.
두 번째 사업은 포스코건설이 베트남 제1의 건설회사인 Vinaconex와 합작으로
추진하는 북앙카인 신도시이다. 당초 포스코건설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일원으
로 서서호 신도시 건설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외국인 단독 투자시 토지보상 및
철거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Vinaconex가 사업추진 중이던
북앙카인 신도시에 합작방식으로 참여하였다. 북앙카인 신도시는 2002년 베트남
정부가 Vinaconex로 하여금 하노이 서쪽 랑-화락 고속도로(30km)를 BOT 방식으
로 건설토록 하면서 고속도로 사업비 마련을 위해 개발사업권을 Vinaconex에 부
여한 것이다. 그러나 Vinaconex가 고속도로 건설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포스코건설과의 합작방식을 허용하게 되었고, 고속도로 부대사업인 북앙카인 신
도시 사업에도 합작투자하게 되었다. 2007년 랑-화락 고속도로 사업방식이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공공 공사발주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포스코건설의 고속도로 참
여는 무효화되었으나 다행히 북앙카인 신도시 사업에서의 합작방식은 계속 인정
되었다. 현재 북앙카인 신도시는 Splendora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9년 8월
현지인에게 인기있는 주택유형인 고급 빌라 250호를 대상으로 추진한 예비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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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등 하노이 시내 부동산 경기를 선도하고 있다.
세 번째는 GS건설의 호치민 시내 나베 신도시 개발이다. 이는 GS건설(종전
LG건설)이 하이퐁시내 선플라워 사업 외에 별다른 활동이 없는 상황에서 본사가
베트남 사무소 철수를 검토하자 베트남 지사장이 푸미흥의 성공사례를 연구 후
호치민 시내 신도시 사업 참여를 설득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당초 GS건설은 호
치민시의 중요 인프라사업의 하나인 떤숀녓 공항-빙러이간 14km의 도로를 건설
해 주는 대가로 나베 신도시 개발부지를 획득하고자 하였으나 도중에 별도의 신
도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네 번째는 대원의 다낭 시내 다푸억 신도시인데 사업부지의 대부분(88%)이 매
립지로서 사업부지 매립 및 개발구상은 이미 1990년대 말 대우건설에 의해 수립
되었다. 대우그룹의 해체 이후 기억 속에 멀어졌던 개발구상이 호치민시를 중심
으로 새롭게 재현된 것이 다푸억 신도시이다.
(2)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우리를 포함한 외국 기업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애로사항은 첫째, 사업 부지
를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점이다. 신도시 개발예정 부지로 선정된 지역이 많이 있
다. 하노이 시내의 경우 현행 도시기본계획상 대규모 신도시로 계획되어 있는 곳
으로는 11,562ha에 달하는 North Red River New Town이 대표적이며 2008년 8월
행정구역 확장 이후 내년 6월까지 수립 중인 도시기본계획 변경 안이 확정될 경
우 더 많은 신도시 개발부지가 선정될 전망이다. 호치민시의 경우 앞서 언급한
Saigon South Area(3,300ha)와 Northwest Urban Area(3,200ha)외에 Thu Thiem New
Urban Area(737ha)가 대표적인 신도시 개발 예정지이다. 그러나 사업성이 높은
지역은 가능한 현지 업체 위주로 배분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외국 업체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한 현지 업체와 합작하는 방법을 통해 양호한 신도시 부지를 얻고
자 노력하나 현지 업체와의 협상이 쉽지만은 않다. 남광토건이 2007-2008년간 거
의 2년에 걸쳐 남앙카인 신도시 사업권을 가진 HUD와 합작을 위해 끈질긴 협상
을 하였으나 결국 실패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어느 정도 시공 능력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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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지 업체로서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부지를 외국 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할 이
유가 많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GS건설에서와 같이 베트남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도로 등 인프라를 건설해 주는 대가로 신도시 개발부지를 확보하는 방법도
개발부지의 고갈로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둘째, 일단 사업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업 착공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토지보상 및 철거작업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베트남 토지법 상 토지소
유권을 가진 국가(또는 위임을 받은 지방 정부)가 신도시 부지로 확정된 지역의
토지 사용권자(이하 원주민이라 함)들로부터 토지사용권을 회수한 후 지적 상 문
제점을 완전히 해소한 후 투자자에게 토지를 임차하도록 되어 있으나, 토지보상
및 철거비용의 부담 때문에 투자자로부터 비용을 선투자 받아 토지보상 및 철거
를 마친 후 토지임차료에서 일부를 상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토지보상 및 철거과정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원주민에게 유리한 방식
으로 보상하고 있음에도 보상범위에 관해 원주민과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
우 행정기관이 보상절차 자체에 착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토지보
상 및 철거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거치게 되는 다양한 행정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거나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규정의 미비 또
는 정보의 부족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담당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태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들이다.
넷째 신도시 개발의 메카니즘을 경험해 보지 않은 민간기업이 충분한 재정 능
력과 인적자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경기에 편승하여 신도시 개발
에 참여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특히, 디벨로퍼들에
게 많이 나타나는데 현지 기업과의 어려운 협상을 거쳐 사업권을 확보하는데 까
지는 성공하였으나 사업비 마련에 실패하여 합작계약이 무효화되거나 분쟁이 야
기되는 사례가 많이 관찰되고 있다.
3) 외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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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기업의 신도시 개발 현황
(가) 푸미흥(Phu My Hung) 신도시
푸미흥 신도시는 호치민시 남부 외곽 신개발지로 계획된 3,300ha의 남사이공
지역(Saigon South Area)의 일부에서 개발되고 있다. 호치민시는 남사이공 지역
개발을 담당할 떤투언산업진흥공사(Tan Thuan Industrial Promotion Company,
TTIPC)를 1989년 설립하였고, TTIPC는 대만기업인 CT&D(Central Trading &
Development Company)와 합작으로 1993년 푸미흥 공사를 설립하여 동년 투자허
가를 취득한 푸미흥 신도시 개발에 본격 착수토록 하였다. 푸미흥 공사는 CT&D
사가 70%의 지분을 소유하고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를 대표하는 Than Thuan
Industrial Promotion Company가 600ha의 Land Use Right 및 개발 인력을 제공하여
30%의 지분을 소유하는 합작법인으로 설립되었다.
남사이공 지역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였으며 면적은 409ha로서 남사이공 지역
에서 가장 먼저 개발에 착수한 곳이다. 호치민시 도심에서 4km 정도 떨어져 있어
자동차로 15-2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며 레저시설, 고급 아파트와 빌라 등 상
류층 주택, 외국인 학교, 업무시설 위주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2008년 건설부로
부터 하노이시에 위치한 Linh Dam 신도시와 함께 우수 주거단지로 선정될 만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공적인 신도시 사례로 언급되고 있으며, GS건설의 냐베
신도시 등 외국인의 신도시 개발투자 시 영감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나) 시푸짜 신도시
하노이 시내에서 외국인 투자에 의한 최초의 신도시이며, 인도네시아 Ciputra
Group과 하노이 시 자회사간 합작법인인 Ciputra Westlake City Development Co.,
Ltd에 의해 2002년부터 건설되었으며 2018년 완공 예정이다. 면적은 301ha로서 비
교적 규모가 크나 현재까지 빌라와 고층 아파트, 국제학교 등 일부만 개발되었고
모그룹인 Ciputra 그룹의 자금 사정으로 사업 진행이 더딘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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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말레이시아 Berjaya Corporation Bhd 그룹
최근 들어 베트남 신도시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외국회사는 말레이시아의
Berjaya Corporation Bhd 그룹(이하 Berjaya)이다. Berjaya는 향후 10년간 베트남
<표 4-9> Berjaya Corporation Bhd 그룹이 시행 중인 사업 현황
사업

국제호치민시내
대학도시 건설
동나이성과
신도시
타당성Nhon
조사Trach
실시
하노이시복합단지
Sai Dong개발A
주상공
하노이Ban롱비엔
Tach
신도시

내용

호치민시
북서 신도시개발청(Northwest Urban Area
Management Board)과 합작하여 대학 캠퍼스, 아파트, 병원,
상업시설, 호텔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874ha)
- 총 75억 달러가 소요된 3,200ha의 신도시 개발사업의 일부
- 2008년, 600ha, 총 사업비 26억 달러
- Ha Noi Electronics Corporation과 합작개발하며 405ha, 총
사업비 35억 달러
-

- Handico(20%)

와 합작, 31.33㏊, 총사업비 5억 달러

에 약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밝혀 베트남 제일의 부동산 개발사
업자로 부각되고 있는데 Berjaya가 시행중인 신도시 사업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푸미흥 사례의 시사점
푸미흥 공사의 모회사인 대만의 중소기업 CT&D 그룹이 1980년대 말 이미 회
사의 미래를 대비하여 ‘해외진출 개발사례’ 라는 주제를 갖고 해외 시장조사를
하였다는 점이 우선 주목된다. 시장조사 결과 CT&D는 대만과 가까운 지리적 장
점, 자본주의를 경험한 점, 문화적 동질성, 많은 인구 수, 인도차이나의 거점지역
등을 감안하여 호치민시를 진출지역으로 선정하였다.
CT&D사는 베트남 정부 및 호치민시 당국에 먼저 필요로 하는 사항이 무엇인
지를 문의하여 파악하고 이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호치민시 인민위
원회와 함께 설립한 합작 투자회사 (푸미흥 공사)를 통해 신도시 사업을 공동 추
진하였다. 첫 번째, 당시 호치민시 당국의 제일 요구 사항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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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공장 건설을 추진과 함께 수출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1991년도에
호치민시 중심부에서 5km에 위치한 Tan Thuan 지역에 300ha 규모의 Tan Thuan
Export Processing Zone을 설립하였다. Tan Thuan Export Processing Zone은 베트남
에서 첫 번째로 설립된 수출가공구역이며 당시 수출가공구역을 설립할 법적 근
거가 없어 해외에서 관련 법규를 수집, 분석하여 수출가공구역특구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도록 지원해 가면서 공단을 건설하였다고 한다. 현재 전자, 봉제, 의류,
기계 등의 업종으로 165개 업체가 투자 허가를 득하여 총 투자 금액은 9억 1,100
만 달러에 달한다. 현재 공장을 운영 중인 업체는 일본 업체 52개, 대만 업체 45
개, 한국 업체 6개, 기타 국가 업체 14개 등117개 업체에 달한다. 그러나 공단 설
립 초기에는 입주 업체 유치가 힘들어 푸미흥 공사는 일본, 대만, 한국 기업을
유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두 번째, 베트남 정부의 요청 사항인 공단 내 전력공급을 위해 푸미흥 공사는
4만 톤급의 배가 접근할 수 있는 Hiep Phuoc 항구에 인접한 곳에 Hiep Phuoc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였다. Hiep Puoc 화력 발전소는 현재까지 베트남 유일의 BOO 방
식의 외국인 100% 투자 기업이다. 1997년 1단계로 375MW 용량의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2단계로 최대 1,000MW까지 발전량을 늘려 최근까지 호치민시 전력수
요의 40～50%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정부 고위층의 요구로 끼엔장성에 대규모
간척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대규모 간척지에 닥나무 조림 사업을 실시하고 긴 수
로를 만들어 토지의 염분을 없애 농지로 전환하여 정부에 무상으로 기증하였다.
호치민시 당국의 요구로 당시로는 낙후 지역인 7군 지역에 Nguyen Van Linh
Parkway를 건설하고 그 대가로 건설될 도로 주변의 750ha에 이르는 개발권을 확
보하게 되었다. Tan Thuan Export Processing Zone, District 7에서 시작되는 이
Parkway는 푸미흥 신도시를 통과하여 Binh Chanh District에 있는 국도 1번 도로
와 연결되는 것으로 계획(길이 17.8km, 폭 120m, 14개 다리, 10차선)되어 있는데
푸미흥 공사는 이 도로를 1998년도 2차선 완공, 2003년 4～6차선 완공, 2007년도
에 10차선 완공으로 단계적으로 개발하였다.
특히, 푸미흥 신도시를 관통하는 지역의 차선은 14차선으로 하고 18～36m의
C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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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공간을 확보하여 미래 Metro 건설에 대비하였다. Nguyen Van Linh Parkway
는 호치민시와 메콩 델타지역간의 물류, 교통의 중심 도로가 되었고, 2009년 9월
개통된 Phu My Bridge와 연결되어 동나이, 년짝, 붕타우로 가는 시간을 최소 40
분에서 최대 1시간 정도 대폭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호치민시 남쪽 지역으로 도심이 확장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로를 중심으로 호치민시 도심에서 Hiep Puoc 항구도시를 연결하는 North, South
Parkway가 확장 건설 중에 있다. 이외에도 2번 및 3번 순환도로가 건설 중이다.
인프라 확대로 인하여 2009년 현재 남 사이공 지역의 개발은 원래의 기본계획
보다 확대되어 남쪽으로 Dragon City(65ha), Nha Be 신도시(349ha), Long Hau 신
도시(13개 super block으로 구성된 2,221ha 대규모 신도시), Hiep Phuoc 항구 도시
(2,000ha 규모의 공단 및 1,600ha 규모 신도시), Long An 항구도시(1000ha) 등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
4) 정부 지원 및 진출 확대 방안
(1) 정부 지원 방안
무엇보다도 정부 차원의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베트남은 앞서 서술하
였듯이 최근에 수많은 법령을 정비하고 있지만, 이를 민간기업이 체계적으로 수
집, 공유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베트남의 법률과 제도를 정확히 알
지 못한 상태에서 신도시 등 부동산 개발사업에 참여하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
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정부 차원에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베트
남 건설부와 자원환경부 등 신도시 건설과 관련 있는 부처와 정례적인 교류협력
회의를 개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베트남 자원환경부 토지행정청과 우리나라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실과는 지
난 2009년 7월 체결된 MOU를 통해 이미 정례 교류협력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우리나라 주택정책관실과 베트남 건설부 주택및부동산
관리국과도 유사한 협력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정례적인 교류협력 회의를 개
제4장∙해외도시개발 사례 및 분석 115

최하여 상호 관심사항을 정부 당국자가 발표함으로써 정확한 정책 자료를 입수
할 수 있다고 본다. 민간 차원에서는 2007년 11월 우리나라 주택협회와 베트남부
동산협회(회장은 건설부 부동산 담당 차관)간 상호교류 협력에 관한 MOU를 체
결하여 매년 1차례 상호 방문하고 있다.
구체적인 신도시 후보지를 확보하는데 있어 정부의 지원방안 중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이 베트남 당국이 원하는 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그 대가로 신도시 일부 지역의 개발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KOICA의 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지원을 통해 서서호 신도시 부지를 확보한 것과 같은 사례는 여전히
유효하며 앞으로도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유무상 지원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 현
재 KOICA는 2007-2010년 사업으로 370만 달러를 들여 1,450ha에 달하는 하이퐁
신도시 개발타당성 조사를 수행 중에 있으며 향후 우리 업체가 원할 경우 일부
지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우리 업체에 대한 소개 및 추천, 애로사항 해소 지원, 인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이다. 현재 이 같은 업무는 주로 주베트남대사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의 특성상 정부 차원의 협조요청이 원활히 수용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업계가 공관이나 우리 정부를 적극 활용할 필요
가 있다. 또한 베트남의 경우 외교통상부에서 매년 경제통상 네트워크 사업을 통
해 베트남의 경제부처 실무 공직자들을 방한 초청하고 있는데 이들을 친한, 지한
인사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43)

(2) 진출 확대 전략
앞서 언급한 베트남의 신도시 개발여건과 문제점 등을 감안할 때 가장 좋은
진출확대 전략은 첫째, 우리 신도시 개발전문 공기업과의 공동 진출이다. 신도시
부지 확보난, 사업승인 후 토지보상의 어려움,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베트남에서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느 나라보다 어렵다. 단기적인 수익을 우선시하는
43)

삼안과 평화엔지니어링이 실제 조사 용역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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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이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성급히 의사결
정을 하고 부동산 경기가 식은 후에는 자금 확보난 등으로 사업집행을 하지 못하
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베트남 정부 당국자들은 우
리나라 기업의 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해 평가가 높지만은 않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에서 신도시 경험이 많으면서 중장기적
인 관점에서 자금투자가 가능한 공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베트남 신도시
개발을 주도하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베트남은 아직까지 주택단지 위주의 베드타운형 신도시보다는 복합기능
이 어우러진 신도시가 대세이다. 특히, 아직까지 산업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산
업단지 개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많다. 싱가포르의 VSIP가 호치민 시내 산업단
지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 사업영역을 산업단지가 혼합된 대규모 신도
시로 확장하고 있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박장
성에 100ha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므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
우 복합 신도시개발에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베트남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항의 하나인 고속도로, 항만 등 교통인프
라를 건설해 주고 그 배후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지
기업(또는 현지 기업 간 컨소시엄)이 많이 활용하는 방식인데 사업 참여자는 주
된 사업보다는 부대사업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규모 부지에 대한 사업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에
게 2차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우리 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인프라 사업을 BOT 방식으로 추진하고 주변 지역의 개발사업권을 획득하는 방
안을 적극 검토할 만하다. 청석 엔지니어링이 호치민-냐짱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
하면서 이와 유사한 사업구도를 제시하고 있다.
넷째, 신도시 개발부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1/2,000 상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1/2,000 상세계획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개발부지를 확보하
는 방안이다. 상세계획 수립비용은 ODA 또는 공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의 기금
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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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제리
1) 알제리의 해외도시개발 여건과 제도
(1) 개관

<그림> 알제리의 지도

출처: 네이버 지도

알제리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 및 경쟁력 있는 신도시 개발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신도시 개발 기능을 달리하고 있다. 연안지대는 대도시 주변의 무분
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 확장 제어기능, 고원지대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신도시 개발의 국토균형 발전기능, 남부지대는 환경 및 산업재해를 대처하는 신
도시 개발의 지속개발 지원기능을 하도록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은 알제를 중심으로 약 600㎞ 남측 이내 지역에 위하고 있으며
1기 신도시는 시디압델라, 부이난, 부그줄, 하시메사우드, 엘메네아 등이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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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총 12,458㏊, 인구수용은 77만 명의 규모이다. 2기 신도시는 나시리아, 엘에프
론, 이메가센, 오가즈, 메트릴리이고 3기 신도시는 시디아마르, 캡팔콘, 물레슬리
센, 아인야구에 개발을 하고 있다.
개발목표
알제 수도의
균형발전
고원지대 균형발전
연안지역 거점개발
사막 협곡지역
주변 개발

<표 4-19> 알제리 1 ~ 3기 신도시 개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시디압델라(산업) ․나시리아
부이난(행정) ․엘에프론
․이메가센
․부그줄(균형)
․오가즈
․하시메사우드
(주거환경개선)
․메트릴리
․엘메네아(관광)
․
․

3기 신도시

시디아마르
․캡팔콘
․물레슬리센
․아인야구
․

-

(2) 알제리의 개발 잠재력
과거의 알제리는 약 130년간 프랑스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1962년 독립을 통
하여 정치·사회·경제 분야의 개혁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
하고 있으며, 알제리 시장의 전반적인 현황들은 <표 4-1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13>과 같이 알제리는 마그레브(Maghreb) 지역 국가 중 GDP 규모·인구·
부존자원 측면에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중동, 북아
프리카, 유럽을 연결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로 인해 수출 및 투자시장으로서 매
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남아공, 이집트에 이어 아프리카권의 3대 경제대국에 해
당하며, 지리적 요충지로서 전략적 거점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권에서 2번째로 거대한 국토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막대한
양의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신흥시장으로 높은 발전 잠재력
을 지니고 있다.
알제리는 1999년 이후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시
현하고 있으며, 2002년 EU 준회원국 가입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알제리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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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여건이 현저히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알제리의 주요 거
시 경제지표 향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최근에는 건설부문의 급속한 성장
에 따른 외국인 투자 및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구분

강점

기회

약점

위협

<표 4-12> 알제리 시장 개발 잠재력 분석
관련 내 용

지속적인 경제개혁·개방화 정책 추진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준회원국 가입 및 WTO 가입추진
자원부국
원유매장량 세계 14위, 가스 세계 8위
연간 에너지 판매수입 500억 달러, 농수산 자원(방대한 국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건실한 거시 경제지표 개선
의 높은 경제성장률
말 외환보유고 993억 달러, 외채 33억 달러 확보
정부 재정흑자 지속으로 알제리 재정규모 확대 예상
양호한 지정학적 위치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인근시장의 공략 거점
한국과의 협정 체계로 국가관계 개선
부테플리카 정권 출범(‘99) 후 외교관계 증진
․고유가로 따른 정부 재정수입 확대
․국토개발 2025 계획 수립에 따른 다수의 프로젝트 발주 재개
- 대규모 SOC 확충, 14개 신도시와 산업단지 건설, 남부개발 추진
․건설부문에 노하우와 기술 및 숙련된 노동자 부재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의 낙후성
․사회주의 잔재
- 공기업 위주의 경제구조 및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가속화
- 정부와 전문가의 시장경제 마인드 부족
․비능률적인 행정 절차
- 늦장 행정절차로 프로젝트 계약지연 발생
- 정부와 기업의 기획능력 부족(이슬람 문화의 특성)
․이슬람 과격단체의 테러에 따른 정치·사회적 불안
․공공부문의 비능률 구조와 부정부패
․정부재정의 70%이상을 원유에 의존하여, 국제유가 하락 시 프로젝트 연기 및
중단 위험성 내재
․
- EU
․
․
- GDP 5~6%
- 2007
․
,
,
․
-

자료: 해외건설협회(www.i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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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북부아프리카권 국가 중 알제리의 경제력 비교

구분
단 위 알제리 이집트 모로코 리비아 튀니지
GDP
(10억 $)
95.2
92.9
56.1
35.6
28.9
1인당 GDP
($)
2,898
1,255
1783
6081
2863
인 구 (백만 명)
33.6
72.1
30.4
5.9
10.3
수출
(10억 $)
45.8
16.1
10.6
29.8
10.5
수입
(10억 $)
22.3
27.2
18.9
11.0
12.4
경제성장률
(%)
5.7
5.7
4.8
5.1
5.8

주: 상기의 국가들은 북서아프리카 지역의 아랍영토에 해당하는 마그레브 지역의 국가들이며,
경제성장률 수치는 ‘06~’10년의 평균치임
자료: Global Insight(2005)

(3) 알제리 신도시 개발여건
(가) 주택현황
아프리카 권에서 알제리의 건설시장 규모는 지중해에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자원개발에 따른 활발한 건설투자에 힘입어 이집트, 리비아에 이어 제3위를 유지
하고 있다. 매년 알제리의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약 10%씩 성장하고 있으
며, GDP비중도 10% 내외를 꾸준히 유지하는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어 2009
년까지 600억 달러 규모의 각종 인프라와 플랜트 부문을 중심으로 대형 공사 프
로젝트가 재개·신규 발주되어, 향후 주택건설 수요와 해외발주가 신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14> 알제리 건설시장 규모 및 동향
구분
규모
GDP 비중

‘05

‘06

‘07

‘08

단위: 억 달러, %)

(

‘09

75.2

82.4

92.2

99.8

107.9

9.25

9.39

9.42

9.42

9.42

주: ‘08과 ‘09는 전망치임
자료: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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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05-2009)’ 수립 하에, 주택 건설 부문을
경제정책 3대 역점 분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키로 계획하고 있다. 주택문
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2009년까지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기로 추진하고 있으
며 2004년부터 가구당 1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세계 평균
치를 웃도는 주택보급률 약 80%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주택 1채당 거주인구 비
율이 약 7.3명으로 거주밀도가 높으며, 이는 주변국가 모로코의 5.7명, 이집트의
4.9명보다 다소 높아 주택부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주택유형 중 공공임대주
택이(public social rental) 대다수로, 현재 주택공급이 시장수요에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체 인구의 23%(700만 명)가 빈곤층임을 감안할 때, 주택공급
부족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도심지 신축 건물은 매년 평균 약 10만호 건설에 불과하
며, 향후 수년간 매년 약 17만5,000호의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외
기존 노후된 주택의 재건축도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신규 고급주택
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연 20%에 이르는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주택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도부터 새로 정립된 공급정
책에 따라 주택공사(AADL) 및 민간건설(부동산 개발) 회사들의 활발하게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 즉, 사회주택 공급의 한계로, 최근 공공 주도에서 민간 활성화
주도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다.
44)

(나) 도시현황
알제리는 지리적으로 텔지역, 고원지대, 사하라 아틀라스, 사하라 사막 등 크
게 4개 지역으로 구분되며, 각 지역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알제리 국토
의 4%에 불과한 북부 지중해안 지역에 전체인구의 약 65%가 거주하는 반면, 고
원지역은 가장 건조한 황무지로서 전국토의 약 9%를 점유하며, 인구의 25%가
거주한다. 대다수 국토를 이루는 남부 사막지역은 전체면적의 87%를 차지하며,
44) KOTRA

보고자료, 2007

122 민관협력시스템을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방안 연구

약 10%의 인구가 거주한다. 도시인구의 급증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터넷·상
하수도·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잘 구비된 신도시에 대한 요구 증대 및 기존 도시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4) 신도시개발 법령 및 제도
(가) 5개년(‘05~’09년) 경제개발 계획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법(2001년)’을 비롯하여 환경법, 신도시법,
해안개발법, 산지법, 재해방지법, 도시법 등 다수의 관련 법령 등을 제정하였으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원유재정 수입을 바탕으로 5년 간 총 600억 달러를 투입
해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정보통신, 농수산업, 주택 등 3개 핵심 분야에서 혁
명을 이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9년까지 병원, 중앙고원 고속도로, 주택
200만호, 관광지 개발·호텔 건설, 2020년까지 지하수 관정 및 대형 담수센터 건설
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에 있다.
(나) 국토개발계획 SNAT 2025
<표 4-15> SNAT 2025 단계별 추진방식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관련 내용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SNAT2025 추진
․민간부문 역할 및 참여 점차 증대
․민간부문 역할이 2단계보다 강화
․국가는 조정자와 중재자로서 역할 강화
․

알제리 국토 현안에서 인구와 활동의 분산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하
여 국토개발환경부는 2025년까지 개발계획인 SNAT을 수립하였다. SNAT는 국
토를 자연조건에 따라 북부해안, 산악지대, 고원 및 사하라 등 3개 지대로 구분하
여 지역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전통적으로 발전해온 국토를 현재 상황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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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려는 계획이다.
구분
지속가능한 국토
(5프로그램)
국토균형발전
(5프로그램)
지역의 유인력과
경쟁력 보장
(7프로그램)
사회적 형평 구현
(3프로그램)

<표 4-16> 국토개발 4대 기본방향

관련내용

지속가능한 수자원 활용 (PAT1)
․토지보존 및 사막화 방지 (PAT2)
․생태계 보존 (PAT3), 재해대책 (PAT4)
․문화유산 보전 (PAT5)
․해안으로의 인구집중 배제 및 균형 유지 (PAT6)
․고원개발계획 (PAT7)
․남부개발 (PAT8), 행정기관의 분산 (PAT9)
․거대도시의 수직화된 도시기능 개발 (PAT10)
․교통통신 인프라 현대화 및 네트워크화 (PAT11)
․대도시 발전 (PAT12), 경쟁력 중심축 (PAT13)
․14개 지역발전 계획 (PAT14), 지방발전 (PAT15)
․국토의 국제개방 (PAT16)
․마그레브 발전과의 연계 (PAT17)
․도시재개발 및 도시정책 (PAT18)
․농촌개발 (PAT19), 낙후지역 발전 (PAT20)
․

국토종합개발계획 2025’ 완성에 입각한 다양한 부문별 계획, 지역계획들이 수
립될 예정이며 지역계획의 종류로는 SRAT, 48개 주(Wilaya)에 대한 주계획, 대도
시권 계획 등이 있다.
국토개발계획 SNAT 2025에서 국토개발 4대 기본방향의 주요내용은 ①지속가
능한 국토, ② 국토 균형발전, ③지역의 유인력과 경쟁력 보장, ④사회적 형평구
현 등으로 요약된다. 또한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법’ 2001년에 제정
하였으며 중부 고원지대와 남부 사막지대에 인구와 산업 활동을 유지· 유입하기
위한 개발계획(Option Hauts-Plateaux et Sud)을 수립하였다.
‘

(다) 신도시 건설 관련계획
주택문제 해소와 인구분산을 통한 국토 균형개발을 위하여 신도시 건설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에 제정된 신도시법은 신도시 건설을 국토 균형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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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국가적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중부 고원지대와 남부 사막지대에 한정하
되, 북부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오랑·알제 등에 한하여 대도시권의 혼잡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도시 집중 분산을 위한 부이난
(Bouinan), 시디압델라(Sidi Abdellah) 등에 연안 신도시를 건설하여 알제에 대한
성장압력을 완화시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구분
정보통신
첨단․바이오기술
유기화학 및
에너지 우주기술
바이오(Bio)
기술제철, 기계,
석유화학

<표 4-17> 신도시 지역거점 및 중점 육성 분야
관련내용

알제(Alger)-시디압델라(Sidi Abdellah)-부이난(Bouinan)
․오랑(Oran)-모스타남(Mostaganem)-시디벨아베(Sidi Bel Abbès)-틀렘센(Tlemcen)
․

콘스탄틴(Constantine)-아나바(Annaba)-스키다(Skikda)

․

<표 4-18> 알제리 국토공간 지역별 분류

구분

관련내용

성장 조절, 질적 개발 추구
연안지역 ․대도시 세 지역의 성장 제어, 농업 생산지대를 잠식하는 외곽으로의 도
시화 확산 통제
도시화를 산륙지대와 Tell 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중계 도시
Tell지역 ․새로운
와 신도시 개발
연안 지역과 Tell지역에 대한 보완·견제·평형 추구
고원지대 ․
(중간지역) ․국토 전체의 유기적인 연계 및 결속성 강화(교통 인프라 구축, 수자원 공
급망 정비)
사막 지역의 특수성을 부합하는 국토개발
남부지역 ․
․오아시스 생태계 보호 및 사하라 사막의 천연자원 개발 강화
․

또한 중부 고원지대 중심부에는 부그즐(Boughezoul) 등의 고원 신도시, 남부
사막지대에는 엘메니아(El Menea), 하시 메서우드(Hassi Messaoud) 등의 남부 신
도시를 건설하여 인구와 산업 활동 중심지로서 기능하게 한다는 계획을 수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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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와 함께 신도시 지역거점으로서,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성공 가능성이 높
은 테크노파크 조성, 산업단지 혁신 등의 지역산업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알제(Alger), 오랑(Oran), 콘스탄틴
(Constantine) 그리고 아나바(Annaba) 등 4대 거대 도시권 개발계획에 중점을 두고
있다.
(5) 향후 전망
구분
건수
금액

<표 4-27> 한국 대 알제리의 수주 추이

‘04이전

‘05

‘06

‘07

‘08

단위: 건, 만 달러)

(

‘09

합계

3

0

3

3

6

13

28

13,489

0

920

508

167,750

368,725

551,390

건설부문 시장 확대에 따른 개발수요의 증대가 예상된다. 알제리는 뉴프런티
어 시장으로서, 개발 관련 사업 등이 해외건설의 새로운 블루오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어 한국의 발전경험에 깊은 관심을 가지므로 신도시개발, 주거복합 단지
건설 부문 등에 대한 개발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3월 양국 정상
회담 이후, 상호협력이 강화되면서 해외건설 수주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
다.(’08.11월 기준, 수주누계는 11개사, 13건, 약 14.15억 달러임)
또한 정부재정 확대 및 국토개발계획(SNAT 2025)에 따른 다수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신도시, 산업단지, 인프라 개발)가 현재 진행 중으로 향후 건설수요와
해외발주가 크게 신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제리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수
립(2005~2009)에 따라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약 6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
등 국토분야에 상당한 예산 투자를 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국내 주택수요에 대
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01만호의 아파트 건설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건축시장
규모는 연간 78억 달러로 추정됨).
126 민관협력시스템을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방안 연구

2) 우리기업의 알제리 진출 사례
(1) 개관
알제리에 진출한 국내 민간기업들은 대기업 건설사를 중심으로 금융기관, 엔
지니어링 업체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형태로 진출하고 있다. 지역별로
부이난 신도시 개발에 대우건설 등 10개 기업이, 시디압델라 신도시 개발에 경남
기업 등 7개 기업이, 부그줄 신도시 개발에 대우건설 등 7개 기업이 참여 하고
있다. 이밖에 엘메네아, 하시메사우드 신도시 개발에 참여 진행 중에 있으나 아
직 업체선정 미정 혹은 진행 중에 있다.
공기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알제리 주요 4개 신도시(부이난, 시디압델
라, 부그줄, 엘메네아 등)의 PM용역사업을 일괄 수주하였다. 알제리 국토개발계
획(SNAT 2025)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1기 신도시(5개) 중 4개 신도시 건설을 개
발·관리하고 있는데 분당의 4배 규모(약8,000㏊)와 총 14조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한국토지공사와 한미파슨스가 컨소시엄을 구성
하고 있다.
<표 4-25> 국내 민간기업의 알제리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현황
국가별

