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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워치

인도 도시화와 인프라
건설시장 전망
박 형 원 실장
해외건설협회 아시아실

정부기관 및 민간투자자들이 교통혼잡, 부
적절한 전력 및 수자원 공급, 부적합한 어포더
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등 향후 도시화
의 진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위한 토
털 솔루션을 추구하면서 인도 인프라 시장의
판도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도시인구 비
중이 증가하면서 신도시 개발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 투자자에 대한 니즈가 명확해짐에 따
라 향후 10년간 도시화로부터 도출되는 다양
한 문제로 인도의 미래 인프라개발이 특징 지
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의 국가중심
의 지방도로 개보수 및 간선도로 건설, 산업회
랑과 같은 기존 개발방식의 패턴변화를 의미

인도 도시개발 프로젝트 비중

하며 대중교통, 하수시스템 등도 수요자의 요
구를 반영한 개발이 핵심을 이룰 것으로 관측
된다.

트 시티 미션), Atal Mission for Rejuvenation
and Urban Transformation (AMRUT, 도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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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도는 비슷한 수준의 신흥시장 국가

혁 및 재생 미션) 등과 같은 도시개발 정책을

들과 비교하면 비교적 낮은 수준의 도시화에

시행하면서 각종 지역개발 프로젝트가 핫 이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모디

슈로 떠올라 정치적인 관심도와 각종 금융재

정부는 100 Smart Cities Mission(100개 스마

원을 유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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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및 비주거 빌딩산업 가치와 성장률

(단위 : 억루피, %)

2017f

2018f

2019f

2020f

2021f

2022f

2023f

2024f

2025f

2026f

주거 및 비주거
빌딩산업 가치

68,119

74,869

82,809

91,867

101,593

112,007

123,478

136,119

150,041

165,390

주거 및 비주거
빌딩산업 성장률

4.76

5.91

6.60

6.94

6.59

6.25

6.24

6.24

6.23

6.23

인도 또한 향후 10년내 다른 신흥시장 국

성하고 있다. 더욱이 2016년 중앙정부가 메트

가들이 경험했던 것과 유사한 전철을 밟을 것

로 법안(Metro Rail Act)을 통과시키면서 최

으로 분석된다. 모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 투자개방도가 높아져 민간 외국인 투자자

‘Smart Cities Mission’과 AMRUT 등이 이 같

의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은 전조증상으로 주거 및 비주거 부문 부동산
투자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별로는 인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고
가장 도시화가 진전된 마하라슈트라주가 가장

특히, 약 4,800만호에 이르는 도시 및 지방

많은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그 뒤를 이

의 주택공급 부족현상은 어포더블 하우징 수

어 구자라트주, 안드라 프라데시주 순으로 활

요증대를 야기시켜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주기

발한 건설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델리, 하

회를 창출할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리애나주, 우타 프라데시주 등도 대도시 및 주

동시에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 도입에 따른 상

변지역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이 형

업 및 산업부동산에서의 민간투자 증대는 고

성되고 있다.

층빌딩 등을 포함한 빌딩건설 붐을 조성할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BMI는 2017년~2016년간 연평균
6.2%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으며, 인도가 일반
적인 개발단계를 밟고 있다는 가정하에 수자
원, 전력인프라 등의 설비건설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프라산업에서 교통부문 또한 도시개발 정
책에 따라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 진다.
현재 엄청난 자본이 공공사업 또는 민관협력
투자(PPP) 방식으로 메트로 사업에 집중되고
있어 인도는 이 부문에서 세계 2대 시장을 형

주별 프로젝트 투자와 도시화 연관 정도
출처 : BMI, 2017.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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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NR
해외건설 매출
동향 및 시사점

1. 서언
Engineering News-Record(ENR)에
서 금년 8월 말경에 발간된 International
Contractors(해외건설기업1)) 매출 동향을 살
펴보면, 2016년 해외건설 매출(시장) 규모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해외건설 시장은 저유가 기조 유지,
글로벌 저성장 및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를 비
롯해 경쟁도 심화되어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유럽 및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권
역과 중동지역은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어 향

조 성 원 부장

후 동향에 관심이 필요하다.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2016년 ENR 해외건설기업 매출 동향의 가
장 큰 특징은 중국의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꼽
을 수 있다. 중국의 해외 매출액은 약 989억
불로 전년에 이어 1위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 및 유럽은 2012년, 2013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
며 특히, 2015년 291억불로 6위였던 독일은
2016년 236억불로 9위까지 하락하였다. 우리
나라도 최근 매출감소를 경험하고 있지만 선
진기업들의 매출 감소세에 따라 세계 5위를 유
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명실상
부한 해외건설 5대 강국에 안착하기 위해선 주
력시장뿐만 아니라 대체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1) ENR에 매출실적을 보고하는 기업수는 225개사에서 보고
기업 수 증가에 따라 2013년(2012년 매출)부터 250대 기업
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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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엔지니어링 역량뿐만 아니라 금융역

로 정점을 보이면서 자국시장에 더욱 집중해

량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2016년 33.5%로 조사되어 지난 10년간 가장

2016년 ENR 해외건설기업의 지역별, 부문별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표1 참조).

현황 및 선진 건설기업의 동향을 살펴보고 시
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짚어보고자 한다.

5년 단위로 해외 매출액 추이를 주요 국가별
로 살펴보면, 영국이 2006년 117억불(점유율:
5.2%)에서 2016년 88.2억불(점유율: 1.9%)로
가장 큰 성장저하를 경험하고 있으며 독일도

2. 해외건설 매출 동향

2006년 258.9억불(점유율: 11.5%)에서 2016
년 235.6억불(점유율: 5.0%)로 최근 미국 및

1) 개황

이태리2)와 함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ENR에서 집계한 250대 기업의 2016년 해

중국은 2006년 162.9억불(점유율: 7.3%)에

외건설 매출액은 저유가 및 글로벌 저성장 등

서 2011년 627.8억불(점유율: 13.9%)을 거쳐

으로 전년 대비 약 320억불 감소한 4,681.2억

2016년에는 989.3억불로 점유율도 21.1%를

불로 조사되었다. 이들 기업의 해외건설 매출

차지했다. 터키도 2006년 60.7억불(점유율:

은 2013년 약 5,440억불로 정점을 찍은 후 감

2.7%)에서 2016년 255.9억불(점유율: 5.5%)

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국내건설 매출은

로 무시할 수 없는 상대가 되었으며 일본도

2016년도에 들어와 지난 10년간 최고치를 보

2011년 188.4억불(점유율: 4.1%)에서 2016

이고 있다. 2016년 국내건설 매출액은 9,279.4

년 244.3억불(점유율: 5.2%)을 기록하면서 재

억불로 전년 8,972.7억불 대비 약 307억불 증

기를 노리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 역시

액되었지만 전반적인 세계 건설시장은 아직

2006년 64.5억불(점유율: 2.9%)에서 2011년

완전히 정체기에서 탈피한 것은 아닌 것으

257.7억불(점유율: 5.7%)에 이어 2016년에

로 판단된다. 해외 매출비중도 2012년 38.6%

는 339.4억불로 7.3%의 점유율을 보이면서 3

표1. ENR 해외건설기업 국내외 매출추이

(단위: 억불,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해외
(비중)

2,244.3
(34.5)

3,102.5
(37.5)

3,824.4
(39.8)

3,837.8
(38.2)

3,836.6
(35.8)

4,530.2
(37.7)

5,110.5
(38.6)

5,439.7
(38.4)

5,215.5
(36.5)

5,001.5
(35.8)

4,681.2
(33.5)

국내

4,267.3

5,167.1

5,790.2

6,218.3

6,887.1

7,494.6

8,135.5

8,715.0

9,092.6

8,972.7

9,279.4

2) 미국은 2011년 579.8억불(12.8%)→2016년 418.8억불(8.9%), 이태리는 2011년 333.8억불(7.4%)→266.7억불(5.7%)로 최근 감소세를 나
타냄

5

K-BUILD 특집

년 연속 5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전년 대비

본도 약 25%수준으로 국내시장에 더 집중하고

매출액이 증가한 국가는 중국(48.7억불), 터키

있다. 중국 및 일본을 포함한 스웨덴은 해외비

(25.5억불) 등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이 66.4

중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국내외에서 매출 신

억불, 프랑스 62.6억불, 독일 55.5억불, 미국

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해외비중이 2006

54.4억불 감소하면서 중국을 제외한 상위그룹

년 74.9%에서 2016년 94.1%로 크게 증가한

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성장성 정체를 나타내

독일은 전년 대비 해외 매출액이 크게 감소해

고 있다(그림1 참조).

대외 리스크에 민감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 국가별 해외 매출 비중(그림2 참조)을

2) 지역별 동향

살펴보면, 2016년 15개국 가운데 10개국의 해
외 매출 비중이 50% 이상으로 이중 유럽계 국

해외건설기업의 지역 매출을 주요 연도별

가가 9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매출규모

로 살펴보면(표2 참조), 2016년 매출액은 여

가 가장 큰 중국은 해외비중이 약 14%이며 일

전히 아시아가 가장 많은 1,203억불로 전세계
매출의 25.7%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럽지역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약 960억불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동, 북미, 아프리
카 및 중남미 순으로 집계되었다. 10년 전 대
비 2016년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 역
시 아시아로 매출 증가분이 약 801억불, 비중
은 7.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프리
카 및 중남미지역 비중도 각각 5.2%p, 0.1%p
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럽지역은

그림1. 주요 국가별 해외건설 매출 변화

(단위: 억불)

매출액이 241억불 증가한데 그치면서 비중이
11.5%p 감소했지만 아시아지역과 함께 유럽
지역은 20%대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07~2009년간 20%대를 유지했던 중동지역
매출비중은 2010년부터 감소세를 보여 왔는
데 2016년에 와서 전년 대비 다시 반등해 향후
추이에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전년 대비 매출규모는 유럽 및 중동지
역을 제외하고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림2. 주요 국가별 해외매출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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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지역은 전년 대비

K-BUILD저널 2017. 10월호

38.3%p(약 210억불) 감소한 중남미지역으로

게 전년 대비 8.2억불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

경제 및 정치 불안의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

다. 무엇보다도 중동지역에서 터키 및 스페인

어서 북미 5.3%p, 아프리카가 4.6%p, 아시아

을 포함한 중국의 비약적인 증가세가 눈에 띄

0.4%p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는데 중국은 전년 대비 3억불밖에 증가하지 않

북미지역에서 미국은 소폭 증가한 반면, 캐나

았지만 지난 10년간 CAGR이 21.1%를 기록

다가 전년 대비 18.4%p 감소해 오일샌드 시장

하고 있다. 스페인 역시 전년 대비 22.4억불

수축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증가하면서 지난 10년간 CAGR이 20.6%를
기록하고 있으며 터키 역시 CAGR이 15.8%

우리기업들의 수주 텃밭인 중동지역 매출

로 중동지역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이(표3 참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2016

반면, 미국은 2006~2012년간 중동지역 매

년 중동 매출 1위(153.9억불)를 차지했으며 지

출액이 100억불을 상회한 바 있으나 최근 들

난 10년간 연평균 성장률(CAGR)도 17%를

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도

나타내고 있지만 상위 10개국 가운데 유일하

2006~2009년간 50억불이상의 매출을 보였으

표2. 주요 연도별 해외건설기업 지역별 매출 현황
구

분

중
동
아 시 아
아프리카
유
럽
북
미
중 남 미
전
체

2006

(단위: 억불, %)

2011

2015

2016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413.8
401.9
179.1
718.6
371.2
158.7
2,244.3

18.4
17.9
8.0
32.0
16.5
7.1
100.0

830.7
1,121.9
581.5
1,014.6
569.1
411.1
4,530.2

18.3
24.8
12.8
22.4
12.6
9.1
100.0

765.1
1,208.4
645.2
934.2
763.2
547.2
5,001.5

15.3
24.2
12.9
18.7
15.3
10.9
100.0

840.2
1,203.1
615.4
959.9
723.1
337.5
4,681.2

17.9
25.7
13.1
20.5
15.4
7.2
100.0

* 미지정 및 남북극에서 발생된 매출은 제외됨(이하 동일)

표3. 주요 국가별 중동지역 매출 추이

(단위: 억불, %)

구 분

2006

2011

2015

2016

전년대비 증감액

'06~'16 CAGR

한
국
중
국
터
키
영
국
이 태 리
스 페 인
미
국
호
주
일
본
프 랑 스
전
체

32.1
19.8
17.5
18.6
15.9
9.2
118.5
64.2
31.3
413.8

172.3
112.7
50.1
33.2
64.9
32.5
127.9
15.7
39.0
27.3
830.7

162.1
131.2
60.7
49.6
53.2
37.6
44.4
8.8
12.8
6.7
765.1

153.9
134.2
76.2
67.2
64.3
60.0
44.4
18.0
14.3
13.4
840.2

-8.2
3.0
15.5
17.6
11.1
22.4
0.0
9.1
1.6
6.7
75.1

17.0
21.1
15.8
13.7
15.0
20.6
-9.3
N/A
-13.9
-8.1
7.3

16년 점유율
18.3
16.0
9.1
8.0
7.7
7.1
5.3
2.1
1.7
1.6
100.0

* 2015년 매출순위로 국가 배열,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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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4년 급감 후 정체되고 있다. 하지만 유

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스페인의 신장세 외

럽계 기업들을 비롯한 호주 및 일본기업들의

에도 토건에 강점을 가진 터키 및 플랜트에 중

중동 매출이 향상되고 있어 경쟁 심화의 골이

점을 두고 있는 이태리의 추격에도 유의해야

깊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기업의 경쟁력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기업들의 진출확대가 진행중인 중남미
최근 우리기업들의 수주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의 매출추이(표5 참조)를 확인해보면, 스

아시아지역 매출 추이(표4 참조)의 특징은

페인의 독주 가운데 중국의 움직임이 예사롭

한 · 중 · 일을 비롯한 선진기업들의 유입이 크

지 않다. 매출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지난 10년

게 증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시아 시장은

간 CAGR이 30%대인 우리나라는 전년대비

2004년 일본이 1위를 차지하였지만 2005년

18.6억불 감소해 2015년 5위에서 2016년 7위

~2008년간 독일이 1위를 점유한 바 있다. 하

로 하락하면서 확장세가 다소 꺾이고 있다. 지

지만 2009년부터 중국의 독주가 시작되면서

역 매출 상위 10개국 가운데 프랑스 및 호주

2016년 독일은 전년대비 29.8억불 감소해 6위

를 제외하고 전년 대비 매출감소를 경험하고

로 물러났다. 2015년에는 중국, 한국, 일본을

있는데 브라질은 무려 약 105억불 감소하면서

비롯해 미국, 독일, 스페인도 100억불 이상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중국에게 2위 자리를 내

매출실적을 올렸지만 2016년에는 독일을 포

어주었다.

함한 미국도 감소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
났다. 유럽계 국가 가운데 스페인의 확장세가

중국은 2006년 매출이 7.8억불에 불과했으

심상치 않은데 지난 10년간 CAGR이 45.1%

나 2016년에 들어와 10배 가까운 77억불을 기

로 2016년도에 와서 일본을 능가하고 있는

록하면서 유사문화권인 스페인을 넘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매출은 전년대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스페인 ACS는 중남미

33.1억불 감소했지만 2015년에 이어 2위 자리

지역에서 교통 인프라 PPP프로젝트에 다수 참

표4. 주요 국가별 아시아지역 매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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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불, %)

구 분

2006

2011

2015

2016

중 국
한 국
스페인
일 본
미 국
독 일
터 키
프랑스
호 주
이태리
전 체

75.6
11.7
2.9
72.4
48.4
104.4
13.7
24.2
3.4
401.9

225.3
47.1
150.3
105.1
147.3
212.1
36.1
45.4
38.5
44.8
1,121.9

302.1
155.5
115.1
140.5
138.4
117.7
66.8
43.2
35.7
41.3
1,208.4

382.6
122.4
119.1
112.4
92.6
87.9
84.7
58.5
54.1
48.2
1,203.1

전년대비 증감액
80.5
-33.1
4.0
-28.2
-45.8
-29.8
17.8
15.3
18.4
6.9
-5.3

'06~'16 CAGR

16년 점유율

17.6
26.5
45.1
4.5
6.7
-1.7
20.0
9.2
N/A
30.5
11.6

31.8
10.2
9.9
9.3
7.7
7.3
7.0
4.9
4.5
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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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중국

점유율도 56.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금융 제공력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진출을

지난 10년간 CAGR을 들여다보면, 10%대의

시도하고 있어 향후 정치 및 경제상황이 호전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다수이지만 터

되면 2개국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키를 비롯한 브라질의 움직임도 돋보인다. 터

생각된다.

키는 토건부문을 중심으로 한 가격경쟁력 향
상에 힘입어 30억불 이상의 실적을 내고 있으

한편, 아프리카지역에서 매출 추이(표6 참

며 브라질도 포르투갈 문화권을 배경으로 아

조)를 살펴보면, 중국은 자원개발과 연계된 금

프리카시장에 적극적인 공략을 시도하고 있어

융제공형 수주공략을 통해 자국의 독무대를

눈에 띈다. 우리나라 역시 매출액이 전년대비

만든 것처럼 느껴진다. 중국은 2016년 매출이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2016년 순위 5위를 기

소폭 감소했지만 2013년부터 300억불을 상회

록하면서 선전하고 있어 향후 관심이 필요한

하는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2016년 지역

지역이라고 생각된다.

표5. 주요 국가별 중남미지역 매출 추이
구

분

스 페 인
중
국
브 라 질
프 랑 스
미
국
이 태 리
한
국
네덜란드
일
본
독
일
전
체

(단위: 억불, %)

2006

2011

2015

2016

전년대비 증감액

'06~'16 CAGR

16년 점유율

48.0
7.8
13.5
36.0
21.9
1.4
0.2
3.7
2.8
158.7

131.5
35.6
67.5
19.8
54.8
58.4
12.9
1.9
3.3
2.4
411.1

142.2
75.1
134.1
13.9
62.6
37.1
38.0
7.3
4.1
3.6
547.2

89.1
77.0
29.3
28.5
27.8
27.5
19.4
6.2
2.4
1.7
337.5

-53.0
1.9
-104.8
14.7
-34.8
-9.6
-18.6
-1.1
-1.7
-2.0
-209.7

6.4
25.7
N/A
7.8
-2.5
2.3
30.4
38.4
-4.0
-5.2
7.8

26.4
22.8
8.7
8.5
8.2
8.2
5.8
1.8
0.7
0.5
100.0

표6. 주요 국가별 아프리카지역 매출 추이
구

(단위: 억불, %)

분

2006

2011

2015

2016

전년대비 증감액

'06~'16 CAGR

16년 점유율

중
국
이 태 리
프 랑 스
터
키
한
국
미
국
브 라 질
스 페 인
네덜란드
영
국
전
체

50.8
12.0
38.0
5.6
9.2
20.2
3.5
0.6
1.6
179.1

233.2
96.9
57.8
17.7
21.9
39.2
22.2
13.9
2.4
7.4
581.5

353.8
65.1
35.9
30.1
32.3
8.9
20.8
15.6
11.9
8.2
645.2

345.6
57.8
47.1
31.4
27.1
16.0
14.7
11.5
4.4
4.3
615.4

-8.2
-7.3
11.2
1.3
-5.2
7.1
-6.1
-4.1
-7.4
-4.0
-29.8

21.1
17.0
2.2
18.9
11.4
-2.3
N/A
12.5
22.1
10.5
13.1

56.2
9.4
7.7
5.1
4.4
2.6
2.4
1.9
0.7
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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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25억불 증가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어서

3) 부문별 동향

건축부문도 444억불, 전력부문은 310억불, 상
해외건설기업의 부문 매출을 주요 연도별

하수가 약 93억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로 살펴보면(표7 참조), 2015년 교통부문 매출

년 전인 2006년도에는 건축부문 매출비중이

이 가장 많은 1,397.7억불에 이어 2016년에도

가장 큰 29.8%를 점유했으나 2007~2014년간

1,446.2억불로 전체 매출의 30%를 상회한 것

산업/석유화학 비중이 30%안팎을 차지하면서

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산업/석유화학부문에

중심축이 바뀐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부터

서 발생한 매출액이 1,192억불로 두 번째를 차

이러한 추세는 교통부문으로 넘어가면서 건축

지하고 있으며 건축, 전력, 상하수 등의 순으로

→플랜트→토목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

집계되었다.

로 생각된다.

10년 전 대비 2016년 매출이 가장 크게 증

우리기업들의 주력부문인 산업 및 석유화학

가한 부문은 교통부문으로 약 855억불이 증가

매출 추이(표8 참조)를 살펴보면, 여전히 미국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석유화학부문도

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2년을 정점으로

표7. 주요 연도별 해외건설기업 부문별 매출 현황
구

분

교 통
산업/석유화학
건 축
전 력
상하수
통 신
유해폐기물
전 체

2006

(단위: 억불, %)

2011

2015

2016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590.9
567.4
667.9
143.8
85.2
26.7
4.5
2,244.3

26.3
25.3
29.8
6.4
3.8
1.2
0.2
100.0

1,211.0
1,338.9
972.5
470.3
220.3
59.9
6.4
4,530.2

26.7
29.6
21.5
10.4
4.9
1.3
0.1
100.0

1,397.7
1,351.3
1,181.6
545.0
187.6
38.6
9.4
5,001.5

27.9
27.0
23.6
10.9
3.8
0.8
0.2
100.0

1,446.2
1,192.0
1,111.6
453.7
178.2
47.6
10.8
4,681.2

30.9
25.5
23.7
9.7
3.8
1.0
0.2
100.0

* 건축=일반빌딩+제조공장, 상하수=상수+하폐수, 기타부문 매출은 제외됨(이하 동일)

표8. 주요 국가별 산업 및 석유화학부문 매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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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불, %)

구

분

2006

2011

2015

2016

전년대비 증감액

'06~'16 CAGR

16년 점유율

미
한
이
프
일
중
스
영
그
캐
전

국
국
리
스
본
국
인
국
스
다
체

193.1
32.5
19.4
92.6
47.6
20.7
26.1
23.6
28.8
567.4

376.3
170.8
226.0
111.9
71.3
79.3
51.7
53.4
30.9
2.9
1,338.9

310.7
167.9
143.1
118.4
125.9
109.9
86.5
61.8
28.3
22.2
1,351.3

205.6
151.3
137.5
132.8
116.4
110.3
88.4
71.0
30.0
21.8
1,192.0

-105.1
-16.7
-5.5
14.3
-9.5
0.4
1.9
9.3
1.7
-0.4
-159.3

0.6
16.6
21.7
3.7
9.4
18.2
13.0
11.7
0.4
N/A
7.7

17.2
12.7
11.5
11.1
9.8
9.3
7.4
6.0
2.5
1.8
100.0

태
랑

페
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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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감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2016년 매

조)를 살펴보면, 2015년에 중국을 포함한 신

출액은 전년대비 무려 105억불이 감소했음에

흥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했다면 2016년

도 불구하고 부문 1위를 차지했으며 우리나라

에는 미국을 비롯한 구미기업들의 약진이 눈

도 미국 다음으로 이 부문에서 2위를 기록하였

에 띈다. 교통인프라 PPP 프로젝트에서 압도

다. 최근 이태리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

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스페인은 중국의 외형

데 2016년 FMC와 합병한 Technip이 포함된

성장속에 2014년부터 부문 2위로 물러났지만

프랑스의 반등을 눈여겨봐야 할 거 같다. 금년

지난 10년간 유럽 국가들중 CAGR이 16.5%

ENR 매출 자료에 의하면, 산업 및 석유화학부

로 가장 높아 그 잠재성을 확인할 수 있다. 프

문에서 2013년부터 100억불 이상의 실적을 올

랑스는 지난 10년간 CAGR이 1.1%로 성장성

리고 있는 일본의 움직임에 향후 주시가 필요

보다는 Vinci 및 Bouygues를 중심으로 안정성

할 것으로 보이며 2014년부터 110억불 안팎

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중

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기술력이 향상된 중

국이 여전히 교통부문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

국의 추격도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는 교통부문 매출비중이 90%안팎인 중국교

한편, 독일은 산업 및 석유화학 매출이 60%

통건설(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3)

를 차지했던 Bilfinger 실적 이 2013년부터 누

Group)의 매출이 급성장4)한데 기인하고 있

락되어 2014년부터 매출실적 순위가 내려가

다. 토건부문에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

2016년에는 10위 밖으로 밀려났다.

