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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해외사업 매출액 26조 1725억원
§ 2016년 상반기 해외사업 매출액 11조3500억원

<현대, 포스코, 대우, 대림, GS 등 5개 건설사 기준>

§ 해외건설 종사자 수 : 2만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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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건설 시장 및 CM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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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건설 시장(74개 국가) 규모는 2015년 약 9조 2,980억 달러에서 2023년 약 16조 6,812억 달러로 증가할 것

으로 전망

§ 전세계 건설시장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아시아 지역(17개 국가)의 2015년 건설 시장 규모는 약 4

조 8148 억 달러이며, 2023년에는 약 9조 2588억 달러로 가장 큰 시장 형성 전망

§ 아시아 이머징 마켓의 건설 경기 활황 전망[GCPOE(Global Construction Perspectives and Oxford Economics)]

1.1 국내∙외 건설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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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lobal Insight 2015-3 Data Base

구
분

지역
국
가
수

건설시장 규모

2015년 2023년

1 아시아 (Asia) 17 4,814.8 9,258.8

2 동유럽 (Eastern Europe) 8 326.5 642.7

3 중동 & 아프리카 (MidEast and Africa) 17 439.8 881.1

4 북아메리카(North America Total) 3 1,375.6 2,039.1

5 남아메리카(South America Total) 12 439.3 704.3

6 서유럽(Western Europe Total) 17 1,902.1 3,155.2

합 계 74 9,280.0 16,681.2

[단위: 십억 달러]

n 세계건설 시장 규모 현황 및 전망

<세계건설시장 규모 및 증가율 추이(경상가격 기준)>

[단위: 조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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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해외건설시장 현황

<해외건설시장 규모* 및 증가율 추이(경상가격 기준)>

• 2015년 해외건설 시장은 250대 해외건설기업 5,001 억달러 + 225대 해외 설계 및 엔지니어링기업 해외매출 654 

억달러로 총 5,655 억달러로 추정(전년대비 4% 감소)

• 시장 성장률 연평균 10.91%

• 2015년 해외건설시장 규모는 세계건설시장 대비 약 6.1%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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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10.16%

37.19%

* 외국기업에게 개방된 해외(International) 건설시장 규모는 미국의 건설전문저널 ENR에서 매년 발표하는 250대 해외 건설기업 및 225대 해외 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업)의 해외 매출액

합계를 통해 추정

5,656

2,157

-9.82%

5,256

5,924

1.1 국내∙외 건설시장 분석

[단위 :억달러]



1.1 국내∙외 건설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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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시장
진출의 전환기

- 고유가로 인한 해외발주 증가
- 플랜트 시장 편중
- 개발도상국 인프라 확충사업
- 누적수주 7천억 달러 달성
- 저유가/플랜트 발주 감소 추세

[해외건설 수주규모 및 추이]

해외건설 누적 수주 금액 7천억 달러 달성해외건설 누적 수주 금액 7천억 달러 달성

중동지역의 플랜트 사업에 편중중동지역의 플랜트 사업에 편중

새로운 시장개척 및 공종의 다변화 필요새로운 시장개척 및 공종의 다변화 필요

2014년 660억 달러 달성, 2015년 460억 달러로 급감2014년 660억 달러 달성, 2015년 460억 달러로 급감

n 한국의 해외건설 현황

공종별 추이 [2010~2015][단위 : 억달러]

§ 해외건설시장 진출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시점
§ 해외건설 5대 건설 강국 달성을 위해서는 (아시아 권역으로의) 시장 및 공종다변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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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국내수주금액*
(달러환산금액)

343.38 429.9 532.22 525.18 664.45 859.17 827.11 970.58 1123.47 1376.51 1088.49 930 892.73 999.11 900.81 906.37 1074.6 1396.2

해외 수주 금액 40.55 91.89 54.33 43.55 61.26 36.68 74.98 108.59 164.68 397.88 476.39 491.47 715.78 591.44 648.77 652.06 660.01 461.4

해외수주비중 10.56% 17.61% 9.26% 7.66% 8.44% 4.09% 8.31% 10.06% 12.78% 22.42% 30.44% 34.57% 44.50% 37.18% 41.87% 41.84% 38.05% 24.84%

§ 국내 건설 수주 금액은 2007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2007년을 기점으로 하락세

§ 반면, 해외건설 수주 금액의 경우 2005년 100억 달러를 상회한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였으나 2015년 급감함

§ 18년 평균 해외 수주비중 22.47%

1.1 국내∙외 건설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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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나라지표, 해외건설 수주 실적 데이터
*연도별평균기준환률적용

n 국내 및 해외 건설 수주 금액 변화 추이 (1998~2015)
[국내 및 해외건설 수주 금액 변화 추이][단위 :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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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해외건설(시공)의 국제 경쟁력(2015 ENR TOP CONTRACTORS 250)

• ENR 기준 2015년 전체 해외건설(시공) 시장 규모는 약 5,001억 달러(‘14년 5,215억 달러 대비 3.6% 감소)

•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건설 점유율은 8.1%, 33개 국가 중 5위 (‘14년 7.1%, 35개 국가 중 5위)

