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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들이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에 활용할 새로운 창구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사업준비특별기금
김 남 성 / 기획재정부 AIIB 팀장

기관(Moody’s, S&P, Fitch)으로부터 최고신

1. 현 황

용등급을 받고 출범이후 2017년 말까지 42.3
작년말 벨라루스, 에콰도르, 쿡 아일랜드,

억불 규모로 24건의 사업을 지원하는 등 단기

바누아트 공화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간에 여러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규모 뿐 아니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이하

라 내용 측면에서도 국제사회에서 명실상부한

‘AIIB’)에 신규 가입함으로써 AIIB의 회원국

주요 국제금융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2018년 1월말 현재 84개국으로 확대되었
다. 이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회원국 수

우리나라도 AIIB의 창립회원국이자 주요 주

(67개국)를 추월한 것으로 2016년 1월 출범이

주국으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 중

후 AIIB의 빠른 성장세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

국(30.34%), 인도(8.52%), 러시아(6.66%), 독

다. 또한, 2017년 6~7월 AIIB는 3대 신용평가

일(4.57%)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3.81%의

주요 국제금융기구 개요
구분

AIIB

ADB

IBRD

EBRD

설립시기

2016.1

1966.8

1945.12

1991.3

필리핀 마닐라

미국 워싱턴

영국 런던

본부

중국 북경

설립목적

아시아 인프라 개발 지원

자본금

1,000억불

1,629억불

2,223억불

300억 유로

회원국

84개국

67개국

189개국

64개국

일본(15.62)
미국(15.51)
중국(6.45)
인니(5.45) 등
한국(5.04, 8위)

미국(17.23)
일본(7.41)
중국(4.78)
독일(4.33) 등
한국(1.68, 16위)

프랑스(8.68)
영국(8.68)
독일(8.68)
이탈리아(8.68) 등
한국(1.01, 22위)

주요국
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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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30.34)
인도(8.52)
러시아(6.66)
독일(4.57)
한국(3.81, 5위)

글로벌 및 지역내 빈곤감축 및 경제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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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며, 영구 이사직을 수임

하게 지원 중이다.

중이다. 이는 한국이 가입된 국제금융기구 지

사업 분야별 승인 규모

분율로는 ADB(5.04%)에 이어 두 번째, 지분

구분

율 순위(5위)로는 가장 높은 수치이다.

건수

AIIB 출범이후 우리 인력들도 활발히 진출

2018. 2월호

에너지 교통 수자원 항만 도시 ICT 기타 합계
10

6

2

1

1

1

3

24

승인액
1,924 941 333 265 217 152 400
(백만불)
4,232
(45.5) (22.2) (7.9) (6.3) (5.1) (3.6) (9.5)
(%)

하여 2017년 11월 기준 한국국적 직원은 투
자, 재무, 리스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8명

투자지역은 서남·중앙·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6.5%, 총 정규직원 122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서남아시아 9건, 중앙

이는 단일 국적으로는 중국의 32명(26.23%)

아시아 7건, 동남아시아 5건, 동북아시아 1건,

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며 AIIB內 우리

역외국 1건, 기타 1건)되어 있다. 특징적인 사

지분율(3.81%)보다 높은 수치이다.

업으로는 최초로 역외 회원국에 대해서 지원
한「이집트 태양광 발전소 지원사업」(2017

주지하다시피 AIIB는 중국 주도로 인프라

년 9월 승인, 총 사업비 719백만불, AIIB 지원

개발을 통하여 아시아의 경제·사회 발전 및 지

액 210백만불)과 첫 중국內 사업인「중국 북

역내 연결성(Connectivity)과 지역간 협력을

경 대기환경 개선사업」(2017년 12월 승인,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AIIB는 창립이

총 사업비 761백만불, AIIB 지원액 250백만

후 12개 회원국에게 24개의 인프라 프로젝트

불)이 있다.

를 지원하였으며 총 누적 지원금액은 42.3억
불(약 4.9조원)에 달한다. 이 중 대다수는 세계

또한, 승인된 24건 중 17건이 정부보증

은행(WB), ADB 등 다자개발은행과 협조융자

(soverign-backed) 사업으로 민간사업(4건),

(Co-financing) 형식으로 지원하였다.(협조융

지분투자 사업(3건)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준

자 18건, 31.3억불 + 단독융자 6건, 11.0억불)

이다.

전체 사업규모

(단위 : 백만불)

구분

2016~2017년

총 사업건수

24건

총 사업비(project cost) 합계
평균 총 사업비
총 AIIB 지원액
사업당 AIIB 지원액 평균

21,839
910

AIIB는 사업승인 건수와 규모를 현재 연간
10건 내외에서 2020년 연간 25~30건 규모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아래와 같다.

4,232
176

지원분야의 경우,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교통, 수자원, 항만, 도시개발 분야 등을 다양

연도별(16~20년) 사업승인 현황 및 목표
2018e

2019e

2020e

구 분

2016

2017

승인(건)

9

15

15~20 20~25 25~30

대출규모(억불)

17

25

25~35 35~45 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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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IB의 새로운 지원수단
: AIIB 사업준비특별기금

때문에 특별기금을 통해 지원된 사업은 최종
적으로 AIIB 인프라 사업과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할 것이다.

AIIB의 주요 지원대상인 개도국에게는 사업
계획 수립, 사업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다만, AIIB는 정부보증사업과 달리 민간사

F/S) 등 인프라 사업의 준비단계 비용이 큰 부

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프로젝트 준비비용

담이 된다. 이에 AIIB는 인프라 사업의 준비

을 주로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사업

단계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6

에 대한 지원을 전체 특별기금 지원액의 10%

년 6월 AIIB 사업준비특별기금(AIIB Project

이내로만 제한하고 있다. 또한 중저소득국 이

Preparation Special Fund, 이하 ‘특별기금’)을

외 국가에 대한 지원도 중저소득국의 대규모

설립하고, 동 기금을 통해 개도국의 인프라 사

인프라 사업의 준비단계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업 준비과정를 지원하게 하였다. 특별기금은

맞게 전체 특별기금 지원액의 20% 이내로 제

그 설립목적에 맞게 주로 정부보증사업, 중저

한하고 있다.

1)

소득국 을 대상으로 하여 F/S 재검토(review)
및 개선(improve), 환경·재무·기술 분석, 구매·

중국은 특별기금 설립후 최초로 5천만불 출

계약 관련 자문, 역량강화 연수 등을 지원한다.

연을 약정하였으며 현재 3천만불을 납입한 상

주목할 점은 초기단계 F/S 지원보다는 기존 F/

태이다. 우리나라도 두 번째 공여국으로 2017

S 결과의 재검토 및 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

년 11월 8백만불을 출연하여 현재 특별기금 활

라는 점이다. 즉, AIIB는 동 기금을 통해 신규

용가능액은 38백만불이다. 영국이 2017년 12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의 기초계획을 수립하

월 5천만불 출연을 약정하는 등 다른 AIIB 회

기 보다는 기초 준비단계를 마친 후 어느 정도

원국들도 동 기금 출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

구체화된 사업의 후속 준비단계를 지원할 계

므로 특별기금 재원은 향후 늘어날 전망이다.

획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기업들이 KOICA

AIIB는 동 기금을 통해 2017년 11월 네팔과 스

자금 또는 정부부처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초기

리랑카에 2건의 사업을 최초로 승인하였다

F/S를 거쳐 사업기획(design)을 완료하였으나,
사업화가 지연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후
속적인 지원수단으로 동 기금을 활용하는 것
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AIIB 특별기금 승인사업 내역
◇ 네팔 도시 인프라 투자사업(1백만불)
·네팔 Terai 지역내 도시 인프라 사업에 대한 컨설팅,
사업기획 및 준비작업 지원
◇ 스리랑카 고체폐기물 사업(70만불)

아울러 AIIB 내부적으로 인프라 사업을 총
괄하는 투자국에서 특별기금 사업도 심의하기

·폐기물관리 시스템구축을위한기술·구매·환경사회
영향평가자문, 역량강화 연수등수행

1)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수혜국, 2018년 기준 1인당 GNI 1,165불 이하 국가, http://ida.worldbank.org/
about/borrowing-countrie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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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개도국 정부
(또는 민간사업일 경우 사업주)는 AIIB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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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AIIB팀(044-215-8736)에서 안내
할 계획이다.

이지(www.aiib.org)에서 ‘AIIB 사업준비특
별기금’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후 AIIB

3. 맺음말

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 사업이 특별기금 지
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다면 개도국 정부(또

AIIB의 부상(浮上)은 한국기업에게 좋은 기

는 사업주)는 AIIB와 기금공여계약(Grant

회이다. 우리기업들은 다양한 지역·분야에 인

Agreement)를 체결한 후 경쟁입찰 원칙에 따

프라 사업을 지원 중인 AIIB를 충분히 활용하

라 사업을 발주하게 된다. 특별기금 사업은

여 해외 인프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수단으

AIIB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AIIB의 지원수단

AIIB는 특별기금을 통한 지원사업 현황을 모

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활용이 필요하다. 다수

니터링하고 사업범위 변경, 사업기간 연장 등

의 우리기업 사업들이 특별기금을 이용해서

이 필요할 경우 개도국과 수정계약을 체결한

본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동 기

다. 또한, AIIB는 사업이 종료되면 결과보고서

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 기

를 작성하여 개도국과 공유한다.

업의 몫이다. 아무쪼록 동 지원수단에 우리 기
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

특별기금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하기를 바란다.

특별기금 진행절차
단계

내용

시기

사업 발굴

개도국 정부의 신청 → AIIB, 신청서 검토

-

승인 신청

AIIB 투자국,
AIIB 특별기금 위원회에 검토보고서 제출

AIIB 특별기금
위원회 개최 3일전

AIIB 특별기금 위원회의 검토

-

(1백만불 이하) AIIB 총재 승인

-

(1백만불 초과 시) 이사회 부의

-

서명·발효

AIIB-사업신청주체(개도국 정부 or 사업주) 간
서명 직후 계약 발효

-

인출

특별기금 인출(인출 신청서 제출 필요)

-

모니터링

AIIB, 지원사업 현황 모니터링

인출 후 계속

수 정(필요시)

수정 계약 체결(AIIB 전략부총재 승인 필요)

상시 가능

종료

AIIB, 결과보고서 작성

종료 후 3개월 이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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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협력의 이해와 한국의
개발협력 전략

정 혁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 서론

국이 당면한 개발의 장애물과 제약조건 및 이
에 근거를 둔 개발도상국에 실제로 유효한 개

최근 국제개발협력사회에는 지속가능개발

발 기제에 대한 이해가 DAC2) 공여국과 수원

에 초점을 맞춘 SDG1)라는 새로운 개발협력

국 간에 서로 달라 기존 “North-South”양자

규범의 출범 이래로 개발협력의 영역 확대가

협력을 통한 개발협력의 수원국 개발효과성에

요구될 뿐 아니라, 개발협력 대상국 중 상당

대해서 부단한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수 신흥국의 경제성장으로 국제질서가 다극화
되어가는 추세로 인해 기존의 “북남(North-

이에 기존 양자협력 구도와는 달리 “북측”공

South)”양자협력 유형의 원조보다는 공여국

여국 이외에 “남측”신흥 개도국을 새로운 협

과 수원국 간 실질적 경제·외교 “협력 관계”구

력자로 포함하여 개발협력 구도를 구성하는

축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

“삼각협력”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북

1)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지속가능 개발목표)의 약자, 국제연합(UN)이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되어 추진중인 밀레니엄 개발목표
(MDGs)의 후속 목표에 해당하며, 2015년 9월 25일 전 세계 193개국 정상이 뉴욕 UN 본부에서 개최된 유엔 개발정상회의에 참석해 채
택. 2016년 부터 2030년까지 이행할 예정이다.
2)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약자, 개발도상국 원조를 위해 결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산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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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공여국 외의 남측 신흥 개도국은 수원국과

야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존

DAC 공여국 간에 최종 협력대상국인 수혜국

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

이 당면한 개발의 장애물 및 제약조건 그리고

는 삼각협력을 통한 개발협력의 이익과 동시

현지 전문성 등에 대한 적합한 이해를 매개해

에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의 성격에 대한 이

줌으로써 “주축국(pivotal country)”의 역할을

론 및 실증분석을 통한 이해가 부족하여 삼각

하여 개발협력의 개발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협력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부재하

있다. 기존 DAC 공여국은 주축국이 갖추지 못

다는 것이다. 삼각협력의 성패는 다양한 요인

한 개발협력 집행역량과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특히 공여국과 주축국

공여국과 주축국은 상호보완관계를 갖는다.

간의 파트너십 형성이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렇듯 삼각협력은 개발협력 협력국 간 서

본고는 이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자 정

로 다른 역할 분담을 통해 개발효과성을 증진

혁(2017a)의 연구에서 서술한 ‘분업의 이익’과

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다자구도 연결

‘거래비용 경제학’의 관점에서 삼각협력에 대

망 형성을 통해 전략적 다자협력관계를 확장

한 이론적 해석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기존 DAC 선진공여국

경으로 양대 삼각협력 공여국인 독일과 일본

과 신흥국의 협력 인센티브를 충족시켜 개발

개발협력기관과의 현지 인터뷰와 계량모형 추

협력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

정결과를 바탕으로 공여국의 삼각협력 주축국

서 삼각협력은 최근 국제개발협력 기조의 변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한 정혁

화와, 세계 성장 축의 서구 선진국으로부터 신

(2017b)의 실증분석을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

흥 개도국의 이전이라는 국제질서 변화의 추

하고, 이를 적용하여 한국의 삼각협력 전략에

세에 부합하여 국제개발협력사회에서 새로

대해 제언한다.

운 조명을 받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2. 삼각협력 이해를 위한 핵심 개념

영국, 스페인, 미국 등을 포함한 다수의 DAC
공여국에서 삼각협력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삼각협력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OECD(2013a) 보고서는 삼각협력의 유형
을 (i) 주축국과 수혜국이 남남협력을 구성하
고 있는 상황에서 공여국이 참여하는 유형, (ii)

하지만 절대적 규모 면에서는 기존의 양자

공여국과 주축국이 파트너십을 형성한 후 수

협력이나 다자협력에 비해 삼각협력은 아직

혜국에 접근하는 유형, (iii) 공여국과 수혜국

작은 편이며, 그 잠재적 이익이 충분히 활용되

이 기존의 북남협력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

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삼각

서 개발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신흥국

협력의 시행 구도 상 양자가 아닌 삼자의 행

을 주축국으로 초청하여 삼각협력을 구축하

위자가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조정을 해

는 유형, (iv) 공여국-주축국-수혜국 삼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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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동시에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유형 등 네 가

부터 얻을 수 없는 개발효과성 증진을 추구함

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어떤 유형이건 삼각협

에 삼각협력의 개발협력 전략으로서의 가치가

력에는 “공여국(Provider),”“주축국(Pivotal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단순히 하

country),”“수혜국(Beneficiary)”의 세 행위자

나의 사업에 여러 국가가 같이 참여한다고 해

가 존재하며 각 행위자는 서로 다른 역할 혹은

서 이를 삼각협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분

기능을 분담하며 쌍방 협력이 아닌 삼자 간 협

업이 아닌 단순한 협업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만

력을 한다. 이에 삼각협력의 본질이 있다.

약 삼각협력의 이익이 기존 공여국의 경제성

예를 들어 일본이 공여국으로써 원조자금을

장 저조로 인한 재원 확보에 문제가 있어 재원

제공하고 브라질이 주축국으로써 자국의 농업

조달에 있어서 협업이 필요한 것이라면 신흥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관개수로 사업에 대한

국이 주축국으로 참여하는 삼각협력보다는 공

지식과 전문성을 모잠비크에 제공하며 모잠비

여국 간의 다자협력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훨

크 관개수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사업

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는 삼각협력에서 주

을 시행할 때 일본의 개발협력 담당자는 모잠

축국의 역할을 기존 공여국의 재원 보완 정도

비크에 있는 관개수로 구축 담당 기관과 직접

로 한정하는 경우는 양자협력보다 열등한 개

협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브라질에 있는 개발

발협력 전략이 된다는 것이다. 삼각협력의 진

협력 기관과 협력을 하며, 브라질의 개발협력

정한 이익은 특화된 역할을 가진 다자간 협력

기관은 일본의 자금과 개발협력 역량을 활용

관계 구축을 통한 분업의 이익에 있다.

하여 모잠비크 관개수로 구축 담당 기관과 협
력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삼각구도 협력관계에는 이익
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공여국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삼각협력 구도는 양자협력에 비

궁극적 개발협력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

해 각 행위자의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를 통해

문에 수원국과의 연대 형성은 양자협력에 비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가시키는 분업의 이익을

해 오히려 약화되는 경향이 있고 주축국의 역

실현시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분업은 공여

량과 인센티브에 따라 양자협력에서는 발생하

국의 재정 부담도 줄여주지만 주축국을 매개

지 않을 추가적 협상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

로 수혜국에 보다 적합한 개발사업 내용을 설

사업의 성공 여부 자체에 보다 큰 불확실성이

계할 수 있어 수혜국의 개발효과성을 증진시

생기기도 한다. 이 역시 삼각협력의 주요 본질

킨다.

이다. 삼각협력의 이익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
이 “분업”이라면, 이상과 같은 삼각협력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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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삼각협력의 본질은 삼각구도 자체라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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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더 효과적인 개발협력인지는 분업의 이

전에는 삼각협력이 확산되지 않았던 근본적인

익과 거래비용 간의 균형 비교를 통해 결정되

이유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삼각협력이

는 것이다.

빠르게 확산된 이유는 바로 삼각협력에 대한
공여국의 인센티브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삼각협력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가
시적이지만, 거래비용은 사전적으로 파악하기

2000년대를 지나면서 세계 경제성장의 동력

가 쉽지 않다. 실상 모든 분업구조에는 특화된

은 기존 서구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확연하게

역할 분담과 그 분업구조에 참여하는 행위자

이전했다. 이러한 성장 축의 변화는 국제사회

의 인센티브의 차이로 인해 거래비용이 발생

를 다극화시켰고 이는 기존 선진국에게 아직

한다. 따라서 거래비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은 개발도상 수원국이지만 가까운 미래에 공

위해서는 참여 행위자의 역할분담과 인센티브

여국의 위치에 오르게 될 신흥국과 선제적으

의 차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로 협력관계를 구축할 유인을 제공하였다. 이
런 관점에서 삼각협력은 공여국에게 신흥국

수혜국 입장에서는 모든 조건이 같다면 개

및 수혜국과 다자 네트워크 협력관계 구축의

발효과성이 커진다는 의미에서 양자협력보다

중요한 발판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협력 수단

는 삼각협력을 더 선호할 인센티브가 있다. 하

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유인은 두 가지 차원이

지만 삼각협력에서는 자국의 국익을 고려하는

존재한다.

공여자가 둘로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율
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늘어날 뿐 아니라 주축

첫째, 공여국-주축국의 삼각협력을 통한 신

국이 지역 내 정치적 영향력 강화 등의 목적을

흥국과 선제적 협력관계 형성은 성장을 지속

가지고 접근할 경우 수혜국 입장에서 이는 중

할 신흥국과의 향후 경제·외교적 협력관계 구

요한 거래비용을 초래할 수 있어, 수혜국 입장

축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둘째, 신흥국이 성

에서 삼각협력은 득실 관계가 존재한다.

장을 계속해 역량을 갖춘 공여국 수준이 되었
을 때에는 개발도상 수원국 입장에서는 원래

앞서 언급했듯이 삼각협력 공여국은 기존

같은 “남측”국가여서 상호 이해의 거리가 기

북남 양자협력의 경우와 같이 주도적인 역할

존 서구 선진국보다 가까운 신흥 공여국과 개

을 담당하기보다는 주축국과 함께 분업 관계

발협력을 할 인센티브가 더 커져, 기존 선진공

에서 개발협력을 시행해야 하므로 삼각협력

여국의 개발협력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러

에서 공여국과 수혜국 간의 연결고리가 양자

한 미래의 고립을 막기 위해 기존 “북측”공여

협력 경우보다는 약해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

국은 주축국을 매개로 선제적으로 개발협력의

서 수혜국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국익 추

고리를 유지할 인센티브가 생긴다. 즉, 개발도

구 관점에서 삼각협력은 공여국에게 매력적인

상국 중 신흥국의 발흥과 기존 선진공여국의

개발협력이 아니다. 이것이 2000년대 중반 이

성장 동력 상실은 공여국에게 삼각협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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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새로운 유인을 제공한 것이다. 이에 2000

자하는 권력지향의 정체성이 동시에 존재하여

년대 중반 이후 기존 삼각협력 공여국인 독일

수혜국과 주축국 사이에는 정치적 이해관계

과 일본에서 뿐 아니라 다른 공여국에서도 삼

충돌의 가능성은 삼각협력 설계 단계에서 중

각협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요한 협상비용이다.

대한 이해는 개발협력에서 삼각협력의 가치와
전략 설계에 매우 중요하다.

3. 삼각협력 주축국 선정 요인 및
한국 개발협력전략에의 적용

이상과 같은 인센티브 구조 하에서 정혁
(2017a)의 연구는 Langendorf et. al.(2012),

전 절의 삼각협력 분업구조 논의에서 보았

OECD(2013a, 2013b), Honda and Sakai(2014)

듯이 삼각협력의 이익과 거래비용에 가장 큰

등의 삼각협력 문헌에서 언급되고 있는 삼각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주축국이다. 따라서 주

협력의 거래비용을 Dahlman(1979)의 거래비

축국 선정은 삼각협력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

용 구분(탐색·정보비용, 협상비용, 규정준수

요 요인이다. 정혁2017b)의 연구는 양대 삼각

감시 및 집행 비용)에 따라 나누어 구체적인

협력 공여국인 독일과 일본의 개발협력 부처

논의를 제공하고 있다.

및 삼각협력 집행기관과의 현지조사와, 삼각
협력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실

분업의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수혜국
에 실제로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는 주축국 후

증분석을 통해 주축국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해 고찰하였다.

보가 어디인지 공여국이 알아야하므로 ‘탐색·
정보비용’이 들고, 주축국과 수혜국 사이의 정

동 연구는 삼각협력의 본격적 확장 시기

치적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는

인 2006∼2011년 기간 동안의 독일과 일본

중요한 ‘협상비용’을 발생시키며, 공여국-주

의 삼각협력 주축국 선정에 대한 선형확률모

축국, 주축국-수혜국 간 사업 실패에 대한 책

형을 추정함으로써 주축국 선정에 영향을 미

임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자협력보다 보

치는 주요 변수는 공여국과 협력국 간의 기

다 투명한 집행절차 합의가 필요하고 이는 ‘규

존 ODA3) 지원기간이나 지원규모 혹은 식민

정준수 감시 및 집행 비용’을 발생시킨다.

지 지배 경험 등에 의해 축적된 협력 신뢰 관
계, 무역 및 FDI(외국인직접투자) 등에 의한

특히 삼각협력에서 주축국의 역할을 담당

경제협력관계, 협력국의 경제 및 제도 역량, 언

하는 신흥경제의 경우에는 “남측 공여자”로서

어 및 종교 등에 의한 문화적 분절성, 지역 등

의 정체성과 동시에 지역 맹주의 역할을 하고

이 주축국 선정의 주요 요인임을 밝혔다. 특히

3)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약자로 선진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 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
도국(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grant) 및 양허성 차관 등 공적개발원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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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일본 공통적으로 중요한 변수는 공여

122개의 한국의 잠재적 협력 개도국에 적용할

국과 협력국 간 수출비중(+) 및 수입비중(-),

경우, 기존 ODA 지원기간이나 지원규모 혹은

ODA 지원규모(+)와 ODA 지원기간(+), 식민

식민지 지배 경험 등에 의해 축적된 협력 신뢰

지배 경험(-), 그리고 협력국의 지배구조 역량

관계, 무역 및 FDI 등에 의한 경제협력관계, 협

4)

(+) 등임을 밝혔다. 수출비중이 높을수록 주

력국의 경제 및 제도 역량, 언어 및 종교 등에

축국 선정 확률이 높다는 것은 삼각협력을 통

의한 문화적 분절성, 지역 등의 관점에서 한국

한 경제협력 관계 확장의 잠재성이 삼각협력

에 가장 적합한 상위 주축국 후보는 중국, 싱가

의 주요 전략임을 나타내고 있다.

포르, 멕시코, 대만, 인도, 베트남, 파나마, 브
라질, 칠레, 몰타,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태국,

또한 기존 양자협력관계의 기간이나 과거

터키, 이스라엘,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콜롬

원조 누적액수의 크기는 협력국과의 신뢰관계

비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페루 등이다. 이 그

의 대리변수로 해석되어 거래비용이 낮은 국

룹은 협력관계 확장 가능성 및 협력국 역량 관

가와 주축국 파트너십 형성을 하는 삼각협력

점에서 한국의 주축국 후보 코어그룹으로 볼

전략의 양상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협력국

수 있다.

의 지배구조 역량이 높을수록 협상비용과 관
련된 거래비용이 낮을 때 삼각협력이 이루어

ODA 지원기간이나 지원규모 이외에 신뢰

짐을 나타낸다. 수입비중이 높거나 과거 식민

관계 형성을 나타내주는 대리변수는 양자협력

지 경험이 있는 국가와는 삼각협력 주축국 파

중점협력국이다. 위 리스트 중 1차 5개년 중기

트너십을 맺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양자협력

원조정책(2011∼2015년) 기간 동안 한국의 중

과는 대비되는 결과이다.