는 터키도 지난 10년간 CAGR이 25%수준으
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미국기업들 중심으로 2015년에 이어 증가

10년간 CAGR이 약 27%로 그 잠재성을 확인

세를 보이고 있는 교통부문 매출 추이(표9 참

할 수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독일

표9. 주요 국가별 교통부문 매출 추이
구

분

중 국
스페인
프랑스
미 국
터 키
이태리
오스트리아
독 일
한 국
일 본
전 체

(단위: 억불, %)

2006

2011

2015

2016

전년대비 증감액

'06~'16 CAGR

16년 점유율

53.4
46.7
133.8
49.4
11.6
25.1
43.2
66.6
4.7
41.6
590.9

201.6
196.3
170.9
79.3
43.9
44.4
88.2
93.0
24.3
32.8
1,211.0

336.0
204.4
167.5
60.2
81.9
61.3
75.7
50.9
57.4
39.5
1,397.7

341.2
214.3
148.5
112.9
110.9
78.2
74.1
58.8
51.0
44.6
1,446.2

5.2
9.8
-18.9
52.7
29.0
16.9
-1.6
7.9
-6.5
5.1
48.5

20.4
16.5
1.1
8.6
25.3
12.1
5.6
-1.2
26.8
0.7
9.4

23.6
14.8
10.3
7.8
7.7
5.4
5.1
4.1
3.5
3.1
100.0

3) Bilfinger의 2013년 해외 매출액은 68.5억불로 산업 및 석유화학 매출액은 약 41억불로 추정됨
4) 2014~2016년 250대 기업들의 전반적인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교통건설 해외 교통 매출액은 2013년 118.5억불(ENR 9위)에
서 2014년 150.4억불(5위)로 2015년 167.6억불(3위), 2016년도에는 167.5억불(3위)로 수직 상승 후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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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2016년 교통부문 매출액이 50.9억불

일하게 ENR 설문조사에 꾸준히 응답해오고

로 Hochtief의 2014년 교통부문 실적이 전년

있는 Skanska의 건축 실적(2016년 61.8억불)

대비 20억불 이상 감소한(73.2억불 → 52.7억

에 힘입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불)이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타났다. 지난 10년간 CAGR이 12%대를 보이
고 있는 터키도 100억불 매출의 문턱 앞에 있

선진기업의 자리매김 속에 중국의 급성장

으며 성장성은 양호하지만 전년대비 매출실적

이 눈에 띄는 건축부문 매출 추이(표10 참조)

이 22.8억불 감소한 우리나라도 지난 10년간

를 살펴보면, 2009년까지 만해도 독일이 강세

40~80억불 사이를 유지해온 일본과 비등해지

를 보였으나 2010년부터 중국의 성장세가 돋

고 있다.

보이기 시작하였다. 스페인도 2006년 18억불
에 불과했던 건축부문 매출액은 ACS가 2011

중국의 급성장속에 인도의 추격세가 눈에

년 Hochtief 인수를 계기로 매출의 급성장을

띄는 전력부문 매출추이(표11 참조)를 살펴보

5)

보이면서 독일을 능가하고 있다. 스웨덴은 유

면, 해외건설시장에서 교통부문을 제외하면

표10. 주요 국가별 건축부문 매출 추이
구

분

중 국
스페인
독 일
터 키
미 국
스웨덴
일 본
한 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전 체

(단위: 억불, %)

2006

2011

2015

2016

전년대비 증감액

54.0
18.0
119.9
28.6
46.2
75.3
55.6
16.5
48.6
60.6
667.9

148.9
130.3
122.2
67.1
70.7
61.7
58.5
16.0
50.1
60.8
972.5

228.0
144.0
147.2
96.2
64.3
63.4
63.5
75.9
56.0
62.1
1,181.6

272.3
142.1
109.8
90.7
72.8
61.8
56.0
53.2
50.2
43.5
1,111.6

44.3
-1.9
-37.4
-5.5
8.5
-1.7
-7.5
-22.8
-5.8
-18.6
-70.0

'06~'16 CAGR
17.6
22.9
-0.9
12.3
4.6
-2.0
0.1
12.4
0.3
-3.2
5.2

표11. 주요 국가별 전력부문 매출 추이
구 분
중
한
스
프
터
인
미
브
이
일
전

페
랑

라
태

국
국
인
스
키
도
국
질
리
본
체

2006
18.7
10.3
16.6
18.3
1.8
1.2
19.3
2.5
4.2
33.9
143.8

24.5
12.8
9.9
8.2
6.5
5.6
5.0
4.8
4.5
3.9
100.0
(단위: 억불, %)

2011

2015

2016

전년대비 증감액

'06~'16 CAGR

16년 점유율

147.3
42.8
100.3
27.3
11.3
8.3
35.4
8.9
15.0
7.0
470.3

178.8
84.8
85.6
42.2
19.8
12.3
19.6
39.0
13.4
8.9
545.0

199.3
75.2
36.2
35.9
18.1
14.7
13.0
12.1
9.5
9.0
453.7

20.5
-9.7
-49.4
-6.3
-1.7
2.4
-6.7
-26.9
-3.9
0.1
-91.3

26.7
22.0
8.1
7.0
25.8
28.2
-3.9
16.9
8.6
-12.5
12.2

43.9
16.6
8.0
7.9
4.0
3.2
2.9
2.7
2.1
2.0
100.0

5) ACS 건축부문 매출액은 2010년 전무했다가 2011년 81억불에 이어 2016년에 들어와 약 114억불로 급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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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부상되고 있는 부문이라고 생각된다.

하수 7위(2015년:5위), 통신 8위(2015년:6위)

표7를 되짚어보면, ENR 설문에 응한 전체 기

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12 참조).

업들의 전력부문 매출비중은 2006년 6.4%에
서 2010년 이후 10%안팎의 비중을 차지하면
서 메이저 공종이 되어가고 있다. 단, 2015년

3. 우리기업 매출 동향

대비 2016년 전반적인 매출 감소속에 우리나
라가 스페인의 급감세에 부문 2위를 차지했으

ENR에서 집계한 2016년 우리기업(11개

며 석탄 및 가스화력 발전소 턴키 프로젝트 수

사) 해외매출 점유율은 7.3%(2015년 8.1%)

행이 가능한 인도 L&T(Larsen & Toubro)사

로 2014년부터 3년 연속 세계 5위를 차지하였

를 중심으로 신흥 개도국들도 영역을 확장중

다. 해외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66억불 감소

인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관심이 필요하다.

한 339억불 정도로 해외비중은 10년전 18.3%
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증가하

이외에 2016년 상하수 부문에서는 스페인,

여 45%이상을 유지하다가 2016년에 들어와

중국, 이태리, 일본 등이 통신 부문에서는 프랑

42.5%를 나타내고 있어 국내시장에 조금 더

스, 스페인, 독일, 중국 등이 상위권을 점유하

집중한 것으로 판단된다(표13 참조).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는 상

표12. 주요 국가별 상하수 및 통신 부문 매출 추이
구

상하수

분

스페인
중
국
이태리
일
본
오스트리아
미
국
한
국
브라질
캐나다
터
키
전
체

2015

2016

16년 점유율

31.9
38.0
22.5
10.5
10.7
9.9
11.8
13.8
9.3
187.6

42.9
39.7
16.9
15.1
8.4
7.4
6.3
6.2
5.2
4.8
178.2

24.1
22.3
9.5
8.5
4.7
4.1
3.5
3.5
2.9
2.7
100.0

(단위: 억불, %)

구

통신

분

프 랑 스
스 페 인
독
일
중
국
미
국
스 웨 덴
일
본
한
국
터
키
포르투갈
전
체

2015

2016

16년 점유율

18.0
6.5
5.8
2.8
1.4
1.3
0.5
1.3
0.2
38.6

17.4
13.0
11.7
1.5
1.3
1.2
0.5
0.4
0.4
0.2
47.6

36.5
27.4
24.6
3.1
2.7
2.5
1.0
0.9
0.9
0.4
100.0

표13. 우리기업 국내외 매출추이

(단위: 억불,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해외
(비중)

64.5
(18.3)

80.2
(18.5)

114.1
(25.1)

163.4
(31.4)

183.1
(34.6)

257.7
(41.9)

414.1
(50.3)

424.2
(49.0)

370.6
(46.3)

405.8
(49.6)

339.4
(42.5)

국내

287.3

353.7

341.2

356.6

345.8

357.8

409.1

442.0

429.9

412.1

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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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들의 지역별 실적(표14 참조)을 살

년 1.4억불 대비 2016년 19.4억불로 가장 크게

펴보면, 2016년 중동지역 매출액이 가장 큰

증가해 신흥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노력의 흔

153.9억불을 기록하였으며 2015년 대비 8.2억

적을 엿볼 수 있다.

불 감소했지만 지역 1위(지역 점유율: 18.3%)
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아시아지

2016년 우리기업들의 부문별 실적(표15 참

역 매출액도 2015년 대비 감소하였지만 122.4

조)은 산업/석유화학 부문이 가장 큰 151.3억

억불(지역 순위 2위)로 나타나 이들 양대 지역

불로 전년 대비 16.7억불 감소하였지만 부문

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전체의 81.4%를 점유하

2위(부문 점유율: 12.7%)를 기록했다. 이어

고 있어 주력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 전력부문도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지만
75.2억불(부문 순위 2위)을 기록하면서 이들

한편, 2006~2016년간 연평균성장률

양대 공종의 비중이 66.7%로 나타났다. 한편,

(CAGR)은 북미지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2006~2016년간 연평균성장률(CAGR)은 전

높은 가운데 중남미 및 아프리카지역의 성장

체적으로 높은 가운데 교통 및 상하수 부문의

세도 눈에 띈다. 특히 중남미지역 매출은 2006

성장세에 주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14. 우리기업 지역별 매출추이
구

2006

2011

2015

2016

전년대비 증감액

'06~'16 CAGR

16년 점유율

동

32.1

172.3

162.1

153.9

-8.2

17.0

18.3

아 시 아

11.7

47.1

155.5

122.4

-33.1

26.5

10.2

아프리카

9.2

21.9

32.3

27.1

-5.2

11.4

4.4

유

럽

2.1

0.4

10.5

9.9

-0.6

16.8

1.0

북

미

8.1

3.1

7.5

6.7

-0.7

-1.8

0.9

중 남 미

1.4

12.9

38.0

19.4

-18.6

30.4

5.8

64.5

257.7

405.8

339.4

-66.4

18.1

7.3

중

전

분

(단위: 억불, %)

체

표15. 우리기업 주요 부문별 매출추이
구

분

산업/석유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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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불, %)

2006

2011

2015

2016

전년대비 증감액 '06~'16 CAGR

16년 점유율

32.5

170.8

167.9

151.3

-16.7

16.6

12.7

건

축

16.5

16.0

75.9

53.2

-30.0

12.4

12.4

교

통

4.7

24.3

57.4

51.0

-11.3

26.8

26.8

전

력

10.3

42.8

84.8

75.2

-11.4

22.0

22.0

상하수

0.2

2.9

11.8

6.3

-46.8

38.1

38.1

통

신

-

-

1.3

0.4

-67.8

N/A

N/A

전

체

64.5

257.7

405.8

339.4

-16.4

18.1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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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2016년 유럽지역 매출액이 가장

4. 미국기업 설계·엔지니어링 역량

큰 127.6억불을 기록하였으며 2015년 대비
미국기업의 해외매출 실적(표16 참조)을 별

59.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캐나

도로 살펴보면, 2016년 미국 해외매출 점유율

다에서의 매출액도 2015년 대비 다소 감소하

은 8.9%(2015년 9.5%)로 프랑스를 근소한 차

였지만 110.3억불로 나타나 이들 양대 지역에

이로 제치고 세계 3위를 차지하였다. 해외 매

서 발생한 매출액이 전체의 56.8%를 점유하

출액은 전년 대비 약 54억불 감소한 419억불

고 있다. 한편, 2006~2016년간 연평균성장률

정도를 기록하였으며 해외매출 비중은 유가

(CAGR)은 전반적인 저성장 가운데 아시아 및

최고점인 2012년 57%에서 점진적으로 감소

캐나다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특히 중동지역

해 31%수준으로 급감했다. 반면, 국내 매출액

매출은 2006년 118.5억불 대비 2016년 44.4

은 전년 대비 약 156억불 증가한 914억불로

억불로 가장 크게 감소하면서 아시아지역으로

지난 10년간 최대치 수준을 나타내면서 국내

진출확대를 위한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시장으로 복귀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6년 미국기업들의 부문별 실적(표18 참
미국기업들의 지역별 실적(표17 참조)을

조)은 산업/석유화학 부문이 가장 큰 205.6억

표16. 미국기업 국내외 매출추이
구분
해외
(비중)
국내

2006
383.0
(38.7)
606.8

2007
427.4
(44.0)
543.4

2008
511.2
(47.1)
574.1

(단위: 억불, %)

2009
497.3
(51.1)
476.3

2010
449.0
(51.9)
415.8

2011
579.7
(56.7)
443.5

2012
715.2
(57.0)
539.1

2013
709.6
(55.4)
571.7

2014
594.0
(46.6)
679.6

표17. 미국기업 지역별 매출추이
구

분

중
동
아시아
아프리카
유
럽
캐나다
중남미
전
체

분

건 축
전 력
상하수
산업/석유화학
교 통
유해폐기물
통 신
전 체

2016
418.7
(31.4)
914.0
(단위: 억불, %)

2006

2011

2015

2016

전년대비 증감율

'06~'16 CAGR

118.5
48.4
20.2
98.8
60.7
36.0
383.0

127.9
147.3
39.2
55.5
155.2
54.8
579.7

44.4
138.4
8.9
79.9
139.0
62.6
473.2

44.4
92.6
16.0
127.6
110.3
27.8
418.7

0.0
-33.1
79.7
59.7
-20.6
-55.5
-11.5

-9.3
6.7
-2.3
2.6
6.2
-2.5
0.9

표18. 미국기업 주요 부문별 매출추이
구

2015
473.2
(38.4)
757.8

(단위: 억불, %)

2006

2011

2015

2016

전년대비 증감율

'06~'16 CAGR

46.2
19.3
8.2
193.1
49.4
3.8
2.8
383.0

70.7
35.4
10.6
376.3
79.3
1.1
1.4
579.7

64.3
19.6
9.9
310.7
60.2
3.8
1.4
473.2

72.8
13.0
7.4
205.6
112.9
2.6
1.3
418.7

13.2
-34.0
- 25.4
-33.8
87.5
-31.7
-11.5
-11.5

4.6
-3.9
-1.0
0.6
8.6
-3.9
-7.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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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 전년 대비 33.8%p 감소하였다. 이를 대

락기부터 그 비중이 증가해 2015년부터 30%

체한 교통부문은 전년 대비 87.5%p 증가한 약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3억불을 기록하면서 이들 양대 공종의 비중
이 76.1%로 나타났다. 한편, 2006~2016년간

미국의 해외 설계 및 엔지니어링 역량을 지

연평균성장률(CAGR)은 교통부문이 가장 큰

역별(그림3 참조)로 살펴보면, 최근 들어 중동

8.6%를 나타내고 있으며 건축부문도 향후 주

비중이 크게 증가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좀

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2006년 미국 해외 설
계·ENG 비중은 아시아가 가장 큰 41.5%를 차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해외건설 시장에서 우

지했다. 2011년에는 그 비중이 유럽지역으로

리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미국기업들

넘어가 무려 49.8%를 점유하면서 아시아 비중

은 어떤 방향으로 내실을 기하고 있는가를 추

은 35.6%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

가로 살펴보면, 설계 및 엔지니어링 역량을 확

엇보다도 저유가 시기인 2011년도 비중은 중

인할 수 있다. 미국 해외건설기업의 총 매출액

동지역이 39.2%를 차지하면서 엔지니어링에

6)

보다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7)

가운데 설계·엔지니어링(ENG) 매출비중 은

저유가 기간에 증가하고 있다. 표 19를 살펴보

또한 미국의 해외 설계 및 엔지니어링 비중

면, 고유가 시기에 미국 해외 설계 및 엔지니어

을 공종별(그림4 참조)로 살펴보면, 2006년 유

링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으며 2014년 유가 급

해폐기물 비중이 가장 큰 67%를 차지했으며

표19. 미국기업 해외 설계·엔지니어링 매출비중 추이
해외건설 매출액(A)
해외설계·ENG 매출액(B)
해외설계.ENG 비중(C)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383.0
139.2
26.7

427.4
178.9
29.5

511.2
200.9
28.2

497.3
181.7
26.8

449.0
178.7
28.5

579.7
228.1
28.2

715.2
245.6
25.6

709.6
248.1
25.9

594.0
224.5
27.4

473.2
206.4
30.4

418.7
197.5
32.0

(단위: %)

그림3. 미국 지역별 해외 설계·ENG 매출비중
6) ENR Top Int'l Contractors 및 Top Int' Design Firms 매출 합계
7) 하기 표 B/(A+B)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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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불, %)

2006

(단위: %)

그림4. 미국 공종별 해외 설계·ENG 매출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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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폐수가 63.8%, 상수가 58.7% 등의 순으로

준으로 지난 10년간 최소치를 나타내면서 전

나타났으며 2011년도 역시 유해폐기물 비중

반적인 매출감소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으로

이 88.9%, 하폐수가 80.8%, 상수가 61.3% 등

적극적인 진출확대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의 순으로 더욱 증가하였다. 2016년에도 유해
폐기물 비중이 76.2%, 상수가 74.6%, 하폐수

유럽기업들의 지역별 실적(표21 참조)을 살

가 63.1% 등의 순으로 조사되어 이들 공종을

펴보면, 2016년 유럽지역에서 발생한 매출액

중심으로 시공보다 설계 및 엔지니어링 영역

이 가장 큰 695.9억불을 기록하였으며 2015

에 더 많은 실적을 내면서 그 역량을 과시하고

년 대비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있다.

서 아시아 매출액도 2015년 대비 다소 감소하
였지만 332.6억불로 나타나 이들 양대 지역에
서 발생한 매출액이 전체의 48.8%를 점유하
고 있다. 한편, 2006~2016년간 연평균성장률

5. 유럽기업 인프라 개발 역량

(CAGR)은 양호한 가운데 캐나다의 성장세
유럽기업의 해외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가 눈에 띄며 중동, 아시아 및 아프리카도 7%

2016년 유럽 해외매출 점유율은 45.0%(2015

이상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년 45.1%)로 전체의 절반 가까운 실적을 차지

캐나다 매출은 2006년 18.8억불 대비 2016년

하고 있다. 해외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150억

57.3억불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불 감소한 2,107억불 정도를 기록했으며 해외

중동 매출도 동일기간 130.9억불에서 295.9

매출 비중은 유가와 상관없이 꾸준히 증가해

억불로, 아시아도 160.8억불에서 332.6억불로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반면, 국내 매출액

크게 증가하면서 다각화된 진출확대의 발자취

은 전년 대비 약 163억불 감소한 787억불 수

를 확인할 수 있다.

표20. 유럽기업 국내외 매출추이
구분
해외
(비중)
국내

2006
1,295.0
(48.8)
1,357.7

2007
1,795.8
(52.4)
1,634.3

2008
2,126.4
(55.2)
1,722.4

(단위: 억불, %)

2009
2,000.1
(55.5)
1,602.3

2010
2,010.6
(57.1)
1,509.3

2011
2,402.9
(64.4)
1,328.8

2012
2,549.9
(68.0)
1,201.1

2013
2,720.4
(67.0)
1,338.3

2014
2,427.5
(68.9)
1,094.2

표21. 유럽기업 지역별 매출추이
구

분

중
동
아 시 아
아프리카
유
럽
미
국
캐 나 다
중 남 미
전
체

2015
2,257.0
(70.4)
949.3

2016
2,107.4
(72.8)
786.5
(단위: 억불, %)

2006

2011

2015

2016

130.9
160.8
74.4
563.6
253.2
18.8
93.1
1,295.0

252.1
499.1
200.9
861.6
315.9
40.3
233.0
2,402.9

247.1
344.8
163.0
702.3
379.2
63.3
223.0
2,257.0

295.9
332.6
146.3
695.9
403.4
57.3
175.9
2,107.4

전년대비 증감율

'06~'16 CAGR

19.7
- 3.5
-10.3
-0.9
6.4
-9.5
-21.1
-6.6

8.5
7.5
7.0
2.1
4.8
11.8
6.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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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유럽기업들의 부문별 실적(표22 참

외건설 매출 순위 1위 스페인 기업인 ACS의

조)은 교통 부문이 가장 큰 705.7억불로 전년

경우, 자회사인 Iridium을 통해 양허 프로젝트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산업/석유화학부문 역

를 개발하면서 Hochtief PPP부서와 중복되지

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497.7억불을 기록하

않게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금융을 조달해 개

면서 이들 양대 공종의 비중이 57.1%로 나타

발하고 있다. Iridium은 개발에서 일부 손실

났다. 교통부문을 중심으로 건축 및 플랜트부

을 감수(그림6 참조)하면서도 다른 자회사에

문도 그 비중이 커 공종이 다각화된 것으로 판

게 시공을 넘겨주면서 O&M까지 연결하는 역

단된다. 한편, 2006~2016년간 연평균성장률

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016년 말

(CAGR)은 전반적인 성장세 가운데 유해폐기

기준 ACS가 Iridium을 통해 시공 및 운영중인

물 부문이 가장 큰 44.1%를 나타내고 있으며

양허 프로젝트8) 총 규모는 342.1억 유로이며

산업/석유화학 부문도 7.8%의 견실한 성장률

투자 예정액은 약 15억 유로로 전체의 4.4%를

을 보이고 있다.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5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 건설기업

이중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12.2억 유로를

은 교통부문에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

투자(예정액 포함)해 전체 투자 프로젝트의

표22. 유럽기업 주요 부문별 매출추이
구

분

건 축
전 력
상하수
산업/석유화학
교 통
유해폐기물
통 신
전 체

(단위: 억불, %)

2006

2011

2015

2016

전년대비 증감율

'06~'16 CAGR

446.1
52.8
56.0
235.4
407.5
0.1
21.5
1,295.0

532.6
184.8
129.1
550.6
749.4
4.6
52.6
2,402.9

544.7
165.9
88.3
498.4
714.9
3.3
31.7
2,257.0

489.2
100.1
85.0
497.7
705.7
4.8
43.5
2,107.4

-10.2
-39.7
- 3.8
-0.1
-1.3
45.0
37.2
- 6.6

0.9
6.6
4.3
7.8
5.6
44.1
7.3
5.0

그림5. 부문별 양허 프로젝트 누계 투자 비중 (단위: %)

그림6. Iridium 매출 및 손익액 추이

8) ACS(Iridium)지분은 4.4~100%까지 다양(ACS Results Report 2016, 37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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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를 점유하고 있다. 이어서 철도에 1억

수주 추이(그림7 참조)를 살펴보면, 2011년 약

유로, 주차장에 약 0.7억 유로를 투자하면서

1,076억불을 정점으로 2015년에는 438억불에

지분참여를 하고 있다. 금액적인 측면에서 보

이어 2016년 325억불까지 급락하였다. 반면,

면 고속도로 운영사업(Toll Road)에 가장 많

국내수주 실적은 2011년 2,086억불에서 2016

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지분 비중은 총 프로젝

년 3,221억불로 크게 증가해 국내시장에 더 집

트 규모의 6.2%수준이다. 더욱이 철도 및 역사

중하고 있는 모습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에는 총 규모의 1.5%내외만 투자하고 있어 신
중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금액은 크지

하지만 미국의 해외 매출실적 순위는 큰 변

않으나 주차장과 같은 바로 매출로 이어질 수

화가 없는데 해외수주 급감이 매출로 이어져

있는 부문에는 총 프로젝트 규모의 40%정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중국과 스페인의

까지 투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23 참조).

등극이후 프랑스의 매출도 감소하고 있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
주액도 2015년 461억불에서 2016년 282억불
로 급감해 해외 매출실적도 미국과 유사한 패

5. 시사점

턴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수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미국기업 해외

에 후행되는 매출실적이 갑자기 급감하지는

건설 매출실적이 정체되고 있다. 이에 미국

않겠지만 프랑스와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던

400대 기업의 수주 및 매출실적을 짚고 넘어

독일의 경우 2015년 6위에서 2016년 9위로 떨

갈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시사점을 생

어지면서 한국이 해외건설 5대 강국을 유지하

각해보고자 한다. 미국 400대 기업의 해외건설

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그림8 참조).

표23. 부문별 추진 및 운영중인 ACS 양허 프로젝트 현황(2016년 말 기준)

(단위: 백만€)

고속도로

철도

공공시설

병원

역사

주차장

총 규모

19,558

12,931

307

931

307

179

34,213

투자 예정액

1,220

102

43

52

5

73

1,495

그림7. 미국 해외건설 수주 및 매출 추이

(단위: 억불)

그림8. 해외건설 상위 5개국 매출 추이

총계

(단위: 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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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은 앞서 살펴본

증가 등 국제유가 변동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

바와 같이 설계·엔지니어링 역량 및 국내시장

어 발주처에 제안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부상

상황이 틀리다는 점이다. 해외건설 시장은 날

하고 있다.

로 경쟁이 치열해져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기
업들은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설계 및 엔지니

이러한 추세에 따라 PPP(Public-Private

어링 영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시장 활황

Partnership)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

세에 힘입어 국내시장에 더 집중하고 있다. 반

하고 있는데 Deloitte가 2012년 실시한 글로

면, 우리 국내시장은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위

벌 PPP 기업 67개사 임원급을 대상으로 한 설

축되고 있어 해외진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중장기적으로 유망

실정으로 우리기업들의 강점인 플랜트(전력

한 PPP 시장은 미국이 30%를 차지하면서 가

및 산업/석유화학)부문 FEED 및 O&M역량

장 크게 나타났다. 이어서 터키가 23%, 브라질

을 강화해 시공과 연결해야 할 것이다.

19%, 인도 16%, 콜롬비아가 12%를 점유해
미주지역 PPP 시장이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20

또 다른 시사점으로 최근 저유가 기조에 따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유망

른 개발형 프로젝트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봐

할 것으로 여겨지는 PPP 공종(그림10 참조)을

야 한다. 유가는 산유국 재정수입과 직결되어

확인해보면, 도로가 15.2%를 점유하면서 가

발주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장 성공적인 부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병원도

있는데 2016년 1월 배럴당 27.3$을 저점으로

14.8%로 비슷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학

꾸준히 상승해 2017년 3월 51.2$로 회복세를

교 14.3%, 관공서 11.7% 등의 순으로 나타나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구조 성숙, 중

건축 PPP 프로젝트에도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북미 셰일오일 생산

판단된다.

