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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세계 건설시장 동향 및 미국기업 경영실적 분석
세계 건설시장은 2017년 초부터 유가 및 경제 회복기미가 보이고 있
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하반
기이래 저유가 및 세계 경제 저성장 기조를 완전히 탈피한 것은 아니어
서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 건설시장을 제외하고 정체가능성도 배제하
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2017년 3월에 발간된 IHS Global Construction
Outlook(2017.1Q)에 의하면,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2014년까지 10조불을
향한 활황세는 한풀 꺾이면서

2018년도에나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Energy Information Agency, EIA) 자료에 따르
면, OPEC 재정수입은 두바이 유가 108.9 $/bbl이었던 2012년 최고치인
9,211억불을 기록하였다([그림I-1] 참조). 두바이 유가는 2013~2014년간
소폭 하락에 그쳤지만 2015년 배럴당 45$이상 급락하면서 OPEC 재정
상태를 악화시켜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발주를 감소시킨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림I-2]를 살펴보면, MENA(Middle East & North
Africa) 발주(계약)규모는 두바이 유가가 급락한 2015년부터 급격히 감
소했는데 2014년 GCC(Gulf Cooperation Council) 발주규모가 2,000억불
에 근접했다가 2016년 750억불 이상 빠지면서 약 1,200억불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국제유가는 산유국 재정수입과 직결되어 건설발주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 2016년 1월 배럴당 27.3$을 저점으로 꾸준히
상승해 2017년 3월 51.2$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 회복세는
급격히 저평가된 국제유가로 인해 재정악화가 심해진 OPEC 회원국을 중심으
로 한 감산노력과 미주를 중심으로 경제 회복세 등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IMF에서 지난 4월 발간한 자료([표I-1] 참조)에 의하면,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및 중남미지역의 경제성장률이 호전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아시
아 개도국은 전년과 동일한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인도 및 ASEAN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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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나마 호전되고 있어 최근 국제유가 동향과 함께 해외건설시장을 전망하
는데 있어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된다.
[그림I-1] OPEC 재정수입과 두바이유가(억불, $/bbl)

[그림I-2] 중동지역 계약규모 추이(억불)

하지만 중국의 경제구조 성숙, 사우디 등 산유국이 많은 MENA지역
의 경기 침체, 국제유가 변동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내재되어 있다. 단,
개발단가가 많이 낮아진 셰일 오일&가스 생산이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친 기업 정책 시행이 전망됨에 미국
건설시장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자국 건설시장은 활성화되고 있고 아시아지역을 제외한 다
른 시장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 주요 건설기업들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세계 건
설시장 동향 및 전망을 살펴보고 미국기업의 경영실적을 비교 분석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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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I-1]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2016
3.1
1.7
1.6
1.7
1.8
1.2
0.9
3.2
1.0
1.8
1.4
4.1
0.3
-0.2
6.4
6.7
6.8
4.9
-1.0
-3.6
2.3
3.9
1.4
1.4
-1.5
0.3

세 계
선진국
미 국
유 로
독 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일 본
영 국
캐나다
신흥 개도국
CIS
러시아
아시아개도국
중국
인도
ASEAN
중남미
브라질
멕시코
MENA,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사우디
사하라이남
나이지리아
남아공
* 자료 : IMF, 2017.4월
** MENA : 중동&북아프리카(Middle East & North Africa)

2017
3.5
2.0
2.3
1.7
1.6
1.4
0.8
2.6
1.2
2.0
1.9
4.5
1.7
1.4
6.4
6.6
7.2
5.0
1.1
0.2
1.7
2.6
0.4
2.6
0.8
0.8

(단위: %)
2018
3.6
2.0
2.5
1.6
1.5
1.6
0.8
2.1
0.6
1.5
2.0
4.8
2.1
1.4
6.4
6.2
7.7
5.2
2.0
1.7
2.0
3.4
1.3
3.5
1.9
1.6

1. 지역별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세계 건설시장 규모를 주요 지역별로([그림I-3] 참조) 살펴보면, 2010년부터
아시아지역이 부상하고 있는데 2006년 그 비중이 28.1%에서 2016년 50.1%로
전세계 시장의 거의 절반 수준을 차지할 정도 중요한 시장이 되었다. 반면,
유럽지역은 점차 그 비중이 감소하면서 2008년 40%에서 2016년 23%까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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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한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건설기업들도 유럽에서 아시아시장으로 많이 이
동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하지만 또 다른 선진권역인 북미ㆍ태평양지역은 최
근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3대 메이저 지역시장으로써 큰 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I-3] 세계건설시장규모및지역별비중추이(억불, %)

[그림I-4] 주요 지역별 시장규모 변화 추이(2006=1)

2006년도 건설시장 규모를 1로 추이([그림I-4] 참조)를 살펴보면, 명목 규모
는 유럽(0.9배)을 제외하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6년 아시아지역이 2.8
배로 가장 큰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어서 중동 1.9배, 아프리카 1.7배,
중남미 1.6배, 북미ㆍ태평양 1.1배로 나타나 선진권역보다 개도권역을 중심으
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북미태평양지역 비중은 생각보다 커 전세계의 15%안팎을 점유하고 있다. 일
반적으로 유럽기업들은 이 지역 진출이 많을 것이나 일본을 제외한 중국 및
우리기업들은 중동, 아프리카지역에 더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북미태평양지
역 비중이 중동, 아프리카 및 중남미지역을 합산한 비중보다 크다는 점은 이
지역에서 그 만큼 많은 매출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시
장이라고 생각된다.
[그림I-5]는 IHS에서 발간된 2010~2020년간 국가별 건설지출 연평균 성장
률(CAGR)을 전후반으로 나누어 분석한 자료이다. 원의 면적은 2017년도 건
설시장 규모를 나타내는데 언뜻 봐도 중국, 미국이 가장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중국 건설시장 규모는 2조 9,000억불을 상회하고 있으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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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약 1조 2,000억불로 추정되고 양국 건설시장 규모는 세계(74개국)의
42.4%를 점유하고 있다. 2010~2015년간 CAGR은 중국이 15.2%, 미국도 6.5%
를 기록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2015~2020년간 CAGR은 중국이
2.9%, 미국이 3.7%로 전반기 대비 상승세가 많이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I-5] 주요국 건설시장 규모 및 CAGR(10억불, %)

지역별 시장 성장률([그림I-6] 참조)을 살펴보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시장
이 미국이 견인하고 있는 북미ㆍ태평양 시장보다 전ㆍ후반기 모두 양호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 건설시장이 전반기 CAGR 1.2%에서 후반기 10.8%
로 크게 향상된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중국과 함께 아시아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를 [그림I-7]로 다시 살펴보면, 중국은 전년대비 성장률이
2011년 27%에 육박했다가 2017년도에 와서 -0.2%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2010년 -11%에서 급격한 상승세를 타고 2017년도에 5%의 성장
률을 기록하면서 미국 메이저 건설기업들의 회귀현상도 나타났을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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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I-6] 기간별, 지역별 건설시장 CAGR(%)

[그림I-7] 미국 건설시장 규모 및 성장률 추이(10억불, %)

하지만 전반기(2010~2015년) 대비 후반기(2015~2020년) 성장률은 양대 건설시
장을 제외하고 중동(4.0%→7.1%), 유럽(-2.1%→4.7%), 중남미(1.5%→3.3%), 아프
리카(2.8%→3.1%) 지역도 양호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들 지역에 진출하고
있는 미국기업들의 향방에도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공종별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세계 건설시장 규모를 주요 공종별로([그림I-8] 참조) 살펴보면, 주택시장
비중은 2006년 44.8%에서 2009년 37.4%로 급감하면서 2016년 36.7%로 정체
되고 있는 반면, 교통부문이 13.3%→17.5%로, 에너지가 9%→11%로, 산업시
설이 7.1%→9.2%로 주택시장 감소분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
기는 주택을 포함한 민간중심의 건축시장에 직격탄을 준 것으로 보이며 대신
공공부문이라고 볼 수 있는 교통 및 에너지부문과 산업시설로 일부 건설시장
파이를 이동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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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I-8] 세계건설시장규모및공종별비중추이(억불, %)

[그림I-9] 주요 공종별 시장규모 변화 추이(2006=1)

2006년도 건설시장 규모를 1로 추이([그림I-9] 참조)를 살펴보면, 명목 규모
는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교통부문이 2016년 2.1배로 가장 큰 증
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어서 산업시설 및 수처리가 2배, 에너지 1.9배, 오피
스 1.6배, 공공 및 상업용 건축이 1.5배 등의 순으로 나타나 플랜트 및 토목
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작은 건축부문 비중은 전세계 시장의 58%안팎을 점유하고 있어
경기흐름에 민감할 수 있으나 민간주도 프로젝트도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림I-10]은 IHS에서 발간된 2010~2020년간 공종별 건설지출 연평균 성장
률(CAGR)을 전후반으로 나누어 분석한 자료로 원의 면적은 2017년도 건설
시장 규모를 나타내는데 언뜻 봐도 주택 및 교통부문이 가장 크다는 점을 확
인할 수 있다. 2017년 주택 건설시장 규모는 3조 5,000억불을 상회하고 있으
며 교통부문은 약 1조 7,000억불 정도로 추정되고 양부문 건설시장 규모는
전체의 54.4%를 점유하고 있다. 2010~2015년간 CAGR은 주택부문이 3.8%,
교통부문이 4.1%에서 2015~2020년간 CAGR은 주택부문이 4.3%, 교통부문도
6.3%로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큰 테두리에서 보면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는 양대 부문의 성장성이 양호해지고 있어 토건부문에 강점을 가진 기
업들에게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더 유리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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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I-10] 주요 공종별 건설시장 규모 및 CAGR(10억불, %)

공종별 시장 성장률([그림I-11] 참조)을 살펴보면, 2010~2015년간 CAGR은
고유가에 힘입은 산업시설이 가장 높은 7.3%를 기록하였으며 오피스가 5.5%,
상업용 건축이 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5~2020년간 CAGR은
산업시설이 1.9%로 가장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교통부문이 6.3%, 에너지
4.7%, 공공건축이 4.6%로 추정되면서 공공부문 주도형 건설시장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그림I-12]로 다시 살펴보면, 플랜트부문
은 전년대비 성장률이 2011년 15.3%에 육박했다가 2015년도에 와서 -7.9%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기간 건축부문은 12.6%에서 -6.4%로, 토목부문
은 10.4%에서 -2.7%로 급락하면서 전반적인 건설시장도 침체기를 겪은 것으
로 나타났으나 교통부문을 중심으로 2016년부터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
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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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I-11] 기간별, 공종별 건설시장 CAGR(%)

[그림I-12] 공종별건설시장규모및성장률추이(10억불, %)

요컨대 교통부문을 중심으로 플랜트도 점진적인 성장이 예상되는데 플랜트
부문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미국 건설기업들도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일지 주
시가 필요하다.

3. 미국 건설기업 매출 분석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미국 건설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면
서 미국 건설기업들도 자국시장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그림
I-24], [그림I-25] 참조) 이들 기업의 동향에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
으로 미국 유수 건설기업은 시공뿐만 아니라 기본설계능력을 포함한 엔지니
어링역량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특성에 맞게 시공 및 엔지니어링비중을 증감
하고 있으며 국내외 상황에 따라 Global Value Chain(하청) 활용, 공격적
M&A 또는 전략적 J/V(Consortium) 등의 진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
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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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I-24] 미국 시공사 국내외 매출 및 비중추이(억불, %)

[그림I-25] 미국 설계사 국내외 매출 및 비중추이(억불, %)

3-1. 미국 설계사(Design Firms) 매출 분석
이에 최근 10년간 ENR Top 500 Design Firms 자료에 의하면, 미국 설계
사의 해외 매출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를 제외하고 2010년부터 반등
하여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2014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국내 매출은 2010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비중도 2014년 약 72%에 이어 2016년에는 77%를 웃돌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어 국내시장으로 복귀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I-2] 참조).
[표I-2] 미국 500대 설계사(Design Firms) 국내외 매출실적 추이
(단위: 억불,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해외
(비중)

146.8
(22.5)

196.7
(24.4)

224.4
(24.8)

208.0
(26.0)

219.6
(27.5)

264.4
(31.1)

282.6
(32.1)

285.5
(30.8)

261.4
(28.3)

227.4
(24.8)

211.4
(22.8)

국내
(비중)

506.9
(77.5)

608.8
(75.6)

681.4
(75.2)

592.2
(74.0)

578.7
(72.5)

586.2
(68.9)

596.5
(67.9)

641.4
(69.2)

661.6
(71.7)

690.7
(75.2)

717.3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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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를 제외한 미국 설계사 지역별 매출 성장성1) 및 변동성2)([그림I-26]
참조)을 살펴보면, 성장성은 캐나다가 7.0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아시아
가 4.4, 유럽 2.5, 중동 1.1, 중남미 0.9, 아프리카 -1.4 순으로 나타나 인근지
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변동성의 경우, 아시아가
17로 가장 컸으며 캐나다 16.8, 유럽 5.5, 중동 5.4, 중남미 4.5, 아프리카 2.7
순으로 나타나 아시아지역 매출 변동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I-26] 미국 설계사 지역별 매출 성장 및 변동성

[그림I-27] 미국 설계사 공종별 매출 성장 및 변동성

미국 설계사 국내외 매출액을 공종별로 살펴보면([그림I-27]), 성장성은 교
통부문이 5.3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전력이 5.1, 통신 4.9, 상하수 3.2, 산
업/석유화학 2.7, 제조공장 2.3 등의 순으로 공공인프라 성격의 프로젝트 성
장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변동성의 경우, 산업/석유화학부문이 28로 가장 컸
으며 교통 24.7, 일반빌딩 17.2, 전력 13.4 등의 순으로 나타나 산업/석유화학
부문 매출이 가장 크게 변동될 가능성 있다고 생각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캐나다 및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성장성과 변동성
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 설계사의 매출비중을 지역별로 살펴보
면, 국내를 제외하고 유럽, 아시아 및 캐나다 비중이 지난 10년간 평균 73%
를 점유하고 있다. [그림I-28]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평균 매출비중은 아시아
가 27%로 가장 크며 유럽이 23.2%, 캐나다가 22.8%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1) 2006~2016년간 연평균 성장률(CAGR)
2) 2006~2016년간 표준편차(단위: 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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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매출비중은 2011년 32.3%를 점유한 바 있으나 2016년 25.8%로 크게
감소하면서 급상승한 유럽시장이 부각되고 있다. 인근국인 캐나다 역시 성장
성이 양호한 시장 가운데 하나로 2014년 가장 큰 매출 비중 점유율인 28.7%
를 차지했다가 최근 소폭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동 매출 비중은
2007년 22.3%에서 2013년 10.7%에 이어서 최근 15%안팎으로 다시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실적을 포함한 공종별 매출비중([그림I-29] 참조)은 교통, 산업/
석유화학 및 일반빌딩부문이 주도하고 있는데 일반빌딩부문 매출비중은 2007
년 24.5%를 정점으로 정체되면서 2016년에 들어와 17.3%로 크게 감소하였다.
교통부문이 이를 보완하고 있는데 2007년 17.6%에서 2016년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 22.2%였던 산업/석유화학부문은 2014년을 기점으로 크게 감
소해 2016년 19.5%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I-28] 미국 설계사 지역별 매출비중 추이(%)

[그림I-29] 미국 설계사 공종별 매출비중 추이(%)

미국 설계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유럽지역에서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최근 들어 자국을 비롯한 선진권역으로 점진적인 복귀현상을 나
타내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출비중이 75%이상을 점유하
고 있다. 더욱이 국내 매출은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부문
매출비중이 크게 향상되고 있어 미국 교통인프라부문을 눈여겨봐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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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미국 시공사(Contractors) 매출 분석
이와 함께 매년 5월 말경에 발간되는 ENR Top 400 Contractors에 의하면,
미국 시공사의 해외 매출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년 주기로 감소,
증가하다가 2014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매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를 제외하고 2011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비중도 2015년 약 86%에 이어 2016년에는 88%를 웃돌면서 글로
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어 국내시장으로 복귀현상을 확
연히 보이고 있다([표I-3] 참조).
[표I-3] 미국 400대 시공사(Contractors) 국내외 매출실적 추이
(단위: 억불,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해외
(비중)

393.5
(15.0)

475.0
(15.6)

570.2
(16.9)

555.8
(19.1)

512.5
(19.8)

616.5
(21.9)

754.6
(24.4)

748.3
(23.1)

631.2
(19.0)

497.9
(14.5)

435.8
(11.9)

국내
(비중)

2,234.1
(85.0)

2,568.6
(84.4)

2,813.6
(83.1)

2,350.6
(80.9)

2,081.6
(80.2)

2,204.9
(78.1)

2,339.9
(75.6)

2,493.4
(76.9)

2,688.2
(81.0)

2,943.5
(85.5)

3,228.3
(88.1)

국내를 제외한 미국 시공사 지역별 매출 성장성3) 및 변동성4)([그림I-30])
을 살펴보면, 성장성은 캐나다가 7.0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아시아가 6.7,
유럽 2.6, 중남미 -3.6, 아프리카 -7.0, 중동 -9.6 순으로 나타나 아시아 및 선
진권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변동성의 경우, 아시
아가 6.1로 가장 컸으며 캐나다 5.5, 중동 4.3, 중남미 2.5, 유럽 2.1, 아프리카
1.4 순으로 나타나 아시아지역 매출 변동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2006~2016년간 연평균 성장률(CAGR)
4) 2006~2016년간 표준편차(단위: 억불)/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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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I-30] 미국 시공사 지역별 매출 성장 및 변동성

[그림I-31] 미국 시공사 공종별 매출 성장 및 변동성

미국 시공사 국내외 매출액을 공종별로 살펴보면([그림I-31]), 성장성은 통
신부문이 8.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교통이 6.0, 전력이 5.3, 제조공장 5.1,
산업/석유화학 4.5, 일반빌딩 2.9 등의 순으로 공공인프라 성격의 프로젝트 성
장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변동성의 경우, 일반빌딩이 23.2로 가장 컸으며 산업
/석유화학 12, 교통 7.2, 전력 3.9, 제조공장 2.4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일반빌딩
부문 매출이 가장 크게 변동될 가능성 있다고 생각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캐나다 및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성장성과 변동성
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 시공사의 매출비중을 지역별로 살펴보
면, 국내를 제외하고 중동, 아시아 및 캐나다 비중이 지난 10년간 평균 70%
를 점유하고 있다. [그림I-32]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출 평균 비중은 캐나
다가 27%로 가장 크며 아시아가 22.6%, 중동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
만 중동 매출비중은 2006년 31.5%를 점유한 바 있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감
소해 2016년 10.4%로 크게 감소하면서 급상승한 유럽시장이 부각되고 있다.
인근국인 캐나다 역시 성장성이 양호한 시장 가운데 하나로 2013년 가장 큰
매출 비중 점유율인 34.2%를 차지했다가 최근 소폭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선진권역 비중이 높아진 이유로 중동 매출 비중 감소이외에도
2013년 30.4%를 점유했던 아시아 매출비중이 최근 20%대로 낮아진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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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실적을 포함한 공종별 매출비중([그림I-33])은 일반빌딩, 교통 및
산업/석유화학부문이 주도하고 있는데 일반빌딩부문 매출비중은 2012년
39.6%를 저점으로 반등하면서 2016년에 들어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비
슷한 50%대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석유화학부문은 2012년 24.6%를 정점으
로 점차 감소해 2016년 17%까지 그 비중이 급감했다. 하지만 교통부문 비중
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폭의 등락은 있지만 꾸준히 증가해 경기흐름에
민감한 일반빌딩 및 산업/석유화학부문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I-32] 미국 시공사 지역별 매출비중 추이(%)

[그림I-33] 미국 시공사 공종별 매출비중 추이(%)

미국 시공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중동지역에서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최근 들어 자국을 비롯한 선진권역으로 점진적인 복귀현상을 나타
내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출비중이 85%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 매출은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빌딩부문
매출비중이 크게 향상되고 있어 최근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교통부문과 함
께 미국 건축시장을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3. 해외건설시장에서 미국기업의 현주소
미국 해외 시공사(Int'l Contractors)의 지역별 매출 점유율5)을 확인해보면,
5) 해외건설시장에서 미국 건설기업의 지역별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ENR Top International
Contractors 매출 활용(부문별 실적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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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시장에서 미국시공사의 위치는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데 유럽지
역에서는 최근 확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10년전 대비 매출 점유율이 가장 크
게 변동한 지역은 캐나다로 무려 5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동 및
중남미 지역도 각각 23.3%p, 14.4%p씩 감소해 인근지역과 산유국을 중심으로
매출실적이 저조해진 것으로 판단된다([표I-4] 참조).
[표I-4] 미국 시공사(Contractors) 지역별 매출 점유율 추이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 지역
17.1
13.8
13.1
13.0
11.7
12.8
14.0
13.0
11.4
9.7
8.9

중동
28.6
22.0
19.8
18.6
16.2
15.4
13.1
9.1
7.1
5.8
5.3

아시아
12.0
14.8
14.0
13.0
12.7
13.1
16.3
15.6
13.9
11.5
7.7

아프리카
11.3
6.8
5.9
7.6
7.3
6.7
4.7
1.6
1.3
1.4
2.6

유럽
13.8
10.0
8.9
7.8
6.4
5.5
7.9
6.3
7.2
8.6
13.3

캐나다
76.0
66.7
74.1
77.6
73.6
76.8
68.7
68.1
63.7
60.6
25.6

(단위: %)
중남미
22.7
16.7
12.7
12.0
10.1
13.3
14.4
16.0
14.4
11.4
8.2

미국 시공사의 부문별 매출 점유율은 전반적인 감소세 가운데 최근 토건부
문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10년전 대비 매출 점유율이 가장 크게 변동한 부
문은 유해폐기물부문이 61.4%p 감소한데 이어 산업/석유화학 및 전력부문도
각각 16.8%p, 10.6%p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플랜트 공종을 중심으로 매출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표I-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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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I-5] 미국 시공사(Contractors) 부문별 매출 점유율 추이
(단위: %)
일반
건축

제조
공장

전력

상수

하폐수

산업/
석유화학

유해
폐기물

교통

통신

2006

7.0

6.2

13.4

7.2

14.3

34.0

8.4

85.3

2007

2.5

8.5

11.1

7.0

13.2

28.0

5.4

65.2

10.6
7.5

2008

1.2

2.6

11.3

2.5

8.1

28.8

6.5

23.5

3.1

2009

3.5

6.1

9.6

4.3

8.3

30.8

6.0

10.0

11.8

2010

5.5

0.4

7.2

4.1

4.4

26.4

6.1

12.4

4.2

2011

7.4

4.6

7.5

5.2

4.0

28.1

6.5

17.2

2.3

2012

7.5

7.0

6.4

3.4

9.4

29.2

8.1

3.8

0.8

2013

6.0

9.8

6.4

2.4

5.6

28.2

4.6

2.3

1.8

2014

5.3

9.9

3.2

2.8

7.3

28.0

4.6

25.4

1.9

2015

5.0

9.7

3.6

4.6

7.2

23.0

4.3

40.0

3.7

2016

6.3

9.0

2.9

3.3

5.8

17.2

7.8

23.8

2.7

미국 해외 설계 및 엔지니어링사(Int'l Design Firms)의 지역별 매출 점유
율6)을 확인해보면, 해외건설시장에서 미국 설계·엔지니어링사의 위치는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계적으로 위축되고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최근 확
장세를 보이고 있다. 10년전 대비 매출 점유율이 가장 크게 변동한 지역은
중남미로 18.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동 및 유럽 지역도 각각
18.1%p, 14.1%p씩 감소해 시공사에 비해 적정선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표I-6] 참조).
[표I-6] 미국 설계 및 엔지니어링사(Design Firms) 지역별 매출 점유율 추이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 지역
42.1
41.7
38.2
34.6
31.0
34.9
34.2
34.7
31.7
31.5
30.8

중동
41.9
48.7
41.1
37.5
28.2
29.0
27.8
27.4
25.0
26.9
23.8

아시아
50.9
50.1
52.0
43.8
42.0
48.3
43.4
47.0
40.1
39.7
37.1

아프리카
27.1
29.3
23.6
25.2
23.5
20.0
27.3
21.2
16.8
17.9
17.0

유럽
50.5
43.9
39.4
35.0
31.9
36.3
34.1
35.6
36.6
36.4
36.5

캐나다
65.5
59.7
54.9
57.4
51.4
54.6
56.6
54.9
68.0
72.3
81.7

(단위: %)
중남미
45.5
45.1
39.0
33.2
27.7
30.8
30.4
31.1
30.4
33.0
26.9

6) 해외건설시장에서 미국 건설기업의 지역별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ENR Top International
Design Firms 자료 활용(부문별 실적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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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설계·엔지니어링사의 부문별 매출 점유율은 전반적인 감소세 가운데
역시 토건부문의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다. 10년전 대비 매출 점유율이 가장
크게 변동한 부문은 통신부문이 21.8%p 감소한데 이어 하폐수 및 유해폐기
물 부문도 각각 17.8%p, 16.7%p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틈새 공종 매출실
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표I-7] 참조).
[표I-7] 미국 설계 및 엔지니어링사(Design Firms) 부문별 매출 점유율 추이
(단위: %)
일반
건축

제조
공장

전력

상수

하폐수

산업/
석유화학

교통

유해
폐기물

통신

2006

38.4

36.6

31.9

29.7

45.6

49.9

39.1

49.8

39.5

2007

40.7

34.6

30.5

35.8

49.5

48.2

35.8

57.5

7.2

2008

38.2

30.8

29.9

38.6

45.6

42.5

33.1

41.2

22.1

2009

34.6

32.1

29.3

38.3

38.0

37.7

30.9

48.4

20.3

2010

30.6

22.9

25.7

27.8

43.6

36.4

24.8

36.2

9.9

2011

35.2

28.5

30.7

37.0

49.6

38.4

31.3

39.6

18.8

2012

36.0

30.7

34.8

34.7

46.8

35.6

31.4

40.1

12.1

2013

33.8

33.4

28.3

36.7

46.5

36.8

31.8

38.4

8.0

2014

29.3

27.3

24.5

39.2

39.4

37.6

28.0

31.4

35.1

2015

28.1

24.3

20.8

39.9

42.8

39.8

25.2

38.1

19.8

2016

29.6

27.1

16.6

37.4

27.9

38.2

30.5

33.0

17.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건설기업 실적은 시공을 중심으로 해외시
장에서 위축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건설기업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Eng) 역
량7)은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I-34]
를 살펴보면, 중동지역 Eng비중은 2006년 17.8%, 2011년 18.6%에 이어 2016년
에 39.2%까지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유가 최고조기인 2013~2014년
간 미국기업의 중동지역 Eng비중은 25%대에서 30%대를 기록하고 있어
EPC(Engineering-Procurement -Construction) 수주패턴에서 E(Engineering) 중
심 수주패턴으로 이미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프로젝트의 구심점인 엔지니
어링 분야를 중심으로 수주하고 있는데 이미 EPC 프로젝트 수행능력이 있는
미국기업들에겐 중동시장이 회복되면 재진입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ENR Top 225/250 Int'l Contractors 및 Top 225 Int'l Design Firms 지역별, 부문별 매출실적
가운데 ENR Top 225 Int'l Design Firms 매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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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I-34] 미국 건설기업의 지역별 Eng 역량(%)

[그림I-35] 미국 건설기업의 부문별 Eng 역량(%)

또한 [그림I-35]를 들여다보면, 2006년 대비 2011년을 거쳐 2016년도에 와서
통신, 전력, 상수 등의 틈새 공종 Eng 비중이 향상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토건 및 산업/석유화학부문 비중은 큰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산업 사이클에 맞추어 틈새 공종에도 역량을 증강시키고 있다고
생각된다.

