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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대한민국의 해외건설은 1965년 첫 해외진출 이래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한
견인차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중동을 비롯한 전세계 각지에서 건설사들이 벌어들인 외화는 우리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우리경제가
흔들릴 때도 해외건설이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대 한 민 국 의 자 랑 스 러 운 해 외 건 설 은 해 외 건 설 진 출 반 세 기 만 인 2015 년 에
누적수주액 7,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동시에 세계 5대 해외건설 강국으로
등극하는 등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양적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 연속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크게 위축되고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해외건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건설 시장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특히 최근 해외건설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해외건설 사업
발굴·기획부터 자금조달, 시공, 운영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책임지는 인프라개발
사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이 시점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국토교통부에서는 우리기업이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 등을 취합하여 본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해외 인프라개발사업을 준비하거나 초기 과정에 있는 모든 건설기업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되길 바라며, 그 동안 이 책을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협조해주신
관계기관 담당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 년 3 월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장 이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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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인프라개발사업의 정의
일 반적 으로 일 반도급공 사에 서 건설사 는 EPC1) 업무만 을 수행 하는데 반 해
시공자금융과 투자개발형은 EPC+금융(Financing) 이 요구됨. 시공자금융은
사업의 성과와 무관하게 일정금액의 기성을 수령하지만 인프라개발사업은
건설사의 수익이 사업의 성과와 연동되는 차이점을 보임



[표 I-1] 수주유형별 특성
구분

금융조달

일반도급

발주처

손익귀속

비고
건설사는 EPC만 수행하고 정해진
기성금 수령

발주처
시공자금융

발주처(차주)

건설사는 자금조달만 주선,

건설사(주선)

상환 책임은 발주처에게 있음

투자개발

건설사

건설사

건설사가 자금조달,
지분만큼 손익 공유

※ 상기 표에서의 건설사는 시행사, 시공사 등 해당 프로젝트의 모든 건설 참여자를 의미



국토교통부에서는 '해외투자개발사업'이라는 다소 모호한 용어 대신
'해외인프라개발사업'이라는 용어로 그 대상을 인프라로 명확히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훈령 제700조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아래 표와 같이 정의하고 있음

[표 I-2] 국토교통부의 해외인프라개발사업에 대한 정의

제2조(정의) 1. 생략
2. “ 해 외 인 프 라 개 발 사 업 ” 이 란 법 제 2 조 에 따 른 해 외 건 설 공 사 또 는 해 외 건 설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및 제21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이와 연관된 사업으로 해외에서 수행되는 사업
나. 에너지․건설관련 플랜트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대형 건설 프로젝트나 인프라사업 계약을 따낸 사업자가 설계와
부품·소재 조달, 공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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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World Bank)는 PPI(The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민간 참여
인프라개발)라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인프라개발 프로젝트를 관리 및
리스계약, 신규개발사업(Greenfield Project), 재개발사업(Brownfield Project),
매각(Divestiture) 총 4개로 구분하여 놓았음. 또한 운영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세부 프로젝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표 I-3] World Bank 기준의 PPI 세부 정의
구분
관리 및
리스계약

신규개발
사업
(Greenfield
Project)

운영방법

비고

관리계약
(Management Contract)

- 민간 투자자는 관리 서비스 제공
- 이에 대한 대가로 정부로부터 고정된 수수료 수취
- 계약기간은 보통 3∼5년

-

리스(Lease)

-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을 통해 수익 획득
- 정부에 리스료 지급

-

BLT
(Build-Lease-Transfer)

- 완공 후 정부가 임차하여 민간 투자자에게 리스료 지급
- 계약기간 완료 후 정부에 소유권 이전

-

- 완공 후 계약기간 동안 민간 투자자가 운영
BOT
- 민간 투자자는 운영을 통해 비용 및 계약상 정해진
(Build-Operate-Transfer)
수익률을 획득
- 계약기간 완료 후 정부에 소유권 이전

-

BOO
(Build-Own-Operate)

- 완공 후 민간 투자자가 소유, 운영

-

Merchant

- 정부의 수익 보증 등이 없이 민간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시장에 설립, 운영

-

Rental

- 정부가 민간 투자자로부터 시설을 임차
- 정부는 단기구매계약을 통해 민간 투자자에게 수익을 보증

-

ROT
(Rehabilitate-OperateTransfer)

- 사업자는 기존자산을 복구하고 계약기간 동안 운영하면서
고객 요금을 통해서 비용 및 수익을 보전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재개발
RLT
사업
(Rehabilitate-Lease(Brownfield
Transfer)
Project)

매각
(Divestiture)

세부내용

- 개량-리스-양도의 과정으로 운용되는 방식으로 사업주가
기존의 시설물 및 설비를 인수하여 성능을 개량 또는 복구
한 후, 일정기간 정부나 관계당국에게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음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BROT
(Build-RehabilitateOperate-Transfer)

- 사업자는 기존설비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투자를 하거나
부분적으로 지어진 설비를 완공하고 기존설비를 복구함.
관리운영권은 계약기간 동안 사업자에게 부여되고,
소유권은 정부에 있음

Full

- 정부가 국영기업의 지분의 100%를 민간기업(운영회사,
기관투자자 등)에 매각

Partial

- 정부가 국영 기업의 지분의 일부를 민간기업(운영자,
기관투자자 등)에게 이전

양여계약(Concession) 형
태로 민간투자자는 사업
의 전반적인 운영 및 투자
자금을 조달하며 자산에
대한 소유권자는 정부임.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은
보통 25년 이상

민간투자자는 사업의 전
반적인 운영 및 투자자금
조달하며 자산에 대한 소
유권도 가짐

해외 인프라개발사업의 구성요소

2. 해외 인프라개발사업의 구성요소


인 프 라 개 발 에 서 의 전 형 적 인 구 조 는 사 업 주 (Equity), 대 주 단 (Debt), 원 료
공급자(Feedstock Supplier), 구매자(Product Off-taker), EPC 및 O&M 계약자 등
6개의 조력자로 구성하며 정부 및 자문기관(금융, 법률 등)의 역할도 필요함

[그림 I-1]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기본 구성요소

사업주 자문단
• 금융자문
• 기술자문
• 법률자문

Government
대주단 자문단
• 기술자문
• 법률자문

Equity

주주간 계약

사업권 계약, 사업실시 계약,
각종 인허가

Debt

대출 계약
담보 계약

대주단 구성
• MLA, ECA,
상업은행 등2)

EPC 계약

EPC

Project
Company
Off-take
계약(구매계약)

주주 구성
• CI, SI, FI 등1)

Feedstock Supply
계약(공급계약)

Feedstock

O&M 계약

O&M

Off-take
주:

1) CI: Construction Investor (건설투자자)
SI: Strategic Investor (전략적 투자자)
FI: Financial Investor (재무적투자자)
2) MLA: multilateral Agency (국제금융기구 – IFC, EIB, EBRD, ADF, IDB 등)
ECA: Export Credit Agency (수출신용기구 –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



인프라개발의 각 구성요소들 각각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운영됨. 이에 사업개발 시 참여하는 각 조력자들의 이해관계 충돌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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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프로세스


인프라개발사업 프로세스는 크게 기획단계, 개발 및 제안단계, 견적 및 입찰단계,
낙찰 및 계약단계, 시공단계, 시운전 및 인도단계, 운영단계 총 7단계로 나뉘어짐.
전반적으로 도급형 개발사업과 유사한 프로세스로 진행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단계별 중요도 혹은 프로세스 진행의 주체 측면에서 상이한 점이 있음



인프라개발사업은 일반 도급사업과 달리 기획단계가 매우 중요함. 고부가가치
사업이자 초기 투자비가 많은 해외 인프라개발 사업은 초기 기획단계에 수행하는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향후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임



또한 기획 제안형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 이전 단계의 사업기획
행위와 사업의 실현을 위한 영업활동임. 예를 들어 정보의 수집을 통해
선제적으로 사업주의 사업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파악한 후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시하는 것임



인프라개발은 막대한 사업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프라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금융조달이 매우 중요함. 개발/제안단계 시 철저한
금용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을 바탕으로 ECA1) 등 금융기관 및
투자자를 접촉해 지분(Equity), 대출(Loan) 등의 자금 조달을 시도해야 함

[그림
마지막으로
사업 종료시 프로세스
발주자에게 인계하고 철수하는 도급형과는 다르게
I-2]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투자개발의 경우 시공사가 운영을 통한 수익까지 확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운영단계에서
어떻게 수익을2확보할 것인지에 대한3 전략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1
기획 단계

 내외부 환경 분석
 사업기회 발굴
 사업추진 전략 수립

4

낙찰/계약단계
 입찰서 평가 및
계약
 계약서 검토 및
체결

5

개발/제안단계

견적/입찰 단계

 사업구조화
 금융조달계획 수립
 제안

 수행 계획 수립
 견적/입찰서 준비

시공단계
 프로젝트 수행준비
 초기공정 및
공정관리
 자재/장비 구매와
통관

6

시운전/인도단계

 시운전 및 인도

1) ECA(Export Credit Agency): 수출신용기구 –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

7
운영 단계

 운영 및 유지관리

Contents

II.

2017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 종합가이드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추진 업무절차

Page

1.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추진 개요

[12]

2.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단계별 업무

[14]

2.1.

기획단계

[14]

가. 내외부 현황분석

[14]

나. 사업기회 발굴

[15]

다. 사업추진전략 수립

[15]

개발 및 제안단계

[17]

가. 사업구조화

[17]

나. 금융조달계획 수립

[18]

다. 사업 제안

[18]

견적과 입찰단계

[20]

가. 수행계획 수립

[20]

나. 견적 및 입찰서 준비

[21]

낙찰 및 계약 단계

[23]

가. 입찰서 평가 및 계약단계

[23]

나. 계약서 검토 및 계약체결

[24]

시공단계

[26]

가. 프로젝트 수행준비

[27]

나. 초기공정 및 공정관리

[27]

다. 자재/장비 구매와 통관

[28]

시운전 및 인도단계

[30]

가. 시운전 및 인도

[30]

운영단계

[31]

가. 운영 및 유지관리

[31]

2.2.

2.3.

2.4.

2.5.

2.6.

2.7.

12

12

2017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 종합가이드

1.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추진 개요
해외 인프라개발사업은 ① 기획단계, ② 개발 및 제안단계, ③ 견적 및 입찰단계,
④ 낙찰 및 계약단계, ⑤ 시공단계, ⑥ 시운전/인도 단계, ⑦ 운영단계 이상 7개
단계로 추진함



[표 II-1]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추진 단계
단계

기획

개발 및 제안

세부단계
사업정보 수집

다양한 경로를 통해 원시 정보의 수집하며, 이를 통해
사업주의 잠재적 수요 파악

사업기회 발굴

목표시장을 선정하여 유망사업 선정

사업 추진전략 수립

향후 프로젝트를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구축

사업 구조화

사업추진화 전략 수립하고 파트너 선정 및 협력방안
결정

금융조달 계획 수립

자본조달 구조 검토 후 금융기관 접촉 및 계획 수립

제안

사업제안서 작성/제안, 제안관련 마케팅 및 영업활동
실시

수행 계획 수립

전문가그룹(TF팀)구성 및 입찰 방식 등 확인하고
입찰정보 검토

견적 및 입찰서 준비

전체 물량 산출 및 BOQ1) 작성, 직간접 공사비 산출 후
입찰서 제출

입찰서 평가 및 계약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를 검토 후 낙찰 결과 발표

계약서 검토 및 체결

발주자로부터 낙찰통지서 또는 낙찰의향서가 발급되면
신속히 착공준비

프로젝트 수행준비

유사프로젝트 자료 확보 및 현지답사 실시 후,
수행계획서 수립

초기공정 및 공정관리

자원 및 인력 적기 배분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 수립 후
세부계획 및 공정표 작성

자재/장비 구매와 통관

자재 구매계획서를 작성 후, 물량 산출 및 공급업체
리스트(Vendor List) 확보, 통관/운송 및 목재 처리

시운전/인도

설계도서, 시방서 등에 준하여 설치된 각종 기계장치
등의 기계적 준공 단계 작업

운영 및 유지관리

운영 및 유지 관리 실시

견적 및 입찰

낙찰 및 계약

시공

시운전/인도
운영
1)

주요 수행 내용

BOQ(Bill Of Quantity): 건축 공사비의 적산 근거에 대한 설명 자료. 공사비 내역 명세서 외에 집계표, 계산서 등이 포함됨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추진 개요

[그림 II-1]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전체 추진 프로세스



인프라개발사업에서의 전형적인 구조는 사업주(Equity), 대주단(Debt), 원료
공급자(Feedstock Supplier), 구매자(Product Off-taker), EPC 및 O&M 계약자 등
6개의 조력자로 구성되며 정부 및 자문기관(금융, 법률 등)의 역할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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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단계별 업무
2.1 기획단계


기획단계는 개발할 사업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단계로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임



본 단계에서 사업 추진 기업은 ① 조직 내외부 현황분석, ② 사업기회 발굴 ③
사업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을 추진해야 함

[그림 II-2] 기획단계 세부 Process
단계

주요 수행 내용

연결

; 개발 및 제안단계

가. 내외부 현황분석


사업 추진 기업은 타깃 국가(또는 지역)를 선정하기 위해 조직 내외부의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방대한 정보 수집과 정밀한 분석을 통해 진출 대상 국가를
선정하고, 해당 국가의 경제 정책 중심의 정부 정책 방향 분석 수행



이를 통해 대상 국가의 경제개발 계획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방향을 확인하고
주요 산업별 사업기회를 도출 (Long List)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은 자사의 주요 상품 현황과 대상국과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자사는 물론 자회사가 지향하는 글로벌 전략을 검토해야 함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단계별 업무

나. 사업기회 발굴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 정보수집에 많은 제한적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양질의
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곧 수주 경쟁력으로 이어짐. 따라서 사전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



신뢰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내외부 현황분석 단계에서 도출된 대상 국가의 주요
산업별 사업기회 각각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하고, 사업기회를 다음과 같이
분류함


단기간에 수익이 발생할 사업(Main Business)



당장 수익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유망한 잠재 사업(Potential Business)



정부와 지역 내 커뮤니티(Community)와 견고한 네트워크를 유지할
사회적 사업(Social Business)



분류된 사업기회간 연계 방안 모색 및 통합 사업모델 List를 도출하고 사업모델별
성장성, 수익성, 실행가능성, 리스크 등의 검토로 사업모델별 우선순위를 정해
Short list 사업기회를 발굴함



동시에 발굴된 각 사업기회 별 성공/실패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

다. 사업추진전략 수립


사업추진전략 수립 단계에는 전략 수립과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



사업추진전략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사업모델별 성공요인(Key Success Factor) 정의



단계별 사업추진 전략방향 수립



사업 실행 이슈 및 리스크/헷징방안 도출



Business model 수립 및 진출 방안(Organic, J/V, M&A, Alliance 등) 검토

실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Action item 및 실행방안 수립



최적 사업수행체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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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단계 Check List

[표 II-2] 기획 단계 Check List
단계

내외부
현황분석

세부단계
외부환경분석

내부역량/전략 검토

Check List


정부 정책 방향성 분석 (경제 중심)



경제개발 계획 및 산업구조 변화 방향 분석



주요 산업별 사업기회 도출 (Long list)



주요 상품 현황 및 대상국가와 적합성 분석



자사/참여사 현행 글로벌 전략 검토



[Main Business] 시장 매력도 분석
-

사업기회 대상
사업성 분석



Integrated 사업모델
발굴
주요 사례 조사

사업추진전략 수립

성장 Potential, 사업 확대 시점 등



사업기회 별 우선 순위화



사업기회간 연계 방안 모색 및 통합 사업모델 List 도출



사업모델 별 우선순위화 (Short list)
-

성장성, 수익성, 실행가능성, 리스크 등



각 사업기회 별 성공/실패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사업모델 별 Key Success Factor 정의



단계별 사업추진 전략방향 수립



사업 실행 이슈 및 리스크/헷징방안 도출



Business model 수립
-

실행 계획 수립

정책 Alignment, 예상 Impact 등

[Potential Business] 미래 잠재력 분석
-

사업기회 발굴

사업추진전략
수립

[Social Business] 정부 정책/Needs 연관성 분석
-



시장규모, 성장성, 예상 수익성 등

진출 방안 (Organic, J/V, M&A, Alliance 등)



Action item 및 실행방안 수립



최적 사업수행체계 도출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단계별 업무

2.2 개발 및 제안 단계


사업 추진 기업은 “① 사업 구조화, ② 금융조달 계획 수립, ③ 제안”하는 과정을
추진하는 단계임

[그림 II-3] 개발/제안 단계 세부 Process
단계

주요 수행 내용

가. 사업 구조화


본 단계는 수집된 사업정보의 분석을 바탕으로 입찰 참여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임



각 부문의 세부항목의 경우 해외공사 수행 시 리스크 요소로 평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사의 역량 및 해당국의 환경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입찰 참여 전략 수립 시 적극 반영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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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조달 계획 수립


먼저 사업 참여자의 지분투자의향 및 투자여력 확인, 지분/부채비율 확정해야 함.
두 번째는, ECA 등 금융기관 및 투자자를 접촉하여 지분(Equity), 대출(Loan) 등의
자금 조달 시도해야 함



금융기관의 여러 요구사항을 검토하되, 특히 프로젝트 전반의 리스크에 대한
대응과 저감 방안을 금융기관 입장에서 검토해야 함



금융기관의 현금흐름 심사는 현금흐름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중시함에 따라
DSCR1)와 LLCR2)에 집중됨. 반면 스폰서의 경우 IRR3)과 ROE4)에 집중

다. 제안


사 업 추 진 전 략 은 프 로 젝 트 사 업 성 (Project business case) 이 승 인 되 면
사업추진계획서 작성을 시작함.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가 작성해서
프로젝트 스폰서에게 제출하거나 승인을 득함. 승인이 되면 프로젝트 팀이
프로젝트의 공급범위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후속 작업을 진행



사업추진계획서에는 프로젝트 위원회가 회의 또는 협상을 통해 도출된 합의
내용을 기술(건설 프로젝트에서의 project charter라고도 함)



장래의 의사결정과 확인 혹은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사람들(Stakeholder)
사이에서 일의 범위를 다 함께 공동으로 이해하도록 작성해야 함



사업추진계획서의 세부사항에서는 기준, 성공/실패요소, 방해요인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요소에 대해 명확히 표시

1)
2)
3)
4)



무엇을: 비전, 목적, 범위, 결과물



누가: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사람들(StakeHolders), 역할과 책임



