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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5 도입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영향 및 대응
박 상 옥 상무
삼정 KPMG

1. 회계시장의 변화 - IFRS 15의 도입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 IFRS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

계약에서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니다. 2018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새로운 수익

로 한 각 약속 또는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

인식기준서인 K-IFRS 1115 ‘고객과의 계약에

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각 약속을 수행

문 입니다. K-IFRS 1111 ‘건설계약’, K-IFRS

의무로 식별합니다. 이렇게 식별된 수행의무

1018 ‘수익’, K-IFRS 2113 ‘고객충성제도’,

별로 거래가격 배분 및 수익인식 방법 및 시기

K-IFRS 2115 ‘부동산건설약정’, K-IFRS

가 결정됩니다. 수행의무는 K-IFRS 1115에서

2118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및 K-IFRS

수익인식의 기초가 되는 단위인 바, K-IFRS

2031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등 기존의 6개 수

1115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수행의무의

익인식 관련 기준서를 대체하는 K-IFRS 1115

적절한 구분이 매우 중요할 것 입니다.

는 보다 견고하고 단일화된 Frame work을 제
시하여 현행기준서 간의 요구사항의 불일치

각 단계별로 예상되는 주요 도입 이슈는 다

와 단점을 제거하고 개선된 공시 요구사항을

음과 같은 바, 주요 이슈들에 대하여 알아보도

통해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

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이를 위하여 K-IFRS 1115는 수익인
식을 위한 1단계 계약식별, 2단계 수행의무 식
별, 3단계 거래가격 산정, 4단계 거래가격을

2. 계약의 결합

수행의무에 배분 및 5단계 수행의무 이행에 따
른 수익인식 등 수익인식을 위한 5단계 모형을

2

K-IFRS 1115는 동일 고객 또는 그 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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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 동시에 또는 가까운 시기에 체

1115의 도입에 있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결한 둘 이상의 계약으로 (1)복수의 계약을 하

K-IFRS 1115는 고객이 보증을 별도로 구매

나의 상업적 목적으로 일괄협상 하거나, (2)한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이를 별도의 수행

계약에서 지급하는 대가가 다른 계약의 가격

의무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

이나 수행에 따라 달라지거나, 또는 (3) 복수의

한 선택권이 없고, 약속한 보증이 합의된 규격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단일의 수행

에 건설용역의 결과물이 부합한다는 확신을

의무에서 충족되는 경우 등 상기 3가지 중 하

제공하기 위한 것(확신보증)이라면 이는 별도

나를 만족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계약을 결

의 수행의무로 보지 않고 K-IFRS 1037에 따

합하여 단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

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보증

다. 과거의 기준과 달리 계약 결합의 대상이 되

이 확신보증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률, 보

는 계약의 범위가 동일 고객 또는 그 고객의

증기간, 기업이 수행하기로 약속한 업무의 특

특수관계자 만으로 한정되었다는 것에 주의를

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률에서 요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구하거나, 보증기간이 짧을수록 별도의 수행
의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고 있습
니다. 해외건설업의 수행에 따라 제공되는 보

3. 수행의무의 식별 - 보증

증이 별도의 수행의무 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공사별로 계약서 및 관련 법률 등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제공된 보증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구분해야 하는지 여부가 K-IFRS

제반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분석이 필요합
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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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래가격의 결정 - 변동대가

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기업이 수행의무를 제공하고 받게되는 대가

반영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상

는 장려금, 위약금 등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

황에서 계약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니다. K-IFRS 1115는 이처럼 변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며, 선수금 등 선불조건의 경우

계약금액을 변동대가라고 하며, 변동대가는

에는 이자비용과 매출이 증가하며, 장기매출

기대값 또는 가능성이 가장높은 금액 중 기업

채권 등 후불조건의 경우에는 이자수익이 증

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가하고 매출이 감소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게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되

됩니다. 한편, 계약을 개시할 때 기업이 고객에

추후 불확실성의 해소로 인해 이미 인식한 누

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

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환원하지 않

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

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추정된 변

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유의적

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

인 금융요소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

다. 기존에는 변동대가가 확정되는 시점에 반

을 쓸 수 있습니다. 해외건설기업에 유의적인

영하였으나, K-IFRS 1115 하에서는 합리적으

금융요소의 적용에 있어, 적절한 할인율과 진

로 추정할 수 있다면, 유의적으로 환원되지 않

행률 적용시 수행의무를 이전하는 시점에 대

는 범위 내에서, 확정되지 않더라도 계약시점

한 결정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

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변동대가

다. 특히 계약의 특수조건을 고려해야하는 경

는 개발이익의 공유(인센티브), 지체상금, 장

우가 있을 수 있는 바, 계약사항에 대하여 별도

려금, 보상금 등 다양한 항목이 존재할 수 있습

고려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니다.

필요합니다.

5. 거래가격의 결정 - 유의적인 금융
요소 구분

6. 수익의 인식 - 진행기준의 적용
K-IFRS 1115는 우측 그림의 기준 세가지

4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지급 시기 때문

중 하나를 충족하면 진행기준을 적용하도록

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급공사의 경우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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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기준을 충족하여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있

우리나라의 자체분양사업의 수익인식에 진

을 것으로 예상되나, 계약의 특수 조건이 있을

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

토되고 있는 기준이 3번째 기준입니다. 현재도

요할 것입니다. 3번째 기준은 대체용도와 집행

이와 관련하여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해외

가능한 청구권을 언급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

에서 자체분양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여 상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도 계약서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검토가 필
요할 것 입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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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익의 인식 - 미설치 설비

건설사가 자재 등을 구매하여 제작한다면 생
산관여로 인해 미설치설비가 아니라고 판단하

K-IFRS 1115는 투입법을 적용하여 진행률

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을 측정하는 경우, (1)재화가 구별되지 아니하
고, (2)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그 재화를 유의적으로 통제할 것으로 예

8. K-IFRS 1115의 EPC 계약에 대한 적용

상되며, (3)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
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원가와

해외 건설 사업에 많은 EPC 형태의 계약에

비교하여 유의적이고, (4)기업이 제3자에게서

K-IFRS 1115를 적용할 때의 주요 이슈 사항

재화를 조달하고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

은 다음(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 상기의 4가지 요
건을 모두 충족할 것이라고 계약 개시시점에
예상한다면, 이러한 미설치설비에 대해서는

9. 기타 이슈

사용한 재화의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
로 인식하는 방법이 기업의 수행정도를 충실

계약체결증분원가

하게 나타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

6

설치 설비는 Turn-key 공사를 수주했을 경우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

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Out-Spec

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

과 In-Specdmf 고객이 부여하고 이에 맞추어

가를 계약체결증분원가라 합니다. 계약체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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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이를 자

적용시기

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증분
원가만을 자산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K-IFRS 1115는 그 적용에 대하여 전체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발

간소급법 또는 수정소급법의 경과규정을 두고

생한 입찰 설계비 등은 계약체결이 아닌 입찰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 올해와 내년의 주석 공

행위의 결과이므로 비용화 하는 것이 타당할

시량이 달라지는 바, 기업의 상황과 K-IFRS

것 입니다.

1115의 기업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
석하여 전략적으로 경과규정을 선택하여야 합

공사손실충당부채

니다.

공사손실충당부채와 관련된 규정은 K-IFRS
1115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바, K-IFRS 1037

10. 맺음말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르도
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상 의무 이행

K-IFRS 1115는 회계 및 세무에 대한 영향

에 필요한 회피불가능 원가를 산정하는데 있

에 그치지 아니하고 새로운 기준 적용에 필요

어 고정제조간접비 배부액을 포한하는 전부원

한 내부통제 절차 변화 등 전사적 영향을 미치

가 접근법 외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발

게 됩니다. 따라서 K-IFRS 1115의 성공적인

생하지 않을 변동증분원가만을 포함하는 증분

도입을 위해서는 전사적인 철저한 준비와 고

원가 접근법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증

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계약 등을 체

분원가 접근법을 고려한다면, 각 해외건설사

결하고 해외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

업의 회피불능원가에 대하여 분석 및 문서화

K-IFRS 1115의 영향을 고려하여 계약의 형태

가 필요하며, 이는 계약마다 검토가 이루어지

를 정하는 등의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여야 의

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도하지 않았던 회계처리로 인한 영향을 최소
화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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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인프라
PPP사업 진출을
위한 ODA 지원
개선방안

1. 서언
최근 정부의 인프라 건설부문에 대한 투자
는 정체 내지는 축소되고 있으며, 장래에도 이
러한 추세는 불가피하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에 따라 인프라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건설회사는 해외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물론 대형 건
설회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중동 및 일부 동남
아시아 등 자금력이 풍부한 국가의 턴키사업
에 활발하게 진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
으며, 장래에도 이러한 활동은 지속될 것이다.

손 의 영 교수
서울시립대

그러나 지금까지와 같이 자금력이 풍부한
국가의 턴키사업 이외에 장래에는 인프라 건
설 수요가 많지만 심각한 투자재원 부족을 겪
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PPP(Public-Private
Partnerships, 민관협력)사업에 우리 민간 건
설회사가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개
도국에의 인프라 건설 진출은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지원을 통해 10여
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PPP사업에
관한 한 그 결실을 거의 맺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그 원인은 정부 ODA의 부적절한 개도
국 인프라 지원과 민간회사의 개도국 PPP사업
에 대한 자체적인 노력 부족, 불안정한 개도국
정치 및 경제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에 있다. 그러나 국내 인프라 건설은 점차 감소
되지만 반대로 정부 ODA의 개도국 인프라 건
설 지원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더 이
상 민간회사의 개도국 인프라 PPP사업 건설 진
출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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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고는 먼저 개도국의 인프라와 PPP

Bank, Asian Development Bank 등 거의 모

사업 특성을 살펴보고, 지금까지의 정부 ODA

든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지원을 통한 개도국 교통인프라 사업 진출 현

들은 개도국의 인프라 개발에 PPP방식을 적

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에, 향후에 민간회사

극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PPP

가 개도국 인프라 PPP사업에 효과적으로 진출

방식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조건으로 새로

하는 데에 필요한 정부의 ODA 사업개발컨설

운 법·제도를 규정하는 것은 물론, 정부와 민

팅 지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간 모두가 PPP에 대한 이해 및 지식을 갖춘 인
적 능력과 발달된 금융시장, 그리고 사회적 환
경 등이 조성되어야 한다. World Economic

2. 개발도상국 인프라와 PPP사업 특성

Forum(2013)은 PPP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
기 위해서는 <그림 1>과 같이 첫째 마스터플

거의 모든 개발도상국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

랜 수립 및 타당성조사를 통해 적정한 PPP사

상하고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장 우

업을 선정하고, 둘째 사업별로 재무적 타당성

선되어야 할 정책은 적정한 인프라를 공급하는

조사와 정부와 민간 간에 적정한 위험 분담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수자원, 전력, 교통

통해 개별 PPP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셋째 공

인프라 공급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한 경쟁 입찰과 보조금 지급, 모니터링을 통

인프라 투자를 위해 필요한 국내 조세 수입은

해 개별 PPP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상당 부분을 무상 및 유상

말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민간 모두가 PPP사

ODA와 해외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으

업 추진에 우호적인 사회적 환경도 필요하다

로 개도국의 지속적인 해외 차입금 증가는 국가

고 말하고 있다.

부채를 증가시켰으며, 장래에 채무불이행 위험
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해외 차입금

PPP사업 추진에 관해 영국이나 호주 등은

도입조차 용이하지 않은 실정에 처하게 되었다.

선도적인 국가이며, 우리나라도 많은 PPP사업
추진 경험을 통해 앞장선 국가의 하나라고 평

인프라 투자재원 부족을 해소하고 단기적

가받고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개도국은 앞에

으로는 차입금 규모를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

서 열거한 PPP사업 추진을 위한 조건이 사실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PPP방식에 의

상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러함에도 불구

해 민간의 투자재원을 유입하는 것이다. PPP

하고 많은 개도국에서 적지 않은 PPP사업이

는 민간의 자금 유입 이외에, 건설과 운영에

이미 추진되었고, 현재에도 계속 추진 중에 있

관한 민간의 창의력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

으며, 장래에는 더욱 확대되기를 원하고 있다.

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따라서 1990년대부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최근에 계

터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 인프라사업에 PPP

속 확대되어 왔으며, 장래에도 계속 확대될 것

방식이 도입되어 확대되고 있다. 특히 World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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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PP best practice framework
자료; World Economic Forum, Strategic Infrastructure Steps to Prepare and Accelerate Public-Private Partnerships, 2013

따라서 우리나라 ODA의 지속적인 확대에

정하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

맞추고, 민간 건설회사의 개도국 인프라 건설

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PPP사업의

에의 진출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 및 민간

제안서를 준비하여 제출, 평가 및 협상을 전담

회사의 인프라사업에 관한 PPP 경험을 활용

하는 특수목적법인(SPC)으로서 민간 건설회

하여 새로운 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

사의 인적 능력이 갖추어져 있는 것은 물론 이

내 PPP사업은 1994년에 새로운 법이 제정된

에 대응하는 정부 및 관련기관인 공공투자관

이후에 여러 차례 법 및 제도를 개선하여 많은

리센터(PIMAC) 등의 인적 자원 능력도 잘 갖

성공 사례를 도출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적지

추어져 있다. 아울러 대규모 사업비를 조달하

않은 문제점을 노정시켰으며 현재에도 지속적

는 데에 필요한 국내 금융시장도 잘 갖추어져

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있다. 반면에 개도국 PPP사업을 개발하여 추
진하는 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훨씬 오

10

개도국 PPP사업의 개발에 관련한 우리의

랜 시간이 소요되어 이로 인한 위험부담이 훨

PPP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요 시사점은 무엇보

씬 크다.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있지

다 정부고시사업이나 민간제안사업을 추진하

않아 정부고시 PPP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그나

어려우며, 민간제안 PPP사업의 평가시스템도

마 우리의 경우에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 민간

미 수립되어 있어 정부고시 PPP사업을 선정하

건설회사가 SPC로서 PPP사업을 개발하는 데

거나 민간제안사업을 평가하여 PPP사업을 선

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개도

K-BUILD저널 2017. 12월호

국 정부 및 관련 기관의 PPP 관련 인적 능력은

기구에의 분담금 출연 및 출자 이외에 개도국

극히 제한되어 있어 이 또한 사업 추진에 장애

에 대한 보건, 교육, 인프라 등의 사업비 및 기

요인이 된다. 사업비 조달에 관해서도 우리 민

술 원조를 지원하는 것 등에 활용되고 있다.

간회사 및 EDCF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국제

이 중에서 개도국 교통부문 인프라 건설에 대

기구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어려움도 추

한 ODA 지원은 교통 인프라 사업비 지원과

가적으로 발생한다.

교통 인프라 사업개발컨설팅 지원으로 구분
될 수 있다. 먼저 인프라사업에 필요한 투자비

그러므로 개도국 교통 인프라 PPP사업을 민

지원은 KEXIM(Korea Export-Import Bank,

간회사가 모든 위험을 부담하면서 독립적으

한국수출입은행)이 주도하는 유상자금인

로 추진한다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개도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국 PPP사업은 거의 추진되지 않을 것이다. 따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과 KOICA(Korea

라서 장래에는 정부의 ODA 지원을 보다 적극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

적으로 활용하여 민간회사가 개도국 PPP사업

제협력단)이 주도하는 무상자금이 있다. 다

을 추진하는 것을 돕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음으로 인프라사업을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도 필요하다.

컨설팅사업을 무상 지원하는 것은 KOICA,
KDI(Korea Development Institute), KEXIM,
한국해외건설협회 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3. 개발도상국 인프라사업 진출을
위한 ODA 지원 현황과 문제점

KEXIM은 1987년에 EDCF를 설립하여 개
도국에 지원하기 시작한 지 이제 30년이 경과

우리나라의 ODA 지원은 다자은행 등 국제

하여, <표 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교통 인프

표 1. EDCF 및 KOICA 교통인프라 사업비 지원
기관

EDCF

KOICA

구분

1987~1990

도로부문

27.5(2)

(단위: 백만달러)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6
49.0(1)

105.0(5)

116.9(8)

1186.3(24)

1839.1(26)

합계
3323.8(66)

철도부문

10.0(1)

15.0(1)

53.1(2)

113.0(3)

139.3(3)

549.9(7)

880.3(17)

공항 등 기타

-

18.0(3)

95.0(5)

10.7(2)

201.7(6)

484.9(9)

810.3(25)

합계

37.5(3)

82(5)

253.1(12)

240.6(13)

1527.3(33)

2873.9(42)

5014.4(108)

도로부문

-

-

1.5(2)

1.5(1)

17.6(4)

34.9(2)

55.5(9)

철도부문

-

-

-

-

-

기타

-

-

-

5.3(1)

35.9(2)

35.8(2)

77(5)

합계

-

-

1.5(2)

6.8(2)

53.5(6)

70.7(4)

132.5(14)

-

-

주 ; 괄호 안 숫자는 사업개수를 나타냄
자료 : EDCF 통계보고서, 2017
KOICA 통계조회서비스, http://stat.koi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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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비 지원만 보더라도 이미 108건, 50억

원하고 있다. 반면에 KOICA 지원 교통 인프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중 도로사업 지원이 66

라사업은 무상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매우 작

건, 33억 달러로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철

아, 가장 큰 사업이 캄보디아 도로사업으로 11

도사업 지원은 8.8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한

백만 달러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 사업은 2백

편으로 KOICA는 1992년부터 무상자금을 지

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원하기 시작하여, 교통 인프라 사업비 지원에
관한 한 아직 그 규모나 건수가 매우 적어 14

장래에 우리 경제 규모는 계속 확대될 것이

건, 1.3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고 현재의 국가경제 규모 대비 ODA 지원 비
율은 낮으므로, 장래에 우리의 ODA 지원 규

KEXIM의 EDCF 지원 교통 인프라사업은

모는 계속 확대될 것이다. 특히 우리 건설산업

그 규모가 커서, <표 2>에 나타나는 바와 같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교통 인프라사업

이 베트남 교량 및 연결고속도로, 타슈겐트 공

에 대한 EDCF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

항사업은 2억 달러이고, 1억 달러 이상 사업

다. 왜냐하면 KOICA 지원 규모는 무상의 특

도 7개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성을 고려할 때, 크게 확대하는 것이 어렵기 때

EDCF 이외에 ADB 및 WB 등이 공동으로 지

문이다.

표 2. EDCF 및 KOICA 교통인프라 사업비 지원 주요 10개 사업 내용
기관

EDCF

시행
연도

사업명

지원액

공동지원
기관

2010

베트남 밤콩 교량 건설사업

200.2

ADB,
DFAT

2012

밤콩 교량 연결 로떼~락소이
고속도로 건설사업

2013

2014

2014

시행
연도

사업명

지원액

1998

팔레스타인 PA라말라시
도로건설지원사업

1.4

199.5

2005

캄보디아 시엠립 우회도로
건설사업

1.5

베트남 흥하교량 건설사업

117.0

2005

이라크 교통관리시스템 현대화

5.4

이집트 철도 전자연동시스템
구축사업

2006

필리핀 부수앙가 공항개발사업

2.7

115.0
2007

몬테네그로 공항시설 개선사업

0.9

2008

캄보디아 시엠립 우회도로 포장

5.0

민간
WB,
EBRD

2010

라오스 비엔티엔주 링산마을
도로건설사업

1.4

ADB

2010

캄보디아 시엠립 우회도로
연장사업

11.1

기관

KOICA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

137.8

2015

떤반~년짝도로 건설사업

191.0

2015

이집트 철도 전자시스템사업

115.0

2015

방글라데시 철도차량사업

101.0

2016

고레~테피 도로 개선사업

127.4

2011

캄보디아 3번 및 48번 국도
교통안전 개선사업

2.7

2016

타슈겐트 국제공항 신여객터미널
건설사업

200.0

2012

방글라데시 도로교통공단
교통행정정보 전산화 사업

2.4

자료 : EDCF 홈페이지, http://edcfkorea.go.kr
KOICA 통계조회서비스, http://stat.koi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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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으로 교통 인프라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

이 소요되는데, 일반적으로 중·장기 마스터플

부분 교통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것으로서 특

랜의 수립을 통해 많은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

정 교통 인프라사업을 개발하는 것과는 크게

이 제기되고, 이 중에서 특정 사업이 선정되

관련되지 않는다. KEXIM 또한 KDI와 유사하

어 타당성조사(FS, Feasibility Study)가 수행된

게 교통정책 개선방안 혹은 교통계획 수립에

다. 그리고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에 대해서 기

한정되어 있어, 특정 교통 인프라사업을 개발

본 및 실시설계가 수행되고, 이후에서야 투자

하는 것과는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 한편으로

재원이 조달되어 공사가 추진된다. 그러므로

ICAK는 특정 교통 인프라사업에 대한 타당성

앞에서 논의한 EDCF 지원은 타당성조사가 이

조사 이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사전타당성조

미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투자비를 지원하는

사(Preliminary Feasibility Study)를 지속적으

것에 한정되고 있다. 개도국 정부가 대부분 외

로 지원하고 있다.

국기관의 지원 하에 타당성조사를 수행함으로
써, 외국정부가 투자재원에도 대부분 지원함

교통 인프라 사업개발컨설팅 지원의 규모를

으로써 EDCF가 투자재원에 단독으로 혹은 공

살펴보면, KDI와 KEXIM의 지원 규모는 교

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그다지 많지 않

통정책 개선방안이라는 사업의 특성으로 거의

다. 그 결과 우리 민간회사가 개도국 교통 인프

모든 경우 30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라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적을 수밖에

더욱이 ICAK의 지원 규모는 10만 달러에도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개도국의 교통 인프

미치지 못하고, 특히 수행된 사전타당성조사

라사업을 직접 개발하는 컨설팅사업이 필요하

결과가 극히 일부분만 우리 정부의 ODA 지원

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EDCF 교통 인프라 사

타당성조사로 연계되고 거의 대부분은 개도국

업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정부나 다른 지원기관의 타당성조사로 연계되
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KOICA의 교통 인프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는 개도국에 대한 교

라 사업개발컨설팅 지원 규모는 파라과이사업

통 인프라 사업개발컨설팅 지원을 통해, 즉 교

의 경우 6.4백만 달러에 달하고, 많은 경우 2백

통부문 마스터플랜 수립이나 특정 사업에 대

만~3백만 달러에 이르는 상당히 큰 규모라고

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 교통 인프라사업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경우 마스터플

을 직접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교통 인

랜 수립 및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제출로만

프라 사업개발컨설팅 지원은 KOICA, KDI,

그치고 있으며, 아직까지 실제로 사업이 개발

KEXIM, ICAK(해외건설협회) 등 여러 기관

되어 공사가 추진된 경우는 거의 없다.

에 의해서 수행되어 왔다. <표 3>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KOICA는 마스터플랜 수립과 특

그러면 적지 않은 규모의 ODA 지원이 교통

정 사업 타당성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KDI는

인프라사업 개발을 위한 컨설팅 지원에 활용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의 일부분

되고 있지만, 실제 사업이 개발되어 공사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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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해

사업을 선정하여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야 할

보기로 한다. 첫째는 적정하지 않은 사업개발

것이다. 그러나 <표 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

컨설팅 지원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다. 무엇보

이 상당 부분의 사업 타당성조사는 PPP가 불

다 개도국은 투자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

가능한 무료 도로사업이거나 첨단교통체계사

상 지원에 의한 사업 추진을 가장 선호하고, 가

업, 혹은 매우 어려운 일반철도사업을 대상으

능하다면 유상 지원에 의한 PPP사업을 선호한

로 하고 있다. 또한 마스터플랜 수립은 중장기

다. 우리 정부로서는 무상 지원에 의해 대규모

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자체로서 완료되기 보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으므로, PPP가 가능한

다는 일부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로 연계되

표 3. KOICA, KDI 및 KEXIM 교통인프라 사업개발컨설팅 지원 주요 내용
기관

KOICA

KDI

시행연도

사업명

2007

인니 수마트라섬 간선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 (2.3)

2011

캄보디아 철도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2.7)

2012

인도네시아 수마트로 유료도로 제1구간 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사업 (3.3)

2012

파라과이 국도 1,2,6,7호선 개량 타당성조사사업 (2.3)

2013

미얀마 간선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2.9)

2013

파라과이 아순시온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사업 (6.4)

2013

필리핀 국가공항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2.6)

2014

인도네시아 국가도로통합데이터센터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범시스템 구축사업 (2.2)

2011

에티오피아 소규모기업의 육성방안 및 아디스아바바 교통시스템 개선

2011

남아공의 통합 교통인프라 -PPP(민간사업) 사례와 공공버스 시스템 개혁을 중심으로-

2013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경제 우선분야 개발을 위한 정책 자문(III)

2013

벨리즈 국가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2013

몽골의 주택, 물류 및 신용보증 부문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2016

코스타리카 정책자문: 과학기술 인력, 교통 데이터베이스 및 의료산업 역량강화

2016
2011

콜롬비아 도시대중교통시스템 및 공적자산관리 개선방안

2011
2012
2012
KEXIM

지속가능한 신흥도시 플랫폼 설계 및 시행 지원
지속가능한 신흥도시 플랫폼 설계 및 시행 지원
몽골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축지원
중남미 2개도시 통합관제센터(IOCC) 설립방안 타당성 분석: 고이아니아

2013

아·태 지역 공공자전거 시스템 구축 지원

2013

자메이카 몬테고베이시 통합관제센터 설립 지원

2015

콜롬비아 스마트시티 수립계획 지원 (바예두파르 및 비야비센시오)

2015

니카라과 포장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 지원

2015

메트로 마닐라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자료 : KOICA 통계조회서비스, http://stat.koica.go.kr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http://www.kdi.re.kr
Knowledge Sharing Program, http://www.ksp.go.kr
EDCF 홈페이지, http://edcf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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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보고서 제출

기관이 사업비 및 사업개발컨설팅에 대해 적

에 그치고 있다.

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
기의 성과를 거두고는 있지만 아직 미흡하므

둘째는 부적절한 수행 주체가 지원 사업을

로, 향후에는 지금보다 더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거의 모든 교통 인프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개발컨설팅은 엔지니어링회사가 수행하

장래에 우리 GDP 규모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

고 있어서, 보고서 제출로만 끝나고 있다. 우

ODA 지원 또한 계속 확대되어, 개도국 인프

리의 경우에도 PPP사업은 많은 위험과 비용이

라 건설을 위한 지원 규모는 더욱 크게 확대될

수반되므로 건설회사가 SPC로서 주체가 되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국내 건설시장은 계

엔지니어링회사는 하부조직으로 참여하고 있

속 축소될 것이 예상되므로, 투자재원이 풍부

다. 더욱이 아직까지 엔지니어링회사의 해외

한 중동 등의 국가 이외에 개도국에의 인프라

사업 참여 경험이나 능력은 낮은 수준에 그치

건설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재원이 부족한 개도국에서는
셋째 사업개발컨설팅 지원의 결과가 투자비

PPP에 의한 인프라 사업개발이 대부분일 것이

조달을 위한 EDCF와 연계되지 않는 것이다.

므로, 사업개발컨설팅 지원이 필수적이나 현

특히 사업비 규모가 큰 KOICA의 사업개발컨

재와 같은 방식을 유지한다면 장래에도 성공

설팅 지원 결과가 EDCF와 연계되지 않고 있

을 거두기가 어렵다. 따라서 ODA에 의한 사

는데,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업개발컨설팅 지원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방안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KDI, KEXIM,

이 요구된다.

ICAK의 사업개발컨설팅 지원 결과도 EDCF
로 연계되지 않고 있지만, 이는 사업비 규모가

첫째 개도국은 PPP에 관한 법과 제도가 거의

너무 작고 또한 KDI와 KEXIM의 경우 대부분

정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기적으로는 민간

의 사업이 교통정책 개선방안에 주된 목적을

제안 PPP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법과 제도의 정비에 관한 정책 지
원도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ODA 지원으
로 특정 인프라 PPP사업을 개발하여 제안서를

4. 개발도상국 인프라 PPP사업
진출을 위한 ODA 사업개발컨설팅
지원 개선방안

제출하고, 협상을 거쳐 투자재원을 조달하여
결국 건설까지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는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사업개

앞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개

발컨설팅 지원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

도국 인프라 건설을 위해 ODA를 통해 다양한

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KOIC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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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및 KEXIM를 통합하는 것은 물론 ICAK

되지 않아야 한다.