4. 분석대상 선정
초두에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건설시장 추세는 교통부문을 중심으로 플랜
트분도 점진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아시아시장이 미국이 견인하고 있는 북미
ㆍ태평양 시장보다 전ㆍ후반기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건설시장은 전년대비 성장률이 2011년 27%에 육박했다가 2017년도에
와서 -0.2%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국은 2010년 -11%에서 급격한
상승세를 타고 2017년도에 5%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미국 메이저 건설기업
들의 회귀현상도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반기(2010~2015년) 대비
후반기(2015~2020년) 건설시장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양호해질 것으로 전망되
고 있어 미국기업들의 향방에도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미국 건설기업 진출 특징은 유럽 및 중동지역에서
미주 및 아시아로 이동한 점이다. 특히 중동지역 시공매출은 급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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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설계부문 매출을 유지되고 있어 고부가가치화
로 전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은 설계와 시공을 겸하거
나 시공에서 설계부문으로 혹은 설계에서 시공부문으로 확장하는 패턴
(Engineering-Based Construction)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심층 분석할
대상기업을 선정함에 있어 ENR 250대 해외건설 및 225대 해외설계사
매출실적 50위에 꾸준히 랭크되고 있는 주요 미국기업을 추려보기로 하
자. [그림I-36]을 살펴보면, 2006~2016년간 매출실적 기준 ENR Top
Int'l Constractors 50위권에 진입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로 Bechtel,
Fluor, CB&I가 11회, CB&I는 9회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Foster Wheeler는 영국 Amec에 합병되었으며 Mcdermott
는 2012년 이후 ENR 설문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한 Bechtel을 비롯한 PCL 및 Kiewit은 상장회사가 아닌 관계로 경영지
표 획득이 어려우며 Jacobs도 3회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I-36] 미국 주요 시공사 ENR 50위내 진입회수

[그림I-37] 미국 주요 설계사 ENR 50위내 진입회수

한편, [그림I-37]은 동일기간 Top Int'l Design Firms 50위권에 진입한 적
이 있는 기업들로 AECOM, Bechtel, Black & Veatch, CH2M, Fluor, Jacobs,
KBR, Louis Berger, MWH가 총 11회 진입하였다. 이들 기업을 포함해 시공
을 겸하고 있는 메이저 기업은 Fluor, Bechtel, KBR, CB&I, Jacobs,
Mcdermott 등인 것으로 확인([그림I-38] 참조)되었다. 설계부문에서 가장 양
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AECOM도 2014년부터 시공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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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최근 M&A와 같은 변화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림I-38] 미국 주요 기업 ENR 50위내 진입회수

[그림I-39] 미국 주요 기업 성장성 및 변동성 현황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미국 시공 및 설계사의 성장성 및 변동성을 분석해
보면, [그림I-39]의 오른쪽부분을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2005~2015년간 CAGR(성장성)은 CB&I 및 AECOM이 19%에 이르며 Jacobs
이 6.6%, Bechtel 4.6%, Fluor 3.1%, KBR -7% 등으로 나타났다. 변동성
(2005~2015년 표준편차/100)은 Bechtel이 57.3으로 가장 컸으며 이어서
AECOM이 47.3, Fluor 45.6, CB&I 39, KBR 22, Jacobs 18.1 등의 순으로 나
타나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함에 있어 큰 변동도 수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시공과 설계를 겸하고 있으며 성장성이 양호하면서 변동성을 내재
하고 있는 Fluor, Bechtel, CB&I, KBR, AECOM, Jacobs를 살펴보고 이들 기
업의 진출 전략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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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Flour
1. 기업 개요
2017년 Fortune Most Admired E&C 기업에 1위8)로 선정된 Fluor는 1912
년에 설립되었으며 석유&가스 플랜트에 특화된 기업이다. Fluor의 사업영역
은 FEED를 포함한 엔지니어링, 조달, 제작(모듈), 시공, O&M 및 PM으로 나
누어지며 특히, 엔지니어링 부문은 파이핑, 기계, 전기, 토목, 구조물 및 건축
분야 시뮬레이션, 통합 자동화시스템 및 양방향 3D 모델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회사인 American Equipment Company(AMECO)를
통해 장비 서비스, TRS Staffing Solutions(TRS)를 통해 비정규직 채용 서비
스, Fluor Federal Solutions를 통해 O&M, 교육 및 훈련 등 대 정부 서비스
를 강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멕시코 Grupo ICA사와 J/V로 중남미지역 석유
&가스를 비롯해 전력 및 화학부문 프로젝트 수주와 공사수행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지 유력기업과 파트너쉽도 Fluor의 중요한 진출방식인
것으로 판단된다.
Fluor는 1920년대 효율적인 냉각탑을 자체 개발하면서 석유 플랜트 분야에
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 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석유화학 플랜트 부문을
중심으로 캐나다, 스코틀랜드, 호주, 남아공 등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
하였다. Fluor는 해상분야 진출을 위해 1967년 5개 기업을 인수하였으며
1977년 사업 다각화를 위해 캘리포니아 소재 Daniel을 인수해 Fluor Daniel
이란 기업명으로 활동한 바 있다. 하지만 1981년 22억불에 인수한 광물기업
이 원자재가격 폭락으로 엄청난 손실을 내면서 1986년까지 연속 적자를 기록
해 조직을 재정비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CEO가 Fluor가문에서 전문경영인
으로 바뀌면서 광물기업과 해상굴착시설, 부동산 및 일부 자산을 매각하는
등 조직을 슬림화하면서 다각화 전략을 접고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비해
왔다.

8) Fluor는 6년 연속 Fortune E&C부문 Most Admired 기업에 선정되었으며 2017년 2위는
Emcor Group, 3위 Jacobs Engineering Group, 4위 Peter Kiewit Sons’, 5위 Aecom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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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II-1]을 살펴보면, Fluor는 2015년까지 석유&가스를 중심으로 산업&인프
라, 전력, 글로벌 서비스 및 정부부문으로 크게 5개 영역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 Fluor는 2016년도에 와서 엔지니어링 부문을 통합하면서 MMAI라는
사업 영역을 구축하였는데 전력 서비스 및 글로벌 서비스부문과 산업&인프
라 O&M 부문을 응축시켜 집중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한 석유, 가스를
비롯한 광물자원을 묶고 후방위 화학부문을 연결시켜 시너지를 극대화하려
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으며 전력 서비스를 제외한 발전 EPC 및 원자력부문
을 산업&인프라 부문과 통합해 공공 인프라 시장 확보를 공고히 하려는 의
도도 보인다.
[표II-1] Fluor 조직구조 변화
변경 전(2015)

변경 후(2016)

석유&가스 : 업&다운스트림, 정유, (석
유)화학, 해상 플랜트, LNG 및 파이프
라인

에너지, 화학&광산 : 업&다운스트림,
정유, (석유)화학, 해상 플랜트, LNG 및
파이프라인, 광산개발

산업&인프라 : 인프라, 광산개발, 산업 서
비스, O&M

산업, 인프라&전력 : 인프라, 산업 서비
스, 발전 EPC, 원자력(NuScale)

전력 : 발전 EPC, 전력 서비스, 원자력
(NuScale)
글로벌 서비스 : Ameco, TRS

MMAI(Maintenance, Modification &
Asset Integrity) : O&M, 전력 서비스,
Ameco, TRS(구 글로벌 서비스)

정부

정부

Fluor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화학, 전력, 인프라, 광산 및 금속, 산업, 정
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력분야인 에너지&화학 프로젝트는 육ㆍ해
상 석유&가스 생산을 비롯하여 바이오연료, 탄소포집, GTL(Gas to Liquids),
석유화학, 정유, 오일샌드, 폴리실리콘 등 전통뿐만 아니라 비전통 에너지부
문까지 포함하고 있다. 전력 프로젝트는 가스 및 석탄 화력에서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원 발전 및 송전부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PPP(Public-Private
Partnerships) 및 Toll Roads/Highways를 포함한 공항, 교각, 항만 및 터미
널, 철도, 통신부문 등을 커버하는 인프라 영역도 수행하고 있어 공종 다각화
를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인프라 PPP 및 Toll Road는 미국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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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지역에서 주로 수행한 바 있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발형 프로젝트 진출에
도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광산 및 금속, 제조공장, 수자
원부문에

참여하면서

정부

대상

우발사태,

재난,

원자력

처리

및

Design-Build 프로젝트도 수행하고 있어 폭넓은 발주처를 상대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그림II-1] Fluor 사업영역

2. 경영 실적
2006~2016년간 Fluor의 매출 및 순익 지수 추이([그림II-2] 참조)를 살펴보
면, 2006년 대비 매출은 2012년 2배까지 증가했다가 1.5배 안팎수준에서 안정
되어 있으나 순익은 2008년 2.7배까지 증가하였다가 2014년부터 악화되어
2016년에는 1.1배로 감소하였다.
[그림II-3]의 순익률로 확인해보면, 2007년~2009년간 3%대로 양호한 수치
를 기록한 이후 등락을 보이다가 2%대에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가스 플랜트부문에 집중하고 있는 Fluor는 글로벌 경쟁 과열이 심화된
다가 국제유가마저 2014년 하반기부터 급락하면서 수익성도 점진적인 저하를
경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견조한 국내시장을 바탕으로 크게 악화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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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고 있어 적정수준의 순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미국시장에
서 수익성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II-2] Fluor 매출 및 순익 지수 추이(2006=1)

[그림II-3] Fluor 순익률 추이(%)

매출 및 순익액을 인당 추이로 들여다보면([그림II-4] 참조), 2006~2013년간
1인당 매출액 평균은 547.3천불인 반면, 2014~2016년간은 450.2천불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언뜻 봐도 유가 상승기간에 개인당 매출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유가 하락기에는 1인당 생산성이 유가 상승기 대비 100천불 정도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1인당 순익액도 유가 상승기에 하락기보다 양호하지만 다소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생산성과 수익성이 모두 감소하는 추세 가운데
임시직(비정규직)을 크게 충원시킨 점은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그
림II-5] 참조).
[그림II-4] Fluor 1인당 매출 및 순익액 추이(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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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II-5] Fluor 인력 추이(명)

3. 포트폴리오 분석
Fluor는 미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피하기 위해 자국시장에서 해
외시장으로 적극적인 진출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림II-6]을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원년인 2008년부터 유가 최고점인 2012년간 해외 매출비
중9)은 78%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국내비중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luor 국내외 매출액 가운데 엔지니어링 비
중은 2007~2008년 20%에 근접했다가 최근 12.9%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내
고 있다([그림II-7] 참조). 하지만 해외 엔지니어링 매출 비중은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16년 국내 엔지니어링 비중이 12.9%인데 반해 해외 비중은
23%까지 증가했다. 최근 유가의 뚜렷한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해외
시공 매출액은 줄이고 엔지니어링 부문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II-6] Fluor 국내외 매출액 및 비중 추이(억불, %)

[그림II-7] Fluor 엔지니어링 국내외 매출비중 추이(%)

Fluor의 조직별 매출비중([그림II-8] 참조)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는 다소
다각화되어 있다가 2011년 인프라부문에서 2016년 에너지부문으로 구심점이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인프라도 산업 및 전력을 포함하고 있어 플
랜트 부문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흐름에 덜 민감한 부문에 당분간 집중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총 매출액
감소, 엔지니어링비중 증가추세는 에너지 엔지니어링 부문 강화로 이어지는
9) ENR, Top International Design Firms 및 Top International Contractors에서 Fluor 해외 매출
액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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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II-8] Fluor 조직별 매출비중10) 변화 추이(%)

[그림II-8]의 방사형 차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06년 석유&가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부문 비중은 38.1%, 정부 및 글로벌 서비스부문이 35.5%,
산업, 인프라 및 전력부문이 26.4%로 비교적 다각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1년 비중은 산업, 인프라 및 전력부문이 가장 커
44.7%를 점유하면서 정부 및 에너지부문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부문은 2016년 다시 비중이 급격히 커지면서 51.2%를 점유
하게 되면서 석유&가스부문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II-9]를 참조해 조직별 매출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에너지부문과 인프라
부문이 상호 보완되는 관계에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석유&가스부문이 주
축을 이루고 있는 에너지부문 실적은 엔지니어링 중심의 서비스부문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어 에너지부문은 엔지니어링과 시공이 함께 동반되고 있는 것
으로 여겨진다. 또한 ENR에 의하면([그림II-10] 참조), Fluor의 주력 공종인 플
랜트 매출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감하여 등락을 거듭하면서 최근 회
복,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건축 및 전력부문은 플랜트부문을 일부 보완하고
있으나 토목 비중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10) 2016년 기준 에너지는 석유&가스, 화학, 광산개발로, 인프라는 산업, 인프라, 전력으로, 서비
스는 O&M, 전력서비스 및 글로벌 서비스로 구성하였으며 2015년까지는 [표II-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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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II-9] Fluor 조직별 매출 추이(백만불)

[그림II-10] Fluor 주요 공종별 매출비중 추이(%)

국내를 포함한 Fluor의 지역별 매출 및 비중 추이([그림II-11] 참조)를 살
펴보면, 2006년 자국 비중이 가장 큰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중남미
지역이 12.8%, 아ㆍ중동 12.7%, 유럽 12.2%를 점유하고 있어 자국중심의 지
역별 균등한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11년에 들어와 아시아 매출비중이 18.8%, 캐나다가 17.7%로 급부
상한 점을 확인할 수 있으나 여전히 자국 비중이 29.8%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ㆍ중동지역 매출 비중도 14.3%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중남미가
12.1%, 유럽은 7.4%로 감소세를 보였다. 2016년도에 와서 다시 자국시장 비
중은 52%를 기록하면서 유럽을 제외한 아시아, 중남미, 아ㆍ중동지역 매출비
중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대비 2016년 지역별 매출비중은 국내
를 포함한 유럽지역으로 회귀현상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를 아시아 및 캐나
다 진출확대를 통해 극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국제유가가 최고점까지
오르는 동안 아ㆍ중동 및 중남미 지역에서도 매출비중을 높임으로써 자국시
장의 대체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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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II-11] Fluor 지역별 매출 및 비중 추이 및 변화(백만불, %)

요컨대 Fluor는 자국시장을 중심으로 경기흐름에 따라 아시아 혹은 캐나다
등 전략적 대체시장을 발굴하면서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및 석유&가스부문
으로 중심축이 다시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강점 및 약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luor의 성장성은 2006년 대비 1.5배 안팎에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수익성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최근 2013년 이후 정체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 가운데 어떤 강점을 가지고 약점을 보완하고 있는지에 대
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Fluor는 엔지니어링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에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매출 비중을 확인하기 위해 ENR자료를 분석([그림
II-12], [그림II-13] 참조)해보면, Fluor의 엔지니어링 매출 비중11)은 지난 10
년간 15~20%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설계와 시공을 연결
하는 Design-Build 방식 프로젝트 매출 비중은 다소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 매출의 최대 82%정도를 점유한 바 있어 엔지니어링 역량을 확인할 수
11) 편의상, Int'l Contractors 및 Int'l Design Firms 매출액 중 Fluor실적만 발췌, 합산해 100으
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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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더욱이 FEED 및 PM역량은 프로젝트 초기부터 비용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어 시공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그림II-12] Fluor 엔지니어링 매출 비중 추이(%)

[그림II-13] Fluor 총 매출 및 DB 비중 추이(백만불, %)

하지만 해외 엔지니어링 매출([그림II-14], [그림II-15] 참조)을 좀 더 자세
히 들여다보면, 유가 흐름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해외 엔지니어링 비
중은 2005년 65%에서 2011년 86%까지 증가했다가 2016년 63%로 다소 감소
하였다. 그나마 해외 플랜트 엔지니어링 비중은 2013년을 제외하고 자사 매
출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II-14] Fluor 국내외 Eng 매출 및 비중 추이(백만불, %)

[그림II-15] Fluor 해외 Eng 매출 및 플랜트 비중 추이(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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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외 시공 매출([그림II-16], [그림II-17] 참조)도 엔지니어링 매출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2006년 해외 비중이 약 56%에서 유가의 최고
점인 2012년 77%까지 증가했다가 2016년 약 49%까지 감소하면서 국내 비중
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해외 플랜트 시공 비중도 2013년도를 제외하고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엔지니어링에 비해 다소 다각화되어 있지만 주력 공종
임을 실감하게 한다.
[그림II-16] Fluor 국내외 시공 매출 및 비중 추이(백만불, %)

[그림II-17] Fluor 해외 시공 매출 및 플랜트 비중 추이(백만불, %)

무엇보다도 Fluor의 강점은 기존 발주처로부터 프로젝트 물량의 70~80%를
안정적으로

수주해오고

있으며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실비정산(Cost

Reimbursable)12) 형태로 계약한 금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
다. 1990년 후반까지 EPC Lump Sum Turnkey 프로젝트에서 수익성 위주의
Project Management(PM)에 집중하면서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경험한 바 있으
나 이미 내실성장의 틀을 형성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지난 10년간 지
역별 매출비중 평균이 미국을 제외하고 10%대로 일부 지역에 편중하지 않고
있으며 특정 발주처에 대한 의존도가 1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12) 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품에 대하여 실비 외에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형태
로 비용과 보수를 명확히 구분하고 비용관리, 승인, 금액의 결정방법을 명확해야 함(비용관
리를 위하여 시공자가 공여하는 자재의 구입가격, 지급방법, 노임률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 것이 통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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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II-18] Fluor 공사계약 형태별 금액 및 비중 추이(백만불, %)

매출액 대비 신규 수주율([그림II-19], [그림II-20] 참조) 추이를 살펴보면,
정부 및 인프라부문은 기폭이 심하지만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에너지부문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호황기인 2012년 신규 수주율이
132.5%로 가장 높았던 에너지부문은 2016년 86.3%로 급감했으나 인프라부문
은 73.9%에서 151.4%로, 정부부문은 97.5%에서 167.7%로 급증하면서 상호
보완 및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확인해보면, 자국을
비롯해 유럽지역은 회복되고 있지만 아시아 및 중남미지역에서의 신규 수주
율은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12년 신규 수주율이 142.8%로 가장 높았
던 아ㆍ중동/유럽지역은 좀 더 분발해 2016년 175.1%로, 미국도 약 20%p이
상 증가하였다. 하지만 중남미/캐나다는 120.1%에서 22.5%, 아시아지역도
39.2%에서 28.8%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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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II-19] Fluor 조직별 신규 수주율 추이(%)

[그림II-20] Fluor 지역별 신규 수주율 추이(%)

이에 비해 수주 잔고율([그림II-21], [그림II-22] 참조)은 전반적으로 해당연
도 매출액 대비 200% 수준으로 양호한 상태이다. 특히 인프라부문을 중심으
로 정부부문도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부문도 20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2012년 수주 잔고율이 약 123%였던 인프라부문이
2016년도에 급상승해 약 370%에 육박하고 있고 정부부문도 30%에 불과했던
2012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해 190%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기업 경영에 긍정
적인 신호라고 생각된다. 이를 지역별로 확인해보면, 선진권역과 개도권역의
차이를 실감하게 되는데 2012년 대비 미국은 약 100%p, 아ㆍ중동/유럽지역
은 약 157%p, 아시아는 약 100%p 증가한 반면, 중남미/캐나다는 50%p 감소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아시아, 중남미 및 캐나다는 증가추세가 다소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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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II-21] Fluor 조직별 수주 잔고율 추이(%)

[그림II-22] Fluor 지역별 수주 잔고율 추이(%)

이처럼 Fluor는 성장성 및 수익성은 다소 정체되어 있지만 2016년 조직 재
편을 통해 엔지니어링 역량을 제고하면서 내실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더욱이
실비정산 프로젝트 중심의 참여방식은 수익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성장성은 매출액 대비 신규 수주 및 수주 잔고율을 감안시 플랜트
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주요 대외변수 및 국내 정세에 민감할 수 있으나 아직
양호한 상태로 여겨진다. 또한 자국이외의 지역비중이 균등하면서 대체되고
있어 대외변수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자국시장도 합법적인 기부 등의 형태의 로비활동을 통해 대내 리스크에 선제
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5. 진출 전략 및 시사점
5-1. 진출 전략
Fluor는 세계 거점 국가에 엔지니어링센터(Regional Execution Center)를
운영하고 있는데 폴란드 글리비체, 인도 뉴델리, 필리핀 마닐라 및 세부에서
설계를 포함한 엔지니어링, 조달, 시공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엔
지니어링센터는 FEED, F/S, 견적, 설계 및 엔지니어링, 조달, 제작, CM, PM,
현장 밀착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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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 COOEC-Fluor Heavy Industries Co., Ltd. (COOEC-Fluor)를 통해
아시아 육ㆍ해상 및 해저 플랜트 모듈을, 캐나다를 커버하기 위해 Supreme
Modular Fabrication Inc. (SMFI)를 통해 18,000MT(Metric Tons)/y 규모의 제작
야드를, 중남미지역을 커버하기 위해 멕시코 Grupo ICA와 J/V로 Mata
Redonda 및 El Empalme에 45,000MT/y 규모의 제작 야드를, 사할린지역을 커
버하기 위해 현지기업과 J/V로 설립한 ANGS를 통해 2,500MT/y 규모의 제작
야드를 보유하고 있어 기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Fluor의 모듈 건설 경험은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973년 Suez Oil
Company가 발주한 해상 모듈 설치를 시작으로 2015년에 와서 3rd Gen
Modular ExecutionSM로 특허를 취득하였다. 또한 상기에서 언급한 야드에
서 조립한 플랜트를 Self-Propelled Modular Trailer(SPMT) 및 바지선 등을
활용해 이동할 수 있어 원거리뿐만 아니라 해상, 해저, 남북극에까지 진출영
역을 넓힐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Fluor는 250건 이상의 모듈 프로젝트
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림II-23]을 살펴보면, 자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걸쳐 Exxonmobil, BP, Shell 등 오일 메이저사 프로젝트가 주류를 형
성하고 있으며 기자재를 수급해 현지에서 조립 및 시공하는 것보다 전문화된
야드에서 제작ㆍ조립해 이동함으로써 품질을 비롯해 공기와 비용을 절감하
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Fluor는 설계와 시공을 연결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약방식
(Design-Build)의 해외 매출비중이 2006~2016년간 평균 약 73%에 육박한다.
즉, EPC 프로젝트 초기단계(FEED, F/S)부터 참여해 가장 큰 비용이 지출되는
조달(Procurement)단계를 설계(Engineering)단계와 연결해 유기적인 Feedback
을 구축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주처와 거리를 좁히고
있다([그림II-24] 참조). 특히, ExxonMobil로부터 수주한 금액이 매년 10%정
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글로벌 오일 메이저사에게 국가별 기후, 지형 조건, 환
경규제 등의 리스크를 반영해 발주 로드맵을 제안하고 핵심 전략사업을 직접
수행하면서 후속 사업 선점하는 방식을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메이저
발주처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초기단계부터 관여하면서 실비정산계약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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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II-23] Fluor Major Int'l Modularization Projects