어떻게: 자원, 예산 및 품질 계획



언제: 상세 업무계획 및 일정표

부채상환계수(Debt-Service Coverage Ratio): 매년도 원리금 상환능력(통상 1.3이상 요구)
대출기간상환비율(Loan Life Coverage Ratio): 대출만기까지 원리금 상환능력(통상 1.5 이상 요구)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투자에 따른 현금유출의 현재가치와 프로젝트 운영에 따른 현금유입의 현재가
치를 동일하게 하는 할인율. 내부수익률이 기대수익률보다 커야 투자 가능
자기자본이익률 (ROE, Return on Equity): 자기자본 투자의 현재가치와 프로젝트 운영에 따른 배당금의 현재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할인율. 자기자본 이익률이 기대수익률보다 커야 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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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및 제안 단계 Check List

[표 II-3] 개발 및 제안 단계 Check List
입찰의사결정

세부속성항목

영향부문

프로젝트 특성

□ 프로젝트 계약형태의 적합성

□ 프로젝트 사회적 합의 정도

□ 프로젝트 규모의 적합성

□ 계약기간의 적정성

□ 기술적 난이도의 적정성

□ 하도계약 정도

□ 자원요소 정도의 적합성

□ 발주자와의 관계

□ 현장 접근성

입찰경쟁

□ PQ 자격요건

□ 입찰 준비기간

□ 입찰방식

□ 타 입찰경쟁사 정도

□ 과거 유사 프로젝트 수익정도

□ 필요 수익률

□ 과거 유사 프로젝트 실패율

□ 예상 수익률

프로젝트 수익성

□ 협업 및 공사관리 기술 보유정도 □ 기술 전문성(설계 및 시공)
자사경쟁력

프로젝트
리스크 정도

□ 재정능력

□ 현행 입찰업무 하중

□ 시장 점유율

□ 현행 공사관리 업무 하중

□ 진출국 정세 및 사회안정도

□ 견적 정확성

□ 전쟁 및 천재지변

□ 설계 및 시방서 완성도

□ 현장 조건 친숙도

□ 자재원가 변동정도

□ 현지기후 조건

□ 현지 노동인력 가용정도

□ 정부 규제

□ 현지 하도업체 가용정도

□ 안전 위험

□ 현지 장비 가용정도

□ 유사 프로젝트 경험

19

20

2017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 종합가이드

2.3 견적과 입찰 단계


사업 추진 기업이 “① 수행계획 수립, ② 견적 및 입찰서 준비”하는 과정을
추진하는 단계임

[그림 II-4] 견적과 입찰 단계 세부 Process
단계

주요 수행 내용

가. 수행 계획 수립


입찰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 이후에는
입찰업무를 진행할 Task Force를 구성함. 입찰업무 TF는 공사의 성격 및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전문가들의 그룹으로 구성



입찰정보를 습득한 이후에는 각 입찰정보를 철저히 검토하여 모든 항목을 숙지한
조건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업진행 여건에 맞지 않는 경우 발주자의 검토 및 수정이
진행되도록 입찰자가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소견서(Clarification Inquiry)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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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문서의 내용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을 경우 소견 규명(clarification) 과정을
충분히 활용하여 사업정보와 조건을 최대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입찰
준비기간에 입찰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초도 진출국가 이거나 현장여건 및 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현장조사(site survey)는 입찰전략 수립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21

나. 견적 및 입찰서 준비


견적은 입찰의 목적물인 공사를 시방 및 계약도서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완공시키는데 소요되는 자재비, 장비비, 인건비, 하청비, 간접비, 기타 경비 및
이윤을 포함하는 총공사비를 시행 가능한 공법 등의 적용을 통해 경쟁적인
금액으로 도출해내는 일련의 작업을 말함



견적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낙찰, 사업추진 여부,
수익창출 여부 등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임



사업에 따라 입찰서에 물량내역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음. 입찰서에 물량내역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어진 집계표
양식에 따라 금액을 집계할 수 있도록 물량을 구분하여 산출함



외주, 자재, 장비 등 필요한 단가 및 금액에 대하여 현지, 국내 및 기타 국가의
업체에 견적을 의뢰함. 견적을 요청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서는 경쟁력 있는
견적금액의 입수가 가장 중요하므로 납품업체의 선정은 3개 이상의 업체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함



BOQ1) 상 의 각 항 목 에 대 하 여 직 접 비 일 위 대 가 (breakdown)2) 를 작 성 함 .
일위대가는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 외주비 등으로 구성되며, 접수된 견적금액
또는 기존의 가격정보를 적용하여 각 항목별 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또한 신규로 구입하는 장비를 장비비에 반영할 경우에는 운반비 및 제시를
포함한 현장도착 가격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하며 수리비, 연료비, 운용비
등을 추가하여 고려하여야 함

1)
2)

BOQ(Bill Of Quantity): 건축 공사비의 적산 근거에 대한 설명 자료. 공사비 내역 명세서 외에 집계표, 계산서 등이 포함됨
일위대가(breakdown): 공사에 대하여 관련된 보수나 사용대금을 의미. 이를 표 형식으로 정리한 것을 일위대가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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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과 입찰 단계 Check List

[표 II-4] 견적 단계시 Check List

수준
견적 업무 시 주요 체크리스트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경쟁적인 가격을
산정 하였는가?

 입찰 조건 중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발
주자와 질의응답을 통하여 사전에 배제하였는가?

 입찰자에게 불리한 요소를 파악하고 금액으로
환산하여 공사비에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입찰서 상 허용범위 내에서 기술 및 금융적 대안
을 제시하였는가?

 항목별 공사비 사항을 빠짐없이 고려하였는가?

비고
높음

보통

낮음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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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낙찰 및 계약 단계


사업 추진 기업이 “입찰서를 평가하고 계약하는 단계로 계약서 검토와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임

[그림 II-5] 낙찰 및 계약 단계 세부 Process
단계

주요 수행 내용

가. 입찰서 평가 및 계약단계


개찰(Bid Opening)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전 입찰자가 참석한 가운데
입찰서를 개봉하는 절차를 말함



이는 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입찰자의 기본 요건 준수와 입찰가격 등을
참석자들 앞에서 발표하고 각 입찰자 대표들이 서명을 함. 여기서 기본요건이라
함은 ① 입찰보증(Bid Bond)의 제출, ② 입찰서 양식(Form of Tender)에 서명, ③
위임장(POA) 제출 등을 말함



입찰서 평가(Bid Evaluation)는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를 검토하여 그 내용이
완전히 입찰서 제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입찰필수조건을 갖추었는지를 평가,
분석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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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서 검토 및 계약체결


계약 체결을 위한 업무 진행시 절차를 사전에 숙지하여 계약 업무를 진행시
착 오 가 없 어 야 함 . 특 히 발 주 자 로 부 터 낙 찰 통 지 서 (letter of award) 또 는
낙찰의향서(letter of intent)가 발급되면 신속히 착공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입찰 공사의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 준비 과정에서 입수/조사된 자료는 추후
유사 공종과 동일 발주국 공사 수행 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업체
내부적으로 보관하여 활용함이 바람직함



이를 위하여 모든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Data Base)화하여 보관하며 해당 업체
관련조직의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계약 방식은 공사비의 지불방식과 공사 수행방식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음.
계약업무 수행 시 각 계약방식의 특성을 상세히 이해하고 실무에 임해야 함



특히 계약 방식에 따라 발주자 및 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상이 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하며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또한 서로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입찰 후 계약체결 단계는 성공적인 해외건설 사업 수행을 위한 시작단계에
해당함. 낙찰단계와 계약 체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낙찰된 업체는 이 기간을 착공을 위한 준비시간으로 활용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진행해야함


낙찰 의향서(letter of intent)상의 착공 관련 조건을 확인하여 조기착공을
위한 준비에 착수함



착공 준비조직은 아래 사항 확인을 위하여 계약서류를 면밀히 검토함



발주처의 요구사항



인허가 사항



제도/계약조건



공정/인원 계획



견적 사항 확인․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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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및 계약 단계 Check List

[표 II-5] 계약서 검토 시 주요 체크리스트 Check List
□ 계약합의서 및 변경내용
□ 계약이전의 회의내용(MOM), 확정사항 및 통신문
□ 입찰자 통시사항(Notice to Tender)
계약서 우선순위 예시

□ 시방서(Specification)

□ 계약도면(Drawings)

□ 계약 특수 조건(Particular contract)
□ 계약 일반조건(General contract)
□ 금액 및 물량 명세서
기성지불조건
공기관련
성능보장 및 하자보증,
설계변경조건 협상, 중재,
소송의 절차 및 규정

□ 단가산출 내역서

□ 계약화폐 □ 최소금액 □ 기성주기 □ 지불기한(30∼60일)
□ 공기기산일：착공지시서(NTP) 발급일, 현장인수일
□ 준공일：우선준공일, Milestones, 전체준공일
□ 공기지연 보상금
□ 성능보장
- 생산량 보증

- 전력소비

- 소음, 분진

- 방출물질(페수, 폐유, 산업 폐기물)

□ 공사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
보증 및 보험

□ 선수금보증서(Advance Payment Bond)
□ 유보금보증서(Retention Bond)
□ 공사 보험 □ 해상적하보험(Marine Cargo Insurance)
□ 발주자가 계약상 공사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
□ 발주자가 당연한 확인서의 발행을 방해할 경우

계약 해지 조건

□ 발주자가 지급기한이 지난 후 28일내 기성지급을 못할 경우
□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하지 않을 경우
□ 시공 지시를 받고 28일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 시공자가 시정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무시할 경우
□ 불가항력(Force majeure)
□ 계약에 규정된 화재, 번개, 폭발, 홍수 등과 물탱크, 기계 및 파이프

공사 중단 조건

누수, 폭동, 반란으로 인해 손해 발생시
□ 도면과 명세서의 불일치하는 경우
□ 공사변경 및 공사 연기에 관한 구체적 지시 발생시

인원, 장비, 자재에
관한 사항
Escalation
제세조건 및 현지법
계약서류 간 모순점

□ 현지인 및 외국인 고용 규정 장비의 규격 제한
□ 현지자재 사용규정 및 품질 규정
□ 인건비, 자재비, 장비비, 물가지수
□ 계약시점의 기준 물가지수, 기준환율
□ 자재 및 장비 통관세 조건

□ 법인세

□ 개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 기타세금

□ 시방서 □ 도면 □ BOQ상의 모순점 계약서 우선순위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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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시공 단계


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작단계에서부터 종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핵심사항에 대해서
숙지하여야 함



공사 성공의 중요한 요소는 일반적으로 전체공정관리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
요소는 초기 인력을 잘 선발하고 적기에 투입하여 준비 사항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는 일임

[그림 II-6] 시공 단계 세부 Process
단계

주요 수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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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프로젝트 수행준비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프로젝트 팀의 핵심요원 (소장, 공무담당, 공사담당,
품질관리담당, 관리담당)을 인선하고, 산하 조직구성원들을 선발하여야 함



프로젝트 팀은 견적 입찰 팀으로부터 프로젝트 관련 모든 서류를 인수받아
계약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답사, 과거 자사나 타사의 수행경험 특히
과거동종 선행공사로부터의 교훈(Lessons Learned)을 입수하여 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수행계획서 작성의 목적은 어떻게, 언제, 누구에 의하여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하여 조직 상호간 의사소통과 통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임. 이 목표는
시공해야 할 공사범위, 공기, 예산, 품질 및 이윤을 포함함.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야 함



실행예산 산정은 영업단계에서 이미 공사비 입찰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지만 그
동안 확인된 정보들을 토대로 공사비를 재검토함과 동시에 실행예산을 작성함

나. 초기공정 및 공정관리


공정표 형태는 통상 발주자가 정해주므로 그에 따르되 공정표 작성에 경험 있는
요원을 배치하여야 함. 초기에는 계획의 예측 범위(Planning Horizons)에 한계가
있어 전체 공정을 정확히 짤 수 없으므로 대공정을 먼저 작성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단위별(예, 3개월 단위)로 세부 공정을 만듦



공정표는 조직 전체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며 수정에 많은 자원을 투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정이 수립되면 계획에 따른 실적을 늘 확인하여
발주자나 본사에 보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



입찰 견적 시에 제시한 공정을 기준으로 재검토하여 Update하도록 하되, 초기
공사에 필요한 자원의 동원준비(Mobilization)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또한 착공
이전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계약이행보증, 선수금 보증, 보험증권, 시공절차서
(Method Statements), 품질계획서, 환경/안전 관련 서류 등의 제출에 누락이
없도록 일일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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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6] Phase 별 공정관리 실무 Check List
□ 입찰 공정표 작성( Level II 수준)
□ GTC, Special Conditions/공정관리 연계 검토
□ Deviation/Clarification Report 작성
Proposal Phase

□ 발주자 질의사항 답변자료 검토/작성

□ Case별 Schedule 분석
□ 주요 기자재 현장 인도 일자 확인
□ 주요 기자재 공급 형태(조립/분리/원자재 형태 등) 확인
□ Construction Schedule 작성
□ Construction Actual progress Measuring
□ Daily/Weekly/Monthly Progress reporting
Construction Phase

□ Construction Status Reporting
□ Area Hand‐over
□ Subcontractor 관리
□ 대 발주처 공정회의
□ Flushing/Hydrostatic Test Schedule

Commissioning Phase

□ Commissioning 지원 Schedule 작성
□ Demobilization Schedule 작성

다. 자재/장비 구매와 통관


시공단위 별로 필요한 자재의 구매계획서를 작성함. 구매과정 간의 위험을
줄이고,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함. 또한 품목,
필요 수량, 소요일자, 가격 등 핵심요소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확히 예측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물량이 견적 당시 작성된 것이 있는 경우라도 도면을 참조하여 다시 검토하여
구매계획을 세워야 함. 자재의 손/망실, 누락 등을 고려 적절한 할증율을
적용하며, 현지 조달일 경우 시장에서 구매가능 품인지 미리 검토해두도록 함.
긴급 구매품은 추정물량을 먼저 산출하여 견적 요청하고, 정확한 물량은 계약
전까지 집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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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달분 및 현지 조달분에 대한 경쟁력있는 공급업체(Vendor)와 구매선에
대한 정보는 본사/현장 간에 공유토록 하며, 품목별로 2~3 이상의 구매선을
확보하도록 하고, 위치를 파악하여 운송 거리와 비용도 감안하여야 함



정해진 회사의 구매요청서를 이용하여 조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미리
견적요청을 하도록 함. 현지 공급자들은 긴급의 정도에 따라 견적 단가를 수시로
조정함. 공급일자, 인도조건, 지불조건 등을 명시하여 비교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으나 전적으로 인터넷에 의지하면 납품과정에서
진행이 무산될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함



영어권이 아닌 국가(남미 등)의 경우에는 언어 소통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겪게
됨. 자재 규격에도 많은 차이가 있으며, 언어 소통 문제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됨. 현지인을 기용하더라도 현지인 관리에 어려운
문제가 남음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비교 평가하여 구매선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임.
그러나 시장 변동성이 많아 수시로 단가가 변화하고, 다량의 구매를 요하는 소모성
자재 같은 경우에는 단가 계약 형식을 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이 경우 구매자의
신용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면밀히 살펴야 함



구매선이 결정되면 품질, 납기, 운송, 지급조건, 연체조항 등을 재확인하고,
해당업체에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를 발행함. 시장 기능이 잘 발달된
국내에서처럼 전화로 주문한다고 납품해주는 업체는 기대하지 말아야 함.
외국에서는 절차가 없으면 진행되지 않음. 품목별 구매단가를 확인하고, 단가표를
작성해서 다음 구매에 활용하도록 제도화해야 함. 구매 시 마다 단가를 조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실행예산 관리와 향후 예측에도 어려움을 겪게 됨



통관 및 운송업무는 현장의 위치 여건 상 통관 대행업체를 활용하여 현지
지사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컨테이너, 목재/Scrap 처리는 외국에서
현장으로 반입되는 컨테이너는 현장에 도착하면 검역/소독을 발주자 측에서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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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시운전 및 인도 단계


본 단계에서 사업 추진 기업이 시운전을 하고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단계임

[그림 II-7] 시운전 및 인도 단계 세부 Process
단계

주요 수행 내용

가. 시운전 및 인도


시운전은 몇 년에 걸쳐 추진해 온 프로젝트의 최종단계로서, 계약서에 규정된
제품을 약정된 기간 내에 공급하고, 설치하여 안정된 환경에서 요구된 용량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건설된 모든 설치물의 운전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규격의 제품 생산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과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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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운영단계


본 단계는 해외 인프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마지막 단계로 사업 추진 기업이
운영/유지 관리하는 단계임

[그림 II-8] 운영단계 세부 Process
단계

주요 수행 내용

가. 운영 및 유지관리


근래에는 건설업자도 BOT(Build-Operate-Transfer)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
바, BOT의 경우에는 운영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BOT는 프로젝트의 재원 조달 방식으로써, 민간 주체가 공공 부문으로부터 시설
건설에 대한 자금조달, 설계, 시공과 일정 기간 운영에 참여할 권한(franchise)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지정 기간 후에는 시설의 소유권을 공공 부문에 반환하는
형태를 말함



시설 소유권의 공공 부문 반환 방법 및 형태에 따라, 공공 부문 민간 투자의
형태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종류가 있음


BOO: Build-Own-Operate



BT: Build-Transfer, or BTO : Build-Transfer-Operate



BTL: Build-Transfer-Lease



BBO: Buy-Build-Operate



LDO: Lease-Develop-Operate



PSA: Product Sharing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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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 지원제도 개요

1. 진출 지원제도 개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6년 나라살림 예산개요’를 보면, “해외건설 수주지원
확대를 위해 해외시장 다변화와 인프라개발형 해외사업 진출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외건설 글로벌 청년리더양성사업을 통해 해외건설 수주 기반조성을
마련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는 정부에서도 해외건설 특히 인프라개발형 해외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에 따라 각 정부부처와 공공기관/협회별로 해외
인프라개발사업에 대한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

[그림 III-1] 해외인프라개발사업 지원 제도를 제공하는 주요 정부부처 및 기관



본 장에서는 각 지원기관별로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건설기업들이 전체 사업프로세스의 어느
단계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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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교통부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
2.1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투자 등을 위한 지원사업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사업개요 및 목적
 개요: 우리기업의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수주를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금융투자를
지원하는 사업
 목적: 고기술·고부가가치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을 통한 해외건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확보
다. 예산 및 사업내용
 기간: 2009 ~ 계속
 예산: 2014년 20억원, 2015년 25억원, 2016년 25억원, 2017년 30억원
 내용: 연간 6~9건의 인프라개발형 해외건설사업 발굴을 위한 타당성 조사 지원
 지원한도: 타당성조사 건당 최대 7억원
 지원방법: 지원 대상사업 발굴 후 타당성 조사 용역사 선정 수행
라. 대상국가