• 중국은 2014년에 이어 1위(18.8%)기록

n 국내 건설기업의 경쟁력 분석

<전체 해외건설시장 및 한국 해외건설(시공) 매출 점유율 추이>

1.1 국내∙외 건설시장 분석

[단위 :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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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외건설(설계·엔지니어링)의 국제 경쟁력(ENR TOP DESIGN FIRMS 225)

• ENR 기준 2015년 전체 해외 설계·엔지니어링 시장 규모는 약 654.2억 달러(‘14년 708.5억 달러)

•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설계·엔지니어링 시장 점유율은 2.4%, 35개 국가 중 10위 (‘14년 1.9%, 37개 국가 중 11위)

• 미국기업의 해외 설계·엔지니어링 시장 점유율은 약 31.5%로 1위

<전체 해외건축시장 및 한국 해외건설(설계·엔지니어링) 매출 점유율 추이>

n 국내 건설기업의 경쟁력 분석

1.1 국내∙외 건설시장 분석

[단위 :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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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외건설(CM/PM)의 국제 경쟁력(ENR TOP 20 Non-U.S. in International CM and PM fee )

• ENR 기준 2015년 U.S를 제외한 해외 CM/PM 시장 규모는 약 44.5 억달러(’14년 55.3 억달러)

• 우리나라 기업의 CM/PM시장 점유율은 2%, 13개 국가 중 7위 (Samsung C&T, HanmiGlobal 포함) 

• ‘14년 0.7%, 14개 국가 중 14위 (Samsung C&T 포함) 

• Australia의 해외 CM/PM 시장 점유율은 약 24.9%로 1위(‘14년 28.1%로 1위)

<해외 CM/PM 시장 및 한국건설(CM/PM) 매출점유율 추이-U.S.제외>

n 국내 건설기업의 경쟁력 분석

1.1 국내∙외 건설시장 분석

[단위 :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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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CM 수주 실적은 2005년 약 1780억 원 에서 2015년 약 4,180억 원으로 약 2.5배정도 성장

§ 수주 건수의 경우 2005년 175건에서 2015년 519건으로 약 2.5배 성장

§ 건당 수주 금액은 경우 2005년 약 10억 2,000만원에서 2015년 약 8억 700만원으로 감소 (15%감소)

자료: 한국CM협회, 연도별 사업관리(CM) 실적 현황 자료
※ 괄호안의 숫자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을 제외한 수주금액임

1.2 국내∙외 CM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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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수주
건수

175 218 273 400 369 302 368 488 528 470 519

수주
금액 1,786 1,332

1,972
(2,572)

3,043 3,164 2,626 3,156
3,206
(1,680)

3,236
3,489
(1,122)

4,189

수주 건당
평균 금액 10.2 61.1

16.6
(7.2)

76.0 85.7 87.0 85.8
10.0
(6.6)

59.0
98.1
(74.2)

80.7

n 국내 CM 수주 실적 분석 (2004~2014)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YRP) 제외 금액 (1단계:‘07년 2,572억, 2단계:’12년 1,680억, 3단계 : ‘14년 1,122억 )

[단위 :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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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기업을 제외한 선진 CM/PM 기업(20개 기업)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2005년 약 34억 달러에서 2015년 약 70억

달러로 약 2배 매출이 증가함. 

§ 미국의 CM/PM 기업(100개 기업)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2005년 약 108억 달러에서 2015년 약 364억 달러로 약 2.3

배 매출액이 증가함.

§ 선진 기업들의 해외 매출액이 분석 대상 기간 동안 증가한 것은 해외 CM/PM 시장의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국내 CM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 ENR(Engineering News Record), Top 100 CM for Fee, Top 50 PM 

1.2 국내∙외 CM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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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해외 CM 기업의 수주 실적 분석

[단위:억달러]

[ Top 20 Non-U.S. Firms in Total CM/PM Fee 와
in International Fee분석 ]

[ 미국 기업의 CM for fee, PM 사업 국내외 매출액 분석 ]

[단위:억달러]

전체매출액 204%

해외매출액 225% 전체매출액 237%

해외매출액 307%

전체대비
28.1%

전체대비
63.5%

자료: ENR(Engineering News Record The Top 20 Non-U.S. Firms의 CM/PM(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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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국내 CM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현황 분석

§ 국내 CM 기업의 해외 계약 금액은 2008년 약 140억 원에서 2015년 약 350억 원으로 약 2.5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수

주 건수의 경우 동 기간 동안 17건에서 31건으로 약 2배의 성장세를 기록함.

§ 해외 수주 금액이 국내 수주 금액보다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해외 CM 기업의 해외 매출 규모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전체 대비 해외매출액 비중이 Non-U.S. 기업들은 63.5%, 

U.S. 기업들은 28.1%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8.42%에 불과함

§ 따라서 국내 CM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진출전략을 수립해야함.