까지도 통합하고, 현재와 마찬가지로 국무조
정실에서 통합하되 그 기능을 크게 강화하여

넷째로 마스터플랜 수립 또한 수행하는 것

야 한다. 이 경우 KEXIM에 의해 EDCF가 최

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

종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KOICA보다

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PPP사업의 주체는

KEXIM의 사업개발컨설팅 지원 규모를 지금

건설회사이므로 마스터플랜 수립의 연구책임

보다 크게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가능

자 또한 건설회사이어야 하고, 마스터플랜 수

하다면 다양한 기관이 지원하는 현재의 모든

립의 주요 목적은 PPP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형태를 하나로 통합하여, 가칭 ‘PPP사업개발

주된 목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마스터플랜 수

기금’(PPP Project Development Fund)를 설립

립의 중간단계에서 2~3개의 PPP사업을 개발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하고, 이들 PPP사업의 제안서를 수립하는 것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고, 마스터플랜 수립은

셋째로 단기적으로 모든 국가에 분산하기

부차적 목적이 되어야 한다.

보다는 특정 국가의 특정 부문 사업에 집중하
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무엇보다 PPP가 가능

다섯째로 사업개발컨설팅의 주된 목적이

한 사업개발컨설팅 사업이 선정되어야 한다.

PPP사업 제안서 수립·제출과 협상이어야 하므

국무조정실 주재로 KOICA, KDI, KEXIM,

로, 컨설팅 사업비는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 더

ICAK 등 관련 기관과 전문가가 상호 협의하

욱이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개도국 정부

여야 할 것이나, 이 때 대규모사업이 아닌 경

에 대한 설명과 협의, 협상 등에 많은 기간이

전철 등의 도시철도사업, 급행버스(Bus Rapid

소요될 것이므로 전체 사업비는 3백~5백만 달

Transit)시스템사업, 단구간의 유료 도로사업,

러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모든 사업비

전력사업 등을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타당성

를 정부가 지원할 수는 없으며, 민간 건설회사

조사와 PPP사업 제안서를 수립·제출 및 협상

도 일정 비율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한다. 예를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 때에 PPP사

들면 50:50으로 ODA 지원 및 민간회사가 비

업의 제안서 제출이 중요하므로, 해외 경험이

용을 분담할 수 있으며, 민간회사가 건설사업

많은 건설회사가 연구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수주에 성공하면 ODA 지원 사업비를 정부가

대신에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PPP가 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려운 일반철도사업이나 무료 도로사업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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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과 결단이
필요한 해외건설1)

226억 달러. 필자가 원고를 쓰는 지금 해외
건설 수주 규모다. 비록 2개월 남짓의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164억 달러를 기록했던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거나 작년(282억
달러)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승
승장구하던 과거의 영광은 온데간데없다. 어쩌
다가 이렇게 된 걸까? 혹자는 과거 연간 600억
달러 이상의 수주를 기록했던 시기를 성장기
가 아닌 과열기로 정의하고 역량에 넘치는 무
리한 수주로 인해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을 뿐
만 아니라 양적 성장에만 집중한 나머지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지 못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하지만 괄목할 만

손 태 홍 공학박사/연구위원

한 수주 실적을 기록했던 시기에 대한 평가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

현재의 상황에 따라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
을 수 있다. 또한 현재 부진의 원인을 건설기업
이 역량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만 치부하는
것도 옳지 않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
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해결책을 마
련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2016년에 이어 부
진한 실적을 이어가는 국내건설기업의 해외수
주 실적을 진단하고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주 전략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해외건설 수주 진단
해외건설 수주는 2008년(398억 달러, 52.5
조원)부터 2014년(660억 달러, 69.6조원)까
1)『손태홍(2017). 해외건설 진단과 수주 전략, 한국건설산업연
구원, 이슈포커스』
와『해외건설 재도약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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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연평균 579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에 같

국내건설기업의 해외 수주 주력시장은 크게

은 기간 동안 국내건설 수주는 부진을 지속했

중동과 아시아로 구분되며 2000년부터 2016

는데 2008년 120조원이었던 국내수주 규모는

년까지 중동과 아시아 시장의 비중은 각각 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에는 91.3조원을 기

체 수주의 51.8%와 33.4%로 두 지역의 비중

록했다. 해외 수주와 국내 수주 간의 움직임이

이 85%를 넘는다. 중동과 아시아 지역이 해외

정반대였던 이 시기에 국내건설기업에게는 해

건설 수주에 있어 갖는 중요도는 1965년 이후

외건설시장으로의 진출 확대가 필수일 수밖에

시장 특수 여부에 따라 수주 규모가 차이를 나

없었다. 하지만 2015년을 시작으로 해외수주

타낼 때마다 변화해 왔다. 해외건설시장 진출

는 감소하는 반면에 국내수주는 대폭 증가하

초기에는 아시아 중심, 이후 석유파동에 따른

는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2016년 해외건설 수

중동시장의 부상, 2000년부터 시작된 유가 상

주는 282억 달러(32.7조원)에 그친 반면에 국

승에 따른 중동 건설시장의 비중 확대, 최근의

내수주는 역대 최고치인 165조원을 기록했다.

국제유가 급락과 중동 시장 비중 축소로 요약

해외건설 연간 수주가 300억 달러에 미치지

된다.

못한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수주 부
진의 원인은 일부 지역과 상품 그리고 일부 대

중동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현재의 기

형 건설기업이 차지하는 높은 수주 비중 때문

형적인 수주 구조를 낳은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다.

것은 더 이상 새롭지 않다. 하지만 2000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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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내 및 해외 수주 추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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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조 원)

2)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 대한건설협회

19

K-BUILD 특집

터 2009년까지의 수주와 2010년부터 2016년

는 수주 비중을 낮추는데 미치는 영향은 제한

까지의 수주에서 중동 시장의 비중이 오히려

적일 수밖에 없다.

60%에서 49.5%로 감소한 것을 볼 때 시장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중동 지역에 대한 높은 수주 비중보다 더

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중동과 아시아를 제외

욱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것은 산업설비(플랜

한 중남미, 태평양 및 북미 지역의 경우 연간

트) 공종이 차지하는 수주 비중이다. 산업설

실적의 변동성이 크고 소수의 대형 프로젝트

비의 경우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수주

수주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성이 떨어진다.

의 65%를 차지했으며 716억 달러를 기록한
2010년에는 그 비중이 80%를 기록했다. 2000

요약해 보면 일부 시장에 대한 수주 비중이

년 이후 산업설비 수주 비중이 전체의 70%를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의 핵심은 해당 지역의

넘었던 시기는 총 6번으로 해당 기간의 평균

높은 수주 비중보다는 수주 지속가능성이 낮

비중은 76.4%였다. 반면에 건축과 토목 공종

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유가 하락이라는 요인

의 경우 2010년(80%)과 2011년(73.2%)을 제

으로 인해 시장이 갖는 신뢰도가 크게 훼손된

외하고 산업설비 비중이 70%를 넘은 해에는

점은 수주 회복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요인으

두 공종의 합이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

로 작용한다. 또한 일부 시장에서의 산발적인

림 3>에서 보듯이 산업설비와 건축 및 토목 간

수주 실적도 지속되지 않는 한 특정 시장이 갖

의 수주 격차가 줄어든 최근을 제외하면 1965

그림 2. 시기별 지역 수주 비중 추이3)
3)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20

K-BUILD저널 2017. 12월호

년 이후 산업설비의 수주 비중은 상승 추세인

글로벌 기업 분석을 통한 시장 인식

반면에 건축과 토목 공종은 하락 추세다.
수주 진단과 더불어 현재의 해외건설시장에
지역 및 공종별 수주 분석에서 보듯이 수주

대한 명확한 인식은 수주 부진의 원인을 이해

지속성의 훼손은 일부 시장과 상품에 대한 높

하고 향후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반드시

은 의존도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선행되어야 하는 요인이다. 이를 위해 국내건

와 같은 지역 및 공종 편중 보다 더욱 심각한

설기업처럼 유럽과 미국 등 글로벌 건설기업

것은 도급사업과 일부 대형 건설기업이 차지

들도 실적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하는 높은 비중이다.

볼 필요가 있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도급사업이 전체

2016년 매출 기준으로 유럽계 상위 10개의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89.8%를

건설기업은 Vinci, ACS, Bouygues, Skanska,

제외하고 모두 90%를 넘은 반면에 투자개발

Eiffage, Strabag, Ferrovial, Balfour Beatty,

형 사업의 평균 비중은 3.1% 수준이다. 한편

BAM, Carillion며 총 매출은 1,753억 유로다.

수주 실적 상위 10개 대형 건설기업의 비중은

2015년 대비 매출이 증가한 기업은 Eiffage,

해당 기간 동안 평균 83.1%으로 일부 기업을

Ferrovial, Carillion이며 나머지 7개사는 최

제외한 국내의 중견 및 중소기업의 진출은 상

소 1%에서 최대 9%의 전년대비 매출 하락

대적으로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률을 기록했다. 국제유가가 급락했던 2015년

그림 3. 산업설비와 토목·건축 수주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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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016년에도 상위 10개사의 총 해외매출

미국 건설기업의 경우 유럽 건설기업과는

은 약 1,000억 유로를 유지해 급격한 매출 변

다른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설계기업의 경

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그림 4>에서 보

우 2008년 224억 달러였던 해외매출은 지속

듯이 2016년 매출 상위 20개사의 해외매출

적으로 증가해 2013년에는 약 286억 달러를

액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약

기록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하락세로 전환

40%로 해외매출 비중이 40% 이상이며 전체

해 2016년에는 211억 달러에 그쳤다. 이로 인

4)

매출에서 비건설(non-construction) 매출이

해 전체 매출에서 해외매출의 비중은 2012년

40% 이하인 건설기업들의 대부분은 2010년

32.1%에서 2016년에는 22.8%까지 하락했다.

또는 2013년 대비 모두 해외매출 비중이 증가

설계기업의 해외매출 비중 하락은 미국 내 건

하였다. 특히 ACS, Salini Impergilo, Straban,

설시장의 회복과 무관하지 않은데 2010년 578

Skanska, OHL은 해외매출 비중이 70% 이상

억 달러를 기록했던 국내매출이 2016년에는

인 기업으로 이중에 ACS와 Salini Impergilo는

717억 달러까지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미국

2010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의 해외매출 비중

건설시장의 회복세가 해외매출 비중 하락을

증가를 기록하였다.

유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4. 유럽 건설기업의 매출 비중 변화 5)
4) 비건설 매출은 시공을 제외한 건물 및 인프라 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 등을 의미함.
5) 딜로이트가 발표한 European Powers of Construction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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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공기업의 해외매출 변화도 설계기

히려 증가하였다. 미국 기업의 경우 중동 시장

업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0년 512

보다는 아시아와 캐나다 중심의 진출 확대가

억 달러였던 해외매출은 2012년과 2013년 각

두드러지고 국제유가가 하락하기 이전부터 중

각 754억 달러와 748억 달러를 기록했다. 하

동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지만 2014년에는 전년대비 117억 달러나 감소

것으로 분석된다.

한 631억 달러에 그쳤으며 2016년에는 435억
달러로 2007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러
한 해외매출의 감소와 달리 미국 시공기업의

기회요인과 위험요인

국내매출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2016년에는 3,22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전체

향후 해외건설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75.6%에서

들은 각각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그리고 기업

2016년에는 88.1%까지 급증하였다.

의 대응 여부에 따라 기회 요인 또는 위험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해외건설 수주 부진

유럽과 미국의 건설기업 실적을 통해서 볼

을 극복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

때 해외건설시장의 변화가 기업의 실적 부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영향 요인에 집중하고

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기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건

어렵다. 유럽 건설기업의 경우 국제유가하락

설시장의 영향 요인은 크게 세계 인프라, 국

시기에도 매출의 변화가 크지 않았을 뿐만 아

제유가, 신재생에너지, 전략지정학적 리스크

니라 일부 기업의 경우 해외매출의 비중이 오

(Geostrategic Risks)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5. 세계 인프라 투자 지역별 규모(% of GDP) 6)
6) Oxford Economics(2017). Global Infrastructure Outlook, Infrastructure investment needs 50 countries, 7 sectors to 204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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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세계 인프라 투자에 따른 해외건설시

러를 기록했다.

장의 성장 가능성이다. Oxford Economics
의 분석 결과7)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40년

현재의 국제유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지정학

까지 필요한 세계 인프라 투자(infrastructure

적 불안 등과 같은 단발성 리스크 요인이라기

need) 규모는 약 93.7조 달러로 연평균 약 3.7

보다 수급 불균형과 에너지 산업 패러다임 변

조 달러에 이른다. 93.7종의 필요 투자 규모는

화 등으로 인한 중장기 하락 추세의 위협요인

2007~2015년까지의 실제 투자 추세를 바탕

이다. 향후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 증가보다는

으로 한 예상금액(78.8조 달러)보다 약 19%가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그에 따

많은 금액으로 인프라 투자 부족(investment

른 저유가 시대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gap)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 준다. 지역별로

와 같은 에너지원으로서 석유가 갖는 위상의

는 아시아 지역이 전체 수요의 59%를 차지하

변화를 고려할 때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

며, 북미 및 중남미가 17%, 유럽이 16%를 차

대 초반과 같은 발주 물량 확대는 재현되기 어

지한다. 7개 부문(전력, 도로, 철도, 통신, 상하

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 공항, 항만) 중에서는 전력과 도로 부문
의 전체 인프라 투자 수요의 67%를 차지해 가

세 번째는 신재생에너지의 투자 확대다. 신

장 많은 투자가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생에너지는 상술한 국제유가의 중장기 방
향성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력을 가진 요인으

두 번째는 국제유가다. 상술한 바와 같이 국

로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효율성 향상 및 가

내건설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실적과 국제유가

격 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유가 지

간에서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유가의 중

속과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신

장기 등락에 따라 중동을 비롯한 산유국의 발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는 2015년 기준 전년대

주 물량이 변화하고 이로 인해 국내건설기업

비 5% 증가한 2,859억 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의 해외건설 수주 규모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

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는다. 특히 1976년 이후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2040년에는 신재생에너지가 에너지원 중에 최

글로벌 금융위기로 단기간에 유가가 급락했던

대 발전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시기를 제외하고는 유가의 변동 추세와 그 궤

블룸버그는 2040년 발전 투자 예상액인 12.2

를 같이 하고 있다. 2014년 중반 배럴당 105

조 달러 중에 8조 달러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달러를 상회하던 국제유가가 2016년에는 평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같은 투자확대

균 40달러대로 급락하면서 2014년 660억 달

는 모듈 등과 같은 제품을 수출하는 설비기업

러였던 수주는 매년 200억 달러씩 감소하면서

과 건설 및 엔지니어링 기업 등 관련 산업 분야

2015년에 461억 달러, 2016년에는 282억 달

의 기업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7) Oxford Economics(2017). Global Infrastructure Outlook, Infrastructure investment needs 50 countries, 7 sectors to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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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전략지정학적 리스크(Geostrategic

련이 요구된다. 또한 상술한 영향 요인들이 개

Risks) 요인이다. <그림 6>에서 보듯이 멕킨지

별 국가의 건설시장을 넘어 지역 또는 글로벌

8)

(McKinsey Global Institute) 의 조사 결과에

관점에서의 변화까지도 유인할 수 있는 점을

따르면 향후 5년 글로벌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수 있는 전략지정학적 리스크 요인 중에 지정
학적 불안(geopolitical instability)이 첫 번째
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지정학적 불안은 기업

수주 전략의 방향

이 진출한 지역의 시장 상황을 악화시켜 수익
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최근 지속되는 해외건설 수주 부진을 극복
하는 것과 더불어 향후 지속가능한 수주 경쟁

요약해 보면 인프라 투자, 국제유가, 신재생

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략에서 탈

에너지, 전략지정학적 요인 등 해외건설시장

피하려는 적극적인 노력과 투자가 수반되어야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또한

한다.

요인마다 기회 또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데 기회이던 위협이던 기업의 선제적인

먼저 수주 포트폴리오의 전환이다. 해외건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제유가의

설 수주 분석에서도 드러나듯이 국내건설기업

변동성이나 지정학적 불안 등은 기업의 관리

들은 도급형 사업 수주를 통해 성장해왔다. 하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세밀

지만 저유가 지속과 글로벌 경기 불안 및 진

한 시장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과 대응 체계 마

출 기업 증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해외

그림 6. 향후 5년 동안 비즈니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8) McKinsey Global Institute(2016). Geostrategic Risks on the 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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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장에서는 발주자가 직접 재정을 투입

라 시장은 인위적인 투자 계획에 따른 수요가

하는 방식보다는 시공자 금융 및 투자개발형

아니라 2030년까지 에너지, 교통, 상하수도를

태의 사업 발주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중심으로 연평균 4,550억 달러씩 총 8.2조 달

는 건설기업으로 하여금 시공기술력과 더불

러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막대한 정부 재

어 금융 조달을 포함하는 사업 전 영역에서의

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미국 인프라 시장의 상

참여와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민간과 협

황을 고려할 때 민간기업의 참여 가능성은 매

력 방식의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은 대규모 사

우 높다. 특히 인프라 사업 재원의 75%를 부담

업 자금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

하는 주 및 지방정부의 경우 공공-민간 협력

라 기존 도급사업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토지

방식(Public-Private Partnership)의 민간자본

보상, 인허가 등 법과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리

활용에 대해 적극적이다. 하지만 1970년 미국

스크 요인들이 내포되어 있다. 사업의 규모, 난

시장에 진출한 이후 현재까지 87.8억 달러에

이도, 복잡성 등 투자개발형사업이 갖는 특성

그치고 있는 국내건설기업의 수주 실적을 고

을 고려할 때 건설기업은 사업 기회의 발굴, 사

려할 때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진출 전략이 필

업 구조화, 입찰, 시공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시공을 목적으로 하는

필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민간 자본을 필요

개별 건설기업의 사업의 전 단계에 걸친 문제

로 하는 사업에 대해 지분 투자 등과 같은 형태

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

로 시장을 이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기

에 정부 대 정부(government to government)

업의 인수합병 또는 전략적 협력 형태로 시장

또는 기업 및 정부 대 정부(business and

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government to government) 방식의 진출 전략
이 필요하다.

2013~2016년까지 양적완화, 저유가, 통화
약세 등으로 1.8%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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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성장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다.

년까지 연평균 1.7%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

상술한 바와 같이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는

로 예상되는 유럽건설시장도 국내건설기업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아시

진출을 고려해야 할 지역이다. 2016년 기준 유

아를 비롯해 미국 및 유럽 지역에서도 인프라

럽 건설시장의 규모는 약 1.45조 유로로 주거

투자의 필요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미

부문이 6,812억 유로, 비주거 부문이 4,657억

국의 경우 트럼프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유로, 토목 부문이 3,026억 유로다. 다른 지역

계획을 포함해 노후 인프라 재건에 막대한 규

과 차별화된 유럽건설시장의 특성은 건설시

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미국토목학회의 분석

장이 신축 시장과 리노베이션 시장으로 양분

에 따르면 미국의 공공인프라 수준은 D+로 대

되어 있다는 점인데 2016년 기준 신축 시장은

규모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막대한 경제

7,030억 유로로 전체의 49%를 차지하며 리노

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인프

베이션 시장은 51%인 7,470억 유로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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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유럽건설시장으로의 진출도 미국 공공인

달러와 8,020억 달러다. 지역별로는 동아시아

프라 시장 진출 전략과 유사하게 현지 시장에

지역에 전체 금액의 61%인 16조 달러가 필요

익숙한 기업의 활용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

하며, 남아시아에 24.3%인 6.4조 달러, 남동아
시아에 12%인 3.2조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시장과 더불어 진출

석된다.

확대가 필요한 시장은 교통, 발전, 상수, 통신
등의 인프라 분야에 매년 약 2.5조 달러가 투

세 번째는 사업 수행역량 제고와 국내외 기

자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하는 아시

업 간 전략적 협력 확대 중심의 기업 역량 강화

아 인프라 시장이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기후

다. 사업 수행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화 대응, 빈곤 퇴치, 성장 유지를 위한 식수

현재 대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현지화 전략

개선과 교통 인프라 구축 및 유지보수에 2030

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 글로벌 건설기업들은

년까지 약 26조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

시장이 요구하는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와 지역

다. 이는 연평균 1.7조 달러 규모로 지난 2009

마다 다른 사업 조건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

년 아시아개발은행의 전망치인 7,500억 달러

으로 현지화를 추진하고 있다. 베식스, 페트로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부문별로 보면

팩 등 글로벌 건설기업들은 현지 거점 중심의

전력 부문이 14.7조 달러로 전체의 56.3%, 교

조직체계 강화, 현지 기업과의 협력 확대, 자재

통 부문이 전체의 31.9%인 8.4조 달러, 통신

조달 조직 운영 등 다차원적인 현지화 전략을

부문과 식수 및 기후변화 대응이 각각 2.3조

통해 사업별 수행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림 7. 유럽건설시장 부문별 규모 추이

(단위 : 백만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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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화 중심의 사업 수행역량 강화와 더불

다. 정부는 5년 단위의 진흥기본계획을 수립

어 협력 기반의 수주 전략 활용도 요구된다. 국

해 해외건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오고 있

내건설기업의 해외건설 수주가 본격적인 성장

다. 하지만 국제유가 등 해외건설시장 영향 요

기에 진입했던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단독

인에 대한 대응력 제고, 편중된 수주 시장과 상

수주 비중은 79.4%에서 90.5%로 증가한 반

품의 다변화 필요성, 중소·중견건설업체의 진

면에 2011년 9.5%에 그쳤던 공동 수주 비중

출 확대, 엔지니어링 경쟁력 제고 등 향후 수

은 2014년 56.1%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공동

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요인들을 고려

수주 실적 중 국내기업 간의 수주가 아닌 외국

할 때 현재의 지원방식에 대한 효율성과 정책

기업과의 공동수주는 해외건설 연평균 수주가

별 유효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그

400억 달러에 달했던 2007년 이후에도 연평균

림 9>에서 보듯이 진출 상품, 시장, 형태, 진출

70%를 차지했다. 사업의 대형화와 복잡화 그

기업에 따라 세분화되고 맞춤형 방식의 지원

리고 수주 경쟁 심화 등으로 과거와 같은 승자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독식 방식의 수주 전략으로는 최근의 수주 부
진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부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고려되어

제언

야 한다.
최근 몇 년 간의 해외건설 수주 부진에 대한
끝으로 해외건설 지원 정책의 완성도 제고

그림 8. 외국기업과의 공동수주 추이
9) 해외건설협회 수주보고 내부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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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려의 중심에는 고유

(단위 : 천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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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해외건설 지원 정책의 형태

가를 기반으로 특정 시장과 상품에만 의존했

인식에서 기업 스스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왜

던 해외건설 수주 구조의 지속 가능성 훼손이

냐하면 근본적으로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정부

자리하고 있다. 국제유가의 하락이 글로벌 에

의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개별 기업

너지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

들이 현지화를 비롯해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가회복이 곧 수

지속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 실적 확대라는 결과를 유인할 지에 대해서
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국제유

지난 50년이 넘는 진출 역사 속에서 거둔 수

가를 포함해 향후 해외건설 시장에 기회 또는

주 실적의 질이 어떻든 뒤늦은 후회보다는 냉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

철하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향후 시장의

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 마련

변화에 따른 영향을 걱정하기 보다는 전략을

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지금

위한 선결 조건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수라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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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of
Vietnam’s PPP
Market: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1. Introduction
The year 2017 marks the 25 years of
diplomatic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Vietnam. The Vietnam-Korea
Free Trade Agreement (VKTA) which was in
effect in 2015 opened a wider opportunity for
enterprises and people of the two countries
to the Agreement because more than 90% of
sorts of tariffs are removed by the Agree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played important roles in Vietnam’s economy.

Đoàn Văn Minh
베트남 개발전략연구원(VIDS)인프라개발국

South Korea has become the first FDI investor
in Vietnam by the end of 2016 when there were
5,773 licensed companies with an accumulated
total investment of about $5 billion in operation.
In 2016 the trade volume reached $43.6 Billion
and increased more than 3.3 times compared
with the year 2010, especially the surge in 2016
after the effect of the VKTA in 2015. Additionally,
the number of Korean visitors to Vietnam
was more than 1.5 million, second to only the
number of Chinese visitors.
Bilatera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from South Korea increasingly becomes more
important for Vietnam. The South Korea’s ODA
to Vietnam is delivered through two channels.
KOICA administrates technical assistance which
was about $240 million during the 1996-2015
period and increased substantially in recent
years. Parts of the technical assistanc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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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ed for Pre-feasibility studies. In addition, the

has become the Middle-Income Country that

Export-Import Bank of Korea manages the ODA

prevents it from grants and preferred loans of

loans. During 1992 to 2008 period, the total

development institutions e.g. the World Bank,

amount of Korea’s loans for Vietnam was only

the Asian Development Bank. Secondly, the

$600 million. However, the figure nearly tripled

public debt now is strictly regulated by the

during the 2009-2015 period or $2.2 billion.1)

National Assembly who set the ceiling of public

Currently, a draft of $1.5 Billion loan agreement

debt equal to 65% of the GDP. This also limits

framework for 2016-between South Korea and

the borrowing capacity of public sector for

Vietnam is discussing.

infrastructure development. As a result, Vietnam
is relying more on private investment for future

There is very high pressure for infrastructure

infrastructure development.

development in Vietnam for the 2016-2020
period and onward because infrastructure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PPP projects,

development is identified as one of the three

Vietnam’s government has published a list

breakthroughs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108 projects which are prioritized for PPP

of the country. Moreover, its development must

investment for 2016-2020 period. This is to show

ensure the integrated manners across various

the government’s efforts to attract more private

infrastructure sectors by the Resolution No

capital to supplement for the shortage of the

13/NQ-TW of the Vietnam’s Communist Party

government budget. The number of projects is

in 2012. In addition, the Middle Investment

valued at about $16 billion. Of which there are

Plan for 2016-2020 approved $100 Billion for

26 bankable projects with total investment of

public investment in 2016-2020 period or $20

about $12.5 billion.2)

Billion a year. Due to the statistic system, public
investment covers parts of the infrastructure

Though the opportunities for PPP investment

investment in Vietnam. Other parts of the

in Vietnam for 2016-2020 are obvious, there

investment come from private sector. However,

remain risks and uncertainties that need to be

Vietnam’s government is facing many

addressed to make these opportunities success.

constraints to provide the projected public

This paper reviews details on challenges and

investment. Firstly that’s because of Vietnam

opportunities for international sponsors who

1) “Tổng Quan Quan Hệ Hợp Tác Việt Nam – Hàn Quốc,” accessed October 30, 2017, http://fia.mpi.gov.vn/tinbai/5078/Tong-quan-quanhe-hop-tac-Viet-Nam-%E2%80%93-Han-Quoc.
2) “108 Dự Án PPP Ưu Tiên | Đấu Thầu | Báo Đấu Thầu,” accessed November 6, 2017, http://baodauthau.vn/dau-thau/108-du-an-pppuu-tien-275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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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to enter into the Vietnam’s PPP market.

of project facility. The Decree includes some
notable features. Firstly, it specifies seven types
of PPP contracts: Operate-Manage contract;

2. Overview of PPP policy in
Vietnam

Build-Lease-Transfer contract; Build-TransferLease; Build-Own-Operate contract; BuildTransfer contract; Build-Transfer-Operate; Build-

Vietnam’s PPP legal framework has achieved

Operate-Transfer. Secondly, the investor’s equity

significant progress within the civil based

ratio must not be lower than 15% of the total

law system. Mobilization of private capital

investment capital for project costs less than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has been

VND 1,500 Billion ($75 million equivalent);

implemented since the late 1990s in Vietnam.

the ratio could be lower than 15% for a large

The government treated domestic and foreign

project. Investors (both domestic and foreign)

investors differently by issuing the Decree No.

are entitled to sign PPP contract with one of

77/CP in 1997 to mobilize domestic investors for

the ministries or 63 provincial committees of

developing infrastructure projects in the form of

Vietnam. Thirdly, the government guarantees

BOT, and one year later enacting the Decree No.

to investors will be provided with the factors

62/1998 about the regulation on mobilization of

of production such as road access, materials

foreign investors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but clearly not the foreign exchange rate,

in the form of BOT, BTO, and BT contracts. These

minimum revenue which is very important for

regulations were revised several times and now

international developers. Issues e.g. tariffs of

both domestic and foreign investors are treated

service, other incentives are adduced provisions

equally according to the unique Investment Law.

of other laws, regulations or decision of the
Prime Minister. Referring to external sources

The Decree No. 15/2015/NĐ-CP in effect

of regulation makes these provisions unclear

on the April 10th, 2015 is a milestone in PPP

that may discourage investors especially those

legal framework because it was developed

who do not familiar with laws and regulations

based on previous regulations related to PPP

in Vietnam. Lastly, the unique character of the

and provides clearer provisions. In general, the

Decree is that public parties are an obligation for

Decree prescribes the life cycle development

the feasibility study and Official Development

of PPP project including the formulation

Assistant loan could be used to finance the

of national PPP project pipeline; project

preparation of the feasibility study.

preparation; contract negotiation; project
company set up; and finalization and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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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ed with the members from various

out 21 economies participated in the survey.

ministries and provincial people committees

By contrast, Australia was ranked first, followed

to mainly coordinate and facilitate the PPP

by the UK. The South Korea was the third on

project implementation. The Standing Office

the list.3) There was a good advance of the PPP

of the Committee is based in the Ministry

environment in Vietnam according to the same

of Planning and Investment, the focal point

report which published in 2011, evaluating

for PPP in Vietnam. This Office reviews and

Vietnam’s PPP market as nascent.

identifies the prioritized project which is
suitable for PPP. Other ministries and provincial

Th e d e ve l o p m e nt o f t h e e n a b l i n g

committees may also establish their own PPP

environment for PPP has been reflected in

focal point depending on their workload of

the accumulation of total private investment

PPP implementation. For example, Ministry of

in infrastructure in the country. The first PPP

Transport sets up its PPP department which

project was recorded in the transport sector

specializes in transport PPP projects.

with the total investment of only $10 million
in Phu My Port. Then the surge of investment

The endeavor of Vietnam’s government for

occurred in 2011 with total disbursement

developing PPP environment was recorded

of $210 million. Since then the amount of

by a Report by the Economist in 2014 which

Investment decreased substantially due to the

acknowledged that Vietnam is an emerging

recession in the economy Figure 1.