사업명

주요시설

참여업체

주택, 레저, 호텔, 공공시설 등 대우건설
(10개사)
알제리 시디압델라 ․주택단지, 사이버파크, 대학등 경남기업
(7개사)
대우건설
부그줄 ․주택, 공공시설
(5개사)
부이난

․

기간
12

년

(‘09~’12)
3

년

(09~’12)
3

년

(‘08~’11)

규모

40

억 달러

6.5

억 달러

6.1

억 달러

(2) 세부현황
(가) 부그줄(Boughezoul) 신도시
알제 지역에 근접한 최초의 고원지역 신도시로, 알제리 정부가 사하라 사막지
제4장∙해외도시개발 사례 및 분석 127

역 개발을 위한 전진기지로 개발에 나선 지역이며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거점
도시 개발과 미래지향적인 자족적 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그줄 신도
시는 한국식 신도시 개발방식을 적용함과 동시에 각종 인프라 시설(도로, 가스관
로, 광통신, 상하수도)를 설치하고 있다.
구분
위치
개발면적
계획인구
사업배경
사업주체
사업내용

<표 4-20> 부그줄 신도시 개발사업 개요
관련내용

알제시 남측 180㎞ 지점
․총 21,500천㎡(약 650만평)
․250,000명
․‘06년 한국-알제리간 동반자관계 선언(한국식 신도시개발 제안)
․한국 10개 기업 컨소시엄(대우, 한화, STX, 우림, 반도 등)
․주택, 상업, 도로, 공원, 공동구(가스관로, 광통신, 상하수도)
․

(나) 부이난(Bouinan) 신도시
<표 4-21> 부이난 신도시 개발사업 개요
구분
위치
개발면적
계획인구
개발컨셉
사업주체
사업내용
효과

관련내용

알제리 블리다주 부이난구 암루사 일원
․총 21,750천㎡(‘08년 ~ ‘12년)
․150,000명(주택 24,220호)
․행정·산업·레저 중심
․한국 10개 기업 컨소시엄(대우, 한화, STX, 우림, 반도 등)
․주택, 호텔, 상업지구, R&D단지, 국제학교, 위락시설, 공원 등
․인구 5만명 수용, 6만명 고용 창출
․

지중해 권과 아프리카 대륙을 잇는 거점 부상을 목표로, 알제리 정부 경제계획
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알제리 3대 신도시(부이난, 시디압델
라, 부그줄) 중 입지여건이 가장 뛰어나며, 골프장·스키장 등 레저시설을 갖춘 생
태과학 기술단지로 조성하고 있다. 알제리 정부는 부이난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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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보상예산 510억 디나르(7.2억 달러)을 확보하여 신도시에 접근하는 기반
시설을 설치·지원하고 있다.
(다) 시디압델라(Sidi Abdellah) 신도시
<표 4-22> 시디압델라 신도시 개발사업 개요
구분
위치
개발면적
계획인구
사업주체
사업내용
사업비용
기능
효과

관련내용

수도 알제시 남서쪽 약 25㎞ 거리
․총 1,878㏊(기존시가지인 Mahelma, Rahmania시 포함)
․240,000명(‘97년 ~ ‘20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시디압델라 신도시개발청(EPA-ANSA)
․주택단지, 업무상업지구, 사이버파크, 대학, 연구소, 대공원 등
․1,091백만 USD(80,545백만 DA)
․알제 수도권 기능의 분담, 과학기술 거점 개발(핵심기능)
․인구 20명 수용, 5만 명 고용 창출, 주택 5만호 건설
․

수도 알제시의 주택난 해소, 고용창출, 산업기반 구축의 3대 목표를 위해 알제
리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면적 1,878ha로 알제리 최초의 대규모 신도시 조성 사업
이다. 시디압델라 신도시의 주요 기능은 알제 수도권 기능의 분담과 과학기술 거
점 개발(핵심기능)이다. 알제리 정부는 이와 같은 과학기술 신도시 조성으로 낙
후된 알제리의 산업·경제 및 사회적 파급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우리기업의 애로사항
알제리의 건설시장은 합법적 부동산 등기증이 존재하는 부지공급에 한계가 있
으며, 특히 도심지와 도시 근교지역의 부동산 상당수는 소유자 문제로 인하여 명
확한 토지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알제리는 세계은행의 차관으로 국토
전역에 토지대장을 마련하고 있으나, 시가지 지역 토지대장이 마련되는데 약 10
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된다. 비효율적인 관료시스템(건설관련부처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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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하여 사업 관련 인·허가에 예상치 못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3) 외국기업의 알제리 진출 사례
세계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회사인 UAE의 에마르(Emmar) 그룹은 알제시 다
수의 개발 프로젝트 추진하여 왔다. Agha역 주변을 일일 8만 명의 승객이 이용하
는 역으로 재개발하며, 인근지역에 호텔(9층), 쇼핑센터(15층), 사무용 빌딩(18층)
건설하였으며 알제만을 재개발하여 고급호텔, 아파트, 상가 및 사무용 빌딩을 건
설하였다. 또한 복지도시 건립사업으로 관광센터, 병원, 의과대학 및 의학연구소
등을 유치할 예정에 있으며 시디압델라 신도시 개발에 참여하여 Mahelma 지역
및 인근지역에 1,200호의 아파트 단지와 1,800호의 아파트 및 고급빌라 단지를
건립하였다. Colonnel Abbas 관광단지도 개발하여 해안선을 따라 700호 주택과
500여 객실 규모의 호텔 및 상가를 건설하였다. 이밖에 스페인의 Arq maq사는
22개 관광단지(53,000개 침실), 19개 지중해연안 리조트단지, 3개의 사하라지역
프로젝트 용역 진행 중에 있다.
4) 정부 지원 및 진출 확대 방안
(1) 정부지원 방안
사업진출 초기,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대규모 건설사업 진행에 따른 재
정능력 부족과 자금 확보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므로,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리
스크(Risk)없이 원활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재무적 리
스크 완화를 위하여 공적개발원조(ODA)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활용할 방
안을 개발하고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알제리는 여타 개도국에 비해 정부 관료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
부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한 상대국과의 정기적인 교류채널 구축과 주요
발주처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등 건설외교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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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KOTRA 혹은 KOICA를 통하여 공기업 및 민간기업에 해당 국가정보를 지원
하도록 하며, 나아가 해외도시수출을 위한 통합적인 추진체계 등을 구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2) 진출확대 전략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출토록 하며, 정부·
공기업·민간 등 부문별 협력 및 역할분담 마련해야 한다. 즉, 공공은 신뢰성을 바
탕으로 해외 진출국가와의 협력체계를 수립하고, 민간은 건설 및 연관 산업을 담
당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알제리와 같이 신흥 에너지자원 개발 국가는
고속도로, 철도, 주택 등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패키지딜
방식에 의한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개발업체의 산업인프라 건설
과 상대국의 풍부한 자원개발과 연계한 패키지딜 방식으로 진출하여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밖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알제리 건설시장은 생소한 미개척지
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주활동 강화에 앞서 현지의 전반적인 시장조사를 통
한 종합적인 정보망 구축이 중요하다.

4. 카자흐스탄
1) 카자흐스탄의 해외도시개발 여건과 제도
(1) 카자흐스탄의 도시개발 관련 여건
(가) 개관
카자흐스탄은 국토가 광활하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서 많은 국가로부터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그러나 인구가 2천만이 되지 않고 국토의 남과 북
일부에만 인구가 주로 거주하고, 도시개발을 위한 인프라 여건 등이 미흡한 상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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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카자흐스탄의 지도

출처: 네이버 지도

카자흐스탄의 건설산업은 2000년 이후 나타난 고유가 지속에 힘입어 수년 간
석유ㆍ가스 및 금융산업 다음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여왔다. 카자흐스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건설산업은 2005년 47.4%의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한데 이어
2006년에도 35.6%의 고도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주축을 이루는 부분은 석유ㆍ가
스 프로젝트 및 정부주도의 인프라산업이지만, 최근에 개인주택에 대한 외국 건
설업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택시장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높은데, 일례로 정부는 ‘2005-07년 주
택건설 프로그램’을 통해 총연면적 1,200만 m 의 주택을 건설, 공급할 계획이었
으며 지원규모는 1,500억 텡게(약 1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국
수출입은행 보고서는 언급한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2005-06년 각각
2

45)

45) “

카자흐스탄 주택시장 지속적인 성장세” 수은해외경제, 한국수출입은행 (200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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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목표를 크게 상회하는 연면적 504만 m 의 (아파트 약44,000채), 619만 m2의
주택이 공급되었다.
카자흐스탄의 도시개발 여건은 정부의 지원과 투자심리 및 도시계획 등으로
인해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정부는 2008-2010년 주택건설 프로그램
을 발표하였는데, 계획기간 중 총 연연면적 2,700만 m 의 주택 건설 (아파트 약
23만채)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2005-2007년간 계획의 2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정
부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대다수가 부동산을 주요 투자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아직 상대적으로
취약한 증시나 금융상품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
을 선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심리는 또 다른 향후 밝은 전망 요소이다.
또한 토지가 외국인에게도 소유를 허가 하고 있으므로 장기적 안목에서 자원
과 결합한다면 향후 전망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중에 논하겠지만 알마티 주변에
G4-city, 아스타나 신행정수도의 개발 등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분양 제도가
선분양에서 후분양 제도로 변하는 등 부분적으로 해외도시개발 여건이 마련되
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2

46)

(나) 카자흐스탄의 도시별 현황
카자흐스탄의 도시개발은 특히 알마티시와 신행정수도인 아스타나시를 통해
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 2007년 수도이전 10주년을 맞은 아스타나시는 1998년 수
도 이전 후 괄목할만한 건설이 진행되었으며 모든 건물은 웅장하게 건축되어 있
다. 신축 건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와 신 국제공항 건설 등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비즈니스 및 문화 중심지인 옛 수도 알마티도 건설호황을 맞고 있는데, 특히
2010년 동계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선정된 이후 부동산 투자대상으로서 매력이 높
아져 ‘애플 타운’이란 명칭 하에 환경친화적 도시 재건이 가속화되고 있다.
46) 2009

년 카자흐스탄 현지 출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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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마티시 주택가격의 연간 상승률은 2007년 현재 연 70-140%에 달하여 타 지
역의 15-50%와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2020년 알마티 도시개발계획’ 추진
으로 인한 재개발 가속화 및 향후 금융 중심지로의 발전에 기대감 상승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알마티 신 거주지역 주택의 경우, 2006년 m 당 평균 분
양가격은 전년대비 무려 72.0% 증가한 225,800 텡게 (약1,700달러)를 기록하였는
데 카자흐스탄 전체 평균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신축 주택ㆍ아파트의 대
부분은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매매되고 있으며, 분양시장 뿐 아니라 분양권 전
매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2

(다) 문제점
카자흐스탄은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 부패가 만연하여 도시개발 과정에서 인
허가 비리 등이 발생하고 있는 등 제도는 있지만 사회적으로 잘 작동되지 않고
있으므로 해외도시개발에 어려움도 많은 곳이다.
2004년 이후 부동산 경기의 활황세 속에 해외도시개발 환경도 알마티와 아스
타나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급성장 하였으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 점차
건설 경기가 둔화되는 양상이다.
또한 근간에 주택가격 급등, 전반적인 경기침체,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주택수
요 감소 등으로 대출부실 및 주택시장 거품 붕괴가 우려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주택건설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의해야 할 점은 분양 가능성이다. 카자흐스탄의 인구는 1500만
에 불과하며, 구매력도 일부 상류계층과 외국인 사업자에 한정되어 있기에 시장
이 협소하다. 또한 사회주의 잔재가 남아 있어 의도대로 구매력을 행사 할 수 있
는지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이다.
(2) 카자흐스탄 신도시 계획
(가) 알마티시 위성도시 건설 사업 (G4 City Project)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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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 정부 및 알마티 주정부에서는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알마티 시의 편중
화된 발전, 인구과잉, 환경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알마티에서 캅차카이 사이
에 4개의 위성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인 ‘G4 CITY’를 계획하였다. 알마티 지
역을 국내 및 전 세계에서 금융 중심, 관광 및 스포츠 중심, 물류 운송 및 상업서
비스 중심, IT 중심 및 산업 서비스의 중심으로 발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
기도 하다. 알마티와 캅차카이(Kapchagai) 사이에는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으며
이 도로를 따라 산업단지를 알마티 시의 외곽으로 이전하며, G1-G4순으로 도시
를 배치할 계획이다.
4개의 위성도시는 Gate, Golden, Growing, Green 4개 테마를 중심으로 국제 비
즈니스 센터(G1- Gate), 주거단지(G2- Golden), 산업단지(G3- Growing), 관광단지
(G4- Green)이며, 총 면적 7,506 헥타르로 총투자비만 13억 7천만불에 달하는 대
규모 프로젝트이며, 이 프로젝트가 실현될 경우, 알마티 지역에 우수한 유럽 금
융기관들과 혁신적인 교육기관, 물류 운송, 그리고 상업 및 서비스 업체 등의 유
치가 가능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48)

그림 G4 City 개념

출처: 2009년 카자흐스탄 출장보고서 (국토연구원 조진철)

주거단지의 경우 알마티 시내와 같이 고급 엘리트 주택이 아닌 서민용 중저가
아파트를 건설하여, 알마티 시내 주택가격 상승 억제와 서민들의 주택 문제를 해
47)
48)

외교통상부 자료
대형 인공호수가 위치한 관광지역으로 알마티 기준 북동쪽 70km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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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며, 관광단지가 조성될 캄차카이 지역은 카지노를 중
심으로 호텔 등 위락시설을 갖춘 라스베가스 수준의 고급 관광단지로 개발할 계
획이다. 현재 동 사업은 SRC(Seven Rivers Capital)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
며, 최근 SRC측이 우리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다.
카자흐스탄은 동 사업에 우리 건설업체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나, 우리 건설
업체들은 현재까지 G-4 City 건설예정지에 대한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기, 상하수도, 통신망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이 미비하며 동 사업의
수익률이 낮고 자금 회수가 늦을 가능성 등을 고려, 본격적인 참여 여부에 대해
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중인 상황이다.
현재 동 위성도시 건설예정지는 대부분이 주요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
은 지역으로서 도로, 가스, 상하수도 등의 인프라 구축에 소요될 시간을 감안할
경우 업체의 입장에서는 수익회수기간의 예측이 어려우며, 현재 미국의 서브프
라임 모기지 사태이후 건설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공사 완료이후에도 분양여
부가 불확실하다. 또한, 주거 단지의 경우 서민용 중저가 아파트를 분양할 계획
인바,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동원력이 떨어지는 서민들의 경우 완공
된 이후에야 자금결재가 가능하여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기초공사 이후 완공시
까지의 자금조달(financing)을 해야하는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Csapian Engineering Group의 Alexander Tan 사장(general director)
은 언론과의 인터뷰시 G-4 City 건설 사업이 2010년에 개시되어 주요 공사는
2015년까지 나머지 공사는 2020년에 마무리되고 2030년에는 도시화 계획이 완료
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 아스타나 신도시 계획49)
아스타나의 신수도 건설이 본격화된 것은 카자흐스탄이 경제적으로 연 10%
에 가까운 고도설장을 시작한 2000년경부터이다. 2002년 1월 카자흐 대통령령에
49)

수은해외경제 2006. 4 “신행정수도 아스타나의 주택시장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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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아스타나의 건설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쉼강 근처의 1,052 헥타르에 이
르는 지역을 ‘아스타나신도시(Astana-New City)’ 경제특구로 지정하였다. 경제특
구 지정의 주요 목적은 외국자본의 유치, 선진 건설 기술의 도입을 통해 아스타
나시에 최신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시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
젝트 의 타당성 조사에 의하면, 2003~2007년 사이에 1,052.6 헥타르에 대한 건축,
건설비로 미화 16억 달러가 투자될 예정이었다. 2001년에 아스타나시에 미화 317
백만 달러가 투자되었고, 2002 년도에는 공공 행정 건물, 거주 시설, 인프라 시설,
도로 건설등을 포함하여 경제 특구에 45개의 시설들이 새로 건설되었다.
아스타나시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부가가치세 면제, 수입자재 관세 면제 등 여
러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경제특구 프로그램 은 상당한 실효를 거두며 운영
기간이 당초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연장되었다. 7개 외국인기업을 포함하여
400개 이상의 기업들이 특구 내에서 활동 중이며, 행정시설18개, 사회시설 11개,
거주시설 21개, 인프라, 공공시설, 도로 25개 등 총 75개 프로젝트가 건설되고 있
다. 2004년에는 대통령궁을 비롯한 정부의 모든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외교단
도 속속 이전을 완료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3) 부동산 관련 제도
(가) 주택건설 지분 참여법
주택건설 지분 참여법은 주택건설 부문의 규제강화를 목적으로 2006년 7월에
제정,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 동 법의 시행배경은 카자흐스탄의 건설시장과 관
련이 있는데 카자흐스탄 내에 대량의 국제 자본 및 외환의 유입으로 부동산 투자
붐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었다. 이럴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이 모기지의 발
달인데 대다수의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주택 가격의 60-100%를 모기지 형태로 은
행에서 대출받아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하고 있었다. 때문에 주택수요 급증이 일
어났고 투자급증과 수요급증은 건설시장의 활황 국면을 이루게 하였다. 그러
나 일부 부도덕한 외국 업체 등으로 인한 부도와 대금횡령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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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그리하여 주택건설 부문의 규제강화가 필요하게 되어 주택건설 지분 참여
법이 실시되었다. 동 법의 주요 내용은 분양광고 및 분양시기에 대한 기준 강화,
주택건설 사업자의 현금보유비중 의무화(총 사업자금의 12%), 재무적으로 취약
한 시행사의 사업참여 제한 등이다.
(나) 투자법
카자흐스탄에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법적 활동을 조정하는 기본 법률은
2003년 1월8일 제정된 카자흐스탄 공화국 ‘투자법’(이하 ‘이 법’)으로서, 이 법의
제1장에 따르면 ‘투자’란 리스 계약 체결 시점부터 금융 리스 대상물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자산(개인 소비를 위한 상품 제외)과 투자자에 의해 자본금으로 투
여되는 모든 형태의 자산에 대한 권리 또는 기업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고정 자
산의 확장을 의미한다. 이 법에 따르면 ‘투자 활동’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영리
조직의 자본에 참여하거나 기업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고정 자산의 신규 도입
및 확장 활동으로서, 투자자는 카자흐스탄에서 투자를 실현하는 외국인 및 외국
법인을 포함한 모든 개인이나 법인이 가능하다. 또한 투자자들은 어떠한 목적물
이나 기업 활동의 형태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카자흐스탄 공화
국 법에 의하여 투자 활동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기업 활동 형태와 (또는) 영역
이 정해질 수는 있는데, 이러한 제한들은 보통 국가 안보 문제와 관련됨 사항들
로서, 일반적인 경제활동은 거의 제약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다) 주택대출보증기금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자금의 효율적 조성과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대출보증기금(Kazakhstan Mortgage Guarantee Fund)를 2003년 11월 설립한다.
카자흐스탄상업은행, 중앙크레디트은행, 카자흐스탄투자은행 등이 주택담보대
출을 시행하고, 중소 금융기관들이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주택대출을 담당하는
50)

중앙아시아의 거인 카자흐스탄 116쪽 김일수, 도서출판궁리, 20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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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가지고 있다. 주택대출보증기금은 주택담보 대출시 보증을 제공하며, 주
택수요자는 주택구입시 자금부담 경감, 계약금 비율 감소, 대출상환기간 연장 등
의 혜택을 얻게 된다. 카자흐스탄의 주택담보 대출시장은 2000년 이후 급속하게
성장하여 2006년말 현재 주택담보 대출 잔액은 10억 달러로 추정된다.
(라) 외국인 권리법
“카자흐스탄 외국인 권리법” 대통령령 제 9조에 의해 카자흐스탄 영주권을 가
지고 있는 외국인은 카자흐스탄 국민과 같은 권리를 가지므로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할 권리가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은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나,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을 등록한 경우 법인 명의로 주택 및 토
지의 취득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대해서는 카자흐스탄공화국토지법
(2003년 6월 20일 법 No442)제 6장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토지를 취득할 수 있고,
개인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토지매매 조건, 기간, 지불조건 등을 매매계약
서에 명기하고, 토지 위치에 따라 정하고 있는 공중사무소에서 매매 계약서를 작
성하여야 하고, 국가소유의 토지를 구매하는 경우 토지매매조건, 기간, 지불조건
등을 정한 공화국 토지법 9장의 규정에 따르며, 매매의 결정은 정부로부터 권리
를 위탁받은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다.
국가 소유의 토지에 주택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사업이 수
행 되고 있다. 첫 번째, 시 건설담당 부시장을 면담하고, 주택건설 계획서를 제출
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시에서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고, 공청
회를 개최한다. 세 번째, 시장 면담 후 담당기관에 이송하여 사업이 진행된다.
건설사업 특히, 주택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에는 제한이 없으며, 국가소유의
토지는 경매, 협의 등의 방법에 의해 취득할 수 있고, 건축 사업을 위해 국가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지역 토지 관리부에서는 토지매매계약서를 검토하여 소유
권 발급 결재서에 토지소유권 양도자, 토지사용 목적, 토지의 면적, 소유권의 종
류, 제한물권,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의 판매가격이 기대된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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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 사례
(1) 일반현황
우리 건설업체의 카자흐스탄 진출은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와 카자흐스탄 부동
산시장 규모 확대에 따른 신규시장 개척 일환으로 진출되었다. 우리기업의 대 카
자흐스탄 투자는 2007년 말 현재 실제 투자 기준으로 118건, 7억 1,700만 달러이
다. 이중 건설업과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가 약 64%를 차지한다. 2000s7s 이후
카자흐스탄 진출 토목ㆍ건축ㆍ전기ㆍ용역 등 건설 관련 업체는 31개에 달하며
계약금액은 약 25억 6,647만 달러 수주를 이루었다. 31개 업체가 총 49건의 건설
공사를 진행 또는 완공하였으며, 이 중 대기업 및 중견 기업들은 아파트 및 주택
건설에, 중소업체는 배관 및 냉난방설비, 보안시스템 등 건설 장비를 공급 등 분
양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대표적 진출은 동일토건의 아스타나 주거단지 개발, 우림건설의
알마티 주거 단지 개발이 잘 알려져 있다. 그 외 성원건설, 삼보건설 등이 알마티
에서 해외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사업의 지속
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우리기업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토지를 구매하였기 때문에 사업시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들도 있다.
현지 은행을 통해 금융을 하지 않고 국내 은행을 통해 자금 조달로 카자흐스탄
건설업체보다는 위험요소가 훨씬 낮고, 사업 완공시점이 카자흐스탄 경제회복기
에 들어설 수 있는 시점임으로 보다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러한 일들로 인해 워크아웃
등의 총체적 위기 등을 경험한 것으로 볼 때 카자흐스탄 진출로 우리 기업들이
얻은 경험은 고되고 힘든 것들이 다소 많았다고 할 수 있다.
52)

53)

해외건설활성화TF팀, 중소건설업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유망시장 조사 보고서 (2006. 4),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52) 산은경제연구소 “카자흐스탄 주택시장 현황과 시사점” (2008. 7)
51)

5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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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토건
동일토건은 2004년 국내 건설사 최초로 카자흐스탄에 진출하였다. 카자흐스탄
에 진출하여 아스타나시로부터 대통령궁 맞은편에 3000가구의 규모에 달하는 대
규모 아파트 단지를 할당받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초기 2009년까지 단계적으
로 20-120평형 아파트로 총 10억 달러 규모, 부지면적 8만 평방미터의 대형프로젝
트였다. 그러나 건설 중기에 모기업이 어려움이 겪게 되고 재 수정을 하여 2011년
까지 단지를 완성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이빌 아스타나' 전체 공사구역 중 AB블럭이 진행될 때는 국내의 온돌문화
를 적용하고, 시공과정의 대부분을 국산 자재를 활용하는 등 고급주택수요를 겨
냥하여 분양이 성공하고 2007년 10월 공사를 완공하고 입주까지 마쳐 좋은 진행
을 보였다. 그러나 C∼F블럭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공사에 어려움을 맞게 되
고, 결국 최근인 2009년 7월에 와서야 카자흐스탄 정부가 프로젝트를 위해 1억
5000만달러(약 1905억원)의 투자유치를 하면서 진정 국면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
러한 투자 유치 결정은 2009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순방에서 현장
을 직접 방문하고 투자를 당부한 결과로 생기게 되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
다. 수도의 요충지에 중단된 공사 현장을 미관상 방치할 수 없다는 현지 정부 입
장도 적극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카자스흐탄 정부는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을 정상화시키고 분양 계약
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성한 10억달러 규모의 삼록카지나 복지펀드에서 투자금을
조달키로 했다. 당초 '하이빌 아스타나'는 고급 아파트로 분류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54)

(3) 우림건설55)
우림건설은 2006년 10월 알마티시 중심부로부터 남서쪽에 위치한 곳에 27만m
의 대지를 할당 받아 총 사업비가 회사의 연 매출인 7000억원의 6배 규모인 4조
2

54)
55)

이투데이 설경진 기자 “동일토건, 카자흐서 1억5천만달러 투자유치” (2009. 7)
머니투데이 이승호 기자 “카자흐애플타운'위기vs기회” (200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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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 ‘우림애플타운’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되었다. ‘애
플타운’사업은 2012년까지 순차적으로 고층주상복합 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완공시 2570세대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계획으로 알마티 시내 대지 매입을 추진
하던 우림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알마티 시내의 땅값이 진출 초기보다 3-4배 가
량 치솟았기 때문이다. 당시 우림건설이 사업을 벌이던 알마티의 경우 93개 기업
이 140여개 주택단지 (아파트 3만 6000세대)를 건설하고 있었다. 완공되지 않은
건물을 짓기 위해 26억 달러 정도의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동성 위기로
현지 은행들이 대출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우림은 2007년 하반기 국내 은행으로부터 2000억원의 PF 대출을 받
았다. 그러나 우림이 계획한 1∼6 블록의 대지 매입을 위해서는 4000억원 정도
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추가조달이 필요하게 되어 우림은 일부 사
업장을 매각하여 3000억의 PF지급보증을 축소하는 대가로 2008년 하반기 중 우
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으로부터 4000억원의 PF 대출을 추가로 받았다.
그러나 우림은 우발채무로 인해 2009년 12월 현재 워크아웃 상태에 있으며, 이
러한 원인으로 카자흐스탄에서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는 후문이 있다. 카자흐스
탄 사업 성적표가 우림건설 재기의 변수라고 하니 우림은 카자흐스탄 프로젝트
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시점에 있다.
5

56)

57)

3) 외국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 사례
카자흐스탄의 건설부문에 투자하고 있는 주요국으로는 이탈리아, 러시아, 한
국, 독일, 핀란드, 터키, 중국, 포르투갈, 이란 등의 기업이 있다.
중동지역 대부분이 그러하듯 카자흐스탄에서도 터키의 진출이 현재까지는 두
드러진 상황이다. 터키가 참여하는 주요프로젝트로는 알마티-아스타나 고속도로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금호생명, 동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2000억 P/F를
추진
57) 조달된 자금으로 기존 2000억원의 PF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2000억원으로 2차와 3차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데 사용하려는 계획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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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Almaty-Astana motorway), 아다나 순환도로 건설사업(Circular roadway
around Adana) 등이 있다.
중국은 자원 확보와 유럽의 진출 통로로서 카자흐스탄의 인프라 건설에 참여
하려는 중이며, 이미 중국 내 연결구간 등에 대한 건설을 진행 중이다. 중국의
진출은 국가 대 국가의 진출이라는 특이점이 있는데 2006년 중국은 카자흐스탄
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표방하는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수 많은 에너지
사업들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 중국은 인프라 건설 등에 필요한 차관
을 제공하여 카자흐스탄은 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다. 정상외교를 통해 외교적 신
뢰를 구축하고 국가관계를 격상시킴으로 성과를 거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별한 사례로 독일이 있는데 실제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노동력에 대한 교육
기관을 마련하고 이들을 1~2개월 교육시킴으로써 노동의 도덕적 해이를 제거하
고 애사심을 갖도록 한 후 공사에 노동 인력을 투입시키는 사업을 하였다. 카자
흐스탄 현지인 교육을 통해 독일은 사업수주까지 연결시키는 등 성공적으로 진
출하고 있다고 한다.
58)

59)

5. 사례 종합 시사점
각 국의 해외도시개발 여건 및 제도가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우리 기업이 중심
진출하고 있는 지역의 개발 여건은 우수한 편이며,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선진
국형 임대형 디벨로퍼 진출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도시개발 진출은 건설도급형에 머무르거나 개발형 디벨로퍼
등을 회피하고 있고 개발형 디벨로퍼로의 진출도 수요층이 엷은 고소득 계층으
로 접근하는 등 수요확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외국 기업의 진출사례에서는 싱가포르의 정부참여에 의한 거버넌스 체계가 제
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 : 중국의 에너지자원 확보 외교전략과 우리의 대응전략 연구 2007 산업자원
부
59) 카자흐스탄 출장시 현지 건설사 직원과 실시한 인터뷰 내용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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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출 등을 통해 해외도시개발사업의 지속성과 성공을 담보하는데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독일의 카자흐스탄 진출 경험도 우리에게 시사한 바 큰데 노동력 송출에 비용
이 많이 드는 현 단계 우리 업계에서도 독일의 노동 교육기관의 창출과 교육훈련
을 통해 노동의 도덕적 해이를 제거하고 정부의 지원에도 이러한 교육훈련 과정
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에서는 화교자본 및 이슬람계 자본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러
한 경우는 우리에게 고수익 고위험 개발형 디벨로퍼 진출에 있어 금융기관의 도
움이 절실히 필요함을 상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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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시개발 추진전략 및 민관협력 추
진체계 구축방안

이 장에서는 앞 장들에서 조사 연구된 해외도시개발의 개념 및 유형, 현황분석, 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해외도시개발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추진전략과 추진체
계를 마련하도록 구성되었다. 기본방향으로 관리형 민관협력 시스템의 구축, 거점 개
발에 의한 전략적 접근, 민관협력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체계적 접근 등이 제시되었
다. 또한 이에 따른 전략으로 정부 지원형 방안과 투자형 방안이 순차적으로 마련되어
질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고, 무엇보다도 특별법 추진을 통해 이를 구체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

1. 해외도시개발 추진 방향 및 추진전략
1) 기본 방향
(1) 규범적 방향
해외도시개발은 기본적으로 협력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사업의 이윤 추구
로 인하여 상대국가에게 우리의 해외도시개발이 약탈주의라는 오해의 시각을 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상호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협력 전략 기조가 필요하다.
국가 간 협력기조를 근간으로 협력국에서 요청시 협력하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
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아울러 상대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해외도시개발과 자원과의 패캐지딜로 자금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민간기업은 금융위기 및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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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진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공공의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다. 공공이 참여
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하는 효과를 가져와 민간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다. 아울러 경제위기로 인한 위축된 고용시장에서 해외도시개발을 통한 국내에
대한 고용창출을 최대화 할 필요가 있다.
(2) 개발 프로세스별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체계적 진출
민간기업들은 국내 건설시장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해외시장에 진출하였
지만 외부환경(글로벌 금융위기 및 해외부동산 가격 폭락 등)으로 인하여 사업진
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사업의 여러 사례를 살펴보면 사업 단계별로
정부의 지원을 통하여 민간기업에 리스크를 분산하는 효과를 가져다준 사례가
있었다. 개발 프로세스별로 필요한 민관의 협력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도 및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민관의 경험을 활용한 협력체계, 사업타당성 분석
및 평가에서는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한 분담 경감과 분석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외부(주로, 해외 상대국)의 신뢰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디벨로퍼 전략으로서 개
발 및 건설에 대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협력체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진
행․사후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적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상대국가
의 관리운영 공동 협력체계 등이다.
(3) 수요확보를 통한 진출
해외도시개발은 단순 건설용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개발 주체들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구성되어야 성공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진
출주체는 공급자 측면에서는 공기업․지자체․기업, 수요자 측면에서는 개인․
기업 등이 있다. 개인 및 기업의 수요 확보를 통한 진출을 위해서는 각각 진출분
야(기업 : 디벨로퍼, 설계 및 디자인, 건설, 임대, 투자 / 개인 : 임대, 투자)에 부합
되는 정부의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하다. 지원에는 정책․계획․정보제공․교육․
타당성평가, 관리에는 상대국가과의 공공 관리위원회 등을 통한 수요 확보 진출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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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도시개발 추진 전략
(1) 규범적 진출 전략
(가) 국가 간 협력기조를 근간으로 진출
각 나라별로 투자청을 건립하고 오일머니 등으로 벌어들인 광대한 외환보유고
를 각 종 투자 상품에 투자하고, 이러한 국부펀드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국부
펀드의 운용 등 국부펀드의 창출은 체계적 현상이다. 또한, 에너지 위기로 인해
각 나라별로 해외자원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세계적인 현상이다. 다
만, 이러한 모습이 새로운 신 식민주의로 오인받기 쉬운 상황이며, 우리의 해외
도시개발을 오인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우리의 해외도시개발은 약
탈주의가 아님을 상대국들에게 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력기조에 대한 철저
한 전략을 마련하여 해외도시개발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사례는 사
업의 착수 시에 공동추자 원칙을 고수하고, 하나의 도시개발이 상대국과 건설국
모두 서로 간에 윈-윈 할 수 있는 선례를 보여준 것이다. 즉, 해외도시개발이 건
설국에만 이익이 되는 약탈주의가 되어서는 장기적으로 협력하기 곤란하다는 것
이다.
(나)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진출
민간기업들은 국내의 건설경기 둔화를 타개하기 위해 해외에 진출했지만 국내
건설경기의 심각성이 오히려 모처럼 마련한 해외에서의 기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들 민간건설기업에 수혈을 위해 공공지출을 증가할 계획이
있지만 일부는 이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에 의한 지원에 의해 우
리나라 건설기업의 생존이 달려 있는 상황이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 필요성에 대
한 설문조사 의 경우에도 응답자의 대부분(95%)이 공공과 민간의 컨소시엄 형
60)

