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건설기계 싱가포르 · 베트남 수출컨소시엄 』
구성․운영(안)
1. 사업 추진배경

□

중소기업청 주관, 수출 유망분야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글로벌 전
략품목 선정(2007.

10)

※ 천공ㆍ시공용 기계부품(HS843149) 등 31개 글로벌 전략품목 선정

□ 건설기계 완성품 및 부품(천공ㆍ시공용 기계부품 포함)의 수출컨소시엄 주
관단체로 우리 협회 선정(2007.

12)

ㆁ 상기 품목을 대상으로 협회가 기획ㆍ제출한 단계별 계획에 대한 수출 컨소시엄
사업계획서를 중소기업청에서 최종 승인 후 연도별 별도 수출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 추진

□ 기 사업 추진 결과
ㆁ 2008 베트남 수출컨소시엄 구성

,

사업 완료(‘08.5~12월)

- 전략국가/거점도시 :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 참여기업 : 완성차, 어태치먼트, 부품 제조 10개사

ㆁ 2009 CIS 수출컨소시엄 구성

사업 완료(‘09.3~12월)

,

- 전략국가/거점도시 : 아제르바이잔/바쿠, 카자흐스탄/알마티
- 참여기업 : 완성차, 어태치먼트, 부품 제조 11개사

ㆁ 2010 남미 수출컨소시엄 구성

,

사업 완료(‘10.3~12월)

- 전략국가/거점도시 : 브라질/상파울루, 칠레/산티아고
- 참여기업 : 완성차, 어태치먼트, 부품 제조 9개사

ㆁ 2011 러시아, 터키 수출컨소시엄 구성

,

사업 완료(‘11.4~12월)

- 전략국가/거점도시 : 러시아/모스크바, 터키/이스탄불
- 참여기업 : 완성차, 어태치먼트, 부품 제조 10개사

ㆁ 2012 인도, 인도네시아 수출컨소시엄 구성

사업 완료(‘12.3~12월)

,

- 전략국가/거점도시 : 인도/뭄바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참여기업 : 완성차, 어태치먼트, 부품 제조 10개사

ㆁ 2013 북미(미국, 캐나다) 수출컨소시엄 구성

사업 완료(‘13.4~12월)

,

- 전략국가/거점도시 : 미국/시카고, 달라스, 캐나다/밴쿠버
- 참여기업 : 완성차, 어태치먼트, 부품 제조 13개사

ㆁ 2014 말레이시아, 필리핀 수출컨소시엄 구성

,

사업 완료(‘14.3~12월)

- 전략국가/거점도시 :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필리핀/마닐라

- 참여기업 : 완성차, 어태치먼트, 부품 제조 9개사

ㆁ 2015 태국, 미얀마 수출컨소시엄 구성

,

사업 완료(‘14.3~12월)

- 전략국가/거점도시 : 태국/방콕, 미얀마/양곤
- 참여기업 : 완성차, 어태치먼트, 부품 제조 10개사

ㆁ 2016 멕시코, 콜롬비아 수출컨소시엄 구성

,

사업 완료(‘16.6~12월)

- 전략국가/거점도시 : 멕시코/멕시코시티, 콜롬비아/보고타
- 참여기업 : 완성차, 어태치먼트, 부품 제조 9개사

2. 사업개요

□사업명
□ 전략국가
□ 사업기간
□ 참여기업
□ 대상품목
□ 주관단체
□ 지원기관

:

2017

건설기계 싱가포르, 베트남 수출컨소시엄

거점도시

/

년

:
6

싱가포르, 베트남(호치민)

월~

2018

년

2

월(8개월)

:

2017

:

10

:

건설기계 완성품, 어태치먼트, 부품 등

: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개사 내외

3. 단계별 추진 일정
구분
구
성

1
단
계
/
사
전
마
케
팅

주요내용

일정

1. 참여기업 모집, 신청서 접수
2. 참여기업 심사, 선정, 통보(총 10개사)
3. 참여기업 분담금 입금 완료
4. 수출컨소시엄 사업 개시
1. 전략국가 건설기계 시장 조사
- 전략시장 시장 현황, 유통 네트워크, 경쟁구도 조사 시행, 전략국가
시장조사 보고서 발간, 배포
* 시장개황, 유통구조, 가격동향, 소비자 동향, 품목별 경쟁구도,
진출전략 등 포함)
- 현지 싱가포르 및 베트남 시장 현황조사, 참가업체 현장 마케팅,
주요 바이어 발굴 및 현지 상공회의소와의 협력을 통한 건설기계
관련 제조사, 유통 등 관련기업 정보 교환 및 유망 바이어 발굴
지원 등 협의
ㆍ싱가포르, 베트남 상공회의소 협력을 통한 자료 조사
ㆍ건설기계 전문 지역전문가 활용
2. 현지 시장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운영
- 주관단체, 참여기업 대상 커뮤니티 구성
- 현지 경기 동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현지 민간네트워크 및 상공회의소와의 협력을 통한 참여기업에
걸맞는 바이어 발굴 시스템 구축
3. 해외바이어 발굴
- 참여기업 추천 바이어 DB 구축
- 현지 유관 기관 및 단체 공조 바이어 발굴
- 현지 유력매체 광고를 통한 바이어 신청
- 현지 건설기계 전시회 주관단체 협력을 통한 바이어 정보 교환
4. 현지 프로모션
- 공동 홍보물 제작(영어 및 베트남어)․배포를 통한 참여기업 프로파일 및
제품 홍보
- 바이어, 참여기업 사전 매칭 완료, 상호 사전 협의 가능