그림9. 중장기 유망 PPP시장

그림10. 유망한 PPP 프로젝트 공종

K-BUILD저널 2017. 10월호

최근 저유가로 재정수입이 크게 감소한 중

노후가 심한 교통인프라를 비롯해 전력부문도

동지역도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PPP(Public-

PPP형태로 본격적인 추진을 고려하고 있어 금

Private Partnership) 프로젝트 추진에 관심을

융 및 개발역량도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

가지고 있다. 이미 유럽을 비롯한 캐나다는 성

된다.

숙한 PPP시장 모델로 성장하고 있는데 미국도

참고문헌
- Engineering News-Record(ENR), International Contractors 2007~2017 각호
- Engineering News-Record(ENR), International Design Firms 2007~2017 각호
- Engineering News-Record(ENR), Top 400 Contractors 2007~2017 각호
- Grupo ACS Annual & Results Reports 2011~2017 각호
-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EIA), OPEC Revenue Fact Sheet, 2017
- Partnership bulletin with Deloitte, The Global PPP Market 2012

21

K-BUILD 특집

미국 연방정부
구조물 건설
기준과 관련 법령

Ⅰ. 머리말
지난 수년간 한국 건설업계는 해외건설 수
주 감소 및 채산성 악화와 국내 SOC 사업 축
소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고 이런 상
황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시장 다변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이
런 상황을 예측하고 한국 건설업의 미국시장
진출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한다고 해외건설 관련 정
부 부처와 단체, 기업체 관계자들에게 기회 있
을 때마다 말해왔다.

김 경 준 연구교수
부산대학교

최근 미국 건설시장 진출에 대한 업계 관심
이 높아지고 특히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
지고 정책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하는 것은 한국 건설업의 장래와 국가 경제를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필자는 대학 졸업 후 6년 동안 국내 건설현
장에서 근무한 후 미국으로 가서 약 30년 동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교통부에 근무하다
얼마전 은퇴 후 귀국하였는데, 한국 건설업체
들의 미국 건설시장 진출이 필요하고 또한 가
능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가능
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세밀한 준
비가 필요하다.
이런 준비에는 미국 건설 기준과 관련 법령
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숙지가 포함되어야 한
다고 생각하여, 우선 미국 연방정부 구조물 건
설 기준과 법령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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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구조물 관련 건설기준

(IBC)가 있다. 20세기 초부터 미국에는 세가지
의 건축 기준들이 지역에 따라서 적용되어 왔

구조물은 크게 건축구조물과 토목구조물로

는데, 1990년 초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건축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의 미국 대학 교육과 엔

기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4년에 이 세가

지니어링 실무에서는 이런 구분 없이 구조물

지 건축 기준들을 관리하던 기관들이 합의하

(Structure)로 분류되어 취급된다. 그러나 국내

여 International Code Council (ICC)을 설립

에서는 이들 두 종류의 구조물이 확연히 분리

하였다. 그후 3년 동안 ICC은 광범위한 연구

되어 교육되고 (건축공학, 토목공학) 또한 실

개발을 통해 1997년에 International Building

무에서도 건축구조기술사와 토목구조기술사

Code 시작품인 초판을 발행하였고 2000년에

의 영역이 분리된다. 필자는 구조물에 대한 국

들어 IBC 완성본을 발행하였다. 이후 IBC는

내의 이런 분리가 불필요하고 또한 불합리하

국가기준 (National Standard)으로 통용되며,

며 해외 건설 엔지니어링 시장 진출에 장애가

미국 연방정부의 모든 기관들은 정부청사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여기서는 국내 독자들

비롯한 모든 공공건물의 건설에 IBC 또는 IBC

의 미국 구조물 관련 건설 기준의 이해를 돞기

에 근거하여 만들어져서 공인된 건설 기준을

위해 건축구조물과 토목구조물로 분리하여 설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하고자 한다. 미국 연방정부 건설기준들은
연방정부 소속 다양한 기관들과 민간기구 (비

미국 연방정부 건축구조 건설기준들을 관

영리단체)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들 중

리하는 기관으로는 National Institute of

구조물 건설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기관들과

Building Science(NIBS)가 있다. NIBS는 비영

이 기관들이 관리하는 건설기준들은 다음과

리 민간기관이나 미연방 의회에 의해 설립되

같다.

었으며, 전국 건축물의 건설기준들을 수립하
고 관리하며 건축 관련 과학 기술의 발전을 도

Ⅱ-1. 건축구조물

모하여 공익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NIBS의 건축물 건설기준 관리는 그 소속으로

건축구조물은 크게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설립된 National Council of Governments on

상업용빌딩 및 공공빌딩 등으로 구분할 수 있

Building Codes and Standards (NCGBCS)가

는데, 미국 연방정부는 주택이나 상업용 빌딩

담당하는데, NCGBCS가 정하는 건설기준들

등과 같은 민간 분야의 건축구조물에 대해서

은 연방법에 의해 모든 연방정부 기관들에 적

는 일반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그 건설기준들

용되며 주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들 에게도 강

을 주정부나 지방 자치정부 (city 또는 county)

제성은 없으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미국에서 건축구조물
의 종류에 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건

연방정부 소유의 공공건물들의 건설 기준

설기준으로는 International Building Code

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으로는 Gener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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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 (GSA)의 한 부서인 Public

구성, 하중 조합, 하중 계수, 강도 감소 계수,

Building Service (PBS)가 있다. GSA/PBS는

구조해석 방법, 처짐 한계, 기계적 또는 접착적

1949년 Federal Property and Administrative

앵커 설치, 철근 배근, 시공기록 자료, 현장 검

Act에 의해 설립되고 연방 행정부에 소속된

사와 시험, 그리고 기존 구조물의 강도 측정 등

독립 기관으로 모든 연방정부 건물들의 건설,

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보수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데, 다음과 같
은 세부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공공 건물 설

ACI Standards는 Codes와 Specifications으

계 및 건설 계약과 관리 감독, 연방 정부 업무

로 나뉘어 지는데, ACI Codes는 구조물의 설

용 건물 임대 계약, 연방 정부 소유 부동산 매

계에 적용되고 ACI Specifications은 시공에 적

각,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의 보존. PBS는

용된다.

International Code Council (ICC)에서 발행하
는 모든 기준들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

철구조물의 재료 및 시공 기준으로는 American

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GSA 자체의 기준

Institute of Steel Construction (AISC)가

을 채택하여 사용한다.

발행하고 관리하는 “AISC Specifications
for Structural Steel Buildings”, “AISC

건축구조물의 중요한 요소인 콘크리트의 재

Code of Standard Practice for Structural

료 및 시공 기준으로는 American Concrete

Steel Buildings and Bridges”, “AISC Steel

Institute (ACI)가 발행하고 관리하는 ACI

Construction Manual”, “AISC Design

Manual of Concrete Practice가 있다. 이

Guides” 등이 있다.

Manual은 일곱 Part로 나뉘어져 있고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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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트에 관련된 모든 ACI Standards와

AISC은 1921년에 설립되어 현재 시카고

Committee 보고서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 기술 협회이다.

ACI 318 Committee가 발행하는 “Building

AISC는 건설 산업에서 철구조물의 사용을 증

Code Requirements for Structural Concrete”

진하도록 홍보하고, 철구조물 설계와 시공에

는 연방정부 기관들의 모든 건축구조 건설 기

관한 시방서와 설계서를 발행하고, 철구조물

준들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code는 모든

설계와 시공에 관한 기술 지원, 교육, 연구 개

콘크리트 건축 구조물 – 현장 타설 또는 기성

발 등의 활동을 한다. AISC Specifications for

제작, 프리스트레스 또는 비프리스트레스, 단

Structural Steel Buildings은 철골 구조 건물을

순 또는 복합 콘크리트의 재료, 설계, 세부장식

포함한 모든 철구조물의 설계와 시공에 관한

에 관한 최소 요건들을 명시한 것으로, 구조 시

일반적인 요구 조건들을 기술하고 있다. 1923

스템, 부재들과 그 접합 등에 관한 규정들을 기

년에 초판이 발행되자마자 미국 주요 도시들

술하고 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와 시공

에서 사용이 시작되었고, 2010년에 개정을 거

에 적용할 구체적 요건들로서 강도, 사용성, 내

쳐 2016년에 최근판이 발행되었는데 하중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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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계수설계법과 허용응력설계법 모두를 담
고 있다. AISC Code of Standard Practice for

Loadbearing Concrete Masonry Units
○

Structural Steel Buildings and Bridges는 건물
과 교량을 포함한 모든 철구조물의 건설 계약
에 필요한 보편적인 기준들을 기술하고 있으

ASTM C915-79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cast reinforced Concrete Wall

○

ASTM C1364-16 Standard Specification
for Architectural Cast Stone

며, 철구조물 건설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에
게 지침서가 된다.

ACI, AISC, ASTM은 모두 비영리 민간 기
구로서 미국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감독을 받

AISC Steel Construction Manual은 AISC

지 않는다.

출판서들 중에 가장 잘 알려졌고 널리 사용되
는 건설기준으로 철구조물 설계와 시공에 관

Ⅱ-2. 토목구조물

한 모든 자료들을 집대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AISC Design Guides는 건설기준이라기 보다

대부분의 토목구조물은 국가 기반시설물로

는 철구조물 설계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도로, 철도, 공항, 교량,

참고서 역할을 하는데, 다양한 설계 요소들을

항만, 수로 등의 교통 시설물; 댐, 제방, 상수도

다루는 총 29편으로 되어 있다.

시설 등의 수자원 시설물; 하수도시설, 고체폐
기물 처리 시설, 방사능 폐기물 저장 시설 등의

건설 재료의 사양과 시험 방법들에 대해서는

폐기물 시설물 등이 있다. 대부분의 미국 공공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토목구조물은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건설하고

(ASTM) 시방서들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

관리하나 연방정부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프로

다. 1898년 미국에서 설립된 ASTM은 현재는

젝트의 설계, 시공 및 관리에는 연방 기준과 법

ASTM International이라는 비영리 민간 국제

령들의 적용이 요구된다. 토목구조물 건설에

기구인데, 재료와 그 시험 방법 등에 관해 국

관여하는 대표적인 연방정부 기관들과 각 기관

제적으로 합의되어 인정받는 시방서들을 개

들이 관리하는 건설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발하여 배포하고 있다. 현재 150여 나라에서
30,000 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자원 봉사를 통

1)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해 12,000 여 종의 ASTM 표준시방서를 발행

and Transportation Officials (AASHTO)

하고 있다. 건축구조 관련 대표적인 ASTM 시

AASHTO는 미국 50개 주와 District of

방서들은 다음과 같다:

Columbia (DC) 및 Puerto Rico의 도
로 및 교통 담당 부서 (Highway and

○

○

ASTM C55-14a Standard Specification

Transportation Departments)의 대표들로

for Concrete Building Brick

구성된 비영리 단체로, 연방정부 기관은 아

ASTM C90-16 Standard Specification for

니지만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들 교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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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물 (air, highways, public transportation,
water, and rail)의 개발, 건설, 운영, 유지

2)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FHWA)

관리에 관한 기술 향상 및 발전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기준들의 관리 주체

FHWA는 미국 연방정부가 소유하는 도로

이다. AASHTO가 관리하는 토목구조물에

교량 등의 도로구조물을 비롯한 모든 도

관한 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로시설물의 관리 주체이고 연방정부 예산
이 사용되는 미국 전역의 모든 도로 시설물

○

○

○

○

○

A A S H TO L R F D B r i d g e D e s i g n

의 예산집행, 계획, 설계와 시공에 관해 승

Specifications

인과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

AASHTO Guide Specifications for

국 내 대부분의 도로 시설물의 직접적인 계

LRFD Seismic Bridge Design

획, 설계, 발주, 시공 및 유지관리는 주정

AASHTO LRFD Bridge Design Guide

부 또는 지방 정부 (시, 군)에서 담당한다.

Specifications for GFRP-Reinforced

FHWA는 연방정부 예산이 사용되는 미

Concrete Bridge Decks and Traffic

국 전역의 모든 도로 시설물의 설계와 시

Railings

공에 AASHTO Specifications을 적용하도

AASHTO LRFD Movable Highway

록 하며,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다음과 같은

Bridge Design Specifications

Manual, Technical Advisory, Memo등을

AASHTO Guide Design Specifications

부수적으로 따르도록 한다.

for Bridge Temporary Works
○

AASHTO Guide Specifications and

○

Commentary for Vessel Collision

○

Federal Lands Highway Manual Policy
Guide

Design of Highway Bridges

○

Road Tunnel Design Guidelines

AASHTO Guide Specifications for

○

HEC-18, Evaluating Scour at Bridges

Bridges Vulnerable to Coastal Storms
○

AASHTO Guide Specifications for
Design and Construction of Segmental

3) Department of Defense - Army Corps of
Engineers (COE)

Concrete Bridges
○

○

○

AASHTO Guide Specifications for

COE는 미국 연방 정부에서 건설 및 건설

Seismic Isolation Design

엔지니어링 사업을 가장 많이 수행하는 부

AASHTO Guide Specifications for

서로 알려져 있는데, 그 주요 업무는 다음

Structure Design of Sound Barriers

과 같다.

AASHTO LRFD Bridge Construction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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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감독, 유지 보수 및 관리

Design - Earthquake Design and

- 미국 주요 하천 및 제방, 저수지 및 댐의

Evaluation for Civil Works Projects

설계 및 시공 감독, 유지 보수 및 관리

ⓐ ER 1110-2-2200 Engineering and

- 미국 주요 해안 수로의 설계 및 시공 감

Design – Gravity Dam Design

독, 유지 보수 및 관리

ⓑ ER 1110-2-2201 Engineering and
Design – Arch Dam Design

COE의 건설엔지니어링 설계도서에

○

ER 1110-345-100 Engineering and

적용하는 규정과 기준들은 Engineer

Design - Design Policy for Military

Manuals (EM), Engineering Regulations

Construction

(ER), Engineer Technical Letters (ETL),

○

Unified Facilities Criteria (UFC)는 미 육

Engineer Circulars (EC), Design Guides

군, 해군, 공군을 포함한 모든 군 시설물의

(DG), Unified Facilities Criteria (UFC) 등

건설에 적용되는 지침서인데, 시설물 건

으로 분류되는데, 토목구조물 건설에 적용

설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low impact) 하는데 중점을 둔다.

○

EM 1110-2-1614 Engineering

4)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and Design - Design of Coastal

○

○

○

○

Revetments, Seawalls, and Bulkheads

NRC는 1974년 Energy Reorganization

ER 1110-1-8155 Engineer and Design

Act에 따라 설립된 독립된 연방정부 기

– Specifications

관인데, 원자력 발전시설 건설과 운영, 핵

ER 1110-2-1150 Engineering and

물질 이용, 핵폐기물 이송, 저장, 폐기 등

Design -Engineering and Design for

에 관해 모든 권한과 임무를 가진다. NRC

Civil Works Projects

는원자력발전 시설물 건설과 운영에 관

ER 1110-2-1156, Dam Safety -

해 다음과 같은 Regulatory Guidelines,

Organization, Responsibilities, and

Technical Specifications, Manual 등을 관

Activities

리하고 있다.

ER 1110-2-1405 Engineering and
Design - Hydraulic Design for Local

○

Flood Protection Projects
○

ER 1110-2-1407 Engineering and

Reactors
○

Design - Hydraulic Design for Coastal
Shore Protection Projects
○

ER 1110-2-1806 Engineering and

NRC Regulatory Guides – Power

NRC Regulatory Guides – Fuels and
Materials Facilities

○

Standard Technical Specifications –
Operating and New Re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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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i s k M a n a g e m e n t Te c h n i c a l

○

Specifications
○ Inspection
○

Manual

Standard Review Plans and Review

ACI SP-3 Reinforced Concrete Design
Handbook

○ AISC
○

AISC Code of Standard Practice for
Structural Steel Buildings and Bridges

Standards

○ AISC

5) American Railway Engineering and

Design Guides

○ ASTM

Maintenance-of-Way Association
(AREMA) AREMA는 1997년에 미국과

Steel Construction Manual

A123 Zinc Coatings on Iron and

Steel Products
○

ASTM A325 Structural Bolts, Steel,

캐나다에서 활동하던 4개의 철도 관련 단

Heat Treated, 120/105 ksi Minimum

체들이 통합되어 창설된 철도 회사들의 협

Tensile Strength

회로서 철도 구조물의 설계, 시공 및 유지

○

ASTM A516 Pressure Vessel Plates,

관리에 관한 기준들을 발행한다. AREMA

Carbon Steel for Moderate and Lower

는 구조물, 승객 및 운송, 철로, 기술 용역,

Temperature Services

통신 및 신호, 보수 등 6개 분야를 담당하

○

ASTM C857 Minimum Structural

는 29개의 기술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모든

Design Loading for Underground

위원들은 철도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현업

Precast Concrete Utility Structures

종사자들로서 정기적인 위원회 참석 등 무
보수 봉사 활동을 한다. AREMA가 발행
하고 관리하는 대표적인 건설기준으로는

III. 구조물 건설기준 관련 법령

“Manual of Rail Engineering”이 있는데,
철도 통신과 신호 시설을 제외한 모든 철도

미국 연방정부의 법률체계를 보면 최상위

시설물의 설계와 시공에 관한 건설 기준이

법인 연방헌법 (Constitution)이 있고, 그 다

된다.

음으로 연방법률 (Statutes)이 있으며, 그 하위
법으로 행정법규 (Administrative Rule), 규칙

6) 위의 건축구조물에서 언급한 ACI, AISC,

(Regulation) 및 집행명령 (Executive Order)

ASTM 등도 다수의 토목구조물 관련 건설

이 있다. 연방 행정부 기관들은 연방법률인

기준들을 발행하고 관리하는데, 대표적인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근거하여 그

것들은 다음과 같다.

리고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행정법규, 규
칙 및 집행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 AC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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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Mass Concrete

있다. 행정법규, 규칙 및 집행명령이 성문화되

ACI 224 Control of Cracking in

어 공표된 것을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oncrete Structures

(CFR)이라 하는데, 현재 CFR은 5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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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Title)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법률인

국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전국의 모든 건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에 근거하여 연

축물의 설계, 건설, 사용, 운영 및 유지관리

방법률 (Statutes)은 법전으로 편찬된 Codes

등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 된 건설 기준의

(U.S.C.)와 그렇지 않은 Statutes at Large로 구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

분된다. U.S. Code또는 Code of Laws of the

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건축 건설기준들의

United States of America는 일반적이고 영구

개발, 제정 및 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NIBS

하게 (General and Permanent) 효력을 발생하

를 설립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또

며 미국 연방법으로 공식 편찬되어 성문화된

한 NIBS가 제정하고 관리하는 건설기준들을

법전을 말하는데, 52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고

주정부 및 지방정부들이 채택하도록 NIBS가

연방 하원 기구인 법률개정위원회에 의해 6년

협력하고 장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마다 전면 개정판이 발행되고 매년 추가 조항
이 생기면 전면 개정 때까지 잠정적으로 추가

이 법률은 NIBS에 15인 이상 그리고 21인

된다.

이하의 멤버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도록 규
정하는데, 이사회는 건축 업계 각 구성원들

한편,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서 법률로

대표, 소비자 대표, 건축가, 기술사, 정부 기

효력을 발생하나 공식적으로 편찬(codify)되

관 대표 등을 멤버로 포함할 것도 규정하

어 성문화되지 않은 법을 Statutes at Large라

고 있다. 또한 NIBS 내에 6인 이상 11인 이

고 한다. 매년 만들어지는 예산법은 회계년도

하의 멤버로 구성된 기술위원회 (Advanced

에 국한하여 (Not Permanent) 효력이 있으

Building Technology Council)를 두도록 규

며, 특정 농부들의 재난 피해를 돕기 위한 법

정하고 있다. NIBS는 비록 연방 의회가 그

(Family Farm Relief Act)은 모든 국민들에게

필요성을 인식하여 연방법에 근거하여 설립

적용되지 않으므로 (Not General), codify가

되었고 이 법에 정해진 대로 연방 재정으로

되지 않고 Statutes at Large로 존재하다 그 효

운영되나 정부 기관은 아니고 비영리 법인으

력이 끝나면 자동 소멸된다. 미국 연방법 중 구

로 등록되어 있다.

조물 건설 기준에 관련되는 주요 법령들은 다
음과 같다.

●

U.S.C. Title 40, §3312: 이 법률은 매 회계
연도마다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의 비용이 소

III-1. 건축구조물

요되는 모든 연방 정부 소유 건물 (국가 안보
에 관련되는 건물은 예외) 의 건설 또는 증축

●

U.S.C. Title 12, §1701j-2 (연방법률 12장

과 보수에 적용된다. 연방정부 소유의 모든

1701j절 2항): National Institute of Building

건물들은 IBC를 비롯한 국가가 인정하는 기

Science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이 법

준 (Nationally Recognized Codes)에 맞게

률은 연방 의회가 연방, 주, 지방정부 모두가

건설하고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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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런 건물들의 건설, 증축 또는 보수는

세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

해당 건물이 위치하는 곳을 관할하는 주정

량 및 터널의 상태 점검, 도로 안전, 화물 수

부 및 지방정부의 구획법 (zoning law)과 건

송 체계 등 도로 및 교통 시스템에 관한 광범

축법을 준수하는지를 고려한 후에 시행할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것과 이를 위해 주정부 및 지방정부 관리들
과 협력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규

●

정하고 있다.

U.S.C. Title 49 Transportation: 미국 교통
시설물에 관한 연방법률로서 다음과 같은
10개의 Sub-Title로 구성되어 있다: 1) 교

●

●

U.S.C. Title 40, §583: 이 법은 연방 정

통부, 2) 다른 정부 기관, 3) 일반 및 통합 프

부 기관, 공기업 또는 워싱톤 특별 자치구

로그램, 4) 주 연결 교통, 5) 철도 프로그램,

(District of Columbia)의 요청이 있으면

6) 차량 및 운전자 프로그램, 7) 항공 프로그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가 이런 기

램, 8) 파이프라인, 9) 상업 공간 교통, 10)

관들을 대신해서 빌딩 부지의 매입, 측량, 지

기타. 이 법은 연방 교통부 설립의 근거가

반 조사, 도면과 시방서 작성, 공사 계약, 시

되며 교통부의 조직, 의무와 권한을 규정하

공 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

고, 다양한 교통 수단과 시설물의 건설, 유지

고 있다.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들을 담고 있다.

U.S.C. Title 5, §552(a) 그리고 Code of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Title

Federal Regulations (CFR) Title 1, Part 51:

23 Highways: 미국 도로에 관해 좀더 구체

국가공인 건축물 건설기준들은 ACI Manual

적인 사항들을 규정한 연방규칙으로서, 연방

of Concrete Practice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

도로청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하고 있다.

FHWA) 과 국가 도로안전 관리청 (National
Highway Safety Administration: NHSA)

III-2. 토목구조물

의 의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FHWA의 구체적 업무와 이를 수행하기 위

●

U.S.C. Title 23 Highways: 미국 도로에 관

한 조직을 Sub-Chapter로 나누어서 기술

한 연방법률로서 다음과 같이 1절에서 5절

하고 도로시설물 관리, 설계, 시공, 공사 계

로 구성되어 있다: 1) 연방 재정에 의한 도

약 등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들을 규정하고

로, 2) 기타 도로, 3) 일반 규정, 4) 도로 안

있다. 또한 FHWA 산하 기관으로 National

전, 5) 연구 및 기술. 이 법률은 국가도로망

Highway Institute (NHI) 설립도 규정하고

(National Highway System)을 규정하고 연

있다.

방 정부 재원이 투입되는 도로 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준공 후 유지 관리 등에 대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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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관으로 미국 전역에 있는 도로 관련

Noise Control Act of 1972, Resource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산업체, 교육 기관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of 1976,

뿐만 아니라 외국 도로 관련 기관들에도 다

Endangered Species Act of 1973, Coastal

양한 교육 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Zone Management Act of 1972 등 수많은
환경 보호법 들이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기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Title

때문이다. NEPA가 토목구조물들의 계획, 설

49 Transportation: 이 법은 미국 연방 교통

계, 건설에 끼치는 영향은 막대하고 법의 적

부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용이 매우 엄격하다.

와 국토안전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가 발표한 교통 및 교통 관련

●

U.S.C. Title 33 그리고 C.F.R. Title 33,

국가보안에 관한 모든 규정들을 담고 있는

Navigation and Navigable Waters: 항해 및

데, DOT 및 그 산하 기관들의 설립 근거가

수로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되는 법이기도 하다. 이 법에 근거해 설립된

총 53조항으로 된 법들이다. 건설 기준에 관

DOT 산하 기관으로는 파이프라인 및 유해

한 사항으로는 항해 가능한 해안, 하천, 호수

물질 안전 관리청, 철도청, 자동차 운송 안전

등의 물에 접하는 항만을 비롯한 구조물, 이

청, 도로교통 안전청, 공공여객 운송청, 여객

런 물 위를 가로 지르는 교량 등의 구조물,

철도 공사, 교통안전 위원회, 지상교통 위원

심해 항만, 하구 복구, 해양 조사, 그리고 수

회, 연구 및 기술혁신청 등이 있는데, 이 법

자원 개발에 관련되는 댐 등의 시설물 건설

은 이들 기관들의 의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적 요건들과 기술

다양한 교통 수단과 시설물의 건설, 유지관

적 기준들을 규정하고 있다.

리 등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들을 규정하고
있다.

