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사업 및 신 상품 모델 개발 프로세스 구상
(지식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 그리고 상품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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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상 배경

한국 건설의 현실
 대한민국 건설호의 당면 과제
– 아파트 중심의 내수시장 한계 도달
– 해외시장은 수익성 악화 및 수주 급감
– 일자리 불안 및 청년 실업률 급증

 도전이 필요한 시장
– 연간 9~10조 달러 세계 시장
– 노후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국내 인프라시설
– 시장은 있지만…, 기술 역량이 부족…,

 시장과 일자리 현안
– ICT 및 자동화로 필요 인력 급감
– 기술인 협회 등록 인원 36만(기술자 70만)
•

34만명(49%)이 일자리 불안

– 청년실업율 12.5%(2016.2 통계청)
•

34.2%(현대경제연구원, 2016.3.17,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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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상 배경

2005년~2015년까지의 내수시장

• 수도권 신도시건설

노무현 정부

• ??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 4대강 정비사업(22조원)

2014‐현재

• 10개 혁신도시 건설

2008‐2013

• 세종시 건설(22조원)

2003‐2007

• 30여개의 신도시 건설

2
4

1. 구상 배경

내수시장 단기 예측
 단기 전망

SOC예산

– 낮지만 성장세는 지속
– 2016년보다 2017년의 투자 감소 예측

 재정건전화법(기재부) 제정 발의(2016.8)
– 국가채무한도액 < GDP 45%
– 당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 GDP 3%

건설투자
213

206

198

196

137.6

22

23.8

20.9

13년

123

107.5

91.3

14년

21.7

15년

16년

<건설경기 현황>

 전망의 주요변수
– 공공재정 운용계획(재정건선화법)
– 신규보다 완성공사 중심
– 박근혜 정부의 ‘pay-go’시스템

건설수주

23.3

21.1

19.7

18.7

18년

19년

 예측 가능한 현실
–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조례(서울특별시, 6.27)
– 민간투자사업 부진

16년

17년

<공공재정 증감 추세>
Reference: 2016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 2016.6.28,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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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상 배경

한국건설이 생존하기 위해 가야 할 길
 미래 예측이 가능한가?
–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
– Fortune 지 500大 기업의 절반이 사라진다
– 일거리

일자리

– 일거리와 일자리가 불일치

 Thomas Frey의‘기하급수 법칙’
– 자동화로 노력은 기하급수로 감소
– 새로운 기술로 역량은 기하급수로 증가

 ‘한국건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6

1. 구상 배경

1970년 중반에 이미 새로운 사업모델 구상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산업항(‘76.6~’79.12)
– 550t x 89ea 철강구조물(울산조선소 제작) 19차례 해상 수송
– 20,000ton 바지선으로 12,000km, 35일 간 소요, 19차례
– 만약 울산조선소가 없었다면? 고 정주영회장님의 생각이 없었다면?

35일 바지선 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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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상 배경

한국의 경제 성장과 건설

산업단지 및 전력
(국민소득 향상)

1960s

도로 및 항만 건설
(물류 수송 및 수출)

1970s

1980s

주택 및 도시개발

글로벌 네트웍

지속가능한 건설

(공공 및 민간공급)

(국제공항 및 고속철도)

(지구온난화 영향)

1990s

2000s

201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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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상 배경

한국건설의 성장과 반성
경제 성장의 기적
(1961~2011)

•
•
•
•
•

낮아진 가성비
(도급+시공) 한계
시장과 상품개발
Brain
First mover

생존과 성장의 길
Fast Follower
“made in Korea”
•
•
•
•
•

선진기술 복제
높은 가성비
도급+시공
Larger, better
Fast follower

First Mover
“designed by Korea”
9

1. 구상 배경

해외건설에 대한 자기 반성
 제3자(언론, 연구, 정부, 증권, 컨설팅 등)의 공통 인식
– 과당 경쟁에 의한 저가 수주
– 국내 업체간 가격 경쟁
– 수주 제일 주의…,