 우리기업이 사업주로서 개발, 건설 또는 운영관리에 참여하는 해외 인프라개발형
사업
- 해외에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및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
* 국가 기간시설 및 도시건설, 신재생에너지, 물류시설, 관광단지, 공공시설,
환경시설, 산업플랜트 및 산업단지 개발 등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국토교통부)

마. 신청방법 및 사업절차
 접수: 타당성조사 및 금융투자추천 지원 대상사업 모집공고를 통한 접수
* 업계 수요를 고려하여 연 2~3회 모집
 절차: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공고(약1개월) → 사업
평가(해외건설실무위원회) → 지원대상사업 선정 → 용역사 선정 입찰공고(약
20일) → 용역사 선정 → 타당성조사 착수
바. 사례

 본 사업에서 F/S사업비용을 지원했던 요르단 타필라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수주. 이후
글로벌 인프라 펀드(GIF)에서 2015년 12월 400억원 지분 투자
사.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기획단계

사업기회발굴

제안 방향설정

문의처
해외건설정책과 김중한 사무관, 044-201-3520, kimjunghan@korea.kr
해외건설정책과 김동현 사무관, 044-201-3524, dhk717@korea.kr
해외건설정책과 박현희 주무관, 044-201-4581, lollolcho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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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외건설 정보네트워크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관련기관
 해외건설협회에 위탁운영
다. 지원체계 개요
 운영: 2009년 5월 카자흐스탄에 최초 설치한 이래, 정부 지원으로 총 6개국에 설치하여
해외건설협회 지부 형태로 운영

 설치지역: 6개국 6개소
- 카자흐스탄(알마티2009.05), 인도(그루가온, 2010.05), UAE(아부다비, 2011.09),
인도네시아(자카르타, 2012.04), 페루(리마 2012.05), 이집트(뉴 카이로, 2016.06),
 구성: 1인 지부장 체제, 지부원은 현지인 1~2명 채용
라. 지원체계 역할
 해외진출 컨설팅 업무 수행
- 프로젝트 정보 및 시장동향 정보 수집, 공사수행 환경 등 현지진출 환경 조사
- 현지 진출 경쟁국 업체의 수주활동 동향 정보 파악, 인근 유망국가의 정보 수집
- 인프라공사 발주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국토교통부)

 시장조사단 및 조사대행 서비스
- 아국 업체의 미개척 신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 현지입찰
- 사업수행환경, 인사정보 등 제도관련 동향 파악
 기타 건설업체의 진출확대를 위한 현지 지원업무
- 주요 거점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고급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중소기업 지사역할을 수행
마.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기획단계

내외부 환경분석

해외투자정보 수집
영업안건 개발
정부 정책 방향 및
제도 분석

사업기회 발굴

현장조사/연관사업
분석을 통한 추가 검토

문의처

해외건설정책과 장창석 사무관, 044-201-2298 jachange@gmail.com
해외건설정책과 허예원 주무관, 044-201-3522 bkatom@korea.kr
해외건설협회 신시장실 염동호 차장, 02-3406-1024 mhoya@icak.or.kr
홈페이지 : www.icak.or.kr > 주요사업 > 정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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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ASEAN 교통협력 강화를 위한 ASEAN 교통공무원 역량 강화사업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사업개요 및 목적
 개요: ASEAN 국가의 교통공무원을 대상으로 초청연수사업 시행
 목적: 역량강화 사업의 시행을 통해 ASEAN과 교통분야 협력강화 및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내 우수한 교통정책 및 기술을 ASEAN 공무원에게 전수함으로써,
우리나라 교통정책의 대외적 위상 제고 및 교통기술 수출 촉진
다. 예산 및 사업내용
 사업기간: 2014~ (계속)
 예산: 2014년 4억원, 2015년 4억원, 2016년 6억원
 내용: 연간 1건 내외의 초청연수 프로그램 실시
 연수 프로그램: ① 철도운영 및 안전, ② 지능형교통체계(ITS),
③ 내륙물류기지 건설 및 운영, ④ 토지보상 및 분쟁조정
라. 대상국가
 ASEAN 회원국 및 사무국
- 10개국 :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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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청방법 및 사업절차
 방법: 연초 기업대상 수요조사 실시
 절차: 전년도 한-ASEAN 교통장관회의 및 교통고위급회의에서 다음연도 추진할
교통협력사업 논의․채택 → 위탁용역업체 선정 → 교통협력사업 실시 →
금년도 교통장관회의 및 교통고위급회의에서 교통협력사업 실시 결과 발표
및 논의
바.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기획단계

내외부 환경분석

영업안건 개발

문의처

국제협력통상담당관 윤현식 주무관, 044-201-4739, yununsig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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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해외건설시장개척지원사업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사업개요 및 목적
 개요: 해외 유망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조사, 현지수주교섭, 발주처 초청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목적: 리스크 부담이 큰 新시장 개척비용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의 신규 프로젝트 발굴활동을 촉진
다. 예산 및 사업내용

 사업기간: 2003~ (국정과제, 계속)
 예산: 2014년 49.0억원, 2015년 52.2억원, 2016년 47.2억원
 지원한도: 수주교섭 건당 2억원 이내, 타당성조사 건당 3억원 이내
 내용: 연간 90~110건 내외의 시장개척사업 지원
 지원형태: 민간경상 보조
 지원비율: 총 사업소요비용에 대하여 대기업·공기업은 30% 이내,
중견기업은 50% 이내, 중소기업은 70% 이내에서 지원

라. 대상국가
 미진출 국가 및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4억불 미만인 국가
 토목, 건축, 용역분야 각각 최근 5년간 수주실적 2억불 미만 또는 10건 미만인 국가
 플랜트 분야 최근 5년간 수주실적 5억불 미만 또는 10건 미만인 국가
 토목 내 도로, 상수도, 하수도, 댐, 항만, 공항, 조경, 철도공사, 단지조성, 기타토목
세부공종별로 각각 최근 5년간 수주실적 1억불 미만 또는 5건 미만인 국가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략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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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청방법 및 사업절차
 방법: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등을 통한 신청방법 공지
※ 지원사업 신청서 등 제출서류 준비 후 방문 제출
 절차

마.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기획단계

내외부 환경분석

사업기회 발굴

영업안건 개발
사업진출 모델 발굴(short list)
- 예비타당성 검토

문의처
해외건설지원과 민기숙 사무관, 044-201-3293, mkszzang@korea.kr
해외건설지원과 주현오 주무관, 044-201-3305, joohyono@korea.kr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김정태 차장, 02-3406-1026, jt367@i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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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GICC, 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사업개요 및 목적
 개요: 전세계 주요 발주처, 정부부처 및 MDB 등 국제금융기관 인사를 초청해
프로젝트 설명회 및 1대1 상담회 개최
 목적: 해외건설 주요 발주처 및 국제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 확대 지원
다. 예산 및 사업내용
 사업기간: 2013~ (계속)
 예산: 2014년 5.5억원, 2015년 9.5억원, 2016년 10.0억원
 내용: 고위급 양자면담, 공종별 및 금융기관별 프로젝트 설명회, 1대1 상담회 등
라. 대상국가
 우리기업의 수주에 도움이 되는 전세계 모든 국가의 발주처 및 금융기관

마. 참여방법 및 사업절차
 발주처 초청방법: 해외건설협회에서 기업대상 초청을 희망하는 인사에 대해
사전조사
 참가절차: 프로젝트 설명회, 1대1 상담회는 GICC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국토교통부)

바. 사례

 A엔지니어링사는 GICC 2014를 통해 초청한 방글라데시 철도청의 부청장(현
청장)에게 동사의 해외사업 역량 및 철도부문의 우수성 소개
 이후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를 통해 2016년 2월 방글라데시의 복선철도 시공감리
수주(약 153억원). 향후 1,100억원 수준의 프로젝트 수주 예정
사.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개발 및
제안단계

금융조달 계획 수립

금융기관 접촉 계획수립

문의처
해외건설지원과 박경원 사무관(발주처 초청), 044-201-3528, parkw55@korea.kr
해외건설정책과 김중한 사무관(금융협력포럼), 044-201-3520, kimjunghan@korea.kr
해외건설협회 신시장실 임서현 과장, 02-3406-1039 limhm@i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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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사업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사업개요 및 목적
 개요: 전∙후방 연계효과가 큰 도시, 교통, 수자원 등의 마스터플랜을 개발도상국에
수립·제공해 주고, 기술·금융 지원 등 범정부적인 지원체계를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는 사업
 목적: 후속사업 발굴 및 우리기업 진출 촉진하여 한국형 인프라 패키지 수출 기반 조성
다. 예산 및 사업내용
 예산: 2014년 47.1억원, 2015년 47.5억원
 내용: 2014년, 2015년 기준 연간 7건 지원, 평균 6.7억원
라. 대상국가
 ODA 적격국으로서 중점협력국, 공식요청서 접수 등 수원국의 의지가 높은 국가,
EDCF 지원 가능 국가 등을 적극 반영해 후속사업 진행을 위해 정치·사회적인 환경
리스크가 적은 국가일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
마. 신청방법 및 사업절차

 접수: 공공기관․민간기업 등으로부터 대상사업 제안
 추진절차: 후년도 인프라 마스터플랜 시행계획 방침 결정(1월) → 대상사업 모집공고
→ 제안서 접수(2월) → 재외공관 및 부내 의견조회(2~3월)
→ 대상사업 선정 및 외교부 제출(3월) →부처간 조정 및 심의(4월)
→ 총리실 후년도 무상원조 시행계획안 마련(5월)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의결·확정(12월)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국토교통부)

바.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기획단계

사업기회발굴

사업추진전략 수립

문의처

해외건설정책과 김보민 사무관, 044-201-3519, bom3514@korea.kr
해외건설정책과 박동국 주무관, 044-201-3522, k960719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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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OJT)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사업개요 및 목적
 개요: 중소·중견건설 업체의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으로 해외건설
인력부족 문제 해결 및 취업지원과 더불어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목적
-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해외 현장 훈련 지원으로
해외건설 인력부족 문제 해결 및 청년층 등 취업 지원

- 현장 경험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해외건설 인력 육성 및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
다. 예산 및 사업내용
 기간: 2012~ (계속)
 예산: 2014년 34.2억원, 2015년 32.7억원, 2016년 32.7억원
 내용: 연간 300명, 업체당 최대 25명, 지원기간 :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
 지원내용: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한 인원에 대한 파견비용 및 훈련비용

- 파견비용 : 인당 180만원 한도(왕복항공료, 비자수수료, 여행자보험 등)
- 훈련비용 : 인당 월 80만원
라. 대상기업
 해외건설촉진법에서 정한 해외건설업자로서 신청일 현재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공사 계약 체결이 완료되어 시공 중이거나 시공 예정인 해외 현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산업발전법)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국토교통부)

마. 신청방법 및 사업절차
 접수: 연 1회 접수
 절차: 사업시행공고 → 신청서 접수 → 지원기업선정 → 협약서 체결
→ OJT 인력채용 → OJT실시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바. 사례
 2014년 : 34개사 29개국 289명 지원
 2015년 : 45개사 29개국 304명 지원
 2016년 : 13개사 11개국 87명 지원(추가 선정 중)
사.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시공단계

프로젝트 수행 준비

유사 프로젝트 자료 확보 및 해외
프로젝트 수행 경험자 확보

문의처
해외건설정책과 문현규 서기관, 044-201-3518, munhghg@korea.kr
해외건설정책과 김형민 주무관, 044-201-3523, treinta9@korea.kr
해외건설협회 인력개발실 강미연 주임 02-3406-1027, mykang@i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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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지원체계 개요
 운영: 해외건설협회 내 설치 운영
 목적: 해외건설 정책수립과 금융지원, 해외진출 기업의 진출전략 및 리스크 정보
제공
 구성: 센터장 1인 포함, 총 10인

다. 지원체계 역할
 정책기획: 해외건설 정책개발, 제도의 개선. 해외건설시장 주요국 정책 동향분석.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
 금융지원: 해외건설 금융이슈 분석. 글로벌 인프라 펀드 운영 지원. MDB 등과의
협력 등
 리스크관리: 해외공사 사업성평가 및 자문. 시공상황 관리. 사업성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해외공사 리스크관리시스템 운영 등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국토교통부)

라.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기획단계

사업기회발굴

제안 방향설정

문의처
해외건설정책과 장창석 사무관, 044-201-2298 jachange@gmail.com
해외건설정책과 허예원 주무관, 044-201-3522 bkatom@korea.kr
홈페이지 http://krc..icak.or.kr 전화번호 02-34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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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지원체계 개요
 운영: 해외건설협회 내 설치 운영
 목적: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주경쟁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도모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외건설촉진법 제 6조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를 한 자)
 구성: 센터장 1인 포함 총 5인

다. 예산 및 사업내용
 교육사업: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외건설 실무자 육성을 위해
실무∙Case study 위주의 단계별 맞춤형 교육 실시
 진출상담: 계약∙클레임, 금융, 공종별 기술자문 등 전문분야 상담 및
국가∙프로젝트별 진출 관련 일반상담 실시
 정보망 구축: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 정보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여 전문화된
정보서비스 제공 및 접근성 향상
 홍보사업: 분야별 전문매체, 지역 언론사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분석한 홍보자료 제작∙배포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국토교통부)

라.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기획단계

사업기회발굴

제안 방향설정

문의처
해외건설정책과 문현규 서기관, 044-201-3518, munhghg@korea.kr
해외건설정책과 김형민 주무관, 044-201-3523, treinta9@korea.kr
홈페이지 http://smc.icak.or.kr

전화 (02)34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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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지원체계 개요
 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 내 설치 운영
 설치지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LH공사)
 구성: 센터장 포함 11명 및 해외건설상담센터(9개국 9인)
- 사무국장(1인) / 기획홍보팀(4인) / 사업지원팀(5인)
- 해외건설상담센터(아시아 4, 남미 2, CIS 1, 유럽 1, 중동 1)

다. 지원체계 역할
 우리기업의 해외도시개발사업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정보제공, 사업발굴, 해외진출
자문 등) 업무 추진
 해외도시개발 종합 정보망 구축, 웹진 및 해외도시개발 보고서 발행
 한국형 해외도시개발 패키지 사업 모델 개발 지원
 협의회 운영, 국제기구와 협력사업 발굴
 국제세미나 개최 및 참가, 해외 공무원 초청연수 등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국토교통부)

라.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기획단계

내외부 환경분석

영업안건 개발

사업 기회 발굴

사업진출 모델 발굴(short
list - 예비타당성 검토

문의처

해외건설정책과 김중한 사무관, 044-201-3520, kimjunghan@korea.kr
해외건설정책과 김동현 사무관, 044-201-3524, dhk717@korea.kr
해외건설정책과 박현희 주무관, 044-201-4581, lollolchoi@korea.kr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기획홍보팀 이응돈 팀장, 031-738-4672 eddy@lh.or.kr
홈페이지 www.iu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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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ITS 수출지원센터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사업개요 및 목적
 개요: ITS 수출 유망지역을 대상으로 국내기업의 수주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목적: ITS 해외사업 발굴, 정보수집, 마케팅 등 우리 기업의 ITS 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

다. 예산 및 사업내용
 기간: 2007~ (계속)
 예산: 2014년 3억원, 2015년 3억원, 2016년 4.8억원, 2017년 6.5억원
 내용: ITS 로드쇼 및 초청연수회 각 연 1회 개최
 지원조건: 행사개최에 수반되는 비용 100% 단, 로드쇼의 항공료,
숙박비는 참가기업 자체부담

라. 지원체계 개요
 운영: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내 센터설치 및 운영
 구성: 센터장 포함 8명
 지원: KOTRA, KOICA, K-Exim,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국토교통부)

마. 지원체계 역할
 수출전략 수립 및 발주 정보 수집ㆍ제공
 행사개최 및 해외 홍보
 신규사업 발굴 및 기타

바.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기획단계

내외부 환경분석

해외투자정보 수집
영업안건 개발
정부 정책 방향
및 제도 분석

문의처

첨단도로환경과 김창기 사무관, 044-201-3934, ckkim96@korea.kr
첨단도로환경과 장유진 주무관, 044-201-3928, upjang80@korea.kr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박현숙 책임(대내외협력), 031-478-0411, hspark@itskorea.kr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서정호 부장(해외사업지원), 031-478-0441, jhseo@itskorea.kr
홈페이지 : https://intl.i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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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통상자원부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
3.1. 해외자원개발조사(조사사업, 기반구축사업)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지원체계 개요
 운영: 한국광물자원공사(KORES)
 지원부서: KORES 내 3개 부서(5개 팀)
- 조사사업 : 탐사지원처(에너지탐사팀, 전략금속탐사팀, 비금속탐사팀)
- 기반구축사업 중 자원정보서비스 : 자원정보센터
- 기반구축사업 중 국제교류협력 : 국제협력팀
 구성: 본사직원 및 해외사무소/통신원(상근), 심의위원(비상근)
- 본사: 탐사지원처(40명), 자원정보센터(16명), 국제협력팀(10명)
- 해외사무소 : 중국, 캐나다, 카작, 남아공, 페루, 몽골, 인니, DR콩고, 칠레
- 해외통신원 : 러시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중국, 필리핀
- 해외조사 선정/평가 심의위원 : 자원개발분야 외부전문가 7명
다. 지원체계 역할
 조사사업

- 투자여건조사: 현장조사 지원을 통해 경제성 있는 광상의 부존 가능성과
개발타당성을 예비 분석함으로써 사업추진방향 제시
- 기초탐사: 초기단계 탐사타당성 조사사업에 대하여 트렌치, 시굴정,
물리/지구화학탐사 및 시험시추 등에 필요한 기술 및 자금을 지원
- 지 분 인 수 조 사 : 해 외 자 원개 발 투자 예 정 사 업의 지분 또는 권 리의 인 수
타당성판단을 위한 기술/재무/법률 실사의 기술과 자금을 지원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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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구축사업
- 자원정보 : 자원정보 수집․분석, 자료발간, 해외자원 DB구축과 대내․외 제공,
국제 수준의 자원정보 포털 시스템화를 위한 자원정보망(KOMIS)개선
및 유지관리
- 국제교류협력 : 자원협력위원회, 민관합동사절단 등 자원부국과의 국제교류 지원,
시장동향파악, 아국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기반 마련 등을 위한
국내외 행사 개최․참가, 민간 실무 협의회, 포럼 활성화
- 해외사무소/통신원 : 주재국 및 인접국 광물자원정보 및 유망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수집․제공, 진출기업 지원

