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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해외건설인 여러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해 해외건설산업은 저유가 지속 및 중동 내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난관을 헤쳐가며 저점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17년은 3년 연속 세계 5대 건설강국 등극, 전년 대비 진출 업체 수 11%
증가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이 보다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체질개선과
내실화에 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을 집중했다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노력을 방증한다 하겠습니다.
해외건설인 여러분!
올해 수주환경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큰 흐름인 탈업종
현상과 경쟁 심화, 미국의 금리인상 본격화, 이란 등 중동국가의 변동성 확대,
저유가 상황 고착화 등 해외건설시장 환경의 위기 요인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행인 것은 주요 기관들이 세계경제 회복을 예상하며 성장률을 3.7%로
내다보고 있고, 세계 건설시장도 5.2% 증가한 10.8조불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일대일로 사업의 추진, 미국의 1조불 인프라 투자 본격화, 원전사업
참여 등 기회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요인을 활용하고, 해외건설산업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는
투자개발형 사업 참여를 점차 확대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관련산업과의 융복합을 위한 전략도 추진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올해는 PPP사업 등 투자개발형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또 투자개발사업
단계 중 본타당성 조사에 투자 형태로 투입하는 글로벌인프라벤쳐펀드(GIVF)가
조성되어 우리 기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해외건설협회도 지원공사와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유관기관과 기업
간 매개체로서 양방향 소통과 논의를 통해 협회의 생산성을 더욱 제고하겠습니다.
더불어 미래 건설산업의 발전에 상응하는 해외건설 정보수집 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시장과 현안을 전문가 시각으로 분석하여 업체들을 위한 진출 컨설팅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회 임직원 모두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수익성 우선의 합리적 수주문화 정착, 리스크 관리체제 강화를 위해 업계와 함께
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모두가 큰 꿈을 향해 도전하고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직장과 가정에 만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1일
해외건설협회 회장 박 기 풍

트렌드 워치

쿠웨이트 PPP 및 주요 건설부문
동향 · 전망 분석
김 종 국 해외건설협회 아중동실 실장

쿠웨이트 경제에서 석유(가스)부문은 GDP

(KDP, 2015.4-2020.3)이 추진되고 있다.

의 약 50% 및 수출 수입의 약 90%, 정부 세입
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국제

2차 5개년 개발계획에서는 발전·담수시설,

유가 등락에 영향을 받기 쉬운 취약한 경제구

주택 및 도시, 도로·철도 및 공항·항만 등의 교

조임을 알 수 있다.

통 관련 시설, 의료 및 교육 시설 등을 중심으
로 500여 건의 프로젝트에 총 341억 5천만

쿠웨이트는 2017/18 회계연도에도 저유가

KD(약 1,100억불)가 투자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 장기화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약 40억불
정도 줄어들겠지만, 300억불 정도의 재정적자

다른 주요 산유국들과 마찬가지로 쿠웨이

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앞으로도 당

트도 고유가 시기에 막대한 재정을 확충할 수

분간은 재정부담 완화가 주요 정책이슈일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유가 하락 직전 및 이후에

밖에 없는 실정이다.

CFP(120억불, 2014.2 계약), NRP(160억불,
2015.9 계약) 등의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를

1. 유가 하락 상황에서 관심 커지는
PPP 사업

추진할 수 있었다. 참고로 쿠웨이트는 확인매
장량 기준 약 1천억 배럴의 세계 5위 석유 보
유 대국이다.

쿠웨이트 정부는 석유 의존적 경제에서의

4

탈피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경제

막대한 석유 수출 수입(收入)이 뒷받침된 쿠

다각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쿠웨이

웨이트 국부펀드(KIA)의 규모는 2017년 6월

트 비전2035”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의 일환

기준 약 5,200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

으로서 중기계획인 5개년 쿠웨이트개발계획

다. 동 펀드 규모는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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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 있다.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사우디의
국부펀드(SAMA) 규모는 67억불 감소한 약

쿠웨이트 정부는 2008년에 제정한 PPP법을

5,160억불로 파악되었다. 쿠웨이트 재정사정

2014년에 개정하였으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

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임을 알 수 있다.

해 관련 기구도 기존의 파트너십기술국(PTB:
Partnerships Technical Bureau)에서 파트너

하지만 재정사정이 넉넉한 편인 쿠웨이트
공공발주 시장에서도 최근 들어서 민간부문의

십프로젝트청(KAPP: Kuwait Authority for
Partnership Projects)으로 개편하였다.

투자 유치를 통한 사업 추진 분위기가 보다 강
하게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 5개

이에 따라 현재 쿠웨이트의 PPP 프로젝트 관

년 개발계획의 주요 특징 중 하나도 민관협력

련 입찰 및 관리 등의 업무는 KAPP가 관장하

사업(PPP)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평가된다.

고 있다.

2. PPP 사업 추진절차 등 시스템

ㅇ 프로젝트 결정

고유가 시기에 막대한 재정흑자를 기록한

프로젝트 발주 부처 및 정부기관은 KAPP에

쿠웨이트지만 GCC 국가 중 마지막으로 유가

PPP 프로젝트 안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통

를 인상했을 정도로 유가 하락 영향을 받고 있

상적으로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발

는 것이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공사

주기관 자체적으로 조사한 후 종료하는 경우

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민간기업의 투자 유치

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를 통한 실행에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의 일
환인 PPP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KAPP는 발주기관이 제안한 PPP 사업안을
최고위원회(Higher Committee)를 통해 승

PPP 활용의 이점으로는 무엇보다 공적자금

인하게 된다. 참고로 최고위원회는 재무부장

지원부담의 축소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 향상

관이 장이며, 수전력부(MEW) 및 공공사업

을 들 수 있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자로부터의

부(MPW) 장관과 KAPP 최고책임자로 구성

신기술 및 노하우 전수와 현지 민간부문 발전

된다.

에의 기여 그리고 고용 창출 등이 거론된다.
최고위원회에서 승인받은 PPP 사업안은 전

ㅇ 관련 법 및 기구

문 어드바이저를 활용하여 기술·재무·법무·환
경 측면에서의 실행가능성을 조사받게 된다.

쿠웨이트 정부는 민간부문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PPP 관련 제도 및 기구 정비에도 적극 나

실행가능성 조사 결과 PPP 사업으로 추진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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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최고위원회를 통해

통해서 독자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

최종적으로 승인받게 된다.

으며, 입찰기간도 PPP 프로젝트에 비해 훨씬
짧은 편이다.

ㅇ 입찰 절차 및 기간

3. 주요 유망 건설부문 동향 · 전망
PPP 사업안이 최고위원회를 통해 승인받은
이후에는 PQ를 통해 입찰 적격기업을 선정하

쿠웨이트는 국토면적이 우리나라 경상북도

게 된다. PQ 이후는 RFP 단계로 적격업체로

크기이고, 인구도 매우 적은 중동 걸프지역의

선정된 기업은 관련 문서의 조건에 따라 제안

소국이다.

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후에 낙찰자가 결정되
면 최고위원회를 통해 승인받게 된다. 입찰 기

그러나 최근 수년간 추진 프로젝트가 증가

간은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략 2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많아짐에 따

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 2005년 기준 299만명이던 인구가 2015년
에는 약 410만명으로 37% 급증하였다. 참고

ㅇ 지분 구조 및 사업기간

로 쿠웨이트 인구의 약 70%는 외국인으로 알
려졌다.

PPP 관련 지분 구조를 보면 6천만KD(약 2
억불) 초과 프로젝트의 경우 주식의 50%를

인구 급증은 필연적으로 전기와 물 그리고

IPO(기업공개)를 통해 국내 투자자에게 배정

주택 공급을 필요로 한다. 이들 부문에서의 사

해야 한다.

업 증가는 당연히 건설업의 성장으로 연결되
게 된다.

나머지 지분 중 6∼24%는 정부기관에 할당
해야 하므로 사업 추진 주체는 26∼44%의 주

쿠웨이트 건설산업도 이와 같은 성장패턴을

식을 취득할 수 있다. PPP 사업의 계약기간은

보였다. 2013년까지 정체됐던 쿠웨이트 건설

기존의 최대 40년에서 50년으로 연장되었다.

산업은 2014년부터 크게 성장하기 시작하였
는데 주로 전력과 물 부문의 생산 증가에서 기

ㅇ 기타

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쿠웨이트 통계청 자
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 5.956억KD(약 18억

KAPP가 PPP 사업을 관장하지만 사업의 원

불)였던 건설업 생산액은 2015년에 10.029억

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부처

KD(31억불)로 72% 증가했다. 그런데 같은 기

및 기관의 협력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간 가스가 포함된 전력 및 물 생산액은 3.37억
KD(약 10억불)에서 10.09억KD(약 31억불)로

참고로 수전력부의 경우 각료회의 승인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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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의 발전 · 담수시설 건설과 주택 및

할 경우 PPP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토록 규정

도시 개발 부문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해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최초 추진된 프로

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젝트가 2013년 계약 체결한 Al-Zour North
IWPP 사업이다. 동 프로젝트의 1단계(발전용

ㅇ 발전 · 담수시설 건설

량 1,500MW, 담수능력 1일 약 48만톤(국내
수요의 약 20%)) 시설은 2016년 11월 말 완공

쿠웨이트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전력요

하여 상업운전 중이다.

금이 매우 저렴해서 전기 소비가 많은 편인 데
다가, 인구 급증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

ㅇ 주택 및 도시 개발

는 실정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에 따
르면 2014년 기준 쿠웨이트의 1인당 전력 소

쿠웨이트에서는 에너지 부문 중심으로 추진

비량은 GCC 국가 중에서 바레인, 카타르 다음

프로젝트가 증가하면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

으로 많은 15,333kWh였으며, 전세계 기준으

가 유입됨에 따라 인구가 급증하였다. 2015년

로는 6위에 해당되었다.

기준 쿠웨이트 인구의 외국인 수는 전체의 약
70%인 29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쿠웨이트의 전력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3년 기준

쿠웨이트에서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

12,800MW인 피크 시의 전력 수요가 2025

미 주택 건설과 함께 신도시 개발사업이 활발

년에는 약 25,000MW로 약 95%(연평균 약

히 추진돼 왔으며, 앞으로도 적극 추진될 것으

8%)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점

로 예상된다.

을 고려하여 쿠웨이트 정부도 2013년 기준
약 15,700MW인 발전용량을 2025년에는 약
28,000MW로 약 78% 확대코자 하고 있다.

쿠웨이트 정부는 막대한 사업비 부담을 고
려하여 발전 및 담수부문과 마찬가지로 주
택 및 신도시 개발사업도 외국기업이 참가하

물 수요 증가율은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되

는 PPP 방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

어 2013년 기준 하루 186만톤에서 2020년에

려졌다. 참고로 쿠웨이트에서 계획되고 있는

는 355만톤으로 91%(연평균 13%) 급증할 것

주택 건설 및 신도시 개발 사업 규모는 1천억

으로 전망된다.

불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쿠웨이트의 주택
및 신도시 개발사업은 주거복지청(PAHW:

쿠웨이트 정부는 발전 및 담수부문의 경우
앞으로 PPP 방식을 보다 적극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에 시행된 IWPP법
(제39호)에서는 발전용량이 500MW를 초과

Public Authority for Housing Welfare)이 관
장하고 있다.
출처: JETRO, MEED, OPEC 및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등
의 각호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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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해외건설 수주실적 및
2018년 경기전망
김 승 원 해외건설협회 사업관리실 과장

2017년 해외건설 수주실적

동 및 산업설비 수주 비중이 다시 상승세를 보
이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2017년 우리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총 105

8

개국에서 624건, 290억 달러를 기록하며 작년

지역별로는 중동 지역 수주가 3년 만에 반

대비 약 3%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등하며 146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아시아 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던 전년 대비 기저효

역에서는 125억 달러를 수주하며 작년과 유사

과로 보이며, 세계경제 회복세와 함께 그 동안

한 수준을 보였다. 그 외 기타 지역 수주는 약

보류돼왔던 인프라 투자가 다시 확대되고, 일

60% 이상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부 회복된 유가와 그동안의 저유가 국면에 적

특히 근래 우리 해외건설의 새로운 신흥시장

응하고 있는 중동지역에서의 우리기업 수주가

으로 각광받던 중남미 지역에서의 수주가 작

다시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저

년대비 78% 감소하며 3년 연속 급격한 하락세

유가 시기(2014-2016년) 다소 완화되었던 중

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총괄 수주현황(1965-2017)

그림 2▶중동/산업설비 비중(196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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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로는 산업설비 수주비중이 전체의 약

지역·공종별로는 중동 및 아시아 지역의 산

69%로 그 집중도가 다시 심화되었다. 올 한해

업설비와 중동 지역 토목 수주가 작년대비 급

산업설비 수주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199

격한 성장세를 보인 반면, 중동 지역 건축과 아

억 달러를 기록, 공종별로 유일하게 성장세를

시아 지역 토목 및 건축 수주는 급감하였다.

보인 반면, 토목과 건축의 경우 전년 대비 각

2017년 지역·공종별 수주실적 1, 2위를 차지

각 –11%, -60% 감소하며 저조한 실적을 나

한 중동·산업설비와 아시아·산업설비 수주는

타냈다. 그 외 나머지 공종에서의 수주 또한 약

각각 114억 달러, 74억 달러로 전년 대비 증

51% 감소하였다.

가하며 전체 연간 수주의 64%를 차지하였다.

표 1▶2017 해외건설 수주실적
2017

구분

비중

290

100%

282

100%

동

146

50%

107

아

125

43%

127

북미·태평양

5

2%

유

럽

3

아 프 리 카

7

중
아

중

공종

2016

수주액

합계

지역

(단위: 억달러, %)

시

남

수주액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누계(∼2017)
수주액

비중

3%

7,794

100%

38%

36%

4,235

54%

45%

-1%

2,441

31%

14

5%

-60%

304

4%

1%

6

2%

-47%

194

3%

3%

12

4%

-43%

233

3%

미

4

1%

16

6%

-78%

387

5%

토

목

51

18%

58

21%

-11%

1,422

18%

건

축

24

8%

60

21%

-60%

1,508

19%

산 업 설 비

199

69%

132

47%

50%

4,508

58%

15

5%

-51%

166

2%

전

기

7

2%

통

신

0

0%

0

0%

-672%

33

1%

용

역

9

3%

17

6%

-51%

157

2%

표 2▶2017 10대 지역·공종
순
위

지역·공종
합계

2017

2016

수주액 비중 수주액 비중
290

100%

282

100%

1

중동·산업설비

114

39%

70

25%

2

아시아·산업설비

74

26%

39

14%

3

중동·토목

26

9%

5

2%

4

아시아·토목

24

8%

46

16%

5

아시아·건축

18

6%

31

11%

6

북미·태평양·산업설비

5

2%

7

3%

7

아시아·용역

5

2%

4

1%

8

아시아·전기

4

1%

7

2%

9

아프리카·산업설비

4

1%

10

4%

10 중동·전기

3

1%

6

2%

-

13

5%

57

20%

기타

그림 3▶2014년 전후 지역·공종별 연평균 성장률
(X: 2014-2017, Y: 2007-2014, Size: 2017 수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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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수주 증가율을

설 수주고 또한 급락세를 보였으나 최근 경제

분석해 보면, 2014년을 기점으로 중동 및 아

제재 해제 이후 2017년 52억 달러의 수주고를

시아 지역의 산업설비 수주는 아직 저성장 국

달성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오만에

면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

서도 20억 달러를 수주하며 진출 이래 가장 높

해 중동·토목 수주는 약 26억 달러로 전년대비

은 수주실적을 기록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392% 급증세를 보이며 예년 평균 수준을 회복

우리기업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한 터키에서

하였고, 과거 미약한 수준이던 아시아·전기 수

도 지난 2년간 수주가 저조했으나 2017년에는

주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

14억 달러를 수주하며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했다. 하지만 과거 해외건설 수주의 일정부분

아시아 지역에서는 2017년 한해 예년 수준을

을 차지하던 중동·건축과 아시아·토목, 아시아·

훨씬 웃돌며 29억 달러를 수주한 인도와 진출

건축의 경우 전년대비 수주가 급감한 양상을

이래 가장 높은 수주실적을 기록한 방글라데

나타냈다.

시에서 선전하였으며, 말레이시아에서의 수주
또한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동 지역에서는 이란,
오만, 터키가,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와 방

그밖에 2017년 해외건설 수주의 특징으로는

글라데시가 새롭게 부상하며 2017년 해외건

전년 대비 대형 프로젝트 위주로 합작수주가

설 수주를 주도한 반면 기존 주요 진출시장이

증가함과 동시에 금융조달 방식이 다변화되었

던 GCC 국가와 동남아시아에서의 수주가 전

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기업별 프로젝트

반적으로 부진한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란

수주 규모를 살펴보면, 10억 달러 이상의 대형

의 경우 2010년 경제제재와 함께 우리 해외건

프로젝트는 약 106억 달러 규모로 2017년 수

그림 4▶2017 수주 상위 10개국

그림 5▶2014년 전후 국가별 수주 연평균 성장률

(단위: 억달러)

(X: 2014-2017, Y: 2007-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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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37%를 차지하며 전년 수준을 상회하였

대형 프로젝트의 합작수주 추진, ODA 사업과

고, 합작수주 또한 147억 달러로 전체의 51%

개발형 및 시공자금융 사업 참여 확대 등 수주

를 차지하며 전년보다 증가했다.

방식 다변화를 통해 역내 새로운 시장을 발굴
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과거에는 보통 발주처예산 사업 수주
가 연간 수주액의 80% 이상을 차지했으나 올

2018년 경기전망

해는 그 비중이 70%로 감소한 반면, 시공자
금융, 개발형, ODA 사업 수주가 증가세를 보
였다.

그렇다면 2018년 해외건설 경기는 어떠할
까. 최근 해외수주 상위 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 기업들은 주로 2018년 해

위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2017년 한해 우리

외사업 추진방향으로 현상유지를 꼽으며 기존

해외건설은 핵심지역(중동, 아시아)에서 주력

진출시장 집중을 통한 전문성 확보와 리스크

공종(산업설비) 수주에 집중하면서도 동시에

관리 강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 중심의 수주 전

그림 6▶수주형태(2014-2017)

그림 7▶대형 프로젝트 수주 비중(2014-2017)

표 3▶금융조달별 수주 추이(2014-2017)

(단위: 억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2017

합계

660

462

282

290

시공자금융

69

36

11

61

발주처예산

538

372

237

175

개발형

22

14

1

15

그룹자체공사

25

26

21

10

ODA

6

14

12

29

그림 8▶2017 금융조달별 수주

(단위: 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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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근래 수주실적이 저

요 대외 변수들에 의해 그 변동성이 확대될 수

조했던 일부 기업들의 경우는 2018년에는 적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밖에 4)국제금리, 5)

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며 수주확대와

환율과 같은 거시경제 변수와 6)국내건설 경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부

기 동향 또한 관찰이 필요하다.

를 밝혔는데, 이는 해외건설 경기가 2016년과
2017년을 저점으로 2018년에는 다소 개선될

글로벌 건설시장 동향

것으로 예상하며 그동안 저조했던 해외 수주
실적을 만회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017년 세계경제는 그동안의 저성장, 저물
가 기조에서 벗어나 최근 경기회복 국면으로

최근 저유가 기조 속에 그동안 저조했던 우

진입하였다. 이는 세계 각국의 정책적 노력(통

리 기업들의 수주활동규모가 다소 부담이긴

화 및 재정정책)과 더불어 경기가 바닥을 지나

하지만, 위와 같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사업 추

면서 과잉 공급능력 조정을 통한 수요개선, 글

진방향과 함께 세계경제 회복, 중동 및 아시아

로벌 투자 회복과 함께 교역량이 증대되며 선

건설시장의 확대, 아프리카 및 중남미 건설시

진국의 경기회복이 신흥국으로 확대된데 따른

장의 회복 국면 속에서 2018년 해외건설 경기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세계경제 회복세와

는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메가 프

함께 2018년 글로벌 건설시장은 토목, 건축,

로젝트 위주의 우리 해외건설 수주구조 특성

산업설비 전 부문에 걸쳐 양호한 성장세를 보

상 대형 단일 사업 수주 성패에 따라 그 편차

이며 전년 대비 3.4%(실질) 성장한 10.8조 달

가 클 수 있으며, 추가로 1)글로벌 건설시장 동

러 규모(명목)로 예상된다.1)

향, 2)국제유가, 3)지정학적 리스크와 같은 주

표 4▶세계건설시장 공종별 전망(2016-2020)(단위: 십억달러, %)
구분
전체
건축
토목

규모
성장률
규모
성장률
규모
성장률
규모

2016

2017

2018

2019

2020

9,687

10,223

10,752

11,423

12,076

2.9%

3.0%

3.4%

3.6%

3.1%

5,612.9 5,916.8 6,182.7 6,550.2 6,906.0
3.2%

3.0%

2.6%

3.1%

2.5%

2,010.9 2,140.9 2,293.5 2,460.6 2,619.9
4.8%
2,063.0

그림 9▶세계건설시장 규모 및 성장률

산업
설비 성장률

자료 : IHS Global Insight/IMF WEO

자료: IHS Global Insight

0.5%

4.0%

5.6%

2,165.1 2,275.6
2.0%

3.4%

4.9%

4.1%

2,411.8 2,550.3
3.6%

3.4%

1) 본고의 세계 건설시장 전망은 IHS Global Insight의 자료를 분석 및 인용한 것으로 이는 세계 주요 74개국의 건설지출(construction
spending)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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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역별 최대 규모2)인 아시아 건설시장

된다. 규모 면에서는 아시아 건설시장의 절반

은 그 성장세 또한 가장 가파를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차지하며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3)

2018년 아시아 건설시장 은 전년대비 4.7%

중국과 최근 빠르게 건설시장이 확대되며 일

성장하며 약 5조 3,318억 달러의 규모로 예상

본을 제치고 역내 2위 시장으로 부상한 인도

된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인도의 제조업 중

가 눈에 띄며, 성장 측면에서는 파키스탄, 방글

심 경제성장, 아세안 경제통합(AEC) 등을 통

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등 서남아 지역과 베트

해 역내 사회·경제 인프라 확충이 빠르게 추진

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

되며, 특히 토목과 산업설비 부문에서 여타 지

건설시장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비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

글로벌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기초 경제여건이

그림10▶아시아 주요국 2018 건설시장 규모(억달러, 명목) 및
성장률(%, 실질) / 자료 : IHS Global Insight

그림11▶아시아 건설시장 변화 추이

그림12▶중동 주요국 2018 건설시장 규모(억달러, 명목) 및
성장률(%, 실질) / 자료 : IHS Global Insight

그림13▶중동 건설시장 변화 추이

자료 : IHS Global Insight, BP, IMF

자료 : IHS Global Insight, BP, IMF

2) 2018년 세계 건설시장 규모(10.8조 달러)의 50% 비중 차지
3) 주요 15개국 기준(CIS국가 및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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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하며 인프라 수요가 풍부한 신흥국들을

서는 UAE, 사우디가 역내 가장 큰 규모의 건

중심으로 역내 건설시장의 빠른 성장세가 기

설시장으로 추정되며, 카타르와 이집트의 경

대되나 향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및 선진국

우 높은 성장이 전망된다.

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같은 대외 경제여건 변
화는 불안요인으로 보인다.

단, 변동성이 큰 유가의 향방, 갈수록 고조되
는 역내 지정학적 리스크는 향후 중동지역 신

우리 해외건설의 핵심지역인 중동 건설시

규 프로젝트 발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 또한 저유가 이후 주춤했던 역내 건설경기

역내 건설사업 발주 트렌드가 과거 정부재원

가 다시 살아나며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

위주에서 최근 PPP, 시공자금융 등 민간참여

4)

로 전망된다. 2018년 중동 건설시장 은 전년

확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대비 4.1% 성장하며 약 4,715억 달러의 규모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로 예상된다. 탈석유경제 구현, 사회균형발전
을 위한 경제개발계획 추진과 2022 카타르 월

미국 경제회복세에 힘입어 그동안 억눌렸던

드컵, 두바이 EXPO 2020 등 대형 이벤트 개

건설수요 증가로 호황세를 누렸던 북미·태평양

최를 위한 인프라 수요로 역내 건설지출이 꾸

지역은 2018년에는 그 흐름이 약화되며 전년

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건축과 토

대비 1.9% 성장한 1조 7,584억 달러의 규모5)

목 시장의 빠른 성장세가 예상된다. 규모 면에

로 예상된다. 미국 건설시장이 2017년부터 소

그림14▶세계건설시장 공종별 추이
자료: IHS Global Insight

4) 주요 13개국 기준(리비아, 이라크, 알제리 등 제외), 세계 건설시장 규모(10.8조 달러)의 4% 비중 차지
5) 세계 건설시장 규모의 16% 비중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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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태로 접어든 반면,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

2018. 1월호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획(10년간 약 1,200억 CAD, 교통/상하수도
등)을 발표한 캐나다의 경우 3%대의 높은 성

아프리카 건설시장은 전년대비 2.6% 성장
하며 약 1,046억 달러 규모7)로 전망된다. 아프

장이 전망된다.

리카의 경우 여타지역 대비 산업설비 비중이
유럽 건설시장의 경우 역내 경제 회복세와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유가하락으로

함께 2.2%의 양호한 성장률을 보이며 그 규모

2015년부터 역내 건설시장이 침체되었으나

6)

는 약 2조 4,355억 달러 로 전망된다. 독일, 스

2018년부터 다시 회복세가 기대된다.

페인, 이탈리아의 경우 안정적인 경제상황과
함께 주로 주택, 토목 및 산업설비 부문의 성장

중남미 지역 건설시장 또한 전년대비 2.0%

에 힘입어 건설시장 규모와 성장률 모두 역내

성장하며 6,499억 달러 규모8)로 전망되는 가

평균치를 웃돌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영국은

운데 중남미 최대 건설시장인 브라질의 경우,

브렉시트 여파로 투자환경이 불확실해지며 건

정정불안과 원자재가 하락 등의 여파로 경제

설경기가 저조세로 예상된다.