60)

해외도시개발의 진출 방향 및 전략, 조진철, 국토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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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해외도시개발에 진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
관계가 절실히 요구되어 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싱가포르는 중국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텐진에 거대한 규모의 신도시 개발권
을 획득하였으며, 이는 정부 대 정부 간 협상에 의한 도시개발권의 양도가 현재
도 가능하다는 것을 간적으로 보여준다. 즉, 공공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서는 대
규모 토지에 대한 개발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이 진
행될 시 1개 민간기업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도 너무 커서 이를 공공이 참여함으
로써 리스크를 분산하는 효과도 민간기업들은 기대하고 있다.
<그림 5-1> 해외도시개발 시 공공과 민간의 협력관계 중요성 설문 응답

자료 : 조진철, 『해외도시개발의 진출 방향 및 전략』,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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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해외도시개발 시 공공의 민간지원 형태 중요성 설문 응답

자료 : 조진철, 『해외도시개발의 진출 방향 및 전략』, 2008

따라서 해외도시개발의 진출은 현재 금융위기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공공의
참여를 필요로 하며, 공공은 이들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함으로서 민
관협력 해외도시개발 프로그램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2) 개발프로세스별 민관협력을 통한 체계적 진출 전략
(가) 제도 및 계획 수립에 대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기술이전 등 저개발국 공무원 연수의 체계화를 통한 네트워크 체계를 정비하
는 방안이다. 현재 KOICA 교육 프로그램은 개발관련 교육이 환경여성분야 교육
으로 분류되어 있는 등 도시개발 분야의 전문성은 미흡한 실정이다. 과거처럼 복
지, 인권향상 등에 대한 지원과 개발관련 교육을 동일선상에서 취급하기 보다는
집중적으로 지원할 분야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건설관련 교육 분야를
분리 독립시켜 외국 공무원 트레이닝 센터를 설립하고, 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
공사 등 분산되어 있는 개발 관련 교육도 정비하여 네트워크화하고 시너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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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 현재 개발관련 KOICA 사업은 국토연구원 2개, 한국토지
주택공사 3개, 도로공사 2개, 수자원공사 4개, 철도공사 3개, 시설공단 1개 등이
다. 2008년도 KOICA 연수생 규모 중 개발 관련 참 가자는 전체 참가자 3,500명
중 341명으로 9.7%에 불과하고, 전체 과정 수 238개 과정 중 26개 과정으로
10.9%에 그치고 있다.
2009년 10월 현재, 국토해양관의 개도국 파견국은 현재 7개국에 불과하므로
이를 점차 증가하여 외국 공무원 연수생 확보 및 개발관련 정보 습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민간 엔지니어링사, 공기업, 트레이닝 센터, 국토해양관 간에 밀접
한 연계를 통해 개도국에서의 개발 관련 정보 공유, PM 입찰 응모 등을 공동 수
행하여 기술이전 연수 교육 이후에도 꾸준히 접촉할 수 있는 통로를 다각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우리의 차관공여를 전제로 개도국 국토계획 및 신도시계획 등을 수립하고 우
리 공기업 및 민간기업이 수주할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주를 기다리기 보
다는 만들어 가고, EDCF의 도시개발 관련 차관공여의 제도적인 추진을, 개도국
연수 공무원과 적극 협력하여 기본계획 및 설계 부분에서 우리의 차관공여를 받
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한다.
일부 민간기업은 신도시를 수주하고도 당해 국가에서의 보상 및 철거, 공시지
가 산정, 토지세제 등에서 막혀 건설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수출을 통해 개발 및 건설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정책자문 활
동을 활발히 전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개발컨설팅을 통해 정
책자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건설관련 개발컨설팅을 확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KOICA와 KOTRA 등 해외에 선발주자로 나가 있는 공기업들을 통해
대상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하고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나) 해외도시개발 진출 전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한 리스크 제거
CM 사업은 당장 건설과 연결되므로 무작정 모든 계획과 CM을 연계하는 것은
무모하기 때문에 국토계획 또는 여러 개의 신도시 등에 대한 PM 사업이후 CM사
150 민관협력시스템을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방안 연구

업 수행이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하므로 사업 타당성 분
석을 필히 거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KOICA의 개발조사비(‘06년 70억)를 증액
하여 사업타당성 분석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 개발 및 건설에 대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디벨로퍼 전략)
① 디벨로퍼 체계 구축
국내에는 다수의 디벨로퍼가 있지만 해외부동산 개발 진출은 실적이 미비하
며, 실적조차도 미국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었다. 또한 디벨로퍼 시장은 집계된
데이터가 부재할 정도로 비활성화 되었고 해외도시개발을 시행하는 기업은 많
지만 디벨로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은 희귀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디벨로
퍼 육성 정책이 도외시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나마 최근 2007년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그에 따라 관련 협회가 법인격화 되어 활
동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의 국제 디벨로퍼 양성 등 해외도시개발 진출 추진체
계 마련을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며 자통법 이후 민간시장을 통한 국제 디벨로
퍼 투자 및 보증 지원(건설 공제조합 등에 해외보증 업무 허용)이 원활화 되어야
한다.
②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디벨로퍼 역할
디벌로퍼로서의 역할은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서로 다른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공기업은 당해 도시개발 지역 이외의 도시개발 지역에서 민간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단지개발 시행의 실시를, 민간기업은 관리위원회(실질적으로는 대리
인)로부터 일정 단지를 분양 받아 시행 업무를 추진하는 역할로 구분할 수 있다.
단지 전체에 대한 개발 전망과 개별 구획에 대한 가치 평가를 통해 일부 구획
을 sub-developer에게 양도할 수 있고 Loan Syndication 을 조직하기 위한 투자 설
명회 개최할 수도 있다. Mezzanine Financing 기법 등 최초 대출과 일정 수익 이후
지분 참여를 혼합하는 방식을 통해 잠정적 디벨로퍼를 육성하도록 유도한다. 또
한, 의무사항으로는 관리위원회 주관 글로벌 채권을 구매하고 위원회로부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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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지원받아 디벨로퍼 관할 지역의 사회주택을 건설하게 한다.
③ 관리운영 공공협력 체계 구축
현재 PF 기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투자(seed money)가 필요하므로
국민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도시개발 펀드의 창출 등 정부의 투자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투자청 모델 등을 도입함으로써
개발청을 수립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투자지원을 가능케 하는 중
앙 컨트롤 타워 기능을 창출해야 한다.
<그림 5-3> 체계적 진출을 위한 시급과제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해외도시개발의 체계적 진출을 위한 시급한 과제
에 대한 설문조사 에서는 ‘개발 및 건설에 대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디벨로퍼
전략(43.2%, 86명)’, ‘제도 및 계획 수립에 대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36.2%, 72명)’
에 많은 응답을 하여 민관협력 체계 구축과 디벨로퍼로서의 해외도시개발전략을
61)

년 10월19일부터 23일까지 해외도시개발 관련 공무원, 연구기관 전문가, 공기업, 민간기업 등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6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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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수요확보를 통한 진출 전략
(가) 개인 수요 확보를 통한 진출
개인 수요 확보를 통한 해외도시개발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필
요하다. 첫째, 투자목적용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장려 정책의 시행이다. 둘째,
소득세법에 예외조항 신설 등 법적인 규제완화이다. 소득세법 제3조 3항 거주자
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가 현행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
득에 대해 과세하게 되어 있다. 해외도시개발을 활성화하고, 수요자 확보를 위해
서는 개인의 해외 임대업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장려하기 위해 투자
지역에서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 한시적으로 국외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도 한 방편일 것이다. 셋째, 해외
부동산 정보포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도국 위주로 진행되는 신도시 수출
촉진을 위해 양질의 정보가 부족한 아시아 및 신흥시장에 대한 부동산 가격 및
관련 법규 등의 정보를 일원화하여 투자자들의 편익을 도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모델로서는 '온나라 부동산 정보 포털' 을 개편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가진
'해외 부동산 정보 포털'(가칭)을 구축하여야 한다. 포털사이트 서비스 절차를 살
펴보면 주요국에 정보 수집 네트워크 인력망을 구축하여 시장 현지에서 정리된
정보를 중앙정부에서 각종 정보로 가공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요자에게 제공
하는 것이다.
62)

(나) 기업 수요 확보를 통한 진출
기업의 수요 확보를 통한 진출 방안은 진출 상대국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여러 환경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역별 인구를 고려
62) http://www.onnara.go.kr,

책 및 통계 정보 제공

국토해양부 운영 부동산 정보 포털 사이트, 투기억제 시책현황 및 부동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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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진출이다. 도시화의 세 가지 흐름인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 도시인구 자연증
가, 농촌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로의 재분류 가운데 도시인구의 자연증가
가 전체 도시인구 증가의 60%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지구촌 도시화를 주
도하는 곳은 최근 양호한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이머징 국가들이 많은 아시
아 아프리카로 나타났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 등은 상대적으로
도시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고령화 등 인구 구성 변화를 고려한
해외도시개발 진출이다. 급속한 노령화로 50～60세 이상 노인은 20억 명으로 지
금보다 3배 증가하지만 비 도시인구는 6억 명 감소 예상되고 세계인구가 도시에
거주하는 전체적인 도시화율은 증가하지만 지역마다 도시인구 변화 특성에는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 번째, 선진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으로 이원화
하는 전근 방식이다. 저개발국은 과거 우리 개발경제시대의 도시도 당장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들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접근할 수 있으나 중국 등 선진개발도상
국은 이미 건설업에서 상당한 진보를 보이고 있으며, 동부 연안지역은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함으로써 향유하고자 하는 도시 건축 문화도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선진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리의 해외도시개발은 최근 IT 정보화시대에 축적
된 u-City, Eco-City 등 첨단 친환경 도시(첨단 그린도시)로 접근하는 것이 시장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성장 속도가 빠른 도시를 중심으로 접근
하는 방식이다. 개발시대 성장에 대한 욕구는 성장거점으로 인구를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개발 수요도 많다고 볼 수 있다. 나이지리아의 라고스, 방글라
데시의 다카, 인도의 뭄바이, 파키스탄의 카라치,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등은 성
장 속도가 빠른 도시들로서 이들 도시 주변에서의 도시개발 여건이 양호한 것으
로 보이고 성장 속도가 빠른 도시 중 라틴아메리카에 멕시코시티와 상파울로가
20위권 안에 있으나 이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개발 압력이 많았던 도시들로 여겨
진다. 이렇게, 지역별․시기별로 도시의 특성이 달라지므로 획일적인 도시형태
가 아닌 맞춤형 해외도시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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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대륙별 도시화 증가율
대륙별 도시화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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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성장 속도가 빠른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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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시화 가속과 ‘빈민화 확대’ :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
IMF의 보고서 '금융과 발전(Finance & Development: F&D, 2009)에 의하면 도시
인구는 2008년에는 농촌 인구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 50%를 넘어서고 2030년에
는 도시화 비율이 더 높아져 60%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2008년에 도시화
율이 50%를 넘지만 도시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빈민촌(슬럼)에서 생활하는 어두
운 면도 함께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향후 도시화의 속도를 주도하는 개발도
상국들 안에서의 소득불균형은 비싼 도시주거비 등과 맞물려 빈민촌에서 생활하
는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원인이며, 이들 지역에서의 재개발 수요가 급
격히 증가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표 5-1> 재개발지역의 인구 증가
세계
개발지역
재개발지역

1960년

1975년

단위 : 백만 명)

(

2007년

2050년(예상)

2,535

4,076

6,671

9,191

814

1,048

1,223

1,245

1,722

3,028

5,448

7,946

자료 : 유엔인구국(UNPD), 2008

년 도시 빈민 인구는 10억 명을 넘어섰고 2020년에는 13억 9천 명에 도달
할 수 있다는 게 유엔의 전망이 있었다. 여기서 아시아의 도시 빈민 인구가 가장
많고 특히 도시 인구의 절반이 빈민 생활자인 인도 등 남아시아에서 빈민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떤 도시들은 똑같은 도시화율
을 보이지만 동시에 각각 빈민화율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똑같은 도시
화율을 보이는 지역도 빈민화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업 리스크가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해외 도시 수출 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단순
하고 획일적인 기준 적용이 아닌 한 변수 내에서도 다양한 시각에 의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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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관협력 추진체계 구축 방안
1) 정부 지원형 민관협력 추진체계
현 단계는 민간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외국 공무원과의 네트워크 구축, 제도
정책자문 활동 등을 통해 낮은 단계의 지원이 필요하다.
(1) 해외도시개발 지원단
헤외도시개발 지원단은 중앙 컨트롤 타워 기능을 담당하는 정부의 책임부서로
서 기능한다. 이 지원단은 외국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 정비, 민간 및 공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네트워크 추진,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 및 협회 관리, 개발형 디
벨로퍼 육성 및 체계 정비 등을 전담하는 책임부서이다.
(2)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
현 단계는 정보제공, 외국 공무원과의 네트워크 구축, 제도 수출 등 정책자문
활동을 통해 낮은 단계의 지원도 필요하며 가칭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 설립
을 통해 민관협력 추진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지원센터는 국가별 정보제공, 외
국 공무원과의 네트워크 구축, 제도 수출, 사업 타당성 분석 및 평가에서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다. 한정된 정부의 예산에서 정부의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
에서 ‘민간기업 및 공기업에 대한 해외도시개발 투자지원(58.3%, 148명)', ‘사업타
당성 분석 예산지원(14.6%, 37명)’, ‘도시개발 인근 SOC 건설 차관 지원(13.8%,
35명)’, ‘외국공무원 연수 네트워크 정비 등을 통한 계획․설계 용역 지원(11.4%,
29명)’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직접적인 투자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재원마련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글로벌인프라펀드에 해외도시개발 펀드
추가(37.5%, 95명)’,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한국국제협력단법 등 관련법에 따른
지원(28.5%, 72명)’, ‘KIC의 운용금액 일부 지원(19.0%, 48명)’, ‘독립적인 기금 마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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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12.6%, 32명)’의 순서로 응답하여 글로벌인프라펀드 확충을 통한 해외도시개
발펀드 마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6> 한정 예산의 정부지원 우선순위

<그림 5-7> 재원마련에 대한 의견

(3) 해외도시개발 협회
해외도시개발 협회는 민간기업(국내외 디벨로퍼, 건설, 엔지니어링, 설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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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건설 공기업, 지원센터, 공무원 간의 유기적 관계를 창출함으로써 정보 공유,
사업 공동 시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등 디벨로퍼형 해외도시개발 추진체계를
구성한다. 이 해외도시개발 협회는 해외건설협회와는 본질적 차이가 있는데, 무
엇보다 개발형 디벨로퍼에 중심을 두고 공공과 민간, 공무원이 함께 협회를 구성
하여 해외도시개발을 추진하는 체계이다.
(2) 지원센터 모델의 자금 운용 구조

확대를 통해 현재 무상지원 분야인 외국 공무원 트레이닝 센터를 정비하
고 EDCF를 통한 해외도시개발 주변 SOC에 직접 지원한다. 추가적으로 글로벌
인프라 펀드의 활용을 통한 사업타당성 분석 및 평가 지원 등에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ODA

2) 정부 투자형 민관협력 추진체계
(1) 개발 전문 투자청 설립 (개발청)
가칭 ‘해외도시개발청‘과 같이 해외 developer의 기능을 수행하는 해외도시개
발 전문적 투자청(개발청) 건설이 필요하다. 또한 ODA(KOICA, EDCF), KIC 운용
자금 중 해외도시개발 관련 자금을 일정 부분 명시하고 해외도시개발 투자지원
재원을 투자청에서 통합 관리하여 분산된 해외 원조 및 투자 재원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야 한다. 개발청은 국내 부동산 관련 FDI 유치 등을 전문적인 수행을 통
해 환율안정에 기여하고 해외진출 투자지원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 싱가포
르의 개발청 사례를 들면 테마섹은 GIC와 달리 국내외 투자를 아우를 수 있다.
개발청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각 부처의 해외 관련법을 상위하는 특별법 제정
을 검토하여 상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투자청 모델의 자금운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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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 투자청 부동산 투자 현황 및 투자 프로세스
싱가포르의 Temasek 및 GIC 등은 투자청의 부동산 관련 투자는 전체 자금운용
구조에서 약 10%를 차지한다. KIC는 부동산 투자를 거의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미국 건물 임대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다. 자금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248억 달러 투자로 40억 달러(약 6조원)의 투자손실을 기록하였고
투자현황은 채권과 주식의 비율이 6:4로 현재 주식 투자비율은 44.6%로 금액은
112억 달러이다.
싱가포르 투자청인 테마섹과 GIC의 해외 도시개발 프로세스는 정부 대 정부
간 협상을 우선시하며, 부동산 관련 자회사와 다른 공기업, 그리고 외국인 회사
와의 컨소시엄을 통한 지분 참여방식을 택함으로써 투자청의 자본투자를 최소화
하고 있다.
64)

<표 5-2> 각 투자청 총 자금 및 부동산 투자비율
구분
Temasek
GIC
KIC

총 가용자금(억 달러)
1,000
3,300

252

현재
가정

투자비율(%)
9
10

극히 미미
10

※ KIC 경우는 부동산 투자 비율이 GIC의 경우로 가정

부동산

투자금액(억 달러)
90
330
25

(나) 해외도시개발로의 충분한 투자지원 가능성
한국의 KIC가 단독으로 부동산 관련 해외투자를 10% 증가한다면 약 25억 달
러의 투자지원금이 발생하고 이 금액은 인구 30만 도시, 3개에 대한 10% 사업비
에 해당한다. 도시 1개당 건설비용은 8,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싱가포르 투자청
의 해외도시개발 프로세스(지분 참여방식)를 KIC의 운영방식과 결합한다면 정부
(투자청)의 투자지원금도 대폭 낮출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다만, 정부의 해외도
64) Temasek, GIC

료 참고

의 조직, 투자운용방식, 투자조금조달, 투자대상 및 분야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첨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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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개발에 대한 비전과 의지가 중요하므로 새로운 해외도시개발 투자청 건립을
통한 다른 가용 재원의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공기업 재정비를 통한 민관협력 강화
공기업을 건설 공기업에서 점차 디벨로퍼형 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준비할 필
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처럼 개발형 부동산 공기업과 임대형 부동산 공기업
을 나누어 해외도시개발 관련 공기업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
의 KEPPEL은 개발형 디벨로퍼로서, ASENDAS는 임대형 디벨로퍼로서 기능을
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공기업 체계를 개발형 디밸로
퍼와 임대형 디벨로퍼로 전문화함으로써 전문성을 강구함과 동시에 민간의 디벨
로퍼 양성에 일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순차적 추진체계 구축 방안
투자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아직 본격적인 해외도시개발이
수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ODA가 확장 추세에 있으므로 기존 KOICA의 무상지
원 및 EDCF의 유상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측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하고 많은 부처에 프로그램이 산재해 있는 등 투자청 설립을 위한 요건이 마련되
어 있지 않다. 따라서 1차적으로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의 설립을 통한 적극적
수주모델을 우선 추진하고, 투자지원형 모델인 개발청은 장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의 중앙컨트롤 타워 기능을 위한 추진체계에 대한 설문조사 에서 ‘해외
도시개발 투자지원을 위한 개발청 수립’ 및 ‘정부 내에 해외도시개발 추진 지원
센터 설립’(44.5%, 113명), ‘해외건설협회 격상(7.5%, 19명)’, ‘현상유지(2.4%, 6
명)’에 응답하여 투자청 설립과 정부 내 해외도시개발 추진 지원센터 설립에 많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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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응답을 하여 정부의 중앙컨트롤 타워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방법에 있어
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8> 정부 중앙컨트롤 타워를 위한 추진체계

3. 해외도시개발 지원 특별법 추진
1) 해외도시개발 지원 특별법이 포함해야 될 내용
(1) 현 법률에서의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개념 정립 필요
해외도시개발과 유사한 법률은 ‘해외건설촉진법’ 등이 있으며, 주로 민간의 해
외 건설공사와 관련되어 있다. 해외도시개발의 개념은 현 법률에서 찾기 어렵고
공공의 민간 지원도 잘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 해외에서의 건설공사는
토목 건설공사에서 도시개발 건설 등으로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여서 민간
건설공사에 대한 영역에서 해외도시 건설에 대한 영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해외건설촉진법’ 일부 개정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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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도시개발에서 공공의 지원에 대한 조항 정비
현재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지원 조항은 찾을 수 없고, 공공 지원도 에너지 및
자원개발사업에 한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르게 보면 자원개발사업과
SOC 사업이 연계될 수 있듯이 SOC사업과 도시개발사업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도시개발사업은 문화적 수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대국 국민들의 기억에
오래 남으며, 신뢰확보에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연계 관계를 파악하고 해외
도시개발의 중요성을 재인식과 공공지원이 필요한 현재 법 제도를 정비 필요하
다.
(3) 해외사업의 목적 재정립 및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 확보
분야를 해외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으로 목적을 재정립해야 하고 그 외 재원
조달을 원활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글로벌 인프라 펀드도 연기금의 투자를 통한
재원조달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시적 성과를 용역사업에 확보함으로써 연기금
투자를 증가하도록 유도하는 등 싱가포르 투자청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해외도시
개발에서 기금의 재원조달 폭이 넓을 필요가 있다. 공공, 민간, 글로벌기업 간의
전략적 투자 컨소시엄과 PF를 통한 용이한 재원조달로 인한 리스크 감소도 필요
하다. 그러나 외부 투자자금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토지확보는 공공도 부담이 있
으므로 우리 은행권의 참여가 필요하다.
(4) 수요확보를 위한 개인의 해외 임대업 활성화제도 정비
해외도시건설은 국민적 참여를 통한 수요 기반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으므로
현재 부과되고 있는 개인의 투자목적용 임대업에 대한 이중과세를 폐지할 필요
가 있다. 말레이시아의 같은 경우 스스로 이중과세를 폐지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현 제도에서도 가능하므로 이중과세를 폐
지한 국가의 정보가 확인된 경우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세금을 징수할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며, 해외에서
개인 투자목적용 임대업을 할 경우 적절한 세제 조정을 하거나 이중과세 조항을
제5장∙해외도시개발 추진전략 및 민관협력 추진체계 구축방안 163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도 방법이다.
(5) 순차적 해외개발 관련 법 제도 정비
순차적 정비 방안을 마련하되 지원센터 수준과 투자지원 수준을 구분함으로써
이원화하여 접근을 해야 한다. 우선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 수립을 통한 교육 네
트워크 정비, 정보 네트워크 정비, PM 수주 네트워크 정비, 사업타당성 정비 네
트워크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서 관련 법령을 수정하거나 해외도시개발 지원법
을 제정해야 하고 현재 발의된 ‘해외 신도시 건설 추진 지원특별법’을 이들 지원
센터의 기능을 포괄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지원 분야는 상대적으
로 어려우므로 시간을 두고 추진하되 민간 건설기업과 컨소시엄을 장려함으로써
일부가 해소 가능하다.
<그림 5-9> 법제도 포함 사항

해외도시개발 관련 법·제도에 포함되어야 할 시급한 사항에 대한 본 연구의 설
문조사 에서는 ‘해외사업 목적 재정립 및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 확보(42.6%,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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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공공의 지원에 대한 조항 정비(24.7%, 62명),’ ‘순차적 해외개발 관련 법
제도 정비(19.9%, 50명),’ ‘개념정립(9.6%, 24명)’, ‘수요확보를 위한 개인의 해외
임대업 활성화제도 정비(4.1%, 8명)’의 순서로 응답하여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정
부의 지원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해외도시개발을 위한 시급
한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서는 ‘건설 전 사업타당성 분석을 통한 리스크 제거
(44.3%, 112명),’ ‘PF 활성화를 위한 투자지원 제도정비(22.9%, 58명)’, ‘ODA 활용
신도시 수요 활성화’ 및 ‘능동적 수주를 위한 외국 공무원 교육네트워크’(13.8%,
35명)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107 ),’ ‘

<그림 5-10> 향후 시급한 정책방향

2) 해외신도시 건설사업 지원 특별법안(국회 발의)의 내용과 개선방안
(1) 해외신도시 건설사업 지원 특별법안의 내용
2009년 6월 1일, 한국형 신도시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정원
외로 둘 수 있도록 하는 '해외신도시 건설사업 지원 특별법안'이 의원 발의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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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외 신도시 사업을 따낸 공기업은 '공공기관 운
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해주는 경영지침에 구애받
지 않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조직 및 인력을 운용할 수 있게 되고 해외 신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거나 자회사를 두는 것도 정부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법안은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 간 협의체인 '해외신도시 건설추진
단'을 설치하고 국토해양부에는 해외신도시 수출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다.
(2) 해외신도시 건설사업 지원 특별법안의 개선 방안
본 연구 해외신도시 건설사업 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발의 특
별법 일부 수정 후 상정(43.8%, 110명)’에 가장 많이 응답함으로써 법안을 현행
그대로 상정하기보다는 수정 후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여주
고 있다. 또한 특별법 수정 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재원마련 확충’ 및 ‘자원개발
연계 신중’(27.5%, 70명), ‘공기업 자율권 보장’(20.8%, 53명)’, ‘교육훈련 비중 중
시(15.7%, 40명)’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투자재원마련 및 자원개발연계에 가장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5-11> 특별법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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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특별법 수정사항

법안의 제목에서 신도시로 규정하는 것은 해외도시개발의 다양한 유형을 고려
하지 않은 결과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본 연
구에서 해외도시개발은 지역개발, 신도시개발, 재개발, 단지개발, 건축 등을 포괄
하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보았을 때 ‘신도시’를 포괄하는 개념인 ‘해외도
시개발’로 전환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안 내용에 패키지딜을 암시하는 것은 해외도시개발 협력국에 불필요한 오해
를 불러 올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생략하거나 시행령 등에 구체적 사항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 예들 들어, 시행령 중 사업수행 시 일부 국가에서 자원을
대금으로 지급하길 원할 경우에 대한 조항을 언급함으로써 협력국에서의 사정을
최대한 수용하는 협력적 원칙을 고수하여야 한다.
해외도시개발 주체로서 개인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필요하
다. 특히, 소득세법 등에 대한 한시적 유예조항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하고 현 특별
법에서 개인의 투자목적용 임대업 진출에 대한 이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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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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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결론
본 연구는 해외도시개발의 개념 및 유형을 정립하고, 현황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고찰을 통해 해외도시개발의 진출 기본방향 및 전략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는 가운데 해외도시개발의 개념 및 유형
정립이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없어 전체적인 골격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
하였다. 그리고 그에 기반을 두어 현황과 해외도시개발의 진출 기본방향 및 전략
을 마련하였다. 또한, 현재 제목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관협력 시스템을 통한 해
외도시개발의 진출 방향 및 전략’에서 민관협력 시스템은 이 연구에서 창출하고
자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자문회의 등에서 이미 그 시스템이 있는 것처
럼 오인되기도 하였다. 다시 한 번 이 결론에서 주장하는 바는 민관협력 시스템
이 해외도시개발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미로서 제시되었다는 것이며, 특히 정부,
건설 공기업 및 민간기업, 관련 전문가 그룹 등이 세계의 해외도시개발 시장에서
각 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는 것을 밝혀 둔다.
168 민관협력시스템을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방안 연구

1) 해외도시개발의 개념 및 유형 정립
먼저, 해외도시개발의 개념 및 유형 정립은 크게 건설, 개발, 관리라는 도시개
발 프로세스에 따라 그 개념 및 유형을 정립하려 하였다. 그 동안 우리의 해외도
시개발은 건설이라는 측면에서만 논의되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도 초기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건설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개발경제 시대에 우리 건설역사에 기인한다. 종합건설사 위주로 국내 및 해
외건설시장에 참여하여 온 역사적 배경은 건설도급을 우리의 해외도시개발 시장
으로도 오인하게 하였다. 가까운 일본이 종합건설사 위주에서 1980년대 중반 프
라자합의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부동산 및 엔지니어링으로 건설시장이 분화된
것에 반해 우리는 큰 외부요인 없이 개발경제시대의 건설도급 역사를 반복하여
왔다고 본다. 또한, 세계적 데이터의 한계도 이 연구가 초반 건설도급을 해외도
시개발 시장으로 바라보게 하는데 주효하였다. 해외건설협회 등에서 제시하는
데이터와 많은 연구 자료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ENR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작성
되고 있다. ENR 자료는 말 그대로 건설 및 엔지니어링 관련 유수의 건설, 엔지니
어링, 건축 설계회사에 대한 정보를 근간으로 작성된 자료이다. 이러한 자료에만
근거로 할 경우 해외건설 시장을 해외도시개발 시장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결과
를 초래하였다고 본다. 그러한 자료의 한계성은 개발시장에서의 자료가 잘 구축
되지 않은 점과 일맥상통한다. 분명한 것은 세계의 시장은 부동산 시장, 건설 시
장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으나 유독 이 부동산 시장은 세계적 자료가 구축되
어 있지 않아 마치 도시개발과는 관련 없는 시장처럼 연구자의 기억 속에 없는
시장이 되어져 왔다. 이 연구는 늦게나마 이 사실을 간파하고 도시개발 시장과
부동산 개발시장을 연계할 수 있도록 개념 정립에 포함하여 해외도시개발 개념
및 유형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한편, 관리개념은 단순도급에서는 잘 생각될 수 없는 개념인데 그 이유는 도급
자의 경우 관리를 받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시행사와 시공사를 나누어서
건설을 진행한 배경을 보면 분명 우리의 역할은 시공사의 역할에 그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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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다. 부동산개발 시장을 염두에 두고 해외도시개발을 수행할 시 토지의 개발
과 건설 그리고 그 후속작업으로서 도시의 경영관리는 하나의 건설메카니즘에서
건설 유기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 특히, 해외도시개발은 우
리나라의 영토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보다는 해외에서 다른 제도와 법률에 영향
을 받으며 진행된다는 것을 명심해 둘 필요가 있다. 단순도급에서는 주어진 토지
의 영역범위 내에서 건설도급을 하는 것이므로 애초에 주어진 법률의 테두리 내
에서 모든 건설행위를 진행하면 되지만 개발은 개발 대상국에서의 제도와 법률
의 테두리를 벗어나야 될 필요성을 가지게 된다. 개발에 대한 제도와 법률이 아
직 미성숙한 개발도상국에서 잘 정비되지 않은 제도와 법률은 우리의 해외도시
개발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참여도 이러한 상대국과의
제도와 법률 차이에서 이의 극복에 절실히 필요해 진다는 점에서 해외도시개발
은 단순 건설사업이기보다는 국제협력관계의 증진으로 귀결된다. 본문에서 언급
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중국의 도시개발 관계는 서로의 정부가 이들 도시개발에
깊게 관여하면서 협력관계를 발전하여 왔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크
다. 중국의 경우 선진적 제도를 실제 공동 도시개발을 통해 수입하였으며, 싱가
포르는 자국의 공기업 및 민간 건설기업의 애로사항을 중국에 전달하고 제도를
수출하는 상생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외도시개발은 정부가
참여하는 외교의 한 영역이라는 것을 본 연구는 지적하며,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없이 해외도시개발을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설명
한다.
이러한 개발, 건설, 관리의 개념은 역사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이 연
구는 보여준다. 특히 관리를 통해 해외에서 도시개발을 진행한 사실을 역사는 보
여준다. 신라시대의 경우 ‘총관’이라는 관리는 사실상 신라방을 통치하는 지방자
치기관의 총수로서 지난 1200여 년 전에도 관리를 통한 해외도시개발을 진행하
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무역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 자치기
67)

