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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워치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동향

이 승 훈 연구위원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정부가 수도

수도 이전을 보는 외부 시각은 크게 두가지

(Capital)를 자카르타(Jakarta)에서 여타 지역

로 대별되고 있다. 긍정적인 측은 자카르타 수

으로 이전을 추진중이다. 이와관련 국가개발

도권의 과도한 경제력 및 인구 집중, 악명 높은

기획부(Bappenas)가 지난 7월 국회에 수도 이

교통 체증, 그리고 북부 자카르타의 심각한 지

전 계획의 조사 검토를 위해 예산을 요청한 이

반 침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이 필요

후 인도네시아 안팎에서 수도 이전에 대한 논

하다는 의견이며, 반대 측에서는 2019년 대통

란이 진행중이다.

령 선거를 위해 현 대통령의 정치적 카드로 활

그림 1. 자카르타 북부 지역의 지반 침하 현황(1974~2010년)
자료 : 국가개발기획부(Bappindo), 네덜란드 Witteveen Bos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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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 위한 전략중 하나라는 분석이다.

인 칼리만탄(Kalimantan)섬의 빨랑까라야
(Palangkaraya)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추진한

인도네시아 독립 당시인 1945년 자카르타

바 있다.

의 인구는 50만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폭
발적인 증가로 2013년에는 자카르타의 인구

현재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수도 이전에 적

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현재 자카르타를 포

극적이며, 완전 천도보다는 미국의 워싱턴이

함한 자보데타벡(Jabodetabek) 수도권에는

나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말레이시아의 푸트

3,000만명이상 거주하고 있고, 자카르타 인근

라자야(Putrajaya)와 같은 행정수도 이전에 무

주를 합치면 6,000만명 이상일 정도로 수도권

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 인구 집중이 심각하다.
공공사업·주택부(MPWH)의 바소에키
또한 자카르타 북부 지역의 심각한 지반 침

(Basoeki) 장관은 현재 자카르타가 위치한 자

하로 홍수 등 재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

바섬(약 12.8만km2, 남한 면적은 약 10만

에 수도 이전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네덜란

km2)에는 전 인구의 60% (1.5억명)가 몰려 살

드의 Witteveen Bos사 자료에 따르면 북부 자

고 있고 국가 전체 GDP의 58%가 생산되는 등

카르타 뿔루이트(Pluit) 지역은 지난 1974년부

너무 편중되어 있다고 밝히고, 수도권과 지방

터 2010년까지 지반이 4.1m 침하했으며 북부

간 경제 격차 완화와 지속 가능한 국가 개발을

여타 지역도 현재도 매년 5~20cm까지 침하되

위해서는 수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재

MPWH는 지난 2011년 수도이전 예상 비용을

해를 방지하고 토지개발도 추진하는 자카르타

200조 루피아(153억불)로 조사한 바 있다.

방조제(NCICD) 사업을 추진중이다.
국가개발기획부의 밤방(Bambang)장관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일부 분석가들은 수

지난 7월 3일 대통령과 수도이전과 관련 면담

도 이전은 정치적 카드라고 폄하하고 있다. 조

을 한 이후 2018~2019년 중에는 중앙 정부의

코 위도도 대통령이 대중적인 인기만 있을 뿐

기능 이전에 대한 조사 활동이 시작될 것이라

연립 여당내 정치적 지지도가 약한 상황이라

고 밝혔다. 이전 대상지는 중부 칼리만탄 주의

재선을 위해서 수도 이전이라는 카드를 꺼낸

주도인 빨랑까라야가 부상하고 있으나 여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엄청난 비용이 들 것으

칼리만탄 섬내 지역과 마카사르(Makasar) 지

로 예상되는 수도 이전 비용도 조달이 쉽지 않

역 등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은 현실적이 문제도 있다.
밤방 장관은 만약 수도 이전이 결정되면 기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은 정부 수립 이

초 인프라 시설과 대통령 궁, 각 부처 청사 등

후부터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다. 초대 수카

이 신축되며 이전에는 4~5년 가량 소요될 것

르노 대통령이 1957년 수도를 국토의 중심

으로 말하고, 국유지를 활용하여 토지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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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고 민간 자금을 활용하는 민관협력(PPP)

(MPR)의 하산(Hasan) 국장은 수도 이전은

방식이 적용되면 정부 예산을 최소화시킬 수

꿈같은 얘기이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발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소, 고속도로, 댐 등 공약한 인프라 개발사업부
터 우선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다. 유수프 칼라

현재 검토중인 지역중 하나인 빨랑까라야
시는 지진 등 자연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지

(Jusuf Kalla) 부통령은 수도 이전은 검토중인
사안이라고 신중함을 보였다.

역으로 면적이 2,678헥타르, 인구는 26만명
(2015년 기준)에 불과하나 중부 칼리만탄 주

전임 유도유노 대통령도 자카르타 남부 종

정부는 300,000헥타르 상당의 부지를 확보하

골(Jonggol) 지역에 행정수도 기능 이전을 추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한 바 있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한편 정부가 수도 이전을 위해 지난 7월 국

수도 이전은 강력한 추진력과 재원 조달도

회에 제출한 금년도 ‘중앙정부 이전계획 조사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

기초 예산안’은 기각되었으나, 밤방 장관은 지

회적 국민적 합의를 통한 추진이 필요할 것으

난 9월 13일 2018년에 수도 이전 조사 예산안

로 예상된다. 만약 수도 이전이 합의를 통해 결

(약 2,300만불)이 반영되는 것과 관련 국회와

정될 경우 우리에게는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협의를 마쳤다고 언론에 밝혔다.

건설 경험으로 인해 참여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전 논의에 대해 정당 연합회

그림 2.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관련 논의중인 도시
자료 : 현지 언론 등 보도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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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요 Eng 3개사 2016년도
수주실적 발표
김 태 완 차장
해외건설협회 아시아실

개요

장 둔화, 북미, 유럽, 중동의 정세와 경제불안,

전년대비 16.5% 감소, 총 97.4억불(9,747
억엔)

저유가 등이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
데 발주국, 투자자 모두 프로젝트 발주유보 및
연기 등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실적

일본 3대 플랜트 엔지니어링 업체인 치요다,

전망도 밝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기 수주한

도요엔지니어링, JGC의 작년 수주실적이 전년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손실계상이 실적부진으

대비 16.5% 감소한 총 97.4억불(9,747억엔)에

로 이어져 수주이후 비용과 리스크 관리에 보

머물러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자성론도 대

났다. 또한 해외부분도 32.9% 감소한 62.7억

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6,274억엔)에 그쳐 글로벌 경기침체의 늪
에 빠져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7년 전망도 이와 유사한 열악한 수주환
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신흥국

3사 모두 LNG, 발전소 등의 굵직한 프로젝

의 에너지 · 인프라에 대한 꾸준한 투자수요,

트 수주가 있었으나, 대형 프로젝트의 최종투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합의로 인한

자결정(FID)의 지연으로 3개사 합계 수주액

유가회복과 이에 따른 산유국들의 투자증가가

이 100억불을 밑돌았다. 이 가운데 JGC만이

가시화될 경우 실적상승에 호재로 작용할 것

2015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차기 실적

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플랜트 엔

(2017년)에서도 이를 유지할 수 있을 지가 주

지니어링 3사 수주실적도 전년대비 38.5% 증

목되고 있다.

가한 135억불(1조 3500억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과 브라질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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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ENG 3개사 수주실적 · 수주잔액
수주실적 							

(단위 : 억불/억엔)

업체명

2015년

2016년

전년대비
(2016/2015)

2017년 전망

전년대비
(2017/2016)

치요다

40.3(4,036)

35.1(3,518)

87.2%

35.0(3,500)

99.5%

도요엔

44.3(4,435)

11.6(1,167)

26.3%

25.0(2,500)

214.2%

JGC

32.0(3,206)

50.6(5,062)

157.9%

75.0(7,500)

148.2%

합계

116.7(11,677)

97.4(9,747)

83.5%

135.0(13,500)

138.5%

* $1=￥적용. 환율적용으로 합계금액이 다를 수 있음

수주잔액			
업체명

2015년

전년대비
(2016/2015)

2016년

치요다

116.5(11,650)

87.6(8,768)

75.3%

도요엔

82.3(8,230)

49.2(4,926)

59.9%

JGC

125.0(12,503)

104.5(10,456)

83.6%

합계

323.8(32,383)

241.5(24,150)

74.6%

* $1=￥적용. 환율적용으로 합계금액이 다를 수 있음

치요다

일반화학 3.5억불 순이었다.

2016년 수주실적 35.1억불(3,518억엔)
지역별로는 아시아·오세아니아가 15.1억불
2016년 치요다의 수주실적은 전년대비

로 1위를 차지했으며 국내(일본) 13.0억불, 기

12.8% 감소한 35.1억불(해외 22.1억불, 국내

타 4.7억불, 중동·아프리카 1.2억불, 북중남미

13.0억불)이었다.

1.0억불순이었다.

분야별로는 LNG·기타가스가 16.6억불이었

주요 수주 프로젝트로는 인도네시아 탕구

으며 환경·신재생에너지·인프라·기타 6.17억

LNG 3단계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에틸렌·프로

불, 석유·석유화학·금속 5.7억불, 의료·생화학·

필렌 저장 터미널 건설 등이 있다.

■ 치요다 분야별 실적
2015년

2016년

16.6(1,666)

19.7(1,971)

118.3%

16.1(1,615)

5.7(573)

35.5%

의료·생화학·일반화학

3.2(327)

3.5(357)

109.2%

환경·신재생에너지·인프라·기타

4.2(428)

6.1(617)

144.2%

LNG·기타가스
석유·석유화학·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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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2016/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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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요다 지역별 실적
중동·아프리카

3.5(351)

1.1(120)

34.2%

16.1(1,613)

15.1(1,516)

94.0%

9.0(902)

1.0(100)

11.1%

0.9(92)

4.7(477)

518.5%

해외합계

29.5(2,957)

22.1(2,213)

74.8%

국내합계

10.7(1,079)

13.0(1,305)

121.0%

아시아·오세아니아
북중남미
기타

* $1=￥적용. 환율적용으로 합계금액이 다를 수 있음

■ 치요다 주요 해외수주 프로젝트
국가

프로젝트

말레이시아

에틸렌·프로필렌 저장시설(EPCC)

인도네시아

탕구 LNG 프로젝트 3단계 증설(EPC)

* 각 사 발표기준. 일부 추정 포함

2016년 수주잔액(2017년 3월 기준)은 전년

소형 LNG 등에도 참여를 추진할 예정이다.

동기 대비 24.7% 감소한 87.6억불(해외 75.4

석유·석유화학·금속분야에서는 다운스트림(미

억불, 국내 12.2억불)이었다.

국), 동 제련(인도네시아)생산 플랜트의 수주
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LNG·기타 가스가 61.7억불로
가장 많았고 석유·석유화학·금속 15.3억불, 환
경·신재생에너지·인프라·기타 7.0억불, 의료·

도요ENG

생화학·일반화학 3.5억불 순이었다.

2016년 수주실적 11.6억불(1,167억엔)

지역별로는 아시아·오세아니아 32.9억불,
북중미 21.9억불, 기타 18.9억불, 국내(일본)

도요엔의 수주실적은 전년대비 73.7% 감소한
11.6억불(해외 9.4억불, 국내 2.2억불)이었다.

12.2억불, 중동·아프리카 1.6억불이었다.
분야별로는 에너지 6.2억불, 석유정제 2.6억
2017년 수주목표는 전년대비 0.5% 감소한

불, 기타 1.4억불, 석유화학 0.6억불, 일반제조

35.0억불(해외 22.0억불, 국내 13.0억불)로 세

설비 0.3억불, 화학비료 0.2억불 순 이었다. 지

웠다. 수주전략으로는 2018년 이후 EPC 수주

역별로는 동남아시아 6.4억불, 국내(일본) 2.2억

를 위해 모잠비크, 캐나다, 미국, 러시아 등에

불, 북미 1.6억불, 중남미 0.4억불, 서남아시아·

서 계획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전략 수립

중동·아프리카 0.3억불, 러시아·중앙아시아 0.3

과, FLNG(Floating liquefied natural gas)와

억불, 중국 0.1억불, 기타 0.06억불 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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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요엔 분야별 실적

(단위 : 억불/억엔)

2015년

2016년

전년대비
(2015/2014)

화학비료

7.7(774)

0.2(29)

3.8%

석유화학

21.9(2,191)

0.6(68)

3.1%

석유정제

2.5(253)

2.6(263)

104.0%

에너지

9.7(978)

6.2(623)

63.7%

0.5(51)

0.3(35)

68.6%

일반설비
IT

-

-

-

기타

1.8(188)

1.4(149)

79.3%

12.9(1,296)

6.4(647)

49.9%

7.4(744)

0.3(37)

5.0%

0.2(23)

0.3(33)

143.5%

18.4(1,841)

1.6(160)

8.7%

중남미

0.3(31)

0.4(48)

154.8%

중국

0.9(97)

0.1(15)

15.5%

기타

0.2(21)

0.06(6)

28.6%

40.5(4,053)

9.4(946)

23.3%

3.8(382)

2.2(221)

57.9%

■ 도요엔 지역별 실적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
러시아·중앙아시아
북미

해외합계
국내
* $1=￥적용. 환율적용으로 합계금액이 다를 수 있음

■ 도요엔 주요 해외수주 프로젝트
국가

프로젝트

태국

에너지 관련(LNG 열병합 발전소 건설(EPC·시운전))

캐나다

석유정제

미국

석유화학

베네수엘라

석유정제

러시아

석유정제

* 각 사 발표기준. 일부 추정 포함

2016년 주요 수주 프로젝트로 태국 LNG 열

2016년 수주잔액(2017년 3월 기준)은 전년

병합 발전소, 캐나다와 베네수엘라, 러시아

동기 40.1% 감소한 49.2억불(해외 43.1억불,

석유정제시설, 미국 석유화학 프로젝트 등이

국내 6.1억불)이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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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로는 석유화학 24.9억불, 에너지 13.3

12.8억불, 유럽·CIS 6.1억불, 동남아시아 4.4억

억불, 화학비료 7.9억불, 기타 2.3억불, 석유정

불, 중동 3.2억불, 오세아니아 3.0억불, 북미외

제 0.6억불, 일반설비 0.1억불이었다.

1.5억불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시아 23.0억불, 북미 9.5

주요 수주 프로젝트로는 필리핀 석탄화력발

억불, 서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 6.2억불, 국

전소, 알제리 가스승압 설비, 국내(일본) 바이

내(일본) 6.2억불, 중남미 2.5억불, 러시아·중

오매스 발전소 및 화학제품 제조설비, 태양광

앙아시아 1.6억불, 중국 0.1억불, 기타 0.07억

발전소 등이 있다.

불 순이었다.
2016년 수주잔액(2017년 3월 기준)은 전년
2017년 수주목표는 전년대비 114.2% 증가
한 25.0억불로 설정하였다. 수주전략으로는

동기 16.4% 감소한 104.5억불(해외 83.2억불,
국내 21.3억불)이었다.

미국 대형 에틸렌 생산설비 등 기 수주한 대형
프로젝트의 시공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면서

공종별로는 LNG 38.7억불, 석유·가스·자원

향후 미국, 동남아시아, 인도, 러시아·CIS에서

개발 23.2억불, 석유정제 18.1억불, 발전·원자

는 석유화학과 비료를, 동남아시아에서는 발

력·신재생에너지 15.8억불, 화학 6.2억불, 기타

전, 자원에너지에서는 유전 수명연장과 수반

2.3억불 순이었다.

가스 처리시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수주영역
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국내(일본) 21.3억불, 유럽·CIS
20.8억불, 중동 17.6억불, 아프리카 15.1억불,
동남아시아 12.1억불, 오세아니아 11.5억불,

JGC

북미외 5.8억불이었다.

2016년 수주실적 50.6억불(5,062억엔)
2017년 수주목표는 전년대비 48.2% 증가한
JGC의 수주실적은 전년대비 57.9% 증가한
50.6억불(해외 31.1억불, 국내 19.4억불)이었다.

75.0억불(해외 60.0억불, 국내 15.0억불)로 설
정하였다.

분야별로는 석유·가스·자원개발 15.9억불,

관심 지역과 분야로는 중동·아프리카에서

발전·원자력·신재생에너지 13.6억불, LNG

석유정제와 가스처리, FLNG를 비롯, 동남아

10.2억불, 화학 5.0억불, 기타 3.2억불, 석유정

시아에서는 석유정제, 석유화학, 가스처리,

제 2.5억불, 생활관련·일반산업설비 0.6억불,

LNG 저장설비, 화학, 화력발전, 중앙아시아에

환경·사회시설·정보기술 0.3억불 순이었다.

서는 가스처리, 미국에서는 석유정제와 석유
화학 프로젝트 등에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국내(일본) 19.4억불,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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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GC 분야별 실적

(단위 : 억불/억엔)

전년대비
(2015/2014)

2015년

2016년

13.1(1,312)

15.9(1,596)

121.7%

3.3(339)

2.6(255)

75.2%

LNG

4.1(416)

10.2(1,026)

246.6%

화학

5.5(550)

5.0(504)

91.6%

발전·원자력·신재생에너지

2.7(276)

13.6(1,361)

493.1%

생활관련·일반산업설비

0.7(78)

0.6(66)

84.6%

환경·사회시설·정보기술

1.0(108)

0.3(35)

32.4%

기타

2.5(256)

3.2(321)

125.4%

석유·가스·자원개발
석유정제

■ JGC 지역별 실적
동남아시아

6.3(631)

4.4(440)

69.7%

오세아니아

2.1(213)

3.0(303)

142.3%

아프리카

4.0(409)

12.8(1,280)

313.0%

중동

7.3(734)

3.2(327)

44.6%

1.1(110)

6.1(611)

555.5%

2.4(246)

1.5(151)

61.4%

23.4(2,345)

31.1(3,115)

132.8%

8.6(860)

19.4(1,946)

226.3%

유럽·CIS
북미외
해외합계
국내
* $1=￥적용. 환율적용으로 합계금액이 다를 수 있음

■ JGC 주요 해외수주 프로젝트
국가

프로젝트

필리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EPCC)

알제리

가스 승압설비 증설(EPCC)

캐나다

Woodfibre LNG(FEED)

호주

Prelude FLNG(FLNG 건설관리 및 준공지원)

* 각 사 발표기준. 일부 추정 포함
출처 : 重化學工業新報(2017.6.13)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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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경제권의
경제환경 및
건설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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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소개
2015년 1월 러시아를 중심으로 유라시아경
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가
출범되었다. 유라시아(Eurasia) 대륙이란 유럽
의 ‘Eur’와 아시아의 ‘Asia’와의 합성어로 유럽
과 아시아가 포함된 대륙을 일컫는다. 현재 가
입국은 러시아를 포함한 카자흐스탄, 벨라루
스, 아르메니아, 키르키즈스탄의 5개국으로,
구 CIS 지역 국가들이다. 러시아는 소련 해체
이후 잃어버린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EAEU를 통해 구CIS 지역
의 경제 통합과 동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

백 다 미 선임연구원

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EAEU는 구소련 해체 이후 CIS 자유무역
협정→관세동맹→공동시장의 발전과정을 거
쳐 현재의 경제연합 형태로 발전했다. 그리고
2025년까지 유라시아연합(Eurasian Union)
을 창설해 무역장벽 제거, 서비스·자본·노동력
의 자유로운 이동, 공동시장을 형성하고, 통합
의약품 시장, 역내 통합 전력시장, 역내 단일
에너지 시장 형성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즉, 궁극적으로는 EU과 같은 초국가적 기구를
지향하고 있으며,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러시
아의 영향력 확대를 넘어서 유럽과 아시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미국, EU, 중국 등 경쟁
국가에 대응하고자 한다.

2. 유라시아 경제연합 국가들의 경제 환경
EAEU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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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역시 러시아이다. 러시아는 2016년 현재

년 1.8%, 2018년 1.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를 보유한 국가이며, 수

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입을 합한 무역 규모는 세계 19위의 국가이
다. 특히 러시아는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에너

카자흐스탄은 우라늄 세계 2위, 텅스텐 세

지원을 보유한 자원 부국으로서의 강점을 지

계 2위, 크롬 세계 2위, 철광석 세계 7위 등의

닌다. 러시아의 영토 면적은 약 1,700만㎢로

광물 부존량을 보유했으며, 중앙 아시아 최대

한반도의 78배, 미국의 1.8배 규모이며, 러시

산유국이다. 카자흐스탄은 저유가 지속, 러시

아의 인구 규모는 약 1억 4,300만 명으로 세계

아 경제 침체, 외국인투자 감소 등으로 재정 수

9위이다. 러시아의 주요 자원은 철광석, 석탄,

입이 감소하고 경제 성장이 정체기를 겪었다.