침체가 지속되며 그동안 건설시장 성장률 또
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2018년에는 경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도 경제 회복세로 교
통 및 산업설비 부문에 투자가 살아나며 건설

제 및 건설경기가 모두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의 경우 비교
적 안정적인 정치상황과 외국인 투자 장려정
책, 적극적인 경제개발계획으로 건축, 토목시
장 위주의 양호한 성장세가 예상되며, 온두라
스,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페루도 주택 및 교
통부문 위주로 안정적인 성장세가 기대된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지속되는 경기침체, 정
정불안 등으로 건설시장 전망은 매우 부정적

그림15▶18년 지역별 규모		

(단위: 십억달러)

이다.

자료: IHS Global Insight

6) 세계 건설시장 규모의 23% 비중 차지
7) 남아공, 나이지리아, 케냐, 세네갈, 카메론 등 주요 4개국 기준(가나, 앙골라,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등 제외), 세계 건설시장
규모의 1% 비중 차지
8) 세계 건설시장 규모의 6% 비중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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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글로벌 수요회복 등으로 배럴당 약 60

국제유가

달러까지 상승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유가의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6년간 연평균 유

상승세는 셰일밴드 효과9)로 지속되진 않을 것

가와 우리 해외건설 수주의 상관계수는 0.89

으로 보이는데, 일부에서는 50~60달러를 유

로 해외건설 수주 - 글로벌 건설시장간 수치

가의 Sweet Spot10)으로 평가하고 있다.

(0.86)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국
제유가는 우리나라 해외건설 경기에 있어 가

향후 국제유가는 주로 세계 경제회복 속도,

장 큰 변수로 꼽힌다.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

미국의 원유 생산 및 수출량, OPEC 감산합의

로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저유가 국면은

진행상황,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라 수

2017년 상반기까지 이어졌으나 2017년 하반

급여건이 변화하며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부터는 주요 산유국의 감산기간 연장, 이란·

보이고, 추가로 미국의 통화 정책 정상화 추진

이라크·베네수엘라 정정불안, 세계경제 회복

에 따른 달러화 가치 변동 또한 눈여겨 볼 필

표 5▶주요 산유국 재정균형 유가

(단위: USD, 배럴)

국가

2009-2014 평균

2015

2016

2017f

2018f

알제리

106.4

106.8

100.3

63.8

54.9

바레인

113.5

118.7

105.7

99.0

95.2

이란

89.4

44.1

58.4

54.7

57.2

이라크

101.6

58.5

46.7

54.1

56.2

쿠웨이트

45.1

47.2

43.1

46.5

47.1

리비아

110.7

199.9

244.5

102.0

78.1

오만

78.9

101.9

88.9

83.6

76.3

카타르

61.7

50.9

50.0

46.8

47.2

사우디

82.3

94.0

96.6

73.1

70.0

UAE

82.2

64.7

60.7

68.0

61.7

아제르바이잔

72.2

67.5

49.8

55.1

52.2

-

63.9

61.6

60.6

60.6

83.6

53.6

57.1

58.5

53.0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자료: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9) 유가 상승 → 셰일오일 생산 증가 → 유가 하락 → 셰일오일 생산 감소 → 유가 상승 → …」의 순환현상으로, 셰일업체들은 정치논
리가 아닌 가격에 의해 생산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 및 유가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됨
10) 적정 수준의 원유생산을 유도하는 동시에 소비수요를 훼손하지 않는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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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이란 핵협정(JCPOA) 불인증 및 파
기 가능성, 사우디 왕실 권력투쟁, 리비아 및

그동안 유가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던 산유국
들은 이제는 저유가 국면에 차츰 적응하고 있

시리아의 정정불안 만성화 등 지정학적 리스
크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는 듯 보이지만 사우디 등 일부 국가의 재정균
형유가는 여전히 현재 유가 수준보다 높은 것

이러한 정세 불안정은 기업들의 수주활동

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중

을 저해하고 역내 투자를 위축하는 등 신규 프

동 등 산유국 시장 여건은 일부 개선될 것으로

로젝트 발주 여건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파악

보이나 현재 분위기를 반등시킬 수 있는 모멘

된다. 세계은행의 ‘세계 거버넌스 지수(World

텀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Governance Indicators, WGI)’를 통해 중동·
북아프리카 정세 안정성을 수치로 확인할 수

지정학적 리스크

있는데, 특히 중동의 정세 안정성은 중동 건설
시장 규모 및 우리 해외건설 수주와 유의미한

우리 해외건설의 주요 활동무대인 중동 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

역은 지난 2011년 민주화 운동(아랍의 봄) 발

어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전략

발 이후 대부분 민주화 정부 수립에 실패하고

적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오히려 이념갈등, 부족 및 종파 간 갈등이 심
화되고 있다. 특히 2014년 IS세력 출몰, 2016

국제금리

년 사우디-이란 단교에 이어 올해는 카타르
단교, 쿠르드 자치정부 독립 추진, 미국 트럼프

세계경기 회복흐름이 지속되면서 그동안 양

그림16▶중동 정세·역내 건설시장·해외건설 수주 상관관계		
자료: World Bank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IHS Global Insight, 해외건설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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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완화 정책을 펼쳤던 주요 선진국들이 미국

국내건설

11)

을 필두로 통화긴축 흐름 을 본격화할 전망이
다. 이는 신흥국의 잠재적 자금유출 요인으로

우리나라 건설산업에 있어 국내건설과 해

작용될 수도 있으나 미국, EU 등 주요국의 통

외건설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다

화긴축이 완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시 말해 우리 건설업계는 국내 건설경기가 어

신흥국의 양호한 경기회복 흐름 및 대외건전

려우면 해외시장에서 활로를 개척하려 노력하

성 또한 높아지고 있어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

고, 해외시장이 어려울 경우 국내시장에서 해

으로 예상된다.

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내년도에는 정부
의 SOC 예산 감소, 주요 공공기관의 신규 프
로젝트 발주 여력 부족, 부동산 규제 정책 등으

환율

로 지난 3년간 이어진 국내 건설수주의 성장세
2018년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정책에 대한

가 꺾일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불확실성 지속, 세계 경기 회복세, 유로화 가치

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승 등으로 달러화 가치는 약보합세가 전망
되는 반면 미국의 신흥국 통화 압력, 국내 경기

시사점

개선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영향에 따라 원
화가치가 올라가며 1050~1150원12)으로 예측

최근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향후 해외건설

된다. 해외건설업계에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경기전망에 대해 들어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경우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의 입찰가격 경쟁력

혼재되어 있다. 우선 향후 경기를 현상 유지 정

이 개선되고 달러로 계약한 해외 사업장에서의

도로 보는 의견이 제법 많다. 별다른 호재가 없

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

다는 것이다.

용될 수 있지만, 주요기관들의 내년도 환율 전
망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우리 해외

다음으로 경기가 더 악화될 것이라 주장하

건설의 가격경쟁력 및 수익성 확보에 다소 부

는 측은 중동 건설경기 악화, 수주경쟁 심화,

담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등 후발주자들의 경쟁력 강화, 우리 기업
이 경쟁력 약화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이는 최
근의 해외건설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현상유

표 6▶원·달러 연평균 환율
2017

지를 꼽은 측과 표현만 다를 뿐 뉘앙스는 비슷

1,156.27 1,108.36 1,126.83 1,095.30 1,053.41 1,132.24 1,161.35 1,131.93

하다. 반면 경기 개선을 이야기하는 측도 있다.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자료 : KEB하나은행 연평균 매매기준율(2017.12.22)

11) 미 연준, '17.10월 자산축소 돌입 및 12월중 추가금리 인상 재개 계획
12) BNP파리바(1050원), NH선물(1060원), 스텐다드차타드 & LG경제연구원(1130원), 모건스탠리(1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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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가회복과 세계경제 회복에 기대해

다. 다행히 2017년 해외건설 수주가 어려운 여

볼만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금이 최악인데 더

건 속에서도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며 그동안

나빠질 것이 있겠냐라는 의견이 더해진다. 이

의 하락세는 일단락 짓는 듯한 모습이다. 또

러한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2015년부터 2017

한 세계경제, 글로벌 건설시장 등 주요 대외 여

년까지 그동안 우리 해외건설업계가 참 어려

건 또한 앞서 확인해본 바와 같이 개선될 것으

운 시기를 보낸 것 같다.

로 기대된다. 어려울수록 미래를 준비해야 한
다고 했다. 2018년 한해는 우리 해외건설이 그

하지만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여전히 우리
해외건설의 발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동안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다시 비상할 수 있
는 준비의 한해가 되길 바란다.

있고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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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유상원조의
국제연계지원사업 현황과 과제1)
박 복 영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 개발파트너십으로서의 연계지원사업

AIDS와 같은 개도국의 질병을 퇴치하기 설립
된 빌게이츠 재단과 같이 대규모 민간자선재

대외원조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감축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단의 설립이 활발해진 것도 최근 국제개발의
중요한 추세 중 하나다.

다. 공적개발원조는 이를 위해 선진국의 정부
가 지원하는 활동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

이처럼 국제개발에 참여하는 주체는 개별

서 개도국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활

국가의 무상지원기관, 유상지원기관, 세계은

동은 비단 정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아니

행과 같은 다자개발은행(MDB, multilateral

다. 최근에는 정부보다는 민간의 활동이 더욱

development bank), UN과 같은 국제기구,

활발해지고 있다. 민간의 NGO가 국제개발

NGO, 민간기업, 투자펀드, 민간자선단체 등

에 참여한 것은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으로 매우 다양해졌다. 이 기관들은 독자적으

민간기업들도 사회공헌활동(CSR, corporate

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지만 다른 기관들과

social responsibility)이나 공유가치창출(CSV,

협력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매우

creating shared value)의 방식으로 기업경

많다. 유상의 금융지원과 무상의 기술협력을

영과 국제개발을 접목시키고 있다. 일부 금

결합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발금융기관이 민

융투자기관들도 사회책임투자(SRI, social

간 자선단체와 협력하여 보건분야 등에서 국

responsibility investment)를 도입하여 투자수

제개발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또 다자개발

익성 추구와 동시에 개도국의 빈곤퇴치라는

은행과 개별 국가의 유상지원지관 그리고 민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말라리아나

간투자자가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개도국

1) 이 글은 필자가 연구자로 참여한『EDCF사업 연계지원 실태평가』(한국수출입은행, 2016년)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집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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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에 대출 혹은 투자를 한다. 이처럼 국

하고 있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다. 이

제개발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 사이의 협력을

를 이용해 시장조건보다 훨씬 유리한 금융조

‘개발 파트너십(development partnership)’이

건으로 개발도상국의 개발사업에 양허성 차관

라고 한다. 최근 가장 발전된 형태의 파트너십

(concessional loan)을 제공하고 있다. EDCF

중 하나는 ‘다부문기관 참여 이니셔티브(MSI,

가 특정 프로젝트에 단독으로 금융지원을 하

multi-stakeholder initiative)’이다. MSI는 정

지 않고 다른 파트너기관과 어떤 형태로든 협

부, 기업, NGO, 국제기구, 자선재단 등 다양

력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흔히 ‘연계지원사업’

한 부문의 기관이 공동의 목표를 갖고 사업

이라고 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연계지원사업

을 추진하기 만든 상시적 협력조직을 의미한

은 다른 개발금융기관들과 공동으로 재원을

다. 백신면역글로벌연대, 즉 GAVI가 대표적인

지원하는 협조융자(co-financing)에 국한될

MSI이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지원 외에 기
술협력(TA, technical assistance)을 제공하는

개발 파트너십이 확대되는 이유는 명확하다.

(무상)원조기관이나 민간기구와 협력하는 형

각 기관은 개발을 위해 나름의 장점과 경쟁력

태가 될 수도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EDCF와

을 갖고 있지만, 취약한 요소 또한 존재한다.

KOICA가 공동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집행하

이런 상황에서 서로 다른 비교우위를 갖고 있

는 소위 유무상 연계사업이 시도되고 있는데,

는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

이것 역시 넓은 의미에서 연계사업이라고 할

면 사업의 효과, 즉 개발 효과성(development

수 있다.

effectiveness)을 높일 수 있다. 즉 동일한 양의
투입으로도 더욱 효과적으로 빈곤감축이나 개

하지만 이런 국내 차원의 협력을 제외하면

발촉진을 달성할 수 있다. 협력을 통한 시너지

국제적 차원에서 유무상 연계사업이 이루어

효과의 창출을 위해 국제사회가 이런 개발파

지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트너십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UN의 지속

협조융자에 한정하여 EDCF의 연계지원사업

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을 살펴볼 것이다. 즉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goals)에서도 개발파트너십이 중요한 가치로

위해 EDCF가 단독으로 금융지원을 하는 것

포함되어 있다.

이 아니라, 다른 기관의 재원과 EDCF 재원이
혼합되는 사업을 살펴볼 것이다. 현재까지 이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유상원조가 실시

런 형태의 연계지원사업으로는 두 가지 유형

한 파트너십 사업의 현황을 정리 및 평가해보

이 있는데, 하나는 MDB협조융자사업이며 다

고 더욱 효과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기 위

른 하나는 혼합신용(mixed credit)사업이다.

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

전자는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유상원조 수단은, 정

등 MDB와 공동으로 금융지원을 하는 사업이

부재원으로 운용되고 수출입은행이 위탁관리

고, 후자는 EDCF차관과 수출입은행의 수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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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금(export credit)을 혼합하여 개도국에 금

이 단독으로 사업을 할 경우 프로젝트 규모에

융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EDCF자금은 개도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러 기관이

개발지원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양허성자금

협조융자를 할 경우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다.

인데 반해, 수출신용자금은 우리나라 수출지원

특히 한 국가를 넘어서는 지역단위의 대규모

을 목적으로 하는 비양허성 자금이다.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예들 들어 동남아시아 여러

두 가지 성격의 자금이 결합되었다는 점에서

국가에 걸친 메콩강개발 사업이 가능해진다.

이 역시 연계지원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EDCF는 MDB나 다른 유상
원조 국가에 비해 재원 규모가 작기 때문에, 협

2. 연계지원사업의 효과와 유형

조융자를 하면 대규모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높일 수 있다. 또한 MDB 등과 같이 국제적으

가. 연계지원사업의 기대효과와 위험

로 신용도가 높은 기관이 파트너십에 참가하
면 상업적 투자자에게는 투자 위험이 완화되

금융파트너십(financing partnership) 혹은

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MDB 등과의 파트너

연계지원사업은 다른 개발파트너십과 마찬가

십 하에서는 민간자본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

지로 개발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

어 개발에 투입되는 재원의 규모가 확대될 수

지만, 다른 부작용을 수반할 수도 있다. 우선

있다.

그 기대효과와 위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다음은 효율성 향상 효과이다. 파트너십
기대할 수 있는 첫 번째 긍정적 효과는 시너

을 통해 다양한 자원과 지식이 결합하여 사

지효과(synergy effect)의 창출이다. 연계를 통

업의 설계, 집행 및 금융조달 조건 등이 개선

해 다양한 주체들의 서로 다른 강점을 결합할

되면 프로젝트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투자의 개발지향성(development

수 있다. 특히 민간 투자자가 참여하면 상업

orientation)이 강화될 수 있다. 또한 단독 기관

적 기준 및 성과기반 관리 등이 적용되어 효

이 시행하기 어려운 복잡한 금융구조를 실현

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조 조화

할 수도 있다. 노하우, 자원, 리스크를 공유함

(harmonization)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이다.

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다양한 공여기관 간의 조정(co-ordination)을

있다. 둘째는 거래비용 절감효과이다. 여러 공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수원국의

여기관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면 수원국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

입장에서는 다양한 파트너와 개별적으로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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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거래비용(transaction

하지만 연계지원사업이 반드시 긍정적 효과

cost)하는데, 협조융자가 이루어지면 이를 절

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하여 사업을 더욱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 셋

다양한 위험이나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세

째는 금융재원의 규모 확대 효과이다. 한 기관

계은행은 연계사업에서 빈발하는 문제점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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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국가프로그램과의 일관성 부족 위험
이다. 연계사업이 수원국의 일반적 프로그램

첫째, 거래비용의 증가 위험이다. 공동의 프

과 제대로 연결되지 않거나 양자가 별도로 분

로그램 하에 있지만 단순히 병렬적으로 예

리된 채 운영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

산수립과 승인절차(parallel budgeting and

혜국이 여럿인 연계사업의 경우 수원국의 주

approval processes)가 이루어지면 수원국이

도성이나 주인의식(ownership)이 약화될 위험

나 공여국 모두에게 오히려 복잡한 절차와 추

이 높다. 마지막으로 성과의 불명확성 위험이

가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세계은행

다. 기존의 연계사업들을 보면 목표나 성과지

내 평가기구인 IEG(Independent Evaluation

표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거나 성과측정에 필

Group)는 세계은행에 오히려 파트너십 프로

요한 통계가 제대로 축적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램을 엄격히 선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가 많다는 지적이다. 연계사업의 경우 성과 프
레임워크가 의무사항이 아니며 파트너십 자체

둘째는 파트너십의 거버넌스가 취약해질 위

가 공여기관 사이의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이

험이다. 연계사업을 총괄하는 적절한 관리구

다. 즉 공여기관 사이에 큰 방향만 합의한 상

조, 즉 거버넌스가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되어

태에서 구체적 성과지표나 우선순위에 이견

도 참여기관 상호간의 분업, 책임성, 투명성

이 있을 경우 그것들이 모호한 상태로 남게 되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

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 다른 위험들

히 투명성이 취약한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

도 있지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연계지원

사이에 심각한 마찰이나 이해상충(conflict of

사업의 기대효과와 위험을 정리하면 <표 1>과

interest)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같다.

표 1▶연계지원사업의 기대효과와 위험
기대효과

위험

① 대규모 사업 추진 가능

① 공여기관 간 조정비용 발생

② 사업발굴의 용이성

② 개별 공여국 자율성 축소

③ 관리의 효율성과 고정비용 절감

③ 소규모 공여국 가시성 축소

④ 사업관리 기법 학습과 혁신

④ 관리위임으로 무임승차 경향

⑤ 분절화(fragmentation) 억제

⑤ MDB의 대리인 문제 발생

⑥ 수원국에 대한 레버리지 확보

⑥ 성과관리 소홀

⑦ 다자기구 통한 수원국 접근성 향상

⑦ 수원국 주인의식 약화

● 출처 : 필자 작성

2) IEG/WB(2014),“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rom working in partnership: Findings from IEG's work on partnership programs and trust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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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기관으로 다자원조기구(ADB, 세계

나. 연계지원사업의 유형

은행 등), 외국의 양자기구(JICA 등), 기타 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EDCF는 이론적으

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조융자사업에 참여

로는 다양한 종류의 재원과 혼합하여 연계사

하는 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사업을 주도하

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른 공적개발자금은 물

는 협력기관만을 고려하여 분류할 수 있다.3)

론이고 상업적 민간자금이나 민간기부금과도

사업주도 기관은 통상 사업의 발굴 및 형성을

협력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EDCF 연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프로젝트에 가장 많은

계사업은 국제개발기구(주로 MDB)와의 협조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융자사업과, 수출금융과 결합된 혼합신용사업
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연계사업의 유
형도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자금형태 및 구조’를 기준으로 하면, 독립적
으로 진행하는 평행융자와 통합적으로 프로젝
트 및 자금을 관리하는 결합융자로 구분된다.

연계지원사업의 유형은 협력기관, 자금형태

평행융자(parallel financing)란 프로젝트를 독

및 구조, 구매특성, 관리수준을 기준으로 분류

립된 부분들로 분할하여 협조융자기관이 분

할 수 있다. ‘협력기관’은 협조융자사업을 함께

담 융자하는 형태의 사업이다. 이 경우 참가기

표 2▶협조융자사업의 유형
구분

협력기관

자금 형태 및
구조

세부항목

내용

다자기구

주도적 협력기관이 WB, ADB와 같은
다자기구인 경우

- 라오스 GMS 북부 송전사업
- 베트남 GMS 남부해안 연결도로

양자기구

주도적 협력기관이 JICA와 같은 타 국가
양자기구인 경우

- 베트남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

기타

주도적 협력기관이 다자 또는 양자기구가
아닌 경우

- 터키 전동차 구매사업

평행융자

프로젝트를 독립된 부분으로 구분하여
참여기관별로 구매 등 진행

- 스리랑카 전자정부 확충사업
- 베트남 밤콩교량건설사업

결합융자

프로젝트를 독립된 부분으로 분할하지 않고
구매 등을 일괄 진행

- 마다가스카르 35번국도 개보수사업

구속성

프로젝트에 필요한 구매의 적격대상을
특정하여 제한

- 방글라데시 철도차량(객차) 구매사업

비구속성

프로젝트에 필요한 구매의 적격대상에
제한이 없음

- 베트남 탱화 사회경제개발사업

종합관리

구매, 자금지출, 모니터링 등 핵심활동을
EDCF에서 종합적으로 수행

- 스리랑카 전자정부 확충사업
- 베트남 밤콩교량건설사업

위임관리

핵심활동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주관기관에
위임하여 수행

- 니카라과 브로드밴드 구축사업

구매특성

관리수준

사업예시

● 출처 : 필자 작성
3) 예를 들어, 니카라과 재생에너지 송변전 사업의 경우 미주개발은행(IDB)를 중심으로 세계은행뿐만 아니라 다수의 양자기관도 참여하
고 있으나, 협력 주도기관인 IDB만을 고려하여 다자기구와의 협조융자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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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상호대등하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차관조

로 협조융자를 실시하였다. 다자기구 중에서

건, 구매절차 등을 결정하고 독립된 차관계약

는 ADB와 가장 많이 협조융자를 추진하였으

을 작성한다. 반면 결합융자(joint financing)는

며, 분야별로는 교통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

협조융자 기관 간에 일정 융자비율만을 정한

지한다.

상태에서 사업주도기관 (주로 MDB)이 프로
젝트를 주관하므로 이 기관의 구매가이드라인
과 절차에 따라 구매가 이루어진다.

EDCF와 수출신용 연계사업인 혼합신용은
모두 4개로 1996년 필리핀 라귄딩간 공항개발
사업이 최초의 혼합신용 사업이었으며, 2005

‘구매특성’은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용역

년 승인된 터기 전동차 구매사업이 가장 최근

및 재화의 구매 시 적격성 제한의 존재 여부

사업이다. 터키 전동차 구매사업은 우리 수출

에 따른 분류로, 제한이 존재하는 구속성(tied)

입은행뿐만 아니라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과 그렇지 않은 비구속성(untied)으로 구분된

도 함께 지원하여 협조융자 사업으로도 포함

다. ‘관리방식’에 따른 분류는 프로젝트에 필요

된다. 혼합신용사업은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

한 구매, 실행 감독, 자금지출 등의 관리활동을

의 수주 지원을 통한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하

수행하는 주체에 따른 분류이다. EDCF와 같

고 있다. 터키 자동차 구매사업은, 경쟁 국가의

은 개별 기구가 자신의 사업범위를 모두 관리

양허성 차관 지원에 대응해 국내 기업의 수주

하는 종합관리와, 중요한 일부 활동을 주관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EDCF의 양허성 차관을

관에 위임하는 위임관리 방식으로 구분된다.

결합한 경우이다. 필리핀 라귄딩간 공항개발

<표 2>는 이런 유형들을 정리하고 각 유형별

사업은 EDCF를 통한 양허성 차관사업으로 시

로 EDCF의 대표적인 사업을 제시한 것이다.

작되었으나, 프로젝트 수행과정 중 사업 범위
확대에 따라 필요한 추가 재원을 수출신용을

3. 우리나라 연계지원사업의 현황
가. 개요

통해 조달하면서 혼합신용으로 구성되었다.
연계사업의 추이를 보면, <그림 1>과 같이
전체 건수 및 금액은 2007년을 기점으로 눈

EDCF는 1994년부터 2015년까지 협조융

에 띄게 증가했으며 최근까지 전반적으로 상

자의 형태로 3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전

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4년부터 2005

체 협조융자의 규모는 약 1조 8백억 원으로

년까지 연계사업 건수는 연평균 1건 이하였으

EDCF 전체 승인 액의 약 14%이 이르며, 주

나, 2007년 이후에는 매년 2건 이상씩 승인되

로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

었다. EDCF의 전체 승인 건수 및 승인액 대

다. ADB, IDB, WB 등 다자기구, JICA와 같

비 연계사업 비중 역시 연도별 변동이 있기는

은 양자기구뿐만 아니라 다자기구와 양자기구

하나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가 복합적으로 협력하는 등 비교적 여러 형태

다. 2004년 이전에는 이 비율이 승인액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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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5%미만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15%내외로

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 MDB 협조융자 규모

증가하였다. 다만 연계사업 중 혼합신용 사업

를 2013년까지 전체 EDCF 지원액의 20% 수

은 전체 4건 중 3건이 2000-2005년에 이루어

준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졌으며 최근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결국 연
계사업의 거의 대부분은 MDB협조융자가 차

나. 지역, 부문 및 유형별 구성

지한다. 2007년 이후 연계사업이 크게 증가한
원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국가별로 보면 <표 3>과 같이 EDCF는 전

EDCF 전체 승인 규모 자체가 크게 증가하였

체 17개국에 연계사업을 수행하였다. 17개 협

다. 전체 규모가 증가하면서 신규 사업의 발굴

조융자 대상국 중 지원규모가 가장 큰 수원국

이 용이한 협조융자의 비율도 같이 상승한 것

은 베트남으로 총 6,240억 원(10건)의 지원을

으로 판단된다. 둘째, EDCF의 주요 파트너인

받다. 베트남을 제외한 다른 16개 국가의 평균

ADB가 협조융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도

지원 건수는 약 1.6건으로 베트남과 큰 차이를

한 요인이 되었다. 이 시기에 ADB도 협조융자

보인다. 그 다음은 3건의 연계사업이 이루어

를 기관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진 방글라데시이다. 해당국가 대상 EDCF 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변화가 EDCF의

체 승인액 중 연계사업의 비율은 각각 23%와

협조융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셋

22% 수준이었다. 17개국 중 10개국에서 연계

째, 우리나라 ODA정책에서도 개발파트너십

사업 시행건수가 1건에 불과해 연계사업이 아

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2010년에 수립된 ‘국제

직 일반화 되지는 않았음을 시사한다.