자료: 국토교통부, KISCON 건설사업관리능력 공시, 기업별 해외 사업 계약 현황 자료 정리 및 분석< 국내 CM 기업의 해외 계약 금액 및 수주 건수 현황 >

< 국내 CM 기업의 국내외 수주 실적 분석 >

전체매출액 140%

해외매출액 250%

[단위:억원]

전체대비
6.04%

2014년 삼성물산의 러시아 락타센터 신축공사 1730억원을 포함한 데이터임

2,093

전체대비
8.42%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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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해외 CM사업 특징 분석 : 발주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관련社 사업 4 7 5 12 15 15 21 18 97

한국원조사업 7 5 11 14 11 9 3 5 65

한국공공기관 2 2 2 5 3 5 0 1 20

한국민간 2 4 2 2 11 13 3 5 42

해외공공기관 0 3 2 2 4 3 1 1 16

해외민간 2 2 1 1 3 8 5 1 23

총 사업수 17 23 23 36 47 53 33 31 263

§ CM의 해외 진출 분야

§ CM의 해외진출 수주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한국원조사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또한 국내 관련사 사업 및 한국원조사업, 한국민간사업 등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이미 진출해 있는 사업을 통한 진출이므로

해외 진출의 역량을 확보했다고 보기 힘듬.

§ 한편, 직접적으로 해외에서 수주한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므로 독자적으로 해외 진출하는데 있어 새로운 전략수립이 필요함.

§ 관련사 사업 : 관련되어있는 기업의 해외 CM 사업

§ 한국원조사업 : 국내 공공원조자본을 활용한 해외 CM사업

(ex. KOICA)

§ 한국공공기관 :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한 해외 CM사업

§ 한국민간 : 한국 민간기업이 발주한 해외 CM사업

§ 해외공공기관 : 해외 공공기관이 발주한 해외 CM사업

§ 해외민간 : 해외 민간기업이 발주한 해외 CM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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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해외 CM사업 특징 분석 : 발주자
§ 국내와 관련있는 사업 비중과 해외 독자적 수주 사업 비중 비교 추이

§ 국내 CM기업의 해외진출 사례를 국내와 관련되어 수주한 경우와 해외에 독자적으로 수주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 그림과

같은 비중변화를 보여줌.

§ 전체 해외 CM 사업 중 평균 14% 정도 해외에서 독자적으로 수주하여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CM기업의 독립적

인 해외 사업 수주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역량강화가 필요한 실정임.

§ 검은색 계열 : 우리나라와 관련되어있는 사업 비중

§ 붉은색 계열 : 해외 독자 수주 사업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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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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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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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해외 CM사업 수행 역량 평가 개요
§ 국내 CM사의 해외시장의 진출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해외 시장 진출 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12개의 관리기술 항목과
16개의 해외진출 전략 항목 내용 을 중심으로 해외 사업 경험을 보유한 CM 기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8개 조직의 전문가(평균경력 23년)의 답변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7점척도로 평가

구분 관리기술 항목 업무 및 내용

A-1 일반사업관리
사업기본계획서 작성 및 운영, 작업분류체계/사업관리번호체계, 사업관리 절차서 작성 및 운영, 회의체 운영 및 관리, 사업타당성 및 수익성 검토, 사업

조직 및 인력관리, 행정적 사업 종료

A-2 설계관리 설계기준서 개발, 설계용역 진행상황 및 기성관리, 설계도서 승인절차, 설계품질 및 변경 관리, 연계성 검토, 준공도서 관리

A-3 사업비관리
사업비 분석 및 개략 검사비 검토, 총 사업비 산정, 사업예산 계정 운영, 총사업비 재 추정, 공사비 분석 및 원가 적정성 검토, 원가 성과분석 및 대책

수립

A-4 공정관리 공정관리 기준 설정, 관리기준 공정표 작성, 분야별 세부공정표 검토 및 운영, 공정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공기변경에 대한 대처, 진도보고서 작성

A-5 자재관리 자재조달 계획 수립, 자재 구매일정 관리, 자재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기자재 품질관리

A-6 계약관리 공사발주계획수립, 설계자/시공자선정,PQ심사기준,공사관리규정운영,발주방식선정및입·낙찰집행, 클레임분석 및 분쟁대응

A-7 품질관리 품질보증 계획, 품질검사, 품질보증

A-8 안전관리 안전계획 수립 및 규정개발, 계약자별 안전관리 감독, 현장확인 및 시정조치

A-9 인허가관리 정부/지자체 인허가 전략 수립, 규제 동향 및 법률 개정 이력관리, 인허가 문서 작성 및 관리, 인허가조건사항 및 검토확인사항 관리

A-10 리스크관리 리스크 관리체계, 리스크 식별 및 분석, 리스크 대응 계획, 리스크 감시 및 통제

A-11 사업정보관리 사업관리 정보 시스템 개발 운영, 사업문서 관리, 경험자료 DB 구축

A-12 공사관리 공사 과정에서 현장 대리인, 주임 기술자, 전문 기술자가 공사의 적절 및 원활한 진척을 목적으로 계획 · 지휘 · 제어하는 것.

§ 12개의 관리기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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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술 항목별 개인역량평가

관리기술 항목별 개인역량평가

§ 관리기술 12개 항목에 대한 설문 결과 응답대상 기업에 소속된 역량수준은 모든 관리항목의 중요성 대비 낮은 것으로 평가
됨.