원유, 비철금속, 가스 등이며, 이 중 원유는 세

('15년 1.2% → '16년 1.1%)

계 6위 규모로 세계 총 매장량의 6.1%, 천연가
스는 세계 2위(17.4%), 석탄 세계 2위(17.6%)
등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2015년 8월 도입한 자유변동환율제의 영향
으로 현지 텡게화가 평가절하되면서 수입물가
도 크게 올랐다. 그러나 2017년 들어 유가가

러시아 경제는 원자재 가격 하락, 서방 경제

안정세를 보이고 환율도 높은 수준에서 안정

제재 등으로 지난 2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러시아 경기가 회복되

했으나 2017년 들어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

면서 카자흐스탄 경기 역시 회복 조짐을 보이

다. 수출의 상당 부분을 원유에 의존하고 있는

고 있다. IMF에 의하면 카자흐스탄의 경제성

러시아는 2014년 이후 국제유가 급락으로 루

장률은 '17년 3.3%, '18년 2.8%로 전망된다.

블화가 하락하고 2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
률을 기록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

벨라루스는 저유가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EU 등이 대러시아 경제 제재 정책을 2014년

침체되자 러시아가 최대 수출 대상국인 벨라

부터 시행하면서 외국인 투자 위축, 금융조달

루스의 경제 역시 어려움을 겼었다. 러시아가

비용 상승 등의 하방리스크 역시 발생하는 등

경기 침체를 겪은 2014~15년 벨라루스의 경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제성장률 역시 각각 -3.8%와 -2.6%에 그쳤
다. 지난 2009년 IMF로부터 35억 달러의 구제

그러나 2017년 들어 러시아 경제는 유가 안

금융을 받은 적 있는 벨라루스는 경기 침체로

정, 임금 인상,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2015년에도 IMF에 10년간 30억 달러의 차관

가계 소비 및 기업 투자가 호전되면서 회복되

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차츰 유가가 안정을

는 모습이다. 이에 IMF(국제통화기금)은 2017

되찾으며 러시아의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

년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러시아 경

고, 이에 따라 벨라루스의 경기 역시 최악의 상

제가 유가 회복, 국내 금융여건 개선 및 시장심

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리 개선으로 당초 예상보다 상향 조정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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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U는 2016년 2월 말 이후 벨라루스에

원이 많지 않고 주변국인 터키, 아제르바이잔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

과 역사적 관계가 좋지 않아 지리적으로 고립

통령을 포함한 170명 및 기업 3개에 대한 입국

화되어 있다. 인구는 약 3백만 명 규모에 불과

금지 및 자산 동결 조치가 해제되었다. 2016년

하나 해외에 거주하는 아르메니아인은 600만

7월 거대 화폐 단위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명이 넘어 해외 거주 인구가 본국 인구를 훨씬

동시에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초과한 나라로, 이들이 보내는 달러 송금이 아

1만분의 1로 화폐단위를 개혁한 바 있다.

르메니아 경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IMF는 2017년과 2018년 경제성장률을

또한 러시아에 의존적인 경제구조 개선을

각각 3.5%와 2.9%로 전망했다.

위해 대외경제협력 다변화 정책(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을 펼치고 있다.

키르키즈스탄은 2017년 GDP PPP달러 기준

정부 재정 확대를 위해서 해외 차관 유치 및

세계 151위의 국가이다. 키즈키즈스탄은 산악

외국인직접투자유치 확대 등의 노력을 펼치고

국가로 총 252개의 강을 보유하고 있어 중앙

있다. IMF는 벨라루스의 2017~18년 경제성

아시아 수력의 약 30%를 담당하는 등 수력 발

장률을 약 0.7% 수준으로 전망한다.

전 잠재력이 큰 국가로 평가된다. 실제로 연간
1,630억 kwh 전력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아르메니아의 경제 규모는 GDP PPP 달러
기준 세계 115위의 국가이다. 아르메니아의

국내 전력 소비의 90% 이상이 수력 발전을 통
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 구조는 농림수산업이 약 19.0%, 제조업
은 10.2%로 다른 EAEU국 대비 농림수산업의

키르기스스탄에는 총 19개의 발전소가

비중이 높고 제조업 비중은 낮다. 또한 부존 자

있는데 이 중 17개는 수력발전소이며 2개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달러/루블)

(달러/배럴)

달러/루블(좌)
국제유가(우)

러시아 및 EAEU 4개국 경제성장률

유가 및 루블화 추이

자료 : IMF.

자료 : Bloomberg.
주 : 브렌트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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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화력발전소이다. 대부분의 수력발전소는

침체의 영향으로 규모가 위축되었다. 러시아

Toktogul 저수지와 Naryn 강에 위치하고 있으

가 해외에 투자하는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지

며 2개의 화력발전소에서는 가스, 석유, 석탄

난 10년간 평균 약 440억 달러를 기록했다. 러

등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발전소 시설의 낙

시아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13년 700억 달

후, 송전시설의 부재 등으로 생산 능력 대비 효

러를 상회하며 세계 해외직접투자의 5.2%까지

율성은 나쁜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생산 광물

확대되었으나, 최근 2년간은 경제 침체의 영향

은 금, 수은, 안티몬, 텅스텐 등이며, 이 중 특

으로 규모가 약 270억 달러 내외로 위축되었

히 금의 생산 및 수출에 주력하고 있으나 낙후

다. EAEU에서 두 번째로 해외직접투자가 큰

된 인프라, 자본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금 생산

국가는 카자흐스탄이나, 연간 규모는 20~30억

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달러에 불과하며 최근에는 하락세이다. 이외 3
개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미미하다.

키르키즈스탄의 수출입은 주로 러시아와 카
자흐스탄에 집중되어 있다. IMF는 2017년과

해외에서 러시아에 투자하는 외국인직접투

2018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3.5%와 3.8%로 전

자 규모는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320억 달러를

망하고 있다.

기록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하락의 여파로
2014~15년 외국인직접투자는 하락세를 보였
으나, 2016년 370억 달러 투자가 유입되며 반

3. 유라시아 경제연합 국가들의
투자 동향

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5년간 카자흐스탄
은 연평균 약 90억 달러, 벨라루스 약 17억 달
러, 키르키즈스탄 약 6억 달러, 아르메니아 약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최근 2년간 경제

(억달러)

EAEU 4개국 ODI

4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을 기록했다.

(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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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EU 4개국 FDI
러시아 FDI

러시아 ODI

러시아 및 EAEU 4개국 ODI 추이(해외직접투자)

러시아 및 EAEU 4개국 FDI 추이 (외국인직접투자)

자료 : UNCTAD.

자료 : UNCT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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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라시아 경제연합 국가들과
한국과의 관계

86억 달러로 감소했다.
한국이 러시아에 수출하는 품목 1위는 자

한국과의 무역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과

동차, 2위는 자동차 부품, 3위는 영상기기부

EAEU와의 무역은 수출 약 52억 달러로 전체

품, 4위는 기타 기계류, 5위는 철강구조물로,

수출의 약 1.0%, 수입 약 90억 달러로 전체 수

이 5대 품목의 비중은 전체 러시아 수출의 약

입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41.5%에 달한다. (2016년 기준) 이 중 자동차

은 EAEU와의 무역에서 2014년부터 3년 연속

및 자동차 부품은 2013년 약 48억 달러 이상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을 수출하며 전체 러시아 수출의 43.6%까지

2016년 약 38억 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전반

차지했으나, 2016년에는 16억 달러로 3년만

적으로 EAEU와의 무역은 수출입 모두 감소하

에 1/3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비중 역시 34.0%

는 추세에 있으며, 2014년의 무역액 약 270억

로 하락했다. EAEU 4개국을 살펴보면 아르

달러 대비 2016년 무역액은 140억 달러에 불

메니아는 의약품(HS3004), 벨라루스는 기

과해 2년 만에 약 절반 정도로 축소되었다.

체펌프(HS8414), 카자흐스탄은 조제점결제
(HS3824), 키르키즈스탄은 편물(HS6004)이

이는 EAEU와의 무역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러시아와의 무역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

2016년 기준 1위 수출품이나 그 규모는 매우
작다.

된다. 2014년까지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약
100억 달러, 대러시아 수입은 약 150억 달러

한국이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품목은 1위 원

의 규모를 보였으나, 이후 러시아 경기가 위축

유, 2위 석유제품, 3위 석탄, 4위 천연가스, 5

되면서 2016년에는 수출이 48억 달러, 수입은

위 냉동어류(명태)이다. 이 중 1~4위 품목인

(억달러)

EAEU 4개국 수출

러시아 수출

(억달러)

EAEU 4개국 수입

한국의 대EAEU 수출 추이

한국의 대EAEU 수입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료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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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품목의 수입 비중은 전체 러시아 수입

순위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33.6%의 비

의 약 71.2%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중을 기록했다.

다. EAEU 4개국을 살펴보면 아르메니아는 의
류(HS6202), 벨라루스는 칼륨비료(HS3104),

EAEU 국가 중 한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카자흐스탄은 합금철(HS7202), 키르키즈스탄

국가는 러시아로, 지난 10년간 약 1억 7천만

은 식물류(HS1211)가 2016년 기준 1위 수입

달러를 투자했다.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 주요

품이나 그 규모는 매우 작다.

업종은 운송용 기계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집
중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러시아 외국

한국과의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한국의 대

인직접투자 규모는 러시아 해외직접투자 규모

EAEU투자는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을 중심으

대비 약 6.3%에 불과해, 소규모 투자에 그치고

로 진행되고 있으나 2010년대 들어 투자 규

있다. 러시아를 제외한 EAEU 4개국의 대한국

모가 정체되고 있다.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는

투자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다.

2008년 5억 2천만 달러, 2009년 7억 2천만 달
러로 급증했으나, 이후 연간 1억 달러대의 투
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를 제외한

5. EAEU의 건설 시장 동향 및 전망

EAEU 국가 중 한국의 투자 규모가 큰 국가는
카자흐스탄으로 러시아와 유사한 투자 규모를

1) 러시아

보이고 있으나, 2010년대 들어 투자 규모가 감
소한 후 정체된 모습이다.

EAEU 중 가장 큰 러시아를 먼저 살펴보면,
2016년 러시아 건설 시장은 약 -2.5%로 마이

지난 10년간 대러시아 투자의 약 61.2%가

너스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제 유가

제조업에서 이뤄졌으며, 대카자흐스탄 투자 1

하락 및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 외국인 투자

(억달러)

EAEU 3개국

(억달러)

카자흐스탄

EAEU 3개국
러시아

러시아

16

한국의 대EAEU ODI 투자 (해외직접투자)

EAEU의 대한국 FDI 투자 (외국인직접투자)

자료 : 수출입은행.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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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등으로 경기 침체를 겪은 여파에 따라 건

자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319개 기업도시

설 시장 역시 위축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에 대한 경제 다변화, 도시·환경 개선, 인력 양

그러나 2017년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

성 등을 목적으로 세부 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

고 러시아 경제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

정이며 이 중 100개 기업도시에 선도개발구역

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 시장 역시

(TASED)을 조성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특히 러시
아 정부는 ‘러시아 연방 2020 장기 경제사회발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도 '2030 러시아 에

전 프로그램’실행 및 녢월드컵’개최 관련 스포

너지 전략’에 따라 2020년까지 신규발전소

츠 시설, 호텔 및 리조트 등 관련 인프라 프로

(78GW) 및 기존 발전소 증설사업을 추진할

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형 프로젝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원자력발전소를 13

트 사업은 건설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 추가 건설할 경우 러시아는 전체 전력생산

작용할 수 있다.

에서 원전 비중이 16%에서 18.6%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6년 11월 일본과 2017년 러시
아 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9억 달러 규

또한 러시아 국영기업 Rosatom사는 중동,

모의 투자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지에서 원자력

다. 이에 따르면 일본국제협력기구(JBIC)

발전소 36기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

와 러시아 직접투자펀드는 1,000억 엔(약 9

려져 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원자력 발전 뿐

억 달러, 각 50%)을 출자해 제약, 도시개

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발, 제조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투자할 전망

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2024년까지 신재생

이다.

에너지 발전설비를 2.3GW에서 6GW까지 증
설할 계획이다.

러시아 건설시장 규모 및 성장률 추이
구분

'16f

'17f

'18f

'19f

건설시장 규모(10억루블)

4477

4872

5351

5736

건설시장 규모(억달러)

608

662

727

779

건설시장 성장률(%)

-2.5

2.8

4.5

2.1

건설/GDP 비중(%)

5.1

5.2

5.3

5.4

출처 : BMI
환율 : 1US$/73.6루블('16년 평균)

석유 및 가스화학 부문에 있어서는 '2030 석
유·가스화학 발전계획’에 따라 폴리머 생산 및
수출 확대를 위해 6개 석유화학 클러스터를 조
성하고 있다. 2016년 3월 Gazprom은 ‘Power
of Siberia' 가스관 등 주요 인프라 건설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20억 달러의 차관을 유치했으
며, 2016년 5월 Novatek사는 Yamel LNG프

지역 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녠-2025 기업

로젝트 추진을 위해 중국 수출입은행(EIBC)과

도시 개발프로그램’에 따라 2017~2018년 기

중국개발은행(CDB)로부터 106억 달러 규모

간 동안 정부예산 18억 달러(112억 루블)을 투

차관을 유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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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인프라 부문에서도 러시아는 녚-2020

우리 업체 러시아 수주 추이

(단위:백만달러)

교통인프라 개발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교통

구분

누계

~'12

'13

'14

'15

'16

'17

인프라 부문이 2017년 2.3%, 2018년 3.7% 성

건수

129

87

5

21

8

8

8

금액

10557

4477

24

5605

74

378

22

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로 연장과 관련
해서는 2020년까지 신규 국제도로 6,500km
및 국내도로 42,000km를 건설할 계획이며,

출처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주 : 2017년은 9월 기준.

주요 프로젝트로는 Moscow Central Ring
Road(TSKAD, 14억 달러), M-11 'Moscow-

2) 카자흐스탄

Saint Petersburg'(14억 달러) 등이 있다.
2016년 카자흐스탄 건설 시장은 민간부문
철도 및 고속철도 부문에서도 철도 경쟁력

위축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인프라 투자 확

강화와 균형적인 운송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대에 힘입어 4.5% 성장한 87억 달러 규모를

'2030 철도교통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기록했다. 건설 시장은 저유가 기조 지속, 자

따르면 Mowcow-Kazan, Moscow-Adler,

국 통화 평가 절하, 은행 여신 축소 등의 리스

Moscow-Saint Petersburg 등 3개 고속철도

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정부 재원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및 차관 등을 활용한 공공 부문 프로젝트가 지
속 추진되면서 민간 부문의 위축을 상쇄할 수

한국 업체들은 1991년 현대건설의 스베틀

있었다. 2017년에는 제28회 동계유니버시아

라야 삼림개발 가설건물 건설을 시작으로 러

드대회 및 아스타나 엑스포 개최에 따른 관련

시아 건설 시장에 진출해있다. 2016년까지 총

인프라 투자가 집중된 효과로 건설 시장이 약

72개사, 129건, 105억 달러의 누적 수주 실적

5.8% 성장하면서 시장 규모가 100억 달러를

을 기록하고 있다. 산업설비 부문이 74.4억 달

초과할 전망이다.

러를 수주하면서 가장 높은 수주 실적을 보였
으며, 뒤를 이어 건축(19.9억 달러), 용역(7.5
억 달러), 토목(3.2억 달러) 순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러시아의 경기 침체 및 서
방의 경제 제재로 장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 해
제 여부에 따라 중단된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
이 재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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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건설시장 규모 및 성장률 추이
구분
건설시장
규모(10억텡게)

'16f

'17f

2972.78 3442.48

'18f

'19f

3890

4344.69

건설시장
규모(억달러)

87

101

114

127

건설시장
성장률(%)

4.5

5.8

6

6.24

건설/GDP 비중(%)

6.1

6.4

6.4

6.54

출처 : IHS Global Insight
환율 : 1US$/342.16텡게('16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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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은 2015년 12월 WTO 가입에 따
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현지인력 고용제

예정이며, 수처리 시설공사에 10~20억 달러
를 투자할 계획이다.

도 완화, 각종 규제 철폐, 세제완화, 공기업 민
영화 등 사업환경 개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석유·가스 부문에 있어서는 자원개발 부문

그러나 정부 재정 부족으로 인프라 사업 대부

에 대한 경제의존도 축소와 산업 다각화를 위

분이 세계은행, ADB, EBRD, AIIB 등 MDB와

해 다운스트림 부문을 집중 육성할 것으로 알

외국원조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PPP 방식의

려졌다. 국영석유가스공사 가즈무나이가스

사업추진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KMG)는 자체재원과 외자 유치를 통해 정유

져 있다.

공장 현대화, Atyrau 가스화학단지 조성(2단
계), 파이프라인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현재 카자흐스탄은 ‘누를리 졸(Nurly Zhol)’

추진할 계획이다.

신경제정책(2015-2019), 5대 제도개혁 및
100대 구제조치, 지역개발 프로그램 2020 등

전력 부문에 있어서는 정부는 늘어나는 전

을 발표하고 인프라 개발 사업을 중점 추진할

력수요 충족과 수출 잠재력 확충을 위해서

계획이다. 이 중 ‘누를리 졸’은 카자흐스탄의

발전소 현대화 및 신설, 관련 인프라 구축에

‘경제발전전략 2050’의 세부 프로젝트로 경제

2030년까지 400~550억 달러, 2050년까지

안정과 위기예방 산업개발 및 사회·산업 인프

900~1,3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2012

라 구축을 목표로 2015~2019년까지 시행되

년 발표된 ‘카자흐스탄 장기발전전략 2050’에

는 정부 정책이다.

따라 태양광 및 풍력 발전기술을 적극 도입, 놂
년까지 전체 전력생산량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카자흐스탄 정부는 우선 2015~2017년 2년

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간 총 5000억 텡게(26억9188만 달러)를 해당
프로그램에 투자할 예정이며, 크게는 금융권

교통인프라 부문에 있어서는 누를리졸 프

회복, 중소기업 진흥, 교통·운송분야 개발에 많

로그램에 따라 2017~2021년동안 국제금융

은 투자를 할 예정이다.

기구 차관 42억 달러를 통해 KandyagashMakat, Aktobe-Kandyagash, Center-South

분야별로 보면, 특히 수자원 부문에 있어 향

Corridor, Center-West Corridor, Atyrau-

후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자흐

Astrakhan 구간 등에 대한 도로공사를 추진할

스탄은 2030년에 약 140억 ㎥의 물이 부족할

계획이다. 2017년에는 총 연장 2,000km의 도

것으로 예상하면서 향후 석유가스, 광물, 발전

로를 개보수할 계획이며, 이 중 555km를 완공

부문에서 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

할 계획이다.

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2030년까지 총 100억
달러를 투입하여 수자원 개선사업을 추진할

지역개발에 있어서도 카자흐스탄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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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프로그램 2020’등을 통해 효율적인

우리 업체 카자흐스탄 수주 추이

(단위:백만달러)

지역개발과 주택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카자

구분

누계

~'12 '13

'14

'15

'16

'17

흐스탄의 안정적인 중장기 사회 경제 발전, 국

건수

192

139

11

18

11

19

금액

10892

527 241

86

민의 생활수준 향상,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성장잠재력 제고 등을 주요 목표로 2019년까
지 총 78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수

13

8414 1636 73

출처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주 : 2017년은 9월 기준.

도인 아스타나의 ‘세계 스마트시티 50대 진입’
을 목표로 ‘Smart Astana 지속가능한 계발계

3) 키르키즈스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향후 주요 도시를 스
마트시티로 개발할 계획이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EAEU 3개
국은 상대적으로 경제 및 건설 시장 규모가 작

한국 업체들은 1993년 삼성물산의 제스까즈
간 종합병원 공사를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건

아 분석에 어려움이 있어, 한국 업체의 진출 현
황을 소개한다.

