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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주식

Return

Risk

인프라투자

자원개발
투자

헤지펀드
벤처투자

부동산투자

• 도로,철도,항만,공항
• Fixed Income, 장기
⇒ Pipeline, Plant

대체투자

기관 2012 2013

교직원공제회 23.8% 27.8%

사학연금 13.8% 15.2%

국민연금 8.4% 10.5%

45조

Ⅰ. 인프라 투자및 자문시장
1. 인프라투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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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13조달러가인프라스트럭처와자본
프로젝트에사용될것으로예상 (글로벌전체투자
의 29%)

• 이지역에는 37개국이있음:
– 95% 개발도상국; 4조달러투자예상
– 5% 선진국; 9조달러투자예상

• 선진국에가장큰기회들이있을것

• 2030년까지 14조달러가인프라스트럭처와자본
프로젝트에사용될것으로예상 (글로벌전체투자
의 29%)

• 이지역에는 102개국이있음:
– 81% 개발도상국; 5.5조달러투자예상
– 19% 선진국; 8.5조달러투자예상

• 선진국에가장큰기회들이있을것

• 2030년까지 19조달러가인프라스트럭처와자본
프로젝트에사용될것으로예상
(글로벌전체투자의 42%)

• 이지역에는 15개국이있음:
– 94% 개발도상국; 16조달러투자예상
– 6% 선진국; 3조달러투자예상

• 개발도상국에가장큰기회들이있을것

Global Infrastructure Market

Americas EMEA Asia Pacific

Americas
EMEA
Asia Pacific

Legend

Canada
오일샌드 추가 개발에
$2천억 달러 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

United�States

전문가들이 미국의 인프
라 스트럭처가 낙후되고

있다고 진단 Brazil

항구시설 업그레이드와 물
류비용 절감을 위해 260억

달러 투자예정

United�Kingdom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
트의 촉진을 위해 800
억 달러를 대출 제공할

예정

China

10년 내에 도시 지구로

4억명 이상을 이주시킬 계획

Australia

광산 분야 개발에 $2680
억달러 투자 예정

India

빠른 성장의 촉진을 위
해 다음 5년간 1조 달러

투자 예정

Ⅰ. 인프라 투자및 자문시장
2. The Global I&CP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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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인프라스트럭처시장규모와딜로이트매출추정

2030까지 I&CP 전체
시장규모추정1

Advisory 
시장규모2

Americas

$13T

$26B - $52B

EMEA

$14T

$27B - $57B

Asia Pacific

$19T

$37B - $76B

Global Market

$46T

$90B - $185B

Audit, $58 
(13%)

ERS $30 
(7%)

Tax, $70 
(16%)

FAS, $124 
(29%)

Consulting 
$148 (35%)

Functional Breakdown

Estimated Deloitte FY12 Revenue = $430M3

시장활성화결과에따른자산건설

Energy and Utilities
§ 오일 & 가스
§ 전기

§ 대체 에너지
§ 수자원

Transportation

§ 유료 도로, 터널, 교각
§ 철도, 대량 수송 수단

§ 주차장 설비
§ 항만
§ 공항

Major Events Infrastruc
ture

다음의 국제행사와 연관된 인프라 스
트럭처…
§ 올림픽
§ 팬 암 게임스

§ 월드컵
§ 국제박람회

Telecommunications § 무선 통신망 § 유선 통신망

Other § 헬쓰케어 시설 § 교육 시설

이러한 인프라스트럭처 시장호황에 따라건설되는 자산들의 유형
은다음과 같음:

인프라스트럭처에대한지출확대를촉진하는요인들

BRIC “충족시킬
수없는수요”

수년간의투자부
족

인구증가로인한
도시화

인프라스트럭처는개발도상국가들의농촌지역
에서의도시생활로의이전을촉진할것

인프라스트럭처
노후화

선진국의노후화되는인프라스트럭처의교체, 
업그레이드, 수리필요

글로벌에너지수
요증가

인프라스트럭처는증가하는에너지수요와대
체에너지요구에대응

신기술발전
인프라스트럭처는증가하는글로벌화된마켓플
레이스에서경쟁하기위해필요

개발도상국과급격히발전하는국가들은인프
라스트럭처의개발을필요로함

자본시장의회복에따라인프라스트럭처가경
제성장을위한촉매로작용할것

Ⅰ. 인프라 투자및 자문시장
2. The Global I&CP Market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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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osal and 
Decommissioning

