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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워치

중국의 동남아 인프라 협력
현황과 시사점1)
오 윤 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위원

1. 들어가며

동남아는 중동에 이어 한국의 해외건설수
주에서 2위를 차지하는 주요 건설시장이다.

2017년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2017년 한국기업의 동남아 해외건설 수주액은

THAAD) 배치에 대응해 중국이 경제제재를

63억 달러로 중동의 146억 달러(50.3%)에 이

도입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보

어 총해외 수주의 21.7%를 차지하였다. 2017

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한국의 대외경제관

년 동남아 국가별 수주액을 보면 말레이시아가

계에서 다변화의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17.1억 달러로 1위, 베트남이 12.1억 달러로 2

있다. 동남아는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이 경제

위,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가 각각 9.5억 달러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주요 파트너이다. 동

와 9.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 4개국이 전체

남아는 한국의 주요한 무역파트너이자 해외직

동남아 수주의 약 76%를 차지한다.2)

접투자대상국이다. 2016년 한국의 대동남아
수출은 약 75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15%

이러한 상황에서 동남아에 대한 최근 중국

를 차지하여 중국에 이어 제2위의 수출시장이

의 경제협력 확대는 한국에게 큰 관심사일 수

다. 2016년 한국의 대동남아 신규 투자는 64

밖에 없다. 중국은 동남아의 주요 무역상대국

억 달러로 대세계 투자의 약 13%를 차지하여

이며 투자 분야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

동남아는 미국에 이어 한국의 해외투자 2위를

다. 동남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2008년 글

차지하고 있다.

로벌 경제위기와 2012년 시진핑 정부 출범 이
후 이전보다 더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

1) 필자가 연구책임자로 수행한 2017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과제『중국의 동남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을 바탕으로 작성함.
2) 무역데이터는 무역협회, 투자데이터는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건설수주데이터는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건설통계 DB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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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하고 있는 ‘일

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

대일로’(一帶一路) 구상 아래 기존의 중국의

국, 싱가포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특징을

대동남아전략을 재편성하고 동남아 각국에 필

보인다. 동남아 선발 6개국의 비중은 2012년

요한 인프라 개발을 통해 경제적 영향력을 강

57.1%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2~15

화하고자 하고 있다.

년 매년 60% 이상을 유지하였으며 2015년에
는 63.1%로 최고점을 기록하였다. 최근 10년

2. 중국의 동남아 건설수주 추이

(2006~15년)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을 제
외하고 인도네시아가 꾸준하게 동남아시아 국

중국의 2015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1,541억

가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1위를 유

달러로 전년 대비 8.2% 증가하였다. 중국의

지하고 있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그 뒤를

해외건설 수주에서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

잇고 있다. 싱가포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

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 2015년 총 1,541억 달

년 21.5%에서 2015년 13.2%로 감소하는 추

러를 기록한 해외건설 수주액 중 사하라 이남

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최근 10

아프리카가 26.7%로 1위, 중동·북아프리카가

년간 10% 내외의 안정적인 비중을 유지하고

19.9%로 2위, 동남아가 17.5%로 3위를 차지

있다.

하였다. 남미·카리브제도는 10.6%, 남아시아
는 7.4%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 추이를 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2011년 이후 중국해
외수주 시장의 1위를 고수하고 있고 중동·북아
프리카와 동남아가 근사한 차이로 2,3위를 차
지하고 있다.
중국의 2015년 동남아시아 건설 수주액은
267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3% 증가하였으며,

그림 1▶대륙별 수주액 추이

(단위: 10억 달러)

자료 : CEIC(접속일: 2017.06.22.).

2002~15년 연평균 증가율은 24.0%에 이른다.
2015년 중국의 주요 동남아 수주국가는 인도
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이며 수
주액 기준 인도네시아가 48억 1,000만 달러로
7위, 말레이시아가 35억 6,000만 달러로 11위,
싱가포르가 35억 4,000만 달러로 12위, 베트남
이 35억 2,000만 달러로 13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동남아 건설 수주는 동남아 선발 6

그림 2▶대륙별 수주액 비중(2015년)
자료 : CEIC(접속일: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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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후발 국가들 중에서는 베트남이 중국

나의 요인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의 주요 수주국가이다. 중국의 베트남 건설 수

4

주는 2002년 16억 4,000만 달러였으나 2015년

중국의 인프라금융 방식은 중국국영기업이

35억 2,000만 달러로 연평균 24.0% 증가하였

현지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인프라 사

다. 2011년 이후에는 동남아 후발 국가들 중에

업을 수주하고 중국의 국영금융기관으로부터

서는 라오스의 수주 증가가 두드러진다. 2015

차관이나 투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

년에는 동남아 전체에서 라오스의 비중(12%)

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100MW 규모의

이 베트남(13.2%)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기도

인도네시아 빠릿바루(Parit Baru) 석탄화력발

하였다. 중국의 미얀마 건설 수주액은 2007년

전소 1단계 건설사업은 2013년 중국 거저우바

이후 2012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이후 2

그룹(葛洲坝, CGGC)이 인도네시아 현지 파

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2015년 다시 큰 폭의 증

트너와 함께 수주하였고, 중국수출입은행이

가를 보였는데, 2011년 군부정권이 물러나고

전체 사업비 1억 7,200만 달러의 85%에 해당

떼인 세인 (Thein Sein) 대통령이 이끄는 문민

하는 1억 3,300만 달러를 양허성 차관으로 제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중관계가 경색된 것이 하

공하였다.

그림 3▶중국의 동남아 수주액 추이

그림 5▶중국의 동남아 선발5개국 수주액 추이(단위: 백만 달러)

(단위: 10억 달러)

자료 : CEIC

자료 : CEIC

그림 4▶동남아 국가별 수주액 비중(2015년)

그림 6▶중국의 동남아 후발4개국 수주액 추이(단위: 백만 달러)

자료 : CEIC / 주: 브루나이 제외

자료 : C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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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범아시아철도’건설사업이다. 이 사업은 ‘쿤
밍-싱가포르 철도’로도 알려져 있으며 쿤밍에

중국의 동남아 인프라 건설은 정부의 집중

서 방콕까지 동부노선, 중부노선, 서부노선의

적인 지원 속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

세 가지 노선으로 갈라졌다가 방콕에서 싱가

인프라,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거대 프로젝

포르까지 하나의 노선으로 이어지도록 계획되

트가 진행 중이다. 인프라 개발의 대표적 부문

었다. 동부노선은 쿤밍-하노이-프놈펜-방콕

인 고속철도 건설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라오

을 연결하고, 중부노선은 쿤밍, 비엔티엔, 방콕

스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태국과는 협

을, 서부노선은 쿤밍, 양곤, 방콕을 연결한다.

상을 완료했고,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구간에

그러나 2017년 12월 기준 중부노선, 그 중 중

대해서는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고속철도 사

국-라오스 구간과 태국내 일부 구간만이 공사

업은 동남아 대부분 구간에서 사업성이 낮으

중이다. 동부노선은 베트남과 중국의 불편한

나 중국은 지정학적 고려와 국내 과잉설비 해

관계로 인해, 서부노선은 미얀마 정부와 중국

소를 위한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하

의 상대적으로 소원한 관계를 반영하여 중국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중국이 설립한

정부의 반복되는 개발제의에도 현재 추진계획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는 중국의 동남아

이 잡혀있지 않다. 그 결과 중국은 라오스와 태

인프라 개발의 중요한 실행수단이 될 것으로

국을 지나는 중부노선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

예상되나 아직까지 실제 영향력은 제한적이
다. AIIB는 현재까지 총 5개의 동남아 사업을

특히 현재 건설중인 라오스 구간은 414km

승인했으며 모두 협조융자의 형태이고 지원금

길이로 2016년 12월 착공했으며 2021년 개

액은 총 6억 6,200만 달러이다.

통 예정이다. 공사비는 총 70억 달러로 계획되
어 있으며 중국과 라오스가 총공사비의 70%,

1) 교통 : 고속철도 건설

30%를 부담한다. 라오스 정부의 부담분에 대
해서도 중국수출입은행이 라오스에 양허성 차

동남아에서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하에 추진

관을 제공한다. 라오스 구간은 중국-라오스

중인 인프라 개발사업들은 철도, 항만, 에너지

국경지역부터 라오스-태국 국경까지 주요 지

개발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현재 가장

역을 연결하여 ‘쿤밍-싱가포르 철도’의 사실

규모가 크고 지정학적으로 함의가 큰 사업분

상 동남아쪽 관문이라는 점에서 중국과 대륙

야는 교통, 그 중에서도 고속철도 분야이다.

부 동남아의 교통통합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

고속철도 분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추진되
고 있다. 첫 번째는 역내철도망 구축으로 중국

‘범아시아철도’와 별개로 개별국가로 사업으

서남부 윈난성 쿤밍에서 말레이 반도 남단 싱

로 중국은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59억 달러

가포르까지 동남아 대륙부의 주요국을 연결하

규모의 자카르타-반둥 간 150㎞ 고속철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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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이다. 2015년 중국철도총공사와 인도

발은행의 차관 공여가 이루어졌다.

네시아 4개 공기업이 각각 40%, 60%의 지분
으로 설립한 컨소시엄(PT KCIC, Kereta Cepa

2) 에너지 : 발전소 및 가스·송유관 건설

Indonesia China)이 일본과의 치열한 경쟁 끝
에 수주하였다. 당시 이 사업은 일본이 사실상

발전소 건설에서 대표적인 사업은 캄보

기획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완료한 상태였

디아의 세산2 수력발전소(Lower Sesan Ⅱ

기 때문에 일본의 수주가 확실시 되었으나 중

Hydropower Dam) 건설사업이다. 중국 국영

국정부가 정부채무보증이 필요 없다는 조건을

전력회사인 중국화능그룹(中国华能集团公

제시하며 막판에 수주에 성공하였다.

司)의 계열사인 중국윈난란창강국제에너지공

사(中国云南澜沧江国际能源有限公)가 현지
총사업비는 59억 달러이고 컨소시엄이 사업

주요대기업인 Royal Group과 함께 건설한 최

비 25%를 자체 조달하고 중국개발은행(China

대발전용량 400MW 규모의 캄보디아 최대규

Development Bank)으로부터 사업비의 75%

모의 수력발전댐이다. 총사업비는 8억 달러이

에 해당하는 45억 달러에 대해 차관을 차입하

며 BOT 방식으로 건설, 2017년 11월 전력생

도록 되어있다. 차관의 구성은 60% 달러차관

산을 개시하였다. 사업자인 세산2 수력발전사

과 40% 위안화차관으로 구성되고 이율은 각

(The Hydro Power Lower Sesan 2 Company)

3)

각 2%와 3.46%로 알려져 있다.