●

U.S.C. Title 16 §33 Coastal Zone
Management: 해안 지역 개발을 규제

●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하는 법으로 National Coastal Zone

(NEPA): 토목구조물을 포함한 모든 건

Management Program (CZMP)과

설 프로젝트는 그 기획 (planning) 단계

National Estuarine Research Reserve

에 환경 영향 평가 (environmental impact

Program(ERRP)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evaluation)를 실시해서 환경 영향 보고

CZMP은 해안 자연 환경 보호와 개발 우선

서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이

순위 지정 및 관리를 주 내용으로 하는데, 건

하 EIS) 를 작성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

강하고 생산적인 해안 생태계 및 친환경적,

다. NEPA는 미국 환경법의 “Umbrella”라

경제적, 활성화되고 지속 가능한 해안 공동

고 불리는데, 이 법에 근거하여 Clean Air

체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ERRP은 CZMP

Act of 1970, Clean Water Act of 1977,

의 추진을 위한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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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R. Title 10 Energy: 핵발전에 관한 기

물 건설에는 일반적으로 연방정부 기준들 적

본법으로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용이 강제되지 않고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들

(NRC) 으로 부터 핵물질의 사용 또는 핵

이 관리하는 기준들이 적용된다. 또한 State

시설물의 운영 허가를 받은 모든 개인과 기

Building Code는 연방정부 기준들과는 무관

관들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들을 담고 있다.

하게 작성, 개정, 또는 관리된다. 따라서 연방

Department of Energy와 NRC의 의무와 권

정부와 주정부 사이에는 건설기준 관리에 있

한을 규정하고 핵발전 시설물의 설치와 운

어서 종속 관계나 상호 간섭 관계가 없다고

영, 핵물질의 운반과 저장, 핵 폐기물 처리

볼 수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포

등에 관한 법률적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함한 미국 내 모든 건축물에는 International
Building Code (IBC) 또는 이에 근거하여 작성
된 건설 기준이 적용됨은 공통적이다. 연방정

Ⅳ. 건설 기준과 법령에 관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관계

부 소유 건물이 어떤 주 안에 건설될 경우, 건
설관리 주체인 연방정부 기관은 State Building
Code를 준수할 의무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주

미국 연방정부는 50개 주정부가 연합
(federation)하여 이루어진 국가 형태로 연방

정부 기준을 따르고 주정부와 협의하여 건설
한다.

정부와 주정부는 상하 또는 종속 관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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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권한을 나누어 행사하는 상당 부분 독립된

대부분의 토목구조물 건설 및 관리 주체는

관계이다. 미국 연방헌법은 대부분 권한을 주

정부기관들이므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기준 관

정부들이 가지며 연방정부는 헌법에서 명시한

리체계 관계는 연방과 주정부 기관들 사이의

권한만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헌

법률적 및 행정적 상관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법 10차 수정헌법은 “헌법에 의해 연방정부에

예를 들면 연방정부의 예산이 사용되는 주정

위임되거나 주정부로의 위임이 금지된 권한이

부 도로공사에는 연방정부 교통부의 건설기준

아닌 모든 권한은 주정부들 또는 주민들에게

들을 적용해야 하지만, 유사한 도로공사라도

속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연방헌

100% 주정부 예산으로 집행되는 경우에는 연

법에 의해 연방법령들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방 교통부 기준 적용이 요구되지 않는다. 즉,

사항들은 각 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따라

주 교통부는 연방 교통부에서 독립적으로 건

서 연방헌법 또는 연방법령들에 명시되지 않

설기준들을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으나, 연방

은 모든 기준들에 관하여 주정부들은 연방정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부 규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연방 교통부 간섭과 감독을 받는다.

건축구조물 건설 기준에 관련해서는 연방

그러나 연방 환경법인 National Environmental

정부가 소유하는 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

Protection Act (NEPA)와 같이 법률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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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모든 건설공사에 그 적용이 강제 규정

제정 근거가 되는 법령의 위계에 따라 정해지

된 경우에는 비록 100% 주정부 예산으로 집

지만, 같은 위계를 가진 법령에 근거한 다수 건

행되거나 순수 민간자본으로 건설되는 프로

설기준들의 위계는 공사 발주처 별로 다를 수

젝트라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미육군 공병단

있고 또한 개별 프로젝트에 따라 다를 수도 있

(Corps of Engineers: COE)이 미국 내 일정

으므로 일반적인 위계를 정할 수는 없으나 대

지역에서 댐이나 항만을 건설할 경우에는 그

체로 다음과 같은 위계를 따른다.

지역 주정부 건설 기준을 준수할 의무는 없으
나 연방 환경법은 물론이고 주 환경법 또한 준

1. 표준시방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개별

수해야 한다. 민간 토목구조물 건설공사의 경

프로젝트에만 적용하는 특별 수정 조항

우에는 NEPA와 같이 연방법령이 규정한 것을

(Project Special Provision)

제외하고는 모두 주정부 기준을 따라야 한다.

2. 표준시방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모
든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일반 수정 조항
(Standard Provision)

V. 건설 기준과 법령의 위계

3. 개별 프로젝트 설계도면 (Project Plans)
4. 표준설계 도면 (Standard Plans/Drawings)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각각 법령 (건설기

5. 표준시방서를 보충하기 위해 만든 추가

준 관련 법령 포함)의 위계는 아주 명확하다.

시방서 (Supplemental Specifications)

헌법(Constitution)이 최상위 법으로서 다른

6. 발주처 표준시방서 (Standard Specifications)

모든 법령들에 우선하고, 그 다음으로 일반법

7.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다른 기관

률 (Statutes)이 있으며, 그 하위 법령으로 행

(AASHTO, ASTM, ACI, FHWA, COE,

정법규 (Administrative Law or Rule), 규칙

등)에서 관리하는 시방서

(Regulation) 및 집행명령 (Executive Order)
이 있다. 그러므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하위법
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연방법령

Ⅵ. 맺음말

들과 주법령들은 서로 독립적 또는 보완적으
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들간의 위계는 명

국내 건설업체들이 미국 건설시장에 성공적

확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연방 또는 주

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세심하고 치밀한 준

정부의 여러가지 법령들이 동시에 적용되는

비가 필요한데, 그렇게 준비하는데 보탬이 되

경우에는 이 모든 법령들의 적용이 모두 충족

길 바라며 미국 구조물 관련 연방정부 건설 기

되어야 하므로 법령 간 위계는 이슈가 되지 않

준과 법령들을 소개하였다. 건설 기준과 관련

는다.

법령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이해는 어떤 건
설시장 진출에도 필요한 조건이겠지만, 특히

건설기준들의 위계는 일반적으로 각 기준의

법치주의와 원칙에 입각한 건설 관행이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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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법과 기준의 집행이 엄격한 미국시장에

가 제각기 다소 다른 건설 기준과 관련 법령을

대해서는 더욱 중요한 준비 사항이라 하겠다.

가지고 있고 건설 실무 관행도 다소 다르므로

미국 건설시장 규모가 방대하고 공종이 다양한

모든 주들에 대해 동시에 접근하는 것은 너무

만큼 구조물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분야 건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고 현실적으로 타당하

기준과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충분한 숙

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가장 시장성이 좋고 진

지 또한 필요하겠다. 대부분 미국 건설 프로젝

출이 용이한 몇개 주를 선정하여 집중적인 노

트에는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 건설 기준

력을 기울어야 되겠다. 미국 건설시장 진출을

과 법령 또한 적용되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정

고려하거나 준비하는 업체들에게 조금이나마

확하게 이해하고 숙지해야겠다. 미국 50개 주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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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년,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중심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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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경
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중 하나로서 UN
집단안보체제를 통한 세계평화를 주도하고 있
는 나라이다. 또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대
한민국을 위해 소중한 피로써 함께 싸워준 자
랑스러운 형제의 나라이며, 현생인류의 시조
‘루시’화석이 발견되었던 나리이기도 하다.

① 2017년 9월 11일 - 멜캄 아디스
아마테(Welcome New Year)
우리나라 달력으로 2017년 9월 11일은 에

김 재 웅 부장

티오피아 달력으로는 2010년 1월 1일이다. 우

한국도로공사 (에티오피아 교통부 파견 교통자문관)

리가 현재 쓰고 있는 달력은 그레고리안 달력
체계이지만 현지에서는 1년이 13개월로 구성
된 독자적인 에티오피아 달력을 사용한다. 1월
부터 12월은 30일로 구성되어져 있고, 마지막
13월은 5일 또는 6일로 구성된다. 현재 에티오
피아 1월은 지난 3개월간 계속된 우기가 끝나
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꽃이 만발하는 시기가
도래한다.
온 세상이 푸르고 꽃이 피기 시작하며, 가축
들이 사방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는 새해는 모
두가 행복하다. 동네 사람들이 돈을 거두어
서 양, 염소, 소를 공동으로 구입한 후 9월 11
일 아침에 잡아서 나누어서 맛있게 새해 음식
을 먹으며, 이웃, 가족들이 모여서 스킨십이 포
함된 가벼운 포옹과 입맞춤을 하고 서로의 소
소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커피 한 잔을 나눈다.
우리나라와 같이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고 세뱃돈도 두둑이 받게 된다. 참고로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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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커피라고 하지 않고 분나라고 한다. 잘

으로부터 스스로의 독립을 지켜왔다는 자부심

볶은 커피 원두를 작은 절구통에 넣고 빻은 후,

만은 대단하다. 아마 현지에 거주하게 되면, 다

주둥이가 달린 토기 주전자(자베라 라고 함)에

소 거만한 듯 하면서도 뿌듯해 하는 현지인들

넣고 10여분 이상 달이면 아주 진한 풍미의 커

을 필자가 근무중인 에티오피아 교통부의 경비

피가 된다. 맛과 향이 우리나라의 보약을 먹는

원이나 현장안내인에게서 느낀다.

기분이다.
2017년 9월 15일에는 주에티오피아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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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현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서러워 할

민국대사관으로부터 이런 전화문자가 도착한

정도로 백의민족이다. 그 만큼 흰옷을 즐겨입

다. ‘오로미아주와 소말리아주 접경지역 안전

는다. 명절은 물론이고, 교회를 가거나 평상시

이 매우 심가하니 동 지역 여행 자체당부. 주

에도 거의 매일 입고 산다. 우리나라의 한복을

에티오피아대사관’. 물론 이런 문자가 오면 관

평상복으로 입는 것과 같다. 특히 기원전 1천

성적으로 건성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

년전 고대 근동지역의 설화 및 기독교와 이슬

면 출장이나 휴가로 다녀왔던 케냐, 우간다, 남

람의 구전에서도 잘 소개되어진 것처럼 솔로몬

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잠비아, 이집트, 코

과 시바여왕의 사랑이야기와 이스라엘의 구약

트디부아르에 도착하자마자 한 번에 6개내지

성경에 나오는 법궤 및 에티오피아 북부산악

8개의 경고성 문자가 온다. ‘황열병 위험 콜레

의 랄리벨라 지역에는 3천미터 이상 고원 산악

라 발생, 에볼라 주의, 납치 및 강도상해, 정치

지대에 존재하는 돌산을 깍아 만든 교회유적으

적인 소요사태 발생’등 기타 등등의 사유로 가

로 역사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지금은 빈곤하

급적 빨리 현지를 빠져나오라는 외교부 영사

고 가난한 아프리카의 국가이지만, 모든 인류

콜 메시지를 받는데 그 만큼 아프리카 어디나

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루시’화석이 발견되었

종족간 지역간 보건관련 크고 작은 어려움이

고, 자신들 만의 초기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발생하는 것을 매 순간 느낀다. 2017년 9월 17

지켜왔으며, 여타 다른 아프리카국가와는 달리

일에는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 빌보트 세계

유럽의 식민지배가 없이 유럽의 제국주의 열강

음악 챠트 No.1의 세계적인 팝가수인 에티오

전통복장을 입고 새해를 축하하는 아이들

커피 세레모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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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출신 팝가수 Teddy Afro

소말리족 희생자 가족 인터뷰

피아 출신 Teddy Afro의 신년 콘서트가 석연

현실정치를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치 않은 이유로 공연 당일에 정부 승인이 취소

실질적인 권력 핵심은 현재의 남부지역연합

되었고, 우리나라 NGO단체 직원들도 9월말

출신인 데살린 총리가 아니라, 티그라이주 주

까지는 수도외곽지역의 봉사활동 지역에서 철

지사 및 티그라이족 주축의 국가평의회 핵심

수할 것을 현지 직원들이 요청하고 있다는 것

간부들이 사실상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

이다. 뭐라 꼭 찍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정부

로 판단하고 있다. 전 국토가 1,104,000㎢로서

의 강제적인 행정구역 정비로 인한 가난한 농

남한의 10배가 넘다보고 연방정부로써 9개의

민들의 저항이 2016년 10월 7일 국가비상사태

주와 2개의 특별시로 구성된다. 인종도 다양

를 선포하도록 하였고, 2017년 8월 4일 해제

하여서 오모로족, 암하라족, 티그라이족, 소말

가 되어 안정화되는 듯 했으나, 이제는 다시 오

리족, 감벨라족과 남부지역종족 등을 포함하

로모족과 소말리족간의 지역분쟁으로 18명이

여 약 80여개의 종족이 있다. 넓은 국토와 다

살해당하고, 3만명이 임시 피난중이라는 BBC

양한 부족연합에 따른 원활한 의사소통과 행

의 보도가 나오다 보니, 현지에서 일하는 외국

정 및 치안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인 입장에서는 걱정이다.

행정기관 공식언어는 영어와 암하릭어로 사용
토록 했지만, 실제로 수도 아디스아바바를 벗

현재 에티오피아는 1995년 8월 22일 에티

어나 아다마, 아와사, 소도, 악숨 등 주요 지방

오피아 연방 민주공화국(Federal Democratic

도시를 가보면 현지종족 대표어, 암하릭어, 영

Republic of Ethiopia)으로 출범하였고, 2013

어순으로 사용된다. 아디스아바바시를 벗어나

년 10월 7일 취임한 임기 6년의 물라투 테쇼메

북쪽으로 100km를 올라가 오로미아주 셰노

대통령은 국가행사 주관 또는 대사 신임장 수

(Sheno)라는 아주 작은 읍·면이나 마을을 방문

여 등 형식적인 국가원수로서의 권한만 행사

해 보니 오모로족으로 크게 분류되어져 있지

하고 있고, 실질적인 통치는 임기 5년의 2012

만 다시 그 안에서 10여개 이상의 방언이 존재

년 9월 21일 취임하고 연임중인 하일레마리암

하고, 해당지역 원시부족 1천명만 사용하는 방

데살렌 총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이 사용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마을에서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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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식을 추수하는 셰노마을 주민

메키-즈웨이 고속도로 건설현장

등학교나 중학교를 나온 주민이 있어야만 그나

의 야당이 단일화하여 대항하였으나, 1석도 얻

마 오모로족 언어를 이해하게 되고, 다시 이를

기 못하는 참패로 인하여 현재 에티오피아 국

오모로족 언어와 영어를 할 수 있는 나의 안내

회는 EPRDF만이 국회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자가 영어통역을 해야하니 애로사항이 이만저

2005년 총선당시 연방경찰들이 193명의 친야

만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니 영어를 아주 능숙

인사들을 살해하였고, 2016년에는 오로미아

하게 잘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주 시위자들 100여명을 죽인 것으로 보고되어

많고, 내륙이나 국경지역에서 도로 등 인프라

UN측의 조사단이 파견되었으나, 현지정부의

사업을 관리하고 수행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거부로 무산되었다. 2010년 영국의 Economist

당연히 현지의 주민, 근로자, 관공서담당자들

Intelligent Unit 보고에 따르면 인권지수가

과의 의사소통에 따른 애로사항이 이만 저만이

167개국중 118위의 낮은 민주화 지수라고 평

아닐 것이 눈에 선하다.

가했다. 1991년 멩기스투 공산정권에서 민주
정권으로 바뀐지 26년이 지났지만, 경제성장
의 혜택이 아직까지는 도시빈민이나 농촌지역

② 아직도 진행중인 국가비상사태

까지는 전파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현재 집권
세력의 본거지인 티그라이주에 과도하게 집중

에티오피아의 공식명칭은 에티오피아 연

되는 투자, 연방정부내 핵심 주요보직의 독점

방 민주공화국으로 정부형태는 내각책임제로

에 대한 타 지역의 불만가중이 지난해의 국가

써 국회를 통한 민의수렴과 대통령과 총리를

비상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인

통한 행정업무가 이뤄진다. 2017년 현재 양

것 같다.

원제로 운영되는데 1995년 최초로 여러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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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여하는 선거를 통하여 EPRDF(에티오피

2016년 시위대의 4개의 핵심불만 요인은 강

아 인민혁명 민주전선당)이 정권을 획득한 이

제적인 토지수용(land grabs), 현실에 비해 턱

후 22년간 장기집권중이다. 2015년 총선에서

없이 낮은 보상(reparations), 반복되는 부정선

EPRDF의 장기집권에 대항하기 위하여 5개

거들(stolen elections), 치솟는 물가(the rising

K-BUILD저널 2017. 10월호

cost of living)가 현재의 내전(civil war)과 같

서 보면 거지도 찡그리는 사람이 없다. 은행의

은 소요사태의 직접원인이라고 Mr. Merera

수위아저씨든,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길거

Gudina씨(오로미아 국민의회 대표)는 2016년

리에서 자그마한 수레를 낑낑거리면서 오렌지

8월 로이터(Rueter)와의 인터뷰에서 밝히고

를 파는 젊은 청년들도, 사거리 마다 낡은 천막

있다. 이와같이 국민들의 불만은 강력한 경찰

을 치고 주위의 돌이나 벽돌로 의자를 만들어

와 군부를 통한 통제로 쉽게 표출되지 않지만,

놓고 구두닦이를 하는 어린 소년들도 늘 웃는

시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규모의 폭력시위로

얼굴이다. 그래서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람들

발전됨에 따라, 현지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

이 사는 곳이란 말이 나온 것 같다. 그런데 이

입장에서는 인·허가를 담당하는 연방정부와

들도 차츰 외부세계의 뉴스를 보고 상대적으

의 연대, 그리고 사업실행을 담당하는 지방정

로 부유해지는 이웃을 보면서 자신들도 부자

부 및 현지인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갖는 것이

가 되고 싶은 열망이 매우 강렬함을 느낀다. 그

에티오피아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지방정부

래서 대한민국을 선망하며, 한국처럼만 하면

의 경우에는 혈연과 지연관계가 매우 중요하

우리도 20년 뒤에는 잘살게 될 수 있는지 자

게 연계되어져 있어서, 현지에서 사업수행이

주 물어본다. 우리나라처럼 잘사는 방법으로

아주 어려울 수 도 있지만, 핵심인사들을 잘 관

EPRDF 정권하의 에티오피아 정부는 거의 강

리한다면 법이나 규정위에서 어려운 과제들도

박관념이 사로잡힌 것처럼 국가인프라 개발에

매우 간단하게 해결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

집착하고 있다.

게 된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2016년
5월에서 10월에 집중된 시위에서는 수도 아디

지난 26년간 대부분의 투자는 도로와 철도

스아바바 인근 지역은 중국, 터키, 중동, 인도

중심의 인프라 개발이었다. 그래서 현 정부를

등 외국기업이 타격이 되어서 공장이나 각종

도로건설정부라고 부른다. EPRDF는 정권 초

장비들이 파손되는 경제적 타격을 겪고 있다.

기부터 대부분의 국민들이 도로나 시장에 접

암하라주의 바하다르 지역은 관공서, 정부차

근할 수 없는 고립된 지역에서 불편을 겪으면

량, 외국인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졌고, 2016년

서 살고 있는 문제해결이 필요했다. 그래서 아

10월에는 안타깝게도 미국의 30대 여성 생물

직도 도로인프라는 정부사업의 최우선 순위

학 과학자가 아프리카 현지조사차 에티오피아

에 있다. 현재 국가예산의 40%정도를 도로

에 조사현장에 있다가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

청(ERA:Ethiopian Roads Authority)이 집행

아 숨지는 사고도 발생하였다.

하고 있으니 그 위세는 가히 대단하다. 2015

년 의료사고로 사망한 멜라니 제나위 前 총리
는 한국의 발전모델이 결국은 도로와 같은 사

③ 대한민국 따라하기

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지역간 연계로 물류
이동 증대, 각 지역별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늘 행복하다. 얼굴에

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우리나라를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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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스-아다마 고속도로 전경

에티오피아 전국 고속도로 건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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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벤치마킹 했다. 현재는 남부 케냐국경에서

2017년 연초부터 에티오피아 일간지에 매일

부터 북부 지부티 국경간 연계 고속도로 건설

나오는 기사는 바로 GERD로 불리는 위대한

이 진행중이며, 서쪽의 남수단과 동쪽의 소말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 사업(Great Ethiopian

리아를 연계하는 지방도로 건설이 한창 진행중

Renainnace Dam)이다. 멜라위 제나위 전 총

이다. 특히 2014년 9월 14일 개통한 에티오피

리때부터 구상되어진 수력발전 확충을 통한

아의 첫 번째 고속도로인 총연장 78km의 아디

전력수출 및 용수량 조절을 통한 농업개발 사

스아바바-아다마간 고속도로는 지부티항에서

업이다. 총공사비 48억불로써 에티오피아 정

들어온 물류를 에티오피아 제2의 도시 아다마

부가 30억불, 중국 은행 대출이 18억불이다.

에 있는 내륙 항만(dry port)에 임시보관후 수

2011년에 기공이후 2017년 9월 현재 약 60%

도 아디스아바바로 들여오는 구조였으나, 이제

의 공정률로서, 댐의 규모는 6,450MW 발전

는 신설된 고속도로를 통하여 1시간이내 아마

용량을 갖게 되며, 준공될 경우 아프리카 최대

다에서 아디스아바바시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규모의 댐이며, 전세계적으로는 7위에 해당하

수출과 수입을 증대시키는 선순환을 가져오고

는 대규모 사업이다. 에티오피아 정부의 자부

있다. 우리나라의 경부선 건설을 통하여 부산

심 고취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부족한 재

항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부산항으로의 물류이

원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신문에는 여러 가

동을 신속하게 처리한 것과 같은 효과이다.

지 형태로 사업추진의 당위성과 여러 분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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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의 참여를 홍보하는데 약 3백만명으로 추

(financing)에서 나타나고 있고, 정부가 조달

산되는 재외동포들과 국내 유수 기업들에게

가능한 재원들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

자발적인 성금을 받고 있고, 공공기관 및 학교

라서 인프라개발모델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등 모든 국가기관 종사자들도 견학 또는 댐 건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증가하는 차량과

설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선전한다. 이렇게

물류증가는 정부가 공급하는 인프라로는 턱없

정말 힘차게 달려온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

이 부족하다.

한 경제발전과 지역간 연계정책이 2016년 이
후부터 적신호 켜진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총 30조원의 해외차입을 통하여
정부재정인프라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로 인

에티오피아 정부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해 2017년 정부회계기준 약 8천5백억원이 부

도로, 전력, 통신, 보건, 교육, 관광, 문화 등 다

채상환에 사용되어야 하는 기현상이 나타나

양한 분야를 지원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장래

고 있고, 이 차입금의 대부분은 중국에 상환해

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치중하다 보니 각 분

야 할 자금이다. 지난 14년간 두자리 숫자의

야에서 아우성이 일어나고 있다. 2000년에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야심찬 인프라사

는 국가예산 중 자본적 지출이 16.9%수준이

업은 결국은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기구(정부)

었으나, 2010년에는 46.6%까지 치솟았다. 여

에서 지원하는 1%미만의 낮은 이자율과 장기

기에는 도로건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출의 양허성 자금과 높은 이자율과 단기상

1996년이래도 현지 정부는 약 100조원의 예

환이 필요한 하지만 중국과 같은 파트너가 제

산 사용 중 35조원을 인프라 개발과 관련된 자

공하는 자금으로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

본적 지출에 사용했다. 그러나 아직도 에티오

고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2014년에

피아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교

는 국채발행을 통하여 6.25%의 높은 이자율로

해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인프라 구축과 접근

약 1조원을 조달한다. 2017년 현재, 세계은행

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아직도 인프라 개

(World Bank)과 IMF(International Monetary

발정책은 유효해 보이지만 문제는 재원조달

Fund)는 부채누적에 대한 경고와 다양한 해결

아디스아바바시 외곽 시골길

손상된 아디스아바바시 시내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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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제시하고 있다. 에티오피아 Civil Service

의 일환인 Corbetti 지열발전사업과 Metahara

대학의 Teshome Tafesse 교수는 현 투자모델

태양광발전사업이 IPP(Independent Power

하에서 발생하는 정부부채의 증가, 비효율적

Provider) 형태로 진행중이다. 이 사업들의 성

사업수행, 부패, 부실한 계획과 관리감독의 부

공적인 마무리는 에티오피아는 이미 에너지분

재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국

야에서 PPP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

내·외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민

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 아프리카내에서 가

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장 활발하게 PPP사업 투자에 관여하는 기관

Project)이 적극 필요함을 역설중이다. 유엔

인 유럽투자은행(EIB: European Investment

개발프로그램(UNDP:the United Nations

Bank)의 에티오피아 및 AU(Africa Union) 지

Development Program) 보고에 의하면 PPP는

부장인 Christophe Litt씨는 The Reporter지

전세계 134개 이상의 개발도상국의 인프라개

와의 인터뷰에서 PPP는 정부주도 사업의 건설

발 투자중 15∼20%를 차지한다고 한다.

및 운영위험을 민간부분에 이전하고, 정부 부
채상환 규모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매우 훌륭

세계은행도 민간자본이 개발도상국내 인프

한 발상이고, 한국의 성공적인 PPP도입을 통

라개발에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참여하고 있

한 경제발전과 국민편의를 지원하는 인프라

다고 보고했다. Abdulaziz Mohammed 재무

구축이 좋은 예라고 말했다.