[그림II-25]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 Fluor의 M&A뿐만 아니라 J/V

Partnership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조직 재편과 함께
변화의 조짐을 관측할 수 있다. 특히, 2015.12월 석유&가스, 석유화학, 전력
및 산업부문 유지 및 개보수(O&M) 글로벌 전문기업인 네덜란드 Stork
Holding B.V사 인수를 발표하였으며 2016년 공식적으로 본사에 편입되었다.
또한 2015년 중반 중국 남부지역 Zhuhai시에 육ㆍ해상 프로젝트 아시아지역
진출 확대를 위해 20년간 유대관계를 지속해온 COOEC사와 J/V로 제작 야
드 건립을 발표, 2016년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남유럽, 북아프리카
및 중남미지역 진출 확대를 위해 스페인 Sacyr사와 J/V로 에너지 및 화학부
문 PM(Project Management)을 비롯해 EPCM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Management)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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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II-24] Fluor EPC 프로젝트 관리 전략

[그림II-25] Fluor J/V 및 M&A 투자액 추이(백만불)

미국을 비롯해 영국, 이태리, 프랑스, 캐나다, 호주는 뇌물은 불법, 로비는
합법인 국가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활동중인 메이저 기업들은 프로젝트와 연
관된 규제 및 정책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선 연방로비규제법
(Lobbying Regulation Act)13) 및 로비활동공개법(Lobbying Disclosure Act)14)
에 의거해 합법적인 로비활동을 하고 있다. [그림II-26]을 살펴보면, Fluor도
자국내에서 로비활동을 하고 있으며 로비 비용은 2006, 2012년을 제외하고
100만불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부터 200만불을 초과
하면서 상ㆍ하의원을 대상으로 한 로비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에너지부에 대한 로비도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합법적인
영향력 행사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3) 1946년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내용 보고를 의무화한 법으로 규제라기보다 로비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음
14) 연방로비규제법이 예외조항이 너무 많아 이를 보강하기 위해 1995년에 제정된 법으로 로비
의 정의를 정책입안자나 결정자와의 직접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간주하고 로비스트는 업무시간의 최소 20%를 의원, 의원사무실 요원, 정부관
리와 접촉하는데 보내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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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II-26] Fluor 로비활동 비용(천불)

[그림II-27] Fluor 주요 기관별 로비 건수 추이

5-2. 시사점
Fluor가 집중하고 있는 지역, 공종 및 업역을 고려해보면 (석유&가스 플랜
트)×(기획, FEED, 상세설계, 조달, 제작, 시공, PM, O&M)×(북미, 중남미, 유
럽, 아시아, 중동)의 40개의 조합 사업모델(아래 표 참조)이 가능하다. 예컨대
가스 플랜트 프로젝트를 사우디에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더욱이
Design-Build 방식의 공사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과 FEED(Front End
Engineering & Design) 및 PM(Project Management)역량이 뒷받침하고 있다.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지역
북미
북미
북미
북미
북미
북미
북미
북미
중남미
중남미
중남미
중남미
중남미
중남미
중남미
중남미
유럽
유럽
유럽
유럽

공종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업역
기획
FEED
상세설계
조달
제작
시공
PM
O&M
기획
FEED
상세설계
조달
제작
시공
PM
O&M
기획
FEED
상세설계
조달

NO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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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럽
유럽
유럽
유럽
아시아
아시아
아시아
아시아
아시아
아시아
아시아
아시아
중동
중동
중동
중동
중동
중동
중동
중동

공종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업역
제작
시공
PM
O&M
기획
FEED
상세설계
조달
제작
시공
PM
O&M
기획
FEED
상세설계
조달
제작
시공
PM
O&M

Fluor는 토건, 플랜트 및 통신부문 등 다양한 공종을 수행할 수 있으나 다
각화보다 강점부문을 특화시키면서 2016년 Stork Holding B.V사를 인수하는
등 Value Chain을 확장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석유&가스부문에
서 진출지역이 다변화되어 있는데다가 육해상 플랜트 모듈화, 엔지니어링
센터 및 야드 운영과 2,200여개의 현지 조달선을 통해 다각적인 해외 진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더욱이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 주요 지역별 매출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자국시장을 대체하고 있고 현지 사정에 밝은 기업
과 J/V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가운데 별도로 프로젝트 리스크관리를 위해
Risk Project Group도 운영해오고 있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Fluor의 해외건설 매출이 점차 감소하면서 국
내로 복귀하고 있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미국 건설시장은 중국과 함께 1
조불이 넘는 큰 시장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년까지 민간부문
을 중심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2012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민간투
자 규모는 2011년 5,000억불 정도 수준에서 2015년부터 8,000억불을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400대 건설기업의 국내 수주비중도 2011년 66.0%까지
감소했다가 2016년에는 90.8%까지 급증했다. 미국 토목학회 자료에 의하면 미
국 인프라 등급은 D+급 수준으로 2016~2025년간 1조 4,400억불이 추가로 필
요한 상황인데 2017년 초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세재개편, 외국기업 투자
유인책 등을 감안 시 민간주도의 건설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II-28] 미국 건설지출 추이(억불)

[그림II-29] 미국 400대 기업 국내외 수주 추이 및 비중(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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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Exxonmobil과 같은 글로벌 석유&가스 메이저사들에 대한 의존도가 상
대적으로 큰 점이 걸리는데 국제유가 및 경기 흐름에 상당히 민감할 수 있
다. 석유&가스 메이저 5개사의 설비투자액 추이([그림II-30] 참조)를 살펴보
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일시적인 투자 감소를 경험한 이후 2013년까지 전
반적으로 증가해 최고점을 찍었다. 하지만 유가가 급격히 하락한 2014년부터
투자액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메이저사들이 발주하는 프로젝트 수주
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큰 타격이 가해졌을 것이다(상관계수: 0.73).
다행히 Wood Mackenzie에 의하면, 2014년 Upstream 투자액은 7,600억불
에서 유가가 급락하면서 2016년 4,380억불로 급감했지만 2017년도에는 4,500
억불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저점을 통과했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은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Upstream부문 투자가 다시 감소한다면 결국
Downstream 부문까지도 타격을 받을 것이며 이 부문에 특화된 Fluor를 포
함한 Saipem, TR, CB&I, KBR 및 Technip 등이 과열 경쟁 상태에 다시 놓여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 할 것이다.
[그림II-30] 주요 메이저사 CAPEX 추이(억불, $/b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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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부록II-1] Fluor Value Chain 영역

[부록II-2] Fluor 리스크 매니지먼트 조직(1997년부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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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Bechtel
1. 기업 개요
미국의 건설기업 벡텔(Bechtel)은 건설 부문의 벤치마킹에서 항상 최우선으
로 거론되는 기업이다. ENR지에 따르면 벡텔은 지난 20년간 미국의 400대
건설기업에서 계속 1등을 지켜온 기업이고, 200대 글로벌 건설기업에서도 항
상 10위 이내를 유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벡텔의 시공을 포함한 사업 매출은 약 242.5억 달러이며, 용역
(PM 및 용역 등)을 포함할 경우 약 321억 달러에 이른다. 참고로 유럽의 최
고 기업인 ACS의 경우 약 424.5 달러, Vinci는 약 424.5억 달러, 일본의 오바
야시는 약 161억 달러, 국내의 현대 건설은 약 165억 달러 수준이다.
[그 림 III-1] 글 로 벌 기 업 의 건 설 매 출 현 황

매출 기준으로 벡텔을 넘어선 기업은 유럽과 중국에 이미 있지만, 여전히
벡텔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바로 벡텔이 가지고 있는 경
쟁력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덧붙여 ENR 통계에 의하면, 벡텔의 주력 공종은 플랜트(산업/석유화학‧유
해폐기물) 및 토목(교통‧상하수도)으로 조사되었다([그림III-2]). 최근 10년간

- 42 -

(‘06-’15) 공종별 평균 매출비중은 플랜트(73.1%), 토목(26.3%) 순으로, 2016년
들어서는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토목 공종의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진다(‘15
년 전체의 26.2% → ’16년 58.6%). 수주 잔고율의 경우는 2011년까지 매출
대비 80% 이상을 유지해왔으나([그림III-3]), 이후 40~70% 수준으로 하락하였
으며 2016년 수주 잔고율은 51.6%이다.
[그림III-2] 벡텔의 주요 공종별 매출비중 추이

[그림III-3] 벡텔의 수주 잔고율 추이

2. Bechtel의 주요 경영 전략
보통 글로벌 건설기업은 크게 1) 비즈니스를 잘하는 기업과 2)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으로 구분된다. 1) 기업의 경우 건축과 일반 토목사업에
서 강점을 나타내며, 개발, 민간투자, 유지관리, 자재공장 등 건설 가치 사슬
에서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또한, 수백 개의 자회사를 통해
건축과 토목 부문의 수많은 상품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다. 대표적 기업으로
는 Vinci, Skanska, Hochtief 등이라 할 수 있다.
2) 기업은 주로 플랜트와 하이테크 토목 부문에서 기술력을 기반으로 사
업의 매출의 성과를 올리는 기업이 많다. 이들 기업에서 엔지니어링과 PM
역량은 기업의 핵심 역량이며, 고난이도 사업 즉, 정유, 발전, 교량, 터널 등
에 주요 포트폴리오가 있다. 벡텔도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유럽계 기업
이 M&A를 통해 성장하였다면, 벡텔은 조인트 벤처 및 컨소시엄 전략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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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업의 수주 및 리스크를 경감하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III-4] 벡텔의 사업 및 경영 전략 요약

벡텔은 1898년에 설립된 비상장 개인기업으로 주요 시기별 성장 특징은 간
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창업~1940년까지는 토목/시공 중심으로 성장기
반을 구축하였으며, 미국의 후버댐도 벡텔이 시공하였다. 1950~1970년대에는
발전, 정유, 원전 등 플랜트와 해외진출을 통해 기업 성장을 도모하였다. 벡
텔은 1980년대 후반 원전 사고 등으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위기를 맞았다. 매
출이 크게 줄어 인력의 50% 가량 해고할 정도였다. 벡텔은 미국에서 민간자
본으로 발전소를 지어 생산 전기를 정부에 팔수 있는 ‘독립발전사업자’ 법안
에 주목했다. 1991년 벡텔은 PG&E(Pacific Gas & Electric Co.)와 IPP사업을
할 수 있는 벤처회사를 설립하였다. 수주 가뭄에 시달리던 벡텔은 발상의 전
환으로 불황을 이겨냈다.
2000년대 초 엔론 분식회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발전부문의 EPC는 벡텔
의 성장을 주도하였다. 이후에는 석유와 가스개발 EPC를 새로운 성장 동력
으로 삼았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All Round Player”로 모습을 완성하였으
며, 국가적 대형사업 등을 강화하고 있다.
벡텔의 주요 사업 영역으로는 토목, 정부(국방), 광산개발, 석유화학, 발전
시설 등이다. 역할 측면에서 보면 시공뿐만 아니라 자본 및 지분투자,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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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 프로젝트 관리, 엔지니어링, 구매 조달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역량과 경험은 EPC 사업과 DB 사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
다.
[그림 III-5] 벡텔의 주요 성장 동력

3. Bechtel의 혁신적 모습과 성과
3-1. 경쟁력의 원천 PM과 엔지니어링
[그림III-6]는 벡텔의 2016년 기준 사업 수행 방식별 매출 금액을 나타낸
것이다. 주력 사업은 DB/EPC 사업(46.4%)과 CM at Risk 사업(20.8%)이며,
PM(CM for Fee, 18.3%) 및 엔지니어링(4.9%)은 전체 매출의 20% 가까이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순수 시공의 매출은 2016년의 경우 거의 없었으며 보통 5% 전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벡텔은 설계/구매/시공을 패키지로 하는 통합형 발주 방식
에서 강점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경쟁력의 원천은 PM과 엔지니어링에서 기
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업 수행방식은 국내의 대형 건설기업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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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6] 벡텔의 사업 수행방식별 매출비중(2016년 기준)

3-2. 차별화된 Pre-Engineering 기술
벡텔은 단순 시공회사가 아닌 설계에서 관리에 이르는 고부가가치 영역 발
굴에서 해법을 발견하였다. 자신들을 건설사가 아닌 “컨설팅 회사”로 포지셔
닝 할 정도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건설업계에서 벡텔이 수행
하는 사업의 90%는 공기 내에 준공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신뢰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벡텔의 숨은 비결은 다른 EPC 업체들과 차별화된 “Pre-Engineering” 프로
세스에 있다 할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불황으로 인해 투자 수익률에 극도로
민감했던 발전업계에서는 공사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를 희망하였다. 벡텔은
1993년 발전 플랜트의 설계 모델을 사전 제작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당시
로서는 파격적인 조치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벡텔은 오랜 노하우를 바탕
으로 고객 니즈의 공통분모를 찾아내 사전제작에 성공하여 공사기간 25%, 비
용 30%를 줄일수 있었다. 1996년 미국 오리건주 발전소 건립에 첫 적용된
“Pre-Engineering”은 이후 벡텔의 상징이 되었다. 벡텔은 2~3년 정도 걸릴 것
으로 예상되던 공기를 7개월 단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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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텔은 공사비용을 산정할 때 초기 비용(Initial Cost) 외에 유지보수 등 생
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까지 고려하고 있다. 객관적인 비용과 기간 기준
을 세워놓고 이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면서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경쟁력은 벡텔이 1980년대 미국 후버댐 건설을 비롯해 영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홍콩 국제공항, 쿠웨이트 및 이라크 재건사업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의 기반이 되었다.

3-3. 고객사 임직원 1:1 맞춤형 관리와 매트릭스 조직
벡텔은 기존 고객관리를 위해 KAE(Key Account Executive)라는 조직을 운
영하고 있다. 15년 이상 엔지니어링 등의 경험을 가진 베테랑 직원 1명에게
기존 고객관리를 맡기고 있다. 여기에 지퍼 플랜(Zipper Plan)이라는 전략적
고객 밀착관리를 통해 수주를 도모하고 있다. 최고 경영자(CEO)에서 말단
직원까지 고객사 임직원과 1대1로 담당을 정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
다.
벡텔은 기술 지원과 사업운영(현장 조직)을 이원화하는 매트릭스 조직체계
로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핵심 인력은 거의 모두 본사에 근
무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절차서를 통해 실제 현장은 외주 인
력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사내 경력관리 및 교육 시스템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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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7] 벡텔의 조직도

윤리경영도 주목해야 할 것을 판단된다. 벡텔이 직원들에게 부패방지를 위
한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이유는 반부패법(FCPA)이 강화됨에 따라 회사가 기
소되거나 벌금을 내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전 세계에 퍼진 벡
텔 사업장의 모든 직원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똑같은 매뉴얼의 윤리 규정을
적용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 직원이 행동강령에 대한 컴퓨터 학습
에 참여하고 2년마다 재학습하고 있다. 7개 국어로 번역된 강령집을 바탕으
로 내부 워크샵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시사점
벡텔을 포함한 글로벌 건설기업에서 공통점으로 찾아 볼 수 있는 공통점은
통합과 프로세스 확장이다. 즉, 개발, 기획, 설계, 구매, 시공, 유지관리, 자재
생산 등 전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정 역할뿐만 아니라 전체 프로세
스를 통합하는 기능에서 탁월할 강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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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건설기업에서 각종 수량에 대한 계획 및 관리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여기서 수량은 공기, 공사비, 자재/장비, 노무 등이다. 글로벌 건설기업은 프로
젝트 내내 이러한 수량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종 준공 시점의 결과를
예상한 관리 행위를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해외 건설 사업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우리 건설기업의 전문성이 보강되어야 할 영역으로 판단된다.
벡텔의 사업 전략은 수주사업, 투자사업, 군수사업, 해외사업별로 주요한
특징이 있다. 미국 및 선진국 시장의 수주사업에서는 가격은 다소 비싸나 공
기 단축 등을 통해 해당 사업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단독보다는 컨소시엄 방
식을 선호하고 있다. 저개발 및 개발 도상국 시장에서의 수주 전략은 민간과
공공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민간 부문의 경우 벡텔이라는 브랜드 파워로 수
의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 부문에서는 기존의 기술 경쟁력에 정치력을
부가하여 수의계약에 가까운 방식으로 해당 사업을 수주하려 하고 있다.
투자사업의 경우 벡텔 엔터프라이즈 주관으로 계약단계까지 책임을 지며
이후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기획에서부터 준공에 이르는 과정은 관련된 계열
사가 담당하고 있다. 군수사업은 Bechtel National Inc.이 전담하며 대부분 5
년 이상의 장기 공사계약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해외 사업의 경우
용역사업은 주요 인력만 본사에서 파견하고 대부분의 인력은 제3국인을 활용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벡텔의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사업관리체계
(절차서와 시스템)는 이를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EPC 등 사업에서
는 현지 국가나 제 3국 기업과 공동 책임을 지는 컨소시엄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및 국가별 사업 전략은 국내 건설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건설사업에서 벡텔의 역할 역시 국내 건설기업보다 상당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Program/Project Management, Construction Management, Management
Consulting,

Design-Build/EPC,

Engineering

Services,

Construction,

Procurement Services 등이 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Program/Project Management: 제 3국가에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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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싱과 함께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다수
- Construction Management: 미국 내 공공공사 중 대규모 사업에 용역형으로 참여
- Management Consulting: 사업계획 수립이나 타당성 분석 등 비교적 단
기간이 소요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다수가 후속 사업(설계 혹은 건설 등)
참여를 전제로 함
- Design-Build/EPC: 벡텔의 주력사업으로 매출의 60~70% 차지
- Engineering Services: 주로 기본설계 및 설계관리를 한 패키지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세설계는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Construction: 시공 단독 사업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으나 컨소시엄을 구
성하여 참여하고 직접 생산보다는 관리 역할을 담당함
- Procurement Services: 주로 주문제작 기자재 구매 업무나 건설 서비스
입낙찰 평가 업무 등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함
벡텔은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고난이도 사업의 포트폴리오에서 상위 10위
안에 속하는 상품 군을 10개15) 이상 보유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유럽
계 기업의 폭넓은 포트폴리오가 아닌 토목과 플랜트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문화된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 다각화된
기업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국내 기업에 시사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우선 대표 상품군의 전문성 심화이다. 이미 기술 경쟁력을 확보
하고 있는 고난이도 사업에서의 상세 상품별로 전문성을 확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단위 사업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다. 경쟁우위
에 있는 특정 사업에서의 벡텔의 역할은 All Round Player라 할 수 있다. 사
업별로 부가가치를 판단하여 기업에 가장 유리한 역할을 선별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기업이 배워야 할 점이라 판단된다.

15) 폐기물 처리, 철강 플랜트, 해상 플랜트, 석유 플랜트, 정유 플랜트, 산업 플랜트, 원자력 발전,
송배전, 철도, 공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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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B&I
1. 기업 개요
CB&I(Chicago Bridge & Iron)는 1889년 교각건설회사로 시작해 1894년 미
국 최초 반구형 물탱크탑을 설치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이어
서 1919년 원유저장시설 건설을 계기로 교각구조물 사업을 접고 석유&가스
관련시설 건설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된다.
CB&I는 좀 더 나아가 1923년 세계 최초로 천연 가솔린, 부탄, 프로판 및
휘발성 석유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Hortonsphere‘로 알려진 구면압력용기
(Spherical Pressure Vessel)를 육상에 설치하면서 원자력 격납용기를 포함한
세계 구면 저장시설의 70%를 건설해왔다. 또한 석유제품 손실을 줄이고 화
재예방을 위한 부상 지붕탱크(Floating Roof Tank)를 최초로 고안해 이후 관
련업계의 표준이 될 정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1930년 원유 분류탑 건설을
계기로 정유부문 EPC 수행이 가능해졌으며 1932년 80,000배럴 규모의 전면
용접 원추형 지붕탱크를 제작하였다. 이미 1950년 자동 둘레 시임용접기를
개발하여 공기를 크게 단축하였으며 지금까지 업그레이드해 탱크제작에 사
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1959년 복벽 단열 액화메탄 저장탱크 건설을 계기
로 LNG 건설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1989년 폐수처리 혐기성
특수 소화조(Egg-Shaped Digester) 건설을 통해 ESD 시스템을 서반구에 공
급하게 되었다.
하지만 100년 넘게 살아남은 CB&I도 경영상 위기로 산업가스 제조기업인
미국 Praxair에 의해 1996년 인수되어, 1997년 화학 자회사를 제외하고 네덜
란드회사로 분리되어 상장회사가 되었다. 이에 CB&I 본사는 2001년 네덜란
드 헤이그로 글로벌본부는 에너지 메이저사들과의 네트워크 관리 및 유지를
위해 미국 텍사스에 위치하게 되었다. 상장회사가 된 CB&I가 네덜란드가 아
닌 미국 건설기업이라는 이미지는 주식의 대주주가 대부분 미국 금융기관이
라는 점이다. 실제로 세계 투자정보 사이트인 Morningstar 자료에 의하면,
미국 국적의 Vanguard Group Inc가 총 주식의 8.05%를 보유하면서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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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SouthernSun Asset Management, LLC가 6.1%,
BlackRock Fund Advisors 2.94%, Fairpointe Capital LLC 2.11%, LSV Asset
Management 1.89%, Alyeska Investment Group, L.P. 1.57%, Seizert Capital
Partners,

LLC

1.51%,

State

Street

Corp

1.4%,

Brandywine

Global

Investment Mgmt LLC 1.23%, Two Sigma Investments LLC 1.03%,
Dimensional Fund Advisors, Inc. 0.98%, Morgan Stanley Smith Barney
LLC 0.96% 등의 순으로 확인되어 이들 미국 기업들의 지분율만 29.77%를
점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CB&I는 주로 미국 건설기업을 인수하면서 사업영역을 확장시켰
는데 주요 M&A 약사는 다음과 같다.
- 2000년:
- 2001년:
- 2003년:
- 2006년:
- 2007년:
- 2010년:
- 2013년:

1945년 설립된 원유 탈염 및 증류기술을 보유한 Howe-Baker 인수
1892년 설립된 Pittsburgh-Des Moines Steel Company(PDM) 토목 및 수처리부문
인수
석유&가스 육ㆍ해상 및 파이프라인 엔지니어링, CM 전문기업인 영국 John
Brown Hydrocarbons 인수
Beaumont 제작소 인수
1907년 설립된 Lummus 인수
정유 및 석유화학 프로세스 개발기업인 Catalytic Distillation Technologies
(CDTECH) 100% 지분 인수
1986년 설립된 Shaw Group(2008년 Lake Charles 모듈제작 및 조립시설 설립) 인수
석탄 및 석유 코우크스 가스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E-Gas 인수

CB&I는 에너지인프라에 중점을 둔 설계, 엔지니어링, 제작, 시공 및 유지
보수 등의 Value Chain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으로 석유&가스 업&다운스트
림, LNG, 전력, 상하수 및 광물자원 개발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250
여개의 영업 및 운영지사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영역은 E&C, 제작서비스, 기
술 및 Capital Services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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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IV-1] CB&I 사업영역(조직도)

Technology

Licensed technology

Proprietary catalysts

Technical services

Engineering & Construction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Commissioning

Fabrication Services

Fabrication & erection

Process & modularization

Pipe fitting & distribution

Engineered products

Specialty equipment

Capital Services

Program management

Maintenance services

Remediation & restoration

Emergency response

Environmental consulting

CB&I의 Capital Services(구 Environmental Solutions)부문은 오염지역 복
구 및 개선작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부지조성작업, 긴급 재난복구
등의 영역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발주처는 미국 에너지부, 국방부, 환경보호
청, 국가재난 방재청 및 지방정부와 비정부간 기구도 포함되어 있다.
E&C(구 Engineering, Construction and Maintenance)부문은 주요 에너지인
프라 시설 엔지니어링, 조달, 제작 및 시공을 수행하고 있으며 원자력, 재생
에너지 및 전통 화력발전소, 석유&가스 업&다운 스트림 시설, LNG터미널
및 가스처리 플랜트, 정유, 석유화학 등의 공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Chevron,

