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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해외건설 법정신고

1

해외건설 수행단계별 신고사항(법정신고)
수행단계

신고사항
해외건설업신고
- 수주활동 이전 국내건설업종에 대한 해외건설업 신고

진출준비
현지법인설립신고
-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현지법인 설립
(또는 인수) 시
수주활동상황보고
수주활동

- 도급공사: 입찰예정일 10일 이전
- 개발형공사: 공사시행개시일 20일 이전

계약체결
해
외
공
사
상
황
보
고

계약체결결과보고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시공상황보고
- 매반기 종료후 30일 이내
타절보고(사유 발생시)
-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착공 및
시공

계약내용변경보고(사유 발생시)
-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실적신고(기성실적)
- 매년 2월15일까지 전년도 기성액 신고
(전년도 잔여기성이 남아있는 모든 공사)

준공

준공보고
-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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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건설업 신고
건설업자가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한 해외건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

해외건설업 신고 ●
구분

내용

신고처

해외건설e정보서비스(http://yes.icak.or.kr)

처리기한

신고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신고자격

건설업종과 관련된 면허 소지자
1. 해외건설업 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신고업종 국내면허증 사본

제출서류

4.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5. 해외건설업(제2종)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지방세법 제38조1항)
* 단, 변경신고시 변경사항이 적용된 서류 제출

1.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변동시 변경신고
(변경사유 발생일 30일 이내)
주의사항

2. 거짓 또는 신고 누락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변경신고 누락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문의

해외건설협회 기획관리실 02-3406-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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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발급 ●
구분
발급용도

재발급 신청

관련문의

●

내용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해외건설업 신고시 발급)
* 분실 또는 훼손시 재발급 가능

해외건설e정보서비스(http://yes.icak.or.kr)

해외건설협회 기획관리실 02-3406-1093

해외건설업 업종 반납 신고 ●
구분
신고처

제출서류

관련문의

내용
해외건설e정보서비스(http://yes.icak.or.kr)

1. 반납요청공문(업체 자체양식)
2. 신고확인증 사본

해외건설협회 기획관리실 02-3406-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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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건설업의 영업의 종류 ●
영업의 종류

영업의 내용

종합건설업

가.「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관리를 포함한다)
나. 가목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전문건설업

가.「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관리를 포함한다)
나. 가목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전기공사업

가.「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관리를 포함한다)
나. 가목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정보통신공사업

가.「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관리를
포함한다)
나. 가목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환경전문공사업

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관리를 포함한다)
나. 가목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건설엔지니어링업

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및 이를
포함하는 일괄발주공사의 수주 및 도급(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사와 엔지니어링
활동의 수주 및 하도급(이 영 제8조제2호에 따른 자의
경우 개발을 포함한다). 다만, 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나. 가목의 사업에 부수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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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건설업의 신고자격 ●
영업의 종류

신고자격

종합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 등록자

전문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업 등록자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자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자

환경전문공사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

건설
엔지니어링업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자
다.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자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
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등록자
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 등록자

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른 자
나. 제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록자
중소기업 해외건설 진출지원 포켓북 11

3 해외공사 상황보고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공사 상황보고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외공사 상황보고>
① 수주활동상황보고
② 계약체결결과보고 (②-2 계약체결내용 변경보고)
③ 시공상황보고 (③-2 타절보고)
④ 준공보고
⑤ 실적신고
또한, 해외건설업자가 해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할 경우 ⑥해외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해외공사 상황보고 ●
구분
신고처

내용
해외건설e정보서비스(http://yes.icak.or.kr)

① 수주활동상황보고
- 도급형: 입찰예정일 10일전까지 신고
- 개발형: 공사 시행개시일 20일전까지 신고
보고기한 및

- 제출서류: 신고서, 입찰공고문

제출서류
② 계약체결결과보고
- 계약체결일 15일 이내 신고
- 제출서류: 신고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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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③ 시공상황보고
- 반기종료후 30일 이내 신고
- 제출서류: 신고서
④ 준공보고
- 사유발생일 15일 이내 신고
보고기한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 신고서, 준공확인서
⑤ 실적신고
- 매년 2월15일 이전 신고
- 제출서류: 신고서
⑥ 해외법인설립신고
- 설립일 이후 60일 이내 신고
- 제출서류: 신고서, 자본금투자확인서, 기타 법인등록 서류

주의사항

허위신고 또는 신고 누락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관련문의

해외건설협회 진출지원실 02-3406-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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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현지법인 설립(인수) 신고
해외건설업자가 외국에서 해외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 또는 인수할 경우 그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현지법인 설립(인수) 신고 ●
구분