2017.6.8 ~6.16
6.20(화)
6.21∼6.23
6.29(목)

국고
지원율

70%
6월~10월

구분

2
단
계
/
현
지
마
케
팅

3
단
계
/
사
후
마
케
팅

주요내용

국고
지원율

일정

1. 수출상담회 개최
- 개최도시 : 싱가포르, 베트남(호치민)
- 싱가포르 및 베트남 지역에서 각각 수출상담회 개최
ㆍ사전 매칭된 바이어와 1:1 비즈니스 미팅
(*1개사 당 최소 8개사 이상 유치 노력)
2. 주요 기관, 단체와 업무 협력
- 협회와 기 협력중인 베트남 상공회의소 등 관련 유관 단체와 업무 협력
ㆍ시황 정보 교류, 참여기업의 현지 마케팅 지원, 유망 바이어
발굴 및 상담회 참여 독려 등
*파견
3. 민간네트워크 파견을 통한 현장 검증
2017.10.23.~27
- 거점 도시 소재 가능성 있는 바이어 업체를 직접 방문해 참여기
*싱가포르 10/24
업과의 매칭 정확도 등을 검증, 추후 상담회 참석 유도
*베트남 10/26
4. 시장동향 설명회 개최
- 현지 기업 및 전문가 초빙, 현지 건설기계 비즈니스 관행, 시
황 설명 등 강의 진행
※ 현지활동 비용 지원 항목
- 상담회장 임차 및 장치
- 참여기업별 전문통역 1개사 당 1인 배치
- 단체 활동용 전용차량 임차
➡ 현지 공식 활동을 위한 현장비용 국고 70% 지원
(* 단, 항공, 숙식 등 체류비용은 참여기업 부담)
1. 수출전문가 컨설팅을 활용한 사후마케팅 지원
- 수출도우미 등 지역전문가를 활용한 사후 마케팅 컨설팅
2. 바이어 신용 조사
- 참여기업 신청 바이어 대상 신용조사 실시(수출보험공사)
* 바이어 초청:
3. 바이어 국내 초청 수출상담회
2017.11월
- 참여기업별 유망바이어 국내초청, 비즈니스 미팅 진행
~12월중
- 참여기업 본사 및 공장 방문, 비즈니스 미팅, 수출 및 딜러
계약 체결
※ 초청 바이어 항공료 및 숙식비 70% 국고지원, 업체 분담 30%

70%

주1) 수출컨소시엄사업은 총 예산의 70%는 국고가 부담, 30%에 해당되는 비용을 업체가 참가비로 납부, 진행하는 방식
주2) 상기 내용 및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 및 현지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사업 예산

□ 총 사업비
원 졍부보조
원 기업부담
원
□ 참가업체 분담금 만원 개사
* 참가업체 분담금은 총 기업부담금을 1/10으로 산출된 금액임
* 단, 업체 분담금은 컨소시엄 참여기업 수에 따라 변동가능
(참여기업 최종 선정 통지 및 중앙회 국고지원금 최종 확정 후 참가비 확정, 납부 요청
공문 발송)
:

95,708,321
:

300

(

:

65,937,848

,

:

29,770,472

)

/1

5. 참가신청
가. 신청대상

- 국내에 건설기계 관련 제조기반을 갖춘 업체 또는 건설기계 관련 유통, 중개
업체로 컨소시엄 사업 참가를 통해 전략국가의 해외마케팅을 적극 추진, 수
출 확대를 도모코자 하는 중소기업(매출액 1,500억 미만 기준)