ExxonMobil,

British

Petroleum,

ConocoPhillips,

Shell

및

Occidental Petroleum과 Ecopetrol, Statoil, Williams, Entergy and Dominion,
Gazprom, Nexen, Sohar 등의 국영석유회사를 주요 발주처로 응대하고 있다.
제작서비스부문은 파이핑, 원자력모듈 제작과 석유&가스, 석유화학, 상하
수, 광물자원 처리, 전력생산용 저장 탱크 및 압력용기 제작 및 설치를 담당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육상 저장탱크, 고가 탱크, LNG 탱크, 압력용기, 핵 밀
폐용기 등의 특수 철골구조 설계, 시공을 수행할 수 있다. 주요 발주처는
Chevron, ConocoPhillips, Dow, ExxonMobil, Shell을 비롯한 ADNOC,
CNOOC, Saudi Aramco, Kinder Morgan, Woodside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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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I Technology부문은 탄화수소 정제, 석유화학, 가스 처리 산업에 라이
선스, 서비스, 촉매 및 전매장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세스 기획, 프로젝트
개발 서비스, 2차 시장 지원 프로그램도 제안하고 있다. 주요 발주처로는
Pemex, CNOOC, Rosneft, Sabic, Westlake Petrochemicals, Occidental,
Reliance Industries, China Coal, IRPC, Kazakhstan Petrochemical, GS
Caltex, Chandra Asri 및 Williams Energy Services 인 것으로 알려졌다.
CB&I는 LNG를 비롯한 석유&가스 관련시설을 중심으로 북미와 유럽지역
에서 100년 이상의 건설경험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긴 역사를 가
지고 있는 미국에서 건설경험은 125년 이상 되었으며 석유&가스 다운스트림,
가스화력 발전소, LNG 수출입 터미널, 대기고 냉장보관 선박 및 터미널, 수
처리 및 저장시설, 산업 및 전력시설 유지보수, 해체, 오염제거, 폐로, 환경
정화, 환경부문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 프로젝트 등 가장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100년간 건설경험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에는 오일샌드 및 중유처리 시설, 대기고 냉장보관 선박 및 터미널 프
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100년 이상 지속되어온 유럽지역에서는 석유&가스
업스트림 및 파이프라인, 다운스트림, LNG 수입터미널과 대기고 냉장보관
선박 및 터미널 프로젝트를 수행해오고 있다.
CB&I는 아프리카에 진출한지 40년이 되었으며 LNG수입 및 처리시설, 대
기고 냉장보관 선박 및 터미널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70년 건설경험을 가
지고 있는 아시아에서는 정유 및 석유화학시설, 탄화수소 프로세싱 기술 및
대기고 냉장보관 선박 및 터미널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75년간 호주
에서 LNG 수출입시설, 대기고 냉장보관 선박 및 터미널, 광물처리 플랜트를
건설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중남미지역에도 75년 이상 진출한 경험을 바탕
으로 석유&가스 다운스트림, LNG 수출입시설, 대기고 냉장보관 선박 및 터
미널, 산업시설 유지보수 프로젝트를 수행해오고 있다. 70년 이상 건설경험을
가지고 있는 중동지역에서는 대기고 냉장보관 선박 및 터미널을 비롯하여 석
유&가스 다운스트림, 파이프 제작 및 제조, 탄화수소 프로세싱 기술을 제공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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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IV-2] CB&I Global Presences(Experiences)

2. 경영 실적
2006~2016년간 CB&I의 매출 및 순익 지수 추이(그림3 참조)를 살펴보면,
2006년 대비 매출은 2014년 4배 이상 증가했다가 3.5배 안팎수준에서 안정되
고 있으나 순익은 2014년 4.6배까지 증가하였다가 2015년 -4.3배로 악화되어
2016년에는 -2.7배로 약간 회복되었다.
이를 그림4의 순익률로 확인해보면, 2008년을 제외하고 3~5%대로 양호한 수
치를 기록한 이후 2015년부터 마이너스 순익률을 기록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석유&가스 플랜트부문에 집중하고 있는 CB&I는 국제유가가 2014년
하반기부터 급락하면서 발주물량 감소로 이어진데다가 글로벌 경쟁 과열이 심
화되어 수익성도 급격한 악화를 경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IV-3] CB&I 매출 및 순익 지수 추이(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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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IV-4] CB&I 순익률 추이(%)

매출 및 순익액을 인당 추이로 들여다보면(그림5 참조), 2006~2011년간 1인
당 매출액 평균은 275.8천불, 2011~2016년간은 242.2천불인 것으로 분석되어
2013년을 저점으로 다소 변동폭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2006~2011년간 1인당 순익액 평균은 9.9천불에서 2011~2016
년간은 4.0천불인 것으로 분석되어 언뜻 봐도 유가 하락기에 개인당 매출보
다 순익이 더 크게 감소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CB&I는 2013년 인력이 크
게 충원되었는데 이후 2015년부터 악화된 수익성으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
으로 생각된다(그림6 참조).
[그림IV-5] CB&I 1인당 매출 및 순익액 추이(천불)

[그림IV-6] CB&I 인력 추이(명)

3. 포트폴리오 분석
CB&I는 유가 상승기를 활용하기 위해 자국시장에서 해외시장으로 적극적인
진출을 시도했다. 그림7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6년부터 유
가 최고점인 2012년간 해외 매출비중16)은 80%안팎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국내시장으로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CB&I 국내
외 총 매출액 가운데 엔지니어링 비중은 200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해외 엔지니어링 비중은 23.8%에서 2014년 유가 급락기에 해외 비중
16) ENR, Top International Design Firms 및 Top International Contractors에서 CB&I 해외 매출액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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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이고 국내 비중을 27.2%까지 높이면서 적정수준의 국내외 엔지니어링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그림8 참조).
[그림IV-7] CB&I 국내외 매출액 및 비중 추이(억불, %)

[그림IV-8] CB&I 엔지니어링 국내외 매출비중 추이(%)

CB&I의 조직별 매출비중(그림9 참조)을 살펴보면, 2010도에는 E&C, 제작
및 Technology17) 부문에서의 매출비중이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가 2013
년 E&C부문에 집중하면서 Capital Service18) 부문 비중도 크게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2014년 유가 급락이후 E&C 및 제작 부문 비중을 약간 줄이고
대 정부 환경서비스 부문 비중을 크게 늘림으로써 경기 흐름에 덜 민감한 부
문에 더 집중한 것으로 추정된다.

17) 지역 중심의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던 CB&I는 2007년 Lummus 인수를 계기로 Technology
부문을 신설하면서 엔지니어링 영역으로 진출을 확대함
18) 2013년 미국정부 Design-Build 환경 프로젝트를 전담하는 Government Solutions를 신설,
2014년 민간 발주처로 확대하면서 Environmental Solutions로 변경, 2015년 Capital
Services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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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IV-9] CB&I 조직별 매출비중 변화 추이(%)

그림9의 방사형 차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0년 E&C부문 비중이
52.3%, 제작부문이 39.6%, 기술(Technology)부문이 8.1%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다. 유가 상승기였던 2013년 비중 역시 E&C부문 비중이 가장 커 64.6%
를 점유하면서 제작부문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부
문은 2016년 다시 비중이 더 작아지면서 19.8%를 점유하게 되면서 Capital
Services부문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10을 참조해 조직별 매출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E&C부문과 Capital
Services부문이 상호 대체되는 관계에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약
90억불에 달하던 E&C부문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데 2014년 대비 2016년
Capital Services부문 매출은 약 10억불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NR에 의하면(그림11 참조), CB&I의 주력 공종인 플랜트 매출비중은 2015년
을 제외하고 95%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2008, 2015년도에는 플랜트
매출비중이 다소 감소하였는데 전력부문이 이를 대체한 것으로 생각되어 상
호 일부 보완되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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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IV-10] CB&I 조직별 매출 추이(백만불)

[그림IV-11] CB&I 주요 공종별 매출비중 추이(%)

국내를 포함한 CB&I의 지역별 매출 및 비중 추이(그림12 참조)를 살펴보
면, 2010년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현재 기타로 분류되는 국가 비중이
가장 큰 4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미국이 23.8%, 캐나다 10.9%, 콜롬
비아 6.0%를 점유하고 있어 지역별로 비교적 균등한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
다.
하지만 2013년에 들어와 미국 매출비중이 45.1%, 호주 14.2%로 급부상한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콜롬비아 매출 비중도 9.3%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캐
나다는 7.3%로 감소세를 보였다. 2016년도에 와서 미국 매출비중은 더 크게
증가해 70.7%, 호주는 16.3%를 기록하면서 자국시장을 비롯해 영미권 시장으
로 집중되고 있는 점이 확연히 드러났다.
2010년 대비 2016년 지역별 매출비중은 국내를 포함한 영미권 지역으로 회
귀현상과 함께 유가흐름 및 경쟁 정도에 따라 지역다각화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진출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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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IV-12] CB&I 지역별 매출 및 비중 추이 및 변화(백만불, %)

요컨대 CB&I는 자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등의 영미권 시장을 중심으로
석유&가스 프로젝트 발주흐름에 따라 매출비중 10%미만인 프로젝트 중심의
시장을 발굴하면서 환경 서비스부문에 최근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강점 및 약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B&I의 성장성은 2006년 대비 2013년 Shaw
Group인수를 계기로 4배 안팎에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수익성은 2015년부터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 가운데 어떤 약점에 노출되어 있으며 어
떤 강점으로 보완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CB&I의 매출액 대비 수주잔고 및 신규 수주율(그림13 참조) 추이를 살펴보
면, 수주 잔고보다 신규 수주가 최근 들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CB&I의 수주 잔고율은 2008년을 제외하고 대체로 양호한데 2013년도
에는 250%에 육박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2015~2016년간 약간 정체된
감이 있지만 여전히 150%이상을 유지하면서 견조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수주율은 2011년 최대치인 약 150%에서 계속 감소하면서 2016년에 와서
66.1%로 지난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Shaw Group인수를 계기로 2013년부터 급증한 부채(그림14 참조)도 기업 경영
활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향후 기업전략에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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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IV-14] CB&I 부채 추이(백만불)

[그림IV-13] CB&I 수주 잔고 및 신규 수주율 추이(%)

이처럼 우려되는 CB&I의 신규 수주 추이(그림15 참조)를 조직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E&C부문의 신규 수주 급감이 가장 눈에 띄는데 2014년 약
123억불에서 2015년 67억불에 이어 2016년에는 32억불까지 가파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엔지니어링영역인 Capital Services부문은 2015년
27억불에서 2016년 22억불로 소폭 감소한데 그쳤으며 Technology부문도
2015년 5.8억불에서 2016년 4.8억불로 급감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그림16 조직별 영업이익액 추이를 들여다보면, E&C부문은 수익성 감
소를 만회하기 위한 선별 수주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으나 환
경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집중된 Capital Services부문은 2016년 기업 전반적
인 수익성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여겨지면서 2017년 2월 Veritas Capital에
약 7억불에 매각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림IV-15] CB&I 조직별 신규 수주액 추이(백만불)

[그림IV-16] CB&I 조직별 영업이익액 추이(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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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I 역시 엔지니어링 역량이 뛰어난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ENR자료
를 확인(그림17, 18 참조)해보면, 엔지니어링 매출 비중은 2006년과 2008년을
제외하고 20%안팎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특히 Design-Build 방식 프로젝
트 매출 비중은 다소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80%안팎을 유지하고 있어 엔지
니어링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단순 시공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
으로 설계와 시공을 연결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CB&I는 하청의존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기술(License)
제공 및 FEED역량은 프로젝트 초기단계부터 비용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림IV-17] CB&I 엔지니어링 매출 비중 추이(%)

[그림IV-18] CB&I 총 매출 및 DB 비중 추이(백만불, %)

하지만 해외 엔지니어링 매출(그림19, 20 참조)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가 흐름보다는 2007년 Lummus인수를 계기로 해외 Eng 비중이 98%까지
급상승했으며 Shaw Group인수 이후 2014년 32%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더욱이 해외 플랜트 Eng 비중은 2007년부터 99%이상을 점유해왔으나
2015년에 들어와 67%로 급감하면서 변화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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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IV-19] CB&I 국내외 Eng 매출 및 비중 추이(백만불, %)

[그림IV-20] CB&I 해외 Eng 매출 및 플랜트 비중 추이(백만불, %)

한편, 해외 시공 매출(그림 20, 21참조)은 유가흐름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
고 있다. 2005년 해외 비중이 약 54%에서 유가의 최고점인 2012년 79.4%까
지 증가했다가 2016년 약 30%까지 감소하면서 국내 비중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해외 플랜트 시공 비중도 전반적으로 99%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최근
엔지니어링부문에 비해 집중되어 있어 산업 사이클에 민감할 수 있다.
[그림IV-21] CB&I 국내외 시공 매출 및 비중 추이(백만불, %)

[그림IV-22] CB&I 해외 시공 매출 및 플랜트 비중 추이(백만불, %)

이처럼 CB&I는 최근 석유&가스부문 경쟁심화로 수익성 악화를 경험하면
서 선별 수주 및 부문 매각을 통해 내실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더욱이 100년
이상된 기술 라이센스 제공 및 FEED를 포함한 Value Chain과 엔지니어링
역량은 향후 수익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미국에
집중되고 있는 매출비중과 프로젝트 중심의 지역 진출 확대 패턴은 미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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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및 유가 등의 대외변수에 민감할 수 있다.

5. 진출 전략 및 시사점
5-1. 진출 전략
CB&I는 영미권 지역을 중심으로 100년 안팎의 긴 진출역사를 가지고 있으
며 LNG를 비롯한 석유&가스 관련시설을 중심으로 초기 기술라이센스 제공,
FEED에서 제작 및 EPC를 거쳐 O&M뿐만 아니라 해체까지 프로젝트 Life
Cycle을 총 망라할 수 있는 Value Chain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설계와 시공을
연결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약방식(Design-Build)의 해외 매출비중
이 2006~2016년간 평균 80%를 상회한다. 즉, EPC 프로젝트 FEED단계부터
참여해 가장 큰 비용이 지출되는 조달(Procurement)단계를 설계(Engineering)
단계와 연결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그림22를 살펴보면, CB&I는 기술력 보강과 시장점유를 넓히기 위한
전략적 M&A뿐만 아니라 J/V지분투자 및 Partnership 투자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CB&I의 가장 대표적인 M&A사례는 2007
년 Lummus 인수를 들 수 있는데 기술(Technology)부문을 강화시키는 계기
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CB&I는 2013년 E&C뿐만 아니라 기술제공, 제
작, 유지보수 및 환경정화 등을 수행할 수 있는 Shaw Group을 인수하면서
사업영역을 확대했다. Shaw Group은 매출실적 기준 2012년까지 ENR Int'l
Contractors 150위 안팎을 점유해왔으며 2006~2012년간 매출누계 기준 산업/
석유화학부문이 73.8%, 전력 13.6%, 유해폐기물 8.4%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
나 CB&I의 매출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CB&I는
2014년부터 J/V형태의 진출을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5년과 2016년에는
J/V지분에 2억불 이상을 투자하면서 공격적인 M&A보다는 안정적인 합작패
턴으로 전환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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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CLG라는 이름으로 2000년부터 Chevron과 함께 50:50으로 정제관련
수소화 분해(수소 첨가) 전매 프로세스와 기술 라이센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CB&I 33.3%, Exelon 33.3%, 8 Rivers Capital
33.3%로 NET Power라는 새로운 천연가스 전력생산 시스템을 상용화하였다.
더욱이 중국 엔지니어링기업인 CTCI와 50:50으로 액체 에틸렌 크래커 EPC
공사를 공동으로 오만에서 수행하고 있어 중국기업과 협력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CB&I가 주도하고 있는 J/V로 Kentz(35%)와 호주
Gorgon LNG 프로젝트 3기에 구조물, 기계, 파이핑, 전기, 장치 설치와 시운
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AREVA(48%)와 공동으로 미국 혼합산화물연
료(Mixed Oxide Fuel) 제작시설 설계, 라이센스 제공 및 시공을 하고 있다.
[그림IV-23] CB&I 기업인수 비용 추이(백만불)

[그림IV-24] CB&I J/V 파트너쉽 및 지분투자 추이(백만불)

그림24을 살펴보면, CB&I도 Fluor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합법적인 로비활
동을 하고 있으며 로비 비용은 Shaw Group 인수를 계기로 2013년부터 크게
증가해 150만불을 상회하면서 점진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상ㆍ하의원을
대상으로 한 로비활동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에너지부,
행정자치부 및 상무부에 대한 로비도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미국기반 메이저 건설기업들은 합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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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IV-25] CB&I 로비활동 비용(천불)

[그림IV-26] CB&I 주요 기관별 로비 건수 추이

5-2. 시사점
CB&I가 집중하고 있는 지역, 공종 및 업역을 고려해보면 (석유&가스 플랜
트)×(기술제공, 기획, FEED, 상세설계, 조달, 시공, PM, O&M, 해체)×(북미,
아시아)의 18개의 조합 사업모델(아래 표 참조)이 가능하다. 예컨대 LNG 플
랜트 프로젝트를 캐나다에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더욱이
Design-Build 방식의 공사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과 Process Licence를 보유하
고 있으며 FEED(Front

End Engineering

& Design)

및 PM(Project

Management)역량이 뒷받침되고 있다.
NO
1
2
3
4
5
6
7
8
9

지역
북미
북미
북미
북미
북미
북미
북미
북미
북미

공종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업역
기술 제공
기획
FEED
상세설계
조달
시공
PM
O&M
해체

NO
10
11
12
13
14
15
16
17
18

지역
아시아
아시아
아시아
아시아
아시아
아시아
아시아
아시아
아시아

공종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석유&가스

업역
기술 제공
기획
FEED
상세설계
조달
시공
PM
O&M
해체

CB&I는 플랜트부문에 강점을 가진 기업으로 2013년 Shaw Group 인수를
통해 그 영역을 확대시켰다. 하지만 2015년 견실한 성장과 현금 유동성 확보
를 위해 원전설비 전문 정비기업인 Stone & Webster를 Westinghouse(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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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2006년 지분 77% 확보)에 매각했으며 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환경 엔지니어링부문(Capital Services)을 2017년 초 매각함으
로써 부채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수익성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엿볼
수 있다. 또한 현지 사정에 밝은 기업과 J/V로 프로젝트 수주를 선호하면서
절세를 통한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B&I의 해외건설 매출비중은 점차 감소하면
서 미국시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CIC(Construction
Intelligence Center) CB&I 주요 프로젝트 현황자료를 정리해보면, 가스 생산
및 정제비중이 49.3%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액화(liquefaction)
및 재기(Regasification)비중이 23.5%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림IV-27] CB&I 주요 프로젝트 공종별 비중(%)

[그림IV-28] 향후 LNG 투자 비중(%)

이처럼 CB&I는 가스관련 업&다운스트림부문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국
제가스연맹(IGU)자료에 의하면, 북미 LNG 투자비중19)이 76.8%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아시아가

9.2%(81.8MTPA),

아프리카

7.4%(65.1MTPA)로 분석되어 미국 및 캐나다를 비롯하여 아시아는 호주를 중
심으로 아프리카는 모잠비크,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LNG프로젝트 발주가 지

19) 국제가스연맹(Int'l Gas Union)이 발간한 2017 World LNG Report LNG Projects 추진계획
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추진 계획인 LNG 추가 용량은 885MTPA(Million Tons per
Annum)로 북미지역에서 추가될 LNG용량은 680MT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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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CB&I도 기업의 역사가 미국에 구심점을 두고
있고 셰일 가스 생산, LNG처리, 저장, 수송 관련 프로젝트 발주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좀 더 나아가 그림28를 살펴보면, 미국에서 시공 중인 LNG프로젝트 용량
은 53.5MTPA로 현재 가동 중인 규모는 13.5MTPA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
엇보다도 국제가스연맹자료에 의하면 343MTPA규모의 LNG프로젝트가 제안
되고 있어 향후 주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IV-29] 미국 LNG프로젝트 추진 현황

CB&I는 Bechtel, KBR, JGC, Chiyoda, Saipem 및 Technip과 함께 LNG플
랜트 EPC공사에 강점을 가진 기업이지만 하청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큰 기업
으로 알려져 있다. 아무리 초기단계 엔지니어링역량이 강하다고 해도 하청기
업과 좋지 않은 협력관계가 비용과다로 연결된다면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최근 들어 지역단위 또는 다자간 FTA가 활성화되면서 Global
Value Chain이란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어 M&A를 통한 내부화
또는 J/V, 컨소시엄, 글로벌 협력사(하청사)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리스크
감소전략 구사여부는 각사의 개별적인 특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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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부록IV-1] CB&I Value Chain 현황

[부록IV-2] CB&I 주력사업 영역(생산→액화→저장→수송→재기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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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IV-3] CB&I 운영조직별 글로벌 네트워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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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KBR
1. 기업 개요
글로벌 EPC 기업인 KBR, Inc.(이하 KBR)는 1901년 설립된 이래로 에너지,
석유‧화학, 공공 서비스 및 민간 인프라 분야 전반에 걸친 사업영역을 구축하
고 있다. KBR은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1) 탄화수소 및 석유‧화학 시
장에서 technology-driven consulting(라이선스, 기본설계, 플랜트 자동화, 촉
매 기술 등), (2) 영국, 호주, 미국 등 공공기관 대상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remote life support services, logistics, program management &
capability risk management, resilience planning & execution services,
training 등). [그림V-1]과 같이 KBR은 북미, 중동, 호주, 유럽, 아프리카 등
40여 개국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70여 개국 발주처 대상 서비스 제
공), 본사는 텍사스 휴스턴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V-1] KBR 사무소 분포 (Image source: https://www.kbr.com/About/locations)

- 71 -

KBR의 비즈니스는 크게 2가지 분야로 구분되며(M. W. Kellogg 및 Brown
& Root), 다수의 인수합병을 통해 성장해왔다. 먼저 M. W. Kellogg는 1901
년 뉴욕에서 설립되었으며, 석유 정제 및 화학 관련 기술‧서비스를 제공하였
다. 1926년 석유 연구소를 설립하여 핵심기술을 개발 및 상용화(라이선스)하
였으며, 1951년 세계 최초의 나프타 분해설비(naphtha cracker)를 잉글랜드
Wilton에 건설했다. 이후에도 M. W. Kellogg는 수증기 열분해(steam
pyrolysis),

유체

촉매

분해(fluid

catalytic

cracking),

석탄

합성연료

(coal-to-synthetic fuels), 헬륨 회수(helium recovery), 에틸렌, 암모니아 공정
등 기술을 특화시켰으며, 이러한 경쟁력은 KBR 비즈니스의 한 축을 담당하
여 왔다. 1988년 M. W. Kellogg는 오일‧가스 관련 PM 및 통합 서비스를 제
공하는 Dresser Industries에 인수되었다.
한편 Brown & Root는 1919년 텍사스 휴스턴에서 설립되었으며, 미국 공공
공사를 다수 수행하였다. Lyndon B. Johnson(미국 제36대 대통령)의 정치 캠
페인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관급공사를 독점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시기와 맞물려 군함을 건조하고 해군항공기지를 구축하는 등 국방
사업에 주력했다. 1962년 Brown & Root는 에너지기업인 Halliburton에 매각
되었는데,

Dick

Cheney(미국

제46대

부통령)가

CEO로

몸

담았던

Halliburton는 이라크 유전관리 및 전후 복구사업을 수행하고, 베트남전 동안
미군이 발주한 인프라 공사의 85%를 수주하는 등 전쟁특수를 톡톡히 누리며
성장하였다. 이 가운데 1998년 Halliburton(Brown & Root)이 Dresser
Industries(M. W. Kellogg)를 인수합병하면서 지금의 KBR이 설립되었으며,
2007년 Halliburton group company에서 분리되면서 KBR은 독립적인 회사
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후에도 KBR은 인수합병 및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며
글로벌 EPC 업체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관련 상세내용은 [표V-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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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V-1] KBR의 주요 약사 (CIC (2017) 발췌 및 보완)
연도

유형

2016

인수/합병

2016

인수/합병

2016

서비스 확장

2016

상업 운영

내용
Honeywell Technology Solutions社 인수계획 발표
Wyle, Inc. 인수 (엔지니어링 및 기술 서비스)
New KBR Integrity Mgmt. 서비스 개시 (고객의 운영 전문성 및 안전성 강화)
노르웨이 Johan Sverdrup 프로젝트의 고정식플랫폼 시공 착수

2016

인수/합병

Plinke GmbH 및 Weatherly Inc. 인수 발표

2015

규제 승인

8mtpa LNG 수출시설 건설 관련 캐나다 Nova Scotia Environment 승인 획득

2012

인수/합병

2010

인수/합병

2008

인수/합병

Turnaround Group of Texas, Inc. 인수 (휴스턴 기반 기업 구조조정 및 컨설팅)

2008

인수/합병

Catalyst Interactive(CI) 인수 (호주 기반 방어시설, 정부 및 산업 교육 서비스)

2008

인수/합병

BE&K, Inc. 인수 (US$550m., 엔지니어링, 건설, 유지보수 서비스)

2008

인수/합병

Wabi Development Corporation 인수 (US$19.5m., 에너지, 조림, 광업 분야)

2007

소유권 변경

Halliburton에서 KBR, Inc. 분리

2006

주식 상장

KBR, Inc. 신규 주식상장 (IPO)

1998

인수/합병

1989

인수/합병

Halliburton이 C. F. Braun Inc.(종합건설사) 인수 ⇒ Brown & Root와 합병

1988

인수/합병

Dresser Industries가 M. W. Kellogg 인수 (오일‧가스 관련 PM 및 통합 서비스)