경제협력부(MoFEC: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Cooperation) 장관도 민간부분 참

2017년 9월 15일 아디스아바바 현지에서

여를 통한 정부주도 개발사업의 자본조달의

있었던 주에티오피아 대한민국 대사관과 재

한 방편임을 밝히고 2017년 10월초 시행을 목

무경제협력부(MoFEC)에서 주최한 에티오

표로 PPP법안을 국회 승인절차를 진행중이라

피아 PPP 추진방향에 관한 주제로 열린 라운

면서, 에티오피아는 도로, 철도, 전기, 통신, 교

드테이블 미팅에서 MoFEC의 PPP 담당국장

통등 각 분야에서 PPP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

인 Fisseha Aberra씨는 결국은 정부재정을 통

고 전하고 있다. 정부는 PPP 사업을 통해 민

한 인프라 개발에 한계가 온 시점에서 국내 자

간부분의 사업수행의 효율성, 혁신성, 기술진

본과 해외 투자자를 적극 추진하여 2025년까

보 가속화를 가져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법

지 중진국 진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투자

안은 재무부와 영국의 DFID(Department for

자 유인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 현지 정부의

International Development)와 AfDB(African

기본 방향임을 밝히고, 한국을 비롯한 많은 외

Development Bank)가 공동연구를 수행하

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유치되도록 요구하였

였다.

고,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기업들도 단
순 시공건설 참여보다는 재원조달과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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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에티오피아에는 미국의 오바바 대통령

병행하는 방식의 새로운 개발형 투자사업에

재임당시 추진되었던 Power Africa Initiative

더 많은 사업기회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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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PPP 추진 라운드테이블 미팅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 사업 공사현장

함께 참여하였던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의 이웃, 형제들을 조금이라도 잘 살 수 있도록

(AfDB), 국제금융공사(IFC)의 참석자들은 민

노력하는 기업인들, 미래는 결국은 교육에 있

간투자자들의 속성상 명확한 수익구조를 마련

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배움에 대한 정성이 많

해 주는 것이 필요하므로, 에티오피아 정부는

은 교통부, 도로청, 에티오피아 도로공사, 아디

PPP를 통하여 얻게 되는 이익이 어느 일방이

스아바바 시청, 아디스아바바 대학 학생들 등

독점하지 않고 정부와 민간투자자가 합리적인

몇 년 뒤에는 확실히 나아질 에티오피아를 확

비율로 서로 나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신하는 이들이 있기에 난 확실히 이야기 한다.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세계은행 참석자는

2047년, 에티오피아는 ‘대한민국 따라하기’를

에티오피아 정부는 반드시 민간투자자 입장에

넘어 대한민국이 에티오피아 때문에 자랑스러

서 목표수익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만

워지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물론 그 땐 아프리

적기에 재원조달과 준공 및 운영이 이뤄질 수

카 국가들이 ‘에티오피아 따라하기’가 새로운

있음을 강조했다.

경제발전 트랜드 일 것이다.

대한민국보다 10배가 넓고, 인구수는 2배가
많은 나라이며, 인종이 80여개이니 일사불란
한 우리나라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환경에서

④ 에티오피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사모)

그래도 대한민국을 따라하겠다고 5개년, 10개
년 계획을 세우면서 한국의 경제모델, 행정체

에티오피아에 첫 발을 내디딘 사람들은 이

계, 사업 및 첨단기술을 배우려는 우리 에티오

땅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

피아 사람들을 보면 자랑스럽다. 지금 남들이

다. 국내에서도 남미, 동유럽, 중앙아시아 등

뭐라하든 지금의 가난을 극복할 수 만 있다면

비교적 험지를 갈 경우에는 잘 다녀오라는 격

흉내 내면서라도 배우려는 자세가 참 좋다. 그

려가 많은데, 유독 아프리카란 말만 나오면 첫

래서 때로는 이들이 이해하기 힘들때도 있지

질문은 “왜 갈려고 하느냐?”이다. 그 질문의

만 비전이 있는 공무원, 사업을 통하여 자신들

기저에는 병도 많고, 덥고, 저지분하고,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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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무섭다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지

원들은 짧게는 1년에서 3년을 근무하는데 비

난 2년간 이곳에 나와 근무하는 정부, 공공기

롯 정규직원은 아니지만 각 나라의 해외경험

관, NGO, 기업인, 선교사들을 무척 많이 만났

을 보유한다는 의미에서 지금보다 2배정도는

던 것 같다. 각자 온 목적은 다양하지만, 오게

더 늘려도 아깝지 않은 것 같다. 우리들이 내

된 계기가 자발적인 경우는 100명중 5명정도

는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면, 현

인 것 같다. 처음 아디스아바바에 오면 노후된

실적인 청년실업 해소와 중장기적인 글로벌

차량이 내뿜는 매연과 비가 오지 않는 건기 기

인재를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기 때문이

간중 쉼 없는 뿌연 먼지바람은 빨리 귀국해야

다. 남미사업을 수행할 때 함께 협력했던 세계

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누군가는 군대를 다

은행(World Bank), 미주개발은행(IDB)등의

시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 나도 공

관계자들은 결국은 각 나라 정부의 해외개발

감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경험이 풍부한 인턴들

임기가 끝나 떠나게 된 십여 명과 마지막 식사

이 10년후에 국제기구에 근무하게 된다는 것

를 할 때면 그리움, 아쉬움, 더 열심히 도와줄

이다. 과거에 우리 속담에 말은 제주도로 보내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형식적인

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성공한다고 했다. 국

인사가 아니라 나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내에서 우리끼리 정해진 파이를 나눠먹는 것

남겨두고 가게 되는 미안함이 있는 것 같다.

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더 큰 파이를 차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이 나 같은

2017년 에티오피아는 다양한 기관과 민간

기성세대의 책임인 것 같다.

단체가 활동 중인데 대표적인 정부기관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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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KOICA), 수출입은행(경제개

에티오피아는 도시와 농촌의 생활수준의 차

발협력기금:EDCF), 농업진흥청(KOPIA)등이

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직도 국내 개신교

지원하는 농업, 보건, 교육, 통신, 전기, 도로

를 중심으로 한 선교단체, 민간 NGO의 활동

사업은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핵심적

이 활발한 지역이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기

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파견 나온 봉사단

이다. 수도에서 12시간 이상을 내려가면 케냐

농촌진흥청(KOPIA) 연구원들

한국 파견기관, 아디스아바바시, 경찰 연합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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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지역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커피로

2018년부터 에티오피아에서는 이 사업이 철

유명한 예가체뻬 지역, 물이 풍부하여 40개의

수된다고 하니 20년 이상 현지 NGO 활동을

샘이라는 명칭의 아르마 민치, 입술에 구멍을

하신 분들은 많이 아쉬워하는 것이 이곳의 분

내 접시를 끼우며 사는 접시족이 사는 무르시

위기이다. 아무튼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족 지역, 커피로 유명한 짐마 등에 가보면 한국

이 땅을 사랑해 준 강원희, 박종국, 장은혜, 정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호칭, 송의광, 김윤기, 강명숙, 이기형 선생님,
에티오피아 명성병원, 비전케어, 아프리카미

공산정권이 끝난 1991년 이후부터 꾸준히

래재단, 월드비전, 월드투게더 등 NGO단체

현지인들의 교육, 신앙, 환경, 생활향상을 위하

및 EKOS, ShinTS, LG, 삼성, BM 등진출업체

여 소리없는 헌신을 하신 자랑스런 분들이다.

들이 있어 자랑스럽고 고맙다.

자신의 학벌, 지위 등을 내려놓고 가족들을 데
리고 와서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벌
써 20여년이 흘러왔다는 것이다. 이들의 봉사

⑤ 내가 만난 사랑스런 벗들

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은 드물지만 반드시 해
야 할 일들이기에 묵묵히 조그마한 불씨를 가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지고 에티오피아의 변화를 이끌어 왔고, 이것

도 상당한 기품이 있다.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

이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추진중인 각

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40년전에는 선진국

종 지원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밑거

사람들에게 왠지 모를 주눅이 들었다고 한다.

름인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게 될 때면 인간적

필자도 1991년 처음 미국에 갔을 때도 대한민

인 안쓰러움과 고마움을 느낀다.

국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
런데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는 꺽이지 않을

특히 한국인의 근면, 성실, 불굴의 의지는

것 같은 기운이 있다. 잘살고 못사는 것의 차이

한국인들에게서 반드시 배우고 싶어하는 아

가 만들 수 있는 열등감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프리카인들의 지침서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

현재 근무중인 교통부의 Shide 장관님도 건물

어서면서 해외협력의 틀이 다소 변화는 있겠

경비원, 지나가는 직원들과 스스럼 없이 인사

지만, 새마을 운동으로 대변되는 가난한 농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그 대화 상대자도

촌지역의 의식 자각운동은 계속되었으면 하

장관 직위에 대한 예우는 있으나, 거의 대등하

는 바램이다. 물론 과거정부에서 새마을운동

게 대화를 주고 받는데, 이런 경우가 에티오피

의 순수성을 다른 시각에서 활용한 측면도

아의 도로청장, 유료도로공사사장, 아디스아

있지만, 그 모든 이유를 배제하고 아직은 농

바바 교통청장 등 모두 비슷하다. 벌써 한국도

업중심의 경제발전 단계를 거치고 있는 후

로공사에 근무한 지 23년이 지났고, 직위도 부

진국에게는 실용성 측면에서 유효하기 때문

장이 되었으니, 스스로를 존경과 대접을 받을

이다.

수 있다는 알량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반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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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그러다 보니 소위 말하는 꼰대, 개저씨가

미국으로 가는 것이 거의 확실할 텐데 우리나

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드니, 사람을 직위

라로 유도하여 강력한 친한파를 만들었으면

가 아닌 사람 그 자체로 대하는 태도나 서로의

한다.

안부를 걱정하는 마음가짐은 에티오피아인을
배우고 따라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는다. 아마

아디스아바바시는 에티오피아의 수도로써

도 외세의 침략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낸 선

그 상징성은 대단하다. 일단 아프리카를 대표

조들의 자부심이 전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해

하는 아프리카연합(AU)이 있고, 특히 정치, 문

본다.

화,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동아프리카 대
표도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유독 꼴찌인 것

에티오피아 유료도로공사(ETRE : Ethiopian

이 바로 열악한 교통 환경이다. 승용차량과 화

Toll Roads Enterprise)에는 2명의 부사장이

물차량등이 뒤섞어서 운행되기 때문에 도심

있는데 도로운영을 총괄하는 Abiy 부사장이

은 매일 교통체증과 차량매연과의 싸움이 된

있다. 그는 30세 중반인데 암하라족으로 에티

다. 여담이지만 이런 말을 한국 출장 중에 지

오피아의 엘리트들만 다니는 육군사관학교 출

인들에게 이야기 하면 거의 믿지 못하고, 아직

신이다. 회사 동료이자 육사 동기인 IT팀장에

도 공영방송이나 국제구호기구에서 내보낸 화

의하면 사관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했고, 육

면에서 나오는 당나귀타고 지팡이 들고, 걸어

군 의무 복귀기간을 마치고, 미국 및 유럽에서

서 망토 같은 겉옷으로 맨발로 걷는 모습을 연

여러 가지 연수과정 후 ETRE 부사장으로 입

상한다. 물론 차로 15시간정도 남쪽으로 내려

사하였다고 한다. 지난 2년간 함께 일을 해 보

가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하여튼 이런

니, 일하는 방식과 추진력, 사람을 대하는 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디스아바

도,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

바시 교통프로그램관리청(TPMO : Transport

습은 우리나라 어느 동년배보다 더 뛰어난 것

Programs Management Office)의 대부분의

같다. 2016년 11월 신임 교통부장관에게 현

직원들은 능동적이며 진취적으로 일하는 것을

재 추진하고자 하는 통합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볼 수 있다. TPMO 청장인 Dr. Solomon씨를

사업(Integrated Traffic Management System

중심으로 에티오피아들의 인재들이 적재적소

Project)의 사업방향과 향후계획등을 일목요연

에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게 설명하고,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하여 차
분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이

특히 필자와 일하고 있는 Esayas씨는 차분

런 리더들이 에티오피아에 있기 때문에 6개월

하면서도 체계적으로 계획된 일들을 진행하

마다 변화를 실감하게 되는 이유를 할 것 같다.

는 것에 감명을 받는다. 해외에서 근무했던 콜
롬비아, 페루, 우루과이, 베트남, 캄보디아,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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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의 고위공무원 육성계획에 따르면,

트디부아르, 키르키즈스탄에서 만났던 대다

향후 1∼2년 이내에 석·박사 과정을 유럽이나

수는 일단 많은 사업들을 제시하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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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장관과 현지공무원들 대화

에티오피아 유료도로공사(ETRE) Abiy 부사장 발표

고 할 뿐 실행계획들이 전부하고 누군가 해 주

⑥ 음악, 미술의 향연이 가득한 곳

길 막연히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곳 에티오피아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을 이야기

필자는 고등학교 1학년인 셋째 아들과 함

는 하되 진행은 알아서 해보고 잘되면 자신도

께 에티오피아에 체류중이다. 매 주일 교회예

끼워달라는 식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Esayas

배당에 갈려면 볼레 국제공항을 지나가는 외

씨를 비롯한 팀원들은 TPMO가 추구하는 도

곽도로를 통과해서 교차로를 지나가는데, 이

심화물교통관리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고 한국

곳이 라운드어바웃 형태로 되어져 있고, 그 가

측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구체적인 실행계

운데 뮤지션 동상이 있다. 레거머리를 하고 기

획을 제시해 주었다. 필자가 주로 지원하는 도

타를 연주하는 듯 한데, 무심결에 내가 저 사

로 및 교통분야가 아니지만 매주 전화나 면담

람이 누구지 라고 혼자말을 했더니, 아들녀석

요청을 통해서 매주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지

이 하는 말이 “밥 말리(Bob Marley)잖아요!”

속적으로 조속한 협조를 요청하는데 개인적으

라고 한다. 그리고는 나보고 에티오피아에 관

로 이런 사람이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는 실적

심이 많은 분이 그런 것도 모르냐고 핀잔이다.

이 탁월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었고,

밥말리 이 사람 정말 유명하다. 밥 말리를 빼

TPMO청장에게도 늘 신뢰를 받는 것을 자주

고는 레거음악을 말할 수 없는 정도의 레거음

본다.

악의 전설이다. 이렇듯 에티오피아는 세계적
인 예술가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고, 특히 유럽

에티오피아 교통부, 도로청, 연방교통청 등

과 북미에서 명성이 높다. 우리가 흔히 오류에

다양한 정부 및 공공기관에 모두는 아니지만

빠지기 쉬운 가난한 나라이니까 먹고 사는 문

그런 중간관리자나 고위공무원들이 버티고 있

제에만 신경을 쓸 것 같지만, 정말 다양한 춤

어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과 미술, 음악분야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나

도출하는 에티오피아가 자랑스럽다. 그렇게

타내고 있는 뛰어난 민족이다. 과거 우리나라

때문에 2047년! 아프리카 최강국 에티오피아

에도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선생

가 더욱 기대가 된다.

님이 계신 것과 같다. 앞서 언급했던 현재 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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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게음악 가수 밥 말리(Bob Marley)

드 세계음악 부문 1위인 Teddy Afro도 팝음악
계에 돌풍의 주역들이다. 에티오 재즈라는 장
르를 개척한 음악가 물라토 아스탓케(Mulato
Astatke)는 미국 남부 흑인들의 전유물처럼 여
겨질 것 같은 분야에서도 자신만의 음악적 감
각으로 전세계 재즈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거리 모습

누워 버리고 잠을 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
면 그 땐 정말로 거리의 부랑자나 노숙자처럼

에티오피아와서 깜짝 놀라는 것은 우리나

보였기 때문이다.

라 민화스타일과 유사한 것 같은 미술작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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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온 인물들이 현실 속에서도 꼭 같이 볼

우리나라에 비춰졌던 에티오피아 모습은 다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얼굴속의 눈과 머

소 왜곡이 있었을 것이다. 방송국에서는 아프

리모양, 얼굴 외형을 다소 과장해서 그린 것으

리카라는 태고의 비밀을 간직한 모습으로 그

로 생각했으나, 길거리에서 심지어 초대 받아

리고 싶을 것이고, NGO등은 어찌되었던 현실

방문한 가정에 가보면 너무나 흡사한 모습에

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돕기위하여

깜짝 놀란다. 특히 공항인근과 도심 한복판 매

최대한 불쌍한 모습을 연출하고자 했을 것이

우 번잡한 곳에서 그림을 직접그리고 판매하

다. 유튜브를 통하여 보면 가난, 기아, 하이에

는 화가들을 자주보는데, 옷 모양새만 보면 도

나, 호수 등의 모습으로 각인될 수 있지만, 분

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허름하고, 가지고 있

명한 것은 전 세계 상품거래의 최상위인 커피

던 도구들도 정말 보잘 것 없지만 진지하게 그

의 원산지로서 휴식이나 식사 때마다 세계 최

리는 모습과 완성되어져 가는 그림을 보고 있

고 품질의 커피를 즐기며, 기원전 천 년 전부터

노라면 갑자기 평생 가난과 싸웠던 이중섭 화

있어왔던 고대왕국의 전통속에서 면면히 이어

백이 생각난다. 왜냐하면 그 길거리 화백은 그

져 내려온 음악, 미술, 조각, 무용, 그리고 현대

림을 그리다 말고 갑자기 옆 풀밭에 털석 드러

의 패션까지 우리가 몰랐던 세련되면서 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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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동아프리카 문화예술국가인 에티오피아

도 아디스아바바시 외곽 전체에 거대한 아파

를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2047년! 아디

트 단지들이 신축중인 것을 볼 수 있다. 아파트

스아바바 세계만국박람회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보급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6백만원 정도

문화예술 선진국으로 우뚝 선 에티오피아를

인데 한 사람이 6개 내지 10개까지 불법당첨

기대한다.

을 받는 사례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어 사회문
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 중심화는 크게 2
가지 사회문제를 낳았다. 첫째는 기존 오로미

⑦ 반면교사들

아주에 편입된 토지를 강제로 아디스아바바시
로 편입하려는 시도로 시외곽의 빈민이나 농

미국 뉴욕과 워싱턴 인근에는 에티오피아

민들을 강제로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2016년 5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최소 2백만명이 넘

월 발생한 주민 및 경찰관 사망사고로 민심이

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상당수가 중동, 유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럽, 남·동아프리카 인근 국가에 퍼져 살고 있

우리나라의 1970년대 판자촌 강제철거와 비

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최소 300명 이상이 살

슷한 상황이다. 둘째 주택부족은 기존 주택보

고 있다고 한다. 뉴욕 택시기사들의 대부분은

유자에게는 임대료 수입 상승을 가져오게 됨

에티오피아사람들이라는 말도 있다. 1970년대

으로써 여유자금이 있거나 집을 통한 잉여수

공산정권때 자유를 찾아서 전 세계로 흩어진

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택신축에 열을

사람들이 정착했는데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금융기관들이

라라고 한다. 이들은 40년 세월이 지난 후 이

손쉬운 대출로 부추기는 현상마저 일어나면

젠 본국으로 외화를 송금해 주고 있어 이 나라

서 Rent Seeking(지대추구)라는 사회적 문제

경제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런

를 낳고 있다. 즉 어렵게 해외에서 송금해 주

데 최근 이곳에도 부동산 열풍이 불고 있다. 공

는 귀중한 외화나 수출 금액들이 또 다른 부

식 통계에 의하면 아디스아바바시 인구는 3백

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사용되지 못하고 주택

5십만명이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공무원, 가게

건축, 부동산 투기, 사치품 소비재 수입 등으

주인, 심지어 운전기사에게 물어봐도 말도 안

로 비정상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정착 미래 부

된다고 한다. 최소 6백만 명에서 많게는 8백만

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업, 신기술 개발 투자

명까지 이야기 한다.

등이 저조해진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오죽했
으면 제2차 국가경제발전계획(GTP II)에서 공

에티오피아도 수도와 지방도시간, 지방도시

식적으로 Rent Seeking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와 농촌간 소득격차 심화로 현재 아디스아바

주요 신문인 Herald, Daily Monitor, Capital,

바시는 만성적인 교통난과 주택보급 부족에

Reporter에서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원

시달리고 있고, 정부는 방 2개 또는 3개정도

인으로 거론하고 있다.

의 서민아파트를 도시외곽에 짓고 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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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중인 건물들

아디스이바바시 외곽 서민 아파트 단지

또다른 문제는 경제개방에서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대한민국도 그러한 경

우리나라 역사속에서도 19세기 후반 조선왕

제정책을 통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점차

조의 흥선대원군은 서양문물과 천주교 사상로

경쟁력 강화를 이끈 사례가 있으니 말이다. 그

인해 백성들이 혼돈에 빠지고 특히 양반제도

런데 경제개방의 수준과 정도가 심각할 정도

의 붕괴를 우려하여 쇄국정책을 펼쳤다. 조선

로 엄격하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개방된 경공

의 힘으로 우선 부강하게 만든 후 대등해 지면

업 및 철강분야에서 조차 자국 내에서 발생한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논리이니 그 당시의 시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없으니 결국은 불

대상황으로 보면 그리 틀린 말도 아닌 것 같다.

법적인 방법으로 송금할 수 없게 되어져 있다.

2017년 9월 에티오피아 정부를 보면 똑같고

특히 수입 신용장(L/C) 개설이 간혹 중단될 정

할 순 없지만 그런 우려가 느껴진다. 현지 진출

도로 외환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 상황은 정부의 외환부

다. 현지 상업은행에 외환보유고가 없으니 물

족이지만, 외국기업이 가지고 온 외환도 정부

건을 수입하여 2차 가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가 강제적 현지화로 교환하도록 하며, 현지에

창출하거나, 자국내 산업활동에 사용해야 할

서 창출한 수익을 외환(달러, 유로)으로 바꾸

원자재 수입이 원활하지 않아, 제조공장이 생

어 송금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논리는 간단하다.

산을 중단하고 있거나, 신축건물들이 자재부

에티오피아는 많은 기회가 있는 땅이며, 향후

족으로 공사중단이 된 경우를 너무 흔하게 볼

20년 후에는 1억 인구를 가진 거대한 소비시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세계은행, IMF등이 수

장이 되는데 지금 경제개방을 하면, 외국기업

차례에 걸쳐 권고하고 있지만, 현지 고위층에

들이 전 산업에 걸친 경쟁우위를 통해 자국 내

서는 이 길 만이 가난한 나라를 선진 자본주의

기업들이 도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에

국가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티오피아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부문만 제한

것 같아 안타깝다.

적으로 개방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
의 문제이다. 2016년 8월 에티오피아 도로청

여기까지는 매우 합리적인 의사결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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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발표하는 세미나 행사를 하였다. 교통

그런데 이러한 경향을 에티오피아만의 상

부, 경찰청, 유료도로공사, 교통청, 각 주의 도

황이라고 말할 순 없을 것이다. 힘 있는 정부

로국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자리였는데, 그 때

관계자, 나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사에게만

필자는 이곳에 온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꽃길을 만들어 준다면 결국은 또 다른 Rent

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도로 및 교통관리를

Seeking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그 때 아디

협력에 관한 것이다. 현지에 파견 나온 우리나

스-아다마 고속도로, 아디스아바바시 순환도

라 공공기관, 민간기업, NGO간의 협력이 중

로와, 남부 즈와이, 북쪽 피체지역의 도로포장

요한 것 같다. 필자는 도로관련 교통분야 자문

상태를 사진으로 보여 주었다. 결론적으로 이

관이니까 철도, 항공, 교육, 보건등을 완전히

나라 총리, 대통령, 교통부장관, 외국 국빈들이

무시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현재 UN과

다니는 길과 그렇지 않는 길의 차이가 너무 심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속가능

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 지도자들은

한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이 나라가 이 만큼 부강하고 잘 관리되고 있는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로를 만드는 이

데 왜 불만이 있느냐고 오히려 국민들을 훈계

유가 단순히 토목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이 목

하게 되고, 이러면 국민들은 현 정부로부터 마

적이 아니라, 낙후된 지역의 보건, 교육, 경제

음이 멀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간곡히 이야기 했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 인프

다. 그렇게 만든 책임이 나를 비롯한 우리에게

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 병원,

있다고 했다.

시장으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도로와 공항들이 필요한데 이것은 각 주체간

에티오피아를 처음 방문한 분들의 평가는

의 협력없이는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교

극과 극을 달린다. 대통령궁 인근이나 공항인

통부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이 유럽이나 중국보

근 볼레 지역만 다녀간 사람들은 에티오피아

다 더 소중한 파트너인 이유는 돈이 아니라 라

를 국내 중소도시와 비슷하고 아주 살기 좋은

는 것이다. 지원규모로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

곳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조금만 방향을 틀어

영국, 미국, 터키, 인도, 일본을 도저히 따라 갈

서 도심외곽지역 깔리띠나 서민들이 밀집해

수가 없다. 그런데 한국은 각 지역에 KOICA,

살고 있는 22번가 지역을 가보면 곳곳의 구멍

월드비전, 비전케어 등 NGO 활동이 활발해서

난 도로와 진흙탕에서 뒤엉켜 오도 가도 못하

주민들의 확고한 신뢰와 기존에 진출한 경남

는 교차로를 목격하게 되면, 에티오피아 방문

기업, 도화엔지니어링의 품질 좋은 도로 및 산

은 한 번으로 족하다는 말씀을 하고 가신다. 추

업단지 공급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EDCF

후에 만났을 때도 그 때 경험으로 충분하다고

에서 지속적으로 도로, 전기, 농업등에 활발한

하면서 다시 오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할 때 정

지원이 이루지고 있는 것이 차별화 되어져 있

말 씁쓸했다.

