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등록
○

기 간 : 2017년 5월 1일(월)~ 5월 15일(월)

○

등 록 : 건설산업비전포럼 홈페이지(www.cvf.or.kr) 신청
현장등록 가능(행사당일 좌석 수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사무국)
○

전 화 : 02-3429-6497

○

E-mail : cvf2003@hanmail.net

찾아오시는 길
○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
대중교통
▶ 지 하 철 : 2호선 선릉역 1번출구, 삼성역 4번출구
▶ 버스노선 : 좌석 9414
간선 146, 341, 360, 730, 472(포스코빌딩 정류장 하차)

※주차비 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7년 5월 18일 목요일, 13:30
장소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
주최 사단법인 건설산업비전포럼
후원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GS건설,
대한건설협회, 포스코, 한미글로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관리학회

모시는 글

진행순서
사회 : 유정호 광운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건설산업의 오피니언 리더를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 건설산업비전포럼
이 "글로벌 M&A를 통한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전략"을 주제로 국내세미나

시간

내용

발표

를 개최합니다.
13:30-14:00

등록

국내 건설기업은 건설경기가 침체될 것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가속
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동안 저가수주경쟁과 단순도급사업에 편중된 수주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여 많은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현수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14:00-14:05

개회사

14:05-14:10

축사

14:10-14:40

기조연설

글로벌 건설 M&A 동향 및 국내 건설기업의 사례
-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14:40-15:20

주제발표

글로벌 건설과 M&A전략
- 백인규 딜로이트 안진 전무

해외시장 진출의 일반적인 방법은 독자진출이지만 정보력, 언어, 문화적
측면에서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지업체와 적극적인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제휴를 하거나 M&A를 통한 진출은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시장은 전 세계 건설시장의 약 12%를 차지할 정도로 크고 인프
라도 낙후되어 있는 등 건설참여 기회가 많지만 실제로는 시장진입이 쉽지
않고 글로벌 선진기업과 경쟁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전략과 계획 수
립이 필요합니다.
15:20-15:40

휴식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M&A를 통한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시장진출 전략
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좌장 : 권도엽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

있는 기업에게 시사점을 제공하는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국토해양부 장관
15:40-17:30

2017. 5. 18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
김종훈 권도엽 이현수 이상호

토론

패널 : 김세호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전)건설교통부 차관
권용복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박형근 충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이상기 GS건설 인프라부문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