PPP market. And it was ranked in the 18th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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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nvestment and number of PPP project in Vietnam, 1990-2016 4)
3) “Evaluating the Environment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Asia-Pacific: The 2014 Infrascope” (Asian Development Bank, 2015).
4)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Database,” accessed November 9, 2017, https://ppi.worldbank.org/visualization/ppi.html#sector=&st
atus=&ppi=&investment=&region=&ida=&income=&ppp=&mdb=&year=&excel=false&map=&header=true. https://goo.gl/PQ8h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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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lectricity sector attracted the highest

numbers of good or bankable PPP projects.

amount of private capital with the total of

Many projects proposed to mobilize private

$8.3 billion in 75 projects. ICT was the second

sector capital are low financial viable while

sector which attracted $2.3 billion for four

financially feasible ones are unsolicited. There

projects. Airport was the sector with the least

are two main sources of PPP projects in Vietnam:

private capital with only one project with the

the line ministries and provinces. According

investment of $15 million (Figure 2).

to investment decentration policy, large-

Number of Projects

scale projects with direct revenue generation
250

capacity such projects as in energy, transport

200

sector are proposed and managed by the line

150

ministries while provinces are responsible

100
Electricity

for the smaller scale projects which are also
less financially viable e.g. water supply, waste

50

management projects. Line ministries usually

ICT

0

propose bankable PPP project but mostly in
0B

1B

2B

3B

4B

5B

6B

7B

8B

9B

Total Investment

Figure 2: Private capital by sectors

the unsolicited method. In facts, according to a
Conclusion of Vietnam’s Inspective Agency in
2017, all 70 BT and BOT projects in road sector
were unsolicited. One of the main principles of

3.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Vietnam’s PPP market

PPP is the competitive bidding and transparency
but the large number of unsolicited projects
indicates these principles have been violated.

Though Vietnam has achieved good progress

The large number of unsolicited number of

in terms of creating a good environment for PPP

PPP projects in road sector in Vietnam may

development, there remain unresolved issues

trigger a link with the problem of elite officer’s

that investors need to think of when stepping

benefit group and backyard which are currently

into the PPP market.

popular in Vietnam.

3.1 The emerging market with
incomplete market forces

Positively, there have been actions of both
Vietnam’s communist party and government
to ensure the bankable projects to be us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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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project supply side, Vietnam’s

attract private capital. The Vietnam’s Communist

government has yet to provide sufficient

Party has enhanced the anti-corrup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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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ty. Meanwhile, the government issued

sustainability of the PPP market because

the pipeline of 108 PPP prioritized projects.

the domestic investors also lack capacity in

These projects were screened according to

operation and management of PPP facilities.

the proposals from ministries and provinces

There are many disputations in BOT project

that have high demand and potential for PPP:

in road sector now in Vietnam. Besides the

Ministry of Transport, Ministry of Health and four

objection to the increase of toll, other issues

Provinces i.e. Hanoi, Ho Chi Minh City, Quang

related to operational capacities are the manual

Ninh and Da Nang. Indicators used to select

toll collection system that makes the slow traffic

these projects are the significant size of projects,

and low rate collection or the location of the

project spillover effects, high feasibility and

tariff collection system. Lack of the international

sufficient information for due diligent. There are

professional PPP sponsors now in Vietnam is the

68 out of 108 projects which are national PPP

opportunities for foreign investors to explore

prioritized projects. Vietnam’s government plans

an undiscovered market to supplement the

to contribute VND120 trillion (or $5 billion) to

management and financial capacity of the

the partnership, accounting for 34% of the total

domestic investors. Vietnam’s government

5)

capital investment of these projects .

encourages foreign investors as the Provision
No. 20 of the Decree No.15/2015/ND-CP about

In Vietnam, most of PPP projects have been
6)

unsolicited proposal that “The investor(s)

developed by domestic sponsors except in

being a State-owned enterprise must form a

some projects in the energy sector.7) However,

consortium with another enterprise to propose

domestic sponsors are unable to provide

a project .8)”

sufficient capital for the future PPP projects
due to not only the equity capacity of the

3.2 Financing PPP projects

domestic sponsors but also because of the
lending capacity of bank system has reached

3.2.1 Favorable project preparation

the limit because of the controlled credit

Vietnam’s government supports for due

growth. The dominance of domestic sponsors

diligence for PPP project engagement.

in PPP development threads the long-term

Obviously, sponsors always concern with the

5) “108 Dự Án PPP Ưu Tiên | Đấu Thầu | Báo Đấu Thầu.”
6) “Evaluating the Environment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Asia-Pacific: The 2014 Infrascope.”
7) “Làm Mới Quy Định Cho Dự Án PPP,” ĐTCK, June 30, 2017, http://tinnhanhchungkhoan.vn/content/MTYyNzQx.html.
8) “The Decree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Investment Form,” Pub. L. No. 15/2015/ND-CP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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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ing to prepare the feasibility study of the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9) According to

proposed PPP projects. As an emerging PPP

information from Asian Development Bank in

market, Vietnam’s government has encouraged

Vietnam, the PDF has been operating effectively

PPP sponsors by remove uncertainty by

in 2017.

designating that responsibility for the public
sector. According to the Provision No. 24 of the

3.2.2 Challenging for commercial domestic
but opportunities for off-shore borrowing

Decree No. 15, governmental organizations
engaging in PPP are responsible for Feasibility

35
30

projects, public sector partners need to have a

25

written agreement with private sector partners.
The agreement prescribes the important issues
including principles for handling the case where
another investor is selected to implement the
projects. This is to ensure the endeavors that
private partners have spent are compensated if
they are not selected to continue their project
proposals.

%

Study of the project. In the case of unsoli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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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hort-term deposit to middle and
long-term lending

There is a gap in the domestic lending term
for infrastructure financing in Vietnam.10&11) The
banking industry included 34 banks with a total

The Project Development Facility (PDF) with

asset of $325 billion as of 2015. It is dominant by

a capacity of $30 million was established to

four state-owned enterprises which accounts

provide public sector partners with finance

for 44% of the total assets while the remaining

for PPP project preparation. Funding from

30 banks hold the other 66% of the total

the PDF is used to pay for independent

assets.12) The industry is characterized by its

consulting services to produce feasibility

short-term lending (Figure 313) ) by domestic

studies and selection of sponsors according

currency. Bank’s deposit normally is less than a

9) “Tìm Hiểu Một Số Quỹ Hỗ Trợ Dự Án PPP,” Báo Đấu thầu, September 1, 2014, http://baodauthau.vn/dau-tu/tim-hieu-mot-so-quy-hotro-du-an-ppp-13470.html.6) “Evaluating the Environment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Asia-Pacific: The 2014 Infrascope.”
10) “Vietnam Infrastructure Finance Analytical and Advisory Assistance to the Government of Vietnam” (The World Bank, June 2008).
11) VCCorp.vn, “Ngân Hàng Đang Mạo Hiểm Với Thanh Khoản?,” VnEconomy, September 14, 2015, http://vneconomy.vn/news20150913050038309.htm.
12) “Infrastructure Financing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Viet Nam” (UNESCAP, October 2017).
13) “MACROECONOMY AND BANKING INDUSTRY OVERVIEW” (Bank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Vietnam, Apri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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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whereas infrastructure financing is long-

commercial banks. Normally, Export Credit

term financing. The State Bank of Vietnam

Agencies usually backstop the Government

allows commercial banks to use short-term

Guarantee Undertaking of the Vietnam’s

deposit to lend the long-term investment but

government. In addition, many international

under a certain limit. However, the limit has

commercial banks such as ANZ, HSBC, Citibank

been not predictable and seems to fluctuate

etc. currently operating in Vietnam are the

following the short-term markets in the country.

catalyst for the project finance structuring.

For example, the Circular No. 36//2014/TT-

Availability of Export Credit Agencies and

NHNN in 2014 of the State Bank of Vietnam

Government Guarantee Undertaking are good

prescribed that the ratio of short-term deposit

opportunities for international sponsors in the

for long-term financing was 60%. However,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Vietnam.

the Circular No. 06/2016/TT-NHNN in 2016 has
made the ratio narrower, 50%. The volatility of

3.2.3 Growing cooperate bond market

the short-term deposit for long-term financing

Vietnam’s Bond market has significantly

makes it risky for sponsors to rely on the

developed since 2000 with the dominance of

domestic market as a financial leverage for their

the government bond which has been always

project financing structure.

accounted for about more 95% of the total
outstanding bond of the market. By contrast,

On the other hand, international sponsors

corporate bonds have started to increase

could benefit from a well-established market

since 2005. Total government and corporate

for long-term borrowing through the Export

outstanding bonds were $128.79 billion and

Credit Agencies. These Export Credit Agencies

$5.98 billion respectively as of 2017 (Figure 4).14)

such as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ave
ensured the success of commercial lending to
infrastructure projects in Vietnam. For example,
in 2013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nd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cofinanced $2.3 billion for the Nghi Son Refinery
and Petrochemical Project in Thanh Hoa
Province. This created favorable conditions
for the project to mobilize $2.7 billion from

Figure 4: Outstanding bond, 2000-2017

14) “AsianBondsOnline - Bond Market Data,” accessed November 15, 2017, https://goo.gl/ief5J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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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remains great potential to increase the

stable and financing aspect have challenges as

volume of the outstanding bond in Vietnam

mentioned above rather than risks. However,

especially the corporate bond because of the

the current Vietnam’s PPP framework has

government plan and the current market size

not included a detailed mechanism for risk

of the market. By December 2016 total debt

allocation and sharing.

of the bond market to GDP of Vietnam was
22.15% while the ratio of Korea and Thailand

Decree No. 15/ND-CP contains provisions

were 126.2%, and 75.6% in the same order.

to ensure minimize some sorts risks for PPP

The government of Vietnam has planned to

projects. Specifically, for market risk the

target the ratio at 45% in 2020 and the moved

Provision No. 57 written: “Government provides

to support the private sector because of low

a guarantee for provision of raw materials, sales

efficiency of state-owned enterprises. This is

of products... for investors and a guarantee for

a good opportunity for project enterprises

obligations of state-owned enterprises selling

or special purpose vehicles to use the bond

fuel, raw materials, purchasing products and

market as one of the channels to mobilize long-

services of the investor or project enterprise”.

term capital with the guarantee of government

However, the Prime Minister will decide

or other development partners. For example,

depending on case by case. Meaning that

the Credit Guarantee and Investment Facility

investors is facing uncertainty in the inputs of

guaranteed a bond issuance of VND 3,000

production and sales of outputs of their PPP

billion ($150 million) for Vingroup a private

facilities. In addition, the Article No. 60 of the

holding company in Vietnam.

Decree No.15 ensures the foreign currency
exchange needs of project enterprises but

3.3 Unclear risk allocation and sharing

does not guarantee the foreign exchange rate

Appropriate risk allocation and sharing

which is a macroeconomic risk and should be

mechanism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allocated to public sector.

15)

to a successful PPP deal. If risks of PPP deal
are divided among political, macro, financing,

No clear risk allocation and sharing

constructing, and market, the most uncertainty

mechanism or case by case decision have

occurs in the macro, constructing and market

hindered the development of PPP project.

risks because Vietnam’s political system is

Giau Day – Phan Thiet was one of the typical

15) Robert Osei-Kyei and Albert P.C. Chan, “Review of Studies on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Projects from 1990 to 2013,” International Journal of Project Management 33, no. 6 (August 2015): 1335–46, https://doi.
org/10.1016/j.ijproman.2015.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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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of inappropriate risk allocating and
16)

even the risks that should be allocated to

sharing mechanism. This project was started

the public sector in international business

in 2007 and approved in 2013 but now is stuck

convention such as exchange rate risk. In fact,

because of the risk mechanism which does

the former minister of Vietnam’s Planning and

not comply wit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Investment Ministry in 2015 responded to an

Another example is the proposal of the Ministry

interview saying that the government will not

of Transport that requests the government of

guarantee the exchange rate risk.17)

Vietnam to guarantee the minimum revenue
for the planned North-South road. However, this

3.4 Sectorial specific issues barriers

has been rejected by an advice of the Ministry of

According to the Vietnam’s PPP framework,

Finance. In addition, resettlement is also one of

PPP is encouraged in most of the infrastructure

the serious risks in the construction period. The

industries including the social sectors such as

public sector is responsible for land acquisition

health and educational facilities, and technical

but the delay in the process makes the costs of

infrastructure such as roads, power plants, etc.,

projects increase substantially.

However, the sectorial specific issues are not
unique in each sector. Technical infrastructure

Risk profile and its allocation and sharing

is more market-oriented or the price of services

mechanism seem to remain a long-term barrier

of that infrastructure is reflected by the market

for the enhancement of PPP in Vietnam because

demand and supply without the crude

the revision of the Decree No. 15/2015 which

intervention by the government whereas the

will be in effect early 2018 has not addressed

social infrastructure has a long history of subsidy

the issue despite the recommendation of the

and remained in the ownership of public

private sector, and research community. One

sector. Therefore, technical infrastructure is

of the main reasons is the asymmetric capacity

more appropriate for PPP due to its bankability

between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 in risk

while social infrastructure seems not to be

identification and mitigation. Low capacity

applied following the PPP models specified

of the public sector in PPP makes them risk

in the Decree No. 15/2015/ND-CP. Currently,

avoidance and passes risks to private sector,

PPP in social infrastructure is struggling to find

16) VGP News :. | Thúc Đẩy PPP: Vẫn Là Bài Toán Khó Với Ngành Giao Thông | BÁO ĐIỆN TỬ CHÍNH PHỦ NƯỚC CHXHCN VIỆT NAM,”
accessed November 15, 2017, https://goo.gl/tz1mCf
17) “Dự Án PPP: Bảo Đảm Quyền Mua Ngoại Tệ, Không Bảo Lãnh Tỷ Giá - Đầu Tư Phát Triển - TaichinhPlus,” accessed November 15,
2017, http://taichinhplus.vn/TIN-TUC/Dau-tu-phat-trien/Du-an-PPP-Bao-dam-quyen-mua-ngoai-te-khong-bao-lanh-ty-giapost1530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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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priate operating models.

decide the specific water tariff for their localities.

On the other hand, though technical
infrastructure is more appropriate for mobilizing

4. Conclusion

private capital, each specific sector e.g. energy,
transport or water, and sanitation is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attributed to their different favorable PPP

Vietnam has created mutual benefit for both

conditions. Sectorial specific PPP environment

countries over the past 25 years in a multitude

is the most supportive in the transport sector

of aspects including economic, social and

by now. For example, Ministry of Transport

cultural affairs. In addition to the South Korea’s

published its detailed regulation on PPP

FDI, Vietnam’s economy is also the South Korea’s

projects in transport sectors including price

ODA absorption which helps the expansion of

management and established a dedicated

infrastructure in many sectors and contributes

department dealing with PPP. This characteristic

to the improvement of the living standards

comes from the high pressure for the capital

of Vietnam’s people. Though there has been

of the transport sector. Currently, the North

an improvement in the infrastructure system,

and South Expressway is planned to mobilize

needs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remains

VND 27,694 billion ($1.4 billion) to finance eight

substantial high and over the capacity of the

sections by BOT models but the no investors

budget of Vietnam’s government. Therefore,

responded to the first call for expressions of

developing a proper PPP framework to mobilize

interest. The Long Thanh international terminal

private capital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is

costing VND 336,630 ($16.03 billion) has been

one of the solutions to release the government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is also

burden on infrastructure expenditure.

planned to attract private capital. Energy sector

40

owns a second-best environment because of its

With great endeavor, the government of

monopoly attribute of the electricity industry.

Vietnam has established an improved PPP

For example, the project enterprise must sell its

legal framework by international standards,

electricity to Vietnam Electricity Cooperation,

and the Decree No. 15/2015/ND-CP is one of

a state-owned enterprise. Thirdly water

the milestones. The issuance of the Decree

sector is characterized by its heavily regulated

opens opportunities for both international and

price. Water supply tariff is regulated by two

domestic sponsors to Vietnam’s infrastructure

steps. Local authorities comply with the tariff

development market. Though sponsors

framework issued by the Ministry of Finance to

involving in the emerging PPP market can be

K-BUILD저널 2017. 12월호

beneficial from availability of project information

from Export Credit Agencies, they may find the

for their initial due diligence because providing

risk allocating and sharing mechanism is the

that information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biggest issue when involving in the emerging

public sector, they at the same time face many

PPP market. Lastly, sectorial specific issues

challenges in terms of project’s bankability,

are also important factors that need not be

accessing to the local financial market, lack of

addressed when seeking for PPP opportunities

fair risk allocation and sharing, and the absence

in Vietnam’s market because each sector has

of government guarantee for macroeconomic

its own government intervention which may

risks. While international sponsors can

make the price mechanism of that sector

overcome some challenges such as weakness of

impractical.

the local financial market by looking for 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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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I 진출전략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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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개요
CB&I(Chicago Bridge & Iron)는 1889년 교
각건설회사로 시작해 1894년 미국 최초 반구
형 물탱크탑을 설치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1919년 원유저장시설 건
설을 계기로 교각구조물 사업을 접고 석유&가
스 관련시설 건설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된다.
CB&I는 좀 더 나아가 1923년 세계 최초로
천연 가솔린, 부탄, 프로판 및 휘발성 석유제
품을 저장할 수 있는 ‘Hortonsphere‘로 알려

조 성 원 부장

진 구면압력용기(Spherical Pressure Vessel)를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육상에 설치하면서 원자력 격납용기를 포함한
세계 구면 저장시설의 70%를 건설해왔다. 또
한 석유제품 손실을 줄이고 화재예방을 위한
부상 지붕탱크(Floating Roof Tank)를 최초로
고안해 이후 관련업계의 표준이 될 정도로 널
리 활용되고 있다. 1930년 원유 분류탑 건설
을 계기로 정유부문 EPC 수행이 가능해졌으
며 1932년 80,000배럴 규모의 전면 용접 원추
형 지붕탱크를 제작하였다. 이미 1950년 자동
둘레 시임용접기를 개발하여 공기를 크게 단
축하였으며 지금까지 업그레이드해 탱크제작
에 사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1959년 복벽 단
열 액화메탄 저장탱크 건설을 계기로 LNG 건
설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1989
년 폐수처리 혐기성 특수 소화조(Egg-Shaped
Digester) 건설을 통해 ESD 시스템을 서반구에
공급하게 되었다.
하지만 100년 넘게 살아남은 CB&I도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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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위기로 산업가스 제조기업인 미국 Praxair

의 순으로 확인되어 이들 미국 기업들의 지분

에 의해 1996년 인수되어, 1997년 화학 자회

율만 29.77%를 점유하고 있다.

사를 제외하고 네덜란드회사로 분리되어 상장
회사가 되었다. 이에 CB&I 본사는 2001년 네

이와 함께 CB&I는 주로 미국 건설기업을

덜란드 헤이그로 글로벌본부는 에너지 메이

인수하면서 사업영역을 확장시켰는데 주요

저사들과의 네트워크 관리 및 유지를 위해 미

M&A 약사는 다음과 같다.

국 텍사스에 위치하게 되었다. 상장회사가 된
CB&I가 네덜란드가 아닌 미국 건설기업이라

CB&I는 에너지인프라에 중점을 둔 설계, 엔

는 이미지는 주식의 대주주가 대부분 미국 금

지니어링, 제작, 시공 및 유지보수 등의 Value

융기관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세계 투자정보

Chain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으로 석유&가스

사이트인 Morningstar 자료에 의하면, 미국 국

업&다운스트림, LNG, 전력, 상하수 및 광물

적의 Vanguard Group Inc가 총 주식의 8.05%

자원 개발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250

를 보유하면서 가장 큰 주주로 자리매김하고

여개의 영업 및 운영지사를 가지고 있으며 사

있으며 SouthernSun Asset Management, LLC

업영역은 E&C, 제작서비스, 기술 및 Capital

가 6.1%, BlackRock Fund Advisors 2.94%,

Services로 나뉜다.

Fairpointe Capital LLC 2.11%, LSV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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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1.89%, Alyeska Investment

CB&I의 Capital Services(구 Environmental

Group, L.P. 1.57%, Seizert Capital Partners,

Solutions)부문은 오염지역 복구 및 개선작업

LLC 1.51%, State Street Corp 1.4%,

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부지조성작

Brandywine Global Investment Mgmt LLC

업, 긴급 재난복구 등의 영역도 포함하고 있다.

1.23%, Two Sigma Investments LLC 1.03%,

주요 발주처는 미국 에너지부, 국방부, 환경보

Dimensional Fund Advisors, Inc. 0.98%,

호청, 국가재난 방재청 및 지방정부와 비정부

Morgan Stanley Smith Barney LLC 0.96% 등

간 기구도 포함되어 있다.

2000년

1945년 설립된 원유 탈염 및 증류기술을 보유한 Howe-Baker 인수

2001년

1892년 설립된 Pittsburgh-Des Moines Steel Company(PDM) 토목 및 수처리부문 인수

2003년

석유&가스 육ㆍ해상 및 파이프라인 엔지니어링, CM 전문기업인 영국 John Brown Hydrocarbons 인수

2006년

Beaumont 제작소 인수

2007년

1907년 설립된 Lummus 인수

2010년

정유 및 석유화학 프로세스 개발기업인 Catalytic Distillation Technologies (CDTECH) 100% 지분 인수

2013년

1986년 설립된 Shaw Group(2008년 Lake Charles 모듈제작 및 조립시설 설립) 인수
석탄 및 석유 코우크스 가스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E-Gas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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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 Licensed technology
˙ Proprietary catalysts
˙ Technical services

Engineering & Construction
˙ Engineering
˙ Procurement
˙ Construction
˙ Commissioning

Fabrication Services
˙ Fabrication & erection
˙ Process & modularization
˙ Pipe fitting & distribution
˙ Engineered products
˙ Specialty equipment

Capital Services
˙ Program management
˙ Maintenance services
˙ Remediation & restoration
˙ Emergency response
˙ Environmental consulting

그림1. CB&I 사업영역(조직도)

E&C(구 Engineering, Construction and
Maintenance)부문은 주요 에너지인프라 시

Kinder Morgan, Woodside 등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설 엔지니어링, 조달, 제작 및 시공을 수행
하고 있으며 원자력, 재생에너지 및 전통 화

CB&I Technology부문은 탄화수소 정제, 석

력발전소, 석유&가스 업&다운 스트림 시

유화학, 가스 처리 산업에 라이선스, 서비스,

설, LNG터미널 및 가스처리 플랜트, 정유,

촉매 및 전매장비를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세

석유화학 등의 공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스 기획, 프로젝트 개발 서비스, 2차 시장 지원

Chevron, ExxonMobil, British Petroleum,

프로그램도 제안하고 있다. 주요 발주처로는

ConocoPhillips, Shell 및 Occidental

Pemex, CNOOC, Rosneft, Sabic, Westlake

Petroleum과 Ecopetrol, Statoil, Williams,

Petrochemicals, Occidental, Reliance

Entergy and Dominion, Gazprom, Nexen,

Industries, China Coal, IRPC, Kazakhstan

Sohar 등의 국영석유회사를 주요 발주처로 응

Petrochemical, GS Caltex, Chandra Asri 및

대하고 있다.

Williams Energy Services 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서비스부문은 파이핑, 원자력모듈 제

CB&I는 LNG를 비롯한 석유&가스 관련시

작과 석유&가스, 석유화학, 상하수, 광물자

설을 중심으로 북미와 유럽지역에서 100년 이

원 처리, 전력생산용 저장 탱크 및 압력용기

상의 건설경험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

제작 및 설치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육

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건설경험

상 저장탱크, 고가 탱크, LNG 탱크, 압력용

은 125년 이상 되었으며 석유&가스 다운스트

기, 핵 밀폐용기 등의 특수 철골구조 설계, 시

림, 가스화력 발전소, LNG 수출입 터미널, 대

공을 수행할 수 있다. 주요 발주처는 Chevron,

기고 냉장보관 선박 및 터미널, 수처리 및 저

ConocoPhillips, Dow, ExxonMobil, Shell을

장시설, 산업 및 전력시설 유지보수, 해체, 오

비롯한 ADNOC, CNOOC, Saudi Aramco,

염제거, 폐로, 환경 정화, 환경부문 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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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컨설팅 프로젝트 등 가장 다양한 프로젝트

물처리 플랜트를 건설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를 수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중남미지역에도 75년 이상 진출한 경험을 바

100년간 건설경험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에는

탕으로 석유&가스 다운스트림, LNG 수출입

오일샌드 및 중유처리 시설, 대기고 냉장보관

시설, 대기고 냉장보관 선박 및 터미널, 산업시

선박 및 터미널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100

설 유지보수 프로젝트를 수행해오고 있다. 70

년 이상 지속되어온 유럽지역에서는 석유&가

년 이상 건설경험을 가지고 있는 중동지역에

스 업스트림 및 파이프라인, 다운스트림, LNG

서는 대기고 냉장보관 선박 및 터미널을 비롯

수입터미널과 대기고 냉장보관 선박 및 터미

하여 석유&가스 다운스트림, 파이프 제작 및

널 프로젝트를 수행해오고 있다.

제조, 탄화수소 프로세싱 기술을 제공해오고
있다.

CB&I는 아프리카에 진출한지 40년이 되었
으며 LNG수입 및 처리시설, 대기고 냉장보관
선박 및 터미널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70년

2. 경영 실적

건설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에서는 정유
및 석유화학시설, 탄화수소 프로세싱 기술 및

2006~2016년간 CB&I의 매출 및 순익 지수

대기고 냉장보관 선박 및 터미널 프로젝트를

추이(그림3 참조)를 살펴보면, 2006년 대비 매

수행하였으며 특히 75년간 호주에서 LNG 수

출은 2014년 4배 이상 증가했다가 3.5배 안팎

출입시설, 대기고 냉장보관 선박 및 터미널, 광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으나 순익은 2014년 4.6

그림 2. CB&I Global Presences(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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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까지 증가하였다가 2015년 -4.3배로 악화
되어 2016년에는 -2.7배로 약간 회복되었다.