Operations and 
Maintenance

Project Execution 
and Construction

Financing and 
Procurement

Strategy and 
Planning 

Consulting

§ 사업 전략
§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 프로젝트 전략
§ 거버넌스
§ 사이트 선정

§ 조달 업무
§ 공급망 관리

§ 공급망 관리
§ 프로그램/일정 관리
§ Technology and Systems
§ 조직 설계

§ 공급망 관리
§ 프로그램/일정 관리
§ Technology 
§ 조직 설계
§ 운영 준비태세 검토
§ 운영 업무

§ 퇴역

ERS
§ 리스크 전략과 분석
§ 거버넌스

§ 비용 관리
§ 리포팅과 Due Diligence
§ 계약 컴플라이언스

§ 리스크 관리
§ Quality Assurance / Qualit

y Control
§ 계약 컴플라이언스

§ 리스크 관리
§ 보고 관리

§ 리스크 관리

Tax & Legal
§ Tax, Insurance, Regulator

y
§ Contract Structuring 

§ 자금 조달 구조화
§ 조달관련 규제 검토
§ 계약 협상

§ 보고 관리
§ 문서 관리
§ 계약 집행 및 변경

§ 보고 관리
§ 계약 집행 및 변경

§ 계약 집행 및 변경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장기
실행 계획 개발

§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와 사
이트 선정

§ 투입 자본 수익률 극대화
§ 프로젝트 우선순위 설정

§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 대한
접근

§ 조달 프로세스의 중재
§ 계약자,�엔지니어,�프로젝트
관리자 조달

§ 프로젝트 리스크 완화

§ 프로젝트 성공적인 완료를
위한 준비 작업

§ 비용과 프로젝트 스케줄을
정확하게 추적

§ 예산이나 일정에서의 프로
젝트의 이탈 시점을 예측

§ 인프라스트럭쳐의 이익 창
출 보장

§ 지속되는 라이프사이클 비
용의 결정과 추적

§ 자산에 대한 투자 중지 시점
의 결정

§ 자산의 재판매,�재사용과 용
도변경 사이의 의사 결정

§ 인프라스트럭처의 퇴역을
위한 구매자 알선

Example
Client 
Issues

FA

§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 재무 모델링
§ 경제성 컨설팅 / 규제 관련 분
석

§ Business Case
§ Decision Analytics
§ 리스크 전략 및 분석

§ 비용 관리
§ 조달 업무
§ 자금 조달
§ 자금 모델링
§ 계약 협상
§ Value Money Analysis 

§ 계약자 관리
§ 계약 분쟁 관리
§ 변경 관리
§ 프로그램/일정 관리
§ 보고 관리
§ 프로젝트 관리(Project Mana

gement Oversight)

§ Restructuring and Turnar
ound

§ 운영 준비태세 검토
§ 자산 관리

§ M&A
§ Infrastructure Fund Advis

ory and Transactions

Service Offering*

Ⅰ. 인프라 투자및 자문시장
3. The Global I&CP 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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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Feasibility 
Study)

•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Risk Survey 
Study 및 Bid 
Advisory Services

I&CP Life Cycle

1.전략및
계획

2. 파이낸싱및
조달

3. 프로젝트
실행및 건설

5. 처분및
매각

4. 운영및
관리

관련제공가능서비스

•성공적인 프로젝트
실행 및건설 완료를
위한 Project PMO 
Services

•안정적인 프로젝트
운영 및관리를 위한
Project PMO 
Services

• Project Exit을 위한
자산매각 및매수자
물색 (M&A –
Advisory)

YES NO NO YESPartial

•프로젝트 자금조달
Financial Advisory 
Services (Equity/ 
Debt Advisory)

CURRENT OFFERING?

FS FA CP PMO M&A

II.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인프라 자문서비스
현재제공중인인프라자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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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재무자문본부 IAS 리더·전무

Office: 02-6676-2230
e-mail: yokim@deloit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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