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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hile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industry for Korean companies have grown in market size exponentially 
in the recent years, the profit rate of small and medium sized construction companies (SMCCs) are incomparably lower 
than those of large construction companies. Furthermore, small and medium size companies, especially subcontractor, 
lacks the judgement of project involvement appropriateness, which leads to an unpredictable profit rate.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to create a profit rate prediction model for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project focusing on SMCCs. 
First,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profit rate and the area of profit zone are defined by using a total of 8,637 projects 
since the year 1965. Seconds,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is conducted to derive 10 influencing factor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corresponding judgement technique are used to derive the weight of each factor. Third, cased 
based reasoning (CBR) methodology is applied to develop the model for profit rate analysis in the project participation 
review stage. Using 120 validation data set, the developed model showed 11% (14 data sets) of error rate for type 1 and 
type 2 error. In utilizing the result, project decision makers are able to make decision based on authentic results instead 
of intuitive based decisions. The model additionally give guidance to the Korean subcontractors when advancing into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based on the model result that shows the profit distribution and checks in advance for the 
quality of the project to secure a sound profit in each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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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해외건설 현황

한국 건설기업들은 1960년대 해외건설에 첫 진출한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해 왔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큰 폭

의 성장을 기록하였다(ICAK 2015). 특히, 2014년 기준 해외

건설 매출액 규모 8위, 상위 250위 건설기업 내 13개 기업 진

입 등 해외 건설시장에서 한국 건설기업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ENR 2014).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

익성은 답보상태에 놓여있으며, 최근 건설기업의 어닝쇼크 

등으로 인해 해외건설 시장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우려가 높

아지고 있다. 

최근 해외 건설 시장에서의 한국 건설기업의 성과를 자세

히 살펴보면 단순 현상유지 혹은 정체로 판단하기 이전에 기

존과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건설 수

주대비 상위 30개 기업의 수주 금액 변화를 수주 방식과 기업 

규모로 분류해 보면, 상위 30개 기업의 수주금액과 전체 수

주금액은 증가하였지만 나머지 900여개 기업의 수주금액은 

모두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Table 1). 이는 해외건설 시장

에서 원청 수주뿐만 아니라 하청 수주에서도 대기업 쏠림 현

상이 심해지고 있으며 많은 중소/중견 기업들이 해외건설 시

장 진출과 사업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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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mount of orders received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2006~2010 vs. 2011~2014) (ICAK 2015)

Main contract Sub contract Total

Top30 17.9% ↑ 28% ↑ 9.8% ↑

other 29.6% ↓ 21% ↓ 28.2% ↓

Total 12.7% ↑ 1.8% ↑ 5.3% ↑

더하여, 2002~2012년의 10년간 대기업이 수행한 해외사

업은 5건 중 1건이 적자 공사였으나, 중소기업이 수행한 해외

사업은 3건 중 1건이 적자공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CERIK 

2012). 이는 수익률과 수익률 변동성의 측면에서도 중소기업

이 대기업 평균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는 유사

한 사업수행환경에서도 중소, 중견 기업이 불안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나타낸다.

내수시장 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건설 기업의 해외진출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중소/중견 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프로젝트 관련 정보 획득의 어려움, 경험 부

족,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능력 부재 등으로 인하여 효과적으

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

업 참여 전략 수립 과정에서도 작용하여, 객관적 분석이나 전

문적 지식보다도 의사결정자의 개인적 경험이나 직감에 의존

하여 해외사업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방식은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해외 건설 시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해당 프로젝트의 실패, 더 나아가서는 기업

의 생존과도 이어지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의 해외진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수익률 예측모델을 개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필요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중소/중

견 기업에 특화된 모델이어야 하며, 원도급보다는 하도급 사

업 관점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2) 사업초기인 참여 검토 

단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한다. (3) 사업 초기

에는 활용가능한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해당 시점에서 가용

한 정보만을 가지고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4) 객

관적이고 정량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전문가의 경험이 반영 

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상의 조건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델 개발을 위한 방법론으로 사례기반추론