점협력국이었던 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콜롬
비아, 페루, 인도네시아 등 5개국뿐이다. 이는

양자협력의 많은 경우 과거 식민지가 수원

현재 한국의 중점협력국은 삼각협력 주축국으

국으로서 협력국이 되는 경우가 많고, 수입비

로서 역량과 협력관계 확장의 잠재성 관점에

중이 높은 개도국과 협력관계를 맺어 자원 수

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입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삼
각협력에서 주축국을 선정할 때는 그러한 요

앞서 언급했듯이 공여국의 주축국 선정에는

인이 오히려 거래비용을 늘리는 작용을 해, 삼

신흥국과의 선제적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 요

각협력 형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인이다. 이와 관련된 전략적 선택은 상기 계량
분석에 정량적으로 직접 반영되어있지는 않

이상의 계량분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다. 이에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촉망받는 신

4) FDI, 인구 크기, 민주주의 성숙도, 제반 사회분절도(민족구성, 언어, 종교 등), 지역 등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지만 독일과 일본 사이에 차
이를 보였다.

11

K-BUILD 특집

흥경제 그룹에 대한 6개 기준(G205) 신흥경

서의 영향력에 대한 인지도도 높은 국가로는

제, BRICS6), Next-117), CIVETS8), MiMICs9),

터키, 멕시코, 브라질, 중국, 인도, 칠레, 태국

10)

MIKTA )으로 주요 신흥경제 그룹으로 분류

등 7개국이다. 이상 12개국은 한국의 주축국

되는 국가들을 나열하여 여러 기준에 의한 멤

후보 중 우선순위를 갖는 그룹으로 볼 수 있다.

버십 수로 국가들의 순위를 매겨 이를 국제사
회에서 각 개도국의 신흥국으로서 인지도 및

삼각협력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가

영향력에 대한 대리변수로 삼을 수 있으며 이

장 위험한 거래비용 요소는 주축국의 지역 내

역시 주축국 선정에 반영할 수 있다.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정치적 포부(political
aspiration)로 이러한 동기가 내재되어있는 삼

<표 1>은 이상 논의를 종합하여 기존의 삼

각협력은 피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협력 주축국 경험, 협력관계 확장 가능성 및

Knodt and Piefer(2012)는 삼각협력에서 신

협력국 역량에 의한 계량모형 코어그룹 기준,

흥경제를 브라질, 중국, 인도, 멕시코, 인도

중점협력국 기준, 신흥국으로서 인지도 등을

네시아 등의 주요 신흥대국(major emerging

종합하여 한국의 삼각협력 주축국 후보에 대

countries) 그룹과 소 신흥공여국(smaller new

한 종합평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종합평가

providers)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표에 의하면 한국의 주축국 후보 코어그룹 중

것을 강조한다. 신흥대국 그룹에게는 위와 같

신흥경제 인지도가 있으면서 중점협력국에 해

은 정치적 포부에 의한 삼각협력 동기가 있을

당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콜롬비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필리핀, 페루 등 5개국이며, 중점협력국은 아
니지만 주축국 후보 코어그룹이며 신흥경제로

이상의 우선순위 12개국 중 아시아 지역에

5) 선진 7개국 정상회담(G7)과 유럽연합(EU) 의장국 그리고 신흥시장 12개국 등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 1999년 9월
에 개최된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서 G7과 신흥시장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드는 데 합의하여 같은 해 12월 창설되었다. 'G'는 영어 '그
룹(group)'의 머리글자이고, 뒤의 숫자는 참가국 수를 가리킨다.
6) 브라질(Brazil)·러시아(Russia)·인도(India)·중국(China)의 영문 머리 글자를 딴 것으로, 2003년 미국의 증권회사인 골드먼삭스그룹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이다. 이들 4개국은 1990년대 말부터 빠른 성장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신흥경제국으로 주목받기 시작하
였다.
7) 차세대 성장국가 11개국이라는 의미의‘넥스트11’
이며 미국의 골드먼삭스가 2005년 12월 초 세계경제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11개
국은 성장잠재력을 감안해 새롭게 떠오를 시장인 방글라데시ㆍ이집트ㆍ인도네시아ㆍ이란ㆍ한국ㆍ멕시코ㆍ나이지리아ㆍ파키스
탄ㆍ필리핀ㆍ터키ㆍ베트남 이다.
8) 콜롬비아(Colombia), 인도네시아(Indonesia), 베트남(Vietnam), 이집트(Egypt), 터키(Turkey), 남아공(South Africa) 6개 국의 영문 머리 글
자를 딴 신조어로 영국의 연구기관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9) Moderately indebted Middle Income Countries의 약자로‘중채무 중진국가’
를 뜻한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알제리, 칠레, 콜롬비아,
헝가리, 터키, 레바논, 필리핀 등 24개국이 여기에 해당된다.
10)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대한민국(Korea), 터키(Turkey), 호주(Australia)의 영문 머리 글자로 조어된 이들의 국가협의체로
2013년 유엔 총회 외교장관회담에서의 모임을 시작으로 발족하였다. 골드만삭스 짐 오닐의 신조어였던 믹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
기존 믹트 멤버에 호주를 포함하여 국가협의체가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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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한국의 삼각협력 주축국 후보 종합평가표
국가명

주축국 경험

주축국 후보 코어그룹

중점협력국

신흥경제 인지도

Indonesia

√

√

√

4

√

Turkey
Egypt

√

Mexico

√

S. Africa

√

Vietnam

√

4
3

√

3
3

√

Bangladesh

√

3

√

2

Brazil

√

√

2

China

√

√

2

Colombia

√

India

√

√

√

√

2
2

Iran

2

Nigeria

2

Philippines
Russia

√

√

√

√

2
2

Algeria

1

Angola

1

Argentina

√

Chile

√

1

√

1

Iraq

1

Kazakhstan

1

Malaysia

√

1

Morocco

√

1

√

Pakistan
Peru

√

√

√

Saudi Arabia
Thailand

1
1
1

√

√

1

Ukraine

1

Venezuela

1

Cambodia

√

Costa Rica

√

Cuba

√

Kenya

√

Singapore

√

Sri Lanka

√

Tunisia

√

√
√

0
0
0
0

√

0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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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신흥대국에 해당하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한국과의 양자관계

아, 태국의 경우에는 아시아에서 삼각협력을

(경제협력, 개발협력 관계), 대상국의 경제 및

할 때 이와 같은 위험 요소가 큰 국가들이다.

제도적 역량, 국제사회에서 신흥경제로서의

12개국 중 중남미 국가는 브라질과 멕시코가

중요성, 그리고 다양한 거래비용 등을 종합적

해당되지만 아시아의 대국 신흥경제에서 예상

으로 고려해 볼 때, 한국에 가장 적합한 주축국

되는 지정학적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

후보국은 아시아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터키

로 예상되고 특히 브라질은 주축국으로서 삼

이고, 중남미에서는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

각협력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브라질의 주

라질이며, 이 국가들과 삼각협력을 시작하는

축국 경험은 초기단계에 있는 한국의 삼각협

것이 한국의 가장 효과적인 삼각협력 전략으

력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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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PPP 사업에 대한
다자개발은행(MDB)의 역할

곽 재 성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전 미주개발은행

MDB는 무엇인가?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WB가 전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빈곤퇴치를 위한 개발재원 조달에

다자개발은행(MDB, Multilateral

집중하는 반면, 각 지역개발은행은 기관이 속

Development Bank)은 국제개발협력 시장에

해있는 해당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목표를 설

서 대규모의 재원을 동원하여 개도국의 경제

정하여 특정한 사업 분야에만 지원하는 경향

개발과 빈곤퇴치를 도모한다. 지원은 주로 프

이 있다([표 1]).

로젝트 차관의 형태로 시행하며 수원국의 조
달체계를 통해 국제입찰을 진행, 사업 수행자

또한 MDB는 국제금융기관의 특성에 따라

를 선정하여 진행한다. 주요 MDB로는 세계은

출자금(ordinary capital)과 채권을 발행한 차

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

입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에 채무상환

행(I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

전망이 확실한 사업에 한해서 경제개발자금

개발은행(EBRD) 등이며, 각 지역별 다자개발

을 지원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채무상환

은행들은 WB를 본받아 설립되었기 때문에 각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 개도국들은 국제금융시

기관의 조직과 기능에서 유사점이 있으나, 각

장에서의 자금조달 뿐만 아니라, MDB로부터

기관마다의 설립목적에 따른 독자적인 특징을

의 차입도 여의치 않다. 따라서 EBRD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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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다자개발은행(MDB) 개요
세계은행
(WB)

아시아 개발은행
(ADB)

미주개발은행
(IDB)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 개도국 발전을 위한 개발재원의
조달
- 공공, 민간 투자 촉진개발
- 개발프로젝트와 참가기업 선정 및
관련 조사 연구
- 프로젝트 관련 회원국의 차관 및
증여 지원

-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 및 성장 촉진
지원
- 개발재원의 조달과
공공, 민간 투자 촉진
- 개발프로젝트w와
참가기업 선정 및
관련 조사 연구
- 개발사업계획의 작성,
자금조달 및 집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 미주 역내국의
경제 및
사회개발사업
지원
- 개발재원의
조달과 공공,
민간 투자 촉진
- 개발프로젝트와
참가기업 선정
및 관련 조사
연구
- 개발사업계획의
작성, 자금조달
및 집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 아프리카
역내국의 경제
및 사회개발사업
지원
- 개발재원의
조달과 공공,
민간 투자 촉진
- 개발프로젝트와
참가기업 선정 및
관련 조사 연구
- 개발사업계획의
작성, 자금조달
및 집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 중동유럽권
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
전환과 개발 지원
- 개발재원 조달,
민간투자 촉진을
통한 각국 자본
시장 활성화
- 민간 기업 투자
및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조정, 공공
서비스 개선
- 자금조달 및 집행
관련 기술지원

-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 국제개발협회(IDA)
- 국제금융공사(IFC)
- 다자간투자보증기구
(MIGA)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 단일 기관
- 마닐라 본부에
대표사무소 설치,
30개국에 지사 설립
- 프로젝트
조달관련조직은
Operation 1과
Operation 2임
- 아시아개발기금
(ADF) 별도 운영

- 미주개발은행(IDB)
- 미주투자공사(IIC)
- 다자간투자기금
(MIF)

-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 아프리카개발기금
(ADF): 아프리카
후발개발도상국
40개국에 대한
양허성 차관
지원하기 위한
특별재원
- 나이지리아
신탁기금 (NTF)

- 하부 및 연계
조직 없음

- 자본금 규모는 총
1,439억 달러
- 한국은 누적 금액
82억1천8백만 달러로
지분율 5.03%,
투표권 비중은
4.3%로 67개 회원국
중 8위

- 총 자본금
규모는 1.049억
달러이며,
한국의 270만
달러 규모로
지분율
0.0029%에
불과함
- 투표권 비중
또한 0.0004%로
48개 회원국 중
공동 47위

- 총 자본금 규모
약 365억 UA
- 한국의
출자약정액은
2.8억 UA로
지분율 0.45%,
투표 비중은
0.46%으로 77개
회원국 중 43위

- 설립 이후 총
수권자본금
총액은 300억
유로
- 한국의
출자약정액은
3억유로
출자비중과
투표권비중(64개
회원국 중
22위)은 모두
1.02%

- 일반자금
- 특별운영기금
- 지분투자
- 공여
- 기술지원

- 일반자금
- 특별운영기금
- 신탁기금
- 일본특별기금
- 협조융자

- 프로젝트 융자
- 정책관련 융자
- 무상공여
- 외채과다빈곤국
지원

- 프로젝트 차관만
지원(정책차관
제외)하며
60%이상 민간
부분에 투자함
- 채권발행,
증권시장 활성화
등을 지원

분류

목적

구성

- IBRD: 총 2,054억 달러의 자본금
규모를 가지며, 한국의 자본지분은
21억달러로 지분율 1.63%를 차지함
(가맹국 중 16위)
- 한국의 IDA와 IFC의 총
자본금
출연액은 각각 1,017.99백만달러,
규모와
15.9백만달러로 투표권 비중은 6.67%
한국

차관
유형

- 투자차관: 장기 프로젝트
(5년-10년)
- 개발정책차관: 단기 프로젝트
(1년-3년)

출처 :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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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각 지역 MDB들과 WB는 저소득국에 대하

달러), 브라질 (6조 달러), 인도 (3.85조 달러)

여 장기적이고 저금리의 양허성 자금 지원창

등이다. 공통적인 특징은 빈부 격차가 크고 인

구(특별기구 또는 기금)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구가 밀집되어 있는 중소득 대국이라는 점이

있다. WB의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다. 중국은 그동안 사회간접자본에 대해 꾸준

Association)를 대표적인 기구로 꼽을 수 있다.

하게 투자를 진행한 결과 일부에선 인프라 과
잉 현상을 보이고 있어, 신규 투자에 대한 속도

최근 MDB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
는 분야는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인프라 제

조절이 필요한 국가로 구분된다. (Mackinsey
& Company 2017)

공’으로 개도국 정부와 민간이 인프라를 형성
함에 최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MDB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수요에 부응하기

어떤 촉매제(catalyst)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위한 공공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개도국의

것이다. 많은 개도국에는 도로, 상하수도, 전력

자체 예산은 물리적인 인프라에 투입할 수 있

등 기초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기후변화 및 신

는 여력이 크지 않다고 봐야하고, 양자 ODA

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필요

도 여러 공여국의 재정 상황이 호전되고 있지

한 시점이다. 이를 지원하기위해 MDB는 공공

않아 기대만큼 늘지 않고 있다. 다자개발은행

및 민간투자자들과 협력하여 복합금융 및 PPP

(MDB)의 경우에도 선진 공여국의 자본 증

인프라 개발에 보다 활발히 참여할 것으로 보

자 여력이 낮아, 채권 발행을 통한 재원이 늘

인다.

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일
본 중심의 세계은행(WB)이나 아시아개발은행

인프라 PPP의 시대

(ADB) 등에는 선진국의 대규모 증자 가능성
이 낮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 바로

오늘날 사회간접자본 또는 인프라는

중국 재원인데, 양자 ODA는 물론 중국 중심

2015-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의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과 NDB(New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을 위해 모

Development Bank) 등으로 대표되는 다자

든 국가가 갖추어야 할 기초 요건이다. 그럼에

ODA도 국제 공공금융시장에서 자리를 잡아

도 불구하고 개도국은 심각한 인프라 부족 현

가고 있는 것이다.

상을 겪고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에 가장 큰 도
전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부족한 재원이 핵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재원 역시 무한정

심 문제점으로 꼽히는데, 2017년-2035년 기

투입될 수 있는 건 아니며, 인프라 재원부족

간 동안 48개국의 미래 인프라 부족분을 예측

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상대적으로 풍

한 바 있는 맥킨지 컨설팅에 다르면, 인프라 수

부한 민간재원에서 찾아야한다. 이것이 바로

요대비 실 지출의 간극이 큰 인프라 부족 국가

우리가 민자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로는 멕시코 (7.15조 달러), 인도네시아 (6.6조

에 주목해야하는 이유이다. PPP는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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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의 개발과 운영에 있어 민간과 공공

비스를 제공하는 조달사업과 달리 PPP는 민간

의 장기적인 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형태를 의

이 사업주 또는 유지보수의 주체로서 일정기

미한다. 사업의 개발, 시공, 금융조달, 운영 및

간 위험부담을 안아야 한다. 셋째, 소유권은 국

유지보수 등 특정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

가에 귀속되며, 그 시점은 계약 초기 또는 종

성-운영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형태

료시 등 다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공인프

이다.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이 축소된 신자유

라 구축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게 되면 부족

주의 민영화 바람이 불던 1980년대 말 부터 민

한 재원확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경

영화 및 경쟁원리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제공

영 노하우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양질의 서비

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이후 민간의

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참여에 의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크게 증가하
여, PPP를 통해 정부는 부족한 인프라 재원을

PPP와 MDB

민간을 통해 충당할 수 있었고 민간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국가와 분담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MDB와 PPP는 각각

여 투자 유인이 생겼다는 점에서, 양측의 이해

다른 방향에서 인프라 개발 수단으로 작동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왔으나, 이제 개도국에서 활발히 결합하고 있
다. 즉, 재원이 부족한 MDB와 공공의 분담여

인프라 PPP는 아프리카에는 아직 활성화

력이 부족한 개도국 환경에서 상호보완적인

되지 않고 있지만, 아시아태평양과 중남미에

MDB와 PPP의 결합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

서 매우 활발하다, 특히 중남미에는 2011~15

이 아닐 수 없다. 개도국의 인프라 지원에 있어

년 인프라 부문에 대한 총 민간투자 중 43.1%
가 집중되어 있어, 2위인 유럽/중앙아시아보

그런데 공공성이 강한 MDB는 금융지원 수

다 두 배 높은 투자를 기록하였다.(권기수 외,

단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PPP 활성화에 기

2016) 한편, 분야별로는 에너지와 통신 분야

여하고 있다. ADB에 따르면 PPP에 있어 MDB

의 PPP 투자가 가장 크고, 교통 인프라가 뒤를

의 역할은 (1) 지식공유를 통한 인식제고와 역

따르고 있다.

량개발 (2) 정책환경(enabling environment)
조성 (3) 사업개발 (4) 금융조달 등 크게 4가지

PPP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몇 가지

영역(four pillar)으로 구분된다. (ADB, 2012)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해당시설이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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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등과 같이 민간소유가 바람직하지 않은

첫째, (지식공유를 통한 인식제고) MDB는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 둘째, 공공

PPP에 대한 개도국의 인식수준을 높이고 가

부문이 리스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조달사업

능한 분야를 탐색해주며, 정부(관료)의 역량개

과는 달리 공공-민간의 리스크 분담이 필요하

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및 패러다임 확

다. 공공 발주 건설사업에 대금을 받고 시공서

산을 위한 지식 플랫폼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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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은 물론 가이드 북 등을

셋째, (사업개발 지원) MDB의 프로젝트 싸

지속한다. 특히 ADB는 민간부문발전(PSD)이

이클을 PPP 친화적으로 조정 운영하고 PPP 사

21세기 아시아태평양지역 발전의 주된 동력으

업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조달-계약 등 사

로 작동할 것이며, PPP는 경제성장을 견인하

업개발 및 운영 관련한 다양한 기법도 제공한

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그

다. 이는 각 MDB의 신규프로젝트지원프로그

림 1] 참조)

램(new Project Preparation Facilities, PPFS)
을 통해 신흥국의 공공부문의 PPP 수요 발굴

둘째, (정책환경 조성 지원) PPP가 작동하기

을 지원하고 있다.

위한 정책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MDB는 기
술협력(TC)을 통해 PPP가 작동할 수 있도록

대표적으로는 WB의 Global Infrastructure

관련 법, 제도적 정비를 지원한다. 예를 들면,

Facility (GIF), ADB의 Asia Pacific

IDB는 2016년에 콜롬비아에 대한 4억 달러의

Preparation Facility (AP3F), IDB의 Infrafund,

차관 지원을 승인한 바 있는데, 규제개혁 및 정

AfDB의 Programme for Infrastructure

비, 중앙 및 지방정부의 PPP 시행역량 제고, 경

Development in Africa, EBRD의

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초 투자 등을 유도

Infrastructure Project Preparation Facility 등

하여 인프라 PPP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민간

이다. 동시에 WB는 표준화된 계약, 조달 등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해 PPPIRC(Public-

그림 1▶PPP 지식공유를 위한 ADB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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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Partnership in Infrastructure Resource

증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PPP에 대한 공공의

Center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그림 2] 참고)

역할을 지원한다. 동시에 PPP 시행주체인 특
수목적법인에 대한 직접투자로 시행하며 주로

넷째, (금융지원) MDB의 핵심기능은 금융
지원이며, 차관은 물론 직접투자, 협조융자, 보

그림 2▶세계은행의 PPPIRC 홈페이지

그림 3▶PPP 금융투자자로서 MDB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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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의 개발금융 자회사인 IFC나 각 MDB의
민간지원기관을 통한다 ([그림 3] 참조).

K-BUILD저널

MDB-PPP에 있어 추진상의
유의할 점

2018. 2월호

의 경우 계약되고 (Loan agreement) 일정 기
간이 경과된 후 차관이 나가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 될 수 있다. 이 때 수원국, MDB 담당자

MDB는 수출입은행과 같은 국별 수출금융

나 해당 부서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MDB

기관 (Export Credit Agency, ECA)과 함께 가

지속적인 참여가 어렵다. 길게는 30년까지 가

장 이상적인 PPP 파트너로 꼽힌다. 무엇보다

는 인프라 PPP 사업은 중간에 투자자가 바뀌

금융지원에 있어 엄정한 사업 개발, 타당성 조

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 때 MDB가

사 및 승인 절차를 밟기 때문에 MDB 지원 사

끝까지 남아주지 않으면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업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유망사업이다.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MDB내에도

특히 관련 법제도의 수준이 높지 않거나 규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층의 관

가 심한 국가의 경우 MDB의 역할은 매우 크

심과 더불어 해당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핵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DB와의 PPP 사업

심 인력의 역량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협력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MDB의 금융조달 조건이 기대만큼 좋
지 않을 수 있다. MDB의 제1의 원칙은 부가

첫째, MDB는 매우 엄격한 기준 하에 움직

성(additionality) 이다. 이는 기존의 상업은행

인다. 시장을 선도하고, 거버넌스에 민감하며,

이 커버할 수 없는 영역에서 개도국에 대한 지

국제적으로 미디어나 시민사회의 감시하에 움

원을 시행하고, 이들과의 경쟁은 바람직하지

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의 컴플라

않다는 것이다. 개도국에 대한 차관의 조건이

이언스(compliance)를 요구한다. 이는 종종 사

너무 좋으면 상업은행이 활동할 여지가 없고,

업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요인이 된다. 기본

차관의 조건이 나쁘면 굳이 MDB를 통할 필

적으로 PPP는 공간을 다루는 인프라 사업이므

요가 없다. 따라서 리스크를 안아야 하는 PPP

로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스폰서는 사업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며 사업을 진행해

MDB나 ECA를 포함시킴과 동시에 가능한 좋

야 한다.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투자자든 시공

은 조건으로 설계하여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사든 민간 참여자 입장에선 고스란히 비용으

PPP사업에서 통상 MDB의 투자참여는 25%

로 남는다. 스폰서는 바쁘고 급하다. 이런 이유

를 넘지 않는다.

로 처음에 MDB가 적극 참여했지만, 사업 진
행 단계에서 빠지거나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

넷째, PPP는 민간과 정부간의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다. 사업 조건이 민간에 유리하면 정부

둘째, 정치경제 변동, 외부요인 등 여러 이

나 해당국 사용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조건이

유로 개도국 사업은 더디게 진행된다. PPP 참

민간에 불리하면 사업의 공공성은 확보되지만

여자들은 이 기간을 버텨줘야 하는데, MDB

수익성이나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때 MD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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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대로 개도국의 PPP 역량개발을 위

한 데스크 리뷰를 거쳐, 수집된 다양한 정보를

해 협상 테이블에서 정부에 대한 직접 자문 활

통해 모니터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단계

동을 시행할 수 있다. MDB가 정부 편에서 공

별 사업주체들의 역할과 확인 가능한 정보등

공성을 강조하다보면 맞은편의 민간은 협상력

사항은 [참고표]에 예시되어 있다.

이 떨어지는 곤혹스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셋째, PPP는 이해관계자간의 친밀도와 네트

결론

워킹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입찰
이나 PPP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총괄하여 제공

결론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함과 동시에 안건개발 단계에서 수원국 정부

대세 금융수단인 PPP에 대해 지식과 스킬 양

및 MDB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공식/비공

면에서 보다 진지한 시각과 자세로 접근해야

식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시

하며, 무엇보다 MDB의 역할과 참여에 대한

에 잠재적 스폰서는 수출입은행이나 한국무역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와 기업

보험공사 같은 한국 ECA, 민간 스폰서, MDB,

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보자.

수원국 간 4자 네트워킹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민간투자자나 컨소시움 파트너 등 외

첫째, 개도국 인프라 사업은 사업개발이 핵
심이다. 특히 MDB가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부적 금융수단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
원할 필요가 있다.

