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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해외건설 수주 1,000억 달러 달성 전망”
- 해외 건설시장 부문 : 플랜트 가장 유망, 다양한 수출전략 확보해야 -

■ ‘수주 1,000억 달러 달성은 2013년’ 예상
• 국토해양부가 예상하는 달성 시기는 2014년임.
• 응답 건설 CEO 가운데 29%가 해외 건설시장에 신규로 진출할 것임을 피력함.
- 응답자의 26%는 이미 진출한 상태인 반면, 진출 의향이 없다는 의견도 45%에 달하였음.
■ 신규 진출 기업은 동남아시아, 기 진출 기업은 중동 선호
• 진출 희망 해외 권역으로서 동남아시아와 중동지역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해외시장 진출 경험의 유무에 따라 선호 권역은 달랐음.
• 향후 세계 최대 건설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국과 인도 등에 대한 선호도 역시 해외
시장 진출 경험의 유무에 따라 의견이 달랐음.
- 기 진출 기업은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에 대한 선호
도는 신규 진출 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현재 해외 시장 비중이 가장 높은 중동권역에 대해 응답자의 44.8%가 5년 이상 시장
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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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유망한 수출 상품은 여전히 플랜트
• 유망 수출 상품(1순위)은 석유화학 플랜트(34.3%), 발전소(21.2%), 도로/교량(10.1%) 순
으로 나타남. 이러한 인식은 해외 진출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경향을 보임.
- 2순위의 경우 철도/전철사업(24.5%)과 신도시 개발(22.9%)이 가장 높게 나왔음.
■ 가장 중요한 기업 역량은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 역량
• 100위 이내 기업은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 이외에도 사업 창출능력과 자금 조달 능력
을 중요하게 인식.
- 반면, 100위 이상 기업은 시공능력, 기술개발 등에서 기업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해외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인식함.
• 대형 기업은 도급사업과 함께 투자형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임.
- 반면, 새롭게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도급사업의 직접적 수행과 관
련한 역량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다양한 니즈를 소화할 수 있는 전략 마련 절실
• 해외 건설시장은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는 시장으로 진출 권역, 상품, 기업
및 인력 역량 등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임.
- 따라서, 대형 기업 위주의 전략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까지 확장된 다양한 해외수출 전
략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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