그림 1▶연도별 협조융자 승인액
● 출처: EDCF 업무통계자료(2016.5)를 이용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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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별로 보면 아시아 대륙에서 22건이 연

부문별로 보면 EDCF 연계사업 승인액의

계사업으로 추진되어 가장 활발했다. 아시아

70%인 약 1조 2,700억 원이 교통부문에 지원

대륙에서 EDCF의 최대 파트너는 역시 ADB로

되었으며, 에너지부문에 12%, 나머지 부문에

18개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그 다음은

6%가 지원되었다. 교통부문은 비중도 높을 뿐

호주의 원조 담당부처인 외교통상부(DFAT)와

만 아니라, 건당 승인규모도 가장 크다. EDCF

8회, 세계은행과 5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아프

전체 지원규모에서 교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

리카에서는 총 8건의 연계사업이 진행되었으

은 36.5%이지만, 협조융자에서는 무려 70%를

며 7개 사업에 이 지역 대표 MDB인 아프리카

차지한다는 것은 연계사업이 교통부문에서 특

개발은행(AfDB)이 참여하였다. 중남미에서는

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통

5건의 연계사업이 진행되었으며, 5건의 사업

부문의 경우 다른 사업에 비해 전체 사업을 개

모두 미주개발은행(IDB)과 진행하였다.

별사업으로 분할하기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표 3▶국가별 EDCF 연계지원사업 규모 (1994-2015년 누계)

(단위: 백만원)

순위

국가

건수

승인액

EDCF 총승인액

총액 대비 비중

1

베트남

10

624,228

2,733,122

23%

2

방글라데시

3

270,152

1,201,265

22%

3

이집트

1

135,870

135,870

100%

4

라오스

3

134,702

407,556

33%

5

에티오피아

1

118,170

202,573

58%

36

1,810,942

총계

-

-

● 출처 : EDCF 업무통계자료(2016.5)를 이용하여 계산.

표 4▶EDCF 연계지원사업의 부문별 구성
협조융자

분야
건수
공공행정

(단위: 백만원)

1

승인액
2,320

승인총액 중
협조융자 비중

EDCF 승인총액
비중
0.1%

승인액
933,491

비중

비중

7%

0.2%

교육

3

103,060

6%

866,676

6.5%

12%

교통

18

1,270,338

70%

4,850,544

36.5%

26%

농수임

1

25,506

1%

560,145

4.2%

5%

수자원, 위생

2

90,016

5%

2,319,926

17.4%

4%

에너지

6

209,770

12%

1,216,829

9.1%

17%

통신

2

44,077

2%

802,642

6%

5%

환경보호

3

65,875

4%

81,593

0.6%

81%

총계

36

1,810,962

100%

11,631,846

100%

● 출처 : EDCF 업무통계자료(2016.5)를 이용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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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예를 들어 긴 연장의 고속도로 건설

ADB나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사업은 모두 평

사업의 경우 구간별로 나누어 각 공여기관이

행융자 형태로 수행되었다. 결합융자로 진행

사업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우리

된 사업은 AfDB와 2건, IDB와 1건이 있으며

나라 주로 택하고 있는 평행융자 형태의 사업

JICA와도 3건의 사업이 결합융자로 수행되었

에서는 이런 물리적 분할 가능성이 중요하다.

다. MDB는 내부 규정상 구속성 자금과는 결합

또한 최대 협조융자 파트너인 ADB가 교통 등

융자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구

인프라 분야에 사업을 집중하고 있는 것도 영

속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EDCF의 연계사업

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은 대부분 평행융자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협력기관별로 보면 전체 36건의 협조융

이런 특성은 관리유형에도 그대로 반영되었

자 중 다자기구와 협력한 사업이 32건(89%)

다. 즉 평행융자 사업은 모두 EDCF가모든 사

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자기구 중에서도

업과정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종합관리 형

ADB와 협력한 사업이 18건(50%)으로 가장

태로 추진된 반면, 소수의 결합융자 사업은

많았으며, 금액에서도 전체 협조융자 금액 중

MDB에 사업관리를 위탁하는 위임관리 형태

약 6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타 다자

로 실시되었다. MDB는 구속성 사업은 프로젝

기구보다 ADB와의 협조융자가 높은 이유로

트 관리를 대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는 첫째, EDCF의 아시아지역 지원비중이 높

나타난 것이다. 또한 결합융자의 경우 사업 발

고, 둘째, 다른 다자기구 보다 ADB가 협조융

굴 및 수행을 주도하는 MDB에 프로젝트의 실

자에 적극적이며, 셋째, ADB와 구속성이 고

질적 관리를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려된 평행융자 형태의 협력이 용이하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다른 다자기구들인 세계은행,

4. 성과와 과제

IDB, AfDB와의 협력 건수 및 비율은 4~5건,
11%~14%로 비슷한 수준이다. MDB 중에서

우리나라 유상원조 즉 EDCF의 연계사업 규

세계은행의 전체 규모가 가장 크다는 점을 고

모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

려하면, 세계은행과의 협조융자 비중이 상대

이고 있어, 국제금융파트너십을 통한 개발지

적으로 낮은 편이다. 양자기구 중에서는 유일

원에 기여하고 있다. MDB와 협조융자가 본

하게 JICA의 주도로 실시된 베트남 기후변화

격화 된 것은 2000년대 중반 무렵이므로 금융

대응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파트너십 측면에서 EDCF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007년 이후 협조융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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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형태 및 구조를 기준으로 보면, 평행융

모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

자가 전체 협조융자 중 건수 기준으로 83.3%,

만, 2010년-2015년에 협조융자의 비중은 1차

금액기준으로 92.5%를 차지해 대부분의 사업

기본계획에서 목표로 한 20%에는 미치지 못

이 평행융자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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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는 연계사업, 특히 MDB와의 협조융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자를 통해 양자개발금융기구로서의 국제적 위

할 과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우선 연계사

상을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협조융자

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연계사업 혹은 협조융

사업의 형성 혹은 집행을 통해 주요 다자 및

자의 전략적 목표나 중장기 계획은 아직 부족

양자개발금융기관들에게 EDCF가 주요 금융

하다. 연계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파트너로 인식된 것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

나 중장기적 규모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지금

다. 특히 아시아지역에서는 ADB의 핵심 파트

까지는 개별 사업별로 판단하여 추진하고 있

너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아시아인프라

는 실정이다. 또한 개발파트너십의 한 형태로

개발은행(AIIB)의 활동이 본격화되면 MDB의

서 연계사업이 당초 기대한 기관 간 시너지효

참여 요구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10여

과를 창출할 정도로는 아직 발전되지 못한 것

년간 세계은행, ADB, AfDB, IDB과 MOU체

으로 판단된다. 대다수의 사업이 평행융자 형

결 등을 통해 협조융자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

태로 이루어지고 단독사업과 큰 차이 없이 집

한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행 및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너지효과
창출, 거래비용절감, 수원국행정비용 절감, 상

협조융자를 통해 EDCF가 얻은 가장 큰 이

호학습 등의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

익은 사업발굴의 용이성과 대규모 사업 참여

이다. EDCF 내부의 연계사업 관리체계를 개

기회의 획득인 것으로 판단된다. EDCF 해외

선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사무소의 수나 규모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

협조융자 요청이 들어오거나 사업을 발굴하는

서 양질의 사업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데, 협

과정에서 연계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할 기준

조융자의 경우 MDB가 발굴한 양질의 사업에

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계사업 추진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

이후에는 개별사업의 평가와 별도로 연계를

히 EDCF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사하라이남

통해 얻은 부가적인 효과 등을 평가할 필요가

아프리카지역이나 국가에서 AfDB와의 공동사

있다.

업을 계기로 개발사업 참여의 기회를 얻기도
하였다. IDB와의 협조융자 역시 중남미 지역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EDCF 연계지원사

에 대한 지원확대의 채널이 되고 있다. 한편 한

업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할

국가를 넘는 지역범위(region-wide) 사업(예,

것이다. 우선 EDCF는 MDB 협조융자를 포함

메콩강유역 개발사업(GMS))이나 기후변화대

한 연계사업을 전략과 중장기 계획에 따라 체

응과 같은 글로벌 공공재 사업에 참여하는 결

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단독

과도 얻었다. 협조융자 사업의 EDCF 평균 재

사업이 아닌 연계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전

원투입 비율이 35%인 점을 감안하면, EDCF

략적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사

단독 수행 시 대비 약 3배 규모의 사업에 참여

업 참여와 같은 장점도 있는 반면, 공여국의 자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율성, 가시성, 책임성 약화 등의 위험도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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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신중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

가 늘어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베트남
의 ‘6개 은행 협의체’와 같은 상시적인 대화채

그리고 연계사업의 중장기(5〜10년) 목표비

널의 확보와 지역사무소 인력 및 역량의 확대

율, 전략분야 및 전략지역 등을 설정한 후 이에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력 등의 제약으

맞추어 사업 발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

로 현재는 모든 지역사무소가 이런 역할을 하

째, 연계사업의 발굴을 더욱 적극적이고 주도

기 어려우므로 5개 내외의 연계사업 발굴 거점

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EDCF지원전략에 부

사무소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

합하는 양질의 사업발굴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이다. 수출신용자금과의 연계를 위해서도 수

EDCF가 발굴 단계부터 참여하려는 노력이 필

출신용부서와 EDCF간의 혼합신용사업 발굴

요하다. 지금까지는 MDB가 사업발굴을 한 후

을 위한 협의채널이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마

EDCF에 자금참여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

지막으로 협조융자 형태를 다변화하고 결합융

어졌기 때문에 EDCF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자 등도 추진하여 시너지효과 제고와 수원국

경우가 많았다.

행정비용 절감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구속성 조건 하에서는 결합융자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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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수원국 지역사무소에서 MDB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협조융자

및 여타 파트너기관과 협의를 통해 상향식

의 확대를 위해서는 구속성 조건의 유연화 및

(bottom-up) 방식으로 사업을 발굴하는 사례

단계적 축소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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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대륙에 한국 공간정보
기술의 씨앗을 심다
조 정 관 LX한국국토정보공사 글로벌사업처 팀장

네덜란드의 지리학자이자 지도제작자인 헤

12억명의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대

르하르뒤스 메르카토르는 1569년 우리가 흔

륙이다. 인종학살과 독재, 내전 등으로 형성된

히 알고 있는 세계지도의 초안을 완성하였다.

편견은 르완다 키갈리시의 깨끗한 거리와 서

메르카토르 도법이라고 하는 투영법이 적용된

구화된 복습, 키갈리 컨벤션 센터의 위용 앞에

지도는 적도부근의 경우 비교적 실제와 가깝

여지없이 무너진다. 우리에게 간혹 원시부족

게 지모를 표현하고 있는 반면, 북극과 남극으

의 마지막 보루처럼 여겨지는 아프리카는 그

로 갈수록 왜곡이 증가하여 정확도가 떨어지

러나 세계 최고수준의 커피가 생산되고 연중

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필자가 생소한 지도얘

기후여건이 좋고 토양이 비옥하여 농업여건도

기를 꺼내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내재된 편

좋은 편에 속한다.

견과 잘못된 세계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함
이다.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탄자니아의 경우에도
약 94만 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의 면적 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광활한 대륙

교했을 때 약 9배의 영토를 가진 대국이자 남
부지역에 풍부한 천연자원, 건실한 대외 경제

지도는 흔히 사용자의 세계관이 반영된다고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지도의 경우 유럽

정책 및 정치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연 5퍼센트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편의를 위해 제작된
것이다. 이 지도에서 아프리카는 그린란드와

세계의 각축장 아프리카

비슷한 크기로 묘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약
15배가량 아프리카가 크다. 아프리카는 세계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리의 머릿속

6대주 중 아시아 다음으로 큰 대륙으로 인구

에 잠재해 있는 세계지도처럼 아직도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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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 속에 굶주리고, 도움이 필요한 비문명화

보 서비스는 비단 공간정보 구축 및 가공기술

된 곳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실상은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광통신망 등 데이터 통신인프라

가장 젊은 평균연령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장

의 구축이 핵심적 요소이다.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매력적인 시
장이다.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의 경우
에도 E-Government 등 전자정부구축을 기치

중국의 대 아프리카 직접투자규모는 2000

로 내걸고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

년대 초 약 5억달러 수준에서 2010년 이후 약

하는 등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

10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우리

나 내부역량 및 재원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나라 대 탄자니아 ODA규모는 2006년 3.8백

겪고 있는 실정이다.

만 달러 규모에서 2015년 71.29백만 달러 규
모로 대폭 상승하는 등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탄자니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토지
부문의 후진성이 국가성장의 큰 걸림돌로 작
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거래의 안전성과

아프리카 공간정보 시장과 토지부문
수요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토지행정, 토지
등록, 등기제도가 완비되어야 함에도 토지부
문의 인적/기술적/물적 인프라의 부족은 장기

지상·지하·수상·수중 등에 존재하는 자연적,
인공적인 물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

적으로 대외직접투자에 제한요소로 작용하여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를 통합한 것을 공간정보라 한다. 지적에 관

이에 따라 월드뱅크 등 다자간 국제개발은

한 공간정보를 예로 들면 지적측량 및 지도제

행의 공적원조를 중심으로 이러한 토지문제에

작기술을 활용하여 수집된 위치정보인 좌표,

대한 해결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

경계선, 위치 등에 소유자, 토지등급, 지목, 지

되는 한편 토지부문 기술수요가 크게 증대되

번 등의 정보를 수록하여 제작한 것이 공간정

고 있다.

보이다. 이렇게 제작된 공간정보는 ICT기술을
활용하여 각 가정에서도 손쉽게 검색, 조회, 출

공간정보와 먹고사는 문제

력할 수 있는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
용된다.

혹자들은 ‘의식주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에서 무슨 공간정보 구축이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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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ICT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고 말하기도 한다. 미등록 토지문제를 해결하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구선진국에서는 공간정

기보다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거나 병원을 신

보를 활용한 위치기반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

축하여 제공하는 것이 탄자니아 국민에 실질

되고 활용되기에 이르렀는데 ICT기반 공간정

적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일 것이다. 일견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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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적 같지만 탄자니아의 경우 한해 토지분

토지제도의 개선 없이 국가 발전을 기대하기

쟁으로 인해 많은 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

어렵고, 경제발전을 위한 초석을 쌓는 일은 더

다.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목초지의 분포패턴

더욱 요원하다. 국가 하드인프라 시설을 건설

이 변함에 따라 그간 소와 염소 등 가축을 사

해주는 것보다 낙후된 토지제도 개선을 위한

육하는 유목민의 본거지가 농민이 소유한 농

우리의 토지부문 소프트 인프라 노하우를 전

토 인근으로 이동되게 됨에 따라 유목민과 농

수해 주는 것이 그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민사이에 토지소유 및 이용권 분쟁이 빈번하

있다는 것이다.

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토지는 국가의 엄격한 관리와 등록 체

우리에겐 고루한 기술, 아프리카에서는
최신기술

계 하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탄자니아의 국토는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

우리나라에서 국토의 모든 정보는 지상·지

령 즉, 국가가 관리하고 소유하게 되어 있다.

하·수상·수중에 가릴 것 없이 전자적으로 구축

탄자니아에서 토지는 소유의 개념보다 이용과

되고 지도화 되고 공간정보화 되고 있다. 구글

분배의 개념이 강한 공공재로 인식되는 것이

이 탐내는 기본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임에

사실이다.

도 우리나라 공간정보 내수시장은 열악한 실
정이다. 공간정보 인프라구축체계가 완비되어

전체 국토는 관리주체에 따라 일반용지, 마

있고 제도화되다 보니 관련 시장의 확대에 어

을용지, 보존용지로 구분되는 데 전체 70퍼센

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보유한 공간

트를 차지하는 마을용지의 약 10퍼센트만 공

정보체계구축을 위한 데이터취득기술, 처리기

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

술, 가공기술, 구축기술 등은 시장의 한계에 부

유로 비정규적 토지이용, 난개발 등이 심각

딪어 확장되지 못하고 있고 관련기술은 수요

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처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을 수행하

1960년대와 같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

고 있는 민간기업은 대부분 영세한 실정이다.

드는 인구들이 도시주변에 무단으로 정착하
여 정착촌화 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토지권원

공간정보 분야의 해외진출이 관련 산업의

보호를 위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발전을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이다. 도면전

있다. 또한 낮은 지가 수준, 토지등록율 및 토

산화를 예를 들어 보자. 도면전산화는 국가에

지행정 체계 미흡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시장,

서 관리하는 공적장부, 도면들을 디지털화 하

부동산 금융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는 기술이자 과정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실정이다.

모든 토지부문 도면전산화가 완료된 상황으
로 관련시장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가

국부의 대부분은 국토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단순하다고 여기는 기술을 탄자니아 등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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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 시장에 적용해보자. 아직도 수백만 장의
지적도와 지형도, 공적장부들이 보다 효율적

공간정보 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
확보, 우리 기술의 씨앗을 심다

인 방법으로 전산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
리에게 고루하고 사양화된 기술도 아프리카에

필자가 몸담고 있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

서는 시급하고 최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는 2006년부터 공간정보 관련 해외사업을 추

신기술인 것이다.

진하고 있다. 해외사업 전담조직 내에 공간정
보해외진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공사

대한민국 공간정보 기술의 경쟁력

자체 예산을 활용한 해외사업 지원사업 발주,
매 분기별로 국내 민간기업과 함께 해외진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및 ICT 인프라 수준은

동반성장 워크숍도 개최하는 등 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유수의 국가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서 민간기업과의 동반성장과 해외진출을 위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짧은 압축성장의 결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과로 발생한 다양한 토지부문 문제들에도 불
구하고 우리나라의 토지제도와 행정, 관리기

아프리카 대륙의 경우 국내 실력 있는 민간

술, 최적의 ICT인프라에 기반을 둔 창의적 서

기업들과 함께 탄자니아, 모잠비크, 르완다, 에

비스들은 여러 개발도상국들 사이에 동경에

디오피아 등의 국가에서 공간정보 시장개척

대상이 되고 있다. 강남구청을 방문한 월드뱅

및 사업화 수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외 진

크 토지분야 전문가도 모든 정보가 효율적이

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의 측량장

고 체계적으로 공유 되는 우리나라의 토지행

비를 기증하기도 하고, 매년 국토부 주최로 개

정체계와 신속한 대국민 서비스에 엄지손가락

최되는 국토엑스포를 통해 외국 인사를 초청

을 치켜세운다.

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초청연수를 실
시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공간정보기술이

우리나라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세계 어
디에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성장의 노

더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해외시장에 소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우를 가진 국민, 실력 있는 공간정보 관련 민
간기업, 해외진출을 독려하는 정부의 노력이

그간 해외시장 개척 노력과 진심으로 뿌려

더해지고 해외사업 노하우가 결합되면 공간정

둔 씨앗이 아프리카대륙에서 싹트고 큰 열매

보 기술력 및 수주실적도 대폭 개선되리라 전

가 되길 기대해 본다.

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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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류인프라 구축 동향 및
전망과 시사점 3
- 일본의 글로벌 수송인프라시장 진출전략
임 재 국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위원/Ph.D.

1. 일본의 해외 인프라시장 진출 배경

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의 대신으로 구성
된 “경협 인프라 전략회의”를 설치하였으며,

일본이 세계에 자랑하는 교통/수송시스템,
에너지·플렌트, 상하수도 분야 인프라의 해외

동년 5월에 “인프라시스템 수출 전략”을 수립
하였다.

진출은, 글로벌시장에서 일본의 존재감을 보
여주기 위한 수단 외에도 건축·토목, ICT
（정

인프라시스템 수출 전략은 2020년 일본기업

보통신기술）, 전기·전자, 에너지 등 성장산업

의 인프라관련 수주액 30조엔을 목표로 하고

에의 파급효과를 노리고 있는 측면이 있다. 과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①

거 일본이 인프라 시장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민연대

극복하고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미래예

추진, ② 인프라 시스템의 해외 수출을 담당하

측”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

기 위한 기업·지방공공단체, 인재 발굴 및 육성

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정부는 아베정권 출

지원, ③ 선진기술과 지적재산 및 노하우를 활

범 후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하고 있으

용한 국제표준 획득, ④ 미개척 분야 진출지원,

며, 지금까지 정부주도의 시행착오를 극복하

⑤ 안정적이고 저렴한 자원 확보 추진을 정하

기 위해 관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책
（PPP：

였다. 또한 동년 6월에는 각의에서 “일본 재부

Public-Private Partnership）으로 전환하고 있

흥 전략”을 의결하는 등 관련 부처를 망라하는

는 것을 볼 수 있다.

체제를 갖추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1 일본의 글로벌 인프라시장 진출
지원정책 :국토교통성 정책을 중심으로

특히, 각의의결에 따라 주무부처인 국토교
통성이 국토교통 분야의 인프라시스템 수출을
추진하는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국토교통성

일본 정부는 2014년 3월에 내각의 관방장관

은 일본기업들이 경쟁국과의 수주경쟁에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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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고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규격을 반영시키는 한편, 상대국의 규격·표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화를 지원하여, 일본기업의 진출·수주 환경을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본의 강점을 발휘하고,

유리하게 조성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밖에

상대국의 니즈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

최근 들어 상대국의 법령이나 상관행의 상이

요하다는 인식하에,

점에서 기인하는 각종 분쟁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기업이 증가하는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

① 톱 세일즈나 국제회의에서 정보발신 등

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성에 “해외건설 핫

을 통해 프로젝트 구상단계에서부터 참

라인”을 설치하였으며, 국토교통성이 주체가

여를 목표로 하고, 일본의 기술과 기준을

되어 양국 간 대화를 통한 비즈니스 분쟁 해결

국제표준이나 상대국의 표준을 통해 일

을 지원하고 있다.

본 기업이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고,
그러나, 일본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
②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일

하고 일본의 운수분야·도시개발 사업자가 해

본기업들의 분쟁 등의 해결을 지원하는

외시장에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사례는 늘지

등 일본기업의 수주와 비즈니스를 다각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

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는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선진국 등 해외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일본의 기술에 의한 높은 안정

는 현지의 운영사업자가 존재하여 제품만 납

성과 신뢰성, 운영단계를 포함하여 가성비 우

품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본의 운수관련 인

위성을 상대국에 어필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

프라 제조업자(메이커)가 세계각지에서 제품

해 담당대신을 위시하여 관민일체로 톱 세일

의 우위성을 전면에 내세워 진출해 왔다.

즈나 상대국 요인의 방일, 세미나 등을 개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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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구상단계에서부터 상대국의 니즈를 파악하

또한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정

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관민연대 분

부기관에 의한 공공투자를 재원으로 하는 것

야로 표1과 같은 글로벌 유망프로젝트를 선정

이 중심으로 운영까지는 요구하지 않았다. 더

하고, 도로, 항만물류, 에코시티(Eco City), 철

욱이 일본 내수시장 수요가 상당부분 존재하

도, 공항, 물 관련 분야의 인프라나 방재분야에

여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하는 기업에 있어서

있어서는 부처의 관할을 넘어 해외 관민협의

도 리스크가 큰 해외시장 진출을 회피한 측면

회 등을 설치하고 있다.

이 있었다.

국제표준에 있어서는 국제규격의 제정을 향

두 번째는, 전술한 것과 같이 신흥국의 급속

한 각종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일본의

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시장이 급속하게 확

K-BUILD저널

2018. 1월호

대됨에 따라 건설이나 제품의 납품뿐만 아니

세 번째는, 인프라시장 특유의 높은 리스크

라 운영까지 요구되는 PPP형 사업이 증가한

가 큰 장애물로 존재하는 것에 기인한다. 인프

것에 기인한다. 특히, 신흥국의 경우에는 사업

라 투자는 거액의 재원이 소요되어 투자회수

운영 경험이 충분하게 축적되어 있지 않은 관

에 상당기간이 걸리는 기간 리스크, 계획한 대

계로, 사업권을 부여해 경험이 풍부한 기업에

로 이용자가 증가하지 않는 수요 리스크, 상대

게 사업운영을 위탁하는 형태가 발생하고 있

국 정부가 관여되는 경우가 많아 상대국 정부

다. 또한 중국이나

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와 같이
현지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는 것

한국 등 신흥국 메이커의 경쟁력이 높아
져 제품의 가격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케이스

은 리스크가 크며 민간 기업에 있어서는 간단
하게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

가 증가하였으며, 프랑스의 파리교통공사나
VEOLIA 등 인프라 운영기업이 이미 아시아

일본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해

를 포함한 신흥국에 진출해 있어 운영분야를

외 인프라 시장 진출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

포함해 각국 인프라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

력원으로 만들기 위해, 2013년 국토교통성에

진 것이다.