공공성, 사업성, 수익성 등을 모두 고려하는 방
식으로 사업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

마지막으로 MDB와 PPP 사업은 최소 10년

해 사업개발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에 대한 양

이상의 장기적인 투입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

성 시스템이 필요하다. 교통, ICT, 석유화학 등

션을 요한다. 유지관리(O&M)를 담당하는 기

해당 분야의 전문성, 금융 지식, 그리고 지역

업은 훨씬 더 장기적인 사업 수행에 임해야 한

지식 및 네트워킹 역량 등을 두루 갖추어야 한

다. 그러나 이는 바른 결과와 결정, 그리고 대

다. 동시에 교통, ICT 등 주요 MDB의 해당 부

금의 신속한 회수에 익숙한 한국식 기업문화

서에 민간 파견직 등을 전략적으로 신설하는

와는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점이 있다. PPP의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중요성이 커지고 신흥국과의 경제협력이 절실
한 상황에서 CEO의 제왕적 결정이 아닌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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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특정 국가의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

적 경영판단,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해, 인

고 있는 기업들은 MDB 발간 리포트나 국가지

재에 대한 투자에 기초한 보다 합리적인 글로

원전략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 방향성에 대

벌 사업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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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표] 프로젝트 진행단계별 사업주체들의 역할과 확인 가능한 정보
프로젝트
주기

이해
관계자
MDB

발굴 전

수원국
정부

우리기업

MDB

발굴

수원국
정부

우리기업

역할 및 책임

확인 가능한 정보

- 개발 우선순위 파악
- 향후 프로젝트 구상
- 국가지원전략 작성(Country Assistance Strategy: CAS)
-

국가개발 우선순위 파악
정부부처 및 의회 협의
중장기 개발 계획 및 우선순위 수립
빈곤축소 전략보고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 작성
국가지원전략 작성(Country Assistance Strategy: CAS)

- Country Assistance
Strategy
-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 파악
- 국가개발계획 및 국가지원전략 파악
- 해당 국가 내에서의 MDB 프로젝트 계획 파악
-

수원국에 프로젝트 구상 제안
프로젝트 개념 문서(Project Concept Note, PCN 작성 -> 내부 검토 후
프로젝트 정보 문서(Project Information Document, PID) 작성
통합환경통계자료 (Integrated Safeguards Data Sheet) 작성 및 공개

- 지원국에 제출할 프로젝트 개념 작성
- 초기 프로젝트 계획 수립을 위해 MDB와 협의
- 국가 목적에 부합하는지 프로젝트 계획 확인

- Project Concept Note

-

- Integrated Safeguards

관심을 가질 만한 프로젝트 파악
초기 프로젝트 자격 및 기회 평가
프로젝트에 참여 할 컨설턴트 확인
프로젝트 기회 중 우선순위 결정
현지 실행기관과 접촉
MDB 업무관리자로부터 프로젝트 정보 입수

- Project Information
Document (PID)
Data Sheet (I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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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된 프로젝트 분석
- 정책 제시, 자문 및 재정지원
MDB

- 환경평가보고서(Environmental Assessment),
현지주민개발계획(Indigenous Peoples Plan),
환경실행계획(Resettlement Plan) 등을 작성
- Environmental

준비

수원국
정부

- 기술·제도·경제·환경·재무적 요소들을 주도적으로 연구

Assessment

- 프로젝트 방향 설정 및 세부요건 작성

- Resettlement Plan

- 수원국 프로젝트 수행기관 지정 (Project Implementation Unit, PIU)

- Indigenous Peoples Plan

- 경쟁사 예측
우리기업

- MDB 직원 및 수행기관에 공급업체의 솔루션 및 기술에 관한
기술브리핑
- 제안 및 전개
- MDB가 단독으로 진행
- 프로젝트 수행기관(PIU)의 사업관리 능력, 자재, 장비, 적용공법 및
재무적 사항 등 모든 내용을 종합 검토
- 수원국 현지 실사 진행

MDB

심의

- 프로젝트 구성요소, 자금, 조달 계획 검토

- updated PID

- 프로젝트 정보문서(PID), 통합환경통계자료(ISDS) 보완 및 공시

- updated ISDS

- 투자 프로젝트: 프로젝트 심의문서(Project Appraisal Document, PAD)

- Project Appraisal

작성
- 개발정책 프로젝트: 프로그램 문서(Program Document) 작성
수원국
정부

Document
- Program Document
- Program Information

- MDB와 프로젝트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의

Document

- 영업 및 마케팅 활동 추진
우리기업

- 조기 입찰 기회 모색
- 컨설턴트, 수원국 정부, MDB 직원과 지속적으로 접촉
- 상무이사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차관문서(Loan Document) 및
프로젝트 심사보고서, Memorandum 등 제출

MDB

- 승인 후 차관협정(Loan Agreement) 서명
- 기술지원 프로젝트의 경우 기술적 부제(Technical Annex) 형태로 승인
요청 후 승인 시 대출계약 체결

협상
및
승인

수원국
정부

- 공식적인 차관 협상
- Loan Agreement
- 프로젝트 추진 계획 마무리
- 프로젝트 접근 방향 설정
- 팀 구성이 필요한지 결정하고 팀 구성 관계 파악

우리기업

- 컨설턴트들을 만나 세부요건에 관한 조언 수집
- 조달시점 및 유형 파악
- 실행기관 직원을 접촉해 프로젝트 정보 수집
- 현지 고객/실수요자를 만나 공급업체의 솔루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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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 지침 준수여부, 프로젝트 실행과정, 재무상황 등 감독
MDB

- 실행상황보고서(Implementation Status and Results Report) 작성
- 실행완료보고서(Implementation Completion Report, ICR) 작성

- 프로젝트 세부요건 마련
수원국
정부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구매조달(재화 및 용역) 준비 착수
- 입찰공고
- 프로젝트 실행
- Development Business
- 입찰 공고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대응
- 입찰 참가 전 자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항목에 대한 참조나 기술적인

집행
및
감독

세부사항 조건을 작성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하여 미리 자사의
제품을 제공
- MDB 조달지침 및 표준입찰신청서 숙지
- 경쟁업체를 사전에 파악하여 경쟁업체의 약점·강점을 연구하고,

(published by UN)
- Procurement Plan
- Implementation Status
and Results Report
- Implementation
Completion Report (ICR)

이를 보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자사의 전략을 연구
우리기업

- 과거 유사 계약 사례 분석
- 입찰 신청서 입수, 분석한 뒤, 불공정 요건이 발견되면 항의
- 입찰서류가 나오는 즉시 구매하고 꼼꼼히 분석한 뒤 필요사항을
문의하여 응찰 전 모든 의문점을 해소
- 입찰서류 작성 시에는 입찰보증금, 제안서 서명, 필요한 모든 입찰서
양식의 정확한 기입 등 형식적인 요구 및 주요사항들에 각별히 주의
- 입찰 참가 후에는 직접 또는 공동입찰자를 통해 설명회 및 공개
입찰서 개봉에 적극적으로 참여

- 프로젝트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검토 후 사업종료보고서(Project
Completion Report, PCR) 작성
MDB

- 업무평가국(Operation Evaluation Department, OED)에서 - 사업성과평가보고서(Project Performance Assessment Reports,
PPARs), 영향평가보고서(Impact Evaluation Reports, IERs) 작성
- 본 프로젝트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 설계

평가

- Project Completion
Report
- Project Performance
Assessment Reports
(PPARs)

수원국
정부

- 프로젝트 평가
- 본 프로젝트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 설계

- mpact Evaluation Reports
(IERs)

- 평가 과정 내내 새로운 정보가 있는지 주시
우리기업

- 국가지원전략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
- 정보 및 이전 개발 프로젝트로부터 얻은 교훈 입수

출처: 곽재성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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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2017년 Yellow Book 개정판의 위험
분담(Risk Allocation)조항에 대한 검토

강 승 훈 엘탑종합건축사 사무소 사장

해외건설협회는 FIDIC 2017년 Yellow
Book 개정 초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위험의

살펴보고 FIDIC 2017년 Yellow Book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분담’(Risk Allocation)조항이 시공사의 잠재
적 위험을 심화시킬수 있다고 보고 유럽 해

FIDIC은 Design-Build를 위한 국제 계약

외건설협회(EIC), 세계건설협회 총연합회

표준 조건이라 할 수 있는 1999년에 발간된

(CICA) 및 일본해외건설협회(OCAJI)와 연대

FIDIC Yellow Book을개정하기 위한 검토를

하여 FIDIC(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Ingénieurs-Conseils, 영문으로 International

목적으로 2016년도 사전제작 배포된 개정 초
안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을 수렴하여 2017년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라 명명하

12월 5일과 6일 런던에서 열린 FIDIC 컨퍼런

고 있음)에 대해 이 조항이 갖고 있는 문제점

스를 통해 Yellow Book뿐만 아니라 Design-

을 적극 제기해왔다.

Bid-Build를 위한 Red Book과 EPC/Turnkey
사업을 위한 Silver Book 개정판의 공식 발간

이에, 본고를 통해 그간의 개정 추진 경위와

을 표명했다.

‘위험의 분담’(Risk Allocation)조항과 관련하
여 시공사가 분담해야 할 잠재적 위험에 대해

26

FIDIC의 발표에 따르면 토목, 기계, 전기

K-BUILD저널

작업이나 또는 시공의 결합을 포함하는 발

2018. 2월호

자 한다.

주자의 요구조건(Employer’s Requirements)
에 따라 시공자가 공사에 대한 설계와 시공

FIDIC 2017년 런던 컨퍼런스 통한 Red

을 하고 설비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있어

Book, Yellow Book 그리고 Silver Book 신판

서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균형적인 위험 공유

발간의 공표하기 이전에 제시된 검토의견들을

(Balanced risk sharing)의 원칙들에 대해 인

종합하면 대략 다음의 범주에 속한 내용들로

정받아 왔던 1999년도 발간된 Yellow Book

구성되고 있다.

에 대한 제2판을 발간하였으며, 새로이 발간
된 2판 Yellow Book (이하 신판 Yellow Book

1) 위험의 분담 (Risk allocation)

이라 함.)은 1999년도에 제1판 Yellow Book

2) 계약 관리 절차(Contract management process)

발간 후 2017년까지 18년간 기간 동안의 실

의 강화

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균형적인 위

3) 엔지니어(Engineer)의 역할 강화

험 공유의 기본적 원칙들을 유지하고 있으며

4) 새로운 클레임과 분쟁 절차 (New Claim

신판 Yellow Book은

and Dispute procedures)

1) 통지(notices)와 의사소통(communications)
에 대한 매우 상세하고 명확한 요구조건들

상기에 언급한 네 개의 범주에 대한 제기된

2) 발주자와 시공자 클레임을 동등하게 다루

다양한 문제점과 논쟁 중에서도 FIDIC이 대

고 분쟁과 분리하여 다루기 위한 규정들

외적으로표명하고 있는 균형적 위험의 공유

3) 분쟁 방지를 위한 절차들 그리고

(Balanced risk sharing)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4) 품질관리와 시공자의 계약 준수를 입증하

있는 위험의 분담(Risk Allocation)과 관련, 해

기위한 구체적 규정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외건설협회(ICAK- International Contractors

한다.

Association of Korea)가 유럽 해외건설협회
(EIC- European International Contractors),

신판 Yellow Book은 2016년도 사전 검토

세계건설협회 총연합회(CICA- Confederation

용 개정 초안에 대한 각종 검토 의견을 수렴

of International Contractors Associations),

해 최종 내용을 확정하였겠지만 신판 Yellow

그리고 일본해외건설협회(OCAJI- Overseas

Book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기에 앞

Construction Association of Japan)와 연대하

서 2016년도 사전 검토용 개정 초안에 대해 제

여 공동으로 제기하고 있는 개정 초안에 언급

기되었던 사안들을 이해하고 제기된 문제점

되고 있는 “위험의 분담”(Risk allocation)의 문

들에 대해 최종적으로 신판 Yellow Book에

제점을 살펴 보고자 한다.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 지를 비교해 보면 신판
Yellow Book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1999년도 Yellow Book과 사전 검토용으로

되어 개정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살펴 보고

발간된 개정 초안에서 발주자와 시공자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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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분담 (Risk Allocation)을 다루고 있는 17조
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1999년도 Yellow Book의 17.1 “면책”
(Indemnity) 조항에서는 “발주자는 (1) 발주
자, 발주자구성원 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의한

기존의 1999년도 Yellow Book에서는 17

과실, 고의적인 행위 또는 계약 위반에 기인한,

조를 “위험과 책임”(Risk and Responsibility)

사람의 신체적 상해, 건강악화, 질병, 사망과

로 명명하고 있으나 개정 초안(개정 초안)에서

(2) ‘인명 상해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험’에

는 “위험 분담”(Risk Allocation)으로 명명하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으로부터 제외된 문제들

고 있으며 공사(Works)의 완료 시까지 “발주

과 관련된 모든 클레임, 손상, 손실 및 비용(법

자의 위험”(Employer’s Risk)을 제외한 사안에

적 수수료 및 비용을 포함하여)으로 부터 시공

대해서는 시공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

자, 시공자구성원, 그리고 그들의 대리인들을

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공사(Works)에 대한 피

보호하고 피해가 없도록 하여 함”을 함께 규정

해(damages)와 제3자 클레임과 관련된 위험을

하고 있다.

다루고 있다.
반면 개정 초안에서는 17.1 “발주자의 위
1999년도 Yellow Book의 17.1 “면책”

험”(Employer’s Risks) 조항은 기존의 “면책”

(Indemnity) 조항은 “시공자는 (발주자, 발주

(Indemnities)내용을 대신하여 “발주자의 위

자구성원 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의한 과실, 고

험”(Employer’s Risk)만을 다루고 있으며 발

의적인 행위 또는 계약 위반에 기인한 것이 아

주자가 일반적으로 책임을 지는 “발주자의 상

닌) 공사에 대한 설계, 시공, 준공 및 하자보수

업적 위험”(Employer’s commercial risks)이

과정에서 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람의

라는 새로운 범주를 추가하고 있다. (기존의

신체적 상해, 건강악화, 질병 또는 사망 그리고

17.1 “면책”(Indemnities) 조항에 명시된 시공

(1) 공사에 대한 설계, 시공, 준공 및 하자보수

자의 책임에 해당되는 부분을 개정 초안에서

과정에서 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또는

는 17.2 “시공자의 위험”(Contractor’s Risks)

(2) 시공자, 시공자구성원, 그들의 대리인 또는

조항을 신설하여 다루고 있다.)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그들에 의해 고
용된 자에 의한 과실, 고의적인 행위 또는 계약

개정 초안 17.1 “발주자의 위험”(Employer’

위반에 기인하는 모든 재산, 부동산 또는 동산

s Risks) 조항에서는 17.6 “책임의 한계”

(공사가 아닌)에 대한 손상 또는 손실과 관련

(Limitation of Liability) 조항을 전제로, 발

된 모든 클레임, 손상, 손실 및 비용 (법적 수수

주자에게 분담된 위험들과 발주자가 책임

료 및 비용을 포함하여)로부터 발주자, 발주자

을 저야 할 위험을 (a) 발주자의 상업적 위험

구성원, 그리고 그들의 대리인들을 보호하고

(Employer’s commercial risks)과 (b) 피해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damage)에 대한 발주자의 위험(Employer’s
risk)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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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계약에 명시된 경우 이외에 발주자에
의한 공사 목적물(Permanent Works)

(a) 발주자의 상업적 위험 (Employer’s commercial
risks)

의 일부(any part)의 사용(use) 또는 점
유(occupy)를 위해 발생한 발주자의 재
무적 그리고/또는 시간적 손실 (time

(ⅰ) 계약 하에서 발주자에게 분담되는 또는

loss)을 초래하는 것들 과 일반적으로

법(law)에 의해 발주자가 책임을 져야

또는 상업적으로 보험이 이용가능하지

하는 재무적 손실(financial loss), 지연

않은 것.

(delay) 또는 피해(damage)로부터 발생
하는 발주자의 재무적 그리고/또는 시
간적 손실 (time loss)을 초래하는 것들

(b) 피해에 대한 발주자의 위험 (Employer's risks of
damage)

과 일반적으로 또는 상업적으로 보험이
이용가능하지 않은 것.

발주자의 상업적 위험(Employer’s
commercial risks) 이외에 공사(Works) 또는

(ⅱ) 현장과 관련하여 (on, over, under, in

계약 일방 당사자에게 귀속된 여타 소유물에

or through the Site) 또는 현장의 일부

대한 물리적 손실(loss) 또는 피해(damage)로

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공사(Works)를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다.

이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발주자의 재무적 그

(ⅰ) 시공자의 공법에 기인한 것이 아닌 계약

리고/또는 시간적 손실 (time loss)을 초

에 따라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회피할

래하는 것들 과 일반적으로 또는 상업

수 없는 결과로서의 통행권, 일조권, 대

적으로 보험이 이용가능하지 않은 것.

기, 물 또는 여타 지역권의 일시적인 또
는 영구적인 여타 간섭에 기인한 피해.

(ⅲ) 공사(Works)에 의한 현장 또는 현장
일부(any part)의 사용(use) 또는 점

(ⅱ) 계약 하에서 시공자의 의무조건으로 시

유(occupy)나 시공자에 의한 남용

공자에 의해 수행된 설계 이외에 발주

(abusive) 또는 부당한(wrongful) 사용

자에 의한 공사의 설계 요소에 대한 잘

이 아닌 공사(Works) 이행의 목적을 위

못, 오류, 결함 또는 누락 또는 발주자의

해 발생한 발주자의 재무적 그리고/또

요구조건에 포함 되었어야 할 것들에

는 시간적 손실 (time loss)을 초래하는

대한 잘못, 오류, 결함 또는 누락 (그리

것들 과 일반적으로 또는 상업적으로

고 경험 있는 시공자가 입찰을 제출하

보험이 이용가능하지 않은 것.

기 전, 현장과 발주자 요구조건을 검토
할 때 발견할 수 없었던 발주자 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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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잘못, 오류, 결함 또는 누락).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자연력의 작용.

(ⅲ) Contract Data에서 시공자에게 분담된
것들 이외의 자연력의 작용 중 경험 있

1999년도 Yellow Book의 17.2 “시공자의

는 시공자가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할

공사관리” (Contractor’s Care of the Works)

수 있었다는 합리적 예상이 가능하지

조항은 개정 초안 17.3 “공사 관리의 책임”

않은 자연력의 작용.

(Responsibility for Care of the Works) 조
항으로 대체되고 그 대신 17.2 “시공자의 위

(ⅳ) 18조에 언급되는 예외적 위험(exceptional
risks).

험” (Contractor’s Risks) 조항을 신설하여,
17.6 “책임의 한계” (Limitation of Liability)
조항을 전제로, 시공자에게 분담된 위험과

참고로 1999년도 Yellow Book의 17.3 ”발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위험은 17.1 “발주자

주자의 위험”(Employer’s Risks) 조항에서 언

의 위험” (Employer’s Risks) 조항에 나열

급하고 있는 발주자의 위험은 다음과 같다.

된 위험들 이외에 시공자의 점유(possession)
와 통제(control) 안에 있는 공사(Works), 물

(a) 전쟁, 적대행위(선전포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침략,
외적들의 행위,
(b) 국가 내에서 발생한 반란, 테러, 혁명, 폭동, 군사 또
는 찬탈 행위, 또는 내란,

품(Goods)과 시공자의 문서(Contractor’s
Documents)에 대한 시공자의 관리(care)와 관
련된 것들 것 포함한 모든 위험들(all the risks)
로 규정하고 있다.

(c) 시공자구성원 및 시공자와 하도급 자의 다른 피고
용인들이 아닌 자들에 의한 국가 내에서 발생한 폭
동, 소요, 또는 무질서,
(d) 국가 내에서의 군수품, 폭발물, 이온화 방사선 또는

개정 초안 17.3조항에서는 1999년도 Yellow
Book의 17.3 “발주자의 위험”(Employer’
s Risks) 조항을

“공사 관리의 책임”

방사능에 의한 오염, 단, 시공자가 그러한 군수품,

(Responsibility for Care of the Works)으로 대

폭발물, 방사선 또는 방사능을 사용함으로 인한 경

체하고 있으며 내용은 1999년도 Yellow Book

우는 제외,

의 17.2 “시공자의 공사관리” (Contractor’s

(e) 음속 혹은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또는 여타
비행체에 의해 발생된 압력파,
(f)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에 의한 공

Care of the Works) 조항의 내용과 거의 유사
하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추가된 내
용은 기울림꼴로 표현하였다.)

사 목적물 일부의 사용 또는 점유,
(g) 발주자구성원 또는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다른
자들에 의한 공사 일부의 설계, 그리고
(h) 예측할 수 없었던 또는 경험 있는 시공자가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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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시점인 인수확인서가 발급될 때까지 (또

개정 초안의 17.4 “피해에 대한 발주자 위험

는 10.1 “공사 및 부분 공사의 인수” 조항에 의

의 결과”(Consequences of Employer’s Risks

거하여 발급된 것으로 간주될 때까지) 공사 및

of Damage) 조항은 1999년도 Yellow Book에

물품의 관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만약

는 17.4 “발주자 위험의 결과”(Consequences

인수확인서가 부분 공사나 공사의 일부분에

of Employer’s Risks) 조항으로 명명하고 있으

대하여 발급(또는 발급된 것으로 간주되는)된

며 개정 초안에는 기존의 내용이 일부 삭제 또

경우라면, 해당 부분 공사 또는 공사의 일부에

는 추가되었으나 의미 상으로 이전과 비교하

대한 관리책임은 발주자에게 이전된다. 만일

여 크게 상이한 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내용

계약조건 또는 여타 근거에 따라 계약이 파기

은 다음과 같다.

된다면, 계약 파기일로부터 공사에 대한 시공
자의 관리책임은 소멸된다.

『18.4 “예외적 사건의 결과”(Consequences
of an Exceptional Event) 조항을 전제로, 만약

책임이 발주자에게 이전된 후, 시공자는 인

어떠한 발주자의 위험(Employer’s Risks)이 발

수확인서에 기재된 일자에서의 잔여 작업에

생하고 그 결과 공사(Works) 또는 다른 소유

대한 관리 책임을 그러한 잔여 작업이 완료될

물(other property) 또는 물품(Goods) 또는 시

때까지 진다.

공자의 문서(Contractor’s Documents)에 피해
(damage)를 초래한 경우라면, 시공자는 즉시

만약 시공자가 관리책임을 지는 기간 중에

엔지니어(Engineer)에게 통지(Notice)를 하여

17.1 “발주자의 위험”(Employer’s Risks) 조항

야 한다. 이후, 시공자는 엔지니어에 의해 지시

에 열거되지 아니한 원인으로 인하여 공사, 물

되는 범위에 대한 그러한 손실(loss) 그리고/또

품 또는 시공자문서에 손실 또는 손상이 발생

는 피해(damage)를 교정하여야 한다.

한 경우라면, 시공자는 해당 공사, 물품 또는
시공자문서가 계약에 부합되도록 손실 또는

그러한 지시는 13.3.1 “지시에 의한 변경”

손상을 시공자의 위험과 비용으로 교정하여야

(Variation by Instruction) 조항에 따라 주어진

한다.

것으로 간주된다. 계약의 어떠한 다른 조건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위험 분담의 경우, 그리고

시공자는 인수확인서가 발급된 이후에 시공

이러한 손실(loss) 그리고/또는 피해(damage)

자에 의해 이행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를 교정함에 따른 기간 지연 그리고/또는 비용

이나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시

(Cost)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자는 20.2 “지급

공자는 인수확인서가 발급된 이후에 발생한 손

그리고/또는 기간연장을 위한 클레임” 조항을

실이나 피해 중 시공자에게 책임이 있었던 인

전제로 기간 연장 그리고/또는 그러한 비용과

수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부

이익의 지급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터 기인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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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Yellow Book의 17.5 “지적 및 산

자 편의를 위한 계약해지 시 지급] 조항, (c)

업재산권”(Intellectual and Industrial Property

16.4 [시공자에 의한 계약해지 시 지급] 조항,

Rights) 조항은 개정 초안 17.10조항으로 대

(d) 17.7 [시공자에 의한 면책] 조항, (e) 17.8

체되고 그대신 개정 초안에는 17.5 “피해에 대

[발주자에 의한 면책] 조항 및 (f) 17.10 [지적

한 시공자위험의 결과”(Consequences of the

및 산업 재산권의 침해의 위험] 조항에 의한

Contractor’s Risks of Damage) 조항을 신설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당사자도 계약과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하여 타방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실, 이익의 상실, 계

『만약 어떠한 시공자의 위험(Employer’s

약의 상실 또는 모든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실

Risks)이 발생하고 그 결과 공사(Works) 또

이나 손상에 대하여 타방 당사자에게 책임을

는 다른 소유물(other property) 또는 물품

지지 않는다.

(Goods) 또는 시공자의 문서(Contractor’s
Documents)에 피해(damage)를 초래한 경우

(1) 4.19 [Temporary Utilities] 조항 (전

라면, 시공자는 즉시 엔지니어(Engineer)에게

력, 용수 및 가스등의 공급과 관련된 조항을

통지(Notice)를 하여야 한다.

Temporary Utilities라 명명하여 규정하고 있
다), (2) 17.7 [시공자에 의한 면책] 조항 및 (3)

이후 시공자는 (a) 엔지니어(Engineer)의 요

17.10 [지적 및 산업 재산권의 침해의 위험] 조

구한 범위까지 또는 (b) 시공자가 제안하고 엔

항에 의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에 의거

지니어(Engineer)와의 합의한 범위까지 그러

하거나 계약과 관련한 발주자에 대한 시공자

한 손실(loss) 그리고/또는 피해(damage)를 교

의 총 책임은 특수 조건의 Contract Data에 기

정하여야 한다.

재된 금액 또는 (만약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낙찰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

요구된 교체, 수리 또는 교정 및 검사에 대한

는다.

모든 작업은 시공자의 비용으로 시공자에 의
해 수행되어야 한다.』

책임 있는 당사자의 사기, 고의적 의무 불이
행 또는 무분별한 불법행위의 경우에 대해서

17.6조항은 1999년도 Yellow Book과 개
정 초안이 동일한 제목인 “책임의 한계”

는 17.6조항을 적용하여 시공자의 책임 한계
를 제한하지 않는다.』

(Limitation of Liability)조항으로 명명하고 있
고 개정 초안의 다른 조항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인용을 추가 규정하고 있다

1999년도 Yellow Book의 17.1 “면책”
(Indemnities) 조항의 내용을 개정 초안에서
17.7 “시공자에 의한 면책”(Indemnities by

『(a) 8.8 [지연 배상금] 조항, (b) 15.7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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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Indemnities by Employer) 조항으로 나누

(Indemnities by Employer) 조항에서는 “(a)

어 규정하고 있다.