매출 및 순익액을 인당 추이로 들여다보면
(그림5 참조), 2006~2011년간 1인당 매출액
평균은 275.8천불, 2011~2016년간은 242.2천

이를 그림4의 순익률로 확인해보면, 2008년

불인 것으로 분석되어 2013년을 저점으로 다

을 제외하고 3~5%대로 양호한 수치를 기록한

소 변동폭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큰 변

이후 2015년부터 마이너스 순익률을 기록해

화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2006~2011년간 1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가스 플랜

인당 순익액 평균은 9.9천불에서 2011~2016

트부문에 집중하고 있는 CB&I는 국제유가가

년간은 4.0천불인 것으로 분석되어 언뜻 봐도

2014년 하반기부터 급락하면서 발주물량 감

유가 하락기에 개인당 매출보다 순익이 더 크

소로 이어진데다가 글로벌 경쟁 과열이 심화

게 감소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CB&I는 2013

되어 수익성도 급격한 악화를 경험한 것으로

년 인력이 크게 충원되었는데 이후 2015년부

판단된다.

터 악화된 수익성으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
으로 생각된다(그림6 참조).

그림3. CB&I 매출 및 순익 지수 추이

그림4. CB&I 순익률 추이

(단위 : 2006=1)

(단위 : %)

그림5. CB&I 1인당 매출 및 순익액 추이

그림6. CB&I 인력 추이

(단위 : 천불)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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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CB&I 국내외 총 매

3. 포트폴리오 분석

출액 가운데 엔지니어링 비중은 2007년부터
CB&I는 유가 상승기를 활용하기 위해 자국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해외 엔지니

시장에서 해외시장으로 적극적인 진출을 시도

어링 비중은 23.8%에서 2014년 유가 급락기

했다. 그림7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

에 해외 비중을 줄이고 국내 비중을 27.2%까

전인 2006년부터 유가 최고점인 2012년간 해

지 높이면서 적정수준의 국내외 엔지니어링

1)

외 매출비중 은 80%안팎까지 꾸준히 증가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그림8 참조).

다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국내시장으로 재
CB&I의 조직별 매출비중(그림9 참조)
을 살펴보면, 2010도에는 E&C, 제작 및
Technology2)부문에서의 매출비중이 적정수준
을 유지하고 있다가 2013년 E&C부문에 집중
하면서 Capital Service3)부문 비중도 크게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유가 급락이후
E&C 및 제작 부문 비중을 약간 줄이고 대 정
부 환경서비스 부문 비중을 크게 늘림으로써
경기 흐름에 덜 민감한 부문에 더 집중한 것으
그림 7. CB&I 국내외 매출액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불, %)

그림 8. CB&I 엔지니어링 국내외 매출비중 추이 (단위 : %)

로 추정된다.

그림9. CB&I 조직별 매출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1) ENR, Top International Design Firms 및 Top International Contractors에서 CB&I 해외 매출액 합산
2) 지역 중심의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던 CB&I는 2007년 Lummus 인수를 계기로 Technology부문을 신설하면서 엔지니어링영역으로
진출을 확대함
3) 2013년 미국정부 Design-Build 환경 프로젝트를 전담하는 Government Solutions를 신설, 2014년 민간 발주처로 확대하면서
Environmental Solutions로 변경, 2015년 Capital Services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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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의 방사형 차트를 좀 더 자세히 살펴

있다. 2014년 약 90억불에 달하던 E&C부문

보면, 2010년 E&C부문 비중이 52.3%, 제작

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데 2014년 대비 2016

부문이 39.6%, 기술(Technology)부문이 8.1%

년 Capital Services부문 매출은 약 10억불 이

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다. 유가 상승기였던

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NR에 의하

2013년 비중 역시 E&C부문 비중이 가장 커

면(그림11 참조), CB&I의 주력 공종인 플랜트

64.6%를 점유하면서 제작부문 비중이 상대

매출비중은 2015년을 제외하고 95%이상을

적으로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작부문은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2008, 2015년도에는

2016년 다시 비중이 더 작아지면서 19.8%를

플랜트 매출비중이 다소 감소하였는데 전력부

점유하게 되면서 Capital Services부문을 강화

문이 이를 대체한 것으로 생각되어 상호 일부

한 것으로 보인다.

보완되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10을 참조해 조직별 매출실적 추이를

국내를 포함한 CB&I의 지역별 매출 및 비

살펴보면, E&C부문과 Capital Services부문

중 추이(그림12 참조)를 살펴보면, 2010년 중

이 상호 대체되는 관계에 있는 점을 확인할 수

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현재 기타로 분류되

그림 10. CB&I 조직별 매출 추이

(단위 : 백만불)

(단위 : 백만불, %)

그림 11. CB&I 주요 공종별 매출비중 추이

(단위 : %)

그림12. CB&I 지역별 매출 및 비중 추이 및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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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 비중이 가장 큰 49.7%를 차지하고 있

4. 강점 및 약점

으며 이어서 미국이 23.8%, 캐나다 10.9%, 콜
롬비아 6.0%를 점유하고 있어 지역별로 비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B&I의 성장성

적 균등한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은 2006년 대비 2013년 Shaw Group인수를

2013년에 들어와 미국 매출비중이 45.1%, 호

계기로 4배 안팎에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수익

주 14.2%로 급부상한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성은 2015년부터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러

콜롬비아 매출 비중도 9.3%로 약간 증가하였

한 추세 가운데 어떤 약점에 노출되어 있으며

으나 캐나다는 7.3%로 감소세를 보였다. 2016

어떤 강점으로 보완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

년도에 와서 미국 매출비중은 더 크게 증가해

해보고자 한다.

70.7%, 호주는 16.3%를 기록하면서 자국시장
을 비롯해 영미권 시장으로 집중되고 있는 점
이 확연히 드러났다.

CB&I의 매출액 대비 수주잔고 및 신규 수
주율(그림13 참조) 추이를 살펴보면, 수주 잔
고보다 신규 수주가 최근 들어 부진을 면치 못

2010년 대비 2016년 지역별 매출비중은 국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I의 수주 잔

내를 포함한 영미권 지역으로 회귀현상과 함

고율은 2008년을 제외하고 대체로 양호한데

께 유가흐름 및 경쟁 정도에 따라 지역다각화

2013년도에는 250%에 육박했던 것으로 조사

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진출 전략을 구사한

되었다. 물론 2015~2016년간 약간 정체된 감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CB&I는 자국을 비롯

이 있지만 여전히 150%이상을 유지하면서 견

한 캐나다, 호주 등의 영미권 시장을 중심으로

조세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수주율은

석유&가스 프로젝트 발주흐름에 따라 매출비

2011년 최대치인 약 150%에서 계속 감소하면

중 10%미만인 프로젝트 중심의 시장을 발굴

서 2016년에 와서 66.1%로 지난 10년간 최저

하면서 환경 서비스부문에 최근 집중하고 있

치를 기록하고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더

다고 볼 수 있다.

그림13. CB&I 수주 잔고 및 신규 수주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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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CB&I 부채 추이

(단위 : 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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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이 Shaw Group인수를 계기로 2013년부터

2016년 4.8억불로 급감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

급증한 부채(그림14 참조)도 기업 경영활동에

사되었다. 하지만 그림16 조직별 영업이익액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향후 기업

추이를 들여다보면, E&C부문은 수익성 감소

전략에 변화가 예상된다.

를 만회하기 위한 선별 수주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으나 환경 엔지니어링 서

이처럼 우려되는 CB&I의 신규 수주 추이

비스에 집중된 Capital Services부문은 2016년

(그림15 참조)를 조직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

기업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보면, E&C부문의 신규 수주 급감이 가장 눈

여겨지면서 2017년 2월 Veritas Capital에 약 7

에 띄는데 2014년 약 123억불에서 2015년 67

억불에 매각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억불에 이어 2016년에는 32억불까지 가파르
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엔지니어

CB&I 역시 엔지니어링 역량이 뛰어난 기업

링영역인 Capital Services부문은 2015년 27억

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ENR자료를 확인(그림

불에서 2016년 22억불로 소폭 감소한데 그쳤

17, 18 참조)해보면, 엔지니어링 매출 비중은

으며 Technology부문도 2015년 5.8억불에서

2006년과 2008년을 제외하고 20%안팎을 꾸

그림15. CB&I 조직별 신규 수주액 추이 (단위 : 백만불)

그림17. CB&I 엔지니어링 매출 비중 추이

그림16. CB&I 조직별 영업이익액 추이

그림18. CB&I 총 매출 및 DB 비중 추이

(단위 : 백만불)

(단위 : %)

(단위 : 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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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히 유지하고 있다. 특히 Design-Build 방식

조)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가 흐름보

프로젝트 매출 비중은 다소 등락을 보이고 있

다는 2007년 Lummus인수를 계기로 해외 Eng

지만 80%안팎을 유지하고 있어 엔지니어링

비중이 98%까지 급상승했으며 Shaw Group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단순 시공만 수행하

인수 이후 2014년 32%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

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설계와 시공을 연

타났다. 더욱이 해외 플랜트 Eng 비중은 2007

결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

년부터 99%이상을 점유해왔으나 2015년에

겨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CB&I는 하청의존

들어와 67%로 급감하면서 변화가 있음을 예

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기술(License)제공

상할 수 있겠다.

및 FEED역량은 프로젝트 초기단계부터 비용
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어 손실을 최소화할 수

한편, 해외 시공 매출(그림 21, 22참조)은 유
가흐름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2005

있다고 생각된다.

년 해외 비중이 약 54%에서 유가의 최고점
하지만 해외 엔지니어링 매출(그림19, 20 참

인 2012년 79.4%까지 증가했다가 2016년 약

(단위 : 백만불, %)

(단위 : 백만불, %)

그림19. CB&I 국내외 Eng 매출 및 비중 추이

(단위 : 백만불, %)

그림20. CB&I 해외 Eng 매출 및 플랜트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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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CB&I 국내외 시공 매출 및 비중 추이

(단위 : 백만불, %)

그림22. CB&I 해외 시공 매출 및 플랜트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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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까지 감소하면서 국내 비중이 다시 높아

팎의 긴 진출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LNG를 비

지고 있다. 해외 플랜트 시공 비중도 전반적으

롯한 석유&가스 관련시설을 중심으로 초기

로 99%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최근 엔지니어

기술라이센스 제공, FEED에서 제작 및 EPC

링부문에 비해 집중되어 있어 산업 사이클에

를 거쳐 O&M뿐만 아니라 해체까지 프로젝트

민감할 수 있다.

Life Cycle을 총 망라할 수 있는 Value Chain
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설계와 시공을 연결해 리

이처럼 CB&I는 최근 석유&가스부문 경쟁

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약방식(Design-

심화로 수익성 악화를 경험하면서 선별 수주

Build)의 해외 매출비중이 2006~2016년간 평

및 부문 매각을 통해 내실성장을 추구하고 있

균 80%를 상회한다. 즉, EPC 프로젝트 FEED

다. 더욱이 100년 이상된 기술 라이센스 제공

단계부터 참여해 가장 큰 비용이 지출되는 조

및 FEED를 포함한 Value Chain과 엔지니어링

달(Procurement)단계를 설계(Engineering)단

역량은 향후 수익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

계와 연결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

로 생각된다. 하지만 미국에 집중되고 있는 매

로 여겨진다.

출비중과 프로젝트 중심의 지역 진출 확대 패
턴은 미국 정세 및 유가 등의 대외변수에 민감
할 수 있다.

특히 그림23를 살펴보면, CB&I는 기술력
보강과 시장점유를 넓히기 위한 전략적 M&A
뿐만 아니라 J/V지분투자 및 Partnership 투
자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최근 CB&I의 가장 대표적인 M&A사례

5. 진출 전략 및 시사점

는 2007년 Lummus 인수를 들 수 있는데 기술
(Technology)부문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

5-1. 진출 전략

으로 판단된다. 특히 CB&I는 2013년 E&C뿐
CB&I는 영미권 지역을 중심으로 100년 안

만 아니라 기술제공, 제작, 유지보수 및 환경정

(단위 : 백만불)

그림23. CB&I 기업인수 비용 추이

(단위 : 백만불)

그림24. CB&I J/V 파트너쉽 및 지분투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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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등을 수행할 수 있는 Shaw Group을 인수

으로 액체 에틸렌 크래커 EPC 공사를 공동으

하면서 사업영역을 확대했다.

로 오만에서 수행하고 있어 중국기업과 협력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Shaw Group은 매출실적 기준 2012년까지

CB&I가 주도하고 있는 J/V로 Kentz(35%)와

ENR Int'l Contractors 150위 안팎을 점유해

호주 Gorgon LNG 프로젝트 3기에 구조물, 기

왔으며 2006~2012년간 매출누계 기준 산업/

계, 파이핑, 전기, 장치 설치와 시운전 서비스

석유화학부문이 73.8%, 전력 13.6%, 유해폐

를 제공하고 있으며 AREVA(48%)와 공동으

기물 8.4%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나 CB&I의

로 미국 혼합산화물연료(Mixed Oxide Fuel)

매출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제작시설 설계, 라이센스 제공 및 시공을 하고

이와 함께 CB&I는 2014년부터 J/V형태의 진

있다.

출을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5년과 2016
년에는 J/V지분에 2억불 이상을 투자하면서

그림25을 살펴보면, CB&I도 Fluor와 마찬

공격적인 M&A보다는 안정적인 합작패턴으

가지로 미국에서 합법적인 로비활동을 하고

로 전환한 것으로 여겨진다.

있으며 로비 비용은 Shaw Group 인수를 계기
로 2013년부터 크게 증가해 150만불을 상회하

특히 CLG라는 이름으로 2000년부터

면서 점진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상ㆍ하

Chevron과 함께 50:50으로 정제관련 수소화

의원을 대상으로 한 로비활동이 꾸준히 유지

분해(수소 첨가) 전매 프로세스와 기술 라이센

되고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에너지부, 행정

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자치부 및 상무부에 대한 로비도 어느 정도 지

으며 CB&I 33.3%, Exelon 33.3%, 8 Rivers

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기반 메이저

Capital 33.3%로 NET Power라는 새로운 천

건설기업들은 합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

연가스 전력생산 시스템을 상용화하였다. 더

는 것으로 생각된다.

욱이 중국 엔지니어링기업인 CTCI와 50:50

그림25. CB&I 로비활동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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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불)

그림26. CB&I 주요 기관별 로비 건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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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I는 플랜트부문에 강점을 가진 기업으

5-2. 시사점

로 2013년 Shaw Group 인수를 통해 그 영역
CB&I가 집중하고 있는 지역, 공종 및 업역

을 확대시켰다. 하지만 2015년 견실한 성장과

을 고려해보면 (석유&가스 플랜트)×(기술제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원전설비 전문 정비

공, 기획, FEED, 상세설계, 조달, 시공, PM,

기업인 Stone & Webster를 Westinghouse(일

O&M, 해체)×(북미, 아시아)의 18개의 조합

본 도시바, 2006년 지분 77% 확보)에 매각했

사업모델(아래 표 참조)이 가능하다. 예컨대

으며 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LNG 플랜트 프로젝트를 캐나다에서 수행할

있는 환경 엔지니어링부문(Capital Services)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더욱이 Design-Build

2017년 초 매각함으로써 부채를 줄이고 보다

방식의 공사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과 Process

안정적인 수익성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Licence를 보유하고 있으며 FEED(Front

엿볼 수 있다. 또한 현지 사정에 밝은 기업과

End Engineering & Design) 및 PM(Project

J/V로 프로젝트 수주를 선호하면서 절세를 통

Management)역량이 뒷받침되고 있다.

한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NO

지역

공종

업역

NO

지역

공종

업역

1

북미

석유&가스

기술 제공

10

아시아

석유&가스

기술 제공

2

북미

석유&가스

기획

11

아시아

석유&가스

기획

3

북미

석유&가스

FEED

12

아시아

석유&가스

FEED

4

북미

석유&가스

상세설계

13

아시아

석유&가스

상세설계

5

북미

석유&가스

조달

14

아시아

석유&가스

조달

6

북미

석유&가스

시공

15

아시아

석유&가스

시공

7

북미

석유&가스

PM

16

아시아

석유&가스

PM

8

북미

석유&가스

O&M

17

아시아

석유&가스

O&M

9

북미

석유&가스

해체

18

아시아

석유&가스

해체

그림27. CB&I 주요 프로젝트 공종별 비중

(단위 : %)

그림28. 향후 LNG 투자 비중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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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B&I의 해외

어서 아시아가 9.2%(81.8MTPA), 아프리카

건설 매출비중은 점차 감소하면서 미국시장

7.4%(65.1MTPA)로 분석되어 미국 및 캐나다

으로 복귀하고 있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를 비롯하여 아시아는 호주를 중심으로 아프

CIC(Construction Intelligence Center) CB&I

리카는 모잠비크, 탄자니아를 중심으로 LNG

주요 프로젝트 현황자료를 정리해보면, 가스

프로젝트 발주가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

생산 및 정제비중이 49.3%로 가장 큰 것으로

라서 CB&I도 기업의 역사가 미국에 구심점을

나타났으며 이어서 액화(liquefaction) 및 재기

두고 있고 셰일 가스 생산, LNG처리, 저장, 수

(Regasification)비중이 23.5%로 그 뒤를 잇고

송 관련 프로젝트 발주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

있다.

망되는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CB&I는 가스관련 업&다운스트림
부문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국제가스연맹

좀 더 나아가 그림29를 살펴보면, 미국에서

4)

시공중인 LNG프로젝트 용량은 53.5MTPA로

이 76.8%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현재 가동중인 규모는 13.5MTPA인 것으로 조

(IGU)자료에 의하면, 북미 LNG 투자비중

그림29. 미국 LNG프로젝트 추진 현황

4) 국제가스연맹(Int'l Gas Union)이 발간한 2017 World LNG Report LNG Projects 추진계획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추진 계획인 LNG
추가 용량은 885MTPA(Million Tons per Annum)로 북미지역에서 추가될 LNG용량은 680MT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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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었다. 무엇보다도 국제가스연맹자료에 의

하청기업과 좋지 않은 협력관계가 비용과다로

하면 343MTPA규모의 LNG프로젝트가 제안

연결된다면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

되고 있어 향후 주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최근 들어 지역단위 또는 다자간 FTA가 활
성화되면서 Global Value Chain이란 단어가

CB&I는 Bechtel, KBR, JGC, Chiyoda,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어 M&A를 통한 내

Saipem 및 Technip과 함께 LNG플랜트 EPC

부화 또는 J/V를 통한 리스크 감소전략 구사여

공사에 강점을 가진 기업이지만 하청기업에

부는 각사의 개별적인 특징을 고려해야 할 것

대한 의존도가 큰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아무

이다.

리 초기단계 엔지니어링역량이 강하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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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morningstar.com
- www.opensecret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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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CB&I Value Chain 현황

참고자료-2. CB&I 주력사업 영역(생산→액화→저장→수송→재기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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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2. CB&I 주력사업 영역(생산→액화→저장→수송→재기화 등)
Location
Brno, czech Republic
Canton, Massachusetts
Charlotte, Noth Carolina
Gurgaon, India
Houston, Texas
London, England
Moscow, Russia
Perth, Australia
The Hague, The Netherlands
Abu Dhabi, UAE
Al Aujam, Saudi Arabia
Al-Khobar, Saudi Arabia
Askar, Bahrain
Beaumont, Texas
Clearfield, Utah
Clive, Iowa
Dubai, UAE
El Dorado, Arkansas
Fort Saskatchewan, Cansda
Houston, Texas
Lake Charles, Louisiana
Laurens, South Carolina
New Brunswick, New Jersey
Niagara-on-the-Lake, Canads
Plainfield, illinois
Sattahip, Thailand
Sherwood Park, Canada
Shreveport, Louisiana
Tyler, Texas
The Woodlands, Texas
Walker, Louisians
Beijing, China
Bloomfield, New Jersey
Ludwigshafen, Germany
Mannheim, Germany
Pasadena, Texas
Alexandria, Virginia
Baton Rouge, Louisians
Findlay, Ohio
Greenwood Village, Colorado
Knoxville, Tennessee
Monroeville, Pennsylvania
Trenton, New Jersey

Type of Facility
Engineering officc
Operations office
Operations and sales office
Engineering and operations office
Engineering and operations office
Engineering and sales office
Adminstrative, operations and sales office
Adminstrative, engineering, operations and sales office
Adminstrative, engineering, operations and sales office
Operations office and fabrication facility
Fabrication facility and warehouse
Adminstrative and engineering office
Operations office and fabrication facility
Fabrication facility
Fabrication facility
Fabrication facility
Administrative, engineering and ioerations office and warehouse
Fabrication facility
Operations office, Fabrication facility and warehouse
Operations office, Fabrication facility, warehouse and distribution facility
Fabrication facility
Fabrication facility
Fabrication and distribution facility
Engineering office
Engineering and operations offce
Operation office and fabrication facility
Administrative and operation office
Fabrication and distribution facilities
Engineering office
Administrative, operations and sales office
Operations office, fabrication facility and warehouse
Sales and operations office
Administrative,engineering and operations office
Engineering and operation office
Engineering and iperations office
Research and development office and manufacturing facility
Operation office
Administrative, engineering and operations office
Operations office and warehouse
Operations office
Operations office
Operations office
New Jersey

Interest
Leased
Leased
Leased
Leased
Leased
Leased
Leased
Leased
Leased
Owned/Leased
Owned
Leased
Owned/Leased
Owned
Leased
Owned
Leased
Owned
Owned
Owned/Leased
Owned/Leased
Owned/Leased
Leased
Leased
Leased
Leased
Leased
Owned
Owned
Owned
Owned
Leased
Leased
Leased
Leased
Owned
Leased
Leased
Leased
Leased
Leased
Leased
Leased

Operating Group
EC
EC, CS, Tech
EC
EC, FS, Tech
EC, Tech
Ec
EC, Tech
EC, FS
EC, FS, Tech, Corp
FS
FS
FS, EC
FS
FS
FS
FS
FS, Tech
FS
FS
FS
FS
FS
FS
FS
FS
FS
FS
FS
FS
FS, EC, Tech, CS, Corp
FS
Tech
Tech, FS
Tech
Tech
Tech
CS
CS, EC, FS
CS
CS, Tech
CS
CS
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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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글로벌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 동향
조 성 환 중동건설 컨설턴트
前 쿠웨이트 대기업(종합건설) 임원
前 SK건설 중동 지사장

1. 터빈을 돌려라

도 같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이 효율을 최
대치로 올리기 위한 피나는 노력과 치열한 경

열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르며,

쟁의 결과다.

열을 모두 일로 바꿀 수는 없다. 열역학 법칙이
다. 이 법칙 하에, 인간이 만든 가장 뛰어난 기
술적 성과는 발전소다. 발전소에서 연료를 태

2.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탄생과 발달

우면서 물을 끓여 수증기를 만들고, 이 증기를
통해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결국 연료

1) 탄생

속에 포함된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
는 과정이다. 현재의 기술로는 에너지원으로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가스터빈과 함께 탄

뭘 쓰든 간에 터빈을 돌려야 한다. 상용화된 방

생했다. 최상의 기술로 이루어진 제트항공기

식 중 태양광 발전을 제외하면 에너지에서 바

용 가스터빈이 발전에 사용된 것이다. 세계 최

로 전기를 뽑아내는 발전 방식이란 없다.

초의 발전용 가스터빈은 제2차 세계대전이 시
작한 해인 1939년에 스위스의 브라운보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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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과 석유, 그리고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

(Brown Boveri & Cie)가 개발했다. 이로부터

여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는 18세기 이

10년 후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이 최초로

후로 꾸준히 발전해왔다. 수많은 우여곡절과

상업용 복합화력발전소를 오클라호마에 건설

시행착오, 그리고 실패의 연속 끝에 인류 역사

했다. 급수가열 보일러를 사용해 3.5MW의 가

상 가장 효율이 좋은 발전소가 나왔다. 그것은

스터빈과 35MW의 재래식 스팀터빈이 결합된

바로 가스복합화력발전소(Combined Cycle

형태로 1949년에 완공됐으나, 당시에는 아직

Power Plant)다. 발전소에 있어 효율은 생명과

복합화력발전이라는 낱말이 나오기 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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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연도별 글로벌 발주 규모

유럽에서는 1961년에 브라운보베리의 가

(Westinghouse)가 가스터빈과 스팀터빈을, 밥

스터빈과 스팀터빈 그리고 와그너바이로

콕앤윌콕스(Babcock & Wilcox)와 컴버스천

(Waagner Biro)의 배열회수보일러(HRSG)로

엔지니어링(CE)이 HRSG를 공급했다. EPC업

갖춰진 오늘날과 유사한 75MW급 가스복합

체로는 벡텔과 브라운앤루트(지금의 KBR)가

화력발전소가 오스트리아에서 사상 처음으로

활약했다.

건설됐다. 194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소위
0세대격인 복합화력발전소가 미국에서 6기,

특히 1960년대 말과 1970년초 사이에 미국

유럽에서 3기, 일본에서 1기가 건설됐다. 당시

의 GE와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독일의 지멘스

대부분의 복합발전시스템은 기존의 스팀터빈

가 사전 설계(Pre-Engineering)시스템을 활용

을 사용했으며 효율은 5~6%에 불과했다.

해 가스터빈을 미리 제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표준화된 복합화력발전소 개발이 가능해졌다.

2) 1970년대

가스터빈, 스팀터빈, HRSG 등의 핵심기기를
사전에 설계하고 제작해 표준화된 복합화력발

1970년대는 냉전 체제가 계속되고 석유파

전소 패키지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동이 일었던 시기였다. 전세계에서 9GW의 가
스복합화력발전소가 건설됐으나, 이중 67%에

GE는 1976년 한국의 영월과 군산에

달하는 6GW가 미국에서 지어졌다. 미국 내

640MW급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표준화된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GE와 웨스팅하우스

가스터빈과 스팀터빈을 공급했다. 이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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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가 미국 밖에서 수주한 가장 큰 복합화력발

스웨덴의 아세아(ASEA)에 인수되면서 ABB

전소 프로젝트로 기록됐다. 이 프로젝트에서

로 재탄생했다. 또한 미국에서는 민간 개발업

한국중공업(두산중공업의 전신)은 CE의 라이

체들이 발전분야에 들어오면서 발전소 사업은

선스로 한국 최초의 HRSG를 제작했다.

IPP(민자발전, Independent Power Plant) 형태
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에 가스터빈을
이용한 발전은 아직 미미했다. 1978년 미국에

터키에서는 1984년에 ABB가스터빈과 CMI

서는 연료사용규칙법에 따라 천연가스를 발

의 HRSG가 결합된 1,200MW의 복합발전

전에 사용되는 것은 금지됐다. 가스터빈의 연

소가, 1988년에는 지멘스 가스터빈과 AE&E

료로 오일이 사용됐다. 제작업체들이 가스터

의 HRSG가 결합된 1,350MW의 복합발전소

빈기술을 개발하는데 인센티브가 전혀 없었던

가 각각 건설됐다. 일본에서는 1981년에 MHI

시절이었다.

가스터빈의 1,210MW급 발전소가, 1985년에
GE가스터빈의 1,155MW급 복합발전소 2기

3) 1980년대

가 건설을 시작했다. 이집트에서는 1987년에
지멘스의 가스터빈과 밥콕의 HRSG로 결합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럽과 아시아 등에

된 1,200MW의 발전소가 착공됐다. 바야흐로

서 가스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80년대는 GE, 지멘스, ABB, MHI는 1세대

투자비가 저렴하고 건설기간이 짧으며, 유지

격인 E클래스 가스터빈을 선보이면서 경쟁을

보수 비용이 저렴한 가스복합화력발전이 유행

벌이던 때였다.

했다. 1980년대에 건설된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는 1970년대보다 2.8배나 많은 25GW가 미국,

4) 1990년대

유럽, 아시아 등에서 건설됐다.
1990년대 천연가스가 전력생산의 중요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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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때부터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료로 등장했다. 1990년대 초에는 아직 수요가

HRSG와 함께 본격적으로 발달되면서 대용량

많지 않았으나, 중순이 되면서 가스복합화력

으로 커졌다. 특히 미국에서 전체의 36%에 달

발전소 시장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

하는 9GW가, 아시아에서는 8GW가 건설에

중반에 GE와 지멘스, 그리고 MHI 개발한 F클

돌입했다. 특히 1988년에 당시로는 세계 최대

래스 가스터빈이 소개됐다. 60%의 효율을 가

의 1,560MW급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진 복합발전소가 등장한 것이다. 발전시장은

미국에서 시작됐으며 플루어가 EPC를, ABB

이 가스터빈을 신뢰하게 되면서 뜨거워졌다.