“출자”와 “사업참여”를 일체적으로 운영하기

표 1▶글로벌 지역의 참여 유망 수송인프라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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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정부출자기관 설립 준비를 지시하였다.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 4월 국회에

1.2 ㈜해외 교통·도시개발 지원기구
(이하 지원기구)의 역할 및 주요사업

서 “주식회사 해외 교통·도시개발 지원기구 법
1)

”이 통과 되었으며, 국가 예산으로 2014년도

(1) 지원기구의 주요업무

에 1,095억엔(산업투자585억엔, 정부보증 510
억엔)이 조성되었다. 그 후 표2과 같이 철도,
항만, 해사, 도시, 철도, 건설, 물류를 포함하여

지원기구는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폭 넓은 분야의 15개 민간단체가 발기인이 되
어 관민 합계 약 108엔의 융자를 받아 10월 20

① 출자

일 기구가 출범하였다.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인프라사업에 참여할
시, 현지에서 사업운영을 영위하기 위해 관

표 2▶주식회사 해외 교통·도시개발 사업 지원기구 발기인 일람
단체명
물류
토지·건설산업
도시·주택

사단법인 일본물류단체연합회
사단법인 해외건설협회
사단법인 해외 에코시티프로젝트 협회

도로

사단법인 일본교량건설협회
사단법인 일본도로건설협회
사단법인 콘크리트건설업협회
일본 고속도로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철도

사단법인 해외철도기술협력협회
사단법인 일본민영철도협회

해사

사단법인 일본선주협회
사단법인 일본조선공업회

항만

사단법인 일본매립준설협회
사단법인 일본항운협회
사단법인 일본공항연합기술센터

항공

사단법인 전국공항빌딩협회

합계15단체

1) 정부는, 상시 기구에서 발행한 주식총수의 과반이상을 보유해야하며, 금후 프로젝트의 진전 등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기구에 증자하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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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지

섭을 담당하는 역할을 통해 정치적인 리스

원기구는 이들 관계기업과 공동으로 현지사

크 감소를 도모할 수 있다.

업체에 출자하는 구조 이다. 지원기구가 공
동출자함에 따라 해외 인프라 사업의 높은

(2) 지원기구의 지원 사업 대상범위

리스크를 민관사업자와 분담할 수 있어 파
이넌스 조성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효과를 얻
을 수 있다.

지원기구의 지원대상은,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물류, 선박, 해양개발, 버스운송, 도시·주
택개발 등 폭 넓은 분야에 걸친 수송사업·도시

② 사업 참여

개발 사업이며, 나아가 그 사업들을 지원하는

지원기구는, 출자프로젝트의 현지사업체에

것도 포함된다. 해외 지역에 관한 제약조건은

대해 일본의 선진기술과 경험을 활용하기

없으며, 기존 안건도 지원 대상에 포함 된다.

위해 필요에 따라 임원과 기술자 등 인재파
견을 통해 사업 참여를 한다. 사업 참여를 통

（3）지원결정 프로세스

해 상업적인 리스크 감소를 도모할 수 있다.
지원기구법에 있어 지원기구는 지원결정 프
③ 상대국 측과의 교섭

로세스과정에서 국가가 정하는 지원기준에 따

공동출자자 중 일본정부의 출자기관 으로서

르게 되어 있다. 동 기준은 2014년 10월 국토

상대국과 교섭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교

교통성의 고시로 공포되었지만, 기본적인 개

그림 1▶지원 심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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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은, ①
「정책적 의의」，②
「민간기업 이니쇼티

성확보를 해야 하며, 이러한 요소들을 포

브」，③
「장기적인 수익성 확보」등 3가지로 볼

함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기구 내부

수 있다.

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할 것

주요 골자로는,

지원 결정은, 그림1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치

① 일본이 축적하고 있는 지식, 기술 및 경험

며, 지원기구법에 따라 공정성, 중립성, 투명성

이 활용되어 일본 기업의 해외시장진출

을 확보해야 하며,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각 1

촉진에 연결될 것

명, 기타 등기이사로 구성하는 “해외 교통·도
시개발사업 위원회」를 설치해 개별 프로젝트

② 민간기업 보완성을 배려하여 민간기업
과 연대·조정하여 출자 등의 자금공급이

에의 출자 등 지원내용을 결정한다. 실제 출자
는 정부의 인가를 받은 후 이루어진다.

될것
그림2에 지원기구의 설립목적과 업무 및 관
③ 적절한 분산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수익

그림 2▶㈜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 지원기구(JOIN)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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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파트너는 브라질 최대의 민간그룹 중

2. 일본의 해외 수송 인프라시장
진출 사례 (지원기구 사례)

하나인 Odebrecht그룹이며, 일본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그림3과 같이 Odebrecht
Mobilidade S.A.
（이하
「OM」）이라는 목적회

2.1 수송인프라 분야

사를 설립하였다. 목적회사인 OM이 주체가
되어 표3과 같이 ①리오데자네이로시 근교 도

【브라질 도시철도 프로젝트】

시철도(SuperVia), ②상파울로시 지하철6호
본 프로젝트는 지원기구와 미쯔이물산, JR

선（2021년 개통예정）, ③리오데자네이로시

서일본이 브라질 도시철도사업에 참여하기 위

LRT, ④고이아니아시 LRT（2018년 개통예

해 일본측 컨소시엄을 구성, 약56억엔을 출자

정）등 4개의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이다.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5년 12월 9일 국토
교통성의 인가를 취득하였다. 동 프로젝트의

지원기구는 2014년 11월부터 본 사업을 진

그림 3▶투자구조 및 사업내용

표 2▶대상사업과 사업내용
리오데자네이로주
근교철도(SuperVia)

상파울로

리오데자네이로

고이아니아

지하철 6호선

LRT

LRT

사업형태/기간

컨셉션/
1998~2048년

PPT/
2014~2039년

PPT/
2013~2038년

PPT/
2016~2051년

개통예정시기

개통

2021년

개통

2018년

OM출자비율

60.0%

13.7%

24.9%

90.0%

시스템/노선거리

근교선/270km

지하철/15.3km

LRT/28km

LRT/14km

수송능력

170만/일

100만/일

28.5만/일

24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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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있던 미쯔이물산의 지분 일부를 JR서

남 물류시장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강화 하고

일본과 동시에 취득하는 형태로 본 사업에 참

있다.

여하였다. 주요한 참여 목적은 일본의 철도운
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기술자를 파견하거나

본 사업은 지원기구가 물류인프라에 투자한

현지 기술자 육성을 지원하여 안정성과 서비

제1호 사업으로, 냉동 창고의 시설과 시스템

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화, 운영까지 염두에 두고 투자하였다.

과거 일본의 철도사업과 관련한 해외시장

【항만개발 및 운영】

진출은 차량이나 신호기기 등의 수출 분야에
서는 실적을 쌓아왔지만, 철도사업자가 해외

본 사업은 지원기구 설립 후 제1호 안건에

여객철도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사례는 없

의해 조성된 프로젝트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

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지원기구의 지원

다. 특징으로서는 재무적 투자자가 아닌 화주

및 JR서일본의 사업 참여로 해외철도운영 실

와 물류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인프라 활

적이 축적하여 글로벌 철도운영사업 분야에서

용도 및 운영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구성되

일본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숨어있다.

었다는 점이다. 또한 본 사업은 항만운영사업
자인 다쯔미(辰巳)상회가 참여하여 일본의 물

2.2 신규 분야

류기업으로서는 최초로 베트남 현지의 항만운
영사업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

【물류센터 개발 및 운영】

다. 프로젝트 대상지역인 치바이항은 호치민
시 중심부에서 남쪽으로 60km 떨어져 있으며,

지원기구는 최근 들어 지원사업의 범위를

후미공업단지와 주변에 교에이(共榮)제강의

전방위적으로 넓히고 있다. 특히 베트남과 인

자회사 등 철강메이커가 진출해 있으나 철강

도네시아는 자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소

을 주력으로 취급하는 항만이 없어 향후 성장

득이 증가함에 따라 유통의 근대화를 추진하

성을 염두에 두고 진출을 결정하였다.

고 있다. 특히 냉장/냉동물류(콜드체인물류)는
물류분야에서도 가장 낙후 된 인프라와 전 근

3. 시사점

대적인 운영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최근 들어
외국의 자본투자가 활발해 지고 있다.

전술 했듯이 최근 일본의 해외 인프라시장
진출은 관민일체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동

42

지원기구 역시 이러한 시장의 니즈에 주목

안 일본의 해외 수송분야 인프라시장 진출은

하고, 그 중에서도 2억명을 상회하는 인구를

카지마나 시미즈, 다이세이 등 종합건설업체

가진 인도네시아와 근년 1억명에 가까운 인

를 위시해 치요다 등 엔지니어링 업체, 미쯔이,

구와 급속한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베트

미츠비시 등 상사들이 단독 혹은 컨소시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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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와·마눈갈 공업지구 냉동/냉장 물류센터 운영
사업개요
- 사업인가 : 2017년 1월 24일
- 참여기업 : 니시카와(川西) 창고, 지원기구(JOIN)
- 출자금액 : 약 20억엔(지원기구:9억엔)
- 규모 : 건평 약 5,600 ㎡
●

트럭용 반출구 : 15개

●

냉동 (-20℃) ：1고(庫)

●

냉장 (-0~5℃) ：2고

●

정온 (15～20℃) ：3고

- 완공시기 : 17년 12월
소재지 및 센터 조감도

43

K-BUILD 특집

항만계발 및 운영
사업개요
- 사업인가 : 2015년 10월 27일
- 참여기업 : 교에이(共榮)제강, 다쯔미(辰巳)상회,
지원기구(JOIN)
- 출자금액 : 약 20.5억엔(지원기구:12억엔)
- 규모 : 터미널 2선석
- 완공시기 : 16년 가동
소재지 : 호치민시 치바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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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민간과 협력하여 시장진출의 주체로 나서
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

민간 단독 형태에서 관민일체형 수주로 진

다. 해외시장의 정보획득과 인적, 물적 네트워

출 전략의 패러다임시프트가 이루어 진 계기

크와 사업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상사와 건설/

는 아마도 2013년 일본 정부가 수립한 ‘인프

엔지니어링 등 시공업체들이 역할분담을 하

라 시스템 해외진출 행동계획’일 것이다. 매년

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자금 지원이 더해져

이를 보완해 2016년 진출 전략의 구체적인 실

강력한 시너지를 내고 있다.

천사항을 발표하고 해외 인프라시장의 주도권
탈환에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도 민간 기업이 한계성을 갖고 있
는 정보력과 자금력, 협상력분야에서 민간에

이 전략들 중, 수송인프라 관련 분야는 2014

게 힘을 실어 준다면 우리 기업들의 설계ㆍ조

년 3월에 내각의 관방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관

달ㆍ시공(EPC) 능력과 결합되어 수주 경쟁력

계부처의 대신으로 구성 된 “경협 인프라 전

은 배가 될 것이고 많은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

략회의”를 설치하였으며, 동년 5월에는 국토

다. 프로젝트 수주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안으

교통성이 중심이 되어 “인프라시스템 수출 전

로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일본 등 경쟁국들의

략”을 수립하였다.

움직임을 잘 분석하여 치밀한 전략을 수립한
다면 성장잠재력 이 큰 해외 수송인프라 시장

일본정부가 과거처럼 자금 지원, 즉 공적개

에서 강국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발원조(ODA)가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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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obs 진출전략 및 시사점

조 성 원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부장

1. 기업 개요

Jacobs는 2015년 National Government
Programs, Chemicals and Polymers, Refining,

2017년 Fortune Most Admired E&C 기업
1)

Infrastructure, Oil & Gas, Buildings,

에 3위 로 선정된 Jacobs Engineering(이하

Industrial and Other, Pharmaceuticals and

Jacobs)는 1947년 엔지니어링 컨설턴트로 설

Biotechnology, Mining & Minerals부문

립되어 프로젝트 서비스, 프로세스&컨설팅,

에서 Aerospace & Technology, Buildings

시공 및 O&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6

& Infrastructure, Industrial, Petroleum &

년 기준, 프로젝트 서비스 매출비중은 67.1%

Chemicals부문으로 유사 공종간 효율성 제고

로 가장 크며 O&M이 약 13%, 시공 및 프로세

를 위해 재편하였다.

스&컨설팅 매출비중은 약 10%씩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급인력 중심의 엔지니어
링부문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항공우주&기술(Aerospace & Technology)
부문은 원자력 및 기술지원 서비스를 비롯해
국방, 항공우주, 자동차산업을 위한 E&C를 제

폭 넓 은 Va l u e C h a i n 을 보 유 하 고 있

공한다. 주요 발주처는 영국 국방부, 영국 원

는 Jacobs의 사업영역은 항공우주&기술

자력 해체청, 미 항공우주국, 미 국방부, 미 특

(Aerospace & Technology), 토건(Buildings &

수전 사령부, 미 정보기관, 호주 국방부 등인

Infrastructure), 산업(Industrial), 석유&화학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관시설 설계, 시공, 운

(Petroleum & Chemicals)으로 구분된다.

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토건

1) Jacobs는 5년 연속 Fortune E&C부문 Most Admired 기업에 선정되었으며 2017년 1위는 Fluor, 2위는 Emcor Group, 4위 Peter Kiewit
Sons’
, 5위 Aecom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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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s & Infrastructure)부문은 미국, 영

개보수 및 건설을 담당하고 있다. 석유&화학

국, 호주 및 아시아 정부기관과 민영 화물수송

(Petroleum & Chemicals)부문은 석유&가스,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공을 포함해 정부 정보,

정유, 석유화학 업계에 컨설팅, EPC, PM, 유

바이오, 데이터센터, 과학기술 교육을 위한 인

지보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고정 및 부

프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식 플랫폼, 해저 고정시설, 게더링, 처리, 수
송 파이프라인, 터미널 등의 건설을 포함하고

산업(Industrial)부문은 특수화학, 제조, 생

있다.

활과학, 광산개발 등의 업계에 EPC, PM, 현장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R&D시

Jacobs는 그림2와 같이 전세계에 걸친 사업

설, 실험실, 파일럿 플랜트, 생명공학 및 의약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데 J/V 및 M&A전략이

관련 생산시설, 에너지 및 비료, 황산, 합성화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 소비재, 식음료, 펄프&제지 등의 생산시설

Petroleum & Chemicals
- Oil & gas upstream
- Refining
- Chemical markets

Industrial
- Mining & minerals
- Specialty chemicals
- Manufacturing
- Life sciences - field services

Buildings & Infrastructure
- Public & private sectors
- Institutional
- highway, Rail, Aviation
- Educational, corporate facilities

Aerospace & Technology
- Public & private sectors
- Defense(scientific, E&C)
- Nuclear & technical support
services

그림 1▶Jacobs 사업영역(조직도)

그림 2▶Jacobs Global Presences(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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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313년 순익률 3.6%에서 2014년 2.6%에

2. 경영 실적

이어 2016년 1.9%로 급격한 감소를 경험한 것
2006~2016년간 Jacobs의 매출 및 순익 지

으로 판단된다.

수 추이(그림3 참조)를 살펴보면, 2006년 대비
매출은 2014년 1.7배까지 증가했다가 1.5배

매출 및 순익액을 인당 추이로 들여다보면

안팎수준에서 안정되어 있으나 순익은 2013

(그림5 참조), 2006~2011년간 1인당 매출액

년 2.1배까지 증가하였다가 2016년 1.1배로

평균은 186.1천불, 2011~2016년간은 183.7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 것으로 분석되어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2006~2011년간 1인당 순익액 평균은

48

그림4의 순익률로 확인해보면, 지난 10년간

5.9천불에서 2011~2016년간은 6.2천불인 것

2.5~3.5%안팎의 범위에서 양호한 수치를 기

으로 분석되어 언뜻 봐도 유가 하락기에 개인

록한 이후 2016년에 들어와 2% 미만의 순익

당 매출은 소폭 감소하였지만 순익은 다소 증

률을 기록해 최근 변화의 조짐이 예상된다. 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Jacobs는 글로벌 금융

유&가스 플랜트부문에 집중하고 있는 Jacobs

위기를 거치면서 소폭의 인력감소를 나타내고

는 글로벌 경쟁 과열이 심화된다가 국제유가

있지만 유가 흐름에 따라 인력 충원에 이어 감

마저 2014년 하반기부터 급락하면서 수익성

원도 병행한 것으로 보인다(그림6 참조).

그림 3▶Jacobs 매출 및 순익 지수 추이(단위 : 백만불)

그림 5▶Jacobs 1인당 매출 및 순익액 추이 (단위 : 천불)

그림 4▶Jacobs 순익률 추이

그림 6▶Jacobs 인력 추이

(단위 : %)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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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겪었지만 2011년부터 55%안팎을 유지
하면서 2016년에 들어와 66.2%로 국내외 엔

Jacobs는 유가 상승기를 활용하기 위해 자국
시장에서 해외시장으로 적극적인 진출을 시도

지니어링 부문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킨 것으로
사료된다(그림8 참조).

했다. 그림7을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인 2008년부터 유가 100$/bbl대였던 2013
2)

Jacobs의 분야별 매출비중(그림9 참조)을 살

년간 해외 매출비중 은 약 53%까지 꾸준히 증

펴보면, 2006도에는 시공(Construction)부문

가하다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다소 주춤

에, 2011년에 O&M부문에서 2016년도에 들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acobs 해외 매출

어와 프로젝트 서비스부문 비중이 증가한 것

액 가운데 엔지니어링 비중은 2007년부터 단

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시공보다 엔지니

계적으로 증가해 2010년 64.5%를 점유하다

어링부문에 더 집중하고 있는 패턴을 감지할

가 다시 감소했지만 2016년 64.7%로 해외 지

수 있으며 M&A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

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엔지니어링 비

으로 판단된다. 2014년 유가 급락이후 시공부

중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일시적 감

문 비중은 줄이고 자국시장 확대를 비롯해 시
스템 엔지니어링, IT부문 강화를 통해 고부가
가치영역 비중을 크게 늘림으로써 틈새시장
및 경기흐름에 덜 민감한 부문에 집중한 것으
로 추정된다.
그림9의 방사형 차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
면, 2006년 시공부문 비중이 43.7%, 프로젝트

그림 7▶Jacobs 국내외 매출액 및 비중 추이(단위 : 억불, %)

그림 8▶Jacobs 엔지니어링 국내외 매출비중 추이 (단위 : %)

그림 9▶Jacobs 분야별 매출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2) ENR, Top International Design Firms 및 Top International Contractors에서 Jacobs 해외 매출액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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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부문 39%, O&M부문 10.8%, 컨설팅

서 19.7%로, 인프라부문도 8%에서 13.4%로

부문이 6.5%로 여전히 엔지니어링부문에 다

증가해 석유&가스 업&미드 스트림에서 다운

소 집중되어 있었다. 유가 상승기였던 2011년

스트림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및 인프라부문

비중은 시공부문 비중이 29.5%로 급감하면서

으로 다각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ENR 데

프로젝트 서비스(48.8%) 및 컨설팅(7.9%)부

이터에 의해 재확인해보면(그림10 우측 참조),

문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졌으며 특히 O&M부

Jacobs의 지난 10년간 플랜트부문 매출비중은

문도 13.8%로 그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

평균 70%정도에 달한다. 하지만 고유가시기에

다. 프로젝트 서비스부문은 2016년 다시 비중

플랜트 비중은 이미 토건 및 전력부문으로 일

이 더 커지면서 52.3%를 점유하게 되면서 엔

부 전환, 다각화되었으며 최근 들어 다시 토건

지니어링 역량을 강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부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nual Report에 의한 구조재편(2015년)

국내를 포함한 Jacobs의 지역별 매출 및 비

전 조직별 매출실적 비중추이(그림10 좌측 참

중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11의 좌측을 살펴보

조)를 살펴보면, 정유부문이 정부 프로그램,

면, 미국 매출은 2006년 50억불을 밑도는 수

석유화학 및 인프라부문으로 대체되고 있는

준에서 2009년 74억불까지 급증한 바 있다.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2011년까
지 약 64억불까지 감소하다가 2015년 다시 70

2007년 약 29%에 달하던 정부부문의 매

억불에서 최근 60억불대의 실적을 올리고 있

출비중은 2015년 16.1%로 급감하고 있는데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을 대체한 지

2007년 대비 2015년 정부 프로그램이 16.1%

역은 아시아를 비롯해 아·중동 및 중남미지역

에서 21.8%로 점유율을 가장 크게 증가한 부

인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들어 유럽지역 매출

문으로 꼽힌다. 또한 석유화학부문도 14.6%에

증가세가 눈에 띈다.

그림10▶Jacobs 사업영역별, 공종별 매출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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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의 우측으로 다시 확인해보면,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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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점 및 약점

년 자국을 포함한 북미 비중이 가장 큰 75.1%
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유럽이 22.8%, 아

Jacobs은 2015년부터 조직재편(2015

시아가 1.6%를 점유하고 있어 북미와 유럽지

Restructuring)을 단행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역에 대한 편중현상이 심했다. 하지만 2011년

해외지사망 정리 및 인력 재배치 등에 2015년

에 들어와 유럽 매출비중이 15.9%로 낮아지면

약 1.5억불, 2016년에 약 1.9억불의 비용이 사

서 북미가 77.9%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상에서 살펴

되었는데 아시아 비중도 소폭 상승해 3.9%를

본 바와 같이 Jacobs의 성장성은 2006년 대비

점유하게 된다.

2012년 이후 다수의 기업 인수를 통해 1.5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익성은 2016년부

2016년도에 와서 미국 매출비중은 65.4%로

터 정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

급감하면서 유럽이 21.4%의 점유율 보이면서

러한 추세 가운데 어떤 약점에 노출되어 있으

재부상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아시아 비중도

며 어떤 강점으로 보완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

8.4%로 증가하면서 아시아지역 진출도 확대

인해보고자 한다.

해 나아간 것으로 조사되었다.
Jacobs의 신규 수주 및 수주 잔고(그림12,
요컨대 Jacobs은 자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

13 참조) 추이를 살펴보면, 시공부문 신규 수

주, 유럽 등의 동질문화권 시장을 중심으로 대

주액(ENR 미국 400대 기업 매출 자료)이

정부 서비스 및 석유&가스 다운스트림 프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약 144억불에

젝트로 이동하면서 국제유가에 민감할 수 있

서 2011년 약 38억불까지 가파르게 감소한데

는 플랜트부문을 토건부문으로 일부 대체시키

이어 국제유가가 급락한 2014년 하반기 이후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5년 약 55억불에 이어 2016년 38억불로

그림11▶Jacobs 지역별 매출 및 비중 추이 및 변화

(단위 : 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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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매출액

최근 3년간 Jacobs 조직별 영업이익률(그림

대비 수주 잔고율은 사뭇 다른 패턴을 보이고

14 참조)을 살펴보면, 산업부문 및 석유&화학

있는데 2016년 170%를 웃돌면서 지난 10년

부문 수익성은 정체내지는 감소세를 보이고

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13으로 좀 더

있는 반면 우주항공&기술 및 토건부문은 5%

자세히 들여다보면, 엔지니어링 영역인 전문

이상의 양호한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매출

기술서비스부문 잔고율 증가세가 글로벌 금

액 대비 수주 잔고율(그림15 참조)은 산업부문

융위기 이후 고유가 시기와 맞물려 잔고액이

을 제외하고 150%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

120억불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히 토건부문은 220%이상을 기록하면서 단기
간에 급격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현장서비스(시공)는 2008년 86억불
에서 2011년 52억불까지 급감했다가 완만

즉, 플랜트부문 수익 및 지속성을 토건 및 엔

한 상승세 이후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지니어링부문에서 보완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다. 수주 잔고는 신규 수주에 후행되는 수치로

있으며 Jacobs와 같은 고도화된 엔지니어링

Jacobs는 엔지니어링부문에 더 집중하면서 강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고유가시기에

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발 빠른 전환을 시도한

그림12▶Jacobs 시공부문 신규 수주액 추이

그림14▶Jacobs 조직별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

그림15▶Jacobs 조직별 수주 잔고율 추이

(단위 : %)

그림13▶Jacobs 수주잔고(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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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Jacobs는 시공보다
엔지니어링 부문에 더 집중하고 있는 기업으

Jacobs는 비록 조달 및 시운전 역량이 부족

로 인식되고 있는데 ENR자료를 확인(그림16,

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F/S 및 IT, 솔루션 제공

17 참조)해보면, 엔지니어링 매출 비중은 지난

등의 기술 서비스 역량은 독보적인 위치를 차

10년간 40%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0년

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해외 엔지니

이후 55%안팎으로 더욱 강화된 패턴을 보이

어링 매출(그림18, 19 참조)을 좀 더 자세히 들

고 있다.

여다보면, 유가 흐름에 따라 비중이 2006년
29%에서 2013년 54%까지 증가했다가 최근

특히 Design-Build 방식 프로젝트 매출 비

국내로 점진적인 복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60%이상

해외 플랜트 엔지니어링 매출비중은 2010년

을 유지하고 있어 엔지니어링 역량을 확인할

68%에서 오히려 고유가 시기에 다소 감소하

수 있는데 단순 시공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봐

기본적으로 설계와 시공을 연결해 프로젝트를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16▶Jacobs 엔지니어링 매출 비중 추이

그림18▶Jacobs 내외 Eng 매출 및 비중 추이

그림17▶Jacobs 총 매출 및 DB 비중 추이

(단위 : %)

(단위 : 백만불, %)

(단위 : %)

그림19▶Jacobs 해외 Eng 매출 및 플랜트 비중 추이 (단위: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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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외 시공 매출(그림 20, 21참조)도 유

중은 국제유가 및 경기흐름에 민감할 수 있어

가흐름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2006

조직 재정비를 통해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는

년 해외 비중이 약 47%에서 글로벌 금융위

것으로 사료된다.

