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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시장동향 및 전망
1-1. 글로벌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1)
 Global Insight에 의하면, 세계 건설시장 규모(명목 금액)는 2015년 이후
10조불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
 특히 2015년 아시아 시장이 약 4조 8,400억불(전체의 47.4%)로 가장 크며
유럽시장이 25.4%, 북미·태평양시장이 14.9%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지역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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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시장동향 및 전망
1-1. 글로벌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2)
 세계 플랜트시장은 글로벌
경기 흐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남
 2013~2018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큰 부문은
토목이나 가장 크게 성장
할 것으로 추정되는
부문은 건축공종일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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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시장동향 및 전망
1-1. 글로벌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3)
 2015년 세계 건축시장이 54.6%로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며 플랜트가 28.2%, 토목이 17.2% 점유
전망
 주택시장 규모가 가장 큰 3조 3,800억불(건축시장의 약 69% 점유) 정도로 추정되며 교통부문이
1조 5,380억불(토목시장의 88%), 에너지 인프라가 1조 4,900억불(플랜트시장의 52%) 정도로 전망

3/27

1. 글로벌 시장동향 및 전망
1-2. 글로벌 에너지시장 동향 및 전망-전력
 Int’l Energy Agency에 의하면, 2000~2035년간 세계 전력부문 투자비중은 전체의 약 40%로 이중
재생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비중은 약 13%를 차지하고 있음

 지난 2000~2013년간 전력부문 매년 투자 규모는 4,700억불로 송배전을 제외시 석탄 화력부문에 가장
큰 550억불이 소요됨
 2014~2020년간 전력부문 매년 투자 추정 규모는 6,980억불로 송배전을 제외시 풍력 및 수력부문에
각각 760억불, 710억불이 될 것으로 보임

 단기적으로
화석연료(+이산화탄소포집)
발전소에서 원자력 및
풍력발전소 건설에 적극적인
진출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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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시장동향 및 전망
1-2. 글로벌 에너지시장 동향 및 전망-석유&가스
 2000~2035년간 세계 석유부문 투자비중은 전체 에너지의 약 34%로 업스트림부문 비중이 27.5%를
점유하고 있으며 가스부문 투자비중은 약 22%로 업스트림부문 비중이 14.4%를 차지하고 있음
 지난 2000~2013년간 석유&가스부문 매년 투자 규모는 6,780억불로 업스트림부문에 가장 큰
4,720억불, 정유 부문에 520억불이 소요
 2014~2020년간 석유&가스부문 매년 투자 추정 규모는 9,940억불로 비전통 자원을 중심으로
업스트림부문에 가장 큰 7,400억불, 정유부문에 770억불이 소요될 전망

 가스생산 및 처리시설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비전통(셰일 등) 석유&가스
개발사업 참여폭도 넓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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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시장동향 및 전망
1-2. 글로벌 에너지시장 동향 및 전망-석탄&BioFuels
 2000~2035년간 세계 석탄부문 투자비중은 약 3%로 채굴분야 비중이 약 2%를 점유하고 있으며
바이오연료 투자비중은 0.8%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지난 2000~2013년간 석탄 및 바이오연료 매년 투자 규모는 710억불로 석탄채굴부문에 가장 큰
310억불이 소요 예상
 2014~2020년간 석탄 및 바이오연료 매년 투자 추정 규모는 640억불로 석탄채굴부문에 가장 큰
320억불이 소요 추정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을
중심으로 에탄올 생산시설
발주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브라질기업 및 종합상사와
연계한 사업기획도 관심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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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이슈
2-1. 유가 변동(1)
 과거 유가 급락시점을 살펴보면, 2차 유가파동으로 정체된 수요와 맞물린 북해유전 등 非OPEC의
공급이 확대된 1986년도와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 경제 마이너스 성장에 의한
소비가 급감된 2009년도를 들 수 있음
 하지만 유가는 1986년도 수요가 회복되면서 안정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OPEC의 감산합의 및
중국 경기 회복에 힘입어 반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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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이슈
2-1. 유가 변동(2)
[OPEC(이란 제외) 석유 수출 대금]
- 1976~1990년간(유가혼란기) : 1,2차 석유파동  평균 3,134억불
- 1991~2000년간(저유가시기) : 경제 성장률 제동(아시아 외환위기, 소비 감소)  평균 1,764억불
- 2001~2013년간(고유가시기) : OPEC감산, 중동정세 불안 및 신흥 개도국 급성장  평균 5,481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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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이슈
2-1. 유가 변동(3)
[2014년 이후]