다는 것이다. 중국처럼 자국 노동자 송출이나
자원확보 보다는 에티오피아 발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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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려는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열한 경쟁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해야 할 것이

그렇다. 내 가족, 내 직장, 내 나라만 생각하다

다. 개인사업가, 토목 엔지니어링업체, 자동차

보면 언젠가는 고립되고, 가장 어려울 때는 오

판매업, 철강, 의류 봉제업 등 다양한 우리나라

로지 혼자서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나와야 할

기업들이 있다. 이들 기업의 수출이 지금 대한

것이다.

민국을 가동시키는 힘이 원천이다. 전 세계 최
전방에서 자신과 가족 그리고 회사, 대한민국

필자처럼 국가의 소중한 세금으로 파견나온

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이들이 더욱더 생산적

정부와 공공기관 직원들부터 주에티오피아 대

이면서 효과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

한민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각자의 자원을 공

는 것이 필자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할 일인 것

유하고 서로를 이끌어 준다면 그 시너지는 미

같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나라의 수

국, 중국, 영국, 독일의 자본력을 이길 수 있다

출증대와 에티오피아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

고 확신한다. 10여년간의 해외 여러나라의 경

다면, 필자와 같은 공공부문이 대한민국과 각

험을 비쳐볼 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은 국제기

경제주체들에게 더욱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

구나 선진국 파견자들조차도 자신들 부서내

을 것이다.

경쟁자들과는 정보공유를 잘 하지 않는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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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하면 자신들 성과를 공유하고 싶지 않은 서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에 대한 고마움은 우

구의 지극히 합리적인 개인주의가 기본적으로

리에게 아름다운 전통이 내려오기 때문이다.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다음해의 파종을 위하여 씨앗은 반드

에티오피아에 있는 것이 더욱 더 행복하게 느

시 지킨다는 것이다. 에티오피아라는 오랜 전

껴진다. 여기서는 모두들 선교사적 사명이랄

통과 역사를 가진 나라의 재건과 부흥을 위하

까? 함부러 나의 잘난 것, 가지고 있는 것을 자

여 우리나라가 해보고 성공했던 다음세대를

랑하기 보다는 자제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

위한 교육, 서로의 것을 나누는 마음, 가난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을 보기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정신력과 근면성이라는

때문이다. 민간 진출기업은 지금보다는 더 치

씨앗을 나누기를 바란다. 이것은 에티오피아

현지진출 공공기관, 기업, NGO 합동간담회

꽉 막힌 1번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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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세대가 다음 세

었다. 부모님께 전화하고 인사할 테면 아주 습

대를 위하여 또 넘겨주어야 할 소중한 가치라

관적이며 상투적인 인사를 했다. “어머니 잠시

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147년! 에티오피아

시간을 내서 인사드릴게요. 목요일에 저녁 같

는 국제원조 수혜국이 아닌 공여국이 되어져

이 해요”라고 말이다. 그런데 나도 안다. 그냥

있음을 확신한다.

던지는 말이라는 것을. 그럼 어머니는 “우린
아무 걱정 없다. 신경 쓰지도 마라. 니 일이 우
선인께. 난 아무 걱정 없다. 걱정 없다.”하고 전

⑧ 그리고, 다시 에티오피아에서 사랑
을 외친다.

화를 뚝 끊으신다. 그리고 난 내 일 한다고 하
면서 잊고 있다가 출국전날 잠깐 평촌에 계신
부모님께 형식적인 선물, 인사만 드리고 금방

사랑하면 모든 것이 예뻐 보인다고 한다. 나

나온다. 이 글을 쓰다가 잠시 펜을 멈추고 생

를 뻔히 속이는 것이 눈에 보여도 미운 것이

각해 본다. 나를 지난 49년간 길러주고 응원해

아니라 가엽기도 하고 불쌍하면서도 마음이

주신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와 부모님이 나를

짠해 진다고나 할까? 에티오피아에서 20여년

대하는 태도가 어찌 이리 다른지 정말 나 스스

가까이 살고 계신 교포의 말이 생각난다. 그 분

로에 부끄럽다. 아이들 말대로 하면 내가 무슨

이 지난 10여 년간 학교도 보내주고, 매월 조

지구를 지키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나라

금이나마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

를 구하는 나랏일을 한다고 그리 무심하고 배

고, 시시때때로 음식, 의복, 차비등을 챙겨주

은망덕 한지 모르겠다.

었으니 이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알아서
해 주었으면 하는데도, 또 다른 혜택을 달라고

이곳에서 내가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할 땐 순간적으로 화가 난다고 했다. 자신을 봉

근무하는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관련 컨설팅 사

으로 아는 걸까? 사람이 왜 이리 받으려고만

업 하나 더 수주하는데 혈안이 되어져서 수주

할까? 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분이 그런 생각

에 성공하면 기쁘고, 실패하면 실망하고 부끄

을 했다는 것이다. 나도 나의 부모에게서는 그

러워진다면 내 인생에게 너무 부끄러워질 것

런 존재였던 거라는 것이다. 지난 2년여 기간

같다.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그 날을 상상해 보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비슷한 경험을 해 본다.

자. 1951년 5월 한국에 도착한 에티오피아 황

내가 준 것이 훨씬 많은데도, 나에게 그것의

실 근위병으로 구성된 걍뉴(Kangnew)부대원

100분의 1에 대한 서비스를 요구할 때는 매정

6037명은 253전 253승의 전과를 올렸고, 전투

하게 돈을 달라고 할 때면 야속한 생각이 든다.

중 12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들이 만약 1만
4500킬로미터의 지구 반 바퀴를 돌아 온 전장

그런데 나는 어떠했나? 모처럼 에티오피아

에서 무공훈장을 따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공무원들을 데리고 방한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싸웠다면 이토록 용맹하게 싸웠을까 되물어

여러 기관들을 방문할 계기가 2차례 정도 있

본다. 그들이 떠나오기전 1951년 4월 하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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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레시에 황제는 아디스아바바에서 거행된 출
정식에서 다음과 훈시한다.
“오늘 그대들은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지
켜왔던 대의를 지키기 위하여 대장정을 떠난
다. 정확히 15년 전 4월에 그대들의 통수권자
이며 황제인 나는 전장에서 국제연맹을 향해
불패신화의 에티오피아 강뉴 부대원들

피맺힌 절규를 보냈다. 그러나 정확히 15년전
오늘 국제연맹은 집단안보 원칙을 지키지 못한
다고 최종적인 발표를 했었다. 한국이 공격받
은것에 대하여 국제연합(UN)이 결정한 집단
안보의 호소를 주저함이 없이 우리 에티오피아
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책무에 할 바를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시민으로서 시대를 뛰어 넘는 가장 신성하
고 엄숙한 우리의 의무임을 명심하라.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1968년 방한)

나의 사랑하는 에티오피아 장병들이여! 이
것을 꼭 기억하라. 이 땅을 되찾은 것은 우리
선열들의 피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왔던 자유
우방국들의 도움도 있었다는 사실을.”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과 그들의 조건 없는
행동들이 마땅히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써
에티오피아를 세계의 중심국가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이유가 있으며, 애틋한 심정으
로 이 땅 에티오피아 모든 우리 형제들을 한없
는 사랑의 눈길로 이해하고 보듬고 격려하며
가까운 장래에 몸과 마음이 자라서 에티오피
아보다 더 연약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위대한
에티오피아가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할 분명
한 이유이다.

한국전 참전 부상병들에게 훈장수여중인 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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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류인프라
구축 동향 및
전망과 시사점(1)

K-BUILD저널 2017. 10월호

1. 세계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1.1 세계 건설시장 동향
2016년의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2015년
대비 10%가량 성장한 9.7조 달러를 기록 하였
다.1) 2017년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10조 달러
의 벽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까지
연평균 7%대의 견고한 성장을 하여 12조 2천
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위: 억불, %)

임 재 국 연구위원/Ph.D
대한상공회의소

그림1 해외건설시장 전망 및 추이 2)

세계건설시장의 지역별 점유율은 그림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시아가 51%로 가장 크
고, 기타 유럽이 22%, 북미/태평양이 16%로
뒤를 따르고 있으며 잠재력이 큰 신흥시장으
로 각광받고 있는 아프리카는 1% 수준으로 아
직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가장 큰 시장
1) 출처 : IHS, Global Construction Outlook
2) 출처 : Global Construction Outlook, 그림에서 위선의 추이
는 전체 건설시장 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아래선의 추이
는 기업들에게 개방된 시장규모를 나티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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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아시아 건설시장은 그간 해외 건설시장을

극화로 인한 정세 및 정치적인 불안이 부정적

주도해 왔던 중동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북미지역은 미국 트

핵심지역이자 성장잠재력이 큰 중앙아시아 지

럼프 신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및 멕시코 국경

역이 저유가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성장세

장벽 건설 추진 등으로 지역정세 불안 가능성

가 둔화되고 있다. 또한 IS 및 추종세력들의 테

은 상존 하고 있으나 트럼프 신정부의 5년간

러로 인한 안전문제가 상존하고 시리아내전,

5,500억불 이라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으

이라크 정세 등 아직도 정치적인 혼란이 지속

로 건설경기는 지속적으로 호조세를 보일 것

되고 있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다

으로 전망된다.

만 사우디, 이란 등 오일머니를 배경으로 막대
한 인프라투자를 지속해온 전통적인 산유국들

특히 미국 신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

의 경기침제로 인한 경기부양 필요성이 대두

대통령의 친기업적 성향과 민간중심의 인프

되고 있으며, 산업 및 도시화의 진전으로 교통

라 투자 계획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돈을 쓰

및 발전 중심의 인프라 확충은 지속 될 전망이

는 투자보다는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

다. 또한 이라크의 전후 복구 작업이 정치적인

는 정책이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판

안정과 함께 지속된다면 또 한번의 중동 건설

단이다. 이러한 신정부의 성향으로 볼 때 인프

붐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변수로 작용 할 것

라 투자에 있어서도 민간기업이 더욱 매력을

이다.

느끼는 분야가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단
기적으로는 당장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원유와
미드스트림 분야의 투자와 노후화 된 전력 송
배전 투자가 유력하지만 장기적으로 도로교통
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3위의 규모를 갖고 있는 유로 존 건설시장
은 2015년 하반기 이후 서서히 회복세로 돌아
섰으며 2017년 현재까지 완만한 성장세를 보
이고 있다. 그리스 등 유로존의 경제위기 후 독

그림2 해외 지역별 건설시장 규모

3)

일, 프랑스, 영국 등 유로존의 경제대국들의 경
기부양책과 더불어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하

북미 태평양 지역은 베네주엘라 등 산유국

및 양적완화 정책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의 건

의 저유가와 남미대륙의 전반적인 경기침제로

설시장 역시 완만하게 성장해 나갈 것으로 판

건설 산업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사회 양

단된다. 다만 그리스 사태 등 몇몇 재정불건전

3) 출처: IHS, Global Construction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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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러시아 재정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

가와 자원가격의 반등, 영국과 서유럽의 테러

을 인식한다면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등의 문제 해결이 가시화될 경우 성장세는 예

정책을 통하여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할 것으

상치를 상회할 여지도 존재하고 있다.

로 판단된다.
선진국 주택시장 중에서는 미국 및 영국 주

1.2 공종별 건설시장 동향

택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미국
2016년 세계 공종별 건설시장 규모를 살펴

의 경우 리먼 사태 후 지속적으로 인하했던 금

보면 주택과 오피스가 주류인 건축이 약 5.6조

리를 2015년부터 금리인상을 서서히 단행 하

달러로 59%를 점유하고 있으며, 토목이 2조

고 있을 정도로 경제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며,

달러를 상회하여 21%, 플랜트가 약 2조 달러

경제호조로 인한 주택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

로 20%를 점유하여 그 뒤를 점하고 있다.

다. 이러한 추세는 트럼프 정권의 정책기조에
맞물려 향후 주택시장도 완만하게 성장해 나
갈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존의 경우 특히 영국 주택시장이 활기
를 띠고 있으며, 2015년 이후 보였던 연평균
5% 성장은 향후에도 가능할 전망이다. 개도국
주택시장에서는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아시
아 지역에서는 인도시장이 6% 이상 성장할 전

그림3 해외 지역별 건설시장 규모

4)

망이며, 특히 유가 하락에서도 불구하고 사우
디아라비아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주택 건

건축분야의 약60%를 점유하고 있는 2016

설의 활성화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년 주택시장은 전년과 비슷한 3.3조 달러를 기

잠재력이 커 신흥 시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록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경기호전과 함께

인도의 경우 경기 호조세로 주택시장도 호황

2018년까지 연평균 3.5% 성장할 전망된다. 세

을 맞고 있으며, 신규 건설도 크게 늘어날 전망

계 주요 주택시장을 살펴보면, 최대 주택시장

이다.

인 중국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 10%
이상 성장했으나, 2015년을 계기로 성장률은

건축과 토목, 플랜트에 포함 되어 있는 세계

5%대로 낮아질 전망된다. 향후 중국 경제당

인프라시장 규모는 2016년 말 현재 2.8조 달

국이 중국경제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라도

러로 전체 건설수요에서 32% 차지하고 있으

4) 출처: Global Construction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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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중 도로·다리·항만 등 교통 분야가 1.28

도 발생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SCM

조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산업용 플랜트

을 구현하는 중요한 활동이 수송 및 물류오퍼

1.1조 달러, 공공시장이 나머지를 점하고 있다.

레이션이다. 수송 및 물류관리가 SCM의 80%
를 차지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송 및

세계 인프라시장은 매년 연평균 4.5%씩 비

물류관리 효율성을 좌우하는 것이 도로 및 항

교적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특

만, 철도, 항공 등 수송인프라로 물류센터와 물

히 도로와 교량, 항만, 공항, 철도 등 수송인프

류장비와 함께 기능적인 물류를 담당하는 중

라 분야의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어 향후 글로

요한 요소인 것이다. 그러한 연유로 물류를 네

벌 건설시장의 핵심시장으로 떠오를 것으로

트워크 및 장치산업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

예상된다. 도로와 항만, 공항 건설은 전통적으

한 SCM의 활동을 담당하는 전세계 운송 및

로 산업용 플랜트 시장과 함께 우리기업들의

물류 회사들 간의 성과는 국가 간 기업들 간

해외시장 진출의 핵심적인 분야이며 성장시장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성과의 차이가 큰 주된

인 만큼 향후 전략적인 가치는 더욱 증대될 것

이유 중 하나는 효과적인 물류 운영에 필수적

으로 예상된다.

인 인프라의 품질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World Bank에서 발표한 물류 성과 지수는

2. 세계 수송인프라 동향 및 전망

국가 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며, 그 이
유는 각국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제에 대
한 해결책이 아직까지 제시되지 못하기 때문

2.1 수송인프라의 중요성

에 기인한다. 수송인프라는 보통 교통인프라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공급망이 더

와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

욱 길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시장 환경은 급격

으로 인해 여객 수송과 물류활동을 지원하는

하게 변화하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화물수송간의 간섭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

5)

이러한 경영환경 속에서 SCM 은 재고를 최

송인프라에 대한 투자 계획을 수립 할 때 우선

소화하여 비용절감을 가능하게 하고, 고객의

순위를 정하기가 힘든 것이다. 또한 수송기능

다양한 니즈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하는 등 기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 의사결

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부각

정 요소이다. 예를 들어, 도시 간 거리가 상대

되고 있다. 최근 글로벌기업들은 단순한 재고

적으로 큰 미국과 인도네시아에서는 국내 항

감축 기법이 아닌 전략무기로서 SCM을 활용,

공이 주요 교통수단일 것이고, 반대로 서유럽

SCM 수준에 따라 업계판도가 뒤바뀌는 경우

에서는 도시가 서로 가까워지고 도로 및 철도

5) 공급망관리(SCM : Supply Chain Management)란 제품 생산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전체 프로세스에 걸쳐 내부기능 및 협력업체와
정보공유, 협업을 통하여 공급망 관련 의사결정 및 경영최적화를 추구하는 경영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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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 강력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국내 공항

수송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

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좌우하고 있는 요
소로 대두되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도로 혼잡이

알 수 있다.

증가함에 따라 철도는 특히 고속철도와 도시
철도가 다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친환경 물류

2.2 수송인프라 현황 및 전망

의 대두로 철도운송에 대한 수요가 일부 지역
에서 늘어나고 있다. 일부 인구가 증가하고 도

수송인프라 2025년까지 전세계 운송 인프라

시화 진전이 빠른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도

투자는 연평균 5% 안팎의 성장세를 나타낼 전

시의 혼잡을 줄이기 위한 여객과 화물의 수송

망된다. 이 중 아프리카 지역이 연평균 11%를

솔루션을 찾기 위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예를

웃도는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

들어 자카르타, 방콕 및 마닐라와 같은 성장 시

상되는 것인데, 시장 규모 측면에서는 아시아

장에서 가장 큰 대다수의 도시에서 도시를 효

태평양이 압도적인 우위를 이어갈 것으로 예

과적으로 운영하려면 주요 도심내 수송/교통

상된다.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이 대표적이다.

부문별로 전망해 보면, 향후 10년간 가장 강
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운송 인

이렇듯 수송 인프라는 글로벌화 된 세계경

프라 투자 부문은 항만분야일 것이다. 2025년

제 속에서 글로벌 지역간의 화물이동과 여객

까지 전 세계 항만 인프라 투자 증가율은 연평

그림4 지역별 기능별 수송인프라 시장 2025년 시장규모

6)

6) 출처: Assessing the global transport infrastructure market, PWC,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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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5.8%에 이를 전망이며, 공항 인프라 투자 증

도 연평균 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

가율은 연평균 2.6%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

나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소득세 인하

된다. 민간 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한 시장 규모

를 통한 소비 증가 정책에 인프라 투자가 영향

관점에서는 도로 인프라 투자가 향후에도 가

을 미칠 수 있다. 인프라에서 고용을 가장 크게

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견조한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건설 분야임을 감안할

경제 성장세와 폭발적인 자동차 보급률 증가

때 주택개발 또는 도로의 건설이 포함될 것이

세를 나타내고 있는 인도 등 이머징 시장에서

유력하다. 또한 미국 소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

도로 인프라 투자 강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

을 차지하는 것이 주거와 교통이라는 점을 고

상된다.

려하면 두 가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개인 소
득의 간접적인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효과도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경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전체 소비 중

규모가 큰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거는 26%, 교통은 14%로 두 항목의 소비

노후된 인프라 개발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가

비중은 전체 소비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형성되고 있는 철도 인프라 투자가 강한 성장
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상공회의소는 2030년까지 미국에 필요
한 인프라 투자수요를 총 2조 9,000억 달러로

지역별로는, 이미 고도로 발달된 운송 네트

예상하고 있다. 미국만이 아니라 WEF(세계경

워크 현황과 각국의 지속적인 재정 긴축 움직

제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종합 인프

임을 고려할 때, 서유럽 지역의 운송 인프라 투

라 스코어도 미국은 5.8pt로 일본이나 프랑스

자는 완만한 수준이 될 전망이며, 향후 10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

간 미국과 캐나다의 운송 인프라 투자 증가율

다. 다만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막대한 재

그림5 2020년 까지 미국 인프라 필요투자금액과 자금 조달 갭 7)
7) 출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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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2020년 까지 인프라

월 28일, 보아오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

개선 및 구축에 필요한 투자금액과 자금조달

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시아 운명 공동체’건

간의 갭을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시장의 강

설을 강조하면서 제창한 일대일로(一帶一路,

한 의구심 해소가 향후 원활한 인프라투자를

One Belt, One Road)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위한 선결조건일 것이다.

시주석이 2013년 9~10월 중앙아시아와 동남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처음 新실크로드 구상을

반면, 견조한 성장 모멘텀과 급속한 도시화

제시했을 당시에는 중국의 욕심으로 치부될

가 진행 중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운송 인프

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

라 투자는 향후에도 강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

다. 그러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57

망이다. 폭발적인 자동차 보급률 증가세를 따

개국의 창립회원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중

라잡기 위한 도로 인프라 투자 수요가 많을 것

국의 新실크로드 건설은 꿈이 아닌 현실 가능

이며, 도시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중교

한 계획이 되었다. 현재 일대일로를 위해 중국

통관련 인프라 투자나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에서 조달된 자금은 실크로드 기금 1,000억 달

향상으로 인한 글로벌 교역확대를 원활히 뒷

러, 중국정부의 투자 규모 511억 달러, 그리고

받침하기 위한 항만인프라 투자도 활발히 전

중국과 해외국가 간에 체결한 협약 규모 2,790

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억 달러에 달해 총 4,301억 달러 투자가 예정
되어 있다. 실크로드 투자규모를 보면 이 중 그

특히,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수송인프

림6과 같이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자국 내

라 투자와 관련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는 것은 1.04조 위안(한

국가이며, 실제 가장 큰 투자를 하고 있는 국

화 약185조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철도, 항만,

가이기도 하다. 2016년 중앙정부 예산안 중 비

고속도로, 공항에 집중되어 있다.

중이 가장 높은 것은 단연 국방분야로 약 35%
에 달한다. 수송인프라와 연관성이 깊은 항
목인 도시건설, 농림수리, 교통운수의 비중은
5.1%에 불과하나 실제 국제 원조형태로 조달
되고 있는 재원을 고려할 때 이미 아시아 수송
인프라 시장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아시아를 넘어 중앙아시아를 포
함하는 유라시아와 아프리카의 수송인프라 시
장에 대한 입김은 이미 미국과 호각세를 이루
고 있다. 그 중의 백미는 역시 지난 2015년 3

그림6 지방정부의 新실크로드 투자 계획

8)

8) 출처: 21세기경제보도,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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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림7과 같이 중국정부가 해외의 20개

중남미 지역은 자동차 보급률의 증가, 수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규모는 524.7억 달러에

입 물동량 및 항공 트래픽 증가에 효과적으

달하고 있으며, 전력망, 철도 건설에 집중되어

로 대응하기 위하여 역내의 도로, 항만 및 공

있다.

항 인프라 투자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2015년 중남미 인프라시장 규모는 전년대
비 3% 증가한 2,740억 달러를 기록 하였으나,
향후 2025년까지 역내의 수송인프라 투자 증
가율은 연평균 1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
어 글로벌 평균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
다. 또한, 중남미 국가들이 수송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서는 것은 낙후된 수송인프라가 각 국
의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최대의 원인이
라고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8에서 보듯이 특히 중남미교통 인프

그림7 지방정부의 新실크로드 투자 계획

9)

라 수준은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림8 중남미 교통 인프라 수준에 대한 평가 10)
9) 출처: 21세기경제보도,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인용
10) 출처: World Economic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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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은 각 종 통계에서도 잘 나타내

3. 시사점

주고 있다. OECD국가의 GDP 대비 물류비용
은 10%이나 중남미 국가는 16~25%에 이를

앞에서 논한 것과 같이 수송인프라 관련 투

정도로 교통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다. 특히 브

자는 향후 글로벌 경제회복과 지역 간의 교역

라질, 콜롬비아, 페루의 경우 항공운송, 도로,

증가, 역내의 경제발전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철도, 항만 등 제반 교통 인프라의 질에서 전

위한 니즈 등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세계 142개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이다. 다만 전체 건설시장에서 약 25%정도가

있다.

해외기업에게 오픈된 시장임을 감안할 때, 수
송인프라 시장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기업은

중남미 최대 수송인프라 시장은 브라질로

첨단기술과 혁신으로 무장하고, 민관협력과

2014년 기준 1,100억 달러 규모이며, 그 뒤를

국제적 공조를 통한 치밀한 전략 없이는 결코

멕시코가 560억 달러, 아르헨티나 220억 달러,

진입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칠레 224억 달러, 콜롬비아 164억 달러, 페루
68억 달러, 베네수엘라가 194억 달러를 기록

또한, 해외 수송인프라 시장의 경우 해당 지

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성

역의 복잡한 정치적 여건이 투자의 주요 걸림

장동력 확충을 위한 인프라 투자는 꾸준히 늘

돌로 작용할 전망이며, 전문성 또는 경험 부족

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 약 3,000억 달

과 공급 측면의 제약이 수송인프라와 관련한

러 시장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성장 잠재력은

투자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일 것이다.

타 지역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 시장이다.
수송인프라 시장에 대한 전망은 국제 정세
기타 글로벌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

와 글로벌 경제 여건, 각 국가의 상황, 좁게는

는 CIS 및 동유럽 국가들의 운송 인프라 투자

해외 발주자의 공사발주 계획과 입찰방식 등

도 점차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에 의해 가변적인 수치일 것이다. 항상 지역 정

자원 수출 의존도가 상당한 CIS 국가들의 경

보의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며, 각국 발주자의

우, 특별히 항만 인프라 투자가 2025년까지 연

최근 발주 동향이나 계획도 수시로 파악해야

평균 10%에 육박하는 강한 성장세를 나타낼

하므로 각국 발주자와의 교류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들에게는 틈새시장 역할

것이다.

을 충분히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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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지 원 변호사 (j.ha@tamimi.com)

FIDIC and BIM:
Missed Opportunity
or Turning the
Corner?