기 이후인 2010년 30.2%에서 다시 적극적으
로 해외진출을 확대해 2015년에는 53.5%까

무엇보다도 Jacobs의 강점은 미국 정부로부

지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의 최고점

터 프로젝트 물량의 20%안팎을 안정적으로

인 2012년을 기점으로 2015년까지 50%이상

수주해오고 있으며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실

을 점유하다가 2016년에 들어와 국내비중이

비정산(Cost Reimbursable)3) 형태로 계약한

더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플랜트 시공

금액이 최근 감소세이기는 하지만 매출액의

비중도 2009년 94%를 점유한 바 있으나 고유

8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Jacobs는 글로벌

가 시기 토건부문으로 비중을 분산해 2014년

금융위기 및 저유가시기를 겪으면서 총액계약

80%대를 유지하다가 2016년에 다시 90% 이

형태가 증가했지만 민간 발주처보다 정부를

상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높은 플랜트부문 비

대상(그림22 우측 참조)으로 한 계약비중을 증

그림20▶Jacobs 국내외 시공 매출 및 비중 추이 (단위 : 백만불, %)

그림21▶Jacobs 해외 시공 매출 및 플랜트 비중 추이 (단위 : 백만불, %)

그림22▶Jacobs 공사계약 형태별, 정부계약 비중 추이

(단위 : %)

3) 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품에 대하여 실비 외에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형태로 비용과 보수를 명확히 구분하고 비용관리,
승인, 금액의 결정방법을 명확해야 함(비용관리를 위하여 시공자가 공여하는 자재의 구입가격, 지급방법, 노임률 등은 발주자의 승인
을 받는 것이 통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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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약방식
(Design-Build)의 해외 매출비중이 지난 10

이처럼 Jacobs는 최근 플랜트부문 경쟁심화

년간 평균 85%를 상회한다. 전방위 엔지니

로 수익성 정체를 경험하면서 공종 다각화 및

어링에 강한 Jacobs는 조달부문을 비롯해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조

PM(CM)역량을 M&A를 통해 강화시키고 있

직 재편을 단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선진

으나 아직 산업부문 시운전 분야는 약한 것으

권역에 집중된 매출비중과 해외진출 전략 미

로 조사되었다(그림23 참조).

비는 미국 정세에 민감할 수 있으며 개도국 진
2017년 CH2M4)을 인수한 Jacobs는 기술력

출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보강과 시장점유를 넓히기 위해 M&A를 적
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24를 살펴보면,

5. 진출 전략 및 시사점

Jacobs의 기업 인수비용이 2008년과 2010년
각각 2.6억불, 2011년 7.1억불, 2014년 13.8억

5-1. 진출 전략

불로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Jacobs는 영미권 지역을 중심으로 공종 다

또한 자회사도 총 215개사로 지분 50%이상

각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F/S 및 FEED에서 제

인 기업수가 204개사이며 이중 100%의 지분

작 및 EPC를 거쳐 O&M까지 폭넓은 Value

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187개사로 조사되었

Chain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설계와 시공을 연

다(그림25 참조). 이들 자회사 가운데 미국 에

그림23▶Jacobs 산업부문 Value Chain 현황

그림24▶Jacobs 순 투자금액 및 기업인수 비용

(단위 : 백만불)

그림25▶Jacobs 자회사 수 및 지분현황

(단위 : %)

4) 2016년 해외 설계·엔지니어링 매출액 13.1억불로 ENR International Design Firms 12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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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부가 발주한 폐기물처리 및 환경개선 프

서비스 영역을 확장시킨 것으로 조사되었다.

로젝트 공동 수행을 위해 1997년도에 설립된
Bechtel Jacobs Company LLC가 눈에 띈다.

Jacobs는 2008년 중동지역 진출확대를
위해 사우디 Zamel & Turbag Consulting

최근 M&A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Engineers(Zate/500명 종사)사 지분 60% 인

림24와 같이 요약되는데 2001년 3,500

수를 통해 석유&가스, 정유 및 화학부문 엔

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Delta(Delta

지니어링 및 CM역량을 강화했으며 제조, 설

Catalytic and Delta Hudson Engineering

치, 시운전 및 유지관리 서비스 전문기업인

을 포함한 McDermott Engineers &

영국 L.E.S. Engineering Limited(LES, 700

Constructors(Canada))를 인수해 석유&가스

명 종사) 인수를 통해 유럽을 포함한 미국진

업스트림, 정유, 석유화학 등의 분야 E&C 및

출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어서 2009년 미국

유지관리 서비스분야를 강화시켰다. 또한 네

TYBRIN(1,500명 종사)사 인수를 통해 미션

덜란드 엔지니어링 및 CM서비스 전문기업인

기획솔루션, 시스템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Stork E&C businesses를 2001년도에 인수를

개발 및 전투 환경 시뮬레이션, 비행안전 등의

완료해 유럽을 비롯해 중동 및 동남아시아 진

서비스를 미 국방부 및 우주항공국에 제공하

출영역을 확장시켰으며 총 2,000명의 정유, 석

고 있다.

유화학 및 산업플랜트 기술 전문 인력을 확보
하였다.

2011년에 들어와 Aker Process and
Construction(P&C, 4,500명 종사)사 인수를

2004년에는 인프라, 환경, 정부서비스 엔지

통해 미주를 비롯해 유럽 및 호주자원개발 및

니어링사인 스코틀랜드 Babtie Group(3,500

정제, 화학 등의 분야에서 실적을 향상시켰으

명 종사) 인수를 통해 영국을 비롯한 인도를

며 이어서 중국으로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상

포함한 아시아 및 체코 진출기반을 마련하였

하이 Aker 육상 P&C도 인수하였다. 또한 실

으며 2007년 교통, 환경, 통신, 건축 및 부지

내외 건축, 기획, 엔지니어링 및 조경 전문기업

5)

개발 전문기업인 미국 Edwards and Kelcey

인 미국 KlingStubbins 인수를 통해 자국뿐만

(1,000명 종사)사 인수를 통해 미국 동북부지

아니라 중국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2013

역 진출을 확대하였다. 2007년에는 3,200명의

년에는 남아공 Jacobs Matasis J/V를 통해

전문 인력을 보유한 미국 Carter & Burgess6)

Ilitha를 인수했는데 석유&가스를 포함한 육

사 인수를 통해 교통, 수처리, 인프라, 건축 및

해상 자원개발, 정유, 화학, 원자력 등의 분야

부지개발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설계 및 기획

EPC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남부 아프

5) 2006년 매출액 1.7억불, 2007년 ENR Top Design Firms 67위
6) 2006년 매출액 4.4억불, 2007년 ENR Top Design Firms 3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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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에서 기술 및 관리인력 조달 서비스도 커

함해 엔지니어링역량을 강화뿐만 아니라 현

버하고 있다.

지 진출기반을 확장시키고 있으며 최근 IoT,
Data 디지털화, 사이버 보안, 기술 업그레이

Jacobs는 2014년 미국 FMHC사 인수를 통
해 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유망 분야

드 및 지속가능한 솔루션 제공 등 소프트웨어
(JPRO 등)적인 분야에서 앞서나가고 있다.

인 무선통신 사이트 개발, 설계, 네트워크 개
발 및 시공 등의 사업영역을 확장시켰으며

5-2. 시사점

Verizon Communications 자회사인 Federal
Network Systems(FNS)사 인수를 통해 시스

Jacobs가 집중하고 있는 지역, 공종 및 업역

템 통합, IT, 데이터 보안 솔루션 서비스를 제

을 고려해보면 (토목, 산업/석유화학)×(컨설

공하고 있다. 이어서 2015년에는 미국 J.L

팅, 기초설계(FEED), 상세설계, 조달, 제작, 설

Patterson & Associates(JLP)사 인수를 통해

치, 시공, PM(CM), O&M)×(북미, 유럽)의

철도건설 계획, 환경인증, 설계 및 CM 서비스

36개의 조합 사업모델(아래 표 참조)이 가능

영역을 확장시켰으며 2016년 미국 Van Dyke

하다. 예컨대 도로 프로젝트를 캐나다에서 수

Technology Group, Inc.(Van Dyke)사를 인수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더욱이 Design-

해 사이버 보안 및 솔루션 서비스를 미국 정부

Build 방식의 공사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과 IT

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관련 엔지니어링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
초설계(FEED) 및 PM(CM)역량이 뒷받침하

이처럼 Jacobs는 다양한 동질문화권 기업 인

고 있다. 더욱이 미국 11개 지사 오피스빌딩은

수 및 J/V를 통해 기존 플랜트부문 강화를 포

LEED, 영국 지사 빌딩은 BREEAM인증을 취

그림26▶Jacobs 기업인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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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해 친환경 건축분야에도 관심을 드러내고

Robert V. Pragada의 다국적 기업과 J/V로 플

있다.

랜트 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모습이 글로벌 진
출 전략을 보완해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Jacobs는 플랜트부문을 중심으로 공종이 비

생각된다.

교적 다각화된 기업으로 미국 다른 메이저사
들과 마찬가지로 M&A 및 J/V를 통한 사업영

최근 제조공장 건설에 있어 소형화, 이동 가

역을 확장시키고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있다.

능성 및 현지 적응성 등이 부각되고 있다. 끊

하지만 글로벌 진출 전략이 부족하고 오피스

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온 GE의 사례

중심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발주처와 거리를

를 확인해보면, 의료기기조직에서 62개 단위

좁히고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해외지사망

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 ‘큐 바이오‘라는 조립

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식 신약공장을 2016년도에 선보였다. 이들 모
듈에는 생산 장비뿐만 아니라 전기, 수도,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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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9년 퇴사해 Brock Group에서

등의 부속시설의 80~90%가 이미 설치되어

CEO로 근무중이던 전직 임원 Robert V.

있어 공기와 원가도 크게 절감되는 것으로 알

Pragada를 산업부문 사장으로 재고용했는데

려지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NO

지역

공종

업역

NO

지역

공종

업역

1

북미

산업/석유화학

컨설팅

19

유럽

산업/석유화학

컨설팅

2

북미

산업/석유화학

기초설계

20

유럽

산업/석유화학

기초설계

3

북미

산업/석유화학

상세설계

21

유럽

산업/석유화학

상세설계

4

북미

산업/석유화학

조달

22

유럽

산업/석유화학

조달

5

북미

산업/석유화학

제작

23

유럽

산업/석유화학

제작

6

북미

산업/석유화학

설치

24

유럽

산업/석유화학

설치

7

북미

산업/석유화학

시공

25

유럽

산업/석유화학

시공

8

북미

산업/석유화학

PM

26

유럽

산업/석유화학

PM

9

북미

산업/석유화학

O&M

27

유럽

산업/석유화학

O&M

10

북미

토목

컨설팅

28

유럽

토목

컨설팅

11

북미

토목

기초설계

29

유럽

건축

기초설계

12

북미

토목

상세설계

30

유럽

토목

상세설계

13

북미

토목

조달

31

유럽

토목

조달

14

북미

토목

제작

32

유럽

토목

제작

15

북미

토목

설치

33

유럽

토목

설치

16

북미

토목

시공

34

유럽

토목

시공

17

북미

토목

CM

35

유럽

토목

CM

18

북미

토목

O&M

36

유럽

토목

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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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obs도 이에 앞선 2014년에 모듈러 엔

매출 비중은 2006년 대비 고유가 시기를 기점

지니어링 및 제작 역량을 기반으로 Pfizer(화

으로 꾸준히 증가해 국내 매출비중과 비등해

이자 제약)의 방부제 처리 경험을 결합해

지고 있다. Jacobs Presentation 자료를 참조

RDM(Rapid Deployment Module)을 개발했

해 2016년 세부 공종별 매출(그림27 참조)을

는데 고객 인근지역에서 소량의 제품생산에

정리해보면, 정부 서비스부문 매출비중이 가

원가우위를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고도화된

장 큰 18.4%를 점유하고 있다. 이어서 화학부

엔지니어링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업은

문이 12.8%, 정제 12.2%, 산업부문 현장서비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발

스가 11.7%, 교통부문이 11.5%를 차지하면서

주처이자 파트너사인 Pfizer와 같은 제조기업

다각화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 공동으로 이동 가능한 모듈의 최소화를 통
해 고객 맞춤형 생산설비의 트렌드를 바꿀 수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최근 3년간 Jacobs의 재편된 사업영
역별 매출비중(그림 29) 및 지사망 현황(그림
30)을 살펴보면, 우주항공&기술부문 매출비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Jacobs의 해외

중이 2014년 대비 2016년 6%p 증가한 것으로

그림27▶2016년 Jacobs 공종별 매출 및 비중 (단위 : 백만불, %)

그림29▶최근 3년간 Jacobs 사업영역별 매출비중

그림28▶향후 주요 공종별 투자 전망

그림30▶2016년 Jacobs 지사망 현황

(단위 : 억불)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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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동일부문 지사망도 국가 수는 3개

조 2,000억불로 나타나 이 부문을 강화시키

인데 오피스는 65개로 집중도 가 21.7로 가장

려는 움직임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출비중이 여전히 가

Jacobs의 주력부문인 정부 서비스 부문도 1

장 큰 석유&화학부문은 7.5%p 감소하였는데

조 5,000억불로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할 것으

집중도 역시 2.0으로 나타났으며 집중도는 산

로 보이며 사회 인프라 및 방위부문도 전망치

업부문이 3.2, 토건부문이 5.4로 시공보다 엔

가 커 무시할 수 없는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

지니어링 중심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것

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기업들도 관심이 많

으로 판단된다.

은 화학 및 정제부문은 3,000억불을 상회하고

7)

있어 당분간 적정수준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또한 외부 컨설팅기업에 의뢰한 2017~2021

것으로 여겨지나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구도를

년간 부문별 투자 전망자료(그림28 참조)에 의

생각해보면 틈새시장 진출 전략도 고려해봄직

하면, 세계 석유&가스 시장규모가 가장 큰 2

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Jacobs Engineering Group Annual & Financial Report 2006~2016
- Jacobs Engineering Group Investor Day Presentation Report, 2016.12
- ENR Top International Contractors 2006~2016
- ENR Top International Design Firms 2006~2016
- CIC(Construction Intelligence Center), Jacobs Engineering Group-Financial and Strategic Analysis Review, 2017
- www.jacobs.com
- www.morningstar.com

7) 지사망 수/국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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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지 원 변호사 (j.ha@tamimi.com)
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J.D)
John Marshall Law School (LL.M)
前 Braumiller Shulz
前 법무법인 한결
前 한국광물자원공사
現 Al Tamimi & Company*
건설/자원/에너지/금융/인수합병 전문

‘Fit for Purpose’ or ‘Reasonable Care’?
Dealing with Design Liability in the
New FIDIC Yellow Book
건설계약에는 설계 및 작업자의 숙련도

해야 할 의무(obligation to achieve a result)를

(workmanship)에 대한 의무가 포함되어 있

뜻하며, 따라서 시공사는 상황에 관계없이 해

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각 계약들마다 그 정

당 결과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발주처가 입은

도는 상이하다. 최근에는 설계와 관련한 합

손실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 반면, 합리적

리적인 숙련기술 및 주의 의무 (reasonable

인 숙련기술 및 주의 의무는 비슷한 유형의 작

skill and care)와 더불어 발주처의 요구사

업을 수행하는 다른 전문업체와 비교하여 시

항 또는 작업자의 성능 시방서 (performance

공사의 성과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specifications) 준수 등 보다 엄격한 ‘목적적합
성 (fitness for purpose)’의 의무를 요구하는

FIDIC Yellow Book 1) 제 4.1조 [시공사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해당 계약과 관련된 발

의 일반적인 의무 (Contractor 's General

주처와 시공사•컨설턴트들은 이 두가지 유형

Obligations)]에서는 목적적합성을 다음과 같

의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이 설명하고 있다.

한다.

‘시공사는 계약 조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
그렇다면 이 두가지 의무의 차이점은 무엇
일까? 쉽게 말해, 목적적합성은 결과를 성취

야 한다. 작업이 완료되면, 해당 작업은 발주처
의 요구사항에 명시된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2)

* Al Tamimi & Company는 중동지역 최대의 현지 법무법인으로 한국건설사들의 진출이 활발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GCC
전국가를 포함한 총 9개국에 17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1) Conditions of Contract for Plant and Design-Build (Plant 및 Design-Build 공사를 위한 표준계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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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 개정된 Yellow Book (이하 “개정
판”)에서도 목적적합성과 관련하여 1999년에

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공사에게
매우 불리하다.

공표한 Yellow Book 초판을 참조한 조항을 찾
을 수 있다.

일례로, 최근의 영국 사례를 살펴보면, 발주
처는 60개의 풍력발전용 터빈의 구조물 설계·

●

●

제 4.9.2조 – 목적적합성 준수여부 확인 시스템

조립·설치를 위해 해상 풍력발전용 터빈의 설

(Compliance Verification System)

계가 “J101”으로 알려진 국제표준을 반드시

제 4.11조 – 계약금액의 적정성 (Sufficiency of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시공사와 계약을

the Accepted Contract Amount)

체결했다.

●

제 8.13조 – 작업 재개 (Resumption of Work)

●

제 13.1조 – 작업내용 변경권한 (Right to Vary)

하지만 계약 당사자는 물론 그 누구에게도

●

제 17.7조 – 시공사의 배상범위 (Indemnities

알려지지 않았던 J101 자체 오류가 뒤늦게 발

by Contractor)

견되었고, 구조물은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정

제 19.2.3조 – 전문직업인의 의무불이행에 대

되었다.

●

한 책임 (Liability for breach of professional
duty)

해당 계약에는 절대적인 품질보증 (absolute
warranty of quality)까지는 인정을 받지 못했

목적적합성 (Fitness for Purpose)

지만 목적적합성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
다. 하지만 개정판 제 4.1조에서 볼 수 있듯이,

FIDIC 개정판에 따르면, 시공사의 일부 또

본 계약이 절대적 품질보증을 포함했다면, 시

는 모든 작업이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명시된

공사는 해당 결함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발주처는 해당 작

보일 여지가 있다.

업에 대한 시공사의 과실을 증명할 필요 없이,
시공사는 개정판 제 4.1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
주된다.

이는 시공사가 합리적인 숙련기술 및 주의
의무를 다하고, 발주처의 요구사항 및 국제수
준에 부합하는 건물을 설계한 것이 입증되었더

이는 시공사가 작업 시 합리적인 숙련기술

라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및 주의 의무뿐만 아니라 기타 계약상의 의무
를 철저히 이행했다 하더라도 목적적합성 위

2) 전문: The Contractor shall execute the Works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When completed, the Works (or Section or Part or
major item of Plant, if any) shall be fit for the purpose(s) for which they are intended as defined and described in the Employer’
s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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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작업이 목적적합성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를 위해 시공사가 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조하
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발주처가 전적인

엄격한 목적적합성을 적용하는 것은 발주처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에 더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적용 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목적적합성은
분쟁 시 입증하기가 비교적 수월하기는 하지

합리적인 숙련기술 및 주의 의무 (Duty
of Reasonable Skill and Care)

만, 실제 손해배상 요청 시에는 그다지 효과적
이지 않을 수 있다.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반면, 시공사와 컨설턴트가 합리적인 숙련기

(professional indemnity policies)의 경우, 시

술 및 주의 의무 외에는 책임이 없도록 보상범

공사가 과실 등 합리적인 숙련기술 및 주의 의

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실제로 FIDIC White

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

Book4)에서는 이를 표준으로 간주한다. 해당

이다.

표준은 발주처가 위반행위를 증명하는 것이
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이 보다 쉽게 적용

개정판 제 19.2.3조 [전문직업인의 채무

가능하고, 계약상의 의무를 하도급업자에 전

불이행에 대한 책임 (Liability for breach of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공사에 훨씬 더 유리

professional duty)]에서는 시공사가 전문직

하다.

업인 배상책임보험 (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관련법령 (UAE Law)

‘시공사의 과실, 결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영미법 체계를 따르는 국가와는 다르게, 아

의무 이행에 있어서 업무 누락 등으로 인해 목

랍에미리트에서는 모든 Muqawala5) 계약 이

적적합성에 부합하지 못한 경우 및 이로 인해

행 시에 시공사가 합리적인 숙련기술 및 주의

발주처가 입은 손실을 배상할 것’

3)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민법상 이러한 접

개정판은 과실의 실제 발생여부와는 관계없
이, 시공사의 과실 (negligent breaches)로 인

근방식을 뒷받침하는 법령이 존재하며,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3) 전문: indemnifying the Contractor for his liability arising out of negligent fault, defect, error or omission in the carrying out his
professional duties which result in the Works not being fit for purpose(s)... and resulting in any loss and/or damage to the
Employer.’
4) 공사가 아닌 설계 등의 용역계약에 사용되는 표준계약양식
5) 건설 작업 또는 용역 수행을 위한 계약

63

해외건설 법률정보

‘건물의 보존 · 관리 또는 계약 상의 의무 이
행 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시공사 (obligor)

단 설계뿐 아니라 관리•감독 관련한 용역에
도 적용된다.

의 의무인 경우, 가능한 모든 주의를 기울여 의
무를 수행했다면, 건물이 목적적합성에 부합

또한 민법 제 880조 7) 는 건물의 전체 또

하지 않더라도 시공사는 해당 의무에서 면제

는 일부가 붕괴되거나 해당 건물의 안전성

된다.’

6)

을 위협하는 결함에 대해 시공사와 컨설턴트
가 건물 인계 시점으로부터 10년간 연대책임

위의 조항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법률상
시공사는 계약상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더

(Decennial Liability)을 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
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라도 의무 이행 시 합리적인 숙련기술 및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시공사가 본인의 의무를 이

결론

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물론 이는 계약상
엄격한 목적적합성 의무 조항이 없는 경우에
그러하다.

‘목적적합성’은 일견 발주처에만 유리한 조
항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발주처
와 시공사 모두에 배상책임, 손실 등 잠재적인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 컨설턴트의 용역제공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

의무에 대한 규정이 계약상 별도로 존재하지

을 관리하고, 손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는 결과를 성취해야

하기 위해서 계약서 작성 시 보다 신중하게 접

만 하는 의무로 해석되기에, 목적적합성 의무

근하고, 가능한 현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

처럼 간주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비

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6) 전문: UAE Civil Code (Federal Law No. 5 of 1985) 제 383조 1항:
If that which is required of an obligor is the preservation of a thing, or the management thereof, or the exercise of care in the
performance of his obligation, he shall have discharged that obligation if, in the performance thereof, he exercises all such
care as the reasonable man would exercise, notwithstanding that the intended object is not achieved, unless there is an
agreement or a provision of law to the contrary.
7) 전문: (1) If the subject matter of the contract is the construction of buildings or other fixed installations, the plans for which are made
by an architect, to be carried out by the contractor under his supervision, they shall both be jointly liable for a period of
ten years to make compensation to the employer for any total or partial collapse of the building they have constructed or
installation they have erected, and for any defect which threatens the stability or safety of the building, unless the contract
specifies a longer period. The above shall apply unless the contracting parties intend that such installations should remain
in place for a period of less than ten years.
(2)The said obligation to make compensation shall remain notwithstanding that the defect of collapse arises out of a defect in
the land itself or that the employer consented to the construction of the defective buildings or installations.
(3)The period of ten years shall commence as from the time of delivery of th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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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a variation and
how to deal with it? (Part 2)
contracts is where the Contractor and the

1. Introduction

Engineer differ on whether a particular
This month, let’s discuss the third question

instruction is a variation or not, and in

1)

raised in the previous article on June last year

many cases the instruction is not issued

with regards to variations, before looking at

under a formal variation order. Most cases

more cases. The question was:

of instructions are issued by a letter, by a
response to a request for information, by

“Is it a variation when a contractor

an issue of revised drawings or by way of

undertakes additional work, not referred

a verbal instruction. Contractors therefore

to in the specifications or drawings, to

need to be able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satisfy the conditions of the other contract

and procedures of the variation under the

documents?

contract and keep records and justification for
the steps taken. For example, the Contractor

As we have already seen in Part 1, the

should acknowledge receipt of the instruction

FIDIC provisions are clear as to the authority

and confirm that the instruction constitutes a

of the Engineer to vary the Works and the

variation under the contract. If the Engineer

procedures to be adopted. In reality, one of the

disagrees, the issue will become a matter for

most common disputes under construction

dispute.

1) 도로공사 대신 공항공사로 공사 변경지시가 과연 가능할까? - 공사 변경(Variation)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Part 1)
K-Build 2016.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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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should acknowledge receipt of the instruction
and confirm that the instruction constitutes a

This month, let’s discuss the third question

variation under the contract. If the Engineer

raised in the previous article on June last year1)

disagrees, the issue will become a matter for

with regards to variations, before looking at

dispute.

more cases. The question was:
What about cases where the Engineer

“Is it a variation when a contractor

did not request any changes whilst the

undertakes additional work, not referred

Contractor had to do some extra works due to

to in the specifications or drawings, to

a distinction between contract documents and

satisfy the conditions of the other contract

specifications, which the Contractor believed to

documents?

be a variation?