Abdulgadi & Al-Moaibed Consulting Engineering Co. 인수
(Saudi Aramco's GES+ Initiative에 일반 엔지니어링 및 PM 서비스 제공)
Energo Engineering 및 Roberts & Schaefer社 인수

Halliburton(Brown

& Root)이 Dresser Industries(M. W. Kellogg) 인수

합병 ⇒ KBR, Inc. 설립

1962

인수/합병

Halliburton이 Brown & Root 인수 (군수 기간산업 지원)

1919

법인 설립

Brown & Root 설립 (미국 공공공사 수행)

1901

법인 설립

M. W. Kellogg 설립 (발전소 건설, 파이프 제작 등)

최근의

KBR

사업영역은

크게

(1)

Government

Services(GS),

(2)

Technology & Consulting(T&C), (3) Engineering & Construction(E&C)로 구
분된다. 먼저 GS의 주된 업무는 군수지원(군사기반시설 건설, 장비 수송, 케
이터링 등 병참업무), 시설‧장비의 자산관리 서비스 등으로, 민간군사기업
(private military company)의 역할을 수행한다. 2016년 GS 부문 매출액은
13.6억불(전체의 31.8%), 수주잔고는 78.2억불(전체의 71.5%)이다. T&C의 경
우, 석유‧화학, 암모니아, 올레핀 등 관련하여 육상-해상, 업스트림-다운스트
림을 막론하고 사유기술(proprietary technology) 기반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
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KBR은 Shell, BP, ExxonMobil, Chevron 등 업계 선
두주자들과 기술제휴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 T&C 부문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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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액은 3.5억불(전체의 8.1%), 수주잔고는 3.1억불(전체의 2.9%)이다. 마지막으
로 E&C는 탄화수소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천연가스, 암모니아, 석유화학제
품 등의 생산‧처리를 위한 제반 인프라의 설계, 시공 업무를 주로 한다. 2016
년 E&C 부문 매출액은 23.5억불(전체의 55.1%), 수주잔고는 27.7억불(전체의
25.3%)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KBR 사업영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Government Services (GS)
: Defense & security program / Emergency response & logistics
program /

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

Facility

&

equipment asset management / Project & program management /
Training / Aerospace / Science technology & engineering / Weapons
system engineering

B. Technology & Consulting (T&C)
: Refining / Chemicals / Olefins / Ammonia fertilizers / Coal gasification
/ Offshore technologies / Automation & process technologies

C. Engineering & Construction (E&C)
: Liquefied natural gas(LNG) & gas-to-liquid(GTL) / Ammonia plants /
Petrochemicals / Refining facilities / Offsh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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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 실적
2006~2016년간 KBR의 매출 및 순익 지수 추이를 살펴보면([그림V-2]),
2006년 대비 매출은 2009년 1.3배까지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에는 0.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순익 또한 2011년까지는 2.9
배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2014년 –7.5배, 2016 –0.4배로 악화된 양상을 보
이고 있다. [그림V-3]과 같이 순익률(매출 대비 순익)로 환산해보면, 2006
년~2013년까지는 2~5% 대로 비교적 안정적이나, 조직개편을 진행한 2014년
이후 등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V-2] KBR 매출 및 순익 지수 추이(단위: 2006=1.0)

[그림V-3] KBR 순익률 추이(단위: %)

1인당 매출액 및 순익액 추이를 살펴보면([그림V-4]), 2006~2011년간 매출
액은 연평균 14.8%로 꾸준히 증가해온 반면(172천불→343천불), 2012~2016년
간은 –14.7%로 감소하였다(293천불→155천불). 1인당 순익액도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으나(3천불→18천불), 이후 2014년 –50천불, 2016년 –2
천불까지 적자를 나타내며 생산성과 수익성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KBR은 비교적 호황기였던 2009년 이후 절반 수준으로 인력 감원을 실시하였
으나([그림V-5]) 이에 대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4년 대규
모 손실을 경험한 이후 다시금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15년 2.2만명→`16년
2.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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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V-4] KBR 1인당 매출액 및 순익액 추이(단위: 천불)

[그림V-5] KBR 인력 추이(단위: 명)

3. 포트폴리오 분석
2010년 이전까지 KBR 매출실적은 대부분 해외시장에서 발생하였으나(연평
균 83.9%), 최근 미국 내수시장의 회복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국내외 매출비중
이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림V-6]을 살펴보면, 2006년 해외 매출비중20)
이 90.2%에 육박했던 것에 비해 2011년 78.5%, 2015년 57.0%로 점차 감소하
고 있다. 부문별로는 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KBR은 대체로 시공 80%,
설계 20%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다([그림V-7]).
[그림V-6] KBR 매출액 및 국내외 비중 추이(단위: 억불, %)

[그림V-7] KBR 매출액 및 부문별 비중 추이(단위: 억불, %)

20) ENR Top International Design Firms 및 Top International Contractors에서 KBR 해외 매
출금액 합산

- 76 -

KBR의 조직별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그림V-8]),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E&C) 부문의 하락세(`12년 72.3%→`16년 55.1%) 및 정부 서비스(GS) 부문의
성장(`12년 14.2%→`16년 31.8%)이 두드러진다. 기술·컨설팅(T&C) 부문은 업
무 특성상 매출규모는 작은 편이나, 매년 3.0~3.5억불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KBR 자체기술에 대한 업계 수요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편 ENR 통계에 따르면([그림V-9]), KBR의 주력 공종인 플랜트 매출비중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등락을 거듭하다가(`06년 59.3%→`08년
93.4%→`10년 54.7%) 2010년 이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3년간
(`13-`15) 공종별 평균 매출비중은 플랜트(88.4%)가 압도적인 가운데 토목
(8.0%), 전력(2.6%), 건축(1.0%)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플랜트-토건 공종 간
매출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그림V-8] KBR 조직별 매출 추이(단위: 백만불)

[그림V-9] KBR 주요 공종별 매출비중 추이(단위: %)

내수시장을 포함한 KBR의 지역별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그림V-10], [그
림V-11]), 2006년 중동지역 비중이 가장 큰 47.2%를 차지하였으며, 뒤이어
미국 14.0%, 유럽 11.7% 순으로 중동 중심의 매출구조를 나타내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및 국제유가 하락시기와 맞물려 2011년에는 아프리카
(22.8%), 미국(21.5%), 아시아(15.5%)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나타났으며, 2006
년 대비 지역별로 균등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되었다. 반면 최근 들어서는
KBR의 전체적인 매출규모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자국 중심의 매출 포
트폴리오로 변화하고 있다. 2016년 KBR의 지역별 매출비중은 미국(49.5%),
중동(19.9%), 유럽(11.7%), 아시아(8.8%), 캐나다(3.4%), 아프리카(2.6%)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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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신흥지역인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며 인접지역인
중남미 및 캐나다에서도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다.
[그림V-10] KBR 지역별 매출 추이(단위: 백만불)

[그림V-11] KBR 지역별 매출비중 변화(단위: %)

4. 강점 및 약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BR의 매출 성장성은 2006년 대비 0.4배 수준
으로 하락하였으며, 수익성 또한 등락을 거듭하며 전반적인 정체 상태에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추세 가운데 본 장에서는 KBR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약점을 보완하고 있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주요 미국 건설기업(Flour, Bechtel, CB&I 등)들과 마찬가지로 KBR은 엔지
니어링

및

PM

분야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설계기반

건설

(engineering-based construction)”의 사업형태를 영위하고 있다. [그림V-7]과
같이 KBR은 설계 부문에서 20% 내외의 매출 비중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
며, 특히 전체 매출실적이 떨어지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오히려 설계 비중이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KBR은 설계-구매-시공을 패키지로 하
는

통합형

발주방식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2010년

이후

design-build(DB) 실적이 급증하며 2016년에는 전체 매출의 63.6%를 차지하
고 있다([그림V-12]). KBR의 엔지니어링 매출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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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별로 차이는 있으나 매출의 80% 수준을 해외시장에서 거두고 있으며
([그림V-13]), 이중 대부분의 실적이 플랜트 분야에서 발생하였다([그림
V-14]).
[그림V-12] KBR 총 매출 및 DB 비중 추이
(단위: 백만불, %)

[그림V-13] KBR 국내외 설계 매출 및 비중

[그림V-14] KBR 해외 설계 매출 및 플랜트 비중

추이(단위: 백만불, %)

추이(단위: 백만불, %)

한편 KBR의 국내외 시공 매출 추이는 설계 분야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
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해외 매출비중은 2005년 87.4%
에서 2010년 76.7%, 2015년 50.5%까지 급감하였다([그림V-15]). 또한 [그림
V-16]과 같이 해외 플랜트 시공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는 점으로 미루어보건
대(`05년 12.0%→`10년 46.0%→`15년 93.0%), 현 시점에서 KBR은 해외시장에
서 설계‧시공 부문 모두 플랜트 사업에 집중하면서 실적 내실화를 꾀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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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KBR의 강점은 암모니아 공정과 관련한 글로벌 리
딩 라이센서로서 독자적인 기술력과 함께(전 세계 설비용량의 50% 수준 라
이선스 확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 컨설팅 및 사업관리 역
량을 갖추고 있다는데 있다.
[그림V-15] KBR 국내외 시공 매출 및 비중 추이

[그림V-16] KBR 해외 시공 매출 및 플랜트 비중 추이

(단위: 백만불, %)

(단위: 백만불, %)

최근 5년간 KBR의 조직별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그림V-17]), 평균적으로
T&C 분야의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20.1%), 이어서 GS(9.9%),
E&C(4.1%)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 컨설팅(T&C)의 경우, 매출규모는 작지만
높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KBR 비즈니스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정부 서비스(GS) 분야는 군수산업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매출 성장
은 물론, 약 10%에 가까운 수익성과를 내고 있다. 반면 E&C 분야는 JV 파트
너 도산, 비용 인플레이션, 지체보상금, MENA 지역(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지정학 리스크 등 요인으로 인해 매출 성장성 및 수익성 모두 부진한 상
황이며, KBR 경영실적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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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V-17] KBR 조직별 영업이익률 추이(단위: %)

KBR의 수주 잔고율은 해당연도의 매출액 대비 200% 수준으로 양호한 편
이나(`13년 195.7%, `14년 170.6%, `15년 242.0%, `16년 256.3%), 조직 간 편차
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그림V-18], [그림V-19]). 특히 GS 분야의 경우, 2013
년 수주 잔고율이 233.6%였던 것에 비해 2015년 982.8%, 2016년 575.5%로 급
상승하였으며, T&C 및 E&C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물론 수주 잔고율의
증가가 기업 운영에 긍정적인 점은 분명하지만, 정부 계약비중이 과다한 점
은 자칫 KBR 입장에서는 ‘양날의 검(double-edged sword)’이 될 수 있다. 과
거 Halliburton 시절 군납 비리, 발주처 과다비용 청구 등 Dick Cheney의 정
경유착 문제로 곤혹을 치룬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KBR은 향후 전사적
차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정액계약(fixed price or lump
sum contract)에서 실비정산(cost reimbursable) 방식으로 수주 잔고 구성을
점차 개선해나가고 있다([그림V-20]).

- 81 -

[그림V-18] KBR 조직별 수주 잔고율 추이

[그림V-19] KBR 조직별 수주 잔고액 추이

(단위: %)

(단위: 백만불)

[그림V-20] 2016년 KBR 수주 잔고 현황 (Image source: KBR, Inc. 2017b)

5. 시사점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KBR의 최근 행보는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우
리나라 EPC 기업들과 유사성을 갖는다: (1) 해외건설의 수주 중흥기 및 과열
기를 지나 정체기에 있음, (2) 석유‧화학 플랜트가 주력 공종임, (3) 최근 수
익성 악화를 경험한 이후 내실성장을 추구함. 이러한 관점에서 하드웨어(단
순 시공)보다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및 PM)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KB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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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타개 방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KBR은 설계-시공 분야 간 매출비중
을 20:80 수준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기술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고부가가치
를 창출하고, 통합형 DB 발주방식에서 강점을 보이는 등 “설계기반 건설
(engineering-based construction)”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내수시장의
활황 정도나 엔지니어링 분야의 역사 및 노하우 등 양쪽 실정이 다른 부분도
있겠으나, 업체 특성에 맞는 주력 상품을 발굴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육성
하기 위한 장기적 차원의 접근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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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AECOM
1. 기업 개요
AECOM은 해마다 ENR에서 발표하는 미국 설계 및 엔지니어링 분야 Top
List21)에서 줄곧 상위권을 차지하는 명실상부 미국 최대 설계·엔지니어링 기
업이다. 또한 해외 설계 및 엔지니어링 분야22)에서도 잇따라 5위권을 기록하
며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AECOM이 최근 특
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5년부터 설계 및 엔지니어링 분야 뿐만 아니
라 시공 분야23)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ENR에서 발표하는 각종 Top List에
서 거의 모든 항목에 상위권으로 순위가 등재되며 글로벌 멀티플레이어로 변
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AECOM의 최근 행보는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
벌 IT기업들이 각자의 요소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사업 뿐 아니라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의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수직적 가치사슬(value chain)의 확대
와 유사한 현상이라 생각된다.
AECOM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LA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2016년도 회
계기준(2015.10.1~2016.9.30) 총 직원 87,000명, 연 매출 약 17,989백만 달러로
유럽 및 아시아 등 약 150여개 국에서 건축, 교통, 환경, 에너지, 수자원, 도시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1) The Top 500 Design Firms 7년 연속 1위, The Top 50 Program Management Firms, The
Top 100 CM-for-Fee Firms에서도 줄곧 5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22) The Top 225 International Design Firms, The Top 150 Global Design Firms
23) The Top 400 Contractors, The Top 100 Green Buildings Contractors, The Top 250
International Contractors, The Top 150 Global Contractors, Top 100 CM-at-Risk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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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VI-1] 2016 ENR Top List 내 AECOM 순위 및 매출 (Source: ENR Top List)
Top 500
Design Firms
순위
매출
1위
7,628백만 달러

Top 400
Contractors
순위
매출
6위
7,012백만 달러

Top 200
Environmental Firms
순위
매출
1위
4,276백만 달러

Top 225
International Design
Firms
순위
(해외)매출
5위
2,712백만 달러

순위
1위

Top 250
Global Contractors
순위
매출
49위
7,012백만 달러

Top 600
Specialty Contractors
순위
매출
N/A
N/A

Top 100
Design-Build Firms
순위
매출
42위
452백만 달러

Top 100
CM-at-Risk Firms
순위
매출
4위
3,233백만 달러

TOP 50
Program Managers
순위
매출
1위
3,350백만 달러

Top Chinese Design
Firms
순위
매출
46위
121백만 달러

Top 100
Green Contractors
순위
11위

매출
1,245백만 달러

Top 150
Global Design Firms
매출
7,628백만 달러

Top 100
Green Design Firms
순위
매출
2위
701백만 달러
Top 250
International Contractors
순위
82위

(해외)매출
1,230백만 달러

Top 100
CM-for-Fee Firms
순위
매출
2위
3,350백만 달러
Top Chinese Contractors
순위
N/A

매출
N/A

* 각 Top List의 경우는 관련 분야 매출만을 포함하며, International List의 경우 해외매출
기준임. AECOM의 ENR 기준 2016년 전체 매출은 Contracting 7,012백만 달러, Design
7,628백만 달러, Professional Service(PM/CM-for-Fee) 3,350.3백만 달러로 총 17,990백만 달
러로 미국 건설업계 2위(1위는 Bechtel로 31,180백만 달러)
** Top Chinese Design Firms는 CSCEC AECOM Consultants Co. Ltd. 매출 기준으로 이는
2014년 중국건축(CSCEC)과 합작한 설계사임(AECOM 지분 35%)

[그림VI-1] 주요 사업 분야 (Image source: www.aecom.com)

AECOM은

1980년

정유회사

Ashland,

Inc.의

자회사인

Ashland

Technology Company로 설립되었다. 이후, 1990년에 5개의 Ashland, Inc.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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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들을 합병하면서 AECOM Technology Corporation으로 독립하였다. 이
후, 2015년에 다시 회사명을 AECOM으로 변경하였다. AECOM은 약 30년이
라는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도 유기적 성장과 함께 50여개 이상의 다양한 기
업들과 전략적 M&A를 추진하며 사업 분야를 확대하였다. 특히 2010년에는
원가 및 프로젝트 관리 전문 컨설팅 기업인 Davis Langdon을, 2014년에는
해외 경제협력개발전문 컨설팅기업인 ACE Engineering, 건설회사인 Hunt
Construction 및 대형 에너지기업 URS Corporation을 인수하며 외형적 확장
과 함께 사업 전문화 및 다각화를 꾀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AECOM
Capital이라는 투자 펀드를 구성하여 투자, 설계, 엔지니어링, 건설과 운영 및
유지보수를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integrated solutions) 역량을 제공하며 민
관협력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과 민간 부동산 프로젝트로 가치
사슬을 구축하여 사업분야를 확장하고 있다. 2017년 현재 AECOM은 ‘To
Become the Premier, Fully Integrated Infrastructure Firm’이라는 비전 하에
투자를 통한 DBFO(Design, Build, Finance, Operation) 역량제고, 발주자 다
변화, 실비 정산 계약(Cost Plus)과 같은 보다 낮은 리스크의 사업 추진을 모
색 중이다.
이처럼 확실한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며 사업영역을 확장해온 AECOM
은 과거 ‘Professional Technical Services(PTS)’와 ‘Management Support
Services(MSS)’ 이라는 2개의 사업부문(Business Segment)으로 나뉘어 있다
가, 이후 URS Corporation을 인수한 2015 회계연도 1분기 (2014.10월)부터
해당 사업부문을 ‘Design and Consulting Services(DCS)’, ‘Construction
Services(CS)’, ‘Management Services(MS)’

라는 3개 부문으로 개편하여 통

합 솔루션 역량 확대를 지향하고 있다.

[그림VI-2] 최근 3개년 사업부문별 매출비중 (Source: AECOM Annual Repor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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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구조
AECOM의 DCS 부문은 교통 · 시설물 · 환경 · 에너지 · 수자원 및 정부
발주 프로젝트에 대하여 해당 프로젝트의 계획, 컨설팅, 건축설계, 엔지니어
링을 포함한 전반적인 CM 및 PM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영역으로는 1) 대중교통 및 철도, 항만, 고속도로·교량·터널, 공
항 등과 같은 교통(Transportation) 영역, 2) 정부 발주 프로젝트(미 국토안보
부의 응급복구서비스 및 국방부, 에너지부의 PM 서비스 등), 산업설비(제조,
유통, 우주항공, 통신, 제약, 재생에너지, 화학 및 식음료 시설), 도시계획/설
계, 상업 및 레저시설(사무실, 호텔, 리조트,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
교육시설, 보건의료시설, 교정시설 등이 포함되는 시설물(Facilities) 영역, 3)
상하수도 시설, 환경관리, 수자원 관리등이 포함되는 환경(Environmental) 영
역, 4) 수요관리, 발전 및 송배전시설, 재생에너지, 수자원/댐, 태양광 프로젝
트등이 포함되는 에너지(Energy/Power) 영역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현재 AECOM은 전통적 설계회사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 역량(ENR
the Top 500 Global Design Firms list 7년 연속 1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
반적으로 보통 실비정산 기준으로 광범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
을 두고 있다. 여기서 일부 DCS 프로젝트의 경우에서는 프로젝트에 제공되
는 서비스가 순차적 단계에 걸쳐 발전되면서 진행되는데 예를 들면, 최초 작
은 규모의 컨설팅 및 계획 사업에서 시작하여 향후 전체적인 프로젝트 관리
(CM/PM) 로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DCS 부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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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기술로는 토목, 구조, 프로세스, 설비, 지질공학 시스템, 전기공학, 건축,
조경 및 인테리어, 도시 및 지역 계획, 프로젝트 경제학, 비용 컨설팅, 보건·
환경·안전 등이 있으며, DCS 부문의 2016년도 회계 기준 매출금액은 약 77
억 달러로 전체 AECOM 매출액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다.
AECOM의 CS 부문은 건축 · 에너지 · 인프라 및 산업설비 프로젝트에 대
하여 해당 프로젝트의 계획,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 및 운영 및 개보수 등을
포함한 PM/C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로 미국 내 프로젝트를 추진하
고 있다. CS의 구체적인 사업영역으로는 1) 스포츠 시설, 오피스, 호텔, 전시
관, 공연장, 교육시설, 대중교통 터미널 등과 같은 건축(Building)영역, 2) 화
석연료 발전시설, 원자력 발전시설(해체 포함), 수력발전 시설, 재생에너지,
송배전, 배기가스 제어 시스템, 유전등과 같은 전력 분야와 접근도로 및 웰패
드(well pad), 원유 생산시설, 파이프라인 계획·설계·시공설치 및 개보수, 유
전 서비스, 장비 및 프로세스 모듈 제작등과 같은 석유/가스 분야를 포함하
는 에너지(Energy) 영역, 3) 고속도로, 공항, 철도 및 기타 교통 프로젝트, 해
양 및 터미널 시설, 댐, 상하수도 프로젝트, 생명공학연구소, 제약시설, 석유
화학 시설, 소비재 및 식음료 제조 시설, 자동차 생산시설 및 기타 제조시설,
광산시설 등과 같은 인프라 및 산업설비(Infrastructure and Industrial) 영역
으로 구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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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VI-3] DCS FY16 매출구조
(AECOM Q4 2016 Earnings PT)

[그림VI-4] CS FY16 매출구조
(AECOM Q4 2016 Earnings PT)

AECOM의 MS부문에서는 프로그램 및 시설물 관리와 유지보수, 교육훈련,
물류, 컨설팅, 기술지원 및 시스템 통합(SI) 및 정보기술(IT)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주로 MS 부문은 대정부 사업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근래에서
는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DOD),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등과 같은 미 정부기관 뿐 아니라 영국 정부산하 원전해체전담기관인
NDA(Nuclear Decommissioning Authority) 및 영국 국방부 등 해외정부기관
을 주요 발주처로 보고 있으며, PPP와 같은 기존의 프로젝트 발주 방식에서
추가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대안적 발주방식을 모색 중에 있다.
[그림VI-5] MS FY16 매출구조
(AECOM Q4 2016 Earnings 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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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 실적
AECOM의 지난 10년간 수주잔고와 매출금액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조직 및 제공 서비스의 외형적 성장 및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
안 수주잔고의 연평균 증가율(CAGR)은 약 26%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
하였는데, 특히 2008년, 2010년, 2011년, 2014년 및 2015년의 전년대비 증가율
은 각각 58%, 27%, 31%, 30%, 116%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
치를 보이고 있으며, 매출 또한 그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최근 10년
간 매출의 연평균 증가율(CAGR)은 약 17%로 꾸준한 성장세와 함께 2015년
에는 전년대비 115% 급증하기도 하였다.
[그림VI-6] 수주잔고 및 매출 변화(백만 달러, %)
Source: AECOM Annual Report(2007-2016)

이러한 외형적 성장은 주로 2000년대 이후 AECOM의 적극적인 M&A 행
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AECOM은 2006년부터 2010년, 2014년에 걸쳐
수십여 건의 M&A를 추진하였는데, 여기에는 설계·엔지니어링 기업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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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뿐

아니라

개발

컨설팅,

지반조사,

보건·안전·환경

컨설팅,

QS(Quantity Survey), 시설물 관리, CM/PM 회사들을 인수한 것이 포함된
다. 이에 따라 AECOM은 프로젝트 생애 주기에서의 초기단계(계획, 타당성
조사, 설계 및 엔지니어링)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또한 2010년
Tishman Construction Corp.이라는 미국 내 상위권 건축 전문 건설사를 인
수하여 시공역량을 차츰 강화하기 시작했다. 또한, 2014년에는 전체 매출이
AECOM보다 큰 URS를 비롯하여 건축 전문 건설사 Hunt Construction
Group 인수하며, 그 영향으로 2015년 AECOM의 매출은 18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5% 급상승하였다. 과거 설계·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시작한 AECOM은
지속적인 적극적 M&A 추진으로 건축, 토목 뿐 아니라 산업설비 분야에서
프로젝트 생애주기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 제공자(Integrated solution
provider)로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림VI-7] 2013년 미국 건설업계 매출순위
- AECOM과 URS의 매출 비교 Source: ENR Top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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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VI-2] AECOM 주요 M&A 목록
Source: Construction Intelligence Center
2016
2014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FT Services Limited 인수
Hunt Construction Group 인수
ACE International Consultants SL 인수
URS Corporation 인수
Spectral Services Consultants Pte. Ltd. 인수
RSW Inc. 인수
McNeil Technologies 및 Davis Langdon 인수
Tishman Construction Corp 인수
Ellerbe Becket 인수
Savant 인수
SSI Services Inc. 인수
Totten Sims Hubicki Associates 인수
The Services Group (TSG) 인수
Earth Tech, Inc. 인수
Boyle Engineering 인수
Tecsult, Inc. 인수
KMK Consultants LTD 인수
Hayes, Seay, Mattern & Mattern, Inc. 합병
Gartner Lee Limited 인수
HLA-Envirosciences 및 RETEC Group, Inc. 인수
Cansult Limited 합병
Korve Engineering Inc. 인수
EDWA 및 ENSR International 합병

AECOM은 기업의 외형적 성장과 함께 전체 직원 수 또한 빠르게 확대되
어 조직의 내부적 성장도 이루었다. AECOM의 직원 수는 2007년 기준
32,000명에서 2016년에는 그 3배 가까운 87,000명까지 늘어나며 10년 동안 연
평균 약 12%의 빠른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한, 조직 규모의 확대와 함께 1인
당 매출액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7년
AECOM의 전체 직원 수는 32,000명으로 인당 매출액은 132천 달러 수준이
었으나, 이후 2010년까지 직원 수 변화와 함께 인당 매출액은 소폭 등락을
거듭하다 2011년 인당 매출액이 전년대비 약 31% 증가하였다. 그리고 URS
를 인수 후 2015년에는 전체 직원 수가 92,000명까지 증가하며 지난 10년 최
고치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매출 또한 크게 상승하여 인당 매출액은 19만 6
천 달러까지 상승하였고 마침내 2016년에는 2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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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VI-8] 직원 수 및 인당 매출액 변화 추이
Source: AECOM Annual Report(2007-2016)

한편, 지속적인 매출의 성장세와는 달리 수익성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 10년 평균 매출총이익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은 각각 5%, 3.6%, 2%
이나 처음 5년간(2007-2011년)은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 5년
(2012-2016년) 동안은 갈수록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특히 2012년과 2015년에
는 영업이익과 순이익 규모가 2007년 수준 이하로 급격히 하락하기도 하였
다. 이러한 실정에서, 2012년도에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지정학적 리
스크 발발로 미군부대 사업 및 리비아 대규모 주택인프라 PM 사업 중단과
영국 등 유럽 사업장에서 손해를 입었으며, 그로 인해 MS 부문의 구조조정
까지 실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2015년도에는 매출총이익은 전년대비 증
가세를 보였으나 영업이익 및 순이익의 경우에는 URS와 같은 대형기업의 인
수비용 및 그로 인한 고정비 증가 등으로 일시적인 급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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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VI-9] 매출,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및 순이익 지수 추이(2006=1.0)
Source: AECOM Annual Report(2007-2016)

4. 포트폴리오 분석
AECOM의 사업부문별 수주잔고와 매출을 살펴보면, 2014년도 이전까지는
현재의 DCS부문과 유사한 기존 PTS 부문의 매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석유화학/발전 플랜트 시공부문 매출비중이 높은 URS
를 인수하면서 2015년부터 조직구조를 재개편하여 각 사업부문별 매출비중이
DCS 44%, CS 37%, MS 19%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이루기 시작했다.