라.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기획단계

내외부 환경분석

해외투자정보 수집
영업안건 개발

사업기회발굴

현장조사/연관사업
분석을 통한 추가 검토
공종 및 산업별 사업기회
도출(Long list)

문의처
한국광물자원공사 탐사지원처 : 02-840-3521~3522
홈페이지 : www.kores.or.kr > 고객안내 > 지원사업절차 > 해외자원조사 내용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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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센터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지원체계 개요
 운영: 신재생에너지협회 내에 설치하여 운영
 구성: 센터 5명 상근 및 중소기업수출지원 자문위원단 위촉 운영
- 상근: 수행책임자 1명, 전담 3명, 회계 1명
- 비상근: 해외사업 전문가(자문위원) 약 3명
 협력기관: 관계부처(산업부, 외교부 등)
및 유관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KOICA, 코트라 등)
다. 지원체계 역할
 중소기업 수출 지원: 해외사업 기능 및 수출경험이 부족한 유망 중소기업에
인큐베이션 수행
- 온오프라인 수출인프라 구축, 기업 및 제품 홍보
- 자문위원별로 기업을 전담하여 맞춤형 밀착 지원(약 20개사)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지원: 신재생에너지 분야 해외시장개척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기업 등과 상호협력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수주 및 프로젝트
정보제공, 해외진출지원 관련 세미나·포럼 개최 등 종합적인 지원체제 구축
 해외 시장정보 제공: 해외유망 신재생 Magazine, Web-Site 등을 통해 지원제도,
시장동향, 신기술 등의 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 에너지관리공단, KOTRA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해외시장 정보지 발간 제공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산업통상자원부)

라.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기획단계

내외부 환경분석

해외투자 정보 수집
영업안건 개발

개발 및
제안단계

제안단계

제안관련 마케팅 및
영업활동

문의처
신재생에너지협회 : 02-529-6493~6495,
홈페이지 : www.knrea.or.kr >협회업무>해외진출지원센터의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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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해외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지원체계 개요
 운영: KOTRA 해외무역관 내 설치 운영
 설치지역: 7개국 12개 센터

-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다롄, 시안),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인도(뉴델리),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필리핀(마닐라), 폴란드(바르샤바), 미얀마(양곤)
 구성: 센터별 3명 상근 및 고문변호사/컨설턴트 위촉 운영
- 상근: 센터장(무역관장 겸임), 전담직원(본사 및 현지직원)
- 비상근: 회계․법률․노동․마케팅․물류 등 분야별 고문컨설턴트

다. 지원체계 역할
 현지 진출 기업 지원: 투자 상담, 법률․경영 등 무료 상담 및 애로해결 지원
 정보조사: 주간 투자뉴스레터, 투자진출기업 경영실태조사, 투자속보
 현지경영지원: 진출기업 마케팅 지원, 경영세미나 개최
 기타: 투자진출 지원, 투자조사단 활동지원, 정부/지원기관 협조 체제 구축 등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산업통상자원부)

라.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기획단계

내외부 환경분석

해외투자정보 수집
영업안건 개발
정부 정책 방향
및 제도 분석

사업기회 발굴

현장조사/연관사업
분석을 통한 추가 검토

제안단계

제안관련 마케팅
및 영업활동

개발 및
제안단계

문의처

해외투자과 044-203-4095

KOTRA 해외투자지원단 02-3460-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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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해외투자 상담센터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참여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외환은행
다. 지원체계 개요
 운영: 코트라 내 해외투자상담팀
 구성: 전문위원 5인, 기관별 파견자 4인
* 국가별 상담(전문위원 4인): (중국 및 중화권) / (아세안 10개국) / (북미, 중남미,
유럽) /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기타)
* 분 야 별 상 담 ( 파 견 자 4 인 , 전 문 위 원 1 인 ): 금 융 , 중 소 기 업 지 원 제 도 ,
중국법률(중국변호사, 전문위원)
라. 지원체계 역할
 해외 인프라개발 초기단계의 종합적인 상담을 위해 국가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투자 상담 지원
* 유선 또는 방문상담 무료 실시, 방문상담은 사전 예약 필요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산업통상자원부)

마.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기획단계

내∙외부환경분석

영업안건 개발

문의처
해외투자과 044-203-4095
KOTRA 고객안내센터(1600-7119) – 2번 (수출 및 해외투자 상담)

– 3번 (외국인투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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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산업자원협력개발지원사업(ODA)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해외진출지원자금 지원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인력양성 지원 □ 정책자문 지원 □ 제도적 지원
□ 금융 지원 □ 유통 및 마케팅 지원 □ 기타(ODA)

나. 사업개요 및 목적
 개요: 산업·자원 분야 ODA
 목적: 개도국의 산업화 지원요구에 적극 대응하여
①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②대형 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미래먹거리 창출
③효과적인 산업자원협력을 지원

다. 예산 및 사업내용
 사업기간: 2012~ (계속, ODA)
 지원규모: 2014년 66억원
 사업 규모: 2013년 기준 18건 지원
 지원 형태: 민간경상보조, 출연(100%이내 지원)
 지원 주체: 산업자원분야 ODA수행기관(공공기관, 협회, 기업 등)

라. 대상국가 및 사업
 개도국의 산업·자원분야에 대한 ODA사업 수행자(공공기관, 기업, 협회 등)
* 프로젝트사업, 타당성조사, 마스터플랜수립 등 컨설팅, 초청연수, 기술지원 등 지원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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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청방법 및 사업절차
 접수: 공모에 의한 계약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사업심의 및 선정→사업수행→사업평가→사업비 정산

바.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기획단계

내외부 환경분석

영업안건 개발

문의처

통상협력총괄과 전수하 사무관, 044-203-56866, jun815@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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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신재생해외진출지원[세부사업: 해외타당성 조사지원(F/S)]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해외진출지원자금 지원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인력양성 지원 □ 정책자문 지원 □ 제도적 지원
□ 금융 지원 □ 유통 및 마케팅 지원 □ 기타(ODA)

나. 사업개요 및 목적
 개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유망
분야를 대상으로 수주가능성이 높은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조사 지원
 목적: 수주가능성이 높은 해외 프로젝트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개발 리스크 최소화
다. 예산 및 사업내용
 사업기간: 2011~ (국정과제, 계속)
 사업규모: 2014년 20억원
 주요내용
- 자유공모: 국내기업(기관)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추진하는 프로젝트 및
국내기업(기관)이 공개입찰에 참여를 추진 중인해외 프로젝트 중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경우 수주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사업공모·지원
- 정책지정: 국제기구 등 국제협력사업과 연계하여 해외사업 발굴 및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기간: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2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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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상국가 및 사업
 지원대상: 해외프로젝트 수주를 희망하는 국내기업 (중소·중견)
 지원한도: 프로젝트 당 2억원 이내
- 중소기업 : 소요비용 75%이내 지원
- 중견기업 : 소요비용 50%이내 지원
*대기업 1개사 참여시 2개 이상의 중견·중소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수행기관 개수의 2/3 이상이 중소기업, 협회, 대학, 연구소 등일 경우 중소기업 지원비율 적용

마. 신청방법 및 사업절차
 지원절차: 사업공고→사업설명회→사업접수 및 선정→협약체결→사업수행
→사업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상·하반기 총 2회 공고예정

바.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기획단계

사업기회발굴

사업진출 모델발굴(short list)
- 예비타당성 검토

문의처
신영수 사무관, 044-203-5173, sinara@motie.go.kr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육성실 이의성과장, 031-260-4657, eslee@kemco.or.kr

신재생에너지협회 김지안 과장, 02-529-4055, fs@kn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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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양자산업협력 사업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사업개요 및 목적
 개요: 양자간 국제협력사업의 비용지원
 목적: 신흥국과의 정부간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인프라 구축
- 주요 선진국과의 산업정책 공유 및 통상협력 강화로 거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 대통령 및 장･차관 등 고위급 해외순방과 상대국 정상 등의 방한 기회를 활용하여
국가별 산업자원협력을 증진

다. 예산 및 사업내용
 사업기간: 1993~ (계속)
 지원규모: 2014년 69.6억원
 사업규모: 연간 100여건 내외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

 지원형태: 민간경상보조(100%이내 지원)
 지원주체: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무역협회 등
국제협력사업 기관(공공기관, 기업, 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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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상국가 및 사업
 전략국가별 맞춤형 산업자원협력전략 수립지원
 정부간 협력채널 운영지원
* 한-인니 경협위원회, 한-카자흐 자원협력위 등
 정상회담･고위급 순방 계기 민관합동 경제협력 지원
 주요국 인사 네트워크 구축지원
* 동남아진출기업 경영지원 교류회, 민관포럼

마. 신청방법 및 사업절차
 접수: 공모에 의한 계약
* 사업수요를 고려하여 연 2회 공모(상,하반기)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사업심의 및 선정→사업 수행→사업 평가→사업비 정산

바.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기획단계

내∙외부환경분석

영업안건 개발

문의처

통상협력총괄과 전수하 사무관 044-203-56866, jun815@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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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해외진출정보시스템(Overseas-Investment Information System)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지원체계 개요
 해외진출 지원 기관*의 정보 취합, 종합적인 해외진출 지원 정보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세청,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연구원 등 24개 기관

다. 지원체계 역할
 최신 해외투자소식, 해외투자절차, 국가별 해외투자정보
 해외 인프라개발 전문가 칼럼, 전문자료, 커뮤니티
 해외진출 한국기업DB 검색서비스
 해외 인프라개발 온라인 상담 및 FAQ
 해외 인프라개발 뉴스레터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산업통상자원부)

라.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기획단계

내외부 환경분석

문의처
해외투자과 044-203-4092
KOTRA 해외투자지원단 02-3460-7355
홈페이지: http://www.ois.go.kr

해외투자정보 수집

71

산업통상자원부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
2017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
종합가이드
72

3.9. 해외플랜트 수주경쟁력 강화(F/S지원사업)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사업개요 및 목적
 개요: 해외 유망플랜트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추진 국내기업의 사업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목적: 신규 프로젝트 개발로 해외 수주 확대, 프로젝트 초기 단계 참여로 수주 기회
강화, 수출파급효과가 큰 플랜트 수출확대를 통한 플랜트 산업경쟁력 향상 및
외화획득

다. 예산 및 사업내용
 사업기간: 2002~ (국정과제, 계속)
 예산: 2014년 28.5억원
 지원한도: 타당성조사 비용의 50%(건당 2억원 이내), 단, 중소․중견기업은 70%까지
지원
 사업 규모: 연간 30건 내외의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
 지원 형태: 민간보조(매칭펀드)

라. 대상국가 및 사업
 ① 해외플랜트 프로젝트 중 국내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플랜트 및 플랜트 공정설비 프로젝트
 ② 공개입찰에 참여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인 프로젝트로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수주가능성이 높은 해외플랜트 및 플랜트 공정설비 프로젝트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해외 전략 플랜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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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청방법 및 사업절차
 접수: 수시 접수하여 분기별 평가 실시 (단, 신청건수를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 업계 수요를 고려하여 연 2~3회 지원(4월, 8월, 11월)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상시 접수)→신청서 확인 및 배포→1차 평가회의(신청
업체별 사업설명회)→2차 평가회의(비용평가, 프로젝트 선정)→협약서
체결→중간 점검→중간진행상황보고서 제출→최종보고서
제출→최종보고서 평가→사업비 정산
마.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기획단계

사업기회발굴

제안 방향설정

문의처
조선해양플랜트과 이영희 주무관, 044-203-4336, young165@motie.go.kr
플랜트산업협회 F/S사업팀 김택수 차장, 02-3452-7973, tskim@kop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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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획재정부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
4.1. 해외 인프라 수주·투자 지원센터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참여기관
 해외건설협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KDB산업은행, SGI서울보증,
건설공제조합, 한국플랜트산업협회,
다. 지원체계 개요
 운영: 한국수출입은행 내 설치·운영
 구성: 센터장 포함 17명 상근
- 사업기획팀(2인), 사업평가팀(3인), 도급사업팀(5인), 투자개발사업팀(6인)
* 참여기관에서 인력 파견해서 구성

다. 주요업무
 해외인프라사업정보 제공: 해외발주동향, 산업·시장·국가 및 경제동향 정보, 각종
해외지원사업 보고서, 이란진출정보, 해외발주정보,
해외진출정보, MDB진출정보
 이행성보증 등 금융지원: 센터 참여 금융기관들이 해외건설협회의 사업성평가에
기반(A~D 등급 중 B등급 이상)하여 리스크를 분담,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공동보증제도
운영 ＊수은, 무보, 산은, 건공, 서보 각 18%, 시중은행 10%
 사업·금융자문: 수출·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 및 M&A 등을 위한 맞춤형 금융자문
연계서비스
 인프라개발사업지원: 금융구조 설계, 발주정보 제공, 절차안내 및 사업성평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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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성평가: 해외건설·플랜트 산업 부실 방지 및 여신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공동으로 사업 수익성 평가 실시
- 수출계약금액이 5억 달러 이상인 경쟁입찰 사업
- 3억 달러 이상 5억 달러 미만인 국내기업 3개사 이상 참여한 경쟁입찰 사업

라.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기획단계

내외부 환경분석

해외투자정보 수집

개발 및
제안단계

금융조달 계획 수립

자본조달 구조 검토
금융기관 접촉 계획수립

문의처
수익성평가 : 사업평가팀 이진기 팀장, 02-6255-5945
이행성보증 : 도급사업팀 송윤재 부장, 02-6255-5952
인프라개발사업 : 투자개발사업팀 구민재 부장, 02-6255-5954
홈페이지 : www.koccen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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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사업개요 및 목적
 개요: 우리의 경제발전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협력대상국에 맞춤형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사업
 목적: 협력대상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후속사업 발굴 등을 통해
협력대상국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
다. 예산 및 사업내용
 사업기간: 2004~ (국정과제, 계속)
 지원규모: 293.6억원 (2014년)
 사업규모: 연간 160여건의 양자 정책자문(KDI), 국제기구 공동컨설팅(수은),
모듈화사업(KDI) 지원
 지원형태: 용역 계약을 통한 연구비 지급
- 일반지원사업(1년), 중점지원사업(3년)
라. 대상국가
 국가정책자문사업: 한국과 협력대상국 간의 정책 연구·자문·연수 프로그램 실시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협력대상국에 개발컨설팅 제공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 한국 발전경험을 사례연구 형태로 정리하여 책자로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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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청방법 및 사업절차
 접수: 협력대상국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발굴한 후 재외공관을 통해 사업 수요 제출
 지원절차: 수요 접수(사업 전년도)→당해년도 사업계획 확정
→개별 사업별 수행기관 선정(용역계약)
→사업 수행(세부실태조사, 협력대상국과 MOU 체결, 중간보고회 등)
→최종보고회→최종보고서 제출→사업 결과 평가→사업비 정산
바. 사례

 국가정책자문사업
- 베트남 : 중장기 경제사회발전전략 자문 (2009~2011), 베트남 개발은행 설립
(2006), 우즈베키스탄 : 산업개발과 수출진흥정책 자문 (2004~2008)
- 몽골 : 도로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수익형 도로 민간투자사업 재무모델 개발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
- 한-태 인프라개발에 대한 비교평가분석사업 (2011) : 한국과 태국의 인프라
개발과정 비교연구를 통해 아시아 역내 개도국의 인프라개발 전략 수립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아시아개발은행, KSP 컨설턴트(국토연구원 및 한국자원경제학회 컨소시엄),
태국 현지 컨설턴트가 공동 수행. 주요 연구결과는 아시아 지식공유 워크숍을
통해 공유
바.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기획단계

내외부 환경분석

영업안건 개발

문의처

개발협력과 김동진 사무관, 044-215-7742
개발협력과 최우임 연구원, 044-215-7747, granestrell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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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사업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사업개요 및 목적
 개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빈곤퇴치를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 설치된 정책기금
 목적: 개발도상국 앞 장기 저리의 양허성 차관 제공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다. 예산 및 사업내용
 기간: 1987년 이후 계속 (사업 건당 평균 5년 소요)
 승인기준: 2014년 1조 4,989억원, 2015년 1조 4,442억원, 누계 13조 3,070억원
 집행기준: 2014년 6,308억원, 2015년 7,343억원, 누계 5조 8,01억원
 사업규모: 연간 100여 건의 해외공사 자금 지원
 지원형태: 개발도상국 정부 또는 법인 앞 차관 제공
* 개도국 정부가 국내 수출기업 앞 대금 지급 방식
 지원조건: 총 사업비용 범위 내
 F/S 지원규모: 2014년, 2015년, 2016년 60~70억 사이 2017년 100억으로 증액 예정
 건당: 2억 ~ 10억 사이 단, 보안은 1억 미만도 있음
라. 대상국가
 EDCF 지원대상 국가에 해당하는 개도국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기반 시설 건립 사업
 타당성조사(F/S) 결과 개도국의 경제발전 계획상 우선순위가 높고, 경제적·기술적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양국 정부가 합의한 사업
 기타 OECD 수출신용협약 및 EDCF 제반 규정에 부합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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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청방법 및 사업절차
 지원절차: 개도국의 아국 앞 지원요청 → 사업 심사(수출입은행)
→ 사업 승인(기획재정부) → 정부간 협정 체결 → 차관계약 체결
→ 사업 컨설턴트 및 사업 수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 실시(개도국 정부)
→ 낙찰자와 구매계약 체결 및 공정단계별 자금 지원
 입찰절차: 입찰 공고(개도국 정부) → 입찰참가기업에 대한 사전적격심사(필요시)
→ 입찰 실시 → 입찰평가 및 평가결과 승인 신청(개도국 정부)
→ 입찰 평가결과 승인(EDCF) → 낙찰자 결정 및 구매계약 체결

바. 사례
 필리핀 팡일만 교량 건설사업
- 민다나오 지역내 총연장 2.36㎞의 횡단교량 및 1.12㎞의 접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
 베트남 떤반 – 년짝 도로 건설사업(PPP)
- 호치민시 동북지역인 떤반과 대규모 산업공단이 소재한 년짝을 잇는 총연장
16㎞의 4차선도로 및 2㎞의 교량 건설
사.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기획단계