가 가스터빈과 스팀터빈을, CE가 HRSG공급

새로운 IPP 개발업체들이 속속 시장에 들어왔

을 맡았다. 세계 최초로 발전소용 가스터빈을

다. 이들은 치열해져 버린 시장에서 전력을 팔

개발했던 스위스의 브라운보베리는 1988년에

기 위해 낮은 가격으로 빠르게 지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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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화력발전소를 무수히 건설해대기 시작했

열풍은 최고조에 달했다. 프랑스의 알스톰은

다. 소위 가스복합화력발전소 1차 건설 붐이

1996년영국의 GEC를 인수하면서 GEC알스

1990년대말에 시작하여 2000년대 초까지 이

톰이 되었다가, 1998년에는 ABB의 터빈사업

어갔다.

마저 인수했다. (그러나 ABB인수로 너무 많은
빚을 짊어져 2004년에 자금난에 빠지게 되며,

세계적으로 총 222GW가 건설됐으며, 1980

결국 GE에 합병당하게 된다.)

년대 대비 9배나 커졌다. 이중 3분의 1에 해당
하는 74GW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가 아시아

5) 2000년대

에 지어졌다. 그리고 미국에서 59GW, 서유럽
에서 48GW가 건설됐다. 미국에서는 GE가 가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10년 동안 가

스터빈 시장의 66%를 점했다. 1998년에 웨

스복합화력발전소는 690기, 용량으로는

스팅하우스 인수에 성공한 독일의 지멘스는

404GW가 발주됐다. 미국에서는 전세계 비

미국 가스터빈 시장을 공략하면서 점유율을

중의 24%에 해당하는 145기, 용량으로는

1980년대의 20%에서 1990년대에는 30%로

96GW에 달하는 가스복합화력발전소가 이때

높였다.

건설됐다. 미국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158기,
용량으로는 총 94GW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면서 가스복합화력발

가 지어졌다.

전 시장이 갑자기 변했다. EPC업체들은 가격
을 높이기 시작했다. 주기기 제작업체들도 마

특히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1차 건설 붐이

찬가지였다. 가스터빈, 스팀터빈, HRSG 등과

일었던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동안 전세

같은 주기기를 사기 위해 줄을 서야만 했다.

계에서 187GW가 건설에 들어갔다. 이 기간

1996년과 1997년 사이에 주기기 가격이 53%

중 특히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둔 2000년은 지

나 크게 뛰었다. 건설 붐 초기인 1998년에 F클

구 역사상 가장 많은 62GW의 가스복합화력

래스 가스터빈의 대당 가격이 2천5백만달러였

발전소 발주된 해였다. 1990년대말 천연가스

다가 곧 바로 60%나 비싼 4천만 달러에 팔렸

가격이 하락하고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환경

다. 가격이 크게 올라감에 따라 종국에는 공급

규제가 큰 영향을 주었다. 2000년 한해 동안

과잉으로 이어졌다.

미국이 33GW로 가장 많은 53%의 비중을 차
지했다. 미국이 가스복합화력 발전소의 건설

이 당시의 승자는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떨

붐을 이끌었다. 건설 붐은 가격을 끌어 올렸다.

어지기 시작할 때 빠져나온 자들이었다. 이러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투자비용은 2000년에

한 사이클은 당시 세계 최대 에너지기업인 엔

kW당 500달러였다가 2009년에는 2배가 되는

론(Enron)과 여러 발전소 관련 업체들의 흥

1,000달러로 올라갔다.

망에 영향을 주었다. 더불어 발전업계의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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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미국내 가스복합화력발전 EPC분야

다. 산유국 중동에서 74GW, 대수로는 68기

수주액 1위 업체는 플루어로 14GW 규모의 발

의 발전소가 계약이 됐는데, 이중 사우디아라

전소를 계약했다. 2위는 블랙앤비치(B&V)로

비아가 42%를 차지했다. 또한 아시아에서는

11GW를, 3위는 자크리(Zachry)로 10GW를

85GW의 발전소가 계약됐으며, 한국 17GW,

각각 수주했다. 7.5GW를 수주한 NEPCO는

일본 14GW, 중국 9GW, 말레이시아 8 GW,

미국내 5위의 발전소EPC업체로 엔론이 1997

태국 7 GW, 방글라데시 6.6GW, 인도네시아

년에 인수했다. 그러나 엔론의 몰락으로 결국,

5.2GW, 파키스탄 4.6GW, 인도 2.4G W순으

NEPCO도 2011년에 파산하면서 시장에서 사

로 발주됐다. 이집트가 13.2GW, 알제리가 9

라졌다.

GW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발주하면서 전
체 아프리카 시장의 57%를 차지했다.

이 기간 한국의 텃밭인 중동에서는 두산중
공업이 12GW를 수주하여 EPC선두에 나섰

2012년 미국에서의 천연가스 거래 기준가격

으며, 이란 내 가스발전소를 싹쓸이 한 마프나

(헨리 허브 가격)이 1달러대로 바닥을 찍었다.

(Mapna)가 7GW로 2위를 했다. 사우디 업체

이것이 2015년부터 시작된 2차 가스복합화력

인 아라비안 벰코(Arabian Bemco)는 5GW를

발전소 건설 붐을 만들어 냈다. 2015년 한해에

수주해 4위에 올랐다. 중동 지역 가스복합화

미국에서는 14.4GW를 계약했다. 이는 2001

력발전 EPC순위에서 제조업체로는 지멘스가

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또한 2015년 중동에

6.6GW로 3위를, GE가 4.5GW로 5위를, 알스

서 15GW, 중남미에서도 9GW를 계약하면서

톰이 4.4GW로 6위를 유지했다. 한국업체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대건설이 4.4GW를, 현대중공업이 3.3GW
를, 삼성물산이 1.2GW를 각각 따냈다. 2000

이 시기 미국내 복합발전 EPC분야 수주 1위

년대의 중동은 발전 분야에서도 한국 EPC업

업체는 종업원 지주회사인 키위트(Kiewit)로

체의 전성기였다.

총 10GW를 수주했다. 2위와 3위는 플루어와
벡텔로 각각 7GW를 계약했다. 이어 SNC라

6) 2010년대

발린이 5GW를, 블랙앤비치가 4GW를, CB&I
가 3.6GW를, 겜마(Gemma)가 3.4GW를 각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8년동안 전

각 따냈다. 3개사가 격돌한 미국 내 가스터빈

세계에서 430기, 용량으로는 총 322GW의 가

시장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지멘스가 14.5GW

스복합화력발전소가 발주됐다. 전세계 70개

를 수주해 시장 점유율을 45%로 높이면서

국이 복합발전소 건설 대열에 참여했으며, 주

13GW를 수주한 GE를 따돌리는 일이 발생했

요 시장은 미국, 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로

다. MHPS는 5GW를 수주하면서 점유율을 계

편제됐다. 이중 미국이 가장 많은 81기, 용량

속 높이고 있다.

으로는 총 64GW 규모의 복합발전소를 지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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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규모가 미국을 앞지른 중동에서는 중

2015년에는 490MW를 넘겼다. 지난 80년간

국의 셉코3(Sepco III)가 17GW의 가스복합화

의 세월을 통해 가스터빈의 사이즈는 120배이

력발전소를 수주해 1위에 오르면서 기염을 토

상 커진 것이다. 제트엔진이 주도해왔던 가스

했다. 한국업체로는 삼성물산이 9.6GW를, 대

터빈 시장은 2001년이 되면서 처음으로 발전

우건설과 GS건설이 각각 3.6GW를, 현대중공

용 터빈이 항공분야를 앞질렀다.

업이 3.3GW를. 현대건설이 1.6GW를, 두산중
공업이 1.5GW를, 그리고 대림산업이 1.2GW

가스터빈은 중공업과 기계업계에선 꿈의 기

를 수주하면서 중동에서 38%의 높은 점유율

술로 불린다. 부가가치가 높지만 기술진입장

을 보였다. 그러나 2015년부터 한국EPC업체

벽 역시 매우 높아 후발 기업들이 자체 개발을

는 스페인, 중국, 터키 등의 업체들에게 자리를

시도하다 모두 고배를 마셨다. 미국 GE, 독일

내어주면서 서서히 가라 앉고 있다.

지멘스, 일본 MHPS, 이탈리아 안살도의 4개
사만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3. 가스터빈에 대하여

발전용 가스터빈이 출현한 이후 지금까지,
약 80년 동안 시장 점유율 53%의 GE가 부동

가스터빈은 1939년 군용기에 처음 도입되

의 선두 자리에 군림하고 있다. 2위의 지멘스

었고, 같은 해 세계 최초의 상업용 가스터빈이

는 29%를, 3위의 MHPS는 15%를 차지하면

스위스의 뇌샤텔에 있는 발전소에 설치됐다.

서 추격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 3개 업체가 글

1939년에 4MW로 시작했던 가스터빈의 기당

로벌 시장의 97%를 차지하면서 독과점 양상

발전용량은 1990년말에 250MW로 커졌다가,

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가스터빈 업체별 글로벌 시장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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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대륙별)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발

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 가스터

전 대국 미국에서 GE가 59%로 2, 3위와 격차

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나, 반

를 벌이고 있다. 중동에서는 지멘스가 42%의

대로 제조업체들의 생산 능력은 수요보다 3배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48%의 GE와 거의 같은

이상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GE와 지멘스

수준으로 올라왔다. 아시아 시장에서는 일본

는 2017년 하반기부터 인원 삭감을 포함한 구

의 MHPS가 37%의 점유율로 지멘스를 제치

조조정에 들어갔다.

고 2위 자리에 올라섰다. 이탈리아의 안살도는
유럽에서 10%의 점유율로 나름 좋은 기록을

1) GE

보이고 있으며, 중동에서는 6%로 MHPS를 앞
서고 있다.

미국을 대표하는 GE는 1878년 발명가 에디
슨이 설립했으며 1918년에 가스터빈 사업에

모든 가스터빈 제작업체들은 중국 내수 시

뛰어 들었다. 특히, GE는 2015년에 전세계 발

장 공략을 위해 일찍이 중국기업과 합작했다.

전설비의 25% 가량을 공급하던 알스톰의 발

지멘스는 상하이전기와, MHPS는 동팡과, GE

전사업부를 인수하여 에너지 사업 역량을 크

는 하얼빈 및 난징터빈과 합작회사를 만든 것

게 강화했다. 1940년에 설립된 알스톰 역시 세

이다. 또한 상하이전기는 안살도의 지분 40%

계 발전분야 역사의 주인공이었다. 1996년에

를 인수하면서 원천기술 확보에 한발 더 가까

영국의 GEC(1890년 설립)를 합병하여 GEC

이 갔다. 아울러, GE는 인도시장 진출을 위해

알스톰으로 바꿨으며, 1998년에는 스위스

BHEL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ABB의 가스터빈 사업부를 인수했다. ABB는
스웨덴의 아세아가 세계 최초의 가스터빈을

지멘스는 2016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발한 브라운 보베리(1891년 설립)를 1988년

신규 가스터빈 생산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

에 인수하면서 개명한 회사이름이다. 이와는

다. 이에 맞서 GE는 사우디의 산업투자공사인

별도로 GE는 스코틀랜드의 가스터빈 제조업

두수르(Dussur)와 합작사를 설립해 2018년부

체인 JBE(1948년 설립)를 1999년에 인수한 바

터 H클래스 가스터빈을 생산할 계획이다. 지

있다.

멘스는 이란 시장에 재진입하기 위해 마프나
그룹과 가스터빈 현지 생산 합의서를 체결했

GE는 500GW 규모에 이르는 알스톰의 기

다. 한국에서는 두산중공업이 MHPS와의 기

존 발전 설비 자산을 인수하면서, 발전 설비 규

술제휴를 통해 140-270MW급 가스터빈을,

모가 50%나 증가해 총 1,500GW나 됐다. 미

한화테크윈이 GE와 기술제휴로 22MW급 가

국 전체의 전기 수요를 상회하는 발전 규모다.

스터빈을 국내 사용에 한해 생산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GE는 발전소 종합 설계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보다 통합적인 솔루

최근에 가스터빈 업체들은 수요 하락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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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멘스

발함으로서 MHI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
다. 그리고 2011년부터 대용량이며 60%이상

지멘스는 1850년 독일 전신회사로 시작하여
1956년에 최초의 산업용 가스터빈을

의 고효율을 자랑하는 J클래스 가스터빈 개발
에 성공하면서 선진업체로 당당히 진입했다.

만들어 설치했다. 지멘스는 영국의 C. A. 파
슨스, 웨스팅하우스, 러슨턴 혼스비 등을 차

4) 안살도

례로 인수하면서 사세를 키워 세계 2위의 가
스터빈 제작업체로 발돋움했다. C.A.파슨스

이탈리아의 안살도는 1853년에 설립된 오래

는 터빈을 발명한 파슨스가 1889년에 설립

된 회사다. 가스터빈은 지멘스의 설계를 기본

한 회사로 1997년 NEI(Northern Engineering

으로 70-280MW급을 제작해왔으나. 2004년

Industries)에 합병되었다가, 이어 1989년에 롤

이후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2013년 두산

스로이스가 인수했으며 1997년에는 지멘스의

중공업이 지분 인수를 추진했으나 실패로 돌

자회사가 되어 살아 남았다. 또한 영국의 러스

아갔으며, 반면에 2014년에 중국의 상하이전

턴 혼스비(Ruston & Hornsby)는 1946년부터

기가 지분 40%를 매입하는데 성공했다.

가스터빈을 생산했으나, 2003년에 지멘스의
자회사로 편입되었다. 특히 지멘스는 1998년

지금까지의 시장 점유율은 3%불과하나 최

미국이 자랑하던 웨스팅하우스의 발전사업 분

근 들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16년

야를 인수하는 신의 한수로, 대형 가스터빈 제

안살도는 오만의 3,150MW급 대형 가스복합

작 기술을 확보하고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

화력발전소 프로젝트에서 EPC계약자인 셉코

었다.

3로부터 8개의 가스터빈을 수주하는데 성공했
다. 안살도와 상하이전기는 상하이에 가스터

3) MHPS

빈 제작 합작사 및 연구개발센터를 건설하고
아시아시장 판매에 주력해 세계 점유율 50%

MHPS는 2014년 미쓰비시중공업(MHI)과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히타치의 발전사업부문이 통합하여 설립된 회
사다. 양사는 오랜 기간 동안 치열한 경쟁을 벌
여 왔으나,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규

4. 배열회수보일러(HRSG)에 대하여

모가 더 컸던 히타치의 주도하에 통합이 진행
됐다. MHI는 1923년부터 웨스팅하우스와의

배열회수보일러(HRSG: Heat Recovery

기술 제휴로 전기기기를, 그리고 1965년에는

Steam Generator)는 발전효율을 높이기 위해

라이선스를 받아 가스터빈을 만들어 왔다. 일

배열을 회수하는 장치이며, 가스복합발전소에

본 정부는 1990년대에 AGT(Advanced Gas

서는 가스터빈, 스팀터빈과 함께 주기기로 불

Turbine) 사업을 지원하여 첨단 가스터빈을 개

린다. HRSG와 결합된 가스복합발전소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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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HRSG 메인 업체별 글로벌 시장 점유율

온 이래, 지금까지 알스톰과 두산의 HRSG사

GE가 두산을 인수하기 전에는 1위 자리에 있

업부문을 인수한 GE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었다. 누터에릭슨은 1987년에 설립된 회사

28%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로 1990년대 복합화력발전소의 출현과 함
께 HRSG사업을 시작했다. 2001년에 역사

GE가 세계 1위의 두산 HRSG사업부를 인

상 가장 많은 18GW의 가스터빈에 상당하는

수한 것은 2016년이었다. 두산은 이름이 바꾸

HRSG를 수주하는 기록을 남겼다. 미국 시장

기 전인 한국중공업 시절에 미국의 컴버스턴

에서는 지금까지 28.3%의 점유율로 선두를 달

엔지니어링(CE) 라이선스를 사용했다. 그리

리고 있으며, 특히 2004년에 점유율이 57%까

고 2011년에 독일의 AE&E렌체스를 인수하

지 올라간 적이 있다.

여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아울러 알스톰은 스
위스의 ABB를 1998년에 인수했으며, ABB는

벨기에의 CMI는 세계 시장 점유율 9%로 3

HRSG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CE를 1990년에

위에 올라 있으며 1817년에 설립됐다. 1966년

합병한 바 있다.

에 최초로 HRSG를 턴키 방식으로 설치했다.
CMI는 주로 인도아대륙과 러시아/중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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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는 미국의 누터에릭슨(Nooter/Eriksen)

시장에서 점유율 21%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으로 시장 점유율 15%를 기록하고 있으며

아시아와 남미에서도 호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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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는 시장 점유율 9%의 NEM이다. 네덜란

미국의 보그트파워(Vogt Power)는 1902년

드의 NEM은 1929년도에 설립됐으며 2011년

에 보일러사업을 시작했으며 1962년에 HRSG

에 지멘스가 인수했다. NEM은 유럽의 HRSG

를 개발해 생산에 들어갔다. 미국 시장에서는

시장에서 알스톰과 함께 점유율 20%를 올리

점유율 20%를 기록하며 누터에릭슨에 이어 2

며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이집트 시장에

위를 달리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시장 점유율

서 매우 활발하다.

12%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 외 에이멕포
스터휠러가 한국 BHI의 수주 실적에 힘입어

일본의 MHPS는 2014년 바브콕히타치를

시장 점유율 5%를 기록하며 세계 순위 7위에

합병하였으며 세계 HRSG시장 점유율 8%를

올랐다. 그리고 2-3%대의 시장 점유율을 보

유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점유율

유하고 있는 업체로는 미국의 밥콕앤윌콕스,

29%로 1위를 달리며 다른 업체보다 강력한 우

이탈리아의 안살도, 덴마크의 알보르그 등이

위를 점하고 있다.

있다.

표1. HRSG 개별 제작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및 원천기술 현황
No.

Company

Country

시장 점유율

원천기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GE (Doosan)
GE (Alstom)
Nooter/Eriksen
NEM
CMI
MHPS
VOGT
BHI
Deltak
Aalborg
Ansaldo
Hangzhou
Babcock & Wilcox
Amec Foster Wheeler
STF
Toshiba
Podolsk

USA
USA
USA
Netherland
Belgium
Japan
USA
Korea
USA
Denmark
Italy
China
USA
UK
Italy
Japan
Russia

14.1%
12.2%
10.9%
8.3%
7.9%
7.7%
6.4%
2.9%
2.7%
2.5%
2.3%
2.3%
2.1%
2.1%
1.7%
1.2%
1.2%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보유
보유
Amec FW
보유
보유
보유
Nooter/Eriksen
보유
보유
보유
보유
NEM18CerreyMexico0.9%

-

BHEL
L&T
Wuxi
Wuhan
Sedae Enertech
Daekyung
S&TC
GS Entec
Hansol Seentec

India
India
China
China
Korea
Korea
Korea
Korea
Korea

0.5%
0.2%
0.4%
0.2%
0.6%
0.3%
0.3%
0.2%
0.1%

Alstom
CMI
CMI
Alstom
Nooter/Eriksen
Babcock & Wilcox
CMI
NEM
IHI

N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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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HRSG를 생산하는 업체는 GE가

있다. 그 뒤에 있는 보그트, BHI, 델탁, 알보르

두산을 합병하기 전까지 총 8개가 있었다. 이

그의 4개사는 살아남기 위해 처절한 싸움을 벌

HRSG 업체들은 2011년부터 2014년사이 국

일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이 판에 끼어들기 위

내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호황에 힘입어

해 중국의 항저우(Hangzhou)를 위시로 우시

성장했다. 그리고 한국 EPC업체들이 2003년

(Wuxi)와 우한(Wuhan)이 가세하며, 인도에서

부터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가스복합화력

는 BHEL과 L&T가 벼르고 있다. 처절한 싸움

발전소 건설 시장을 석권하면서, HRSG 업체

에서는 결국 엔지니어링은 직접 수행하고 제

들도 수주호황을 맞았다. 공장은 풀 가동되었

작은 가격 경쟁력을 갖춘 라이센시(Licensee)

고, 영업이익을 개선하면서 급격히 발전했다.

에게 맡기는 업체만이 살아남게 되었다.

그러나 상황이 변했다. 한국업체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수주한 대부분의 발전소 프로

5. 가스복합화력발전소에 대하여

젝트에서 손해를 보면서 입찰을 꺼리는 한편,
겨우 입찰에 참여해도 가격이 높아 수주에 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가스터빈과 스팀터

패했다. 이에 따라 최근의 수주 잔고도 급격히

빈 그리고 배열회수보일러(HRSG)를 조합하

떨어졌다. 한국EPC업체에게 의존해야만 했던

여 열효율을 극도로 향상시킨 복합사이클 플

HRSG업체들은 위기에 빠졌다.

랜트다. 당연히 이 3개가 핵심기기이며, 전체
건설비의 50%를 차지한다. 가스터빈은 115년

가스터빈 제조업체들은 독점력을 더욱 강화

전에 나왔지만 지금과 같이 HRSG로 장착된

하기 위해 주기기 전부를 통합해 일괄 생산하

복합화력발전소가 최초로 나온 해는 1962년

는 체제로 돌아섰다. 가스터빈과 복합화력발

으로 55년밖에 안됐다. 이 기간동안 복합화력

전 EPC 시장 점유율 1위의 GE는 최근에 인수

발전소는 꾸준히 진화해왔다. 진화의 산물은

한 알스톰과 두산으로부터 당연히 HRSG를

단연코 효율이었다.

공급받는다. 그리고 2위인 지멘스는 2011년에
자회사로 편입한 NEM에게 발주하며, 3위인

가스복합화력발전 주기기 업체들이 효율

MHPS는 2014년에 바브콕히타치를 합병했기

60%벽을 깨기 위해 전력 질주해왔다. 이는

에 자체적으로 공급할 것이다. 여기에 속하지

오랫동안 꿈꿔온 성배를 향해 탐험하는 것과

않은 업체들은 원천기술, 대용량 제작 경험, 그

같다고나 할까? 독일의 지멘스가 가장 먼저

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 경쟁력에 따라 사활이

2010년에 SGT5-8000H를 선보이면서 효율

걸려있게 된다.

61%를 이루어 내면서 선풍을 일으켰다. 이어
일본의 MHPS는 2011년에 501J모델로, 미국

70

HRSG시장은 기본적으로 GE, 누터에릭슨,

의 GE는 2014년에 7HA모델로 각각 63%가

NEM, CMI, MHPS의 5개사가 시장을 끌고

넘는 효율을 이루어 냈다. 석탄과 핵발전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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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가별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실적

효율은 아직 40%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복합화력발전의 가장 큰 시장이다. 이어 일본

에 비추어 볼 때, 발전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 49GW, 사우디아라비아가 43GW, 한국이

에게 있어 63%라는 수치는 암스트롱이 달 표

40GW, 영국이 37GW로 뒤를 따랐다.

면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딘 사건과도 같은 일
이다. 효율 향상의 비결은 새로운 합금강과 개
선된 열 차폐 코팅을 사용하고, 고효율의 냉
각과 항공기용 공기역학을 적용한 다양한 최

6.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의
EPC업체들

첨단 기술의 결합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효율은 2-3년 이내에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65%를 향하고 있다.

주기기 모두를 제작하는 GE, 지멘스, MHPS
의 3인방이 글로벌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프
로젝트의 EPC도 석권하고 있다. 이들이 전체

이러한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탄생부터

EPC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2017년까지 총 960GW가 설치됐다. 2010년

들은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비용의 50%를 차지

부터 따지면 평균적으로 연간 40GW가 건설

하는 가스터빈, 스팀터빈, HRSG를 직접 생산

된 것이다.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27%, 북미가

하면서 EPC시장에서도 그 강력함을 보여주고

25%, 유럽과 중동이 각각 15%를 차지하고 있

있다.

다. 그리고 국가별로는 미국이 234GW를 설
치하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전 세계 복합

GE는 주기기 생산업체이며 발전 EPC업체

발전의 24%를 점하고 있다. 역시 미국이 가스

인 프랑스의 알스톰과 HRSG의 선두주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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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 EPC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한국의 두산을 인수하면서 그 시너지로 EPC

했으며 아프리카의 이집트와 나이지리아에서

분야에서도 총 88GW를 수주해 1위 자리에 당

도 3GW를 수주했다. 셉코3를 포함한 중국업

당히 올라섰다. 지멘스 역시 미국의 웨스팅하

체들은 저렴하고 숙련된 노동력 및 자국산 설

우스 인수에 힘입어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시

비와 기자재를 활용해 한국업체 대비 15-30%

장에 진출하면서 70GW를 계약해 1위 자리

의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다. 아울러 막강한 자

를 넘보고 있다. 일본의 MHPS도 GE 및 지

금력을 동원해 경쟁업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멘스와 경쟁하고자 MHI와 히타치를 합병해

금액으로 수주하고 있다.

효율이 높은 대용량 가스터빈을 선보이면서
49GW를 따냈다.

한국은 무려 12개 업체가 복합발전소 EPC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현대건설/현대엔지니

미국의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의 역사와 함

어링이 22GW를 수주해 1위를 달리고 있으

께 하고 있는 블랙앤비치, 플루어, 벡텔은 지

며 삼성물산은 21GW로 2위, 두산중공업은

금까지 지속적으로 복합발전소를 수주하면서

16GW로 3위에 올랐다. 한국업체는 중동에서

시장 점유율 4-7%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

가장 많은 44GW를 계약했으며 이는 전체 수

나 놀라운 사실은 10년이란 빠른 시간 내에 글

주 비중의 39%에 달한다.

로벌 시장 점유율 7위에 오른 셉코 3의 약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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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의 셉코3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중

중국업체로는 셉코3 외에도 상하이전력, 동

동에서만 한국업체를 꺾고 총 17GW를 계약

팡, 하얼빈 등이 중동과 아프리카에 진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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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인도의 BHEL, L&T,

호주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LNG액화

타타 등도 무서운 기세로 국제 시장에 몰려오

플랜트 건설 붐으로 시간이 갈수록 LNG가격

고 있다. 터키에서는 가마와 엔카가, 그리스에

을 더 내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2020년이 되

서는 메트카가, 사우디에서는 아라비안 벰코

면 그동안 1950년대와 70년대에 건설된 화력

가, 이란에서는 마프나가, 이집트에서는 오라

발전소의 나이는 은퇴시점인 50살을 넘긴다.

스콤이, 쿠웨이트에서는 알가님 인터내쇼날이

이로 인해 천연가스를 이용한 복합화력발전은

발전 EPC업계의 다크호스로 등장했다. 이 모

수요증가를 불러 일으키면서 더욱더 매력적인

든 업체들은 한국이 그동안 점유했던 자리를

발전원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넘보는 중이다. 이렇게 발전분야의 EPC 시장
은 치열해져만 가고,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없
을 정도로 레드오션화 되어가고 있다.

2017년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실제 발주물
량은 2016년 대비 70%가 늘어난 44GW정도
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에는 아시아가
전체 물량의 31%를, 그리고 미국이 26%를,

7.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전망

중동이 22%를 각각 차지했다. 대규모 해상 풍
력발전단지를 진행하고 있는 유럽에서의 가스

북미에서의 셰일가스 혁명으로 말미암아, 오
늘날 미국을 비롯한 세계는 연료 중에서 가장

복합화력발전소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하
고 있다.

깨끗하면서도 풍부하고 값싸다고 하는 천연가
스를 사용하는 시대에 살게 되었다. 천연가스

2018년에 발주 계획이 밝혀진 전세계 가스

가 석탄자원의 대체제로, 신재생에너지를 지

복합화력발전소의 규모는 약 64GW다. 이 가

원하는 자원이 되면서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운데 중동과 아시아의 비중이 58%를 차지한

전망은 밝다.

다. 특히 중동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44%의
비중으로 가스복합화력발전 건설에 가장 적극

발전소의 핵심인 가스터빈은 항공기용 첨단
기술을 사용해 표준화된 설계와 모듈 공법으

적이다. 이외에도 아프리카가 19%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시장이 커지고 있다.

로 공장에서 만들어진다. 더 빠르고 낮은 가격
으로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쉴 새 없이 돌아간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많은

다. 이제는 석탄발전소의 반 가격에, 원자력발

12GW를 발주한다. 이어서 쿠웨이트와 이란

전소의 20%기격으로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이 각각 6GW로 역시 큰 시장임을 보여주고

건설할 수 있다. 건설기간도 3년으로 석탄발전

있다.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방글

소의 5년, 원전의 7년보다 훨씬 짧다. 또한, 유

라데시, 파키스탄 등을 위주로 총 9GW가 발

지비용도 석탄발전소에 비해 50% 수준이고

주된다. 아프리카의 이집트, 모로코, 나이지리

열효율은 20%나 더 높다.