가 총사업비의 30%를 조달하였고 나머지
70%는 중국개발은행의 차관이 지원된 것으로

애초의 2019년보다 1년 늦춰진 2020년 개통

알려져 있다.

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주요 지연 이유는 인도
네시아의 고질적인 취약한 사업 환경으로 이

캄보디아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 수력발전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의 건설허가 발급 지연

소 건설사업은 중국기업들이 진행하고 있으

과 토지수용 지연이다. 건설허가의 경우 2016

며, 중국은 74개국에 316개의 수력발전 댐을

년 착공이후 동년 8월에 전 구간에 대한 허가

건설하였고 그 중 123개가 동남아에 건설되었

를 확보하였으며 토지수용의 경우 2017년 2월

다.4)

기준 85% 정도의 토지만이 수용되었다. 중국
개발은행은 공사부지 600헥타르 중 최소 90%

에너지 분야에서 또다른 특기할 만한 사업

이상의 토지가 수용되어야 차관을 제공하겠다

은 중국 윈난성 쿤밍과 미얀마 서해안을 있

는 입장을 고수하여 2017년 5월에서야 중국개

는 쿤밍-짜욱퓨 가스·송유관이다. 2006년 중

3) Tempo(2016. 2. 14), 재인용: Salim and Negara(2016), p. 3.
4) 캄보디아는 에너지를 수입하는 전력부족국가이기는 하나 세산2 수력발전댐은 경제성면에서 논란이 존재한다. 캄보디아는 건기 동안
가뭄으로 댐의 수심이 낮아질 경우 최대 전력생산가능치인 400MW에 훨씬 못미치는 100MW 규모의 전력만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또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졌고 건설 과정에서 불법벌목, 주민보상 부족 및 강제퇴거가 있었다는 비판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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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미얀마는 미얀마 서해안 여카잉주 짜욱

을 지원한다.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홍수관리

퓨(Kyaukphyu)에서 중국 윈난성 쿤밍까지

프로젝트(Metro Manila Flood Management

770km 거리를 잇는 송유관과 가스관을 설치

Project)가 승인되었다. AIIB의 동남아 프로젝

하기로 하였고, 가스관은 2013년 완공, 현재

트는 단독개발 및 단독지원이 아닌 세계은행

가동중이다. 2014년 말 나머지 송유관이 완공

(World Bank)이나 ADB와 같은 기존 다자개

되었으나 실제 가동은 2년 넘게 지연되었다가

발은행이 개발한 사업에 대해 협조융자로 진

2017년 4월 양국이 정식 가동에 합의 하였다.

행되고 있다.

이 송유관은 향후 중국의 일일석유사용량의
약 5% 정도에 해당되는 원유를 수송할 수 있

가. 인도네시아 슬럼 재개발 사업 (National

다. 중국은 2017년 5월 일대일로 포럼에 맞추

Slum Upgrading Project)

어 가동을 시작함으로써 미얀마 송유관 프로
젝트 완성을 일대일로의 가시적 성과로 홍보
하였다.

동남아에서 가장 먼저 승인된 AIIB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안한 국가적 슬럼재개발
프로그램에 AIIB가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참
여한다. 총사업비 17억 4,000만 달러 중 인도

3) AIIB 동남아 프로젝트

네시아 정부 13억 1,000만 달러, 세계은행 2억
AIIB 출범 이후 현재까지 승인된 동남아 프

2,000만 달러를 조달하고 AIIB가 2억 1,650만

로젝트는 총 5건이며, 국별로 살펴보면 인도

달러의 차관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154개 도

네시아 3건, 미얀마 1건, 필리핀 1건이 있다.

시의 환경정비를 통해 슬럼 주민들의 도시 인

인도네시아의 경우, 슬럼재개발, 댐 개선, 지

프라 및 도시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

역인프라 개발기금 조성 지원을 주요 내용으

이며, 사업 계획기간은 2016년 9월부터 2021

로 하며, 미얀마는 민잔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년 6월까지로 약 5년이다.

표 1▶AIIB의 동남아지역 승인 프로젝트							

(단위: 10억 달러)

국가

사업명

승인연도

사업기간

전체사업비

AIIB 조달 금액

협조융자파트너

인도네시아

슬럼재개발

2016

2016~2021

17.4

2.17

World Bank

인도네시아

댐개선

2017

2017~2023

3

1.25

IBRD

인도네시아

지역인프라개발기금

2017

2017~2020

4

1

World Bank

미얀마

민잔(Mingyan)
화력발전소 건설

2016

2016~2018

3

0.2

IFC, ADB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홍수관리

2017

2017~2024

5

2

World Bank

자료 : AI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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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도네시아 댐 개선 사업 (Dam Operationa
Improvement and Safety Project Ⅱ)

라. 미얀마 민잔 발전소 (Myingyan Power Plant
Project)

인도네시아 64개 댐 및 저수지의 개선 및 안

2016년 AIIB 사업으로 승인되었으며, 미

전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총 3억 달

얀마 만달레이주(州) 내 민잔(Myingyan)에

러 중 인도네시아 정부가 5,000만 달러를 부

2018년 완공예정인 225MW급 복합사이클가

담하고 IBRD가 1억 2,500만 달러, AIIB가 1

스(combined cycle gas turbine)발전소건설사

억 2,500만 달러를 지원한다. 사업 계획기간

업을 지원한다. 발전소는 2018년 1월 1단계공

은 2017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로 약 6년

사가 마무리되어 143MW 전력을 생산하고 있

이다.

으며 올해 2단계 모두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
다. 미얀마 내 가장 큰 가스발전소이며, 총사

다. 인도네시아 지역인프라개발기금 조성사업

업비는 총사업비 3억 달러이고, 대부분은 세계

(Region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은행 IFC 및 ADB가 지원하고 AIIB는 2,000만

Fund, RIDF)

달러 정도의 차관을 제공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방정부가 인프라개발
을 위한 재원조달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마.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홍수 관리 사업 (Metro
Manila Flood Management Project)

지역인프라개발기금(RIDF)을 새롭게 조성하
고자 한다. 국영인프라투자공사인 PT Sarana

이 사업은 수도 메트로 마닐라의56개 침수

Multi Infrastruktur (PT. SMI)가 RIDF 기금

위험지역에 대해 배수시설 현대화, 배수로내

을 운용하게 되며 도시교통, 도시상수도, 홍수

고형폐기물 유입 축소, 배수로 인근 무허가거

위험관리, 고형폐기물, 슬럼 업그레이드의 5대

주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이주 및 생계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에 자금 및 기술지

사업을 포함한다. 사업대상 지역은 메트로 마

원을 제공하게 된다. RIDF 조성사업은 총사업

닐라 총면적의 17%에 해당하는 11,000 헥타

비가 4억 달러 규모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2억

르의 지역이고 상습침수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달러를 부담하고, World Bank와 AIIB가 각각

은 170만 명, 사업지역의 주민은 350만 명에

1억 달러를 출자하며, 사업 수행기간은 2017

이른다. 총사업비는 5억 달러이며 사업기간은

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다. 지역인프라

2017년부터 2024년이고 AIIB는 약 2억 달러

개발기금 자체에 대한 출자와 함께 1,200만 달

를 지원한다.

러 정도의 작은 규모이지만 RIDF 사업개발지
원제도(RIDF Project Development Facility)도

4. 중국의 리스크

전체 조성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단 AIIB는 이
사업개발지원제도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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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도 리스

문제이다. 그렇지 않다면 수익성이 낮은 사업

크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대규모 인프라 개발의

에 대한 투자로 중국금융권의 부실을 악화시

리스크가 대표적인데, 사실 그동안 동남아에서

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고속철도 사

인프라 개발이 적정 수준보다 낮았던 것은 열

업의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 측의 요구로 중국

악한 사업환경으로 인한 높은 투자리스크 탓에

이 정부보증 요구를 철회하였기 때문에 55억

민간투자자들이 투자를 기피해왔기 때문이다.

달러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될 경우 사업비

동남아 국가들은 대부분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의 75%를 융자하는 중국개발은행(CDB)이 그

위한 정부재정 부족 때문에 오래전부터 인프라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개발을 민간과 외국투자자들에게 개방해왔다.
그러나 정부역량의 부족과 부패 등 거버넌스

중국의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환경 및 노

문제, 토지 수용을 둘러싼 주민 반발 등 건설위

동 문제가 주요 사업리스크뿐 아니라 정치적

험이 상당하여 민간 참여가 상당히 제한적이었

문제로도 발전할 수 있다. 환경파괴 우려로 중

다. 세계은행 사업환경 순위에서 전세계 190국

단된 미얀마의 뮛송(Myitsone)댐 건설사업이

가운데 50위 안에 드는 국가는 싱가포르, 말레

대표적인 예이다. 본 사업은 미얀마와 중국 국

이시아, 태국뿐이고, 인프라 건설에 관련된 세

경 근처에 중국 국립전력투자공사(SPIC) 주도

부지표에서도 이 세 국가를 제외하면 동남아

로 총사업비 36억 달러를 투입하여 미얀마 주

국가들은 그 순위가 상당히 낮다.

요 하천인 에야와디강 수원에 7개의 수력발전
댐을 건설하여 2만 1,600MW의 전력을 생산

따라서 관건은 중국의 인프라 개발이 이렇

할 예정이었다. 초기 계약에 따르면 SPIC가 총

게 취약한 동남아의 사업환경을 극복할 수 있

지분의 80%, 미얀마 정부가 15%, 미얀마의

는 새로운 개발모델 또는 돌파력이 있는가의

대기업 Asia World가 5%를 투자하게 되어 있

표 2▶동남아 국가들의 2017년도 사업환경 순위

싱가포르

총순위

건설허가

자산등록

국제물류

계약집행

2

10

19

41

2

말레이시아

23

13

40

60

42

태

46

42

68

56

51

브루나이

72

37

134

142

93

베 트 남

82

24

59

93

69

인도네시아

91

116

118

108

166

필 리 핀

99

85

112

95

136

캄보디아

131

183

120

102

178

라 오 스

139

47

65

120

88

미 얀 마

170

66

143

159

188

국

자료 : World Bank Doing Business
주 : 전세계 190개국 대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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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워치

었고, 생산전력의 90%는 중국이 수입하는 구

지면서 한국의 동남아 진출 역시 국내산업의

조였다. 그러나 미얀마의 주요 하천인 에야와

경쟁력에 기반한 상태에서 정부의 경제외교가

디강 수원에 거대 댐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국

뒷받침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

민적 반발이 발생하였고 2011년 민간정부가

였다.