내외부 환경분석

영업안건 개발

문의처

개발협력과 이명진 사무관, 044-215-7722, 황신현 사무관 044-215-7716
수은 경협총괄부 김재화 팀장 02-3779-6619, jen24@koreaexim.go.kr
수은 경협지원실 박희갑 팀장 02-3779-6793, hkpark@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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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해외 인프라 수주·투자지원 협의회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참여기관
 정부: 기재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외교부, 해양수산부,
농식품부, 미래부, 법무부
 지원기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KOTRA
 민간: 해외건설협회, 플랜트산업협회
다. 지원체계 개요
 기업무분장
- 기재부(총괄), 국토교통부(교통·수자원),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플랜트),
금융위원회(금융협력), 외교부(해외공관 활용), 해양수산부(항만),
농식품부(농업인프라), 미래부, 법무부(해외법률관련 조사), 수출입은행(금융제공),
무역보험공사(보증), 산업은행(금융제공), KOTRA(정보제공), 해외건설협회,
플랜트산업협회
 운영방안: 분기별 회의 개최. 단, 필요시 분과별 수시회의 개최
 주요내용: 인프라 수주지원을 위해 신흥국 경협증진자금(개발금융)을 조성하는 등
해외 인프라 수주지원
- 신흥국 경협증진자금 : 성장 장재력이 높은 신흥국을 대상으로 경제협력을 꾀하기
위한 일종의 원조자금. 수출입은행이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신흥국에 중장기, 저리(2~4%)로 금융지원을 하면 정부재정으로 수은에
이차보전(조달-지원 금리차 보전)을 해주는 방식. 지원금리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와 수출금융 금리의 중간수준
- 분기별로 수주지원반(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주재)을 운영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을 검토
 규모: 매년 1조원 규모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기획재정부)

라.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기획단계

내외부 환경분석

영업안건 개발

81

산업통상자원부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
2017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
종합가이드
82

5. 환경부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
5.1.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사업개요 및 목적
 개요: 해외 유망 진출 대상국의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을 통해 국가 간
환경협력체계 구축 및 국내 환경산업 현지진출 지원
 목적: 국내 환경기업 현지진출에 대한 우호적 여건 조성, 국가 간 협력사업 발굴로
해외 환경시장 개척 및 환경산업 협력 강화
다. 예산 및 사업내용
 사업기간: 2007~ 계속
 예산: 2014년 30억원, 2015년 27억원, 2016년 27억원, 2017년 27억원
 지원한도: 국가당 7~8억원 지원(전액 정부지원)
 사업기간 : 14개월 이내
라. 신청대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마. 신청방법 및 절차
 대상사업 : 매년 중순 혹은 연말 사업시행공고를 통해 신청서 접수(연1회)
 수행기관 : 매년 초 사업시행공고를 통해 신청서 접수(연1회)
 추진절차: 대상국과 사업추진 합의 → 사업기획 및 공고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 사업추진 및 활용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환경부)

바. 지원사례
2011년 알제리 엘하라쉬 하천 수질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지원 (우리기업이 수주)
사.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기획단계

내외부 환경분석

영업안건 개발

사업기회 발굴

공종 및 산업별 사업기회
도출(Long list)

문의처
환경산업과 정윤환 사무관, 044-201-6710 youn2016@korea.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1실 황근아 전임연구원, 02-2284-1760
keunahwang@ke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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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사업개요 및 목적
 개요: 타당성조사 비용 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사업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 및 ODA 등 대외원조 사업과의 연계효과 창출
 목적: 해외 유망 플랜트 개발 초기단계에 국내 환경산업체의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수익성 높은 해외 환경프로젝트의 수주기회 확대 및 해외진출 촉진
다. 예산 및 사업내용
 사업기간: 2008~ 계속
 예산: 2014년 15억원, 2015년 13억원, 2016년 13억원, 2017년 13억원
 지원한도: 프로젝트당 최대 3억원 이내
- 중소기업 : 사업비의 80% 이내
- 중견기업 : 사업비의 50% 이내
- 대기업 : 사업비의 30% 이내(단독신청 불가)

라. 신청대상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 참여를 추진 중이거나 예정인 프로젝트 중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경우 수주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해외 환경프로젝트
※ 발주예상기관과 신청기업간 사업수행에 대한 양해각서 또는 의향서, 서한 등이
있는 경우 우선 지원
※ 우리기업의 해외 법인 발주 사업은 지원대상 아님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환경부)

마. 신청방법 및 사업절차
 접수: 연 2회 이상 사업시행공고를 통해 신청서 접수
 추진절차: 사업기획 → 사업계획 및 공고 → 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중간진행상황점검 → 최종평가 → 사후관리
바.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기획단계

사업기회발굴

제안 방향설정

문의처

환경산업과 이현경 주무관, 044-201-671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1실 김지연 전임연구원, 02-380-2970 zhiyan16@ke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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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협력네트워크 구축(글로벌 그린비즈니스 파트너쉽 구축)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사업개요 및 목적
 개요: 전 세계 유망 환경시장을 보유한 국가의 의사결정자와 환경산업의 유력
발주처를 기업수요 기반으로 초청하여 비즈니스 상담 매칭
 목적: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통해 환경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지원

다. 예산 및 사업내용
 사업기간: 2010년∼계속
 예산: 2014년 4.8억원, 2015년 6억원, 2016년 5.8억원, 2017년 5.8억원
 사업내용: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GGHK), 물환경포럼 개최
- GGHK : 지자체, KOTRA와 공동개최
- 물환경포럼 : 외교부와 공동개최
 지원내용: 발주처 초청(1기관 1인 왕복항공임·숙박비·현장견학 등 지원)

라. 신청대상
 해외 수주 유망 프로젝트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인 국내기업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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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청방법 및 사업절차
 접수: 연 3회 사업시행공고를 통해 신청서 접수
 추진절차: 기업수요 접수(2개월) → 서류평가(7일) → 현지평가(14일) → 초청자
선정(7일) → 초청공문발송 등 초청지원
바. 지원사례
 ’14년도에 폴란드 크라쿠프 개발공사를 초청했고, 이후 포스코건설에서 폴란드
크라쿠프 생활폐기물 발전소 수주
사.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기획단계

내∙외부환경분석

영업안건 개발

문의처

환경산업과 정윤환 사무관, 044-201-6710 youn2016@korea.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1실 김선영 책임연구원, 02-2284-1751 sunykim@ke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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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협력네트워크 구축(시장개척단)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사업개요 및 목적
 개요: 환경산업 진출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목적: 기업 간 1:1 비즈니스 상담을 통한 협력분야 발굴 및 현지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수주기회 발굴 및
추진을 통해 환경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지원
다. 예산 및 사업내용
 사업기간: 2009년∼계속
 예산: 2014년 5억원, 2015년 3.5억원, 2016년 4.7억원, 2017년 4.7억원
 사업내용: 환경시장개척단 파견(10개사 내외), 환경협력 포럼, 1:1 비즈니스 상담회,
정부간 면담, 주요 환경시설 현장조사 등 지원
라. 대상국가 및 지원분야
 파견국 선정: 기업 수요조사, 기초 정보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후보국
분석, 후보국에 대한 유관기관(외교부·코트라) 협의 등을 통한 최종
파견국 선정
- 파견권역 및 국가는 정부간 협의 및 시장 수요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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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청방법 및 사업절차
 추진절차: 파견 후보국 분석(10월) → 최종 파견국 선정(12월)

바.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기획단계

내∙외부환경분석

영업안건 개발

문의처

환경산업과 정윤환 사무관, 044-201-6710 youn2016@korea.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1실 이재권 전임연구원, 02-380-2965 jaejay@ke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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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사업개요 및 목적
 개요: 국내 우수 환경기술을 해외 현지 여건과 환경규제에 맞도록 현지 기관(기업,
연구소) 등과 함께 변형ㆍ개조하고 이를 실증화 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을 지원
 목적: 해당국 기관(기업)과 공동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통하여 국내 환경기술을
현지 수출과 연계
다. 예산 및 사업내용
 사업기간: 2004년∼계속
 예산: 2014년 40억원, 2015년 40억원, 2016년 40억원, 2017년 40억원
 지원기간: 최대 2년
 지원한도: 전체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개별과제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지원
※ 수출유망(초보)과제(1억원 미만), 수출선도과제(1억원 이상)
라. 대상국가 및 지원분야

 대상국가: 전세계
 신청자격:「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5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환경산업체로서 해당기술의 매출실적이 있거나, 진출대상국
현지에서만 적용가능한 기술의 경우, 관련 지식재산권(또는 실시권)을
보유한 기업
- 진출 대상국의 위탁기관이 사업에 참여한다는 MOU 필수(지정과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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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국가별 환경 현안을 적극 해결하기 위한 8개 분야의 실용화 기술
- 대기, 먹는 물, 하·폐수처리, 폐기물처리, 측정분석 장비·장치, 토양·지하수,
온실가스 감축, 유해물질 대체

마. 신청방법 및 사업절차
 접수: 연 2회 이상 사업시행공고를 통해 신청서 접수
 추진절차: 사업기획 → 사업시행 공고 → 과제신청 및 접수 → 과제선정평가 →
협약체결 → 진도관리 및 연차평가 → 최종평가 → 사업결과 활용

바.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시공단계

프로젝트 수행 준비

프로젝트 팀 구성

문의처

환경산업과 이현경 주무관, 044-201-6711 hnbee@korea.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2실 권우석 선임연구원, 02-2284-1772 wskwon@keiti.re.kr

92

2017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 종합가이드

5.6. 해외 환경산업협력센터 운영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사업개요 및 목적
 개요: 전세계 수출거점 지역을 대상으로 국내 환경기업의 수출활동 현지 밀착지원
및 국가간 협력사업 수행
 목적: 환경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지원
다. 예산 및 사업내용
 사업기간: 2012년∼계속
 예산: 2014년 12억원, 2015년 12억원, 2016년 14억원, 2017년 20.3억원
 지원기간: 제한없음
- 협력사업 발굴, 바이어 연계 및 수주협상지원 등 해외 환경협력사업 수주 전
과정에 대한 비즈니스 컨설팅 지원

라. 대상국가 및 지원분야

 대상국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알제리 등 5개국
 신청자격: 제한 없음
- 해외센터가 설치된 주재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환경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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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주재국별 유망 환경사업분야 진출 촉진을 위한 기업서비스 제공
- 중국: 미세먼지 협력사업 후속지원 및 확대, 권역별 정보제공 강화
- 베트남: 중소형 환경투자 및 현지진출기업 친환경 경영활동 지원
- 인니: 물산업 중점 발굴 및 맞춤형 진출모델 구축을 통한 수주지원 강화
- 콜롬비아: 중남미 권역 정보조사 및 협력네트워크 관리 강화
- 알제리: 개발금융, 민관협력자본 기반 사업 중점 발굴 및 사업거점 확대

마. 신청방법 및 사업절차
 접수: 상시
 추진절차: 기업서비스 신청 → 접수 및 통보 →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완료

바.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개발 및
제안단계

사업구조화

협력방안 결정
(JV/컨소시엄, 하청등)

문의처

환경산업과 김민지 사무관, 044-201-6709 kristi90@korea.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2실 박재현 전임, 02-2284-1774 newhektor@ke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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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환경산업 해외진출 전문컨설팅 지원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사업개요 및 목적
 개요: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시 발생하는 제반 애로사항을 해소를 위한 전문가의
해외진출 자문 제공
 목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3 등의 규정에 의겨 환경기업
해외시장 진출시 현지정보, 전문인력 부족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해외시장
진출 전문 컨설팅 및 수출지원 서비스 지원

다. 예산 및 사업내용
 사업기간: 2009년∼계속
 예산: 2014년 5억원, 2015년 5억원, 2016년 5억원, 2017년 5억원
 지원기간: 애로사항 상시 대응(선착순 지원)
 지원한도: 해외진출관련 자문을 원하는 환경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 실무전문가(무역전문가) : 기업당 4회 이내 최대 1000만원/년
※ 전문자격사(변호사, 관세사 등) : 지원한도 내 기업부담금 없음
라. 대상국가 및 지원분야
 대상국가: 전세계
 신청자격: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해외진출관련 컨설팅을 원하는
환경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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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환경기업의 해외진출시 발생하는 무역전반의 애로사항과 문제에 대한
국내외 실무전문가 및 전문자격사의 해외진출 종합자문서비스(9개분야)
제공
- 해외시장개척, 무역실무, 통관 · 관세 · 환급, FTA, 계약서 검토, 기술도입이전,
외환무역금융, 해외투자, 국제입찰
마. 신청방법 및 사업절차
 접수: 연중상시(예산소진시까지)
 추진절차: 자문신청 → 접수통보 → 지원여부내부검토 → 자문승인 →
자문결과완료보고 → 자문완료
바.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기획단계

내∙외부 환경분석

정부 정책 방향 및 제도분석

문의처

환경산업과 이현경 주무관, 044-201-6711 hnbee@korea.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2실 최재순 관세사, 02-2284-1777 jschoi@ke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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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투자개발형 사업화지원사업(민간주도형)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사업개요 및 목적
 개요: 해외 환경인프라 사업의 인프라개발 사업성 검토 및 실사지원
 목적: 국내 기업이 추진 중인 유망 해외 환경 인프라사업의 투자개발을 위한
금융구조 설계 기반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사업화 및 최종수주 가능성 제고
다. 예산 및 사업내용
 사업기간: 2017년∼계속
 예산: 2017년 6억원
 지원기간: 계약일~6개월
 지원한도: 프로젝트당 최대 3억원 이내
라. 대상국가 및 지원분야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 참여를 추진 중이거나 예정인 프로젝트 중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경우 수주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해외 환경프로젝트

※ 발주예상기관과 신청기업간 사업수행에 대한 양해각서 또는 의향서, 서한 등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 우리기업의 해외 법인 발주 사업은 지원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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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청방법 및 사업절차
 접수
- 대상사업 선정: 사업시행공고를 통해 신청서 접수
- 용역사 선정: 나라장터 조달 입찰
 추진절차: 사업기획 → 사업계획 및 공고 → 신청 및 접수 → 대상사업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용역사 입찰 → 협약체결 → 중간진행점검 → 최종보고회 →
사후관리
바.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기획단계

사업기회 발굴

현장조사/연관사업 분석을 통한
추가 검토

문의처

환경부 환경산업과 김민지 사무관 044-201-6709 kristi90@korea.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1실 박시영 전임, 02-2284-1757 syngpark12@ke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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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양수산부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
6.1.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사업개요 및 목적
 개요: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분석 비용을 지원
 목적: 해운․물류분야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을 활성화
다. 예산 및 사업내용
 사업기간: 2011년∼계속
 예산: 2014년 4억원, 2015년 4.5억원, 2016년 4.5억원
 지원한도: 총 비용에 따라 차등 보조
- 중소·중견기업 : 사업비의 70% 이내, 건당 최대 1억원
- 대기업 : 사업비의 40% 이내, 건당 최대 0.5억원
 사업규모: 연간 15건 내외의 타당성조사사업 지원

라. 신청대상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재무적
투자자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非물류기업
포함한 화주(貨主)기업
* 단, 재무적 투자자나 화주기업은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해양수산부)

마. 신청방법 및 사업절차
 접수: 연 2회 사업모집
 해수부 홈페이지 → 공지사항 확인
마.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기획단계

사업기회발굴

사업진출 모델 발굴(short list 예비타당성 검토

문의처

항만물류기획과 김도연 주무관, 044-200-5767, smiley0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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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사업개요 및 목적
 개요: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의 초기
의사결정 지원 및 리스크 부담 경감을 위해 프로젝트 발굴 추진과정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
 목적: 해양플랜트 서비스분야 해외 유망사업 발굴 지원 및 국내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활성화

다. 예산 및 지원내용
 사업기간: 2015년∼계속
 예산: 2015년 3억원, 2016년 3억원, 2017년 3억원
 지원한도: 지원사업 1건당 최대 1억원 이내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보조
- 중소기업 : 최대 70%, ·중견기업 : 최대 50% , 대기업 최대 30%
라. 주요내용
 신청대상자 :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에 한함)
 지원대상사업
- 해외 해양플랜트 서비스분야 유망 프로젝트 수주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전략 수립
- 그 밖에 해외시장 진출로 인정되는 사업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해양수산부)

마. 신청방법 및 사업절차
 접수: 연 2회 사업모집
 해수부 홈페이지 → 공지사항 확인
바.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기획단계

사업기회발굴

사업진출 모델 발굴(short list 예비타당성 검토

문의처

해양정책과 홍장표 연구원, 044-200-5296, jphong@kriso.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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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사업개요 및 목적
 개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전 세계 개도국을 대상으로 우리기업의
항만개발사업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해외 항만시장 진출
기반 조성
 목적: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을 통해 부산 신 항의 성공사례 등 해운·항만
선진국으로서의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수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의 발전 도모

다. 지원내용
 지원내용 : 항만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항만관계관 초청연수, 진출전략 수립 등

라. 주요내용

 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 물동량, 경제성장률 항만개발 관련 기초 조사, 항만개발 적합지 선정, 개발계획 수립,
기술적･경제적･재무적 타당성 검토 등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해양수산부)

 고위급 항만관계 공무원 초청연수 개최
- 해외항만개발 협력국가 고위급 정부인사를 대상으로 항만개발 운영관련 정책 및
기술 전수, 부산 신 항 등의 현장 견학을 통한 연수 프로그램 진행

마.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기획단계

내∙외부환경분석

영업안건 개발

사업기회발굴

공종 및 산업별 사업기회
도출(Long list)
사업진출 모델 발굴(short list 예비타당성 검토

문의처

항만투자협력과 박진현 사무관, 044-200-5961, realwise@korea.kr
항만투자협력과 신선규 주무관, 044-200-5962, evass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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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건복지부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
7.1.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사업개요 및 목적
 개요: 병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민간기업 지원
 목적: 우리나라 병원의 해외진출 독려
다. 예산 및 사업내용
 사업기간: 2012년∼계속
 예산: 2014년 10억원, 2015년 10억원, 2016년 10억원
 지원한도: 건당 최대 0.7억원, 사업비의 70% 이내
 사업규모: 연간 15건 내외의 타당성조사사업 지원
라. 대상국가 및 사업
 국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신규시장의 경우 가점
 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본계약 체결에 앞선 프로젝트
(신청 컨소시엄에 의료기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마. 신청방법 및 사업절차
 접수: 연 1~2회 공고
 지원절차: 공고→신청서 접수→서류심사→발표평가→선정→지원내용 협의→협약 체결
 가산점부여기준: 중소병원 또는 지방소재 의료기관, 의료기관 해외진출 미개척 국가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보건복지부)