[그림VI-10] 사업부문별 수주잔고 비중
(AECOM Annual Report, 2007-2016)

[그림VI-11]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
(AECOM Annual Report, 200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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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COM은 매출의 증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다변화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AECOM의 M&A 대상기업은 미국 내 기업
뿐만 아니라 중동, 캐나다, 유럽 및 아시아 지역 등에 기반을 둔 기업들로 그
대상을 확대하면서 해외매출의 확대와 지역 다변화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0년도 초반에는 아시아 지역을 필두로 전체매출의 약 40%를 해외에
서 달성하며 큰 성장세를 보였다. 2015년도 해외매출 규모면에서는 지속적으
로 전면대비 성장하기는 했지만 2014년 미국 내 매출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URS(2013년 기준 미국 내 매출 72%)의 인수로 URS의 실적이 함께 반영되어
해외매출 비중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VI-12] 지역별 매출 비중(백만 달러, %)
Source: AECOM Annual Report(2007-2016)

AECOM의 최근 10년간 매출(2006-2015) 동향을 ENR 자료로 다시 분석해
보면24), 설계(Design), 시공(Contracting), CM/PM으로 사업영역별 매출비중
24) AECOM의 Annual Report 상에 매출과 ENR에 등재된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2006년도에
서 2010년까지와 2014년 매출은 다소 상이하며, 2011년에서 2013년까지 그리고 2015년
매출은 서로 동일하다. 이는 ENR 자료의 경우 기업의 자율적 보고에 의한 것이며, 특히
2014년에는 URS 인수에 따른 관련 매출 반영 유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ENR 자료
의 경우 Annual Report 자료와는 달리 설계/시공/CM 사업으로 사업군을 보다 직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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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통적 설계·엔지니어링 기업답게 설계
매출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CM/PM 부문 매출 또한 꾸준히 10~20% 가량
차지하고 있고, 특히 2014년과 2015년에는 시공부문에서 새롭게 매출이 발생
하며 사업영역이 다각화되고 있다.

[그림VI-13] 사업영역별 매출 비중
Source: ENR Top List

AECOM의 설계분야 매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설계 매출
은 2009년(전년 대비 2% 감소), 2013년(전년 대비 0.5% 감소)과 2016년(전년
대비 26% 감소)을 제외하고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중 해외매
출 비중 또한 점진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5년에는 다소 주춤한 상황
이다. 10년 누계 기준 해외매출 비중은 약 44% 수준으로 시공(22%)이나
CM/PM(36%)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사업군별로 국내 및 해외매출 구분과 공종 구분 또한 가능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업의 매출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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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VI-14] 설계분야 전체매출 추이 및 국내외 매출비중 변화
Source: ENR Top 500 Design Firms

설계 매출을 공종별로 살펴보면, 건축(Building)과 교통(Transportation)분야
관련 설계 매출이 매년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건축과 교
통 외에 발전(Power)을 비롯하여 상하수도(Sewer/Waste)나 유해 폐기물
(Hazardous Waste), 상수도(Water Supply) 등의 환경 분야에서도 꾸준히 매
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2015년에는 유해 폐기물(Hazardous Waste) 관
련 매출이 전체의 약 22%를 차지하며 건축을 제치고 교통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매출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2014년부터는 대형 에너지 기업인 URS
인수 효과로 산업설비 및 석유·가스 플랜트(Industrial Process/Petroleum) 부
문에서도 새롭게 매출이 발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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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VI-15] 설계분야 전체매출의 공종별 비중 변화
Source: ENR Top 500 Design Firms

한편, 설계분야 해외매출의 공종별 추이 또한 전체매출의 추세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체매출과 비교하여 해외매출의 경우는 토목
및 건축과 같은 주력공종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해외사업의 경우
보다 주력공종을 토대로 진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VI-16] 설계분야 해외매출의 공종별 비중 변화
Source: ENR Top 200 International Design Firms

다음으로, AECOM의 시공분야(Contracting)의 경우 URS 인수시점인 2014
년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2014년에는 해외 매출비중이 거의 50%
에 육박했으나 이듬해인 2015년에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26% 감소하며
해외 매출비중 또한 36%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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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VI-17] 시공분야 전체매출 추이 및 국내외 매출비중 변화
Source: ENR Top 400 Contractors

시공 매출을 공종별로 살펴보면, 2014년도에는 URS의 주요사업인 산업설
비 및 석유·가스 플랜트(Industrial Process/Petroleum)가 약 43%로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5년도에는 AECOM이 오랫동안 설계분야에서 우
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 건축(General Building) 부문의 매출이 크
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프로젝트

초기

설계단계에서

프리콘

서비스

(Pre-Construction Service)를 제공하며 이후 시공까지 참여하는 CM-at-Risk
사업방식의 매출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전통적 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업인 AECOM이 시공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URS를 인수하며 기존 사업의
포트폴리오 및 가치사슬 확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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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VI-18] 2014-2015 CM-at-Risk 매출 비중 변화
Source: ENR Top 400 Contractors

[그림VI-19] 시공분야 전체매출의 공종별 비중 변화
Source: ENR Top 400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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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공분야 해외매출의 공종별 비중의 경우는 2014년과 2015년 모두
산업설비 및 석유·가스 플랜트(Industrial Process/Petroleum)가 절대적 우위
를 차지하고 있어 기존 URS의 시공매출 구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VI-20] 시공분야 해외매출의 공종별 비중 변화
Source: ENR Top 250 International Contractors

마지막으로, CM/PM 분야를 살펴보면, 지난 2011년부터 매출 증가율이 3
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4년 URS 인수로 인한 외형 확장으로 해당분
야 매출 또한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를 미국 내 시장과 해외 매출로 나
누어 살펴보면, URS 인수 이전에는 미국과 해외 매출 비중이 유사한 모습을
보였지만 URS 인수 이후에는 미국 내 매출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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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VI-21] CM/PM분야 전체매출 추이 및 국내외 매출비중 변화
자료: ENR Top 100 CM-for-Fee Firms

5. 강점 및 약점
지난 10년간 AECOM의 경영실적과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본 결과, 수익성은
다소 변동이 있지만, 설계 및 엔지니어링에서 시공으로, 건축 및 토목분야에
서 플랜트 분야로, 미국 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빠르게 사업영
역을 확장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AECOM의 가장 큰 강점은 전통적 사업영역인 설계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역량에 있다. 설계 및 엔지니어링을 기업의 핵심역량으로 지속적으로 향상시
키며, 이와 더불어 전략적 M&A 및 브랜드 가치 제고로 세계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AECOM은 2000년대에
들어서 전략적 M&A를 기업 성장의 주요 발판으로 삼았는데, 2000년대 초반
에는 설계사들과의 수평 통합전략을 바탕으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며 설계
및 엔지니어링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과 선도적 위치를 점하였다. 이후 최근
에는 Tishman Construction, URS, Hunt Construction과 같은 건설회사 인수와
AECOM Capital이라는 투자펀드를 조성하며 설계 및 엔지니어링 뿐 아니라
시공, 투자개발 및 운영사업으로 가치사슬 (value chain)을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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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VI-22] AECOM 사업영역과 진출지역

또한 관련 서비스나 제품에 AECOM이라는 브랜드를 부각시키며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힘쓰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AECOM의 기술력과 브랜드 가
치는 결국 기업의 큰 자산이 되어 전 세계적으로 여러 발주자들로부터 다양
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중에서
도 특히 브랜드 가치에서 나오는 신뢰도를 바탕으로 국내외 정부기관을 대상
으로 한 공공발주 사업에서 꾸준한 매출을 일으키며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하
고 있다.

[그림VI-23] AECOM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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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VI-24] 지난 10년간(2007-2016) 발주자별 매출 비중 및 추이(백만 달러)
자료: AECOM Annual Report(2007-2016)

반면 AECOM의 약점은 앞서 언급된 강점과도 연관되어 있다. AECOM은
그동안 다양한 인수합병과 같은 공격적인 투자전략으로 외형적 확장은 이루
었으나 전체적인 수익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2015년 출범한 CS 부문의 영업
이익률은 매우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VI-25] 지난 10년간(2007-2016) 사업부문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백만 달러, %)
Source: AECOM Annual Report(200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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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많은 부분의 매출이 주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정부발주 사업으로
부터 발생하다 보니 관련된 까다로운 법규 및 제도, 절차와 함께 정치적 상
황에 민감하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다양한 해외사업들로 인해
최근 강 달러와 같은 환율변동, 리비아 사태, 브렉시트 (Brexit) 등과 같은 지
정학적 리스크, 저유가 등 원자재가 하락에 따른 중동 산유국 발주물량 감소
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6. 시사점
AECOM의 역사와 조직구조 및 최근 10년간 경영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AECOM은 ‘기본에 충실한 가운데 적극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이
라는 면모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전통적 설계·엔지니어링 기업으로 시작
했던 AECOM은 다수의 기업들과 전략적 M&A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
하였으며, 합병한 회사들을 AECOM이라는 통합 브랜드로 묶어 브랜드 가치
제고와 시장의 신뢰도를 쌓아갔다. 그러한 가운데 건설시장의 주기와 흐름을
민첩하게 파악하며 시공부문과 투자개발 사업에도 꽤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AECOM의 글로벌하고 다양한 사업분야 내에서 수행
해온 통합적인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통해 프로젝트 초기부터 발주자
와 밀접하게 관계하며 산업 경기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며 나온 전략이라고
예상된다. 이를 통해 AECOM은 2010년 초반부터 각종 건설사를 인수하고
AECOM

Capital이라는

투자펀드를

마련하며

기업의

사업전략을

DBFO(Design-Build-Finance-Operation)로 전환하였다.
이제 AECOM은 단순히 설계 및 엔지니어링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니라 우
리 해외건설업계에서 그동안 줄곧 주창했던 Total Solution Provider로서의
입지를 이미 발 빠르게 다져나가고 있다. 비록 시공 및 사업관리 분야에서의
서비스가 URS의 인수 후에 부각되고 있지만, 그 조직의 기술력을 비롯한 다
양한 강점들을 포용하여 단순한 외적 성장만이 아닌 내부적으로도 튼실한 조
직에서 나오는 AECOM의 통합 서비스는 향후 세계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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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일 분야에서의 안정적인 성장 보다는 글로벌
산업시장의 변화에 한발 빠르게 대응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AECOM의 성장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분야별로 독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프로젝트 초기부터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까지의
통합 서비스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방향성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
는 현 시점에서 국내·외 많은 기업들의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해외건설업계도 시공분야 뿐 아니라 AEC/FM 산업에서의 ICT를 접목
한 응용기술 개발, 장기적 관점에서의 인적자원 육성, 지식경영 시스템, 혁신
적인 조직문화 구축 등의 선진 관리기술 도입을 통해 해외건설시장이라는 거
친 환경에서 굳건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조직적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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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Jacobs
1. 기업 개요
2017년 Fortune Most Admired E&C 기업에 3위25)로 선정된 Jacobs
Engineering(이하 Jacobs)는 1947년 엔지니어링 컨설턴트로 설립되어 프로젝
트 서비스, 프로세스&컨설팅, 시공 및 O&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6
년 기준, 프로젝트 서비스 매출비중은 67.1%로 가장 크며 O&M이 약 13%,
시공 및 프로세스&컨설팅 매출비중은 약 10%씩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 고급인력 중심의 엔지니어링부문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폭
넓은 Value Chain을 보유하고 있는 Jacobs의 사업영역은 항공우주&기술
(Aerospace

&

Technology),

토건(Buildings

&

Infrastructure),

산업

(Industrial), 석유&화학(Petroleum & Chemicals)으로 구분된다.
Jacobs는

2015년

National

Government

Programs,

Chemicals

and

Polymers, Refining, Infrastructure, Oil & Gas, Buildings, Industrial and
Other, Pharmaceuticals and Biotechnology, Mining & Minerals부문에서
Aerospace & Technology, Buildings & Infrastructure, Industrial, Petroleum
& Chemicals부문으로 유사 공종간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편하였다.
항공우주&기술(Aerospace & Technology)부문은 원자력 및 기술지원 서비
스를 비롯해 국방, 항공우주, 자동차산업을 위한 E&C를 제공한다. 주요 발주
처는 영국 국방부, 영국 원자력 해체청, 미 항공우주국, 미 국방부, 미 특수전
사령부, 미 정보기관, 호주 국방부 등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관시설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토건(Buildings &
Infrastructure)부문은 미국, 영국, 호주 및 아시아 정부기관과 민영 화물수송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공을 포함해 정부 정보, 바이오, 데이터센터, 과학기술
교육을 위한 인프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5) Jacobs는 5년 연속 Fortune E&C부문 Most Admired 기업에 선정되었으며 2017년 1위는
Fluor, 2위는 Emcor Group, 4위 Peter Kiewit Sons’, 5위 Aecom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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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Industrial)부문은 특수화학, 제조, 생활과학, 광산개발 등의 업계에
EPC, PM, 현장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R&D시설, 실험실, 파일
럿 플랜트, 생명공학 및 의약 관련 생산시설, 에너지 및 비료, 황산, 합성화
학, 소비재, 식음료, 펄프&제지 등의 생산시설 개보수 및 건설을 담당하고
있다. 석유&화학(Petroleum & Chemicals)부문은 석유&가스, 정유, 석유화학
업계에 컨설팅, EPC, PM, 유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고정 및 부유
식 플랫폼, 해저 고정시설, 게더링, 처리, 수송 파이프라인, 터미널 등의 건설
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VII-1] Jacobs 사업영역(조직도)

Petroleum &
Chemicals
Oil & gas upstream
Refining
Chemical markets

Buildings &
Infrastructure

Aerospace &
Technology

Public & private sectors
Institutional
highway, Rail, Aviation
Educational, corporate
facilities

Public & private sectors
Defense(scientific, E&C)
Nuclear & technical
support services

Industrial
Mining & minerals
Specialty chemicals
Manufacturing
Life sciences
field services

Jacobs는 [그림VII-2]와 같이 전세계에 걸친 사업영역을 구축하고 있는데
J/V 및 M&A전략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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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VII-2] Jacobs Global Presences(Experiences)

2. 경영 실적
2006~2016년간 Jacobs의 매출 및 순익 지수 추이([그림VII-3] 참조)를 살펴
보면, 2006년 대비 매출은 2014년 1.7배까지 증가했다가 1.5배 안팎수준에서
안정되어 있으나 순익은 2013년 2.1배까지 증가하였다가 2016년 1.1배로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VII-4]의 순익률로 확인해보면, 지난 10년간 2.5~3.5%안팎의 범위에서
양호한 수치를 기록한 이후 2016년에 들어와 2% 미만의 순익률을 기록해 최
근 변화의 조짐이 예상된다. 석유&가스 플랜트부문에 집중하고 있는 Jacobs
는 글로벌 경쟁 과열이 심화된다가 국제유가마저 2014년 하반기부터 급락하
면서 수익성도 20313년 순익률 3.6%에서 2014년 2.6%에 이어 2016년 1.9%로
급격한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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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VII-3] Jacobs 매출 및 순익 지수 추이(2006=1)

[그림VII-4] Jacobs 순익률 추이(%)

매출 및 순익액을 인당 추이로 들여다보면([그림VII-5] 참조), 2006~2011년
간 1인당 매출액 평균은 186.1천불, 2011~2016년간은 183.7천불인 것으로 분
석되어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2006~2011년간 1인당 순익액 평균은
5.9천불에서 2011~2016년간은 6.2천불인 것으로 분석되어 언뜻 봐도 유가 하
락기에 개인당 매출은 소폭 감소하였지만 순익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Jacobs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소폭의 인력감소를 나타내고 있지
만 유가 흐름에 따라 인력 충원에 이어 감원도 병행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VII-6] 참조).
[그림VII-5] Jacobs 1인당 매출 및 순익액 추이(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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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VII-6] Jacobs 인력 추이(명)

3. 포트폴리오 분석
Jacobs는 유가 상승기를 활용하기 위해 자국시장에서 해외시장으로 적극적
인 진출을 시도했다. [그림VII-7]을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
부터 유가 100$/bbl대였던 2013년간 해외 매출비중26)은 약 53%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다소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acobs 해외 매출액 가운데 엔지니어링 비중은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증가
해 2010년 64.5%를 점유하다가 다시 감소했지만 2016년 64.7%로 해외 지향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엔지니어링 비중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
후 일시적 감소를 겪었지만 2011년부터 55%안팎을 유지하면서 2016년에 들
어와 66.2%로 국내외 엔지니어링 부문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킨 것으로 사료
된다([그림VII-8] 참조).
[그림VII-7] Jacobs 국내외 매출액 및 비중 추이(억불, %)

[그림VII-8] Jacobs 엔지니어링 국내외 매출비중 추이(%)

Jacobs의 분야별 매출비중([그림VII-9] 참조)을 살펴보면, 2006도에는 시공
(Construction)부문에, 2011년에 O&M부문에서 2016년도에 들어와 프로젝트
서비스부문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시공보다 엔지니어
링부문에 더 집중하고 있는 패턴을 감지할 수 있으며 M&A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유가 급락이후 시공부문 비중은 줄이고
자국시장 확대를 비롯해 시스템 엔지니어링, IT부문 강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26) ENR, Top International Design Firms 및 Top International Contractors에서 Jacobs 해외
매출액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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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비중을 크게 늘림으로써 틈새시장 및 경기흐름에 덜 민감한 부문에 집
중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VII-9] Jacobs 분야별 매출비중 변화 추이(%)

[그림VII-9]의 방사형 차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06년 시공부문 비
중이 43.7%, 프로젝트 서비스부문 39%, O&M부문 10.8%, 컨설팅부문이 6.5%
로 여전히 엔지니어링부문에 다소 집중되어 있었다. 유가 상승기였던 2011년
비중은 시공부문 비중이 29.5%로 급감하면서 프로젝트 서비스(48.8%) 및 컨
설팅(7.9%)부문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졌으며 특히 O&M부문도 13.8%로 그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 서비스부문은 2016년 다시 비중이
더 커지면서 52.3%를 점유하게 되면서 엔지니어링 역량을 강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Annual Report에 의한 구조재편(2015년) 전 조직별 매출실적 비중추이([그
림VII-10] 좌측 참조)를 살펴보면, 정유부문이 정부 프로그램, 석유화학 및 인
프라부문으로 대체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약 29%에 달하던
정부부문의 매출비중은 2015년 16.1%로 급감하고 있는데 2007년 대비 2015
년 정부 프로그램이 16.1%에서 21.8%로 점유율을 가장 크게 증가한 부문으
로 꼽힌다. 또한 석유화학부문도 14.6%에서 19.7%로, 인프라부문도 8%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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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로 증가해 석유&가스 업&미드 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뿐만 아니라 엔
지니어링 및 인프라부문으로 다각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ENR 데이터에
의해 재확인해보면([그림VII-10] 우측 참조), Jacobs의 지난 10년간 플랜트부
문 매출비중은 평균 70%정도에 달한다. 하지만 고유가시기에 플랜트 비중은
이미 토건 및 전력부문으로 일부 전환, 다각화되었으며 최근 들어 다시 토건
부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VII-10] Jacobs 사업영역별, 공종별 매출비중 추이(%)

국내를 포함한 Jacobs의 지역별 매출 및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VII-11]의 좌측을 살펴보면, 미국 매출은 2006년 50억불을 밑도는 수준에서
2009년 74억불까지 급증한 바 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2011
년까지 약 64억불까지 감소하다가 2015년 다시 70억불에서 최근 60억불대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을 대체한 지역은 아시아
를 비롯해 아·중동 및 중남미지역인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들어 유럽지역 매
출 증가세가 눈에 띈다.
[그림VII-11]의 우측으로 다시 확인해보면, 2006년 자국을 포함한 북미 비중
이 가장 큰 7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유럽이 22.8%, 아시아가 1.6%를
점유하고 있어 북미와 유럽지역에 대한 편중현상이 심했다. 하지만 2011년에
들어와 유럽 매출비중이 15.9%로 낮아지면서 북미가 77.9%로 독보적인 위치
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아시아 비중도 소폭 상승해 3.9%를 점유하게 된다.
2016년도에 와서 미국 매출비중은 65.4%로 급감하면서 유럽이 21.4%의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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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보이면서 재부상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아시아 비중도 8.4%로 증가하면서
아시아지역 진출도 확대해 나아간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VII-11] Jacobs 지역별 매출 및 비중 추이 및 변화(백만불, %)

요컨대 Jacobs은 자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유럽 등의 동질문화권 시장
을 중심으로 대 정부 서비스 및 석유&가스 다운스트림 프로젝트로 이동하면
서 국제유가에 민감할 수 있는 플랜트부문을 토건부문으로 일부 대체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강점 및 약점
Jacobs은 2015년부터 조직재편(2015 Restructuring)을 단행하고 있는데 불필
요한 해외지사망 정리 및 인력 재배치 등에 2015년 약 1.5억불, 2016년에 약
1.9억불의 비용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Jacobs의 성장성은 2006년 대비 2012년 이후 다수의 기업 인수를 통해 1.5
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익성은 2016년부터 정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러한 추세 가운데 어떤 약점에 노출되어 있으며 어떤 강점으
로 보완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Jacobs의 신규 수주 및 수주 잔고([그림VII-12], [그림VII-13] 참조) 추이를
살펴보면, 시공부문 신규 수주액(ENR 미국 400대 기업 매출 자료)이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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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약 144억불에서 2011년 약 38억불까지 가파르게 감소
한데 이어 국제유가가 급락한 2014년 하반기 이후 2015년 약 55억불에 이어
2016년 38억불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매출액 대비 수주 잔
고율은 사뭇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2016년 170%를 웃돌면서 지난 10년
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VII-13]으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엔지
니어링 영역인 전문 기술서비스부문 잔고율 증가세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유가 시기와 맞물려 잔고액이 120억불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현장서비스(시공)는 2008년 86억불에서 2011년 52억불까지 급감했다가
완만한 상승세 이후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주 잔고는 신규 수주
에 후행되는 수치로 Jacobs는 엔지니어링부문에 더 집중하면서 강점을 가지
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VII-12] Jacobs 시공부문 신규 수주액 추이(백만불)

[그림VII-13] Jacobs 수주잔고(율) 추이(백만불, %)

최근 3년간 Jacobs 조직별 영업이익률([그림VII-14] 참조)을 살펴보면, 산업
부문 및 석유&화학부문 수익성은 정체내지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
주항공&기술 및 토건부문은 5% 이상의 양호한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매
출액 대비 수주 잔고율([그림VII-15] 참조)은 산업부문을 제외하고 150%이상
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토건부문은 220%이상을 기록하면서 단기간에 급격
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즉, 플랜트부문 수익 및 지속성을 토건 및 엔지
니어링부문에서 보완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Jacobs와 같은 고도화된
엔지니어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고유가시기에 고부가가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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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 빠른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VII-14] 최근 Jacobs 조직별 영업이익률 추이(%)