67) 해외도시개발 연찬회 및 자문회의의 현지 참여기업의 일관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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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역할 하였으며, 현재 FTA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우리 무역확대
정책과 해외도시개발과의 관계 정립에도 영향을 주는 역사적 요인이라고 생각된
다. 근세 및 현대에 와서 개발 관련 해외도시개발은 1989년으로 역사성이 매우
짧은 것도 발견하였는바, 우리가 건설도급만을 통해 해외도시개발을 진행한 것
이 아니라 규모가 작긴 하지만 개발사업들도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
려준다.
이론적으로는 직접투자 이론을 통해 자본의 요소생산성이 한계에 다다른 우리
의 입장에서 해외로의 자본 이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고,
과거 우리에게 직접 투자한 다국적 기업처럼 우리도 개발도상국 등에 직접투자
의 범위를 넓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묘사하였다. 또한, 이러한 우리 자본과
산업의 이동과정에서 신라시대처럼 우리 무역인을 보호하는 방향에서 해외도시
개발이 마련될 필요성도 주장하였다. 포트폴리오 이론은 금융 중심적인 이론에
서 상대적으로 부동산의 입지를 중요시 여기는 방향에서 차용되어졌다. 직접투
자 이론은 자본의 흐름 속에서 해외도시개발과 직접투자 이론을 연계하는 것이
우리 전체의 부를 창출하는데 유리하다는 이론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직접투자와 해외도시개발의 연계가 우리 국부를 창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연
계 고리역할을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에 더해서 도시 및 계획이론은 관리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이론으로서 직접투자와 해외도시개발을 연계하되 지속적 관
리 시스템을 통한 도시경영관리로서 해외도시개발에 접근해야 함을 지적한다.
이러한 역사적 이론적 고찰을 통해 이 연구는 해외도시개발의 개념을 제시 하
였는바, 해외도시개발은 건설, 개발, 관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도시계획, 설계
및 건설엔지니어링, 개별 건축공사 등 건설도급 개념과 단지개발, 도시개발, 지역
개발 등 개발개념, 그리고 전체 도시경영관리를 총괄하는 관리개념으로 정립하
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해외도시개발의 개념은 유형을 정립하는데도
직접적 범주를 제공하며, 도시개발 규모에 따른 유형, 개발 프로세스 및 개발 분
업에 따른 유형, 시장에 따른 유형 등으로 정리하였다. 도시개발 규모에 따른 유
형은 해외도시개발의 공간적 범위를 설명하는 유형으로 지역개발, 신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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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개발, 개별 건축을 포괄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지역개발을 해외도시개발
의 공간적 범주로 정립함으로써 도시 뿐만 아니라 도시를 둘러싼 지역도 도시개
발을 위한 중요한 공간영역임을 명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도시의 발전이 주변
배후지역과의 유기적 연계 관계를 통해 인간 정주공간을 창출하는데 근거하고
있다. 개발 프로세스 및 개발 분업에 따른 유형으로는 건설도급 유형, 디벨로퍼
유형, 관리 유형으로 정리하였는바, 건설도급 유형은 도시계획, 설계, 디자인 용
역 수주형과 건설 용역 수주형으로, 디벨로퍼형은 부동산 개발형과 부동산 임대
형으로, 관리형은 프로젝트 및 공사 관리형과 거버넌스형으로 구분하여 유형을
정리하였다. 시장에 따른 유형으로는 선진국 유형, 개발도상국 유형, 저개발국 유
형 등으로 정리하여 각기 다른 시장 유형에 따라 해외도시개발의 접근 방법도
다를 것임을 명기하였다.
2) 현황 분석
현황 분석은 주로 해외도시개발의 개념 및 유형 정립과정에서 발생한 건설과
개발에 대한 현황을 고찰하였다. 특히, 국내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해외도시개발
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따라서 우리 공기업 및 민간기업이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관리 분야는 현황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일부 PM 및
CM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들도 본격적인 진출 상황은 아닌 것으
로 알려져 있고, 관리 분야에서 보다 중요한 것을 이 연구는 거버넌스형으로 고
려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정부참여가 전무한 현 상황에서 거버넌스형 관리분야를
논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개발이라는 측면을 건설도급과
분리되는 측면에서 고찰했다는데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특히, 개발시장에 대
한 통계 데이터는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 연구는 개발시장에 대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세계적 부동산 개발회사인 프루덴셜의 자료를 기초로 개발도상국
시장 전체에 대한 개발시장 규모를 추정하였다. 아마도 이러한 개발시장에 대한
규모 추정은 향후 이 연구에 대한 기초로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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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현황분석은 먼저 기존에 해외건설협회 등에서 꾸준히 구축하고 있는 건설도급
현황을 고찰하였는바, 기존 자료와 큰 차이점은 없다. 건설도급 해외시장 규모는
2009년 현재 약 5조불 규모로 그 중 약 8%인 4천억 불 정도가 외국 업체에 개방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GDP 규모의 약 2/5정도가 해외 건설도급
시장 규모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건설도급 시장에서 한국기업은 산업 및 플랜
트 시장을 위주로 진출하고 있으며, 지역도 중동 및 아시아로 편중되어져 발전하
고 있다. 이러한 공종과 지역에서의 편중도는 비교적 고부가가치의 시장에 주력
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며, 반대로 저임금 노동력을 기초로 하는 인프라
및 도시건설 등 해외도시개발 시장의 주력 분야에서는 미흡한 것을 보여 준다.
최근 일부 민간기업에서 개발시장에 대한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분야가
2009년 10월에는 23.3%에 달하는 등 공종별 수주현황에서 해외도시개발에 다소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 미흡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역
에서는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중국이 아프리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함에 따
라 인프라 및 도시건설 시장에서 중국에 비해 비교열위 상태에 있다. 사실 현지
노동력은 분명 저임금이므로 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문제는 이
들 저임금 현지 노동력이 사실상 숙련된 노동력이 아니라는데 있다. 중국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국의 저임금 관리노동력도 수출함으로써 성공적인 건설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도 과거 우리의 노동력이 저임금
상태에 있었을 때 중동 등에서 유사한 성공 경험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명심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최근의 개별 지역에서의 건설패권을 획득하기 위해
서는 저임금 관리노동력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다. 본문에서 북한 노동력 활용 등도 언급하였는바, 이의 적극 활용도 모색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주어진 조건 하에서 선진 건설 강국이 하고 있는 것처럼 현지
노동력 교육과 건설을 연계하는 방법도 모색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현지 노동력
육성과 이들의 활용도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많은 자료가 있는 건설도급 시장 규모와는 다르게 개발시장 규모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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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프루덴셜이 유일하였다. 2003년과 2009년에 프루덴셜은 고유 경험을 토
대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 규모를 산출하였다. 그 중 일부 지역에서 도시개발로
인한 상업용 부동산 가치 상승을 반영하는 공식을 자신의 사업 경험에 비추어
25%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발전시켰다. 이 연구는 여기에 착안하여 개발
시 25% 자산가치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자산가치를 개발도
상국 개발시장 규모로 추정하였다. 또한, 2009년 현재와 2015년 가치를 계산함으
로써 개발 이전과 개발 이후의 세계시장 규모도 추정하였다. 주거용 가치는 우리
신도시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하되, 상업용 토지 규모에 대한 주거용 토지 규모의
비율 평균값을 구하고 전체 가격을 대비함으로써 어느 한 도시에서 전체 주거용
가치가 상업용 가치에 비해 평균 3.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프루덴셜의 상
업용 부동산 가치 공식에 주거용 가치 멀티플라이어 3.9를 대입함으로써 상업용
과 주거용 가치를 동시에 구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2009년 현재 가치를 계산하
였으며, 프루덴셜의 2003년과 2009년 변화, 개별 국가의 인구증가, GDP 증가율
등을 고려 2015년 개발 시 개발도상국 모두의 상업용과 주거용 부동산 가치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 규모 추정을 통해 본 연구는 개발분야 총 시장
규모가 47조불로 건설도급시장 규모 5조불 보다 약 10배 정도 많은 것을 발견하
였다. 특히, 이 부분은 개발도상국만을 고려한 계산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를
포함하는 건설도급시장 규모에 비한다면 그 차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발견은 중남미 시장에 대한 비전인데, 본 연구의 추정결과 중남
미에서 2009년 현재에도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아프리카보다 높을 뿐 아니라
2015년에도 개발로 인한 가치 상승분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아시
아 아프리카에 치중된 건설도급 시장 위주로 진출하고 있는 우리가 중남미 시장
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보다 정교
한 전략을 가지고 중남미 지역에 대한 진출을 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기업의 개발시장 진출에 대한 현황은 19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주로
중소형 개발시장에 진출하였다. 특히 2005년부터는 아시아권의 부동산 붐을 타
고 건축 등 비교적 소형 규모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가능성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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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자금 동원 등에서 미국, 일본, 중국, 대만, 화교자
본 등의 기반을 두고 있는 타국 디벨로퍼에 비해 열세인 상황에 놓여 있다. 국내
에 이렇다 할 디벨로퍼가 없으며, 금융지원 체계도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오히려 시장의 흐름은 리스크가 큰 개발형 디벨
로퍼보다는 임대형 디벨로퍼 진출에 유리한 상황으로 민간 금융기관들도 임대형
에 초점을 맞추어 해외도시개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내외
상황은 우리가 개발시장을 진출할 때도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현재 임대형 디벨
로퍼 진출을 활성화하고, 개발형은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중소형 규모에서 지속
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가
치가 저평가 되어 있는 아프리카 및 중남미 시장에서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토지
를 확보하고 향후 상승기를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디벨로퍼 진출의
체계화는 임대형 및 개발형 디벨로퍼 진출뿐만 아니라 건설도급 시장도 견인할
수 있으므로 전체 해외도시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우리가 해외도
시개발에서 개발시장을 전략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해외도시개발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부닥치고 있는 문
제점들도 연구하였는바, 최근 해외도시개발에서 개발형 디벨로퍼는 몇 몇 중요
한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첫째, 정보부족이 가장 많이 지적되는 상황이다.
지역에 대한 건설 및 개발 전문가가 절대 부족한 상황으로 특정한 국가에 대한
정보는 사실상 현지에 진출하려는 기업의 몫이 되어 버렸다. 도시개발 관련 법제
도에 대해 어둡고, 경쟁업체, 개발 국가의 정치, 문화 등 현지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힘들게 얻은 정보도 기업의 고유 자산으로 다른 기업에 융통되
지 않으며, 우리 기업끼리도 경쟁하는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현지 네트워
크 부족이다. 현지 네트워크는 누군가를 안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과 우리 기업 간의 지속적 대화와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추진 의지 등을 포함한
다. 그러한 추진의지가 현지 공무원과 우리 사이에 발생하기 위해서는 외교공관
의 협조, 친한파의 통합적 네트워크 구축, 본국과 연계 네트워크 등 비교적 다각
도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달성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 외교공관은 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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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만 국토해양 관련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전 세계적인 해외도시개발
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가
운데 친한파의 통합적 네트워크는 구성되어 질 가능성이 낮다. 기업인은 현지 공
무원을 만나더라도 뒷돈을 마련해야만 만날 수 있는 처지이며, 현지 공무원은 이
를 악용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각 종 교육을 받았던 외
국 공무원 인력의 후속 작업도 현지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중요한
네트워크 자산을 그대로 망실하고 있다. 셋째, 사업타당성 분석이 미흡하다. 사업
착수전 입지타당성 분석, 개발타당성 분석 등 해외도시개발사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타당성분석이 현저하게 부족한 형편이다. 해외도시개발사업은 리스크가
큰 사업으로 최초 입지가 잘 못 선정되어질 시 개발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최초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입지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
하다. 무턱대고 당해국에서 지정한 입지를 고르는 방식보다는 그 입지에 대해 이
러 저러한 문제가 있고 우리의 타당성 분석을 통한 결과를 제시하여 다른 입지
선택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도시계획 및 설계 엔지니어링을 끝낸 사
업의 경우에도 개발타당성 분석을 통해 금융자금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요자 확보가 미흡하다. 수요자 확보는 분양 수요자 확보
와 투자 수요자 확보를 의미한다. 분양 수요자 확보는 당해국 수요층에 대한 분
석이 필요하며, 동시에 우리 개인 및 기업, 국외 기업 등 잠정적 투자층에 대한
다각적 분석과 적극적 홍보 전략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일부 민간기업이 시행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적 분위기 형성과 우리 기업
들 간의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추진체계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다섯
째, 해외자원 패키지딜 사업은 도시개발과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현재 문제로 등
장하고 있는 SOC와 자원 패키지딜 사업 간의 연계 고리를 만들어 가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연구는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도시개발 관련 국내 법제도와 정부 지원체계 현황 및 문제점을
언급하였는바, 주로 법제도의 공급자 및 수요자 측면에서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
하고 있다. 공급자 측면에서 우리 법제도는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개념 정의조차
176 민관협력시스템을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방안 연구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해외건설촉진법
에 의존하고 있다. 해외건설촉진법은 해외건설에 대한 민간기업 지원체계를 다
루는 법으로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도시개발을 적극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무엇보다 필요한 정부의 참여와 체계적 지원도 한정함으로써 그 한계가 뚜
렷하다고 이 연구는 지적한다. 또한 우리의 개발 관련 법률들도 대부분 국내 개
발지원에 한정되어 법률안이 구성됨에 따라 해외도시개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
지 못하다. 예를 들어,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경우 금융기관의 국내 부동산 참여를
허가 하고 있으나 이들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ODA 관련 유무상 지원법들도 건설에 대한 전문적인 영역
을 다루지 않고 있다. 아마도 현재의 ODA 확대 정책이 있기 전에 구성된 법률들
로서 주어진 예산의 한계 내에서 법률안이 구성되다 보니 자금 지원의 폭이 큰
건설 및 해외도시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이 소홀히 다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ODA 확대 기조와 G20 리더 국가로서 세계의 균형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서는 건설 및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전문적 영역을 구축하도록 법률이 정비될 필
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법률지원 체계 이외에 공급자 측면에서 2008년 7월 4일 해외건설 지원
종합대책은 비교적 구체적인 해외건설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당시로서는
아주 적극적인 건설 지원 대책으로 구체성이 뛰어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
책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부분을 담기에는 미흡한 측면
이 있다. 건설도급에 정부지원 범위를 한정함에 따라 도시개발은 제외되어 있고
도시개발과 건설도급 간에 밀접한 연계관계 파악도 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정부
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해외건설 거버넌스 체계를 소홀히 취급한 점도 이 연구에
서 지적되었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주로 우리 국내의 개인 및 기업의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분
위기 조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개인의 투자목적용 해외부동
산 취득의 자유화 및 해외부동산 정보제공 등을 언급하였다. 개인의 투자목적용
해외부동산 취득은 이제 상당히 자유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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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이중과세에 대한 부분은 개인이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시 가장 많
이 고려하는 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임대형 개발을 할 시
이중과세는 적정 수익률을 보장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기업이나 개인은
개발형 디벨로퍼보다는 임대형으로 접근하는 경향성이 강하고, 이를 통해 자본
의 축적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보다 근원적
으로 우리가 해외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이들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정 수익률 보장이 필요하며 이중과세에
대한 적절한 규제완화를 통해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을 이 연구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해외부동산 정보제공이 현저
히 미흡하다는 것을 이 연구는 지적하고 있다. 해외부동산 정보제공은 해외에 대
한 친밀성을 가지게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간헐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해외여
행과 투자활동이 투기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 상황이었지만 이제 글로벌 직접
투자의 시대에 이것이 우리의 자산축적 활동이라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이다. 문제는 이들의 투자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우리의 해외도시개
발에 안정적 수요 발판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을 담보하고
궁극적으로 국부로 환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해외
부동산 정보제공은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온나라 부동산 정
보 포털’ 등에 해외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68)

3) 해외도시개발 사례 분석
해외도시개발 사례 분석은 현황분석에서 제기된 우리 기업의 주요 진출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각 국의 해외도시개발 여건과 제도, 우리기업의 진출 사례,
외국기업의 진출 사례 등을 연구 조사하였다. 해외도시개발 여건과 제도는 그 나
68) http://www.onnara.go.kr,

책 및 통계 정보 제공

국토해양부 운영 부동산 정보 포털 사이트, 투기억제 시책현황 및 부동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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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도시개발 의지와 관련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도시개발의 가
능성과 현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우리기업 및 외국
기업의 진출 사례 분석은 우리기업과 외국기업의 진출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현
재 우리기업이 봉착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기업으로부터 성공사례 등을 벤치
마킹하기 위한 것이다. 사례지역으로는 중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알제리 등으로
하였으며, 일부 다른 지역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완결성이 높지 않아 차년도 연구
에 반영하여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사례 지역 연구를 통해 결론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위기의식이
다. 첫 번째, 위기의식은 이들 국가들에서 해외도시개발 여건과 제도가 외국인에
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며, 심지어는 외국인의 투기방
지 쪽으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이 이제 투기목적으로
값싼 토지를 확보하고 많은 개발이익을 취하던 시기가 이들 주요 국가들에서는
이미 끝나고 있다는 의미이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이 개발형 디벨로퍼로 도시개
발에 참여하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으며 외국인은 점차 임대형 디벨
로퍼로 참가하게 되었다. 베트남은 토지가격이 이미 상당할 정도로 상승되어 있
으므로 토지보상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며, 철거도 순조롭지 않은 제도 관
행상 개발형 디벨로퍼 참여를 통한 한계개발이익도 감소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의 경우 선분양 후개발에서 점차 후분양 제도로 법률을 정비하고 있어 금융지원
이 어려운 우리 형편상 더욱 어려운 요건을 맞이하고 있다. 알제리의 경우 석유
수출을 통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많은 건설 및 개발사업을 진행하고는 있
으나 적은 인구의 구성 등은 개발사업을 장기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조
성하고 오히려 단기성 건설도급 활동에 치중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위기의식은 외국기업과의 비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우리기업들 자
체적으로도 이들 사례 지역에서의 활동이 그리 녹녹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외국
기업의 활동 등과 비교해본다면 우리 기업 활동들이 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중국의 경우 텐진 생태도시는 싱가포르와 합작한 사업으로 유명하지만 1차
디벨로퍼로 참가한 기업들은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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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은 찾을 수가 없다. 2009년 3월에는 싱가포르가 광저우 지식기반도시마
저 획득하는 등 해외도시개발에서 중국-싱가포르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고 있다.
반면, 도시개발에서 기회의 땅이라는 중국에서 다른 나라의 기업들에 비해 우리
는 형편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 참가의지도 거의 상실한
상태이다. 베트남의 경우 신도시개발만 486개에 달하며 계획부지도 74,058ha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기업이 획득한 수주는 7개 도시 약 1,500여 ha에 그치고 있으
며 간신히 2% 점유 실적에 도달하고 있다. 알제리 역시 아랍계 및 유럽 부동산
개발회사들의 진출이 눈부시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은 아예 부지조성공사
등에 한정하여 사업 진출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적 위기의식은 이제 해외도시개발을 보다 전략적으로 수행하지 않
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반영한다. 중국의 경우, 싱가포르의 경험은 양국 정부가 참
여하는 협의체가 쑤저우 공업단지 개발 이후 꾸준히 신뢰관계를 형성한데서 비
롯된다. 중국의 해외도시개발 시장은 그냥 덮어 버리기에는 인구 및 성장 잠재력
이 아직도 무한하다. 이제라도 정부의 참여가 필요하며, 오히려 민간 시장을 견
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싱가포르의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이 민관협력 구조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은 우리가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도시개발을 수행할 시에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민관협력 구도체라
고 사료된다.
민관협력 구도체 뿐만 아니라 전략적 지역 선정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카
자흐스탄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한 관세 및 법인세 감면 등은 우리 기업에게
는 유리한 측면이 많다. 우리 과거를 돌이켜 보건데 외국 기업이 우리 국토에 진
출할 시 자유무역지대를 선호하여 진출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재 FTA
등 무역자유화 정책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해외도시개발이 우리
무역상인 및 우리의 해외 산업단지 등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공간으
로 자리 잡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해외도시개발을 수행할 시 경제
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등의 창출을 가져오도록 양국 정부가 입지를 마련하
고 전략적으로 FTA 등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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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에서 독일의 경험도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될 대상이다. 아프리카
등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중국은 자국으로부터 저임금 관리노동력을 송출 받
아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저임금 관리노동력 송출이 어려운
우리의 입장에서 독일의 노동 교육기관의 창출과 교육훈련은 본받을 만하다. 대
부분 저개발국에서 저임금 노동력은 풍부하지만 언어, 노동문화 등이 아직 성숙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장비의 사용 등 기술 수준도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
으로 무지한 경우가 많아 선교육 후노동투입의 원칙을 마련하고 개도국의 노동
조건을 성숙시키는데 공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영역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요구하며, 민간기업이 이들 교육기관을 마련하고자 할 때 정부가 지원할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례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개발형 디벨로퍼 진출
을 위한 금융지원 등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베트남에서 말레이시아
가 개발사업에서 1위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랍계 및 화교자본의 지원이 큰
몫을 차지한다. 설령 디벨로퍼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자본의 논리
는 디벨로퍼를 역으로 성숙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통합법 이후 우리의 일부 금융기관, 특히 모험성 사업 투자 경향성이 있는
금융기관의 경우 충분한 지원 여력이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금융기관들은
외국자본과 결합하는 것도 고려함으로써 보다 큰 규모의 해외도시개발 지원 금
융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우리 디벨로퍼들도 해외 역
량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해외 유수의 디벨로퍼들과 연대하고 그들
의 신용도를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국제협력의 체계
를 구성함으로써 다종다양한 해외도시개발 선진기법을 습득하고 우리의 디벨로
퍼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기본 방향 및 전략
이상의 해외도시개발 개념 및 유형정립, 현황분석, 사례조사 등을 토대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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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기본 방향 및 전략을 마련하였다. 기본방향은 크게 정부의 참여에 의한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전략거점 마련을 통한 선택과 집중의 해외도시개발, 순차
전략 마련을 통한 단계적 해외도시개발 추진, 그리고 이들을 통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가칭 ‘해외도시개발 지원 특별법‘ 추진을 제시하였다. 전략은 민관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컨트롤 타워 기능 창출 및 구체적 필요사항으로
정리하였다. 정부의 컨트롤 타워 기능은 순차전략에 따라 정부 지원형 민관협력
추진체계와 정부 투자형 민관협력 추진체계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즉, 정보네트
워크, 현지네트워크, 사업타당성 분석, 교육네트워크 등 초보적 수준에서 점차 투
자청 등 보다 개발투자형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전략을 제시하였다.
다만, 전략거점 마련을 통한 선택과 집중의 해외도시개발은 2차년 도에 집중적으
로 다루도록 할 예정으로 본문의 전략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다.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의 컨트롤 타워 기능으로 정부 지원형 민관
협력 추진체계에서는 해외도시개발 지원단,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 해외도시개
발 협회 등 기존의 건설도급 형태를 벗어나 개발형 디벨로퍼 양성 및 지원 등까
지 포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의 기본 틀을 만들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
히 싱가포르의 정부 관료가 타국의 도시개발에 참여가 가능토록 전담부서를 설
치하였는데 이를 벤치마킹하여 전담부서로서 해외도시개발 지원단을 창출한 것
이 특징이다. 또한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지원을 실행
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설치하였고, 보다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민관협력 기반을
조성하려 하였다. 한편, 민간기업, 건설 공기업, 지원센터, 공무원 간의 유기적 관
계 네트워크를 창출하기 위해 해외도시개발 협회를 지원형 민관협력 추진체계에
추가하여 정립하였다.

2. 정책적 시사점
1) 개발 및 관리 모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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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가장 큰 발견은 우리가 해외도시개발 시장을 접근하는데 있어 건설
도급형으로 진출하는데 만족하여 왔다는 것이며, 해외도시개발 시장에 대해 체
계적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물론 일부 개발시장에도
참여하여 온 것이 사실이나 현재 종합건설사 위주로 정비되어 있는 우리의 개발
추진체계로서는 규모 및 자금 면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런 의미에서 본 연구의 첫 번째 개가는 개발시장을 발견한 것이며, 고의든 타의
든 선진국에서조차 파악하지 못한 세계의 개발시장 규모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또한, 타국의 사례에서 관리형 모델을 발견함으로써 타국의 경우 민관협력 시스
템에 정부의 참여가 있어 왔다는 사실과 우리에게도 이러한 관리형 민관협력 시
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힌데 있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의 법제도 체계에 정책적 시사점을 주며, 기존의 건설 위주
법제도와 개발 관련 법률에서의 해외조항 미흡 등에 시사한 바 크다. 즉, 해외건
설촉진법은 현행 건설 도급형에 치중하기보다는 개발도 포함하는 법률로 정비될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투자회사법 등도 해외조항을 삽입하는 등 일부 개정 노력
이 필요하다. 대외경제협력기금법, 한국국제협력단법 등 ODA 유 무상 원조를
담당하고 있는 법률에서도 건설 및 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도시개발 시장에서 관리형 민관협력 모델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참
여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정부 내 특정부서에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의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가칭 ‘해외도시개발 지원 특별법’ 제정
을 서둘러야 되는 이유이다.
2) 중앙 컨트롤 타워 기능 창출
본 연구는 관리형 모델을 통해 중앙 컨트롤 타워의 창출을 언급했을 뿐만 아니
라 그것의 기능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무엇보다도 해외도시개발의 현황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기능을 언급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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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전담부서로서 해외도시개발 지원단, 전문기관으로서 해외도시개발 지원센
터, 모든 협력기관, 공무원, 개인의 네트워크 체계로서 해외도시개발 협의체 제안
이다. 이들 민관협력 체계는 해외도시개발 지원단을 중심으로 국내외 정보네트
워크, 현지네트워크, 사업타당성 분석 체계, 공동 프로젝트 도모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기능들이다. 또한 해외도시개발 지원단은 장기적인 해외
도시개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책임 있는 기관으로 3~5년 단위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전체 해외도시개발의 방향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1) 정보네트워크 마련

정보네트워크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로 현재 우리의 정보 역량을 가지고는
해외도시개발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 이미 진출한 기업의 경험을 정리
하고 새롭게 진출하려는 기업에게 전달하는 메카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상시적인 정보 획득 및 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어느 한 시점의 정
보는 현재에 쓸모없을 수 있는 정보가 되기 쉬운 게 현재 개발도상국의 변화 과
정이다. 법률과 제도, 해외도시개발 여건이 수시로 변하는 현 상황에서 실시간형
정보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해외도시개발이 일부 지역
에 한정되어 진출하다 보니 다른 많은 국가들에 대한 정보는 취약하기 이를 데
없다. 따라서 정보네트워크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네트워크가 필요하
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 정보를 모으고 상시적으로 집계하는 센터가 필요하다.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가 전문적으로 각 국의 정보를 취합하고 전달해야 되는
이유이다.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는 지역정보 파악을 위해 지역전문가 풀을 운
영하고 지역전문가도 양성할 수 있도록 해외도시개발 관련 분야에 대한 네트워
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2) 현지네트워크 마련
정보네트워크가 국내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각 국의 정보를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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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는데 비해 현지네트워크는 각 국에서의 정보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의
미한다. 우리 진출 기업의 축적된 정보를 본 국에 송출하는 네트워크, 우리 진출
기업과 그 나라의 공무원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프로젝트 수주 네트워크
등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해외공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
한 상황이나 국토해양관 등은 비교적 적은 수의 국가에만 파견되어 있다. 민간에
서는 사회봉사활동 및 선교 목적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전
문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국토해양관의 파격적 증가를 그 정책적 고려
로 제안한다. G20의 균형성장 리더로서 이제 우리는 외교 분야에서도 다각적 노
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으며, 그 동안 예산부족의 사유로 부족했던 해외도시개발
인력도 ODA 확대정책과 연계되어 증강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에서도 해외도시
개발 관련 지역전문가를 본격적으로 육성 및 파견하도록 함으로써 현지네트워크
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현지 기업들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도 장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지 NGO, 우리 선교 및 봉사활동
인력과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관련 분야는 아니지만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과 시민 사회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우리가 수출하
는 해외도시개발이 진정 전 세계의 균형성장을 위한 발걸음이라는 우리의 브랜
드 상승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3) 사업타당성 분석체계 도입
사업타당성 분석체계는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할 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
소이다. 비교적 원거리의 프로젝트를 관리 감독하기란 어려운 일이므로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안전장치로서 사업타당성 분석체계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타당성 분석체계는 프로젝트 수주시 무작위로 수주하는 관행도 없앨
수 있는 방안이며, 대안을 마련하여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수익성 있는 프로
젝트 수주로 전환할 수도 있는 토대를 형성한다. 본 연구는 사업 전 및 개발 전에
사업타당성 분석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였는바, 해외도시개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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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센터에서 전문적인 영역을 창출하고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
다.
(4) 교육기능 창출 : 글로벌 해외도시개발 트레이닝 센터 추진
중앙 컨트롤 타워의 기능 중 교육기능은 외국인 공무원 트레이닝 센터의 추진
으로 대변된다. 이 기능은 현지의 개발관련 공무원을 초청해 우리의 개발경제시
대 축적된 공공정책과 기술을 전수하는 트레이닝 센터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외
국인 공무원 연수 교육은 기간 면에서 짧고 후속작업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각
국의 프로젝트 수주와 연결되지 않는 단점이 존재해 왔다. 이것은 기존에 KOICA
연수프로그램이 전문성 면에서 그 한계가 있어 왔다는 것을 반증하며, 외국의 경
우처럼 개발관련 분야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는 것을 예
상할 수 있다. 특히, 스웨덴 국제협력단(SIDA: Swede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은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ODA 지원 1위국으로서 교육과 현지 프로젝트를 연계한 결과 스웨덴
GDP의 10%를 차지하는 건설업 중 48%가 해외수출로 역할하게 되었다. 또한, 대
만은 독립적인 기관(International Center for Land Policy Studies and Training, 대만
국제토지정책연구훈련센터)을 1969년부터 운영하여 2009년 현재 누적 109개 국
가 14,338명, 연인원 358명이 연수하는 국토 및 도시개발 관련 글로벌 연수기관
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기관은 건설 및 토지분야에서 글로벌한 기관으로 자리매
김하고 있으며, 현재도 우리나라 및 중국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찾고 있는 기관이
다. 즉, 제대로 된 교육기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 기능이 독립적으
로 존재할 필요가 있으며, 앞에 제시된 정보네트워크와 현지네트워크를 연계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림 6-1>에서 제시된
것처럼 외국인 공무원 트레이닝뿐만 아니라 민간 지역전문가 양성 및 파견, 현지
민간기업 및 공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초기부터 통합네트워크 구축 방
안으로 정립한다면 합목적적인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의 역할을 상당부분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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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6-1>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트레이닝센터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는 3차년도 연구로 구상되어졌다. 1차년 도는 해외도시개발의 개념 및
유형정립, 현황분석, 해외진출의 기본방향 및 전략으로 구성되어졌다. 다시 말해
서 개념 및 유형정립과 그에 따른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 극복 방향으로
서 해외도시개발을 위한 진출 시 기본방향 및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그 주요 연
구과제였다. 1차년도의 성과로 기존의 건설도급 시장 중심적인 해석을 넘어 개발
시장과 관리개념을 발견하였다는 것은 이 연구가 해외도시개발 연구에 공헌한
바이다. 또한, 현실분석을 기초로 해외도시개발 지원단,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
해외도시개발 협회 등 중앙 컨트롤 타워 기능의 창출 및 민관협력 조직 기능을
제시한 것은 기본적 해외도시개발의 방향을 모색하였다는데서 연구의 공헌이 있
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구체적 전략 등에서 설득력이 부족
하다. 그 이유는 구체적 전략을 설명하고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어느 지역에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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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가져갈 것인가라는 데 대한 해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차년도 연구는 바로 이러한 보다 구체적인 지역 간의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거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 개
발 거점 중 일부는 시범사업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해외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치적 위험성, 당해국의 대금 지급능력 또는 자원 패키지딜
가능성, 당해국의 수요 또는 한국기업의 입주 등 분양 가능성, 한국형 도시에 대
한 호의적 마인드 등 데이터를 범주화하고 국내외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모형을
구축함으로써 각 국의 해외도시개발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3차년도 과제인 연구 과제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종결하고 실제적인
민관협력 해외도시개발 시범사업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적 시범사업은 선
택과 집중의 역량에 의해 입지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을 가능케
하는 금융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2차년 도부터 시범사업을 주도면밀하
게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범사업을 위한 금융지원 등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영역은 모형구축을 통해 얻은 결과와 시범사업 지역이 일치할 경우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해외도시개발사업에 연구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접근한다면 현장 지향적인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베트남 등은
우리 해외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곳으로 평가모형과 일치한다면 금융의 역할
및 지원에 대한 연구도 진행함으로써 연구 과제를 2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이 연구는 지역연구로서 자리매김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우리는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정보를 체계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
도 부족하거나 있더라도 전문적 지역 연구가 부족하여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체
계적 정보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만약 본 1차년도 연구가 제
안한 것처럼 지역에 대한 정보획득 및 전달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면
이 연구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모형 구축에 필요한 자
료를 범주화하고 매년 같은 범주에 데이터를 축적하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일회적인 지역 연구가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로 전환할 필요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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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Promotion Plan for Oversea Urban Development through
the Public-Private Collaborative System

Ⅰ. Introduction
1. Purpose of Research

Externally, du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the improving
economic structure and the global urbanization have been emerged as
essential issues to secure the new growth engines, including oversea
urban developments; and it has been attempted to find a solution for
the low economic growth through restructuring the national economy
and emerging portfolio; however, the comprehensive establishments for
the oversea urban developments have not been fledged; thus, the unified
establishment should be arranged. In particular, for the unified
establishment, the public-private collaboration through the government
participation and support for the oversea urban development is an
essential element.