출범하면서 다수의 중국투자사업과 함께 중단
되었다. 중국은 뮛송댐에 대한 미얀마의 반대

2) 한중협력 전략

를 사실상 수용하여 본 사업을 백지화하고 대
체 프로젝트를 미얀마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

가. 제로섬 시각의 탈피

지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동남아 투자와 인프라 개

5.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발이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는 중국의 성공은
한국의 실패라는 인식으로 이를 바라보는 시

1) 기술경쟁력 강화와 국제기준 준수

각이 있다. 그러나 중국과 동남아의 무역 및 투
자 확대를 단순히 한국-동남아 관계에 대한 경

한국은 동남아에서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자

쟁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한중일과 동남아가

금동원력, 일본의 기술력과 품질 사이에서 입

형성하고 있는 동아시아 분업구조의 심화와

지가 축소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

동남아 시장의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한 가격경쟁력이 이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필요가 있다. 또한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의

있으나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동남아 진출전략

경우 저소득 국가에서의 대규모 사업은 라오

하에 이루어지는 정부 지원 확대와 중국의 기

스 고속철도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험 감

술력 향상으로 이마저도 그 전망은 불확실하

수 능력이나 경제외교 우선순위 측면에서 한

다. 결국 한국의 차별성은 한국상품의 기술력

국이 중국의 역할을 대체하여 사업을 창출하

향상과 투자기법의 현대화를 통해 강화할 수

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교통

밖에 없다.

인프라 투자 확대로 해당국의 사업환경이 개
선되는 것에 주목하고 이를 진출 확대의 기회

또한 현재 동남아에서 관찰되는 중국에 대한

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반중정서의 확대는 한국정부와 기업에게도 현

10

지투자와 인프라사업에 있어 노동 및 환경 기

또한 인프라 건설 자체의 경우에도 태국이나

준의 준수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 될 것임을 보

말레이시아와 같은 중진국의 경우 사업의 규

여준다. 동남아에서는 향후 ‘명성(reputation)’

모와 복잡성 등에서 다국적 기업의 참여기회는

경쟁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해당 정부들도 중국

기업들의 인식 확대와 이를 반영한 정부의 경

의존도에 대한 부담으로 경제협력 파트너를 다

제외교전략이 필요하다. 동남아 시장이 성숙해

각화하려는 정책이 있어 제3국기업에게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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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존재하므로 이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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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는 중국과 한국의 정부간 협력이 그
동인이 되어 한국기업이 참여하게 되는 경우

나. 중국과의 동남아 공동진출전략

이다. AIIB를 활용한 한국의 동남아 인프라시
장 진출이 그 대표적 예가 될 수 있다. 한국은

인프라 건설에서 동남아에 대한 중국과의

AIIB의 주요 회원국이며 AIIB가 성공적인 다

공동진출은 최근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이전

자개발은행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

보다 추진환경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따

다. 한국은 아시아 개도국의 균형발전과 양질

라서 진출환경에 대한 보다 심화된 이해에 기

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반한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현실적 전략과 대

디지털 경제가 접목된 새로운 인프라 사업모델

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공동진출의 유형을

을 발굴하여 AIIB에 제안할 수 있다.5) 한국 인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3국 공동진출은

프라기업들이 AIIB 사업의 발굴단계에서부터

그 동인별로 두 가지 정도 유형으로 분류해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제 사업에 참여할 수

수 있다.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째, 민간 주도로 중국기업들이 동남아 시

3)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관계 다변화 수요 활용

장에서 수행하는 대규모 사업에서 한국기업의
기술력 및 가격경쟁력으로 참여 기회가 발생

한국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

하는 경우이다. 한국은 동남아에서 일본이나

등 다른 지역과의 관계 강화를 꾀하는 것과 같

대만과 공동진출한 경험은 있다. 인도네시아

이 동남아 역시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사업의 경우 한국중부발

한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원하고 있다. 동남

전이 일본마루베니와 인도네시아 현지기업과

아는 중국과의 외교, 경제관계에서 균형전략을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주하였고 한국수

추구한다. 이는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경제적

출입은행과 일본수출입은행이 공동으로 금융

영향력 강화로 인한 위협과 중국시장과 자본이

지원을 한 사례이다. 베트남에서는 대만의 포

제공하는 기회에 대해 균형적으로 대응하는 정

모사 플라스틱 그룹과 일본 JEF가 공동투자한

책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동남아에서 자국경

하띤(Ha Tinh) 일관제철소 건설사업에는 포

제의 지나친 중국 의존도는 해결해야 할 문제

스코건설, 포스코ICT 등이 전반적 시공을 맡

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동

아 참여한 바 있다. 특수 기술을 가진 한국기업

아시아의 전체적 발전을 위해 어떻게 동남아와

의 경우 중국 주도 인프라 건설에 참여할 방법

상호협력하며 호혜적인 방식으로 협력을 강화

을 모색해볼 수 있다.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5) 이현태, 김준영, 오윤미. 2017.「AIIB 발전 현황과 시사점: 제2차 한국 연차총회를 중심으로」
.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7, No. 22. 대
외경제정책연구원. pp.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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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구조물에 대한 피로설계 및 해석

최 형 주 럿커스, 뉴져지 주립 대학교 연구원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머리말

에서 시행된 대규모의 피로 연구 결과들을 통
해서 사양(Specification)에 많은 변화들을 꾀

고속도로 표지판 (Highway sign

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지주 구조물의 현황분

support structures) 은 고속도로 기반시설

석과 피로 파괴, 미국 교통관리 협회 사양에 따

(Infrastructure) 중,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정

른 피로 설계와 분석법, 피로 하중과 저항, 그

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리고 소켓 연결부(Socket connection) 피로저

이러한 지주 구조물들은 피로(fatigue) 에 취

항 연구에 대해 필자의 의견을 곁들여서 이 글

약하며, 이에 따라, 2015년 미국 고속도로 교

을 구성 하려고 한다.

통관리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ficial, 이하

현황분석에는 지주 구조물의 구조적인 특징

AASHTO)에서는 지주 구조물 (Structural

들을 언급 하며, 최근 미국에서 일어난 피로 파

Supports)에 대한 새로운 피로(Fatigue) 설계

괴의 예시를 통해, 반복적인 바람에 의한 하중

기준 (Specification)을 발간 하였다.

이 주요 파괴의 원인임을 규명 하려고 한다. 또
한, 사양에 따른 피로 설계와 분석법에 있어서

최근 미국 리하이 대학(Lehigh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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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15년에 발표된 사양을 소개하고,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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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사양과 비교 분석을 통해, 현재 피로
설계와 분석(Fatigue design and analysis)를 소

2018. 3월호

1. 현황분석과 피로파괴 (Problem of
Statement and Fatigue Failure)

개 하려고 한다. 덧 붙여서, 하중 계수와 피로
하중(Fatigue load)에 대한 계산법 그리고 피

고속도로 표지판 (Highway sign support

로 저항(Fatigue resistance)에 대한 부분을 자

structures) 은 고속도로 기반시설(Infrastructure)

세히 다룰 예정이다.

중,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중
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피로에

이어서, 마지막 장에서는, 피로저항의 한계

인한 파괴는 운전자의 부상, 재산 피해, 교통

계수를 찾는 방법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를 지

방해와 사고 등을 야기 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적하고, 피로에 가장 취약한 연결부인 필렛용

피해는 고속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

접(Fillet weld)부에 대한 필자의 연구에 대해

용한다. 또한, 지주 구조물 파괴로 인한 보수와

간략하게 다룰 예정이다. 특히, 최근 미국 연방

교체에도 많은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고속도로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FHWA)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통해, 지금

오버헤드(Overhead), 조명등(Luminaires),

까지 이루어져온 피로 저항 연구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교통신호등(Traffic signal support)과

점들을 지적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연구 방

같은 지주 구조물 (Support structure)은 전형

향도 제시 하려고 한다. 현재 미국 내에는 셀

적으로 긴 주간거리와 작은 횡단면도, 그리

수 없이 수 많은 지주 구조물들이 있으며, 이

고 사인 패널과 같은 구조물 자체 중량을 가

들은 모두 피로 파괴에 대한 취약점들을 가지

지고 있다. 이러한 지주 구조물의 구조적인 특

고 있지만, 다른 기반 시설물에 비해 관심이 낮

성에 의해(예를 들어, 낮은 고유 주파수(Low

은 것이 사실이다. 이 글을 통해서, 피로 파괴

natural frequency)와 대략 1 퍼센트 아래의

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기회가 되기

낮은 감쇠비(Low damping)) 진폭의 감소가

를 희망한다.

매우 더디다. 이러한 구조물의 특성으로 인

그림 1▶피로 파괴의 사례 : 브롱스-화이트스톤 교량, 뉴욕주 2009년 (왼쪽)과 인터스테이트 65번과 565번 교차로, 앨라바마주2009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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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과도한 진동 (Excessive vibration)과 급속

대학 (Lehigh University)대학에서, 대규모의

한 응력 주기(Stress cycles)의 축적(Damage

피로저항(Fatigue resistance) 연구가 이루어

accumulation)은 피로 파괴가 일어나기 쉽게

졌다. 다양한 연결 상세(Connection details)

만드는 요인이 된다.

에 대한 피로실험(Fatigue testing)과 추가적
인 유한요소모델(Finite element model)을 통

최근 20여 년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피로

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이 모든 연구의 결과

파괴에 대한 연구를 살펴 보면, 주요한 파괴

는 NCHRP Report 176 (Roy et al. 2011)에

의 원인은 반복된 바람에 의한 하중(Repeated

의해 발표 되었으며, 연구 결과를 수용한 새로

wind-induced load)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운 사양이 2015년에 발간되었다. 이 사양은 처

국지적인 피로 파괴(Localized fatigue failure)

음으로 하중 저항계수법(Load and Resistance

는 피로에 취약한 곳(Fatigue critical location)

Factor Design)을 채택한 사양이며, 피로의 설

에서 일어나는데, 주로 용접부위나, 응력이 집

계와 디자인에도 새롭게 소개된 공식을 통해

중되는 부위에 나타난다. 아래 두 개의 사진은,

응력집중계수(Stress Concentration Factor)를

2009 년에 일어난 피로 파괴의 예를 보여준다.

계산하고, 이 계수의 비교를 통해 피로 디자인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미국 고속도로 교통관

의 응력 한계를 정하게 된다.

리 협회(AASHTO)에서 새롭게 추가된 피로
설계와 분석에 대한 소개와 그 한계점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챕터 11에서 소개되는, 피로 설계기준은 하
중 저항 계수법을 따르며 아래 공식 (1) 과
같다.