설 시장에 진출했다. 현재까지 누적 수주 현황
은 총 78개사, 192건, 109억 달러로, 주로 산

한국 업체들은 1998년 삼성물산의 비시켁-

업설비(48.5억 달러), 건축(42.3억 달러), 토목

오시간 도로개보수공사를 시작으로 키르키즈

(12.7억 달러) 등에 진출했다. 2016년에는 주

스탄 건설 시장에 진출했다. 현재까지 누적 수

택사업, 대학병원 등 건축공사와 용역사업 등

주 현황은 총 14개사, 9건, 1.9억 달러로 주로

2.4억 달러를 수주했다.

건축(1.3억 달러), 토목(0.5억 달러), 용역(5백
만 달러) 등이다. 현재는 도화엔지니어링이 이

2017년 주요 국제행사가 마무리되는 하반

식쿨호수 상하수도 프로젝트를 시공하고 있다.

기부터 중단되었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카자흐스탄 건설

아르메니아 건설 시장에 최초 진출한 것은

시장의 진출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로, 2007년 예레반 복합화력 열병합발

특히 정부 예산 부족으로 PPP사업 발주가 확대

전소 건설 공사를 2.1억 달러에 수주했으며,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PPP 사업 참여방안을

설계에서 자재조달, 토목, 설치까지 턴키 방식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괄도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해 2010년 4
월 준공했다. 우주왕복선을 운반하는 구소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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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는 교통 및 물류 환경 개선을 위해

의 안트노프 수송기로 항공 화물 운송으로는

MDB 차관 유치를 통한 도로 등 인프라사업을

가장 무거운 187톤의 터빈발전기를 실어날라

지속 발주할 예정이며, 한국 기업 또한 동 분야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화제를 낳기도 했던 프

에 수주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관련 공사

로젝트 공사였다. 해당 수주가 현재까지는 아

수주가 기대된다.

르메니아 시장에서 유일한 수주 실적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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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벨라루스 건설 시장은 아직까지 우리 업체

업타당성에 기반하기 보다는 성과 위주의 정

가 진출한 적이 없다.

치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도 많아 발주단
계 혹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재원확보가 어려

우리 업체 키르키즈스탄 수주 추이

(단위:백만달러)

울 경우 중단 또는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해 사

구분

누계

~'12

'13

'14

'15

'16

'17

업 참여 기업에게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

건수

9

7

0

1

0

0

1

다. 그리고 사회주의 잔재가 남아있어 관료들

금액

191

189

0

1.1

0.09

0

0.3

의 재량 행위가 많은 상황으로 EAEU 지역 진
출을 염두에 둔 업체라면 관련 법규나 제도가

출처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주 : 2017년은 9월 기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그렇
지만 EAEU 국가들은 경제 발전 단계가 낮아
상대적으로 주택 보급률이 낮고 인프라 투자

6. 시사점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신규 건설 수요는 장기
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AEU 국가들은 저유가의 여파로 지난 2년
간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었으며, 이에 따라 당

또한 저유가의 파고를 넘어 2017년부터 경

초 계획된 프로젝트가 차질을 겪고 신규 수주

제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당초 계획되

의 부진 등 건설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었던 대형 프로젝트의 진행 및 신규 프로젝트

이에 따라 향후 EAEU 국가들의 안정적인 경

의 발주 등이 기대되는 점 또한 건설 시장에

제 및 건설 시장 성장을 위해서는 러시아 의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해당 지역에

적인 경제 구조를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관심있는 업체라면 당분간 EAEU 지역을 주목

이 과제로 놓여있다. 또한 일부 프로젝트는 사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업체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건설 진출 현황
2017년 하반기
시공상황 (원청)

전체누계건설계약
('65~'17.9.26일)

2017 계약현황

국가명

업체수

공사
건수

건수

계약액
(백만달러)

건수

계약액
(백만달러)

카자흐스탄

21

51

211

10,979

19

86

러시아

11

14

137

10,580

8

22

아르메니아

0

0

1

214

0

0

키르기즈스탄

2

2

9

191

1

0

벨라루스

0

0

0

0

0

0

소계

34

67

358

21,963

28

108

주 : 2017. 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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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카타르 단교사태
장기화와 경제적
리스크 요인1)

I. 머리말
2017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가 카타르와의
단교를 전격 선언한 이후, 주요 아랍 국가들이
잇따라 단교 대열에 합류함에 따라 중동 정세
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후 사우디아라
비아, UAE, 바레인, 이집트 4개국이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한 선결조건을 두 차례에 걸쳐 카
타르 측에 제시하였으나, 카타르가 이를 전면
거부하고 자강 외교를 선언함에 따라 역내 경
색 국면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프랑
스, 쿠웨이트, 터키 등의 주요 인사들이 갈등
당사국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이권형 · 손성현 · 장윤희 · 유광호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중동팀
카타르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한 국가는 사우
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총 12개국이며, 이 중 사
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이집트 4개국이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국가들은
단교 발표 직후 카타르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
하고, 카타르 선박과 항공기의 자국 영해 및 영
공 통과를 금지하였다. 더불어 자국민의 카타
르 여행과 체류, 경유를 모두 금지하고, 자국에
거주하고 있는 카타르 국적자도 14일 안에 출
국할 것을 명령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예
멘 내전에 개입 중인 수니파 국가 연합군에서
카타르군을 제외하겠다고 발표하며 카타르와
의 군사적 협력관계도 단절한 상황이다.

1) 이 글은‘카타르를 둘러싼 외교갈등 장기화와 경제적 영
향’
(이권형·손성현·장윤희·유광호,『KIEP 오늘의 세계
경제』
, 2017. 9. 11. vol. 17, no. 27)을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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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카타르 단교사태 관련 주요 국가들의 입장
구분

국가

외교관계 단절(12개국)

UAE, 리비아(동부 정부), 모리타니, 몰디브,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소말릴랜드, 에리트레아, 예멘, 이집트, 코모로

외교관계 격하(4개국)

니제르, 요르단, 지부티, 차드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 촉구

역내

모로코, 소말리아, 수단, 알제리, 이란, 쿠웨이트, 터키, 튀니지, 파키스탄

역외

EU, 독일, 러시아, 미국, 영국, 이탈리아, 중국, 프랑스

자료 : 저자 작성.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한 13대 선결조건

1) 이란과의 외교관계 단절, 군사교류 중단, 무역거래 제한
2) 카타르 내 건설 중인 터키 군사기지 즉각 폐쇄와 터키와의 군사협력 중단
3)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바레인에 의해 테러단체(무슬림형제단, ISIS, 알카에다, 헤즈볼라 등)로
지정된 그룹과의 단절
4) 상기 4개국과 미국에 의해 테러리스트로 지정된 개인이나 그룹, 기관에 경제적 지원 중단
5) 상기 4개국에 의해 수배중인 테러 인사 본국 인도와 자산 동결, 자금 출처 및 거주지에 대한 정보 제공
6) 알자지라 방송국 및 산하 기관 폐쇄
7) 상기 4개국 출신 인사들에 대한 카타르 시민권 부여 금지 및 내정 문제에 대한 간섭 중단
8) 최근 카타르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상기 4개국의 금전 손해 및 인명 손실에 대한 보상
9) 아랍 및 걸프 지역 국가들과의 군사, 정치, 사회, 경제 정책 공조
10) 상기 4개국 반정부 인사들과의 접촉 금지
11) 미들이스트아이, 알자디드와 같이은 카타르의 직간접적인 자금 지원을 받는 언론사 폐쇄
12) 상기 요구사항에 대한 동의(10일 내)
13) 상기 요구사항에 대해 첫해는 매달, 이듬해는 매분기, 이후 10년간 감시에 대한 동의

자료 : Al-Jazeera(2017. 7. 12), “Arab States issue 13 demands to end Qatar-Gulf crisis .

카타르는 한국의 최대 LNG 수입국이고, 다

지 공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사태

수의 국내 건설사들이 카타르 현지에 진출해

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게 경제적으로 중요한

요가 있다. 이에 이번 대카타르 외교단절사태

국가이다. 이번 외교 갈등이 중장기적으로 이

의 장기화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경제

어질 경우 LNG 수입 및 국내 건설사들의 현

적 리스크 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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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카타르 단교사태의 배경 및
장기화 가능성

을 벌이고 있는 시아파 종주국 이란과도 친분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이라크 전쟁 당시 반미
정책을 강조하던 다른 걸프 국가들과는 달리

1. 배경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 중점을 두는 친서방 외
교정책을 유지하였다.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

이번 대카타르 단교사태의 배경으로는 크

UAE, 바레인, 이집트에 의해 테러 단체로 지

게 세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된 이슬람주의 정파 무슬림형제단에 대해서

그 중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카타르 국왕

도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공개적으로 우호적

의 친(親)이란 성명’을 들 수 있다. 2017년 5

인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현재까지 직간접적

월 23일 카타르 관영통신사인 QNA는 시아

인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파 종주국인 이란을 이슬람 패권 국가(Islamic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전통적인

Power)라 칭하고, 이슬람주의 무장정파인

우방국과는 외교적으로 불편한 관계를 맺어왔

하마스(Hamas)와 무슬림형제단(Muslim

으며, 이번 사태도 오랜 기간 누적되었던 주변

Brotherhood)을 두둔하는 타밈 빈 하마드 알

국가들의 불만이 한순간 폭발한 것으로 볼 수

타니(Tamim bin Hamad Al-Thani) 카타르

있다.

국왕의 성명을 보도하였다. 해당 기사는 역내
큰 파문을 일으키며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번 외교갈등을 이란의 정치·경제적 영향

를 비롯한 수니파 왕정국가들간의 해묵은 갈

력 확대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적 조

등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보도 직후 카타르는

치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2016년 1월 국제사

QNA 송고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국왕 명의의

회의 對이란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후 이란의

‘가짜 성명’이 배포되었다고 해명하였으나, 아

경제적 부상 및 역내 패권 확대에 대해 우려하

랍 국가들은 카타르 측 해명을 인정하지 않고

는 사우디아라비아가 對이란 견제 전략의 하

강경하게 대응한 것이다.

나로 이번 조치를 단행했으며, 친이란 외교 행
보를 유지하려는 카타르에게는 일종의 경고를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배경으로는 카타르의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독자적인 외교 행보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불
만이 오랜 기간에 걸쳐 쌓여왔다는 데서 찾을

2. 장기화 가능성

수 있다. 카타르는 1995년 하마드 빈 칼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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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타니(Hamad bin Khalifa Al-Thani) 전 국

카타르는 아랍 4개국의 선결조건을 거부하

왕 부임 이후 아랍세계의 대의명분보다는 국

면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아랍권 국

가 실리를 우선시하는 독자적 외교 행태를 나

가들 역시 선결조건 수용 외에는 타협 의지를

타내어 왔다. 카타르는 종교적으로 수니파 국

보이지 않고 있어 이번 외교갈등의 장기화 가

가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역내 패권 경쟁

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랍 4개국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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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정상화 조건으로 내세운 ∆이란과의 외교

만과 카타르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수니파

관계 단절 ∆터키와의 군사 협력 중단 ∆알자

결속에 동참하지 않고 있으며, 쿠웨이트도 상

지라 방송국 및 지사 폐쇄 등은 카타르의 정체

대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성 및 경제적 실리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

이번 사태가 장기간에 걸친 서로에 대한 불만

기 때문에 카타르가 이를 쉽게 수용하지는 않

으로 형성된 것인 만큼 GCC 국가간 결속력 약

을 것으로 보인다.

화 기조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더 나
아가 오만, 카타르 등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향

또한 카타르는 주변 국가들의 봉쇄 조치에

력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아랍 국

어느 정도 대비되어 있고, 이란과 터키가 카타

가들이 친이란 외교를 확대할 경우 사우디아

르를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라비아의 역내 지위가 약화되면서 중동의 전

있기 때문에 카타르가 경제적 고립으로 인해

체적인 역학관계가 재편될 수도 있다.

먼저 굴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된다. 카타르는 2016년 대형 컨테이너선이 정
박할 수 있는 하마드 항구를 신설하여 식량 수
입을 늘릴 수 있는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였고,

Ⅲ. 카타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리스크 요인

최근 전력 기반시설을 확대하여 잉여 전력 생
산능력을 갖추어 놓았다. 아울러 그동안 사우

1. 부문별 경제적 영향

디아라비아 육로 접경을 통해 수입해온 생필
품 및 식료품을 현재 이란과 터키에서 대체 공

환율

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카타르 국민이
생활난에 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카타르에 대한 단교 선언 이후 카타르 리

더불어 주변국의 통행 차단 조치에 대응하기

얄화 선물환이 급등하였으나 최근 안정세로

위해 신규 해상 수송로를 도입하고, 80개국 국

돌아서고 있다. 카타르와 주변국과의 갈등

적자에 대한 입국비자 면제 조치를 발표하는

이 고조되면서 외환 공급업체인 트레블렉스

등 카타르 스스로가 외교갈등 장기화에 대비

(Travelex)는 사업 리스크를 이유로 세계 주

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

요 은행과 환전소에 카타르 리얄화 공급을 일

4일에는 향후 재정수입원 안정을 위해 2024년

시 중단한 바 있다. 또한 카타르의 환율 상승

까지 자국의 LNG 생산량을 매년 30%씩 늘릴

에 대한 투기적 거래 증가와 GCC 기관투자자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들의 일시적인 자금 인출로 6월 26일 12개월
물 카타르 리얄화 선물환은 2017년 1월 대비

양측 합의에 따라 이번 사태가 일시적으로

4.7% 상승한 3.84카타르 리얄을 기록하였다.

봉합된다 하더라도 GCC 내부의 갈등 요소가

하지만 카타르 정부가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완전히 제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오

개입하면서 7월 24일 기준 3.71카타르 리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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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카타르 단교 선언 전·후 주요 신용평가사의 장기 신용등급 변경 내용
신용평가사

사태 전

사태 후

등급

전망

변경일

등급

전망

변경일

S&P

AA

부정적

2017년 3월 3일

AA-

부정적 검토

2017년 6월 7일

피치(Fitch)

AA

안정적

2015년 3월 6일

AA-

부정적

2017년 8월 28일

무디스(Moody's)

Aa3

안정적

2017년 5월 26일

Aa3

부정적

2017년 7월 5일

자료 : Bloomberg.

선물환이 빠르게 안정되었다.

LNG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 다
른 수출품도 대체 수송로를 마련하면서 큰 타

국가신용등급

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6월 카타르
의 수출은 183.7억 카타르 리얄(약 50억 달러)

신용평가사들은 카타르의 경제성장 둔화

로, 전월 대비로는 9.5% 감소하였으나 전년동

가능성을 이유로 신용등급을 낮추거나 전망

기 대비는 5.4% 증가하였다. 카타르의 전월 대

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S&P는 외교갈등이

비 감소한 수출액은 총 19.2억 달러였으며, 감

카타르의 재정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

소 금액 중 석유 및 석유제품의 비중이 54.0%

을 미칠 것으로 보고 2017년 6월 7일 카타르

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카타르의

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6월 수출 감소는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영

강등하고, 전망도 ‘안정적’에서 ‘부정적 검토

향으로 해석된다. 한편 카타르의 수입은 각종

(negative watch)’로 하향 조정하였다.

수송로 봉쇄로 인해 일시적으로 급감하였으
나, 카타르 정부가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여 대

피치는 6월 12일 카타르의 신용등급 전망을

체 수입로를 마련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다.

‘안정적’에서 ‘부정적 검토’로 변경한 뒤 카타
르와 단교 선언국 간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이

카타르의 2017년 6월 수입 규모는 58.7억

어지자 8월 28일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카타르 리얄(약 16.1억 달러)로, 전월 대비

한 단계 강등하고 전망도 ‘부정적’으로 내다봤

37.9%, 전년동기 대비 40.0% 급감하였다. 특

다. 한편 무디스는 카타르의 신용등급을 유지

히 카타르 식품 수입의 약 40%가 육로를 통

하였으나 7월 5일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

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단

적’으로 변경하였다.

교 이후 일시적인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카타
르 정부가 터키, 이란, 모로코 등으로부터 각종

교역

곡물, 과일 및 채소 등을 조달하면서 2017년 7
월 카타르의 수입은 62.4억 달러로 전월 대비

이번 사태 이후 카타르의 최대 수출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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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 투자

역을 위한 대체 항으로 부상하고 있다.

카타르는 외교갈등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천

2. 장기화에 따른 주요 리스크 요인

연가스 부문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자 더욱 공격적인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카타르의 LNG

카타르 국영석유기업인 QP(Qatar Petroleum)

및 원유가 수출되는 호르무즈 해협이나 수에

는 지난 4월 2005년 이후 12년간 개발유예조

즈 운하가 봉쇄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치를 해온 북부 가스전에 대한 개발을 재개하

전망된다. 카타르의 LNG 선박이 드나드는 호

여 2Bcf/d를 추가 생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

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란과 오만은 카타르

으며, 7월 4일에는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많은

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4Bcf/d로 추가 생산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

이집트도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혔다. QP는 6월 13일 로열더치셸과 북부 가스

때 수에즈 운하에서 카타르 선박의 출입을 막

전의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발

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하였으며, 7월 11일에는 프랑스 석유기업인
토탈과 알 샤힌(Al Shaheen) 해상 유전을 25

그러나 경제성장 둔화, 재정수지 악화 등의

년간 개발하기 위해 합작투자기업인 노스오일

부정적인 영향은 나타날 수 있다. 외교갈등의

(North Oil)을 70대 30의 비율로 설립하기로

장기화는 외자 유출, 단교국과의 투자 및 교역

했다고 발표하였다.

중단에 따른 각종 비용 상승 등으로 카타르의
경기를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카타르 정부

항공 및 물류

는 외교갈등이 자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외환 및 금융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

카타르는 단교국의 항로, 육로 및 항만 사용

하고 있으며, 대체 수송로 사용에 따른 기업의

이 금지되자 대체 수송로를 개발하여 혼란을

비용 증가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 재정을 사용

최소화하고 있다. 카타르 항공은 사우디아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재정수지 악화로

비아, UAE 등 단교국의 영공 진입이 막히자

연결될 수 있다.

이란, 터키, 오만 등의 우회 항로를 이용하면서
항로 대부분을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또

카타르가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외

한 카타르 정부는 하마드 항의 활용률을 높이

화자산은 위에서 언급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

는 한편 기존에 이용하던 UAE의 항을 대신하

화시킬 것이다. 2017년 3월 기준 카타르의 외

여 오만의 주요 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

화보유액은 335억 달러로, 이는 향후 11.1개월

다. 특히 오만의 살라라(Salalah) 항과 소하르

간의 수입결제를 소화할 수 있는 규모이다. 또

(Sohar) 항에서 카타르를 오가는 선박의 선적,

한 카타르는 국부펀드의 형태로도 약 3,200억

재급유 등이 허락되면서 이 지역이 카타르 교

달러(2016년 카타르 GDP의 209.8%)의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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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유하고 있다. 카타르 중앙은행 총재인 압

재 수입 자체가 어려워지기보다는 수입 시 물

둘라 빈 사우드(Abdullah bin Saud al-Thani)

류비용 및 수입 기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는 단교 선언 이후 어떤 종류의 경제적 충격이

수 있으며, 이는 진행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의

발생하더라도 국부펀드 및 외화보유액을 즉

비용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 건설 투자는 향후

각 유동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카

카타르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할 부문이다. 따

타르 리얄화에 대한 추가 매도 압력이 커지더

라서 외교갈등의 장기화로 월드컵 관련 건설

라도 카타르 정부는 외화자산을 기반으로 달

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석유 및 가스 의존적 경

러 페그제를 유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

제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산업다각화와 관련된

나 카타르 국부펀드인 QIA(Qatar Investment

인프라 개발이 지연될 경우 장기 경제성장률

Authority)는 해외 부동산 및 인프라 개발 등

둔화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 투자하여 단기간 내에 유동화하기 힘든 자
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즉각
적인 유동화 가능성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Ⅲ. 한·카타르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 및 리스크 요인

향후 건설 부문의 비용 및 공사 기간 증가
가 건설 투자 부진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카타

1. 한·카타르 경제협력 관계 개요

르의 장기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각종 건설 기자

한국의 대카타르 교역은 무역적자 상태를

한국의 대카타르 교역 추이
주 : 2017년은 6월까지의 수치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2017), 무역통계(http://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 검색일: 2017.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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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있으며 광물성 연료가 전체 수입의

많은 부문을 차지하였고, 원유가 38억 7,600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대카타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르 수입 규모는 100억 8,100만 달러로 카타르
는 한국의 제9위 수입국이었으나 수출 규모는

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 준비로 도로, 철도,

5억 3,600만 달러로 수입에 비해 미미한 수준

전력, 호텔 등 대규모 인프라 및 건설 프로젝트

을 기록하였다. 2016년 카타르로부터의 광물

를 진행 중인데, 한국기업은 이 기회를 통해 카

성 연료 수입 규모는 97억 700만 달러로 전체

타르의 프로젝트 시장에 활발히 진출해왔다.