This research would provide the concepts of urban development
with development space and time of formulation; and has primary
purpose to provide basic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entities of
public and private construction corporations, developer and individual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government support and support systems
with the strategy for long and short term supports.

2. Distinctions from the Former Research

Compare to the former researches on similar topic, it focuses more
on enhancement of the competitiveness in oversea construction rather
than the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of foreign plants, and the
research of "The Strategy and Direction for Foreign City Development"
by the KRIHS in 2008 partially contributed for clear concepts and strategy
for the urban development; however, this research would provide the
details of process and the analysis for the scope of government support.

Ⅱ. Concepts of Oversea Urban Development
and the Implication
1. Theory of Oversea Urban Development

The oversea urban development is a direct investment, which
indicates the flow of capital from the developed countries to the less
developed countries. Direct investment theory and portfolio theory can
maximize the profits by distribution of financial markets, stocks, bonds,
real estate, to the investors as well as the distribution of investment risk.
Also, the regional development and planning theory warn the
environmental disasters, social inequality and economic externality that
may occur during the pursuit of economic growth. To overcome the
inequality and externality, the government needs to participate in the
governance theory of 'regional development and planning theory.'

2. The Necessity, Global Changes and Domestic Status of Oversea
Urban Development
1) Global Changes for Oversea Urban Development

The increases of World population, the urbanization and the demand
for resource economy are expected to last for a while. Thus, the
developed countries, which have insufficient resources, will continue the
development for a substantiality and to open the channels for transfer
of the resources development, and it will increase the demands for the
urban development. The view of the information age and globalization
in East Asia with the increases of the currency rates in the market from
the sluggish exports would expect to facilitate the demand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2) Domestic Status of Oversea Urban Development

The Korean development of economy has useful experience and
improves skills during the past decades of economic growing period;
however, most developed countries, since the 1970s, have stoped the
improvement of skills and experience. Korea, on the other hand, also
has the potentiality with information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competitive high-tech city by module creation and u-City in respond to
the actual market demands.

3) The Necessity of Oversea Urban Development

The urban development has significant effects on industry, steel
construction, IT, material and services; and enhance the Korean national
prestige by raise the brand value of other industries (construction, IT,
SOC etc.).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stable national
economy and the urban development are necessary for a breakthrough
in domestic real estate bubble, the uncertainty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systematic increases in ODA increase and recovery.

3. Concepts of Oversea Urban Development and the Significance
1) Concepts of Oversea Urban Development
(1) Normative concept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he foreign development for
protection of the citizens
(2) Spatial concepts: the concept based on size or market
(3) Temporal concepts: the concept of the development process
(4) Concepts for the development of the principal: it includes subjects of design and
design services, construction services entity and the developer with the buyers,
who are the essential element to ensure successful development
2) Significance of Oversea Urban Development
(1) Ensure of the stable national economic system
(2) Effects of employment increase through the Oversea urban development
(3) Secure the public sector for overseas expansion
(4) Support the private sector

4. Types of Oversea Urban Development
1) The Concepts of the Urban Development Based on the Size

The concept of the urban development can be distinguished as
regional development, new town development, zone development and
individual construction based on the size.

(1) Regional development
(2) New town development
(3) Zone development
(4) Individual construction

2) Development Process and the Division Based on the Types

The development process is represented mostly by construction, but
as in other industrial systems, it also has divisions, which are formed
by the development, urban planning, design, engineering, construction,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According to the process of the 1st
comprehensive surveys for this research showed that most people
responded the concept of urban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includes
the concepts of urban planning and design (29 people, 63.0%).

(1) Types of sub-contract for construction

urban planning, design and design services
② construction services
①

(2) Types of developer

estate development
② estate lease
①

(3) Types of management

project and construction management
② governance
①

3) Types Based on the Market

Based on the customary market application, the type of development
are classified as economic and social concepts of developed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1) Developed countries:

It has various types of infrastructure and well-equipped; and has
a formation of a relatively high level of urbanization levels

(2) Developing countries:

The type of developing country can be categorized as former
developing countries which is a similar to the type of developed
country; and the type of emerging developing country which is
similar to the former developing countries.

(3) Underdeveloped countries:
The type the underdeveloped country has relatively low
urbanization, and has overall low development conditions.

Ⅲ.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Domestic Public and Private
Corporations for the Urban Development
1. Status of Domestic 'Construction Contracting' and 'Developer'
for the Urban Development
1) Status and Issues of Korean Oversea 'Construction Contracting'
for Oversea Urban Development

The total of the World's construction market in 2009 is approximately
$5 trillion, and Korean market share in 2007 was 2.6% based on sales.
The Korea's overseas construction orders has been sharply increased
during 2007 to 2008, and in October 2009, the total number of orders
was 7,032 which is $3,269.00. However, it was notified that the Korean
corporations mainly focused on plant constructions, which is relatively
high profitable in the overseas construction market, and the regions are
concentrated in the Middle East and Asia.

2) Status and Issues of Korean 'Developer Type' for Oversea Urban
Development
(1) Size of 'Developer Type' in International Market

In 2003 and 2009, the Prudential, with its unique experience,
estimated the size of commercial real estate development except for
Africa and Latin America, and based on this research, the market of
'developer type' was expected US $47,795.00 after 6 years, which is 57
times larger than the size of Korean GDP.

(2) Expansion of Korean 'Developer Type' Company
The first private expansion was initiated by Daewoo in 1989 for the
U.S. Senior Housing Development Project ($3,500.00), and since 2005, the
proportion of the construction as one of the urban development has
increased along with the Asian real estate boom.

(3) Issues in Expansion of 'Developer Type'

Unlike the 'construction contracting,' for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s, 'developer type' has vulnerable point to succeed because it
requires huge financial support and funds with a long term period to
mobilize the supports.

2. General Status of Domestic Public and Private Corporations for
'Developer Type' Expansion

Currently, the Korean private sectors participate at Kamco, in
Cambodia, Vietnam, Nabe, Kazakhstan and Khabarovsk in Russia for
new town projects. Also, the public corporations (such as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participate in Azerbaijan for a new city
construction and Korea Industrial Complex in Vietnam.

3. Conditions and Issues of Oversea Urban Development (for
Developer Type)
1) Urban Development Plan in Each Country and Prediction for
Demand
(1) The demand for global economic cities has rapidly increased with the oil money
and assets in the Middle East and the North African region.
(2) Senegal government plans to build new towns in the Middle and the Southern
Africa for tourism and free trade complex.
(3) It has increased the demand for administrative functions of the city in CIS region

to resolve the mass concentr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4) In Asia, China actively promotes the construction of new towns. Also, Vietnam,
Mongolia and India are working on new town development plan to solve the
housing problem.
2) Issues of Oversea Urban Development
(1) Lack of information and local network
(2) Lack of feasibility analysis
(3) Lack of secure buyers (sales failed)
(4) Status and issues of international resources package deal

4. Current Status and Issues in Korean Domestic Legal System and
Government Support for Oversea Urban Development
1) Status and Issues in Oversea Urban Development Laws and
Government Support
(1) Status of the urban development laws and System: the urban development is
not specified in the 'Overseas Construction Promotion Act;' and it has narrow
meaning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without covering the 'developer type.' Thus,
it is necessary to cover the 'developer type' in the act.
(2) Status of government support through ODA: Foreign Aid Policy Committee was
established in 2006; and recently the foreign aid policy framework act is pending
in the Congress; however, the expansion of the ODA policies for the urban
development are not seriously addressed.
2) Status and Issues of Government Support for Public and Private
Corporations
(1) July 4, 2008 General measures for Overseas Construction Support:
Key measures include ①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o

support emerging markets, ② reinforce the support for expansions and
openings for diverse market, ③ provide SOC development experience
in the overseas market, ④ provide 'Global Infrastructure Fund' with
public-private sectors, ⑤ expand the Korea Export Import Bank's
financial support, ⑥ expand the Korea Export Insurance Corporation's
support, ⑦ support expansion of the high-value trades Expand the
R & D investments for high-value trades

⑧

(2) The problems in government support:

Limits the government supports without awareness of oversea
urban development with construction contracting, developers,
management, ② mainly focuses on infrastructure supports such as SOC
but excludes the urban development, ③ needs to restructure for
governance system with active government intervention for the overseas
construction.
①

3) Investment Status of Foreign Real Estate
(1) Personal status for acquisition of the foreign real estate
(2) Lack of foreign real estate information

Ⅳ. Analysis of Practical Case for Oversea Urban Development
1. Oversea Urban Development Status and the Conditions in China

Speculative demand for land is rising with the dramatic growth of
the Chinese economy. However, for stable maintenance of the real estate,
the Chinese government recently regulate the system of the real estate.
Accordingly, foreign developer are difficult to participate in urban
development in China; thus, most foreign developer increasingly are
moving from the urban development to the leasing developer.

2. Oversea Urban Development Status and the Conditions in
Vietnam

Because the Vietnam's housing conditions are very poor, it has
increased the demand for alternative and new town development with
the progress of urbanization, which became a crucial policy issues. In
this regard, the Vietnamese Ministry of Construction enables to improve
the poor living environment, new town development, system
improvements and simplific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3. Oversea Urban Development Status and the Conditions in Algeria

Although Algeria's rate of house supply is approximately 80%, the
residence rate is about 7.3 per house. The shortage with high density
of residence rate is a serious issue in Algeria. Also, due to the significant
population concentration in certain cities, it is a emerging problem to
solve. Thus, the Algerian population and activities in the current issue
of land distribution is a very important task. To solve the high
densification, the Ministry of Land Development established SNAT 2025.

4. Oversea Urban Development Status and the Conditions in
Kazakhstan

Kazakhstan is a rich resource country to attract investment from
many foreign countries. However, the Kazakhstan population is less than
20 million; and most of the population reside in the part of South and
North; and has insufficient conditions of urban development and
infrastructure. Since 2004, real estate and urban development around the
major cities of Almaty and Astana rapidly raised the construction sectors;
nevertheless, the growth recently decreased since the sub-prime
mortgage.

5. Comprehensive Implication of the Cases

Although the conditions and policies for the urban development in
each country are vary, the countries, where the Korean companies
involved, have relatively good conditions in general; and in China,
for instance, the government is converting into the type of advanced
leasing developer. However, most Korean companies mainly stay in the
type of construction contractor. Also, the demands of advanced
developer are not carefully considered, and most companies focus on
the light demands of the high-income tier.
Due to the expansiveness of labor in Korea, Germany's prior
experience in Kazakhstan suggests to us that the creation of local labor
education and training is necessary to remove the labor's moral hazard.

Ⅴ. Strategy for Oversea Urban Development and
Public-Private Cooperation Plan
1. Direction of the Urban Development and the Strategy
1) Basic Scheme

Korea recently is required strategic partnership as the G20 leader
including expanded support for partners and ODA assistance. In
accordance with the demand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ooperative
expansion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deregulation for the trade activities for the protection of private
sectors. And the elementary-dimensional approach for the development
is required with the development of strategic region, a sequential
strategy, information exchange network, maintenance, project feasibility
analysis and evaluation, including the core strategy of the 'developer
type' for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In addition, the government

plans to render a special law for the urban development assistance to
promote the scheme.

2) Oversea Development Strategy
(1) Normative expansion strategy

expansion with intergovernmental collaboration
② expansion through the cooperation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③ expansion of monetary and non-monetary supports with ODA
assistance
④ protection of foreign trade activities as direct investment
①

(2) Expansion strategy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s with individual processes
public-private collaboration to build informative and human
networks
② developer's project feasibility analysis and evaluation
③ developer's management to build public-private partnerships
④ system maintenance for developer's foreign investment (seed
money) to support urban development
①

(3) Expansion strategy by securing demand
①
②
③
④
⑤

consider the reclassification for urbanization with the three flows
need for regional tailored urban development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urban population and regional specifications
approach with fast growth city
provide national real estate and international real estate portal
(tentatively)
bilateral approach to the leading-edge eco-friendly cities as u-City
and Eco-City in developing countries

2. Establishment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Plan
1) Government Support and Investment for Public-Private Cooperation

For a private company, it is essential to provide information,

networks with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institutions and activities for
policy advisory. And it suggests oversea urban development support
group, oversea urban development center, and oversea urban
development association In the long run, it also suggests to establish
investment oriented government development authority and reassess
public enterprises through public-private cooperation.

2) Promotion for Sequential Establishment Plan

Government support for public-private collaboration has practical
difficulties, and because it has not yet been fully fledged, the urban
development can not perform in practice; thus, it is necessary to initiate
the establishment of active promotion model and the public-private
cooperation with the development authority to conduct for long-term
needs through the urban development support centers.

3. Promotion of Special Law for Oversea Urban Development
1) Contents for Special Law of Oversea Urban Development

The concept of the urban development, including overseas
construction, developer and management, needs to step forward from
the current stage of development
for the comprehensive types of
developer and construction management. Also, the urban development
needs the centralized control system to arrange the long-term
public-private cooperation.

2) Sequential Development of Related Legal Systems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hanges,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urban development assistance in the current
special law, and needs to complete the legislation as soon as possible
with bilateral separation of the levels for the support and investment
approaches.

Ⅵ. Conclusion and Implication
The research dealt with oversea's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in terms of
Korean export of urban and regional planning. As a result, this research contribute to
find the concepr and types of oversea's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Second, the
research also finds the function of developer in the fields of urban development. Third,
the research finds the model of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in the development
through the case studies of China-Singapore urban development in Chinese region.
As an implication of the research, the research contributes to the change of legal
aspects such as 'Law of Oversea's Development' and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ship) related laws. In detail, Law of Oversea's Development should be
amended in a way that it includes the concept and function of developer. Likewise,
other laws related to development should be amended through adding oversea's role
in their clauses. In the case of ODA laws, they should adopt the new change of ODA
expansion. In particular, they should be more in the expertise of oversea's development
rather than existing superficial aid to less developed countries.
One other important implication is that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the propulsion
system of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for the oversea's development activities.
While previously there have been any other central function in the government, this
research will have a basis for creating the central control tower so that we effectively
go to overseas and help each other. This also suggests several functions that the
central control tower should have. They are composed of information network,
oversea's network, assessment system of the oversea's project, and training program
for foreign officials in the less and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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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조사
해외도시개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주지하다시피 우리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해외 도시개발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
운데 최근 2009년 5월26일에는 국회에서 의원 31인이 “해외신도시 건설사업 지원 특별법
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요구되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민관협력시스템을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 및 공공부문의 해외도시건설 전문가들을 대
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해외도시개발에서
발생하는 애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범위와 지원체계를 파악하는데 있습니
다.
이 설문은 국가 정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아울러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연구조사
목적과 정책방안 이외에 기타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으며, 귀하의 응답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 주관기관 :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한반도․글로벌국토전략센터
○ 연락처 :
- 연구책임자 : 조진철 국제협력팀장 (031-380-0164)
- 담당연구원 : 김수현 연구원 (031-380-0314)

Ⅰ. 일반현황

소속기관명
형태
공기업, 국책연구원, 공무원, 민간기업
작성자 성명
직위

Ⅱ. 설문사항
1.

해외도시개발 필요성에 대한 질문

1-1. 귀하는 해외도시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불필요 ②필요 없음 ③보통 ④필요함 ⑤매우 필요함
1-2.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2-1. 공급자 측면
①건설 업계의 불황 탈피 ②국내 고용 창출
③문화의 수출 ④자원 확보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
1-2-2. 수요자 측면 (개발도상국의 입장)
①개도국의 경제성장
②개도국의 도시화율 증가
③개도국의 복지 증진
④개도국의 자원 수출
⑤기타_______________________

1-3.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필요에 응답하신 분은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①개발도상국을 착취하는 성격이 강해 도의적으로 적절치 않음
②우리의 건설 및 개발경험이 일천하므로 실패할 가능성 농후
③해외도시개발을 통해 국가에 이득을 가져올 것이 없음
④잘 모르겠음
⑤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해외도시개발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질문
※ 재개발은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2-1. 귀하가 생각하는 해외도시개발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①해외에 인구 5만 이상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시공 건설 개념
②개별건축, 단지개발, 신도시 개발, 지역개발을 포괄하는 건설 개념
③건설 개념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및 설계 등 용역을 포함하는 개념
④도시계획 및 설계 등 용역을 포함하는 용역 개념
⑤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2. 해외도시개발의 규모에 대한 유형 구분으로 어떤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①인구 5만 이상의 신도시와 지역개발만을 포함
②개별건축을 제외한 단지개발, 도시, 지역개발을 포함
③개별건축, 단지개발, 도시, 지역개발을 모두 포함
④개별건축과 단지개발만을 포함
⑤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3. 해외도시개발의 개발 프로세스별/분업에 대한 구분으로 어떤 것이 적절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①건설용역형 및 개발형
②관리형
③관리형을 제외한 건설용역형과 관리형을 포함
④건설용역형, 개발형, 관리형을 모두 포함
⑤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4. 우리 개발 경험 공유를 위한 해외도시개발의 국가 유형 구분으로 어떤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개발도상국 전체를 동일하게 보는 관점
②선진 개발도상국과 후발 개발도상국으로 이원화 하는 관점
③중국 등 개도국은 제외하고 후발 개발도상국만을 간주
④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선진국도 포함
⑤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5. 해외도시개발의 진출 주체에 대한 유형 구분으로 어떤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공기업 및 지자체
②민간기업
③개인 및 민간기업
④공기업 및 지자체, 민간기업, 개인 등을 모두 포함
⑤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6.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공급자 측면(정부, 기업, 지자체 등)의 진출 분야에서 어
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설계
②건설
③디자인
④관리
⑤디벨로퍼
3.

해외도시개발의 경쟁력과 현황에 관한 질문

3-1. 귀하는 해외건설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경쟁력이 어떠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매우 없음 ②없음 ③보통 ④뛰어남 ⑤매우 뛰어남
3-1-1. 도시개발 경쟁력이 뛰어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선진국은 70년대 이후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
②개발시대 우리의 공영개발이 개도국의 도시개발에 적당하기 때문
③우리의 공영개발이 선진국에 비해 건설비용이 저렴하기 때문
④우리의 건축기술이 뛰어나기 때문
⑤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2. 귀하는 현재 민간기업 및 공기업이 해외도시개발 시장에서 성공적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①매우 성공적 ②성공적 ③보통 ④회의적 ⑤매우 회의적

3-3. 귀하는 현재 민간기업 및 공기업의 해외도시개발에서 애로사항이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①현지 정보부족
②계획, 설계, 시공 단계 등 개발프로세스별 네트워크 부족
③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대한 우리 은행들의 지원 부족
④정부의 투자 지원 부족
⑤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4. 귀하는 해외도시개발에서 개인 수요자의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①규제 장벽(세금 등)
②외화 송금
③정보 제공 시스템 부재
④금융 위기 등 외부 환경의 위험성
⑤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해외도시개발의 진출 전략 및 정부의 지원에 대한 질문

4-1. 만약 해외도시개발, 자원, SOC 등과의 패키지딜 방식을 채택한다면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①자원과 도시개발을 패키지딜로 엮는다면 효과적
②현행대로 자원과 SOC의 패키지딜을 지속하는 것이 효과적
③자원은 가급적 생략하고 도시개발과 SOC를 엮는 것이 효과적
④도시개발과 SOC를 일차적으로 엮고 향후 자원개발을 모색
⑤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2. 주어진 예산의 한계성 속에 정부의 지원은 어디에 우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민간기업 및 공기업에 대한 해외도시개발 투자지원
②외국공무원 연수 네트워크 정비 등을 통한 계획․설계 용역 지원
③ODA 자금의 도시개발 인근에 SOC 건설 차관지원
④사업타당성 분석에 대한 예산 지원
⑤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3. 현 단계 정부의 중앙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추진체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①정부내에 해외도시개발 추진 지원센터 설립
②해외도시개발 투자지원을 위한 개발청 수립
③현상 유지
④현 한국해외건설협의체의 격상
⑤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4. 해외도시개발 관련 법제도에서 포함되어야 할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①현 법률에서의 해외도시개발에 대한 개념 정립 필요
②해외도시개발에서 공공의 지원에 대한 조항 정비
③해외사업의 목적 재정립 및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 확보
④수요확보를 위한 개인의 해외 임대업 활성화 제도 정비
⑤순차적 해외개발 관련 법 제도 정비

4-5. 개발 프로세스별로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체계적 진출을 하기위해 시급
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제도 및 계획 수립에 대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②사업타당성 분석 및 평가 체계 구축
③개발 및 건설에 대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디벨로퍼 전략)
④관리운영 공공협력 체계 구축
⑤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6. 특별법안이 발의된 현재 법의 제정 및 수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무엇
입니까?
①현행 발의된 특별법을 그대로 상정할 필요
②기존에 해외건설 관련 법안을 수정하여 대체
③발의 특별법 일부 수정후 상정
④일반법으로 상정
⑤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7. 특별법안이 수정후 상정된다면 포함되어야 하거나 수정되어야 할 내용은 무
엇입니까?
①개발 프로세스 중 교육훈련에 대한 비중을 중시할 필요
②자원개발과 연계시키는 부분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
③공기업의 해외시장 참여시 자율권 보장을 더욱 중요시 할 필요
④재원 마련을 좀 더 확충할 필요
⑤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8. 재원마련에 대한 의견은 어떻하십니까?
①‘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한국국제협력단법’ 등 관련법에 따른 지원
②독립적인 기금 마련
③‘글로벌 인프라 펀드’에 ‘해외도시개발 펀드’를 추가
④KIC(한국투자공사)의 운용금액 일부를 해외도시개발에 지원
⑤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해외도시개발의 파급효과 및 향후 정책 전망

5-1. 해외도시개발과 관련하여 국내 고용창출효과는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기여없음 ②기여없음 ③보통 ④조금 기여 ⑤크게 기여
5-2. 해외도시개발이 우리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①전혀 기여없음 ②기여없음 ③보통 ④조금 기여 ⑤크게 기여
5-3. 향후 해외도시개발을 위한 정책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①능동적 수주를 위한 외국 공무원 교육네트워크
②건설 전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한 리스크 제거
③건설시 ODA를 활용한 신도시 수요의 활성화
④PF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지원 제도정비
⑤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설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싱가포르 Temasek 및 GIC
1) Temasek
(1) 경영
- 싱가포르 정부는 공기업이 상업적 관점(commercial base)에서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테마섹 이사회와 경영진에 대한 경영의 자율권을 보장
하고 간섭을 최소화
- 설립초기~2000년대 초까지는 싱가포르 공기업 관리업무가 주였으나, 해외
투자를 본격 개시하여 비중을 점차 확대
- 지역별 투자비중의 변화를 보면 중국, 대만 등 아시아에 대한 투자 확대
- 07년 중반이후 Standard Charted, Barclays, Merrill Lynch 등 유럽과 미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공격적 투자를 성사시키면서 서구 선진국에 대한 투자비
중을 점차 늘려 나가는 추세
지역
싱가포르
中/臺/韓
ASEAN
남아시아
OECD

2006년

2007년

44%

38%

19%

24%

12%

12%

3%

4%

20%

20%

(2) 투자운용 방식
- 자기자산을 국내외 기업 및 자산에 직접 투자하고, 그 운용수익이 직접 자
신에게 귀속(wealth manager 성격)

(3) 투자운용 특징
-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기간산업 및 해외 핵심기업에 전략적 투자 실행
- 해외기업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가
- 국내기업(TLC)에 대해서는 공공적 지배주주로서 역할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아닌, 회사법상의 주식회사 형태
- 다만, 헌법 Fifth Schedule의 적용을 받게 되어 대통령이 임원임면 동의권,
예산승인권 등을 행사
(4) 투자자금 조달
- ①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dividend), ②자회사 지분매각에 따른 이득(capital
gains from divestment), ③채권발행(‘04년부터 Temasek 발행중)
(5) 투자대상 및 분야
- 국내외를 불문하고 투자 가능하고 금융, 통신, 물류, 부동산, 에너지 분야에
주로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해외 금융기관에 집중 투자
- 산업별 투자비중(07.3월 기준) : 금융 38%, 방송통신 23%, 운송물류 12%,
부동산 9%, 인프라 6%, 에너지 6% 등
(6) 조직
- 본사(싱가포르), 지점 5개(북경, 상해, 홍콩, 인도, 베트남)
- 본사는 크게 Investment Group과 Corporate Development Group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투자그룹은 업종별 조직으로 세분화
(7) 해외도시개발 프로세스(중신쑤저우공업단지 및 텐진시 생태환경도시)
- 1994년 2월「중국과 싱가포르 정부의 쑤저우공업단지 공동개발 협의서」
에 공동 서명함으로써 정식 출범
- 국가 대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한 서명으로 싱가포르는 테마섹의 자회사인

길보그룹(Keppel)을 통해 싱가포르 컨소시엄을 주도하게 하였음
- 쑤저우 공업단지의 관리는 중국과 싱가포르 컨소시엄의 합작회사인 중신
쑤저우공업단지관리위원회라는 쑤저우 개발에 전권을 가진 공공적 성격
의 특별법인이 주도
- 주요 업무범위는 토지 개발․분양, 부동산 개발, 공공사업, 공공서비스업 등
텐진시 생태환경도시 경우
․ 싱가포르 정부의 쑤저우(蘇州)공업단지 이후의 중국과의 두 번째 정부
간 상징적 협력사업
․ 2007년 7월부터 4개월 동안 빈해신구 현지조사와 협상을 진행
․ 2007년 11월 18일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싱가포르 이현룡(李懸
龍) 총리가 협정서에 서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
- 중국 정부에서 후보지 물색 후 최종 사업지 결정
․ 당초 중국내 4개 도시, 즉 베이징, 텐진, 랑팡, 탕산 등이 경합을 벌였으
나 항만도시, 수자원 부족도시, 중국 국무원의 빈해신구발전 전략 수립
등의 이유로 텐진 빈해신구로 최종 결정
- 중국측은 토지 및 기본 인프라 제공
- 개발국(중국)과 Keppel(싱가포르)를 통하여 각 공공부문의 자회사, 민간
기업, 외국기업, 공공기금을 총 망라
- 각 회사들의 자본금 출자들 통해 테마섹의 출자 규모를 줄여감
- 그 자본금을 가지고 PF 구성
- 국내, 중국, 전세계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 공공부문 자회사로부터 일정 부분 획득하여 배당 형식으로 배분
- 참가기업은 공사비와 시설 운영이익금을 배분 받음
- 토지분양비 등은 중국, 싱가포르, 외국 참가 기업 등이 지분참여 비율에
따라 수익금 분배
-

① 정부간
협상

② 사업지
결정
③ 사업추진
④ 투자지원
⑤ 투자배분
-

지분구조는 1994년 8월, 중신쑤저우공업단지는 중국 쑤저우공업단지유한
공사(苏州工业园区股份有限公司) 35%, 싱가포르 컨소시엄 65%의 자본구
조로 총 5천만$의 자본금 규모로 출자

년에는 자본금 1억$로 증자하였고, 1999년에는 중국과 싱가포르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2001년 1월부터 지분을 조정하여 중국측 65%, 싱가포르
35%로 지분을 조정
- 2005년 8월에는 홍콩투자유한공사(港华投资有限公司)의 지분투자로 자본
금을 1억2500만$로 증자하였고, 지분은 중국측 52%, 싱가포르 컨소시업
28%, 홍콩투자유한공사 20%로 조정된 상태
- 1995

2) GIC
(1) 조직
-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전문 자산운용회사로서 싱가포르 재무부가 운용자
금과 수수료를 지급하고 운용에 대한 세부 목적 및 리스크조절은 GIC에서
책임지는 운영구조
- 정치적으로 압도적인 여당을 기반으로 주요 각료가 이사회에 참여함으로
써 GIC의 경영상 철저한 독립적․상업적 운영을 보장
- 본사(싱가포르), 지점 5개(런던, 베이징, 동경, 뉴욕, 센프란시스코 등)
- 전세계에 약 700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
(2) 투자자금 조달
- ①MAS의 외환보유액, ②정부의 재정잉여금, ③CPF사회보장기금, ④BCCS
보유 외화자산 등
(3) 투자관점
- 중단기적 관점에서 재무적 투자를 주로 실행
(4) 투자운용방식
- GIC의 자산운용은 global base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대상 자산도 해외

자산, 채권, 파생금융상품, 부동산 및 사모주식 등을 모두 포함
- 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 통화청)의 외환보유액, 재정잉여금,
CPF(사회보장기금) 등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투자하고 수수료를 수취
(Fund Manager 성격)
- 국내 자산이나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자산에 대한 투자는 금지됨
- 싱가포르라는 국가적 특성에 따라 전체 운용자산규모를 비롯해 자산운용
내역 등 대부분의 자료에 대해 대외 비공개 유지
- 그러나 2008년 9월, GIC는 설립 27년 만에 처음으로 운용실적 및 투자전략
등에 대한 세부내용 공개
- 지난 20년간 연평균운용수익률은 싱가포르 달러 기준으로 5.8%, 미 달러
기준으로 7.8%를 기록
(5) 투자방식
- GIC의 핵심운용전략은 장기적 차원의 투자자산 다각화로 이며 지난 20년간
투자대상 자산은 채권 중심에서 주식․대안투자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임
- ‘08 3월말 기준으로 전체 운용자산의 44%가 주식에 투자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채권이 26%, 대안투자 23%(부동산 10%, 천연자원․사모투
자 13%), 현금은 7%로 나타남
- 투자지역별로 단일국가로 미국이 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일
본이 11%로 두 번째임
(6) 조직체계
- 지배구조의 단순화를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이사회
단일 지배구조 채택
- 운영위원회는 중장기 투자정책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이사회는 일상적
인 관리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구분 명확화
- GIC는 크게 3개의 독립부서로 구성

일반적인 해외투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6개 하부부서로 구성(81년 설립)
․GIC Special Investment :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등에 특화하여 투자(‘82
년 설립)
․GIC Real Estate : ‘99 독립된 부동산 투자전문 기관투자 부서
․GIC Public Market Group :

3. 전문가 인터뷰
1) GS건설
- 시간 및 장소 : 2009년 9월 23일 / GS건설 본사
(1) 배경 및 필요성
- 국내 시장에 대한 성장 한계로 인하여 2015년 비전을 설립하는 전사적인
차원에서 해외 유명 회사 벤치마킹
-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통한 국내와 해외에서의 매출 비중을 균형적으로
맞추기 위한 하나의 아이템으로 해외개발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갖음
(2) 진출현황
ㅇ 진출국가
- 해외에 인력을 파견하여 사업을 검토하고 진행 중인 나라는 3곳(베트남,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이며 그 외 소수의 인력으로 검토 중인 나라 다수
- 현재 베트남 사업 진행 중, 캄보디아 사업 관망세이고 아제르바이잔은 진
행상 파트너와의 협의과정에서 사업 철수
ㅇ 사업부문
- 외주공동사업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자체사업인 해외주택사업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수행
- 신도시 및 도심지복합개발 수행, 시공회사로 개발이익 및 시공물량확보 전
사의 매출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추구함

ㅇ 사업선정이유
- 지속적으로 해외지사망을 통한 현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프로젝트 발굴
- 모니터링 결과 체계적인 분석으로 그룹을 나눠 추가적인 진출여부 검토
(3) 개발방식
ㅇ 유형
- 베트남은 현지 지방정부에서의 SOC사업인 도로에 대한 필요를 만족시켜
주기 위하여 대토방식, 캄보디아 직접토지매입 , 아제르바이잔 현지파트너
ㅇ 선정이유
- 베트남의 경우 세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BT, BOT방식의 비슷한 형태의
사업방식은 있으나 사업방식이 모호하여 협의하는 과정중 최초로 대토방
식으로 단독수행 통한 관급사업 및 개발사업을 연결하여 100% 지분 보유
- 인허가 및 개발이익 실현을 통하여 리스크관리가 가능한 곳은 직접투자 방
식을 채택하였고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민간JV(Joint Venture) 사업으로 리
스크를 축소하기 위함
(4) 진출실적
ㅇ 성공 및 실패사례
- 베트남의 경우 2004년 부동산시장 성장초기 사업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
는 시기에 시장진입
- 베트남의 경제위기 이후에도 충분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점차적으
로 잠재적인 성장 및 수익이 예상
- 베트남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경우 파트너쉽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하며
또한 시장잠재력에 대한 당사의 평가에 따라 진출여부 결정
ㅇ 성공 및 실패원인
- 사업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베트남 현지 지방정부에서
의 필요와 당사의 개발 필요가 의견일치