2. 미국 교통관리 협회기준(AASHTO
Specification)에 따른 피로 설계와 분석법

(1)
여기서, ∆

지주 구조물에 대한 피로 디자인과 분석에

∆ 피로 저항,

는 바람에 의한 응력 범위,
하중상수(피로 한계 1기준)

있어서, 대부분의 미국의 교통국들은 교통관

그리고

리 협회에서 발간하는 사양에 따른다. 2001

수는 1.0 으로 정의 된다. 이 설계법은, 바람

년에 발간된 네 번째 판에서, 처음으로 피로설

에 의한 하중이 피로 저항보다 항상 작아야 하

계와 분석에 대한 부분이 챕터 11에 포함되었

며, 이는 지주 구조물이 무한피로수명 (Infinite

다. 그러나, 이후에 실행된 피로 테스팅 결과들

fatigue life)를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무한

은, 많은 부분에서의 모순점을 노출 하였으며,

피로수명을 위한 피로 설계에는, 공칭응력

그 후, 2009년에 다섯 번째 판이 발간 되었으

의 일정진폭 피로한계 (Constant Amplitude

나, 피로에 대한 부분은 변동이 없었다.

Fatigue Threshold, CAFT)값이 사용되어 지

는 저항 상수를 의미 하며, 저항 상

며, 피로 저항은 CAFT 값으로 정의 된다. (아
2000년도 후반부터(약 5년간), 미국 리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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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는 각 연결 상세에 대한CAFT 값을

기존의 지주 구조물에 대한 피로해석

나타내며, 알루미늄 지주 구조물일 경우 계수

(Fatigue analysis)에 있어서, 공칭피로 저항을

2.6을 나누어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

통한 유한수명(Finite life) 방법론이 소개 되어
있으며, 이는 아래 공식 (3) 으로 표현된다.

지주 구조물에 대한 피로 설계 방법론 세가
지를 소개 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공칭응력을 기준으로 하는 전형적인 연결
상세에 대한 분류법
(Nominal stress-based classifications of
typical connection details)
2) 대안적 국부응력 기준법 (Alternate local
stress-based)
3) 피로 실험 기준법 (Experimental-based

(3)
A는 피로계수를 나타내며, N은 하중의 횟수
를 의미 한다. 최근 발간된 사양에도, 피로 해
석에 관한 공식은 1945년에 발표된 Miner’s
rule 을 여전히 따르고 있으며, 이 방법론은 선
형파괴축적 (Linear damage accumulation)과
하중순서(Loading sequence)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고전적인 방법론이다.

methodologies)

2.1 피로 하중 (Fatigue Load)
이 세가지 방법론 중에서, 이 글에서 주로
소개될 방법론은 첫 번째에 명시된 공칭응력

피로 하중에 대한 계산은, 동등한 정적 풍

(Nominal Stress-based)을 기준으로 하는 주

하중(Equivalent Static Wind load)의 계산

요한 연결 상세에 대한 피로 디자인 법이다. 위

을 통해 이루어 진다. 하중은 주로, 갤로핑

에서도 잠시 언급 한 바와 같이, 첫 번째 방법

(Galloping), 자연 바람풍(Natural Wind Gust)

론은 공칭응력을 사용하게 되어 있지만, 피로

그리고 트럭에 의한 풍(Truck Induced Gust)

저항 응력 값을 구할 때에는 응력집중 계수를

이 소개 되어 있으며, 지주 구조물의 종류에 따

고려하도록 되어있다.

라 하중 적용 방법이 다르고, 피로 하중은 각각
분리해서 적용 되게 되어 있다. 아래 공식 (4)

두 번째, 대안적(Alternative) 국부 응력 기준
법은, 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한 방법이며, 사양
부록(Appendix C)에 자세한 내용이 기술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피로 실험 기준법은, 가장
정확한 피로설계가 가능한 방법론 이지만, 많
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된다는 점이 단점 이라

– (6)는 AASHTO 사양에서 소개하고 있는
피로 하중 계산 공식이다.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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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연바

계수는, 피로 중요도 계수(Fatigue important

는 트럭에 의

factor), 항력계수(Drag coefficient)를 나타낸

한 하중을 나타낸다. 갤로핑 하중은 종적방향

다. 아래 사진 3은, AASHTO 사양에 따른, 피

의 전단력을 야기 시키며, Z 방향의 모멘트

로 중요도 계수들을 보여준다. 우선, 계수를 결

(Moment)를 계산 할 수 있다. 자연 바람풍에

정하기 위해서는 피로 범주를 분류해야 하는

대한 하중은 포스트와 사인패널에 둘 다 적용

데, 외팔보(Cantilever) 지주 구조물과 외팔보

이 되며, X 방향과 Y 방향의 모멘트를 야기 시

가 아닌 구조물로 나뉘어 진다. 각 구조물 마

키며, 트럭에 의한 하중 역시 Z 방향의 모멘트

다, 피로 범주를 I – III 까지 나누어 놓았는

를 야기 시킨다. 계산된 모멘트와 연결부의 관

데, 여러 가지 구조물의 상세 요건에 따라 범주

성모멘트(Moment of Inertia) 이용해 휨 응력

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주간거리가

(Bending stress) 계산하게 된다. 피로 디자인

50 피트 이상이거나, 바람에 대한 국부적인 데

은 피로하중 응력과 피로 저항에서 얻어지는

이터가 없는 지역, 또는 패널의 크기가 크거나

두 응력 값을 비교하여 이루어 진다. 그림 2.

가변 정보판을 가지고 있는 지주 구조물의 경

는 세가지 피로 하중에 의해 야기되는 모멘트

우에는 피로 범주 I 에 들어간다. 또한, 위에서

방향을 보여준다.

언급한 세가지 피로하중의 종류에 따라, 계수

여기서

는 갤로핑 하중을,

람풍에 의한 하중, 그리고

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으며, 갤로핑의 경우에는
또한 공식에서 소개되고 있는

계수와

(a) 갤로핑 하중과 Z 방향 모멘트

종적인 전단력(Vertical shear force)이 발생됨

(b) 트럭에 의한 풍하중과 Z 방향 모멘트

(c) 자연 바람풍에 대한 하중과 X 와 Y 방향 모멘트

그림 2▶세가지 피로 하중에 의해 야기되는 모멘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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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와 폭의 비를 고려하여, 계수가 1.12 부터
1.30 까지 결정이 되며, 정사각형 패널 모양의

피로 하중 계산을 위한 항력계수(Drag

계수가 가장 낮고, 긴 직사각형 모양의 계수는

coefficient)는 풍동 실험 (Wind tunnel test)

가장 길다. 또한, 교통 신호등은 1.20, 가변 정

의 결과를 토대로 결정 되며, 사진 4는 항력계

보판의 경우에는 1.70의 계수가 사용된다. 조

수 표를 보여준다. 지주 구조물 중 사인 패널의

명등의 경우에는 표면의 모양에 따라 계수가

그림 3▶피로 중요도 계수표 (AASHTO, 2015)

그림 4▶항력 계수표 (AASHTO,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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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며, 이 표를 포함해, 풍속과 구조물 멤버

mast-arm connection)등이 필릿 용접 (Fillet

의 모양에 따라 항력계수가 결정 된다. 더 자세

welds)을 통해 연결되어 있으며, 이 두 연결 상

한 표와 설명은 이 글에서는 생략 하도록 한다.

세 부위는 E’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피로 한계
계수는 18 MPa (2.6 ksi) 에 불과 하다. 때문

2.2 피로 저항 (Fatigue Resistance)

에, 많은 디자인 회사와 교통국에서는 연결상

응력의 변동과 주기수(Number of cycles)

세에 대한 피로 설계법이 너무 보수적이라는

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무한 피로수명

의견이 팽배 하다. 또한, 범주기준에 따른 설계

설계 방법론(Infinite Fatigue Life Design

법은, 차후에 이루어진 피로 실험들을 통해, 연

Methodology)이 각각의 연결상세 부위에 사

결상세 중 범주가 잘못 정해진 연결부 들이 발

용된다. 2001 년에 발간된 지주 구조물에 대

견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수정이

한 AASHTO 의 사양에서는, 피로설계와 분

불가피 했다고 할 수 있다.

석에 대한 부분이 챕터 11에 포함 되었는데 연
결상세의 범주를 기준 (Category-based)으로

현재 AASHTO에서 발간되는 교량(Bridge)

하는 피로 설계법이다. 아래 사진 5에서 보이

에 대한 피로 설계에도 각각의 연결상세를 범

는 것과 같이, 사진 (a)는 각 범주에 상응하는

주기준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 하고 있지만, 아

S-N 곡선을 나타내며, (b)는 각 범주의 일정

직까지 이에 대한 교정은 이루어 지지 않은 실

진폭 피로한계 (Constant Amplitude Fatigue

정이다. 앞에서 잠시 언급 했듯이, 지주 구조

Threshold, CAFT)값을 보여 준다. CAFT 값

물은, 2015년 새로운 사양이 소개 되면서, 범

을 찾기 위해서는, 각각의 연결 상세에 주어지

주 기준법을 더 이상 사용 하고 있지 않고, 응

는 범주를 찾아내고, 그에 상응하는 피로 한

력집중 계수 (Stress concentration factor)를

계 값을 찾는 방법이다. 많은 지주 구조물의 토

이용하여, 피로 한계 값을 찾는 새로운 방법론

대(Base) 와 주간 연결부(Span connection or

을 사용 하고 있다. 이 방법론은 연결상세 부위

(a) S-N 커브 (b) 각 범주의 일정진폭 피로한계 값

그림 5▶미국 교통국 사양 챕터 11에서 소개된 범주기준(Category based) 피로 설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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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연결상세부위 5.4 (AASHTO, 2015)

그림 7▶연결피로 응력 집중 계수,

(AASHTO, 2015)

를 크게 6가지로 우선 분류하고, 그 아래 세부

MPa (2.6 ksi)의 피로 한계 값이 사용 된다. 보

적인 분류가 가능하게 하였다. 아래 사진 6. 에

이는 것과 같이, 응력집중 계수가 높아 질 수

서 보이는 것과 같이, 연결상세부위 5.4는 필

록, 피로 한계 값은 낮아지며, 계수가 낮아지면

렛 용접이 된 튜브에 가로(횡) 방향 플레이트

피로 한계값은 높아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결부를 나타내고 있다. 계산된
교해 피로 계수를 계산 할 수 있으며,

값을 비
값이

두 가지 피로 집중계수,

와

의, F 와 I

3.2 보다 작은 경우, 피로 계수는 3.9*10^8 이

는 Finite 과 Infinite 를 각각 뜻 한다. 2001 년

된다. 또한, 피로한계값은

계수 값을 통해

에 발간된 사양 (18 MPa) 과 비교하면, 가장

가 4보다 작을 경우48 MPa (7

큰 변화는 응력집중 계수를 이용한다는 점과,

가 4.0 부터 6.5 사이인 경우 31 MPa

이 계수를 통해 더 융통성 있는 디자인 설계가

결정 된다.
ksi),

(4.5 ksi), 그리고 6.5와 7.7 사이인 경우는 18

가능 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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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위의 사진 7.에 주어진 공식에 의해

는, 가장 피로에 취약한 부분으로 밝혀졌다. 하

계산 되어 지는데, 이 공식은 오직 주어진 범

지만, 많은 교통국과 디자인 회사들은 필렛 용

주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는, 리하이 대학의 실

접 연결부 사용을 선호 하는데, 경제적이고, 제

험 결과를 통해서, 공식이 유도 되었기 때문인

작하는데 용이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데, 범주 밖에 있는 연결부위를 사용해온 주는

때문에 그 동안, 종방향 보강재(Longitudinal

AASHTO 사양을 사용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stiffener)를 사용하여, 토대의 용접부 끝부분

있다. 피로 한계 응력을 계산하는 데는,

계

(base toe)에 대한 국부응력을 낮추려는 연구

계수의 값에 따

가 시행 되었다. 하지만, 보강재의 사용은, 보

수가 필요 한데,

계수는

계수가

강재의 맨 윗부분(Tip of stiffener)의 응력집중

는 튜브의 두께(Tube thickness)

을 야기시켜, 토대 부분보다 먼저 파괴가 일어

라 계산 된다. 아래 공식 (7)에 따라
결정되며,
를 나타낸다.