(Case Based Reasoning)을 선정하였으며, 과거 하도급 사업 

수행사례 데이터를 이용한 하도급 관점의 사업 초기단계 수

익률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1.2 연구동향

수익률 예측 모델 개발에 앞서 국내·외 해외사업 의사결

정 관련 연구에 대한 문헌고찰이 선행되었다. 해외건설 프로

젝트의 사업 의사결정 관련 기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분류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해외사업 성과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인자를 도출하는 연구로서 의사결정 

지원 관련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Han and Diekmann 

2001, Han et al. 2003, Suat Gunhan et al. 2005, Han et 

al. 2005, Kim et al. 2009). 두 번째는 해외사업 영향인자

와 성과의 영향관계를 정량화하고, 최종적으로는 수익성 및 

성과 예측 모델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Han and 

Kim 2006, Jung 2007, Han et al. 2007). 세 번째는 수익성 

및 성과 예측 모델을 넘어서서 기업 역량 평가, 리얼 옵션, 초

과비용 예측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해외사업 진출의 의사결정

을 지원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Amani and 

Dikmen 2009, Kim et al. 2009, Kim et al. 2013, Yildiz et 

al. 2014, Jang et al. 2014). 추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서, Kim(2005)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시

장 활성화 방안으로 현지 리스크, 시장 경험 리스크, 제무 리

스크 등 중소 건설기업의 주요 리스크 인자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Jung(2010)은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진출 유형을 6가지로 세분화 하고, 그에 따른 13

가지 가설을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Lee(2015)는 종

소·중견 기업이 하도급 형태로 해외사업 진출 시 고려해야

할 리스크 요인 도출 및 진출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되

었다.

기존 연구들의 문헌고찰 결과, 해외사업 영향인자 도출 및 

진출 의사결정 관련 연구는 상당 수 있었으나 일반적인 건설

기업 관점 혹은 대기업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중소/중견 기업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들은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그 특성을 규명하거나, 실무적인 관

점에서 활용가능한 수익성 예측모델 혹은 의사결정 지원모델

을 개발하는 차원의 연구는 부족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중견 기업 관점의 해외사업 수익성 영향인자 도출 및 수

익률 예측 모델 개발을 통하여 실무적인 관점에서 효과를 거

둘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사례기반 추론(Case Based Reasoning)은 과거 유사한 사

례를 저장하고, 그러한 상황에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재사용 

하여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추론 방식이다(Aamodt 1944). 

경험 및 과거 유사사례의 중요성이 큰 건설산업의 특징 및 복

잡한 건설 프로젝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례기반추론 기법

은 건설 분야에서 꾸준하게 사용 되고 있다. 사례기반추론

은 충분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면, 복잡한 알고리즘이나 추

론 공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 분야에서 보다 실용적

으로 입찰, 설계, 비용예측, 공법, 계획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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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BR application in construction area (Ryu 2007)

Domain Researcher Contents

Bidding

Cua and Chan(2001) A case-based reasoning bidding system

Ng(2001)
Contractor prequalification decision by 

using the ReMind program

Design Fenves et al.(1995) Conceptual structural design

Cost Yi(2003)
Forecasting periodic expenditures of 

residential building projects

Method Yu and Yang(1998) Retaining wall selection system

Planning

Dzeng and 

Tommelein(2004)
Scheduling of power plant boilers

Lee et al.(1998) Scheduling of apartment construction

이렇듯 다양한 건설분야에서 사례기반 추론은 사용되고 있

지만 사업초기, 특히 사업 참여검토에서의 제한된 정보를 활

용한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여, 

하도급 업체 관점의 수익률 예측 연구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건설기업이 수행한 해외건

설공사 준공사례를 기반으로 하도급 프로젝트의 참여 검토 

단계에서 사례기반 추론 기법을 활용한 수익률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3. 참여검토 단계 수익률 예측 모델 개발

3.1 모델 개발 프로세스

본 연구는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하거나 처음 해외진출 하

는 중소/중견 건설기업관점에서 해외 하도급 프로젝트 진출 

시 사업초기 단계에서의 수익률을 예측하여 참여검토 단계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전체적인 

모델 개발 과정은 Fig. 1와 같으며 총 5단계로 구분 된다. 단

계별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해외건설공사 특히 하도급 프로젝트의 수익률에 영

향을 주는 인자를 도출하기 위해 해외건설협회의 8,367건의 

해외건설 준공 사례를 분석 하였다. 프로젝트 단위에서 보유

중인 50여 개의 정보 중 1차 필터링을 통해 사업초기 단계에

서 획득 가능한 25개의 인자를 도출하였다. 이후 전문가 인

터뷰를 통한 2차 필터링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10개 주요 인자를 도출하였다.