아, 남아공 등은 총 12GW를 발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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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전력 자유화 바람과 함께 재정적

기발한 아이디어로 불황을 이겨내고 미국 내

인 이유로 중동과 신흥 개발국들은 민간 사업

에서 발전분야 선두자리를 수십년 째 고수하

자들이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해주는 민자발

고 있다. 1970년대에 가스터빈 업체들이 사전

전 방식을 이미 도입했다. 지금 전세계에서 발

설계(Pre-Engineering)를 통해 제작을 모듈로

주되는 대부분의 발전소 프로젝트는 이미 IPP

표준화한 것처럼, 벡텔은 1993년에 가스복합

나 BOT형태다. EPC업체의 자리는 점점 위축

화력발전소에 대한 사전 설계 모델을 도입했

되어만 가고 있다.

다. 이로 인해 공사기간을 25%, 비용을 30%
가량 줄일 수 있었다. 벡텔은 다른 업체들과의
차별화를 통해 성장했다.

8. EPC업체에게 발전소란?
플루어는 1989년에 전력회사인 두크에너지
EPC업체에게 발전소란 인구증가와 경제발

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면서 발전분야에서

전에 따른 수요 증가로 선진국, 후진국 가릴 것

성공한 EPC업체가 되었다. 벡텔은 1991년 전

없이 어느 나라에서나 끊임없이 발주되는 매

력회사인 PG&E와 함께 민자발전 투자회사를

력적인 사업 아이템이다. 한국 EPC업체들은

설립했다. 이어 1997년에는 쉘과 공동으로 민

2003년부터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가스복합화

자발전 개발업체를 설립했다. 이 민자발전 개

력발전소 시장을 석권하면서 기염을 토했다.

발업체나 전력회사를 통한 발주는 수의계약이

원래 한국 EPC업체는 대부분 정유 및 석유화

나 다름없었다.

학과 같은 화공플랜트에 기반을 두었으나, 어
느 날 모두가 발전사업에 뛰어 들었다.

한국업체가 발전소 EPC를 수행하기 위해서
는 화공플랜트와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인

복합발전소는 가스터빈, 스팀터빈 및 HRSG

식하고 발전소에 대한 경험과 실력을 쌓아야

로 구성된 주기기와 보조기기로 나누어 지는

한다. GE나 지멘스 같은 터빈 업체와는 기술

데, EPC수행의 경우 실제로 화공플랜트에 비

력과 노련한 협상력으로 대처해야 한다. 아마

해 단순하다. 또한 터빈 업체는 과점 상태에 있

추어로 대하다간 언제라도 호갱이 될 수 있다.

어 가격을 올려 충분한 이익을 볼 수 있는 반

발전소 프로젝트는 EPC업체에게는 버릴 수

면에 EPC업체에게는 주기기가 비용의 대부분

없는 사업 포트폴리오다. 어떻게 하든 다른 경

을 차지해 부가가치가 적다. 그러나 미국 EPC

쟁업체와의 차별화를 통해 살아남아야 한다.

업체들은 발전소 프로젝트에서 성공하고 자리
를 잡았다. 그들은 오랜 기간을 통해 습득한 실
력과 우수한 인적자원, 그리고 발상의 전환으

9. 우리의 현실, 그리고 미래는

로 주기기 제조업체들보다 높은 위치에 서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특히 벡텔과 플루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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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한, 발전소는 계속 지어진다. 특히 가

기술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매

스복합화력발전소는 끊임없이 진화하기 때문

우 높다. 그들 또한

에 그와 관련된 산업의 미래는 매우 유망하다.
규모의 장대함, 기술의 복잡성, 모든 첨단 기술

우리가 강점으로 생각했던 HRSG시장의 미

의 결합, 고도의 이론 및 경험적 기술이 요구되

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의 HRSG

기 때문에 기계산업의 꽃이라고 불렀다.

대표주자는 BHI로 바꼈으며 나머지 5개사를
포함해 모두가 사투를 벌이고 있다. HRSG는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뇌라고 할 수 있는

특성상 한국이 EPC를 수주해야만 기회가 온

가스터빈은 이제 기술적으로 성숙 상태에 들

다. 한국 EPC업체의 발전소에 대한 신규 수주

어갔다. 기존의 제작업체들은 새로운 가스터

와 수주 잔고가 바닥나면서 HRSG업체에게도

빈을 개발하기 보다는 단지 효율을 높이기 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두산만이 GE의 이름

한 업그레이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설치 후에

으로 미국 시장 진출은 물론, 치열한 경쟁을 할

도 가스터빈 고온부품 정비 및 교체는 지속적

필요가 없어졌다.

으로 이뤄짐에 따라 가스터빈 업체는 유지보
수와 고온부품 공급을 주요 수익수단으로 사

지금 한국의 EPC업체들은 지쳐 있다. 한국

용하고있다. 한국과 같은 신규업체 입장에서

업체들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2년동안

가스터빈의 독자 개발은 막대한 초기 투자가

아라비아 반도와 북아프리카에서 무려 70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선진 외국기업으로부터의

용량으로는 42GW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그림 6. 한국과 스페인의 EPC업체별 시장 점유율

75

특집연재

수주했다. 시장 점유율 35%를 기록하는 영광

다. 총 투자비의 4%에 달하는 발전소 유지보

을 맛보았지만,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적자로

수(O&M)도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분야다.

반전되면서 미래는 참담해졌다. 신재생에너지
와 함께 가스복합화력발전 시장은 더욱 커지

지금의 대 경쟁 시대는 또한 합종연횡의 시

고 있으나, 새로운 발전분야 강국인 중국과 인

대이기도 하다. 한국과 스페인은 서로 많이 닮

도의 몫이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았다. 반도 국가이며 위도가 비슷한 양국은 오
랜 기간 독재체제를 겪었고 70년대에 민주화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EPC시장 안을 들여

가 됐다. 국토의 넓이와 경제 규모도 비슷하다.

다보면, 가스터빈 제작업체 4인방과 미국의 대

스페인 경제는 유럽을 강타한 금융위기의 영

형 EPC업체들을 제외하더라도 한국, 스페인,

향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최근 회복세에 있다.

이탈리아, 중국, 인도, 터키, 그리스, 이란, 이

한국도 1997년에 금융위기를 맞이했으나 성

집트 등에서 몰려온 업체들로 가득하며 그 수

공적으로 회복했다. 글로벌 EPC시장에서 활

는 35개를 족히 넘길 정도다, 특히 한국이 가

동하는 업체의 수도 비슷하다. 서로 많이 닮아

장 많은 12개사, 그리고 스페인의 8개사가 활

보이는 한국과 스페인은 싸울 때 싸우더라도

동하고 있다. 이들은 저마다의 무기와 전략으

서로의 생존을 위해 전략적 동맹이 절실하게

로 전쟁터에 와있다. 대 경쟁의 시대다.

필요한 때다. 우리가 EPC에 강한 반면, 그들은
개발쪽에 탁월하기 때문이다.

특성상 발전소 EPC업체의 위치는 항상 위
태롭다. 이제 EPC업체가 발전소 시장에서 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극적이고 능

아남기 위해서는 차별화가 더욱 중요해졌다.

동적인 변화다. 수동적인 변화는 죽음에 이르

EPC업체가 EPC만으로 먹고 살 수 없는 세상

는 길이다. 세계적인 판세를 읽고 회사 스스로

이다. EPC업체라 하더라도 파이낸싱에 직접

가 변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변화는 스스

참여해 자금 조달 능력을 키워야 한다. 또한 디

로 찾는 자에게만 모습을 드러내는 무지개와

벨러퍼와 연합하거나, 아니면 아예 디벨러퍼

같다.

역량을 갖추기 위해 사업 영역을 확대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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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 Park (박 기정)
영국 변호사
현 법무법인 율촌 (www. yulchon.com) 근무
저자는 Corbett & Co Internationa l
Construction Lawyers(영국 런던에 소재한
국제 건설 전문 로펌) 및 한국 대기업의 국제
법무실 근무 경험 등 약 20년 이상 국제 건설
분야에서 활약해오고 있음

1. 들어가는 말

결합니다. 계약 체결 후 필요시 계약 내용과 관
련되는 Supplement/Amendment를 양측이 합

어느 현장 공사 중, 환경 단체들이 진입도로

의하기도 합니다.

를 막고 집회를 하면서 공사를 방해합니다. 그
리고 실제 공사가 이로 인해 지연되었고 추가

입찰서에 포함된 계약서는 별도의 특별조항

비용도 발생되었습니다. 발주처측과 협의했더

들을 포함한 FIDIC, JCT, NEC 등등의 표준

니 발주처의 Risk가 아니므로 시공사가 책임

계약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발주처는 bespoke

져야 한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이 사안을 봐야

계약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표준

할까요?

계약서는 Risk와 관련하여 적절하게 양측에
분배하고 있지만, bespoke 계약서인 경우는 많

계약 체결 전인 입찰단계에서 먼저 봅시다.

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입찰서는 기술 및 계약서를 포함한 상업적인
많은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
보들을 입찰사는 검토하고 필요한 내용은 입

2. 위험부담(Risk)

찰가에 반영하고 입찰을 합니다. 계약 조건과
관련, 여러 악조건은 수용을 유보하면서 입찰

예로 FIDIC Red Book(1999)의 발주처 Risk

하는 것이 보통이며, 입찰 후 계약 네고 단계에

인 Ground Conditions을 일반적인 건축 또는

서 수용, 수정/변경 또는 포기 등으로 모두 협

토목 공사에서 시공사측 모두 전가시켰을 경

의하여 최종 계약 내용을 확정하고 계약을 체

우에 시공사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아마도 다

77

해외건설 법률정보

음과 같은 입장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로 인해 공사(Works), 재화(Goods) 또는 시공
사의 서류에 손실(loss) 또는 손해(damage)가

- 관련 내용을 모르고 계약

발생되는 경우, 시공사가 이를 보수하는데 있

- 그냥 받아들이고 아무일 없기를 바람

어 공사 지연과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클

- 추가 Risk이므로 입찰 가격에 반영

레임 통보 조항에 따라서 그 공기 연장 및 추

- 표준 계약에 따르도록 수정을 요구

가 비용 보상이 가능합니다.1)

- 어떤 Events의 경우에는 발주처 Risk로 해
줄 것을 주장
- 일단 받아들이고 하청사들에게 그 Risk를
그대로 전가

(a) war, hostilities (whether war be declared
or not), invasion, act of foreign enemies,
(b) r e b e l l i o n , t e r r o r i s m , r e v o l u t i o n ,
insurrection, military or usurped power,

일반적으로 발주처 Risk는 시공사의 non-

or civil war, within the Country,

culpable risk로 공기연장 및 추가 비용이 인

(c) riot, commotion or disorder within

정됩니다. 반대로 시공사 Risk는 시공사의

the Country by persons other than

culpable risk로 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이와 관

the Contractor’s Personnel and other

련하여서는 공기연장 및 추가 비용이 인정되

employees of the Contractor and

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통의 경우 예외로 인정

Subcontractors,

되는 악천후와 같은 중립적인(Neutral) Risk가

(d) munitions of war, explosive materials,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공기연장은 인정

ionising radiation or contamination

되지만 추가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by radio-activity, within the Country,
except as may be attributable to the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표준 계약
서인 FIDIC Red Book(1999) 위주로 중요한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Contractor’s use of such munitions,
explosives, radiation or radio-activity,
(e) pressure waves caused by aircraft or
other aerial devices travelling at sonic or
supersonic speeds,

3. 발주처의 위험부담
(Employer’s Risk)

(f) use or occupation by the Employer of
any part of the Permanent Works, except
as may be specified in the Contract,

아래와 같은 내용인 17.3항에 언급된 Risks

1) FIDIC Red Book Sub-Clause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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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r’s Personnel or by others for

임은 시공사에게로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whom the Employer is responsible, and
(h) any operation of the forces of nature

디자인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준거법

which is Unforeseeable or against which

상 따라야 하는 법규 또는 Code 등이 있는

an experienced contractor could not

바(예로, Eurocodes) 주의를 요합니다. 별도

reasonably have been expected to have

로 Design & Build 시공사의 경우에 계약적

taken adequate preventative precautions.

으로 아주 엄격한 디자인 책임인 Fitness for
purpose를 지도록 대부분의 국제 계약서는 규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자주 문의 받는 내용

정하고 있습니다. (h)항의 Unforeseeable은
1.1.6.8항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2)

은 이렇습니다. ‘Force Majeure(불가항력) 조
항과 본 Employer’s Risk의 내용이 비슷한데
왜 비슷한 두 계약 조항이 규정되어 있나요?’

“not reasonably foreseeable by an

이는 나중에 살펴볼 Force Majeure 관련 내용

experienced contractor by the date for

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submission of the Tender.”

상기 여러 항목 중 (a)-(e) 및 (h)는 발주처의

자연적인 현상이 예견 불가능한(Unforeseeable)

Risk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FIDIC 등 대부

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사기간과 그 현상의

분의 표준 계약서는 보고 있으며, (f)의 경우와

과거 기록을 통한 통계적인 빈번횟수를 참고하

같이 해당 부분을 사용 또는 점유한 발주처가

여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예로 만약 공기가 3

그 위험부담을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

년인 경우 경험있는 시공사는 매 6년에 한 번

니다.

씩 발생되는 현상을 아마 예견할 수 있을 것이
지만, 10년마다 한 번씩 발생되는 현상에 대해

(g)의 디자인과 관련하여서 디자인을 하지

서는 예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3)

않은 시공사는 해당 책임이 없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시공

여기서 먼저 Ground Conditions에 대한

사가 Value Engineering에 디자인을 포함시킬

Risk는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경우나 계약서에 시공사가 디자인을 하도록 명

불가항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 디자인 책

2) Fitness for purpose: K-Build Journal 5월호(2016) 및 9월호(2017) 참조
3) The FIDIC Contracts Guide
4) FIDIC Red Book Sub-clause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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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견 불가능한 물리적 장애
(Unforeseeable Physical
Conditions)4)

있으나, 만약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판단될
것이라고 보인다면 본 법리보다는 예외적인
상황(an exceptional circumstance)임을 주장
하면서 19.1항의 Force Majeure 적용을 고려

본 Risk와 관련하여 FIDIC Red와 Yellow

할 수도 있습니다.

Book은 발주처의 책임으로 하고 있으나,
Silver Book은 시공사의 책임으로 하고 있습니
다. 물리적 장애의 정의는 자연적인 것과 인공

5. 불가항력(Force Majeure)

적인 것을 포함하지만 기후 조건은 제외됩니
다. 하지만 중요한 한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물

1) Force Majeure의 정의

리적 장애의 개념은 현장의 장애(Conditions
at the Site)로만 한정됩니다. Site의 정의와 관

FIDIC은 19.1항에서 그 정의를 명시하고

련하여 FIDIC은 Permanent Works이 수행되

있습니다. 먼저 예외적인 사건 또는 상황(an

는 그리고 Plant와 Materials이 운반되는 장소,

exceptional event or circumstance)이어야 합

계약서에서 Site가 된다고 명시한 다른 장소를

니다. 그리고 이 event or circumstance는 다음

5)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 4가지 requirements를 충족해야 합니다. 여
기에는 Foreseeability의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여기서 진입로나 임시 창고로 건설된 지역

않습니다.

또는 채석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즉 현장의
정의에 포함되는 지역이 될 수 있을까요? 포함

(a) which is beyond a Party’s control,

된다면 예견 불가능한 물리적 장애를 계약에

(b) which such Party could not reasonably

따라 시공사가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

have provided against before entering

다면 불가할 것입니다. FIDIC의 Site 정의에 따

into the Contract,

를 때 진입로, 임시창고 그리고 채석장은 Site
6)

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c) which, having arisen, such Party
could not reasonably have avoided or
overcome, and

다른 예로, 시공사가 공사 중 예견 불가능했
던 오염토 또는 Rock 등을 만났을 때, 본 4.12
항에 따라 공기연장 및 추가비용을 주장할 수

5) FIDIC Red Book Sub-clause 1.1.6.7
6) FIDIC 1999 commentary by Corbett &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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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약서의 준거법을 따를 경우 Force

본 정의에 따를 때 한 재미있는 사례를 생각

Majeure 개념이 상기 FIDIC의 조건과 같

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공사가 한 국가와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법체계에서는

공사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국가가 전쟁을 일

Force Majeure를 단순히 an event로만 정하

으켰을 경우 Force Majeure가 적용될까요? 만

고 a circumstance를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약 그 전쟁의 발발이 계약 상대방인 그 국가

7)

foreseeability의 개념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의 책임이라면 위의 (d)항목에 따라서 Force
Majeure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최근 판례 에 의하면, Event는 사건
(incident)으로, Circumstance는 문제된 사건

2) Force Majeure 예시

으로부터 발생되는 결과나 피할 수 없이 그
결과가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되었습

FIDIC 19.1항의 후반부에서는 상기의 4가지

니다. 상황은(circumstance) 어떤 것들의 상

requirements를 충족하는 예외적인 사건 또는

태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Ground

상황(an exceptional event or circumstance),

conditions 등과 같은 물리적 장애는 사건이라

즉 Force Majeure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면서

고 보기보다는 상황일 것입니다.

본 예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may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FIDIC 4.12항의 예견 불가능한 물리
적 장애 법리로 다루어 질 수 있으나, 한편으
로는 해당 Requirements를 충족한다면 Force

(i) war, hostilities (whether war be declared
or not), invasion, act of foreign enemies,

Majeure로도 다루어 질 수도 있습니다. 또

(ii) r e b e l l i o n , t e r r o r i s m , r e v o l u t i o n ,

한 예견 불가능한 물리적 장애 법리를 적용시

insurrection, military or usurped power,

킬 수 없는 사건의(event) 경우에도 본 Force

or civil war,

Majeure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로 기후

(iii)riot, commotion, disorder, strike or

조건(climatic conditions)의 경우에는 4.12가

lockout by persons other than the

적용될 수 없으나 Force Majeure 법리가 적용

Contractor’s Personnel and other

될 수도 있습니다.

employees of the Contractor and
Subcontractors,

7)“Force Majeure is an unforeseeable and irresistible event, including external causes with the same characteristics.”- under the
Quebec Civil Code
“an extraordinary event which affects the business from the outside, which is unforeseeable, which cannot be prevented even by
applying the utmost care without endangering the economic success of the enterprise, and which also has not to be taken into
account and to be put-up with by the Contractor due to its frequent occurrence.”- under German Law
8) Obrascon Huarte Lain SA v Her Majesty’
s Attorney General for Gibraltar [2014] EWHC 1028(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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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munitions of war, explosive materials,

3) Force Majeure 결과

ionising radiation or contamination
by radio-activity, except as may be

이러한 Force Majeure에 의해 계약에 따른

attributable to the Contractor’s use of

어떤 의무 수행이 방해되고 공사 지연과 추가

such munitions, explosives, radiation or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시공사는 공기 연장 및

radio-activity, and

그 추가 비용을 클레임 통보 조항에 따라서 받

(v) natural catastrophes such as earthquake,

을 자격이 있습니다.

hurricane, typhoon or volcanic activity.
대부분 불가항력일 경우 비용 보상은 못 받
이중 (iii)항과 관련되는 문제들이 종종 발생

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FIDIC은 19.1항에 예

되는 것 같아 함께 생각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

시한 Force Majeure의 경우에 한해서 이를 인

겠습니다. 한 사례에서9) 본 문제가 고려되었습

정하고 있습니다.10) 즉, 상기 2) Force Majeure

니다.

예시 내용 중의 (i)-(iv) 그리고 이중 (ii)-(iv)
는 현장이 있는 국가에서만 발생한 불가항력

본 사례에서 시공사는 어느 노동자 집단을

에 대해서 비용 보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해고합니다. 그 이유는 현장에서 사용 되어질

러면 예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것이 강요되어 어쩔 수 없이 사용했었던 동 노

요? 이 경우 Force Majeure라고 인정되면 공

동자 집단은 상당히 전투적이고, 비생산적이

기연장만 받게 될 것입니다.

며 쉽게 폭력 행위나 협박을 하는 경향이 있고,
계획적 결근(absenteeism)이 많았기 때문이었

앞서 논의한 Employer’s Risk의 경우에는, 즉

습니다. 해고가 되자 동 노동자 집단은 폭동

17.3항에 기재된 risks로 인해 발생된 손실과

(riot)을 일으키고 보안 경비 직원을 죽이는 등

손상을 복구/보수함에 있어 시공사에게 공사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연 및 추가 비용을 발생시켰다면 이를 보상
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본 Force Majeure의 내

시공사는 이는 Force Majeure라고 주장하

용과는 구별됩니다. 즉, 시공사는 Employer’s

였지만, 법원은 Force Majeure 조항은 동 노동

Risk에 따른 자격과 Force Majeure에 따른 자

자 집단이 계약의 한 당사자인 시공사에 의해

격을 별도로 갖습니다.

고용되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합니다.

9) Rumdel Cape and Ors v South African National Roads Agency (7312/2014) [2014] ZAKZDHC 68
10) FIDIC Red Book Sub-clause 19.4

82

K-BUILD저널 2017. 12월호

6. Employer’s Risks와 Force
Majeure의 비교
Event or Circumstance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예외적인 event or
circumstance
War, hostilities, invasion, act of foreign enemies
Rebellion, terrorism, revolution, insurrection, military or
usurped power or civil war within the Country
Rebellion, terrorism, revolution, insurrection, military or
usurped power or civil war outside the Country
Riot, commotion or disorder within the Country by
persons other than the Contractor’s Personnel and
other employees of the Contractor and Subcontractors
Riot, commotion or disorder outside the Country by
persons other than the Contractor’s Personnel and
other employees of the Contractor and Subcontractors
Strike or lockout inside the Country by persons other
than by the Contractor’s Personnel and other employees
of the Contractor and Subcontractors
Strike or lockout outside the Country by persons other
than by the Contractor’s Personnel and other employees
of the Contractor and Subcontractors
Strike or lockout by the Contractor’s Personnel and
other employees of the Contractor and Subcontractors

FIDIC Red Book의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1)

Employer’s Risk

Force Majeure
(FM)

Compensation in
case of FM

맞음

FM requirements를
충족할 경우 가능
맞음

EOT & Cost

맞음

맞음

EOT & Cost

아님

맞음

EOT only

맞음

맞음

EOT & Cost

아님

맞음

EOT only

아님

맞음

EOT & Cost

아님

맞음

EOT only

아님

FM requirements를
충족할 경우 가능

EOT only

Munitions of war, explosive materials, ionising radiation
or contamination by radio-activity, within the Country
except as may be attributable to the Contractor’s use of
such munitions, explosives, radiation or radio-activity

맞음

맞음

EOT & Cost

Munitions of war, explosive materials, ionising radiation
or contamination by radio-activity, outside the Country
except as may be attributable to the Contractor’s use of
such munitions, explosives, radiation or radio-activity

아님

맞음

EOT only

맞음

FM requirements를
충족할 경우 가능

EOT only

맞음

아님

맞음

아님

맞음

맞음

EOT only

17.3(h)충족할 경우
가능

맞음

EOT only

Pressure waves caused by aircraft or other aerial
devices travelling at sonic or supersonic speeds
Use or occupation by the Employer of any part of the
Permanent Works except as may be specified in the
Contract
Design of any part of the Works by the Employer’s
personnel or by others for whom the Employer is
responsible
Any operation of the forces of nature which is
Unforeseeable or against which an experienced
Contractor could not reasonably have been expected to
have taken adequate preventative measures (17.3(h))
Natural catastrophes such as earthquake, hurricane,
typhoon or volcanic activity

아님

EOT only

11) FIDIC 1999 commentary by Corbett & Co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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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맺음말

의 해석상12) 또는 어떤 계약의 경우 현장에 포
함된다고 해석되는 경우, 본 예견 불가능한 물

서두에 제기한 환경 단체의 집회와 관련한

리적 장애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Force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시다. 먼저 발주처

Majeure를 고려해 볼 경우, 명시된 예시에는

의 위험부담(Employer’s Risk)일까요? 계약서

없지만 위에서 말씀 드린 4가지 Requirements

가 FIDIC을 근간으로 했다면 발주처의 말대로

를 충족한다면 Force Majeure가 될 수 있고, 이

발주처의 위험부담이 아님을 위에서 확인하셨

경우 EOT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을 것입니다.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예
견 불가능한 물리적 장애와 Force Majeure를

한가지 시공사들께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견 불가능한 물리

것은 해당 주장의 관련 계약 규정에 따라 반드

적 장애는 인위적(man-made)인 것을 포함하

시 통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로 FIDIC

므로 공사에 지장을 준 환경 단체의 집회도 여

19.2항 및 19.4항에서 통보 조항은 condition

기에 포함된다고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

precedent로 해석되어 통보하지 않으면 해당

지만 현장의 장애(Conditions at the Site)로

공기연장 및 비용 보상에 대한 자격이 사라지

만 한정됩니다. 진입로를 현장(Site)으로 볼 지

게 됩니다.13) 여기에 추가로 20.1항에 따른 클

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 드렸으며, at the Site

레임 통보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 FIDIC An Analysis of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s - Robert Knutson
13) FIDIC 1999 commentary by Corbett &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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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와 중남미
비지니스 문화
신숭철
중남미지역경제협력대사
現 한·중남미협회 회장
前 해외건설협회 부회장
前 베네수엘라 대사
前 코스타리카 대사

최근 에콰도르 방문 시에 주재국 요로와 오찬을 가졌는데 이때 주재국 인사 중 한명이 에콰도르 사람들이
가장 열을 올리면서 얘기하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페루와 관련된 것과 축구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였다. 축구는 일상 대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며, 인간관계 구축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중남미에서 축구는 생활의 일부분이며, 중남미 사람들은 축구에 대해 엄청난 열정을 보인다. 중남미에서의
축구는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회 통합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중남미와의 비즈니스에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중남미 축구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축구와 중남미
비즈니스 문화와의 관계를 알아보자.

영국에 의해 도입된 축구가 토종 축구로 발전

브라질의 경우에는 스코틀랜드의 철도기술자와
상파울러 엘리트 가문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Briton

중남미에 근대 축구가 전래된 것은 1860년 경

Charles Miller가 영국 유학 시 경험한 영국 축구를

양국선원에 의해 아르헨티나에 처음으로 도입된

1984년에 브라질에 전파하고 첫 번째 브라질 축구팀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영국 상선에서 하역 작업이

창단하였다. 그리고 1902년도에 최초로 상파울루에서

이루어지는 동안 Buenos Aires의 부두와 방파제에서

축구대회가 열렸다.

공을 차고 놀았던 것이다. 따라서 La Plata 강 유역이
중남미 근대 축구의 발상지가 된 것이다. 그 후 1867년

이처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축구가 시작될

영국이민자인 Thomas Hogg와 James Hogg가

당시에는 축구는 근본적으로 외국인과 부유한 가정이

중남미 최초의 축구 클럽인 Buenos Aires Football

즐기는 유럽 스포츠였다. 그런데 중남미 축구는 1916년

Club을 결성하고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축구는 인근 도시 지역으로 점차 전파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남미축구연맹( Confederación Sudamericana de

Fútbol, CONMEBOL, South American Football

Confederation)이 결성되어 점차 중남미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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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이후로 중남미에서의

무관하지 않다. 중남미에서의 축구는 단순한 놀이로

축구는 대중화의 길을 걷게 된다.

이해해서는 안 된다. 경쟁, 개인화, 계급, 경제, 불평등
등의 사회적 구조 등 상이한 이해관계들이 첨예하게

축구가 영국인들과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얽혀 있는 것이다.

것으로 여겨지면서 축구는 일반 대중, 특히 청소년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체가 되었다. 특히 현대

브라질의 경우를 살펴보자. 1964년부터 1988년까지

자본주의 산업경제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집권한 군사정권은 지배권력 강화 차원과 대외 선전

강요된 사회와 과정에 저항하는 부류들이 축구에 관심을

차원에서 축구를 이념적 도구로 활용했다. 축구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대중적으로 결집하자 군사정권은 국가통합의 도구로
축구를 이용하게 된 것이다. 또한 국민들도 축구를 통해

이러던 가운데 중남미에서도 클럽을 만들어

자유를 즐길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주었다. 즉 축구는

축구를 프로화하려는 움직임이 태동하기 시작하였다.