나는 실험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7)

이에 따라서, 보강재의 튜브로 부터의 각도
(Angle), 높이(Height), 두께(Thickness) 등의

3. 소켓 연결부 (Socket connection) 의
피로저항 (Fatigue resistance) 연구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새로운 사
양에서는 보강재의 치수에 대한 기준이 새로
운 챕터에서 발표 되었다. 사진 8은 보강재가

최근 발표된 AASHTO의 사양을 통해서, 소

없는(Unstiffened) 필렛 연결부의 튜브(Tube)

개된 피로 저항의 한계계수를 찾는 방법은 많

와 베이스플레이트(Baseplate)를 보여주며, 연

은 개선이 이루어 졌지만, 한계점도 드러내고

결부의 종방향 보강재가 있는 소켓연결부의

있으며, 피로 저항에 대한 연구는 계속 되고 있

토대 용접부 끝부분과 보강재의 맨 윗부분을

는 중이다. 특히 최근 리하이 대학(Roy et al.,

보여 준다.

2011)의 연구에서 밝혔듯이 필렛 용접 연결부

Tip of stiffener
Tube
Baseplate

그림 8▶소켓연결부 (왼쪽) 소켓 연결부의 종방향 보강재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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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필자의 연구 과제는, 이 두 가지 연결부

각 모델의 피로 저항값을 1) 주기수(Number

에 대한 피로 저항을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of cycles), 2) 피로파괴 (Fatigue damage), 그리

저항값을 예측하는 일이다. 주로 최근 20년간

고 3) 피로 안전계수 (Fatigue safety factor)로

이루어진 피로 실험 결과와 유한요소 모델을

나타내는 연구를 진행 하고 있다.

이용한 연구들은, 각각 다른 주에서, 다른 테스
트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 발표된 사

맺음말

양은 리하이 대학의 연구만을 토대로 하였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점으로 지적 될 수 있다.

최근 약 20년간, 미국에서 이루어진 지주 구

특히 최근 연방 고속 도로국(Federal Highway

조물에 대한 피로연구는 매번 새로운 결과들

Administration, FHWA)에서 시행된 연구에

을 도출해 내며, 설계과 분석에 따른 문제점들

서는(Ocel, 2014), 제작 회사의 제작 기술에

을 지적해 왔다. 2011년에 이루어진 리하이 대

따라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연결부도, 피로

학의 연구를 토대로, 발간된 2015년 사양도 마

저항에 대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찬가지로, 앞으로 피로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용접부의 질(Quality of welding), 내재하는 용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1년 사양에서 따

접부의 결함(Inherent defects)등도, 피로 저항

랐던 범주에 따른(Category-based) 피로한계

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AASHTO 사양에서는

값 설정 방법과, 새로운 사양에 적용된 응력집

고려되고 있지 않다. 또한, 피로 파괴에 대한

중계수(Stress concentration factor)를 이용한

정의도 각 연구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응력

피로 설계 방법은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범위를 포함한 하중 주기의 수를 고려할 때 이

또한, 현재 사용 되고 있는 사양에 있어서, 필

에 따른 큰 오차가 발생 할 수 있다.

자가 위에서 지적한 피로저항에 큰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예를 들어, 용접부의 질(Quality

예를 들면, 연방 고속 도로국의 경우에는 피

of welding), 내재하는 용접부의 결함(Inherent

로 파괴의 기준을 305 mm (12 in) 길이의 균열

defects))을 반드시 고려 하여야 하며, 파괴에

로 정의하며, 텍사스 교통국은 대략 10 퍼센트

대한 기준도 하나로 정하여, 피로 실험에서 나

의 강성(Stiffness)의 감소를 기준으로 한다. 이

올 수 있는 변수를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 하

에 따라서, 현재 필자의 연구 과정 중에는, 최

다고 할 수 있다.

근 20년간 실행된 피로실험의 결과들을 모으
고, 이를 중요한 변수에 따라 집단으로 나누었

앞의 머리말에서 언급 했듯이, 미국내에 기

다. 각각의 그룹은, 특정한 상세연결부의 특성

반 시설물중, 지주 구조물은 관심이 낮은 편에

을 나타내며, 통계학적인 방법론은 통해서, 피

속한다. 하지만,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지주 구

로한계 계수값을 구하고 있다. 또한, 유한요소

조물들은 피로 파괴에 매우 취약하며, 예상치

모델을 이용해, 응력이 집중되는 곳에 변수에

못한 피로에 인한 파괴는 운전자의 부상, 재산

대한 영향을 살펴 보고, 계산된 응력값을 통해

피해, 교통 방해와 큰 사고를 야기 시킬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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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러한 피해는 고속도로 안전을 위협하

사실이다. 필자의 바람은, 이 글을 통해, 지주

는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예전에 발간된

구조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더 많

사양을 기준으로 설계된 연결상세의 경우, 현

은 연구가 이루어져, 기반시설에 대한 전반적

재 남아있는 설계수명을 예측 하기도 어렵고,

인 안전성을 높이는데 있다.

안전성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점이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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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2017 개정판에 대한 이해(1)
- FIDIC 계약 조건과 구성의 이해 -

현 학 봉 씨플러스인터내셔널 대표

1. FIDIC 계약 조건과 구성의 이해

두 시공계약(설계책임이 누구에게 있건 시공
행위가 적용되는 계약을 의미함)에 적용되는

1-1. FIDIC 계약조건과 Risk에 대한 이해

계약조건들이며 간략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
다. 참고로 FIDIC은 계약조건의 표지에 색깔

1) FIDIC 계약조건

을 입히고 색깔에 따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
며 이러한 이유로 FIDIC이 발표한 계약조건들

FIDIC(국제컨설팅연맹)은 2017년 말에 여

을 Rainbow Suite라고 부르기도 한다.

러 종류의 계약조건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
정은 1999년도 개정초판이 발표된 이후 18

① Red Book : 공사의 종류(토목, 건축, 플랜

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통상 10년 정도를 주

트 등)와 무관하게 설계에 대한 책임을 발

기로 이루어지는 개정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

주자가 부담하는 형태의 계약에 적용되도

요된 경우라 할 것이다. 그 만큼 고민을 많이

록 작성되었다. 정식 명칭은 Conditions of

하였던 계약조건으로 이해되며 실제로 많은

Contract for Construction이다.

부분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계약조건은 Red
Book, Yellow Book, Silver Book 3가지로 모

② Yellow Book, Silver Book : 두 계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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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설계와 시공을 시공자가 책임지는 형

하게 묻는 방식으로 개정되었고(반드시 나쁘

태의 계약에 적용되도록 작성되었다. 다

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한 이유로 내용이

만, Risk의 배분을 달리 하고 있는데 이는

복잡하여 졌으며, 많은 Time-Bar 조항(기한을

아래에 기술하였다. 정식 명칭은 Yellow

정하고 정해진 기한내에 행위를 못하면 권리

Book은 Conditions of Contract for

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 또는 간주조항(기한을

Plant & Design Build이고 Silver Book은

정해 놓고 해당 기한내에 행위를 하지 못하면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을

Projects이다.

삽입함으로써 이제는 전문가 수준의 계약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적절한 계약관리

위에 언급한 시공계약조건 외에도 FIDIC

를 하기 어렵도록 개정 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은 용역계약에 적용되는 계약조건을 발표하고

MDB 들이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동의하지 않

있는데 이를 White Book이라 칭한다. White

는 경우가 되면, FIDIC으로써는 이번 개정이

Book의 경우, 2017년도 초에 5판이 발표되었

빛을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필자의

는데 White Book도 기존의 내용과 비교할 때

생각인데 실제로 FIDIC 계약조건이 빛을 발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다.

고 있는 경우가 MDB들이 재원을 제공하는 공
사들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MDB들이 재원을

2017년도에 개정된 위 계약조건 외에 FIDIC
은 설계-시공 뿐만 아니라 운영까지도 시공자

제공하는 공사의 경우 FIDIC Pink Book의 사
용이 강제되고 있다.

가 수행하는 형태의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계
약조건인 Gold Book을 2008년도에 발표하였

2) FIDIC 계약조건과 Risk에 대한 이해

고,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용
계약조건인 Pink Book 3판 개정판을 2010년

계약관리는 곧 Risk관리라 하여도 과언이 아

도에 발표하였고, 하도급계약에 적용될 수 있

닐 것이다. FIDIC은 계약조건상의 Risk 배분

는 계약조건, 준설-매립 공사에 적용될 수 있

의 합리성을 유지하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으

는 계약조건 등을 발표하고 있다.

며 그럼으로 해서 국제건설계약의 표준으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이를 FIDIC이 이번에 개정

이번 개정에서 제외된 Gold Book의 경우

한 계약조건 별로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향후 이번 개정판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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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 예상된다. 다만, MDB 용으로 작성된

① Red Book : 발주자 또는 시공자에게 부당

Pink Book의 경우, 필자의 생각으로는, 과연

하지 않도록 Risk를 배분하고 있는 대표적

이번에 개정된 내용과 같은 수준으로 개정될

인 계약조건이며 이러한 Risk 배분은 Pink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번

Book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참

개정판이 너무 계약관리에 대한 책임을 엄중

고로 Pink Book은 Red Book과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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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계에 대한 책임을 발주자가 부담하는

- 입찰 시 입찰자들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

경우에 적용되도록 작성되었으며 따라서

는 Risk들을 충분하게 조사하고 입찰가격

은행들이 달리 요구하고 있는 일부 규정을

이나 조건에 반영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

제외하고는 Red Book과 동일한 내용으로

한 입찰기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작성되었다.