발주자, 발주자구성원 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의한 과실, 고의적인 행위 또는 계약 위반에 기

개정 초안 17.7 “시공자에 의한 면책”

인한, 신체적 상해, 건강악화, 질병, 사망, 작업

(Indemnities by Contractor) 조항에서는 “(1)

이외의 여타 소유물에 대한 손실 또는 피해와

발주자, 발주자 구성원 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b) 17.1 “발주자의 위험”(Employer’s Risks)

의한 과실, 고의적인 행위 또는 계약 위반에 기

조항과 관련된 모든 제3자의 클레임, 손상, 손

인한 것이 아닌 한, 공사에 대한 설계, 시공, 준

실 및 비용(법적 수수료 및 비용을 포함하여)

공 및 하자보수 과정에서 또는 그로 인하여 발

로부터 발주자는 시공자, 시공자구성원, 그리

생하는 사람의 신체적 상해, 건강악화, 질병 또

고 그들의 대리인들을 보호하고 피해가 없도

는 사망 그리고 (2) 공사에 대한 설계, 시공, 준

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공 및 하자보수 과정에서 또는 그로 인하여 발
생하거나, 또는 시공자, 시공자구성원, 그들의

반면 1999년도 Yellow Book에서는 “발주자

대리인 또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그

는 (1) 발주자, 발주자구성원 또는 그들의 대리

들에 의해 고용된 자에 의한 과실, 고의적인 행

인에 의한 과실, 고의적인 행위 또는 계약 위반

위 또는 계약 위반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에 기인한, 사람의 신체적 상해, 건강악화, 질

재산, 부동산 또는 동산(공사가 아닌)에 대한

병, 사망, 그리고 (2) 18.3조항 [인명 상해 및

손상 또는 손실에 관한 모든 클레임, 손상, 손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험]의 (d)(i), (ii) 및 (iii)

실 및 비용 (법적 수수료 및 비용을 포함하여)

항에 기술된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

로부터 시공자는 발주자, 발주자구성원, 그리

는 책임으로부터 제외된 문제들과 관련된 모

고 그들의 대리인들을 보호하고 피해가 없도

든 클레임, 손상, 손실 및 경비(법적 수수료 및

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경비를 포함하여)로부터 시공자, 시공자구성
원, 그리고 그들의 대리인들을 보호하고 피해

또한 “시공자는 4.1 [시공자의 일반적 의무]
조항에 따른 의도된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작

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발주자에 의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업을 초래하거나 또는 (법적수수료와 비용을
포함한) 발주자의 손실 그리고/또는 피해를 초

17.9 “면책 분담”(Shared Indemnities) 조항

래하는 시공자의 작업에 대한 설계 그리고 여

은 개정 초안에 신설된 조항으로 “17.7 [시공

타 전문적 용역에 있어서의 모든 오류로부터

자에 의한 면책] 조항에 따라 발주자를 보호해

발주자를 보호하고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함”

야 하는 시공자의 책임은 해당 피해, 손실 또는

을 규정하고 있다.

상해에 대해 17.1 [발주자의 위험] 조항에 근
거하여 발주자에 의해 기인한 범위에 비례하

개정 초안 17.8 “발주자에 의한 면책”

여 축소될 것이며 마찬가지로, 17.8 [발주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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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면책] 조항에 따라 시공자를 보호해야 하
는 발주자의 책임은 해당 피해, 손실 또는 상해

(b) 발주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다음의 경우들에 해
당는, 공사의 결과:

에 대해 17.2 [시공자의 위험] 조항에 근거하
여 시공자에 의해 기인한 범위에 비례하여 축
소됨”을 규정하고 있다.

(ⅰ) 계약에 표기되어 있거나 계약에 의해
합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는 것 이외
의 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개정 초안의 17.10 “지적 및 산업 재산권
의 침해의 위험”(Risk of Infringement of

(ⅱ) 시공자에 의해 공급되지 않은 것과 연

Intellectual and Industrial Property Rights)

관된 사용, 단, 기준일자 이전에 시공

조항은 1999년도 Yellow Book의 17.5 “지적

자에게 알려졌거나 또는 계약에 기재

및 산업 재산권”(Intellectual and Industrial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Property Rights)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
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공자는 (i) 시공자의 공사에 대한 설계, 제
작, 건설 또는 시공, (ii) 시공자장비의 사용, 또

『본 조항에서 “침해”라 함은 공사와 관련된

는 (iii) 공사의 적합한 사용에 기인하거나 또는

특허, 등록된 설계, 저작권, 상표, 상호, 영업비

관련된 모든 다른 클레임에 대하여 발주자를

밀 혹은 기타 지적 또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침

보호하고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해(또는 주장된 침해)를 의미하며, “클레임”이
라 함은 침해를 주장하는 클레임(또는 클레임
추진을 위한 절차)을 의미한다.

만약 일방당사자가 본 조항에 의거하여 보
호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라면, 보호하여야 할
당사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 클레임의 해

일방당사자가 클레임을 접수한 후 28일 이

결을 위한 협상 및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내에 타방당사자에게 클레임에 대한 통지서를

소송 또는 중재를 주관할 수 있다. 타방당사자

발급하지 아니하면, 그 일방당사자는 본 조항

는, 보호하여야 할 당사자의 요청과 비용으로

에 의한 면책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해당 클레임에 대한 다툼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러한 타방 당사자(또는 그의 구성원)는 보호

발주자는 다음의 사항들에 해당 되였었거

하여야 할 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 의해 협상,

나 해당 되는 침해를 주장하는 클레임에 대하

소송 또는 중재를 주관하여 줄 것을 요청 받고

여 시공자를 보호하고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보호하여

한다.

야 할 당사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어떠한 용인
도 할 수 없다.』

(a) 시공자가 발주자요구조건을 준수함에 따른 불가피
한 결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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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cation)과 관련한 개정 초안의 변화를

위험 분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될 것이기 때

보여 주는 대표적인 표현이 “시공자의 위

문이다.』

험”(Contractor’s Risk)으로 정의되는 것이
다. 즉, “발주자의 위험”(Employer’s Risk)

『개정 초안의 17.7조항에서 “시공자는 4.1

으로 정의되지 않는 모든 사안을 “시공자

조항 [시공자의 일반적 의무]에 따른 의도된

의 위험”(Contractor’s Risk)로 정의함에 따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작업을 초래하거나 또

라 시공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들로부터 즉각

는 (법적수수료와 비용을 포함한) 발주자의 손

적이고도 격렬한 이의(objection)가 이미 제

실 그리고/또는 피해를 초래하는 시공자의 작

기되고 있다. 위험 분담(Risk Allocation)

업에 대한 설계 그리고 여타 전문적 용역에 있

과 관련, 해외건설협회(ICAK. International

어서의 모든 오류로부터 발주자를 보호하고

Contractors Association of Korea)가 CICA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시공자의 의

(Confederation of International Contractors’

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발주자가 예상

Associations), EIC (European International

하지 못했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unexpected

Contractors), OCAJI (The Overseas

and unforeseen) 그리고 시공자의 설계상의 오

Construction Association of Japan)와 연대하

류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실 중 발주자 자신의

여 2017년 1월 25일 각 기관 대표들의 공동 명

잘못으로 기여된 부분이 있는 지 여부와 무관

의로 된 서한을 통해 개정 초안의 내용에 대해

하게 발주자의 모든 손실에 대해 보상받을 수

제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있도록 하는 광범위한 보상규정으로 판단된
다.』

『개정 초안의 17.1조항에서 “발주자의 위
험”(Employer’s Risks)을 나열하고 있는데

『17.6조항은 17.7조항의 책임하에서 클레임

이 17.1조항하에 나열된 위험들 이외의 모든

에 적용하는 시공자의 한계를 명시적으로 제

위험들은 17.2조항에 따라 “시공자의 위험”

외하고 있음에 따라 시공자의 책임은 무한한

(Contractor’s Risks)이 됨을 규정하고 있어 모

것이 된다. 따라서 17.6조항에 언급된 책임의

든 정체불명의 잔여 위험들이 시공자에게 이

한계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보상에 적용하는

전되었다.』

여타 간접 또는 결과적 손실에 대한 책임의 제
외에 따른 것이 아닌 이유에 의해 제기된 클레

『17.1조항 (a)에 언급된 발주자의 상업적 위
험 (Employer’s commercial risk)의 실체가 “보

임의 금액 또는 손실의 유형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험이 일반적으로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
한지 아닌지” 여부의 문제라는 점에도 의문이

『이러한 맥락에서 목적에 대한 적합성(the

있다. 보험 가능 여부의 문제는 일반적인 위험

fitness for purpose)의 시공자 의무에 대한 추

분담과 분리되어 고려되어야 하고 일반적인

가적 언급은 시공자 책임의 범위를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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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만일 공사

도로 정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7.1 “발주자

가 어떤 면에서 의도된 목적에 부합하지 않

의 위험(Employer’s Risks)”조항에서는 1999

는 경우, 실제적으로 시공자와 목적에 대해 의

년 Yellow Book에 명시된 발주자 위험의 내용

사소통이 이루어 졌든 지와 무관하게 발주자

을 변경하고 공사(Works)에 대한 단순한 물리

는 보상에 대한 클레임의 권리가 있음을 주

적 피해에 대한 것이 아니나 발주자에게 책임

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목적 적합성

이 있는 피해에 대해 “발주자의 상업적 위험”

(the fitness for purpose)의 정의에 대한 질의

(Employer’s commercial risks)을 새로이 추가

와 4.1조항에 언급된 목적 적합성 (the fitness

하고 있다. 17.1조항의 새로운 위험에 대한 개

for purpose) 의무에 대한 조건에 대해 FIDIC

요는 1999년도 Yellow Book하에서의 위험에

의 답변이 없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개정

대한 개요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발주자 위

초안에 명시된 시공자의 ‘목적 적합성’(fitness

험을 17.1 “발주자의 위험”(Employer’s Risks)

for purpose) 의무 규정에 “공사에 대해 계약

조항에 정리된 규정하는 목록에 제한하고

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

있다.

는, 발주자 인수 시, 공사(Works)는 발주자의
요구조건에 정의되고 서술된 의도된 목적에

개정 초안의 17.2 “시공자의 위험”(Contractor’s

부합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해야 할 것을

Risks) 조항은 17.1 “발주자의 위험”(Employer’s

제안한다.』

Risks)조항에 언급된 위험의 목록에 의해 정
의된 “발주자의 위험”(Employer’s Risks)으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1999년도 Yellow

로 인정되지 않는 위험들에 대해 시공자가

Book을 개정하는 목적이 계약에 있어서의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발주자

위험 분담의 내용만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

의 위험”(Employer’s Risks)이라는 표현은 영

지만, 개정 초안의 17조 “위험 분담”(Risk

국의 ICE (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에

Allocation)의 변경에 대한 즉각적 이의가 제

서 발행한 NEC3의 80.1조항에서도 찾을 수

기되고 있는 이유는 개정 초안을 통해 추가된

있는데 NEC3에서 “위험과 보험”(Risks and

시공자가 준수해야 할 새로운 time-bar 규정

Insurance)을 다루는 8조 (2017년에 발간

과 발주자에 대한 시공자의 배상(indemnity)

된 NEC4에는 “책임과 보험”(Liabilities and

범위의 확대는 공정한 위험의 분담이 아닌 오

Insurance)으로 제목을 변경함)에 명시하고

히려 시공자의 위험이 극도로 증가될 수 있

있으며 발주자의 위험은 보험의 영역으로 이

다는 우려를 증식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

해 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그러한 명

된다.

료성이 FIDIC 개정 초안의 17조 “위험 분담”
(Risk Allocation)에는 규정되지 않고 있다.

개정 초안의 17조 “위험 분담”(Risk Allocation)
에서는 시공자의 위험(Contractor’s Risk)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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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슈가 없었던 조항들인 발주자의 위험(개

시공자의 추가적 보장의 의무는 17.6 “책임의

정 초안의 17.1조항)과 시공자의 위험(개정 초

한계”(limitation of liability)조항이 적용되지

안의 17.2조항)에 대해 개정하는 이유가 불분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자의 책임

명하고 개정 초안 17.7 “시공자에 의한 면책”

이 무한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우려가 있

(Indemnities by Contractor) 조항에 “시공자

다. 17.6조항과 연계된 17.1조항의 내용은 설

는 4.1 [시공자의 일반적 의무] 조항 에 따른

계의 목적 부적합성에 기인하는 직접적인 그

의도된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작업을 초래하

리고 결과적인 피해와 손실 모두에 대한 무한

거나 또는 (법적수수료와 비용을 포함한) 발주

책임을 시공자에게 할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의 손실 그리고/또는 피해를 초래하는 시공
자의 공사에 대한 설계 그리고 여타 전문적 용

뿐만 아니라, ‘목적 적합성’ (fitness for

역에 있어서의 모든 오류로부터 발주자를 보

purpose)과 관련된 시공자의 설계 의무와 관

호하고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내

련하여 19.2.3 “전문가적 임무 위반에 대한

용을 추가하여 “시공자의 위험”(Contractor’

책임”(Liability for breach of professional

s Risks)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시공

duty) 조항은 시공자에게 전문가 책임보험

자의 면책”(Contractor’s Indemnities)에 대한

(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 약관에 전

규정을 변경하는 이유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문가적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공자 또는 시
공자가 책임을 지는 자들에 의한 부주의에 의

뿐만 아니라 개정 초안에 따르면 시공자

한 잘못, 결함, 오류 또는 누락으로 인해 야기

는 1999년도 Yellow Book의 4.1조항에 언

되는 시공자의 법적 책임에 대해 보험에 가입

급하고 있는 시공자의 일반적 의무를 강화하

해야 하고 그러한 보험은 시공자의 전문가적

는 공사(Works)의 ‘목적 적합성’(fitness for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4.1 “시공자의 일반적

purpose)에 대한 분명한 보장의 제공을 요구

의무” (Contractor’s General Obligations) 조

하고 있다. (‘목적 적합성’(fitness for purpose)

항에 부합하는 의도된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에 대한 추가적 보장 기준들은 4.9 “품질관

공사와 발주자의 손실 그리고/또는 피해를 초

리 및 준수 확인” (Quality Management and

래하는 시공자의 부주의에 의한 잘못, 결함, 오

Compliance Verification) 조항, 4.11 “낙찰

류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공자의 책

금액의 충분성”(Sufficiency of the Accepted

임으로부터 시공자를 보호하는 추가 보장(an

Contract Amount) 조항, 8.13 “공사의 재개”

extension)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

(Resumption of Work) 조항, 13.1 “변경할 수

한 시공자의 책임에 대해 시공자를 구제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Vary) 조항에서도 언급되

있는 보험의 가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고 있다.)

의문시 된다.

‘목적 적합성’(fitness for purpose)과 연계된

즉, 개정 초안대로라면, 시공자는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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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가능한 목적 적합성(fitness for purpose)

을 시사하고 있으나 당연히 그러한 이유가 이

에 대한 무한대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우

조항을 삽입시키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

려가 있는 것이다. 물론 17.9 “면책 분담”

것이다.

(Shared Indemnities) 조항에 따라 발생된 피
해(damage)에 대한 “발주자 위험”(Employer’s

해외건설협회(ICAK)가 유럽 해외건설협

Risks)의 원인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을 시공자

회(EIC), 세계건설협회 총연합회(CICA), 그

에게 허용하고는 있으나 시공자에 대한 위험

리고 일본해외건설협회(OCAJI)와 연대하

을 완화시키기에 충분한 것 같지 않다.

여 공동으로 제기하고 있는 “위험 분담”(Risk
Allocation)의 문제점들과 연관하여 설명된

개정의 이유와 위험 분담 기준의 변경에 따

상기 내용에 대한 이해가 공식 발표될 신규

라 시공자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결과에 대

Yellow Book의 관련 조항을 이해하고 이에 따

한 문제 제기와 질의에 대해, FIDIC은 개정

라 예상되는 시공자가 분담해야 할 잠재적 위

의 일부 내용은 FIDIC이 2008년도에 발간한

험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Gold Book에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채용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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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Guidance on Construction
Delays and Disruption
건설법 협회 1) (Society of Construction

공기지연 분석 (Delay Analysis)

Law; 이하 “SCL”)는 2002년 10월에 발간한
Delay and Disruption Protocol (이하 “초판”)

개정판에서는 시간 경과에 따른 분석방법

에 이어, 2017년 2월에 Delay and Disruption

(Time-Impact Delay Analysis)이 발주처의 행

Protocol의 2판 (이하 “개정판”)을 발간했다.

위로 발생한 지연보다 EOT가 더 길게 부여되

개정판에는 초판에 더해 공기지연 (delay) 또

는 등 때로는 비현실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는 생산성 저하 (disruption)와 관련한 클레임

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EOT에 대한 판정

을 해결하는 데 유용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부정확한 경우, 분쟁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
고, 다른 유형의 공기지연 분석방법이 더 적합

초판 및 개정판 등 SCL에서 발간하는
Protocol은 공기지연 및 생산성 저하를 파악하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분쟁가능성은 현저히
높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고 관리하는 지침으로써, 계약이 아닌 한, 법적
인 효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클레임을 사전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판에서는 지

방지하거나 이미 발생한 클레임을 해결하는

연 발생 시점에 관련 정보제출 및 EOT 클레

데에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본 호에서

임 평가를 위해 시간 경과에 따른 공기지연 분

는 개정판의 주요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석방법을 여전히 권장하고 있으며, 공기지연

* Al Tamimi & Company는 중동지역 최대의 현지 법무법인으로 한국건설사들의 진출이 활발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GCC
전국가를 포함한 총 9개국에 17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1) 1983년 영국에서 설립된 협회로, 건설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며, 전세계 2,915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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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 발생 시에 관망 (wait

(disruption)”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인

and see)하지 않고, 사건 발생 당시의 관련서류

식되기도 했지만, 클레임 발생 시, 생산성 저하

를 제출•평가하는 핵심원칙 (core principle)을

로 인한 클레임은 공기지연으로 인한 클레임

도입하여 공사지연으로 인한 영향을 제한할 수

의 대안 또는 추가적인 근거로 적용할 수 있다

있는 완화(mitigation)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

는 점에서 구별할 필요가 있다.

었다. 다만, 개정판에서는 공기지연을 초래한
사건발생 이후에 분석이 진행되는 경우, 단일

그간, 대부분의 표준계약서들이 공기지연과

유형의 분석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

관련한 내용은 포함하지만, 생산성 저하에 대

고, 그 대신 현재 관행 상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

해서는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생

는 분석방법의 적용범위와 올바른 분석방법 선

산성 저하에 대해서는 단순히 계약상의 채무

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를 명시하고 있다.

불이행 수준으로만 클레임이 제기될 수 있었
지만, 이번 개정판에서는 공기지연과 생산성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선정된 분석방법

저하로 인한 클레임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생

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반드시 상식적인 수

산성 저하와 관련한 클레임을 사전에 방지할

준에서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생산성 저하

접근법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장려하

로 인한 클레임 분석의 시발점은 생산성 감소

기 위한 방법이며, 영국 법원에서도 이미 이 같

가 발생한 시점과 이로 인해 어떠한 작업이 영

은 접근을 인정한 바 있다.

향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 경과
에 따른 공사 작업 수행 시의 생산성을 검토

따라서 계약당사자들도 계약협상시, 개정판
을 포함한 Protocol 상의 공기지연 관련지침을

(review of productivity)하는 것”이라고 명시
하고 있다.

숙지하고, 실제 계약서 작성 시에 관련 원칙을
포함한다면 향후 분쟁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두 가지 유형의 생산성 저하 분석방법
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실제 또는 이론 상
의 생산성을 측정하는 “생산성에 기반을 둔 방

생산성 저하 분석
(Disruption Analysis)

법 (productivity-based methods)”이고, 다른
하나는 예상 및 실제비용을 분석하는 “비용에
기반을 둔 방법 (cost-based methods)”이다.

개정판에서는 생산성 저하를 따로 분류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한 지침을 별도로 제공한다
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종종 “공기지연 (delay)”과 “생산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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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았다.

에 대하여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사건이 각
각 다른 시점에 발생했으나 해당 사건으로 인
한 영향이 동시에 발생한 것처럼 적용되는 경

아랍에미리트 관련 법령
(A UAE Law perspective)

우”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시발생 공기지연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발주처의 행위 (Employer

실제로 동시발생 공기지연이 성립하는 경

Risk Event)와 시공사의 행위 (Contractor

우, 개정판에서 “시공사는 발주처의 지연행위

Risk Event)가 공기지연의 부수적인 원인이 아

에 대해 EOT를 부여받아야 하고, 발주처의 지

닌, 주요 원인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연행위로 인해 시공사에게 부여되는 EOT는
시공사의 지연행위 존재여부의 영향을 받지

동시발생 공기지연의 주요 쟁점은 발주처의
지연행위 (Employer Delay)가 공기지연에 실

않는다”는 UAE 법률상의 접근법을 추천하고
있다.

질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로써, 해당 행위
가 시공사의 지연행위 (Contractor Delay) 이

UAE 법률 상 EOT 부여 및 동시발생 공기지

후 발생했고, 시공사의 지연행위와 함께 지속

연에 대한 명시적인 법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만, UAE 법원은 그간의 판결을 통해 계약

하여, 개정판에서는 “발주처의 지연행위가 공

당사자 간 명확한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의

기지연을 초래하지 않고, 시공사가 초래한 사

의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왔고, 이러한

건으로 인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공기가 지

원칙은 UAE 민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연되는 경우에는 동시발생 공기지연으로 간주

특히 동시발생 공기지연과 관련하여서는 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법원의 접근 방식

법상 다음의 두 조항이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을 고수하고 있다.

보인다.

이같은 관점은 시공사의 과실로 인한 공

민법 제 246조 1항2)은 계약은 신의성실의

사 지연 시, 공정성 (fairness) 및 합리성

원칙에 따라 그 내용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

(reasonableness)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고 명시하고 있고, 민법 제 290조3)에 따라 ‘손

발주처로써는 마치 ‘백지 수표 (blank check)’

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를 초래 또는 악화시키

2) 전문
(1) The Contract must be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its contents, an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s of good faith.
(2) The Contract shall not be restricted to an obligation upon the contracting party to do that which is (expressly) contained in it, but
shall also embrace that which is appurtenant to it by virtue of the law, custom and the nature of the transaction.
3) 전문
It shall be permissible for the judge to reduce the level by which an act has to be made good or to order that it need not be made
good if the person suffering harm participated by his own act in bringing about or aggravating the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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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자신의 행위가 관련된 경우’, 손해를 입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

은 사람도 손해배상액 (liquidated damages)에

한 계약서 작성 및 계약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

대한 책임이 부여될 수 있다. 실제로 이를 통해

으로 보인다.

UAE 법원은 동시발생 공기지연 시 발주처와
시공사가 손해배상액을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
고 있다.

무엇보다도 EOT 클레임은 건설 분쟁의 기
본이지만, 실제로 FIDIC을 포함한 많은 계약
이 동시발생 공기지연을 다루는 조항을 따로

결론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개정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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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내용 외에도 개정판은 적정

발생 공기지연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숙지

수준의 기록물 관리, 국제적인 클레임을 다루

하고,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 법적으로 보호할

는 방법, 클레임 발생 시 완화 (mitigation) 의

수 있는 적합한 계약조항을 삽입하여 클레임

무 등의 추가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 내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클레임에 대해서

은 아직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개정판은 초판

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에 비해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계약 협상에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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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 Park (박 기정)

영국 변호사
현 법무법인 율촌 (www. yulchon.com) 근무
저자는 Corbett & Co International Construction
Lawyers(영국 런던에 소재한 국제 건설 전문 로펌)
및 한국 대기업의 국제 법무실 근무 경험 등 약
20년 이상 국제 건설 분야에서 활약해오고 있음

FIDIC 2017 개정판
주요 내용에 대한 소고1)

에서 요청

1. 들어가는 말

- “No-objection”은 Engineer가 시공사
2017년 12월 FIDIC은 Red, Yellow and

가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해서 이의가 없

Silver Books의 Second Editions을 발간했습니

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며 “Notice of

다. 18년만에 새롭게 개정하였는데, 1999년 판

No-objection”은 관련 승인 및 동의를

2)

보다 50% 이상 그 내용이 늘어났습니다. 이
번 호에서는 2017년 Yellow Book을 중심으로
그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체하며 도입
- “Claim”은 일방이 상대방에게 본 계약
의 조건에 따른 또는 계약이나 공사 수
행과 관련하여 또는 이로 인해 생기는

2. 개정판 주요 내용

어떤 자격이나 구제를 요청하는 것으
로 정의

1조 [General Provisions]

- “Cost Plus Profit”에서 합리적인 이윤은
기본으로 5%로 정의

▶ Notice, Claim, Dispute 등을 포함한 90개항의

- “shall”은 의무적인(mandatory) 것으

정의 조항

로, “may”는 선택적인(optional) 것

- “Notice”는 서면 통지로 약 80개 조항

으로, “include”는 비완전목록(non-

1) 본 기고문은 Edward Corbett (Corbett & Co International Construction Lawyers 대표 / www.corbett.co.uk)의“FIDIC 2017-First
Impressions of the 3-Kilo Suite Kilo”
를 정리 번역 하면서 부분적으로 저자가 설명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2) 1987 4th Edition - 23,600 words / 1999 1st Edition - 30,400 words / 2017 2nd Edition - 50,000+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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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austive)으로 해석. 문제된 1999년

하도록 하고 있음. 3.2항에서는 발주

Red Book 13.1항의 “may include” 논

처가 Engineer에게 결정을 위한 사

쟁 부분 해결

전 승인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

- “Particular Conditions”는 Contract

고, 3.7항에서는 Engineer가 중립적으

Data and Special Provisions로 구성

로(neutrally) 이행 하도록 하고 있음.
Engineer는 3.7항을 제외하고는 항상

▶ 1.9항[Errors in the Employers Requirements]
은 1999년판의 5.1항과 1.9항을 통합

발주처의 대리인임.
- 3.7항은 3 pages에 걸쳐 길게 규정
되어 있음. Engineer의 Notice of

▶ 1.15항[Limitation of Liability]은 1999년판

agreement 시간 제약은 42일이며,

의 17.6에서 옮겨왔으며, 예외 항목으로 중과실

Notice of determination도 the date of

(gross negligence)이 추가

no agreement 후 42일임. 만약 Notice
가 없으면 클레임은 거절된 것으로

▶ 1.16항[Contract Termination]은 일부 국가에서

간주.