독재정권의 억압 속에서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아르헨티나에서는 1931년에 프로화 되었고,

누구에게나 사회적 접근 가능성이 존재하는 공간이

우루과이에서는 그 다음해에, 브라질에서는 1934년에

되었던 것이다.

프로리그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는 선수나 관객 등이
하층 계급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클럽의

민주화(1985-1988)로 이행되면서도 축구는 새로운

출현으로 도시 대중은 클럽들과 일체감을 느끼게

국면에 들어선다. 즉 효율성과 시장 논리에 대한

되었고, 선수들은 신분상승, 존경, 사회적 인정을

요구가 높아지면서 축구에 대한 기존 인식의 틀과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다. 중남미에서의

다른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고 전과는 다른 정치 경제적

프로팀의 출현은 중남미의 축구를 대중화하는 계기를

함의를 가지게 되었다. 축구라는 운동 경기에 민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남미 축구는 이때부터

기업이 접목되면서 마케팅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된

유럽 스타일의 축구형태를 벗어나 현란한 개인기, 짧은

것이다.

패스로 연결되는 팀웍 등으로 특화되는 특유의 토종
축구로 발전하게 되었다.

오늘날 축구 선수는 기업의 광고판의 대상이 되었고,
선수의 트레이드가 클럽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

중남미 축구는 사회와의 연계 속에서 발전

오늘날 축구가 너무 상업성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있기는
하나, 중남미의 축구는 모두가 어우러지는 한마당의

그 후 매스 커뮤니케이션 시대로 접어들자 축구는

축제 역할을 톡톡히 해 내고 있다.

엘리트의 것도, 하층민의 것도 아닌 모든 국민이
열정을 발산하는 대상으로 변모하였다. 계층 간의 벽이

축구 전쟁 이야기

허물어지면서 클럽 간,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전 국민이 웃고 우는 국민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중남미에서 축구 경기를 기화로 전쟁까지 발생
했다는 것은 유명한 얘기다. 1969년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사이에 축구 경기를 기폭제로 5일간의 전쟁이

또한 중남미의 축구는 중남미의 정치 경제발전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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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에 열린 1970년 FIFA 월드컵 북아메리카 지역

현대 축구장의 크기(길이 105미터, 가로 68미터)와

예선에서 있었던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사이에 붙은

비슷하고, 경기도 운동장을 반으로 나누었으며 각 팀의

시비가 명분이 되었지만, 진짜 이유는 두 나라 간의

선수도 10명으로 현대 축구의 규칙과 비슷하다. 또 당시

이민자 문제, 경제 문제, 영토 문제 등 정치적 갈등으로

공놀이에서는 경기장 상단에 달려있는 구멍으로 된

발발했다.

골대에 넣어 득점하는 것이었으므로 골키퍼는 없었지만,
공의 크기도 오늘날의 축구공의 크기와 비슷한 것으로

1970년 멕시코 월드컵 중미예선이 벌어졌고,

알려져 있다.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는 한 차례씩 홈 앤 어웨이
경기를 해야 했다. 1969년 6월 7일 온두라스의 수도

이러한 상황에 따라, 축구가 1863년 영국에서

테구시갈파에서 열린 1차전에서는 온두라스가 1:0으로

비롯된 스포츠라는 정설에 앞서 정복자들이 신대륙의

이겼다. 이어 6월 15일에 엘살바도르에서 개최된

식민지에서 유럽으로 유입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설도

2차전에서는 엘살바도르가 3:0으로 이겼으며, 6월

있다. 이러한 가설에 의하면 중남미에서 시작된 축구가

27일 멕시코시티에서 벌어진 플레이오프에서는 연장전

유럽으로 건너가 상당한 변화를 거쳐 다시 중남미로

끝에 엘살바도르가 3:2로 승리하였다. 이들 경기에서는

유입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중남미

관중들 간의 충돌은 물론이고 각종 방해공작이 판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축구에 대한 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쳤다. 플레이오프 후에 온두라스 정부가 먼저 단교를

것이 아닌가는 생각도 든다.

선언하여 팽팽해진 긴장감 속에서 7월 14일 엘살바도르
공군이 민간 여객기에 폭탄을 장착하여 온두라스 수도

중남미 주요국의 축구리그

테구시갈파의 공군기지를 기습 선제공습하며 전쟁이
개시되었다.

(브라질 축구리그 시스템)
브라질 축구 리그 시스템은 동시에 별도로 진행되는

이 전쟁은 미주 기구의 중재 끝에 8월초 엘살바도르

두개의 축구대회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전국

군이 온두라스에서 철수하는 것으로 일단 끝났다. 또

리그(Campeonato Brasileiro de Futebol)이고, 또

11년 후인 1980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영토 문제 해결

하나는 각 주에서 진행되는 주별 리그(Campeonato

등을 포함한 양국 간 평화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일로

Estadual de Futebol)이다.

인하여, 엘살바도르는 주변국들과의 무역이 끊기면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온두라스는 국토의 일부가
초토화되는 상황이 일어났던 것이다.

전국 리그는 브라질 축구 협회( Confederação

Brasileira de Futebol,CBF)에서 주관하고 각 주별
리그는 주별 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데, 전국 리그는

축구 인자를 가진 중남미 사람들

매년 4월에 시작해 12월 쯤 끝난다. 주별 리그는 각
주의 사정에 따라 기간과 일정이 다르며, 각 주별 리그에

중남미의 아즈텍 유적지를 방문하면 오늘날의 축구와

참가하는 상위권 팀들이 동시에 전국 리그에도 참가하기

비슷한 공놀이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멕시코의

때문에 주요 주별 리그는 1, 2월경 시작해서 4, 5월 경

Chizen Itza 유적지에서 발굴된 공놀이 경기장의

끝내게 된다. 전국 리그에 참가하는 상위권 팀이 없는

크기는 길이 150미터에 가로가 35미터인데, 이 크기는

주에서는 좀 더 긴 기간(4월~10월 경)동안 주별 리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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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기도 한다. 각 주별 리그 우승 팀과 준우승 팀은

전 국 리 그 이 며 , 하 위 리 그 는 A FA 에 서 직 접

이듬해 코파 두 브라질(Copa do Brasil)에 참가할

주관하는 수도권(Metropolitana) 리그와 각 지역별

자격을 얻는다.

축구 협회에서 주관하는 지방(Argentina) 리그로
구분되어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수도권 인구 집중이

특이한 점은, 전국 리그와 주별 리그가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국 1부 리그인 세리에(Série) A에

심하고, 축구팀들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1967년부터 지방 축구 협회에 가입된 팀들도 프리메라

소속된 팀이 그 주의 리그에서는 2부 리그에서 뛰는

디비시온 (Primera División de Argentina) 등 상부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리그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상위 리그
대부분의 팀이 연방 수도와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를

전국 리그 (Campeonato Brasileiro)는 Serie A부터

D까지로 4 단계로 나뉘어 있다. Série A ~ C는 각각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Série D는 40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매년 성적에 따라 Série A 최하위
4개 팀은 Série B로 강등당하고, Série B 최상위

프로축구 1부 리그이다. 현재 20개 팀이 리그 방식으로
경기를 치른다.
아르헨티나 1부 리그의 대표적인 축구팀은 Boca

4팀은 Série A로 승격한다. Série B, C, D도 비슷한

Juniors, River Plate, Rosario Central, San Lorenzo,

방식의 승강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Arsenal 등이 있다.

그 해 각 주별 리그 상위 팀 중에 이미 Série A나 Série

B에 속해 있지 않은 팀들은 일단 Série D에 진출하면서

(우루과이 축구리그 시스템)
우루과이 축구 리그시스템은 세 개의 디비시온

리그 피라미드에 진입하게 되는데, 주에 따라서는 전국

(division)으로 나뉘어 있다. 1부 리그의 14개

리그 진출팀을 결정하는 별도의 토너먼트를 갖기도

팀이, 2부 리그의 12개 팀이 수도인 몬테비데오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신생팀이나 상대적으로 약한

연고로 하고 있어, 지역 편중이 심한 편이다.

주 소속팀도 최종적인 Série A까지 승격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그 반대로 Série A에서 활약하던 팀이

프리메라 디비시온(Primera Division)과 세군다
디비시온(segunda Division) 팀들은 프로팀들이고,

갑자기 하부 리그로 강등되거나 아예 전국 리그에서

리가 메트로폴리타나(Liga Metropolitana)의 팀들은

활약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아마추어이다. 그 때문에 3부 리그가 있지만, 2부와 3부

브라질의 Série A에 속한 프로축구팀 20개 중에는

리그 사이엔 승격과 강등이 없는 상태이다. 물론, 3부
리그 팀도 조건이 갖추어지고 프로화가 되면 2부 리그에

우리에게 익숙한 Corinthians, Palmeiras, Santos,

참여할 수 있다. 현재 3부 리그는 수도인 몬테비데오의

Gremio, Cruzeiro 등이 있다.

팀들만이 참여하고 있지만, 각 지방에도 별도의 지역

(아르헨티나 축구리그 시스템)
아르헨티나 축구 리그 시스템은 1부와 2부

리그는 아르헨티나 축구협회 ( Asociación del

Fútbol Argentino, AFA )에서 직접 주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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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1부 리그 소속팀은 Peñarol, Defensor

Sporting, Danubio , River Plate Football Club,
Montevideo Wanderers, Rampla Juniors, B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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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ta, Central Español, Progreso 등이 있다.

(Libertadores)을 기 리 기 위 해 붙 여 진 것 이 다 .
2012년부터는 일본의 타이어 제조 회사인

(멕시코 축구리그 시스템)

Bridgestone이 메인 스폰서를 맡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 축구리그시스템은 3개의 디비시온

코파 브리지스톤 리베르타도레스(Copa Bridgestone

(Division)으로 나뉘어 있다. 1부 리그 ( Primera

División de México)에는 Liga MX에 18개 팀이

Libertadores)이라고 부르기도 한다.1998년부터
2007년까지는 일본의 자동차 제조 회사인 Toyota

있고, Ascenso MX에 16개 팀이 있다. 매년 Liga

자동차가 메인 스폰서였고 2008년부터 2011년

MX 소속 1팀이 강등되며, Ascenao MX 소속 한 팀이

까지는 스페인의 은행인 Santander 은행이 메인

리그로 올라간다. 1부 리그는 전반기(Apertura)와

스폰서였다.

후반기(Clausura)로 나뉘며, 전/후반기를 나누어
리그를 치루지만, 통합전은 하지 않는다. 전반기는

대회는 결승전을 포함한 모든 경기가 홈 앤 어웨이

매년 7,8월에 시작하여 12월에 마치고, 후반기는 연

방식으로 펼쳐진다. 전통적으로 남미에서는 두 팀이

초에 시작되어 5,6월경에 마치게 된다. 경기 방식은

동률일 때, 원정 다득점 원칙이나 연장전이 치러지지

18개 팀이 각각 17번의 시합을 가져서, 승률과 다 득점

않았다. 1987년까지는 종합 골 득실을 따지지도

순으로 순위를 매긴다. 정규리그 최종 8개 팀이 챔피언

않았고, 단지 이기면 승점 2점, 비기면 승점 1점을

결정전을 치르며, 1위와 8위, 2위와 7위, 3위와 6위,

부여해 승자를 결정했다. 두 팀 승점이 동률일 때는 중립

4위와 5위가 플레이오프를 가지게 된다.

지대에 위치한 경기장에서 3차전을 치렀다. 3차전까지
비긴 경우에야 종합 골 득실차를 고려했다.

Liga MX에는 멕시코시티를 근거로 한 America,
Cruz Azul, UNAM과 할리스코주를 근거로 한 Atlas와

1988년부터 종합 골 득실차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Guadalajara, 누에보 레온주를 근거로 한 Monterry와

2004년까지 홈 앤 어웨이 골 득실이 동률인

Tigres 그리고 푸에블라주를 근거로 한 Puebla와

경우에 연장전이 없이 바로 승부차기로 승자를 가렸다.

Lobos BUAP 팀 등이 있다.

몇 차례 논란(특히 2004년의 보카 주니어스와 온세
칼다스 경기) 이후에 2005년부터 CONMEBOL은 원정

남미의 주요 역내 축구 경기

다득점 원칙과 연장전을 결승전에 적용하기로 했다.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 Copa Libertadores)  

(코파 수드아메리카나 : Copa Sudamericana)

남아메리카의 각국 최상위 클럽들이 참가하는 축구대

남미 축구 연맹(CONMEBOL)의 주최로 남미의

회이다. 남아메리카 축구 연맹(CONMEBOL)에서

클럽들이 참가하는 클럽 대항전이다. 1992년

주관한다. 대회 우승 팀에게는 FIFA 클럽 월드컵에 나갈

시작되어 1999년 중단된 코파 CONMEBOL(Copa

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코파 수드아메리카나(Copa

CONMEBOL), 1998년부터 4회 개최된 코파

Sudamericana) 우승 팀과 남미 슈퍼컵인 레코파

메르코수르(Copa Mercosur, 남미 남부 클럽 컵)와

수드아메리카나(Recopa Sudamericana)를 벌인다.

코파 메르코노르테(Copa Merconorte, 남미 북부
클럽 컵)이 전신이며 2002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코파

대회의 이름은 남아메리카 독립 전쟁의 지도자들

리베르타도레스(Copa Libertadores)가 U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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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피언스 리그라고 보면 이 대회는 UEFA 유로파

대회 스폰서인 비자카드의 이름을 붙여 레코파 비자

리그에 해당한다. 현재 2013년부터 토탈(Total)이

수드아메리카나 (Recopa VISA Sudamericana)라고

스폰서로 후원하므로 코파 토탈 수드아메리카나(Copa

한다.

To t a l S u d a m e r i c a n a ) 라 고 부 르 고 있 다 . 이
대회 우승팀은 레코파 수드아메리카나(Recopa

축구와 중남미 비즈니스 문화

Sudamericana)와 코파 리베르타도레스(Copa
Libertadores) 출전권을 얻는다

“중남미를 잘 이해하려면 축구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Es importante a entender la

예선에서 결승까지 모든 경기는 홈 앤드 어웨이

importancia de futbol cuando entendemos

방식이며 추첨 후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매년 하반기에

America Latina en total)라는 말이 있다. 그 이유는

개최된다. 과거에는 북중미 팀도 초청했으나 2009

축구가 중남미 사람들의 생활의 일부분에 자리

시즌부터 초청제를 폐지함에 따라 현재는 남미 팀만

잡고 있기 때문이다. 중남미에서 축구는 국민의

출전한다. 1라운드에서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갈증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축제로서

베네수엘라 팀이 북부 지역으로 8개팀을 가리며,

그라운드에서는 가난한 자이든 부자이든 빈부의 차이가

볼리비아,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팀이 남부 지역으로

없으며, 흑인과 백인의 인종차별 또한 없다.

8개팀을 가려 2라운드로 진출한다. 2라운드에서는 각
지역의 8개팀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팀이 토너먼트로

중남미에서 축구경기가 있는 날이면 온통 모든

승부하며 아르헨티나 3개팀, 브라질 4개팀, 북부와 남부

관심이 축구로 향한다. 아침 출근에서부터 퇴근 때까지

지역에서 4개팀, 디펜딩 챔피언이 16강 토너먼트로

직원들의 대화는 축구가 주종을 이루고, 축구 경기가

진출한다. 16강부터는 국가 구별 없이 추첨 후

개최되는 시간에는 경기장이나 텔레비전 앞에서 한바탕

토너먼트로 치른다.

응원을 벌인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는 비즈니스에서도
중요하다. 중남미 국가와의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레코파 수드아메리카나 : Recopa Sudamericana)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 그 국가와 지역의 연고팀에

레코파 수드아메리카나(스페인어: Recopa

대하여 미리 공부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대화가

Sudamericana)는 남아메리카 축구 연맹의 코파

훨씬 수월해 지고 비즈니스 관계를 만들어 내는데도

리베르타도레스 우승 팀과 코파 수드아메리카나 우승

도움이 될 것이다. 중남미의 문화는 고맥락문화일 뿐만

팀 사이에 벌어지는 슈퍼컵 이벤트이다. 유럽

아니라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이다. 따라서 이러한

축구 연맹의 UEFA 슈퍼컵과 비슷하다. 매년 코파

점에서 축구는 상대방의 문을 열게 하는 좋은 소재가

리베르타도레스(Copa Libertadores) 대회 종료

되는 것이다.

후에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식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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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新남방정책의 시작, 동남아시아’
이 승 훈 연구위원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前 아시아 인프라 협력센터장

신 남방정책의 시작, 동남아시아

비하고 있는 동티모르는 경제규모나 영토 인구가 적
은 편이라 이 글에서는 아세안을 동남아시아로 통칭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9일 아세안(ASEAN, 동

예정이다.

남아시아 국가연합) 의장국이며 아세안 사무국이 있
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우리와 아세안간 교역 규

ㅇ 동남아시아 경제권

모를 2020년까지 현재 중국 수준인 2,000억 달러
로 확대하고, 교류 협력을 4대국(미·중·일·러) 수준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근거리 해외 여행지로 인식되

으로 격상하고 발전시키겠다는 ‘新남방정책’을 발표

고 있는 동남 아시아 지역은 사실 우리 건설업체의 두 번

했다.

째 큰 해외건설 진출 지역이며 신 남방정책의 대상 지역
으로 지목될 만큼 우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

이 정책은 현 정부가 기존의 주변 강국 위주의 협

다. 2015년 말 출범한 아세안 10개국 경제공동체(AEC,

력 교류에서 동남아 ·서남아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

ASEAN Economic Community)는 인구 6억 3천만

하겠다는 것이며, 그 시발점으로 동남아시아 아세

명, 국민 총생산(GDP) 2.6조 달러에 이르러 아프리카

안 지역을 먼저 지목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54개국 경제 규모보다 큰 지역이다.

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에게 동남아시아는 중국 다
음으로 큰 2대 교역 및 해외 투자 지역이며 가장 많

현재 동남아시아(아세안) 국가들은 유가 하락과 브렉

은 관광객이 찾는 지역이다. 2016년 한-아세안간 인

시트와 같은 경제 변동 그리고 BRICs 경제가 둔화하는

적 교류도 720만 명을 기록하는 등 계속 증가하고

가운데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며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

있다.

하고 있다.

정확히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는 아세안 10개 국과 동

특히 이 지역은 2015년 아세안 국가의 경제통합

티모르를 포함한 11개 국이다. 현재 아세안 가입을 준

(AEC)으로 거대 단일시장으로 부상했으며, 신흥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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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거점으로 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하여 외국인 직접투

계 4위(2.27조 달러)에 해당하는 거대한 경제 공동체 지

자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중산층 및 도시화의 확대, 높

역이다. 또한 2015년에만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전

은 내수 비중으로 거대 소비시장으로써의 잠재성도 보여

세계 4위인 1,200억달러가 유입되어 대외적으로 관심

주고 있다.

이 높은 지역이다.

동남아시아는 2015년 기준 인구가 중국과 인도에 이

특히 이 지역은 젊은 인구가 많고 성장 잠재력이 커 전

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고, 국내 총생산(GDP) 규모는

세계의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 6위, 상품무역 규모로는 중국 미국 독일에 이은 세

무역 증대와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는 이 지역의 높은 경

그림 1. 동남아 각 국과 한국의 국가개요 비교
자료 : 한·아세안센터 통계자료, 2015년말 기준
* 주 : 동티모르는 아세안 가입 준비중으로 인구 약130만명, GDP 25억달러, 면적 1.5만km2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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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성장률로 이어졌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2006년 이후

에는 312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한국수출입은

세계 금융 위기가 닥친 2009년을 제외하고는 5%대를

행 해외투자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이 지역에 전

지속했는데 2000년 이후 5%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

체 해외직접 투자액의 15%가 시행되어 북미(21%)에

을 기록한 곳은 동남아시아(ASEAN)와 중국, 그리고 사

이은 우리의 제 2위 해외 투자 지역이기도 하다. 더불어

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뿐이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 전체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액의
30%가 지원되고 있으며 동시에 2016년 한국 관광객들

동남아시아는 우리에게는 각별한 지역이다. 이 지역

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방문지(640만명)이기도 하다.

은 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며 무역 투자국들이다.
한국에서 생산된 부품으로 완제품을 만드는 생산 기지가

필자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중국의 오만한 대응 태도

이 곳이며, 동남아 각 국 길거리에서 자동차와 휴대폰 등

를 보면서 그 대체 시장으로서 또한 너무 주변 강대국에

한국산 제품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한국은행

억매이지 않는 상생 협력의 대상지로 동남 아시아가 주

자료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지역은 2016년말 기준 우리

목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전체 수출의 27.2%를 차지하며, 이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ㅇ 상생 협력의 대상인 동남아시아

이 지역이 한국의 주요 무역 흑자 발생지역이라는 사

이렇듯 이 지역이 우리에게는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실도 고무적이다. 한국의 대 동남아시아(아세안) 무역

있지만, 우리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문화적으로 뒤

은 2000년부터 계속 흑자를 유지했는데 그 흑자 규모는

쳐지고 체격이 왜소하고 경제력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인

2000년 5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91억 달러, 2014년

지 문화적으로 하대하는 경향이 있다. 국제결혼을 위해

▲ 지난 11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시,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현지 대통령 궁에서 기념식수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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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 태어난 여성들이 우리나라로

시장이다. 이 지역은 우리 건설업체가 1965년 현대건설

건너와 가정을 꾸린 이들이 많지만 그 여성들과 그 자녀

이 태국에 최초로 해외 진출을 시작하였을 정도로 연조

들이 같은 국민임에도 우리의 불편한 시선에 갇혀 있는

가 깊은 곳이고, 중동시장이 침체되면 이 지역 국가들에

것도 사실이다.

서 수주가 늘어나 대체 시장으로 인식되었던 곳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와 다른 면이 있다. 특히 필자

통계상으로 보아도 1965년부터 금년 9월말까지 우리

는 베트남 인들이 의외로 한국의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기업의 전체 해외 건설 누적 수주액 7,718억 달러중 동남

것에 대해 쿨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또

아 지역 국가의 수주액은 전체의 19%인 1,457억 달러로

한 과거 적대국인 미국과의 협력과 이를 이용한 중국 문

중동 지역(4,185억 달러) 다음으로 큰 지역 시장이다.

제 대응 등을 보고 긴 안목에서 국제정치를 생각하고 외
교를 하는 베트남에게서 우리도 협력하고 배워야 한다고

ㅇ 건설시장과 우리기업 진출 실적

생각이 들었다. 동남아 최대 규모국가인 인도네시아도
외국인과 해외 투자가 많이 들어오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이 지역 건설 인프라 시장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향

개방과 보호 무역을 적절히 구사하는 점을 보고 우리가

후에도 매우 전도가 유망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일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은 이 지역이 인프라에 대한 공공지출 확대, 민간소
비 회복, 투자 유치 등을 바탕으로 6% 수준의 높은 성
장률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표국인 인도

우리 해외건설의 두 번째 큰 시장

네시아(2015~2019 중기 경제개발계획)와 베트남
(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 필리핀(인프라 황금기

우리 건설업체에게 있어 동남아시아 지역(동티모르
포함 11개국)은 중동 지역과 함께 양대 해외건설 진출

계획)등은 정부 차원에서 인프라 개선 및 확충을 본격화
하고 있다.

표 1. 우리 건설기업의 지역별 해외수주 누계액
국가 지역 구분

건수

계약액(억 달러)

중동(걸프 및 북아프리카 25개국)

3,562

4,185.0

동남아시아(싱가포르 등 11개국)

3,445

1,457.3

395

386.3

서남아시아(인도 등 8개국)

748

333.9

중앙아시아(카자흐 등 6개국)

406

332.7

북미, 태평양(미국, 호주 등 28개국)

633

304.1

1,900

295.5

아프리카(케냐 등 사하라남부 국가)

652

228.8

유럽(영국, 폴란드 등 50개국)

448

194.0

12,189

7,717.6

중남미(브라질 등 43개국)

동북아시아(중국, 대만 등 8개국)

소계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1965~2017. 9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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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남아시아(아세안)은 역내 교류 활성화를 위한

우리기업이 해외진출 초기 동남아 지역에서 수주 시행

연결 고속도로·철도, 통합물류체계 구축 등 교통인프라

한 도로 항만공사 등 토목 사업은 1970년대 중동 건설

구축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중이다. 이로 인해 인도네

붐에 좋은 영향을 미쳤으며, 중동 침체기인 1980년대말

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은 인접

과 1990년 중반까지 수주 시행한 태국 등지의 석유화학

국과 연결될 수 있는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등 대규모

플랜트 공사는 2007년이후 중동 플랜트 건설 붐에 역시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기

좋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되고 있다.
주요 국가별 우리 업체의 건설 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별로 살펴보면 필리핀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6년

싱가포르는 ㈜신한이 1972년 2월 ‘정유 공장 배관공사

임기동안 1,650억 달러(8.2조페소) 규모의 인프라 건설

(191만 달러)’한 이후 금년 9월말까지 386억 달러(339

을 계획하고 있고, 베트남은 최근 원전건설 중단 결정으

건)를 수주하여 동남아시아 최대 진출국이다.

로 친환경 화력발전소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다. 인도네
시아는 '17년 인프라 투자예산을 전년 대비 10% 증액하

다음으로 베트남이 1965년 대림산업의 항만사업 진

고 경기부양을 모색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쿠알라룸

출이후 금년 9월말까지 약 345억불을 수주하여 두 번째

푸르와 싱가포르를 잇는 고속철(350km, 150억 달러)

많이 진출한 국가이다. 특히 베트남은 도이모이 개방정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외 태

책이후 우리 건설기업 진출이 활발해 졌으며 최근 중국

국도 올 상반기 29억 달러(1,000억바트) 규모의 인프라

경제의 침체로 외국기업이 베트남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고 미얀마는 올해 EDCF 투자 승

우리 기업이 과열 경쟁을 벌일 정도 활발히 진출하고 있

인을 앞둔 프로젝트가 2~3건 예정되어 있어 우리기업의

다. 1965년 최초의 해외건설 진출국인 태국은 현재까지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136억 달러를 수주하여 이 지역에서 다섯 번째 진출국
으로 랭크되었다.

아시아 건설시장 규모는 5조 1,017억 달러 규모이나
인프라 분야만을 놓고 보면 지난해 보다 7.3% 증가한 1

이 지역에 시행된 인상적인 건설 사업으로는 1981년

조 8,35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이 중 동남 아시아 시

현대건설이 수주한 총 연장 8km에 달하는 말레이시아

장 규모는 약 4,163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

페낭(Penang) 해상대교가 있다. 이 교량은 1985년 완

나 중국과 인도 등에 비해서 이 지역이 건설시장 규모는

공당시 아시아 최장 교량이었으며 당시 전세계에서 3번

작지만 우리 기업의 건설 진출은 중동 지역 다음으로 진

째로 긴 장대교량이었다.

출이 많을 정도로 시장이 개방되어 있다.
싱가포르의 상징 건축물이 된 마리나 베이샌즈 호텔
우리 기업의 동남아시아 건설 수주 실적을 살펴보면

은 쌍용건설이 어려운 공법임에도 2010년 완공되어 기

건설시장의 개방도가 높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많은 383

념 사진 코스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삼성물산 등이 건축

억 달러 규모의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 다음으로 베트남

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KLCC 타워(현 Petronas

이 334억 달러를 수주했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Twin Tower)는 2003년 10월 대만의 '대만파이낸셜센

그 다음을 잇고 있다.