바.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기획단계

사업기회발굴

제안 방향설정

사업기회발굴

사업진출 모델 발굴(short list 예비타당성 검토

문의처
해외의료총괄과 김정연 사무관 044-202-2981 jykim80@korea.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의료기획팀 최철환 연구원 043-713-8749, kohes@khi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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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교부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
8.1. 경제협력사절단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사업개요 및 목적
 개요: 경제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중소기업들의 경제협력사절단 파견시
동행 및 통역 제공 (비용지원 없음)
 목적: 자력으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활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사절단을 파견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
도모
다. 예산 및 사업내용
 사업기간: 1998년∼계속
 예산: 비공개
 지원한도: 연 3회 수준 사절단 파견
 사업규모: 10~15개 중소기업 모집
라. 대상국가 및 사업
 자력으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활동이 어려운 중소기업

바.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기획단계

내외부 환경분석

영업안건 개발

문의처
양자경제진흥과 최현배 행정관 02-2100-7670 hpchoe14@mofa.go.kr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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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
9.1. 해외투자진출지원사업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해외투자진출상담
 개요: 국가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이 국내기업의 해외 인프라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온오프라인으로 상담해주는 사업
 상담방법: 전화상담(1600-7110 2번), 내방상담,
온라인상담(http://tradedoctor.kotra.or.kr/bp/main/BPMAIN010M.html)
다. 해외법인설립지원
 개요: KOTRA 현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국내기업의 원활한 해외법인설립을
지원해주는 사업
 서비스이용방법: 해당 해외무역관 홈페이지 또는 연락처를 통해 접촉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해외조직망 바로가기
※ 무역관 별 지원범위와 내용은 상이하며, 일부 무역관은 현지 사정으로 인해 지원이 힘들 수 있음

다. 해외 현지진출 기업지원
 개요: 해외각지에 인프라개발 진출을 실시한 우리기업들의 성공적인 정착 및
인프라개발 확대를 위하여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 현황: 7개국 12개소
-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다롄, 시안),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필리핀(마닐라), 인도(뉴델리), 폴란드(바르샤바), 미얀마(양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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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외진출프리미엄서비스
 개요: 해외진출(프로젝트수주지원)을 준비 중인 국내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제공하는 맞춤형 유료서비스
 지원내용: 건설·플랜트 관련 해외 프로젝트 정보 발굴 및 제공, 발주처 면담, 로컬
에이전트 및 파트너 알선, 프로젝트 입찰 절차 참여를 위한 PQ 통과,
입찰서 작성 지원, 현지 출장 지원 등
 수수료: 사업내용 및 기간은 계약 체결시 고객과 KOTRA 담당부서(본사 또는
해외무역관)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마. 해외 프로젝트 수주지원
 개요: KOTRA 해외무역관과 플랜트 수주지원센터(두바이, 테헤란, 상파울루,
모스크바, 요하네스버그, 하노이)가 발굴한 건설·플랜트 유망프로젝트의
수주를 지원
 대상분야: 발전, 수송인프라·SOC, 플랜트, 수처리, 환경플랜트 등
바.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기획단계

내외부 환경분석

해외투자정보 수집
영업안건 개발

개발 및
제안단계

사업 기회 발굴

현장조사/연관사업
분석을 통한 추가 검토

사업 구조화 단계

파트너 선정 전략 검토

제안단계

사업제안 – PQ 여부 검토

문의처
KOTRA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 : 02-3460-7154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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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1)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글로벌 역량 진단사업
 개요: 현재 기업의 성장단계를 확인하고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추천(연 1회)
 신청대상: KOTRA 기업회원
다. 이동 KOTRA
 개요: 지방에 소재한 내수․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서비스
 신청대상: 수출관련 전문 상담이 필요한 모든 중소기업
라. 신규 수출기업화 지원
 개요: 전년도 해외 직접수출이 전무한 내수기업 중 글로벌 역량진단 및 소정의 선정
절차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대해 1년간 KOTRA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밀착지원하고 이를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대상: 전년도 해외 직접수출이 전무한 내수기업
마. 지사화
 개요: 해외무역관이 수출기업의 해외지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시장조사,
수출거래선 발굴에서 거래성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해외판로 개척활동을 지사화
전담직원이 지원하는 사업
 신청대상: 무역관 소재 국가/지역에 수출 등 해당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 및
부가서비스를 통해 진출목적을 달성 하려는 업체
※ 대기업(공정위 발표 대기업군) 및 공공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참가비용: 지역별 물가수준 등을 반영하여 250, 300, 350만원으로 차등.
졸업연장시(4년, 5년차) 참가수수료의 50% 추가 납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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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기획단계

내외부 환경분석

해외투자정보 수집
영업안건 개발

개발 및
제안단계

사업 구조화 단계

문의처

KOTRA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 : 02-3460-7154

파트너 선정 전략 검토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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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2)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해외물류네트워크
 개요: KOTRA 무역관과 해외 전문 물류서비스 기업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국내 수출
기업이 저렴하게 물류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 물류창고
이용을 지원하며, 물류컨설팅 제공을 통해 국내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대상: 현지 시장에 판로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나, 직수출에 따른 물류비 과다지출
및 신속한 납품 시스템(JIT) 부재로 수출 확대에 애로가 있는 국내기업 및
국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적기업(국내법에 의거 모기업이
대한민국 영토내)으로 제조•유통•무역업체
※ 대기업(공정위 발표 대기업군) 및 공공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참가비용: 62~350만원 국가 및 유형에 따라 차등
※ 사업참가비와 별도로 국내 참가기업은 무역관에서 지정한 복수의 현지 협력
물류회사와의 서비스 계약을 통해 별도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함
다. 해외시장조사

 개요: KOTRA 전 세계 해외무역관(86개국 126개 무역관)을 통해 해외 잠재 파트너
발굴,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수수료: 지원내용별로 상이
-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 2개사 까지 150천원 이후 건당 추가 5만원
- 맞춤형 시장조사 : 항목당 110천원
-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 연간 6개까지 무료 이후 건당 10천원
- 원부자재공급선 조사 : 22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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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외 비즈니스 출장
 개요: 수출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출장 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현지 바이어 섭외
및 상담주선을 지원하는 서비스
 수수료: 300천원~500천원
마. 무역 사절단
 개요: KOTRA가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사절단을 파견하여 해외수출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서비스
 신청대상기업: 내수·수출초보기업, 벤처기업 등 해외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참가비: 개인여행경비(숙박비, 항공임 등) 참가기업 자체부담, 해외사업비 예산은
파견기관이 부담
바.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기획단계

내외부 환경분석

해외투자정보 수집
영업안건 개발

개발 및
제안단계

사업 구조화 단계

문의처

KOTRA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 : 02-3460-7154

파트너 선정 전략 검토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4.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3)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수출 상담회
 개요: 한국상품의 수입을 희망하는 구매단 또는 개별바이어의 방한을 유치하여
국내 업계와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업체들이 바이어와
수출상담을 통해 수출 증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업
다.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기획단계

내∙외부환경분석

문의처

KOTRA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 : 02-3460-7154

영업안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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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
10.1. 기업지원서비스(금융자문ㆍ신디케이션)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사업개요 및 목적
 개요: 수출,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및 해외인수, 합병(M&A) 등을 위한 맞춤형
금융자문·신디케이션 서비스 제공
 목적: 해외건설·플랜트 사업의 주도적 발굴 및 금융지원 강화를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경쟁력 제고 및 수주 확대
다. 예산 및 사업내용
 금융자문
- 프로젝트 계약의 Bankability 심사, 자금조달계획(Financing Plan) 수립,
재무모델(Financial Model) 수립, 재무모델(Financial Model) 작성,
컨설턴트 선정 관여(법률, 시장, 기술, 환경, 보험, FM, 안전 등)
- 대주단과 공동으로 Due-diligence 진행, 신디케이션을 위한 서류 작성
(Information Memorandum, Request for Proposal 등), MLA와 신디케이션 추진,
Road Show 등, 대주단과 금융계약 협의
 신디케이션

- 금융구조 설계, 금리·수수료 결정 등 금융구조화, 금융제안 패키지(Information
Memorandum) 작성, 대출참여은행 모집 및 참여기관별 대출금액 확정, 재무모델
검증 및 금융계약·담보계약 ·프로젝트계약 실사
- 금 융 계 약 서 작 성 (Documentation) 및 최 종 합 의 , 대 주 단 간 이 해 조 정 및
대출참여은행의 사업주 협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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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상국가 및 사업
 지원대상부문: Oil&Gas, LNG, 발전, 기타 산업 인프라 및 공항, 고속도로, 교량, 터널,
기타 교통 인프라
마. 신청방법 및 사업절차
 신청방법: 사업별 담당자 앞 유선 문의 혹은 홈페이지 방문
 금융자문: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수립 → Due Diligence & FM 작성
→ 프로젝트 계약검토 → 금융협의안(Term Sheet) 작성 및 협의
→ Road Show → 금융주선 → Documentation → Final Closing
 신디케이션: 프로젝트 정보 입수 및 Proposal 제출 → 차주로부터 주간사로
선정(Mandate) → 금융제안 패키지(Information Memorandom) 작성
→ 주간사단 구성(Management Group) → 프로젝트 실사 → 참여은행
구성 및 참여금액 배분 → 금융계약서 작성 및 최종합의 → 서명식
사.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개발 및
제안단계

금융조달 계획 수립

문의처

금융자문·신디케이션부 : 02-6255-5222, 5257

자본조달 구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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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전대금융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사업개요 및 목적
 개요: 수출입은행의 우량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외화를 싸게 조달하여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국가의 현지은행 앞으로 우리기업 관련 거래를 지원하도록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
 목적: 거래상대방인 현지기업의 신용 및 담보력에 대한 리스크를 현지 전대은행이
관리하고 전대은행의 채무불이행은 수출입은행이 부담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거래 리스크를 감소시켜 수출거래 촉진 및 해외사업 활성화 추구
다. 사업내용
 전대금융 : 은행간 신용방식 금융, 간접방식, Re-Lending, On-lending
- 수출입은행과 현지 은행이 크레딧라인을 설정하고,
- 수출입은행이 현지은행에게 자금을 대출하면,
- 현지은행은 우리기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한 대출 지원
라. 대상국가 및 사업

 크레딧라인 현황 : 16개국 35개 은행, 82억 달러 (2016년 7월말 현재)
- 중남미 7개 기관 19.8억 달러, 중동 6개 기관 7.5억 달러
- CIS 10개 기관 20.7억 달러, 아시아 11개 기관 33억 달러,
- 아프리카 1개 기관 1억 달러
* 국가와 은행의 신용도가 너무 낮아 채무불이행 위험이 큰 저개발국가나 최빈국의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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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기반자금대출
- 수입결제자금(수출계약 이전에도 가능)
- 수출기반마련에 기여하는 자의 운영ㆍ시설자금 및 사업수행자금
 해외사업 활성화자금
- 현지법인으로부터의 구매ㆍ납품 소요자금
- 한국계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기업의 운영ㆍ시설자금
 수입기반자금

- 한국에 주요 원자재를 수출하는 외국기업의 운영ㆍ시설자금
 현지법인 사업자금(시설, 운영, 투자자금)
마. 지원조건
 대출금액 및 기간 : 소요금액의 90% 이내, 운영자금 3년 이내, 시설자금 10년 이내
 기여효과를 증명할 증빙 필요(담당자 문의)
 사후관리 : 전대금융 지원 후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수출입거래 및 현지거래
유지, 확대에 실질적인 기여효과 없다고 판단시 지원 중단(강제조기상환 등)
사.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개발 및
제안단계

금융조달 계획 수립

자본조달 구조 검토

문의처

전대금융실 김용몽 실장, 02-3779-6361 yongmong@koreaexim.go.kr
전대금융실 이진의 부부장, 02-3779-6365 jylee1024@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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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해외건설·플랜트 금융서비스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사업개요 및 목적
 개요: 해외 주요 발주처, 국제금융기구, 국제상업은행, 원조기관 등과의 전방위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토대 제공 및 활동 지원
 목적: 해외건설·플랜트 사업의 주도적 발굴 및 금융지원 강화를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경쟁력 제고 및 수주 확대
다. 예산 및 사업내용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주가 되어 상업은행이나 타 ECA, MDB에게 보증을 제공,
SPC에 대출 및 지분을 투자, 사업주에게 대출/사업자문/금융자문을 하는 해외건설
종합금융패키지
라. 대상국가 및 사업
 지원대상부문: Oil&Gas, LNG, 발전, 기타 산업 인프라 및 공항, 고속도로, 교량, 터널,
기타 교통 인프라
마. 신청방법 및 사업절차
 사업별 담당자 앞 유선 문의 혹은 홈페이지 방문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한국수출입은행)

바.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개발 및
제안단계

금융조달 계획 수립

자본조달 구조 검토

문의처
∘국내건설사 앞 금융지원
기업금융1부 02-6255-5408, 기업금융2부 02-6255-5428
∘정유·석유화학·인프라 사업 해외 발주처 앞 금융지원
플랜트금융1부 02-3779-6410
∘자원 프로젝트 해외 발주처 및 자원 공기업 앞 금융지원
자원금융실 02-3779-6445
∘발전 사업 해외 발주처 앞 금융지원
플랜트금융2부 02-6255-5377

∘지분투자
투자금융실 02-6255-5103

∘금융자문서비스
사업개발부 02-6255-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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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해외자원개발금융 지원제도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사업개요 및 목적
 개요: 우리 기업이 해외자원 보유국에 진출해 자원을 탐사, 개발, 생산 또는
수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에 대해 One-Stop 금융서비스 제공
 목적: 우리나라의 안정적 자원 확보
다. 예산 및 사업내용
 사업단계별로 탐사사업 및 지분인수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주선,자문 등)과 PF대출,
수출이행자금, 이행성보증 등 각종 금융상품 지원
 자원개발사업 관련 One-Stop 금융서비스 제공
-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국내외 당사자 앞 사업 전과정 소요자금에 대한 맞춤형
금융 제공
- 대출(해외투자자금 관련), 보증(채무보증, 이행성보증), 지분투자, 펀드 등 사업
단계(탐사, 개발, 생산 단계)별로 수요에 맞춰 지원
 신규유망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 희유금속,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농업개발사업, 기후 협약 변화에 대응한
해외조림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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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상국가 및 사업
 지원대상자원: 석유·가스, 광물(유연탄, 우라늄, 철, 구리, 아연, 니켈, 몰리브덴, 리튬,
희토류 등), 농·임산물
 지원대상사업: 해외자원개발사업(탐사, 개발, 생산, M&A), 자원
장기구매사업(국내기업(해외자회사 포함)이 자원 장기구매계약자로
참여하여, 해당자원을 국내로 수입하는 사업), 관련 설비 수출 거래,
주요자원의 국내외 수입기반시설 등
마. 신청방법 및 사업절차
 사업별 담당자 앞 유선 문의 혹은 홈페이지 방문
바.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개발 및
제안단계

금융조달 계획 수립

자본조달 구조 검토

문의처
원유·천연가스, 비전통자원 : 자원금융실 02-3779-6452
광물, 임업, 농업 : 자원금융실 02-6255-6424
자원개발펀드 : 투자금융실 02-6255-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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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신시장 개척단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사업개요 및 목적
 개요: 해외사업발굴 창구의 일원화를 위해 수은의 산업별 여신부서의 사업발굴
기능을 통합하여 신설
 목적: 세계적 저성장이 고착화 되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국가대항전
양상의 치열한 주도권 싸움에 대한 국가차원의 선제적/전략적 신시장 개척
지원

다. 사업내용
 사업발굴
- 초기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기업 앞 사업정보 제공
- 기업, 유관기관 등과 공동수주추진단 구성
 사업자문
- 인프라개발형 사업 중심으로 사업구조화 자문
- 금융조달 방안 수립(주요 금융기관의 LoI 확보 지원) 및 입찰 제안서 작성 지원
- 해당국 인프라사업에 신규로 진출하는 기업에 적합
 금융자문
- 단독 또는 상업은행과 공동으로 금융자문 수행
- 금융조달 확실성 제고를 위해 프로젝트계약 체결, 컨설팅사 선정 등 전반을 주도
- 직접투자, 수은출자펀드 유치, Syndication 등 금융주선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한국수출입은행)

123

 금융주선
- 해외 프로젝트, 해외 M&A의 신디케이션 추진 확대 등 국내외 금융기관과의 협업 강화
라. 2017년 7대 핵심전략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 이란, 우즈베키스탄, 미국
 2020년까지 10대 신흥시장 개발•육성 목표

문의처

신시장개척기획팀 하두철 팀장, 02-6255-5233 doo@koreaexim.go.kr
사업개발팀 엄성용 팀장, 02-6255-5232 syum@koreaexim.go.kr
신디케이션팀 양구정 팀장, 02-6255-5243 kjyang@koreaexim.go.kr
국제협력팀 이지언 팀장, 02-6255-6383 jeyi@koreaexim.go.kr
아시아, 대양주 이진욱 부부장, 02-6255-5257 jinwook.lee@koreaexim.go.kr

인도, 러시아, 중남미 이진 부부장, 02-6255-5224 jinyi@koreaexim.go.kr
인도네시아, CIS, sub사하라 김영록 차장, 02-6255-5221 yrkim@koreaexim.go.kr
북미, MENA, 유럽 서정원 부부장, 02-6255-5253 jwseo@koreaexim.go.kr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 몽골 이진경 부부장, 02-6255-6389 jinkyung22@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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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중소중견 지원전략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중소중견기업의 정의
 중소기업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목적: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닌
기업
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기본방향
 연간지원 목표 상향 : 2016년 24조원 → 2017년 26조원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강화
- 수출초보기업 지원 확대 : 직전년도 해외직수출 1백만 달러 이하의 중소기업 대상
금리우대(최대 0.3%P 인하), 대출한도 확대(수출실적의 60~90% → 100%) 등
- 수출성장기업 우대지원 계속
- 히든챔피언 인증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상생프로그램 지원 내실화

 맞춤형 경영지원 서비스 강화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한국수출입은행)

125

라. 해외 온렌딩 지원
 중개금융기관 통한 중소기업(금감원 표준신용등급 기준 6~11등급의 중ㆍ저 신용도
기업 지원)
마. 전대금융 확대
 10.2 전대금융 참조