§ 관리기술 항목에 대한 역량 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요성 대비 현재역량 수준이 모두 낮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역량 향상을
위한 대안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 관리기술 항목 별 개인/조직의 역량 향상 및 기업 차원의 해외 시장 진출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

구분 관리기술 항목 중요성 역량 GAP 순위

A-1 일반사업관리 3.88 3.25 0.63 7 

A-2 설계관리 4.50 4.00 0.50 9 

A-3 사업비관리 5.00 3.25 1.75 2 

A-4 공정관리 5.00 3.50 1.50 4 

A-5 자재관리 4.38 4.00 0.38 10 

A-6 계약관리 5.00 3.38 1.63 3 

A-7 품질관리 5.00 4.00 1.00 6 

A-8 안전관리 4.50 3.88 0.63 7 

A-9 인허가관리 4.63 4.25 0.38 10 

A-10 리스크관리 5.13 3.13 2.00 1 

A-11 사업정보관리 4.38 3.25 1.13 5 

A-12 공사관리 5.00 4.95 0.05 12 

평 균 4.70 3.74 0.97 -

n 해외 CM사업 수행 역량 평가 결과 – 관리기술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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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역량평가

n 해외 CM사업 수행 역량 평가 결과 – 해외진출 역량

§ 기업 차원의 실효성 및 현재역량 수준을 평가한 결과 모든 항목의 실효성 대비 현재 역량 수준이 낮게 평가됨.

§ 기업의 해외 CM 시장 진출에 대한 전략 항목별 실효성 대비 현재 역량 수준 결과를 토대로 GAP 차이가 큰 것으로 도출된
전략 항목에 대한 기업의 우선적 역량 수준 강화 방안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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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사업이 있을지 모른다… 사업이 나와도 내가 그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란 보장이 없다… 경쟁
이 치열해서 수주하더라도 남는 게 없다…

n 수렵/채집 패러다임

발주 소식 좀 없나?

요즘은 뜸하네요...
지난번 사업은 어찌

됐나요?

이번에 수주 못하면
정말 힘드는데…

산너머에 뭐 좀 나온
다며? 다른 부족들도

많이 오겠지?

5개 부족에서 몰려
올거라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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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환경이 우리 환경과 유사하다… 보다 익숙한 환경에서 사업을 수행한다… 현지 사람들도 우리
시스템에 친숙하다… 현지화 전략의 지속이 가능하다… 

n 경작 패러다임

현지화된 사업전략을
개발해야지?

이왕이면 우리한테 익숙한
환경을 만들자고…

우리 나라 환경과
비슷하니 사업을
하기도 편하군…

이렇게 접근하면 여기
사람들도 우리 방식에

익숙해 지겠군…

서로 익숙해 지니
여기서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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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공급이 수요 창출



2.1 새로운 패러다임

25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건설시장은 향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그에 비해 제도와 법률적 기반이 취약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건설산업이 낙후한 상태임. 
대상국 건설환경을 한국친화형으로 개선à시스템(법/제도/기술인력 등) 선 공급à수요 창출

n 공급이 수요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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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전략이라 함은 상대방과의 교류에서 서로의 장점만을 취하는 전략으로 경쟁이나 갈등 관계에서 공존하면서 상

대방의 장점만이 발휘되어 양측의 장점의 합 이상의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를 가져오게 하는 것임

§ 한국과 대상국 양국 관계에서 건설산업 차원에서의 상생전략의 기본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이 설정 가능함.

n 기본정신 : 대상국과의 상생전략

상생전략의 기본은 당사자가 서로의 관계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관계여야 하며,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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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대상국 맞춤형 진출 기반 구축 프로그램의 기본 프레임워크

건설관련 법 & 제도
(건설산업기반 구축)

건설기술
기준 & 표준

(기술기반 구축)

사업관리
체계 & 절차

(사업관리기반 구축)

건설기술 & 사업관리
전문인력

(인력양성기반 구축)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
(대상국 x 분야)

국내 기업의
전략

대상국의
건설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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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대상국 맞춤형 진출 기반구축 프로그램 개요

§ 해외건설 진출기반 구축 전략의 일환으로 개도국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기반구축을 한국친화형으로 지원

§ 국내 기업이 진출함에 용이성 확보

§ 대상국 건설주체와의 협력관계 (파트너링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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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실행 주체 : Korea- ○○○ Construction Collaboration Committee

§ Committee의 필요성

Ø 진출기반 구축 프로그램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양국 간의 협력활동을 실제 수행할 실행기구 필요

Ø 상대국 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 필요

§ Committee 의 핵심 활동

Ø CM Regulation 정립/정착

Ø Test Projects

Ø Pilot Projects & On-Job Training

Ø CM Manual 검토/확산

Ø Education Program 수립/시행

Joint
Committee

CM 
Regulation

& CM 
Manual

Pilot project
& On-Job 
Training

Test Project
& Education 

Program

Joint
Committee

Construction
Industry

Advancement

JV and
Strategic

Partnership

Cooperative
Business

Development

Current Future

Continuous 
Effort

Development of
- Regulatory System
- Technical Basis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of
- Construction Business 
- Construction Industry 
- Nation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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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주체별 활동 개요
상대국
정부

CMAK
KICEM
CM회사

상대국
용역사

상대국
건설사

상대국
발주자

CM관련 제도/교육

CM 용역

사업관리 컨설팅

공동 CM 사업

• 상대국 정부와의 MOU 체결

• 상대국 정부 관료와의 협력체계 구축

• 한국친화형 건설환경 구축 노력

• Collaboration Committee 활동

• Test PJ을 통한 공동사업 필요성 부각

• Pilot PJ을 통한 OJT 수행

• 파트너링십 구축을 통한 현지화 발판

• Collaboration Committee 활동

• Test PJ을 통한 컨설팅 필요성 부각

• 시공-CM 파트너링십 구축

• 현지 개발사업 등 공동참여 기반 구축

• 현지화를 통한 수주 기반 확보

• 파트너링십 구축을 통한 현지 인지도 향상

• 고급/고가 프로젝트 선별 수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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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대상국 맞춤형 진출 기반구축 프로그램 단계별 실행 방안