둘째, 앞서 도출한 수익률 영향인자 간 가중치를 다중회귀 

분석 및 귀납적 검색방법을 통해 도출하였다. 모델 개발 시 

문자유형의 수익률 영향인자는 일치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

고, 수치유형의 수익률 영향인자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셋째, 해외건설 준공 사례를 기반으로 해외건설 경기에 영

향을 미쳤던 기간을 고려하여 해외건설공사의 수익률 구간을 

다섯 구간으로 계층화 하였다(매우나쁨/나쁨/보통/양호/매

우양호). 

넷째, 유사프로젝트의 수익률을 예측하는 사례기반 추론

(Case Based Reasoning) 기법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참여검

토 단계에서 수익률 구간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도출한다.

다섯째, 사례적용의 결과 분석을 통해 수익률 예측 모델의 

검증을 한다. 사업 초기인 참여검토 단계에서의 수익률 예측

은 정확한 수익률 예측 보다는 우량 및 악성사업의 판단이 중

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량 프로젝트를 악성 프로젝트

로 판단하는 Type1 에러, 악성 프로젝트를 우량 프로젝트로 

판단하는 Type2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해 Type1 및 Type2 에

러 검증을 실시한다. 본 연구는 수익률 영향인자 및 준공 사

례의 수익성 구간을 이용하여 프로젝트의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Type1 및 Type2 에러 검증을 

통해 모델의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3.2 준공 사례 수집

본 연구에서는 사례기반 추론을 활용한 하도급 관점의 해

외건설공사 참여검토 단계의 수익률을 예측하기 위하여 해외

건설협회의 8,367건의 준공사례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자료

는 해외건설공사가 시작된 1965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준공

된 프로젝트로써 자료의 구성은 Table 3과 같다. 

Table 3. ICAK criteria

Code Name Contents

Region 6 regions

Nation 123 nations

Category 6category, 64activity

Order Type 4 oder types

Contract Type 3 contract types

Resource Type 3 resource types

Contract price -

Construction Period -

… …

50 code names

본 자료는 해외건설공사를 지역, 국가, 수행공종, 계약방

식, 공사 재원, 계약금액, 공사기간 등 51개의 기준으로 분류

하였으며 10개 지역 132개국에서 수행한 6개 분야 64개 공종

Fig. 1. Model develop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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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하였다. 수익률 영향인자 도출 단계에서는 51개의 

기준을 이용하여 사업 초기단계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필

터링 후에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익률에 영향

을 미치는 인자를 도출하는데 활용된다.

3.3 참여검토 단계 하도급 수익률 영향인자 도출

해외건설공사 초기 단계에서의 수익률을 예측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단위에서 보유중인 50개 기준을 기반으로, 프로젝

트 초기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여 1차 필터링을 

진행하고, 문헌 고찰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2차 필터링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익률 영향인자를 도출한다(Fig. 2.).

Fig. 2. Deducting Influence factor for profit rate estimation

앞서 제시한 50개 기준은 지역, 국가, 수행공종, 계약방

식, 공사 재원, 계약금액, 공사기간 등 수익률에 영향을 주

는 인자들이 있지만 업체 문서번호, 업체 문서 일자 등 수익

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인자 및 사업초기 단계에서 수집 

가능한 인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우선 1차 필터링을 통

해 직·간접적으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25개 인자를 도

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문헌고찰을 통해 해외건설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환율과 국가별 신용도 인자를 추가하

였다. 앞서 도출한 25개 인자와 추가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된 

2개 인자에 대해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10개 인자(환율, Doing Business Index, 지역, 

국가, 수행 공종, 공기, 발주 형태, 계약금액, 공사재원) 도출

하였다(Table 4). 주요 10개 지표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 및 국가 따라 공사 관련 조건 및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수익률 예측에 있어 지역 및 국가의 선택이 중요한 인