문의처

중소중견금융1부 정호섭 부장, 02-6255-5322 smesupport@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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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
11.1. 해외공사보험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사업개요 및 목적
 개요: 해외공사계약 상대방의 신용위험 발생, 해외공사 발주국 또는 지급국에서의
비상위험 발생에 따라 손실을 입게 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목적: 해외공사보험은 해외공사 발주자와 채무불이행, 파산 등 신용위험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발주국 또는 지급국에서의 전쟁, 내란, 정변이나 환거래
제한∙금지 등 해외공사게약 당사자간에는 불가항력적인 비상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해외공사를 수주한 자를
보호
다. 대상거래
 별도의 약관으로 규정하여 운영
 건설 및 기술용역: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 및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활동
 건설장비: 해외공사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써 건설기계 및 기타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의 유형고정자산 및 이에 대한 권리
라. 담보위험
 건설 및 기술용역: 비상위험, 신용위험
 건설장비: 비상위험(수용위험, 전쟁위험, 송금위험)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한국무역보험공사)

마. 보상하는 손실
 건설 및 기술용역
- 수출불능(비상위험 및 계약상대방의 파산 등)
- 공사대가의 회수불능(비상위험 및 신용위험)
- 공사비용의 회수불능(비상위험 및 신용위험)
 건설장비
- 장비에 대한 권리박탈(수용위험)
- 권리의 상실로 취득한 금액의 국내 송금 불능(송금위험)
- 전쟁, 혁명 등의 사유로 인한 장비에 관한 권리의 손해(전쟁위험)

바. 신청방법 및 사업절차
 사업별 담당자 앞 유선 문의 혹은 홈페이지 방문
(https://www.ksure.or.kr/insur/over_con02.do)
사.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시공단계

프로젝트 수행 준비

문의처

해외투자금융부 1588-3884

보증과 보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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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해외투자보험(투자금융)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사업개요 및 목적
 개요: 국내기업앞 해외자원개발, 해외 M&A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미회수위험을 담보하는
제도
 목적: 금융기관이 해외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함으로써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촉진

다. 주요내용
 대상거래: 국내사업자의 해외 자원개발, M&A 등 해외사업
 지원범위: 해외사업 소유자금의 100%까지 가능
라. 담보위험
 비상위험(신용위험 발생시 국내 사업자앞 구상)
- 신용위험 : 해외개발주체 또는 국내개발사업자의 파산, 채무불이행

- 비상위험 : 전쟁, 수용, 송금, 약정불이행 등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한국무역보험공사)

마. 신청방법 및 사업절차
 사업별 담당자 앞 유선 문의 혹은 홈페이지 방문
(https://www.ksure.or.kr/insur/over_invins03.do)
사.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시공단계

프로젝트 수행 준비

문의처

해외투자금융부 1588-3884

보증과 보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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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해외투자보험(주식, 대출금, 보증채무)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사업개요 및 목적
 개요: 대한민국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해외투자를 한 후 투자대상국에서의 수용,
전쟁, 송금위험 등으로 원리금, 배당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보증채무이행 등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목적: 해외투자는 국내투자와 달리 전쟁, 투자유치국의 수용문제 등과 같은
국가위험이 내재되어 있음에 따라 이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를 보호함으로써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촉진
다. 대상거래
 주식: 외국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
- 대한민국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또는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대출금: 외국법인 앞 2년을 초과하는 대출 또는 회사채 인수 등
- 대한민국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또는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2년을 초과하는
대출 또는 회사채 인수 등의 방법으로 외국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

 보증채무: 외국법인의 2년 초과 차입금 또는 회사채 발행에 대해 보증채무 부담
- 대한민국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또는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외국인의 2년을
초과하는 장기차입금 또는 회사채 발행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면제하는 보증채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한국무역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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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담보위험
 수용위험: 외국정부 등의 주식 또는 배당금(이자)지급 청구권 박탈, 주채무자에 대한
지급정지, 광업권·소유권의 박탈 등
 전쟁위험: 해당국의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으로 손해를 입어 사업이 불능한 경우
 약정불이행위험: 외국정부 등이 피보험투자 상대방의 사업수행상 중요한
약정(공사가 인정한 것에 한함)을 불이행하여 사업이 불능한 경우
 송금위험: 외국에서 실시하는 환거래의 제한, 금지 등으로 2월 이상 국내로 송금할
수 없게 된 경우
 불가항력 위험: 피보험자 상대방이 불가항력적 사태나 국제연합 등에 의한
경제재제로 사업이 불능한 경우

바. 신청방법 및 사업절차
 사업별 담당자 앞 유선 문의 혹은 홈페이지 방문
(https://www.ksure.or.kr/insur/over_invins01.do )
사.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개발 및
제안단계

금융조달 계획 수립

자본조달 구조 검토

시공단계

프로젝트 수행 준비

보증과 보험 검토

문의처

해외투자금융부 1588-3884

132

2017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 종합가이드

11.4. 해외사업 금융보험
가. 사업분류
자원형태별

□ 직접지원 □ 간접지원

단계별

□ 기획 □ 사업설계/협상 □ EPC □ O&M □ 기타

내용별

□ F/S 지원 □ 네트워크 구축(건설외교, 컨퍼런스 개최 등)
□ 금융 지원 □ 정책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인력양성 지원(초청연수 등) □ 기술지원 및 공동 R&D 연구
□ 제도적 지원 □ 기타(센터 등 지원기관운영)

나. 사업개요 및 목적
 개요: 국내외 금융기관이 외국인에게 수출증진이나 외화획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상환기간 2년 초과 조건으로 공여하는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목적: 특정 해외 인프라개발형 사업 전체 소요자금에 대한 금융계약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비용을 경감시키고 우리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사업 참여 가능성을 제고
다. 대상거래
 적용대상 해외사업: 내국법인 등이 ‘해외사업관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참여하는
해외사업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등의
지분취득 계약(지분 10% 이상)
- 해외사업관련 원재료 공급계약
- 해외사업관련 생산물 구매계약
- 해외사업관련 운영 및 관리계약
- 기타 수출증진이나 외화획득 효과가 예상되는 해외사업관련 계약
 적용대상 금융거래: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하기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이
외국인을 상대로 체결한 상환기간 2년을 초과하는 금융계약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지원제도(한국무역보험공사)

라. 이용요건
 지원대상금융계약: Untied Loan(특정 수출계약과 관련되지 않은 금융계약)
 지원가능대출원금: 해외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차입금 중 K-sure가 정한 금액
 부보율: 100% 이내
 OECD협약적용여부: 미적용
바. 신청방법 및 사업절차
 사업별 담당자 앞 유선 문의 혹은 홈페이지 방문
(https://www.ksure.or.kr/insur/oper_overseas02.do)
사. 해외 인프라개발 프로세스상의 지원가능 분야
개발 및
제안단계

금융조달 계획 수립

자본조달 구조 검토

시공단계

프로젝트 수행 준비

보증과 보험 검토

문의처

해외투자금융부 1588-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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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진출지원제도 Guide Map (1/6)
[표 IV-1] 기획 단계에 활용 가능한 진출 지원제도
프로세스

주관 부처

정책명

정보수집 팀
구성

지원 내용
해당 없음

ITS 수출지원센터
국토교통부
해외건설 정보네트워크
해외진출정보시스템
해외투자
정보 수집

페이지

산업통상
자원부

해외자원개발조사(조사사업, 기반구축사업)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센터
해외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기획재정부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국토교통부

해외 인프라 수주·투자 지원센터

70p
56p
58p
60p
74p
107p

공무원 초청연수

38p

해외건설 정보네트워크

인프라공사 발주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36p

ITS 수출지원센터

해외 인프라 수주·투자지원 협의회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사업
해외자원개발조사(조사사업, 기반구축사업)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센터

산업통상
자원부

36p

한-ASEAN 교통협력 강화를 위한 ASEAN
교통공무원 역량강화사업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영업안건
개발

자원정보 수집․분석, 자료발간, 해외자원 DB구축과
대내∙외 제공, 국제 수준의 자원정보 제공
해외유망 신재생 Magazine, Web-Site 등을 통해
해외 시장정보 제공
투자뉴스레터, 투자진출기업 경영실태조사, 투자속보
해외발주동향, 해외발주정보, 해외진출정보,
MDB진출정보 제공

54p

건설·플랜트 관련 해외 프로젝트 정보 발굴 및 제공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기획재정부

프로젝트 정보 및 시장동향 정보 수집, 인근 유망국가의
정보 수집
해외투자소식, 해외투자절차, 국가별 해외투자정보

해외투자진출지원사업

해외건설시장개척지원사업

내∙외부
환경분석

글로벌 ITS 구축현황

양자산업협력 사업
해외투자 상담센터
산업자원협력개발지원사업(ODA)

홍보물(동영상, 브로셔 등) 제작, 해외 주요인사 방한 시
견학지원
현지수주교섭, 발주처 초청비용 지원하여
신규 프로젝트 발굴
협의회 운영, 국제기구와 협력사업 발굴, 해외 공무원
초청연수 등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협력대상국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
성장 장재력이 높은 신흥국을 대상으로 경제협력을
꾀하기 위한 일종의 원조자금
개발도상국 장기 저리의 양허성 차관 제공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자원협력위원회, 민관합동사절단 등 자원부국과의
국제교류 지원
수주 및 프로젝트 정보제공, 해외진출지원 관련
세미나·포럼 개최 등
신흥국과의 정부간 협력채널을 구축･운영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인프라 구축
초기단계의 국가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투자
상담 지원
산업·자원 분야 ODA를 통해 개도국의 산업화
지원요구에 적극 대응

54p
40p
52p
76p
80p
78p
56p
58p
68p
62p
64p
60p

해외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진출기업 마케팅 지원, 경영세미나 개최

외교부

경제협력사절단

경제협력사절단을 파견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인적 네트워크 구축

88p

환경부

협력네트워크 구축(시장개척단)
협력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그린비즈니스 파트너쉽 구축)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환경산업의 유력 발주처를 기업수요 기반으로 초청

86p

해양수산부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

항만개발 관련 초청연수 유치

82p
102p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해외투자진출지원사업

현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해외법인설립 지원

107p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3)

구매단 또는 개별바이어의 방한 유치

113p

현지진출에 대한 우호적 여건 조성

10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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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진출지원제도 Guide Map (2/6)
[표 IV-2] 기획 단계에 활용 가능한 진출 지원제도
프로세스

주관 부처

정책명

진출대상 국가
선정

내∙외부
환경분석

정부 정책
방향 및
제도 분석

국토교통부

ITS 수출지원센터

현지 정책방향 등 수출환경 파악

54p

해외건설 정보네트워크

현지 입찰, 사업수행환경, 인사정보 등 제도관련 동향 파악

36p

현지 투자 상담, 법률․경영 등 상담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시 발생하는 제반 애로사항을 해소를
위한 전문가의 해외진출 자문 제공

60p

산업통상자원부 해외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환경산업 해외진출 전문컨설팅 지원

거시환경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석
내부역량 및 전
략 검토

현장조사
/연관사업
분석을
통한 추가
검토

사업 기회
발굴

해당 없음
유망투자사업 발굴·확보

55p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국가 간 협력사업 발굴 및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82p

해양수산부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

항만개발 기본계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국토교통부

해외건설 정보네트워크

공사수행 환경 등 현지진출 환경 조사

36p

해외자원개발조사(조사사업, 기반구축사업)

현장조사 지원을 통해 경제성 있는 광산의 부존 가능성과
개발타당성 분석

56p

해외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투자조사단 활동지원

60p

투자개발형 사업화지원사업(민간주도형)

투자개발 사업성 검토 및 실사지원

해외투자진출지원사업

현지 출장 지원

해외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투자조사단 활동지원

60p

해외건설시장개척지원사업

유망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조사

40p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한국형 해외도시개발 패키지 사업 모델 개발 지원

52p

수주가능성이 높은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조사 지원

66p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조사(조사사업, 기반구축사업)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해외진출지원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해양수산부

해외항만개발 협력사업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분석비용
지원
항만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등 무상지원,
항만개발 기본계획 및 개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기본
설계 지원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해양플랜트 서비스시장관련 사전 타당성조사 지원
제안 Task
Force 구성

제안
방향설정

102p

96p
107p

98p
102p
100p

해당 없음
국토교통부

해외인프라개발사업 발굴 및 투자 등을 위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해외진출 기업의 진출전략 및 리스크 정보 제공

국토교통부

34p

사업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비용의 일부를 지원

48p
72p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타당성조사 비용 지원

84p

인프라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사업

도시, 교통, 수자원 등의 마스터플랜을 개발도상국에 수립·
제공

44p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플랜트 수주경쟁력 강화(F/S지원사업)
환경부

사업추진 전략
사업추진전략
수립
수립
실행계획수립

94p

해당 없음

국토교통부
사업진출
모델
발굴(short list)
- 예비타당성
검토

페이지

해당 없음

환경부

공종 및산업별
사업기회 도출
(Long list)

지원 내용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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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진출지원제도 Guide Map (3/6)
[표 IV-3] 개발 및 제안단계에 활용 가능한 진출 지원제도
프로세스

사업
구조화
단계

파트너
선정 전략 검토
협력방안 결정
(JV/컨소시엄,
하청 등)
Agreement
체결
정보교환
(발주처, 경쟁사,
견적정보)

주관 부처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환경부

해외투자진출지원사업

발주처 면담, 로컬 에이전트 및 파트너 알선

해외 환경산업협력센터 운영

내 환경기업의 수출활동 현지 밀착지원 및 국가간
협력사업 수행

한국
수출입은행

107p
92p

74p

해외 인프라 수주·투자 지원센터

이행성보증 등 금융지원

기업지원서비스(금융자문·신디케이션)

해외자원개발 및 해외인수, 합병(M&A) 등을 위한 맞춤형
금융자문

114p

해외건설·플랜트 금융서비스

해외건설·플랜트 사업의 금융지원 강화

118p

해외자원개발금융 지원제도
전대금융

한국
무역보험공사

해외자원 보유국에 진출해 자원을 탐사, 개발, 생산 등의
필요한 자금에 대해 금융서비스 제공, 탐사사업 및 지분
인수에 소요자금 지원
수출입은행의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외화를 저렴하게
조달하여 제공

106p
116p

해외투자보험(주식, 대출금, 보증채무)

해외 인프라개발형 사업 전체 소요자금에 대한 금융계약
을 지원

국토교통부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발주처, 정부부처 및 MDB 등 국제금융기관 인사를
초청해 프로젝트 설명회

42p

기획재정부

해외 인프라 수주·투자 지원센터

수출·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 및 M&A 등을 위한 맞춤형
금융자문 연계서비스

74p

금융기관 요구
사항 검토 및
투자심의
사업제안서
작성 및 내부
심의

130p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세부 사업 추진
전략 수립
제안단계

페이지

해당 없음

금융조달
계획 수립

금융기관 접촉
계획수립

지원 내용

해당 없음

기획재정부

자본조달
구조 검토

정책명

해당 없음

제안관련
마케팅 및
영업활동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제안
– PQ 여부 검토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센터

기업 및 제품 홍보

58p

해외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진출기업 마케팅 지원

60p

해외투자진출지원사업

프로젝트 입찰 절차 참여를 위한 PQ 통과 지원

10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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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진출지원제도 Guide Map (4/6)
[표 IV-4] 견적 및 입찰단계에 활용 가능한 진출 지원제도
프로세스

주관 부처

정책명

전문가 그룹
(Task Force)
구성
입찰방식 및
수행계획 수립 입찰 문서 구성
확인

견적 및
입찰서 준비

지원내용

페이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입찰정보 검토

해당 없음

물량 산출
및 BOQ
작성/입력

해당 없음

견적의뢰서

해당 없음

직접비
일위대가
및 직접공사비
산출

해당 없음

입찰서 준비
/최종확인

해당 없음

입찰서 제출

해당 없음

[표 IV-5] 낙찰 및 계약 단계에 활용 가능한 진출 지원제도
프로세스

입찰 평가
및 계약단계

주관 부처

정책명

지원 내용

개찰

해당 없음

입찰서 평가

해당 없음

입찰 결과 보고

해당 없음

Letter of
Award 접수
/계약서 검토
계약서 검토 Bid Bond 반환
Performance
및 계약체결
Bond 제출
계약체결 및
착공 준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페이지

진출 지원제도 개요진출지원제도 Guid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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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진출지원제도 Guide Map (5/6)
[표 IV-6] 시공단계에 활용 가능한 진출 지원제도
프로세스
프로젝트 팀
구성
유사 프로젝트
자료 확보 및
해외 프로젝트
수행 경험자
확보

프로젝트
수행 준비

주관 부처
환경부

국토교통부

정책명

90p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OJT)

현장 경험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해외건설 인력 육성
및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

46p

현지 답사 실시

해당 없음

수행계획서
작성

해당 없음

실행예산 산정

해당 없음

보증과
보험 검토

한국
무역보험공사

페이지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

해외투자보험(주식, 대출금, 보증채무)
해외투자보험(투자금융)
해외공사보험
초기공정
및 공정관리

지원 내용
해외 진출시 발생하는 제반 애로사항을 해소를 위한
전문가의 해외진출 자문 제공

투자대상국에서의 수용, 전쟁, 송금위험 등으로 원리금,
배당금 등을 회수 불가시 손실을 보상
해외자원개발, 해외 M&A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대출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미회수위험을 담보
해외공사계약 상대방의 신용위험 발생, 해외공사 발주국
또는 지급국에서의 비상위험 발생에 따라 손실을 입게 된
경우에 그 손실을 보상

기본계획 수립

해당 없음

세부계획
및 공정표 작성

해당 없음

구매계획 작성

해당 없음

물량 산출

해당 없음

Vendor List
확보
및 견적 요청
자재장비
견적 접수,
구매 및 통관 평가, 구매결정

130p
128p
126p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계약

해당 없음

통관/운송 및
Container,
목재/Scrap
처리

해당 없음

[표 IV-7] 시운전 및 인도 단계에 활용 가능한 진출 지원제도
프로세스
시운전 준비
(Pre-Commissi
oning)
기계적 준공
(Mechanical
Completion)
시운전
및 인도

주관 부처

정책명

지원 내용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시운전 (Comm
issioning)

해당 없음

가승인 또는
예비승인

해당 없음

실제적 준공

해당 없음

운영단계

해당 없음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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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진출지원제도 Guide Map (6/6)
[표 IV-8] 운영단계에 활용 가능한 진출 지원제도
프로세스
상업적 운영
(Commercial
Operation)
개시

운영
및 유지관리

표준운영방침
(SOP)
정기 업데이트

주관 부처

정책명

지원 내용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운영 및
모니터링

해당 없음

유지보수를
통한 운영상태
및 인력관리

해당 없음

페이지

국가별 주요 참고 사이트

Appendix 2: 국가별 주요 참고 사이트 (1/2)
[표 IV-9] 국가별 주요 참고 사이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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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국가별 주요 참고 사이트 (2/2)
[표 IV-10] 국가별 주요 참고 사이트(2)