나. 참가신청

- 신청기간 : 2017. 6. 8(목) ~ 6. 16(금)까지
- 신청방법 : 협회 및 중앙회 온라인 신청 등록 (반드시 두 기관 모두 신청을
완료해야 됨)
<협회 제출 서류>
① 참가신청서(별첨)
② 참가약관(별첨)
③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④ 2016년 재무제표(원본대조필)
⑤ 기업소개자료(국, 영문 카탈로그) 파일 이메일 송부 (*필수)
⑥ 중소기업확인서 1부
<중앙회 온라인 등록> > 주관단체 예산 승인완료 후 접속가능하오니, 협회
에서 추가 온라인 등록 안내 시 등록바람!
① 사이트 로그인 (https://www.sme-expo.go.kr) 후 전시회 정보 클릭
② 수출컨소시엄 클릭 > 2017 건설기계 싱가포르, 베트남 수출컨소시엄 선택
③ 참가신청
※반드시 중앙회 온라인 신청등록까지 완료해야 신청접수가 완료됨
․접수, 문의처
- 마케팅지원실 대리 공혜경
* e-mail : kong@kocema.org
* Tel : 070-8661-0808, Fax: 031-713-9300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쇳골로 48번지

다. 신청

6. 참여기업 선정
가. 선정통지 :

2017.

6.

20(

화)

- 참가비는 선정 통지 후 23일까지 참가비 납입이 완료되야 됨

나. 선정기준 : 아래 내용에 의거 평가

- 모집기한 내 신청 업체
- 협회 주관 수출컨소시엄 및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 실적 우수 업체
- 3년(‘14-’16)내 평균 수출액 및 증가율이 높은 업체
- 기타 가점 서류 제출 업체 : 산업재산권(특허, 의장 등), 해외유명규격인증,
중소기업청 수출유망중소기업인증(유효기간내), 정부(지자체) 수출기업상 수
상(최근 3년내), 정부기술지원사업 참여 증빙 등

◈ 전략국가 시장 개황 ◈
■ 싱가포르
ㆁ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싱가포르는 국토가 좁고 지하자원이 전무한 환경적 여건으로 일찍이 정부 주도의 대외 개방형
경제를 추구하여 세계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비즈니스 중심지로 발전함
- 아울러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부패지수 국가순위에서 싱가포르는 2015년 기준 8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투명성이 높아 글로벌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 진출거점으로
활용되어 왔음
- 싱가포르는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 4개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영어를 주 공식어로 지정해 외국기업에게 편리한 사업 환경 제공하고 있는 등 외국인이 살기
좋은 국가로 평가되어 국내 건설기계 제조사들의 싱가포르 진출 시 타 국가에 비해 비즈니스
마케팅 등 추진에는 다소 용이한 접근이 가능
ㆁ 인프라 구축사업 예정
-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싱가포르 접경지역인 이스칸다르 인프라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 중에
있으며 현재 활발히 논의되는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연결 고속철도 건설과 맞물려 더욱 활발
히 개발 중에 있으며 양국의 사업단 주도하에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어 동 고
속철도 건설과 맞물린 건설기계 장비 수요가 최근 급증함
- 아울러 2017년도 예산 중 건설업 지원을 위해 FY 2017년과 FY 2018년, 2년간 주민센터·스포츠
시설·공공부문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7억 싱가포르 달러 투자할 예정임
- 특히 싱가포르 정부는 공공인프라 발전을 위해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음. 2015년에 정
부에서 발표한 주요 공공 개발 프로젝트로는 민간 주택 개선 프로그램(Home Improvement
Programme for HDB flats), 국립 암센터 건설(the construction of the new National Cancer
Centre), JTC 물류 허브, IT, 주롱라인 MRT, 서클라인 6 건설과 창이 공항 터미널 4, 5 건설과
창이 공항 3 활주로 확장(Changi Airport’s 3-runway system) 등이 있음.
ㆁ 건설기계산업 현황
- 싱가포르의 경우, 자체 건설기계 제조사는 전무하나 싱가포르를 교두보로 하여 인근 동남아
국가로의 진출을 위해 해외 글로벌사의 동아시아 지역의 아시아지부로 싱가포르를 두고 있어
중개무역을 위한 마케팅 연계국가로 활용할만함
- 특히 대부분의 건설기계는 인근 국가로부터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태국, 일본, 한국
등으로부터의 완성차, 건설기계 부품 수입거래가 활발한 편임
- 싱가포르를 국내 건설기계 제조 부품, 어태치먼트사의 인근 동남아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
로 적극 활용한다면, 인근 지역 수요 감안 시 진출이 필요한 국가임
- 주요 수입제품으로는 굴삭기, 휠로더, 콘크리트 믹서트럭, 락 드릴 등 어태치먼트류, 로드 롤러,
휠로더 등이 있음
ㆁ 2017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싱가포르의 경우 국가차원의 건설경기 호조에 따른 건설기계 직 수출 비중은 낮으나 싱가포르
통해 글로벌 기업들의 지역본부 공략이 가능하여 동 글로벌 기업들의 본부 공략을 통한 인
근 동아시아 지역 진출이 가능함 아울러 싱가포르는 안정성, 지리적 이점, 낮은 법인세율,
인프라 등의 이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싱가포
르를 동남아 시장 진출 관문으로 활용하고 지역본부를 설립해 싱가포르 진출 글로벌 기업
대상 마케팅을 통해 동남아, 기타 글로벌 시장 진출 타진을 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국내 건설기계 중소기업의 경우도 인근 동아시아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을 위해
싱가포르를 거점지역으로 적극 활용한다면 연계수출의 기회를 타진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가
능함