As we have already seen in Part 1, the

2. Discrepancy between
Employer’s requirements,
other contract documents
and technical specifications

FIDIC provisions are clear as to the authority
of the Engineer to vary the Works and the
procedures to be adopted. In reality, one of the
most common disputes under construction
contracts is where the Contractor and the

The case below illustrates well whether

Engineer differ on whether a particular

variations are allowed or not, where extra

instruction is a variation or not, and in

works by a contractor arise from the

many cases the instruction is not issued

contradiction between the specifications and

under a formal variation order. Most cases

other contract documents.

of instructions are issued by a letter, by a
response to a request for information, by

* Davy Offshore v Emerald Field2)

an issue of revised drawings or by way of
a verbal instruction. Contractors therefore

This case arose out of a lump sum turnkey

need to be able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contract for the construction of facilities

and procedures of the variation under the

(floating production, floating storage facilities

contract and keep records and justification for

and other equipment) for the Emerald Oilfield

the steps taken. For example, the Contractor

in the North Sea. Works had been delayed and

2) Davy Offshore Ltd v Emerald Field Contracting Ltd [1991] 55 BL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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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ractor claimed. The contract amount

view of this matter because [the Company]

was USD$127m but the contractor’s cost of

developed and produced [certain design

completing the work was estimated to be more

documents] and thus provided what

than USD$200m. The contractor’s principal

[counsel] described as the ‘basic design’

claims were that the variation orders made

based upon which [the Contractor] is

had not been properly taken into account by

obliged to do the detailed design….

the employer and no variation order had been

Whilst it is correct that [the Company]

issued at all in respect of numerous changes

provided [the Contractor] with the ‘basic

which had taken place, and the contractor

design’, [the Contractor] considered it,

tried to argue that the employer was under

reviewed it and assessed costs including

a duty to order variations because there

contingencies. After having done that,

was a discrepancy between the employer’s

[the Contractor] entered into the contract

requirements and the specifications.

with [the Company]. From then onwards
the entire responsibility for design was

In the contract, the ‘Work’ was defined as:

imposed on [the Contractor], who at the

“…all work to be carried out under the

same time assumed the risk for the design

Contract as generally described in clause

deficiencies of [the Company-provided

2.1 and more particularly described in

design]…”

Appendix…and the work and particulars
and details of which are not expressly

The judge found that Appendices, which are

defined in the Contract but which are

technical specifications, did form part of the

necessary, or can reasonably be inferred

work, but only to the extent that the details,

therefrom, for the performance of such

provisions or requirements contained in those

Work as described herein together

appendices were in accordance with the other

with such design, work and services of

provisions of the contract and thus did not

whatever nature as shall be necessary to

prevent the contractor from complying with the

enable the Contractor to ensure tha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and there

Works and Facilities comply in all respects

were no variation because the contractor was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obliged to perform the Works in accordance

Contract.”

with the employer’s requirements.

The judge held that:

“I am not persuaded to take any different

Furthermore, in relation to the duty to
order variations, the court held that ther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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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rinciple of law which claims that a duty

The general rule is that the absence of a

of fairness requiring the employer or the

written order or other condition precedent

superintendent to order a variation to assist a

means that the contractor cannot recover

contractor:

costs, even though the employer has had the
benefit of the extra work.3) The exception to

“I accept [the Company’s] submission

the rule is where there is an implied promise

that the authorities do not support the

to pay or a waiver of formalities. This requires

proposition that an architect/engineer (or

the contractor to show that the employer

in the case of this contract, the employer)

was abusing his position and seeking to take

has to exercise a power to order a variation

advantage of the contractor’s willingness to

when it is fair to do so. There may be cases

do extra work without being given a written

where, unless the architect/engineer

instruction.4)

exercises his power to vary the contract,
the contractor will be unable to perform
the contract (the contractual deadlock).

Under FIDIC5), it may be possible that if, for
any reason the Contractor is of the opinion that
an instruction for a Variation is required, but

In such a case, depending on the terms

the Engineer is not doing so, the Contractor

of the contract in question, the court will

should give of this fact to the Engineer

imply a term that the employer exercise

under Sub-clause 1.9[Delayed Drawings or

his power to vary, the exercise of which

Instructions], which in effect will require the

is in such circumstances necessary for

Engineer to act in accordance with Sub-clause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by the

3.5[Determinations].6)

contractor. However, such a term is not a
term that the architect will act fairly and

3. Variation or the Contractor’s scope

it is implied because it is necessary, not
because it is fair to do so (although it may

Now let’s think about how we can draw a

be fair from the contractor’s point of view).”

distinction between variations that give the

3) See Sub-clause 13.1 of FIDIC Red Book 1999:“…The Contractor shall not make any alteration and/or modification of the Permanent
Works, unless and until the Engineer instructs or approves a Variation.”
4) Construction Law - Jim Mason 2016
5) FIDIC Red Book 1999
6) FIDIC User’
s Guide (Third Edition) by Brian Barr and Leo GruttersI8) Walker v Council of the Municipality of Randwick (1929) 30 SR
(NSW)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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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foreseeable physical conditions

or money from the contractor’s scope that is
already part of the contractor’s obligations.

Can a contractor argue the entitlement
of a variation if constructing a new sewer

1) Indispensably necessary works

underneath a road is disturbed by an old
sewer? The additional work to fix the old one

The courts are likely to require a contractor

would be the contractor’s responsibility unless

to perform all work which is indispensably

the rule of unforeseen physical conditions

necessary for completion of the work:

applies.9)

- The works for the floors which the

If a contractor encounters unforeseen

specification for the construction of a house

physical conditions, the contractor shall give

did not describe (the judge said that it could

notice to the Engineer as soon as practicable,

be clearly inferred that the contractor was to

from which the Engineer may give an

7)

do the flooring)

- Each and every minor item of work involved

instruction. This instruction can be a variation.

3) Design development

is not specifically referred to in the
contract. For example, a plan shows that

If toilets were added to the drawings where

the contractor must construct two doors

there were previously none, would this

in a room, and the specifications do not

alteration be a variation?

specifically refer to any hinges on those
doors, supplying the hinges will be found to

A court of appeal dealt with this question

be part of the scope, as it is work which is

in the case of Multiplex Limited v Epworth

indispensably necessary for the completion

Hospital10) where the contractor (Multiplex)

of that work.8)

was engaged by the Hospital under a fixed
price contract for the redevelopment of the

7) Williams v Fitzmaurice 1858
8) Walker v Council of the Municipality of Randwick (1929) 30 SR (NSW) 84
9) Pearce Co Ltd v Hereford Corp
10) Multiplex Constructions v Epworth Hospital (unreported) (28/06/1996) Vic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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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 The Hospital was responsible for

variations. However, in another example,

providing the design to the contractor but the

the court said that if toilets were added to

agreement had been entered into at a stage

the drawings where there were previously

when the design was incomplete in significant

none, this alteration would be a variation,

respects.

not design development.”
* Skanska Construction v Egger12)

The issue on whether works arising out
of a design development are a variation was
considered11) and the court found that once

The issue on whether post-contract design

a design component had been fully exposed,

required by a design & build contract amounts

its design development was at an end. Once

to design development at the Contractor’s risk

fully exposed, the Hospital could still refine the

or a variation was disputed in this case. At the

exposed design at the contractor’s expense.

time of tender, the process plant had not been

Anything beyond refinement would be a

designed and the tender drawings indicated

variation except where some other design

that the possibility existed for the Employer

development had a consequential impact. An

to further develop its requirements and the

example of the consequential impact given by

Contractor accepted this risk by agreeing

the court was:

that the Employer’s requirements would
be perfected at a later stage. The Employer

“if Floor 5 of the works is fully
documented in the contract drawings but

provided a revised drawing which included an
additional process plant steelwork.

Floor 6 is not. If in developing the design
of Floor 6 the hot water pipes are shifted

The Employer argued that it was design

significantly leading to consequential

development. The court accepted that although

changes to Floor 5 (in respect of which

at tender the process plant steelwork had been

the design was otherwise complete),

poorly defined, there was an indication of a

these changes can be said to be ‘caused

requirement for such steelwork on the tender

by or resulting from the development

drawings and held that the process plant

of the design of the works’ and are not

steelwork required due to the later drawing

11) Under the contract, variations exclude“any changes or additional works caused by or resulting from the development of the
design of the works…”
12) Skanska Construction Ltd v Egger (Barony) Ltd [2002] EWCA Civ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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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further design development to which the

that the drawings were merely specifications

Employer was entitled.

from which the Contractor was to develop
its own design. The board concluded that the

In this case, a fire-fighting system was also

Contractor was required to build in accordance

disputed. The Employer instructed changes

with the drawings and was therefore entitled to

to the system, which required the Contractor

a variation in relation to changes to make them

to install a second main water system. The

practically feasible.13)

Contractor asked for the extra cost as the
changes were said to be a variation, whilst

2) Guideline for a work

the Employer argued that it was not liable to
pay for the second main because a properly

The Engineer issued a draft fill guidelines

designed fire-fighting system would have

which gave directions about undertaking

required two mains anyway. The court found

certain works, which if implemented would

that the system the Contractor had developed

have amounted to a Variation. In relation to

complied with the Employer’s requirements,

removing contaminated material from site,

thus the Employer’s change to the system was

the Contractor did not follow the guidelines

a variation.

and dealt with the material by another
method. The court concluded that accordingly

4. More cases

the issue of the draft fill guidelines did not
constitute a variation instruction. Therefore,

1) To render the drawings practically
feasible
The drawings for curtain walling provided

if an instruction of the Engineer amounts to a
variation, the Contractor must act on it.14)

3) Variation clause

by the Employer were defective because they
did not allow for deflection of the building

In a case, the court said that “what one

and some extra works were necessary

needs to do is to look at the variation clause in

by the Contractor to render the drawings

question and determine, depending on what

practically feasible. The Employer argued

the variation clause covers, whether the extra

13) JE Dunn Construction Co, GSBCA 14477, 00-1 BCA
14) Obrascon Huarte Lain SA v HM Attorney General for Gibraltar [2015] EWCA Civ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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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altered work falls within it or not.”15) Thus

reasonable.17)

the variation clauses under a contract should
be checked closely.

5. Notice
Under the FIDIC,18) even in those situations

4) Acceleration

where the Instruction is unambiguously
The court held that an implied agreement to

intended to be a Variation, the conditions are

accelerate the works would not amount to a

not explicit as to what is required before the

16)

variation but would be a separate contract.

Contractor is entitled to payment or to an
appropriate extension of time. There is no

5) Variation during the delay

special procedure for payment or extensions
of time under Sub-Clause 13.1 and, in the

A variation where the contractor was in delay

absence of an exception to the general

due to his culpable default was ordered and

provision of Sub-Clause 20.1, the Contractor

later L/D (liquidated damages) was imposed.

will be required to give notice of claim in order

The contractor challenged that the variation

to establish his entitlement to an extension

was an act of prevention and EOT (Extension of

of tim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the

time) had to be assessed on a gross basis, i.e.

right to additional cost as the Contractor is

the completion date had to be re-fixed from the

not making a claim but is simply entitled to

date the variation instruction was given. The

payment for the varied works.19)

court held that it would be wrong in principle
to apply the gross method and decided the net

How then, do we deal with a time bar clause,

method represented the correct approach, that

particularly where there may be some doubt as

is to say, the delay caused by the requirement

to whether a variation has been instructed or

to execute the instruction of a variation was

not? For example, under this kind of provision:

to start with the existing completion and then
to be extended by a period that was fair and

“Regardless of any other provision of the

15) Supablast (Nationwide) Ltd v Story Rail Ltd [2010] EWHC 56 (TCC)
16) ICS (Grenada) Limited v NH International (Caribbean) Limited [2004] TTHC 6
17) Balfour Beatty Building Ltd v Chestermount Properties Ltd [1993] 62 BLR 1
18) FIDIC Red Book (1999)
19) FIDID 1999 Commentary Corbett &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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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 if the Contractor considers that a

is normally delayed for a long time, and the

Variation applies but the Principal has not

variation is rarely authorised except where

instructed a Variation, the Contractor must

variations are in clear circumstances.

make its claim for a Variation within seven
days from the start of the event giving rise to

As I explained, one of the most common

the variation, or from the time when the event

disputes under construction contracts is

should have become known to the Contractor

whether the engineer’s instruction is a

with reasonable diligence on its part.”

variation or not. If the Contractor considers
that the instruction constitutes a variation, he

Unless the conditions to make its claim for
a variation is satisfied within seven days of the

needs to be able to make an application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ontract.

relevant circumstance, a contractor would be
in a difficult position to proceed the claim.

Under the FIDIC for instance, if there is
no meaningful response to the request for

6. Conclusion

confirmatory instructions within a reasonable
period, and the contractor has to continue with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employer, it is

the varied work, the contractor should give

quite important to deal with the unexpected

notice of claim referencing Sub-Clause 20.1

under budget control. As a consequence of the

and within the time limit. This may prove to be

budgetary controls, the procedure of variation

a protective measure.

*본 기고문의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자격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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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이제 중남미다

카니발과
중남미 비즈니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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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남미 사람들은 가족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등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피에스타(Fiesta)로 알려진 가족과 친지
및 친구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이러한 소규모의 파티 행사에 그치지 않고 소위
카니발(Carnival)로 알려진 지역 단위의 사회적인 축제 행사가 중남미 거의 전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이
카니발이 중남미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특히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은 카니발 행사들 중의 백미로
꼽히고 있다. 카니발의 기원과 중남미의 중요한 카니발들을 정리해 보면서 카니발이 가지는 중남미의 사회적
의미를 되새겨 보자.

카니발의 유래는 기독교 문화에서 유래

교로 이어진 데 연유한다. 중세기부터 예수가
못 박혀 죽은 다음 사흘 뒤 부활했다는 수난

카니발은 기독교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고

기간, 곧 부활절 전의 40일인 사순절(四旬節)

특히 예수의 수난과 부활 시기에 관련된 것이

기간에는 고기를 먹지 않고 근신하게 되는데

다. 그런데 카니발(Carneval)이란 예수가 태어

이처럼 금욕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실컷 고기

나기도 전인 로마 시대부터 있었던 말이다.  이

도 먹고 양껏 마셔 두자면서 벌이는 커다란 파

말의 어원으로 보면 라틴어의 ‘Carne=고기'와

티를 개최하던 것이 바로 카니발의 원조인 것

’levare=들다‘또는 이태리어의 Carne=고기'와

이다.

'vale=격리'이니, '고기여 안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로마시

중남미 카니발의 대표, 리우 카니발

대부터 일정 기간 종교적인 이유로 고기를 먹
지 않는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카니발의 기원은 이런 전통이 기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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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 카니발의 유래와 역사
브라질의 카니발 문화는 남미대륙에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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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퍼레이드로 이루어진 리우 카니발

사순절 전에 사람들이 뒤엉켜 밀가루, 진흙,
물 등을 던지며 술과 음식을 즐기던 엔뜨루두

리우 카니발은 매년 2월 말에서 3월 초 사

(entrudu)란 행사에서 유래하여 브라질로 건

이의 4일간 개최되며, 공연장인 삼바드로무

너왔다. 그 후 이러한 행사는 원주민과 아프리

입장료는 구역마다 천차만별이나, 평균 90

카 이주민들의 문화가 가미되어 현재의 리우

불-700불로 알려져 있으나 암표가 성행하고

카니발과 비슷한 형태로 발전되어 갔다.

부르는 것이 값이다. 또 전망이 좋은 VIP석은
대기업들이 한 구역씩 임대를 하는데 구역 당

이 축제를 이끄는 대표적인 리듬은 삼바

10억 원 이상을 호가한다고 한다.

(Samba)라는 춤이다. 이것은 아프리카 흑인
들이 노예로 끌려와 혹사당하던 시절 고통을

이 행사에 참가하는 삼바학교는 공식적

잊으려고 그들 특유의 가락에 맞추어 추던 춤

인 교육기관이 아니라 보통 빈민촌인 파벨라

이었다. 집단적 댄스리듬이었던 삼바는 20세

(favela)나 교외의 주거지역에 같이 사는 이웃

기 초반 도시화되면서 현대적인 정체성을 확

사람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다. 이들은 경쟁에

립하여 리우데자네이루의 카니발을 통해 세

서 우승하기 위해 계속 활동하면서 다양한 의

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다. 또한 리우 카니발

상과 춤, 그리고 장식수레를 준비한다. 카니발

에는 매일 200만명이 참가하여 기네스북에서

기간에는 총 4일 간 많은 참가팀이 경쟁하게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카니발로 등재되어

되며, 팀마다 5,000명 정도의 인원이 참가하고

있다.

약 80분 정도 퍼레이드를 하게 된다. 또한 해
마다 퍼레이드가 수행해야 할 하나의 주제가

이 카니발은 1928년 최초로 설립된 삼바 스

주어지며, 행진의 조직성, 이야기의 짜임새,

쿨(Escola de Samba)과 더불어 퍼레이드를

음악성 등 각 요소에 대하여 삼바학교의 협회

통한 경쟁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19 84년

인 LIESA(Liga Independiente das Escolas de

부터는 삼바스쿨의 행진만을 위해 지어진 야

Samba)의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종합하여 며

외공연장, 삼보드로무(Sambodromo)에서 카

칠 후 그 결과가 발표된다.

니발이 벌어진다.

카니발 기간은 도시 전체가 축제의 장으로
삼보드로무는 브라질의 건축가 오스카르 니
에메예르(Oscar Niemeyer)가 설계하여 750미

물론 카니발 기간에는 이러한 경연대회 외

터 정도의 일반도로에 계단식 관중석을 만들

에도 도시 곳곳에서 수많은 거리 공연과 무

어 놓은 것으로서 최대 8-9만 명을 수용할 수

도회가 열려, 온 도시가 축제 분위기에 빠져

있다.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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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의 중요 카니발

다. 무용수들이 입은 각각 다른 민속의상들은
볼리비아의 민족다양성과 섬세함을 보여준다.

브라질

민속의상은 보통 야생동물의 가죽을 모티브로
한 인조직물을 사용하고 유리섬유를 사용하기

브라질에서는 리우 외에도 상파울루에서도

도 하는데, 예를 들어 끼르낀초(quirquincho)

경연방식으로 카니발이 개최되고 있으며, 브

의 딱딱한 부분이나 콘도르(condor, 새)의 머

라질 동북부의 바이아(Bahia)주의 살바도르

리 부분을 이용하여 제작하기도 한다. 이렇게

(Salvador)에서도 리우 카니발과는 다른 형태

완성된 민속의상들의 행렬은 장관을 이루며

의 카니발이 개최되고 있다. 또한 브라질 북부

종교융합의 모습을 보여준다.

페르남부쿠(Pernambuco) 주에 있는 레시페
(Recife)에서 개최되는 카니발도 명성을 얻고

콜롬비아

있다.
콜롬비아의 바랑키야 카니발(Carnival of

볼리비아

Barranquilla)은 매년 사순절 전 4일간 열리고,
콜롬비아의 여러 문화에서 시작된 춤과 음악

볼리비아에는 서쪽지역에 있는 광산도시 오

의 다양성을 보여주며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

루로(Oruro)에서 3월초에 벌어지는 카니발이

화유산이다. 지리적으로 카리브 해안에 있는

있다. 남미 3대 페스티발 중 하나인 오루로 카

바랑키야 시는 식민지 시절 동안 상업적으로

니발은 전통문화 축제로 2001년 유네스코 세

발전하여 전국적으로 가장 분주한 상업 중심

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 되어있는 카니발이다.

지 중의 한 곳이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유럽 인,
아프리카 인, 토착민들의 문화가 한데 모이는

특히 악마의상과 가면을 쓰고 춤을 추는 ‘디

장소였다.

아블라다(Diablada) 춤’은 오루로 카니발의
상징이다. 야마야마(Llama Llama) 전통춤

다양한 지역 전통, 특히 춤 (미 대륙의 미

도 이색 볼거리다. 축제 기간 동안 48그룹 이

코 이 미카스(mico y micas), 아프리카의 콩

상의 댄스팀이 18가지 종류의 춤을 보여주

코(conco), 스레인식 팔로테오(paloteo))과 다

며 소카본 성당으로 향하는 행렬은 그야말로

양한 음악 장르(쿰비아(cumbia), 푸야(puya)

장관이다. 2만8천명이 넘는 무용수들과 1만

와 포로(porro) 같은 변형들), 그리고 민속악

명 이상의 음악가들이 50여개의 그룹으로 나

기(탐보라(tambora), 알레그레(allegre), 드

뉘어 중세의 신비를 간직한 행렬을 보여준다.

럼, 마카라(macara), 클라베스(claves)) 등
이 카니발 속에 혼합되어 스며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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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의 댄서들이 4km의 거리를 쉬지 않고 20

카니발 음악은 드럼 합주나 다양한 관악기 합

시간동안 춤추며 걷는 ‘입장’은 축제의 백미

주로 연주된다. 많은 재료들을 사용하여 만들

K-BUIL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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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내는 수공예 물건에는 꽃마차, 의상, 머리

다. Puno, Cajamarca, Ayacucho, Juliaca,

장신구, 동물가면 등이 있다. 가면을 쓴 무용수

Arequipa, Jauja 등지에서 개최되며, 매년 2월

들과 연기자들, 가수들, 그리고 악기 연주자들

과 3월경에 개최된다. 페루의 카니발에서 특징

이 시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건을

적인 것은 Yunsa라는 것인데, 잘 장식된 큰 나

소재로 한 음악과 촌극 공연으로 군중을 즐겁

무 둥지 위에 선물을 넣은 주머니를 달아두고,

게 해준다. 축제에 해학적인 분위기를 더해 주

이 주머니를 떨어뜨리는 놀이이다.

는 조롱 섞인 연설과 노래가사들로 현대의 정
치행태와 인물들을 풍자하기도 한다.

페루에서는 카니발은 아니지만, 쿠스코에서
열리는 ‘인티 라미(Inti Raymi: 태양제)’는 토

우루과이

속 축제가 유명하다. 잉카족에게 새해 첫 날은
해가 가장 짧은 동짓날, 6월 21일인데, 이로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는 1월말에 시작

터 3일이 지난 24일이면 우리나라의 추석처럼

하여 3월 중순까지 약 100일간의 카니발이 벌

식량과 제물을 모아 태양신에게 제를 올렸는

어진다. 이 카니발은 식민지 시절 아프리카 노

데, 그것이 바로 인티 라미다.

예들이 가지고 온 Bantu와 앙골라의 Benguela
에서 온 춤을 곁들여 유럽 스타일의 프레이드

인티 라미는 전야제부터 화려하다. 행사 전

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 시내 곳곳에 따블

날인 23일에는 저녁 6시부터 태양의 길을 중

라도(tablado)라는 무대를 만들어 여러 형태의

심으로 대형 퍼레이드가 벌어진다. 참여하는

오페라를 보여주기도 한다.

단체 수는 200개가 넘는데, 일명 ‘시민의 행진
(Desfile civico)’이다. 쿠스코 일대 다양한 조

파나마

직(은행그룹, 통신사 직원, 마을 상인회, 학교,
레스토랑 업계 등등)이 모여 민속 의상을 입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 전 4일간 열

전통 군무를 선보이는 것이다.

리는 것으로서 파나마 시티에서 내륙으로 3시
간 정도 떨어진 라스 타블라스(las Tablas)의

멕시코

축제가 유명하다. 이 카니발의 특징적인 요소
는 물과 여왕(Reina)인데, 잘 꾸민 여왕의 행

멕시코 카니발은 2월 넷째주부터 3월초까지

렬이 지나가면 윗동네(Calle Arriba)와 아랫동

멕시코 전역에서 열리는데, 그 중 베라크루스

네(Calle Abajo)간의 물싸움이 시작된다.

카니발이 가장 규모가 크고 유명하다.

페루

이 카니발은 장난치기 좋아하고 흥이 넘치
는 멕시코 사람들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페루에서도 지방마다 카니발이 열린

축제다. 과거 식민 지배 시절 멕시코 원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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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스페인 통치자 의상, 화법, 생활양식 등

련되는 행사인데, 이곳에서는 멕시코의 전설

을 조롱하는 파티를 열었다. 현대의 카니발에

과 역사를 보여주는 시대극과 춤 공연 등은 관

서도 그 자취가 남아있다. 바로 카니발의 포문

람을 뛰어넘어 관객과 혼연일체가 되는 특별

을 여는 ‘불쾌함을 불태움’(la quema del "Mal

한 경험을 할 수 있다.

Humor")이란 의식이 있는데, 이미지가 나쁜
정치인, 연예인이나 범죄자 등 유명인을 본 딴

도미니카 공화국

인형과 전쟁, 7개의 대죄, 재앙 등의 대표적인
불행들을 형상화한 모형들을 제작해 중앙 광
장에서 태워버린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각 지역들은 2월 내내 매
주 일요일마다 각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조명
하는 독자적인 축제를 열며, 참가자들은 수십

이 유쾌한 화형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사

대의 장식 차량과 화려한 이벤트를 준비한다.

람들은 한 줌의 재로 변할 인형과 모형들

내셔널 카니발 퍼레이드는 보통 2월의 마지막

을 향해 악한소설 도는 건달소설로 알려 진

주 일요일이나 3월 첫째 주 일요일에 수도인

Picaresca(피카레스크) 풍의 시를 크게 낭송한

산토 도밍고의 ‘말레콘(malecon,해안)’에서 열

다. 의식이 끝나면 바로 음식, 노래, 춤이 넘치

린다. 한달동안 진행되는 이 축제의 대미는 베

는 파티가 시작된다.

스트 그룹상, 의상상 등 문화관광부에서 재정
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상으로 마무리된다.

멕시코에서도 페루와 비슷하게 전통축제가
열리는데 그것은 오아하까(Oxaca) 지방에서

도미니카공화국 카니발의 가장 큰 재미는

개최되는 겔라겟사(Guelaguetza) 축제이다.

기이한 캐릭터와 의상이다. 각 캐릭터들은 개

겔라겟사는 사뽀떼꼬(Zapoteco) 말로 ‘공양’

성적인 춤을 추며 구경꾼들과 소통한다. 화려

이라는 뜻으로 옥수수 여신에게 공물을 바치

하고 다양한 의상들이 퍼레이드에 등장하는

던 것에서 유래됐다.

데, 그 중 많은 부분은 종교적인 의미를 띄고
있다.

항상 7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축제에 앞서 토요일에는 참가자

카니발의 사회적 의미

들의 거리 행진과 일요일에는 ‘옥수수 여신’
(Centoetl, Aztec God of Maize)을 뽑는다. 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남미의 거의 모

해의 옥수수 여신은 여타 미인대회와 달리 미

든 국가에서 카니발 행사가 열리고 있고, 그만

모나 몸매보다 지역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큼 카니발은 중남미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

아가씨를 선정한다.

치고 있다.