- 고유가시기에 GCC중심 자금(펀드) 비축  민생복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발주 지속 전망
* 사우디, UAE, 카타르, 쿠웨이트 재정 한계유가는 상대적으로 OPEC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음 
급격한 발주물량 변동 없을 것
- 유가는 중동(이라크, 시리아 등)정세 불안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배제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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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이슈
2-2. 경제 성장(저성장 우려)
 IMF가 2014.10월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1년내 경기 침체 확률, 유럽이 가장 높은 37.6%, 일본이
24.1%, 미국이 14%, 하지만 아시아 신흥국은 향후 1년내 경기 침체 확률이 0.3%에 불과

 총 투자액도 2009년도를 기점으로 아시아 개도국이 급증하고 있음(2009년도를 기점으로 국내
총 투자액 이 급격히 증가해 2014년도에는 EU의 거의 두배인 6조 1,790억불(GDP의 42.7%)에 이를
것으로 전망)  아시아 신흥 개도국(중남미)을 중심으로 진출 및 수주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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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이슈
2-3. 지정학적 리스크(중동지역에 중점)
 Global Peace Index 2014에 의하면, 중동지역은 이라크, 시리아, 수단을 중심으로 한 고위험군,
리비아, 이집트, 이란을 중심으로 한 잠재 위험군,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사우디 등의
안정군으로 구분할 수 있음  우리기업의 현 주력시장은 이라크를 제외하고 큰 영향 없을 것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Risk/Rewards 현황을 살펴보면, GCC국가들은 리스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우디, UAE, 카타르, 오만은 MENA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Reward)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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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기업 Vs 글로벌 기업
3-1. 추이 분석- 해외건설 수주(1)

2014년 말 기준 해외건설 누계 수주액은 6,761억불로 1,000억불
달성 시점이 20개월 안팎으로 단축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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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기업 Vs 글로벌 기업
3-1. 추이 분석- 해외건설 수주(2)
 최초 1,000억불 달성 기간이 중동 편중도가 가장 큰 84.4%를 기록한 반면 4,000억불 달성시점부터
중동 편중도는 낮아지고 있음
 1,000억불 달성 시점 이후, 플랜트 공종 편중도는 5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3,000억불에서
4,000억불 달성 기간에는 77.2%를 기록
 하지만 4,000억불 달성 시점 이후부터 플랜트 공종 편중도는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최근 들어 토목 공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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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기업 Vs 글로벌 기업
3-2. ENR 매출 분석-Int'l Contractors(국내외 매출 추이)
 ENR 250(225)대 기업의 해외매출 비중은 2008년도를 정점으로 다소 정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이후 점진적 확대 추세
 2004~2013년간 상위 10개사 해외매출 비중은 2011년도에 59.2%로 가장 낮았으며 2012년에 반등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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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기업 Vs 글로벌 기업
3-2. ENR 매출 분석-Int'l Contractors(국내외 매출 추이)
 한편, 한국의 해외매출 비중은 2005년 이래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13년도에는 거의 50%정도
수준까지 상승
 일본의 경우 전반적인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해외 매출비중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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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기업 Vs 글로벌 기업
3-2. ENR 매출 분석-Int'l Contractors(지역별 매출 추이)
 2004~2013년간 한국의 지역별 매출 비중은 중동지역이 가장 큰 57.9%를 점유하고 있으며 아시아
26.3%, 아프리카, 미국, 중남미, 유럽 순으로 나타남
 2011년 한국의 중동지역 매출 비중은 66.9%에서 2013년도에는 51.1%로 감소세인 반면, 아시아지역
매출 비중은 18.3%에서 34.4%로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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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기업 Vs 글로벌 기업
3-2. ENR 매출 분석-Int'l Contractors(지역별 매출 추이)
 한국은 유가나 중동정세에 민감할 수 있는 반면, 상위 5개국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비교적
균등한 매출 발생
 2013년 상위 5개국 평균 ENR 매출비중: 아시아(30.8%), 유럽(20.3%), 북미(20%), 아프리카(11.2%),
중남미(9.5%)
 2013년 한국의 ENR 매출비중 : 중동(51.1%), 아시아(34.4%), 아프리카(7.1%), 중남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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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기업 Vs 글로벌 기업
3-2. ENR 매출 분석-Int'l Contractors(부문별 매출 추이)
 2004~2013년간 한국의 부문별 매출 비중은 산업/석유화학부문이 가장 큰 56.6%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력 19.6%, 건축, 교통부문 순으로 나타남
 2011년 한국의 산업/석유화학 매출 비중은 66.3%에서 2013년도에는 49.1%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전력 매출 비중은 16.6%에서 2013년도에는 22.7%로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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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기업 Vs 글로벌 기업
3-2. ENR 매출 분석-Int'l Contractors(부문별 매출 추이)
 한국은 산업/석유화학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상위 5개국은 부문별 균등한 매출 발생