자로 나타났다. 해외건설공사에서 수행공종은 시대적인 상

황에 따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각 공종에 따른 수익

률 또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프로젝트는 공사 초기

에 결정되는 계약방식에 따라 공사수행 및 관리에 대한 방향

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한 해외건설공사의 발주형태에 따라 수주의 경쟁 정도가 결

정되며 이는 건설업체의 공사수행 능력 및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 공사 재원에 따라 기성금액의 수령방식이 달라지고 

이는 해당공사의 자금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계약금액

은 해외건설공사의 입찰 단계부터 해당프로젝트의 예상되는 

수익률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예상수익률 정도

에 따라 계약금액이 결정된다. 해외건설공사는 공사 기간에 

따라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며 공사기

Table 4. Deducting Influence factor process for profit rate estimation

ICAK 

criteria

Construction Reserve amount

First 

filtering

Region

Second

filtering

literature

review

Exchange rate

Company Claim amount Nation Doing Business index

Region Delay penalty Category

Expert

Interview 

RegionNation Receipt amount Construction period

Ordering agent Construction image 1 Order type

Category Construction image 2 Contract price

NationConstruction period Construction image 3 Profit loss

Order type Construction  image 4 Contract type

Company report date Note Construction finance resource

CategoryContract price Save number Personal expenses(Korean)

Profit loss Company document number Personal expenses(foreign)

Contract type Company document date Equipment cost(Korea)

Construction periodConstruction finance resource Company charger department Equipment cost(foreign)

Personal expenses(Korean) Company charger name Material cost(Korea)

Personal expenses(foreign) Company charger phone Material cost(foreign)

Order typeEquipment cost(Korea) Company charger fax Management cost(Korea)

Equipment cost(foreign) Company charger cell Management cost(foreign)

Material cost(Korea) Company charger mail Construction cost(Korea)

Contract priceMaterial cost(foreign) Attach file 1 Construction cost(foreign)

Management cost(Korea) Attach file 2 Accounts receivable cost

Management cost(foreign) Attach file 3 Long term accounts receivable 
Contract typeConstruction cost(Korea) ICAK receive date Reserve amount

Construction cost(foreign) ICAK receive number Claim cost
Construction finance 

resource
Accounts receivable Input date Delay penalty 

Long term accounts receivable Input ID Receipt amount

CBR을 활용한 해외건설 수익성 예측 모델 개발 -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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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여유 기간에 따라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

부분의 해외건설공사가 자국통화 또는 미국통화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프로젝트의 환율변동은 공사금액에 직접적

인 영향을 주는 인자이다. World Bank에서 제공하는 Doing 

Business Index 또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건설인

허가, 신용, 세금 지불 등 해당국가의 사업수행 환경 용이성 

정보를 제공한다.

3.4 수익률 영향인자 간 가중치 선정

3.4.1 수익률 영향인자 간 유사성 및 계층화

앞서 도출된 수익률 영향인자들은 모두 문자 또는 수치유

형으로 표현 되어있다. 사례기반 추론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서 문자유형의 특성인자와 수치유형의 특성인자에 대해 특성

인자를 유형별로 계층화 하고 각 계층에 따라 검색방법을 달

리 하여 유사성 정도를 측정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익률 영향인자를 문자형 인자 및 수치형 인자로 구분하였

다(Table 5).

Table 5. Similarity judgement for Character and numerical factor 

Type Similarity Judgment

Character Acknowledge the Similarity, if spelling is correct with comparison.

Numerical Give Similarity score depending on distance to comparison

문자유형의 인자들은 지역, 국가, 수행 공종, 발주 형태, 공

사 재원이며, 새로운 사례와 저장된 사례가 완벽하게 일치하

는 경우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양분화 된다. 또한 수

치형 인자들은 계약금액, 공사기간, 환율, Doing Business 

Index로써 이들 새로운 사례와 저장된 사례의 인자 간의 거

리를 측정하여 유사성 점수(Similarity Score, SS)를 도출한

다(식 1). 

유사성점수(SS)= V저장된 사례-V새로운 사례 

V새로운 사례
×100 (1)

3.4.2 수익률 영향인자 간 가중치 선정

유사성 점수 계산은 문자형 인자와 수치형 인자의 점수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익률 

영향인자의 가중치도 다른 기준에서 선정되었다. 문자형 영

향인자는 사례의 일치여부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차등을 두지 않고 6가지 항목에 균등하게 배분하였

다. 수치형 영향인자의 가중치는 값에 따라 다른 점수를 나타

내기 때문에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회귀식의 계수를 가중치로 

활용하였다. 모든 인자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

을 보였다(Table 6).