축제의 절정은 포르띤(Fortin) 언덕에서 마

78

중남미에서 카니발이 성행하게 된 배경에는

K-BUILD저널

2018. 1월호

지배계급이 일상에서 억압한 피지배계급을 위

그런데 카니발이 점차 지나치게 선정성에

해서 축제를 열어 그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

치우치거나 상업주의화 하는 경향이 있는 점

한 데서 시작된 측면도 있다. 카니발을 통해서

은 아쉬운 점이다. 리우 카니발뿐만 아니라 바

억압된 일상에서 일시적으로 탈출구를 제공하

랑키야 카니발, 오루로 카니발 등이 세계적인

여 일종의 사회적 안전핀을 만들었다는 것이

축제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전 세계의 관광객

다. 또 중남미에서 군사독재 정권이 집권하였

이 오고 텔레비전 중계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

을 당시에는 빈민들을 달래고 국민들의 정치

다. 이는 오늘날 카니발이 급속한 사회변화의

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카니발 행

과정으로부터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

사를 적극 지원한 측면도 있다.

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중

중남미의 많은 지역에서 2월말에서 3월 초

남미의 카니발은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에 개최되는 카니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한

즉 카니발 기간 동안에는 인종, 종교, 성별, 재

무리가 되어 즐거움을 나누기 때문에 이러한

력의 구분 없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어우

행사에 동참하는 것은 현지인들의 호감을 받

러져 즐김으로써 사회적 욕구 불만을 분출하

기에 좋다. 중남미 지역에 근무하거나 여행 시

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카니발은 해방과 자

에 그 지역에서 열리는 카니발을 통해 그 지역

유 분망함의 출구를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뒤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것은 중남미 문화 이해

집힌 세상, 거꾸로 된 세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에 많은 도움을 준다. 또한 이러한 개인적 체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준다. 이들은

험은 중남미 사람들과의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뒤집히고 해방된 축제의 형식을 통해 상생과

좋은 화제 거리를 만들어 주며 이들의 생활방

공존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식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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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연구위원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前 아시아 인프라 협력센터장

동남아시아 최대 국가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는 모두 11개국으로 구성되

게 설명하면 인도네시아 국토 동쪽 끝 파푸아

어 있다. 필자가 5년 이상 주재한 인도네시아

주 메라우께(Merauke)에서 서북쪽끝 반다아

는 이 중 최대 인구와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쩨(Banda Ac도)까지 비행거리는 약 5,240km

이 지역 강대국이다. 우리와는 ‘전략적 동반자

로 6시간 반이 걸린다. 이는 인천에서 자카르

관계’를 2006년 수립한데 이어 금년 11월에는

타 가는 거리인 5,280Km와 비슷하다.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중견국 다자간 외
1)

세계 4위인 이 나라 인구는 약 2.6억명으로

교 협의체인 믹타(MIKTA) 협력국 으로도 교

동남아 전체 인구 6.3억명중 41%(2015년)를

류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 규모도 크다. UN이 금
년 4월에 발표한 인도네시아의 국내 총생산

이번 회에서는 동남아시아 최대 국가 인도

(GDP)은 9,324억 달러로 세계 16위의 경제 규

네시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인도네시아

모 국가이나 동남아시아로 국한하면 이 지역

는 국토면적이 186만km2인 세계 15위의 국

전체 GDP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

가로 동남아시아로 국한하면 이 지역 전체 면

다. 그렇지만 아직도 경제개발이 덜 된 나라

적의 약 42%를 차지하는 큰 나라이다. 우리

이다.

가 메르카토르 도법 지도에 익숙해져서 그렇
지 인도네시아 실제 국토 면적은 매우 넓다. 쉽

IMF가 금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

1) 믹타(MIKTA) :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대한민국(Korea), 터키(Turkey), 호주(Australia)가 참여하여 만든 국가협의체로,
국제적 영향력과 발언권을 형성하고자 2013년 유엔 총회 외교장관회담에서의 모임을 시작으로 발족. 5개국은 모두 G20 회원국으로
각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춘 지역강국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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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조코위도도 대통령, 유숩칼라 부통령,
메가와티 당수(PDI-P당, 前대통령)

그림 1▶한국과 인도네시아 위치와 현 정부의 지도부

시아의 1인당 GDP는 3,895달러로 세계 115

세계적으로 악명높은 교통 체증으로 유명한

위이다. 이는 여타 동남아 국가인 싱가포르

나라이다. 수도인 자카르타는 2015년초 영국

(51,431달러. 세계 11위), 말레이시아(9,623달

의 경제 분석기관인 EIU로 부터 교통·안전 분

러, 세계 70위), 태국(6,265달러)과 비교해도 1

야에서 전 세계 50개 주요 도시중 최하위로 평

인당 GDP면에서 차이가 난다. 정치면에서는

가받은 바 있으며 여타 인도네시아 대도시도

1998년 군부 독재가 무너지면서 대통령 권한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엄청난 교통

이 축소되고 국회(DPR)권한이 강화되었으며,

체증으로 모든 교통 시스템이 차량 흐름 위주

2004년에는 첫 직선 대통령이 탄생하여 지금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니는 길인 인도

에 이르고 있다.

가 부족하며, 외국인이 도심을 걸어 다니기는
쉽지 않다. 또한 빈부 격차도 심각한 상황이다.

17,5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
군도群島)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국토에 3개의

이 나라에는 대도시 고층 건물 뒷 골목에도

시간대가 존재하며 풍부한 천연자원에다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한달 월급

인구로 인해 항상 전 세계 투자 희망국중 상위

이 100달러 이하인 인구가 1억명 이상이라는

권에 랭크되는 나라이다. 국토가 적도에 걸쳐

얘기도 들린다. 이렇게 못 살고 교통 문제 등으

있어 열대 지방 기후이지만 사막이 거의 없고

로 고생하는데 길거리에 거지가 많이 안 보이

습도가 크게 높지 않아 세계적인 관광지인 발

고 이상하리 만큼 불만이 없어 보이는 나라이

리가 있는 나라이며 특히 동부 파푸아 주의 자

기도 하다.

야위자야(Jayawijaya)산에는 만년설도 존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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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자카르타 교통체증과 인도가 부족한 교통 시스템

우리에게는 각별한 해외 진출
교두보 국가

우리의 해외생산 플랜트 1호 투자국이기도
하다. 즉 대상그룹은 1973년 미원 인도네시아
를 설립하여 조미료 원료를 생산한 바 있다.

알게 모르게 인도네시아는 우리와 아주 각

이러한 우리의 투자에 힘입어 우리 투자기업

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고대 중세에

이 고용하는 현지인은 80만명(2012년)에 달한

는 신라의 승려 혜초가 723년 경 이 나라 수마

다는 통계도 있다. 우리나라가 후진국을 벗어

트라 섬을 거쳐 인도를 간 정도로 관계가 미약

나 선진 원조국으로 가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

하지만 광복이후에는 우리와 연관성이 많다.

는 ODA 해외 사무소 1호도 인도네시아 다. 즉

또한 비동맹국가의 맹주인 인도네시아가 북한

1992년 9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 1호 사

과의 관계도 좋아 우리 통일 문제에 대해 적극

무소가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자카르타에 설

중재 역할을 하려고 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치되어 본격적인 후진국 지원 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광복이후 우리나라 기업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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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의 해외 투자국가다. 즉 한국남방개발

또한 지난 2011년 5월과 12월에 우리나라

(KODECO)이 1968년 2월 인도네시아 남부

는 인도네시아와 최초로 T-50 고등 항공 훈련

칼리만탄주 27만 ha의 산림개발에 450만불

기와 잠수함 공급 계약(대우조선해양)을 체결

을 투자한 것이 그 사례이며 이후 1981년 5월

하여 국방분야에서도 각별한 인연이 있는 국

에는 KODECO에너지가 인도네시아 국영석

가이다. 20~25억불 규모로 우리나라 최대 규

유공사(Pertamina)와 체결한 서마두라(West

모의 해외투자 사업인 포스코-Krakatau Steel

Madura) 유전공동개발 사업이 현지에서 승인

의 찔레곤(Cilegon) 고로형 일관 제철소(연산

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석유개발 사업으

600만톤) 1단계 사업도 2013년 12월 준공된

로도 이어졌다.

바 있다.

K-BUILD저널

최초의 해외개발 투자(1966년)
- 한국남방개발(KODECO)의 칼리만탄 산림투자

최초의 해외유전 개발(1981년),
- KODECO의 서부 마두라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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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제조플랜트 투자사업(1973년)
- ㈜미원의 자카르타 조미료 공장 투자

KOICA 1호 해외사무소, 자카르타(1992년)

그림 3▶인도네시아와 관련된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진출 사례

올해에는 해외건설협회가 발굴하고 현지 대

임전 완공될 LRT 철도 시스템 수출에는 우리

사관이 지원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KRNA)

의 철도 신호, 전력, 스크린도어, 검수 등 분야

이 해외에서 처음으로 자카르타 LRT(경전철)

와 더불어 철도차량 업체도 동반 진출하게 될

철도패키지(시스템) 건설 계약을 현지 공기업

예정이다. 이렇듯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해외

과 체결한 바 있다. 악명높은 자카르타의 교

진출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한 나라이다. 향후

통 체증을 해결하는 데 우리의 철도 기술이 활

에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 새로운 협력 모델을

용될 예정이다.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 게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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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항공 훈련기(T-50) 수출(2013년)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제작

자카르타 LRT협력 MOU사진(2017.11월)
- 철도시설공단(KRNA)-JAKPRO, 양국 장관 배석

최초의 잠수함 수출(2016년)
- 대우조선해양 제작

최초의 철도패키지(시스템) 수출(2017년)
- KRNA의 자카르타 LRT사업

그림 4▶최초의 해외진출 사업

동남아 최대 경제규모 국가이자
도시의 인구 집중

를 넘어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
망한 바 있다. 이러한 통계에 대한 전망은 바로
소비 인구에 기인한다.

왜 이렇게 우리기업들이 최초 진출 국가로
인도네시아를 지목하고 나갔던 것일까? 그 이

UN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인도네시아 인구

유는 이미 언급한데로 외적 통계 수치에서 주

는 2억 5,800만명으로 세계 4위이며 인구 성장

로 찾을 수 있다.

률은 1.26%로 매년 약 300만명씩 출생하는 것
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성장 추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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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CIA는 구매력 기준으로 2016년 인

간다면 인도네시아는 2043년에는 미국을 제

도네시아를 3조 달러의 GDP로 추정하여 세계

치고 세계 3위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

9대경제 국가로 올려 놓았다. 다국적 컨설팅사

고 있다. 이 나라의 중위 연령(Median Age)은

인 맥킨지(McKinsey Global Institute)는 인도

28.4세로 매우 젊은 나라이다. 이러한 젊은 인

네시아의 2030년 GDP가 독일과 영국의 규모

구로 인해 경제성장과 소비 시장 규모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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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정부는 칼리만탄 술라웨시 파푸아 지역
등 동부 인도네시아 지역의 개발 정책을 강력

그렇지만 많은 인구와 도시로의 집중 현

하게 추진중이다.

상으로 인해 문제로 중앙 정부는 지속적으
로 인구조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인구의 도시집중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인

2000~2010년대의 인구 성장율은 평균 1.49%

도네시아 국내 100만명을 초과하는 인구를 보

를 기록하였으나 조절 정책으로 2015년에는

유한 도시(자카르타 주는 시로 구분)는 2010

1.2%까지 떨어졌고 금년에는 1.1%까지 떨

년 자카르타, 수라바야 등 11개에서 2016년

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시로의 집중화

기준 수마트라의 반다르람풍시 등이 추가되어

현상은 심각하다. 인도네시아의 도시화 율이

총 16개 시로 늘어난 상태이다. 이러한 인구의

1970년에 17.1%에 불과하던 것인 것이 1990

도시 집중은 위협인 동시에 건설 분야에 많은

년 30.1%, 2000년 41.5%로 급성장했으며

사업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50%를 돌파한 후 2016년에는 54%까
지 이르렀다. 향후 2050년에는 70.9%로 늘어

300여 종족간 다양성 속에서의 통합

날 전망이라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ㅇ 인도네시아 국명의 어원
특이한 점은 주요 섬인 자바 섬과 수마트라
섬에 인구가 집중 포진되어 있는 것이다. 현재

현재 국명으로 사용되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 밀도는 Km2당 146명

(Indonesia)는 19세기 영국의 언어학자 로건

정도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

(James Richardson Logan)이 사용하면서 굳

하는 섬이기도 한 자바 섬(12.8만km2)은 km2

어진 것이다. 인도의 동쪽에 위치하여 인도를

당 1,133명에 달한다. 자바 섬은 남한(약 10

뜻하는 India와 그리스어에 섬을 의미하는 네

만km2)보다 조금 큰 면적에 2016년 기준 1억

소스(Nesos)에서 나온 Nesia가 합쳐진 말로

4,500만명으로 거주하고 있다. 특히 자카르타

공식적으로는 1928년 ‘자카르타 민족청년회

수도권(Jabodetabek) 인구는 2015년 3천만명

의’에서부터 사용되었다. 이전 원주민들은 인

을 넘어서면서 세계 10대 광역 대도시권중 하

도네시아를 섬이 많은 나라라는 뜻의 ‘누산따

나로 진입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를 합친 인

라(Nusantara)’라고 불렀다고 한다.

구(약 2,700만명)보다도 많다는 사실에 놀라
는 사람이 많다.

ㅇ 역사적 연원에 따른 다양한 종족들

수마트라 섬에도 약 5,100만명(2016년)이

300여개가 넘는 종족으로 구성된 인도네시

거주하여 이 두 섬의 인구를 합치면 약 2억명

아는 말레이인 계통의 주류 종족외에 역사적

으로 인구의 편중 현상은 심각하다. 이로인해

인 연원으로 식민지 시절 유럽 혼혈인,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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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인 뿐만 아니라 아랍인, 아프리카 흑인 계

의 방식대로 살고 있다.

통 사람들도 일부 있다.
청(淸) 나라 때부터 이주해온 중국계 화교도
가장 많은 인구 수를 보이는 주류 종족은 자

전체 인구의 약 1%를 차지하고 있고, 과거 13

와(Jawa, Java라고도 함)족으로 전체 인구의

세기 몽골의 침입으로 술라웨시 섬 북부 마나

40%인 약 9,500만명이며 자와족과 가까운 순

도(Manado) 지역에는 우리 한국인과 유사한

다(Sunda)족도 약 3,600만명(15.5%)이 있다.

몽골 시베리아 계통의 사람들도 있다. 이외 파

이들 자와족과 순다족은 자바섬에 집중적으로

푸아 주에는 원주민인 파푸아 족 이외에 아프

거주하였으나 과거 수하르토 대통령시절 이주

리카 흑인 계통의 사람들도 살고 있다. 일설에

정책에 따라 수백만명이 자바섬 밖 여타 섬으

는 과거 파푸아 지역은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로 반강제적으로 이주를 하였기 때문에 지금

노예선이 잠시 기항하던 곳이 있었고 그 당시

은 전국 어느 곳에서도 자와족을 만날 수 있다.

일부 노예로 온 사람들이 탈출하여 그 곳에 정
착했다고 한다.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보유한 종족은 바딱
(Batak)족으로 800만명이 수마트라 섬 북부

ㅇ 인도네시아의 국가 통합

또바(Toba) 산정호수를 중심으로 퍼져 살고
있다. 이들은 자와족에 비해 키가 크고 덩치도

세계가 급변하면서 일부 국가들이 내부 분

있어 다른 나라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외

리 및 독립이라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만

깔리만탄(Kalimantan) 섬과 파푸아 섬에는 겨

300여 종족을 보유한 인도네시아는 상대적

우 수백명만이 거주하는 여러 종족이 그 들만

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물

2013년 해건협 지부를 방문한 서부자바주 도시계획국장 등 직
원들(자바, 순다족)

2014년 6월 해건협 지부를 방문한 파푸아주 Sorong시 의회 의
장단 일행(파푸아주 혼혈종족)

그림 5▶인도네시아의 주류 종족과 파푸아의 혼혈종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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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2002년 동티모르를 독립 시키기는 하였지

켜지는 건국의 5대 원칙인 ‘빤짜실라’에 대해

만 보유한 종족 수에 비하면 미약한 것이라 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수 있다. 처음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분들은
742개 방언에 300여 종족인 인도네시아가 어

1950년대 ‘인도네시아 독립실행 연구위원

떻게 통일을 이루고 큰 사고없이 국가가 유지

회 (BPUPKI)’는 독립의 정당성과 신생 정부의

되는 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본 골격을 준비하였으며 초대 대통령인 수
카르노(Sukarno)는 다문화, 다종족, 다종교 국

이에 대해 현지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교민

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서구의 외래문화가 전파

들과 외국인들은 인도네시아의 통일이 유지되

되면서 전통적인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보전하

는 이유를 국가 이념과 언어, 그리고 군대라는

기 위해 5가지 국가 기본철학을 제시했다. 수

말을 하곤 한다. 즉 통일은 여러 다양성속에서

카르노 대통령은 이 다섯 가지 원리를 아우르

국가 통합 이념인 ‘빤짜실라’가 뿌리 박혀 있고

는 명칭을 언어학자의 도움을 받아 "빤짜실라

‘인도네시아 어’라는 쉬운 언어로 합쳐졌고 분

(Pancasila)"라고 짓고 6월 1일 공표했다. 인도

열을 막는 큰 힘은 군대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네시아 어로 실라(Sila)는 기초 혹은 근본, 빤짜
(Panca)는 다섯이라는 뜻이다.

ㅇ 다양성 속의 통합 이념 빤짜실라
(Pancasila)

최근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인 IS의 준동으로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통일과 통합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인도 네

빤짜실라에 기초한 종교 다원주의를 포기하지

시아의 핵심 국가가치이자 금과옥조 처럼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빤짜실라의 1번째 원칙인

국기 명칭은‘상 메라 푸티(Sang Merah Putih)’로 적백기라는
뜻이다. 이는 용기를 상징하는 상부의 붉은색과 신성함을상징하
는 하부의 흰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적백기는 13세기부터 힌두
교의 여신 '비슈누(Visnu)'를 상징한다.

국장(國章): 가루다(Garuda, 독수리) 모양 그림. 1950년에 국
시로 채택된 ‘그것들은 다르지만 그것들은 같다(Bhinneka
Tunggal Ika)‘를 의미. 이는 인도네시아가 다양한 민족적·문화
적·지역적 요소를 내포하면서 통일을 유지코자 하기 위함이다.
- 가루다 중앙의 방패 안에 있는 별은 신에 대한 믿음, 나무는
인도네시아의 통일, 쇠사슬은 휴머니즘, 쌀과 목화는 사회의
정의, 소는 민주주의를 상징.

그림 6▶인도네시아 국기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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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언어는 말라카 해협 주변에서 사용되던
교역 목적의 언어(해협 말레이어)였다. 멀라유
어는 다른 말레이 폴리네시아어파 언어들에
비해 익히기 쉬웠기 때문에 네덜란드 식민 지
배층은 20세기 초부터 인도네시아어를 현지에
서 통용되는 언어로 만들고자 기획하여 이 언
어의 보급에 힘썼다.
현지 언어에 로마자를 차용해 사용하는 멀
그림 7▶인도네시아 빤짜실라(Pancasila)
건국의 5대 원칙
①
②
③
④

유일신에 대한 믿음(Belief in the one and only God)
공정하고 문명화된 인본주의(Just and civilized humanity)
인도네시아의 통합(The unity of Indonesia)
합의제와 대의제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Democracy guided
by the inner wisdom in the unanimity)
⑤ 인도네시아 국민에 대한 사회 정의(Social justice for all of
the people of Indonesia) 이다.

라유 어가 현지 인도네시아 민족 언어로서 수
용된 것은 1928년 10월 개최된 제2회 인도네
시아 청년 회의에서 하나의 언어로 인도네시
아 어를 채택 선언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인구
의 60%가량 사는 자바섬에도 당시 자바어가
있었는데 왜 멀라유 어가 채용되었을까? 이와
관련 첫 번째 이유로는 자바어가 자바섬 지역
에 제한적으로 사용된 반면 멀라유 어는 상인

유일신에 대한 믿음은 정부가 인정하는 기독

들의 무역활동으로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골고

교 등 6개 종교의 다양한 신앙을 존중하는 의

루 통용된 때문이라 알려지고 있다.

미라고 한다.
두 번째는 문법이 간단하고 경어법이 지나

ㅇ 국가 통합에 일조, 인도네시아 어
(Bahasa Indonesia)

치게 복잡한 자바어에 비해 문법적 규칙이 비
교적 단순하고 발음하거나 배우기가 쉬운 것
이 있다. 예를 들면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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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만들어진 나라이다. 예를 들면

는 ‘Saya(I) dari(from) Korea.’라고 하며 세

영국 식민지인 말레이 반도와 보르네오 섬 북

계적으로 유명한 인도네시아 음식인 ‘나시 고

부지역이 합쳐져서 말레이시아가 독립했듯이

렝’은 쌀이라는 단어인 나시(Nasi)와 볶음이

이 나라는 과거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섬 지역

라는 동사인 고렝(Goreng)이 합쳐진 것이다.

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졌다. 수백여 종족이 자

어순도 영어와 유사하다. 영어의 ‘I Love you’

바, 수마트라, 칼리만탄, 파푸아, 술라웨시 섬

를 인도네시아 어로 하면 ‘Aku(I) Cinta(Love)

에 퍼져 살면서 742개 방언을 일부 사용하지

Kamu(you)’이다. 물론 현지인과 깊은 대화

만 언어는 주류 종족인 자바어가 아닌 말레이

를 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어는 어려운 부분이

어계인 멀라유(Melayu) 어가 사용된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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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도네시아 어를 사용해 서로 대화하고 있

표 1▶인도네시아 어와 영어의 단어 비교
인도네시아 어

(우리말 발음)

2018. 1월호

영어

다. 현지에 있는 어떤 분이 인도네시아 어가 쉬

Aku / Kamu

아꾸/까무

I / You

워 세계 공용어로 사용해도 된다고 말한 것을

Saya

사야

I (겸손의 표현, 저)

들은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말레이시아

Cinta

찐따

Love

Bagus

빠구스

Good

어와 인도네시아 어를 함께 통칭하여 마인(馬

Pagi

빠기

Morning

印)어 라고도 부르고 있지만, 말레이시아 어와

Siang

시양

daylight

인도네시아 어는 일부 언어 사용상 약간 차이

Air

아이르

Water

Apa

아빠

What

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asi

나시

Rice

Goreng

고렝

Fried

Ayam

아얌

Chicken

Babi

바비

Pork

Kambing

깜빙

Goat

Bebek

베벡

Duck

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에 놀란

Rebus

레부스
소토 아얌

Sate

사떼

Gado-Gado

가도-가도

Boiled
Delicious Noodle &
Veggie chicken soup
Meat on sticks
w/peanut sauce
Mixed vegetables
with Peanut Sauce

다. 일부 부유층과 고위 공무원 층이 서구 지역

Soto Ayam

참고로 할 것도 있다. 처음 인도네시아를 방
문하는 외국인은 현지어가 로마자로 표기되어
있고 외래어도 많아 영어가 널리 사용될 것으

으로 유학을 갔다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
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영어를 하지 못한다.
특히 택시기사들은 간단한 영어조차 통용되지
않는다. 이로인해 현지에서는 간단한 인도네

또한 이 언어는 상인들의 무역활동으로 통

시아 어를 숙지하고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용된 덕분에 여러 외국어 영향을 많이 받아 여
러 언어를 포용한 것도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현지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채용된 외국어 단

ㅇ 국가분열을 방지하는 막강한 인도네시아
군부

어중 네덜란드어가 3,280개, 영어가 1,610개
아랍어가 1,49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

인도네시아는 처음부터 국가를 군대가 지배

면 정보를 뜻하는 인포르마시(Informasi)는 영

하는 독특한 병영국가였다. 네덜란드 동인도

어의 Information과 동일한 뜻이다.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조직된 군 조직은 일본
식민지 시설 군대를 재조직하였다. 이후 1945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 어도 있다. 오

년 독립후 군은 정치에 개입해온 전통이 있다.

랑 우탄(Orang Utan)이란 말인데 이는 오랑

중앙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코담(Kodam)이라

(사람)과 우탄(숲)이 합쳐진 글자로 ‘유인원 원

는 지역 사령관이 각 지역 행정까지 전담했다.

숭이’를 뜻하며 실제 칼리만탄 정글에는 오랑

과거 17개로 나뉜 지역 관구 사령관은 각 지역

우탄이 살고 있다. 아무튼 이 언어를 통해 서쪽

군 작전권뿐 아니라 사회운영의 권한도 행사

수마트라 섬 사람들과 동쪽 끝 파푸아 사람들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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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군은 헌법에 명시된 군부의 이중 기능

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예를 들면 지금은

(Dual Fuction) 정치원칙에 따라 민간 통치에

없어졌지만 국회에서 군부에 일정 부분 의석

도 관여했다. 이 원칙은 군은 외부로부터 위협

을 배분받아 군부의 정치 참여가 당연한 시절

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안보) 사회발전에

도 있었다.

이바지(정치) 한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군의
정치 개입을 정당화해 왔다. 그러나 1998년 수

특히 우리의 특수전 사령부와 같은 육군의

하르토 대통령의 32년간 장기 군부독재 종식

코파수스(Kopassus) 부대는 동티모르 독립을

으로 민주화의 길로 들어갔다.

저지하고 현지 독립운동을 무력 진압하는 등
악역을 수행하고 있다. 여담이지만 특이하게

또한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
2)

파워(globalfirepower) '가 금년에 발표한 군사

도 인도네시아 육군은 제식무술로 우리나라
용인대에서 만든 용무도3)를 채택하고 있다.