수입의 약 96.3%에 달했으며 광물성 연료 중

한국의 대카타르 건설 수주는 2008년 44억 44

천연가스 수입액이 43억 9,500만 달러로 가장

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부

한국의 대카타르 건설수주 규모 및 대중동 건설수주 중 비중

(단위: 백만 달러(좌), %(우))

주 : 2017년은 검색일(2017. 10. 16) 기준 수치
자료 : 해외건설협회

한국의 대카타르 업종별 투자
주 : 1980년~2017년 누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단위: 백만 달러)

한국의 대카타르 건설업 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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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015년까지 연평균 수주액은 18억 4,378

한 다른 GCC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주

만 달러에 달했다. 2014년 하반기에 시작된 유

로 건설업에 집중되어 있다. 2017년 3월까지

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대카타르 건설 수주 규

한국의 대GCC 누계 투자 규모는 62억 4,317

모는 2015년의 21억 3,223만 달러에서 2016

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 중 사우디아라비아가

년에 4억 6,689만 달러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39억 2,652만 달러로 62.9%를 차지하고 있으

2017년 10월 기준 수주액은 12억 2,440만 달

며,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UAE, 오만, 바레

러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중동 전

인, 카타르 순을 보였다. 대카타르 누계 투자

체 건설수주 규모 중 카타르의 비중도 2016년

는 6,824만 2,000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의 4.4%에서 11.7%로 확대되었다.

건설업 부문 투자액이 5,174만 8,000달러로
75.8%를 차지하였다. 2016년 투자액은 152만

한국의 대카타르 투자는 쿠웨이트를 제외

2,000달러로 전년대비 약 71% 하락한 것으로

카타르 내 주요 건설프로젝트 현황

(단위: 억 달러)

업체

공사명

발주처

계약금액

공사기간

GS건설

도하 메트로 레드라인 남부구간(지하)

카타르 철도공사

5.1

2013/06/13~2018/06/30

SK건설

도하 메트로 레드라인 건설 프로젝트

카타르 철도공사

9.6

2013/06/13~2018/03/31

오비탈 고속도로 및 트럭 루트 신설 공사

공공사업청

9.2

2014/06/15~2017/06/10

E-Ring Road 남북연결 구간 공사

공공사업청

6.2

2017/02/15~2020/08/14

메트로 Red Line North 구간 고가 및 지상 구간

카타르 철도공사

1.2

2014/12/28~2018/06/30

Facility D IWPP

카타르 수전력회사

17.9

2015/05/13~2018/06/23

루사일 개발 5B(도로 및 인프라)

루사일부동산개발회사

3.6

2012/01/15~2014/07/14

루사일 개발 CP-3A(교량)

루사일부동산개발회사

1.5

2011/11/15~2013/11/13

하마드 메디컬 시티 2단계 - Hospital Fit-Out 공사

공공사업청

10.0

2011/02/01~2013/12/04

도하 신항만 - 운하 굴착, 안벽, 준설

New Doha Port
조정위원회

2.7

2013/08/25~2016/02/10

루사일 고속도로 공사 패키지 1번

공공사업청

13.4

2012/05/21~2017/12/28

무쉐이렙, 하트 오브 도하 복합개발공사 - 1A 단계

도하랜드사

3.4

2010/04/14~2012/07/13

국립박물관 신축공사

Qatar Petroleum(QP)

5.0

2011/10/30~2016/12/14

현대로템

Al Dhakhira 하수처리장 및 관로공사

공공사업청

3.2

2014/12/03~2018/06/05

현대
중공업

Flow Assurance Project - 해저파이프라인 공사

Ras Gas Co., Ltd

1.7

2013/08/06~2015/11/05

전력 변전시스템 확장 공사 Phase10 - Stage 2

카타르
수전력공사

2.1

2011/10/20~2014/01/19

대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효성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7. 6. 13), 「중동 8개국 카타르 단교 조치 이후, 건설현장 대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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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는데 이는 건설업 부문 투자 금액이 급

카타르는 북부 가스전 개발 재개 계획을 발표

감한 데 기인한 것이다. 건설업 부문 투자액은

한 바 있으며, 외교갈등 사태가 촉발된 이후 천

2015년 4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6년에

연가스 증산 계획을 밝히면서 에너지 부문에

33만 달러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한국기업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2. 부문별 경제적 영향
한국에서 카타르로 수출되는 물량이 많지
카타르는 한국의 주요 천연가스 수입국으로

않아 수출에 대한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

이번 외교갈등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불안정에

으로 파악된다. 건설기자재 등 카타르로 수출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현재의 계

하는 물류의 환적은 주로 UAE의 제벨 알리 항

약 방식, 수입 경로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영향

을 통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UAE가 국경을

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LNG 수

봉쇄한 이후 제벨 알리 항에서 카타르로의 선

입의 대부분은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이루어지

적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앞서 언급

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는 카타르와 장기계약

한 바와 같이 UAE 대신 오만의 살랄라 항, 소

을 통해 LNG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가

하르 항 등을 통해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기적으로 수입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장기화에 따른 주요 리스크 요인

천연가스에 이어 카타르로부터의 주요 수입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어 중동 정세 불안정

물품인 원유, 석유제품 등의 수입도 크게 영향

이 고조되면 유가와 이와 연동된 천연가스 가

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주로

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해

수입하는 정유·화학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단

상운송로가 폐쇄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공

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이다. 원유 수입은 이

급 불안정에 대비하여 도입선 다변화 등의 방

란산 원유 및 콘덴세이트 수입이 증가하면서

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내

카타르산 수입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현재

LNG 발전 비중이 확대되고 LNG 수요가 늘

국내 유조선을 이용한 카타르산 원유 도입도

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LNG 도입선 다변화 추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진을 통해 카타르에 편중된 수입 비중을 조정
하는 등 LNG의 안정적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건설 및 플랜트 부문에서는 카타르 가스 프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로젝트 재개 및 생산 확대로 LNG 플랜트 프
로젝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건설 부문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등

기업의 플랜트 건설 참여, 플랜트 기자재 공급

을 통한 자재 및 장비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비

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7년 4월

용 상승과 공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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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있다. 현재 카타르에서 프로젝트를 진

Ⅳ. 시사점 및 대응방안

행하고 있는 기업 중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한
육로, UAE를 통한 해상 및 항공편을 이용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카타르를 둘러

자재를 조달하는 기업들은 대체 경로를 도입

싼 아랍권의 외교 갈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졌

해야 하는 상황이다. 카타르 내 건설 자재의

던 카타르 경제는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으며,

90% 이상이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 대부분이

단기적으로는 그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한 육로나 UAE 두바이를

되고 있다. 즉 아랍권 국가들의 대카타르 외교

통한 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번 사

단절 발표 직후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던 소비

태의 영향으로 자재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진

자물가, 주가지수, 선물환 등과 같은 지표들이

행 중인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외교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카타르 수출 및 재

갈등 발생 이전에 발주된 프로젝트에 입찰해

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LNG 부

공사를 수주한 기업의 경우 상승된 비용을 예

문에서도 특이 동향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카

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타르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소비재 수
입도 대체 수입선을 통해 정상적으로 이루어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이집트

지고 있다.

4개국이 카타르와의 국경을 봉쇄하고 수출입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지역 내 물류 및 인적 이

이에 따라 전반적인 한·카타르 경제협력관

동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

계도 단기적으로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기업의 카타르 진출 추진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카타르 경제협력 측면에서 가장

전망된다. GCC 국가들은 관세동맹을 맺고 협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LNG 수급의 안정성 유

정에 따라 GCC 이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

지 여부였는데, 아직까지 외교 갈등으로 인한

품에 대해서는 공동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부정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지에 진출한 국내 건설업체들은 외교 갈등

관세는 수입품이 GCC 역내에 처음 도착하

여파로 인한 비용 상승 요인에 대해 지속적인

는 통관항에서 한 번 부과되며 GCC 역내에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건설 자재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된다. 그

및 장비 수입의 지연 및 대체 항로 개발 등으

러나 이번 사태로 카타르와 다른 GCC 국가간

로 비용 상승 및 공사 지연 등의 문제가 나타

교류가 제한되면서 이러한 관세 혜택을 활용

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카타르
뿐만 아니라 UAE 등 주변국에 공동 진출한 기

또한 카타르는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

업들은 국가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비용 상

가 지나치게 큰 반면 인구 및 경제규모는 작아

승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 거시경제 및 국제금융 측면에서의 잠재적
인 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즉 카타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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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LNG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커서 국제유

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가능하도록 해

가 변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농업 및

야 할 것이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수입 물가 관리가 필요
한 상황이다. 또한 카타르는 외국인 자본 유출,

외교 갈등으로 인해 해외건설사업에서 국내

카타르리얄화에 대한 투기적 거래 등으로 인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대비

한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이는 카타르

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사 지연이나 비용 상승

은행의 국제금융거래상의 불안요인으로 이어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초기에 발주처를

질 수도 있다.

대상으로 충분한 설득 작업이 실행되어야 하
지만, 부당하게 국내 기업이 피해를 받게 되는

정부와 카타르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이러

경우에는 즉각적인 정부간 대화 및 협상을 통

한 역내 외교갈등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

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을 파악하여 카타르 경제 및 한·카타르 경협 관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카타르의 정책 담당

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특이 동향에 대한

자와 대화 채널을 구축하여 건설 현장에서 국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내 기업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인지하도록 하

보인다. 일례로 카타르를 비롯한 인접 중동 국

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

가들의 현지 공관 및 코트라, 현지 기업간 정보

로 보인다.

공유 및 공동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효과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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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류인프라
구축 동향 및
전망과 시사점(2)

1. 글로벌 수송인프라시장 개괄 및 특성
1.1 수송물류인프라시장 개괄
경제의 글로벌화와 소비트렌드의 변화로 수
송 네트워크가 점점 더 길고 복잡해지고 복합
운송을 지원하는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다. 특
히 온라인 유통의 폭발적 성장으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도로 혼잡이 증가함
에 따라 철도는 특히 고속철도와 도시 철도가
다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친환경 물류의 대두
로 철도운송에 대한 수요가 일부 지역에서 늘
어나고 있다. 일부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 진

임 재 국 연구위원/Ph.D

전이 빠른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도시의 혼

대한상공회의소

잡을 줄이기 위한 여객과 화물의 수송 솔루션
을 찾기 위한 사례들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카르타, 방콕 및 마닐라와 같은 성장 시장에
서 도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주요 도심
내 수송/교통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위한 각종
수송인프라 구축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렇듯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지난 10월호
지면에서 논했듯이 글로벌 수송인프라시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
다. 실제 맥킨지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수송
인프라 개발에 총 57조 달러(연간 3.2조달러)
상당의 투자가 필요하며, 분야별로는 교통 부
문(41.5%)의 비중이 클 것으로 전망한 바 있
다.1) 아시아 교통인프라 개발 수요를 살펴보면
2010~2020년 간 약 2.5조 달러(연간 2,300억

1) McKinsey,“Infrastructure Productivity: How to Save $1
Trillion a Year”
, 2013.

K-BUILD저널 2017. 11월호

달러)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었다.2)

과 미국을 상징하는 G2를 필두로 일본 등 선

최근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

진국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립과 중앙아시아에서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와 동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이어

두 번째는 미국,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지는 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하려는 일대일로

스페인 등 경제 규모가 큰 선진국들의 경우에

(一帶一路) 정책이 중국의 팍스차이나를 건설

는 상대적으로 노후된 인프라와 환경적인 요

하려는 야심을 드러낸 공세적 전략의 일환인

인 등으로 개발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가 형성

줄 알면서도 여러 나라들로부터 관심과 지지

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의 특징은 도로

를 받고 있는 것은 이러한 세계적 수요와 무관

건설과 항만건설 수요가 높은 이머징마켓과

하지 않다. 세계은행의 보고서 역시 수송인프

는 달리 상대적으로 철도 인프라 투자가 강한

라 투자가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해소하고 경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지역

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의 또 다른 특징은인프라 투자가 완만히 진행

강조하는 한편, 투자 부족액이 연간 1.5조 달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향후 10년간 서유럽 지

러라고 추산하며, 세계은행과 아시아인프라투

역과 미국의 수송 인프라 투자는 연평균 3%에

자은행(AIIB)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을 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고 있다.
세 번째는 극동아시아와 중국과 몽골을 포

1.2 수송인프라시장의 지역특성 분류

함한 중앙아시아 같은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염두에 둔 정치/경제적인 헤게모니 장악을 위

수송인프라 시장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분

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아프리카나 남미, 일

러시아의 극동 선도개발구역 조성 및 블라디

부국가를 제외한 동남아시아 등 경제의 성장

보스토크 자유항 개발 사업 등은 모두 러시아

과 자원개발 수요는 현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의 동방(東方) 시프트(Shift)와 연관이 있으며,

수송인프라가 낙후되어 수송인프라 구축필요

중국의 동북3성 개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할

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 지역은 해당 국가의 경

수 있다.

제력이나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는 수송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

특히 중국 일대일로정책의 핵심인 6대 경제

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수송인프라에 대한 투

회랑 구축은 중국을 포함하는 주요 경제권의

자는 주로 정치적인 영향력 확대와 경제개발

인프라 통합, 인적교류 활성화, 체제 및 기제의

이익을 염두에 둔 원조형 투자가 주류를 이루

연동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표1에

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는 중국

나타난 바와 같이 6대 경제회랑의 중점 사업은

2) ADB, ADBI,“Infrastructure for a Seamless Asia”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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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육상교통망 구축

중심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

5개 회랑과 에너지 확보를 위한 석유 및 가스

무역구도 변화에 따른 국제화물 운송로역시

수송관 건설 등 수송인프라 구축으로 이루어

변화가 기대된다.

지고 있으며, 극동아시아 지역 일부를 제외한
유럽과 아시아 전반을 포괄 하고 있어 향후 글

기존에는 유럽, 미국 중심의 교역관계에 입

로벌 수송인프라 구축의 최고 핵심 지역으로

각하여 국제화물 운송로가 구축된 반면 향후

자리매김할 것으로 판단 된다.

에는 유라시아 국가 간 특히 아시아 역내, 유
럽-아시아 간 무역량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향후 국제질서의

에 따른 국제화물 운송로가 구축될 것으로 예

헤게모니를 장악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정책

측된다. 이에 따라 해운의 경우 북태평양, 인

으로 볼 수 도 있지만 향후 아시아 지역이 향

도양, 지중해 및 카스피해 연계 국제화물 노선

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세계경제의

이 크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육상운송망

표 1. 일대일로 6대 경제회랑 주요노선
구분

주요노선

중점사업

중국-몽골
-러시아
경제회랑

중국, 몽골,
러시아

·중국 징진지 - 후허하오터 - 몽골 울란바토르 러시아 울란우데 - 모스크바
·중국 다롄 - 선양 - 장춘 - 하얼빈 - 만저우리 - 러시아
치타

고속운송
통로

신유라시아
대륙교

중국, 중앙아 5개국,
러시아, 이란, 터키,
우크라이나, 폴란드,
독일, 네덜란드 등

·중국 렌윈강 - 정저우 - 시안 - 란저우 - 우루무치 카자흐스탄 악토가이 - 아리스 - 러시아 스몰렌스카야
- 브랸스크 - 벨라루스 브레스트 - 폴란드 바르샤바 독일 베를린 - 네덜란드 로테르담

국제철도간선

중국-중앙아서아시아
경제회랑

중국, 중앙아 5개국,
이란, 터키 등

·투크메니스탄 - 우즈베키스탄 중부 - 카자흐스탄 남부
- 중국 아라산커우(기가동 노선)
·투르크메니스탄 - 타지키스탄 - 키르기스스탄 - 중국
우차(건설 중 노선)

중국인도차이나
경제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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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국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방글라데시-중
국-인도-미얀
마 경제회랑

중국, 베트남, 태국,
·중국 난닝 - 베트남 하노이 - 빈 - 태국 콘캔 - 방콕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송클라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 - 싱가포르

석유 및
가스 수송관

철도 및 도로

중국, 파키스탄

·중국 신장 카스 - 훙치라푸 - 파키스탄 소스트 - 쿤자랍
- 이슬라마바드 - 라호르 - 카라치 - 과다르항

철도 및 도로,
석유 및 가스
수송관, 광케이블,
산업단지 등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미얀마

·방글라데시 다카 - 중국 쿤밍 - 인도 콜카타 - 미얀마
만달레이

철도 및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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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아시아 역내 혹은 유럽-아시아 연계

와 기업들의 글로벌 수송인프라 시장에 대한

철도, 도로 연계 국제화물 운송로가 발달할 것

전략적 가치에 대한 순위를 부여한다면 유라

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유라시아 내 무역량

시아 지역의 동남아시아, 남미 시장 순으로 판

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단된다.3) 본고에서는 글로벌 운송인프라 시장

충당할 수 있는 인프라 개발이나 통합된 운영

의 전략적 가치가 높은 동남아 지역에 초점을

방안 마련 등은 진행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어

맞춰 논하기로 한다.

역내의 수송인프라 구축에 대한 주도권은 핵
심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한 AIIB(아시아인프
라투자은행)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이 쥐

2. 전략지역 분석 및 시사점

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AIIB에 참여한 한국의
극동 개발참여와 유라시아시프트도 같은 맥락

2.1 전략지역 분석

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에 있
어 유라시아 국가들에 대한 수송인프라 투자

가) 동남아시아 인프라 시장분석

는 정치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상호 보완
적인 요인이 높아 향후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
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최근 아시아 태평
양 권역 내 45개국(선진국 제외)을 대상으로
'16년~'30년 기간 중 인프라 수요를 조사하여

이상 3가지 특성분류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

발표(Meeting Asia’s Infrastructure Needs)한

그림 1. 아시아 태평양 권역의 2016-2030년 기간 중 인프라 수요 4)
3) 지역국가의 정세, 해당국가의 진입장벽 등을 고려하여 필자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판단하였음
4) 출처: ADB, 한국수출입은행 발표자료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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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따르면 향후 15년간 총 22.6조불, 연간

지금까지 인도네시아는 정부 지출의 20%를

환산 시 1.5조불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교육부문에 배분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과 재
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하로 유지해야

특히 베트남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중은

한다는 정부령 제23호의 존재가 결정적으로

GDP의 5.7% 수준('10년~'14년 기준)으로 여

인프라 투자 확대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타 국가 대비 높았던 편으로 확인되며, 인도네

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도로, 철도, 항

시아, 필리핀의 경우 저조한 인프라 투자 기조

만, 공항, 전력, 수처리 등 사회기반시설이 전

로 적정수준 대비 부족분(gap)이 커 향후 인프

반적으로 부족하고 낙후를 초래하였다.

라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아울러 이들 3개국은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아

이와 같은 현실을 타개하고자 인도네시아

세안 국가의 1, 2, 3위를 점하고 있는 인구수로

정부는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인도네시아

볼 때 기존의 생활편익 인프라 설비에 대한 개

중장기 경제개발기본계획(MP3EI)”과“3차 중

보수(maintenance and rehabilitation)가 상당

기 경제개발계획 2015-2019”를 수립6)하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또한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인도네시
아 상황을 고려하여,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

특히 표2에서 나타내듯이 국가경제의 발전

안으로 민관협력 방식인 PPP(Public-Private

과 국민의 생활편익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Partnership )사업으로 정책적인 전환을 하고

하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수송인프라 수준은 여

있다.

타 아세안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들 3개국 정부의 인식 역시 취약한 수

PPP사업과 관련된 법규가 마련되기 이전

송인프라가 경제성장의 주요 제약요인으로 인

인 2005년까지는 PPP사업을 정부가 공기업이

식하고 수송인프라 투자확대 기조를 내세우

나 민간기업에 직접 할당하여 시행하였으나,

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2005년 이후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민간부문

전망된다.