 연구기관의 예고(2002년, 2008년)
– 수주액 급증에 비해 인력 공급 여력은 제자리
– 해외건설 수주액 소화를 위한 전문가 5,000명 이상 양성
– 역량 부족에 의한 공기 지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산업체의 반성(2016.7.14, 플랜트산업 세미나)
– 과당 경쟁에 의한 저가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과다 수주’로 소화 역량 부족
– 당장에 문제 해결을 위해 선도기업간에 컨소시엄 확대 ‘인재 공유’가 단기 대책
– 중장기 대책은 아직까지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
10

1. 구상 배경

신사업 및 신상품 발굴의 필요성

 내수시장의 변화
– 신규 공급 → 유지 및 보수 시장
– ‘새로운 상품’을 ‘새로운 사업 모델’로 개발

 해외건설시장의 경쟁 패러다임 변화
– 시장은 있으나 익숙한 사업 모델로는 어렵다.
– 소화력이 부족하다.
• 인재 부족
• 신 사업 모델 개발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

– 가성비 기반 도급 사업은 승산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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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측되는 미래시장

건설 시장을 보는 눈
 세계 건설시장
– GDP의 10% 내외 (9.5조 달러 내외)

 국내에서 보는 해외 건설시장
– 국제 입찰 시장은 전체 시장의 8% 내외(8천억 달러 내외)
– 세계시장보다 국제입찰 시장으로 한정

 한국의 글로벌 챔피언 산업이 보는 시장
– 자동차와 조선
– IT 기기

 아산 정주영회장이 봤던 시장

12

2. 예측되는 미래시장

한국을 지배하게 될 10大 키워드

①

저 출산•고령화 (빈 집 증후군, 월세, 가계부채 등)

②

불평등

③

미래 세대 삶의 불안전성

④

고용 불안

⑤

국가간 환경 영향 증대

⑥

사이버 범죄

⑦

에너지 및 자원 고갈

⑧

남•북한 통일과 국토 안보

⑨

기후 변화 및 자연 재해

⑩

저 성장과 성장 전략 전환
13

2. 예측되는 미래시장

미래 성장동력과 경쟁 환경
① 과잉 규제
② 핵심 기술 부족
③ 재정 위기
④ 지정학 불확실성
⑤ 세 부담 증가
⑥ 사이버 테러
⑦ 소비자
⑧ 사회적 불안정
⑨ 기술 변화의 속도
⑩ 신시장 진입
Reference: 2015 Davos Report, 매일경제, 20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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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측되는 미래시장

세계가 주목하는 10大 미래 산업
차세대
로봇
차세대
로봇 ① 식량/농업
무인 운전•운항 ② 차세대

자동차기술

3D 프린팅 ③ 무인 운
융합

IoT 개인서비스 ④ 3D 프
IoT산업
산업솔루션
솔루션 ⑤ IoT 개스
IoT
차세대 대체 에너지 ⑥ IoT 산업

정보통신

도로기술

그린 자동차
자동차 충전
충전 인프라
인프라 ⑦ 차세대 대
그린
첨단소재 ⑧ 그린 자동
헬스 케어 솔루션 ⑨ 첨단소재
식량/농업솔루션
솔루션 ⑩ 헬스케어
식량/농업
15

3. 제4차 산업혁명이 건설에 던지는 메시지

제4차 산업혁명과 부의 이동
 산업 혁명이 인류 사회에 던지는 질문
– 삶의 편의성과 삶의 질 향상
– 인류의 행복과 일자리

산업혁명
18c (1780)

주도그룹

부의이동

19c (1870)

육체 노동자 중심

20c (1970)

21c(20?)

지식근로자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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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차 산업혁명이 건설에 던지는 메시지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기술
 신에 도전하는 인공태양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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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차 산업혁명이 건설에 던지는 메시지

상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현장
 2016년 4월 15일 현재

18

3. 제4차 산업혁명이 건설에 던지는 메시지

제4차 산업혁명이 건설에 던지는 메시지

알고 있고 경험 해 본 기술, 사업, 상품으로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

19

제4차 산업혁명이 건설에 던지는 메시지

사업모델

신상품

4. 선진기업들의 사업 모델 및 상품 사례

글로벌 건설시장의 사업모델 예시
 3大 유형(가장 보편적인 사업 형태 기준)
– 유형별 조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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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진기업들의 사업 모델 및 상품 사례