계약 해지는 법원의 승인으로 될 수 있다는 논쟁

- 새로운 시간 제약으로 불만족통보

과 관련하여 법원으로의 회부가 강행법규가 아닌

(Notice of Dissatisfaction)가 Engineer

관할권에서는 본 계약의 메커니즘이 계약을 해지

의 결정 후 28일내에 일방에 의해서 주

시키는데 충분하다고 규정

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실패할 경
우 그 결정은 최종적이며 구속되도록

2조 [The Employer]

하고 있음. 20조의 Claim의 Notice와
달리 이 시간 제약은 철회할 수 없음.

▶ 다소 완화된 발주처의 지급 능력 증명
- 2.4항에 따르면 발주처는 그 금융 주선
내용을 Contract Data에 나타내야 함.

- 3.5항과 관련하여 만약 Engineer가 지
시서를 발급하고 시공사가 이를 공사
변경이라고 생각하면, 시공사는 따르

- 축적된 공사 변경의 총 금액이 낙찰가

기 전 즉시 통보를 보냄. 만약 Engineer

의 30%가 되지 않는다면 기존 발주처

가 7일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그 지시

금융 주선의 non-payment나 중대한

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 본 3.5항에

변경의 문제로 되지 않음.

는 즉시(immediately) 통보 의무를 시
공사에게 부과하지만 만약 공사 변경

3조 [The Engineer]

을 나중에 주장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
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1999년

▶ Engineer의 결정과 시간 제약
- FIDIC은 Engineer가 자유로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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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에는 공사 변경에 따른 지급을 위한
(비록 공기는 8.4항에 따라 cover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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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어떤 통보 내용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 본 조항은 이에 대한 수정으로
보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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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과 Review 기간
- “Review”는 시공사의 어떤 제출과 관
련하여 Engineer가 평가하기 위한 조사
및 고려로 정의. 이는 승인으로부터 벗

4조 [The Contractor]

어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의됨.
이의 없음(No-objection) 또는 간주되

▶ 목적 부합과 이행 보증

는 No-objection은 5.2항에 규정된 21

- 본 4조는 몇 중요한 변경을 하였으며

일의 Review 기간 내에 주어짐. 내용들

관련 절차들에 대해서 길고 상세하게

은 1999년판 5.2항과 유사하나 상당히

설명하고 있음.

그 내용이 늘어남.

- 목적 부합 의무와 관련하여 한 공백이

- Comments에 따를 의무를 조건으로

메우어졌음. 아무도 모든 벽이나 플랜

일의 진행을 허락하는 No-objection

트 항목 그리고 손잡이 등등의 목적을

with comments의 범위는 불필요

정의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불가능한

하게 제한됨. 예로 A는 승인, B는

그 목적이 정의되어야 했음. 즉, 4.1항

Comments 있는 승인 그리고 C는 거

은 목적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일반

절이라는 A/B/C 체제 대신 이제는 A

적인 목적(ordinary purpose)에 부합해

와 C만 가짐. 어떤 No-objection은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도움이 되는

Works에 본질적으로 지장을 주지 않

규정이지만 Works이 목적에 부합해야

은 사소한 사항에 대한 Comments를

한다고 하지 않고, Works, Section or

수반할 수 있음. 하지만 이는 논쟁과

major item of Plant가 목적에 부합해

지연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음.

야 한다고 하여 개선된 내용을 다소 망
치고 있음. Works이라고 하면 Works

6조 [Staff and Labour]

과 그 해당되는 모든 부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나, 본 새 규정 내용에
따르면 주요 item에만 제한될 수 있음.

▶직원과 노무자
- 6.3항에 따르면 양측은 상호간 상대방

- 4.2항의 이행보증은 공사 변경이 20%

직원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를 초과하면 증액될 수 있음. 유사하게

- Key Personnel 내용이 6.12항에 추가

20% 감액 규정도 있으나 발주처의 사
전 동의를 조건으로 하므로 그 취지를

7조 [Plant, Materials and Workmanship]

살리지 못할 수 있음.

5조 [Design]

8조 [Commencement, Delays and
Sus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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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경고, 동시지연 및 지연 책임

▶ 규정된 부분 인수 및 완공

- 8.4항의 사전 경고는 공사 지연, 지체

- 10.2항에 의하면 발주처에 의해 사용

또는 영향을 주는 양측이 알고 있는 또

되면 그 부분은 인수된 것으로 간주됨.

는 가능한 미래의 사건이나 정황을 알

아쉬운 부분은 인수없이 어떤 것이 사

릴 것을 요구. 1999년판 8.3항에 묻혀

용되도록 허용될 것인지와 다른 시공

있었던 본 의무를 두드러지게 함. 하지

사들이 부분적으로 완공된 공사를 이

만 경고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어떤 시

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

간 제약이나 명확한 제재가 없음.

다는 것임.

- 8.5항의 EOT는 근거 List는 1999년판

- 해당 부분은 1999년판에서 없었던 자

과 같지만 예외적인 불리한 기후는 발

체 하자통보기간(DNP) 만료일을 가

주처에 의해 제공된 또는 현장 소재 국

짐. 하지만 발주처가 사용 전에 그렇

가에서 발간된 자료를 고려하여 예견

게 의도하고 TOC를 발급한다면 그 해

불가능한 조건으로 정의됨.

당 부분은 Part가 되지 않음. Part의 정

- 동시지연은 8.5항에서 언급됨. 하지만

의는 발주처에 의해 사용되는 그리고

단지 Special Provisions에 규정된 내용

인수된 것으로 간주되는 a part of the

에 따른다고만 함. Guidance에 의하면,

Works or part of a Section임. 따라서

이렇게 단순하게 규정한 이유는 국제

이는 아마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소

적으로 동시 지연과 관련하여 확립된

이상한 결과로 이끌 수 있음.

하나의 표준이 없고 해당 관할권에 따
라 다른 규정과 절차가 적용될 있기 때

11조 [Defects after Taking Over]

문이라고 설명하면서 SCL Protocol이
점점 더 많이 국제적으로 이용되고 있
다고 함.

▶ 길어진 하자 보수 규정
- 하자 보수와 관련하여 1999년판은 2.5

- 8.8항에 따라 지체 보상금은 시공사

쪽 분량이었으나 2017판은 특별히 새

의 “fraud, gross negligence, deliberate

로운 근거 등의 내용 없이 두 배가 되

default or reckless misconduct” 경우

었음.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언제 하자

에는 한도가 설정되지 않음. 다시 말하

보수가 수행되는 지에 대한 사안은 언

자면 한도를 설정한 시공사는 한도 없

급되지 않고 있음. 즉 시공사는 가능한

는 책임을 지게 됨.

빨리 보수를 원하지만 발주처는 예정
된 Shut-down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9조 [Tests on Completion]

경우의 잘 알려진 논쟁 사안에 대해서
는 미결됨.

10조 [Employer’s Taking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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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간이 도입됨. DNP후 2년 경과

가 있으면 평가 시 사용된다는 것과 관

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음. 다만 “fraud,

련된 rates나 prices가 없으면 해당 일

gross negligence, deliberate default or

의 Cost Plus Profit로 평가된다는 것임.

reckless misconduct”의 경우에는 적용

하지만 여전히 그 금전적 평가가 지연

되지 않음.

과 지체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언
급이 없음.

12조 [Tests after Completion]

- 13.7항의 변동 조항은 1999년판 보다
짧아짐.

13조 [Variations and Adjustments]
14조 [Contract Price and Payment]
▶ 중요한 공사 변경과 V/E 가능성
- 급격한 변경(Cardinal change)과 유사

▶ 지급과 결정

한 내용이 반영. 시공사는 이제 발주처

- Engineer는 IPC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

요구사항(Employer’s Requirements)

들에 대해 더 이상 공정하게 결정하지

에 서술된 공사의 범위와 성격을 반영

않고 대신 공정하게 고려함. 이는 불

하여 예견 불가능한 변경 공사는 반대

확실성을 제거함. 하지만 시공사가 그

할 수 있음. 이는 원래 공사 범위를 훨

IPC에 불만족하면 다음 IPC에 포함될

씬 넘는 공사의 변경을 의미할 것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음. 만약 그렇

하지만 Test를 충족하더라도 Engineer

게 되지 않으면 시공사는 3.7항의 결정

는 그 공사 변경을 확정할 수 있음. 따

을 요청할 수 있음.

라서 반대한 시공사는 아무 언급되지

- 14.6항에는 DAAB에 의해 결정된 금

않은 것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될 수 있

액을 Engineer가 확인해야 한다는 명

음.

시적 요구조건이 없음. 하지만 15조 및

- 1999년판 Yellow와 Silver Books에서
는 Value Engineering은 보상받지 못하

16조에 따르면 그 불이행은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음.

였으나, Red Book에서는 시공사는 해
당 이익에서 50%를 받을 수 있었음.

15조 [Termination by Employer]

2017년판 모두는 Special Provisions에
서 “benefit, costs and/or delay”를 공
유 가능하도록 하고만 있음.

▶ 발주처에 의한 계약 해지
- 15.1항에 따른 정정 통보(Notice to

- 1999년판 Yellow Book은 공사 변경

Correct)의 체계가 바뀌었음. Engineer

의 금전적 평가 조항이 빈약했음. 주된

는 더 이상 어떠한 보수 조치가 요구

개선은 Schedule of Rates and Prices

되는지 명시할 필요가 없으나 그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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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시간은 명시해야 함. 이는 시

사를 줄 수 있다는 것임. 발주처가 다

공사에게 그 Engineer의 Notice에 대

른 시공사에 공사를 주기 위해 편의에

해 “immediately respond by giving a

의한 공사 해지를 하는 것을 제약하는

Notice to the Engineer describing the

것은 아마도 먼저 그 변경이 profit 지

measures the Contractor will take to

급으로 인해 더 큰 비용을 발생할 수

remedy the failure” 하도록 하고 있음.

있다는 것과 본 해지로 시공사가 완전

보통 논쟁은 이행 기간이 합리적이었

히 지급될 때까지는 다른 시공사가 일

는지를 중심으로 다루어졌으나, 2017

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될 수 있지

년판에 의하면 시공사에 의해 일정 기

만 실제는 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간 내에 수행될 것으로 제안된 보수 조
치가 충분한지가 논쟁의 중심이 될 것
임. 따라서 공사 해지는 더 위험하고

16조 [Suspension and Termination by
Contractor]

어렵게 됨.
- 시공사가 DAAB 결정에 따르지 않으

▶ 시공사에 의한 공사 중단과 계약 해지

면 공사 해지의 새로운 근거가 됨. 또한

- 시공사는 DAAB 결정에 따른 지급이

지체 보상금의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

되지 않으면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를

에도 공사 해지의 근거가 됨. 이는 다소

할 수 있음. 임시 구속(interim binding)

골치 아픈 문제를 유발함. 즉, 공사 해

또는 최종적인 구속(final and binding)

지 이후에 시공사가 EOT를 클레임하

인지와는 관계없음. 이는 특히 NOD

고 DAAB나 중재인에 의해 그 EOT가

가 이행 의무를 제거한다는 주장을 배

인정되어 지체 보상금이 한도 내로 감

제하면서 DAAB 결정의 강제를 중요

액될 경우, 그 공사 해지는 적법한 것인

하게 강화시켜야 함. 하지만 그 불이행

지? 어떤 답도 제공되지 않고 있음.

이 “material breach of the Employer’

- 15.2항은 공사 해지는 2개의 Notice

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가

가 필요하다고 명시함. 14일내에 그 하

되어야 함. 아마도 때때로 DAAB의 결

자를 치유하면 공사 해지의 자격을 없

정은 다소 사소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

앰. 이는 1999년판의 그 불명확성을 제

으며 이는 공사 해지의 근거가 되지 않

거함.

음. 어떤 것이 “material breach”일지에

- 15.6항에 따르면 발주처 편의에 의한

대한 논쟁이 예상됨.

공사 해지의 경우(15.5항) 시공사에게
loss of profit을 인정함. 하지만 시공사
에게 불편한 문제는 발주처는 편의에
의한 공사 해지로 다른 시공사에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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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Employer’s and Contractor’s
Claims]

(Employer’s Risks)”은 사라졌으나 위
험 부담의 내용은 거의 같고 더 명확한
것 같음.

▶ 대칭적인 클레임 규정
- 클레임과 분쟁해결이 별도로 구분된

- 17.2항에서는 동시지연이 다시 한 번

것과 발주처의 클레임이 본 클레임 조

언급됨. 여기에서는 Special Provisions

항에 편입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

으로 돌리는 것으로 문제를 회피하

임. 하지만 클레임만 다룬 본 20조는

지 않고 시공사에게 “a proportion of

클레임과 분쟁해결을 함께 다룬 1999

EOT and/or Cost Plus Profit to the

년 판 20조보다 내용이 더 많음.

extent that any of the above events

- 많은 분들은 클레임 절차와 관련하여

have contributed to such delays and/

시공사에게 부과된 시간 제한이 발주

or Cost”를 인정하여 손실이 배분되게

처에도 똑같이 부과된 것이 공정하다

하고 있음.

고 보고 있음.
- 두 개의 시간 제한이 있음. 즉, 1999년

18조 [Exceptional Events]

판 기존의 28일내 통보 조항과 새로 추
가된 클레임 statement 제출에 대한 시

▶ 예외적인 사건
- 불가항력(Force Majeure)는 예외적인
사건(Exceptional Events)로 바뀌었음.

간 제한임. 1999년 판 20.1항의 클레임
통보와 관련하여 논쟁되는 부분에 대
한 해소는 없음.

이는 Force Majeure 이론이 있는 국가

- 20.2.4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의 사용자들이 본 조항을 선입관 없이

“If the Engineer does not give such a

볼 수 있도록 할 것 같음. 위험 부담의

Notice within this period of 14 days,

분배는 같음.

the Notice of Claim shall be deemed
to be a valid Notice. If the other

19조 [Insurance]

Party disagrees with such deemed
valid Notice of Claim the other Party

▶보험

shall give a Notice to the Engineer

- 보험은 논리적으로 위험 부담 조항 다

which shall include details of the

음 조항에 있는 것이 바람직함. 보다

disagreement.” 아마도 간주(deeming)

상세한 보험 적용이 명시됨. 시공사

된 내용이 간주되지 않은 것으로 될 수

의 디자인을 cover하는 Professional

있음.

Indemnity도 포함.

- 상세 클레임과 관련한 시간제한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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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적 또는 법적 클레임 근거가 12주내

Adjudication Agreement)에 서명한 것

에 작성되어지지 않으면 적용됨. 아마

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여 3개의 서명

도 첫 클레임 통보가 클레임을 발생시

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함. DAAB

킨 조항을 명시한다면 시간제한은 적

결정의 강제는 15조와 16조에서 강화

용되지 않을 수 있음.

되었음. 즉, 그 결정의 불이행은 시공사

- 본 조에 따른 두 개의 시간제한은
Engineer에 의해서 철회될 수 있음. 이
러한 철회는 DAAB나 중재에서 반박
될 수 있음.

에 의한 공사 중단이나 양측의 공사 해
지의 근거가 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Engineer 결정에 따른 NOD 후
42일 내에 DAAB에 회부해야 하는 시
간 제약은 비 철회적임. 어떤 공사의

21조 [Disputes and Arbitration]

양측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제한된 기간 내에 DAAB 절차로 강제

▶ 분쟁 회피 및 해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양측

-분쟁 회피가 더 강조됨. DAB

은 아마 그 회부를 미루거나 또는 연장

(Dispute Adjudication Board)

하는 것을 합의할 수 있지만 분쟁 상황

는 D A A B ( D i s p u t e Av o i d a n c e /

에서는 그러한 합의는 힘듦.

Adjudication Board)로 명칭이 바뀌

- DAAB가 적절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었고, Procedural Rule 첫 번째 기재된

결정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그 목적은 분쟁 회피를 촉진하는 것임.

은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의심되는 경

다만 문제는 분쟁 회피를 다루는 21.3

우에만 적용될지언정 원칙적으로 모순

항은 이렇게 시작됨: “If the Parties so

이 있음. 만약 DAAB가 어떤 금액이 지

agree, they may jointly request…”.

급되어야 한다고 결정한다면 이는 계

- 종종 Board가 현장에 도착하고 당사자

약이나 손해보상에 따라 이미 지급되

들을 만나고 하는 단순한 사실이 양측

었어야 함. 왜 책임 있는 측이 지급하

을 합리적으로 행동하도록 하게 끔하

지 않은 결과로부터 더 나은 것을 향유

고 문제 해결로 이끌 수도 있음. 때로는

해야 하는지?

Board와 함께 문제나 불평을 제기하는
것은 양측의 긴장을 덜 수도 있음.
- 이러한 이유로 2017년판 모두

- 우호적인 타결의 시간은 절반으로 줄
어 28일이 되었으며, ICC 중재는 그대
로 남았음.

Standing Board로 한 것은 환영할 만
함. 또한 Board의 임명과 그 결정의 강

3. 맺음말

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한 노력도
환영. 21.2항은 양측이 DAA(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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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판에 비해 내용이 훨씬 방대해지고 복

몇 년이 걸렸듯이 적어도 2017년판이 시장에

잡해졌습니다. 과연 시장에서 얼마나 많이 본

서 환영 받기까지는 비슷한 시간이 필요할 것

2017년판을 사용할지는 아직 미지수 입니다.

입니다.

아마도 1999년판이 그 이전 판을 넘어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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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일원에서 꽃핀
고대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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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라미드’에 대해 아는 바를 얘기해 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집트의 사막 한가운데 우뚝 선 고대 이집트
왕의 무덤인 삼각뿔 모양의 피라미드에 대해 설명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멕시코 사람들은 멕시코 땅에 있는
고대 문명 떼오띠우아깐(Teotiuacan)의 피라미드와 유카탄 반도에 있는 치첸이사(Chichen Itza)의 피라미드를
떠올릴 것이다.
멕시코와 과테말라의 동북부를 포함한 메소아메리카 지역에도 이집트의 고대문명과 비견할 수 있을 문명이
고대로부터 발달하였다. 물론 이러한 문화유산이 스페인 정복자에 의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오늘날 중남미
사람들은 이러한 고대 문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이러한 문화의 복원과 보전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중남미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는 중남미와의 비즈니스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메소아메리카문명의 기원과 발전

농작물의 수확도 증가하였다. 개량된 식량으
로 농경사회가 형성되자 기원 전 12세기 중반

흔히들 메소아메리카 지역의 발전시기

에 올메카(Olmeca) 문명이 태어났다. 이 문명

를 1) 형성기(B.C.1500-A.D.300) 2) 고전

에 이어 멕시코 남부의 오아하카(Oxaca) 계곡

기(A.D.300 -A.D. 900) 3) 후기 고전기

에 있는 몬테알반(Monte Alban)에 기반을 둔

(A.D.900-스페인 정복 전까지) 등의 3단계로

사포테카(Zapoteca) 문명과 과테말라 북부 고

구분한다.

지대에서 초기고전기의 마야(Maya) 문명이
생긴다.

이 지역의 문화는 약 5,000년 전에 발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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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기시대에 태동되었다. 형성기 동안 인구

두 번째 고전기에는 올메카 문명의 영향을

가 증가했고 옥수수의 품종이 개량되었으며

받으며 유카탄 반도 남부 지역에서 시작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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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마야(Maya)문명과 멕시코시티 근교의

전 800년에서 기원전 200년 사이에 이 도시들

떼오띠우아깐(Teotiuacan) 문명이 발흥한다.

은 인구가 35만 명에 이를 정도로 절정에 달했
다. 이 소도시들은 단일 국가는 형성하지 못했

후기고전기에는 멕시코 중앙고원지대의 문
화적유산을 이어받은 톨테카(Tolteca)문명

지만,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
칭하여 올메카문명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A.D.800 -1,011)과 오늘날 멕시코시티 일원
에 생긴 아즈테카(Azteca)문명(A.D.1,428-

올메카문명은 이후 들어선 문명들에게 많은

1,521), 그리고 유카탄 반도 북부 지역에서 꽃

영향을 남겼다. 우선 종교적 행사로서의 인신

핀 후기 고전기 마야문명(A.D.889-1,546) 등

공양을 처음 한 것이 올메카인들로 알려져 있

이 생겨난다.

으며, 뚝스틀라(Tuxtla)에서 발견된 석상에 새
겨진 마야의 수와 원시적 기호체계는 마야 문

위에서 언급한 여러 문명들이 각각 상이한

자와 수 체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특성과 발전 상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평가받고 있고, 마야 달력에도 많은 영향을 준

고, 이 지역의 전반적인 문화는 하나의 통일성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러 중남미 문명에서 보

을 지니고 있다. 즉, 1) 상형문자 2) 태양력 3)

이는 고무공을 가지고 하는 놀이를 처음으로

천문학 지식 4) 단단한 고무공을 이용한 일종

한 것 역시 이들이며, 올메카라는 이름부터가

의 축구 경기 5) 깃털달린 뱀의 신성화 6) 콩,

나후아틀(Nahuatl)언어로 '고무 사람‘(rubber

옥수수, 호박 등을 주식으로 섭취 7) 인신공양

people)이란 뜻의 올메카틀(olmecatl)이 변형

8) 피라미드 등 독특한 건축문화 등이다.

된 것이다.

메소아메리카 문명의 모태, 올메카
(Olmeca)문명 (B.C.1,500-B.C.400)

종교적으로는 비를 내려주는 신과 힘을 가
진 신인 재규어맨, 인간의 얼굴과 뱀의 몸을 지
닌 물의 신 등이 숭배되었다. 재규어는 중미 전

올메카(Olmeca)문명은 기원전 1,500년 무

지역과 남미 중북부에 서식하는 동물로서 중

렵에서 기원전 400년경까지 메소아메리카

남미 고대문명에서 공통적으로 숭상되는 동물

지역에서 번성했던 고대문명으로 미주대륙

이었는데, 올메카 사람들은 사람의 모습과 재

의 첫 번째 문명이다. 이들의 세력권은 지금

규어의 모습을 합쳐 놓은 ‘반인간-반재규어’라

의 멕시코 중남부의 열대 저지대 해안가 지대

는 새로운 형태를 탄생시켰다. 이는 인간의 삶

로, 현재의 베라크루즈(Veracruz)와 타바스

이 또 다른 자아인 어떤 동물의 운명과 결합되

코(Tabasco) 지역에 해당한다. 기원전 1,500

어 있다고 믿는 메소아메리카 문명의 주술신

년경에 이 지역에서 초기도시(La Venta, El

앙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 문명에서 발견되

Trapiche, San Lorenzo, Los Tuxtlas, Laguna

는 뱀 신은 이후 시대에 숭배된 신인 케찰코아

de los Cerros, Potrero 등)들이 출현했고, 기원

틀 (Quetzalcohuātl)의 원형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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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주된 유물로는 석조 거대 두상이 유

몬테알반은 점차 주변지역을 정치적으로 지

명하다. 그 하나의 무게가 25톤에 이르고 가장

배하기 시작하였고, 300 명이상의 죄수를 죽

큰 것은 3미터에 달한다. 이 거대 두상의 특징

이는 것으로 묘사된 그림이 새겨진 돌에서 보

은 눈은 동양적인 기풍을 가지고 있고 입술은

듯이 폭력을 통해 지배하기도 하였음을 보여

흑인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

준다.

면도 많이 발견되었는데, 가면을 비롯해서 올
메카 문명의 도구 및 예술품의 상당수가 이들

하지만 중미의 중심에 위치한 몬테알반은

의 거점이었던 지역에서는 나지 않는 재료로

형성기를 지나 고전기까지 약 1,000년간 중심

만들어 져 당시 메소아메리카 전역에 걸쳐 무

도시의 역할을 하고 사라진다.

역망이 만들어져 있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생각된다.

유카탄 반도 남쪽지역에서 싹튼 고전기
마야문명 (B.C.500-A.D.900)

이들이 쇠락한 정황은 분명하지 않다. 다만
기원전 400~350년 경 무렵에 올메카의 중심

마야문명의 남부지역(과테말라의 고지대 지

지였던 해안가 지대에 지역에서 상당한 인구

역)에서는 기원 전 500년경에 가장 초기 형태

감소가 있었던 정황이 보이는데, 학자들은 화

의 마야(Maya)문명이 형성되었다. 이 지역에

산활동이나 지진, 강의 토양퇴적 등에 의해 그

서는 동굴주거형태와 고대 마야문명의 기초가

지역에서 더 이상 인구를 부양할 수 없게 되어

되는 여러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이들

다른 지역으로 떠난 것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

원주민들이 옥수수문화를 간직한 체, 유카탄

다. 이렇게 약화된 상태에서 다른 문명들이 득

반도의 남부로 이동해 고대 마야문명을 건설

세하면서 주류 세력에서 내려갔다는 게 현재

했을 것이라고 추정되어 진다.

까지의 중론이다.
3세기경에 이르러 유카탄 반도 남부의 저지

오아하까 계곡에서 번성한 사뽀떼까문명
( B.C.500-A.D.500)

대 지역에서는 고대 마야문명이 개화하게 된
다. 고전기의 대표적인 유적지는 마야문명에
서 가장 오래된 도시인 띠깔(Tikal)과 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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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뽀떼까(Zapoteca) 문명은 중미의 남부에

석주들의 끼리구아(Quiriguá), 온두라스의 꼬

위치한 오아하카(Oxaca) 계곡에서 번영했던

빤(Copan), 그리고 고대 아메리카의 유일한

원주민 문명이다. 인류학적 근거에 따르면 이

왕릉이자 신전인 멕시코의 빨렝께(Palenque),

들의 문화는 최소 2,500년 전에 시작되었다

석비들로 유명한 약스칠란(Yaxchilan), 생

고 한다. 이들은 고대 도시인 몬테알반(Monte

생한 묘사로 그려진 벽화가 발견된 보남팍

Alban)에 공놀이 장, 각종 귀중품이 함께 매장

(Bonampak) 등이 있다. 특히 띠깔, 꼬빤, 빨렝

된 웅장한 무덤과 같은 건축 유물을 남겼다.