§ 국토교통부(관)-한국CM협회/개별 기업(산)-한국건설관리학회(학/연) 의 역할 분담

§ 1년 미만의 연구사업 기간 동안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접근방법

§ 연구사업 종료 후에도 연구사업 성과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사전준비단계사전준비단계 연구사업단계연구사업단계 사업화준비단계사업화준비단계

주관: 한국CM협회
지원: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건설관리학회
지원: 한국CM협회/개별 기업

주관: 개별 기업
지원: 한국CM협회

• 상대국 정부와의 MOU 체결

• 상대국 정부 관료와의 협력체계 구축

• 국토교통부 예산 확보

• 기반구축 프로그램 수행

• 시범사업 발굴 추진

• 상대국 건설기업 파악

• 기업간 Committee 설립

• 기반구축 프로그램 지속

• 시범사업/사업 발굴

• 상대국 기업과 파트너링십 구축

• 기업간 Committee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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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ollaboration steps , 3 years time line.

Hold KO-VN CM Conference

Finalize CM Regulation

Finalize CM Manual & Education Program

12 2017.04 06 07

CM Regulation & Manual (review draft)

08 2018.03 2018.12

Implement Education Program

Launch Pilot Project & OJT

Launch CM Project
& Monitoring

Phase 1 (2016, approved) Phase 2 (2017 & 2018, tentative)

05~06

Introductory Seminar on CM System

2016.02

Kick-off Meeting

Finish

Establish Collaboration Committee

0807

Launch Test Projects

- Test Projects Performance Review 
- CM Regulation (final draft)
- CM Manual (final draft) 

CM Competency Investigation Result

n 대상국별 상세 실행계획 (베트남 사례)



3.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진출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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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캄보디아 진출사업 현황
(2013.6~2014.5),(2014.8~2015.7) & (2016.3~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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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우리나라 정부와 캄보디아 정부 양국 간의 MOU 체결

§ MOU was signed on 4th day of June, 2009 
- Ministry of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and Construction(Cambodia) 
-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Korea)

건설과 토지관리 및 도시개발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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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캄보디아 CM 공급사업 추진경과

§ June 21, 2012
- CM공급을 위한 MOU 체결

§ July, 2013
- 캄보디아 건설부에서 CM 공급사업 착수 보고회 개최

§ May, 2013
- 캄보디아 건설부에 CM 법령 제안

(“MLMUPC Ordinance on Construction Management”)

§ August 22, 2014
- 제1회 Korea-Cambodia CM Conference 개최

§ October, 2014
- 캄보디아 건설부가 CM 법령 수정안 제안

§ January, 2015
- 캄보디아 건설부에 CM 법령 하위규정 제안 (“Supplementary Provisions of CM Regulation”)

§ June, 2015
- 캄보디아 건설부에 CM 법령 수정안 제안

§ July 23, 2015
- 제2회 Korea-Cambodia CM Conference 개최

- 캄보디아 건설관련 기업 대상 CM Prakas 설명회 캄보디아 건설부와 공동 개최

§ October, 2015
- CM 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Cambodia-Korea CM Committee 설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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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캄보디아 CM Prakas (건설부령) 제공

§ 캄보디아 건설부령 수준의 CM 제도 수립 지원
§ 현재 법제화 과정 진행 중 (업계 의견수렴을 통한 법령 발효 사전 준비 작업 진행 중)

3.1 캄보디아

• CH.1 General Provision
– 4 articles

• CH.2 Principles, Competences, and Actors concerned 
– 3 articles

• CH.3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System
– 6 articles

• CH.4 Implementation and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 14 articles

• CH.5 Management of Construction Site 
– 14 articles 

• CH.6 Transitional Provisions
– 2 articles

• CH.7 Final Provisions
– 2 articles 

• 7 chapters and 45 articles. 

영문 및 크메르본 제공

캄보디아 건설부 입법화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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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캄보디아 CM 매뉴얼 제공

§ 캄보디아 CM Prakas 및 그 하위규정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매뉴얼 제공

3.1 캄보디아

• 5 Stages
– Pre-design Stage
– Design Stage
– Procurement Stage
– Construction Stage

– Post-construction Stage

• 7 Management Areas
– Contract
– Cost 
– Schedule 
– Design 
– Quality 
– Safety 
– Environment

X
Total 33 
Management Tas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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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캄보디아 건설기술자 대상 CM 교육 실시

§ 캄보디아 CM Prakas 및 그 하위규정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매뉴얼 제공

3.1 캄보디아

• 교육 대상 (총 31명)
- MLMUPC 공무원 13명
- 캄보디아 건설협회 추천인 12
- 캄보디아 엔지니어협회 추천인 2명
- 대학 교수 2인
- 연구소 1인
- 기타 1인

• 주요 교육 내용
- Process Management  
- Quality Management 
- Design Management 
- Safety Management 
- CM Prakas & Manual
- Building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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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한국-캄보디아 CM 컨퍼런스 (1,2차)