Table 6. Profit rate weight

Character type Numeral type

Region 0.167 Exchange rate 0.201

Nation 0.167 Doing Business index 0.485

Category 0.167 Construction period 0.099

Order type 0.167

Contract price 0.214Contract type 0.167

Construction finance resource 0.167

3.5 수익성 구간 및 평가구간 설정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참여검토 단계에서의 수익률 예측은 

제한적 가용정보의 활용에 따라 정확한 수익률 예측은 어렵

다. 해외에서도 프로젝트 초기단계의 수익성 예측 오차는 최

대 ±50% 정도로 개략적인 정확도를 요구하고 있다(CalTrans 

2007). 또한 프로젝트 참여 검토 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은 프로

젝트의 정확한 수익률 분석 보다는 악성/우성 프로젝트의 구

분을 통해 빠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해외건설협회의 준공사례 기반으로 프로젝트의 수익

률을 다섯 구간(매우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좋음)으로 나

누어 분석하였다. 하도급업체의 수익률 구분을 위해 총 8367

건의 해외건설공사 준공사례 중 668건의 하청단독 및 하청합

작의 수주 형태를 추출 하였다. 또한, 통계적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95% 구간 밖에 존재하는 Outlier 제거 절차를 거쳐 최

종적으로 637건의 사례가 기반 사례로 이용되었다(Fig. 3).

Fig. 3. Profit rate distribution (1965-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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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rofit rate section

Section Profit rate

0~20% Very bad under -0.25%

20~40% Bad -0.25~0.25%

40~60% Normal 0.25~4%

60~80% Good 4%~12%

80~100% Very good upper 12%

637건의 하도급 해외건설공사 준공사례의 수익률을 다섯 

구간으로 나눠 정의하였다(Table 7). 수익률 -0.25%이하는 

매우 나쁨, 수익률 –0.25%에서 0.25%까지는 나쁨, 수익률 

0.25%~4%까지는 보통, 수익률 4%~12%까지는 좋음, 수익

률 12%이상은 매우 좋음으로 정의하였다. 전문가 자문 결과 

최근 해외건설 공사의 적자 현상과는 다소 부합하지 않지만, 

참여검토 단계에서 보수적인 수익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동

의를 얻을 수 있었다. 

3.6 사례기반 추론방법론(Case Based Reasoning) 

을 이용한 참여검토 단계 수익률 예측 알고리즘 

개발

수익률 예측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영향인자를 정량화하는 

방법론이 요구되었다. 이에, 문자형 수익률 영향인자의 경우 

지역/국가, 수행업종, 발주형태, 수주형태, 계약방식, 공사재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로운 사례와 저장된 사례가 완벽

히 일치하는 경우 100점을 부여한다. 수치형 수익률 인자의 

경우 계약금액, 공기, Doing Business Index, 환율로 구성되

어 있으며 수치형 인자의 경우는 수학적인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례와 저장된 사례의 수익률 인자 간의 거리

를 점수로 계산한다. 유사성 점수(Similarity Score, SS)는 제

시된 설정범위에 근거하여 영향인자 간 유사한 정도를 판단

하는 점수이다

유사성 척도(Similarity Index, SI)는 3.3 항목에서 도출된 

수익률 영향인자의 유사성 점수(Similarity Score, SS)와 3.4 

항목에서 도출 된 수익률 영향인자 간 가중치 값을 곱하여 계

산된 값이다. 유사성 척도를 활용하여 기존 사례로써 저장된 

해외건설공사가 향후 수행될 해외건설공사와 얼마나 유사성

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는 최종 

판단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다.