-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파트너협의에 있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음

(5) 사업진행상 애로사항
ㅇ 법제도적
- 베트남의 경우 세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모호하여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시간 소모 많음
(6) 정부의 역할
- 법 및 제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원스톱서비스 지원해줄 정부 내 전담조
직, 전문가 필요

2) (주)삼호기술공사
- 시간 및 장소 : 2009년 9월 23일 / (주)삼호기술공사 본사
(1) 배경 및 필요성
- 중소기업 형태의 엔지니어링 업체로 국내에서 PQ(공사입찰사전심사)제도
및 기타 입찰제도 시장진출에 있어서 사업 확장 한계
-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를 목표로 선교목적과 기술전수
- 수익창출 및 시장영역을 확대하기 위함은 다를 바 없으나 해외프로젝트 통
한 국내프로젝트의 상승작용을 도출하기 위함이기도 함
(2) 진출현황
ㅇ 진출국가 및 사업부문
- 아프리카 알제리, 캄보디아 프놈펜에 진출, 인근 신도시 건설에 따른 도시
계획과 토목설계 사업
- 기타 러시아 및 몽골 토목 및 항만배후단지 설계
ㅇ 사업선정이유
- 캄보디아의 경우 해외개발사업 배경에 따른 사전 모니터링의 결실

-

알제리의 경우 민간 파트너쉽의 관계로 참여

(3) 개발방식
ㅇ 유형
- 순수한 엔지니어링인 설계단계만 참여
- 알제리의 경우 현지 정부에서 개발 및 사업자금을 주도하고 당사는 순수한
기술력만 제공함
- 캄보디아의 경우 민간 디벨로퍼가 주도하고 있으며, 당사는 순수한 기술력
만 제공하고 있음
(4) 진출실적
ㅇ 성공 및 실패사례
- 캄보디아의 경우 실패사례로 민간이 주도적이므로 자금, 행정적 뒷받침이
상대적으로 약함
- 알제리의 경우 성공사례로 정부에서 예산을 갖고 주도적으로 책임과 권한
을 가지고 시행하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보이고 있음
(5) 사업진행상 애로사항
ㅇ 법제도적
- 엔지니어링이 완성되어 시공 전 단계에서 발생할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
서 법제도적 애로사항은 아직 모름
ㅇ 기타
- 자금 및 역사, 문화적 특성으로 인한 시간 비용소모 많음
(6) 정부의 역할
- 현지 국가와 정치적 교류를 통한 관계개선이 필요
- 주로 현지에 파견된 행정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기술전문

성이 부재함
- 국가이미지와 관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및 지원
3) 우림건설
- 2009년 9월 23일 / 우림건설 본사
(1) 배경 및 필요성
- 도급공사로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할 수 있으나, 국내 부동산 및 건설시장
에 대한 한계
- 다른 회사들보다 미리 해외지사 설치하여 신흥시장개척
(2) 진출현황
ㅇ 진출국가 및 사업부문
- 카자흐스탄 복합주거단지, 중국 복합주거단지, 미국 소규모 오피스텔, 공
장, 빌라
ㅇ 사업선정이유
- 카자흐스탄은 구 러시아연방의 노후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오일달러
및 자원이 풍부하고 경제성장 잠재력이 우수
- 중국 상해는 무한한 성장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인근 신도시의 지속적 성
장이 나타나고 있어서 높은 분양률을 나타내고 있음
- 미국은 사업이 투명하고, 전략적으로 부동산 선진노하우에 대한 경험 습득
(3) 개발방식
ㅇ 유형
- 카자흐스탄, 중국, 미국 모두 PF를 통한 직접투자 방식
- 알제리 해외업체와의 컨소시엄을 통한 지분참여 및 단독으로 입찰하여 알
제리정부 발주 도급공사
ㅇ 선정이유

-

정부발주는 현금흐름은 좋으나, 직접투자방식으로 사업을 해야 수익성 및
개발노하우가 축적

(4) 진출실적
ㅇ 성공 및 실패사례
- 카자흐스탄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시장침체
- 중국은 우림태극이라는 브랜드로 진출, 개발 및 분양 최초의 성공사례
- 단순시공만으로는 중국 현지의 로컬업체에 경쟁력 떨어짐
ㅇ 성공 및 실패원인
- 전체 시장이 냉각되어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업체를 설득하여 공사기간
지속적으로 늘려 중국 현지에서 신뢰를 얻음
- 시장 조사기간이 짧았으며 우리나라와 달리 법,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함
(5) 사업진행상 애로사항
ㅇ 법제도적
- 카자흐스탄의 경우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해택 등이 없으며, 법제도의 미비
로 인하여 초기 사업기간이 장기화
- 카자흐스탄의 경우 자국 및 외국 건설사에 대한 신뢰가 없음
- 후분양으로 인한 초기 투입비용 회수가 늦어짐
- 현지 기술자가 부족하며, 제도적으로 워킹라이센스 발급에 대한 할당량이
부족하여 주변국에서의 인력수급이 어려움
(6) 정부의 역할
- 건설외교를 통하여 민간이 주로 진출하는 국가에 사업 및 세재해택을 부여
- 현지 법규해석 및 판단에 대한 전문 인력을 투입 요망
- 투자 및 자금에 대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업체 지원

4) 코오롱건설
- 2009년 9월 24일 코오롱건설 본사
(1) 배경 및 필요성
- 국내사업의 여건이 좋지 않고 당사의 사업확장 차원에서 참여
(2) 진출현황
ㅇ 진출국가 및 사업부문
- 아제르바이젠 골프장, 신도시 개념의 사업 진행중
- 베트남 하눙베이 신도시 5개 회사가 컨소시엄 구성
ㅇ 사업선정이유
- 전략적으로 진출을 위한 대상국가 선정 및 정보를 분석하여 사업수익성이
좋다고 판단되면 사업화시킴
(3) 개발방식
ㅇ 유형
- 프로젝트에 특성에 맞게 대토, 사용, 분양 등 5가지 방식으로 진행중
ㅇ 선정이유
- 체제전환 국가이므로 지방정부마다 개발방식이 다르게 나타남
(4) 진출실적
ㅇ 성공 및 실패사례
- 아직 싸이클이 돌지 않았으므로 계속적으로 진행, 준비중에 있음
ㅇ 성공 및 실패원인
- 지방정부의 보상 문제
(5) 사업진행상 애로사항
ㅇ 법제도적

사업초기단계 토지의 확보가 어려움
- 외국계 컨설팅업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정서가 다름
-

(6) 정부의 역할
- 우리나라 정부가 입법미비 해당국가에 대한 인허가 및 보상 등 관련 법제
도적 배경을 만들어 주게끔 유도

5) 동성엔지니어링
- 2009년 10월 20일 / 동성엔지니어링 본사
(1) 배경 및 필요성
- 국내 건설시장의 한계성 극복과 새로운 사업을 위한 시장개척
(2) 진출현황
- 동남아(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및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 당사가 주로 수행하던 토목(도로, 교량, 철도 등) 부문 기본계획 및 설계부
문에 대한 진출가능성이 크게 보였던 지역임
(3) 개발방식
- 타당성,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감리 등 주로 설계용역 부문
- 해당분야의 충분한 기술인력 보유
(4) 진출실적
- 주로 개발도상국 등을 상대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비용투입 대비 수익은
크게 기대할 수 없으며, 단지 경험축적 등의 사유로 추진한 바가 많이 있음
- 실패한 사유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단지, 후속사업을 끊이지 않고 수주해
야 함에도 지난해 국제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후속사업 발주수량이 전무
한 실정임

(5) 사업진행상 애로사항
- 정부, 공공기관 등의 실질적 지원으로 공신력확보
- 은행권 등 금융기관과의 협력으로 해외 직접투자기회 모색 필요
(6) 정부의 역할
- 민간차원에서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한 사업에 대한 공적 뒷받침과 예산회
계법 등에 의한 공개입찰 보다는 사업개발자에게 적정 수준의 보상이 주
어질 필요가 있음

6) 삼안엔지니어링
- 2009년 10월 20일 / 삼안엔지니어링 본사
(1) 배경 및 필요성
- 철도, 도로 등 동남아시아권역에 타당성조사 등의 소극적이고 소규모 프로
젝트는 수행하여 왔으나 종합엔지니어로서 중대형 프로젝트는 경험과 실
적이 부족하였으나, KOICA사업을 통해 베트남 하이퐁 신도시 마스터플랜
에 대한 입찰제안이 2007년 10월 경 공고되어 입찰제안에 당선되었으며
이 후 해외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됨
- 이후 알제리, 러시아, 동남아국가 등 여러 엔지니어부문 및 신도시사업에
참여하게 됨
- 국내 신도시개발사업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관리형 용역이 다수를 이
룰 것으로 예측되지만 신도시개발에 대한 한국의 노하우는 선진국보다 오
히려 앞서있고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기술이라 판단되어 미래지향적 부가
가치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재까지 큰 이윤창출은 어렵더라도 초기에 진출하여 교두보 확
보에 보다 큰 목적이 있음

(2) 진출현황
ㅇ 진출국가 및 사업부문
- 현재까지 베트남, 알제리, 필리핀, 캄보디아가 주요 해외개발사업 국가이
며 사업부문으로는 엔지니어링부문으로 주로 신도시 마스터플랜수립과
철도, 도로, 항만 등의 기본설계용역이라 할 수 있음
ㅇ 사업선정이유
- 현재는 GDP 등이 낮은 국가라 할지라도 경재성장이 급상하여 자본유입이
활발하지만 도시 인프라가 미비한 국가를 선정하게 되며, 특히 원유 등 자
원이 풍부하여 국가개발에 충분한 역량이 있는 국가를 선정함
- 특히 급속한 경제성장을 보이는 국가는 인프라확보가 절실하게 되므로 엔
지니어링업계가 찾을 수 있는 사업이 많고, 이러한 국가는 국가차원에서
지불능력이 있거나 투자사업이 활발하게 되어 원활한 대금지불이 가능함
- 또 다른 경우는 KOICA사업과 같이 해외 원조사업을 통해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나 해외 자본에 의한 사업을 진행하기 용이함
(3) 개발방식
ㅇ 유형
- 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투자 사업이라 할 수는 없으며 국가 또는 지
자체의 투자사업이거나 건설시행사의 직접투자사업에 용역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업임
- 해외 신도시개발은 국가주도로 지자체가 토지를 제공(또는 장기임대)하는 조
건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며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국가에 의해 지불됨
ㅇ 선정이유
- 엔지니어계통의 용역회사는 자기자본 투자여력이 없으므로 국가사업이나
대형 개발시행사의 개발사업에 용역을 대행하는 일종의 서비스업으로만
해외사업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소규모 투자라 할지라도 리스크 관리
에 한계가 있음

(4) 진출실적
ㅇ 성공 및 실패사례
- 베트남 하이퐁 신도시 프로젝트는 KOICA 원조사업의 일환이므로 명확한
의미에서 해외사업이라 할 수는 없지만 해외에서 현지인과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잘 진행되어 마무리를 앞두고 있음
- 이 프로젝트는 해당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적인 “발주처”가 아니므로 무리
한 요구나 클래임 등에서 보다 안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비교적 안정
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용역사 - 발주처 - 현지 지자체의 삼각구도가 가끔씩 통신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현지 법체계와 상이한 점 등으로 한국보다는 일의 진척속
도가 더딘 편임
- 알제리 신도시의 경우는 2개 신도시를 수행하고 있는바, 매우 만족하는 현
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한국의 매우 빠른 업무처리 속도와 단기간 풍부한
성과품이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고 있음
- 그러나 한국과 거리가 멀고 장기체류의 경우 국내 기술인력이 단일 프로젝
트만을 수행하여 업무효율이 떨어지므로 순익분기점 도달이 매우 어려워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ㅇ 성공 및 실패원인
-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은 주로 입찰제안에 의하며 여기서 수행사로 선정될
경우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
- 그러나 국제무대에서는 기술력 만큼이나 로비가 중요시 되며 로비는 물질
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원 또한 매우 중요함
- 수출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닌 용역입찰에 대해서는 아직 외교적 지원
이 미약한 실정으로 용역회사는 자체적인 기술력과 약한 로비력으로만 입
찰경쟁에 대응하고 있음

(5) 사업진행상 애로사항
- 본 회사는 계획 및 설계용역이 주 업무이고 이러한 용역은 각 나라마다 자
국만의 법제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단기간에 이를 습득하여 요
구하는 조건의 성과품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그 나라의 법적인 인허가절차를 수행할 때 관련기관과 직접 소통해
야 하나 현지 시스템에 적응하는데 어려워 빈번하게 공정이 지연되며 이
것은 직접경비 증가와 직결됨
- 해외사업은 국내보다 출장 및 현지사무소 개설 등 직접경비가 2~3배 가까
이 더 소요되므로 수익성을 맞추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음
- 즉, 국내에서는 5~6인으로 구성된 한 개의 팀이 3~5개의 프로젝트를 일정
기간에 수행할 수 있다면 해외사업의 경우 출장 및 채류문제로 단일프로
젝트를 수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수익성과 직결되는 사항임
(6) 정부 지원방안
- 개발과 관련된 계획 및 설계용역은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2~3년으로 “치고
빠지기식”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초기 진입에 정보력 등에서 매우 낙후됨
- 국제입찰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기 정보수집이 매우 절실하지만
해외 공관에서 용역관련 정보를 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업체가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데 어려움. 따라서 해외공관이나 정부에서 개발여건이 양
호한 국가의 해외 건설 및 개발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가 마련
된다면 매우 유용할 것임
- 특히 국제입찰경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로비가 매우 중요하며, 정부
의 외교적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함. 최근 정부에서 해외사
업을 지원하기위해 정부 각료가 직접 해당 국가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지
만 실질적 도움보다는 의전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진출업체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음. 해외진출업체가 편안한 자세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의전이나 공식전 행사 등 겉치레에 치중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임

7) (주)동호
- 2009년 10월 22일 / 동호 본사
(1) 배경 및 필요성
- 향후 도시계획 및 국토개발의 국내시장 축소가 전망되어 해외로의 진출은
필연적이라 판단함
- 해외진출을 적시에 해서 줄어드는 한국시장을 대체하는 목적임
(2) 진출현황
- 주로 CIS 국가 중심. 토지공사가 진출을 계획하였던 아제르바이잔 신도시
계획에 적극적 참여
- 전략적으로 본다면, 플랜트 및 상하수도 등은 동남아 및 CIS국가이고 국
토개발 분야로 본다면 아프리카 등을 장기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음
- 전략화 및 거점화 관점에서 CIS 국가는 토지공사와 동반진출로 시장 개척,
아프리카는 신생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정하였음
(3) 개발방식
- 엔지니어링 회사이므로 대규모 사업에 대한 개발방식에 대해 결정권이 없음
- 개발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기초조사를 국제기구 및 월드뱅크, IDB에서 나
오는 용역 수행과 국내건설업체와 제휴하여 동반진출
- 엔지니어링 회사는 사업을 직접 개척하기 않고 건설회사 및 국가,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임. 수동적인 입장에서의 역할임
(4) 진출실적
- 현재까지 회사의 운영실적에 비해 해외실적은 적은 편임. 안정성을 추구하
는 성향에 의한 것임
- 지난 2~3년 전부터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가나 타당성 조사 용역, 아
제르바이잔 등 CIS 국가의 신도시개발계획 수립 등

우리의 실패는 곧 건설회사의 실패와 같음
- 해외에서의 경험이 미진함. 상대국 환경에 대한 무지
- 실질적인 당면한 수요, 재정력, 문화적 차이, 관습 등은 중요한 변수임. 우
리나라의 개발방식이 설득력이 있지만 상대국에서 변수들과 적절이 적응
하지 못하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음
- 사업초기에 장밋빛이지만 시장규모, 수요분석이 잘못되어 사업이 답보상
태가 되는 경우가 많음. 사전조사 및 철저한 준비가 중요함
-

(5) 사업진행상 애로사항
- 적시에 필요한 정보의 중요성
- 엔지니어링 회사의 사업성 분석에 따라 시행사의 행보가 결정되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해외 자료수집의 애로사항
- 정보 체계화의 부재
- 국가 차원의 선지원, 선작업화 필요. 양국가의 교류를 통하여. 진출 이전에
국가에 마스터플랜 제공을 하며 상대국에 대한 정보취합. 그 후 민간기업
에 정보를 제공하면 유용할 것임
(6) 정부 지원방안
- 정부의 선행하여 상대국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정보를 체계화하여 국
내 민간기업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8) 삼우건축설계사무소
- 2009년 10월 23일 / 삼우 본사
(1) 배경 및 필요성
- 해외사업 참여 목적은 국내 설계시장 및 건설시장의 포화
- 향후 성장동력으로서 해외시장 개척 필요

(2) 진출현황
- 삼우설계는 두바이에 지사가 있음.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 집중함. 그 외에
베트남에 지사설립 추진, 중국에는 연락사무소, 미국 뉴욕에는 디자인 사
무실 소유
- 원유생산국이거나 자원부국에 사업을 집중하고 있음(일거리가 많음)
- 사업부문은 설계기반 회사이므로 국내에서 PF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디
벨로퍼와 함께 개발사업에 참여 경험
- 초기 신도시개발사업 마스터플랜에 디벨로퍼와 함께 참여
- 국내 건설사 해외 진출시 설계와 시공 동시 수행하면 설계 지원함
- 그 외에는 개별적으로 수요자와 접촉을 하여 제안하고 프로젝트를 개별적
으로 수행함
(3) 개발방식
- 설계사무소이므로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사무소는 가끔 있음. 그러나 설계
업에 전념
- 삼우설계도 마찬가지로 직접투자는 하지않고 설계지원 방식을 유지
- 만약, 초기단계(제안, 개발구상, 계약전)에는 개발사 지원 입장에서 인건비
정도는 투자함
- 설계사무소 특성상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리스크가 큼. 그래서 직접 개발
투자는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움
(4) 진출실적
- 현재까지 삼우설계의 해외진출 실적은 2년 정도임
- 아부다비 현상설계 당선되었지만 설계준비 과정에서 사업체 내부 문제로
중지되었음
- 마케팅 위주로, 현재는 네트워크 개발, 현지 클라이언트 연결, 건설사와 공
동 진출, 네트워크 형성에 집중1

현재 실적은 내지 못하고 제안은 하고 있은
- 개발도상국일수록 클라이언트와 인간적인 신뢰를 먼저 쌓아야 사업이 진
행되는 경우가 있어 시간이 더 필요함(아직 실패까지 없지만 시간이 소요
된다는 점)
- 관계 중심의 프로세스 때문에 중간에 연결해주는 브로커들(특히, 중동은
왕족)의 실제 영향력 판단이 문제
- 정상적인 프로세스 보다는 클라이언트들의 성향에 따라 요구의 기간이나
대응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파악하는데 쉽지 않음
- 아직까지 실패라고 할 만한 사항은 없음
-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브로커의 실체, 상대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따른 업무진행 상 변수들임
- 이러한 변수 파악을 통한 현황을 인지하고 잠재적인 리스크를 인식하는 것
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5) 사업진행상 애로사항
- 현지정보를 파악하는 경로는 현지 업체 외에 해건협, 코트라 등임
- 설계 쪽은 크게 애로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음
(6) 정부 지원방안
- 한국의 신속한 도시개발 경험의 사례는 개도국에서 잘 알고 있음. 그러나
개도국에서는 한국의 어떠한 업체를 통해 개발 요청을 해야 하는지 모르
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가기간을 통해서, 외교채널을 통해서 그쪽 정부 차원
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세네갈의 경우, 토지공사를 통해 국내업체로
연결하여 사업 수행중임. 현재 예비타당성을 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구상이 있어야 함. 그 부분을 삼우에서
FS(사업타당성 조사, Feasibility Study) 업체와 협력하여 일한 경험이 있고

이러한 협력 구도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함
- 설계사무소나 개발사가 현지에 프로젝트가 생겼을 때 신뢰도 파악에 어려
움이 있고 그것이 대상국가에서 의뢰가 들어와 국가 간 사업으로 외교채
널을 통해 의뢰가 들어온다면 신뢰도가 보장될 것임
- 아프리카(알제리)에서 사업 의뢰가 많이 들어옴. 이러한 사업들이 정부채
널을 통한다면 한국업체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4. 연구자문회의 결과
1) 1차 자문회의
(1) 시간 및 장소
- 2009년 2월 13일 (금) 11:00
- 국토연구원 6층 회의실
(2) 회의참석자
- 조 진 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김 성 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윤 하 중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김 수 현 (국토연구원 연구원)
- 송 병 록 (코리아인프라스트럭쳐(주) 대표이사)
(3) 주요내용
ㅇ 재외국민투표법이 해외도시개발에 미치는 영향
- 재외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의 권익단체의 규모를 확대시키고 투표권에 대
하여 영향을 줄 수 있음
- 정부는 해외의 재외국민을 고려할 수밖에 없음. 여기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외국민의 규모는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일 것임

연구에서도 이러한 인구 규모를 고려해야 할 것임
- 재외국민에 대한 대우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함
- 재외국민투표법으로 인하여 권익단체 및 압력단체의 영향력이 커질 것임
- 재외국민을 위한 단지 및 타운 건설의 수요가 발생할 수 있어 충분히 도시
개발 및 건설과 연관성이 높음
- 재외국민에 대한 배려 시 정부와 재외국민 뿐만 아니라 진출 대상국과의
협력관계도 중요함
ㅇ 해외도시개발에서의 민간과 공공의 역할과 형태
- 이 연구가 지향해야 할 주제
① 해외 협력 체계 구축
② 민간이 해외 진출 전 시장조사 시 공공 차원에서 정보 제공
③ 정부는 대상국과의 협상, 민간은 전면에서 사업 활동
- 기업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단독으로 기업의 진출이 훨씬 더 어려움
- 미국의 경우 ODA와 정부는 지원의 역할만, 민간은 전면에서 이익을 환수
하고 있음
- ‘민관 공동기금’의 형태로 정부는 상당한 금액의 출연이 선행된다면 후에
민간의 출연도 뒤따를 것임
- 이렇게 되면 사업의 리스크가 낮아지고 수익도 높아질 것임
- 상대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 용역사 및 건설사는 초기 사전조사 및 설계 비용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
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해외도시개발은 독립적인 사업이 아님. 인프라와 도시개발, 자원개발 등을
묶어서 이익을 환수해야 함
- 또한, 인프라와 도시와의 구조적인 밀접한 관계를 살펴야 함
- 정부의 지원없이 민간이 직접 단독으로 진출 시 어려움이 있음
- 우리나라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money power이 떨어짐. 대신, ‘경험(신도시
개발 등)’의 장점을 살려야 함
-

글로벌 인프라 펀드가 준비 중임. 이것은 u-city, 도시개발 등을 포함한 포
괄적인 개념의 펀드임
- 인프라와 도시의 연계 개발은 일본의 사례가 있고 자원의 사례를 별로 없
고 인프라, 자원, 도시 등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ㅇ 민관협력의 의미
- 민간과 공기업의 협력이 아닌 정부와의 협력도 포함됨
-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개발 가능성을 조사하는데 있어 정부의 지원 및 판단
이 매우 중요함
- 또한 현지에서의 민관의 협력을 고려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다양한 모델
생성이 가능할 것임
- 시작 및 큰 틀에선 민간과 정부의 협력 관계이지만 향후, 사업의 실행단계
에서는 공기업과 민간의 관계가 될 것임
- 1차 후 시범사업이 필요
- 2차년도 사업에서 시장 상황에 따른 역할 분담이 필요함. 후진국의 경우
부패지수가 높아 민간이 돈이 뺏길 가능성이 높아 후진국은 민간보다는
정부가 상대해야 함
- 이렇게 선진국 및 후진국에 진출 시 협력관계를 다르게 해야 함
ㅇ 연구의 방향 및 형태
-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보다는 이번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틀 구상에 집중해
야 할 것임
- 해외 상사를 이용한 정보 수집도 중요함. 일본은 상사 이용에 능함
- 단지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한 것이 아닌, 해외 상사 정보를 누가 어떻게
관리 및 제공하느냐가 중요
- 정보의 수집 및 공유 체계 정립이 중요
- 해외도시개발 관계에서 단순히 민간과 공기업의 협력적 관계가 아닌 다양
한 주체들의 관계를 고려하여 유형화하여야 할 것임
- 수요자를 고려한 진출 구도 필요
-

투자청 설립
- 정부가 먼저 펀드를 구성하여 투자를 먼저하면 사업에 대한 위험성이 감소
하여 민간의 참여가 쉬워짐
- 도시를 개발한다는 것은 한국의 영토를 넓히는 것임
- 타 부처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음
- 각국마다 투자청의 역할이 다름: 싱가포르(해외), 베트남(국내), 우리나라
(해외), 중동(해외)

ㅇ

2) 2차 자문회의
(1) 시간 및 장소
- 2009년 6월 22일 (금) 14:00
- 국토연구원 6층 회의실
(2) 회의참석자
- 조 진 철 (국토연구원 국제협력팀장)
- 김 수 현 (국토연구원 연구원)
- 양 광 식 (중국 산동대학교 연구위원)
- 성 장 환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 소장)
- 현 준 식 (GS건설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 김 영 소 (국토해양부 해외건설과 서기관)
(3) 주요내용
ㅇ 해외도시개발의 특성
- 민간과 공공이 바라보는 해외도시개발의 프로세스 및 규모는 상이함
- 개발의 방법은 선진국은 간접적, 후진국은 국유지를 통한 직접적 개발임
- 우리나라는 현재 공적 개입이 아직도 상당히 많음
- 택지법으로 인하여 비교적 상당하게 저렴한 개발이 가능하였고, 만약 없었

으면 수용을 못하여 분당같은 신도시가 힘들었음
- 도시수출이 용이한 나라는 국유지의 비율이 높아 토지수용이 쉬운 저개발
국이나 공산권 국가일 것임
ㅇ 신도시개발에서 어려움
- 공기업의 경우, 사업 환경의 불안전성 때문에 수익․진출 어려움이 존재함
- 예를 들어, 정보 부재나 상이한 관습의 문제 등이 있음(공사의 경우 under
table money로 인하여 진출의 어려움이 있음. 그래서 PM/CM에 진출함)
- 해외는 우리와 다르게 토지수용권이 없는 나라가 존재하여 예상외로 사업
의 걸림돌이 되기도 함
ㅇ 해외도시수출의 현황
- 해외신도시의 사례는 대부분 추진중이지 완료 사례가 없음
- 도시는 그 지역의 경제․문화의 산물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수출 상품
의 형태는 한국의 특수한 산물로 볼 수 있는 아파트임
- 그래서, 우리의 신속한 도시 경쟁력은 우리나라만의 문제이고 해외에서는
다양한 장애물(법․제도 등)을 직면할 수 있음
- 프로세스별 및 법제도별로 case study가 필요하며 글로벌화 전략이 아닌 로
콜화 전략에 맞춘 맞춤형 도시수출모델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진출 대상국과 양국 간의 합의 후 신뢰를 확보하고 난후에 진출해야
사업의 진행이 쉬울 것임(특히, 민간)
3) 3차 자문회의
(1) 시간 및 장소
- 2009년 10월 16일 오후 2시
- 국토연구원 6층 회의실
(2) 회의참석자
- 조 진 철 (국토연구원 국제협력팀장)

조 주 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김 수 현 (국토연구원 연구원)
- 성 장 환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구원)
- 이 학 모 (동성엔지니어링 부사장)
- 이 상 훈 (국토해양부 국제협력담당관)
- 장 희 순 (강원대학교 교수)
-

(3) 주요내용
ㅇ 이론적인 측면 외에 실질적인 대안 마련 필요
- 한국주거환경학회에서는 한중일에서 순차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함
- 내년 봄에 중국 주택학회에서 개최함. 이를 계기로 학회의 인맥을 활용한
다면 연구에 도움이 될 것임
- ‘민관협력시스템’의 기능 및 역할 부문에서 각 기능에 대해 민관의 정의
및 범위가 필요함
- 건설, 부동산,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혼동이 있어 분류기준 등 카테고리
정의 필요
- 민간기업의 애로점 실태 분석 필요 : 시사점 도출로 대안으로
- 업체에 대한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필요
- 부동산 정보의 수집 법위 및 내용에 대하여 정의를 해야함
- 부동산 시장 정보 체계 확보의 필요성
① 일본 내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존재
② 정보 집적, 제공 방안
ㅇ 해외진출의 다양한 시각 및 사례 분석
- 중국만을 사례지역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중국 외 다양한 나라
의 사례를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해야 함
- ‘건설’과 ‘개발’의 용어개념을 분리해서 광의의 개념으로 건설에서 탈피해
야 하고 개발과 임대업을 같이 취급해야 함. 외국 업체는 개발 및 임대업을

동시 진행함
- 여의도, 테헤란, 명동에 해외기업의 투자가 활발함
-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신도시수출’보다는 ‘신도시개발’이 적합함
- 금융 및 보험업을 육성하여 개인에게도 보험지원확대 필요(수출보험공사
는 대기업에 국한되기 때문에)
- 알제리 부이난 신도시 사례를 살펴보면, 컨소시엄 업체 간 수익구조 상이
로 인한 이견이 있었음. 양국간 MOU 체결로 인하여 토지 무상양도로 합의
하였으나 업체간 이견으로 사업진행이 지체됨. 이러는 와중에 political risk
가 발생(법의 변화)하여 사업의 무산되었음
- 외국기업들이 자산관리 명목으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금융 활동을 하고 있
음. 이러한 자회사들에 자산관리 성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ㅇ 해외부동산 정보 현황
- 기획부동산이거나 무역 관련 사이트
- 때로는 유용하고 양은 방대하지만 주제에 대한 집중도는 떨어짐
ㅇ 민간 기업에 대한 심층 조사 필요
- 샘플링을 통해 인터뷰 및 설문조사 수행
- 관의 부족함, 민의 애로점 파악을 통해 민관협력 시스템 완성
- 해외도시개발의 지역별․유형별․규모별 사례 분석은 진출 시 탄력적 적
용이 가능할 것임
- 민간의 데이터 수집 필요하며 데이터 센터 등의 관리를 통하여 데이터의
공유가 필요함
ㅇ 민관 해외정보 공유 및 리스크 관리
- 해외 진출 시 설계기준 및 시방서가 필요하여 기진출 기업에 요청하면 협
조가 안되는 경우가 많음
- 다시 개별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시간과 돈을 낭비함
- 민과 관이 협조방안을 연구하는 이 과제는 좋은 기화임. 이러한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민이 KOICA, EDCF 등 관으로의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함
- 민은 이익에 대하여 떳떳하고 관은 이익을 숨기는 경향이 있음
- 민관협력 시스템을 통하여 ‘이익’에 대한 시각을 포장할 필요가 있음
- market의 분류는 긍정적임
- 도시개발과 자원개발에는 개발 방식과 기간에 있어 차이가 있어 패키지 개
발에서 리스크가 존재함
- 특히, political risk가 문제임
- 각 업체간 개발방식의 차이로 상호간의 마찰로 인하여 사업진행의 어려움
이 있을 것임
- 따라서, 통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함
-

5. 해외도시개발 세미나
1) 1차 해외도시개발 세미나

(1) 시간 및 장소
- 2009년 6월 5일 (금) 오후 4시~6시
-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

(2) 발표
ㅇ 발표자 : 김용학 (Lippo 한국대표, 전 인천도시개발공사 C대)
ㅇ 주 제 : 한국의 해외도시개발 현황 및 향후 방향 모색
(3) 주요내용
ㅇ 한국 기업의 해외건설 진출 및 수주현황
ㅇ 부동산 및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
ㅇ 해외 개발사업의 특징과 시장 전망
ㅇ 사업 성공을 위한 기본전제 및 효율적 사업 추진 구조
ㅇ 개발사업 수행 절차 및 주요 수행 업무
ㅇ 사업위험의 종류 및 경감 방법
ㅇ 참고자료
- 국내외 대규모 복합 단지 개발 현황
- 우리기업의 진출 및 진출 예정의 해외 신도시 현황
- 기타 개발 및 개발 예정 해외신도시

2) 2차 해외도시개발 세미나

(1) 시간 및 장소
- 2009년 8월 3일 (월) 오후 4시30분 ~ 6시
-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