§ 기대 효과

§ 캄보디아 건설시장에 대한 우리 업체의 이해도 향상 및 새로운 사업(개발, 건설, CM 등) 발굴 기회 제공

§ 캄보디아 건설사 등에 대한 우리 CM의 홍보 및 신뢰성 제고

§ 발주기관 혹은 개발사와 우리 CM 기업 간의 파트너링 기회 확보

§ 한국-캄보디아 관계 당국자간의 우호협력 관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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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CM시범사업

§ 우리나라 CM업체가 캄보디아의 대규모 부동산종합개발 및 건설회사인 OCIC의 건설 프로젝트에 CM으로 참여

§ 프로젝트 수행 절차, 기술 및 공사관리 수준, 조직체계 등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

§ OCIC의 당면 문제 해결에 참여

< CM시범사업 3자 합의문>

3.1 캄보디아

< CM시범사업 본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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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CM 시범사업 개요

§ 시범사업명 : Olympia City Project 의 수행에 필요한 CM 업무

§ 현장소재지: 캄보디아 프놈펜 시내 소재

§ 공사개요: 주거∙생활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물로서 건축면적

약 700,000 m2

§ CM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현지 개발사업 및 건설 주체인 OCIC(Overseas 

Cambodia Investment Corporation)의 Olympia City Project 정보 및 자료

수집

[Schedule plan] [Site location]

[key plan] [Area list] [Building site area]

[Bird’s-eye view]

3.1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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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시범사업 추진 경과 및 의의

§ 추진경과 요약

- 2014. 2. 4 : 시범사업의 추진에 대한 캄보디아 건설부장관의 입회 하에 프로젝트 건축주인 OCIC 회장과 합의서 교환

- 2014. 2. 28 : 시범사업 참여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에 3개 업체

- 2014. 3. 4 : 캄보디아 CM시범사업 참여업체 공모 결과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가 최종 결정

- 2014. 3. 17 :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문가를 캄보디아에 파견

- 2014. 8. 22 : 본 계약 체결

§ 시범사업 의의

- 대상국 맞춤형 진출 기반구축 프로그램 실행에 따른 성과

: CM 건설부령 입법화를 전제로 한 시범사업

- 캄보디아 정부가 주목하는 시범사업

: 캄보디아 건설부장관이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합의서에 직접 서명

- 대상국 수요자와 국내기업 간의 최적 파트너링 모델

: 수요자는 개발사업자이며 건설관리 역량 부족, 한국의 전문 CM사가 이 부분을 보완 à 상호협력 파트너링 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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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사후관리 현황 (2015~2016년)

§ 임춘임 장관, CCA 회장 및 CM협회장 등 3자가 회동하여 건설협력위원회 구성·운영 및 시범사업 선정 등 논의(2015. 12. 3) 

§ 임춘임 장관과 CM협회장 및 연구진이 캄보디아 건설부에서 협력회의(2016. 2. 3) 

§ 임춘임 장관께 2016. 2. 3 회동에 대한 감사와 함께 CM시스템 정착의 필요성 강조 서한 발송(2016. 2. 16) 

§ MOC 및 CCA 회원사가 참여, Collaboration Committee 구성 협의 (2016.2.27) 

§ 임춘임 장관 및 CCA 회장께 협력위원회 구성 및 CM시스템의 정착 방안에 관한 실무회의 결과 서한 발송(2016. 3. 30) 

§ 임춘임 장관 퇴임(2016년 4월초) 

§ Sophean 차관께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 및 신임 장관 면담 요청 서한 발송(2016. 5. 12) 

§ 임춘임 장관의 퇴임인사 서한 접수(2016. 5. 19) 

§ 임춘임 장관께 감사 서한 발송(2016. 5. 24) 

§ Chiv Siv Pheng 국장께 CM시스템 정착을 독려하는 서한 발송(2016. 6. 2) 

※ 임춘임 장관 퇴임 후 캄보디아 건설부와 원활한 협력이 되고 있지 않아, 

최근까지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외교부 등을 통해 협력창구 재구축 노력 중임.



3.2 미얀마 진출사업 현황
(2015.2~2015.11) & (2016.3~2017.1)

45



3.2 미얀마

46

n 미얀마 CM 공급사업 추진경과

§ May 9, 2013

- CM공급을 위한 MOU 체결

§ May 7, 2015

- 미얀마 건설부에서 CM 공급사업 착수 보고회 개최

- 미얀마 건설부에 CM Regulation 초안 제안

§ July 16, 2015

- 미얀마 건설부에 Collaboration Plan 제안 및 합의

§ October 8, 2015

- 미얀마 건설부 공무원 대상 CM Regulation 설명회 개최

- 미얀마 건설부와 Korea-Myanmar Construction Collaboration Committee 설립 합의

§ November 12, 2015

- 제1회 Korea-Myanmar CM Conference 개최

- Korea-Myanmar Construction Collaboration Committee 설립

- 미얀마 건설부 공무원 및 건설기술자 대상 CM Regulation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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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미얀마 CM Regulation 제공

§ 미얀마 CM 제도 수립 지원
§ 현재 법제화 과정 진행 중 (업계 의견수렴 중)

3.2 미얀마

§ CM Regulation(1st draft) consist of                   
3 - Chapters, 36- articles.