유사성 척도(SI)=            ×100                      (2)
∑Wi×SSi

∑Wi

i=1

i=1

n

n

Wi=i번째 해당인자의 가중치 값

SSi=i번째 해당인자

문자형 수익률 인자의 유사성 척도 계산의 경우 결과 값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3개 이하의 일치 사례는 0점을 부여하

여 사례 결과에서 제외하였다. 유사성 척도점수가 120점 이

하(200점 만점)인 사례 또한 신뢰성을 고려하여 수익률 계산

에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 하도급 업체에게 해외건설 참여검토 단계 

시 프로젝트의 참여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익률 제시를 목

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의 최종 결과물로 3.5

항에서 도출한 수익률 구간 중 유사 사례의 최빈(最頻)구간을 

결과물로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물 제시는 사업의 참여여부

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자에게 기존 유사한 프로젝트와 비교했

을 때 해당사업의 위치 및 타 해외건설공사 사례와의 비교를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4. 참여검토 단계 수익률 예측 모델 검증

4.1 수익률 예측 모델 검증 방법

프로젝트 참여검토 단계에서의 수익률 예측은 사업의 Go/

No-go를 결정하는 단계이며 이러한 이유로 정확한 수익률 

예측 보다는 악성 및 우량사업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에 의사결정자는 우량 프로젝트를 악성 프로젝트로 판단하는 

Type1 에러 및 악성 프로젝트를 우량 프로젝트로 판단하는 

Type2 에러를 최소화를 하여 정확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따라서 본 항목에서는 우선 120건 데이터 중 한 사례를 적용

하여 결과값을 도출 한 후 실제 사례 기반의 Type1 및 Type2 

에러 검증을 통해 모델의 신뢰성을 검토한다.

Type1 및 Type2 에러 검증 시 악성/일반/우량 사업의 직관

적 판단을 위해 앞서 도출한 수익률 구간을 매우나쁨/나쁨의 

수익률 사업을 악성사업, 보통의 수익률 사업을 일반사업, 좋

음/매우 좋음의 수익률 사업을 우량 사업으로 재분류 하여 적

용하였다.

4.2 사례 적용을 통한 알고리즘 검증 

앞서 도출한 수익률 예측모델의 검증을 위해 120건의 검증

용 해외건설공사 하도급 준공사례 데이터 중 한 사례를 모델

에 적용하였다(Appendix). 해당 적용사례의 정보 및 결과 값

은 Table 8과 같다.

Table 8. Case information

Character type Numeral type

Region Asia Exchange rate 844.2(won)

Nation Singapore Doing Business index 92.23

Category Others Construction period 475(days)

Order type Private tender Contract price 14931(1000$)

Contract type Unit price Profit rate(actual) Normal

Construction 

finance resource
Owner budget Profit rate(analytic)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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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ofit rate distribution

엑셀 기반의 수익률 예측모델은 크게 유사사례와 유사성 

점수 및 유사성 척도 계산 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 우측의 유

사성 척도 순위 기반으로 120점 이상(200점 만점) 사례의 수

익률 분포를 제시한다. 싱가포르의 사례를 적용한 결과 실

제 프로젝트의 수익률은 보통의 수준(0.25~4%)이었으며 분

석결과는‘나쁨’(-0.25~0.25%)으로 될 확률(35%)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보통’(25%),‘매우나쁨’(23%)이 그 뒤를 이었다

(Fig. 4). 분석결과 실제 수익률과 예측 수익률이 다르게 나왔

지만 보수적인 결과는 의사결정 결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는 관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예측 알고리즘이 유의

미 함이 확인되었다. 

4.3 수익률 예측 모델 검증 결과

수익률 예측 모델의 검증을 위해 120건의 해외건설공사 하

도급 준공사례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제 모델에 적용해 본 결

과 아래 Table 9와 같다.

Table 9. Type1 & Type2 error validation

Analytic value

Bad Normal Good Total

Actual

value

Bad
31 10 7 48

65% 20% 15% 100%

Normal
5 12 6 22

18% 55% 27% 100%

Good
7 12 31 50

14% 24% 62% 100%

분석결과 50건의 우량사업 중 7건의 우량사업을 악성 사업

으로 도출하였고(14%, Type1 에러) 48건의 악성사업 중 7건

의 악성사업을 우량사업으로 도출하였다(15%, Type2 에러). 