이 경쟁입찰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정
한 PPP사업의 설계·건설·자금조달·운영 등 전

표 2.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의 수송인프라 수준5)
도로

철도

인도네시아

3.9

3.8

3.9

4.2

베트남

3.5

3.1

3.8

3.9

필리핀

3.1

2.0

2.9

3.4

5) 출처: 2016-2017년 글로벌경쟁력지수, WEF 주: 7점 만점 기준
6) 인도네시아 PPP사업의 전망과 시사점, 산은경제연구소 보고서, p7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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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PPP사업
경쟁 입찰에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공평한 기
회가 주어지고 있다.

발 수송인프라분야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베트남은 8%대 고속성장을 이어 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 둔화로 연간
5~6%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자 · 섬유 등

중장기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

제조업 중심의 수출 지향적 경제구조에 기인

기개발계획('15~'19년)은 7%대 경제성장률

하여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며, GDP 대비 수출

달성 목표를 위해 ①인프라 투자 촉진, ②식량

비중이 2016년 말 기준 약 85% 수준을 보이고

및 에너지 자주권 확보, ③해양 관련 분야 집중

있다. 정치적 안정, 풍부한 저임 노동력, 양자 ·

투자 및 육성, ④외국인투자 적극적 유치 등을

다자 FTA 확대 체결 등 양호한 투자여건을 바

핵심 방향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수송인프라

탕으로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투자국으로 부

부문에서는 도로 7,022km 및 철도 3,258km

상하였으며, 꾸준하게 유입되는 해외직접투

연장, 항구 172개 및 공항 15개 신설, 전력보

자(FDI)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베트남

급률 확대(81.5%→96.6%) 등 개발 목표를 설

역시 인도네시아와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정하였으며, 2016년 2월 교통, 전력, 정유, 통신

표2에서 나타내듯이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

등 총 사업규모 74조원에 이르는 30대 우선개

의 생활편익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도

표 3. 인도네시아의 PPP사업 관련 법규7)
구분

법규

대통령령
67호(2005년)
PPP
규제
대통령령 13호
(2010년 수정)

재무부 장관령
38호(2006년)

정부
지원

경제조정부
장관령 4호(2006년)

정부령 35호
(2009년)

내용
- 항만, 공항, 도로/교량, 철도, 수처리 및 수자원공급, 폐기물, 정보통신,
전기, 오일&가스로 PPP분야를 정의
- 사업자 선정은 공개 및 비공개입찰로 추진될 수 있으나, 원칙은
공개(경쟁)입찰
- 계약 기관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되며, 사업은 상호협약 혹은
정부허가에 근거해 추진
- 사업의 재정 및 비재정적 지원
- 조건부 정부보증 조건과 절차에 대해 설명
- 재무부는 리스크를 정치적 리스크, 사업시행 리스크, 수요리스크에
대한 보증을 정의
- 재무부에서 정의한 조건부 정부보증 요청은 F/S가 필요
- 협조요청서, 재무분석, 공청회 결과도 함께 제출

- 정부보증 지원을 위해 사회기반시설 보증기금(PT. PII, PT Penjaminan
Infrastruktur Indonesia)를 설립

7) 출처 :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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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철도 항만 등 수송인프라 수준은 여타 아세

하면서 수출입을 위한 컨테이너항만 개발수요

안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베

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북부지역에 위치

트남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타개하고자

하고 있는 하이퐁 컨테이너 터미널의 선석 12

2016년 3월 Nguyen Xuan Phuc 베트남 부총

개, 호치민과 까이멥, 붕따우항에서 운영되는

리를 대표자로 2016-20년 사회 경제 개발 계

16개 선석의 컨테이너 터미널이 베트남 전체

획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정부의 정책을 대외

컨테이너의 70%를 처리하고 있으나 연평균

적으로 선포하였다.

16%정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대외무역액의
증가세를 감안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

이 중 수송인프라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살

다. 2016년 베트남의 대외무역액은 약 3,507

펴보면, 첫째로 긴 하노이와 호치민을 연결하

억달러로 1996년 이후 연평균 16% 가량 증가

는 남-북 고속도로 건설, 철도 게이지를 협궤

하고 있어 항만개발 수요는 향후 꾸준히 증가

인 1m에서 광궤인 1.435m로 업그레이드, 남-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 고속 철도 공사 단계적 이행, 남부 및 북부
국제 항구 건설, 롱 탄 (Long Thanh) 국제공항
의 단계적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

앞에서 논하였듯이 필리핀은 세계 13위권인
1억명이 넘는 인구에 기반한 거대한 소비시장
을 갖고 있는 등 경제성장에 필요한 우호적인

특히 수송인프라 구축의 재원마련과 효율성

환경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우호적인 환경을 갖

재고를 위해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Public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그동안 혼란

Private Partnership)을 위한 법과 제도를 획기

한 정치상황과 함께 낙후된 인프라가 발목을

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잡아 만족할 만한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로 국도의 20%만이 포장된 도로사정을 개선

을 높이지 못했다. 실제로 2012년 필리핀 정부

하기 위하여 베트남 정부는 적극적으로 도로

는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수송인프라 부족에

인프라 확충과 개선에 나서고 있는데 아시아

따른 교통체증으로 수도권만 24억 페소의 경

개발은행은 2030년까지 베트남이 도로정비

제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2015년의 경우 손실

등 수송인프라를 개선하는데 약 4,800억 달러

규모는 더욱 커져 30억 페소에 달한다고 발표

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필리핀정부가 도로,

일례로 오는 2030년까지 140억 달러를 투자하

철도를 비롯한 항구, 공항 등 수송인프라 분야

여 1,372km의 고속도로를 만들 계획을 발표

의 취약성이 향후 경제성장의 주요 장애물로

하였으며, 호치민 외곽에 건립 예정인 국제 공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항건설에 16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필리핀 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이 2010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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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020년까지 필리핀 내 각종 인프라 개선을

산기지화 전략에 기인하여 제3국 수출이 증가

위해 1,270억2000만 달러 규모의 재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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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라는 분석을 기반으로 2016년 인프라

수단간 연결성 증진 및 이동성을 제고하고, 대

개선에 GDP의 5%에 해당하는 예산을 배정했

중교통 개선, ITS 도입 등으로 도심지역 혼잡

으나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해소, 공항 운영 효율성 개선, 마닐라 외곽 철
도 프로젝트, BRT, 장거리 교량 등이 주요한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필리핀경제개발청

사업으로 제시되었다.

(NEDA)은 2022년까지 포괄적 경제성장, 신
뢰성 있고 안전한 사회, 국제경쟁력을 갖춘

2016년 인프라 투자규모는 GDP의 4%수준

지식경제 기반 조성을 목표로 중기개발 계획

이었으나 향후 6~7%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PDP) 수립하는 등 인프라 개선과 신규투자를

천명하였으며, 실제로 2017년의 전체예산 720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중기개발 계

억불 예산중 185억불을 배정하는 등 정부의

획에 '18년~'20년 동안 총 710억불 규모의 3개

인프라투자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필리핀 인

년 인프라건설계획(TRIP)을 담아 두테르테 정

프라시장 참여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부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시켜

있다. 다만 외국인 지분을 최대 40%로 제한하

주었다. 수송인프라 분야를 보면 다양한 교통

고 있으며 토지소유에 대한 각종 규제, PPP 사

표 4. 주요 3국의 시장에 대한 SWOT 분석

강점(S)

약점(W)

- 정부가 인프라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

- 건설 및 인프라 시장이 국영기업과 재벌에 의해

- 자국기업의 기술적 전문성 부족으로 외국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 요구

주도되는 정관유착
- 전력 부족

- 외자의 투자증가로 인해 경제발전과 투자자금 확보가 용이

- 부패, 관료주의, 투명성 결여

-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 수송 인프라에 대한 수요 증가

- 숙련된 노동력은 부족한 반면, 최저 임금 및
보호고용법으로 사업비용 상승(인니)
- 높은 외환 위험

기회(O)

위험(T)

- PPP사업 규정을 개정하고 자금 조달을 확대

- 전력부족과 항만정체에 따른 사업 지연

- 건설 수요 증가에 대비해 시멘트 , 철강 등

-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 감

생산 플랜트 확장
- 정치적 안정성 제고를 통해 인프라부문
투자에 보다 도움이 되는 환경을 제공
-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하여 항만부문
의 PPP사업 증가

소 리스크
- 급속한 입찰 절차 간소화로 부패 증가, 투
명성 결여
- 각국의 인프라 계획에 비해 정부가 계획한
예산이 제한되어 있어, 재정 문제로 인
해 사업이 지연 될 수 있는 위험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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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한 수익 보전 장치에 소극적인 것은 외

증가에 대비한 시멘트, 철강 등 생산 플랜트 확

자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로 필

장, 인프라 부문 투자 환경 개선, 중국의 일대

리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으로 FDI

일로 정책과 연계한 항구부문의 PPP사업 증가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타

등은 기회요인으로 도출되었다.

ASEAN 회원국에 뒤처지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나) 시장환경 분석

2.2 시사점
인도네시아 등 동남의 주요3국의 사회간접
시설에 대한 수송인프라는 경제성장과 시장규

본고에서는 인도네시아 등 주요 3국의 수송

모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각국 정부는

인프라시장에 대한 SWOT분석을 실시하였다.

최근들어 재정지원을 통해 수송인프라에 대한

SWOT 분석은 각국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높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내부역량분석을 통해 강점과 약점을, 외부환경

만 예산 등의 제약으로 목표한 만큼의 성과를

분석을 통해 기회 및 위협 요인을 살펴보았다.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2000년대 이후 각국 정
부는 예산상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수송인

3국의 수송인프라시장의 내부역량을 통해

프라를 포함한 사회간접시설 전체에 대해 PPP

분석해 보면, 약점으로는 정관유착, 전력 부족,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초기 PPP사업은 관련

부패·관료주의·투명성 결여, 임금상승, 높은 외

법규가 제정되지 않아 정부가 공기업과 자국

환 위험 등이 약점으로 도출되었다. 반대로 정

대기업에 할당하는 형식으로 추진되었다.

부의 인프라 건설에 대한 높은 의지, 외국기업

42

유치의 적극성, 인프라 건설과 관련하여 정부

그러나 2005년 이후 각국정부는 PPP사업의

의 신속한 처리 약속, 외자의 투자증가에 따른

투명성 제고를 위해 PPP사업에 관련된 법령을

인프라구축 재원마련의 용이성, 경제발전과

제정하고, 이후 개정과 신규 법령 제정을 거듭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수송인프라 수요증가가

하여 PPP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는 어느 정도

전망되는 점은 강점으로 도출 되었다.

갖추게 되었다.

위험요인으로는 전력부족과 항만의 정체, 원

한국계 건설/토목 및 엔지니어링 기업, 물류

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업 효율성 감소, 전

기업, 금융기관에게 있어 인도네시아, 베트남

력과 항만체증에 따른 사업 지연, 급속한 입찰

필리핀의 PPP사업은 매우 매력적인 사업으로

절차 간소화에 따른 부패 증가 및 투명성결여

판단된다. 3국의 시장 기회와 경제성장 잠재력

위험, 정부 예산 제한으로 인한 인프라 사업 지

을 고려하면 시장진출 기회를 탐색하여야 할

연 등은 위험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각국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동남아 수송인프

정부의 PPP사업에 대한 법규 개정, 건설 수요

라 시장진출이 미진했던 것은 앞에서 논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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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상존하는 전

Back Guarantee 조항을 명문화해 환리스크에

형적인 하이리스크-하이리턴 시장성격을 갖

대한 위험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만

고 있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초기 위험을 줄이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는 현지에서 사업추진 경험이 많은 해당국의

특히, 인도네시아 루피화는 지금까지 몇 차

공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례 외환위기를 겪어온 대표적인 고위험 통화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등 3국에

로 인도네시아 수송인프라시장 진출 시 무엇

서 PPP사업 경험이 적은 국내기업, 금융기관

보다도 정교한 환리스크를 회피하기위한 프

들은 상대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일본계 기업

로그램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계약과정에서

의 성공/실패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한 적

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증하는 조항과

극적인 벤치마킹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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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R 경영전략
분석 및 시사점

1. 기업 개요
글로벌 EPC 기업인 KBR, Inc.(이하 KBR)
는 1901년 설립된 이래로 에너지, 석유·화학,
공공 서비스 및 민간 인프라 분야 전반에 걸친
사업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KBR은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1) 탄화수소 및 석유·화학
시장에서 technology-driven consulting(라이
선스, 기본설계, 플랜트 자동화, 촉매 기술 등),
(2) 영국, 호주, 미국 등 공공기관 대상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mote life support
services, logistics, program management
& capability risk management, resilience

이 강 욱 책임연구원

planning & execution services, training 등).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그림 1과 같이 KBR은 북미, 중동, 호주, 유
럽, 아프리카 등 40여 개국에서 사무소를 운영
하고 있으며(70여 개국 발주처 대상 서비스 제
공), 본사는 텍사스 휴스턴에 위치하고 있다.
KBR의 비즈니스는 크게 2가지 분야로 구분
되며(M. W. Kellogg 및 Brown & Root), 다수
의 인수합병을 통해 성장해왔다. 먼저 M. W.
Kellogg는 1901년 뉴욕에서 설립되었으며, 석
유 정제 및 화학 관련 기술·서비스를 제공하였
다. 1926년 석유 연구소를 설립하여 핵심기술
을 개발 및 상용화(라이선스)하였으며, 1951
년 세계 최초의 나프타 분해설비(naphtha
cracker)를 잉글랜드 Wilton에 건설했다.
이후에도 M. W. Kellogg는 수증기 열분
해(steam pyrolysis), 유체 촉매 분해(fluid
catalytic cracking), 석탄 합성연료(coal-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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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BR 사무소 분포

(Image source: https://www.kbr.com/About/locations)

synthetic fuels), 헬륨 회수(helium recovery),

에 주력했다. 1962년 Brown & Root는 에너

에틸렌, 암모니아 공정 등 기술을 특화시켰으

지기업인 Halliburton에 매각되었는데, Dick

며, 이러한 경쟁력은 KBR 비즈니스의 한 축을

Cheney(미국 제46대 부통령)가 CEO로 몸 담

담당하여 왔다. 1988년 M. W. Kellogg는 오

았던 Halliburton는 이라크 유전관리 및 전후

일·가스 관련 PM 및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구사업을 수행하고, 베트남전 동안 미군이

Dresser Industries에 인수되었다.

발주한 인프라 공사의 85%를 수주하는 등 전
쟁특수를 톡톡히 누리며 성장하였다.

한편 Brown & Root는 1919년 텍사스 휴
스턴에서 설립되었으며, 미국 공공공사를 다

이 가운데 1998년 Halliburton(Brown &

수 수행하였다. Lyndon B. Johnson(미국 제36

Root)이 Dresser Industries(M. W. Kellogg)

대 대통령)의 정치 캠페인을 지원하는 과정에

를 인수합병하면서 지금의 KBR이 설립되었으

서 관급공사를 독점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특

며, 2007년 Halliburton group company에서

히 제2차 세계대전 시기와 맞물려 군함을 건

분리되면서 KBR은 독립적인 회사로 거듭나

조하고 해군항공기지를 구축하는 등 국방사업

게 되었다. 이후에도 KBR은 인수합병 및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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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오를 다변화하며 글로벌 EPC 업체로서의

장비의 자산관리 서비스 등으로, 민간군사기

면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관련 상세내용은 표

업(private military company)의 역할을 수

1과 같다.

행한다. 2016년 GS 부문 매출액은 13.6억불
(전체의 31.8%), 수주잔고는 78.2억불(전체

최근의 KBR 사업영역은 크게 (1) Government

의 71.5%)이다. T&C의 경우, 석유·화학, 암

S e r v i c e s ( G S ) , ( 2 ) Te c h n o l o g y &

모니아, 올레핀 등 관련하여 육상-해상, 업

Consulting(T&C), (3) Engineering &

스트림-다운스트림을 막론하고 사유기술

Construction(E&C)로 구분된다. 먼저 GS

(proprietary technology) 기반의 컨설팅 서비

의 주된 업무는 군수지원(군사기반시설 건

스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KBR은 Shell,

설, 장비 수송, 케이터링 등 병참업무), 시설·

BP, ExxonMobil, Chevron 등 업계 선두주자

표 1. KBR의 주요 약사 (CIC (2017) 발췌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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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유형

2016

인수/합병

Honeywell Technology Solutions社 인수계획 발표

내용

2016

인수/합병

Wyle, Inc. 인수 (엔지니어링 및 기술 서비스)

2016

서비스 확장

2016

상업 운영

노르웨이 Johan Sverdrup 프로젝트의 고정식플랫폼 시공 착수

2016

인수/합병

Plinke GmbH 및 Weatherly Inc. 인수 발표

2015

규제 승인

8mtpa LNG 수출시설 건설 관련 캐나다 Nova Scotia Environment 승인 획득

2012

인수/합병

Abdulgadi & Al-Moaibed Consulting Engineering Co. 인수
(Saudi Aramco's GES+ Initiative에 일반 엔지니어링 및 PM 서비스 제공)

New KBR Integrity Mgmt. 서비스 개시 (고객의 운영 전문성 및 안전성 강화)

2010

인수/합병

Energo Engineering 및 Roberts & Schaefer社 인수

2008

인수/합병

Turnaround Group of Texas, Inc. 인수 (휴스턴 기반 기업 구조조정 및 컨설팅)

2008

인수/합병

Catalyst Interactive(CI) 인수 (호주 기반 방어시설, 정부 및 산업 교육 서비스)

2008

인수/합병

BE&K, Inc. 인수 (US$550m., 엔지니어링, 건설, 유지보수 서비스)

2008

인수/합병

Wabi Development Corporation 인수 (US$19.5m., 에너지, 조림, 광업 분야)

2007

소유권 변경

Halliburton에서 KBR, Inc. 분리

2006

주식 상장

KBR, Inc. 신규 주식상장 (IPO)

1998

인수/합병

Halliburton(Brown & Root)이 Dresser Industries(M. W. Kellogg) 인수합병
⇒ KBR, Inc. 설립

1989

인수/합병

Halliburton이 C. F. Braun Inc.(종합건설사) 인수 ⇒ Brown & Root와 합병

1988

인수/합병

Dresser Industries가 M. W. Kellogg 인수 (오일·가스 관련 PM 및 통합 서비스)

1962

인수/합병

Halliburton이 Brown & Root 인수 (군수 기간산업 지원)

1919

법인 설립

Brown & Root 설립 (미국 공공공사 수행)

1901

법인 설립

M. W. Kellogg 설립 (발전소 건설, 파이프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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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기술제휴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

2. 경영 실적

며, 2016년 T&C 부문 매출액은 3.5억불(전체
의 8.1%), 수주잔고는 3.1억불(전체의 2.9%)

2006~2016년간 KBR의 매출 및 순익 지수

이다. 마지막으로 E&C는 탄화수소 가치 사슬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2), 2006년 대비 매출은

전반에 걸쳐 천연가스, 암모니아, 석유화학제

2009년 1.3배까지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후 점

품 등의 생산·처리를 위한 제반 인프라의 설계,

진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에는 0.4배 수준으

시공 업무를 주로 한다. 2016년 E&C 부문 매

로 나타났다. 순익 또한 2011년까지는 2.9배까

출액은 23.5억불(전체의 55.1%), 수주잔고는

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2014년 –7.5배, 2016

27.7억불(전체의 25.3%)이다. 이상의 내용을

–0.4배로 악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3

바탕으로 KBR 사업영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과 같이 순익률(매출 대비 순익)로 환산해보

같다.