내용

신고처

해외건설e정보서비스(http://yes.icak.or.kr)

보고기한

설립일 또는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

1. 현지법인설립(인수) 신고서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7호 서식
제출서류

2. 직접투자신고서
3. 현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현지투자허가서
5. 기타 현지건설업면허, 자본금 송금증빙 등

주의사항

관련문의

1. 허위신고 또는 신고 누락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허위신고 또는 신고 누락시 실적확인 불가

해외건설협회 진출지원실 02-3406-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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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해외건설 관련 제증명 발급

1 해외공사 실적 증명서
해외건설업자는 해외공사 상황보고 등 법정 신고를 준수한 공사에 대해
해외공사 실적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공사 실적의 종류 ●
구분

내용

용도

수주실적

계약체결내용 증명

발주처, 금융기관 등

시공(준공)실적

시공내용 증명

조달청 PQ

기성실적

기성액 증명

시공능력평가 실적평가

① 해외공사 수주실적 증명서
구분

내용

발급신청

해외건설e정보서비스(http://yes.icak.or.kr)

발급근거

해외공사 수주실적확인 규정

발급용도

발주처 제출 등 수주실적 범용 증명

증명내용

계약체결내용(공사명, 공기, 발주처, 계약규모 등)

제출서류

수주실적 확인 신청서

관련문의

해외건설협회 진출지원실 02-3406-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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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외공사 시공실적 증명서
구분

내용

발급신청

해외건설e정보서비스(http://yes.icak.or.kr)

발급근거

해외공사 시공실적확인 규정

발급용도

국내외 건설공사 PQ, 입찰 등 실적증명

증명내용

해외공사 시공내역(시공내용, 규모, 기성상황 등)
1. 시공실적 확인 신청서

제출서류

2. 시공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기성내역 및 수령증명 용 금융거래내역 등

관련문의

해외건설협회 리스크관리처 02-3406-1108

③ 해외공사 기성실적 증명서
구분

내용

발급신청

해외건설e정보서비스(http://yes.icak.or.kr)

발급근거

국토부 고시 2015-18호
(해외공사기성실적확인규정)

발급용도

시공능력평가의 실적평가 항목의 증명

증명내용

해외공사 기성내역(전년도 기성액 및 수령액 등)

제출서류

1. 기성실적신고서
2. 기성청구 및 확인서
(원도급자 또는 발주자 확인)
3. 기성수금 금융거래내역

관련문의

해외건설협회 프로젝트지원처 02-3406-108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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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현장 인력고용확인서
해외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경우
해외건설 현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한 국내 인력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신인도평가액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력고용 확인서 발급 ●
구분

내용

발급신청

해외건설e정보서비스(http://yes.icak.or.kr)

발급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발급용도

시공능력평가의 신인도평가액 가점 대상 증명

증명내용

해외건설 현장 국내인력 고용 현황
1. 확인대상자에 대한 재직증명서

제출서류

2.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가 확인한 현장인력 확인서
3.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관련문의

●

해외건설협회 프로젝트지원처 02-3406-1083

국내인력의 해외건설현장 고용시 시공능력평가 우대 기준 ●
고용인원

신인도평가금액 가산

1~50명 미만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

50~500명 미만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5

500명 이상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

※ 중소기업의 경우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 이내, 우대기준 2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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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현장 기자재 무환 반출입 확인서 발급
국내의 장비 및 자재를 해외건설현장으로 조달하는 경우 국내 세관의 물품
통관 확인을 위한 무환 반출입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관련법규 : 대외무역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대상품목 : 해외건설공사용 기자재, 장비, 근로자용 생필품 등
▶ 확인요건 : 해외건설업자로서 해당 현장이 계약체결보고 등 법정보고가
되어 있어야 함
▶ 신청 및 발급 : 해외건설 e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구비서류
- 해외건설 공사용 물품명세서
- 해외건설 공사용 기자재 재반입 확인신청서(재반입시)
▶ 발급수수료
1달러(USD) 당 1.1원
* 100만달러 초과금액은 0.33원
▶ 관련문의
- 해외건설협회 프로젝트지원처 02-3406-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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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해외건설 진출지원

1 해외건설 국비 교육 지원
해외건설업에 종사하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해외건설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비 교육훈련을 지원합니다.