총 120건의 검증 사례 중 Type1 및 Type2 에러를 범하는 경

우는 14건(11%)으로 나타났다. 총 120건의 사례 중 단 14건만

이 유의미한 에러로서 제시되었으며, 이중 핵심인 Type2 에

러는 7건으로 제시되어 본 연구에서 제시된 수익률 예측모델

이 실무적으로 활용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5. 결론 및 후속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건설의 하도급 관점에서 중소/중견 

기업의 수익률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초기단

계에서의(참여검토) 수익률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해 예측 모델은 실무자의 요구사항 및 기존연구의 한계

점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중

소/중견 기업에 특화된 모델이어야 하며, 원도급보다는 하

도급 사업 관점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2) 사업초기인 참

여 검토 단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한다. (3) 사

업 초기에는 활용가능한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해당 시점에

서 가용한 정보만을 가지고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4)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전문가의 경험이 

반영 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상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수익성 예측 모델의 도출과정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젝트 초기 가용 정보 및 문헌고찰, 

전문가 자문을 검토하여 10개의 수익률 영향인자를 도출하였

다. 둘째,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영향인자 간 수익률에 미

치는 영향을 가중치로 도출하였다. 셋째, 8,367건의 해외건

설 사례 중 668건의 하도급 사례의 수익률 분포를 5개 구간

(매우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좋음)으로 구분하였다. 넷

째, 앞서 도출한 수익률 영향인자 및 가중치를 이용하여 사례

기반추론 기법을 적용한 수익률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수

치형 가중치의 경우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가중치를 사용하여 

유사성 척도를 계산하였고, 문자형 가중치의 경우 저장사례

와의 일치 여부를 통해 유사성 척도를 계산하였다. 마지막으

로 120건의 검증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의 적합성을 Type1 

및 Type2 에러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120건의 

사례 중 실제 악성사업을 우량사업으로 판단하는 Type2 에러

의 경우는 7건(5%)으로 나타났으며 실무적으로 유의미 한 것

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의(참여검토) 수익성 예

측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1965년부터 시작된 해외건설

공사의 전체 사례를 이용하여 하도급 관점의 수익률 예측 모

델을 개발하였으며 변해가는 해외건설 시장 동향 반영하기 

위해 환율 및 Doing Business Index 지표를 추가하였다. 결

과로서 본 모델에서는 프로젝트 초기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한의 정보를 이용하여 유사 사례들의 수익률 분포를 제시하

였으며 Type1 및 Type2 에러 분석 결과 11%의 오차라는 유

의미한 정확도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본 모델은 한국 해외건

설공사의 특성 상 특정 지역과 특정 공종에 편중되었다는 한

계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광범위한 사례의 축적 

및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정량적인 평가 모델인 수익률 예측과 더

불어 해당프로젝트의 사업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성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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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델을 개발을 목표로 사업 참여 검토 단계 시 정량적, 정

성적 평가를 진행하여 개선된 참여검토 모델의 개발이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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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한국 건설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수익률은 대기업과 경
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가 나타난다(대기업 5건 중 1건 적자, 중소기업 3건 중 1건 적자 공사). 또한 경험이 
부족한 중소, 중견 기업들, 특히 하도급 업체에게는 프로젝트 참여시 사업의 적절성을 판단하기란 어려우며 그에 따른 수익률 또
한 예측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중견 업체, 특히 하도급 업체 관점에서 해외 건설공사 진출 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인자를 도출하기 위해 1965년부터 시행된 8,637건의 해외건설 준공데이터 및 문헌고찰 기반으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10
개 인자를 도출 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영향인자 간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사례기반 추론 기법을 이용하여 수익률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Type1 &Type2 error 분석을 통해 검증 결과 11%의 오차율을 보였다. 이러한 수익성 예측 모델을 활용
하여 국내 건설 하도급업체들은 해외건설공사 진출 시 해당 프로젝트의 수익성 분포를 사전에 확인하여 양질의 프로젝트를 선별하
고, 사업 참여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을 기대한다.