면, 2006년~2013년까지는 2~5% 대로 비교
적 안정적이나, 조직개편을 진행한 2014년 이

A. Government Services (GS)

후 등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 Defense & security program / Emergency
response & logistics program / 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 Facility &
equipment asset management / Project
& program management / Training
/ Aerospace / Science technology &
engineering / Weapons system engineering

B. Technology & Consulting (T&C)
: Refining / Chemicals / Olefins / Ammonia

그림 2. KBR 매출 및 순익 지수 추이

(단위: 2006=1.0)

fertilizers / Coal gasification / Offshore
technologies / Automation & process
technologies

C. Engineering & Construction (E&C)
: Liquefied natural gas(LNG) & gasto-liquid(GTL) / Ammonia plants /
Petrochemicals / Refining facilities /
Offshore
그림 3. KBR 순익률 추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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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매출액 및 순익액 추이를 살펴보

3. 포트폴리오 분석

면(그림 4), 2006~2011년간 매출액은 연평
균 14.8%로 꾸준히 증가해온 반면(172천불

2010년 이전까지 KBR 매출실적은 대부분

→343천불), 2012~2016년간은 –14.7%로 감

해외시장에서 발생하였으나(연평균 83.9%),

소하였다(293천불→155천불). 1인당 순익액

최근 미국 내수시장의 회복세가 두드러짐에

도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으나(3천

따라 국내외 매출비중이 균형을 이루어가고

불→18천불), 이후 2014년 –50천불, 2016년

있다. 그림 6을 살펴보면, 2006년 해외 매출

–2천불까지 적자를 나타내며 생산성과 수익

비중1)이 90.2%에 육박했던 것에 비해 2011

성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KBR은 비교적

년 78.5%, 2015년 57.0%로 점차 감소하고 있

호황기였던 2009년 이후 절반 수준으로 인력

다. 부문별로는 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감원을 실시하였으나(그림 5) 이에 대한 효과

KBR은 대체로 시공 80%, 설계 20%의 포트폴

를 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4년 대규모

리오를 유지하고 있다(그림 7).

손실을 경험한 이후 다시금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15년 2.2만명→`16년 2.8만명).

그림 4. KBR 1인당 매출액 및 순익액 추이

그림 5. KBR 인력 추이

KBR의 조직별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그

(단위: 천불)

그림 6. KBR 매출액 및 국내외 비중 추이 (단위: 억불, %)

(단위: 명)

그림 7. KBR 매출액 및 부문별 비중 추이 (단위: 억불, %)

1) ENR Top International Design Firms 및 Top International Contractors에서 KBR 해외 매출금액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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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8), 최근 건설·엔지니어링(E&C) 부문의 하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플랜트-토건 공종 간

락세(`12년 72.3%→`16년 55.1%) 및 정부 서

매출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비스(GS) 부문의 성장(`12년 14.2%→`16년
31.8%)이 두드러진다. 기술·컨설팅(T&C) 부

내수시장을 포함한 KBR의 지역별 매출 추

문은 업무 특성상 매출규모는 작은 편이나, 매

이를 살펴보면(그림 10-11), 2006년 중동지

년 3.0~3.5억불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KBR

역 비중이 가장 큰 47.2%를 차지하였으며, 뒤

자체기술에 대한 업계 수요가 꾸준히 발생되

이어 미국 14.0%, 유럽 11.7% 순으로 중동 중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ENR 통계에 따

심의 매출구조를 나타내었다. 이후 글로벌 금

르면(그림 9), KBR의 주력 공종인 플랜트 매

융위기 및 국제유가 하락시기와 맞물려 2011

출비중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

년에는 아프리카(22.8%), 미국(21.5%), 아시

로 등락을 거듭하다가(`06년 59.3%→`08년

아(15.5%)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나타났으며,

93.4%→`10년 54.7%) 2010년 이후 회복세를

2006년 대비 지역별로 균등한 포트폴리오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3년간(`13-`15) 공종별 평

갖추게 되었다. 반면 최근 들어서는 KBR의 전

균 매출비중은 플랜트(88.4%)가 압도적인 가

체적인 매출규모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운데 토목(8.0%), 전력(2.6%), 건축(1.0%) 순

자국 중심의 매출 포트폴리오로 변화하고 있

그림 8. KBR 조직별 매출 추이

그림 10. KBR 지역별 매출 추이

그림 9. KBR 주요 공종별 매출비중 추이

(단위: 백만불)

(단위: %)

그림 11. KBR 지역별 매출비중 변화

(단위: 백만불)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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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6년 KBR의 지역별 매출비중은 미국

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매출실적이

(49.5%), 중동(19.9%), 유럽(11.7%), 아시아

떨어지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오히려 설계 비

(8.8%), 캐나다(3.4%), 아프리카(2.6%) 순으

중이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로 나타나, 신흥지역인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며 인접지역인 중남미 및
캐나다에서도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다.

더욱이 KBR은 설계-구매-시공을 패키지로
하는 통합형 발주방식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
는데, 2010년 이후 design-build(DB) 실적이
급증하며 2016년에는 전체 매출의 63.6%를

4. 강점 및 약점

차지하고 있다(그림 12). KBR의 엔지니어링
매출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기별로 차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BR의 매출 성장

이는 있으나 매출의 80% 수준을 해외시장에

성은 2006년 대비 0.4배 수준으로 하락하였으

서 거두고 있으며(그림 13), 이중 대부분의 실

며, 수익성 또한 등락을 거듭하며 전반적인 정

적이 플랜트 분야에서 발생하였다(그림 14).

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추세
가운데 본 장에서는 KBR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한편 KBR의 국내외 시공 매출 추이는 설계

약점을 보완하고 있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주요 미국 건설기업(Flour, Bechtel, CB&I
등)들과 마찬가지로 KBR은 엔지니어링 및
PM 분야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설계기반
건설(engineering-based construction)”의 사
업형태를 영위하고 있다. 그림 7과 같이 KBR
은 설계 부문에서 20% 내외의 매출 비중을 꾸
그림 13. KBR 국내외 설계 매출 및 비중 추이

그림 12. KBR 총 매출 및 DB 비중 추이 (단위: 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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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불, %)

그림 14. KBR 해외 설계 매출 및 플랜트 비중 추이(단위: 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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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8

최근 5년간 KBR의 조직별 영업이익률을 살

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해외 매출

펴보면(그림 17), 평균적으로 T&C 분야의 수

비중은 2005년 87.4%에서 2010년 76.7%,

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20.1%), 이어서

2015년 50.5%까지 급감하였다(그림 15). 또

GS(9.9%), E&C(4.1%) 순으로 나타났다. 기

한 그림 16과 같이 해외 플랜트 시공 비중이

술 컨설팅(T&C)의 경우, 매출규모는 작지만

급격히 상승하는 점으로 미루어보건대(`05년

높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KBR 비즈니스에 고

12.0%→`10년 46.0%→`15년 93.0%), 현 시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정부 서비스

에서 KBR은 해외시장에서 설계·시공 부문 모

(GS) 분야는 군수산업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두 플랜트 사업에 집중하면서 실적 내실화를

지원으로 매출 성장은 물론, 약 10%에 가까

꾀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KBR의 강

운 수익성과를 내고 있다. 반면 E&C 분야는

점은 암모니아 공정과 관련한 글로벌 리딩 라

JV 파트너 도산, 비용 인플레이션, 지체보상

이센서로서 독자적인 기술력과 함께(전 세계

금, MENA 지역(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지

설비용량의 50% 수준 라이선스 확보), 이를

정학 리스크 등 요인으로 인해 매출 성장성 및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 컨설팅 및 사

수익성 모두 부진한 상황이며, KBR 경영실적

업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데 있다.

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KBR의 수주 잔고율은 해당연도의 매출
액 대비 200% 수준으로 양호한 편이나(`13
년 195.7%, `14년 170.6%, `15년 242.0%,
`16년 256.3%), 조직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
고 있다(그림 18-19). 특히 GS 분야의 경우,
2013년 수주 잔고율이 233.6%였던 것에 비
해 2015년 982.8%, 2016년 575.5%로 급상승

그림 15. KBR 국내외 시공 매출 및 비중 추이(단위: 백만불, %)

그림 16. KBR 해외시공매출및플랜트비중추이 (단위: 백만불, %)

그림 17. KBR 조직별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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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T&C 및 E&C와의 격차가 심화되

reimbursable) 방식으로 수주 잔고 구성을 점

고 있다. 물론 수주 잔고율의 증가가 기업 운

차 개선해나가고 있다(그림 20).

영에 긍정적인 점은 분명하지만, 정부 계약비
중이 과다한 점은 자칫 KBR 입장에서는 ‘양
날의 검(double-edged sword)’이 될 수 있다.

5. 시사점

과거 Halliburton 시절 군납 비리, 발주처 과
다비용 청구 등 Dick Cheney의 정경유착 문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KBR의 최근 행

제로 곤혹을 치룬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한

보는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EPC 기

편 KBR은 향후 전사적 차원의 리스크를 최소

업들과 유사성을 갖는다: (1) 해외건설의 수

화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정액계약(fixed price

주 중흥기 및 과열기를 지나 정체기에 있음,

or lump sum contract)에서 실비정산(cost

(2) 석유·화학 플랜트가 주력 공종임, (3) 최

그림 18. KBR 조직별 수주 잔고율 추이

그림 19. KBR 조직별 수주 잔고액 추이

그림 20. 2016년 KBR 수주 잔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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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Image source: KBR, Inc. 2017b)

(단위: 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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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수익성 악화를 경험한 이후 내실성장을 추

이는 등 “설계기반 건설(engineering-based

구함. 이러한 관점에서 하드웨어(단순 시공)

construction)”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보다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 및 PM)의 중요

내수시장의 활황 정도나 엔지니어링 분야의

성을 강조하는 KBR의 위기타개 방식을 눈여

역사 및 노하우 등 양쪽 실정이 다른 부분도

겨볼 필요가 있다. KBR은 설계-시공 분야 간

있겠으나, 업체 특성에 맞는 주력 상품을 발굴

매출비중을 20:80 수준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육성하기 위한 장기

기술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

적 차원의 접근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출하고, 통합형 DB 발주방식에서 강점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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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협력회의1) (Gulf Cooperation Council, 이하 “GCC”)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요청과 더불어 장기
화된 저유가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1일까지 모든
회원국이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이하 “VAT”)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2018년 1월 1일부터 5%에 달하는 VAT 도입을 법으로 공표한 바 있으며, 이번 호에서는 GCC
내 전반적인 VAT 업데이트 및 아랍에미리트를 중심으로 한 VAT 체계와 특징을 다뤄보고자 한다.

GCC 내 VAT 체계에 대한 합의

준수해야 하는 포괄적인 사항 및 개별 국가간
특정 부문에 대해서는 VAT를 다르게 적용할

GCC 회원국 6개국 모두 2016년 11월 27

수 있는 재량권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

일에 VAT 체계에 대한 합의 (GCC VAT

로, GCC 회원국 중 아랍에미리트3)와 사우디

Framework Agreement)에 서명을 완료했으

아라비아는 이미 VAT 국내 적용을 위한 법을

며, 아랍에미리트는 올해 4월에 GCC 합의 내

따로 공표하였고, 나머지 회원국도 법령을 공

2)

역을 비준하는 법 을 공표한 바 있다. 해당 합

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에는 GCC 회원국이 VAT 도입 시 공통으로

* Al Tamimi & Company는 중동지역 최대의 현지 법무법인으로 한국건설사들의 진출이 활발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GCC
전국가를 포함한 총 9개국에 17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1) GCC 회원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총 6개국이다.
2) Federal Decree No. 31 of 2017: Ratifying the Unified Value Added Tax (VAT) Agreement for GCC
3) Federal Decree Law No. 8 of 2017 on Value Adde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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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VAT 국가별 현황
GCC 6개 회원국 모두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1일까지 VAT 도입 합의

아랍에미리트

●

●

2018년 1월 1일부터 VAT
도입 확정
2017년 9월 29일부터 VAT
과세 대상 개인·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자등록 가능

사우디아라비아

●

●

2018년 1월 1일부터 VAT
도입 확정
2017년 9월 1일부터 VAT
과세 대상 개인·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자등록 가능

도입예정일

기타 회원국

●

●

VAT 도입 예정일에 대한
공식 발표 없음
VAT 관련 법·규제의 공식
발표 없음

과 관련한 국내 법령을 준비하고 통과시키는
데 많은 장애물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든 GCC 회원국은 2018년 1월 1일부터

모든 GCC 회원국이 동시에 VAT를 도입하는

2019년 1월 1일까지 VAT 도입에 합의했으며,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중순에

현재까지는 VAT 도입 및 적용에 앞장선 아랍

는 바레인이 VAT 도입 예정이고, 카타르 및 쿠

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2개국만이 2018

웨이트는 VAT 법 공표를 준비 중이지만, 오만

년 1월 1일부터 VAT 도입을 확정했다. 나머지

은 구체적인 VAT 도입 시기 등에 대해서 공식

회원국의 경우, 2018년 1월 1일까지 VAT 도입

발표는 하지 않았다.

도표 2. VAT 관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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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VAT 적용 및 법률 체계

로 한정하면, 실제 발주처를 위해 시공을 담당
하는 주 시공사 (Main Contractors), 하도급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작년에 VAT의 관리,

자 (Subcontractors), 컨설턴트, 자재공급업장

징수, 집행 등을 담당할 연방세무당국 (Federal

등 프로젝트와 관련된 거의 모든 당사자들이

4)

Tax Authority, 이하 “FTA”) 설립을 법 으로

VAT를 납부해야 하는 당사자가 되는 셈이다.

공표했다. 또한 지난 7월말에는 연방평의회
(Federal National Council)가 세금 절차와 관
5)

현재 법률상 부가가치세율은 5%로, 연간 공

련한 법 을 승인했으며, 해당 법은 과세를 위

급가액이 UAE 기준 AED 375,000/ 사우디 기

한 사업자등록 (tax registration), 세금 징수,

준 SAR 375,000 (USD 100,000)을 초과할 경

감사, 벌금, 이의 신청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

우 의무적으로 (mandatory) 등록을 해야 하

어 VAT를 포함하여 추후 도입가능한 모든 유

며, AED 187,500/ 사우디 기준 SAR 187,500

형의 세금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USD 5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voluntary)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
6)

VAT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연방법 이 지
난 8월말 공표되었고, 추가적으로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규칙 (Executive Regulations) 이 10

Time to Review Your Contracts

월말 공표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중동 내 건설계약에 있어, 그간의 계약에서
는 대부분의 경우 세금납부와 관련한 조항이

VAT Basics & Registration

전무했고, 계약 상에 누가 납세의 의무를 지
는지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

VAT란 재화나 용역이 생산, 제공 및 유통되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계약 상 세

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부가적으로 창출하

금납부와 관련한 조항이 없는 경우, 계약가격

는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로서, VAT의 과

(Contract Price) 은 VAT를 포함하는 것으로

세가 면제(exempt)되는 품목에 해당되거나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는 곧 재화를 제

영세율 (Zero-rated)이 적용되지 않는 한 사

공하거나 용역을 담당하는 기업이 자동적으로

업자는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세율을 적

VAT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

용하고 매입당시 부담한 부가가치 세액을 공

부분의 업체들의 경우 5%의 부가세를 추가적

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건설업으

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4) Federal Law by Decree No. 13 of 2016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the Federal Tax Authority
5) Federal Law No. 7 of 2017 on Tax Procedures
6) Federal Decree Law No. 8 of 2017 on Value Adde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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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계약상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당사
자들은 발주처 및 계약의 상대방과 사전에 누

Contractor in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가 부가세를 부담하고 환급절차는 어떻게 진행
할지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기 조항을 살펴보면 해당 국가 법률의 변
화 (change in the Laws) 에 기인한 비용의 증

실제로 건설계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감 (increase or decrease in Cost) 을 고려하여

FIDIC 계약서에서는 현재 GCC내의 VAT 도

계약가격은 조정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으

입과 같이 “법률의 변화”에 따라 용역제공자

며, FIDIC 계약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건설프

가 계약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

로젝트들의 경우, 세금의 도입이 법률의 변화

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들은 아

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논의와는 별개

래와 같다.

로, 시공사들이 본 조항을 근거로 가격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Clause 14.1 (b) of the General Conditions of
the Red Book

하지만, 위의 FIDIC 조항과는 달리, Dubai
Municipality 등의 일부 발주처는 자체 표준 계

“the Contractor shall pay all taxes, duties
and fees required to be paid by him under

약서 상에 가격조정은 불가능함을 명시해 놓은
경우도 있으며, 해당 조항들은 아래와 같다.

the Contract and the Contract Price shall not
be adjusted for any of these costs except as

70.1 of the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for

stated in Sub-clause 13.7 [Adjustment for

Works of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Changes in Legislation].”
“No adjustment to the Contract Price shall
Clause 13.7 of the General Conditions of the

be made in respect of rise and fall in the

Red Book

cost to labour and/or materials or any other
matters affecting the cost of the execution of

“the Contract Price shall be adjusted to

the works.”

take account of any increase or decrease in
Cost resulting from a change in the Laws of

70.2 of the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for

the Country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Works of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new Laws and the repeal or modification of
existing Laws) or in the judicial or official

“No adjustment shall be made to the

government interpretation of such Laws,

Contract Price in respect of any changes to

made after the Base Date, which affect the

any National of State Statute,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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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e or other Law or any regulation or

by the [Seller]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by-law of any local or other duly constituted

Agreement shall be exclusive of any VAT

authority, or in the introduction of any

which is due in relation to such supply. The

such State Statute, Ordinance, Decree, Law,

[Seller] agrees to provide the [Buyer] within

regulation of by-law which causes additional

[x] Days of [Date] a valid VAT invoice in

or reduced cost to the Contractor, in the

respect of such VAT. The [Buyer] shall pay

execution of the Contract”

to the [Seller] within [x] Days of receipt
of a valid VAT invoice, in addition to the

상기 조항에서 보듯, Dubai Municipality 의

consideration for the supply, an amount

계약조건에는 공사관련 비용증감 (70.1항)이

equal to any VAT due in respect of such

나 법률의 변화 (70.2항) 등에 관계없이 가격조

supply.”

정은 불가능함을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계약조항을 근거로 발주처에 계약가격을 조정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Final Thoughts

따라서 현재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당사자

GCC내에 처음 도입되어 시행될 정책인 만

들은 현재의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이에 대비

큼 VAT 도입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혼란을 겪

하여 계약상대방과 관련협의를 가능한 빨리

을 것으로 예상되고, 중동 내 특유의 관공서 문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향후 수주해야 하는

화 등에 더하여 이같은 어려움들은 더욱 가중

공사가 임박한 경우, 해당 계약내에 공사계약

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가격이 VAT를 포함하는지 여부와 향후 부가

UAE 와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는 시행일에 맞

세납부와 관련하여 누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

추어 관련법률들을 제정하고, 조직 등을 정비

는지에 대해 가능한 상세하게 정의하는 것이

하는 등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필요하다.

곧 추가적으로 발표될 세부적인 시행 규칙
(Executive Regulations)을 통하여 확정될 구

정답이 있을수는 없겠지만, 향후 체결될 계

체적인 사항들에 대해 계속 주시하고, 회계법

약들을 위한 표준조항으로 아래의 조항을 참

인 등 전문가들과의 상담 등을 통하여 각 업체

고하여, 각 업체의 사정에 따라 적용할 것을 권

들의 실무담당자들은 VAT 시행에 앞서 미리

한다.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건설사들의 경우, 현재 수행하고 있거나,

Model Clause

향후 수행할 프로젝트들에 VAT의 도입이 미
치게 될 영향과 연관성에 대해 미리 연구하고,

“The consideration for any supply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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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보수 기간과
최종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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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 완공 증명서 발급 이
시공사가 관련된 테스트를 통과하고 계약에

후에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도 관련된 준거

따른 공사를 완공하면 발주처는 완공증명서를

법상의 해당 시효 만료 때까지 시공사는 그 책

1)

발급하고 공사를 인수합니다. 이렇게 실제 공

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본 하자 보수와 최종 완

사가 완공되면 보통 하자 보수 기간이 시작됩

공과 관련하여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시

니다. 그리고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면 최종 완

공사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는 주요 내용은 다

공 증명서가 발급되고, 시공사는 해당 공사 계

음과 같습니다.

약에 따른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자 보수와 최종 완공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 어떤 것이 하자인지?

많은 시공사들께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

- 시공사는 하자 보수 기간(또는 하자 통보

은 다음과 같은 질문 내용입니다.

기간)중 발생된 모든 하자에 대해서 보수
할 책임이 있는지?

“해당 계약에 따라 하자 보수 기간이 종료되
고 최종 완공 증명서가 발급되면 시공사는 향
후 발생되는 어떤 하자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
는 것 아닌가요?”

- 발주처가 계속해서 하자 보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지?
-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실패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1) 상세 내용은 필자의‘지체 보상금(L/D)-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K-Build 2016년 5월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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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보수 기간(또는 하자 통보 기간)이후

재, 시방서, 도면 그리고 기술 등등에 관련하

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여 불일치와 결함으로 발생됩니다. 이러한 하

지는지?