께, 약스칠란 등은 화려한 조각과 역사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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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형문자가 가득한 비석으로 유명하다. 보

었고 전성기의 인구수는 약 20만 명에 달한 것

남팍의 벽화는 평화로운 민족, 그리고 유토피

으로 추정된다. 아즈떼까(Azteca)보다 오래되

아로서의 마야에 대한 이미지를 송두리째 흔

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옛날 그대로의

들어 놓을 만큼 처참한 전쟁을 묘사하고 있다.

모습으로 보존된 떼오띠우아깐의 태양과 달의
피라미드는 불가사의가 아닐 수 없다.

마야문명에서는 천체 관측법과 역법이 매우
발달했고 특히 마야 숫자가 매우 유명하다. 마

떼오띠우아깐은 제5태양신화가 탄생한

야 숫자는 0을 사용했으며 20진법을 사용했

장소이기도 하다. 신화에 따르면, 제4태양

다. 마야 문자 또한 그 특이한 모양으로 유명

이 멸망한 이후에 제5태양을 만들기 위해 신

하다. 마야인들은 주로 농업에 종사했으며 주

들이 태양의 피라미드에 모였고, 이때 나

수확 작물은 옥수수였다. 마야의 상인들은 멕

나우아씬 (Nanahuatzin)과 떼꾸씨떼까뜰

시코만과 카리브해의 다른 부족민들과 교역을

(Tecucuztecatl)이 불이 이글 그리는 화로 속으

하기도 했다.

로 뛰어들어 태양과 달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7-8세기에 이르러 전성기를 누리던

이곳에는 다양한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으

고대마야문명은 갑자기 붕괴하게 된다. 그러

며, 달 피라미드에서 태양 피라미드 앞을 지나

나 그 원인은 확실하지 않으며, 단지 옥수수생

북쪽으로 뻗어나는 ‘죽은 자의 길’(Calle de los

산의 감소, 지력의 고갈, 전염병, 이민족의 침

Muertos)은 도시를 양편으로 나눈다. 폭 45m,

입, 과도한 징세로 인한 농민반란, 도시의 종교

길이 4Km 정도 되는 이 거리는 사라진 피라미

적 기능 상실 등이 그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드 꼭대기의 제단에서 종교적 목적으로 잔인
하게 신에게 바쳐진 재물들의 혼이 걸어 다니

신들의 도시, 떼오띠우아깐(Teotiuacan)
문명(B.C.200-A.D.800)

는 거리라고 하여 ‘죽은 자의 길’로 불린다.
‘죽은 자의 거리’의 중간에 있는 태양의 피라

멕시코시티에서 북동쪽 48km 떨어진 곳

미드는 두 개의 피라미드 중 더 큰 것으로 밑

에 태양 피라미드와 달의 피라미드로 유명한

변 230m, 238계단을 가진 높이 67m의 피라

떼오띠우아깐(Teotiuacan) 유적지가 있는데,

미드로, 떼오띠우아깐이 모셨던 신에게 제사

이것은 기원 전 200년경에 발흥하여 기원 후

를 드리는 신전의 역할을 했다. 원래 이름은 알

200년-650년 사이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려지지 않고, 이 웅장한 고대 도시가 버려지고

문명이다.

난 후에 이를 발견한 아즈떼까인이 ‘태양의 피
라미드’(Pyramide del Sol)라고 불렀다. 이집트

떼오띠우아깐은 서반구에서 가장 오래된 고

피라미드와는 달리 멕시코의 피라미드는 무

대 도시 중 하나로서 도시의 면적은 20K㎡이

덤이 아닌 신전으로 건축되었으며, 피라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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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에 놓인 계단으로 정상까지 오를 수도

를 형성한 세력에 의해 평정되었고, 이들이 세

있다.

운 문명을 똘떼까(Tolteca) 문명이라 한다.

‘죽은 자의 길’끝에 있는 ‘달의 피라미드’

이들도 깃 털 뱀신인 께쌀꼬아뜰(Quetzalcoatl)

(Pyramide de la Luna)는 밑변 150m, 높이

을 숭배하였으며, 전사들의 모습이 새겨진 석

43m로 태양의 피라미드에 비하면 작지만 실

주가 특징적인 유물인데, 이는 뒷날 아즈떼까

제로 제물을 신에게 바치는 종교 의식이 거행

의 주된 신앙으로 발전하였고, 이들은 멸망 후

되는 주요 건물로 추측된다.

유카탄 반도 쪽으로 이동하여 남부의 마야인
들 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후기 고전기 마야문

떼오띠우아깐의 중요한 신전의 하나는 께쌀

명을 일으키는데도 기여하였다.

꼬아뜰(Quetzalcoatl) 신전이다. 신화에 따르
면, 깃털달린 뱀의 형상을 가진 께살꼬아뜰은

똘떼까는 12세기경 치치메까(Chichimeca)

지하세계로 내려가서 인간의 뼈를 구해 왔고

족의 침공을 받아 정복당하였고, 치치메까족

이 뼈에 자신의 피를 떨어뜨려 인간을 창조했

은 수도를 오늘날의 멕시코시티인 떽스꼬꼬

다고 한다. 또한 이 신은 인간이 식용할 수 있

(Texcoco)로 정하고, 똘떼까인들의 관습 및 종

는 옥수수를 찾아냈고, 인간에게 농사짓는 법

교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똘떼까-치치메

을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까’문화를 형성하였으나, 13세기에 이르러 아
즈떼까인에게 정복당하였다.

떼오띠우아깐이 어떤 문명에서 발생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사라
졌는지는 추측만이 난무할 뿐 정확히 알려진

유카탄 북부 지역의 후기 고전기
마야문명 (A.D.889-A.D.1,546)

바 없다. 멸망하게 된 계기에 관해서도 식량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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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하류층 서민들의 반란, 외부 침략 등의 여

7-8세기 경에 고지대와 남부 저지대에 있

러 가지 설이 있으나,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에

었던 도시들이 급격히 사라지는 동안에 유카

의해 정복되었을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탄의 북부 저지대에서는 치첸이사(Chichén

멕시코 중앙고원지역에서 융성한 똘떼까
( Tolteca)문명(A.D.800-A.D.1200)

도시국가들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중심지로

떼오띠우아깐이 쇠퇴하던 시기(650-900년)

이 시기에 세워진 최대 유적지는 700-900

에 멕시코 중앙공원 지역은 정치적 격동기에

년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치첸이사다. 치

빠졌으나, 900년 경 오늘날의 멕시코시티 북

클나무 등으로 울창한 정글 가운데 있는 치첸

부에 위치한 뚤라(Tula)를 중심으로 도시국가

이사는 마야어로 ‘우물 앞 니사 부족 집’이란

Itzá), 욱스말(Uxmal), 마야빤(Mayapan) 같은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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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즐겼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 팀이
7~9명으로 나뉘어 공놀이(Juego de pelota)를

치첸이사는 1901년 미국인 에드워드 톰슨

했는데 팔꿈치, 무릎 등 발을 제외한 신체를 이

(Edward Herbert Thompson)이 마야인의 전

용해 10미터 높이에 있는 링을 통과시켜야 경

설을 직접 찾아 나서 정글 속에 폐허와 같이

기가 끝나는 형식이었던 것으로 축구장 곳곳

버려져 있던 것을 발견하면서 세상에 공식적

에 새겨진 문양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곳은

으로 알려졌다. 치첸이사 유적의 중심에는 쿠

영화 '해리 포터'에서 마법학교 학생들이 빗자

쿨칸 피라미드(Pyramide de Kukulkan)가 있

루를 타고 경기를 벌였던 장면의 모티브를 제

다. 농업을 주관하는 신을 모신 이 피라미드는

공한 곳이기도 한다.

높이가 79피트로 네 면에 각각 91계단이 있고
마지막 1단을 합쳐 365계단으로 이루어졌다.

경기에서 이긴 팀의 주장이 제물로 바쳐졌

전 세계에 남아있는 피라미드 가운데 3번째로

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입장은 가장 뛰어난

큰 규모로 마야인의 천문학과 숫자 관념 등을

유전자를 제거함으로써 제사장 등 기득권층이

엿볼 수 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 했다고 보는 것
이다. 제사장이 신성 정치를 펼치던 시기에 뛰

이 피라미드에서는 1년에 2차례(춘분과 추
분) 태양의 위치가 변하면서 용틀임하는 구불

어난 능력을 지닌 인간은 걸림돌로 여길 수밖
에 없었던 것이다.

구불한 뱀의 형상이 그림자로 나타나는데, 이
는 마야인들의 천문학 지식 등 과학성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인간세상과 신을 연결시켜 주는 매
개자 역할을 형상화한 차크물(Chac-Mool)을
볼 수 있다. 차크물은 제물로 바쳐진 인간의 심

쿠쿨칸 피라미드 남쪽에는 비의 신인 자

장을 올려놓은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신전

크(Zac)에게 어린아이, 처녀 등을 제물로 바

하단부에 심장을 도려내는 장소로 사용됐던

친 것으로 추정되던 ‘신성한 우물’(Cenote

곳도 남아있다.

sagrado)이 있다. 발굴에 나섰던 톰슨은 우물
바닥에서 여성 장신구와 도자기 어린이 뼈 등

후기 고전기 마야문명에서 특이한 것은 멕

을 수습, 인신공양이 행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

시코 중앙고원지대의 똘떼까의 영향이 강하게

게 했다.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께쌀꼬아뜰과 같은 쿠
쿨칸(Kukulcan)이 치첸이사의 최고신으로 나

피라미드 서쪽에는 마야인들이 제사를 지내

타났고, 흑요석과 촘빤뜰리(Chompantli, 인신

듯 즐겼던 공 게임(축구)을 위한 거대 운동장

공양된 사람의 머리를 나무로 꿰어 쌓은 해골

이 있다. 마야식 축구라는 경기를 한 것으로 추

선반)도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뚤라에 있는

정되며 운동장 양옆에 큰 고리에 공을 넣는 게

도열한 석주 회랑이 치첸이사에도 있으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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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이제 중남미다

석주에서는 똘떼까 전사들의 모습이 부조되어

역사를 다시 쓰도록 명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있다.

역사 다시쓰기를 통해 아즈떼까는 항상 신화
에 나오는 강력한 나라였다고 백성들에게 가

인디오 문화의 절정, 아스떼까(Azteca)
제국의 문명(A.D.1,428-1,521)

르쳤다. 또한 개혁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강력
한 무사들을 양성하였는데, 아즈떼까 제국은
1486-1502에 절정에 이르렀다.

13세기 경 북쪽에서 현 멕시코 고원 쪽으로
이주해 온 종족인 메히까(Mexica)인이 떽스꼬

아즈떼까는 옥수수 재배를 중심으로 한 농

꼬(Texcoco) 호반의 섬에 도시 테노치티틀란

경문명으로 귀족과 평민사이에 질서가 정연한

(Tenochtitlan)을 세웠고, 점차 강성해진 테노

계급사회였으며 범신론에 근거한 다양한 종교

치티틀란이 다른 도시인 떽스꼬꼬(Texcoco),

적 신앙과 의식이 널리 행해졌고, 일 년이 365

틀라코빤(Tlacopan)과 삼각 군사동맹을 맺었

일인 태양력을 사용하였다. 특히 수도였던 테

다. 이 삼각동맹이 주변 지역의 도시들을 모두

노치티틀란의 수호신인 ‘우이씰로뽀즈뜰리’

군사력으로 제압하고 조공을 받는 지배체제

(Huitzilopochtli)에 대한 신앙은 특별하여 신

를 구축하여 아즈떼까(Azteca) 제국을 형성하

전으로 두 개의 피라미드를 건축하였으며 이

였다.

를 중심으로 도시를 설계, 건축하였다.

아즈떼까의 수도는 떼노치티틀란으로 지금

정부형태는 제국이었지만 도시국가 형태로

의 멕시코시티이다. 이곳은 메히카인들이 오

도시마다 왕이 있었으며 간접적으로 통치되던

랜 여정 끝에 독수리가 뱀을 물고 선인장 열매

제국이었다. 그런 점에서 서방의 제국과는 달

에 앉아있는 약속의 땅이라 믿은 곳이다.

리 점령지에 절대 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행사

1428년 제국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한 아즈떼

해 종족들이 조공을 잘 바치면 더 이상 간섭하

까 제국은 그 후 100여 년간 권력을 장악하고

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허락하였다.

멕시코만에서 태평양까지 멕시코 계곡을 전부

제국 안에서 도시국가들 간에 경쟁이 있었으

장악하였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설계자들은

나 그것은 도리어 제국의 힘을 행사하는데 도

배다른 형제인 ‘트라까엘레’(Tlacaelel)와 ‘목

움이 되었다.

테주마 1세’(Moctezuma I) 였다.
제국에 속한 도시국가들은 각 지역의 특산
1440년에 ‘목테주마 1세’가 왕위에 오르고

물만이 아니라 일반생필품들도 조공으로 바

‘트라까엘레’는 뒤에서 아즈떼까의 정치와 종

치게 되어 있으며 매년 두 차례에서 네 차례에

교 개혁을 단행하였는데 심지어 당시에 남아

걸쳐 징수하였다.

있던 아즈떼까의 모든 책들을 불태워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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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정복자들이 놀라워했던 아즈떼까 사

템플로 마요르(Templo Mayor)가 그것이다.

회의 위계질서를 보면 위로는 왕족이나 귀족

고고학자들은 소칼로에 위치한 멕시코시티 메

이 있는데 이것은 세습이나 능력에 의해서 얻

트로폴리탄 대성당에서 1900년대 중반에 템

게 되는데 토지는 이들의 전유물이었다. 그 다

플로 마요르를 발견하고 1970년대에 발굴을

음으로는 이 토지들을 경작하여 먹을 것을 공

시작했다. 이 유적지는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

급하는 농민들로 전 인구의 20% 정도가 이에

해 파괴되었으나, 고고학자들은 계속해서 유

속했고 아래로 노예나 종들이 있었는데 그들

물과 건축물을 발굴하고 있다.

역시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들로 중요
한 사회구성원으로 대우하였다.

이곳에서는 전쟁의 신과 비의 신을 위한 두
개의 사원, 뱀 조각, 성지와 함께 아즈떼까 문

아즈떼까 사람들은 의인화된 태양과 전쟁의

화와 의식의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할 의식제

신인 ‘우이씰로뽀즈뜰리’를 종교, 사회, 정치적

단 등이 발굴되었다. 템플로 마요르는 돌로 지

으로 가장 존경하였으며, 여신으로는 달 신을

어졌고 치장벽토와 여러가지 색으로 위를 덮

경배하였다. 이들의 신들은 일반적으로 인간

었고 그 형태가 아직 약간은 남아 있다.

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얼굴은 짐승으로, 몸은
인간으로 표현하였다. 같은 신이 다양한 모습
으로 나타나는 것도 가능했다.

오늘날 발굴이 완료된 건물은 여러 시대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템플로 마요르 박물관
(Museo de Templo Mayor)에서 대중들에게

이러한 아즈떼까 종교의 중요한 특징 중의

공개되어 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시작할

하나는 ‘인간제물’(sacrificios humanos)이다.

때 그들은 공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되는 수

신의 화를 달래기 위하여 사람을 제물로 바치

천 개의 물품을 발견했다. 박물관에 있는 유물

는 것은 메소아메리카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

들은 토기, 산호, 조각상, 항아리, 가면, 해골,

나는 현상이지만 아즈떼까 문명에서는 유례를

흑요석 검 그리고 달의 여신에게 바쳐진 비석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 1487년 테노

과 함께 나온 여신의 조각상 등이 있다.

치띠뜰란(Tenochtitlan)의 피라미드 봉헌식에
서 4일 동안에 84,400명의 죄수들을 제물로 바

아즈떼까의 다양한 문화유산 중에서 최고

쳤다는 기록이 발견되었다. 어느 정도 신빙성

로 손꼽히는 것은 태양석(La Piedra del Sol)이

이 있는 기록인지는 불분명하지만 2,000여 명

다. 이것은 아즈떼까 달력(Calendario Azteca)

의 인간제물을 드리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

라고도 불린다. 무게 24톤, 직경 3.5m인 이 아

다고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주장한다.

즈텍 태양석은 목테수마가 미래를 예언하는

복잡한 현대 멕시코시티에는 떼노치티틀란

데 사용할 목적으로 대 신전에 설치하기 위하

의 잔해가 남아있다. 이 고대제국의 중심에 아

여 만들어졌다. 그런데 스페인 정복자들은 아

즈떼까에서 가장 중요하고 종교적인 지역인

즈떼까 인들의 신앙을 없애고 가톨릭을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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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목적으로 중앙광장 근처에 묻어 버렸다. 그

상당한 도움을 주게 된다. 멕시코에 상륙한 코

런데 이 태양석은 시청공사장에서 18세기 말

스테스는 말린체의 도움으로 처음으로 마주한

에 발견되었고, 현재 멕시코 국립인류학 박물

소수민족 또또나까(totonaca)족을 회유하여

관에 전시되어 있다.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게 되면서 왕국을 정복하
기 위해 진군하였다.

태양석 중앙에는 지친 태양의 신인 토나티
우(Tonatiuh)가 혀를 내밀고 재물을 재촉하고

케찰코아틀이 흰 피부와 검은 털을 가진 인

있는 모습이다. 첫 번째 원 안에는 이미 사라

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아즈떼까인의

진 4개의 태양이 4개의 사각형 안에 있다. 네

믿음도 멸망에 한 몫 하였다. 당시 아즈떼까의

번의 창조를 나타내는 것인데 첫 번째 태양은

왕인 목테주마 2세(Moctezuma II)는 흰색 피

재규어에 의해서 두 번째 태양은 바람에 의해

부의 사람과 말들을 본 적이 없으므로 코르테

서 세 번째 태양은 비에 의해서 네 번째 태양

스의 군인들을 케찰코아틀이라고 믿고 처음에

은 대홍수에 의해서 파괴되었음을 의미한다.

는 오히려 환영했다는 것이다.

그 바깥쪽으로는 20개의 동물 상징들이 감싸
고 있고 중앙 하단에는 두 개의 태양신이 대치

하지만 코르테스의 보물에 대한 탐욕스런

하고 있는데, 이는 아즈떼까 인들이 다섯 번째

모습에 아즈떼까 사람에게 회의감이 서서히

태양아래 있다는 의미이다.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많은 황제 근위병에게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느낀 코르테스는

아즈떼까 제국의 멸망(1521.8.13.)

목테주마 2세를 인질로 잡았다. 그런데 아즈떼
까 사람들은 목테주마 2세가 가짜 케찰코아틀

아즈떼까 문명은 600여년 정도로 거슬러 올

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왕족 퀴

라가는 비교적 근대의 문명이지만 고대 문명

틀라와크(Cuitláhuac)를 새로운 황제로 받들

의 상태에서 근대 문명국인 스페인에 의하여

고 코르테스를 공격하였다.

한 순간에 파멸되었다. 아즈떼까 제국을 무너
뜨린 사람은 에르난 코르테스(Hernan Cortes)

1520년 6월 30일 코르테스는 천신만고 끝

다. 32살의 나이인 1519년, 군인 508명, 말 16

에 제국의 수도에서 도망쳤다. 역사가들은 이

필, 대포 몇 문을 가지고 원정길에 나섰다.

날을 슬픈 밤이라는 의미의 ‘노체 뜨리스떼’
(Noche triste)로 묘사한다. 아즈떼까 사람들은

원정 과정에서 코르테스에 도움을 주는 여

제국의 새로운 황제 퀴틀라와크가 가짜 케찰

인이 등장하는데, 말린체(Malinche)라 불리는

코아틀인 코르테스를 몰아내고 제국의 아침을

인디오 여성이다. 이 여성은 코르테스의 통역

새롭게 열었다고 생각했다.

관이자 첩이 되어 아이(이 아이가 혼혈인 메스
티조의 조상)까지 낳게 되며, 아즈떼까 정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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겼다. 그것은 바로 천연두라는 전염병이었다.

들에 대하여 상반된 평가가 있는 것은 역사의

유럽의 백인에 잠복되어 있던 천연두 균이 면

아이러니다. 그것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역역이 없던 아즈떼까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따른 극명한 차이다.

퍼졌던 것이다.
정복자의 입장에서 본 코르테스는 위대한
이렇게 아즈떼까 제국 사람들이 천연두로

탐험가이고 전략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동안 코르테스는 반격

그가 스페인의 영토 확장은 물론 기독교의 세

을 준비했다. 테노치티틀란에서 도망쳤던 시

력 확대에도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약 5개월 후에 아즈떼까 정복자 코르테

러나 멕시코의 독립과 민족주의의 대두 등의

스는 인디언 신병과 600명의 스페인 군대 등

역사적 과정을 겪으면서 코르테스에 대한 평

10,000명의 군인을 앞세우고 제국의 수도 테

가는 정복자가 아닌 침략자로 평가되고 있는

노치티틀란에 진격했다. 수적 우위에서는 여

경향이다.

전히 아즈떼까 군대가 유리했지만 코르테스를
축출한 제국의 황제 퀴틀라와크는 천연두로

한편, 코르테스를 측근에서 지원하고 메스티

목숨을 잃은 상태였다. 퀴틀라와크를 이어 새

조의 원조를 낳은 말린체에 대한 평가도 상반

롭게 등극한 콰우테모크(Cuauhtémoc) 황제

된다. 멕시코에서 ‘말린체 같다’는 말이 경멸의

는 천연두의 가공할 만한 위력을 막을 수 없었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부정적인 평가의 반영

다. 전투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역사적 전쟁은

이라 볼 수 있는 반면, 그녀는 멕시코와 중남미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1521년 8월 13일, 아즈

문화의 특장인 혼합문화(hybrid culture)의 상

떼까 제국은 멸망했다.

징이다. 즉 그녀는 최초의 멕시코인, 즉 인디오
와 스페인인의 피를 지닌 자식의 상징적 어머

아즈떼까 멸망의 주역, 코르테스와
말린체에 대한 단상

니인 것이다.
코르테스와 말린체에 대한 평가는 계속되는

아즈떼까 제국 멸망의 주역은 두 사람이다.
즉 에르난 코르테스와 말린체이다. 오늘날 이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영원히 지속될 풀 수
없는 숙제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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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연구위원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前 아시아 인프라 협력센터장

동남아시아 최대 국가 인도네시아 II

가. 지리와 인프라 환경

구 세계 4위와 넓은 영토면적 등 외면적인 통
계에서 뿐만 아니라 과거 1955년 비동맹 외교

처음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사람들중 일부

를 주도하는 역할을 한 바 있고 특히 동남아시

는 이 나라 사람들이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남

아의 다자간 외교협의체인 ‘아세안 국가연합

다름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곤 한다. 이는 인

(ASEAN)’을 이끄는 주도국이기 때문이라고

그림 1▶인도네시아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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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는 것으로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화산
을 꼽곤한다. 서쪽 끝인 수마트라섬 북쪽 아쩨

또한 우리와 관련해서 남북한이 심각한 긴

주에서 2004년 발생한 진도 9.1의 지진과 쓰

장상태가 발생하면 현지 정치인들이 중재역할

나미로 약 17만명이 사망한 충격적인 뉴스가

을 하겠다는 얘기도 종종하고 있다. 이는 비동

있었고 최근에도 계속해서 지진과 화산 활동

맹 외교 주도국 경험외에도 1965년 북한의 김

이 해외 뉴스의 첫머리를 장식하곤 한다. 필자

일성 부자의 인도네시아 방문으로 맺어진 인

도 현지 근무중에 자카르타 남쪽 해상에서 발

연으로 보인다.

생한 진도 6의 지진을 체험한 바 있는데 정말
공포스러운 경험이었다.

이러한 자부심에 기인해서 인지 어떤 현지
인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다른 동남아시아

이러한 지진과 화산은 인도네시아 국토중

국가를 자기네 나라인 인도네시아가 싣고 항

인도양과 태평양이 접하고 인구의 대부분이

해하는 배 모양 형상이라는 말을 농담처럼 하

몰려사는 수마트라ㆍ자바ㆍ칼리만탄(보르네

곤 한다.

오) 지역 대순다 열도(Greater Sunda Islands)
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는 이 지역이 불의 고

ㅇ 지진 화산

리(Ring of Fire)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
(環太平洋造山帶, circum-Pacific belt)에 위

많은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하면 가장 먼저

치해 있기 때문이다.(<그림–2> 참조)

그림 2▶불의 고리와 인도네시아 자연재해 발생 현황
자료 : 일본 JICA의 Metropolitan Priority Area계획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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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에도 세계적인 휴양지 발리섬

설비용량은 1,403MW로 미국 필리핀에 이어

의 아궁(Agung) 화산이 폭발하여 발리 5개 공

세계에서 3위이다. 현재 우리 현대건설이 수

항이 폐쇄된 바 있다. 이후 12월 15일에도 인

마트라 사룰라(Sarulla) 지열발전소(351MW,

구 밀집지역인 자바섬에서도 진도 6.5의 강진

7.1억 달러) 공사에 참여중이다.

