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세계 건설시장은 미국의 경제성

장과중국의경기부양을위한건설투자

확대등선진건설시장을중심으로투자

가 확대되면서 전년대비 4% 성장한 8.8

조달러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

지역별로는개도국이성장세를이끌것으

로예상되는가운데특히아시아지역에

서의성장세가두드러질전망이다. 2015

년에는중국및인도를중심으로아시아

국가들의인프라투자가확대될것으로보이며사우디아라비아, UAE, 나이지리아등주요산유국

건설시장도양호한성장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유로존건설시장은2015년하반기이후서서히

회복세에접어들것으로보이지만중남미지역건설시장은성장세가저조할전망이다.

세계건설시장동향및시사점
세계 건설시장 규모 2018년까지 연평균 4% 성장 전망

세계건설시장전망Ⅰ

2015년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4% 성장한 8.8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연평균

4%씩 성장해 2018년에는 세계 건설시장 규모가 10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아시

아 개도국이 두드러진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로존도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여기서

는한국수출입은행의‘세계건설시장동향및시사점’보고서를요약해게재한다. 

<그림 1> 세계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이업계자료종합

36
37

CEMENT 2015 SummerINDUSTRIAL REPORT ● 세계건설시장동향및시사점



INDUSTRIAL REPORT ● 세계건설시장동향및시사점

세계주택시장전망

2015년세계주택시장은전년대비 4% 증가한

3.3조달러를기록할것으로예상되며, 2018년

까지 연평균 3.5%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이후세계경제가점차개선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 주택시장은 2015년 대비

4% 이상성장할것으로보인다. 

세계 최대주택시장인중국은지난 2008년부

터2013년까지연10% 이상성장했으나, 2015

년이후5%대로성장세가낮아질것으로보인다. 다만중국정부의주택시장활성화를위한통화확

대정책등의지원여부에따라성장률이상향조정될가능성도있다. 

선진국주택시장중에서는미국및 국의성장세가두드러질전망이다. 미국의경우2015년하반기

금리인상이예상될정도로경제여건이호전되고있으며, 이에따라주택시장도활기를띠고있다. 유

럽에서는 국주택시장이활기를띠고있는데2015년이후부터연평균5% 성장이가능할것으로보

인다. 개도국주택시장에서는중동의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아지역에서는인도시장이6% 이상의높

은성장률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세계인프라시장전망

2015년세계인프라시장은2.8조달러규모를기록하며전체건설시장에서33%의비중을차지할것

으로예상된다. 2018년시장규모는3.7조달러를기록하면서연평균4.5%씩성장할것으로보인다. 

세계건설시장여러분야중인프라시장성장률이가장높을것으로예상되는데특히아시아지역이

인프라시장의성장세를주도할것으로보인다. 

지역별로는전세계인프라시장중아시아가32%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성장률도높

게나타나고있다. 특히중국인프라시장은연9% 이상성장할것으로예상되며베트남, 말레이시아

도2018년까지연10% 이상의고성장을지속할전망이다. 중동지역인프라시장은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주도할것으로예상되는데이곳역시연8% 이상지속적인성장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분야별시장전망Ⅱ



아시아총괄

아시아지역은세계건설수요의45%를차

지하고 있는 최대 시장이다. 2015년 아시

아지역건설시장규모는4.1조달러규모로

예상되는데 이후 연평균 5% 증가해 2018

년에는4.8조달러규모의시장으로성장할

것으로보인다. 특히아시아지역은경제성

장을위한기반인프라수요가전체건설시

장을주도할전망이다. 