● 교육과정(2016년) ●
교육명

교육일정(시작일)

해외건설 금융 실무과정(3일)

1.12, 3.2, 9.27

해외건설 입문과정(4일)

2.15, 9.6

해외건설 계약관리 실무과정(4일)

2.23, 9.20

투자개발형 사업 실무과정(4일)

5.31

해외건설 비즈니스 영어기초 실무과정(3일)

6.8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실무과정(3일)

6.14, 10.11

프로젝트관리, 공정관리 기초과정(4일)

8.30, 12.13

해외건설 PM 과정(5일)

10.31

해외건설 영어문서 분석 및 작성실무(3일)

11.23

해외건설 계약, 클레임 실무
Case Study(3일)

1.18(야간),4.11(야),
5.17, 10.25

해외건설 금융실무 Case Study(3일)

1.25(야간),6.27(야),
10.5, 11.29

EPC 국제표준 계약조건
Case Study(3일)

5.9(야간), 5.25,
11.16, 12.5(야)

해외건설 자재조달 실무
Case Study(3일)

11.9

관련문의
- 해외건설협회 인력개발처 교육훈련부 02-3406-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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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건설 무료 컨설팅 지원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해외건설 분야 전문가 그룹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전문가 그룹 구성 (국내 42인, 해외현지 30인)
- 해외건설 분야 전∙ 현직 전문가(경력 20년 이상)
- 법률, 세무, 회계 등 전문직
▶ 컨설팅 형태
- 협회 상담실 방문
- 전문가의 업체 직접 방문
* 중∙ 단기 정기방문 또는 1회성 방문 컨설팅
- 온라인 화상컨설팅(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홈페이지)
- 유∙ 무선 전화, e-mail 등
▶ 컨설팅 분야
- 해외 진출국가 정보 및 동향
- 해외공사 사업성 검토
- 해외공사 리스크, 클레임, 분쟁 대응
- 해외공사 사업관리
- 기타 해외건설 애로사항
▶ 관련문의
- 해외건설협회 프로젝트지원처 02-3406-108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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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건설 신시장 개척 자금 지원
해외건 설시장 진 출을 활성화하고 리스크 부담 이 큰 시장 개척 활 동
(현지조사 출장 및 발주처 인사초청, 타당성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해외건설사업 수주관련 프로젝트 타당성조사(F/S, 초청)
- 수주교섭 및 조사활동(출장, 초청)
▶ 지원금액 : 건당 2억원 이내(단, 타당성조사는 3억원 이내)
   지원비율
- 중소기업 : 소요비용의 70%(지원금액 이내)
- 중견기업 : 소요비용의 50%(지원금액 이내)
- 대기업 및 공기업 : 소요비용의 30%(지원금액 이내)
* 중소 또는 중견기업과 공동신청시에만 지원가능
▶ 지원국가
- 아국기업 미진출 국가
- 최근 5년간 아국기업의 총 수주액이 4억불 미만인 국가
- 토목, 건축, 용역 분야에서 최근 5년간 총 수주액이 2억불
미만이거나 수주공사가 10건 미만인 국가
- 플랜트 분야에서 최근 5년간 총 수주액이 5억불 미만이거나
수주공사가 10건 미만인 국가
- 토목세부 공종(도로, 상수도 등)에서 최근 5년간 총 수주액이 1억불
미만이거나 수주공사가 5건 미만인 국가
- 중점협력국 등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해 전략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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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항목 : 국외 항공료, 체재비, 현지교통비 등
▶ 지원신청 서류
- 신청서
- 사업요약서
- 사업제안서 13부(아래한글 작성, 전자파일 별도제출)
-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최근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중소/중견기업 기업규모 확인서
▶ 지원 및 평가 절차
1) 사업시행공고
2) 신청서 접수
3) 신청서 평가
4) 지원사업 선정 및 협약체결
5) 사업시행(중간보고 및 정산)
6) 사업종료 및 최종정산
7) 종료평가 및 사후관리
▶ 관련문의
- 해외건설협회 프로젝트지원처 02-3406-114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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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현장 신규인력고용 자금 지원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현장 인력부족 문제 및 현장인력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하는 아국인력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업체
- 신청일 기준 해외현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
- 우대기업
• 국토교통부 지원,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자를
채용한 기업
• 우수해외건설업자로 지정된 기업
• 신규 직원 및 국가 유공자 자녀를 채용한 기업
• 장기 실업자,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 채용 기업
▶ 지원인력
사업 공고일 이후 채용하였거나 채용예정인 인력
* 현장근무기간 6개월 이상 필요
▶ 지원내용
- 파견비용 : 인당 18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 왕복항공료, 비자수수료, 여행자 보험료 등
- 훈련비용 : 인당 월 80만원 정액지원
▶ 관련문의
- 해외건설협회 프로젝트지원처 02-3406-103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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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증발급용 사업성평가 지원
해외건설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각종 보증(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수금환급보증, 유보금보증 등) 발급 및 시공자 금융 등 여신지원여부
결정에 필요한 심사자료로서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사업성평가를
지원합니다.
▶ 평가용도
- 해외건설 보증발급을 위한 금융기관의 심사자료
- 수출이행자금대출 등 금융지원을 위한 심사자료
- 보증보험인수를 위한 심사자료
▶ 평가신청 : 활용기관을 통해 신청
▶ 평가 소요기간 : 약 2주
▶ 활용기관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 평가수수료
- 입찰보증 : 보증액의 0.01%(3천불 상한)
- 입찰보증 이외의 제보증 : 보증액의 0.1%(10만불 상한)
▶ 관련문의
- 해외건설협회 리스크관리처 02-3406-1106