해외 건설 리스크 Survey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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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해외 건설 리스크 Survey Check List (1/4)
[표 IV-11] 해외 건설 리스크 Survey Check List(1)
Level 1
국가 Overview

Level 2
정치 제제 안정성 평가
정책
금융
산업분석

건설시장

시장규모 및 특성

사업환경

정부 정책
세무환경

고객/파트너

고객 Needs 분석

건설제도

인허가 제도

입찰
설계 및 시공 규정
면허
보험

장비

Level 3
행정관료주의, 부정부패, 정경 유착, 내란 등 주요 영향 세력 관련 Risk 또는 기회요소
Infra분야 정부 재정 사업 분석 (PJT Longlist)
민간 투자(PF관련 PPP, IPP)사업 분석 (PJT 개요, 발주처, 산하기관, Biz Structure)
환 Risk
물가상승율 예측 (Escalation)
산업 Needs(국가 레벨, 국민 레벨, 기업 레벨) 및 Biz 기회(산업 연관 인프라 사업, 컨트리 마케
팅, 마스터 플랜 협력 등)
공종별 비중 - Infra 투자처別 재원 및 비율 (정부예산, 지자체예산, MDB, PPP(FDI포함))
ODA/EDCF (ie. JICA)
성장률 추이 및 전망
Civil인프라 관련 연도별 정책 목표 및 주요 내용, 정부기관 Structure, 인프라 Roadmap
법인세 (과세대상, 과표, 세율, 면세기가, 원천징수, 환급관행)
개인소득세 (과세대상, 과표, 세율, 면세기가, 원천징수, 환급관행)
주민세 (과세대상, 과표, 세율, 면세기가, 원천징수, 환급관행)
취득세 (과세대상, 과표, 세율, 면세기가, 원천징수, 환급관행)
원천징수세 (과세대상, 과표, 세율, 면세기가, 원천징수, 환급관행)
등록세/ 인지세 (과세대상, 과표, 세율, 면세기가, 원천징수, 환급관행)
광물자원세, Royalty (과세 주체, 과세대상, 과표, 세율, 신고/납부 등)
종교세 (과세대상, 과표, 세율, 면세기가, 원천징수, 환급관행)
사회보장세 (과세대상, 과표, 세율, 면세기가, 원천징수, 환급관행)
그 밖의 세금 부과여부 및 관련 정보 (세율 등)
Tax Auditing (대상, 주기, Penalty 규정 등)
세무 이의 신청 절차
세무 신고 기간/절차
부가세 환급 절차
세무 정산 기간/절차
J/V의 세무신고 방법, 절차
조세감면제도 (EPC, PPP, Mining관련 법인세/관세/부가세 등의 세제 혜택)
한국과 이중과세방지법 체결 여부
거점형태별 연간 제세공과 비교분석
(법인세, 재산세, 부가세, 배당세, 송금세, 원천세, 컨설턴트 수수료 등)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존재 여부 (성명, 주소지, 연락처 등)
법인/지사에 따른 조세 차이점
상품별 고객 분류 (공항, 호텔, 헬스케어, 복합, 초고층, 일반)
상품별 주요 성장 전망 통계
과거 낙찰자 선정 사례, 기존 ITB 분석
주요 인허가 종류 및 시점
준비 주체 / 기간 / 비용
주요 인허가 업체
입찰 Process (Public/Private)
시공 Specification 규정 및 시공관리 관행
현지 PE 등록 필요 여부
주요 입찰 규정 Sample 입수 및 분석 (자격 심사, 입찰 절차, 평가 절차)
건설면허 취득
현지 공사관련 보험요율 조사
발주처 및 계약자 보보 관행
보증의 유형과 관행 (Bid Bond, P-Bond, Advance Payment Bond 등)
대표 Spec. 기준 시장가격 (임대/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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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해외 건설 리스크 Survey Check List (2/4)
[표 IV-12] 해외 건설 리스크 Survey Check List(2)
Level 1
고객/파트너

Level 2
고객 파트너 분석

Quality
Health
Safety
Eenvironment

QHSE

Level 3
발주관행 (입찰관행, 계약특성, 선호업체, 시장 Reputation 등)
(Agent) 정보 입수 및 Compliance
상품별 파트너 : 컨설턴트 & vender (공항, 호텔, 일반 위주)
잠재 고객 현황
경쟁사 동향 (General, 공항, 호텔)
HSE관련 Local Regulation 및 중점관리감독 사항
안전/보건/환경관련 관리감독자 법적기준 및 자격요건
교육관련 법적기준
의무 교육 규정 : 근로자(workers) / 직원(Staffs) / 장비기사(Operator)
프로젝트 규모에 따른 인력배치 기준
공사현장에 보건/의료관련 인력 배치 요구조건이 있는지
HSE관련 관리감독자의 기타 최소 요구조건
응급시설 또는 Medical House 설치 규정
복지설비 (Welfare Facilities) 설치 규정
위생설비 (Sanitation Facilities) 설치 규정
사고/질병 발생시 보고 절차 및 발생시로부터 보고시간 제한기준 (Deadline)
사고/질병 보고관련 체계 및 접수/승인 기관
해당국가 건설산업관련 안전사고 현황 (사고유형별 통계자료 등)
관련기관 (Authority)의 점검사항 List
위반시 벌점 또는 징계제도
개인보호장구(PPE) 관련 규정 / Standard
시공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상보험 (Insurance) 및 보상제도 (Social Secuity)
고용자 책임(의무) 보상 한도
사망사고 발생시 의무 보상 금액 한도
현장내 시공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고용주가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
현장내 안전사고 발생시 관리감독자 (Site Manager or Safety Manager)가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
벌금에 대한 책임 한도 여부
사고발생시 관리감독자에 대한 일반적인 법원의 선고(Typical Sentences)는 무엇인지
현지 관련법상 하도급사 소속 직원의 안전사고 발생시에 도급사나 발주처가 책임을 지는지
안전물 시설기준 ( 휀스, 가드레일, 작업발판, 낙하방지망 등)
해상 / 육상공사 안전 가이드라인
잠수작업 관련 안전 가이드라인
해상장비 안전 가이드라인
겨울철 해상작업 규정
해상공사 사고사례 Case Study (Lesson and Learned)
환경관련 정부 및 지역조직, 역할 권한 등
환경관련 주요 민원사례 / 환경문제 발생시 대처방안
공사환경관리 Case Study (BP/LL 사례 등)
공사 관련 환경법규의 규제 내용(규제의 강도 및 실효성 유무)
소음, 분진, 진동 관련 Regulation / 관리기준
폐기물 처리/관리기준, 오폐수 관리기준 등
위반사항에 대한 Penalty 형태 (금전적/비금전적, 금전적인 경우 Penalty 규모 등)
대기중 오염물질 노출, 수질관리에 대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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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해외 건설 리스크 Survey Check List (3/4)
[표 IV-13] 해외 건설 리스크 Survey Check List(3)
Level 1
프로젝트
수행환경

Level 2
현장여건

지질현황

지장물

민원

조달여건

협력사 (현지, 해외)

물류

Level 3
현장 접근 용이성 검토 (Gate Pass, 기존 운전공장 허가사항)
전 노선 및 공사부지 여건 검토 (수목 / 공장대지 / 일반토사 / 암지역 / 습지 / 지장물)
현장부지 및 현장주변 부지임대료 및 제약사항
치안수준 및 전문 Security 업체의 필요성
현장 내 의료진 및 의료시설 필요 여부
평균 기온, 습도, 강우/강설/모래바람 시기 및 기간
태풍/지진 등 기타 공사에 영향 주는 기후조건
주변 교통상황 및 공사용 차량의 통행제한 여부
일반차량 구매 절차, 세금, 보험, 구매 단가 등 (Sedan(Luxurious/Subcompact), Pick up,
Bus(25/50 seats))
일반차량 임대 업체, 월 임대료 등 (Sedan(Luxurious/Subcompact), Pick up, Bus(25/50 seats))
차량 등록 절차 및 수수료
평균 수위, 고수위, 유속, 유량, 유역면적 등
용수 공급 주체, 현장 내 수급 가능여부, 요금체계, 공급 Point 이격 거리 및 Capa
전력 공급 주체, 현장 내 수급 가능여부, 요금체계, 공급 Point 이격거리 및 Capa
통신망 및 인터넷 설치요금, 설치시간, 요금체계, OA 환경
Gas 공급Terminal Point 위치 확인, 요금체계
토취장, 사토장 사용 인허가 여부
토질상태 검토
주변지역의 지하수영향 조사 여부
초기 지반고 자료 검토 및 실측 여부
Boring Log자료 입수여부
Core Sample을 직접 확인 및 사진자료 보관 여부
평균 해수면 높이(m)
연약지반에 대한 위치 및 수량 조사
암물량 분포 및 암질 조사 여부
전기 / 가스 / 수도 / 송유관 / 하수도 / 고압선 / 건물 및 시설
지장물 내용, 이설 여부, 이설 주체 등 확인
미지정 지장물 조우에 대한 책임 주체 확인
지장물 이설 관련 작업 주체 및 용이성, 개략 공기 등 검토
인접구조물 현황 조사(인접거리, 규모, 구조, 용도, 지하깊이, 건물상태 등)
철거나 이전을 요구하는 구조물 유무
현장주변 민가분포 및 지장물 조사
민원발생 예상지역 및 유형(해결방안) 조사
주위 건물주와의 분쟁유발 요인 파악 (특히 아파트지역)
민원발생 연혁 조사
무역규정 및 국가정책 등에 의거 건가재 중 수입국가/품목 규제여부 조사 (중국산 포함)
래미콘, 골재 등 Local성 자재업체 리스트 및 Capacity 조사
(PJT Site 인근지역 중심 조사, 현장으로부터의 거리 포함)
파업 시 고용주가 직장 폐쇄 조치 가능 여부
국가 Infra 공공산업 등의 경우 자국산자재/장비 Labor 사용 의무 여부(ex. 공항 등)
건설업 면허체계, 외주관련 법규, 표준외주계약서, 보증 및 기성지급 관련 이슈 등
공종별 현지업체 현황(시공방법/특징/품질/생산성, 프로젝트 수행 규모/실적, Workload, 공종
별 업체Pool, 보유리소스 및 리소스 조달/운영/관리 현황, 평판 등)
3국 건설업체 진출 현황과 진입 절차/장벽
중량물 운송 사전허가제도 조사 ( 관련 Permit / 소요기간 / 경찰 Escort 필요여부 등)
수출입통관 주요 품목별 세율 (면세, 영세율 포함) 및 절차, 주요 품목별 Code 포함
통관/ 관세 Agenct list 및 Profile, 기타 관련 정보
면세대상, 면세허가 절차, 관세 환급 방법
Broker, Duty Exemption, 주요품목 관세현황, 국가간 장비전출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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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3: 해외 건설 리스크 Survey Check List (4/4)
[표 IV-14] 해외 건설 리스크 Survey Check List(4)
Level 1
프로젝트
수행환경

Level 2
노무 (노동조합)

노무 (단체협약)

노조

근로조건

채용

Level 3
노조시스템(국가단위, 복수, 지역, 직능, 외국인)
현장내 노조 구성 관행
노조동향, 분쟁발생 빈도와 특성, 분쟁사례, 정부의 개입
지역/종교/민족/인종에 따른 공사 저해요인
노동자 성향 (업무태도, 업무숙련도, 만족성, 생산성, 잔업에 대한 개념, 책임의식, 공기 및 원가
개념 등)
법률상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파업을 하기 위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지 및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요건
강제력을 지니는 단체 협약의 존재 여부 : 지역, 공종
공사 기간중 단체 협약의 기간의 종료, 갱신 여부 (재협상 시 파업 등 노조 활동이 발생하는지
의 여부)
단체협약에 우선시되는 Project Agreement(발주처와 노조간) 법적 인정 여부
Project Agreement상 파업 금지 조항의 법적 효력 여부
노조시스템(국가단위, 복수, 지역, 직능, 외국인)
현장내 노조 구성 관행
노조동향, 분쟁발생 빈도와 특성, 분쟁사례, 정부의 개입
근무시간 : 일 작업시간, 공휴일 / 국경일, 2 or 3 교대근무 가능여부, 잔업가능여부
임금체계 : 기본단가, 평일/휴일 , Overtime 수당 체계, 퇴직금, 인센티브, 소득세
노임단가 : 직종별 노임단가 조사 (업체별/ 공종별/ 인종별/ 업무시간별), 연임금상승율
Mob & Demob 비용 : 항공, Agent Fee, Resident Permit, Visa Application, Labor Contract
직종별 현지 수급 방법 및 제약사항, 소요기간, 인력공급업체 List
직종별 현지 임금 현황 (제 3국 인력, 실제 임금)
Work Permit (외국인력 WP 절차, 노무인력 수입 가능 여부, 제한 국가, Block Visa 취득 절차/
기간/비용, Labor Agent, WP 연장)
Residential Permit 규정, Exit/Entry Visa 규정
고용 방식과 방법 : 조달, 허가, 연령제한, 계약, 해고 요건 및 절차, 해고비용, 최저임금, 사회보
장비용, 휴가, Fly in / Fly out
당해 국가에서 한국국적 및 제3국 국적의 외국인 인력을 고용의 제한사항
한국 국적 및 제3국 국적 외국인이 당해 국가에 입국하기 위한 필요한 Visa 종류, 취득절차, 비
용, 시간
건설 현장 근로자의 경우 해당 비자 또는 취업허가(필요한 경우)의 취득이 용이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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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4: 해외 건설 프로젝트 리스크 요인 Check List
[표 IV-15] 해외 건설 프로젝트 리스크 요인 Check List
단계

Ⅰ. 타당성 분석

Ⅱ. 건설관리

Ⅲ. 유지관리

잠재적 리스크 요인

리스크 내용

진출 국가의 신용도

관료주의 및 공무원 부폐의 의식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

급변하는 부동산에 대한 불확실성

타당성 분석의 불확실

사업 및 부지 정보 부족

자금 조달 리스크

직접 투자에 대한 자금조달의 부담

토지관리 체계의 미흡

개발 승인에 따른 높은 토지 무상양도 요구

법규 체계의 미비 및 변경

관련 법규 미비 및 새로운 입법 발생

현금흐름의 관리 능력

기업내 현금관리능력의 정도

입찰 및 계약절차 리스크

현지 입찰 및 계약 절차 체크 부족

인허가 지연 및 실패

중복된 인허가 업무 지연

환율 및 금리 의 변동

국제시장의 환율 및 금리 변동

수요의 불확실한 예측

개발에 대한 수요의 예측 및 유형분석

불확실한 국가 정책

자국 유리 정책으로 발생하는 리스크

국별 리스크

전쟁, 송금 위험 등 국가가 관여하는 리스크

공기의 지연

초기 단계 업무지연과 승인지연

공사비용의 초과

단기상환에 따른 공사비용조달의 어려움

안전사고 리스크

보안 및 범죄위험에 대한 노출

인프라시설의 낙후

공사수행에 필요한 시설 부족

비우호적인 현지 하도급업체

현지업체와의 의견차이 및 파업발생

J/V 분쟁 및 클레임

자국기업에 유리한 법규 및 의무적 J/V

자원조달

생산시설 부족에 따른 자재 적시동원

설계와 시공의 불일치

발주국의 끊임없는 설계변경

지역표준공사조항의 미숙

국내와 다른 시방서 및 공사 조항 미숙

언어 및 문화의 차이

현지언어 및 영어 사용과 문화적 차이 발생

민원의 발생

현장의 주변현황에 따른 민원발생

기후조건

천재지변 및 악천후에 노출

분양 리스크

시장 분석의 실패에 따른 수익성 저하

추가적 시설투자 리스크

예측치 못한 품질에 대한 투자요인 발생

현지적용에 따른 개발 리스크

개발 통한 차후 사업권 확보 후 민원 발생

향후 프로젝트의 불확실성

갑작스런 국가 위기에 따른 프로젝트 무산

하자 및 보수 리스크

개발 후 하자 및 보수 요청 해결 요구

Delay risk (Financing close 지연)

Exchange risk

Sponsorship risk

Price risk

Demand Risk

Operation risk

Fuel supply risk

Inflation risk

Credit risk

환전 및 송금 제한 리스크

정부 계약불이행 리스크

Political risk

초기 사업비 부담으로 인한 사업 준비 미비

Legal Risk (법률 리스크)

해외 사업경험 부족

Counter-part Risk

현지 네트워크, 지역전문가 부족

완공 리스크

특징

- 신규기술 적용으로 인한 준공 지연
- 해외에서의 낮은 인지도로 인한 저가 입찰

저가 수주 위험

내부 요소로 인한 Cost Overrun 위험

조달 비용 증대 위험

- 승인 지연으로 인한 기자재 반입 지연

승인 지연

- 투자 대상국 정책 및 규정 미흡. 당국 인허가

금융주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요구

- 금융위기 이후 플랜트 발주국들이 수주국에

- 프로젝트 소요자금 조달여부와 관련한 위험

Output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

- 프로젝트 운영단계에서 계획된 Input, Process,

- 거시경제적 상황 변동으로 발생하는 위험

개정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야기되는 리스크

- 현지 정부, 규제기관의 계약 위반, 관련 법

- 해외 사업 경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허가 지연 및 교섭문제 해결의 어려움

- 현지 파트너 및 지역 전문가 부족으로 사업

정보 부족

- 투자 대상국 여건, 수요, 계약 및 현지 법 · 제도

신규기술 활용 위험

현지 인프라 미비 위험

5 Completion Risk 현지 정부당국의 승인지연 위험

금융 리스크

4 Financing Risk

시장 리스크

3 Merchant Risk

국가 리스크

2 Country Risk

정보 리스크

1 Information Risk 해당 국가 정보 부족

Risks

[표 IV-16] 해외 인프라개발사업 전체 추진 프로세스
대응방안

노력 수립/이행

- 프로젝트와 관련된 조달 리스크 최소화

- 리스크 요소를 고려한 수주조건 협의

- Mezzanine financing 등 신규 투자구조 모색

판매가격을 US dollar와 Indexing

- Local Financing 활용 및 생산물

활용한 추가적인 안전장치 확보

- 사전 사업성 평가절차 강화 및 각종 보증을

로 거시경제적 상황 변동으로 야기되는 위험 회피

- 장기원료공급계약과 장기생산물판매계약 활용으

- 리스크 완화 금융상품 활용

- 현지 정부 정치적 영향력 확보

- 컨소시엄 형태 진출 확대

- 사업 타당성 평가 기능의 강화

- 정보 수집 기능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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