키워드 : 사업초기, 사례기반추론(Case Based Reasoning), 해외건설, 하도급, 수익률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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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Excel based profit rate estimation model

1. Input section

　 Region Nation Category Oder type Contract type Finance resource Contract amount Const' period Exchange rate
Doing Business  

Index

Case Asia Singapore Others Private tender Unit price Owner budget 14931 475 844.2 92.23

2. Storage section

　 Region Nation Category Oder type Contract type
Finance 

resource
Contract amount Const' period Exchange rate

Doing Business 

Index
Profit rate

case#89 Asia Singapore Others Private tender Lump sum Owner budget 17350.00 480.00 775.70 92.23 -0.05

case#402 Asia Singapore
Machanic 

&Equip'
Private tender Unit price Owner budget 6021.00 349.00 1134.80 92.23 0.00

case#377 Asia Singapore Civil const' Private tender Lump sum Owner budget 6072.00 478.00 1164.50 92.23 0.00

case#130 Asia Indonesia Others Private tender Lump sum Owner budget 18273.00 522.00 1695.00 57.75 0.19

case#86 Asia Singapore Civil const' Private tender Lump sum Owner budget 20659.00 550.00 775.70 92.23 -0.22

case#384 Asia Singapore Civil const' Private tender Lump sum Owner budget 6451.00 420.00 1164.50 92.23 0.00

case#383 Asia Singapore Civil const' Open tender Unit price Owner budget 59743.00 413.00 1164.50 92.23 0.00

case#538 Asia Vietnam
Building 

const'
Private tender Unit price Owner budget 762.00 465.00 1070.60 61.14 0.02

case#378 Asia Singapore
Machanic 

&Equip'
Open tender Unit price Owner budget 5550.00 551.00 1164.50 92.23 0.00

case#178 Asia Malaysia
Machanic 

&Equip'
Private tender Unit price Owner budget 6119.00 407.00 1138.00 81.85 0.04

case#575 Asia Indonesia Electronic Private tender Unit price Owner  budget 2527.00 443.00 1070.60 57.75 0.03

case#212 Asia Singapore Civil const' Open tender Unit price Owner budget 3327.00 388.00 1313.50 92.23 -0.02

case#17 Asia Malaysia Others Private tender Unit price Public budget 41787.00 580.00 716.70 81.85 0.07

case#522 Asia Malaysia Civil const' Private tender Unit price Owner budget 33984.00 384.00 1151.80 81.85 0.04

case#190
South 

America
Mexico Others Private tender Unit price Owner budget 9284.00 414.00 1264.50 70.97 0.07

3. Computation section

Region Nation Category Oder type Contract type Finance resource Contract amount Const' period Exchange rate
Doing Business  

Index
Ranking Total score Profit rate

100.00 100.00 100.00 100.00 0.00 100.00 83.80 98.95 91.89 100.00 2.00 178.76 -0.05

100.00 100.00 0.00 100.00 100.00 100.00 0.00 73.47 65.58 100.00 3.00 146.92 0.00

100.00 100.00 0.00 100.00 0.00 100.00 0.00 99.37 62.06 100.00 4.00 142.47 0.00

100.00 0.00 100.00 100.00 0.00 100.00 77.62 90.11 -0.78 62.61 5.00 139.37 0.19

100.00 100.00 0.00 100.00 0.00 100.00 0.00 84.21 91.89 100.00 6.00 138.07 -0.22

100.00 100.00 0.00 100.00 0.00 100.00 0.00 88.42 62.06 100.00 7.00 137.16 0.00

100.00 100.00 0.00 0.00 100.00 100.00 0.00 86.95 62.06 100.00 8.00 136.44 0.00

100.00 0.00 0.00 100.00 100.00 100.00 0.00 97.89 73.18 66.29 9.00 135.64 0.02

100.00 100.00 0.00 0.00 100.00 100.00 0.00 84.00 62.06 100.00 10.00 135.01 0.00

100.00 0.00 0.00 100.00 100.00 100.00 0.00 85.68 65.20 88.75 11.00 133.73 0.04

100.00 0.00 0.00 100.00 100.00 100.00 0.00 93.26 73.18 62.61 12.00 132.60 0.03

100.00 100.00 0.00 0.00 100.00 100.00 0.00 81.68 44.41 100.00 13.00 132.14 -0.02

100.00 0.00 100.00 100.00 100.00 0.00 0.00 77.89 84.90 88.75 14.00 131.90 0.07

100.00 0.00 0.00 100.00 100.00 100.00 0.00 80.84 63.56 88.75 15.00 131.22 0.04

0.00 0.00 100.00 100.00 100.00 100.00 0.00 87.16 50.21 76.95 16.00 130.43 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