터(타이베이101)'가 세워지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
은 건물이였다. 이 공사로 인해 세계 최대 건축물인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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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아시아 건설시장 규모 추이

(단위 : 억 달러)
e)

e)

e)

f)

17f)

구 분

'13

'14

'15

16

아시아 건설시장

43,964

46,824

46,970

48,885

51,017

아시아 인프라시장

13,997

15,202

15,683

17,101

18,350

자료 : IHS Global Insight('16.3Q)

표 3. 우리 기업의 동남아시아 건설진출 현황
우리 건설업체 진출실적
구분
전 체

인구(백만명)

GDP(억불)-

2017 건설시장

누적 수주액
(억 달러)

건수

2015년

2015년

규모(억 달러,BMI)

약 1,458

3,445

약 641

약 25,550

약 4,163

싱가포르

386

339

5.8

2,966

144

베

남

345

1,179

95.3

2,005

112

말레이시아

트

198

285

30.9

3,027

146

인도네시아

166

527

258.3

9,410

3,329

필

핀

149

435

102.6

3,117

燥

국

136

208

68.2

3,906

117

마

20

71

56.9

682.8

55

브 루 나 이

13

57

0.4

104.6

-

캄 보 디 아

17

213

16.0

193.7

20

라

스

20

107

7.0

137.6

10

*동티모르

8

24

1.3

25.0

-

리

태
미

얀

오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1965~2017. 9월말 기준

▲ 최초 해외 진출 공사
태국, Pattani-Narathiwat 고속도로 - 현대건설(주) 수행
발주처: 타이정부 / 공기: 1966. 1~1968. 2월
계약액: 541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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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의 해외 항만건설공사(제 2호 해외진출 공사)
베트남, Rach-Gia 항만파일 공사 - 대림산업(주) 수행
발주처: O.I.C.C. / 공기: 1966. 1 ~ 1967. 3월
계약액: 85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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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Penang대교 PKG3~5- 현대건설(주) 수행
발주처: 공공사업성, 공 기: 1982. 1 ~ 1985. 7월
계약액: 2.5억불, - 총 연장 약 8km, 건설당시 아시아
최장으로 전 세계 3번째 장대교량

▲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호텔 - 쌍용건설(주) 수행
발주처: Marina Bay Sands Pte Ltd.
공 기: 2008. 1 ~ 2010. 5월
계약액: 7.6억불

▲ 태국, 올레핀 공장 - 대림산업(주) 수행
발주처: THAI OLEFINS CO., 계약액: 1.3억불
공 기: 1992. 1 ~ 1994. 6월, 에틸렌 연산 38만t,
프로필렌 연산 19만t, C₄복합유분 연산 10만t
등을 생산하는 대규모 올레핀공장 건설 공사

▲ 말레이시아, Petronas Tower 상부공사 등 - 삼성물산,
극동건설 등 수행, 발주처: Arena Merdu Sdn. Bhd.
공 기: 1994. 5~1997. 5월, 계약액: 약 1.6억불(삼성물산)
등, 지상 58층, 267m 높이의 오피스 타워로
일본의 하자마 건설 등과 공동 건설한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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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Burj Khalifa)를 우리업체가

중동 건설시장이 침체에 빠진 1990년대에 우리 기업이

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활발히 진출하여 우리기업의 해외 사업의 명맥을 잇게
해준 고마운 지역이다.

이외에도 태국에서 1990년대 수주 시행한 각종 석유
화학 플랜트 사업 등 실적은 2007년이후 중동 플랜트
건설 붐에 편승할 수 있는 좋은 수행 실적으로 작용한 것
으로 보인다.

ㅇ 중동시장 침체 기의 구원 투수

역사와 문화
ㅇ 동남 아시아(South East Asia)의 지역 명칭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기원전 수세기 전 역사를 가진
독창적이고 고유한 문화를 지닌 문화 민족이다. 우리나

우리 기업들은 해외건설 시장에서 여러 번의 성장과

라 위치에서 보면 이 지역이 남부 아시아 혹은 서남 아시

조정(침체)기를 거쳐 발전해왔다. 특히 주력 건설시장인

아 지만 동남 아시아(South East Asia)라고 불리게 된

중동 지역이 수주 침체를 보일 때 동남아시아 지역이 구

것은 유럽 사람들의 무역 활동 및 식민개척 시대와 관련

원 투수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여러 해외 지

이 깊으며 동남 아시아 지역으로 일반적으로 불리게 된

역 시장중 건설시장의 개방도가 높기 때문에 가능한 일

시기도 2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이었다. ( <그림-2> 참조)
유럽 국가들은 포르투갈이 향신료를 찾기 위해 1511
동남 아시아는 우리 해외 건설업체의 연도별 지역별

년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이후 본격적으로 이 지역에 진

수주 추이( <표-4> 참조)를 통해 보듯이 유가하락으로

출했다. 스페인이 무역을 위해 뒤따라 들어왔고, 이후 네

그림 2. 우리 해외 건설업체의 연도별 지역별 수주 추이
자료 : 미래에셋 Global EPC Outlook(2016) 정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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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중동 수주 침체기의 지역별 해외수주액(1991~1998년)
국가 지역 구분
소계
동남아시아
중동(걸프 및 북아프리카 국가)

누계 계약현황
건수

계약액(억 달러)

1,054

557.5

465

220.6

115

95.0

- 사하라 북부

23

46.3

- 걸프협력회의국(GCC)+이란

92

48.7

25

40.9

7

6.7

서남아시아(인도)
중앙아시아(카자흐 등 6개국)
북미, 태평양(미국, 캐나다, 호주, 파푸아)

74

31.1

동북아시아(중국, 대만, 홍콩, 일본, 몽골)

178

57.9

아프리카, 유럽 기타

190

105.3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그림 3.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 전도
자료 : CIA WorldFactbook, 2017

99

기획연재 / 新남방정책의 시작, 동남아시아

덜란드가 이전 식민지배 국가와 경쟁에서 이겨 1602년

외국의 식민 지배를 경험한 아픈 기억이 있다. 이미 16

부터 1942년까지 인도네시아를 지배한 바 있다. 이때

세기부터 향신료 무역을 통해 진출한 포르투갈, 스페인

이 지역은 인도의 동쪽이라는 의미로 동인도 지역으로

과 네덜란드이 각 각 동티모르와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불리고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는 인도와 중국을 합쳐 부

오랫동안 식민 지배하였다.

르는 인도차이나로 나뉘어 불리곤 했다.
당시 패권국인 영국은 1858년부터 인도를 지배한 이
그러던 것이 동남아시아(South East Asia) 지역이라

후 동쪽으로 진출을 추진하여 중국과 아편전쟁을 일으켜

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계기는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거

미얀마와 말레이시아를 식민 지배하였고, 프랑스는 영국

리를 기준으로 지역 명을 나누면서 부터이다. 유럽인들

을 피해 인도차이나 3개국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은 처음에 지역구분을 단순히 유럽인 서양(Occident)

지배하였다. 이들 유럽 등 식민지배 국가들은 식민지 지

와 아시아인 동양(Orient)으로 나누었다. 그러다가 해

배 경쟁을 하며 동남아 타 지역을 점령하고 후퇴하는 등

외 무역 개척과 18~19세기 식민지 침략이 본격화되자

일이 빈번했으며 현지인의 언어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아시아를 터어키 등지의 근동(Near East)지역, 사우디
아라비아 등 아라비아 반도와 인근 무슬림 국가들을 중

특히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말레이-인도네시아

동(Middle East)지역, 인도와 인근 지역을 남부 아시아

어는 말라카 해협 주변에서 사용되던 교역 목적의 언어

(South Asia)지역, 그리고 유럽에서 보기가 가장 먼 지

(해협 말레이어)였다. 말레이어는 다른 말레이 폴리네시

역을 극동(Far East)지역과 그 아래를 동남(South East)

아어파 언어들에 비해 익히기 쉬웠기 때문에 네덜란드

아시아로 지역으로 불렀다. 결국 2차 세계 대전뒤 식민

식민 지배층은 20세기 초부터 인도네시아어를 현지에서

지들이 신생국으로 독립해나가면서 이들 지역 국가를 동

통용되는 언어로 만들고자 기획하여 이 언어의 보급에

남아시아 국가로 부르게 되었다.

힘썼다.

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은 소련 공산권의 남하를 방지

이런 상황에서 현지 언어에 로마자를 차용해 사용하

하기 위해 집단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1954년 동남아

는 말레이어(인도네시아어)가 현지 인도네시아 민족이

시아 조약기구(SEATO, The South East Asia Treaty

민족 언어로서 수용된 이유는 네덜란드로부터의 독립을

1)

Organization) 를 만들면서 지역 명칭이 공고화되었고

요구한 민족주의 운동기에 1928년 10월 개최된 제2회

이후 1967년에 인도네시아 등 5개국 외무장관들이 태

인도네시아 청년 회의의 청년의 맹세가 하나의 민족, 하

국 방콕에서 공동 선언서를 통해 설립한 동남아시아 국

나의 조국과 더불어 하나의 언어인 인도네시아어를 선언

가연합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Nations) 으로 인해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대 베트남 어도 로마자에 성조를 표시하여 기록하

ㅇ 식민지배의 아픈 경험

는 ‘꾸옥응으’를 사용하고 있다. 꾸옥응으는 17세기에
프랑스 선교사 알렉상드르 드 로드가 정리한 로마자 기

이 지역 국가들은 태국을 제외하고 우리와 같이 모두

반의 표기법에서 비롯한 것으로, 20세기 초 프랑스 식민

1) 미국 주도로 호주,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8개국에 의해 1954년 9월 조직된 반공 군사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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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과거 동남아시아 지역의 식민지배 현황
* 주 : 1895년 기준

지 시절 ‘꾸옥응으’(베트남어: Quốc Ngữ/ 國語 국어)

잘 연결 표현되었다고 나와 있다. 즉 한국인의 뿌리가 베

로 정리되었다.

트남·대만 등 혼혈 남방계라는 과학적 증거가 밝혀진 것
이다. 이 얘기는 동남아 특히 베트남과 유전적 관계가 있

ㅇ 유전적인 연결, 역사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

다는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한국인은 동남아 베트남·대만인 유전적 조상과 거의

과거 역사를 보면 우리와 동남아간 교류 흔적들이 많

같다.’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 게놈연구소와 영국·러

이 있다. 이것은 이 지역이 동북아 지역과 서남아 중동

시아·독일 등으로 구성된 국제연구팀의 논문이 금년 2

지역으로 가는 해상 교역로에 위치해 있었으며, 지리적

월 온라인 과학저널 잡지인 ‘Science Advances’에 실

으로 무역풍(trade wind) 지대에 위치하여 일년 중 북동

린 적이다.

쪽과 남서쪽으로 주기적으로 바뀌는 바람을 이용해 무역
선들이 동서로 오가기 좋은 환경이었던 것도 있다.

이 논문에는 과거 고구려 동부여 지역인 악마문
(Devil’s gate) 동굴에서 발견된 신석기 시대 사람 뼈를

역사적으로 기록된 고대 중세사에서 가장 구체적인

조사한 결과 동굴인과 베트남 및 대만에 고립된 원주민

것은 일본 서기(書記)에 AD543년 백제와 캄보디아(扶

의 게놈을 융합했을 때 현대 한국인의 유전변이와 가장

南)과의 교류이다. 이는 6세기 당시 백제가 동남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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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인도와 교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와 동남아 국가들은 정식 외교 관
계나 직접 교류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

7~8세기 통일 신라시대 불교 승려들이 바닷길로 동남

해 조선 말인 18~19세기에 필리핀 루손, 마카오 사람으

아시아 지역을 경유하여 인도로 간 사실이 밝혀지고 있

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남해안과 제주도에 표류해 왔으나

다. 대표적으로 신라의 혜초가 ‘왕오천축국전’이라는 여

당시 조정은 이들이 어느나라 사람인지를 인지하지 못할

행기를 통해 동남아시아 바닷길을 통해 현 캄보디아와

정도로 동남아시아 사람들에 무지했던 것도 아쉬운 사실

스리위자야(현 인도네시아 지역)를 거쳐 인도로 구법여

이다.

행을 갔다 온 사실이 남아 있다.

ㅇ 성격과 기질
해상무역이 활발했던 고려시대에는 베트남 인들의 한
국방문과 정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3세기 고려에

이 지역은 연중 덥거나 온화하며 수량이 풍부하고 자

온 베트남의 왕족 리롱뜨엉(Ly Long Tuong, 한국명 이

연재해가 별로 없어 농사에 유리하다. 쌀 등 곡식의 풍부

용상)이 화산花山 이씨李氏의 시조가 되었다는 역사적

한 생산으로 거주 인구를 부양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기록외에도 12세기 베트남의 왕자 리즈엉꼰(Ly Duong

국가 경제가 어려워져도 기아에 시달린다는 말은 들어본

Con, 한국명 이양혼)이 정선 이씨의 시조라는 것과 한

적이 없는 것 같다. 이로 인해 현지에 사는 사람들의 삶

국의 막(莫)씨 가문의 시조가 14세기 고려를 방문한 막

은 여유로웠고 인간 관계는 호의적으로 변할 수 밖에 없

딘찌(Mac Dinh Chi, 한국명 막정지)라는 베트남 관료

을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생존을 위한 경쟁이 심하

라는 설도 있다. 또한 고려말 조선초에 태국 아유타야

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대규모의 국가권력 또는 정

(Ayutthaya)국과의 교류 등도 기록에 남아 있다.

교한 통치 체계가 황하 인더스 등 4대 문명권에 비해 상
대적으로 늦게 발생한 이유인 것 같다.

조선조 태조와 태종 연간 조선과 인도네시아 마자피
힛(Majapahit)왕국과의 교류도 기록이 있고 특히 임진

우리의 선입견에는 동남아 사람들이 게으르고 지능이

왜란 당시 중국의 명사(明史)와 명 실록에는 지금의 오키

낮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지만 필자는 너무 덥기 때문에

나와인 류큐와 태국 등이 병력을 동원하여 일본을 토벌

일하는 시간이 짧고 춥지가 않기 때문에 급하지 않을 뿐

하려고 했다는 기록도 있다. 당시 태국에 있는 왕국이 직

이지 유학을 다녀 온 공무원들이나 지식인들의 능력은

접 중국 조정에 일본을 배후에서 공격하겠다는 제안을

우리에 못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였다는 내용은 동남아와 우리와의 역사적으로 연관성
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 지역에 대한 선입견과 무지로 인해 우리는
이 지역 11개국 사람들 모두를 열대지방 특유의 성격으

그러나 이러한 교류 내용은 중국과 일본 기록 일뿐 동

로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 그렇지만 필자가 경험한 바로

남아 각국의 기록에는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또

는 각 국의 국민성이 모두 똑같지는 않다. 라는 것이다.

한 직접 교류보다는 간접적으로 혹은 주변국을 통해 이

개인적으로는 열대지방 특유의 성격 뿐 아니라 종교, 반

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중 하나는 동남아 열대지

도, 섬나라 특성 등도 현지인 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방의 기록물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습기 등에 취약한 나

생각한다.

뭇잎 등에 새겨 남아 있지 않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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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베트남은 이미 기술한 우리와의 유전적인
연결성에다가 같은 유교적 전통 그리고 일부 다혈질 기

을 보여 같은 나라지만 타 지역에 진출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질 등으로 우리와 유사한 성품을 보이는데 반해, 인도네
시아 사람은 루꾼(Rukun)이라는 사회관계 특성이 있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

우리의 해외건설 진출 역사가 50여년이 지났지만 현
지 문화에 대한 정보가 후발 업체들에게 연결되지 않아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는 것을 모습이 조금 아쉬울

예를 들면 루꾼은 개인이 타인과 진정으로 화합하기

뿐이다.

위해 자신의 불만을 외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려는 성격들
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남과 불화를 싫어해 조용해 보

필자는 6년 여간의 동남아시아에서 현지 주재원 생활

일 수 있는 성품에 술을 마시지 않는 무슬림들이라 인도

을 경험했고 이를 바탕으로 본 고를 작성하게 되었다. 주

네시아 인들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로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등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국
가에 대해서 다루게 될 이 글이 미력하나마 이 지역에 대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간과하고 해외 공사를 하게 되

한 사회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면 현지 문화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도 사

바란다. 또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업체들이 건

실이다. 또한 같은 나라라 하더라도 지역마다 다른 특색

설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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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해외건설 진출지원 설명회
해외건설협회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및 한국정보통신
공사협회와 공동으로 10월 24일(화), 14:00에 광주상공회의소에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해
외건설 진출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해외건설 국비지원사업 △베트남 건설
시장 진출전략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건설시장 진출전략 등 중소기업들이 관심 있는 나라에 대한 건설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진행 되었다.
또한, 이번 설명회는 5개 건설협회가 공동개최를 통해 각 회원사에게 해외건설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코자 협력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위해 개설된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는 매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에서 해외건설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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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페루 인프라 재건사업 프로젝트 설명회
해외건설협회는 주페루대사관과 공동으로 10월 26일 페루 수도 리마에서 '2017 페루 인프라 재
건 프로젝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신시장의 교두보로 삼고 있는 페루 인프라 건설시장에 우리기업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신규 프로젝트
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페루 재건청, 주택건설위생부, 투자청에서 인프라 재건사업과 신규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진행했다. 또한 한국측에
서는 서영ENG, 도화ENG에서 우리기업의 페루 프로젝트 성공사례 및 재건사업 관리를 위한 PMC제도 도입을 제안
했으며, NIPA(한국정보화진흥원) 자문관으로 파견된 양형재 박사가 담수화 시스템 도입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위니텍에서 재해예방 및 통합재난관리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발표로 이번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이날 열린 설명회에는 페루에 소재한 한국기업 뿐만 아니라, 인근 중남미 국가에 지사를 둔 기업과 한국에서도 직접
출장 온 기업까지 총 30여개사가 참석하였고, 페루현지 기업까지 총 90여명이 참가하여 페루 건설시장 진출에 대한
업계의 지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앞으로도 해외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 및 대사관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우리 기업의 신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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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카타르 공공사업청 직원 초청 연수사업 실시
해외건설협회는 주카타르 한국대사관의 지원 하에 10.30(월)부터 11.3(금)까지 “5차 카타르 공
공사업청 직원 초청 연수사업”을 실시하였다.
공공사업청(Ashghal)의 토목, 수처리 및 계약 관련 부서의 슈퍼바이저 및 시니어급 엔지니어 4명으로 구성된 연수단
은 현대건설의 연구개발본부와 안성-구리 14공구 및 제물포로 지하화 현장 등을 견학했으며,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국민속촌 등을 방문했다.
동 연수사업의 목적은 카타르의 주요 발주처인 공공사업청 직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우리 건설기업들의 선진
기술력과 사업관리 능력을 홍보하는데 있기 때문에 카타르 진출 우리 해외건설 기업들의 이미지 향상과 사업활동 확
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우리 해외건설 기업들의 카타르 진출 지원 및 주요 발주처와의 네트워크 구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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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설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 개최
해외건설협회는 미국 건설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를 11월 10일(금) 해외건설협회 교육센터에서
개최하였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며, 해외건설협회가 주관한 이 설명회는 우리 해외건설기업의 선진 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
해 마련되었으며, 건설기업, 엔지니어링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150여명이 참석하여 선진 미국시장 진출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 건설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 시장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트
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공약과 PPP 프로젝트 활성화, 민간 건설 부문의 투자 확대에 힘입어 인프라와 플
랜트를 중심으로 급성장이 예상된다.
발표자로는 미국 엔지니어링 기업인 KBR의 은정철 수석엔지니어가 미국 플랜트 산업 동향, 전망 및 진출방안에 대
해, 현지 회계법인인 UHY Advisors의 장혁 회계사와 미국 로펌인 다이케마(Dykema)의 Susan Lee 변호사가 미국
타깃 시장별(캘리포니아, 텍사스) 진출 전략, 현지법인 설립 절차, 세무 전략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서 미국 사업 경험이 풍부한 케이블브릿지의 임호빈 대표가 일본 및 중국기업의 미국 진출 성공사례, 현지 건설
사인 아타콘(Atacon LLC)의 로버트 오코너(Robert O Connor) 사장이 미국 PPP(민관협력사업 ; Public-Private
Partnership) 사업 참여 방안을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지 건설기업인 Eastern Corporation의 Peter Kim 사장
과 안영환 부사장이 미국 건설시장 진출 전략과 해외사업 경험에 대해 발표하여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해외건설협회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공조하여 우리 기업의 선진 건설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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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 설명회 개최
해외건설협회는 11.14(화) 10:30 해외건설협회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우
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경험과 정보 부족, 구인난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에게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계약·분쟁 등의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전문가 파견 컨설팅 제도를 소개하고, 해외진출에 소요되
는 시장조사비용을 지원해주는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안내하였으며,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
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였다. 마지막
으로, 전문가 파견 컨설팅 제도를 통해 해외공사 수주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직접 성공담을 발표하여 정부지원 사업의
실질적 활용방안에 대해 소개하였다.
해외건설협회는 앞으로도 우리 중소기업의 선진 건설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에 중소기
업 해외진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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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수주 실적
‘17. 10. 31 기준 해외건설 수주액은 총 226.0억불
* (신규) 512건, 19,980백만불, (변경) 279건, 2,621백만불

연도별 수주현황
* 수주액은 변경ㆍ신규 포함, 수주건수는 신규만 반영
구 분
1년간(억불)
1.1~10.31(억불)

12

13

14

15

16

최근 5년 평균

‘17

649
(620건)
471
(484건)

652
(682건)

660
(708건)

461
(697건)

282
(607건)

541
(663건)

-

517
(572건)

526
(586건)

377
(543건)

215
(454건)

421
(528건)

226
(512건)
북미·태평양
2.5%

700
600
중동
46.5%

아시아
47.4%

500
400
300
226

토목
16.9%

200

건축
9.8%

100
0

'12

'13

'14
1년간(억불)

'15

'16

플랜트
68.3%

'17

1.1~10.31(억불)

※ (지난달 수주현황) UAE, 루와이스 리파이너리 웨스트 유닛 화재 복구 프로젝트(GS건설, 8.7억불)
등 31건, 약 12.7억불

세부항목별 수주액
ㅇ 지역별 : 아시아 47.4%(107.1억불, 1위), 중동 46.5%(105.1억불, 2위), 북미·태평양 2.5%(5.5억불, 3위), 유럽 1.3%(3.0억불, 4위)
ㅇ 국가별 : 이란 23.2%(52.4억불, 1위), 인도 10.5%(23.8억불, 2위), 말련 7.5%(16.9억불, 3위), 방글라데시 7.1%(16.0억불, 4위)
ㅇ 공종별 : 플랜트 68.3%(154.3억불, 1위), 토목 16.9%(38.3억불, 2위), 건축 9.8%(22.1억불, 3위), 용역 3.2%(7.2억불, 4위)
지역별

'65~

'17년

국가별

'65~

'17년

공종별

'65~

'17년

아시아

31.4%

47.4%

이 란

2.2%

23.2%

플랜트

57.8%

68.3%

중 동

54.2%

46.5%

인 도

2.6%

10.5%

토 목

18.2%

16.9%

북미
태평양

3.9%

2.5%

말 련

2.6%

7.5%

건 축

19.5%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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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대비 수주현황(지역 · 공종 · 국가)
지역별
지역
계
아시아
중동
북미·태평양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단위: 건, 천불, %)

2017.10.31
건수
금액
512
22,600,781
(100.0)
(100.0)
353
10,705,859
(68.9)
(47.4)
50
10,513,179
(9.8)
(46.5)
17
552,260
(3.3)
(2.5)
31
297,735
(6.1)
(1.3)
26
281,270
(5.1)
(1.2)
35
250,478
(6.8)
(1.1)

2016.10.31
건수
금액
454
21,547,951
(100.0)
(100.0)
305
10,096,856
(67.2)
(46.9)
50
7,480,492
(11.0)
(34.7)
17
1,363,765
(3.7)
(6.3)
24
569,428
(5.3)
(2.6)
35
586,097
(7.7)
(2.7)
23
1,451,313
(5.1)
(6.8)

1965.1.1.~2017.10.31
누계건수
누계금액
12,219
773,032,582
(100.0)
(100.0)
6,519
242,324,564
(53.3)
(31.4)
3,564
419,378,933
(29.2)
(54.2)
638
30,417,675
(5.2)
(3.9)
448
19,399,606
(3.7)
(2.5)
654
22,882,156
(5.4)
(3.0)
396
38,629,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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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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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6.0
40.5
-59.5
-47.7
-52.0
-82.7

(단위: 건, 천불, %)

2017.10.31
건수
금액
512
22,600,781
(100.0)
(100.0)
54
15,426,436
(10.5)
(68.3)
40
3,829,555
(7.8)
(16.9)
203
2,211,827
(39.7)
(9.8)
167
717,602
(32.6)
(3.2)
45
440,394
(8.8)
(1.9)
3
-25,033
(0.6)
(-0.1)

2016.10.31
건수
금액
454
21,547,951
(100.0)
(100.0)
43
10,516,585
(9.5)
(48.8)
37
4,520,029
(8.1)
(21.0)
153
4,338,873
(33.7)
(20.2)
182
976,625
(40.1)
(4.5)
35
1,192,250
(7.7)
(5.5)
4
3,589
(0.9)
(0.0)

1965.1.1.~2017.10.31
누계건수
누계금액
12,219
773,032,582
(100.0)
(100.0)
1,812
446,367,922
(14.8)
(57.8)
2,172
140,873,094
(17.8)
(18.2)
3,960
150,598,831
(32.4)
(19.5)
3,244
15,545,843
(26.6)
(2.0)
871
16,365,912
(7.1)
(2.1)
160
3,280,980
(1.3)
(0.4)

국가별(주요 3개국)
공종

증감율
(금액)

2017.10.31
건수
금액
512
22,600,781
(100.0)
(100.0)
3
5,237,079
(0.6)
(23.2)
11
2,382,460
(2.1)
(10.5)
13
1,694,262
(2.5)
(7.5)

증감율
(금액)
4.9
46.7
-15.3
-49.0
-26.5
-63.1
-797.5
(단위: 건, 천불, %)

2016.10.31
건수
금액
454
21,547,951
(100.0)
(100.0)
1
471
(0.2)
(0.0)
9
598,454
(2.0)
(2.8)
11
1,503,042
(2.4)
(7.0)

1965.1.1.~2017.10.31
누계건수
누계금액
12,219
773,032,582
(100.0)
(100.0)
96
17,284,523
(0.8)
(2.2)
234
20,433,683
(1.9)
(2.6)
285
19,766,922
(2.3)
(2.6)

증감율
(금액)
4.9
298.1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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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신규수주 공사내역 (2017. 10.1~31)
(단위: 천불)

국가

업체

공 사 명

계

발주처

기간금액

총 4건

계약일자

비고

1,213,321

U A E

G S 건 설

루와이스 리파이너리 웨스트
유닛 화재 복구 프로젝트

TAKREER

865,000

2017/6/29 신규

미 얀 마

신동아종합

양곤 이노시티 개발사업

이노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

127,600

2017/09/25 신규

카 자 흐

동일토건

나자르바예프 대학교
메디컬 센터

나자르바예프대학

99,177

2 0 1 4 / 2 / 7 변경

필 리 핀

포스코건설

더샵 클락힐즈 아파트
신축공사

JB Clark Hills Corp.

67,455

2017/8/18 신규

베 트 남

씨제이건설

베트남 호치민 식품클러스터
신축공사

CJ Cau Tre Food Joint
Stock Company

54,089

2017/9/12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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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건수
금액

2014.1.1∼10.31
건수
금액
52,628,656

2015.1.1∼10.31
건수
금액
543 37,736,206

2016.1.1∼10.31
건수
금액

572

51,670,707

586

(100.0)

(100.0)

(100.0)

86

21,754,430

91

28,018,912

53

14,324,893

50

7,480,492

(15.0)

(42.1)

(15.5)

(53.2)

(9.8)

(37.9)

(11.0)

(34.7)

340 21,690,204

344

12,362,206

350

16,291,930

(100.0) (100.0)

454

(100.0) (100.0)

21,547,951

2017.1.1∼10.31
건수
금액
512

22,600,781

(100.0) (100.0)

(100.0)

305 10,096,856

50 10,513,179
(9.8)

(46.5)

353 10,705,859

(59.4)

(42.0)

(58.7)

(23.5)

(64.5)

(43.2)

(67.2)

(46.9)

(68.9)

(47.4)

34

6,358,193

20

2,728,359

17

1,391,409

17

1,363,765

17

552,260

(6.0)

(12.3)

(3.4)

(5.2)

(3.1)

(3.7)

(3.7)

(6.3)

(3.3)

(2.5)

43

712,840

49

1,489,321

31

945,422

24

569,428

31

297,735

(7.5)

(1.4)

(8.4)

(2.8)

(5.7)

(2.5)

(5.3)

(2.6)

(6.1)

(1.3)

41

871,039

56

2,151,245

48

669,239

35

586,097

26

281,270

(7.2)

(1.7)

(9.6)

(4.1)

(8.8)

(1.8)

(7.7)

(2.7)

(5.1)

(1.2)

28

284,001

26

5,878,613

44

4,113,313

23

1,451,313

35

250,478

(4.9)

(0.5)

(4.4)

(11.2)

(8.1)

(10.9)

(5.1)

(6.8)

(6.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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