[그림VII-15] 최근 Jacobs 조직별 수주 잔고율 추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Jacobs는 시공보다 엔지니어링 부문에 더 집중하고
있는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ENR자료를 확인([그림VII-16], [그림VII-17]
참조)해보면, 엔지니어링 매출 비중은 지난 10년간 40%이상을 유지하고 있으
며 2010년 이후 55%안팎으로 더욱 강화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특히
Design-Build 방식 프로젝트 매출 비중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엔지니어링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단순 시공만 수
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설계와 시공을 연결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Jacobs는 비록 조달 및 시운전
역량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F/S 및 IT, 솔루션 제공 등의 기술 서비스
역량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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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VII-16] Jacobs 엔지니어링 매출 비중 추이(%)

[그림VII-17] Jacobs 총 매출 및 DB 비중 추이(백만불, %)

하지만 해외 엔지니어링 매출([그림VII-18], [그림VII-19] 참조)을 좀 더 자
세히 들여다보면, 유가 흐름에 따라 비중이 2006년 29%에서 2013년 54%까지
증가했다가 최근 국내로 점진적인 복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해외 플랜트
엔지니어링 매출비중은 2010년 68%에서 오히려 고유가 시기에 다소 감소하
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VII-18] Jacobs 국내외 Eng 매출 및 비중

[그림VII-19] Jacobs 해외Eng 매출및플랜트비중

추이(백만불, %)

추이(백만불, %)

한편, 해외 시공 매출([그림VII-20], [그림VII-21] 참조)도 유가흐름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2006년 해외 비중이 약 47%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인 2010년 30.2%에서 다시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해 2015년에는
53.5%까지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의 최고점인 2012년을 기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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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VII-20] Jacobs 국내외 시공 매출 및 비중 추이

[그림VII-21] Jacobs 해외시공매출및플랜트비중추이

(백만불, %)

(백만불, %)

무엇보다도 Jacobs의 강점은 미국 정부로부터 프로젝트 물량의 20%안팎을
안정적으로

수주해오고

있으며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실비정산(Cost

Reimbursable)27) 형태로 계약한 금액이 최근 감소세이기는 하지만 매출액의
8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Jacobs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저유가시기를 겪으
면서 총액계약 형태가 증가했지만 민간 발주처보다 정부를 대상([그림VII-22]
우측 참조)으로 한 계약비중을 증가시켜 리스크를 분산시킨 것으로 판단된
다.
[그림VII-22] Jacobs 공사계약 형태별, 정부계약 비중 추이(%)

27) 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품에 대하여 실비 외에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형태
로 비용과 보수를 명확히 구분하고 비용관리, 승인, 금액의 결정방법을 명확해야 함(비용관
리를 위하여 시공자가 공여하는 자재의 구입가격, 지급방법, 노임률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 것이 통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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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Jacobs는 최근 플랜트부문 경쟁심화로 수익성 정체를 경험하면서
공종 다각화 및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조직 재편을 단행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선진권역에 집중된 매출비중과 해외진출 전략 미
비는 미국 정세에 민감할 수 있으며 개도국 진출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5. 진출 전략 및 시사점
5-1. 진출 전략
Jacobs는 영미권 지역을 중심으로 공종 다각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F/S 및
FEED에서 제작 및 EPC를 거쳐 O&M까지 폭넓은 Value Chain를 가지고 있
다. 또한 설계와 시공을 연결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약방식
(Design-Build)의 해외 매출비중이 지난 10년간 평균 85%를 상회한다. 전방
위 엔지니어링에 강한 Jacobs는 조달부문을 비롯해 PM(CM)역량을 M&A를
통해 강화시키고 있으나 아직 산업부문 시운전 분야는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그림VII-23] 참조).

[그림VII-23] Jacobs 산업부문 Value Chain 현황

2017년 CH2M28)을 인수한 Jacobs는 기술력 보강과 시장점유를 넓히기 위
해 M&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VII-24]를 살펴보면, Jacobs의 기
업 인수비용이 2008년과 2010년 각각 2.6억불, 2011년 7.1억불, 2014년 13.8억
불로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회사도 총 215개사로
28) 2016년 해외 설계·엔지니어링 매출액 13.1억불로 ENR International Design Firms 12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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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50%이상인 기업수가 204개사이며 이중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187개사로 조사되었다([그림VII-25] 참조). 이들 자회사 가운데 미국
에너지부가 발주한 폐기물처리 및 환경개선 프로젝트 공동 수행을 위해 1997
년도에 설립된 Bechtel Jacobs Company LLC가 눈에 띈다.
[그림VII-24] Jacobs 순 투자금액 및 기업인수 비용(백만불)

[그림VII-25] Jacobs 자회사 수 및 지분현황(%)

최근 M&A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VII-26]과 같이 요약되는데 2001년
3,500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Delta(Delta Catalytic and Delta Hudson
Engineering을 포함한 McDermott Engineers & Constructors(Canada))를 인수
해 석유&가스 업스트림, 정유, 석유화학 등의 분야 E&C 및 유지관리 서비스
분야를 강화시켰다. 또한 네덜란드 엔지니어링 및 CM서비스 전문기업인
Stork E&C businesses를 2001년도에 인수를 완료해 유럽을 비롯해 중동 및
동남아시아 진출영역을 확장시켰으며 총 2,000명의 정유, 석유화학 및 산업플
랜트 기술 전문 인력을 확보하였다. 2004년에는 인프라, 환경, 정부서비스 엔
지니어링사인 스코틀랜드 Babtie Group(3,500명 종사) 인수를 통해 영국을 비
롯한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및 체코 진출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7년 교통,
환경, 통신, 건축 및 부지개발 전문기업인 미국 Edwards and Kelcey29)(1,000
명 종사)사 인수를 통해 미국 동북부지역 진출을 확대하였다. 2007년에는
3,200명의 전문 인력을 보유한 미국 Carter & Burgess30)사 인수를 통해 교통,

29) 2006년 매출액 1.7억불, 2007년 ENR Top Design Firms 67위
30) 2006년 매출액 4.4억불, 2007년 ENR Top Design Firms 3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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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 인프라, 건축 및 부지개발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설계 및 기획서비스
영역을 확장시킨 것으로 조사되었다.
Jacobs는 2008년 중동지역 진출확대를 위해 사우디 Zamel & Turbag
Consulting Engineers(Zate/500명 종사)사 지분 60% 인수를 통해 석유&가스,
정유 및 화학부문 엔지니어링 및 CM역량을 강화했으며 제조, 설치, 시운전
및 유지관리 서비스 전문기업인 영국 L.E.S. Engineering Limited(LES, 700명
종사) 인수를 통해 유럽을 포함한 미국진출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어서
2009년 미국 TYBRIN(1,500명 종사)사 인수를 통해 미션 기획솔루션, 시스템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투 환경 시뮬레이션, 비행안전 등의 서비
스를 미 국방부 및 우주항공국에 제공하고 있다.
2011년에 들어와 Aker Process and Construction(P&C, 4,500명 종사)사 인
수를 통해 미주를 비롯해 유럽 및 호주자원개발 및 정제, 화학 등의 분야에
서 실적을 향상시켰으며 이어서 중국으로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상하이
Aker 육상 P&C도 인수하였다. 또한 실내외 건축, 기획, 엔지니어링 및 조경
전문기업인 미국 KlingStubbins 인수를 통해 자국뿐만 아니라 중국진출 확대
를 도모하고 있다. 2013년에는 남아공 Jacobs Matasis J/V를 통해 Ilitha를 인
수했는데 석유&가스를 포함한 육해상 자원개발, 정유, 화학, 원자력 등의 분
야 EPC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남부 아프리카에서 기술 및 관리인력
조달 서비스도 커버하고 있다.
Jacobs는 2014년 미국 FMHC사 인수를 통해 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
래 유망 분야인 무선통신 사이트 개발, 설계, 네트워크 개발 및 시공 등의 사
업영역을 확장시켰으며 Verizon Communications 자회사인 Federal Network
Systems(FNS)사 인수를 통해 시스템 통합, IT, 데이터 보안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서 2015년에는 미국 J.L Patterson & Associates(JLP)사
인수를 통해 철도건설 계획, 환경인증, 설계 및 CM 서비스 영역을 확장시켰
으며 2016년 미국 Van Dyke Technology Group, Inc.(Van Dyke)사를 인수해
사이버 보안 및 솔루션 서비스를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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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Jacobs는 다양한 동질문화권 기업 인수 및 J/V를 통해 기존 플랜트
부문 강화를 포함해 엔지니어링역량을 강화뿐만 아니라 현지 진출기반을 확
장시키고 있으며 최근 IoT, Data 디지털화, 사이버 보안, 기술 업그레이드 및
지속가능한 솔루션 제공 등 소프트웨어(JPRO 등)적인 분야에서 앞서나가고
있다.
[그림VII-26] Jacobs 기업인수 현황

5-2. 시사점
Jacobs가 집중하고 있는 지역, 공종 및 업역을 고려해보면 (토목, 산업/석
유화학)×(컨설팅,

기초설계(FEED),

상세설계,

조달,

제작,

설치,

시공,

PM(CM), O&M)×(북미, 유럽)의 36개의 조합 사업모델(아래 표 참조)이 가능
하다. 예컨대 도로 프로젝트를 캐나다에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더
욱이 Design-Build 방식의 공사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과 IT관련 엔지니어링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초설계(FEED) 및 PM(CM)역량이 뒷받침하고 있
다. 더욱이 미국 11개 지사 오피스빌딩은 LEED, 영국 지사 빌딩은 BREEAM
인증을 취득해 친환경 건축분야에도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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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지역
북미
북미
북미
북미
북미
북미
북미
북미
북미
북미
북미
북미
북미
북미
북미
북미
북미
북미

공종
산업/석유화학
산업/석유화학
산업/석유화학
산업/석유화학
산업/석유화학
산업/석유화학
산업/석유화학
산업/석유화학
산업/석유화학
토목
토목
토목
토목
토목
토목
토목
토목
토목

업역
컨설팅
기초설계
상세설계
조달
제작
설치
시공
PM
O&M
컨설팅
기초설계
상세설계
조달
제작
설치
시공
CM
O&M

NO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지역
유럽
유럽
유럽
유럽
유럽
유럽
유럽
유럽
유럽
유럽
유럽
유럽
유럽
유럽
유럽
유럽
유럽
유럽

공종
산업/석유화학
산업/석유화학
산업/석유화학
산업/석유화학
산업/석유화학
산업/석유화학
산업/석유화학
산업/석유화학
산업/석유화학
토목
건축
토목
토목
토목
토목
토목
토목
토목

업역
컨설팅
기초설계
상세설계
조달
제작
설치
시공
PM
O&M
컨설팅
기초설계
상세설계
조달
제작
설치
시공
CM
O&M

Jacobs는 플랜트부문을 중심으로 공종이 비교적 다각화된 기업으로 미국
다른 메이저사들과 마찬가지로 M&A 및 J/V를 통한 사업영역을 확장시키고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진출 전략이 부족하고 오피스 중
심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발주처와 거리를 좁히고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해
외지사망 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2009년 퇴사해 Brock Group에서 CEO
로 근무중이던 전직 임원 Robert V. Pragada를 산업부문 사장으로 재고용했
는데 Robert V. Pragada의 다국적 기업과 J/V로 플랜트 시장 진출에 적극적
인 모습이 글로벌 진출 전략을 보완해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제조공장 건설에 있어 소형화, 이동 가능성 및 현지 적응성 등이 부
각되고 있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온 GE의 사례를 확인해보면,

의료기기조직에서 62개 단위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 ‘큐 바이오‘라는 조립
식 신약공장을 2016년도에 선보였다. 이들 모듈에는 생산 장비뿐만 아니라
전기, 수도, 배관 등의 부속시설의 80~90%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 공기와 원
가도 크게 절감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Jacobs도

이에 앞선 2014년에 모듈러 엔지니어링 및 제작 역량을 기반으로 Pfizer(화이
자 제약)의 방부제 처리 경험을 결합해 RDM(Rapid Deployment Modul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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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했는데 고객 인근지역에서 소량의 제품생산에 원가우위를 가지게 되었
다. 이처럼 고도화된 엔지니어링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업은 산업의 경
계가 무너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발주처이자 파트너사인 Pfizer와 같은 제조
기업과 공동으로 이동 가능한 모듈의 최소화를 통해 고객 맞춤형 생산설비의
트렌드를 바꿀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Jacobs의 해외매출 비중은 2006년 대비 고유
가 시기를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해 국내 매출비중과 비등해지고 있다. Jacobs
Presentation 자료를 참조해 2016년 세부 공종별 매출([그림VII-27] 참조)을 정
리해보면, 정부 서비스부문 매출비중이 가장 큰 18.4%를 점유하고 있다. 이어
서 화학부문이 12.8%, 정제 12.2%, 산업부문 현장서비스가 11.7%, 교통부문이
11.5%를 차지하면서 다각화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VII-27] 2016년 Jacobs 공종별 매출 및 비중

[그림VII-28] 향후 주요 공종별 투자 전망

(백만불, %)

(억불)

더욱이 최근 3년간 Jacobs의 재편된 사업영역별 매출비중([그림VII-29]) 및
지사망 현황([그림VII-30])을 살펴보면, 우주항공&기술부문 매출비중이 2014
년 대비 2016년 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일부문 지사망도 국가 수
는 3개인데 오피스는 65개로 집중도31)가 21.7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출비중이 여전히 가장 큰 석유&화학부문은 7.5%p 감소하였는데 집중도 역
시 2.0으로 나타났으며 집중도는 산업부문이 3.2, 토건부문이 5.4로 시공보다
31) 지사망 수/국가 수

- 124 -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VII-29] 최근 3년간 Jacobs 사업영역별 매출비중(%)

[그림VII-30] 2016년 Jacobs 지사망 현황

또한 외부 컨설팅기업에 의뢰한 2017~2021년간 부문별 투자 전망자료([그림
VII-28] 참조)에 의하면, 세계 석유&가스 시장규모가 가장 큰 2조 2,000억불로
나타나 이 부문을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Jacobs의 주력부문인 정부 서비스 부문도 1조 5,000억불로 시장 지배력을 공
고히 할 것으로 보이며 사회 인프라 및 방위부문도 전망치가 커 무시할 수
없는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기업들도 관심이 많은
화학 및 정제부문은 3,000억불을 상회하고 있어 당분간 적정수준의 시장규모
를 형성할 것으로 여겨지나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구도를 생각해보면 틈새시
장 진출 전략도 고려해봄직 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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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결론
해외건설시장에서 유럽기업들과는 달리 주요 미국기업들은 우리기업들도
활약 중인 플랜트(산업/석유화학)부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하지만 설계·엔지니어링 역량에서 우리기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자국시장으로 복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기업들의 공통된 요인과 어떤 차별적
인 특징을 우리기업이 벤치마킹해야 하며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인해보
고자 한다.

1. 미국 메이저 건설기업의 특징
해외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 메이저 6개사 국내외 매출비중([그림VIII-1]
참조)을 살펴보면, 해외 비중은 2006년 30~60%사이었다가 2011년 40~80%로
증가하면서 비중 폭도 넓어졌다. 2016년에 들어와 해외비중은 25~70%안팎으
로 그 폭이 더 넓어지면서 다시 국내비중이 다소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6개사 해외매출 합계도 2013년 675.6억불을 기록하면서 정점을 찍고 이후
계속 감소하면서 2016년에 와서는 403.9억불로 국내매출보다 작아졌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AECOM의 해외비중이 큰 영향을 끼쳤는데
2011년 44%에서 2016년 28%로 급감하면서 국내시장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AECOM은 엔지니어링 뿐만 아니라 시공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URS인수를 통해 2014년부터 100억불 이상을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자국을 포함한 북미와 유럽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벡텔의 경우,
북미, 유럽, 중동 및 아시아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해외비중
이 2006년 57.5%, 2011년 66.3%에 이어 2016년 66.2%로 국내보다 해외시장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미 및 아시아 지역에 집중하고 있
는 CB&I는 해외비중이 2006년 53.7%에서 2011년 80.6%까지 급증했다가
2016년에 와서 29.3%로 크게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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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VIII-1] 미국 6개사 국내외 매출비중(%)

[그림VIII-2] 미국 6개사 국내외 매출 합계 추이(%)

북미와 유럽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Fluor의 해외비중도 2006년 57.9%에서
2011년 74.8%로 급증했다가 2016년에 들어와 48.8%로 다시 국내로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Jacobs는 해외비중이 2006년 39.2%에서 2011년 46.4%,
2016년에도 46.6%로 해외시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미와 유럽지역에 집중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 유럽 및 중동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KBR은
해외비중이 2006년 90.2%에 달했으나 2011년 78.5%에서 2016년에는 50.6%로
국내시장에 더 집중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기업의 주요 공종별 해외매출 비중은 AECOM을 제외하고 산업/석
유화학 및 교통부문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VIII-3]을 들여다
보면, AECOM의 주력 공종은 교통부문 이었으나 2016년에는 건축, 교통뿐만
아니라 산업/석유화학부문으로 다각화되었다. Bechtel은 산업/석유화학 및
교통부문에 강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2011년 산업/석유화학 비중이 증가했다
가 2016년 교통부문으로 중심축이 이동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CB&I는 산업/
석유화학부문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 사이클에 상당히 민
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Fluor 역시 산업/석유화학부문에 집중하면서
건축을 비롯한 유해폐기물부문으로 다각화를 시도한 것으로 여겨진다.
Jacobs 역시 산업/석유화학부문에 집중하고 있지만 교통부문 비중이 2006년
18.3%에서 2011년 5.8%로 급감하면서 2016년 다시 약 16.5%로 리스크를 분
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KBR도 공종 다각화를 위한 노력의 흔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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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산업/석유화학부문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림VIII-3] 미국 6개사 주요 공종별 매출비중 추이(%)

[그림VIII-4]를 살펴보면, 다소 흥미로운 부분이 감지되는데 AECOM은 전
체 매출액 대비 국내 Eng 비중이 2006년 100%에서 2016년 35.3%로 큰 폭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KBR과 CB&I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Eng 역량
이 증강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Jacobs 및 Bechtel은 큰 변화가 없다. 한편,
해외 Eng 비중 역시 AECOM은 전체 매출액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3년 URS 인수를 계기로 시공부문으로 영역을 확장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
단된다. 해외 Eng 비중([그림VIII-5] 참조)은 국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
는데 Bechtel을 제외한 KBR, CB&I 및 Jacobs는 시공보다 설계 및 엔지니어
링 실적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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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VIII-4] 미국 6개사 국내 Eng 매출 비중(%)

[그림VIII-5] 미국 6개사 해외 Eng 매출 비중(%)

무엇보다도 설계와 시공을 연결할 수 있는 역량인 Design-Build(DB) 매출
비중은 국내에서 Bechtel, Fluor, KBR 및 AECOM은 증가한 반면, CB&I 및
Jacobs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KBR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사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은 엔지니어링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AECOM을 제외하고 전체 매출액의 40~80%수준으로 다시 한 번 Eng 역량
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VIII-6], [그림VIII-7] 참조). DB 비중은 엔지니어링
역량과 별개로 매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시공 역량도 포함하고 있기에 저유
가시기에도 이에 대한 적정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고유가시기에 양적
확대를 재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국내외 DB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CB&I는 향후 경영 실적 추이에 예의 주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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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VIII-6] 미국 6개사 국내 Design-Build

[그림VIII-7] 미국 6개사 해외 Design-Build

매출 비중(%)

매출 비중(%)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메이저 6개사의 강점과 약점을 Annual Report에 근
거해 요약([표VIII-1] 참조)해보면, 앞서 이들 기업의 특징에서도 확인되었듯
이 전반적으로 Design-Build 역량이 공통적인 강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플랜트부문에 집중된 포트폴리오 상 국제유가에 민감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Bechtel의 경우, 지역과 공종의 안배를 통한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지속
적인 매출증가세에 있는 반면, CB&I는 안정적인 수주 잔고율을 나타내고 있
지만 시장과 공종이 편중되어 있고 무리한 기업인수로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
로 확인되었다. Fluor 역시 공종 편중이 심한 편이지만 발주처 신뢰를 기반
으로 인프라 및 정부 사업부의 실적이 회복세에 있어 약점을 커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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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VIII-1] 미국 메이저 6개사 강점 및 약점
기 업

강 점

약 점

Fluor

◦ Design-Build 역량(해외 매출의 약 70%)
◦ 발주처 신뢰(기존 발주처 물량 70% 이상)
◦ 인프라 및 정부 사업부 회복세

◦ 국제유가에 민감(특히 해외매출)
◦ 플랜트부문에 편중된 실적(70~90%)
◦ 에너지사업부 정체(신규 수주율 감소세)

Bechtel

◦ 지역 및 공종 안배(리스크 경감)
◦ 지속적인 매출 증가세
◦ Design-Build 역량(해외 매출의 40% 이상)

◦ 신규 수주 변동(등락 반복)
◦ 수주잔고 감소세
◦ 국제자원가격에 민감(Mining&Metal 사업부)

AECOM

◦ 설계·컨설팅 사업부 수익성 양호
◦ 시공 사업부 수주잔고 증가
◦ 발주처 신뢰(안정적인 공공부문 수주 유지)

◦ 시공 사업부 수익성 정체
◦ 시공 사업부 국제유가에 민감
◦ 자국시장에 집중된 매출비중(60%안팎)

KBR

◦ Design-Build 역량(해외 매출의 70% 이상)
◦ 기술·컨설팅 사업부 수익성 양호
◦ 정부 서비스 사업부 수주잔고 증가

◦ E&C 사업부 매출 감소 및 수익성 변동
◦ Chevron 발주 프로젝트 매출 감소
◦ 국제유가에 민감한 플랜트 부문

CB&I

◦ Design-Build 역량(해외 매출의 90% 이상)
◦ 안정적인 수주 잔고율(매출의 150%)
◦ 기술력(기술 제공 등)

◦
◦
◦
◦

Jacobs

◦
◦
◦
◦

양호한 엔지니어링 부문 수주 잔고율
양호한 우주항공&기술부문 수익성
꾸준한 정부 물량 확보(20%안팎)
Design-Build 역량(해외 매출의 80% 이상)

E&C 사업부의 신규 수주 감소
무리한 기업인수로 부채 급증
Capital Services 사업부 수익성 악화
미국시장 편중 및 국제유가에 민감

◦ 시공부문 신규 수주 감소
◦ 플랜트부문 수익성 정체
◦ 선진권역에 집중된 매출비중

이들 기업의 Design-Build 역량이 높은 이유는 자국 주 정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8개 주를 제외하고 Design-Build 방식의 계약이 텍사스, 캘리
포니아, 루이지에나 및 플로리다 등 광범위하게 선호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그림VIII-8] 참조). 이처럼 설계한 기업이 시공까지 수행할 경우, 발주처
입장에서는 공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선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
라 적정수준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구심점은 엔지니어링
역량이 수주에 핵심적 역할을 해온 자국 제도에 의해 형성된 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는 해외진출에 발판을 마련해준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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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VIII-8] 미국 주정부별 Design-Build법 현황

좀 더 나아가 금융역량을 InfraPPP World 프로젝트 데이터에 의해 살펴보
면, 미국 건설기업의 PPP 시장 참여는 유럽기업에 비해 다소 적은 상황이며,
대체로 북미 및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내 Bechtel과 매출실적 1, 2위를 다투는 Fluor는 디벨로퍼(지분 참여)
및 설계·시공·유지보수에도 참여하고 있어 PPP 프로젝트 Value Chain이 폭
넓은 것으로 판단되며 2018년 1월 기준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약 8건으
로 확인되고 있다. 미국 경전철 프로젝트 2건(Maryland Light Rail Purple
Line P3, Los Angeles’s LRT Orange Line PPP project), 고속도로 프로젝트
2건(Arizona South Mountain Freeway P3, I-95 highway Express Lanes in
Northern Virginia), 네덜란드 도로 프로젝트 2건(A9 Gaasperdammerweg
PPP road project, A27 & A1 PPP project), 캐나다 도로 프로젝트 1건
(Windsor-Essex Parkway PPP project)으로 조사되었는데 독일 도로 프로젝
트(A8 highway)는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프로젝트 가운데 네덜란드 프로젝트에 현지 Heijmans사와 공동 지분
참여 및 시공부문에 참여하면서 J/V를 구축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Star
America와 같은 굴지의 디벨로퍼 및 Lane Construction와 같은 시공사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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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프로젝트 규모가 큰 만큼 J/V를 통해 리
스크를 분산시키고 있다. InfraPPP World에 따르면 Fluor의 경우, 금융이 종
결되어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가 5건, 제안단계 1건, 계약단계 1건,
지분매각 1건으로 PPP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는 미국기업이
라고 생각된다. 캐나다 Windsor-Essex Parkway PPP project의 경우, 스페인
Acciona, ACS(Iridium) 등과 디벨로퍼 지분참여 및 Dragados Canada(ACS
자회사), 및 Acciona Infrastructures Canada 등과 설계·시공·유지보수를 공동
으로 수행해 유럽기업과 J/V로 해외 PPP시장에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Bechtel은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가 3건32)으로
PPP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낼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들 프로젝트 가운
데 캐나다 Edmonton light rail transit P3만 금융종결 단계로 디벨로퍼(지분
참여) 및 설계·시공에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2건 프로젝트는 정부승인 및
검토단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Bechtel은 Bechtel Enterprises(BEn)를 통해 국내외 전력, 교통, 수
처리 및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개발단계부터 참여 약 380억불의 금융
을 조달했으며 프로젝트 총 규모는 약 730억불에 달해 금융조달 역량은 충분
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32) InfraPPP World에 의하면, Bechtel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는 캐나다 Edmonton light rail
transit P3, 베트남 Hon Khai island deepwater port PPP project, UAE Sharjah
International Airport expansion project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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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VIII-9] Bechtel Project Financing 프로젝트 현황

AECOM은 10건의 글로벌 PPP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 7건에 기술고
문(Technical Advisor)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영국 및 캐나다 중소형 프로젝트
에 디벨로퍼로 참여하면서 신중한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URS를 인수하면서 캐나다 Calgary Stoney CNG Transit Bus Garage
PPP project 시공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현지 유력 기업인 PCL Constructors
사 J/V로 진출하였다.
한편, AECOM은 2010년 초반부터 Tishman Construction, URS, Hunt
Construction과 같은 건설회사 인수와 AECOM Capital33)이라는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설계 및 엔지니어링 뿐 아니라 시공, 투자개발 및 운영사업
(Design-Build-Finance-Operation)으로 Value Chain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인프라 및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활발한 움직임이 예상
된다.