Chapter 1. Construction Project Processes 
and Participants : 2 articles

Chapter 2. Execution and Management of 
Construction Projects : 20 articles
- Section-1. Execution of Construction Projects
- Section-2. Construction Management

Chapter 3. Construction Site Management 
by Constructors : 14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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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미얀마 CM 매뉴얼 제공

§ 미얀마 CM Regulation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매뉴얼 제공

3.2 미얀마

• 5 Stages
– Pre-design Stage
– Design Stage
– Procurement Stage
– Construction Stage

– Post-construction Stage

• 7 Management Areas
– Contract
– Cost 
– Schedule 
– Design 
– Quality 
– Safety 
– Environment

X
Total 37 
Management Tasks

=



3.2 미얀마

49

n 한국-미얀마 CM 컨퍼런스 (1차)

§ 기대 효과
§ 미얀마 건설시장에 대한 우리 업체의 이해도 향상 및

새로운 사업(개발, 건설, CM 등) 발굴 기회 제공

§ 미얀마 건설사 등에 대한 우리 CM의 홍보 및 신뢰성 제고

§ 발주기관 혹은 개발사와 우리 CM 기업 간의 파트너링 기회 확보

§ 한국-미얀마 관계 당국자간의 우호협력 관계 형성

Introduction 
Session

Procedures 
Session

CM
Session

Quality 
Session

Safety
Session

Wrap-up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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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yanmar-Korea Construction Collaboration Committee

§ 주요 역할
§ Support activities for effectiv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CM system in Myanmar 

§ Support activities for implementation of training 

program for development of construction personnel and 

technology in Myanmar 

§ Select and provide test projects and pilot projects to 

which CM system can be applied 

§ Support activities for establishment of joint venture 

companies and/or strategic partnerships in Myanmar 

§ Discover new construction projects to which CM system 

can be applied by joint venture companies and/or 

strategic partnerships  

§ Carry out any other types of projects designated by the 

Joint Committee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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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yanmar-Korea Construction Collaboration Committee

§ Committee Member Companies
§ 한국 (5개사)

- 토펙, 건원, 삼우, 신화, 한국CM기술원

§ 미얀마 (6개사)

- Shwe Taung Co. Ltd, A1 Construction, Original Group 

Co. Ltd., Faith Hill Co. Ltd., Chan Thar Shwe Myay Co. Ltd., 

Crown Advanced Construction Co. Ltd. 

§ 1st Committee Meeting
§ January 7, 2016 

§ HQ of A1 Construction, Yangon, Myanmar 

§ Seminar on CM, Site Visits, etc. 

§ 기대효과
§ 우리 CM 전문기업과 미얀마 대형건설사/개발사 간의 파트너십 구축

§ 기업 차원의 기술지원 관계 구축

§ 미얀마 CM시장 창출-진입-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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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사후관리 현황 (2016년)

§ 2nd Korea-Myanmar Construction Collaboration Committee 개최 (2016. 5. 1)  

§ 토펙-Chan Thar Shwe Myay Co. Ltd. 간 Test Project 진행 합의 (2016. 5. 2) 

§ MOC와 Shwe Taung이 참여하는 Test Project 진행 합의 (2016. 7. 26) 

§ MOC는 CM관련 규정을 Guideline 형식으로 공식화 하기로 합의, CM Manual은

CM Guideline의 부록 형식으로 첨부하기로 합의 (2016. 7. 26)

CM Guideline 및 CM Manual 관련 합의 회의록 Test Project 시행과 그 조건에 관한 합의 회의록

MOC 신임 장관 U Win Khaing 면담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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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사후관리 현황 (2016년)

§ Test Project 개요

- 대상 프로젝트 : Dagon Seikkan High-rise Residence Project

- 발주자 : 미얀마 정부

- 규모 : 890,000 2

- 공기 : 2017년 완공 목표

- 참여 시공주체 : MOC, Shwe Taung, A1, etc.  

- 현황 : PC공법 골조공사 진행 중

§ 향후 계획

- 2016.9.23, 한국측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MOC와 Shwe Taung 등의

CM 역량 및 관행 평가 등 Test PJ 착수 예정

- Test Project 종료 시점에 제안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미얀마 건설

기업과 기술제휴 협약 등 추진

<Project 개요>



3.3 베트남 진출사업 현황
(2016.3~2017.1)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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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베트남 CM 공급사업 추진경과

§ April 10, 2015

- CM공급을 위한 MOU 체결

§ December 23, 2015

- 베트남 건설부에서 CM 공급사업 계획 제안

§ February 29, 2016

- 베트남 건설부에서 CM 공급사업 착수 보고회 개최

- 베트남 건설부에 Collaboration Committee 설립 제안

§ April 28, 2016

- 베트남 건설부에 Test Project 등 사업 일정 설명

§ May 26, 2016

- 베트남 건설부 공무원 및 실무자 대상 CM Introductory Seminar 개최

- Korea-Vietnam Construction Collaboration Committee 설립 합의

§ June 23, 2016

- CM Introductory Seminar 개최

- Korea-Vietnam Construction Collaboration Committee 설립

- 미얀마 건설부 공무원 및 건설기술자 대상 CM Regulation 설명회 개최

CMAK-MOC 간 MOU 체결

CM Introductory Seminar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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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베트남 CM 공급사업 추진경과