이 발생했다. 당시 미국의 CNN 방송은 이날
자바섬 지진의 흔들림이 63.5마일(약 102km)
떨어진 반둥과 211마일 거리의 족자카르타 등
지에서도 감지되었다고 보도했다. 외국인들은
현지 방문시 지진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
인다.
인도네시아의 지진과 화산은 숙명인 것 같
다. 그러나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밝은 구석이
있듯이 인도네시아는 2015년 기준 지열발전
잠재 개발 용량이 28,910MW로 세계 최대 잠
재개발 국가이다. 현재까지 개발된 지열발전

그림 4▶인도네시아 지열발전 개발 동향
자료 :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MEMR), 2015
주 : Red 개발 가능지, Black 발전 가동중, Yellow 입찰 예정 사업지
* 지열발전 운영 1,403MW, 입찰예정 1,425MW, 미개발 3,370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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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건설 공사비가 동쪽 끝 파푸아 지역이 자카
르타 보다 3배 이상 더 든다는 얘기가 있을 정

지난 회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도이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교통문제, 도시슬럼화
등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교통문제

현지인들은 도로와 철도 항만 인프라 확충

는 심각하다. 자카르타 시민들은 1년에 평균

이 지연되자 비용이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항

17일(약 400시간)을 길 위에서 보낸다고 하며

공 교통으로 몰리고 있다. 공항이용 승객 수는

자카르타와 수도권 시민들은 자택에서 근무지

2016년 국내선 약 8,940만명, 국제선 1,500만

까지 출퇴근 시간이 평균 2시간 걸린다고 한

명으로 각 각 전년대비 약 17%와 10% 증가했

다. 이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철도 중심이 아닌

으며 최근 10여년간 연 평균 10%이상 승객 증

승용차 버스 중심으로 구성한 탓도 있는 것으

가율을 보이고 있어 주요 공항들의 혼잡은 매

로 알려졌다. 최근들어 철도 개발로 방향을 바

우 심각하다. 반면 철도의 승객 이용 증가율은

꾸고 있지만 이 또한 고질적인 토지수용 문제

전년대비 약 8%, 선박 이용은 0.5% 증가한 데

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치고 있다.

2015년 중앙통계청(BPS)에 따르면 보고르

ㅇ 해수면 상승과 지반 침하

등 수도권 도시에서 자카르타로 출근하는 근로
자들이 약 360만명 인데 교통수단으로 오토바

교통 문제 이외에 해수면 상승과 지반 침하

이 58%, 택시는 13%, 열차 10%, 버스나 자가

도 심각하다. 2014년 자카르타를 방문한 미국

용 차는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 존 캐리 국무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지구 온

2015년 기준으로 자카르타 1천만명, 보고르

난화의 최전선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온난화로

등 수도권 4개 도시에 2천만명 등 총 3천만명

극지의 얼음이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는데 섬

이 거주하는 전 수도권의 대중교통수송 분담율

이 많은 국가 특성상 물이 차오르는 현상을 경

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대중 교통 부

험하기 때문에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족 현상으로 반둥, 수라바야, 메단 등 주요 대
도시에서도 교통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해수면 상승과 더불어 가장 인구가 많이 사
는 자바섬은 북부해안에 지반 침하 현상이 발

이전 회에 언급한데로 인도네시아는 세계에

생하고 있다. 특히 수도인 자카르타 북부 지

서 가장 많은 섬을 가진 군도 국가이다. 그럼에

역은 심각한 지반 침하로 홍수 등 재해가 매

도 불구하고 물류는 해상보다는 항공 등 여타

년 발생하고 있다. 이외 중부 자바주 스마랑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유는 해적이 많

(Semarang)시도 지반 침하가 빠르게 일어나고

은 것도 있겠지만 항만 등 인프라 시설과 선박

있다. 이들 지역의 침하 원인은 도시인구의 급

운송이 발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

증과 이로인한 상수도 시설 부족으로 현지인

65

기획연재 ● 新남방정책의 시작, 동남아시아 3

2013년 자카르타 홍수시, 시내 중심가 침수

자카르타 중심가 홍수

그림 5▶자카르타 북부 지역의 지반 침하 현황(1974~2010년) 및 홍수
자료 : 국가개발기획부(Bappindo), 네덜란드 Witteveen Bos사

들의 지하수 취수와 남용으로 알려지고 있다.
네덜란드의 Witteveen Bos사 자료에 따르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 건설시장 환경

면 북부 자카르타 뿔루이트(Pluit) 지역은 지난
1974년부터 2010년까지 지반이 4.1m 침하했

ㅇ 이러한 어려움은 건설 진출의 기회

으며 북부 여타 지역도 현재도 매년 5~20cm
까지 침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련 정부는 재해를 방지하고 토지개발도 추진

발표한 2016~2017년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하는 자카르타 방조제(NCICD) 사업을 추진

부문 경쟁력은 138개국중 60위 수준으로 낮

중이다.

다. 분야별 인프라 부문의 질도 도로와 항만이
전세계 75위, 공항 62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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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통문제, 인구 집중으로 슬럼화, 자

로 개발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인프라 개

카르타 북부지역 지반 침하 등 심각한 상황으

발 부진과 지진, 화산, 지반 침하, 인구의 도시

로 인해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정부는 행

집중 등 여러가지 좋지 않은 환경은 역설적으

정 수도(Capital)를 자카르타(Jakarta)에서 여

로 우리 건설업체에게는 기회로 다가올 수 있

타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중이다. 이전에도 수

다. 인도네시아 건설시장은 세계 4위의 인구로

도 이전에 대한 시도가 있어왔으나 사태의 심

인한 잠재적 내수 수요 기반과 풍부한 자원개

각성으로 인해 현재는 더욱 진지하게 검토중

발 사업, 그리고 부족한 인프라 시설 확충 등으

K-BUILD저널

로 전 세계 건설 기업들로부터 일찍부터 주목
받아왔다.

2018. 2월호

조코 위도도 정부 출범시 발표한 중기개발
계획(RPJMN, 2015~2019년)이 올해에도 지
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교통인프라, 전력

영국의 BMI는 2017년 건설시장 규모를 안

등 관련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될 예정이다.

정적인 경제성장과 인프라 수요 확대에 힘입

선거공약인 육상교통망 개선을 위해 2,650km

어 전년대비 6.1% 증가한 1,050억 달러로 추

의 일반도로와 1,000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할

정하고 있으며 이는 동남아 전체 건설시장 규

예정이며 자카르타 MRT 건설사업(일본과 협

모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중산층 인구 증가

력)과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건설사업(중

로 탄탄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연 평균 5%

국과 협력)을 추진중이다. 또한 최근에는 우리

이상의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것

와 경전철(LRT) 및 공항철도 건설사업도 추

도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요인이다.

진중이다. 그리고 해양중심축(Maritime Axis)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해운망 개발사업(Sea

정치적인 면에서도 향후 건설시장의 전망이

Toll Road Development)’을 추진중이며 특히

긍정적이다. 2014년 10월 인도네시아 첫 문민

Bitung항(북술라웨시주) 등 주요 항만 신설 및

정부로 출범한 조코 위도도(Djoko Widodo)

확장사업, 소형 항만 개보수 사업 등을 순차적

정부는 2015년부터 재정적자의 주범이었던

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을 과감히 축소하고 인프라 개발
예산의 확보를 추진하였다. 또한 2015년부터

부족한 전력분야 개선을 위한 발전사

2016년말까지 14차례에 걸친 경제정책 패키

업 추진도 적극적이다. 정부는 2019년까지

지 발표와 조세감면(Tax Amnesty)을 시행하

35,000MW의 발전설비를 확충할 계획이었으

고, 법인세 감면을 통해 해외자본 유치를 추진

나 최근에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재원조달 어

하여 UN무역개발회의(UNCTAD)는 녠글로

려움으로 19,000MW 규모로 목표를 하향 수

벌 투자트렌드 보고서’를 통해 2016-2018년

정했다. 그러나 자바섬 이외 지역은 전력수급

간 장래 유망 글로벌 투자국가중 인도네시아

이 불안정하고 전력부족난이 발생하고 있어

를 9위로 선정(2014년 14위)한 바 있다.

발전소 건설사업은 지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
된다. 기타 대형 토목 인프라 사업과 석유화

표 1▶인도네시아 건설시장 규모 및 성장률 추이(단위 : 억불, %)
구

분

학 플랜트 사업 등은 재원 부족으로 민관협력

'16

'17e

'18f

'19f

'20f

을 통한 PPP사업으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라

건설시장 규모

968

1,050

1,150

1,251

1,379

이 분야에 우리 기업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

건설시장
성장률

5.22

6.11

6.8

7.01

7.54

건설/GDP
비중

10.4

10.5

10.6

10.7

10.9

출처 : 영국 BMI

인다.
이외에도 도시로의 인구 집중으로 도시화
율은 2010년 50%에서 2025년에는 6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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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주거, 상업 부동산 관

고 시공은 현지 업체나 제3국 업체를 활용중이

련 건축시장도 연간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다. 외국건설기업에는 제조업체들이 건설업을

알려지고 있다. 또한 작년에 조세감면제도로

겸해 등록한 것도 있고, 주재원 파견없이 현지

환류된 자금이 부동산시장 유입되어 건축 수

인 명의로 등록한 기업도 상당수로 알려지고

요도 풍부한 상황이다.

있다.

ㅇ 현지 및 외국 건설기업의 동향

외국기업은 현지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대
형 정유 발전 플랜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지 업체와 외국업체의 활동 상황의 파악

부동산 개발사업 등은 최근 토지수용 등 어려

도 진출시 중요하다. 현지 건설기업은 약 12

움으로 참여가 활발하지 못했다. 그 동안 일본

만개로 WIKA 등 10여개 정도의 국영 건설 대

이 주로 현지 공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해왔

기업을 제외하면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정

으나 최근들어 중국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부

부가 발주하는 대규모 토목 인프라사업은 국

동산개발사업을 진행중이다.

영 건설업체들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
며 민간업체들은 주로 건축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국가별 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일본계 기업
은 자금력과 프로젝트 개발력을 바탕으로 건
축 및 발전 플랜트 투자 사업 참여중이다. 주

국영 건설기업은 이슬람국가인 사우디 등

로 차관이 동반된 자카르타 MRT, Patimban

과 동티모르 등 인접국가에도 진출하고 있는

항만, 발전소 개발 등에 참여중이다. 현지정부

점이 특이하다. 현지 건설기업은 날로 기술이

와 자카르타 도심에 스나얀 스퀘어(Senayan

발전하여 조만간 대형 플랜트 사업에도 참여

Square) 사업을 26년간 걸쳐 약 10억불을 투

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부동산 개

자하여 개발한 바 있다.

발업체들의 개발 능력도 무시 못할 수준이다.
Lippo나 Ciputra그룹 등은 수억불 규모의 개

중국계 기업은 중국계 투자 및 차관공사에

발사업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베

참여중이며, 중국차관이 동반된 자카르타~반

트남 등 해외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둥 고속철도(55억불)에 2016년 부터 참여중이
다. 최근에는 차관 사업외 민간 부동산 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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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건설기업은 2017년 3월 기준 252개 정

도 적극적이다. 구미 기업중에는 네덜란드계

도가 현지 정부에 등록되어 있다. 등록업체중

기업이 방조제와 항만개발 사업 참여에 관심

일본기업이 72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

을 기울이고 있다. 기타 인근 동남아 국가인 말

(60개), 한국(47개), 싱가포르(10개)순이다.

련(24개사), 싱가포르(18개사)계 기업들은 도

이외 유럽과 미국 기업들도 등록하였는데 이

로 및 부동산 개발 투자관련 사업 참여중이며

들 기업은 시공보다는 CM, 감리 등을 수행하

시공보다는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K-BUILD저널

2018. 2월호

면 석유화학 및 발전 플랜트가 약 92억 달러

ㅇ 우리기업의 건설시장 진출

(92건)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토목 33.5억불
이러한 동남아 최대 건설시장에 우리 업체

(111건), 건축 29.9억불(102건), 용역 8.5억불

들은 중간 정도의 수주실적을 올렸다. 삼환기

(210건), 전기통신 1.8억불(13건) 순으로 우리

업이 1970년 미국 공병단이 발주한 자카르타

기업이 진출했다.

주택공사(64만달러)를 수주하여 최초 진출한
이후 우리 건설기업은 인도네시아에서 2017

주요 완공 공사로는 현대건설의 수도권 자

년말까지 167개사가 166억달러(530건)를 수

고라위(Jagorawi) 고속도로(1973년), 수마트

주한 바 있다.

라 빨렘방(Palembang)의 수반(Suban)가스 처
리시설(2002년), 리아우(Riau)주 바땀(Batam)

이는 우리의 해외건설 진출국가중 12번째

공항 확장공사(1993년) 등을 수행했고, 쌍용

수주액이며,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중에

건설은 플라자 인도네시아 complex(1997,

는 6번째로 수주가 많은 국가이다. 그러나 동

2006년 확장), 자카르타 증권거래소(1997년),

남아 지역을 국한하면 싱가포르(383억 달러)

발리 인터콘티넨탈호텔, 두산중공업의 찌레본

베트남(334억 달러) 말레이시아(198억 달러)

(Cirebon) 700MW 화력발전소(2012년), 등이

보다 건설 수주액이 적다.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수주한 사업을 공종 별로 보

최근에는 포스코건설이 우리나라 최대 규모

표 2▶동남아 국가 건설시장 규모 및 수주액 현황
구분

2017 건설시장
규모(억불,BMI)

우리 업체 누적 수주 액
(억불)/건수(2017년말)

인구
(백만명)

GDP(억불)/1인당
GDP(달러)

동남아전체

약 1,890

1,470/3,474

약 646

약 25,550/ -

인도네시아

1,055

166/530

262.0

10,109/3,859

태국

117

137/209

69.1

4,378/6,336

말레이시아

146

198/286

32.1

3,099/9,660

싱가포르

144

392/340

5.7

3,058/53,880

필리핀

229

152/439

106.3

3,212/3,022

베트남

112

346/1,194

95.3

2,160/2,306

미얀마

55

22/77

52.6

670/1,272

브루나이

-

14/57

0.4

120/27,893

캄보디아

20

20/216

16.0

223/1,390

라오스

10

21/109

6.7

172/2,568

*동티모르

-

8/25

1.2

27/2,190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2018 세계국가편람(K-Exi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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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 최초의 진출 공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 주택공사 - 삼환기업(주) 수행
발주처 : 미공병단 / 공기: 1970. 6.1~1970.12.1.
계약액 : 64만불

인도네시아 최초의 고속도로 공사
자고라위(Jagorawi) 고속도로 - 현대건설(주) 수행
발주처 : 공공사업부(MPW), 공기: 1973.10.1.~1979.6.30
계약액 : 4,360만달러

그림 6▶우리기업의 현지 진출 공사 사례

의 해외투자 사업인 ‘찔레곤(Cilegon) 일관제

각종 외국 연구기관은 인도네시아의 건설진

철소 1단계 공사(14억달러, 2014년)’을 완공했

출관련 문제로 부정부패, 관료주의 등을 우선

고, GS건설은 찔라잡(Cilajap) 정유 플랜트, 현

지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필자가 현지에서

대건설은 사룰라(Sarulla) 지열 발전소(6.5억

느낀 진출이 쉽지 않은 이유와 고려해야 될 몇

달러)의 시공에 참여중이다. 이외 도화ENG.

가지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

가 철도사업 마스터플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카르노 하타 확장공사 PMC용역을 수행했

ㅇ 금융조달 및 토지수용

고, 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자카르타
방조제(NCICD) 사업의 F.S용역을 진행중에
있다.

현지에서 경험한 바로는 인도네시아는 높은
건설사업수요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이 부족
한 점이 문제이다. 이로인해 인프라 건설사업

다. 건설 진출 활성화를 위해

을 PPP방식으로 추진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
고 파이낸싱이 쉽지 않다는 것도 현실이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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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업체는 자원개발이 많은 인도네시아

발 투자사업의 경우 외국기업은 재원을 외국

에 주로 플랜트 공사 위주로 진출했으며, 도

에서 조달해야 하나 현지 국가의 신용도로 애

로 등 토목과 건축공사 등은 중동 침체기인

로점이 있다. 일견보기에 인도네시아는 자원

1980~1990년대 진출이 많았다. 그러나 부동

부국이며 경제 규모가 커서 신용도가 높을 것

산 개발사업은 토지수용 등이 어려워 1970년

으로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얼마전까지 국제 3

진출이후 단 1건도 없을 정도로 진출이 쉽지

대 신용평가기관중 하나인 S&P社로부터 투

않은 나라다.

자부적격 등급(BBB-)을 받은 나라였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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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금융위기 시절 국영전력공사(PLN)

기약도 못하는 실정이다. 수도권 대동맥인 ‘자

및 현지 주요 대그룹들이 부채 해결을 못해 디

카르타 외부순환도로(JORR)도 토지수용 문

폴트를 선언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제로 1998년 일부 구간(8km)이 미완공된 채

S&P는 인도네시아를 작년 5월에야 투자적격

개통되었으며 이후 16년만인 2014년 7월에야

등급으로 올린 바 있다.

완공 된 바 있다.

이와같은 배경으로 수출금융기관(ECA)들

위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로 정부재원 인프

은 차관 등 금융 제공시 ‘현지 정부의 직접보

라 공사는 물론 차관공사까지도 장시간 소요

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

되고 있다. 진출하는 기업은 이러한 문제들에

정 건전성 등의 이유와 외국인직접투자(FDI)

대한 좋은 파트너와 대비가 필요하다.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증을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로인해 그렇게 많

ㅇ ‘루꾼(Rukun)’의 이해

은 인프라 개발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
국기업들이 재원조달을 통한 사업추진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건설 진출이 많
지 않았던 것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
고 있다. 진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로 건

특히 부동산 투자개발 사업이 쉽지 않은 나

설업 제도나 중앙과 지방 정부의 부정부패 혹

라이다. 1970년 진출이후 우리 건설업체가 추

은 종교적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

진한 부동산 개발사업이 단 한건도 없어 인

는 사법권을 가진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

근 베트남 등과 비교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KPK)가 너무 막강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지

2008년 토지수용법과 대통령 발효에도 불구

않는다는 얘기도 하곤 한다.

하고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사업은 물론 오지
에 건설하는 발전소사업까지도 토지수용에 애
로를 빚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모두 관계가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
분도 있는 것 같다. 그것중 하나는 현지 문화와

‘토지수용법’이 2008년 발표되었으나 조

인도네시아 인에 대한 성격 품성에 관한 것이

정기간(583일)이 길고, 정부가 토지 강제집

다. 다이나믹 코리아에서 사는 우리나라 사람

행을 민주화와 선거로 인해 쉽게 하지 못하

들은 여타 국가에 가서 정부나 민간의 일처리

고 있다. 예를 들면 중부 자바에 건설될 동남

가 느린 것에 대해 불평을 하기도 한다. 인도네

아 최대규모의 발전소인 ‘Batang화력발전소

시아에서는 빨리 진행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2,000MW)’는 2012년 시외 야지에 착공했으

유념해야 한다.

나 토지수용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어 기한내
완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언제 완공할 지

현지에 주재하는 한국계 영화관 운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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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다. 영화 상영도중 필

60%에 육박하는 자바섬 사람들의 사회관계의

름이 끊겨서 화면이 정지될 경우, 우리나라 사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영어로는 Harmonius라

람들은 보통 30초 이상을 못 견디고 즉시 강하

는 단어로 번역되며 우리 말로는 ’표면적인 화

게 시정을 요구하는데 반해 인도네시아 인들

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은 최소 30분동안 아무 불평을 하지 않고 기다
린다고 한다. 필자도 여러 번 영화관에서 이런

이는 일반적으로 남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다. 또한 시내에서 교통체증

있다하더라도 즉각적인 반발이나 솔직한 표현

으로 이동에 2~3시간이 걸린다든지 물건을 살

을 통해 부딪히기 보다는 갈등이나 불만을 외

때 오래 기다릴 때도 불평이 전혀 없이 정부나

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겉으로는 화합하려는

사업주의 조치만을 기다리는 것을 보면 외국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루꾼

인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필자는 처음오는

기질이 이슬람 종교뿐 아니라 섬나라 특성 등

분들에게 농담으로 인도네시아는 고객이 왕이

다양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아니라 가게 주인이 왕인 공급자 위주의 나라

래서 그런지 이런 성품이 섬나라인 일본의 ‘혼

라고 말하곤 했다.

내’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하기도 했다.

중동의 사우디와 비견되는 이러한 느린 일

현지에서 경험한 바로는 현지인들은 루꾼이

처리로 한국인들은 사업 추진에 얘를 먹기도

라는 품위있는 행동과 감정통제를 미덕으로

한다. 이에 대해 진출이 오래된 분들은 현지인

생각해서 장례식장에서도 울지 않고, 회사 상

의 사회관계 특성인 루꾼(Rukun)을 올바르게

사에게 퇴직을 하는 데 있어 불만을 표출하지

이해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문화인류

않고 연락을 끊고 나가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학자인 김형준 교수의 논문 ’인도네시아 자바

이러한 사례는 현지에서 오래 생활한 외국인

인의 수평적 사회관계, 루꾼 개념을 중심으로

들은 흔히 겪는 일이다. 한편으로는 길거리에

‘에 잘 나타나 있다. 루꾼은 전체 인구의 거의

서나 업무할 때 외국인을 보면 항상 미소짓는

그림 7▶현지 인도네시아 학생의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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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업무가 바뀌면 인정사정

관적일 수 있으나 현지인 입장에서 보면 이해

안보고 퇴직해버리거나 완전 딴 사람처럼 행

되는 면도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인 투자

동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표리부동한 사

유망국가라 선진국 및 중진 개도국 뿐만 아니

람들이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라 유럽과 남미의 중소국가들까지도 투자하러
들어오고 있다.

학자들은 루꾼을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적용
되는 행동 양식으로 각 개인의 적절한 감정 통

현지인 입장에서는 잠깐 왔다 가는 사람보

제 등으로 표현한다. 이는 개인이 타인과의 의

다는 정성을 가지고 오래 접촉한 나라 사람들

사소통에서 현재 상황을 수용, 인내, 수줍음,

을 선호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필자가

낮춤, 눈치보는 등 외적 표현을 억제하는 것과

만난 일본 건설기업 지사의 경우 현지 주재원

연결되어 있다. 이 개념은 가족 지역 공동체,

이 20년 이상 된 사람이 여러 명 있었다. 퇴직

특정집단, 나아가 국가의 이상적인 상태를 지

하고 계속해서 현지 정부와 유관기관 접촉을

칭하고 특정행동이나 의사결정을 정당화하기

맡아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위한 레토릭으로 이용된다고들 한다.

ㅇ 화교의 이해
아무튼 술을 마시지 않는 무슬림에다가 남
과 불화를 싫어하는 현지인의 성품을 처음 접

진출하는데 간과하면 안되는 부분이 인도

하는 사람들은 오해하기 쉽다. 이러한 루꾼 성

네시아 경제력의 70%를 차지하는 화교들이

격을 가진 인도네시아 인과 친해지려면 사실

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0년 시행한 인구 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인근 베

사에서 자신이 화교라고 밝힌 사람은 280만명

트남 사람들과 비교하기도 한다. 그러나 베트

으로 나왔으나 일부에서는 전체 인구의 5~6%

남은 이미 기술한 우리와의 유전적인 연결성

인 1,100만명 전후로 주장하고 있다.

에다가 같은 유교적 전통 그리고 일부 다혈
질 기질 등으로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화교(華僑, 華人이라고도 함)는
해외에 살면서 중국 국적을 갖지 않고 인도네
시아 국적을 취득한 중국 혈통의 사람들을 말

ㅇ 5년이상 인맥 구축 필요

한다. 현지 화교 재벌은 최대 민간은행 BCA를
보유한 Salim그룹, Toyota 등 자동차 판매 그

서구 외국기업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최소 5

룹인 Astra International, 부동산 개발을 주력

년 동안은 실적이 없어도 현지인과의 인맥을

으로 하는 Lippo 및 Sinarmas그룹, 담배 제조

구축하는데 공을 들인다고 한다. 그 기간이 지

사가 주력인 Gudang Garam 및 Sampoerna

나면 마음의 문을 열고 사업상 파트너가 된다

그룹 등 10대 상위 그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5년 이라는 시간은 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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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들은 증시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70%

중국인을 모집하고 중개인으로 활용했다는 기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금융과 부동산 개발 등

록이 있다. 이 당시 동인도 회사는 화교들은 징

의 주요 대기업은 대부분 화교 소유인 것으로

세(세금관원) 도급의 권리를 부여하고 현지인

알려져 있다. 이들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가 인

과의 중개인 역할을 맡겼다.

도네시아 사업을 이해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로인해 1682년에는 중국인 숫자가 3천여
미국의 유명 작가인 제레드 다이아몬드

명에 달했고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의 노

(Jared Diamond) 따르면 중국인은 B.C 3천년

무자인 쿨리(Kuli) 들의 유입도 가속화되어

경부터 중국 남동부에서 출발해 필리핀을 거

1719년 자카르타에는 4,608명으로 늘어났고

쳐 B.C 1500~1000사이에 인도네시아에 들어

교외 인구의 화교를 포함하여 12,228명에 달

온 것으로 되어 있다. 이후 17세기 네덜란드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네덜란드 식민정부

식민지 시절에 바타비아(후에 자카르타)를 인

는 1740년 거주 허가증을 받지 못한 화교들을

도네시아 최대의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많은

강제로 스리랑카에 이주시키려는 계획을 추진

표 3▶주요 화교 부동산 개발업체(그룹)
회사(그룹)명
Sinarmas Group

대표(CEO)
Eka Tjipta Widjaja(Oei Ek Tjhong)

Lippo Group

Mochtar Riady(Lie Mo Tie)

Artha Graha

Tommy Winata(Gou Sou Feng)

PT. Alam Sutera Realty Tbk

Harjanto Tirtohadiguno

Ciputra Group, Jaya & Metropolitan Group

Ir. Ciputra(Tjie Tjin Hoan)

metropolitan kentjana tbk
PT Mulia Indoland
Lavindo Pratama, PT
Intiland Development Tbk, PT
Agung Sedayu Group
PT Agung Podomoro Land Tbk

Trihatma Kusuma Haliman
Eka Tjandranegara
Jerry Chayadi
Hendro S. Gondokusumo
Sugianto Kusuma
Trihatma Kusuma Haliman

자료 : 현지 언론인 kompas, antara news 등

Gudang Garam

그림 8▶주요 화교 기업그룹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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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화교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식민정부는

기를 달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폭동으로 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1만명의 화교를 학살

지역 화교는 자카르타로 쫓겨났고 재산은 몰

하는 바따비아 대학살 사건이 일어났다.