력 순위 14위 국가가 인도네시아다. 이 나라는
동남아 지역 최대 군사력 보유국가로 여타 동

ㅇ 뜻밖에 세계 1등, 해적 발생 빈도

남아 국가인 베트남(16위) 태국(20위) 미얀마
(31위) 순위보다 높다. 주변에 강대국이라고는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섬을 가

인도(4위), 호주(22위)정도라 안보에 큰 걱정

지고 있고, 계피(cinnamon) 등 일부 농산물이

도 없는 나라다. 참고로 한국은 11위이지만 우

최대 생산되지만 알려지지 않는 세계 1등이 있

리 주위에는 세계 최강국들이 즐비하여 인도

다. 즉 해적 발생 빈도 1위 국가라는 사실이다.

네시아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군사적 자신감

UN 산하의 국제해사기구(IMO)는 매년 해적

에 근거했는지 모르겠지만 비동맹 외교의 주

발생 건수를 공표하는데 매년 해적 발생 빈도

도국으로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높다.

건수 1위 국가로 인도네시아를 지목하고 있다.
2015년 전 세계 해적이 공격한 건 수 245건중

육군만 약 44만명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군
부는 일본 식민지배 시절 받은 훈련으로 과거

인도네시아에서 선박이 공격받은 건은 108건
(44%)으로 가장 많았다.

네덜란드와의 독립 전쟁에서 큰 역할을 수행
한 바 있으며, 1945~1998년 군부 출신 대통령

과거부터 중동 지역이 아닌 동남아 해협에

의 득세로 한때는 인도네시아 정치에서 핵심

서 가장 많은 해적들이 출몰해오고 있는 데 그

2) 미국의 세계적인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www.globalfirepower.com)는 각 국의 인구와 육해공 전력, 자원, 국방예산 등
모두 50개 항목을 종합해 군사력 지수를 산출해 발표하고 있다.
3) 용인대학교 무도학과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서 2001년에 만든 창작 무도. 격기종목, 특히 유도로 유명한 용인대 특성을 살려서 각 격
투기의 특징을 합친 무술로, 보다 호신술에 적합한 실전 지향적인 무도를 모토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스포츠 무도에서는 금
지된 급소 가격과 같은 기술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기술적으로는 태권도 + 유도 + 합기도의 성격이 강하다. 녹색 도복을 입는 것
때문에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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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를 가진 나라

가 인도네시아 해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통 해적이라고 하면 소말리아 앞 바

이 나라가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를 가진 국

다에서의 선박 납치를 생각하지만 동남아 해

가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무슬림 인구는 2

적들은 선박이나 선원 납치가 아닌 화물만 강

억 명 이상이며 전국에 이슬람 사원이 80만개

탈하고 도주하는 방식을 보이고 있다.

로 사원의 95%는 민간이 설립했다고 한다. 특
히 수도인 자카르타에는 약 500m마다 사원이

인도네시아 해역은 넓은 영해와 주요 무역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통로에 위치하고 있어 외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 및 해적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이를 막기

처음 이 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매일 5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조치는 강단이 있어

회 예배시간을 알리는 아잔(Azan, 예배 시간

보인다. 인도네시아 해군과 해양수산부는 금

을 알리는 광고 및 기도) 소리를 들어야 한다.

년 4월 자국 영해에서 불법 어로를 하다 나포

그런데 다섯 번의 아잔중 유독 새벽 4시경에

된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선박 등 81척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아잔 소리가 크며 이 때

을 폭침시킨 바 있다. 작년에는 나포된 중국 어

문에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규모 사

선도 폭침시킨 바 있으며 중국 정부의 항의를

원의 스피커가 더 크게 아잔 방송을 하는데 이

받은 바 있다.

는 신앙심의 척도를 나타낸다고 하여 듣는 사
람을 더욱 곤욕스럽게 한다. 물론 6개월 정도

그림 8▶2015년 전 세계 해적 발생 위치도
자료 : IMB Piracy Reporting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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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인도네시아 영해 및 EEZ(배타적 경제수역)

해양수산부 Susi장관(여)이 2016.4월 영해를
침범한 베트남 선박 폭파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그림10▶자국 영해 침범 외국선박 폭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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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교의 인도네시아 전파는 13세기 아라
비아 무슬림 상인을 통한 것으로 역사 기록이
있지만 일부 학자들 중에는 7~8세기에 전래되

현지 이슬람 문화에 대한 무지로 외국 투자

었다고 주장하는 있을 정도로 연조가 깊다. 그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

러나 이 나라는 중동의 전형적인 무슬림 국가

요하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인 모 사업

에 비하면 종교에 대해서 자유롭고 일견 관대

가는 기계 고장으로 목표달성이 어렵자 금요

해 보이기도 한다. 인구의 87%를 차지하는 이

일 낮에 열리는 예배를 10분내로 끝내고 작업

나라에서 여성이 무슬림인데도 불구하고 히잡

할 것으로 지시하였다가 근로자들의 반발로

(Hijab, 이슬람 여성들이 머리와 목 등을 가리

바로 파업에 직면한 경우가 있었다.

기 위해서 쓰는 가리개의 일종)을 두르지 않는
것이 가끔보인다.

이 나라에서는 현지 무슬림을 위한 기도실
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등 현지인들을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은 일부 타 종교에 배

위한 종교 배려는 필수적이다. 또한 주의해야

타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관용과 인내로

할 것중 하나는 현지인의 머리를 만지거나 치

다른 종교와 공존하면서 민주주의와도 양립

는 행위이다. 인도네시아 인들은 머리 만지는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

행위를 금할 정도로 머리는 영혼이 들어있는

를 가진 인도네시아가 상대적으로 큰 분쟁없

신성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이 종교 융합이 잘 이루어지는 데 대해 좋은

은 어린이를 칭찬하며 머리를 쓰다듬는 것 조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종

차도 조심해야 한다.

교 분쟁이 없는 것은 아니다. 1999년 말루쿠

자카르타에는 약 20만명을
수용하는 동양 최대의 이슬람
사원인 이스띠끄랄 사원(Masjid
Istiqlal, 사진 윗부분)과 천주교
성마리아(St. Mary) 성당이
인접해 있다.

그림11▶이슬람 모스크 사원과 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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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uku)주에서는 원주민인 기독교인과 외

도네시아에는 아직도 독립을 외치는 종족들이

지인인 이슬람교도간 큰 종교분쟁이 발생했으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수마트라섬 북부의 아

며, 칼라만탄과 술라웨시 섬 지역도 종교 및 종

쩨(Aceh)와 서부 파푸아(Papua) 지역의 종족

족 분쟁이 발생한 바 있었다. 특히 이슬람 원리

이다.

주의자들이 서구 유럽인들을 대상으로 일으킨
2002년 발리 차량 폭탄 테러는 충격적이었다.

- 아쩨 독립운동

이 사건으로 총 202명이 사망했는데 특히 호
주 영국 미국 사람 121명이 사망했다. 인도네

수마트라 북부 아쩨 주 지역은 일찍부터 해

시아에서 외국인은 행동하는 데 주의가 필요

상무역의 길목에 있어서 외세의 각축장이 된

하다.

곳이다. 인구 약 400만명에 면적은 수마트라
섬의 12%에 불과한 이 지역은 인도네시아 천

이 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

연가스의 30% 석유의 20%이상이 생산되어

여 무슬림을 비롯, 불교, 개신교, 카톨릭, 힌두

중앙정부 예산의 13%를 차지하는 자원의 보

교와 유교, 6개의 종교를 인정하고 있다. 각 개

고이다. 이 곳에 네덜란드가 1873년 이 곳에

인의 신분증(KTP)에는 반드시 종교를 기록하

식민지 건설을 선언한 이후 프랑스와 미국 등

게끔 되어 있으며 결혼하면 종교를 하나로 통

제국주의 세력들은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으나

일하게끔 되어 있다.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개

이 지역 독립 세력들의 저항으로 내륙까지 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법으로 까지 규정하고

출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있는 것이다.
아쩨는 1945년 잠시 독립했지만 6년후인
또한 재미있는 것은 종교적 관용을 상징 하

1951년 다시 인도네시아에 강제 합병되는 비

기 위해 이슬람, 기독교, 발리 힌두교 등 종교

운을 맞게 된다. 강온 양면정책을 구사하고 있

축일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것이

는 중앙정부는 1959년에 이 지역을 특별지역

다. 매년 양력설, 발리 힌두신년, 이슬람 신년

으로 선포하여 자치를 일부 인정하였다. 그러

및 음력설 등 4번의 설 휴가가 있으며 또한 르

나 1976년 이 지역 반군조직인 자유 아쩨운

바란이라는 이슬람 종교 휴가외에도 기독교의

동(Free Aceh Movement, 인도네시아 어로는

예수님 승천일, 불교의 석가탄신일 등도 모두

GAM)이 결성되었고 특히 동티모르가 독립을

공휴일로 지정해 쉬고 있다.

보장받은 1999년부터 다시 독립운동이 불붙
었다. 이에 당시 수하르토 정부는 반군 토벌 등

ㅇ 소수 민족의 독립운동

미명아래 무자비하게 탄압했으며 이 시기 4백
만명으로 추산되는 아쩨 인구 중에 1만 2천명

1945년 독립후 오랜기간을 거쳐 어느 정도
분리 독립에 대한 큰 이슈는 사그러졌지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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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인도네시아 소수민족중 주요 독립 추진 세력

중앙정부는 2000년대 초까지 반군과 전쟁이

는 채찍질로 다스리고 있다.

지속하다 2005년 8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30
년 내전을 종식시키는 평화협정을 반군 측과

- 파푸아 독립운동

체결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독립의 불씨는 남
아있어 중앙정부와는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고

또 하나의 독립 세력이 파푸아 지역에 있다.

있다. 특히 사상 최악의 아쩨 쓰나미가 2004

파푸아 지역(서부 뉴기니아로도 불림)은 총 면

년 12월 발생하여 이 지역 주민 17만명이 죽고

적이 40.5만km2로 한반도 면적의 2배 가량 되

50만명이 노숙자가 발생했지만 복구 사업은

나 전체 인구는 200만명에 불과하다. 원주민은

중앙정부의 냉대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

90만명 수준으로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는 사

지고 있다. 일설에는 일부 선진국들이 이 지역

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의 풍부한 자원과 교통 요충지로 인해 이 지역

지만 이 지역은 천연 자원의 보고로 외국 투자

반군들에게 독립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자의 관심을 많이 받는다.

있다.
파푸아는 네덜란드가 1606년 파푸아 섬에
중앙정부는 보수적인 아쩨 주의 독립을 향한

진출한 이후 영국과 세력 다툼을 통해 1885년

정서를 달래기 위해 아쩨 주에 여러 유화책을

네덜란드 령이 되었다. 2차 세계대전이후 네덜

쓰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지난 2001년부터 공

란드 식민지 대부분이 인도네시아로 독립했지

식적으로 시행된 이슬람 법인 샤리아(Shariah)

만 네덜란드는 1962년 파푸아 지역을 계속 점

적용이다. 샤리아 도입으로 아쩨 주에서는 여

유하려 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와 무력 충돌이

성은 단정한 옷을 입어야 하며 음주는 금지되

일어났다. 이 전쟁 승리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어 있으며 간음, 동성애, 술 판매와 같은 행위

1963년 5월 1일 이 지역 통치권을 네덜란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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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접수한다는 뉴욕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종 인권 유린을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 원주민들은 그 다음해인 1964
년 ‘자유 파푸아 운동(인도네시아어로 OPM,

수하르토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분리 독립

Free Papua Movement)'을 결성하여 정글을

운동이 더욱 고조되자 1999년 ‘인도네시아 국

근거지로 독립투쟁을 벌이기 시작한다.

민협의회(MPR, 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는 아쩨와 파푸아에 특별 자치권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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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M은 파푸아 뉴기니아가 독립한 1975년

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한편 우리 투

부터 무장 투쟁을 본격화하였다. 중앙 정부는

자기업과 이 독립 추진세력이 연루된 적도 있

32년간 OPM 초토화 작전을 펼쳤으나 성공하

다. 2001년 OPM은 한국계 현지기업인 코린

지 못했고 자바섬 주민 25만명을 이 곳으로 이

도그룹 한국인 3명과 현지직원 13명을 파푸아

주시키기도 했다. OPM측은 정부군이 토벌을

에서 강제 억류했다가 22일만에 풀어준 사건

이유로 2000년대초까지 3만명을 학살하고 주

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영국에 파푸

민 수천명을 외지로 내쫓았으며 수백명을 재

아 독립을 위한 사무실이 개설되어 독립운동

판없이 투옥 고문하거나 고문을 가하는 등 각

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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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프로젝트 설명회 및
산업시찰
해외건설협회는 한국을 방문한 이란 도로도시개발부 차관 일행을 초청해 “이
란 프로젝트 설명회”를 11월 15일(수) 개최하였다.
Amini 차관(교통기획 및 경제담당)은 이란의 교통 인프라 계획을 우리기업들에게 소개했고,
이어서 도로 및 항만, 공항, 주택 담당자들이 간략하게 해당분야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에 앞서 14일(화)에는 인천공항 및 송도 신도시, 인천항만공사를 방문해 우리기업의 기
술력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15일(수)은 철도기술연구원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고속철도 기술
발전을 경험했다.
동 행사의 목적은 이란 교통 인프라 건설시장의 최신 정보 공유와 우리 건설기업들의 선진 기
술력 및 사업관리 능력을 홍보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들의 이미지 향상과 사업활동 확대에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이란 주요 발주처와 우리 기업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
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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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메트로 3호선 수주 지원을
위한 워크숍 개최

해외건설협회는 한국형 메트로 도입을 위한 워크숍을 11월 21일(화) 페루
리마-까야오전철청(AATE) 본사에서 개최하였다.
리마-까야오전철청과 주페루대한민국대사관, 해외건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워크숍은 한
국의 메트로 건설 경험과 발주방식, 공법 등의 경험을 논의하고 전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워
크숍에는 리마-까야오전철청 직원 30여 명이 참석하는 등 한국의 메트로 건설 경험을 습득하
고자 하는 높은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워크숍 시작에 앞서, 까를로스 우가스(Carlos Ugaz) 리마-까야오전철청장은 리마 메트로 3
호선을 PPP 방식이 아닌 정부재정 발주 사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강조하
면서, 이번 워크숍이 한국과 같은 메트로 선진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발표자로는 해외건설협회 정성원 미주인프라협력센터장이 한국기업의 해외 메트로 시공 경험
과 강점에 대해, 도화엔지니어링에서 한국의 메트로 건설 경험과 공법, 발주형태, 요금책정 및
수익창출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서 리마-까야오전철청 직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국의 발주구조, 메트로 수요분
석, 토지수용 시 발생한 문제점, 보조금 지급방식 등에 대한 질의가 1시간 이상 이어져 페루
정부 측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해외건설협회는 앞으로도 현지 발주처, 대사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공조하여 우리 기업의
신흥 건설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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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우즈벡 우크라이나
건설시장 진출환경 개선 활동 전개

해외건설협회는 박기풍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소기업 시장개척단을 11월 26일부터 12
월 2일까지 우즈베키스탄과 우크라이나에 파견하여 민간차원의 건설외교 활동을 전개했다.
먼저 11월 28일 우즈베키스탄 투자위원회를 방문하여 △ 장기간 소요되는 과실송금 및 노동비자 발급 개선 △
현재 사용 중인 구소련 건축코드를 국제기준으로 전환하는 등 아국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
였으며, 이에 대해 라지즈 쿠브라토부 부위원장은 내년 중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11월 30일 우크라이나 블라디미르 오메리안 인프라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우크라이나측은 도로 및 항만
개발사업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요청하였고, 한국측은 △ 인프라부 실무자 방한 및 프로젝트 설명회 개최 △ 우
크라이나 인프라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 △ 타당성조사(F/S) 및 마스터플랜(MP) 지원 방안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협회는 한국기업 진출을 위해 12월 1일 우크라이나 건설협회(CBU)와 △ 프로젝트 정보 공유 △ 양
국 건설기업의 협력확대 △ 제3국 공동 진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경제개발
무역부(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 of Ukraine) 산하 금융지원 기구인 국영금융공사
(State Finance Institution For Innovation)를 만나 우크라이나 정부의 국책 프로젝트에 한국기업 참여시 금
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해외건설협회 박기풍 회장은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한국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서 겪은 애로사항 해결
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해외건설 불모지와 다름없는 우크라이나에 우리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유가하락으로 인한 중동발주물량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시장 개척을 통한 해
외건설 수주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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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중남미 자원·인프라 협력센터
심포지엄 개최

해외건설협회는 외교부 중남미 자원·인프라 협력센터와 공동으로 우리 건설
기업들의 중남미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월 13일(수) 서울 더 플
라자 호텔에서 '대중남미 인프라·플랜트 시장진출 확대 방안'에 대한 심포지
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수주가 정체 상황을 보이고 있는 중남미 시장의 인프라·플랜트 수주 확대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중남미 해외건설 수주 성과를 공유하며, 중남미 관련 정부부처, 공공기
관, 민간업계 간 인적 교류를 증진하고자 마련하였다.
이번 행사에서 해외건설협회는 ‘중남미 건설시장 진출 현황 및 전망’을 소개하고 한국수출입
은행은 ‘중남미 자원·인프라·플랜트 사업 금융제도 및 지원 사례’, 그리고 현대건설은 ‘중남미
지역 한국-스페인 기업 컨소시엄 수주 성공사례 소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연방대학교에
서 ‘중남미 주요 도시 스마트시티 사업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심포지엄에 참가한 연사들은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 현지 통
화 평가 절하 등으로 내부 투자 여력이 크지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2018년에
PPP 사업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며, 이에 대한 세심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
였다.
해외건설협회는 앞으로도 중남미 건설시장 진출 확대에 필요한 시장 정보와 국내외 유관기관
간 교류기회를 확대하여 건설업계의 중남미 진출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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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수주 실적
‘17. 11.30 기준 해외건설 수주액은 총 235.2억불
* (신규) 558건, 20,822백만불, (변경) 303건, 2,698백만불

연도별 수주현황
* 수주액은 변경ㆍ신규 포함, 수주건수는 신규만 반영
구 분
1년간(억불)
1.1~11.30(억불)

12

13

14

15

16

최근 5년 평균

‘17

649
(620건)
562
(554건)

652
(682건)

660
(708건)

461
(697건)

282
(607건)

541
(663건)

-

573
(637건)

591
(653건)

407
(603건)

234
(507건)

473
(591건)

235
(558건)
북미·태평양
2.3%

700
600

591

573

562

아시아
49.0%

500

중동
44.8%

407

400
300

235

234

건축
9.6%

200
토목
18.7%

100
0

'12

'13

'14
1년간(억불)

'15

'16

'17

플랜트
66.5%

1.1~11.30(억불)

※ (지난달 수주현황) 인도, 뭄바이 해상교량 건설공사(Pkg.2)(대우건설, 5.2억불) 등 45건, 약 9.2억불

세부항목별 수주액
ㅇ 지역별 : 아시아 49.0%(115.2억불, 1위), 중동 44.8%(105.3억불, 2위), 북미·태평양 2.3%(5.5억불, 3위), 아프리카 1.4%(3.3억불, 4위)
ㅇ 국가별 : 이란 22.3%(52.4억불, 1위), 인도 12.3%(29.0억불, 2위), 말련 7.2%(16.9억불, 3위), 방글라데시 6.8%(16.1억불, 4위)
ㅇ 공종별 : 플랜트 66.5%(156.3억불, 1위), 토목 18.7%(44.0억불, 2위), 건축 9.6%(22.7억불, 3위), 용역 3.3%(7.8억불, 4위)
지역별

'65~

'17년

국가별

'65~

'17년

공종별

'65~

'17년

아시아

31.4%

49.0%

이 란

2.2%

22.3%

플랜트

57.7%

66.5%

중 동

54.2%

44.8%

인 도

2.7%

12.3%

토 목

18.4%

18.7%

북미
태평양

3.9%

2.3%

말 련

2.6%

7.2%

건 축

19.4%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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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대비 수주현황(지역 · 공종 · 국가)
지역별
지역
계
아시아
중동
북미·태평양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

(단위: 건, 천불, %)

2017.11.30
건수
금액
558
23,519,336
(100.0)
(100.0)
378
11,520,445
(67.7)
(49.0)
58
10,530,499
(10.4)
(44.8)
17
552,260
(3.0)
(2.3)
31
329,862
(5.6)
(1.4)
34
299,142
(6.1)
(1.3)
40
287,128
(7.2)
(1.2)

2016.11.30
건수
금액
507
23,393,952
(100.0)
(100.0)
335
10,147,206
(66.1)
(43.4)
58
9,208,896
(11.5)
(39.4)
23
1,368,031
(4.5)
(5.9)
41
642,909
(8.1)
(2.7)
24
569,328
(4.7)
(2.4)
26
1,457,582
(5.1)
(6.2)

1965.1.1.~2017.11.30
누계건수
누계금액
12,265
773,951,137
(100.0)
(100.0)
6,544
243,139,150
(53.3)
(31.4)
3,572
419,396,253
(29.1)
(54.2)
638
30,417,675
(5.2)
(3.9)
659
22,930,748
(5.4)
(3.0)
451
19,401,013
(3.7)
(2.5)
401
38,666,298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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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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3.5
14.4
-59.6
-48.7
-47.5
-80.3
(단위: 건, 천불, %)

2017.11.30
건수
금액
558
23,519,336
(100.0)
(100.0)
58
15,631,097
(10.4)
(66.5)
42
4,395,042
(7.5)
(18.7)
219
2,266,791
(39.3)
(9.6)
188
780,058
(33.7)
(3.3)
47
470,606
(8.4)
(2.0)
4
-24,258
(0.7)
(-0.1)

2016.11.30
건수
금액
507
23,393,952
(100.0)
(100.0)
47
10,699,866
(9.3)
(45.7)
40
5,184,910
(7.9)
(22.2)
175
4,687,329
(34.5)
(20.0)
203
1,625,656
(40.0)
(7.0)
38
1,192,684
(7.5)
(5.1)
4
3,507
(0.8)
(0.0)

1965.1.1.~2017.11.30
누계건수
누계금액
12,265
773,951,137
(100.0)
(100.0)
1,816
446,572,583
(14.8)
(57.7)
2,175
142,090,281
(17.8)
(18.4)
3,975
150,002,095
(32.4)
(19.4)
3,265
15,608,299
(26.6)
(2.0)
873
16,396,124
(7.1)
(2.1)
161
3,281,755
(1.3)
(0.4)

국가별(주요 3개국)
공종

증감율
(금액)

2017.11.30
건수
금액
558
23,519,336
(100.0)
(100.0)
5
5,237,568
(0.9)
(22.3)
14
2,903,835
(2.5)
(12.3)
13
1,694,262
(2.3)
(7.2)

증감율
(금액)
0.5
46.1
-15.2
-51.6
-52.0
-60.5
-797.7

(단위: 건, 천불, %)

2016.11.30
건수
금액
507
23,393,952
(100.0)
(100.0)
1
681
(0.2)
(0.0)
11
602,120
(2.2)
(2.6)
13
1,504,712
(2.6)
(6.4)

1965.1.1.~2017.11.30
누계건수
누계금액
12,265
773,951,137
(100.0)
(100.0)
98
17,285,012
(0.8)
(2.2)
237
20,955,058
(1.9)
(2.7)
285
19,766,922
(2.3)
(2.6)

증감율
(금액)
0.5
382.3
12.6

K-BUIL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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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신규수주 공사내역 (2017. 11.1~30)
(단위: 천불)

국가

업체

공 사 명

계

인

도

발주처

기간금액

총 2건

비고

519,100

뭄바이 해상교량
건설공사(Pkg.2)

대우건설

계약일자

뭄바이
도시개발청

519,100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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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건수
금액
637
(100.0)

57,269,373

2014.1.1∼11.30
건수
금액

2015.1.1∼11.30
건수
금액
603 40,690,047

2016.1.1∼11.30
건수
금액
507 23,393,952

2017.1.1∼11.30
건수
금액

653

59,146,083

(100.0) (100.0)

(100.0)

(100.0)

98 30,633,375

63

14,706,362

58

9,208,896

(11.5)

(39.4)

(10.4)

(44.8)

335 10,147,206

378

11,520,445

(100.0) (100.0)

95

23,731,875

(14.9)

(41.4)

(15.0)

(51.8)

(10.5)

(36.1)

380 22,996,919

391

15,258,802

384

17,511,359

558

23,519,336

(100.0) (100.0)

(100.0)

58 10,530,499

(59.7)

(40.2)

(59.9)

(25.8)

(63.7)

(43.0)

(66.1)

(43.4)

(67.7)

(49.0)

34

6,359,451

21

2,873,344

20

2,714,296

23

1,368,031

17

552,260

(5.3)

(11.1)

(3.2)

(4.9)

(3.3)

(6.7)

(4.5)

(5.9)

(3.0)

(2.3)

48

731,410

52

1,524,671

37

960,129

24

569,328

34

299,142

(7.6)

(1.3)

(8.0)

(2.6)

(6.1)

(2.4)

(4.7)

(2.4)

(6.1)

(1.3)

46

938,006

59

2,155,275

52

681,487

41

642,909

31

329,862

(7.2)

(1.6)

(9.0)

(3.6)

(8.6)

(1.7)

(8.1)

(2.7)

(5.6)

(1.4)

34

2,511,712

32

6,700,616

47

4,116,414

26

1,457,582

40

287,128

(5.3)

(4.4)

(4.9)

(11.3)

(7.8)

(10.1)

(5.1)

(6.2)

(7.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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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트렌드 워치
쿠웨이트 PPP 및 주요 건설부문 동향·전망 분석

K- BUILD 특집
2017년 해외건설 수주실적 및 2018년 경기전망
우리나라 유상원조의 국제연계지원사업 현황과 과제
아프리카 대륙에 한국 공간정보 기술의 씨앗을 심다

K- BUILD 저널

해외 물류인프라 구축 동향 및 전망과 시사점 ③

2018. 1월호

Jacobs 진출전략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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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