자는 크게 합리적인 조사로 발견될 수 있는 명
백한 하자(patent defects)와 그렇지 않은 잠재

이번 호에서는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더

된 하자(latent defects)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하여 하자 보수 기간에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

대부분의 명백한 하자는 실제 완공 (practical

최종 완공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

completion) 전에 대부분 처리됩니다. 결국 잠

고 그 이후에 시공사의 책임 문제 등에 대해서

재된 또는 숨겨진 하자들이 하자 보수 기간 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
자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정당한wear and
tear는 예외가 됩니다. 즉, 일반적인 사용에 따

2. 하자 보수 기간
(Defects Liability Period)

른 그리고 시간 경과의 결과로 발생되는 wear
and tear는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2) 하지만 어
떤 것이 정당한 wear and tear의 결과로 발생

하자 보수 기간이라고 하면 보통 하자 보수
만 하는 기간이라고 그 개념에 대해서 오해를

된 것이고 하자가 되지 않는지는 그 해당 사안
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므로 하자 통보 기간으로도 사용하
고 있습니다(예로 FIDIC 1999년판). 주의할
것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국제 건설 계약서

2) 모든 하자에 대해서 시공사는 보수할 의무
가 있는지?

상에 표현된 본 하자 보수 기간과 해당 준거법
상의 시효와는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
니다.

해당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하
자 보수와 관련 FIDIC3)의 11.1항과 11.2항에
따르면, 먼저 시공사는 해당 기한 내에 발주처

1) 하자(Defects)

에 의해 통보된 모든 하자에 대해서 보수할 의
무가 있습니다. 다만, 시공사의 귀책으로 인해

시공사는 해당 계약 조건 내용에 따라 그 공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Risk와 비

사를 완공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실

용으로 보수해야 합니다. 즉 시공사의 귀책이

패한 경우 계약 위반이 됩니다. 하자는 해당

아니라 발주처에 귀책이 있는 사유의 경우에

계약 조건 위반이 될 것이며, 주로 디자인, 자

는 시공사는 해당 하자를 보수해야 하지만 그

2) FIDIC 1999 Books Clause Commentaries - Corbett & Co International Construction Lawyers Ltd
“…the Contractor has no obligation to re-paint chipped paintwork or replace a scratched plate if such‘defect’resulted from the
reasonable use of the Works.”
3) FIDIC Red Book 1999 (이후 언급된 FIDIC은 모두 본 Red Book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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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명합니다.4)

3) 하자 보수 기간(하자 통보 기간)의 연장

4) 하자 보수 실패의 경우

일반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공사의 경우에는

FIDIC에 따를 경우, 만약 시공사가 합리적

하자 보수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정하

인 기한 내에 책임 있는 하자에 대한 보수를

고, 복잡한 경우에는 2년 또는 3년 정도까지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주처는 합리적인 날짜

하자 보수 기간으로 정합니다. 발주처에서는

를 정하여 처리하도록 시공사에게 통보할 수

가능하면 하자 보수 기간을 길게 설정하려고

있으며, 시공사가 이 통보된 기한 내에도 그 하

할 것이지만, 시공사측은 반대로 짧게 하거나

자를 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처는 다음

연장될 경우에 cap을 두려고 할 것입니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연장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계약에 따라 다

- 발주처가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서 시공

르겠지만 FIDIC은 11.3항 및 2.5항 등에 따른

사의 비용으로 해당 하자 보수 일을 수행;

관련 절차에 따라서 하자 보수 기간이 연장 가

또는

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대 2년이

- 감리자에게 계약고에서 해당되는 합리적

상은 연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 감액을 하도록 결정할 것을 요청; 또는

여기서 만약 발주처 귀책의 하자가 발생되었

- 만약 그 하자가 발주처가 본질적으로 향

을 경우도 하자 보수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에

유할 공사의 전체적 이익 또는 공사의 주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요 부분의 이익을 잃게 만든다면, 전체 계

가는 FIDIC에 따를 경우, 가능하다고 보면서

약 또는 의도된 사용을 할 수 없는 해당 주

시공사가 책임이 없는 하자의 경우 그 보수 일

요 부분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음. 이 경우

은 공사 변경(variation)이 적용 될 것이므로,

발주처는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모

이 경우 시공사는 해당되는 추가 비용을 받을

든 금액과 금융 비용 그리고 해체, 현장 정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추가 비용은 하자 보수

리 및 plant and materials 반환 비용을 받

기간 연장에 따른 보상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

을 자격이 있음.5)

4) FIDIC 1999 Books Clause Commentaries - Corbett & Co International Construction Lawyers Ltd
“If the Contractor is not responsible for the defect or damage, the remedial work would constitute a Variation and entitle the
Contractor to additional payment, including compensation for the extension to the Defects Notification Period.”
5) FIDIC Sub-clause 11.4 (c)
If the defect or damage deprives the Employer of substantially the whole benefit of the Works or any major part of the Works,
terminate the Contract as a whole, or in respect of such major part which cannot be put to the intended use.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rights, under the Contract or otherwise, the Employer shall then be entitled to recover all sums paid for the Works or for
such part (as the case may be), plus financing costs and the cost of dismantling the same, clearing the Site and returning Plant
and Materials to the Cont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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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세번째 발주처 자격과 관련하여 어떤

까지만 연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9)

학자는 하자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주어진 일
종의 핵무기라고 언급하면서, 영국법 원칙에
따를 경우 이러한 내용이 인정될 지에 대해서

2) 최종적이고 결정적(Final and
Conclusive)인지?

회의적이라고 합니다.6)
최종 완공 증명서와 관련하여 일부 시공사
들 및 전문가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최
7)

3. 최종 완공 증명

종 완공 증명서가 발급되면 더 이상 시공사에
게 하자에 대한 책임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최종 완공 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이행보증서

것입니다. 시공사는 하자 통보 기간(Defects

반환, 남은 유보금 반환, Final Statement, 해당

Notification Period) 중에 통보된 하자에 대해

Insurances의 종료 및 현장 접근 권리 등과 연

서 보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하자 통보

계됩니다. 언제 최종 완공 증명서가 발급되어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동 기간 내에 통보된 하

야 하는지는 각 계약서 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

자는 보수해야 합니다. 하자 통보 기간이 종료

만 표준 계약서는 대체로 FIDIC의 규정과 유

되면 시공사는 더 이상의 하자 보수를 통보 받

사합니다.

지 않을 것이며 통보될지라도 직접 보수할 의
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 준거법에 따른 법

1) FIDIC규정

적 시효기간 동안 발생되는 관련 하자에 대해
서는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로 영국법

감리자는 최종 완공 증명서는 하자 통보 기

상 계약위반의 일반적인 시효는 6년이며, 과실

간 (Defects Notification Period) 종료 후 28일

에 의한 불법행위 소멸시효는 관련 손해를 안

내 또는 해당 모든 하자 보수 후 모든 시공사의

때로부터 3년이지만 과실 행위시부터 15년의

서류 제공 및 관련 테스트 완료 후 즉시 발급해

long-stop이 적용됩니다.10) 중동에서는10년간

야 합니다.8) 그리고 시공사에게 중요한 내용으

의 Decennial Liability도 있습니다. 하자 통보

로, 발주처가 최종 완공 증명서 발급을 방해하

기간 후 발생된 하자와 관련하여 시공사가 부

는 것을 막기 위해 하자 통보 기간은 최대 2년

담하는 내용은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아니라

6) FIDIC, An Analysis of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edited by Robert Knutson (2005)
7) FIDIC에서는 Performance Certificate라고 표현
8) Sub-clause 11.9“…The Engineer shall issue the Performance Certificate within 28 days after the latest of the expiry dates of the
Defects Notification Periods, or as soon thereafter as the Contractor has supplied all the Contractor’
s Documents and completed
and tested all the Works, including remedying any defects.”
9) Sub-clause 11.3“…However, a Defects Notification Period shall not be extended by more than two years.”
10) Latent Damage Act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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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경우에 그 하자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물론 강행 규정 적용 등 현장 소재지법 또는
해당 준거법에 따라서 그 관련 효력이 달라 질
수도 있습니다.

3)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만들려면?
최종 완공 증명서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4. 최종 완공 증명서 발급 후

(final and conclusive) 것이 아니며 본 증명서
발급 이후에도 시공사는 수행했던 공사에 대

최종 완공 증명서 발급 후에 나타난 하자에

해서 여전히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면 최종

대해서도 양측이 명확하게 다르게 합의하지

완공 증명서로 시공사가 더 이상의 하자에 대

않았다면 시공사는 여전히 그 책임이 있습니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요?

다. 다만 시공사의 귀책사유인지에 대해서 논
쟁이 가능할 것입니다. FIDIC 11.10항에서는

11)

홍콩의 한 판례 에서 다음과 같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최종 완공 증명서 발급 후에도 양측은 미 이행
된 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
니다.12) 최근의 영국의 한 판례에서 판사는 다

“만약에 양측이 발주처가 여러 latent defects

음과 같이 판단합니다.13)

의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그 완공 증
명서가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이러한 이유로 본 빌딩 계약서에 따를 때

의도했다면 그 증명서에는 가장 명확한 내용

시공사는 하자 보수 기간 종료 후 발생한 하

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자에 대해서 해당 16조에 의거하여서는 그 하
자를 보수를 할 의무가 없음. 다만 시공사는

[…If the parties to a contract intended

non-compliant work과 관련하여 계약 위반

the completion certificate to be final and

으로 해당 보상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수

conclusive such that an employer would be

있음.”

left without a remedy even for latent defects
of a very serious nature, the certificate would

[For the reasons that I have already given,

have to set out in the clearest possible terms

under this form of Building Contract a

that this was what was intended.]

contractor is under no obligation under

11) AG v Wang Chong Construction Co Ltd [1991] 2 HKC 30
12) Sub-clause 11.10“After the Performance Certificate has been issued, each Party shall remain liable for the fulfilment of any
obligation which remains unperformed at that time.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the nature and extent of unperformed
obligations, the Contract shall be deemed to remain in force.”
13) AMEC Foster Wheeler Group Ltd v Morgan Sindall Professional Services Ltd & Anor [2016] EWHC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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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use 16 to make good a defect which

어떻게 될까요? 영국법에 의하면 이 경우 먼

appears after the expiry of the Defects

저 시공사는 현장으로 돌아와서 하자를 보수

Liability Period. He may have a duty to pay

할 권리가 없게 되지만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in carrying

는 그 보상을 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

out non-compliant work in the first place…]

다. 하지만 관련하여 발주처도 일반적인 손실
경감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본 판례에서 판사는 다음과 같이 아주 유익
한 가상의 한 상황을 만들고 관련 법 원칙을
알려줍니다.

하자와 관련하여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도 준
거법에 따른 소멸 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특별히 대륙법계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소

“하자 보수 기간 종료 후에 기 보수된 하자

멸시효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바 해당

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어느 시공사

계약서 규정과 연계하여 더 주의하여 검토할

의 현장 조사 중에 Window cleaners로부터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완공 증명서가 발급된

Cladding panel이 느슨해진 것 같다고 듣고,

이후부터 해당되는 소멸 시효가 적용되는 시

시공사측은 그 Window cleaner의 승강기를

점까지 시공사가 발주처에 책임을 져야하는

타고 이를 조사한 바, 보수하지 않으면 문제

범위는 해당 계약 준거법과 경우에 따라서는

가 되어 그 판넬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확인하

관할권이 적용되는 현지법에 따라 달라질 수

였을 경우, 법원은 아마도 시공사가 이 하자를

있습니다. 영국법에 따르면 발주처는 더 이상

건물주나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

시공사를 현장에 부를 권한이 없게 되며, 발생

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하

된 하자에 대해서 자신이 이를 보수하고 시공

지만 시공사는 동 하자를 보수할 의무는 없으

사에게 관련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

며, 더욱이 건물주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지만 대륙법계에서는 하자보수청구도 가능할

그러한 권리도 없다. 따라서 시공사는 동 하자

것입니다.

가 있음을 통보만 하는 것으로 관련 주의 의무
(duty of care)에서 벗어난다.”

계약 시 위에서 설명드린 하자 보수 및 최종
완공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
며, 적용되는 법적 소멸 시효를 확인하는 것도

5. 결론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할 경우 관련하
여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

만약 하자 보수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본 기고문의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자격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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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과 중남미
비지니스 문화

신숭철
중남미지역경제협력대사
現 한·중남미협회 회장
前 해외건설협회 부회장
前 베네수엘라 대사
前 코스타리카 대사

중남미를 여행하다 보면 거대한 예수상과 오래된 성당들을 여럿 마주치게 된다. 또 마야나 잉카 시대 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세운 제단 위에 성당을 세운 것도 보게 된다. 가톨릭은 스페인 정복자들이 남아메리카
대륙에 들어서면서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중남미 지역의 대중적인 종교로 자리
잡았다. 역사적으로 보면 1900년부터 1960년까지 중남미 전체 인구의 90%에 달하는 인구가 가톨릭
신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오늘날에도 69%의 성인이 가톨릭 신자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더욱이
2013년 3월 아르헨티나 출신의 교황이 선출되면서 중남미의 가톨릭이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다. 이처럼
가톨릭은 중남미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바, 중남미 가톨릭의 역사와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면서 가톨릭과 중남미 비즈니스 문화와의 관계를 알아보자.

종교와 권력의 야합과 현지 문화의 수용

아즈텍(Aztec) 인디언 50만명과 전쟁을 치뤄 손쉽게
승전한 후, 그 승리를 가톨릭의 ‘신의 영광’으로

중남미 가톨릭의 전파 과정을 요약하면 종교와

돌렸다. 또 남미의 페루 지역은 1531년에 프란시스코

권력의 야합이라고 할 수 있다. 콜럼버스가 1942년

피자로(Francisco Pizarro)가 군사 200명으로 10만의

중남미대륙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후, 스페인 여왕

인디언들을 대학살 하였던 것이다.

이사벨은 알렉산더 6세 교황으로부터 막대한
권한(중남미 식민지에서 활동하는 주교 및 기타 고위

그 후 프란시스교단이 멕시코를 필두로 그리고

성직자들을 지명하는 권한)을 부여받아 선교사와 함께

예수회가 브라질과 파라과이 등지에서 포교활동을

군사를 보내어 중남미 정복에 돌입하였다.

전개하였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왕정은 식민지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 가톨릭을 활용하는 측면이 강했고,

우선 1519년 페르난도 코르테스(Fernando Cortez)가

가톨릭도 일정부분 정치권력의 비호 하에 교세를 확장할

포교를 빙자하여 불과 1,000명 정도의 군인으로

수 있었다. 물론 가톨릭이 원주민의 보호에 기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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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도 많았다. 즉 예수회는 17세기부터 선교를 위한

하지 않는다며 하소연하였다. 그러자 성모 마리아는

원주민 보호촌인 reduction을 설치하여 원주민의 입장을

“후안, 네가 처음 나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교황청도 19세기부터 교권을

장소에 가보아라. 산 위에 올라가면, 너는 거기에서 많은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예수회는 원주민 보호

장미꽃이 피어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들을 주워

노력에 불만을 품은 스페인 왕정에 의해 1770년대 초

모아서 이곳에 가져와 내게 보여주어라.”라고 말했다.

스페인 관할 지역에서 추방되었다.)
Tepeyac 언덕 정상은 꽃이 필 수 없는 험한 바위
그런데 이들은 포교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언덕이었던데 다가, 당시 계절도 꽃이 필 수 없는

문화를 수용하는 방안을 택하였다. 그것은 멕시코의

겨울이었기 때문의 성모 마리아의 말은 상식적으로

과달루페 성당 설립과 관련한 얘기에서 잘 나타나고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러나 후안은 그곳에 (그 지역

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자생종이 아닌 주교의 고향인) Castilla산 장미꽃들이
만발한 것을 목격하였고, 꽃들을 채집하여 자신의

“1531년 12월 9일 이른 아침, 인디언 원주민 Juan

Tilma(인디언의 겉옷, 망토)로 쌌다. 그러고는 서둘러

Diego가 미사에 참석하려고 Tepeyac 언덕을 넘고

내려와 성모 마리아에게 다시 갔다. 성모 마리아는 그가

있었을 때 신비롭고 찬란한 빛을 내는 구름 속에 푸른

가지고 온 장미꽃들을 보고 손수 그의 틸마에 가지런히

망토를 입은 성모 마리아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고

다시 놓아주었다. 뒤이어 그녀는 “후안, 이 여러 가지

한다. 성모 마리아는 후안에게 Nahuatl어로 “나는

장미송이들이 네가 주교에게 가져가야 할 표적이다. 너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이다.

주교에게 이것들을 가져가서 내 소망을 깨닫도록 하고,

나는 나를 사랑하고 믿으며 내 도움을 요청하는 지상의

내가 요청한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내 이름을 들어

모든 백성의 자비로운 어머니이다. 나는 그들의 비탄의

말하도록 하여라. 너는 나의 심부름꾼으로서 신념을

소리를 듣고 있으며 그들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고

지니고 행동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나는 너의 틸마에

있다. 나는 너희가 나의 사랑과 연민, 구원 그리고 보호를

싸인 꽃송이들을 주교 앞에 나아갈 때까지 풀어 보이지

증거로 제시하는 표시로 내가 발현한 이곳에 성당을

않을 것을 엄격하게 명령한다. 그것들을 조심해서

세우길 바라고 있다. 멕시코 주교관에 가서 이곳에

가져가도록 하여라. 네가 그에게 모든 사실을 설명할

나를 위한 성당을 세우는 것이 내 소망임을 전하도록

때, 내가 너를 산 위로 보냈으며 거기에서 이 꽃들을

하여라.”라며 자신이 발현한 장소에 성당을 세워 자신을

발견했다고 전하여라. 그렇게 한다면 너는 그를 설득할

공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수 있을 것이며 내가 요구한 성당이 세워지는 날까지
너는 그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후안 디에고는 이 메시지를 스페인에서 온 Juan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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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márraga 주교에게 전했으나, 주교는 전혀 믿으려

후안 디에고가 수마라가 주교에게 가서 “성모님이

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교는 후안에게 그의 말이

보내신 꽃입니다.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하고는 틸마를

참이라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적의 증표를 보여

펼쳐 담아온 장미꽃들을 보여주었을 때, 신기하게도

달라고 요구하였다. 주교관에서 나온 그는 같은 날 성모

장미꽃들이 마루 바닥에 폭포처럼 흩뿌려지면서

마리아를 만났던 장소로 다시 갔다. 그곳에서 성모

과달루페의 성모 형상이 후안 디에고의 틸마에 새겨져

마리아를 다시 목격한 그는 주교가 자신의 말을 믿으려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를 본 수마라가 주교는 그

K-BUILD저널 2017. 11월호

경이로움에 놀라 그 즉시 성모 형상이 새겨진 틸마 앞에

1917년 헌법은 성당의 권한에 더욱 족쇄를 채우게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성모 마리아의

되었다. 결국 이러한 조치에 대항하여 1926년 종교의

요청을 믿지 않고 무시한 죄를 지은 자신에 대해 용서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크리스테로(Cristero) 전쟁이

기도를 바쳤다.” 이러한 성모의 발현은 중남미의 다른

발발하였고, 1929년 Emilio Portes Gil 대통령과 멕시코

곳에서도 나타났다고 한다. 볼리비아의 Candelaria 성녀,

대주교는 협정을 맺고 멕시코 가톨릭 성당의 정치적

쿠바의 Caridad del Cobre 성녀, 브라질의 Aparecida

사회적 위치를 새롭게 규정하였다. 즉 성당은 원칙적으로

성녀, 아르헨티나의 Luj á n 성녀, 베네수엘라의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였으며 비록 헌법을 인정하지

Coromoto 성녀, 코스타리카의 Los Angeles 성녀 등이

않았으나 복종을 받아들였다. 또 국가는 예배와 관련하여

그것이다.

어떠한 법적 헌법적 원칙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성당은
국가 정치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줄 수 없는 단순한

반교권주의의 대두 및 종교와 권력 간의 알력

사적 조직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국가는 종교적 삶에
있어서 가톨릭성당의 특권을 수용하였고 종교적 활동의

중남미에서 1820년대부터 Criollo를 중심으로 한

자유와 교육의 제한된 권한을 허용하였다. 이로서 국가와

독립이 이루어지자 종교와 권력의 협력관계에 금이 가기

로마 가톨릭성당 사이에 일종의 모두스 비벤디(modus

시작했다. 사실 교회가 대농장을 소유하는 등 상당한

vivendi)가 성립 되었다.