건축정보 모델링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이하 “BIM”)1) 은 이제는 유럽과

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J.D)
John Marshall Law School (LL.M)
前 Braumiller Shulz
前 법무법인 한결
前 한국광물자원공사
現 Al Tamimi & Company*
건설/자원/에너지/금융/인수합병 전문

Scott Lambert 건설/인프라 총괄 변호사
(s.lambert@tamimi.com)
University of Queensland (LLB)
前 Emirates Green Building Council
前 Holding Redlich
現 Al Tamimi & Company
건설/인프라 전문

1. FIDIC 이 BIM 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할
것인가?

미국뿐 아니라 중동지역내의 건설 프로젝트에
서도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그 결과
이미 일부 표준계약 양식에는 이미 BIM 구현

2. 다른 계약 양식에서는 BIM 이슈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을 위한 조항이 삽입되기도 한다. 올 연말 국
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 (“FIDIC”)이 발표
할 새로운 계약양식에 BIM 구현과 관련한 조

3. 당면한 프로젝트 계약시 BIM 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항이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하긴
하지만, BIM 은 여전히 업계에서 가장 핫한 이
슈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현업에 있는 필자들

Missed Opportunity?

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자주 받
는 질문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미리 발간된 FIDIC의 2017 Yellow Book
에는 BIM 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만

* Al Tamimi & Company는 중동지역 최대의 현지 법무법인으로 한국건설사들의 진출이 활발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GCC
전국가를 포함한 총 9개국에 17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1) BIM은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운영 등 건물의 생애주기 전 단계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건물의 형상, 속성 등을 정보로 표현한 디지털 모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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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FIDIC이 BIM 구현을 위한 조항을 추가하

면 필연적이라 할 수 있겠다.

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최종 발표될 FIDIC 신
규 계약 양식에서 BIM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

FIDIC은 아직까지는 다양한 위원회에서 어

지와 관련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떻게 FIDIC 계약 내에 BIM을 구현할지에 대

UAE 건설 업계에서의 BIM 필요성을 감안했

한 접근방법을 고려중이며, 연내 관련 지침

을 때, BIM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관련

을 제공하기 위한 잠정적인 일정을 발표한 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있다.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본질적으로 건설업은 당사자들간의 이해

Turning the Corner

관계가 상충되고, 특히 각 당사자들이 자신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점
을 감안하더라도, BIM은 다양한 사람들과 기

과연 FIDIC은 BIM의 채택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관들에게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지며, 그렇기에
BIM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조항이

이와 관련해 가장 현실적인 대답은 FIDIC이

없다는 계약상의 불확실성은 반드시 극복해야

안내지침 (guidance note)을 통해 BIM의 사용

하는 이슈이다.

을 다루는 메카니즘을 도입할 것이며, 여기에
는 BIM 구현 시 발생가능한 계약 상의 문제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건

명확하게 다룰 수 있는 실행계획 (Execution

축설계사, 엔지니어 및 시공사들은 각각의 이

Plan)과 프로토콜 (Protocol)이 포함될 것이란

익을 위해, 특히 프로젝트 수행시의 공기 준수

예상이다.

에 상당히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혜택을 가져
다 준다는 점에서 BIM 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안내지침은 FIDIC의 다양한 계약양식에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여 최근에는 두바이정

BIM의 적용이 가능한 유연한 메카니즘을 제

부 (Dubai Municipality)에서도 주요 프로젝

공하고, 시공사로 하여금 프로젝트의 상황

트에 BIM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다양한

에 맞게 특수계약조건 (particular conditions)

평가기준 (rating schemes) 에도 BIM을 채택

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미, JCT

하여 활용하고 있다.

(Joint Contracts Tribunal) 및 NEC3 (NEC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ntract) 등

이처럼 점진적으로 BIM의 사용이 늘어나고

표준계약양식을 관할하는 기타 기관들도 이와

있기에 FIDIC의 일반계약조건에 BIM에 대한

비슷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BIM 을 계약상

프로토콜들은 BIM 프로젝트 기간중 발생하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혼란은 어찌보

계약이슈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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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오고 있다. 일례로, 영국 정부가 공동

Risks to be Mitigated

으로 개발한 건설통합관리 시스템 (Computer
Integrated Construction; 이하 CIC) BIM 프

BIM 구현을 위해 도입되는 지침서 내의 프

로토콜은 건설프로젝트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로토콜은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고 반영해야

수 있는 세부사항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할 것으로 보인다.

있으며, 특히 BIM 구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BIM 일반 데이터 (common data) 공유
를 처리하지 못해 비난을 받아왔다.

i. 프로세스 및 데이터 구축
(Process and Data)

BIM이 다양한 개인 및 기관에 무궁무진한

기본적으로 BIM은 프로세스 정립을 위한 관

도움이 될 수 있고, 단일 프로토콜을 통해서는

리도구 (management tool)이며, 이러한 BIM

모든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

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모든 프로토콜에

기 때문에 BIM 프로토콜에 대한 비판은 놀랍

는 개별 당사자의 책임을 명확히 구별하는 절

지 않다. 이러한 비판은 계약 상의 BIM 구현이

차를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로토콜은 설

여전히 진화 중이며, 프로젝트마다 다르게 적

계 및 공사 변경을 다루는 일련의 메커니즘을

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만약 프로토콜

구축하고, 이에 대해 설계팀 구성원에 통지할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신뢰 및 안전 · 보안 등

수 있는 방법을 다룰 수 있고, 아예 BIM 만을

을 제공하지 못하면, 그 효용성은 매우 떨어지

담당하는 전담매니저 (BIM Manager)를 선임

게 될 것이다. BIM은 결국 사용자의 능력에 따

하여 설계변경을 감독하게끔 하는 것도 예상

라 달라지며, 기타 표준계약양식에서 개발한

해볼 수 있다. 또한 BIM 자료를 저장하거나 데

프로토콜이 비판받는 지점은 결국 FIDIC의 지

이터 백업을 위한 보안 등 해당 BIM에 포함될

침서 (guidance note)가 차별화할 수 있는 부

설계 정보를 지정하는 것도 프로토콜로 가능

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예상되는 Rainbow Suite의 개정은 협

ii.  상호운용 가능성 (Interoperability)

업을 통한 계약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
에 FIDIC은 이러한 추세를 BIM 지침서에 반

서로 다른 시스템과 소프트웨어가 사용되

영하고, 적절한 BIM리스크 분담을 할 수 있을

는 경우, 일관성의 측면에서 데이터가 유실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새롭게 도입되는 사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 경고제 (early warning procedure)는 BIM

서는 설계 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를

을 활용하여 건설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설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호환 가능한 소프트웨어

계 및 시공 부문 간의 잠재적인 충돌을 확인하

프로그램을 지정해 줄수 있어야 한다.

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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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표준화 (Standardization and
Consistency)

v. 위험 분담 (Risk Allocation)
프로토콜에는 다양한 설계자가 설계 시에

BIM의 복합성을 감안하면, 표준화된 지침
서를 보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해당 프로

제공한 자료를 보증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

토콜에는 각종 용어의 정의뿐만 아니라 인도
물 및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vi. 협업 (Collaboration)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계약 조건
은 프로토콜 상의 조건 및 결과물이 설계를 담

프로토콜은 모든 설계자들이 협의를 하기

당할 모든 시공사와의 계약에 명시되어야 한

위한 회의에 반드시 참석하고, BIM 매니저와

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함께 협업해야 하는 내용을 의무화할 수 있다.

iv. 저작권 및 모델 소유 (Copyright and
Ownership)

결론
FIDIC은3곳의 위원회를 통해 어떻게 계약

전통적으로 개별 당사자는 설계를 담당한

양식에BIM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

모델의 각 요소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해왔으

을지를 고민하고 있으며, 이는 납득할 수 있는

며, 이러한 방식은 FIDIC 프로토콜에서도 계

접근방식으로 보인다. FIDIC은 개별 계약 하

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방이 설계를 담당

에 BIM 구현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프로토콜

한 모델을 활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프로토

과 함께 지침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콜에 따라 해당 작업 당사자에 비독점적인 라

이는 개정예정인 Rainbow Suite 와 동일한 맥

이센스를 부여할 수도 있고, 건물 인계 이전에

락에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발주처가 모델을 보수 · 유지 목적으로 사용하

관리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는 경우에도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어

BIM 구현이 가능한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느 시점에 모델링의 소유권이 발주처 또는 최

있는 계약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종 사용자에게 귀속되는지도 정할 수 있다.

맞출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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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Termination)

KJ Park (박 기정)
영국 변호사
Corbett & Co International Construction
Lawyers -영국 런던에 소재한 국제 건설 전문
법률회사 (www.corbett.co.uk) 근무
저자는 한국 대기업의 국제 법무실 근무
경험 등을 포함하여, 약 20년 이상 국제 건설
분야에서 활약해오고 있음.

1. 들어가는 말

공사가 동 지시를 준수했는지 그리고 시공사
가 계획대로 공사를 완공할 수 있을지 문의합

어느 나라에서 종합 경기장 건설이 진행되

니다. 이에 감리자는 서신으로 시공사가 동 지

었습니다. 어떤 사유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발

시를 준수하지 못했음을 확인하면서 공사 완

주처는 시공사를 바꾸려고 공사 중 계약 해지

공을 위해서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

(Termination)를 추진합니다. 감리자는 계약

급합니다.

규정에 따라i) 작업된 일부 구간의 하수도 시
설을 제거하고 다시 작업하여 관련당국의 검

본 공사의 계약서인 FIDIC 4판에 따르면, 감

사를 통과할 것과, ii) 육상 경기장 트랙과 그

리자는 계약 내용과 맞지 않는 자재, 설비 및

경계석을 제거하여 다시 공사할 것을 지시하

작업에 대해서 이를 제거하고 다시 공사를 하

면서 이들 작업들을 28일내에 할 것을 서면 통

라는 내용의 지시서를 발급할 수 있고(39.1

보합니다. 약 한달 후, 발주처는 감리자에게 시

항1)), 이후 감리자는 자신의 의견으로 시공사

1) 39.1 Removal of Improper work, Materials or Plant
The Engineer shall have authority to issue instructions from time to time, for:
(a) the removal from the Site, within such time or times as may be specified in the instruction, of any materials or Plant which, in the
opinion of the Engineer, are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b) the substitution of proper and suitable materials or Plant, and
(c) the removal and proper re-execution, notwithstanding any previous test thereof or interim payment therefore, of any work which,
in respect of
(i) materials, Plant or workmanship, or
(ii) design by the Contractor or for which he is responsible, is not, in the opinion of the Engineer,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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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8일내에 동 지시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

주처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면, 시공사가 받을

다는 것을 발주처에 확인하면, 발주처는 이를

기성 등 모든 지급은 발주처의 모든 비용이 확

근거로 14일 사전 통보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정될 때까지 유보됩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발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63.1항2)).

주처가 부담하는 손해와 공사 완공 시까지의
추가 비용을 보상해야 하며, 그 외 계약과 관련

발주처는 39.1항의 지시내용 위반을 근거로

하여 발주처가 받을 자격이 있는 비용도 부담

63.1항에 따라 시공사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

해야 됩니다. 즉 시공사는 그 명성 손상에 더불

합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 통보 후14일을 기다

어 금전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반면, 나

리지 않고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받아 현장으

중에 발주처가 계약 해지 할 자격이 없다고 판

로 들어가서 시공사를 내보내고 해당 장비 및

결될 경우, 발주처는 시공사에게 관련하여 발

자재들과 기록들을 압수합니다. 이를 받아들

생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꺼꾸로 발

일 수 없었던 시공사는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주처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중재를 진행합니다. 과연 중재인은 어떻게 판
단했을까요?

따라서 보통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발
주처는 시공사의 귀책으로 계약에 따라 해지
가 되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

2. 계약 해지

히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예로, 계약 해지 통보
전에 발주처는 계약 해지의 자격을 주는 규정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가 되는 경우,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사유로 공사가 해지되었

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을 확인하고
따르며 관련 근거를 충분히 준비합니다.

는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시공사의 입장에서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어떤 기업에

1) 영미법상 계약 종료

는 정말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미법상 계약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으로 시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

사유로 종료됩니다.

2) 63.1 Default of Contractor
…or if the Engineer certifies to the Employer, with a copy to the Contractor, that, in his opinion, the Contractor:
(a) has repudiated the Contract, …
(c) has failed to comply with a notice issued pursuant to Sub-Clause 37.4 or an instruction issued pursuant to Sub-Clause 39.1
within 28 days after having received it, …
then the Employer may, after giving 14 days' notice to the Contractor, enter upon the Site and the Works and terminate
the employment of the Contractor without thereby releasing the Contractor from any of his obligations or liabilities under the
Contract, or affecting the rights and authorities conferred on the Employer or the Engineer by the Contract, and may himself
complete the Works or may employ any other contractor to complete the Works. The Employer or such other contractor may
use for such completion so much of the Contractor's Equipment, Temporary Works and materials as he or they may think
pr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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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Performance)

따라서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는

- 합의(Agreement)

Repudiation의 법 원칙에 맡기기 보다는 구체

- 계약 불능(Frustration)

적인 계약 해지의 메커니즘을 계약서에 규정

- 중대한 계약 위반과 이의 수용(Repudiatory

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훨씬 명확하고 유용합

breach and its Acceptance)

니다. 대부분의 국제 건설 표준 계약은 계약 해
지(Termination)에 대해서 별도로 상세한 규

계약 불능(Frustration)의 경우는 예로, 건물
을 보수하기로 계약하였는데 건물이 화재로

정은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FIDIC의 규정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실된 경우 등을 생각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지만, 중대한 계약 위반(Repudiatory

2) 계약 해지 규정(FIDIC4))

breach of contract)은 다소 복잡합니다. 먼
저 중대한 계약 위반은 예로, 발주처가 시공사
에게 현장 인도를 거부하고 시공사가 현장에

(1) 발주처의 계약 해지(Termination by the
Employer)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시공사를 선정
한 경우와 같이 그 위반의 내용이 심각하여 계

■ 정정 통보(Notice to Correct)

약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경우로, 보통 피위반

Sub-Clause 15.1에서는 감리자는 시공사에

자에게 계약 종료의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즉

게 계약에 따른 어떤 의무 수행에 실패한 것

Repudiatory breach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들에 대해서 통보하고, 명시된 합리적인 기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피위반자에게 계

한 내에 이들을 이행할 것 또는 보수/보완

약을 추인하고(affirm the contract) 그 위반에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른 손해보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그 위반을
수용하여 계약을 종료하고 그 손해보상을 청
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다른 예로,

Employer)

기성 지급 지연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반적으

Sub-Clause 15.2에서 구제적인 다음과 같

로는 기성 지급 지연은 Repudiatory breach로

은 6가지의 발주처의 계약 해지 근거를 규

취급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취

정하고 있습니다.

급될 수도 있습니다.3) 즉 어떤 계약 위반의 경

(a) fails to comply with Sub-Clause 4.2

우 계약 종료가 가능한지는 그 해당 사안과 상

[Performance Security] or with a notice

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under Sub-Clause 15.1 [Notice to

3) C J Elvin Building Services Ltd v Noble [2003]
4) 1999년 FIDIC Red Book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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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t].

을 감리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b) abandons the Works or otherwise
plainly demonstrates the intention
not to continue performance of hi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 계약 해지 시 평가(Valuation at the date of
Termination)
Sub-Clause 15.3에서는 계약이 해지되면

(c)(i) without reasonable excuse fails to

감리자가 공사, 재화 그리고 시공사의 서류

proceed with the Works in accordance

및 계약에 따라 시공된 공사와 관련하여 시

with Clause 8, (ii) without reasonable

공사에게 지급될 금액 등에 대해서 평가하

excuse fails to comply with a notice

도록 하고 있습니다.

issued under Clause 7.5 (Rejection),
Sub-Clause 7.6 (Remedial Work)
within 28 days after receiving it.

■ 계약 해지에 따른 지급(Payment after
Termination)

(d) Subcontracts the whole of the Works

Sub-Clause 15.4에 따르면, 상기 15.2항

or assigns the Contract without the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면 발주처는 Sub-

required agreement.

Clause 2.5에 따른 발주처 클레임 절차를 진

(e) becomes bankrupt or insolvent, goes

행하고, 추가 기성을 유보하고, 발주처에 발

into liquidation, has a receiving or

생된 어떤 손해와 손실 및 공사 완공에 필요

administration order made against

한 추가 비용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him, compounds with his creditors, or

하고 있습니다. ,

carries on business under a receiver,
trustee or manager for the benefit of
his creditors.

■ 발주처의 계약 해지 자격(Employer’s
Entitlement to Termination)

(f) giving or offering bribes, gifts,

Sub-Clause 15.5 에서는 발주처의 편

gratuities, commissions or other thing

의에 따른 계약 해지를(Termination for

of value.

Convenience) 다루고 있습니다. 즉 발주
처는 원하면 28일의 통보로 계약을 해지

대부분의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주처가 자기 자

는 발주처는 14일의 사전 통보를 하도록 하

신이나 다른 시공사가 공사를 계속 하도

고 있으나, 파산과 뇌물에 연루된 경우에는

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계약 해지를 하

즉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

해지되면 시공사는 현장을 철수해야 하며,

주처 편의에 따른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시

관련된 재화(Goods), 모든 시공사의 서류

공사는 별도로 Sub-Clause 19.6 [Optional

(Documents) 그리고 기타 디자인 서류 등

termination, Payment and Release]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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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급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c) the Contractor does not receive the
amount due under an Interim Payment

(2) 시공사의 계약 해지(Termination by the
Contractor)

Certificate within 42 days after the
expiry of the time stated in Sub-Clause
14.7 [Payment] within which payment

■ 공사 중단(Contractor’s Entitlement to
Suspend Work)
Sub-Clause 16.1에서는 감리자가 Sub-

is to be made (except for deductions
in accordance with Sub-Clause 2.5
[Employer’s Claims])

Clause 14.6[Payment Certificates]

(d) the Employer substantially fails to

에 따라 기성 확인하지 않는 경우와, 발

perform his obligations under the

주자가 Sub-Clause 2.4[Employer’s

Contract

Financial Arrangements] 및 Sub-Clause

(e) the Employer fails to comply with

14.7[Payment]에 따르는 것을 실패하는 경

Sub-Clause 1.6 [Contract Agreement]

우에 시공사에게 공사 중단의 자격을 주고

or Sub-Clause 1.7 [Assignment]

있습니다. 이 경우 시공사는 21일 사전 통

(f) a prolonged suspension affects the

보를 해야 합니다. 본 공사 중단의 자격은

whole of the Works as described

시공사의 공사 해지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

in SubClause 8.11 [Prolonged

습니다.

Suspension]
(g) the Employer becomes bankrupt or

■ 시 공 사 의 공 사 해 지 ( Te r m i n a t i o n b y
Contractor)

a receiving or administration order

Sub-Clause 16.2에서는 다음과 같은 7가지

made against him, compounds with his

의 계약 해지 근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creditors, or carries on business under

(a) the Contractor does not receive the

a receiver, trustee or manager for the

reasonable evidence within 42 days

benefit of his creditors, or if any act

after giving notice under Sub-Clause

is done or event occurs which (under

16.1 in respect of a failure to comply

applicable Laws )has a similar effect to

with Sub-Clause 2.4 [Employers

any of these acts or events.

Financial Arrangements]

대부분의 경우, 즉 (a)-(e)의 경우에는 계약

(b) the Engineer fails within 56 days after

해지를 위해서는 14일의 통보가 요구되지

receiving a Statement and supporting

만, (f)와 (g)의 경우에는 통보로 즉시 계약

documents, to issue the relevant

이 해지됩니다.

Payment Certificate

72

insolvent, goes into liquidation, has

K-BUILD저널 2017. 10월호

■ 공사 중지 및 시공사 장비의 이전(Cessation

총 140일 이상 공사가 방해 받은 경우, 양측

of Work and Removal of Contractor’s

은 일방은 타방에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낼 수

Equipment)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해지는 통보 후 7일

Sub-Clause 16.3에서는 Sub-

후에 효력이 있습니다.

Clause 15.5[Employer’s Entitlement
t o Te r m i n a t i o n ] , S u b - C l a u s e
16.2[Termination by Contractor] 및

■ 법 에 따 른 이 행 면 제 ( R e l e a s e f ro m
Performance under the Law)

Sub-Clause 19.6[Optional Termination,

19.7항에서는 양측의 통제할 수 없는 사건

Payment and Release]에 따라 공사가 해지

이나 상황이 발생되고 이러한 것이 일방 또

되면 시공사의 공사 중지, 서류 및 장비 전

는 양측이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서 계약에

달 그리고 재화 이전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따른 의무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법

있습니다.

으로 만드는 경우에 양측을 계약 이행으로
부터 면제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 공사 해지 시 지급(Payment on Termination)

경우 일방의 그러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Sub-Clause 16.4에서는 상기 Sub-Clause

통보가 필요합니다.

16.2[Termination by Contractor]에 따
라 공사가 해지되면, 발주처는 시공사에

3) 중재 판결 내용5)

게 Performance Security를 돌려 줄 것,
Sub-Clause 19.6[Optional Termination,

도입부에서 말씀 드린 종합 경기장 사례의

Payment and Release]에 따라 지급할 것,

계약 규정인 FIDIC 4판의 39.1항 및 63.1항

그리고 계약 해지로 인한 loss of profit 및

의 내용은 위에서 설명 드린 FIDIC 1999년판

다른 손실과 손상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규

Red Book의 15.1항 및 15.2항의 관련 규정과

정하고 있습니다.

유사합니다. 중재인은 감리자의 39.1항에 의한
Instruction에 따른 발주처의 63.1항에 의한 계

(3) 중립적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이행 면제

약 해지는 잘못된 것이라고 최종 판단합니다.
관련한 중재인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가항력(Force Majeure)
Sub-Clause 19.6[Optional Termination,

- 발주처는 감리자의 39.1항에 따른 지시

Payment and Release]에서는 Force

서 불이행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

Majeure의 사유로 84일간 계속적으로 공

함. 그 지시서의 내용은 (1) 작업된 일부

사가 방해 받거나 또는 수 차례의 기간으로

구간의 하수도 시설을 제거하고 다시 작

5) Final Award in Case 10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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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하여 관련당국의 검사를 통과할 것과,

both instructions. He also referred to

(2) 육상 경기장 트랙과 그 경계석을 제

the need for alternate arrangements to

거하여 다시 공사할 것이었으며, 감리자

complete the Contract.

의 서신들에 따르면 이들 작업들을 시공
사의 비용으로 28일내에 할 것이었음.6)

- 상기 답신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리자의 진술이 고려되어야 함. 감리자

[Employer] purported to terminate

는 동 답신으로 계약 해지를 추천한 것이

[Contractor] for failure to comply

아니라고 진술함. 더욱이 감리자는 ‘나는

with the instructions of [B], the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음. 그러한 두 가지

Engineer's delegate, under Clause 39.1

사유가 계약 해지의 근거가 될 거라고 생

of the FIDIC Conditions (1) to remove

각하지 않았음.8)

and relay the sewer lines between
Manholes 5 and 10 and pass the [water

To properly understand this letter,

authority]'s tests, and (2) to remove and

one must look to [B]'s testimony.

reconstruct the athletic track and kerbs.

[B] testified that in this letter he

According to [B]'s letters, both were to

did not recommend termination of

be done within 28 days at [Contractor]'s

[Contractor]'s contract. . . . Further, [B]

cost.

testified, "I didn't terminate the contract.
I would not have felt that there was a

- 발주처에 답신으로, 감리자는 시공사가
상기 두가지 지시서를 준수하는 것에 실

reason for those two items to terminate
the contract".

패하였다고 확인함. 감리자는 또는 공사
완공을 위해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언
7)

급함.

- 본 계약 해지가 본질적으로 적합한지
를 결정함에 있어서 감리자가 계약 해지
를 추천한 것이 아님과 그 두 가지 사유

In reply to [Employer]'s letter, on

가 계약 해지를 정당화한다고 믿지 않았

October 28, 1999, [B] certified that

음을 고려되어야 한다…. 중재 법원은 동

[Contractor] failed to comply with

계약 해지가 적합하다고 보지 않는다.9)

6) Para 172, Final Award in Case 10892
7) Para 174, Final Award in Case 10892
8) Para 175, Final Award in Case 10892
9) Para 183, Final Award in Case 10892

74

K-BUILD저널 2017. 10월호

In determining whether the termination

기록들을 압수함.

was substantively proper, it must

중재 법원은 14일을 기다리지 않은 것은

be kept in mind that [B] did not

발주처의 63.1할 위반이라고 판단함.10)

recommend termination and did not
believe that the two items that were

Clause 63.1(e) of the FIDIC Conditions

the subject of his September 1999

requires that "the Employer may, after

instructions justified termination. . . .

giving 14 days' notice to the Contractor,

I do not find that the termination was

enter upon the Site and the Works

proper.'

and terminate the employment of the
Contractor . . ." [Employer] gave a 14-

본 중재에서 추가로 14일의 사전 계약 해지

day notice of its intent to terminate the

통보와 관련하여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 지

Contract (dated October 29, delivered

가 문제되었습니다. 1999년판 FIDIC에서도

on November 1, and terminated on

14일의 사전 통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전

November 15), but it did not wait 14

에 어느 건설기업에서 하청사와의 계약에 따

days to enter the premises. [Employer]

른 장기간 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14일 사전 통

obtained an injunction on the date

보로 계약 해지를 하였으나, 동 14일의 기간

of its notice, ejected [Contractor]

내에 그 하청사가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서 일

from the site the same day, and seized

부 추가 공사를 재개하려고 현장에 들어오려

[Contractor]'s equipment and records

고 한 것을 막고 최종 계약을 해지하자 하청사

for its use.

에서 분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I find that the failure to wait 14 days

결정 내용은 이와 같은 상황을 대처하는데 도

to take possession was a violation by

움이 될 것입니다.

[Employer] of Clause 63.1(e).