- 공사범위 중 상당부분이 지반조건이나 수
문조건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② Yellow Book : Red Book과 같이 FIDIC
의 전통적인 Risk 분배가 이루어진 계약조

- 발주자가 시공자의 설계와 시공과정에 긴
밀하게 관여하고 싶은 경우

건으로 계약의 특성 즉, 설계책임에 대한
리스크가 시공자에게 전가된 것을 제외하

위의 조건들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FIDIC

면 모든 측면에서 Red Book과 같은 Risk

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Yellow

분배가 이루어 진 계약조건이다.

Book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Yellow Book의 내
용 중 해당되는 부분을 Silver Book에 반영하

③ Silver Book : 설계를 시공자가 책임진다
는 측면에서 Yellow Book과 다르지 않은

는 작업을 통해 Risk 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
어 지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계약조건이다. Yellow Book과 다른 점은
Yellow Book과는 다른 Risk 배분을 적용

Silver Book의 Risk 배분과 관련된 특징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크게 보면 발주자가

고려하여, Silver Book의 경우 발주자와 시공

제공한 자료나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

자간에 직접적인 계약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문제 그리고 지반조건, 수문조건 등에 대

함으로써 시공자의 설계와 시공에 대한 자율

한 Risk를 시공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

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입찰 시 입찰비용이 과

이 Yellow Book과 다르다. 시공자의 입장

다하게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협상

에서 보면 자칫 감당할 수 없는 Risk를 부

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음을 염

담하여야 하는 계약조건이 될 수 있으며

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Silver Book을 사용하려는 경우라
면(발주자가 고민하여야 할 문제가 될 수

위에 언급한 내용들은 이번에 개정된 계약

있겠으나) 매우 신중한 검토와 결정이 필

조건들과 개정 이전 판과 달라 진 것이 없는데

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

개정판의 내용을 연재하면서 언급한 것은 각

하여 FIDIC은 Silver Book 무분별한 사용

계약조건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특징을 이

을 제한하고 있는데(권고수준이기 때문에

해하지 못하면 이후 개정판 각각의 계약조건

실제 적용을 강제할 수는 없겠으나) 다음

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

과 같은 상황에서는 Silver Book의 사용이

었기 때문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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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정판 각각의 내용들 중 이전 판

특징이자 장점은 모든 계약조건들이 동일 한

과 다른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되 가급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판도

적 이전 판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도 개정판

계약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을 제외하

을 통한 계약관리의 맥락을 이해 할 수 있도록

고는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계약조

노력하겠다.

건별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이번 연재를 통해, 계약관리의 중요성에 대

아래 내용을 보는 방법은 Red Book 개정판

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을 기본으로 하여 Yellow Book과 Silver Book

을 가져본다.

에서 변경된 부분(형식적 구성의 측면에서)을
괄호안에 적시하는 것으로 하였음을 참고하기

1-2. 계약조건의 구성

바란다. Y는 Yellow Book, S는 Silver Book을
의미하며 괄호안에 S만 명시된 경우에는 Red

앞서 이야기 하였듯이, FIDIC 계약조건의

Book과 Yellow Book은 같음을 의미한다.

1. General Provisions
1.1 Definitions
1.2 Interpretation
1.3 Notice and other Communications
1.4 Law and Language
1.5 Priority of Documents
1.6 Contract Agreement
1.7 Assignment
1.8 Care and Supply of Documents
1.9 Delayed Drawings and Instructions (Y : Error’s in the Employer’s Requirements. S : deleted)
1.10 Employer’s Use of Contractor’s Documents (S : 1.9)
1.11 Contractor’s Use of Employer’s Documents (S : 1.10)
1.12 Confidentiality (S : 1.11)
1.13 Compliance with Laws (S : 1.12)
1.14 Joint and Several Liability (S : 1.13)
1.15 Limitation of Liability (S : 1.14)
1.16 Contract Termination (S : 1.15)

2. The Employer
2.1 Right of Access to the Site
2.2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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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mployer’s Personnel and Other Contractors
2.4 Employer’s Financial Arrangements
2.5 Site Data and Items of Reference
2.6 Employer-Supplied Materials and Employer’s Equipment

3. The Engineer (S : The Employer’s Administration)
3.1 The Engineer (S: The Employer’s Representative)

3.2 Engineer’s Duties and Authority (S : Other Employer’s Personnel)
3.3 The Engineer’s Representative (S : Delegated Persons)
3.4 Delegation by the Engineer (S : Instructions)
3.5 Engineer’s Instructions (S : Agreement or Determination)
3.6 Replacement of the Engineer (S : Meetings)
3.7 Agreement or Determination (S : not used)
3.8 Meetings (S : not used)

4. The Contractor

4.1 Contractor’s General Obligations
4.2 Performance Security
4.3 Contractor’s Representative
4.4 Contractor’s Documents (Y, S : Subcontractors)
4.5 Training (Y, S : Nominated Subcontractors)
4.6 Co-operation
4.7 Setting Out
4.8 Health and Safety Obligations
4.9 Quality Management and Compliance Verification Systems
4.10 Use of Site Data
4.11 Sufficiency of the Accepted Contract Amount
4.12 Unforeseeable Physical Conditions (S : Unforeseeable Difficulties)
4.13 Rights of Way and Facilities
4.14 Avoidance of Interference
4.15 Access Route
4.16 Transport of Goods
4.17 Contractor’s Equipment
4.18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4.19 Temporary Utilities
4.20 Progress Report
4.21 Security of the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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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Contractor’s Operations on Site
4.23 Archaeological and Geological Findings

5. Subcontracting (Y, S : Design)

5.1 Subcontractors (Y,S : General Design Obligations)
5.2 Nominated Subcontractors (Y,S : Contractor’s Documents)
5.3 (Y, S : Contractor’s Undertaking)
5.4 (Y, S : Technical Standards and Regulations)
5.5 (Y, S : Training)
5.6 (Y, S : As-Built Records)
5.7 (Y, S :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uals)
5.8 (Y, S : Design Error)

6. Staff and Labour

6.1 Engagement of Staff and Labour
6.2 Rates of Wages and Conditions of Labour
6.3 Recruitment of Persons
6.4 Labour Laws
6.5 Working Hours
6.6 Facilities for Staff and Labour
6.7 Health and Safety of Personnel
6.8 Contractor’s Superintendence
6.9 Contractor’s Personnel
6.10 Contractor’s Records
6.11 Disorderly Conduct
6.12 Key Personnel

7. Plant, Materials and Workmanship
7.1 Manner of Execution
7.2 Samples
7.3 Inspection
7.4 Testing by the Contractor
7.5 Defects and Rejection
7.6 Remedial Work
7.7 Ownership of Plant and Materials
7.8 Roya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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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encement, Delays and Suspension
8.1 Commencement of Works
8.2 Time for Completion
8.3 Programme
8.4 Advance Warning
8.5 Extension of Time for Completion
8.6 Delays Caused by Authorities
8.7 Rate of Progress
8.8 Delay Damages
8.9 Employer’s Suspension
8.10 Consequences of Employer’s Suspension
8.11 Payment for Plant and Materials after Employer’s Suspension
8.12 Prolonged Suspension
8.13 Resumption of Work

9. Tests on Completion
9.1 Contractor’s Obligations
9.2 Delayed Tests
9.3 Retesting
9.4 Failure to Pass Tests on Completion

10. Employer’s Taking Over

10.1 Taking Over the Works and Sections
10.2 Taking Over Parts (S : Taking Over of Parts of the Works)
10.3 Interference with Tests on Completion
10.4 Surfaces Requiring Reinstatement (S : Deleted)

11. Defects after Taking Over

11.1 Completion of Outstanding Work and Remedying Defects
11.2 Cost of Remedying Defects
11.3 Extension of Defects Notification Period
11.4 Failure to Remedy Defects
11.5 Remedying of Defective Work off Site
11.6 Further Tests after Remedying Defects
11.7 Right of Access after Taking Over
11.8 Contractor to Search
11.9 Performance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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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Unfulfilled Obligations
11.11 Clearance of Site

12. Measurement and Valuation (Y,S : Tests after Completion)
12.1 Works to be Measured (Y, S : Procedure for Tests after Completion)
12.2 Method of Measurement (Y, S : Delayed Tests)
12.3 Valuation of the Works (Y, S : Retesting)
12.4 Omissions (Y, S : Failure to Pass Tests after Completion)

13. Variations and Adjustments
13.1 Right to vary

13.2 Value Engineering
13.3 Variation Procedure
13.4 Provisional Sums
13.5 Daywork
13.6 Adjustments for Changes in Laws
13.7 Adjustments for Changes in Cost

14. Contract Price and Payment
14.1 The Contract Price
14.2 Advance Payment
14.3 Application for Interim Payment
14.4 Schedule of Payments
14.5 Plant and Materials intended for the Works
14.6 Issue of IPC (S : Interim Payments)
14.7 Payment
14.8 Delayed Payment
14.9 Release of Retention Money
14.10 Statement at Completion
14.11 Final Statement
14.12 Discharge
14.13 Issue of FPC (S : Final Payment)
14.14 Cessation of Employer’s Liability
14.15 Currencies of Payment

15. Termination by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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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Notice to Correct
15.2 Termination for Contractor’s Default
15.3 Valuation after Termination for Contractor’s Default
15.4 Payment after Termination for Contractor’s Default
15.5 Termination for Employer’s Convenience
15.6 Valuation after Termination for Employer’s Convenience
15.7 Payment after Termination for Employer’s Convenience

16. Suspension and Termination by Contractor
16.1 Suspension by Contractor

16.2 Termination by Contractor
16.3 Contractor’s Obligations after Termination
16.4 Payment after Termination by Contractor

17. Care of the Works and Indemnities
17.1 Responsibility for Care of the Works
17.2 Liability for Care of the Works
17.3 Intellectual and Industrial Property Rights
17.4 Indemnities by Contractor
17.6 Indemnities by Employer
17.9 Shared Indemnities

18. Exceptional Events
18.1 Exceptional Events

18.2 Notice of an Exceptional Event
18.3 Duty to Minimise Delay
18.4 Consequences of an Exceptional Event
18.5 Optional Termination
18.6 Release from Performance under the Law

19. Insurance

19.1 General Requirements
19.2 Insurance to be provided by the Contractor

20. Employer’s and Contractor’s Claims
20.1 Claims

20.2 Claims for Payment and/or E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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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Disputes and Arbitration
21.1 Consultation of the DAAB

21.2 Failure to Appoint DAAB Member(s)
21.3 Avoidance of Disputes
21.4 Obtaining DAAB’s Decision
21.5 Amicable Settlement
21.6 Arbitration
21.7 Failure to Comply with DAAB’s Decision
21.8 No DAAB in Place

열거한 계약조건의 내용 구성과 관련하여,

추가한 조항인데, 1.15조항의 경우는 이전 판

각 계약조건 별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

17.5조항(Limitation of Liability)를 별도로 분

다. 참고로 계약조건의 번호를 칭함에 있어

리하여 General Provision에 포함한 것이고,

Clause는 조로, Sub-Clause는 조항으로 번역

1.16 조항의 경우에는 이번 개정시에 새롭게

하였음을 알려둔다.