수되거나 약탈 당하였다.

동인도 회사가 파산한 1799년부터 대공황

1949년 실질적인 독립이 이루어지면서 수카

이 세계 경제를 강타한 1929년까지 130년의

르노 초대 대통령과 토착 엘리트 들은 화교들

기간은 중국인들의 인도네시아 이주사에서 중

의 경제적 지배를 종식하고자 다양한 차별정

요한 시기이다. 19세기 산업화로 수에즈 운하

책을 시도하였다. 수하르토 대통령의 집권과

개통으로 교류가 활발하면서 대공황 이전까지

몰락시기(1966~1998년)까지는 화교들은 정

중국인들의 인도네시아 유입은 계속 증가하였

치 문화적으로 철저히 배제되었지만 금융, 상

다. 필자의 지인인 현지 화교는 푸젠성 출신인

업, 산업 등 경제력을 지배한 화교들과의 갈등

데 20세기 초 중국이 국공내전으로 혼란스러

은 끊이지 않았다. 현지 토착민과 화교들의 갈

운 시기 할아버지가 샤먼항을 통해 당시 가장

등의 정점은 1998년 폭동이다. 이후 보이지 않

먼 항로인 인도네시아로 왔다는 얘기를 전해

는 갈등이 지속되다 정부는 최근에야 화교들

들은 적이 있다.

에 대한 온건한 정책으로 돌아섰다.

19세기 말엽에서 20세기 초까지 화교들은

ㅇ 일찍부터 진출한 현지 우리 한인들

행상이나 소매상인 위주에서 도매업, 금융업
그리고 토착산업까지 장악하였다고 한다. 또

우리 한인 교민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인

한 당시 도시바깥에 거주하는 것이 금지되었

도네시아의 한인 진출 역사는 1920년 상해 임

던 화교들의 주거제한 조치가 풀리면서 농촌

시정부의 독립자금 마련을 위해 자카르타에

으로도 들어가면서 화교들은 농산물을 담보로

도착한 장윤원 선생이 시초인 것으로 알려져

한 고리대금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있다. 이를 기점으로 한다면 우리 한인 진출

현지 토착인들이 이자를 감당못해 농토없는

100주년은 조만간 도래할 예정이다. 자카르타

소작인으로 전락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현지인

를 중심으로 3만여명이 주재하고 있는 인도네

들의 화교에 대한 원성이 높아졌던 것으로 보

시아 한인은 2016년말 기준 재외동포 다수거

인다.

주 국가 순위로는 세계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 전체 한인들 수는 미국, 중국,

이러한 와중에 1946년 6월 원주민인 인도네
시아 인들이 땅그랑(Tangerang, 자카르타 서

일본, 구 소련 지역 다음으로 많은 약 32만명
이 거주하고 있다.

부와 인접지역)에 정착한 화교들을 대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 원인은 식민정부의 화교 병

특기할 사항은 인도네시아 한인 수가 베트

사들이 인도네시아 국기가 아닌 네덜란드 국

남 필리핀에 이어 동남아 3위이지만, 영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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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1명)와 시민권자(600명)는 동남아 국가

인도네시아는 2015년말 아세안 경제공동체

중 가장 많으며 이는 동남아 국가에서 취득한

(AEC) 출범으로 인해 역내 경제교류는 활성

전체 영주권 시민권 수의 50% 이상을 차지하

화되었지만 인력교류에 대해서는 자국의 실업

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 비자발급 등에 있어서
는 더욱 보수화되고 있다.

이것은 이전 회에서 언급한데로 우리 기업
최초의 해외 투자 진출국으로 이후에도 지속

라. 맺는 말

적인 투자로 인도네시아 한인들이 각 계 각 층
에 뿌리내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경제와 중국 경제성장이 하향세

이들 한인들과의 관계 설정이 사업 진출에 도

를 보이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증권시장은

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분야의 경우 우리

2017년 2분기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사상최고

한인들이 설립한 현지 인도네시아 건설업체는

치를 경신중이며 국가신용도도 10여년만에 국

50여개에 달한다. 이들과의 협력도 향후 진출

제 3대 신용평가기구로부터 모두 투자 적격

시 여러모로 관계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해야

등급을 받아 고무된 분위기이다. 인도네시아

좋은 성과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는 5%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중산층 성장

표 4▶동남아시아 거주 한인 현황

(단위 : 명)

영주권자
베트남

일반체류자

유학생

계

123,054

1,117

124,445

13

124,458

駐베트남(대)

0

50,000

500

50,500

0

50,500

駐호치민(총)

274

73,054

617

73,945

13

73,958

필리핀

1,176

81,992

9,903

93,071

22

93,093

인도네시아

4,041

25,661

789

30,491

600

31,091

123

17,269

3,050

20,442

58

20,500

2,520

14,871

2,570

19,961

385

20,346

65

9,242

3,809

13,116

6

13,122

캄보디아

0

10,037

52

10,089

0

10,089

미얀마

4

3,355

97

3,456

0

3,456

라오스

8

0

42

2,980

0

2,980

8,211

235,481

20,929

267,551

1,084

268,635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총계

자료 : 재외동포재단, 2016년말 기준
주 : 동티모르와 브루나이는 각 각 백여명 내외가 주재하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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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274

태국

소계

외국국적
(시민권자)

재외국민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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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현지 진출을 하거나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

외국기업들과 중국 등지에서 탈출하는 제조

해서 우리는 현지 문화의 이해를 바탕으로 오

업 투자업체들, 또한 자원관련 투자에 나서는

랜 시간 현지 정부 및 관련 파트너와 관계를

외국기업들 덕분에 금년 외국인 투자도 300억

맺고 정성을 다해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

달러 이상 예상되고 있다.

그래야 비로서 그들과 여러 가지 협력사업이
물꼬가 트이는 경우는 보아왔다.

인도네시아는 언급한데로 우리에게는 대단
히 각별한 진출 교두보 국가이다. 우리가 광

이러한 철저한 현지 조사와 현지 기업 등과

복이후 처음으로 해외투자를 시행한 나라이

의 신뢰관계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거대한 현

고 중진국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각종 첫

지 내수시장을 열고 다음에는 인근 국가와 중

해외사업으로 진출한 의미있는 나라이기도

동 등 이슬람 국가 진출로의 연계 진출도 가능

하다.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기업의 분투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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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주포르투갈 대사 면담

해외건설협회는 12월 14일(목) 협회를 방문한 박철민 주포르투갈 대사와 면
담을 가졌다.
오는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하여 일시 귀국
한 박철민 대사는 지난 10월 해외건설협회장의 포르투갈 방문에 따른 건설외교 성과에 감사
함을 표시하며,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협회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철민 대사는 내년 2월 개최 예정인 한-포르투갈 경제공동위원회에서 양국 건설 협력 강화
와 모잠비크 등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대한 공동 진출 방안이 본격 논의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우리 기업의 관심도 제고를 위한 포르투갈 주요 발주처의 프로젝트 로드쇼 개최 필
요성을 표명하였다.
이에 박기풍 회장은 지난 10월 포르투갈 국제화부 차관과의 면담 시 제3국 공동 진출 방안에
대하여 기본적 합의를 이루었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포르투갈 방문 시 시찰한 총사업비 17
억불 규모의 알마다(Almada) 개발 사업에 높은 잠재력을 느꼈으며, 이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
여할 수 있도록 발주처 인사 초청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포르투갈은 IMF 극복 이후 경제 회복과 함께 인프라 사업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
요 사업으로 알마다 개발 사업(다목적 터미널 건설을 포함하여, 상업, 주택, 관광지구로 개발)
외에도 철도 근대화 및 도시재생 프로그램, 리스본 신공항 프로젝트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 협회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대사관과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신시
장 개척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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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주페루 대사 초청 진출기업
간담회 개최

해외건설협회는 12월 14일(목) 협회 대회의실에서 조준혁 신임 주페루대사
를 초청해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등 9개사의 임직원들이 참석해 수주 활동 시와 사업
수행 시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각 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조준혁 대사는 본 간담회를 통해 페루 건설시장과 우리 건설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이
해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며, 부임 후 ODA 연계, 초청사업 등 대사관이 선제적으
로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총 사업비 50억불 규모의 페루 리마 메트로 3호선 사업은 현재
PPP 방식에서 정부재정 사업으로 변경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참석한 기업들은 우리 건설기
업의 참여 기회가 높아진 만큼 외교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하였고, 대사는 현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약속하였다.
해외건설협회는 앞으로도 현지공관과의 협조 하에 우리 기업의 페루 건설시장 진출 지원을 지
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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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주에티오피아 대사 초청
진출기업 간담회 개최

해외건설협회는 2017년 12월 15일(금) 오전 협회 대회의실에서 임훈민 신
임 주에티오피아 대사를 초청해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기풍 회장은 사전 면담에서 우리 해외건설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함께 특히, 개발정책
업무 수행 경험을 토대로 차관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동 간담회에서 해외건설·엔지니어링 기업(건화, 경남기업, 대우건설, 동일기술공사, 유신) 관
계자들은 수주활동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소와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임훈민 대사는 에티오피아 진출 우리 해외건설 기업들의 사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주 확대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외건설협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해외건설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 및 수주 확대를 위
해 공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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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주인도대사 초청 진출업체
간담회 개최

해외건설협회는 2017년 12월 15일(금) 오후 협회 대회의실에서 신봉길 신
임 주인도대사를 초청해 진출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인도 건설시장 동향발표에 이어 업계 현안사항 및 애로요인에 대한 의견개진과
함께 신임대사에 대한 당부사항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업체자들은 현지 업체와의 경쟁구도와 복잡한 제도적, 관습적 리스크 등을
극복하고 인도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도 고유의 문화 및 사업관행 등을 존중하고 이
해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신임 대사에게는 진출기업 현장 방문 등의 적극적인 커뮤
니케이션과 세제 문제 등 진출업계의 공통 현안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구마련을 요
청했다.
신임 신봉길 대사는 다년간의 중국 등의 근무를 통해 축적한 외교 경험을 우리 해외건설업체
의 진출이 확대되는데 전폭적으로 사용할 것을 약속하였다.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현지공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인도 건설시장 진출을
가속화 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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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시장개척 세미나 및
북콘서트 개최

해외건설협회는 12월 21일(목) 대한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국토교통
부와 함께 해외건설업계 임직원 13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건설 시장
개척 세미나 및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
업」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 소개와 업계의 애
로 및 건의사항 논의하였고, 새롭게 발간된 해외건설총서 시리즈인 해외건설 성공사례집과 해
외건설시장 신전략지도 보고서를 소개하였다. 특히 이번에 발간된 해외건설 성공사례집 “도
전이라 묻고 성공이라 답하다”에서는 지금까지 시장개척 지원사업을 통해 수주에 성공하였던
중소.중견 건설업체 10개사의 진출사례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정리하여 참가자들의 높은 관
심과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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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주멕시코대사 초청 간담회 개최

해외건설협회는 12월 26일(화) 김상일 신임 주멕시코대사(이하 신임 대사)
를 초청하여, 현지 진출 관심 기업과 건설시장 정보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
최하였다.
중남미 지역 진출경험이 있는 SK건설, 삼성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
링을 비롯해 발전공기업인 한국전력도 참여하여 변화하는 멕시코 건설시장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먼저 참석자들은 발전, 정유시설 등 주목받고 있는 멕시코 건설부문 진출을 위한 그간의 노력
과 함께 수주활동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에 대해 신임 대
사는 우리기업이 현지에서 이룬 실적을 높이 평가하면서, 멕시코 경제 및 건설시장이 상당한
발전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에 지속적 관심과 함께 중장기적 시장 진출전략
수립을 주문하였다.
해외건설협회 송영완 부회장은 해외건설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멕시코 건설시
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공관의 적극적 지원을 부탁했으며, 신임 대사는 현지 발주 정보 수집
및 외교적 노력 등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해외건설협회는 우리기업의 해외 수주활동 밀착 지원을 위해 현지 공관과의 지속적 협력 체계
를 유지하며,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신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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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주미얀마대사 초청 진출업체
간담회 개최

해외건설협회는 12월 26일(화) 협회 대회의실에서 이상화 신임 주미얀마대
사를 초청해 진출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미얀마 건설시장 동향 발표에 이어 업계 현안사항 및 애로요인에 대한 의견개진
과 함께 신임대사에 대한 당부사항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경제제재 해제 이후 집권한 현 정부의 인프라 추진의지와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강대국간 ODA 경쟁심화, 불투명한 법 규정, 관료들의 잦은 의사결
정 번복, 고급정보 부족, 열악한 인프라 시설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
한 대사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신임 대사는 현지 진출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 및 현안사항을 면밀히 파악, 제기
된 문제 등 진출업계의 공통 현안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을 약속하였다.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현지공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미얀마 건설시장 진출
확대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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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주스리랑카 대사 초청 진출업체
간담회 개최

해외건설협회는 2017년 12월 26일(화) 대회의실에서 이헌 신임 주스리랑카
대사를 초청해 진출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스리랑카 건설시장 동향발표에 이어 업계 현안사항 및 애로요인에 대한 의견개진
과 함께 신임대사에 대한 요청사항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업체들은 스리랑카 건설시장의 높은 성장가능성에 공감하고, 정부의 차관지
원에 힘입은 중국, 일본 등 경쟁업체의 진출확대와 현지업체의 경쟁력 상승 등의 진출 애로사
항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신임 이헌 대사는 우리나라의 스리랑카 진출이 첫 번째 부임시에 비해 대폭 확대되어 고무적
으로 생각하며, 우리 업체의 진출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협회를 통한 정보공유와 정부 및 금융
공기업 등에 대한 지원확대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현지공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스리랑카 건설시장 진
출을 가속화 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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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주리비아 대사 초청 진출기업
간담회 개최

해외건설협회는 2017년 12월 27일(수) 오전 협회 대회의실에서 최성수 신
임 주리비아 대사를 초청해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발전 및 주택 관련 주요 진출기업 11개사 17명이 참석한 동 간담회에서는 여행금지국 지정
(2014.8~)에 따른 관련 현안 및 건의사항이 주로 논의되었다.
최성수 신임 대사는 리비아 진출 건설사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평
가하면서 복귀 이후 우리 해외건설 기업들의 공사 재개 및 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
혔다. 최성수 신임대사는 2018년 1월 중순경 부임할 계획이며, 당분간은 인접국인 튀니지에
서 주재할 예정이다.
해외건설협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해외건설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 및 진출 지원을 위
해 공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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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주인도네시아 대사 초청
진출업체 간담회 개최

해외건설협회는 2017년 12월 27일(수) 대회의실에서 김창범 신임 주인도네
시아 대사를 초청하여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인도네시아 건설시장 동향 발표에 이어 업계 현안사항 및 애로요인에 대한 의견
교환과 함께 신임대사에 대한 요청사항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대부분 프로젝트는 IPP, PPP 등 투
자개발형 방식으로 추진되어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는 공관의 밀착 지원과 더불어
치밀한 외교 및 금융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신임 김창범 대사는 우리 업체의 진출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공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금융기
관에 대한 지원확대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리협회도 현지공관과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기업의 인도네시아 건설
시장에 대한 진출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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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놀룰루 총영사, 협회 부회장 예방

주호놀룰루 강영훈 총영사가 12
월28일(목) 오전 협회 송영완 부
회장을 예방하였다.
이 자리에서 총영사는 일본기업이 하와이
에 많이 진출한 것과 달리 아직 우리 기업
의 진출이 활발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면
서 하와이 건설시장 진출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총영사는 하와이의 경우, 숙련 건설 노동자가 부족하고, 건설자재 기업이 없으며, 물가가 높아
진출이 쉽지는 않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관광산업 발달로 인해 관련 건설 수요가 꾸준히 늘
어나고 있고 최근 고층빌딩 수요가 증가하여 우리기업의 진출을 고려해 볼 만한 시장이라고
평가하였다. 2016년 미래에셋이 하와이 하얏트리젠시 와이키키호텔을 인수한 바 있으며, 현
지법인을 설립한 한국 건설사가 최근 고층 콘도미니엄을 건설하였다고 부연 설명하였다.
또한, 하와이 주지사가 시정연설에서 태양광 발전에 집중 투자를 밝힌 만큼 재생에너지 사업
도 눈여겨볼 만하다고 밝혔다.
총영사는 하와이 진출이나 시장조사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적극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약
속하였고, 부회장은 시장조사단 파견과 발주처 초청 등을 통하여 하와이 시장을 우리 기업에
소개하여 진출을 활성화하겠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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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수주 실적
‘17. 12. 31 기준 해외건설 수주액은 총 290.1억불
* (신규) 624건, 26,052백만불, (변경) 342건, 2,954백만불

연도별 수주현황
* 수주액은 변경ㆍ신규 포함, 수주건수는 신규만 반영
구 분

12

13

14

15

16

최근 5년 평균

‘17

1.1~12.31(억불)

649
(620건)

652
(682건)

660
(708건)

461
(697건)

282
(607건)

541
(663건)

290
(624건)

700

620

682

708

697

600

아프리카
2.4%

624

607

아시아
43.1%

500

중동
50.3%

400
300

649

652

660

100
0

건축
8.3%

461

200

'12

'13

'14
금액

'15

282

290

'16

'17

토목
17.7%
플랜트
68.7%

건수

※ (지난달 수주현황) 바레인, BAPCO 정유시설 현대화 프로그램 프로젝트(삼성ENG, 13.5억불) 등
66건, 약 54.9억불

세부항목별 수주액
ㅇ 지역별 : 중동 50.3%(145.8억불, 1위), 아시아 43.1%(124.9억불, 2위), 아프리카 2.4%(7.0억불, 3위), 북미·태평양 1.9%(5.5억불, 4위)
ㅇ 국가별 : 이란 18.1%(52.4억불, 1위), 인도 10.1%(29.2억불, 2위), 오만 7.0%(20.3억불, 3위), 말련 5.9%(17.1억불, 4위)
ㅇ 공종별 : 플랜트 68.7%(199.1억불, 1위), 토목 17.7%(51.4억불, 2위), 건축 8.3%(24.1억불, 3위), 용역 2.9%(8.4억불, 4위)
지역별

'65~

'17년

국가별

'65~

'17년

공종별

'65~

'17년

중 동

54.3%

50.3%

이 란

2.2%

18.1%

플랜트

57.9%

68.7%

아시아

31.3%

43.1%

인 도

2.7%

10.1%

토 목

18.3%

17.7%

아프리카

3.0%

2.4%

오 만

1.4%

7.0%

건 축

19.3%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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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대비 수주현황(지역 · 공종 · 국가)
지역별
지역
계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태평양
중남미
유럽

(단위: 건, 천불, %)

2017.12.31
건수
금액
624
29,005,997
(100.0)
(100.0)
70
14,578,117
(11.2)
(50.3)
415
12,492,289
(66.5)
(43.1)
38
698,409
(6.1)
(2.4)
19
554,565
(3.1)
(1.9)
45
362,349
(7.2)
(1.2)
37
320,268
(5.9)
(1.1)

2016.12.31
건수
금액
607
28,192,311
(100.0)
(100.0)
72
10,693,658
(11.9)
(37.9)
402
12,675,491
(66.2)
(45.0)
47
1,225,243
(7.7)
(4.4)
27
1,379,979
(4.5)
(4.9)
30
1,618,290
(4.9)
(5.7)
29
599,650
(4.8)
(2.1)

1965.1.1.~2017.12.31
누계건수
누계금액
12,331
779,437,798
(100.0)
(100.0)
3,584
423,443,871
(29.0)
(54.3)
6,581
244,110,994
(53.4)
(31.3)
666
23,299,295
(5.4)
(3.0)
640
30,419,980
(5.2)
(3.9)
406
38,741,519
(3.3)
(5.0)
454
19,422,139
(3.7)
(2.5)

공종별
공종
계
플랜트
토

목

건

축

용

역

전

기

통

신

계
이 란
인 도
오 만

90

2.9
36.3
-1.4
-59.8
-46.6
-43.0
-77.6
(단위: 건, 천불, %)

2017.12.31
건수
금액
624
29,005,997
(100.0)
(100.0)
65
19,912,645
(10.4)
(68.7)
48
5,139,449
(7.7)
(17.7)
232
2,408,689
(37.2)
(8.3)
218
835,713
(34.9)
(2.9)
54
729,544
(8.7)
(2.5)
7
-20,043
(1.1)
(-0.1)

2016.12.31
건수
금액
607
28,192,311
(100.0)
(100.0)
56
13,245,457
(9.2)
(47.0)
53
6,443,889
(8.7)
(22.9)
201
5,330,298
(33.1)
(18.9)
241
1,692,356
(39.7)
(6.0)
52
1,476,804
(8.6)
(5.2)
4
3,507
(0.7)
(0.0)

1965.1.1.~2017.12.31
누계건수
누계금액
12,331
779,437,798
(100.0)
(100.0)
1,823
450,854,131
(14.8)
(57.9)
2,181
142,834,688
(17.7)
(18.3)
3,988
150,143,993
(32.4)
(19.3)
3,295
15,663,954
(26.7)
(2.0)
880
16,655,062
(7.1)
(2.1)
164
3,285,970
(1.3)
(0.4)

국가별(주요 3개국)
공종

증감율
(금액)

2017.12.31
건수
금액
624
29,005,997
(100.0)
(100.0)
5
5,237,568
(0.8)
(18.1)
17
2,915,897
(2.7)
(10.1)
2
2,029,337
(0.3)
(7.0)

증감율
(금액)
2.9
50.3
-20.2
-54.8
-50.6
-50.6
-671.5

(단위: 건, 천불, %)

2016.12.31
건수
금액
607
28,192,311
(100.0)
(100.0)
2
806
(0.3)
(0.0)
16
763,820
(2.6)
(2.7)
2
6,811
(0.3)
(0.0)

1965.1.1.~2017.12.31
누계건수
누계금액
12,331
779,437,798
(100.0)
(100.0)
98
17,285,012
(0.8)
(2.2)
240
20,967,120
(1.9)
(2.7)
51
11,200,740
(0.4)
(1.4)

증감율
(금액)
2.9
2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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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신규수주 공사내역 (2017. 12.1~31)
(단위: 천불)

국가

업체

공 사 명

계

발주처

기간금액

총 6건

계약일자

비고

4,796,850

나
이
지 리 아

현대ENG

온도 550MW 가스터빈 발전소

Kingline
Development
Nigeria

328,993

2017/09/22 신규

바 레 인

삼성ENG

BAPCO 정유시설 현대화 프로그램
프로젝트

BAPCO

1,347,520

2017/11/30 신규

싱
포

가
르

삼성물산

남북 회랑 N106 공구

Land Transport
Authority

601,191

2017/11/27 신규

U A E

G S 건 설

루와이스 리파이너리 웨스트 유닛
화재 복구 프로젝트

TAKREER

354,107

2017/06/29 증액

대우건설

두쿰 정유공장 EPC
Package1 공사

DRPIC

962,500

2017/08/02 신규

삼성ENG

두쿰 정유 프로젝트 패키지2 유틸리티
& 오프사이트

DRPIC

L S 전 선

Power Transmission System
Expansion PHASE 13 GTC/736/2015

Kahramaa

오

만

카 타 르

1,000,000 2017/08/02 신규
202,539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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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건수
금액
682
(100.0)

65,211,657

2014.1.1∼12.31
건수
금액
708 66,009,930

(100.0) (100.0)

2015.1.1∼12.31
건수
금액
697 46,144,348

(100.0)

(100.0)

2016.1.1∼12.31
건수
금액
607

(100.0) (100.0)

99

26,142,941

102

31,350,717

74

16,530,256

(14.5)

(40.1)

(14.4)

(47.6)

(10.6)

(35.8)

(11.9)

413 27,568,249

429

15,915,524

437 19,720,002

28,192,311

2017.1.1∼12.31
건수
금액
624

29,005,997

(100.0) (100.0)

(100.0)

72 10,693,658

70

14,578,117

(37.9)

(11.2)

(50.3)

402

12,675,491

415

12,492,289

(60.6)

(42.3)

(60.6)

(24.1)

(62.7)

(42.8)

(66.2)

(45.0)

(66.5)

(43.1)

35

6,359,478

23

3,043,140

30

3,647,884

27

1,379,979

19

554,565

(5.1)

(9.7)

(3.3)

(4.6)

(4.3)

(7.9)

(4.5)

(4.9)

(3.1)

(1.9)

49

730,895

55

6,755,178

41

964,495

29

599,650

37

320,268

(7.2)

(1.1)

(7.8)

(10.2)

(5.9)

(2.1)

(4.8)

(2.1)

(5.9)

(1.1)

49

1,082,914

64

2,195,580

63

749,744

47

1,225,243

38

698,409

(7.2)

(1.7)

(9.0)

(3.3)

(9.0)

(1.6)

(7.7)

(4.4)

(6.1)

(2.4)

37

3,327,180

35

6,749,791

52

4,531,967

30

1,618,290

45

362,349

(5.4)

(5.1)

(4.9)

(10.2)

(7.5)

(9.8)

(4.9)

(5.7)

(7.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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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워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사업준비특별기금

K- BUILD 특집
삼각협력의 이해와 한국의 개발협력 전략
개도국 PPP 사업에 대한 다자개발은행(MDB)의 역할

K- BUILD 저널

FIDIC 2017년 Yellow Book 개정판의 위험 분담(Risk Allocation)조항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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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13층(부영빌딩)
TEL : (02) 3406-1114(代) FAX : (02)3406-1199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