(2) 발표
ㅇ 발표자 : ① 조진철(국토연구원 국제협력팀장)
② 안건혁(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ㅇ 주 제 : ① ‘민관협력시스템을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방안 연구’ 관련
연구 진행상황 및 방향
② 해외도시개발의 진출 방향 및 전략
(3) 주요내용
① ‘민관협력시스템을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방안 연구’ 관련 연구 진행상
황 및 방향
ㅇ 해외도시개발 연찬회 개요
ㅇ 해외도시개발 연구
- 개요
- 연구흐름도
- 해외도시개발의 개념 및 의의
- 국내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해외도시개발 현황 및 문제점
- 해외도시개발 추진전략 및 민관협력 추진체계 구축방안
ㅇ 해외도시개발 향후 방향

해외도시개발의 진출 방향 및 전략
ㅇ 선진국의 신도시 개발
ㅇ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 경험
ㅇ 해외 신도시 개발 시장
ㅇ 해외 신도시 시장 진출의 문제점
ㅇ 해외 시장 진출 전략
ㅇ 해외 시장의 수요자 Need 분석
②

3) 3차 해외도시개발 세미나
(1) 시간 및 장소
- 2009년 8월 18일 (화) 오전 7시 ~ 8시30분
-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
(2) 발표
ㅇ 발표자 : 이동환(국가건축정책위원회 협력관)
ㅇ 주 제 : 도시수출의 방향과 전망
(3) 주요내용
ㅇ 해외도시개발 동향
ㅇ 도시수출의 의미(잔략구상)
ㅇ 도시수출의 방향(추진방법)
ㅇ 도시수출 추진 단계 및 절차, 체계

4) 4차 해외도시개발 세미나
(1) 시간 및 장소
- 2009년 9월 1일 (화) 오후 4시 ~ 5시 40분
-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
(2) 발표
ㅇ 발표자 : 조진철(국토연구원 국제협력팀장)
ㅇ 주 제 : 민관협력 해외도시개발 모델
(3) 주요내용
ㅇ 민관협력 해외도시개발 모델의 필요성 및 목적
ㅇ 해외도시개발 현황 및 문제점

해외사례 및 시사점
ㅇ 민관협력 해외도시개발 모델
ㅇ

5) 5차 해외도시개발 세미나
(1) 시간 및 장소
- 2009년 9월 15일 (화) 오후 4시 ~ 5시 40분
-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
(2) 발표
ㅇ 발표자 : 박인성(중국 절강대학교 교수)
ㅇ 주 제 : 중국의 도시화와 발전축
(3) 주요내용
ㅇ 중국 지역-도시개발정책 연혁, 특징
ㅇ 한국 지역-도시개발정책 연관 내용
ㅇ 한중 지역-도시개발분야 교류 및 합작 과제

6) 6차 해외도시개발 세미나
(1) 시간 및 장소
- 2009년 9월 29일 (화) 오후 4시 ~ 5시 40분
- 국토연구원 3층 소회의실
(2) 발표
ㅇ 발표자 : 조진철(국토연구원 국제협력팀장)
ㅇ 주 제 : 해외도시개발 연찬회 동향

(3) 주요내용
ㅇ 해외도시개발 연찬회 경과
- 연찬회 개최 내역
ㅇ 해외도시개발 연구과제 연구진행 현황
- 과제 개요
- 주요 연구 진행 및 결과
ㅇ 향후 계획
- 국제세미나(2009년10월8일~10일 / 중국 텐진 / 한․중 텐진 녹색도시개발
협력방안 국제세미나)
- 연구 관련 설문조사(공공기관 및 건설회사 대상 / 민관협력 추진 전략 및
체계에 관한 의견 수렴)

7) 7차 해외도시개발 세미나
(1) 시간 및 장소
- 2009년 10월 15일 (목) 오후 4시 ~ 6시
- 국토연구원 3층 소회의실
(2) 발표 및 주요내용
ㅇ 찰스 카게마(케냐 정부 토지부 사무관 / Charles Kagema, Principal Physical
Planner, Department of Physical Planning; Ministry of Lands, Government of
Kenya)

주제 : Proposed Kisumu city urban redevelopment / renewal plan
- 주요내용 :
① Kisumu 소개(위치, 도시의 역사․규모․인구․성장률․밀도․구성비 등)
② Kisumu 경제 성장 잠재력 / 기능과 중요성
③ Kisumu 도시 문제점
④ Kisumu 투자 프로젝트 가능성(
-

ㅇ

허버트 무소가(케냐 정부 토지부 부국장 / Herbert Musoga, Senior Assistant
Director of Physical Planning, Department of Physical Planning; Ministry of
Lands, Government of Kenya)

주제 : Prospect for Lamu port city, Kenya
- 주요내용 :
① Kenya 및 Lamu 관련 계획 소개
② Lamu 지리적 위치 및 소개
③ Lamu 관련 이슈(계획의 부재 등)
④ Lamu 프로젝트 제안(비전 및 목표) / 향후 예상되는 효과
ㅇ토 론:
- 김영소(국토해양부 해외건설과 서기관)
- 배성일(유신코퍼레이션 부사장)
- 이학모(동성엔지니어링 부사장)
- 이혜경(동호엔지니어링 전무)
-

8) 8차 해외도시개발 세미나
(1) 시간 및 장소
- 2009년 11월 12일 (목) 오후 4시 ~ 6시
-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
(2) 발표
ㅇ 발표자 : 허버트 무소가(케냐정부 토지부 부국장 / Herbert Musoga, Senior
Assistant Director of Physical Planning, Department of Physical
Planning; Ministry of Lands, Government of Kenya)

주 제 : A basic policy for Lamu port city development, Kenya
ㅇ토 론:
- 김영소(국토해양부 해외건설과 서기관)
ㅇ

배성일(유신코퍼레이션 부사장)
- 이학모(동성엔지니어링 부사장)
- 이혜경(동호엔지니어링 전무)
-

(3) 주요내용
ㅇ Lamu 관련 계획 소개
ㅇ Lamu 도시 현황(계획 및 도시 문제)
ㅇ Lamu 프로젝트 제안(비전 및 목표) / 향후 예상되는 효과

9) 9차 해외도시개발 세미나
(1) 시간 및 장소
- 2009년 11월 19일 (목) 오후 4시 ~ 5시30분
-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
(2) 발표 및 주요내용
ㅇ 찰스 카게마(케냐 정부 토지부 사무관 / Charles Kagema, Principal Physical
Planner, Department of Physical Planning; Ministry of Lands, Government of
Kenya)

주제 : Proposed Kisumu city urban redevelopment / renewal plan in Kenya
- 주요내용 :
① Kisumu 소개(위치, 도시의 역사․규모․인구․성장률․밀도․구성비 등)
② Kisumu 경제 성장 잠재력 / 기능과 중요성
③ Kisumu 도시 문제점
④ Kisumu 투자 프로젝트 가능성
-

ㅇ Thi Bac Thai Nguyen, Ly Hong Nguyen
-

주제 : Uong Bi township planning and development, Quang Nihn province,
Vietnam

토 론:
- 이영아(국토연구원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 박세훈(국토연구원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ㅇ

10) 10차 해외도시개발 세미나
(1) 시간 및 장소
- 2009년 12월 2일 (수) 오후 4시 ~ 5시30분
- 국토연구원 10층 중회의실
(2) 발표
ㅇ 발표자 : 찰스 카게마(케냐 정부 토지부 사무관 / Charles Kagema, Principal
Physical Planner, Department of Physical Planning; Ministry of
Lands, Government of Kenya)

주 제 : Proposal for new town planning around lake Victoria and Kisumu
ㅇ토 론:
- 정진규(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GIS연구본부 연구위원)
- 권태정(국토연구원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ㅇ

(3) 주요내용
ㅇ 케냐 소개(위치, 규모, 인구, 도시 정보, 경제 및 관광․자연 자원 정보)
ㅇ 사례지역(Kisumu, 빅토리아 호수)의 소개(역사, 인구, 도시․경제 상황 등)
ㅇ 사례도시(Kisumu)의 성장 잠재력 평가 및 신도시 개발 방향 제안

6. 중국 출장(중국 텐진)

(1) 출장목적
- ‘민관협력시스템을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방안’ 연구용역 중간 점검
- 한중 녹색 도시개발 협력방안 국제세미나 참석
(2) 출장자
- 조진철(국토연구원 국제협력팀장)
- 김수현(국토연구원 연구원)
(3) 출장일정

일시
09:30~10:20
10월 8일 (목) 14:00~17:00
17:00~18:30
09:00~12:00
10월 9일(금) 14:00~15:00
15:30~17:30
18:30~
8:30~10:00
10월 10일(토) 12:15~15:05

일정

인천공항 출발(KE851), 베이징 도착
텐진 시가지 및 공항보세구(에어버스 공장) 시찰
․텐진 빈해신구개발연구원 방문(용역 점검 및 환영 만찬)
․한중 녹색 도시개발 협력방안 국제세미나.
․싱가포르생태환경도시 시찰 및 사업설명회
․탠진빈해신구 시찰(빈해신구전시관, 빈해신구 중심상업지역)
․환송만찬(빈해신구개발연구원)
․텐진항 시찰
․텐진공항 출발(KE806), 인천공항 도착
․
․

(4) 10월 8일 (목)
□ 텐진 시가지 및 공항보세구(에어버스 공장) 시찰(14:00~17:00)
ㅇ 텐진 시가지
-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은 80년 대 선전개발(주강경제권 발전 견인), 90년 대
상하이 푸동신구 개발(장강경제권 발전 견인), 2000년대 텐진 빈하이신구
개발(환발해경제권 발전 견인)으로 볼 수 있음
- 3대 경제권 기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음

환발해경제권
장강경제권
주강경제권
환발해경제권
장강경제권
주강경제권
베이징, 텐진,
, 저장성,
광동성, 홍콩,
범위 허베이성, 산동성, 범위 상하이
범위
장쑤성
마카오
라오닝성
인구 2.3억 명
인구 1.4억 명
인구 9,100만 명
GDP 3조8천억 위안
GDP 3조4천억 위안
GDP 3조 위안

텐진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면적 11,305㎢(중국 전체 면적의 0.11%)
행정구역 13개 구, 5개 현
인구 1043만 명(중국 전체 인구의 0.8%)
산업구성 1차(3%), 2차(56%), 3차(41%)
및 기계설비, 마이크로 전자와 통신설비, 해양화학공업과 석유화학,
주요산업 자동차
고품질 강철 파이프를 중심으로 하는 4대 지주 산업
GDP 3663.86억 위안(중국 전체의 1.9%, 전국21위), 전년 대비 14.5% 증가
1인당 GDP 35,457 위안(전국 6위) / 약 5,187 달러(현재 환율 기준)

중국 4대 직할시의 하나인 텐진시는 베이징 지역의 중요한 공업기지이자
대외 무역항이며 수도 베이징의 현관
- 화북평원 동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보하이(渤海)와 인접, 북으
-

로는 옌산(燕山)과 근접
- 텐진 해안의 총 연장선은 153㎞에 달하고 베이징으로부터 서북쪽으로 약
120㎞ 떨어져 있으며 바다에서 베이징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
텐진 전경

중심 상업 지역

한국토지공사 텐진 공단 입구
-

중국 텐진시 텐진경제기술개발구
내 ‘한국토지공사 중국 텐진 공단’
은 사업면적(1,145천㎡), 사업기간
(1993년 8월~1996년 6월), 사업비
(275억 원)임

공항보세구(에어버스 공장)
- 공항보세구에 있는 에어버스(천진) 완제품 조립공장은 천진항공산업단지
에 위치하고 있으며 에어버스사가 유럽외 지역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
장임
- 확보한 A320 항공기 주문량이 284대에 달하며, 2016년까지 생산계약이 체
결된 상태임

ㅇ

년까지 연간 48대의 조립능력을 갖출 것이며, 2011~2016년에 총 288대
의 에어버스 A320 항공기를 조립해 중국시장에 공급할 정망
- 2009년 6월 23일 조립한 첫 A320을 인도하였고 연내 A319와 A320을 합해
10기를 인도한 후 2010년 말까지 월 4기를 생산하는 양산 체제에 들어갈
예정임
- 국제금융위기가 에어버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지만 천진 완제품 조립
공장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았음
- 천진항공산업단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
위의 항공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향후 20년 내에 중국 대륙의 여객
기 수요량은 2,670대에 달할 전망
- 에어버스를 비롯한 주요 항공기 제조기업에서는 해외투자를 줄이는 반면
중국에 대한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는데, 이로 인해 천진항공산업단지 등
중국의 항공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음
- 에어버스 생산 항공기 부품업체의 텐진시 고용창출 효과(전체 항공기 부품
의 10% 생산하여 납품)
- 주변에는 중국 유일한 항공 관련 종합대학인 ‘국립 중국 민항대학’이 있으
며 여기서 항공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음
- 보안 상 내부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음
- 2011

중국 텐진 에어버스 조립공장 입구

중국 천진 에어버스 A320 인도

□ 텐진 빈해신구개발연구원 방문(17:00~18:30)
ㅇ 용역 점검
- 국토연구원에서 기본과제로 수행중인 ‘민관협력시스템을 통한 해외도시개
발 촉진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중국의 ‘빈해신구개발연구원’에 ‘중국의 도
시개발제도 및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의 해외도시개발 진출 전략 용역’을
발주하였음
- 이 용역에서는 3개의 연구추진기관(빈해신구개발연구원, 텐진건축설계원,
왕상과기자문유한공사)이며 대표기관은 빈해신구개발연구원 임
- 용역에는 연구조사용역 이외에 국제세미나도 포함되어 있음
용역 점검

ㅇ

빈해신구개발연구원 입구

환영 만찬

환영 만찬
-

남개대학 부원장(Yingjun Wang)의
주재로 환영만찬을 열었음

(4) 10월 8일 (목)
□ 한중 녹색 도시개발 협력방안 국제세미나(09:00~12:00)
ㅇ 시간 및 장소
- 2009년 10월 9일 09:00~12:00
- 중국 텐진경제기술개발구 태달국제호텔 회의실 (TEDA INTERNATIONAL
HOTEL CONFERENCE ROOM)

ㅇ

프로그램

발표자

내용

신도시개발제도 및 사례분석을 통한
가오쉐렌(高雪 , 남개대학 교수) 중국의한국의
해외도시개발 진출 전략
김용학(LIPPO GROUP 한국대표)
한국의 신도시개발 경험 및 시사점
이동환(국가건축정책위원회 협력관)
한중 협력도시의 한국정부 참여방안
조진철(국토연구원 국제협력팀장)
한중 협력도시 개발 방안
질의응답

목적
- 최근 한국의 건설경기 침체의 새로운 돌파구로 민관협력 시스템을 통한 한
국형 해외도시개발 전략 필요하여, 이에 대한 한ㆍ중 신도시개발 전문가의
의견 교류를 통한 양국간 녹색신도시개발 협력방안의 장을 마련
- 중국 신도시개발 정책 및 텐진 싱가포르 생태환경도시의 민관협력 시스템
사례를 통하여 아시아 개발국가로의 해외신도시개발 촉진 방안 도출

ㅇ

국제세미나 참석자

국제세미나 모습

국제세미나 주요내용
- 중국의 신도시개발제도 및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의 해외도시개발 진출 전
략’(발표:가오쉐렌高雪 , 남개대학 교수)의 주요내용으로는 ①중국 신도시
개발 발전추세 및 관련제도, ②중국 생태도시 개발사례 및 정부와 민간의
협력 모델, ③중국 주요 연해도시 외국기업 신도시 개발사례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였음
- ‘한국의 신도시개발 경험 및 시사점’(발표:김용학, LIPPO GROUP 한국대
표)의 주요내용은 ①한국과 중국의 건설체계의 상이함(사업절차 및 용어
사용, 사업비준 등), ②자본 운영 방법(외화 송금, 자본 출현 등), ③한국토
지공사의 중국 텐진 공단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 등에 대하여 발표하
였음
- ‘한중 협력도시의 한국정부 참여방안’(발표:이동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협력관)의 주요 내용은 ①한국의 생태도시에 대한 관심, ②국가간 협력개
발 시 바람직한 모델(배경 및 조직 등), ③개발 및 운영과 관련하여 협력조
직의 역할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음
- ‘한중 협력도시 개발 방안’(발표:조진철, 국토연구원 국제협력팀장)의 주요
내용은 ①한중일이 추진해야 할 바람직한 협력모델, ②도시 관리에 있어서
거버넌스의 중요성, ③협력관리 모델로서 쑤저우 공업단지 등에 대하여 발
표하였음

ㅇ

□ 싱가포르생태환경도시 시찰 및 사업설명회(14:00~15:00)
ㅇ 싱가포르생태환경도시 시찰
- 싱가포르 정부의 쑤저우(蘇州)공업단지 이후의 중국과의 두 번째 정부간
상징적 협력사업임
- 2007년 7월부터 4개월 동안 빈해신구 현지조사와 협상을 진행 한 후 2007
년 11월 18일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싱가포르 이현룡(李懸龍) 총
리가 협정서에 서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함

-

당초 중국내 4개 도시, 즉 베이징, 텐진, 랑팡, 탕산 등이 경합을 벌였으나
항만도시, 수자원 부족도시, 중국 국무원의 빈해신구발전 전략 수립 등의
이유로 텐진 빈해신구로 최종 결정하였음

싱가포르생태환경도시 사업 현장

싱가포르생태환경도시 사업 모형

싱가포르생태환경도시 사업 현장 설명

싱가포르생태환경도시 사업설명회

싱가포르생태환경도시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생태환경도시의 시작, ②사업대상지 선
정, ③생태도시의 주변 개발 현황, ④대상지(생태도시) 설명, ⑤중국과 싱
가포르의 프로젝트 감독 체계, ⑥사업 자금 구조(지분참여), ⑦생태도시 주
요 사업 목표, ⑧생태도시 부분별 사업 특징(교통, 환경, 에너지, 주택 등),
⑨향후 목표 및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음

ㅇ

□ 텐진빈해신구 시찰(15:30~17:30)
ㅇ 빈해신구전시관
빈해신구전시관 외관

빈해신구 모형

(5) 10월 8일 (토)
□ 텐진항 시찰(08:30~10:00)
ㅇ 텐진항 개요
- 바다면적 200㎢, 육지면적 60㎢에 이르는 중국 최대의 인공항만이며 텐진
시는 2010년까지 육지면적을 100㎢로 늘릴 계획임
- 현지 관계자의 설명으로는 텐진항으로 실려온 화물들은 텐진을 비롯해 베
이징, 허베이성, 산시성, 쓰촨성까지 전 국토의 절반 이상(52%) 지역에 운
반되고, 다시 그곳의 화물들이 텐진항을 통해 전 세계로 실려나감
텐진항 컨테이너 터미널 입구

텐진항 전경

년 기준 세계 6위 항구인 텐진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규모는 710만
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3억 1000만t에 이르며 매년 30% 이상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
- 텐진항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기국 등의 12개 항구와 우호항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세계 180여개 나라, 400여 항구와 무역거래를 하고 있음
- 컨테이너 부두, 철광 부두, 석탄 부두, 석유화공품 부두, 잡화 부두, 화학비
료 부두, 국제 여객 부두 등 각 분야별로 전문 부두가 마련돼 있음
- 2007

텐진항 평면도
-

중국 정부가 2005년 발표한 ‘11차
5개년 계획’에 따라 톈진항에는
450억위안(9조원)이 투자돼 30만t
급 원유부두, 둥중 보세항구 등이
추가로 건설될 계획임

또한 주변 빈하이 국제공항도 2005년 연간 여객 수송능력 110만명에서 지
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까지 650만명으로 늘어나고, 화물 운송 능력은 연
간 10만t에서 50만t으로 늘어날 것으로 중국 정부는 전망하고 있음
- 지난 8월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개통된 최고 시속 350㎞에 달하는 베이징
과 톈진간 초고속 열차와 제2차 징(京)-진(津) 고속도로 개통도 빈하이 신
구의 물류 허브능력을 확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음
- 이로서 중국 텐진 빈하이 신구는 텐진항을 거점으로 동북아 물류 허브를
꿈꾸고 있음
-

7. 국제공동연구
1) 중국
(1) 개요
ㅇ 초빙연구원 : 박인성 교수(중국 절강대학교 교수)
ㅇ 초빙기간 : 2009년 7월 10일 ~ 2009년 9월 10일 (2개월)
ㅇ 사업명 : 해외전문가 국제협력 연구사업
연구수행내용
ㅇ ‘장강삼각주 지역의 도시개발 현황 및 전망’ 관련 연구 수행
- 연구제목 : 장강삼각주 지역의 도시개발 현황 및 전망
- 주요내용 : ①장강삼각주 지역의 도시개발 관련 법․제도, ②장강삼각주
지역의 국내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개발 사례, ③외국기업의 상하이 지역
내 도시개발 사례
ㅇ 관련 연구진과 토론 및 연구결과 공유
- 원내 도시개발 관련 연구진과 비공개 토론, 원외 관련 연구자 및 시민단체
인터뷰
ㅇ 관련 연구 세미나 개최
- 총 1회 개최(2009년 9월15일)

(2)

연구 세미나
□ 2009년 9월 15일
ㅇ 발표 : 박인성
ㅇ 주제 : 중국의 도시화와 발전축

(3)

2) 케냐
(1) 개요
ㅇ 초빙연구원 :
- 찰스 카게마(케냐 정부 토지부 사무관 / Charles Kagema, Principal Physical
Planner, Department of Physical Planning; Ministry of Lands, Government of
Kenya)

-

허버트 무소가(케냐 정부 토지부 부국장 / Herbert Musoga, Senior Assistant
Director of Physical Planning, Department of Physical Planning; Ministry of
Lands, Government of Kenya)

초빙기간 : 2009년 10월 5일 ~ 2009년 11월 4일 (1개월)
ㅇ 사업명 : 해외전문가 국제협력 연구사업
ㅇ

연구수행내용
ㅇ 케냐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Port city와 Resort city 계획에 기여
ㅇ 한국과 케냐의 미래협력을 위한 이슈와 제안 논의를 통한 협력강화
ㅇ 관련 연구 세미나 개최
- 총 4회 개최(2009년 10월15일, 11월12일, 11월19일, 12월2일)

(2)

연구 세미나
□ 2009년 10월 15일
ㅇ 발표자1 : 찰스 카게마
- 주제 : Proposed Kisumu city urban redevelopment / renewal plan
ㅇ 발표자2 : 허버트 무소가
- 주제 : Prospect for Lamu port city, Kenya
□ 2009년 11월 12일
ㅇ 발표자 : 허버트 무소가
- 주제 : A basic policy for Lamu port city development, Kenya

(3)

□ 2009년 11월 19일
ㅇ 발표자 : 찰스 카게마
- 주제 : Proposed Kisumu city urban redevelopment / renewal plan in Kenya
□ 2009년 12월 2일
ㅇ 발표자 : 찰스 카게마
- 주제 : Proposal for new town planning around lake Victoria and Kisumu
베트남
(1) 개요
ㅇ 초빙연구원 :
- 티 박 타이 응유엔(베트남 정부 건설부 도시개발국 전문가 / Thi Bac Thai
3)

Nguyen, Expert on urban development of new cities, Urban Development
Agency, Ministry of Construction, Government of Vietnam)
-

리 홍 응유엔(베트남 정부 베트남건축도시계획연구원 전문가 / Ly Hong

Nguyen, Researcher, Center for Construction Planning No1, Vietnam Institute
Architecture, Urban and Rural Planning (VIAP), Government of Vietnam)

초빙기간 : 2009년 10월 27일 ~ 2009년 11월 25일 (1개월)
ㅇ 사업명 : 해외전문가 국제협력 연구사업
ㅇ

연구수행내용
ㅇ 베트남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신도시 계획에 기여
ㅇ 한국과 베트남의 미래협력을 위한 이슈와 제안 논의를 통한 협력강화
ㅇ 관련 연구 세미나 개최 : 총 1회 개최(2009년 11월19일)

(2)

연구 세미나
□ 2009년 11월 15일
ㅇ 발표자1 : 티 박 타이 응유엔, 리 홍 응유엔
- 주제 : Uong Bi township planning and development, Quang Nihn province, Vietnam

(3)

7. 전세계 국가별 기초정보69)
(1) 오세아니아(Oceania)
지역

프랑스령폴리네시아
사모아
통가
폴리네시아 아메리칸사모아
월리스 푸투나 제도
투발루
(Polynesia)
쿡아일랜드
토켈라우
니우에
핏케언 제도
키리바시
북 마리아나 제도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나우루
(Micronesia) 파푸아뉴기니
피지
솔로몬제도
뉴칼레도니아
바누아투
오스트레일리아 미크로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Australia)/
뉴질랜드 노포크 섬
(New Zealand) 뉴질랜드

국가

French Polynesia
Samoa
Tonga
American Samoa
Wallis and Futuna
Tuvalu
Cook Islands
Tokelau
Niue
Pitcairn Islands
Kiribati
Northern Mariana Islands
Marshall Islands
Palau
Nauru
Papua New Guinea
Fiji
Solomon Islands
New Caledonia
Vanuatu
Micronesia
Australia
Norfolk Island
New Zealand

인구(명)

287,032
219,998
120,898
65,628
15,289
12,373
11,870
1,416
1,398
48
112,850
88,662
64,522
20,796
14,019
6,057,263
944,720
595,613
227,436
218,519
107,434
21,262,641
2,141
4,213,418

면적(㎢) 도시화율(%) GDP($)
4,167
2,831
747
199
142
26
236
12
260
47
811
464
181
459
21
462,840
18,274
28,896
18,575
12,189
702
7,741,220
36
267,710

69) www.un.org, www.fao.org, 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52
23
24
92
49
73
0
38
44
91
71
80
100
13
52
18
64
24
22
89
86

18,000
4,700
4,600
8,000
3,800
1,600
9,100
1,000
5,800
5,300
12,500
2,500
8,100
5,000
2,300
3,800
2,700
15,000
4,600
2,200
38,200
27,900

노동력

116,000
66,270
39,960
17,630
3,104
3,615
6,820
440
663
15
7,870
38,450
14,680
9,777
3,639,000
335,000
202,500
102,600
115,900
16,360
11,250,000
2,250,000

전력생산(㎾h) 전력소비(㎾h) 산림(1000㏊)

650,000,000
109,000,000
43,000,000
185,000,000
31,000,000
3,000,000
14,000,000
60,600
31,000,000
2,885,000,000
928,000,000
71,000,000
1,825,000,000
42,000,000
192,000,000
239,900,000,000
42,400,000,000

604,500,000
101,400,000
39,990,000
172,100,000
28,830,000
2,790,000
13,020,000
48,300
28,830,000
2,683,000,000
863,000,000
66,030,000
1,697,000,000
39,060,000
178,600,000
222,000,000,000
39,240,000,000

105
171
4
18
5
1
16
0
14
4
2
33
40
0
29,437
1,000
2,172
717
440
63
163,678
8,309

(2) 북 아메리카(Northern America)

지역
국가
인구(명) 면적(㎢) 도시화율(%) GDP($)
United States of America 307,212,123 9,826,675
81
47,500
북 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Canada
33,487,208 9,984,670
80
39,200
(Northern
버뮤다
Bermuda
67,837
54
100
69,900
그린란드
Greenland
57,600
2,166,086
83
20,000
America)
세인트 피에르 미켈론 Saint Pierre and Miquelon
7,051
242
89
7,000

(3)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지역

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페루
베네수엘라
남 아메리카 칠레
에콰도르
(South
몰리비아
파라과이
America)
우루과이
가이아나
수리남
포크랜드 제도
몰리비아
파라과이

국가

Brazil
Colombia
Argentina
Peru
Venezuela
Chile
Ecuador
Bolivia
Paraguay
Uruguay
Guyana
Suriname
Falkland Islands
Bolivia
Paraguay

인구(명) 면적(㎢) 도시화율(%) GDP($)

198,739,269
45,644,023
40,913,584
29,546,963
26,814,843
16,601,707
14,573,101
9,775,246
6,995,655
3,494,382
772,298
481,267
3,140
9,775,246
6,995,655

8,514,877
1,138,914
2,780,400
1,285,216
912,050
756,102
283,561
1,098,581
406,752
176,215
214,969
163,820
3,140
1,098,581
406,752

85
74
92
71
93
88
65
65
60
92
28
75
92
65
60

10,200
9,200
14,200
8,500
13,500
14,900
7,500
4,500
4,200
12,400
3,900
8,900
35,400
4,500
4,200

노동력

전력생산(㎾h) 전력소비(㎾h) 산림(1000㏊)

154,300,000 4,110,000,000,000 3,873,000,000,000
18,220,000 620,700,000,000 536,100,000,000
38,360
675,600,000
628,300,000
32,120
325,000,000
302,300,000
3,450
53,000,000
49,290,000

노동력

93,650,000
21,300,000
16,270,000
10,200,000
12,590,000
7,267,000
4,640,000
4,454,000
2,839,000
1,641,000
333,900
165,600
1,724
4,454,000
2,839,000

303,089
310,134
1
3

전력생산(㎾h) 전력소비(㎾h) 산림(1000㏊)

438,800,000,000
50,580,000,000
109,500,000,000
30,570,000,000
113,300,000,000
60,600,000,000
16,750,000,000
5,495,000,000
53,190,000,000
9,265,000,000
821,000,000
1,605,000,000
16,000,000
5,495,000,000
53,190,000,000

404,300,000,000
38,590,000,000
99,210,000,000
28,970,000,000
83,020,000,000
57,290,000,000
9,888,000,000
4,665,000,000
5,337,000,000
7,140,000,000
667,000,000
1,467,000,000
14,880,000
4,665,000,000
5,337,000,000

477,698
60,728
33,021
68,742
47,713
16,121
10,853
58,740
18,475
1,506
15,104
14,776
0
58,740
18,475

지역
국가
인구(명) 면적(㎢) 도시화율(%) GDP($)
우루과이
Uruguay
3,494,382
176,215
92
12,400
남 아메리카 가이아나
Guyana
772,298
214,969
28
3,900
(South
수리남
Suriname
481,267
163,820
75
8,900
America)
포크랜드 제도
Falkland Islands
3,140
3,140
92
35,400
멕시코
Mexico
111,211,789 1,964,375
77
14,300
과테말라
Guatemala
13,276,517
108,889
48
5,300
Honduras
7,792,854
112,090
47
4,400
중앙 아메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El Salvador
7,185,218
21,041
60
6,200
(Central
니카라과
Nicaragua
5,891,199
130,370
56
2,900
America)
코스타리카
Costa Rica
4,253,877
51,100
63
11,600
파나마
Panama
3,360,474
75,420
73
11,800
벨리즈
Belize
307,899
22,966
51
8,400
생 바르텔미
Saint Barthelemy
7,448
쿠바
Cuba
11,451,652
110,860
76
9,500
도미니카 공화국 Dominica
9,650,054
48,670
68
8,200
아이티
Haiti
9,035,536
27,750
46
1,300
푸에르토리코
Puerto Rico
3,971,020
13,790
98
17,800
Jamaica
2,825,928
10,991
53
8,600
카리브해 자메이카
트리니드토바고 Trinidad and Tobago
1,229,953
5,128
13
23,600
Bahamas
309,156
13,880
84
30,700
(Caribbean) 바하마
바베이도스
Barbados
284,589
430
39
18,900
네덜란드령앤틸리스제도 Netherlands Antilles
227,049
800
93
16,000
세인트루시아
Saint Lucia
160,267
616
28
11,100
미국령 버진제도
United States Virgin Islands
109,825
1,910
95
14,500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Saint Vincent and the Grenad 104,574
389
47
10,200
아루바
Aruba
103,065
180
47
21,800

노동력

1,641,000
333,900
165,600

전력생산(㎾h) 전력소비(㎾h) 산림(1000㏊)
9,265,000,000
821,000,000
1,605,000,000

7,140,000,000
667,000,000
1,467,000,000

1,506
15,104
14,776

1,724

16,000,000

14,880,000

0

45,320,000
4,056,000
2,991,000
2,947,000
2,322,000
2,060,000
1,392,000
122,300
4,962,000
4,119,000
3,643,000
1,479,000
1,304,000
620,800
175,500
175,000
91,470
79,700
49,820
57,520
41,500

245,000,000,000
8,425,000,000
6,050,000,000
5,559,000,000
3,286,000,000
8,808,000,000
6,322,000,000
213,500,000
16,890,000,000
14,020,000,000
448,000,000
23,720,000,000
7,324,000,000
7,202,000,000
2,045,000,000
1,003,000,000
1,220,000,000
325,000,000
776,400,000
133,800,000
850,000,000