§ June 23, 2016

- Korea-Vietnam Construction Collaboration Committee 설립

- 한국 7개 기업, 베트남 3개 기업

§ August 3, 2016

- 베트남 부동산협회 (VNREA) 대상 CM Introductory Seminar 개최

- 베트남 부동산협회 42개 회원사 참여

§ August 4, 2016

- 현지 기업인 IBST와 Test Project 공동 수행 협의

Collaboration Committee Agreement

VNREA 대상 CM 세미나 IBST와 Test PJ 공동수행 협의Collaboration Committee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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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베트남 CM 공급사업 추진경과

§ August 29, 2016

- Test Project 수행 합의 (발주자, IBST, 한국 5개 기업)

§ Test Project 개요

- 대상 프로젝트 : Park Hyatt Hanoi 

- 발주자 : Thaigroup

- 규모 : 28,638 2

- 공기 : 30개월

- 설계 : RTKL, 시공감리 : IBST 

- 현황 : SD 100% 완료, 본 설계 진행 중, Pile 시공 완료, 지하층 시공 착수 예정

§ 향후 계획

- 2016.9.8, 발주자측과 Test PJ 추진계획 협의 진행 중

- Test Project 종료 시점에, 프로젝트 관리 향상 방안과 함께 본격적인 CM 서비스 제안서를 제출

Test Project Agreement

조감도



4.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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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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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캄보디아
§ 2016년도

§ MOC와의 협력창구 재구축 노력
§ Collaboration Committee Agreement 체결 추진

§ 2017년도
§ 우리 정부 예산 지원 시, CM Prakas 정립까지 기술적 지원 및 기술자

교육 지원 예정
§ J/C 설립 시, committee 내의 기업 간 기술교류 및 교육지원 등 추진

n 미얀마
§ 2016년도

§ Test Project 완료 및 개선방안 제안
§ Test PJ 참여 미얀마 기업과 CM기술이전/컨설팅 협약 등 체결 추진

§ 2017년도
§ 우리 정부 예산 지원 시, 공무원 및 기술자 교육 지원 예정
§ 인적 교류 기반, Pilot Project 및 OJT 추진

n 베트남
§ 2016년도

§ Test Project 완료 및 실제 CM 사업 수주 추진
§ 추가 Test Project 추진

§ 2017년도
§ 우리 정부 예산 지원 시, 공무원 및 기술자 교육 지원 예정
§ 인적 교류 기반, Pilot Project 및 OJT 추진

연구사업
단계

사전준비
단계

사업화준비
단계

연구사업
단계

사전준비
단계

사업화준비
단계

연구사업
단계

사전준비
단계

사업화준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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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건설시장 규모

성장세

§ 막대한 시장잠재력 보유

-동남아시아 건설시장 성장률 : 11.5%

-세계건설시장 성장률 : 6.5%

-막대한 시장잠재력 보유

429.1
465.9

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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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자원, 안정적 경제상황풍부한 자원, 안정적 경제상황

대규모 인프라 개발계획대규모 인프라 개발계획

경제성장을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이 중요경제성장을 위한 건설산업의 역할이 중요

[동남아시아 지역 건설시장 규모 및 연평균 성장률]

Global insight 2015-3데이터 활용

n 동남아시아의 건설 현황

§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건설시장은 향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 그에 비해 제도와 법률적 기반이 취약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건설산업의 외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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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인도네시아

§ 현황
§ 인도네시아 국회 건설위원회 한국 방문, CM협회와 회의 (2015.5.29)

§ 인도네시아 건설부 담당자 한국 방문, CM협회와 회의 (2015.10.29/30) 

§ 기반구축프로그램 논의 후, 양자 간 MOU 체결 추진 논의 중

§ 향후 계획
§ 2016년 하반기 ~ 2017년 상반기 중 MOU 체결 추진

§ MOU 체결 후 이를 근거로 양국의 예산 획득 노력

§ 예산 확보 시 2018년부터 기반구축프로그램 추진 예정

연구사업
단계

사전준비
단계

사업화준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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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진출 방안 (현재 추진중인 방안)

§ 개도국, CM/PM 제도가 잘 정비되지 못한 국가

§ 제도 정비/수립, CM/PM 소개 및 도입 권유

§ 관리기술 이전, 기술인력 양성

§ Partnership, 현지화

n 특정 재원을 대상으로 한 진출 방안

§ 새로운 재원에 새로운 관리 시스템 (ex. AIIB)

§ 해당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에서의 CM/PM Rule은?? 

§ 관련 국가와의 협업 필요

n 새로운 유형의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한 진출 방안

§ 새로운 유형의 건설사업에 새로운 관리 시스템 (ex. ICT 융복합 Smart City) 

§ 새로운 유형의 건설사업에서의 CM/PM Rule은?? 

§ 관련 사업주체와의 협업 필요

<과거 : 수요 대응형 / 수렵채집형>

• 발주자 필요성 인식 à발주 à 수주 à 서비스 제공

<향후 : 수요 창출형 / 경작형>

•  관련제도 구축 à서비스 인지 à발주 à 수주 à 서비스 제공

•  사업관리 룰 정립 à 발주 à 수주 à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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