 2013년 상위 5개국 평균 ENR 매출비중 : 산업/석유화학(27.3%), 교통(26.3%), 건축(19.5%), 전력(10.7%)
 2013년 한국의 ENR 매출비중 : 산업/석유화학(49.1%), 전력(22.7%), 건축(15.0%), 교통(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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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기업 Vs 글로벌 기업
3-3. 한국의 현주소(1)
 건설사업 생애주기에서 계획단계와 설계 및 엔지니어링단계의 기술수준은 비교적 낮고 기술격차는
시공과 유지관리단계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사업관리분야 측면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가장 취약한 실정임
- 미국 기술수준 대비 한국의 기술수준이 85%이상인 부문은 시공이 유일
- 파이낸싱 수준은 66.4%로 전체 중에서 가장 낮아 경쟁력 증강 필요

* 출처 : 2013 국토교통 기술수준분석 총괄보고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부, 2013. 6,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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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기업 Vs 글로벌 기업
3-3. 한국의 현주소(2)
 한, 중, 일 단계별 기술 수준을 살펴보면, 중국은 다른 단계들보다 계약관리 및 계획단계에서 한국을
추격하고 있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시공단계에서 일본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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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기업 Vs 글로벌 기업
3-4. 시사점
(시장 확대에 따른 시장다변화)글로벌 건설기업들은
전 세계 시장에 골고루 분포하여 수주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공종에 따라 기업의 핵심역량에 따라 전략적
인 대응을 하고 있음
(업종 다각화 및 M&A활성화) 최근 3년 동안의
글로벌기업들의 국제화와 다변화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글로벌기업들은 5%내외의 업종변화가
발생했으며, 몇몇 기업들은 상당한 변화를 추구

(가치사슬의 확장) 시공에서 설계, 관리운영, 금융
서비스 등까지 포함한 서비스 확대로 해외시장
진출
(차별화된 기술력 확보) 녹색기술, IT기술 등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하고, 내부자원을 효율적
으로 활용하면서 핵심기술 및 인력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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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지역별 매출 상위 그룹을
살펴보면, 현대건설 및 삼성물산이 중동
및 아시아 지역에서 상위 10개사에
랭크된 것으로 나타남
 스페인 GRUPO ACS 및 프랑스
BOUYGEUS는 가장 많은 지역(5개 지역)
에서 상위 10개사에 랭크된 것으로
나타남
 스페인 GRUPO ACS는 가장 많은 부문
(9개 부문)에서, 독일 HOCHTIEF도 7개
부문에서 상위 10개사에 랭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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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GRUPO ACS는 글로벌 M&A를 통해 공종 및 지역 다각화에 성공
- 5개 이상 부문 상위 10개사에 포함된 기업 : GRUPO ACS, HOCHTIEF, STRABAG, SKANSKA 공종 다각화
- 4개 이상 지역 상위 10개사에 포함된 기업 : GRUPO ACS, FLUOR, BOUYGUES 지역 다변화

 미국 BECHTEL은 지역 및 부문 특화 정도의 안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한국기업은 현대건설 및
삼성물산이 안배 정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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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발형 프로젝트 수주 활성화를
위한 금융, 기획 역량 강화
② 글로벌 M&A를 통한 원자재
확보 및 수주영역 확대
③ 녹색(친환경) 건설, CSR 및
법률부문 강화
④ 융복합 프로젝트 기획, 수주 확대
모색을 통한 K-Build 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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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역량 제고뿐만 아니라 개발형
프로젝트 수주 활성화를 위한 금융, 기획역량 강화]
- 스페인 GRUPO ACS는 프로젝트 개발, 금융조달,
시공 및 운영 전문회사인 Iridium을 자회사로 보유 [글로벌 M&A를 통한 원자재 확보 및 수주영역 확대]
시공부문과 연결
- 스페인 Grupo ACS는 글로벌 M&A(2011년
- 프랑스 Vinci는 에너지, 도로, 시공부문에서 양허
Hochtief 지분의 50% 인수)를 통해 공종 및 지역
및 도급공사를 통해 보완적인 속성을 가짐
다변화
- 독일 Hochtief는 미국 자회사인 Turner사와
호주 자회사인 Leighton을 활용, 영역 확대
- 오스트리아 Strabag은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혼합시설과 석자재, 자갈 생산시설을 보유, 외부
생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효율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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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친환경) 건설, CSR 및 법률부문 강화]
- 2012년 탄소 공개 조사에 의하면, Vinci는

투명성 항목에서 양호한 성적 획득,
ASPI(Advanced Sustainable Performance
Indices) Eurozone index에 포함

- Fluor사는 영국 풍력발전 프로젝트 분쟁으로 2012.
11월에 4/4분기 수익에 대해 사전 세금부과, 미국
Oak Grove 발전소 공사현장 근로자가 보건 및
안전문제로 소송을 제기해 인력을 철수
[융복합 프로젝트 기획, 수주 확대 모색을 통한
K-Build 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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