경제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는데, 새로이 출범한 정치
엘리트들은 정복 이전의 과거에서 탈피하여 성당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이 필요하였던 관계상 양자 간의 마찰은

해방신학의 대두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들은 성당소유 재산을 몰수하고,

1968년 이후 중남미에서 진보적인 기독교 신학운동이

교육, 혼인 및 장례 등에 관한 권한을 성당으로부터

일어났는데, Gustavo Gutierrez신부에 의해 체계화 된

분리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해방신학이다. 해방신학은 중남미의 민중이 지주들과
군사독재정권에게 착취와 억압을 받고 또 중남미 자체가

대표적인 것이 멕시코의 경우이다. 원주민 출신

미국의 식민지적 역할에 고정되어 있는 사회문제에

B e n i t o J u a re z 대 통 령 은 1 8 5 5 년 부 터 일 련 의

대해 로마 가톨릭 성당과 개신교 교회의 일부 진보적인

개혁(Reforma) 조치를 단행하고, 그간 성직자와

신학자들이 "하느님은 민중의 편에 서시는 민중의

군인들이 누렸던 특권을 폐지하였다. 이에 1858년

하느님"이라는 신앙으로 대응한 것이다.

성직자, 군인, 지주들이 대항하는 전쟁을 도발하였으나,
1860년 정부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또 1856년에는

해방신학이 태동하던 시기의 로마 가톨릭 성당은

성당소유 토지를 몰수하는 Lerdo법을 제정하였고,

전통적인 교의의 유지를 주장하는 보수적인 입장이었다.

1857년에는 Iglesias법을 제정 세례, 결혼, 장례 행사

따라서 로마 가톨릭 성당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금으로 성당에 지불하던 수수료를 규제하였으며,

사회정치적으로 이해하는 해방신학을 전통적인 교리를

1859년에는 Lerdo법을 보완하는 성당재산국유화법을

위협하는 반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여겨서 탄압하였다.

제정하였다. 더 나아가 장기 집권하던 Porfirio Diaz에

그러나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 강대국이 약소국을

대항하여 Francisco I. Madero가 1910년 반란을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본주의적 지배가 등장하면서

일으키면서 멕시코 혁명이 시작되었고, 그 후에 제정된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지고 다국적 기업들이 약소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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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포를 부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뒤를 잇고 있다. 또한 칠레, 코스타리카, 브라질,

기독교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도미니카(공) 등에서는 국민의 2/3정도가 가톨릭
신자이다. 한편, 중미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에서는 반 정도의 국민이 가톨릭신자이고,

중남미에서의 가톨릭 현황과 향후의 전망

우루과이에서는 37% 정도가 특정 종교와 무관한 것으로
아래 표에서 보듯이 중남미에서는 여전히 가톨릭

나타났다.

신자가 다수를 점하고 있으나, 과거 90% 이상의 국민이
가톨릭 신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정도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중남미의 가톨릭은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다.
중남미는 20세기 후반 이후 급격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변화를 겪으며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있다.

표를 좀 더 분석해 보면, 파라과이의 가톨릭 신자가

중남미 사람들은 삶의 의미, 목적들을 새 종교 공동체와

89%로 가장 많고, 멕시코, 콜롬비아, 에콰도르,

새 도덕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까지

볼리비아, 페루,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파나마가

중남미에는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를 비롯한 좌파

Religious Affiliations of Latin Americans
Catholic

Protestant

Unaffiliated

Other

Predominantly Catholic
Paraguay
Mexico
Colombia
Ecuador
Bolivia
Peru
Venezuela
Argentina
Panama

89
81
79
79
77
76
73
75
70

7
9
13
13
16
17
17
15
19

1
7
6
5
4
4
7
11
7

2
4
2
3
3
3
4
3
4

Majority Catholic
Chile
Costa Rica
Brazil
Dominican Rep.
Puerto Rico
U.S. Hispanics

64
62
61
57
56
55

17
25
26
23
33
22

16
9
8
18
8
18

3
4
5
2
2
5

Half Catholic
ElSalvador
Guatemala
Nicaragua

50
50
50

36
41
40

12
6
7

3
3
4

Less than half catholic
Honduras
Uruguay

46
42

41
15

10
37

2
6

19

8

4

Regional total*
69
(adjusting for each country's population size)
QCURREL
*Regional totoal does notincluse U.S. Hispanics.
Percentages may not add to 100 due to rounding
PEW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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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가톨릭성당의

보니 식민지 정부 내에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지도부는 중남미 좌파 정권이 주도하는 개혁정책에

행사하면서 세속화 되었을 뿐 뭍 영혼들의 심금을

반기를 들었다. 또한 2010년 이후 계속해서 발생하는

지속적으로 울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가톨릭 성직자의 성추문이나 동성애 스캔들로 도덕성의

중남미의 과거 식민지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추락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중남미에서도 종교적

중남미의 역사 문화적 측면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한

관용주의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으며, 종교의 다원주의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공통점은 오랜 기간 변함없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유지되고 강화돼온 강력하고 보수적인 가족제도이다.

그런데 2013년 3월에 아르헨티나 출신인 Jorge

대체로 중남미 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가족

Mario Bergoglio 가 첫 남미 출신 교황이 됐다.

구성원만이 가장 믿고 의지할만한 대상이고 다른

Francisco 교황은 남미 전역에서 아주 인기가 좋다.

사람들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귀가

가톨릭 신자 열 명 가운데 여덟은 그를 긍정적으로 본다.

따갑도록 교육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 중남미들은

교황은 최근 콜롬비아 방문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4번에

정치적 동맹관계는 물론 사업 전개에 있어서도 개개인의

거쳐 중남미를 방문하여 중남미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역량보다는 가족 인척관계를 중시하는 친인척중용주의

과시하고 있다.

경향이 두드러진다. 가족 구성원간의 유대감과 충성심
그리고 의무감을 그 무엇보다 중시하는 족벌주의가

카톨릭이 중남미 비즈니스 문화에 미친 영향

판을 치다 보니 정치는 물론 경제제도 전반에서
여전히 전 근대성을 면치 못하는 측면이 강하다.

33개국의 중남미 국가들이 수백 년 동안 가톨릭을
국교로 삼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왕국의 식민 지배를 받다

중남미인 개개인의 사회생활은 철저하게 가족단위로

보니, 식민통치가 시작되면서 반강제적으로 믿어야 했던

친척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가족대소사는

가톨릭이 오랜 기간 중남미 전역에 깊게 뿌리내렸다.

물론 주말과 휴가 때에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망라한

따라서 가톨릭은 중남미 사람들에게는 종교적 차원을

가족단위로 사돈의 팔촌 등 모든 친척들이 함께 어울려

떠나 실생활에 있어서 문화적 요소로 녹아 흐르고

흥겨운 시간을 보낸다. 모든 행사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있다고 볼 수 있다. 중남미 인들에게 있어서 영세 등의

물론 어린이들도 예외 없이 초대를 받아 함께 망중한을

종교의례는 물론 혼인성사와 종부성사 등의 사회의례에

즐긴다. 아울러 중남미 전역에는 여전히 가톨릭의

있어서 가톨릭 의식은 일종의 통과의례로 누구나 일상사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는 대부(代父)제도의 영향으로

가운데 자연스레 겪게 되는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친족의 범위가 혈연과 결혼으로 파생되는 전통적인
범주는 물론이거니와, 영세(領洗)나 혼례를 올리면서

중남미에서 가톨릭의 영향력은 종교적

맺어지는 대부(代父)와 대모(代母)로 인해 그 범위가

차원이라기보다는 문화적 차원이다. 그 이유는

더욱 넓어져 있다. 중남미 사회 상류계층에서는 이러한

식민지 개척초기부터 가톨릭이 영혼의 구제보다는

대부(代父)제도를 적극 활용해 권력과 사업의 이해관계를

식민통치의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강화하고 부를 증진하는 등 신분상승과 유지의 한

중남미의 가톨릭이 종교조직이면서도 교황청이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닌 스페인과 포르투갈 왕실의 직접 통제를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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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인프라건설시장 진출 설명회
해외건설협회는 9월 21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중남미 인프라건설시장 진출 설명회를 열었다. 이
번 설명회는 한중남미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1차 한중남미 비즈니스포럼의 부대행사로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엄기웅 해외건설협회 멕시코 인프라지원관, Fernando Mallmann 주한브라질대사관 상무관, 곽학
순 LH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장, 김양래 포스코건설 발전영업그룹 리더, KOICA 중남미실 양현우 대리 등 지역 전문
가 5인이 참여하여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중남미 인프라건설시장의 진출 기회와 효과적인 진출 전략에 대해
열띤 발표를 이어갔다.
이날 열린 설명회에는 85개 기업에서 150여명이 참가하여 중남미 신흥국에 대한 업계의 지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협회는 최근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해외건설산업이 중남미 신흥 시장 진출을 토대로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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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국회 건설위 방한단 초청 프로젝트 설명회
해외건설협회는 9월 22일(금) 오전에 협회에서 이란 프로젝트에 관계된 우리 건설기업 6개사 관
계자들을 대상으로 이란 국회 건설위 소속 의원 방한단(Gholiallah Gholizadeh 제1 부위원장 등
8명)을 초청하여 프로젝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에 참가한 골리자데(Gholizadeh) 부위원장은 양국간 우호적 관계와 우리 건설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과 책임
감 등을 높이 평가하면서 경제제재 해제 이후 이란 진출에 적극적인 유럽 등의 선진국 기업들보다 한국 기업들이 우
선 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철도, 항만, 산업공단 등의 프로젝트를 소개한 건설위 소속 의원들도 한국 건설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요청하였다. 방한단의 일원으로 참가한 이맘호메이니 국제공항 부사장 또한 선진화된 인천공항이 자국 공항계획의
롤모델이라고 밝히면서 완성 단계인 공항 확장사업의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한국 건설기업들이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골리자데 부위원장은 우리 건설기업 관계자들이 제기한 일부 세금 등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행정부에 우위인 입
법부의 권한을 토대로 주한 이란대사관과의 협의 및 협조 하에 적극 지원 및 해결하겠다고 언급했다.
우리 협회는 주한 이란대사관 및 이란 국회와 구축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해외건설 기업들의 이란 진출을 계속
해서 지원해 나가는 한편, 외국 발주처와 우리 기업간 협력네트웍 구축을 위한 장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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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5 도입에 따른 해외건설업계의
대응전략 세미나
해외건설협회는 2018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 15가 도입됨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회계기준
에 대해 알아보고 해외건설기업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10월 23일(월) 오후 2시부터 협회
1층 교육센터에서 'IFRS 15 도입에 따른 해외건설업계의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협회 김종현 정책지원본부장의 환영사에 이어 삼정KPMG의 박상옥 상무가 IFRS 15의 개요, 이해 및 영향과 대응전
략 등 IFRS 15의 도입이 해외건설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고 이후 참석자들의 Q&A시간을 가졌다.
대외수주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계제도까지 자주 변경/도입되며 우리기업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
회는 직접적인 수주지원 이외에도 이번 세미나 개최와 같이 현안 발생시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회원사의 업무를 지원
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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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수주 실적
‘17. 9. 30일 기준 해외건설 수주액은 총 213.3억불
* (신규) 482건, 18,766백만불, (변경) 263건, 2,563백만불

연도별 수주현황
* 수주액은 변경ㆍ신규 포함, 수주건수는 신규만 반영
구 분
1년간(억불)
1.1~9.30(억불)

12

13

14

15

16

최근 5년 평균

‘17

649
(620건)
398
(442건)

652
(682건)

660
(708건)

461
(697건)

282
(607건)

541
(663건)

-

459
(527건)

483
(501건)

345
(475건)

187
(395건)

374
(468건)

213
(482건)

700

북미·태평양
2.5%

600
아시아
48.4%

500

중동
45.2%

400
300
213

토목
17.8%

200
100
0

'12

'13

'14
1년간(억불)

'15

'16

건축
8.7%

플랜트
68.5%

'17

1.1~9.30(억불)

※ (지난달 수주현황) 카타르, 알부스탄 남부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 공사(현대건설, 4.3억불) 등 43건,
		
약 13.5억불

세부항목별 수주액
ㅇ 지역별 : 아시아 48.4%(103.2억불, 1위), 중동 45.2%(96.4억불, 2위), 북미·태평양 2.5%(5.5억불, 3위), 유럽 1.4%(3.0억불, 4위)
ㅇ 국가별 : 이란 24.6%(52.4억불, 1위), 인도 11.2%(23.8억불, 2위), 말련 7.9%(16.9억불, 3위), 방글라데시 7.5%(16.0억불, 4위)
ㅇ 공종별 : 플랜트 68.5%(146.2억불, 1위), 토목 17.8%(37.9억불, 2위), 건축 8.7%(18.6억불, 3위), 용역 3.3%(7.0억불, 4위)
지역별

'65~

'17년

국가별

'65~

'17년

공종별

'65~

'17년

아시아

31.4%

48.4%

이 란

2.2%

24.6%

플랜트

57.7%

68.5%

중 동

54.2%

45.2%

인 도

2.6%

11.2%

토 목

18.3%

17.8%

북미
태평양

3.9%

2.5%

말 련

2.6%

7.9%

건 축

19.5%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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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대비 수주현황(지역 · 공종 · 국가)
지역별
지역
계
아시아
중동
북미·태평양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단위: 건, 천불, %)

2017.9.30
건수
금액
482
21,328,829
(100.0)
(100.0)
333
10,315,651
(69.1)
(48.4)
48
9,637,283
(9.9)
(45.2)
12
548,934
(2.5)
(2.5)
31
297,335
(6.4)
(1.4)
24
280,060
(5.0)
(1.3)
34
249,566
(7.1)
(1.2)

2016.9.30
건수
금액
395
18,667,484
(100.0)
(100.0)
267
8,989,092
(67.6)
(48.2)
41
5,716,718
(10.4)
(30.6)
14
1,361,261
(3.5)
(7.3)
18
564,845
(4.6)
(3.0)
33
584,315
(8.3)
(3.1)
22
1,451,253
(5.6)
(7.8)

1965.1.1.~2017.9.30
누계건수
누계금액
12,188
771,760,244
(100.0)
(100.0)
6,498
241,933,970
(53.3)
(31.4)
3,562
418,503,037
(29.2)
(54.2)
633
30,414,349
(5.2)
(3.9)
448
19,399,206
(3.7)
(2.5)
652
22,880,946
(5.4)
(3.0)
395
38,628,736
(3.2)
(5.0)

공종별
공종
계
플랜트
토

목

건

축

용

역

전

기

통

신

계
이 란
인 도
말 련

74

14.3
14.8
68.6
-59.7
-47.4
-52.1
-82.8

(단위: 건, 천불, %)

2017.9.30
건수
금액
482
21,328,829
(100.0)
(100.0)
52
14,615,761
(10.8)
(68.5)
39
3,794,448
(8.1)
(17.8)
192
1,858,305
(39.8)
(8.7)
154
698,669
(32.0)
(3.3)
42
386,679
(8.7)
(1.8)
3
-25,033
(0.6)
(-0.1)

2016.9.30
건수
금액
395
18,667,484
(100.0)
(100.0)
40
8,680,494
(10.1)
(46.5)
33
4,312,266
(8.4)
(23.1)
134
4,125,450
(33.9)
(22.1)
153
904,314
(38.7)
(4.9)
31
641,371
(7.9)
(3.4)
4
3,589
(1.0)
(0.0)

1965.1.1.~2017.9.30
누계건수
누계금액
12,188
771,760,244
(100.0)
(100.0)
1,810
445,557,247
(14.9)
(57.7)
2,171
140,837,987
(17.8)
(18.3)
3,949
150,245,309
(32.4)
(19.5)
3,230
15,526,524
(26.5)
(2.0)
868
16,312,197
(7.1)
(2.1)
160
3,280,980
(1.3)
(0.4)

국가별(주요 3개국)
공종

증감율
(금액)

2017.9.30
건수
금액
482
21,328,829
(100.0)
(100.0)
3
5,237,079
(0.6)
(24.6)
9
2,380,883
(1.8)
(11.2)
13
1,694,262
(2.7)
(7.9)

증감율
(금액)
14.3
68.4
-12.0
-55.0
-22.7
-39.7
-797.5

(단위: 건, 천불, %)

2016.9.30
건수
금액
395
18,667,484
(100.0)
(100.0)
1
471
(0.3)
(0.0)
7
590,594
(1.8)
(3.2)
11
1,502,591
(2.8)
(8.0)

1965.1.1.~2017.9.30
누계건수
누계금액
12,188
771,760,244
(100.0)
(100.0)
96
17,284,523
(0.8)
(2.2)
232
20,432,106
(1.9)
(2.6)
285
19,766,922
(2.3)
(2.6)

증감율
(금액)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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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신규수주 공사내역 (2017. 9.1~30)
(단위: 천불)

국가

업체

공 사 명

계

발주처

기간금액

총 3건

계약일자

비고

1,286,406

카 타 르

현 대 건 설

알부스탄 남부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 공사

공공사업청

433,854

2017/09/18 신규

쿠웨이트

S K 건 설

KOC 남동부 유전지대 변전소
프로젝트

쿠웨이트 석유회사

42,676

2012/10/04 변경

태

국

S K 건 설

GC 폴리욜 프로젝트

지씨폴리욜 유한회사

218,580

2017/08/25 신규

인

니

도요ENG

CAP 뉴폴리에틸렌
리엑터라인 프로젝트

PT. Chandra Asri

117,834

2017/08/31 신규

캐 나 다

S K 건 설

포트힐즈 세컨더리 익스트랙션
프로젝트

Suncor Energy Inc.

461,850

2014/04/02 변경

에콰도르

S K 건 설

에스메랄다 정유공장
개선공사(phase 1.8)

에콰도르 국영석유공사

11,612

2013/12/20 변경

※ 1억불 이상 주요 신규 및 변경 공사

최근 5년간 동기대비 수주현황(지역)
지역별
지역
계
중동
아시아
태평양,
북미
유 럽
아프리카
중남미

(단위: 건, 천불, %)

2013.1.1∼9.30
건수
금액
527 45,868,654

2014.1.1∼9.30
건수
금액
501

48,271,113

475 34,460,807

395 18,667,484

482

21,328,829
(100.0)

79

18,076,246

76

26,222,095

48

12,512,387

41

5,716,718

(15.0)

(43.0)

(15.2)

(54.3)

(10.1)

(36.3)

(10.4)

(30.6)

(37.9)

29 6,344,890

(100.0) (100.0)

2017.1.1∼9.30
건수
금액

(100.0) (100.0)

(100.0)

314 19,703,978

(100.0) (100.0)

2016.1.1∼9.30
건수
금액

(100.0)

(59.6)

(100.0)

2015.1.1∼9.30
건수
금액

48 9,637,283
(10.0)

(45.2)

296

10,497,470

301

15,734,608

267

8,989,092

333

10,315,651

(59.0)

(21.8)

(63.4)

(45.7)

(67.6)

(48.2)

(69.1)

(48.3)

20

2,728,091

17

1,391,409

14

1,361,261

12

548,934

(5.5)

(15.3)

(4.0)

(5.7)

(3.6)

(4.0)

(3.5)

(7.3)

(2.5)

(2.6)

41

612,001

38

1,189,652

27

72,147

18

564,845

31

297,335

(7.8)

(1.5)

(7.6)

(2.4)

(5.7)

(0.2)

(4.6)

(3.0)

(6.4)

(1.4)

37

875,460

49

2,061,578

41

639,143

33

584,315

24

280,060

(7.0)

(2.1)

(9.8)

(4.3)

(8.6)

(1.9)

(8.3)

(3.1)

(5.0)

(1.3)

27

256,079

22

5,572,227

41

4,111,113

22

1,451,253

34

249,566

(5.1)

(0.2)

(4.4)

(11.5)

(8.6)

(11.9)

(5.6)

(7.8)

(7.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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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워치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동향
일본, 주요 Eng 3개사 2016년도 수주실적 발표

K- BUILD 특집
유라시아 경제권의 경제환경 및건설시장 분석

K- BUILD 저널

對카타르 단교사태 장기화와 경제적 리스크 요인
해외 물류인프라 구축 동향 및 전망과 시사점(2)

2017. 11월호

KBR 경영전략 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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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