33) AECOM Capital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는 3300 Main Street, DTLA South Park, Flushing
Commons Phase 1, Ivy Station, The Morgan at Provost Square, San Diego Town &
Country Resort, Union Place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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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obs Engineering은 글로벌 PPP 프로젝트에 디벨로퍼로 참여한 사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주로 InfraPPP World에 의하면 현재 참여 중인 6건 프로
젝트 가운데 시공참여가 1건, 나머지 5건은 기술고문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미국 건설기업은 유럽기업만큼 PPP시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엔지니어링 부문을 중심으로 Fluor 및
Bechtel과 같이 디벨로퍼로서 지분참여 및 O&M까지 그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 기업도 유럽 건설기업과 마찬가지로 동질문화권
내지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역을 중심으로 엔지니어링 역량뿐만 아니라
Project Financing 경험을 바탕으로 J/V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미국 메이저사 비교 분석 및 벤치마킹 요소
일반적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범위는 집중화된 요소의 조합 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VIII-10]은 Annual Report 및 ENR 자료를 토대로 미국
주요 6개사의 지역, 공종, 업역별 집중 진출 범위 도출34)을 통해 최적 진출
범위를 조합 수로 분석한 차트이다.

34) 2016년 기준, 지역 및 공종은 매출 비중이 10%이상을 대상으로 업역은 Annual Report
에서 키워드 중심으로 도출(단, Bechtel은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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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VIII-10] 각 사별 최적 진출범위(조합 수)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Bechtel이 가장 많은 80개의 진출 가능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4개 지역(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을 중심으로 2개 공종(산업/석유화
학, 교통)을 10개 영역(컨설팅, 개발, 기초설계, 상세설계, 조달, 제작, 설치,
시공, PM, O&M)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0개의 진출 가능
범위를 가지고 있는 Fluor는 5개 지역(북미, 유럽, 아시아, 중동, 중남미)을
중심으로 1개 공종(산업/석유화학)을 10개 영역(컨설팅, 개발, 기초설계, 상세
설계, 조달, 제작, 설치, 시공, PM, O&M)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36개의 진출 가능범위를 가지고 있는 Jacobs는 2개 지역(북미, 유럽)을 중
심으로 2개 공종(산업/석유화학, 교통), 9개 영역(컨설팅, 기초설계, 상세설계,
조달, 제작, 설치, 시공, PM, O&M)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0
개의 진출 가능범위를 가지고 있는 AECOM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3개
공종(일반빌딩, 산업/석유화학, 교통)을 10개 영역(컨설팅, 개발, 기초설계, 상
세설계, 조달, 제작, 설치, 시공, PM, O&M)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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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 가능범위가 27개인 KBR은 3개 지역(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을 중심
으로 1개 공종(산업/석유화학)을 9개 영역(컨설팅, 기초설계, 상세설계, 조달,
제작, 설치, 시공, PM, O&M)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가장 적
은 조합수를 나타내고 있는 CB&I는 9개의 진출 가능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오세아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석유화학 공종을 9개 영역(컨설팅, 기초설
계, 상세설계, 조달, 제작, 설치, 시공, PM, O&M)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앞서 조사된 내용을 기본으로 이를 확장시켜 각 사별 특화정도35)를 분석해
보면([그림VIII-11] 참조), 6개사 가운데 Fluor는 5개 요소 평균 8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Fluor는 지역 다각화 분야에서 가장 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종을 제외한 DB역량, 개발역량 및 Value Chain에서도 6개사 평균
이상으로 요소 간 변동 폭이 작아 가장 안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Bechtel
도 5개 요소 평균은 62.8로 미국에서 Design-Build 역량과 개발역량을 제외
하고 지역, 공종 및 Value Chain이 6개사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Fluor가
안정적인 경영패턴을 보이고 있다면 Bechtel은 진출가능 범위가 가장 넓어
시너지 창출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요소별 변동성도 작은 편이어서 가장 최
적화36)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서 Jacobs도 요소 간 평균이 57.6으로 공종
다각화 및 DB역량이 6개사 평균 이상으로 시공보다 엔지니어링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며 KBR 역시 Design-Build 역량이 강하고 지역이 다각화되어 있지
만 공종 단일화 경향 및 개발역량이 약해 평균 51.7로 조사되었다.
AECOM은 5개 요소 평균이 45.4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지만, 다
각화된 공종을 기반으로 신설조직을 통해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엔지
니어링 중심에서 최근 시공부문으로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Design-Build
역량이 가장 큰 CB&I는 지역 및 공종이 집중되어 있고 개발역량이 약해 요
소 간 평균이 48.7임에도 불구하고, 시너지 창출효과가 작아 최적화 지수는
35) 6개사를 대상으로 지역, 공종, 금융, 업역 및 엔지니어링 역량별 최대치를 100점으로
환산, 각 사별 점수 환산
36) 최적화 지수={시너지 지수(각 사별, 항목별 100점 환산 평균)+안정화 지수(100-시너지
지수 표준편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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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낮은 33.6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화 요소 간 평균 순위와 최적화 지수 순위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Fluor는 Bechtel보다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상대
적으로 공종 다각화에 진척이 더딘 것으로 판단되며, CB&I는 KBR에 비해
지역 다각화 수준이 다소 떨어진다. AECOM과 Jacobs Engineering을 상호
비교해보면, 무엇보다도 설계와 시공을 연결할 수 있는 역량 차이가 두드러
지나, 최근 AECOM의 시공부문 강화를 위한 URS인수 이후 실적을 눈여겨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VIII-11] 각 사별 특화정도 및 평균

[그림VIII-12] 각 사별 최적화 수준 현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echtel은 최적 진출가능 범위가 가장 크며 최적화
수준도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Fluor가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CB&I는 최적 진출가능 범위 및 최적화 수준 역시 가장 낮게 분석되어 이들
기업이 어떤 진출 전략을 구사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에 미국 6개사의
주요 진출 전략을 살펴보면([표VIII-2] 참조), Value Chain 확장, M&A(J/V),
모듈 시공, 발주처 신뢰 구축, 투자개발형 사업의 점진적 확장 등으로 압축될
수 있다. 하지만 CB&I와 같이 수익성 저하 사업부 매각도 핵심 진출전략이
될 수 있어 기업인수에 있어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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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VIII-2] 각 사별 주요 진출 전략
구 분
Fluor

Bechtel
AECOM
KBR
CB&I
Jacobs

◦
◦
◦
◦
◦
◦
◦
◦
◦
◦
◦
◦
◦
◦
◦
◦
◦
◦
◦

핵심 진출전략
거점국가에 엔지니어링센터 운영
모듈 및 제작 야드를 통한 기동력 확보
주요 에너지 메이저사를 대상으로 한 초기단계 기획-제안
M&A 및 J/V를 통한 후방 Value Chain 통합
J/V(컨소시엄)를 통한 리스크 관리 및 시장영역 확장
사전 모듈 제작을 통한 공기 및 비용절감, 기동력 확보(Pre-Engineering)
전략적 고객 밀착관리(Zipper Plan)
M&A를 통한 Integrated solution provider로 시장영역 확대(URS 인수)
AECOM Capital(투자펀드) 조성, 투자개발 및 운영사업으로 진출확대
모듈건축을 통한 공기 및 비용절감, 기동력 확보(Rapid Deployment Team)
모듈 및 제작 야드를 통한 기동력 확보
수익성 제고의 일환으로 엔지니어링 중심 진출 확대
M&A를 통한 전방 Value Chain 통합
M&A 및 J/V를 통한 기술력 보강, 시장영역 확장
모듈 및 제작 야드를 통한 기동력 확보
수익성 저하 사업부 매각
M&A를 통한 후방 Value Chain 통합 및 시장영역 확장
IT 및 타 산업(발주처)과 연계(모듈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등)
핵심 인력 확보(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전직 임원 재임용)

이에 우리기업이 미국 메이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벤치마킹할 요소로는
무엇보다도 설계와 시공을 연결하는 Design-Build(DB) 역량을 꼽을 수 있다.
조사된 미국 건설기업 가운데 엔지니어링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AECOM을
제외한 나머지 5개사의 2016년 DB 매출비중은 약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DB 역량은 상세설계 뿐만 아니라 FEED, 기본설계를 포함한 기획능
력을 포함하며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부터 참여함으로써 시공 단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은 수익성 내지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Fluor, Jacobs 및 CB&I는 EPC 프
로젝트 초기단계부터 참여해 가장 큰 비용이 지출되는 조달(Procurement)단
계를 설계(Engineering)와 연결해 유기적인 Feedback을 구축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주처와 거리를 좁히고 있다.
둘째, M&A(J/V)를 통한 업역 및 시장 확대를 들 수 있다. 미국 메이저 건
설기업들도 유럽기업과 마찬가지로 동질문화권은 M&A를, 이질문화권은 J/V
로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Value Chain도 확장시키고 있다. 미국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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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저 건설기업들의 특징은 플랜트부문에 중점을 두고 업역 확장을 통해 시장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luor는 2016년 석유&가스부문 제작
및 엔지니어링사인 Stork Holding B.V사를 인수해 공종 다각화보다는 특화
공종의 Value Chain을 확장시켜 기존 시장을 공고함을 물론 확대를 도모하
고 있다. CB&I도 2007년 Lummus, 2013년 기술제공, 제작, 유지보수 및 환경
정화 등을 수행할 수 있는 Shaw Group을 인수하면서 사업영역을 확대했다.
Jacobs 역시 2001년 Delta(Delta Catalytic and Delta Hudson Engineering을
포함한 McDermott Engineers & Constructors(Canada))를 인수해 석유&가스
업스트림, 정유, 석유화학 등의 분야 E&C 및 유지관리 서비스 분야를 강화
시켰으며 2004년 스코틀랜드 Babtie Group, 2007년 미국 Edwards and
Kelcey, 2008년 사우디 Zamel & Turbag Consulting Engineers, 2009년 미국
TYBRIN, 2011년 Aker Process and Construction, 2013년에는 남아공 Ilitha,
2014년 미국 FMHC, 2016년 Van Dyke 등 인수를 통해 미션 기획 솔루션,
시스템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투 환경 시뮬레이션 등의 영역도
포함하게 되었으며 지역 시장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 모듈화를 통한 기동력 및 비용절감을 꼽을 수 있다. Fluor는 40년의
모듈 건설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에 걸쳐 Exxonmobil, BP, Shell 등
오일 메이저사를 대상으로 전문화된 야드에서 제작ㆍ조립해 이동함으로써
품질을 비롯해 공기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메이저 건설기업은 2016년 산업/석유화학(플랜트) 부문 매출
비중이 AECOM을 제외하면 40%이상이며 6개사 모두 모듈화(제작) 건설이
가능해 우리기업들도 토건을 비롯한 플랜트부문에도 모듈화 건설을 위한 관
심이 필요하다.
넷째, 틈새분야 진출 및 기존분야 고부가가치화를 들 수 있는데 Jacobs의
항공우주&기술(Aerospace & Technology) 부문은 원자력 및 기술지원 서비
스를 비롯해 국방, 항공우주, 자동차산업을 위한 E&C를 제공하고 있는데 주
요 발주처는 영국 국방부, 영국 원자력 해체청, 미 항공우주국, 미 국방부, 미
특수전 사령부, 미 정보기관, 호주 국방부 등인 것으로 알려져 틈새분야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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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Jacobs은 IT 관련 엔지니어링 역량과
미국 11개 지사 오피스빌딩은 LEED, 영국 지사는 BREEAM 인증을 취득해
친환경 건축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을 수반한 프로젝트 개발역량을 들 수 있는데 자사의 금융
전문 인력을 보유하는 것을 포함해 Bechtel 및 Fluor는 디벨로퍼(지분 참여) 및
설계·시공·유지보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Jacobs 및 AECOM은 PPP 프
로젝트에서 주로 기술고문(Technical Advisor) 역할을 하고 있는데 2010년
AECOM Capital이라는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설계 및 엔지니어링 뿐 아니라
시공, 투자개발 및 운영사업(Design-Build-Finance-Operation)으로 영역을 확장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3. 시사점 및 제안
3-1. 석유&가스 시장 전망
각 사별 차이가 있지만 메이저 미국 6개 건설기업의 평균 매출비중은 산업
및 석유화학부문에서 55%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석유&가스 투자에 민감해질
수 있다. BP 자료에 의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지역 석유&가스 생산량
이 셰일 에너지 개발 붐을 타고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건
설기업의 자국시장으로 복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미
국 메이저 건설기업을 유인하고 있는 핵심 요소인 석유&가스 생산 추이를
살펴보고 시사점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그림VIII-13]을 살펴보면, 2000~2010년간(전반기) 북미 석유 생산 CAGR은
-0.1%를 나타내고 있지만 2010~2020년간(후반기) CAGR은 3.9%로 가장 큰 성
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도 여전히 2020년 중동지역 석유 생산량
은 1,508 MTOE로 북미지역(940 MTOE)보다 약 1.6배 많고 CAGR도 전반기
0.6%에서 후반기 2.1%로 높아 관심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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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VIII-14]를 참조해보면, 2020년 가스 생산량이 1036.6 MTOE로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북미지역은 전반기 가스 생산 CAGR이 0.7%
에서 후반기 3.4%로 성장률이 아시아지역 다음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
다. 하지만 2020년 아시아 지역 가스 생산량은 642.5 MTOE로 CIS 지역보다
적고 중동 지역보단 약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생산량은 투자를 수반
해야 하므로 2010년대에는 북미 지역 이외에도 CIS 및 중동지역에 대한 관
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지역은 한 눈에 봐도 전반기 대비 후반기
성장률이 크게 향상된 점을 확인할 수 있어 자국을 비롯한 인근 캐나다에 진
출 이점이 있는 미국 건설기업들을 유인하기에 충분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우리 건설기업들은 북미지역 기반이 아직 공고하지
못해 중동 및 아시아 시장에서 지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CIS 지역에도 관심
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살펴본 벤치마킹 요소를 재확인해보면, 우리
기업들도 자체 구심점 마련을 통해 선진권역에도 진출을 확대해야 할 것이
다.
[그림VIII-13] 기간별 주요 지역 석유 생산 CAGR(%)

[그림VIII-14] 기간별 주요 지역 가스 생산 CA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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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미국 건설시장 전망
ENR 250대 해외건설기업에 속하는 미국 기업들의 지난 10년 간 국내외 매
출37)을 살펴보면([그림VIII-15] 참조), 국내 매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약 699억불로 저점을 기록한 후, 점진적으로 향상되면서 2016년에는
1,265억불을 기록하였다. 이와 반대로 해외 매출은 유가와 비슷한 패턴을 보
이면서 2012년 약 961억불로 정점을 보이다가 계속 감소해 2016년에 약 616
억불로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확인한 바 있는 미국을 비롯한 북미지역 석유&가스 시장은 유가의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향후에도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 미국 내
어떤 지역과 부문이 유망할 것인지 추가로 확인해 미국 건설기업들의 향방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그림VIII-15] 미국 해외건설기업 국내외

[그림VIII-16] 미국 해외건설기업 국내외

매출 추이(억불)

매출비중 추이(%)

FMI자료는 미국의 건설시장 규모를 주거38), 비주거39) 및 구조물40)로 전망
하고 있어 부문별 시장규모를 대략 가늠할 수 있다. 이에 미국 지역별, 부문
별 시장 규모 추이를 크게 9개 지역으로 나눠 분석해봤다. 주요 연도별 평균
37)
38)
39)
40)

ENR Top 250 Int'l Contractors 및 Top 225 Int'l Design Firms 국내외 매출액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택개선
숙박, 사무실, 상업빌딩, 헬스케어, 교육, 종교, 보안, 여가, 교통, 통신, 제조(공장)
전력, 도로, 하폐수, 상수, 보전/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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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시장 규모([그림VIII-17] 참조)를 확인해보면, 2010년 9개 지역의 평
균 시장규모는 895.6억불로 6개 지역이 평균 이상이었다. 하지만 2013년에는
평균 시장규모가 1,007.1억불로 5개 지역이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2015년
에 들어와 4개 지역만이 지역별 평균 시장규모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부터 South Atlantic, West South Central 및 Pacific지역만이 9개 지
역 평균 규모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 될 것으
로 생각된다([그림VIII-18] 참조).
[그림VIII-17] 미국 연도별 평균 지역 건설시장 규모

[그림VIII-18] 10년간 미국 평균 지역별 건설시장 규모

미국 건설시장은 주거부문이 40%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비 주거부문에서
도 2017년 기준 학교, 사무실 및 상업용 빌딩 시장규모가 2,000억불을 상회하
고 있어 건축시장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그림VIII-19] 참조) 것으로 확인되었
다. [그림VIII-20]을 추가로 살펴보면, 미국 건설시장은 제조(산업/석유화학
포함)부문보다 전력 및 도로부문 시장규모가 더 큰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17년도 규모가 전력이 약 1,000억불에 근접하고 있으며 도로가 약 940억불,
제조가 약 820억불로 추정되어 시장성이 있는 3개 지역을 중심으로 유망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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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VIII-19] 주요 부문별 건축시장 추이(억불)

[그림VIII-20] 건축 이외의 부문별 건설시장 추이(억불)

미국은 연간 8,500억 갤런의 하·폐수시설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
는데 2016년 12월 Water Infrastructure Improvement Act(100억 달러) 법안
제정으로 수자원 개발 관련 연방기금이 증가할 전망으로 전력부문을 포함한
공공 인프라도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트럼프 공약에 따른 세계 최
대 에너지 기업인 미국의 ExxonMobil은 연초

2017년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 CAPEX)을 220억 달러(전년 대비 14% 증가)로 확대시키겠다고
발표하였으며 2016년 11월 제조 용량이 74.8%로 1972~2015년간 평균 78.5%
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 등은 이와 관련된 건설부문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
이라고 전망된다.

3-3. 우리기업에게 주는 시사점
이처럼 미국 건설시장은 3개 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며 향후 전
망도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미국 건설기업들이 해외건설시장에서
어떤 지역을 대신해 국내로 복귀했을까?‘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며 공백
이 발생한 지역에서 우리기업들의 위치를 공고히 하거나 진출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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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NR Top Int'l Contractors 및 Design Firms자료를 종합 분석해 미국
건설기업의 지역별 매출비중 추이([그림VIII-21])와 2013년 대비 2016년 매출
비중 변화([그림VIII-22])를 살펴보았는데, 2013년을 기점으로 아시아지역 매
출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세계 건설시장
규모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미국기업의 3년 전 대비 아시아지역 매출 감소
분인 169.6억불(매출비중: 9.4%)만큼 다른 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기업과 경쟁을 피하기 위해선 북미지역을 포함한 유럽지역 진출
확대는 신중한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을 집중적
으로 공략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록 미국기업의 중동지역 매출비중이
1%p 증가했지만 매출 규모는 약 31억불 감소해 우리기업들은 발주처 상주
인력 배치41) 등을 통해 이 지역 매출 규모를 지속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그림VIII-21] 미국 건설기업의 지역별

[그림VIII-22] 3년 전 대비 미국기업의 지역별

매출비중 추이(%)

매출비중 변화(%)

또한 미국 건설기업의 매출비중 및 변화를 공종별([그림VIII-23], [그림
VIII-24] 참조)로 들여다보면, 2014년을 기점으로 산업/석유화학부문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며 토건 부문이 일부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역
시 지역별로 고려한 패턴과 동일하게 생각해보면, 3년 전 대비 미국기업의
41) 일례로 Cognizant(IT 기업)사는 마케팅 팀에 ‘공동 리더제’를 활용, 2명의 리더 중
1명은 고객社에 상주, 고객의 니즈뿐만 아니라 불만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고객 유지율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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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석유화학부문 매출 감소분인 281.6억불(매출 비중: 13.7%)만큼 다른 기
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을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된다면, 산업/
석유화학 뿐만 아니라 전력부문 매출을 지속시킬 수 있는 중국 및 인도 등의
후발주자와 차별화된 모듈화 및 엔지니어링 역량(FEED, O&M 등)을 갖추어
야 할 것이다.
[그림VIII-23] 미국 건설기업의 주요 공종별

[그림VIII-24] 3년 전 대비 미국기업의 공종별

매출비중 추이(%)

매출비중 변화(%)

무엇보다도 교통 및 일반빌딩 부문에도 매출 비중을 적정수준까지 증가시
켜야 하는데 최근 들어 개발 및 금융수반 개발역량이 부상하고 있다. 이미
토건 PPP시장에서 유럽 뿐만 아니라 미국기업들도 자국과 유사한 제도를 가
지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
도 M&A 또는 J/V 등을 통해 개발 및 금융역량을 자체적으로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신흥시장에 맞춤형 PPP법이나 제도를 정부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진출하는 패턴도 고려해 볼만 할 것이다. 또한 공기 및 원가절감
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져야 하는데 플랜트부문을 포함한 토건부문에서도
미리 제작해 현지 시공을 최소화한 모듈화 공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LEED, BREEAM 등 친환경 인증 취득을 통해 선진
국 시장뿐만 아니라 향후 신흥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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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안
우리나라는 건설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부문에서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
해져 있다. 후발 개도국이 반세기만에 급속도로 성장한 우리나라를 벤치마킹
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이를 확인해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잃어
버린 반세기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이른바 'Paradox of fast
movers' 라고 자칭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세계 1위가 되고자하는 노력은 실로 놀라
울 만큼 큰 반면, 1위 자리를 유지하는 방법은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그냥
앞만 보고 달려온 반세기이지만 향후 반세기에 대비는 차근차근 해오지 않아
그 만큼 지속성에 대한 투자가 수반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건설기업 분석을 통해 확인된 부분은 융·복합을 위한 구심점으로 귀
결된다. 일반적으로 경영전략에 있어 넓고 개괄적인 응용범위인 원심력도 필
요하지만 깊고 심오한 기초범위인 구심점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건설기업뿐
만 아니라 Frontier가 될 수 있는 기업은 시장을 확대하기 전에 지속적인
R&D 및 인력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구심점이 될 수 있는 핵심역량을 확보하
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어떤 분야에 있어 Fast Mover가 아닌 First Mover
가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Sustainable Frontier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거시적 관점에 고려해보면, 각 산업별로 기존 지역, 공종, 가치사슬을
상호 연결해 융·복합 패턴의 진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일시적 필요에 의한 융·복합 패턴이 규모의 경제를 이끌어내면서 매
출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나 지속가능성은 미지수이다. 진정한 구심점이
있다면 한 개의 점에 수많은 선들이 응용범위로 연결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
패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림VIII-25]를 들여다보면, 우측은 상당히 역동적으로 보이지만 좌측은 안
정적으로 보인다.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구심점이 약하면 원심력에 의해 들
쭉날쭉하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즉, 일시적 구심점에 의해 프로
젝트가 완료되면 각각의 파이는 분산되어 다시 집결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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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용까지 상승할 수 있다. 결국 융·복합에 의한 수많은 경우의 수가 창출
되기보다는 단 한 가지의 경우의 수를 만들고 해체된다.
좌측 그림을 살펴보면, 구심점을 중심으로 경계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수많은 경우의 수를 창출할 수 있다. 구심점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
지만 응집력이 떨어질 수 있어 근본적으론 절대 우위 요소를 기반으로 자발
적이고 상호 이해를 통해 형성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각도에서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산업 간 내부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법제도의 내실화를 꼽을 수 있으며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금융
개발 역량을 증강시키기 위한 촉매역할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그림VIII-25] 융·복합 프로젝트의 구심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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