200,900,000,000
7,115,000,000
4,696,000,000
4,676,000,000
2,569,000,000
8,064,000,000
5,170,000,000
198,500,000
13,930,000,000
12,700,000,000
273,000,000
22,060,000,000
6,345,000,000
7,034,000,000
1,902,000,000
939,900,000
1,013,000,000
302,200,000
722,000,000
124,400,000
790,500,000

64,238
3,938
4,648
298
5,189
2,391
4,294
1,653
2,713
1,376
105
408
339
226
515
2
1
17
10
11
-

지역
카리브해
(Caribbean)

그레나다
앤티가바부다
도미니카
케이맨제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마틴 섬
영국령 버진제도
터크스케이커스 제도
앙귈라
몬세라트산

(4) 유럽(Europe)
지역

서 유럽
(Western
Europe)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건지 섬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이탈리아
스페인

국가

인구(명) 면적(㎢) 도시화율(%) GDP($)

노동력

전력생산(㎾h)

전력소비(㎾h) 산림(1000㏊)

국가

인구(명) 면적(㎢) 도시화율(%) GDP($)

노동력

전력생산(㎾h)

전력소비(㎾h) 산림(1000㏊)

Grenada
Antigua and Barbuda
Dominica
Cayman Islands
Saint Kitts and Nevis
Saint Martin
British Virgin Islands
Turks and Caicos Islands
Anguilla
Montserrat

Germany
France
Netherlands
Belgium
Austria
Switzerland
Luxembourg
Guernsey
Liechtenstein
Monaco
Italy
Spain

90,739
85,632
72,660
49,035
40,131
29,820
24,491
22,942
14,436
5,097

82,329,758
64,057,792
16,715,999
10,414,336
8,210,281
7,604,467
491,775
65,870
34,761
32,965
58,126,212
40,525,002

344
443
751
264
261
54
151
948
91
102

357,022
643,427
41,543
30,528
83,871
41,277
2,586
78
160
2
301,340
505,370

31
31
74
100
32
40
91
100
14

74
77
81
97
67
73
83
14
100
68
77

13,200
19,400
10,000
43,800
19,100
38,500
11,500
8,800
3,400

35,500
33,300
40,500
37,500
40,400
42,000
81,200
44,600
118,000
30,000
31,400
34,600

42,300
30,000
25,000
23,450
18,170
12,770
4,848
6,049
-

43,600,000
27,970,000
7,715,000
4,990,000
3,633,000
4,053,000
206,000
31,470
32,440
44,000
25,110,000
22,850,000

178,700,000
110,000,000
85,000,000
546,700,000
130,000,000
45,000,000
12,000,000
22,000,000

593,400,000,000
535,700,000,000
97,190,000,000
82,170,000,000
58,640,000,000
63,930,000,000
2,696,000,000
289,700,000,000
283,200,000,000

155,700,000
102,300,000
79,050,000
507,800,000
120,900,000
41,850,000
11,160,000
20,460,000

547,300,000,000
447,200,000,000
110,200,000,000
84,880,000,000
61,890,000,000
57,620,000,000
6,525,000,000
315,000,000,000
276,100,000,000

4
9
46
12
5
4
34
6
4

11,076
15,554
365
667
3,862
1,221
87
7
0
9,979
17,915

지역

남유럽
(Southern
Europe)

북 유럽
(Northern
Europe)

국가
인구(명) 면적(㎢) 도시화율(%) GDP($)
그리스
Greece
10,737,428
131,957
61
32,100
포르투갈
Portugal
10,707,924
92,090
59
22,200
세르비아
Serbia
7,379,339
77,474
52
10,800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Bosnia and Herzegovina 4,613,414 51,197
47
6,500
크로아티아
Croatia
4,489,409
56,594
57
18,400
알바이나
Albania
3,639,453
28,748
46
6,000
마케도니아
Macedonia
2,066,718
25,713
66
9,100
슬로베이아
Slovenia
2,005,692
20,273
49
29,600
몬테네그로
Montenegro
672,180
13,812
60
10,100
몰타
Malta
405,165
316
94
24,600
안도라
Andorra
83,888
468
89
42,500
산마리노
San Marino
30,324
61
94
41,900
지브롤터
Gibraltar
28,034
7
100
38,200
산토리니
Akrotiri
15,700
123
델키아
Dhekelia
15,700
131
바티칸
Holy See (Vatican City)
826
0
100
영국
United Kingdom
61,113,205
243,610
90
36,700
스웨덴
Sweden
9,059,651
450,295
84
38,200
덴마크
Denmark
5,500,510
43,094
86
37,200
핀란드
Finland
5,250,275
338,145
63
37,000
노르웨이
Norway
4,660,539
323,802
77
59,500
아일랜드
Ireland
4,203,200
70,273
61
45,500
리투아니아
Lithuania
3,555,179
65,300
67
17,800
라트비아
Latvia
2,231,503
64,589
68
17,300
에스토니아
Estonia
1,299,371
45,228
69
21,400
아이슬란드
Iceland
306,694
103,000
92
42,300
맨섬
Isle of Man
76,512
572
51
35,000
페로 섬
Faroe Islands
48,856
1,393
31,000
스발바르 제도
Svalbard
2,116
62,045
-

노동력

4,960,000
5,625,000
2,961,000
1,863,000
1,731,000
1,103,000
925,000
940,000
259,100
173,000
42,230
22,660
12,690
31,230,000
4,897,000
2,880,000
2,703,000
2,591,000
2,241,000
1,614,000
1,193,000
693,000
184,000
39,690
24,250
-

전력생산(㎾h)

58,790,000,000
44,470,000,000
33,870,000,000
11,320,000,000
11,470,000,000
2,888,000,000
6,376,000,000
14,140,000,000
2,864,000,000
2,146,000,000
146,000,000
368,600,000,000
144,000,000,000
36,920,000,000
77,240,000,000
142,700,000,000
26,060,000,000
12,090,000,000
4,620,000,000
11,460,000,000
11,710,000,000
243,700,000
-

전력소비(㎾h) 산림(1000㏊)
58,280,000,000
48,780,000,000
8,488,000,000
15,420,000,000
3,603,000,000
7,358,000,000
13,500,000,000
18,600,000
1,832,000,000
146,000,000
345,800,000,000
134,500,000,000
35,790,000,000
86,900,000,000
128,800,000,000
25,120,000,000
9,612,000,000
6,822,000,000
7,686,000,000
11,220,000,000
226,600,000
-

3,752
3,783
2,694
2,185
2,135
794
906
1,264
2,694
16
0
2,845
27,528
500
22,500
9,387
669
2,099
2,941
2,284
46
3
-

지역
동 유럽
(Eastern
Europe)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
벨로루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몰도바

(5) 아시아(Asia)
지역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
터키
서 아시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Western
예멘
시리아
Asia)
아제르바이잔
이스라엘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국가

Russia
Ukraine
Poland
Romania
Czech Republic
Hungary
Belarus
Bulgaria
Slovakia
Moldova

국가

West Bank
Gaza Strip
Turkey
Iraq
Saudi Arabia
Yemen
Syria
Azerbaijan
Israel
Jordan
United Arab Emirates

인구(명) 면적(㎢) 도시화율(%) GDP($)

140,041,247 17,098,242
45,700,395
603,550
38,482,919
312,685
22,215,421
238,391
10,211,904
78,867
9,905,596
93,028
9,648,533
207,600
7,204,687
110,879
5,463,046
49,035
4,320,748
33,851

73
68
61
54
74
67
73
71
56
42

16,100
7,400
17,400
12,200
25,900
19,800
11,800
12,900
22,000
2,500

인구(명) 면적(㎢) 도시화율(%) GDP($)

2,461,267
1,551,859
76,805,524
28,945,657
28,686,633
23,822,783
20,178,485
8,238,672
7,233,701
6,342,948
4,798,491

5,860
360
783,562
438,317
2,149,690
527,968
185,180
86,600
22,072
89,342
83,600

68
67
81
30
54
52
92
78
78

2,900
2,900
11,900
3,200
20,500
2,500
4,600
9,500
28,600
5,200
44,600

노동력

75,700,000
21,570,000
17,010,000
9,320,000
5,360,000
4,200,000
4,869,000
2,670,000
2,254,000
1,327,000

전력생산(㎾h)

958,000,000,000
185,200,000,000
149,100,000,000
58,280,000,000
82,720,000,000
37,740,000,000
29,920,000,000
40,250,000,000
26,530,000,000
3,617,000,000

전력소비(㎾h) 산림(1000㏊)

노동력

전력생산(㎾h)

전력소비(㎾h) 산림(1000㏊)

605,000
267,000
24,060,000
7,740,000
6,740,000
6,454,000
5,593,000
5,782,000
2,957,000
1,615,000
3,266,000

500,000,000
140,000
181,900,000,000
36,920,000,000
179,100,000,000
5,665,000,000
36,500,000,000
19,350,000,000
50,410,000,000
12,210,000,000
71,540,000,000

840,400,000,000
153,100,000,000
129,300,000,000
49,440,000,000
61,650,000,000
37,770,000,000
30,540,000,000
31,080,000,000
26,810,000,000
4,370,000,000

3,265,000,000
230,000
153,700,000,000
39,880,000,000
165,100,000,000
4,133,000,000
27,350,000,000
15,680,000,000
46,150,000,000
10,400,000,000
65,980,000,000

808,790
9,575
9,192
6,370
2,648
1,976
7,894
3,625
1,929
329

10,175
822
2,728
549
461
936
171
83
312

지역

국가

그루지야
레바논
서 아시아 오만
아르메이나
(Western
쿠웨이트
Asia)
카타르
키프로스
바레인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남 아시아 베트남
타이
(South
버마
말레이시아
-Eastern
캄보디아
Asia)
싱가포르
동티모르
브루나이
크리스마스 섬
인도
남 중앙 아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South
이란이슬람공화국(이란)
- Central
네팔
Asia)
아프카니스탄
우즈베키스탄

Georgia
Lebanon
Oman
Armenia
Kuwait
Qatar
Cyprus
Bahrain
Laos
Indonesia
Philippines
Vietnam
Thailand
Burma
Malaysia
Cambodia
Singapore
Timor-Leste
Brunei
Christmas Island
India
Pakistan
Bangladesh
Iran
Nepal
Afghanistan
Uzbekistan

인구(명) 면적(㎢) 도시화율(%) GDP($)

4,615,807
4,017,095
3,418,085
2,967,004
2,691,158
833,285
796,740
727,785
6,834,942
240,271,522
97,976,603
86,967,524
65,905,410
48,137,741
25,715,819
14,494,293
4,657,542
1,131,612
388,190
1,402
1,166,079,217
176,242,949
156,050,883
66,429,284
28,563,377
28,396,000
27,606,007

69,700
10,400
309,500
29,743
17,818
11,586
9,251
741
236,800
1,904,569
300,000
331,210
513,120
676,578
329,847
181,035
697
14,874
5,765
135
3,287,263
796,095
143,998
1,648,195
147,181
652,230
447,400

53
87
72
64
98
96
70
89
50
64
27
33
70
21
100
27
74
29
36
27
68
17
24
37

4,700
11,100
20,200
6,300
57,500
111,000
21,300
37,400
2,100
3,900
3,300
2,800
8,400
1,200
15,200
2,000
51,600
2,300
51,300
2,900
2,500
1,500
12,800
1,100
800
2,600

노동력

2,317,000
1,481,000
968,800
1,481,000
2,088,000
1,119,000
397,000
557,000
2,100,000
112,000,000
36,810,000
47,410,000
37,780,000
30,040,000
11,090,000
8,600,000
2,940,000
188,800
523,500,000
50,580,000
70,860,000
24,350,000
14,600,000
15,000,000
15,370,000

전력생산(㎾h)

8,170,000,000
9,030,000,000
13,580,000,000
5,584,000,000
45,830,000,000
15,110,000,000
4,502,000,000
10,250,000,000
3,075,000,000
134,400,000,000
56,570,000,000
66,810,000,000
135,200,000,000
6,286,000,000
103,200,000,000
1,273,000,000
38,670,000,000
3,091,000,000
761,700,000,000
90,800,000,000
22,990,000,000
192,600,000,000
2,781,000,000
839,000,000
46,330,000,000

전력소비(㎾h) 산림(1000㏊)
6,902,000,000
8,420,000,000
11,360,000,000
4,776,000,000
40,210,000,000
13,730,000,000
4,277,000,000
10,100,000,000
3,068,000,000
119,300,000,000
48,960,000,000
59,300,000,000
129,500,000,000
4,403,000,000
99,250,000,000
1,272,000,000
36,600,000,000
2,926,000,000
568,000,000,000
72,200,000,000
21,380,000,000
153,800,000,000
2,243,000,000
1,010,000,000
41,940,000,000

2,760
136
2
283
6
174
88,495
7,162
12,931
14,520
20,890
10,447
2
798
278
67,701
1,902
871
11,075
3,636
867
3,295

지역

스리랑카
남 중앙 아시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South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Central
부탄
Asia)
몰디브
코코스 제도
북한
홍콩
중국
동 아시아 일본
대한민국
(Estern Asia) 타이완
몽골
코소보
마카오

(6) 아프리카(Africa)

국가

인구(명) 면적(㎢) 도시화율(%) GDP($)

Sri Lanka
21,324,791
Kazakhstan
15,399,437
Tajikistan
7,349,145
Kyrgyzstan
5,431,747
Turkmenistan
4,884,887
Bhutan
691,141
Maldives
396,334
Cocos (Keeling) Islands
596
Korea, North
22,665,345
Hong Kong
7,055,071
China
1,338,612,968
Japan
127,078,679
Korea, South
48,508,972
Taiwan
22,974,347
Mongolia
3,041,142
Kosovo
1,804,838
Macau
559,846

지역
국가
나이지리아
Nigeria
서 아프리카 가나
Ghana
(Western
코트디부아르 공화국 Cote d'Ivoire
부르키나파소
Burkina Faso
Africa)
니제르
Niger

65,610
2,724,900
143,100
199,951
488,100
38,394
298
14
120,538
1,104
9,596,961
377,915
99,720
35,980
1,564,116
10,887
28

15
58
26
36
48
33
37
62
100
42
66
81
57
-

4,400
11,500
1,800
2,200
6,500
5,200
4,500
1,800
43,800
6,000
34,100
27,700
31,100
3,200
2,300
30,000

인구(명) 면적(㎢) 도시화율(%) GDP($)

149,229,090
23,832,495
20,617,068
15,746,232
15,306,252

923,768
238,533
322,463
274,200
1,267,000

48
49
19
16

2,300
1,500
1,700
1,200
700

노동력

전력생산(㎾h)

노동력

전력생산(㎾h)

7,569,000
9,507,000,000
8,412,000
72,410,000,000
2,100,000
17,300,000,000
2,344,000
15,960,000,000
2,300,000
13,990,000,000
4,475,000,000
136,100
205,000,000
20,000,000
20,900,000,000
3,660,000
38,400,000,000
807,300,000 3,041,000,000,000
66,500,000 1,058,000,000,000
24,350,000 440,000,000,000
10,850,000 225,000,000,000
1,068,000
3,979,000,000
550,000
832,000,000
337,400
1,106,000,000

51,040,000
10,120,000
7,346,000
6,668,000
4,688,000

21,920,000,000
6,746,000,000
5,275,000,000
611,600,000
150,000,000

전력소비(㎾h) 산림(1000㏊)

7,946,000,000
64,690,000,000
17,800,000,000
9,000,000,000
10,450,000,000
528,800,000
190,700,000
17,490,000,000
44,600,000,000
2,835,000,000,000
1,007,000,000,000
385,100,000,000
233,000,000,000
3,491,000,000
4,281,000,000
3,311,000,000

1,933
3,337
410
869
4,127
3,195
1
6,187
197,290
24,868
6,265
10,252
-

전력소비(㎾h) 산림(1000㏊)
19,210,000,000
5,702,000,000
3,231,000,000
568,800,000
589,500,000

11,089
5,517
6,794
1,266

지역
서 아프리카
(Western
Africa)

남 아프리카
(Southern
Africa)

북 아프리카
(Northern
Africa)

중앙 아프리카
(Middle
Africa)

세네갈
말리
기니
베냉
시에라리온
토고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감비아
기니 비사우
카보베르데
세인트 헬레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소토
나미비아
보츠나와
스와질란드
이집트
수단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서사하라
콩고민주공화국
카메룬
앙골라
차드

국가

Senegal
Mali
Guinea
Benin
Sierra Leone
Togo
Liberia
Mauritania
Gambia
Guinea-Bissau
Cape Verde
Saint Helena
South Africa
Lesotho
Namibia
Botswana
Swaziland
Egypt
Sudan
Morocco
Algeria
Tunisia
Libya
Western Sahara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Cameroon
Angola
Chad

인구(명) 면적(㎢) 도시화율(%) GDP($)

13,711,597
12,666,987
10,057,975
8,791,832
6,440,053
6,019,877
3,441,790
3,129,486
1,782,893
1,533,964
429,474
7,637
49,052,489
2,130,819
2,108,665
1,990,876
1,123,913
83,082,869
41,087,825
34,859,364
34,178,188
10,486,339
6,310,434
405,210
68,692,542
18,879,301
12,799,293
10,329,208

196,722
1,240,192
245,857
112,622
71,740
56,785
111,369
1,030,700
11,295
36,125
4,033
308
1,219,090
30,355
824,292
581,730
17,364
1,001,450
2,505,813
446,550
2,381,741
163,610
1,759,540
266,000
2,344,858
475,440
1,246,700
1,284,000

42
32
34
41
37
41
60
41
56
30
59
39
60
25
36
59
25
43
43
56
65
66
77
81
33
56
56
26

1,600
1,100
1,100
1,500
900
900
500
2,100
1,300
600
3,800
2,500
10,100
1,600
6,400
13,900
4,400
5,800
2,200
4,500
6,900
7,900
14,200
2,500
300
2,300
9,000
1,600

노동력

4,973,000
3,241,000
4,392,000
3,662,000
2,207,000
2,595,000
1,318,000
777,100
632,700
196,100
2,486
17,790,000
854,600
686,000
685,300
457,900
24,600,000
11,920,000
11,290,000
9,464,000
3,660,000
1,640,000
12,000
23,530,000
6,759,000
7,569,000
4,293,000

전력생산(㎾h)

1,880,000,000
515,000,000
850,000,000
124,000,000
80,000,000
230,000,000
350,000,000
415,300,000
160,000,000
65,000,000
250,000,000
8,000,000
240,300,000,000
502,000,000
1,650,000,000
1,052,000,000
441,000,000
118,400,000,000
4,341,000,000
21,560,000,000
34,980,000,000
13,790,000,000
23,980,000,000
90,000,000
8,217,000,000
5,601,000,000
3,722,000,000
100,000,000

전력소비(㎾h) 산림(1000㏊)
1,384,000,000
479,000,000
790,500,000
597,000,000
74,400,000
640,000,000
325,500,000
386,200,000
148,800,000
60,450,000
232,500,000
7,440,000
215,100,000,000
516,900,000
3,175,000,000
2,648,000,000
1,266,000,000
104,100,000,000
3,438,000,000
20,780,000,000
28,340,000,000
11,900,000,000
22,170,000,000
83,700,000
5,997,000,000
4,801,000,000
3,173,000,000
93,000,000

8,673
12,572
6,724
2,351
2,754
386
3,154
267
471
2,072
84
2
9,203
8
7,661
11,943
541
67
67,546
4,364
2,277
1,056
217
1,011
133,610
21,245
59,104
11,921

지역
국가
인구(명) 면적(㎢) 도시화율(%) GDP($)
공화국 Central African Republic 4,511,488 622,984
38
700
중앙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콩고
Congo
4,012,809
342,000
61
3,900
(Middle
가봉
Gabon
1,514,993
267,667
85
14,200
적도기니
Equatorial
Guinea
633,441
28,051
39
37,300
Africa)
상투메프린시페 Sao Tome and Principe 212,679
964
60
1,300
에티오피아
Ethiopia
85,237,338 1,104,300
17
900
탄자니아
Tanzania
41,048,532
947,300
25
1,400
케냐
Kenya
39,002,772
580,367
21
1,600
우간다
Uganda
32,369,558
241,038
13
1,300
모잠비크
Mozambique
21,669,278
799,380
36
900
마다가스카
Madagascar
20,653,556
587,041
29
1,000
말라위
Malawi
14,268,711
118,484
18
800
잠비아
Zambia
11,862,740
752,618
35
1,500
동 아프리카
짐바브웨
Zimbabwe
11,392,629
390,757
37
200
(Eastern
르완다
Rwanda
10,473,282
26,338
18
900
Africa)
소말리아
Somalia
9,832,017
637,657
36
600
브룬디
Burundi
8,988,091
27,830
10
300
에리트레아
Eritrea
5,647,168
117,600
20
700
모리셔스
Mauritius
1,284,264
2,040
42
12,100
코모로
Comoros
752,438
2,235
28
1,000
지부티
Djibouti
516,055
23,200
87
2,700
마요트 섬
Mayotte
223,765
374
4,900
세이셸
Seychelles
87,476
455
54
21,000

노동력

1,926,000
581,000
52,490
37,900,000
21,060,000
17,370,000
14,540,000
9,650,000
9,504,000
5,747,000
5,235,000
4,039,000
4,446,000
3,447,000
4,245,000
584,000
268,500
351,700
44,560
39,560

전력생산(㎾h)

115,000,000
400,000,000
1,774,000,000
28,000,000
19,000,000
3,460,000,000
3,786,000,000
5,223,000,000
2,256,000,000
15,910,000,000
1,045,000,000
1,690,000,000
9,752,000,000
8,890,000,000
120,000,000
280,000,000
92,000,000
271,000,000
2,321,000,000
22,000,000
280,000,000
250,000,000

전력소비(㎾h) 산림(1000㏊)
107,000,000
471,000,000
1,446,000,000
26,040,000
17,670,000
3,130,000,000
3,182,000,000
4,863,000,000
2,068,000,000
10,160,000,000
971,400,000
1,572,000,000
8,838,000,000
10,890,000,000
231,600,000
260,400,000
125,600,000
228,000,000
2,158,000,000
20,460,000
260,400,000
139,200,000
232,500,000

22,755
22,471
21,775
1,632
27
13,000
35,257
3,522
3,627
19,262
12,838
3,402
42,452
17,540
480
7,131
152
1,554
37
5
6
5
40

8. 사례분석 (부록)

(1) 중국
(2) 베트남
(가) 1999년 베트남 주택제고 조사
<표> 베트남 주택의 내구성 정도

단위 : 가구, 호)

(

주택유형
없는
주택이 있는 가구
총가구 주택이
가구 소계 영구 주택 반영구주택 내구성 단순 주택 무응답 무응답
목재주택
16,661,366

11,233 16,649,989 2,133,411 8,387,209 2,354,616 3,770,038

45,115

144

<표> 베트남 주택의 소유 유형

전체

자가

12,875,236
(100%)

12,210,983
(94.8%)

정부로부터 민간으로부 집합주택 국가와 소유관계
임차
터 임차
개인 공유 불명확
416,231
(3.2%)

116,696
(0.9%)

66,089
(0.5%)

34,874
(0.3%)

30,363
(0.2%)

<표> 베트남 주택의 면적

주거 면적
구분 주택 총수 15㎡ 미만 15-24㎡ 25-36㎡ 37-48㎡ 49-59㎡ 60㎡ 이상 무응답
합계
영구주택
반영구 주택
내구성
목재주택

12,875,236

299,113

1,346,873 3,259,232 3,101.749 1,682,166 3,162,561

23,542

(100%)
2,133,411

(2.3%)
33,508

(10.5%)
152,586

(25.4%)
400,783

(24.6%)
800,079

(0.2%)
2,413

(100%)
8,387,209

(15.9%)
214,401

(7.2%)
928,169

(18.84%) (21.2%) (13.6%) (37.5%)
2,227,000 2,088,476 1,081,462 1,835,279

(0.1%)
12,422

(100%)
2,354,616

(2.6%)
51,204

(11.1%)
266,118

(26.6%)
631,449

(24.9%)
560,557

(12.9%)
309,378

(21.9%)
527,203

(0.1%)
8,707

(100%)

(2.2%)

(11.3%)

(26.8%)

(23.8%)

(13.1%)

(22.4%)

(0.4%)

(24.1%)
452,716

(13.1%)
291,326

구분
인구(명)
전국 주택총총면적(㎡)
호수
평균 면적(㎡)
인구(명)
도시 주택총총면적(㎡)
호수
평균 면적(㎡)
인구(명)
농촌 주택총총면적(㎡)
호수
평균 면적(㎡)

<표> 중장기 주택 소요 추계
2005

2010

2011

2020

80,446,000

88,300,000

89,245,000

96,000,000

822,000,000

1,265,400,000

1,335,696,000

1,820,000,000

17,409,000

22,292,000

22,968,000

23,680,000

10.10

14.33

14.97

18.96

21,700,000

29,200,000

29,745,000

46,000,000

223,800,000

438,000,000

469,971,000

920,000,000

4,422,000

7,692,000

7,833,000

10,823,000

10.3

15.0

15.80

20.0

58,700,000

59,100,000

59,500,000

50,000,000

598,320,000

827,400,000

865,725,000

900,000,000

12,987,000

14,600,000

15,135,000

12,857,000

10.6

14.0

14.55

18.0

<표> 최근 몇 년간 주요 도시에서의 주택건설 결과
도시명
전국
4개의 대도시
- 하노이
- 하이퐁
- 다낭
- 호치민시

도시에서의 주택개발 결과 (매년 추가된 면적,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예상)
22,318,000

23,465,000

24,612,000

27,064,100

6,902,000

7,120,000

8,551,000

9,430,000

1,420,000

1,500,000

1,620,000

1,800,000

522,000

540,000

560,000

580,000

460,000

480,000

686,000

850,000

4,500,000

4,600,000

5,685,000

6,200,000

나 신도시 개발 절차

( )

베트남에서 신도시 개발은 이론적으로 신도시 개발이 계획된 지역에서만 가능
하며 이것은 오래전부터 선계획-후개발 체제가 갖추어져 있다는 의미이다. 베트
남에서 신도시 개발 절차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2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행정기관이 신도시 계획 부지를 설정한 후 개괄적으로 계획하
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신도시 계획부지에 대해 투자자가 구체적인 신도시
개발사업을 이행하는 투자단계이다. 첫 번째 단계는 다시 3가지로 구분될 수 있
다. 하나는 건설법(2010년 이후에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건설 일반종합계획(우리
나라의 도시기본계획에 해당하며 이하 도시기본계획)에서 신도시 부지로 개괄적
으로 명시된 후 하위 계획인 도시건설 세부 종합계획(이하 세부 종합계획)에서
축척 1/2,000의 계획이 수립되는 단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신도시 개발부지로 선정되었으나 예산사정 등으로 오랜 기간 1/2,000 축척의 세
부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하나는 도시기본계
획에서 언급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총리가 신도시 건설부지로 결정하는 경우이
다. 이는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의 조정 없이 시급히 신도시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하노이시 내 랑-화락 고속도로 주변
의 신도시(시행중)나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주변의 신도시(현재 구상중)는 고
속도로 건설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주로 고속도로 투자업체에
게 신도시 개발권을 부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구역(Economic Zone) 개발
이나 홍강개발사업과 같이 대규모 국책사업이 추진되면서 일부 지역이 신도시로
건설되는 경우이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형사업(national key project)에 대해서는
2006년 6월 29일 국회의결(66/2006/QH11)에 따라 국회의 사전 동의 및 사후 보고
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 경우에도 최종적인 행정행위는 총리의 승인을 통해 결정
되므로 두 번째 경우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신도시 개발의 두 번째 단계는 신도시 후보지로 결정되고 계획된 부지에 대해
신도시 투자자로 선정된 자가 1/500 축척의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1/500
상세계획의 상위계획인 1/2,000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신도시 투
자자가 1/2,000계획도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때 행정기관은 1/2,000 계획의 수립비
용을 투자자에게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주로 2006년 1월 제정된 ‘신도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동 규정에서는 1/2000 축척의 세부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자에게 신도

시 사업 투자자 선정 입찰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

에 의한 신도시 개발 현황

( ) 베트남 기업

베트남에서는 신도시 개발사업자(투자자라고 칭함)로서 내․외국인을 구별하
지 않으며, 내국 법인 중 국영기업에 대한 독점권은 물론 눈에 띠는 특혜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베트남에서 국영기업의 역할이 막대하고 소속 부
처와의 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에 관한 정보취득은 물론 사업권 획
득에 있어 국영기업이 민간기업에 비해 유리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
다. 2007년 기준 국영기업의 국고 전입금이 전체 국가 세수의 16%를 차지하며
(Statistical Yearbook of Vietnam, 2008), 건설부 산하 17개 국영 건설공사
(Corpotation)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 국영 회사가 2006년도 건설부문 전체 고정자
산의 53%와 총 매출액의 41%를 차지하였다.
특히 HUD는 건설부 소속 공기업으로서, 그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주로 주택
및 도시개발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하노이 시내 최초 신도시인 Linh
Dam(링담, 184ha), 하노이 시에서 가장 큰 규모의 Viet Hung(비엣 흥, 302.5ha),
My Dinh Ⅱ(미딩 2, 24ha) 등 수 많은 신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1989년
10월 설립된 HUD는 주로 하노이 시내 주택 및 신도시 개발에 참여하여 왔으며
2000년 6월에 국영기업화하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20개 시와 성에서 20여개 사업
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중상층 이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을 건설해 왔
다. 2009년 10월 14일 거행된 설립 20주년 기념행사에 Triet(찌엣) 국가 주석이 참
석하여 치사를 할 정도로 주택 및 도시 분야에서의 HUD의 위상은 매우 높으며,
건설부는 공기업 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HUD를 중심으로 하는 베트남 주택도시
개발 그룹을 조만간 발족시킬 예정이다.
70)

신도시
1993년 승인된 하노이 도시기본계획상 신도시로 반영된 지역을 1997년 6월
① Linh 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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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노이 시내 최초로 개발에 착수한 것인데 전체 면적 184ha중 74ha가
호수로 구성되어 있다. 주택단지(31.5ha) 비중이 전체 면적의 17.1%에 불과하나
전체 건설되는 주택 4,000호 중 아파트가 3,150호로서 베트남 내 다른 신도시와
달리 아파트의 비중이 높다. 건설된 아파트의 경우 국가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건
설된 4～5층보다 층고가 높아졌으나 우리처럼 고층 위주는 아니며, 아파트의 호
당 규모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1993년 하노이 도시기본계획상 신도시로 함
께 반영된 Ding Cong 신도시 역시 HUD에 의해 건설되었다.
Linh Dam은 하노이 시에서 처음으로 건설된 신도시로서 호치민 시내 푸미흥
신도시와 함께 2008년도 제1회 모범 신도시로 선정되는 등 찬사를 받고 있으며
2010년 Thang Long-Hanoi 1,0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1010
년 베트남 최초의 장기 왕조인 리(Ly) 왕조를 건국한 리따이또가 호아르(닌빙 소
재)에서 다이라이(이후 탕롱 → 하노이로 명칭 변경)로 수도를 천도한 것을 기념
하기 위한 행사로서 2010년 10월 10일을 기해 다양한 국가적인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HUD

쭝화-년찡) 신도시
Vinaconex(베트남 건설수출입공사)에 의해 건설된 신도시로 2004년 하노이 시
내 부동산 투기를 야기할 정도로 1단계 사업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공사는 1988년 건설인력 송출을 주된 업무로 설립되었다가 시공, 부동산 개발,
설계 및 자문, 건자재 생산, 무역, 금융 등의 다양한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현재 베트남의 대표적인 건설기업이다.
고층 아파트와 빌라가 적절히 배치되어 중상류층이 많이 거주하는 신도시로
우리나라 교민이 선호하는 주거단지이며 사업개요는 아래와 같다.
② Trung Hoa-Nhan Chinh(

<표 4-8> Trung Hoa-Nhan Chinh(쭝화-년찡) 신도시 개요

구분
위치
투자자본
면적
아파트 건설내용
건설현황

개요

Trung Hoa Ward, Cau Giay District
1
(1,765
), 2
(1 1,290
32ha
17
6
800
1
2004

단계 만 달러 단계 억 만 달러)
층 아파트 동 총 세대 건설
단계 프로젝트는 년 완공되었으며 현재 2단계 프로젝트를
위한 타당성 조사가 수행되고 있음

신도시
HUD의 자회사인 Hanoi Housing Development and Investment Corporation이 2004
년 3월 하노이시 외곽인 Long Bien구 Duc Giang, Gia Thuy, Thuong Thanh 등 3개
동 지역에 건설하기 시작한 신도시로서 하노이 시내 최대 규모(302.5ha)이다. 신
도시 개발사업은 2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는 Long Bien 지역의 Ngo Gia Tu 도로
를 건설하는 것이며, 2단계는 Viet Hung 지역에 필요한 사회 기반시설과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다. 신도시 내 주거단지는 10ha로서 35,500명 수용이 가능한 중저
층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③ Viet H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