■ 베트남
ㆁ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베트남은 2007년 WTO 가입을 기점으로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뤘으며 성장하는 경제적 여건에
발맞춰 교통체계 및 국민 복지 등을 비롯한 생활환경 전반 분야를 발전시킬 기반 시설에 투자
를 확대 중에 있음
- 반면 베트남은 기계설비 및 건설용 중장비시장 여건이 전무한 상황으로 인프라 건설을 위한 외
국인 투자 및 해외 건설기계 제품의 수입이 절실히 요구되며 당분간 부동산 부문 외국인직접투
자 증가, 최근 베트남 정부의 주거법 및 부동산 사업법 개정에 따라 당분간 건설시장은 수요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ㆁ 인프라 구축 계획
-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베트남 건설시장 규모는 약 US$ 104억 달러로 추정되며 전년
대비 5.5% 성장이 전망됨 이것은 전체 시장 규모 중 인프라 시장 규모는 약 32억 달러로 30%
수준이며 전년대비 약 6.4% 성장이 전망됨
* (주택건설시장) 68억 달러, (인프라 건설시장) 32억 달러, (에너지 유틸리티 건설시장) 10억 달러
- 베트남 2016~2020년 수송․교통 개발전략계획에 따른 필요한 개발비용은 약 US$ 500억 달러
이나 그 중 약 28%만이 정부 재원을 활용하여 추진되고 있음
- 그 중 수송․교통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필요비용은 약 US$ 30억 달러임
* 수송․도로 프로젝트 외국투자 참여비율 : 47%(한국 13%, 일본 11%, 미국 8% 등)
- PPP(민관협력)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늘어날 전망이며 2016~2020년 항만, 공항
등을 포함한 수송․교통 인프라 중점 개발 프로젝트는 Dau Giay-Phan Thiet-Nha Trang 고속
도로, Ninh Binh-Thanh Hoa-Vung Ang고속도로, Long Thanh 국제공항 및 기타 23개의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임
* 상기 프로젝트들의 정부재원은 약 US$ 18억 3,000달러이며, 투자자 자기자본은 18억 달러 가량임
ㆁ 건설기계산업 현황
- 베트남은 세계 각국으로부터의 건설 중장비 등의 기계류를 대부분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기계의
경우 100% 수입 제품에 의존, 매년 30억~40억 달러에 달하는 건설 중장비를 미국, 일본, 한국 등으로
부터 수입하고 있음
- 베트남 내에는 약 500개 관련 수입업체가 존재하며 베트남 정부는 건설기계 수입세율을 0%로
책정해 베트남 기반 시설 건축사업을 독려 중임
- 주요 수입제품으로는 굴삭기, 휠로더, 콘크리트 믹서트럭, 락 드릴 등 어태치먼트류, 로드 롤러,
휠로더 등이 있음
ㆁ 2017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시장 조사 전문기관 BMI가 발표한 ‘베트남 건설·인프라 산업 예측’ 보
고서에 따르면 올해 베트남 건설 산업은 지난해 대비 6.28％ 이상 성장할 전망이며 “2017년
베트남 건설·인프라 산업은 경제 유발 효과가 큰 교통, 에너지 인프라 사업 등 지원에 힘입
어 긍정적으로 전망된다”고 밝힘
- 아울러 베트남은 국내 건설사들이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이 진출한 곳으로 알려져 있음. 경
남기업의 랜드마크72 타워(하노이), 대우건설의 대우호텔(하노이), 금호건설의 타임스퀘어와
선 라이즈 시티(호찌민) 등이 대표적임.
- 특히 현재 포스코건설은 베트남 최대 국영건설사인 비나코넥스와 손잡고 하노이 서부 지역의
신흥 주거지인 북안카인에서 신도시 ‘스플랜도라’를 건설하고 있음. 264만㎡ 부지에 주거, 상
업시설 등 3개 지구로 나눠 시행되는 베트남 최대 자립형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오는 2055
년까지 모두 22억 달러(한화 약 2조5000억원)가 투입된다. 현재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또 GS건설의 호찌민 신도시와 호찌민 메트로 1호선 2공구, 대림산업의 하노이 경전철 3호선
의 고가 철도 교량, 대우건설의 하노이 신도시 ‘스타 레이크 시티’ 등이 현재 건설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