28 International Contractors Association of Korea

IV
부

록

부록 1 중소기업 범위 기준
중소기업의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규모와 독립성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관련법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 규모기준 :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
- 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 없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 업종별 규모 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건설업
건설엔지니어링

규모기준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 독립성기준 : 다음 3가지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및 채무보증 제한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최다 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은,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촉하는 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온라인 발급
(http://sminfo.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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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해외건설협회 해외지부 네트워크
해외건설협회는 아국 업체들의 해외진출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수주확대,
시장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6개 거점국가에 지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요 업무
1. 현지 진출 컨설팅 업무수행
- 해외건설 시장동향 및 프로젝트 정보 수집
- 공사수행 환경 등 현지진출 환경조사
- 정부 및 주요 발주처, 외국기업 동향 파악
- 현지 건설관련 제도 동향 파악
2. 시장조사단 및 조사 지원
- 아국업체의 미개척 신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
- 현지 입찰, 사업수행환경, 인사정보 등
- 해외진출에 따르는 리스크 최소화 및 수주가능성 제고
3. 현지 고급정보 수집 및 제공
▶ 지부개소 : 6개국 6개소
- 2009. 5

카자흐스탄 지부 개소

- 2010. 5

인도 지부 개소

- 2011. 9

아랍에미리트 지부 개소

- 2012. 5

페루 지부 개소

- 2012. 4

인도네시아 지부 개소

- 2016. 6

이집트 지부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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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부 운영 현황
국가

지부장

연락처
주 소: 65, Furmanova str, 2-nd F(215)

카자흐스탄

노화승

Almaty
전 화: +7(727) 321-6312
이메일: hsnoh@icak.or.kr

인도

이집트

UAE

인도네시아

페루

박형원

주 소: 604 6th Floor, Time Tower, M.G.
Road, Gurgaon, Haryana
전 화: +91(124) 436-9261
이메일: hyeong@icak.or.kr

윤석병

주 소: 60 of the Skies Plaza Mall, opposite
side of American University, New cairo
전 화: 201-063-456-973
이메일: sbyoonyes@icak.or.kr

김태엽

주 소: Flat No. 204, Airline Building, Liwa
Street, Abu Dhabi
전 화: 971-2-632-1970
이메일: ktyup@icak.or.kr

이승훈

주 소: Sequis Center 10F, JL.Jend Sudirman
No.71, Jakarta 12190
전 화: (62-21)5290-7441~2
이메일: lsh@icak.or.kr

정성원

주 소: Calle Arica 125, Oficina 201,
Miraflores-Lima, Peru
전 화: (51-1) 446-9547
이메일: jungsw84@i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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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해외건설 통합 리스크관리시스템
해외건설협회는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 중견기업 맞춤형 해외건설 통합 리스크 관리
시스템(FIRMS)」를 온라인 웹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 시스템 : 해외건설공사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
(http://firms.icak.or.kr/)
▶ 리스크 분석 모듈
① 자가역량 진단
- 자가역량 진단 및 해외진출 방향 수립
② 하도급 리스크 분석
- 하도급 프로젝트 중심의 리스크 분석 및 사업성 평가
③ 원도급 리스크 분석
- 원도급 프로젝트 중심의 리스크 분석 및 사업성 평가
④ 통합적 리스크 분석
- 건설 프로젝트의 통합적 리스크 관리
⑤ 해외공사 실무지침
- 자가 역량 기반의 기업역량 확보 및 해외진출 지원
▶ 관련문의
- 해외건설협회 리스크관리처 02-34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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