중국및인도

중국은세계건설수요의20%를차지하는최대건설시장으로2018년까지연7% 성장세를기록할전

망이다. 이지역에서는생활수준향상과경제발전으로인해주택과인프라수요가급증하고있는데

두분야가중국건설수요의68%를차지하고있다. 중국주택시장규모는2014년기준6,900억달러

로추정되며2018년까지8,500억달러규모로성장할것으로보인다. 2014년기준중국인프라시장

규모는5,700억달러로추정되는데2015년에는전년대비9% 증가한6,200억달러에이를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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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건설·플랜트시장동향Ⅲ

<그림 4> 아시아 지역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자료 : IHS

<그림 2> 세계 주택시장 전망 <그림 3> 세계 인프라시장 전망

자료 : IHS 자료 : IHS



INDUSTRIAL REPORT ● 세계건설시장동향및시사점

앞으로도중국정부는경기부양을위한인프라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할것으로보여2018년에는

8,000억달러대시장으로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2014년인도건설시장은4,600억달러규모로중국, 일본에이어아시아3위권을형성했다. 2015년

에전년대비7% 증가한4,920억달러를기록할것으로예상되는등2018년까지연8%씩고성장을

지속할것으로보인다. 

한편인도건설수요의57%는주택부분에서발생하고있는데2014년기준인도주택시장은2,600

억달러규모이다. 인도에서는인프라투자도확대되고있는데2014년 800억달러 던시장규모가

2018년1,200억달러로확대되는등연평균11%씩증가할것으로보인다.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건설시장규모는지난2014년 4,000억달러를기록한데이어2015년에는전년대비5%

증가한4,200억달러에달할전망이다. 이후연평균5%씩성장하여2018년에는4,900억달러규모에

이를것으로전망된다. 2014년기준국가별시장규모를살펴보면인도네시아가2,780억달러로동남

아시아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최대시장으로 나타났고 말레이시아(410억달러), 태국(350억달러),

필리핀(290억달러), 베트남(170억달러)이그뒤를이었다.

2014년기준동남아시아주택건설시장규모는790억달러로나타났는데2015년에는820억달러규

모로증가할전망이다. 2014년국가별시장규모를살펴보면인도네시아350억달러, 필리핀170억달

러, 태국및말레시아105억달러, 베트남66억달러순이다. 동남아주택건설시장은2018년까지900

억달러규모로성장할것으로예상되나성장률은3% 미만에그칠전망이다. 

<그림 5> 중국 건설·플랜트시장 현황 및 전망 <그림 6> 인도 건설·플랜트시장 현황 및 전망

자료 : IHS 자료 : IHS



2014년 동남아시아 인프라시장 규모는

1,830억달러로동남아시아전체건설수요

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기준국가별인프라시장규모를살

펴보면인도네시아1,340억달러, 말레이시

아170억달러, 태국160억달러, 필리핀100

억달러, 베트남 52억달러 순이다. 인도네

시아는 2015년에 전년대비 5% 증가한

1,430억달러시장을형성할것으로예상되

며, 2018년까지1,600억달러규모의시장으로성장할것으로보인다. 태국의경우2015년에170억달

러규모의시장을형성한후2018년에는190억달러대시장으로성장할전망이다. 말레이시아인프라

시장은태국과비슷한규모로2015년170억달러에서2018년188억달러규모의시장을형성할것으

로보인다. 동남아시아인프라시장중가장높은성장을기록할것으로예상되는나라는베트남으로

2015년55억달러에서2018년67억달러규모로성장할전망이다. 

중동

2014년 기준 중동지역 건설·플랜트시장

규모는 2,770억달러로세계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비중은4%에불과하지만건설시

장의개방성으로인해중요도가높은시장

으로꼽힌다.

이러한가운데최근의저유가상황으로인

해 2015년 중동지역 건설·플랜트시장은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2015년 중동지역건설·플랜트시장은전

년대비7% 감소한2,570억달러에머물전망이다. 2015년이후에는유가안정에따라중동지역건설

수요가반등해2018년까지3,100억달러시장으로성장할것으로보인다. 

지난 2014년중동의주택건설시장규모는700억달러를기록했다. 2015년에는유가하락의여파로

전년대비4% 감소한675억달러를기록할것으로보인다. 하지만2016년부터유가안정과함께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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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동남아시아 건설·플랜트시장 현황 및 전망

자료 : Global Construction Outlook

<그림 8> 중동 건설·플랜트시장 현황 및 전망

자료 : Global Construction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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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보여2018년까지중동주택건설시장은760억달러규모를형성할것으로보인다. 2014년중동

지역인프라시장규모는1,100억달러를기록했으나, 2015년에는전년대비6% 감소할것으로전망된

다. 2016년이후인프라투자는안정세를보여2018년중동지역인프라시장규모는1,340억달러에

이를것으로보인다. 