글로벌 기업들의 다양한 사업 모델
 글로벌기업들의 개발사업 전략 비교
– 건설회사는 신규개발사업에 집중하는 경향
– 금융권일수록 운영사업에 집중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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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진기업들의 사업 모델 및 상품 사례

글로벌 Top Player들의 Business Portfolio
 내수기반이 아닌 Player들의 공통된 Portfolio
– ‘Developer + Builder + O&M’으로 분산

 Engineering이 필요한 상품과 시장 기반
– ‘Infrastructure + Plant’로 상품군별 Balancing

 Leading Player들은
– ‘Engineering + Procurement + Construction + Management’ 역량
– ‘Construction site work’을 최소화

 국내 건설기업들이 가야 할 방향은?
– 전통적인 ‘도급+EPC’에 머물 수 있는가?
23

4. 선진기업들의 사업 모델 및 상품 사례

세계 최고건설 기업의 사업모델 성공사례 [Bechtel]
 세계 최고 기업의 경영과 기술 혁신 성공 사례
– 1986년 기업 경영난 봉착(내수 시장 80 : 해외 시장 20)
– 1990년 미국 내 최고기업으로 복귀(내수 시장 30 : 해외 시장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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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진기업들의 사업 모델 및 상품 사례

세계 최고건설 기업의 사업모델 성공사례 [VINCI]
 2015년 VINCI
– 매출액 $519억(해외매출 $197억)
– 약 185,000명 고용

0%

2%

29%
자산관리

85%

도급
운영

69%

15%
매출

수익

<VINCI의 매출과 수익구조(2015 기준)>
Reference: 2015 Vinci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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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의 신 사업 및 신 상품 모델 개발 가능성

한국건설의 가능성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선택이 가능한가?
 신 사업 및 상품 모델 개발이 한국에 맞지 않는가?
 밖에서 보는 한국건설의 잠재력?
“우리가 우리를 보는 시각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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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의 신 사업 및 신 상품 모델 개발 가능성

생존과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은 있지만, 역량이 부족하다.
“해외시장과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가야 한다…”

 내수 시장은 새로운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새로운 상품이 필요하지만 사람이 없다…”
“새로운 상품 idea를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

 한국건설이 기대하는 시장은?

27

5. 한국의 신 사업 및 신 상품 모델 개발 가능성

변화하고 있는 한국건설의 사업모델
 사업 모델의 포트폴리오가 전 방위로 확대
– 사업 발굴 및 투자개발 사업
– PF 및 지분 참여를 통한 사업
– 전통적인 도급(builder) 및 하도급 사업
– 시설 운영(concession)과 유지관리(O&M) 사업

 건설 영토가 광역화 되기 시작
– 중동시장 중심에서 아시아•아프리카•남미로 확대
– 5대양 6대륙, 지구촌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

 알고 있고 해 본 것으로는 전혀 다른 소화 역량이 필요하기 시작
– 전통적인 건설(builder)에서 융합과 창조적인 기술조합이 필요
– 과거에 필요하지 않았던 새로운 지식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
• Financing•market intelligence•project management•buisness development…,etc

– 수요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질적인 공급 역량
28

5. 한국의 신 사업 및 신 상품 모델 개발 가능성

왜 사업과 상품 모델 개발을 제안해야 하나?
 이유
–
–
–
–

한국경제는 더 이상 복제(copy)로 성장 지속 불가
창조경제(creative)로 진입해야 할 시점에서 새로운 대안 모색 필요
한국건설의 global position에 준하는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필요
한국건설은 도급중심의 가격경쟁에서 생존 불가

 목적
–
–
–
–

신시장과 신상품 개발의 가능성 진단
학제와 학제, 산업과 산업간의 융합을 통해 신 시장과 상품 개발
Global Champion건설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 충족
서울대학교와 건설환경종합연구소의 리더십 재확인

 제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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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의 신 사업 및 신 상품 모델 개발 가능성

한국건설 생존 조건
 한국건설시장도 선진국 모델로 진입해야 생존 가능
 한국건설이 생존하기 위한 시장 확보
–
–
–
–
–

공공재정보다 민간재정에 의존
小품종•多량보다 多품종•小량 생산으로 건설상품 변화
신규시장과 유지관리(성능개선 포함)시장 균형
선진국 형으로 변화
상품성 있는 독특한 상품개발로 가야 함