포함된 내용으로 준거법상의 강행규정에 저촉
되지 않는 한, 본 계약조건의 내용이 법상 다

1.9조항 : Red Book의 경우 설계에 대한 책
임이 발주자에게 있으므로 요구되는 도면이

른 규정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명시한 조항
이다.

나 지시가 적시에 발급되지 않는 경우 시공자
에게 클레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는데,

3조의 경우, 이전 판과 마찬가지로 Red

Yellow Book과 Silver Book의 경우에는 설계

Book과 Yellow Book에서는 Engineer가 계약

를 시공자가 책임져야 하므로 Red Book에서

관리를 주도하도록 하고 있음에 반하여 Silver

의 권리를 시공자에게 부여할 수 없다. 다만

Book에서는 발주자와 시공자간에 직접 계약

Yellow Book의 경우 Employer's Requirement

관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반영한

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제한적으로) 시공자

것이다. 개정판 Red Book과 Yellow Book의

에게 보상권리를 주고 있으며, Silver Book

경우 Engineer's Representative를 새롭게 정의

의 경우에는 모든 자료나 정보의 정확성에 대

하여 현장상주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Silver

한 책임을 시공자에게 묻는 계약 형태이므로

Book의 경우 이전 판에서는 발주자의 대리인

Yellow Book에서와 같은 권리조차 인정하지

(Employer's Representative)를 정의만 하고 계

않고 있으며 따라서 관련조항 자체를 삭제하

약조건 본문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개정

였다.

판에서는 발주자 대리인의 역할을 계약조건에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계약관리가 발주자

1.15조항과 1.16조항은 개정판에서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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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특히 발주자 대리인

방식의 계약이 적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으로 하여금 모든 결정과정을 주도하도록 하

Red Book 12조의 내용을 삭제하고 대신 Test

고 있어 계약관리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역할

after Completion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 발주자 대리인에게 부여되고 있음을 인지
하여야 한다.

17조의 경우 이전 판에서는 Risk and
Responsibility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었던 것

4.4조항과 4.5조항의 경우, Yellow Book
과 Silver Book의 내용이 Red Book과 다른

을 Care of the Works and Indemnities로 변경
하였다.

데 그 이유는 Red Book의 경우 Subcontract
와 Nominated Subcontract를 5조에 할당

18조의 경우 이전 판의 19조의 내용을 포함

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Yellow Book

하고 있으며 이전 판에 사용된 Force Majeure

과 Silver Book의 경우 설계부분에 대한 내

라는 제목을 Exceptional Risks로 변경하였다.

용을 5조에 할당하고 그 대신 Subcontract와
Nominated Subcontract의 내용을 4조로 옮

이전 판에서는 보험을 18조에 규정하였었는

겨 놓은 것이다. 4.9조항에 이전 판에는 없었

데 개정 판에서는 19조로 위치를 옮겨서 규정

던 Compliance Verification System이 새롭게

하고 있다.

규정되고 있는 것도 눈 여겨 볼 사항 중 하나
이다.

20조의 경우, 이전 판에서는 시공자 클레임
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을 발주자 클레임까

개정판의 경우 6.12조항을 통해 Key

지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이전 판에서는 발주

Personnel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8조의

자 클레임을 2.5조에 별도로 규정하였었다)하

경우 8.4조항을 통해 Advance Warning에 대

였고, 이전 판에서는 20조에 분쟁해결 절차를

한 규정을 새롭게 둠으로써, FIDIC의 희망사

포함하였었는데 이번 개정판에서는 분쟁해결

항이기는 하나, 분쟁해결을 가급적 조속하게

절차를 새롭게 추가한 21조로 분리하였다.

해결하려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계약조건의 내용을 형식적인 측면
12조의 경우 Red Book의 경우 단가 계약

에서의 비교를 해 보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방식의 보상을 고려하여 검측과 조정에 적용

많이 바뀌었음을 이해하여야 하며, 세부적으

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Yellow Book

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 부터 주

과 Silver Book의 경우 통상 총액(Lumpsum)

제별로 다루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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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흥 시장의 발전 프로젝트 관련
법률 체계 - 인도네시아, 베트남 및 미얀마

정 안 나 셔먼앤스털링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박 세 라 셔먼앤스털링 법률사무소 어소시엣 변호사

1. 개괄

는 공통된 해결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 회원국의 에

세계에너지전망(WEO)이 최근 발간한 특별

너지체계는 전 세계 국가들의 에너지체계 중

보고서1)는미래에동남아시아국가들의에너지

가장 역동적인 축에 속하며, 지난 15년간 이

수요가급속도로성장할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

10개 국가들의 에너지 수요는 약 60% 증가하
였다.

이 특별보고서가 예측하는 주된 시나리오에
따르면 2040년까지 동남아시아의 경제규모가

아세안 회원국들은 각각 경제발전 단계가

다르며 에너지 자원 賦存 여건과 에너지 소비

것이며, 이중 도시인구만도 1억 5천만 명 이상

형태도 상이하지만, 이들은 증가일로에 있는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수요도 3분

에너지 수요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이면

의 2 정도 성장할 것이고 이러한 동남아시아의

서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충족시켜야만 한다

에너지 수요는 전 세계 에너지 수요 성장의 10

1) International Energy Agency, Southeast Asia Energy Outlook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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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1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가 공

Producer)를 통한 추가 발전용량을 확보함으

급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전력공급 제

로 국영 발전사의 발전용량을 보완할 수 있다

공이 동남아시아 정책결정자들에게 최우선 정

면 이는 투자자의 신뢰도 향상에 크게 도움이

책과제가 되고 있지만, 다양하고 방대한 지역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들에 전력을 보편적으로 공급하려면 여러모로
상이한 각 지역 공동체의 개별적인 특수 상황

WEO의 특별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정책결

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며, 특히 전력 서

정자들이 주목해야 할 주요 사항들로 투자유

비스가 공급될 지역의 법률 체제에 대한 충분

치, 효율성, 그리고 지역협력 및 통합, 이렇게

한 검토가 필요하다.

세 가지의 근본적인 도전 과제들을 지적하고

동남아시아 전력수요의 성장을 牽引하는 주

있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과적
이고 안정적인 법률 제도가 뒷받침되어 필요

된 요소는 주거지용 수요와 업무 및 서비스용

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자들이 안

등 건축물에서 오는 수요이며, 이러한 전력 수

심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제공할 때에야 비로

요는 2040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

소 가능할 것이다.

망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동남아시아의 미래
건축물의 전력 수요 중 대부분은 주거지 전

에너지 추세가 크게 정부 정책과 주요 에너지,

력 수요이며, 2030년대 말까지 연평균 4.4%가

경제, 환경 및 인구 지표의 상호작용에 따라 결

량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성장으

정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2) 전망되는 미래

로 주거지 전력수요는 산업분야의 전력 수요

의 에너지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력분야

를 능가하고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분야

의 지속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 전력 수요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십억달러(2016)

산업분야의 전력 수요는 오늘날 동남아시

석탄
가스
석유
전력송배전
파워플랜트

2040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하여 725TWh
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정적인 산업용 전
기 공급은 제조업 투자 유치시 투자자에게 매
력적인 조건이 되어주는 주된 요소 중 하나이
며, 독립발전사업자 (IPP: Independent Power

전력분야 투자가 전반적인 공급투자 측면에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그림 1▶동남아시아내 유형별 에너지 공급 투자3)

2) 상게서
3) 상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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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안정적인 법률체계의 유무가 핵심적인 요

젝트의 경제적 자립 가능성도 검토하도록 되

소가 될 것이다.

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아시아 3대 신흥시장(인도

이와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분야는

네시아, 베트남, 미얀마)의 전력개발 관련 現

2025년까지 99.7%의 전력화율을 달성하겠다

법률체계를 소개하고 이러한 에너지 개발 관

는 상당히 야심찬 (그리고 어려운) 목표도 설

련 법규들의 상호작용을 보다 상세히 고찰하

정했는데,5) 이에 따르면 적어도 총 80.5GW

고자 한다.

규모의 발전소들이 건설되어야 한다.6) 현재 인
도네시아의 전력화율 및 전체 소비량은 인도
네시아 열도 전역을 놓고 볼 때 지역별 차이

2. 인도네시아

가 상당하다. 비록 자바섬 서부지역처럼 산업
화된 지역은 전기 소비량이 주변국들보다 높

기회요소

지만, 전국 차원에서 보면 이들보다 떨어진다.
2014년 말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 증
가추세를 보이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고자

국가 평균으로 볼 때 전력화율은 2015년에 약
88.3%였다.

35GW의 신규 발전용량 확보를 목표로 하
는 야심찬 계획을 공표했다. 전력분야를 위한
「2014년 국가 에너지 계획(NEP)

4)

상주요계

획은아래와같다.

에너지광물자원부(MEMR: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국영기
업부(MoSOE: Ministry of State-Owned
Enterprises) 및 재무부(MOF: Ministry

●

2025년과 2050년까지 발전설비 역량을 각각

of Finance)의 감독과 통제를 받는 PT

115GW와 430GW까지 확충;

Perusahaan Listrik Negara (PLN)은 인도네시

1인당 전력 소비량을 2025년과 2050년까지 각각

●

2,500kWh 및 7,000kWh로 확대; 및
●

2020년까지 전국 전력화율을 100% 가까이 달성.

아의 발전을 거의 대부분 책임지고 있으며, 실
질적으로 송배전과 전력 소매를 독점하고 있
다. PLN이 실질적으로 독점체제로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민간분야도 송전선

2014년 국가 에너지 계획은 재생 에너지 자

망의 송배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

원의 개발도 요구하고 있고 재생 에너지 프로

다. 다만, 특정 송전선 구간은 독립발전사업자

4)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부 법률 제 79호/2014 (the 2014 NEP).
5)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PLN 전력공급사업계획(Rencana Umum Penyediaan Tenaga Listrik - the 2016 RUPTL)에 기반한 정부 계획
에 따르면, 전력화율을 2019년까지 97.4%, 2025년까지 99.7%로 높이도록 되어 있다.
6)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PLN 전력공급사업계획(Rencana Umum Penyediaan Tenaga Listrik 혹은 RUPTL),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
원부(MEMR) 2016년 6월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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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P)가 설치해야 하며, 특히 격오지에 발전소

량을 계속해서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달성이

를 건설할 경우 가장 인접한 PLN 변전소까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용량 부족 상황이 지

전력을 연결해야 한다. 송전선이 완공되면 통

속되는 이유로 투자자들은 흔히 아래와 같은

상적으로 그 소유권이 PLN에게 양도된다.