- 63.1항에 따르면 발주처는 14일의 사전

일반적으로 1999년판 FIDIC의 15.2항의 14

통보 후 현장에 들어가서 계약을 해지하

일 기간은 시공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

는 것을 요구함. 본 사안에서 발주처는

한 것으로 보고, 동 14일 기간이 지나면 계약

14일의 사전 통보는 주었으나 14일을 기

이 해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경험있는 변호사

다리지 않고 현장에 진입함. 발주처는 그

들은 여기에서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추가로

통보 일에 법원의 가처분 승인을 받아 같

14일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서면 통

은 날 시공사를 현장에서 내쫓고 장비 및

보를 한 번 더 보내라고 조언합니다. 한 가지

10) Para 181 & 182, Final Award in Case 10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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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한 것은 관련 계약 해지 통보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과 증인 심문 과정에서도 해당

1.3항에 따라야 합니다.

인사들이 관련된 사실 관계를 말한다는 것입
니다. 이러한 절차와 과정에서 많은 진실들이
밝혀집니다. 그러한 진실들은 중재인이나 재

3. 맺음말

판관이 최종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칩
니다. 본 중재 사례에서도 감리자의 진술이 중

위에서 설명 드린 중재 판결 내용, 계약 종료

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 일반적인 법리 및 FIDIC의 구체적인 계약
해지 규정 내용이 Termination과 관련하여 관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중재나 소송 등을 통

련 기업들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

도움을 주길 바랍니다.

선 법적/계약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클레임 내
용을 잘 만드는 것과 그러한 주장을 잘 뒷받침

추가로 상기 종합 경기장 중재 사례와 관련

할 수 있는 서류 준비와 증인 및 전문가의 선

하여 중재 판결의 일부분만 공개되었으므로

정, 그리고 중재나 재판에서 관련된 경험 있는

최종 판결을 도출하기 위해 추가로 논쟁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등등이 좋은 결과를 만

고려되었을 여러 사안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들 수 있는 주요한 변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리자가 그

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 조건은 해당 현장

러한 진술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여러 증거들이

에서 주요 사안에 대한 근거를 잘 유지해야 한

잘 증빙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사례를 통해

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들이 결국은 전문

생각해 볼 중요한 것은 중재나 재판 진행절차

가들의 도움으로 정당하게 받아야 할 것들의

과정에서 양측은 관련되는 내부 서신 등 해당

결과를 이끌어내게 합니다.

관련 서류들을 필요 시에는 상대방에게 공개

*본 기고문의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자격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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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사람들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자

중남미지역경제협력대사
現 한·중남미협회 상근부회장
前 해외건설협회 부회장
前 베네수엘라 대사
前 코스타리카 대사

우리는 중남미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몸짓을 더 크게 하면서 얘기하고, 거래 조건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주변적인 것들을 많이 거론하는 등 우리의 거래 방식과는 좀 다른 성향이 있음을 자주 느낀다.
지구상에는 약 200여개의 나라가 있고, 이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국민성과 소통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편의상 서구/북미/러시아.동구/중동/아프리카/아시아/중남미 등 6개 정도로 비슷한 문화권으로
구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중 중남미 사람들의 독특한 소통문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고맥락(high-context)문화에 속하는 중남미
미국의 인류학자 Edward Hall은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고맥락/저맥락 (high-context/Lowcontext) 개념을 제시하였다. 저맥락 문화에서는
의사소통이 주로 표현된 내용(대화, 글)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러한 표현은 직설적인 편인 반면, 고맥락
문화에서는 의사소통은 표현한 내용으로부터 상대방의
진의를 유추하는 단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다시 말하면
저맥락 문화에서는 생각을 말로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맥락 또는 상황이 덜 중요한 반면, 고맥락 문화에서는
말보다는 맥락 또는 상황을 중요하게 여겨 상대방의
뜻을 미루어 짐작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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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맥락문화와 고맥락문화의 의사소통 방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소통방식
고맥락문화

저맥락문화

1

비언어적 요소 사용률 높음
- 목소리의 톤, 얼굴 표정, 제스처, 눈의 움직임 등이
소통의 중요한 부분

1

비언어적 요소 사용률 적음
- 메시지들이 비언어적 요소보다는 말을 통해 전달

2

메시지 전달이 보다 함축적
- 맥락(상황, 사람 들, 비언어적 요소 등)이 언어보다 더
중요

2

메시지 전달이 보다 직접적
- 맥락보다는 언어가 중요

3

메시지가 직접적
-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

4

소통을 정보, 생각, 의사 등의 전달 도구로 간주

3

메시지가 간접적
- 핵심을 직접적으로 접근하기 않고 주변적인 것으로
미화

4

소통을 하나의 예술의 형태로 간주
-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설정의 방안

갈등의 발생요인의 일반화가 가능

갈등이 경우마다 다른 요인으로 발생
5

- 상대방의 비언어적 소통에서 표현된 것에 매우 민감
- 갈등은 일이 진척되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5

- 갈등은 일을 중심으로 발생
- 개인적이기 보다는 이성적으로 해결
- 상대방의 불편한 행동에 직접적으로 대응

Hall의 분석에 의한 고맥락 문화권과 저맥락 문화권에

이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고맥락 문화권에 속하고

속하는 국가 군은 아래와 같으며, 중남미국가들은 고맥락

있어 우리와 중남미 사람들 간에는 유사성이 많은 것으로

문화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

중남미의 특징적인 소통방식
고맥락 국가
같은 고맥락 문화권에 속한 국가들은 위와 같이 공통된

일
본
중
국
한
국
아랍국가
중 남 미
스 페 인
이 태 리
프 랑 스
영
국
미
국
북
구
독
일
스 위 스

특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국가군에 따라 소통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중남미 사람들의 소통방식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사람들과의 인사 방식과 대화에 임하는 태도이다.
이들은 악수를 나누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Abrazo라는
방식으로 인사를 하는데, 이는 포옹을 하면서 손으로
상대방의 등을 두드리면서 친근감을 표시하는 것이다.
저맥락 국가

이는 남자 간에도 흔히 이루어지는 인사이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과 인사할 때에는 남성이 여성의 뺨에 자신의
뺨을 가볍게 접촉하는 일종의 키스(besitos)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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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간에도 같은 방식으로 인사를 나눈다. 보통 한쪽

셋째, 중남미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간 개념이다.

뺨에만 하지만, 양쪽 뺨에 하는 것도 많이 행해진다.

중남미 사람들은 시간의 리듬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까운

결정한다. 따라서 어떤 행사의 시작과 종료 시간은

거리에서 얼굴을 서로 보고 눈을 맞춰 가면서 대화를

참석자들의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나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네트워크를

다시 말하면, 중남미 사람들은 시간이 지체되고 원래

형성하길 좋아하고, 가족 중심의 사회를 이루고 있으므로

계획에서 차질이 있더라도 순리에 맞도록 운용한다는

소통을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보는 경향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중남미 사람들과의

지닌다. 이러한 연유로 대화 과정에서 Amigo(친구),

거래에서는 시간 내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가 종종

socio(동료), compadre(생부와 대부 간에 부르는

발생한다. 따라서 끈기 있게 장기간에 걸쳐 결과를

호칭)와 같은 호칭을 많이 사용하고 상대방에게 따뜻한

만들어 낸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로 호감을 주려고 하면서 친밀도를 높이고자 노력한다.

또 중남미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게 만드는

또한 이들은 대화중에 말 수가 많으면서 과장된 표현을

것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도

즐겨 사용하고,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한다. 따라서 정부 행사나 사회 행사가 시작시간이

중간에 말을 끊고 개입하기를 좋아하며, 말을 크게 하고

지나갔는데도 아무도 불평 없이 기다리는 모습을

빨리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큰 행사 등에서 하는

자주 목도하게 되며, 약속된 면담시간이 지났는데도

연설을 들어보면, 모두에 참석한 주요인사의 이름을

면담을 하러 온 사람을 기다리게 만드는 경우가 자주

모두 불러 이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연설문도 간결한

발생한다. 그리고 중남미 사람들과의 비즈니스에서

형태가 아니고 수식어가 많이 들어가는 문장으로

“내일 합시다”(Hasta Manana)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구성되어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이것은 꼭 내일 하자는 뜻 보다는 다음에 하자는 뜻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눈치로 알아차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 간의 상호 관계,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배경과 시기 그리고 당시의 사회적 배경
등을 포함한 제반 연관되는 요소를 고려하여 상대방의
진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이들은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간접적인 표현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등
외교적 언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얼굴 표정,
목소리의 톤, 손짓 등 제스쳐로 표현되는 비언어적(nonverbal) 소통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중남미
사람들과의 비즈니스에서는 행간의 뜻을 파악하는데
유념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점에

유럽 사람들과 중남미 사람들의 시간 개념에 대한
차이를 Edward Hall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유럽인의 시간 개념
시간은 수량으로 표시가능,
즉 시간은 금이다”라고
생각

시간은 비물질적인
것이라는 생각

목적이 가장 중심에 위치

사람이 가장 중심에 위치

특정 시간 속에서 하나만
추구

같은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를 함께 추구

시간이 활동을 지배한다고
생각

시간이 지배하지 않는다고
생각

한 사람과의 대화에 집중

같은 시간에 여러 사람들과
대화

말 도중에 개입은 불편을
준다고 생각

말 도중에 개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

있어서는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즉 자녀가
부모의 선물을 사 왔을 경우, 우리 부모들도 속으로는
좋으면서도 겉으로는 돈도 없을 텐데 왜 선물을
사왔느냐고 자녀들을 나무라지 않는가?)

중남미인의 시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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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중남미 사람들은 협상을 일종의 흥정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초기에는 상대방과의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상대방의 능력을 떠 보기도
한다.

협상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이 상당히 조정되거나 또는
뒤로 물러 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높은 수준으로 제안하는

일곱째, 위계질서가 존중되고 있어 조직의 최고 수장의

것이 보통이고, 협상 과정에서의 밀고 당기는 과정 자체를

결정이 거래의 성패를 좌우한다. 비즈니스를 위해 협상

즐기는 편이다. 심지어 이들은 설령 자신이 높은 기준으로

테이블에 앉을 경우, 대표단장이 회의를 주도하고,

제안한 초기 제안이 쉽게 상대방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협상을 마무리 짓는 등의 권한도

경우에도 불편한 심기를 가질 수도 있고, 자신이 수락할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협상단의 다른 대표들이

수 있는 상대방의 제안도 일단 거절하고 보는 경향도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들은 별다른

있다. 또 매우 치밀하게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협상에

발언을 하지 않고 뒤에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임한다기 보다는 즉흥적으로 자신의 직관에 의존하거나

하는 보좌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감정에 기초한 제안을 하는 경우도 많다.
여덟째, 합의 내용에 대한 이행에 차질이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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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자존감 또는 면(cara, 영어로는 face)을

경우도 왕왕 발생하기도 한다. 협상 내용에 대한 합의가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은 자신의 위신이

이루어 졌을 경우에도 추후에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훼손당하고 있다는 감이 들 경우에는 상대와의

이를 수정하자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생긴다는

비즈니스를 더 이상 진행시키기를 싫어한다. 반면에

것이다. 이들은 당초 합의 내용이 약속하겠다는

이들은 가급적 예의를 지키도록 노력하고 직설적인

희망이 내재된 감정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불만을 표출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때문에 그 감정은 다른 사정이 생기면 변할 수 있다는

협상과정에서 너무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려 하거나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즉 당초 합의를

실증적 사실을 제시하기 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정식 계약(contract)이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일종의

인간관계의 구축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지에 대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정도로

숙고가 필요하다.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다.

여섯째,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호적인

중남미 사람들을 접해보면 이들이 상당히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들기를 좋아한다. 이들은 좋은 관계의 형성이

가운데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곤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아마도 위와 같은 소통 방식에 연유하는 것이라

처음 만났을 경우에는 가족, 여행, 여가 활동, 스포츠 등

생각된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 본 내용은 중남미

가벼운 주제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농담 등을 통하여

사람들의 기질에 기초한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한

상대방과의 벽을 허물려고 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것이다. 오늘날 중남미 사람들도 global standard에

식사 자리와 술자리 등 편한 분위기 속에서 상대방을

맞게 소통하는 방식을 익혀나가고 있다. 또 중남미내의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중남미 사람들은

33개국 간에도 소통 방식의 차이가 있고, 같은 국가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과 어느 정도 신뢰관계를 만들

내에서도 교육수준과 성장 배경에 따라 소통방식에

수 있는지를 가늠하고 그렇다는 판단이 들 때 본격적인

있어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협상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이들은 협상 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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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수주플랫폼 3차 본회의 개최
해외건설협회는 9월 1일(금), 포시즌스 호텔에서 무역보험공사 문재도 사장을 초청하여 「해외건
설 수주플랫폼」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박기풍 회장이 주요 해외 발주처 초청 행사인 '글로벌인프라협력컨퍼런스 2017'(이하 'GICC 2017',
9. 4~6)의 준비상황과 함께 리비아 공사 재개 움직임, 이란 금융협력약정, 기본여신약정 체결 추진 상황 등의 현안을
소개했다. 또한 3년 연속 해외건설 5위(美 건설전문지 ENR 기준)에 오른 한국 해외건설의 저력과 함께 전년 동기 대
비 15% 가량 증가한 해외건설 수주액의 의미를 되짚으며, 우리 기업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무역보험공사 사장 주관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업체들은 최근 해외건설시장에서 공적수출신용기관 지원
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무역보험공사의 금융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한편,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신흥시장 지
원전략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무보 사장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단순 도급중심 수주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로 수주구조를 선진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기업의 수주 확대와 프로젝트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문재도 사장은 전략적 신흥시장으로 발전이 기대되는 이
란과 관련하여, 우리기업이 이란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이란 재정경제부와 금융협력약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연내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참석업체 CEO들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해외건설업의 신성장 엔진을 찾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중심으로 수주구조를 선진화 하는 것이 절실하다는데 공감하였으며, 이를 위해 업계 상호간 정보공
유를 강화하기로 다짐하였다. 한편, 해외건설협회도 논의된 내용을 향후 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정부 정책수립에 반
영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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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2017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최하고, 외교부(장관 강경화)가 후원하며, 해외건설협회(회장 박기
풍)가 주관하는 '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2017' (글로벌 인프라 협력
회의)이 9월 4일(월)부터 6(수)까지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2013년부터 매년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인프라 세일즈의 장(場)으로,
전 세계 46개국, 85개 기관에서 138명의 발주처와 ADB, AIIB, AfDB 등 MDB/금융기관 인사가 참여하여 인프라
개발 계획과 발주 예정 프로젝트를 공유하였고, 우리 기업과 1:1 개별 상담도 심도 있게 진행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사에 참석한 해외 장차관 및 주요 발주처와의 고위급 양자 면담을 통해 양국 간의 협력 방안
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리비아 아메드 오마르 마이틱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방한하여 아랍의 봄 이후
중단된 발전소 등 주요 프로젝트 재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해외건설협회는 불가리아 건설협회와 개별 미
팅을 갖고 미개척 신시장인 유럽시장 진출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였으며, 중국과 일본의 건설협회와도 금융 등 협력
가능 분야를 적극 모색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해외 발주처 인사들
은 미래형 도시를 체험할 수 있는 The Smartium(더 스마티움)과
TOPIS(서울시 교통정보센터)를 방문하여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
비전과 최첨단 교통인프라를 체험하였다.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시장 활로 개척
을 지원하기 위해 유력 발주처와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을 다각
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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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포르투갈 관광부 차관 면담

해외건설협회는 9월 7일(목) 협회를 방문한 아나 멘데스 고딩뉴(H.E. Ana Mendes Godinho)
포르투갈 관광부 차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고딩뉴 차관은 포르투갈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위기를 겪었지만, 최근 경기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낮은 실업률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자국 관광산업이 GDP의
7% 내외를 차지하는 등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해외건설협회 박기풍 회장은 관광과 인프라 개발은 함께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인프라 개발시 협회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고딩뉴 차관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건설, 교통, 부동산 등 인프라 부문에 투자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하며, 리
스본 신공항과 함께 도시재생 프로그램인 'REVIVE'를 통해 33개소에 달하는 리스본 인근 문화유적지(성, 요새, 저택
등)를 민자 유치 등을 통하여 개보수 및 도로 등 인프라 재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기풍 회장은 유적지 개발과 관련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전략에 동의를 표하고, 포르투갈 관광산업이 성
장성과 투자 안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만큼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며, 관련 정보를 우리 기업에 적극 홍보하여 참여
토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협회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양국 간 건설협력 및 교류를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포르투갈 인프라 건설시장 개척
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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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도로프로젝트 설명회

우리 협회는 9.20(수) 협회 대회의실에서 네팔 육군 Thapa 참모차장을 초청하여 도로 프로젝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대림산업, 삼부토건, 계룡건설 등 진출 및 관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명회에서 네팔 Thapa 육군 참모차장
은 총 연장 76.2km의 카트만두(Kathmandu)-니즈가(Nijgadh)간 도로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Thapa 참모차장은 터널, 교량 등 고도의 시공능력이 요구되는 국제입찰(ICB) 패키지에 한국 업체의 참여를 요청하
였다.
우리 협회는 2012년 네팔건설협회(FCAN)와 건설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계기로 우리 업체의 네팔
진출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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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수주 실적
‘17. 8.31일 기준 해외건설 수주액은 총 199.7억불
* (신규) 439건, 17,927백만불, (변경) 251건, 2,048백만불

연도별 수주현황
* 수주액은 변경ㆍ신규 포함, 수주건수는 신규만 반영
구 분
1년간(억불)
1.1~8.31(억불)

12

13

14

15

16

최근 5년 평균

‘17

649
(620건)
360
(394건)

652
(682건)

660
(708건)

461
(697건)

282
(607건)

541
(663건)

-

406
(473건)

447
(448건)

330
(404건)

173
(369건)

343
(418건)

200
(439건)
유럽
1.5%

700
600

아시아
49.7%

500

중동
45.8%

400
300
건축
9.1%

토목
16.8%

200

200
100
0

'12

'13

'14
1년간(억불)

'15

'16

플랜트
69.6%

'17

1.1~8.31(억불)

※ (지난달 수주현황) 방글라데시, 마타바리 2X600MW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포스코건설, 8.0억불)
등 67건, 약 2,447백만불

세부항목별 수주액
ㅇ 지역별 : 아시아 49.7%(99.2억불, 1위), 중동 45.8%(91.5억불, 2위), 유럽 1.5%(3.0억불, 3위), 중남미 1.2%(2.3억불, 4위)
ㅇ 국가별 : 이란 26.2%(52.4억불, 1위), 인도 11.9%(23.8억불, 2위), 말련 8.5%(16.9억불, 3위), 방글라데시 8.0%(16.0억불, 4위)
ㅇ 공종별 : 플랜트 69.6%(139.2억불, 1위), 토목 16.8%(33.6억불, 2위), 건축 9.1%(18.2억불, 3위), 용역 2.7%(5.6억불, 4위)
지역별

'65~

'17년

국가별

'65~

'17년

공종별

'65~

'17년

아시아

31.3%

49.7%

이 란

2.2%

26.2%

플랜트

57.8%

69.6%

중 동

54.3%

45.8%

인 도

2.7%

11.9%

토 목

18.2%

16.8%

유 럽

2.5%

1.5%

말 련

2.6%

8.5%

건 축

19.5%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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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통계

전년 동기대비 수주현황(지역 · 공종 · 국가)
지역별
지역
계
아시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북미·태평양

(단위: 건, 천불, %)

2017.8.31
건수
금액
439
19,974,930
(100.0)
(100.0)
302
9,924,726
(68.8)
(49.7)
44
9,154,770
(10.0)
(45.8)
29
297,258
(6.6)
(1.5)
22
278,369
(5.0)
(1.4)
32
232,948
(7.3)
(1.2)
10
86,859
(2.3)
(0.4)

2017.8.31
건수
금액
369
17,296,674
(100.0)
(100.0)
250
8,022,338
(67.8)
(46.4)
37
5,529,700
(10.0)
(32.0)
16
352,422
(4.3)
(2.0)
32
580,117
(8.7)
(3.4)
21
1,451,055
(5.7)
(8.4)
13
1,361,042
(3.5)
(7.8)

1965.1.1.~2017.8.31
누계건수
누계금액
12,145
770,406,345
(100.0)
(100.0)
6,467
241,543,045
(53.3)
(31.3)
3,558
418,020,524
(29.3)
(54.3)
446
19,399,129
(3.7)
(2.5)
650
22,879,255
(5.3)
(3.0)
393
38,612,118
(3.2)
(5.0)
631
29,952,274
(5.2)
(3.9)

공종별
공종
계
플랜트
토

목

건

축

용

역

전

기

통

신

계
이 란
터 키
말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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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23.7
65.6
-15.7
-83.9
-52.0
-93.6

(단위: 건, 천불, %)

2017.8.31
건수
금액
439
19,974,930
(100.0)
(100.0)
50
13,920,939
(11.4)
(69.6)
33
3,357,320
(7.5)
(16.8)
171
1,822,068
(38.9)
(9.1)
143
558,029
(32.6)
(2.7)
40
343,765
(9.1)
(1.7)
2
-27,191
(0.5)
(0.1)

2017.8.31
건수
금액
369
17,296,674
(100.0)
(100.0)
36
7,631,924
(9.8)
(44.1)
30
4,279,343
(8.1)
(24.7)
123
4,109,475
(33.3)
(23.8)
147
684,316
(39.8)
(4.0)
29
588,027
(7.9)
(3.4)
4
3,589
(1.1)
(0.0)

1965.1.1.~2017.8.31
누계건수
누계금액
12,145
770,406,345
(100.0)
(100.0)
1,808
444,862,425
(14.9)
(57.8)
2,165
140,400,859
(17.8)
(18.2)
3,928
150,209,072
(32.4)
(19.5)
3,219
15,385,884
(26.5)
(2.0)
866
16,269,283
(7.1)
(2.1)
159
3,278,822
(1.3)
(0.4)

국가별(주요 3개국)
공종

증감율
(금액)

2017.8.31
건수
금액
439
19,974,930
(100.0)
(100.0)
3
5,237,079
(0.7)
(26.2)
8
2,379,823
(1.8)
(11.9)
13
1,694,032
(3.0)
(8.5)

증감율
(금액)
15.5
82.4
-21.5
-55.7
-18.5
-41.5
-

(단위: 건, 천불, %)

2017.8.31
건수
금액
369
17,296,674
(100.0)
(100.0)
1
471
(0.3)
(0.0)
7
590,594
(2.1)
(3.6)
9
617,507
(2.7)
(3.8)

1965.1.1.~2017.8.31
누계건수
누계금액
12,145
770,406,345
(100.0)
(100.0)
96
17,284,523
(0.8)
(2.2)
231
20,431,046
(1.9)
(2.7)
285
19,766,692
(2.3)
(2.6)

증감율
(금액)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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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신규수주 공사내역 (2017.8.1~31)
(단위: 천불)

국가

업체

공 사 명

계

발주처

기간금액

총 5건

계약일자

비고

1,168,101

방 글 라
데
시

포스코건설

마타바리 2X600MW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

방글라데시
석탄에너지청

801,368

2017/08/22 신규

베 트 남

삼성ENG

SEVT 메탈/3D Glass
공장건설공사

삼성전자 베트남법인

238,244

2015/01/14 신규

인

포스코건설

라자왈리플레이스 콘도,
오피스 신축공사

페르마다니
카투리스티와 누산타라

128,489

2017/08/16 신규

니

※ 1억불 이상 주요 신규 및 변경 공사

최근 5년간 동기대비 수주현황(지역)
지역별
지역

(단위: 건, 천불, %)

2013.1.1∼8.31
건수
금액
473 40,558,846

2014.1.1∼8.31
건수
금액
448

44,720,809

2015.1.1∼8.31
건수
금액
404 33,030,153

2016.1.1∼8.31
건수
금액
369 17,296,674

2017.1.1∼8.31
건수
금액
439

19,974,930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71

17,447,757

(15.0)

(43.0)

(15.8)

276 15,353,593

(100.0) (100.0)

71 25,949,693

(100.0) (100.0)

42

11,734,816

37

5,529,700

44 9,154,770

(58.0)

(10.4)

(35.5)

(10.0)

(32.0)

(10.0)

(45.8)

270

8,895,456

242

15,087,546

250

8,022,338

302

9,924,726

중동

아시아

태평양,
북미

(58.3)

(37.9)

(60.3)

(19.9)

(59.9)

(45.7)

(67.8)

(46.3)

(68.8)

(49.7)

28

6,217,087

18

2,588,265

17

1,391,220

13

1,361,042

10

86,859

(5.9)

(15.3)

(4.0)

(5.8)

(4.2)

(4.2)

(3.5)

(7.9)

(2.3)

(0.4)

40

609,575

27

1,162,392

25

71,342

16

352,422

29

297,258

(8.5)

(1.5)

(6.0)

(2.6)

(6.1)

(0.2)

(4.3)

(2.0)

(6.6)

(1.5)

34

840,232

41

560,046

39

633,665

32

580,117

22

278,369

(7.2)

(2.1)

(9.2)

(1.3)

(9.7)

(1.9)

(8.7)

(3.4)

(5.0)

(1.4)

24

90,602

21

5,564,957

39

4,111,564

21

1,451,055

32

232,948

(5.1)

(0.2)

(4.7)

(12.4)

(9.7)

(12.5)

(5.7)

(8.4)

(7.3)

(1.2)

유 럽

아프리카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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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워치
인도 도시화와 인프라 건설시장 전망

K- BUILD 특집
2016 ENR 해외건설 매출 동향 및 시사점
미국 연방정부 구조물 건설 기준과 관련 법령
2047년,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중심에 서다

K- BUILD 저널

해외 물류인프라 구축 동향 및 전망과 시사점(1)
2017. 10월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13층(부영빌딩)
TEL : (02) 3406-1114(代) FAX : (02)3406-1199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