 한국건설의 성장 가능성
– 내수시장보다는 해외시장이 지배
– 다양한 사업모델과 상품으로 가야 시장 지배력을 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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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 사업 및 신 상품 모델 예시

한국건설의 신 사업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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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 사업 및 신 상품 모델 예시

사업모델은 다양하다
 투자개발형 사업
– 건설기업 독자(CI)  국내 민자도로
– 건설과 금융(CI+FI) - 보스포르스해저터널
– 금융과 건설(FI+CI)  해외 IPP

 한국건설 경험의 상품화
– 국제공항개발 경험
– 고속철도건설 경험 등

선진기업 사업모델
분석

 Korea Package
– 공기업과 민간기업 연합회사 : AECL, ADPi…, 등

 도급 (EPCM) 사업
– 국내+선진
– 국내+현지
– 국내+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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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 사업 및 신 상품 모델 예시

‘초고속도로’ 건설 상품 예시
 신개념 도로의 변화 모습
– 평균 시속 200km 고속도로
– 자동차+도로+ICT 융합도로
– Asian Highway 기술 주도

 기대효과
– 국경을 초월한 도로 등장
– 단거리•중거리•장거리 개념 붕괴
•
•

도로가 단거리에 유리하다는 개념 퇴색
도로와 철도 교통이 통합되어 운영

– 국가 간 이동 객 급증

 변화의 이유
– 자동차 기술발전으로 속도제한은 이미 퇴색되기 시작
– 과속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제로
•
•
•

[도로+ICT+자동차] 네트워크
운전자의 재량권 제한
교통 사고 제로가 보편화 됨

– Asian Global Network 주도 가능
•
•

Highway
Euro-Asian Silk Road 재생

– 초 국경 사회화 가능
•
•

중국의 소득수준 향상
북한정권 지속가능성 ‘제로’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 거점도시 등장
•
•

거점과 거점 이동 후 지역으로 분산하는 신 교통개념 등장
국토균형발전이 자연스럽게 달성 됨

– 허브도로 등장
•
•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동맥도로
핵심동맥이 허브도로로 등장

– 국토의 광역화
•
•

생활기반과 근무지 거리 개념 붕괴
교통량 분산으로 육상 교통 이동 속도가 빨라짐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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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도시(스마트 도시)’ 개발 사업 모델

 선 수요 조사


LH공사



KOTRA



창구 발굴

 홍보프로그램 개발

 신도시 Master Plan 확정


한국의 신도시 모델

 시범단지 선정

 신도시 개발


신흥국 당국과 기업 주도



자국화를 최대한 지원

 기업의 전략



전체의 10~20% 규모



법과 제도인프라 개발



Engr. + PM 을 주도



한국의 실적 경험 소개



기업이 건설 주도



Master Architect 역할



가상 컨소시엄 구성



기술 전수 시행 등



경쟁에는 불참 원칙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랜드마크 성 시설은 기업 주도로 건설

 기업의 접근 전략 소개


신도시 Master Plan초안



기업의 가치 부각 등

 잔여분 건설 종합계획


주도에서 지원 모드로 전환



기술전수프로그램 개발 등

 후속도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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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Global Trans-Network’ 건설
 새로운 모습
– 한국-중국을 연결하는 세계최장 해저터널 건설
– 중국의 해안선 도시와 한반도 연결로 새로운 경제도시 건설
– 세계 최초로 공해상에 국제자유도시 탄생

 실현이 가능한 이유
– 통일한반도 이전에도 실현 가능
– 터널 진출입구 도시 개발권과 함께 공해상에 국제자유도시
개발권 보장 시 막대한 개발이익 발생 가능
•

–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횡단하는 대규모컨테이너선박들이 한국을
통해 중국이나 유럽시장에 접근하는 수단으로 활용
– 중국이나 유럽 시장측면에서 북미 혹은 남미에 수출하는 물동량
은 철도를 통해 한국 내 항만을 이용할 가능성 높음
– 한·중 해저터널 철도 혹은 도로를 이용한 한·일간 물적 및 인적
이동증가
– 해저터널 공법 자체가 세계건설시장에서 평가되어 유럽과 아프
리카 혹은 러시아와 알래스카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등에 국내 기
술이 수출될 가능성 높음