중남미

2014년기준중남미건설·플랜트시장규

모는5,860억달러로브라질과멕시코가중

남미시장의약60%를차지하는것으로나

타났다. 2015년 중남미 건설·플랜트시장

은중남미경제의어려움의인해 2% 증가

한 6,000억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다만

2016년부터중남미건설경기가조금씩개

선되기시작해2018년에는6,500억달러대

시장을형성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가운데2015년중남미주택건설시장은경기침체로인해전년대비2% 증가한2,100억달러에

머물것으로보인다. 이러한실적은2016년까지이어지다가2017년이후부터경제회복과더불어주

택건설시장성장세가빨라져2018년에는시장규모가2,300억달러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한편2015년중남미인프라시장규모는전년대비3% 증가한2,740억달러를기록할것으로보인다.

이렇듯주택건설시장과달리중남미지역에서는어려운경제상황에도불구하고성장동력확충을위

한인프라투자가꾸준히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이에2018년에는이지역인프라투자가약3,000

억달러규모로확대될전망이다. 

북미

북미지역건설시장규모는지난2014년1.15조달러를기록하며전년대비4.3% 증가했다. 이가운데

미국과캐나다는각각9,460억달러와1,990억달러를기록했다. 미국건설시장은양호한경제성장세

를반 하듯선진국건설시장중에서가장높은성장률을기록했으나캐나다건설시장은2013년과

비슷한수준에머물 다. 이에2015년북미건설시장은전년대비5% 가까이증가한1.2조달러를기

록할것으로보인다. 미국의경기상승여파가건설경기에도 향을미쳐2015년미국의건설시장규

<그림 9> 중남미 건설·플랜트시장 현황 및 전망

자료 : Global Construction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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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는전년대비6% 증가한1조달러를넘어설것으로보인다. 캐나다건설시장의경우2015년에도전

년과비슷한수준을유지할것으로보인다. 

미국의경기호조로인해2014년미국주택시장은7% 증가한3,600억달러를기록했으나캐나다주

택시장은이미성숙단계로접어들어전년과비슷한수준인860억달러에그쳤다. 2015년미국주택

시장은성장을지속할것으로보이나, 그성장률은약3%선에머무를것으로예상된다. 이는미국경

제의성장세가지속되고있으나금리인상등을통해속도조절을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한편2014년북미인프라시장은2,740억달러 규모를형성했는데2015년에는소폭하락한2,600억

달러를나타낼것으로보인다. 2015년은유가폭락에따라자원개발부분의투자가감소할것으로보

여관련인프라투자도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유럽

2014년기준유럽건설·인프라시장은약2조달러규모를형성했는데, 2015년 2.1조달러로늘어날

것으로보인다. 특히유럽중앙은행의경기침체를탈피하기위한대규모양적완화시행은유럽건설

경기활성화에큰도움이될전망이다. 이와같은정부정책지원을바탕으로2013년이후유럽은건

설·인프라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책지원이 효과를 거둘 경우 2018년까지 연 평균

2.3%씩성장할것으로기대된다.   

한편유럽건설시장중성장세가빠를것으로예상되는국가는 국과폴란드이다. 2014년 국건설

시장규모는3,100억달러로추정되는데2015년에는전년대비5% 증가한 3,250억달러에달할전망

이다. 폴란드의경우유럽의생산기지로떠오르면서이와관련된투자들이늘어나고있다. 2014년기

준폴란드건설시장규모는950억달러로추정되는데2018년까지연3%씩성장할것으로보인다. 

자료 : IHS 자료 : IHS

<그림 10> 북미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그림 11> 유럽 건설·플랜트시장 현황 및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