개발이익금의 상당액을 해저터널 건설비용 조달에 선 투자하는 개념

– 유로터널의 교훈
•
•
•

 기대효과

터널사업자 손실
진출입구 도시 급성장: 물류 및 여행객/ 상주인구와 유동인구가 급증
교통과 도시개발을 단일패키지 추진 시 경제성 확보 가능

– 기술적인 어려움 해결 가능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 한·중 해저터널의 성공은 곧 한·일간 해저터널 연결 수요에 영향
–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발효됨에 따라 거대중국시장
이 한국의 소비시장으로 등장
– 급속도로 고령화가 되는 한국의 인구구조 문제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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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터널 노선’ 구상
 중국의 보하이만 해저터널 착수
–
–
–
–
–

엔타이와 다렌(123km), 수심 33m
제13차 5개년(2016~2020)계획에 포함(중앙상무위원회, 2014.8)
선박으로 6~8시간 해저터널 40분대
공기는 최대 10년, 평균 6년, 한화 약 47조원(2,600억 위안)
1992년부터 연구 시작, 2016년 현실화 예상

 유로터널
– 유로터널 사업자 수익 ▼
– 진출•진입 도시 ▲
•

칼레와 포크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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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과 한·중간 해저터널’ 사업구상

Ch’angam-dong

Wolongcun

국제
자유도시
건설
Wolongcun

하이브리드
공항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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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가능한 단기 상품의 예시
1. 고속도로 휴게소와 재생에너지 단지
2. 도심지 공공건물 및 부지 재생
3. 노후인프라 성능 혁신 전략 개발
4. 통일한반도 대비 대량급속조립주택개발
5. 해외현지공장 배후단지(시범도시) 개발
6. 고속도로 휴게소 및 인근부지 활용 실버타운 개발
7. 지방철도 역 공간 개발 등
38

7. 신 사업 및 신 상품 모델 개발 프로세스 구상

모델 개발의 지배요소
 시장(market), 상품(product), 사업(business)의 특성 이해
– 시장은 지역과 상품 변수가 지배
– 상품은 ‘built-in(기성제품)’과 ‘new(신규제품)’으로 구분
– 사업은 자금(finance)과 추진방식이 좌우

시장

+

①
②
③
④
⑤
⑥

소득수준과 GDP 변수(경제 수준)
성장 잠재력
정치와 정책의 리더십
인프라 재고량(stock)
인구구조와 도시화률
보유 자원(resource availability)

인프라 재고량(stock)

 핵심 지배 요소

한국

상품

 국가별로 차이(한국예시)
– 다양한 모델 구상 가능

‐

‐

경제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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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허브센터 운영이 가져 올 파급 영향
 다양한 학제와 우수한 인적 자원 인프라 확보
 건설 투자 관련 지식인프라 기획(K-Hub)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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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상품과 시장 개발 전략 프로그램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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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 사업 및 신 상품 모델 개발 프로세스 구상

SNU의 Resource 활용을 통한 시장•상품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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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 사업 및 신 상품 모델 개발 프로세스 구상

학제간 세미나를 통해 확인한 가능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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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대학교의 역할

서울대학교가 가지는 강점
 학내 다양한 지식집단을 기반으로 자유로운 사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인프라 (기술과 사업
성, 금융설계 등)로 연결
 건설시장과 상품, 기술과 인력 등 지식인프라(K-Hub) 활용 기반
– 시장, 국가, 사회, 기술, 인재, 자재 등 트렌드 변화 심층분석
– 국가와 산업체 맞춤형 사업화 지식 생산역할

 한국건설이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 가기 위한 지식 기반 제공
 한국 사회와 건설산업에 취약한 신 사업 및 신 상품개발 프로세스 주도
 산업체에게는 ‘먹거리’, 개인에게는 ‘일자리’ 창출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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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Leader 벤치마킹 후 Business Plan 개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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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Leader 벤치마킹 후 Business Plan 개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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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잠재시장 사업화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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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접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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