이유들을 지적한다.9)

PLN은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2025년까

●

규제 분야의 불확실성

지 19%로 증가시킨다고 목표를 확대 하면서

●

정부기관간 조율 부재

동시에소비자의전기료를인하시키겠다는목표

●

금융 조달의 어려움

도추진하고있다. 물론 이러한 목표치는 NEP

●

전력구매계약 협의 및 각종 인허가 획득의 지연

에서 제시된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

●

적절히 위험이 배분되고 표준화되어 금융조달이 가

7)

율을 2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국가 에너지

능한(bankable) 전력구매계약 (PPA)의 부재

종합 목표(national energy mix target)보다 여

●

정부 보증의 부재

전히 낮은 수치이기는 하다.

●

부적합한 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차액지원 제도
(FiTs: Feed-in Tariffs)

●

조달 및 신규 프로젝트 입찰시 투명성 부재

●

송배전 정보 미비 (인도네시아 열도에 600개의 독
자적인 송전선망과 8개의 주요 네트워크가 있다는
사실로 문제가 한층 더 深化)

계약 구조
그림 2▶35GW 프로그램 진전 현황8) (상기 도표는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으로 추진된 7GW 발전사업은 제외. 동 사업은 적
어도 건설단계까지 달성. 자료: MoEMR Presentation at Seminar
on Renewable Energy, Indonesia Electricity Development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6 April 2017, p 15)

여타 국가들과 달리 인도네시아의 전형적인 전
력구매계약 구조는 정부와 프로젝트 발전사간에
별도의 「이행계약 (Implementation Agreement)」
및「사업권 讓許계약 (Concession Agreement)」
에
기반하지 않고 있다. 즉, PLN과 체결하는 전력

해결과제

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을 통해서만 정치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

위와 같은 목표는 목표용량이 실제 설비용

을 수 있다.

7)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PLN 전력공급사업계획(Rencana Umum Penyediaan Tenaga Listrik - the 2016 RUPTL)
8) PWC/APLSI Report, Powering the Nation: Indonesian Power Industry Survey 2017, May 2017.
9) PWC/APLSI Report, Powering the Nation: Indonesian Power Industry Survey 2017, Ma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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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발전 프로젝트가 어떤 종류의 사업

현지 은행간「3자 환전 계약 (Tripartite

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인도네시아 인프

Converting Agreement)」을 체결. 프로

라 보증 기금 (IIGF: Indonesia Infrastructure

젝트 발전사가 PLN에게 청구한 미 달러

Guarantee Fund)」의 보증

10)

혹은전력구매

화 금액을 프로젝트 발전사가 수령할 수

계약상 PLN의 지불의무를 보증한다는「사

있도록 현지 은행이 PLN으로부터 수령

업타당성 서한(BVGL: Business Viability

한 루피아화를 발전사가 청구한 미달러

Guarantee Letter)」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

화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환전을 제공하

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보증은 갈수록 드물

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상세히 규정되어

어지고 있으며 PLN의 지불의무에 대해 정부

있음.

가 별도의 정부 지원이나 보증을 제공하지 않
는 것이 최근 추세이다.

(2) 프로젝트 발전사가 PLN측에 청구한 미
달러화를 실제로 프로젝트 발전사가 미
달러화로 지급받기 전까지는 (인도네시
아 루피아화로 전력료를 지급 받았어도)
전력구매계약상 PLN의 지불의무가 해
소되지 않도록 관련 전력구매계약 지불
조건 개정.

그림 3▶인도네시아 투자 구조

최근의 규정 변화

새로운「통화법」으로 인해 PLN은 발전사에

에너지광물부(MEMR)는 2017년 50여개

게 지불하는 전력요금(tariff)의 외환 지불분을

의 신규 규정을 발표하였다. 물론 전력화의

더 이상 미 달러화로 지불할 수 없게 되었으며

증진과 더불어 효율적이면서 공정하고 투명

전력요금 전체를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로 지불

한 전력 공급을 촉진시킨다는 의도가 있었지

11)

해야 한다.

이로 인해 환전 과정에서 수반될

만 이 규정들은 투자자들의 심각한 우려를 야

수 있는 위험을 완화하고자 다음과 같은 종합

기시켰으며, 투자자들은 이러한 규정이 향

적인 대책이 마련되었다.

후 독립발전사업자 (IPP) 의 금융조달가능성
(bankability) 및 경제적 자립능력에 타격을 줄

(1) 프로젝트 발전사, PLN 및 인도네시아

수도 있다고 보았다.

10) 인도네시아 인프라 보증 기금(IIGF)는 독립적인 국영기업이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IIGF는 2009년 12월 정
부규정 2009/35호에 따라 인도네시아내 민관파트너십(PPP) 인프라 프로젝트의 평가, 조직화, 클레임 지불 절차 및 정부담보 제공를
위한 유일한 기관(단일 창구)이 되도록 설립되었다.
11) 전력구매계약상 계약파기시 보상금 (termination payment)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미 달러화로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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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ment)의 지급도 포함된다.)

래와 같다.
규정 2017/10호가 발효되었을때, 이 규정은

(1) PPA 위험부담의 법률화

PLN의 송전선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불가
항력이 발생한 경우 또한 법률개정으로 인한

에너지광물자원부(MEMR) 규정 2017/10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전사와 PLN 양측 모두

호 (공표 이후 곧이어 MEMR 규정 2017/49

가 이와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

12)

호로 개정) 는 PLN과 독립발전사업자간에

상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

향후 체결될 신규 전력구매계약의 핵심 조건

다. 다행히도 최근 체결된 PPA 사례를 보면 위

들을 다루고 있으며, 주요 위험요소들의 분담

와 같은 상황에서 발전사가 부담해야 하는 위

및 계약 구조 (건설(Build) -소유(Own) -운

험분담은 제한적으로 보이며, PLN의 요구사

영(Operate) -양도 (Transfer) (BOOT) 방식)

항은 PLN이 발전사에게 지급해야하는 매출손

를 다루고 있다.

실 보호금의 지급이 해당 문제발생 즉시 개시
되지 않고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어느정

이 규정에 명시된 대부분의 사안은 기존에

도의 불이행선언유예 기간 이후부터 지급되도

PLN이 체결한 전력구매계약의 전형적인 조건

록 하는 것이다.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재무상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지만, 몇몇 사안들

태를 검토 후 이에 따라서 최장 허용가능한 불

을 살펴보면 위험요소의 책임이 전가되었음을

이행선언유예 기간을 설정한다면 이러한 위험

볼 수 있다.

요소는 관리가 가능할듯 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법개정에 따른 위험」과

(2) 독립발전사업자(IPP) 전력요금 상한선 설정

「PLN의 송전선망의 손상」의 경우이다. 이 규
정이 발효되기 전에는 PLN이 이 두 가지 위험

재생 및 화력 발전 프로젝트의 전력요금

을 모두 부담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독립발전

(tariff) 상한선을 설정하는 새로운 규정이 도

사업자(IPP)는 이로 인한 완공지체에 대한 시

입되었다. 이러한 상한선은「전년도 평균발

간적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전비용 (Generating BPP)」과 연계되어 있으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는 발

며, 이는 특정 지역의 전년도 평균 발전비용

전사의 매출손실 보호금인 간주용량에 대한

을 의미한다. 이는 일종의 벤치마크로 활용되

전력료 (deemed capacity payment) 및 판매로

어 발전비용 인상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

간주된 전력에 대한 전력료 (deemed dispatch

Generating BPP는 매년 에너지광물자원부가

12) 이 규정이 간헐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이나 소규모 수력 발전(10MW 미만), 바이오가스, 도시생활고형쓰레기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
는다는 점에도 주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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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N의 전년도 데이터에 근거한 제안서를 검

2017/48호(기존 2017/42호를 폐기하고 대체)

토 후 설정한다.

의 발효 이후에는 이로 인하여 독립발전사업
자(IPP)의 각종 정부보고 의무가 추가되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에
서 우려를 야기했다. 규정 2017/12호에 따르

주주 및 발전사의 핵심 임원 교체에 대한 에

면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발전전력에 대하여

너지광물자원부(MEMR)의 추가적인 감시에

책정 가능한 전력요금의 최고 금액은 해당 프

덧붙여 이러한 규정들은 지분 양도에 추가적

로젝트 소재지의 Generating BPP의 85퍼센트

인 제약을 가하게 된다.

(프로젝트 소재지의 Generating BPP가 국가
평균 이상일 경우)이거나, 프로젝트 소재지의

발전사 지분을 양도하려는 사업주가 90%이

Generating BPP (프로젝트 소재지의 전년도발

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타계열사에 발전사

전비용이 국가평균 이하일 경우)이었다. 국가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업적

평균 Generating BPP는 현재 킬로와트 당 미

운영 개시일(COD: Commercial Operation

화7.39 센트이다. 이로 인해서 재생에너지 개

Date) 이전까지는 사업주의 발전사의 지분 양

발업자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는데, 그

도가 전면 금지되었다.

이유는 Generating BPP가 낮은 지역은 대부분
이 발전비용이 저렴한 기술에 (특히 석탄 독립

또한 대주단이 담보를 설정한 발전사 주식

발전사업자(IPP)) 의존하고 있었고, 이것은 재

에 대한 강제 집행시 대주단에게 해당 주식에

생 에너지 발전소의 전력요금을 산정하기에

대한 지분양도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

그다지 적절한 대용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은 대주단에게의 지분양도제한에 대한 예외조
항도 없다. 물론 발전사의 지배구조에 해외 지

이후 2017년 8월에 통과된 규정 2017/50호

주기업을 추가적으로 설립하고 이들의 지분에

는 다행이도 재생발전소의 전력요금을 산정할

대한 담보를 설정 후 강제집행시 인수받는 형

때 해당 지역의 Generating BPP가 국가 평균

식으로 이러한 제약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을

이하혹은 동일할 경우, 위와 같은 상한선을 적

수도 있지만, 대주단에게 제공되어야 할 담보

용하지 않고 전력요금을 PLN과 직접 협상할

에 복잡한 절차가 추가된 것이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PLN 참여
(3) 지분 양도 제한
전기 인프라 개발 가속에 관한 「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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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독립발전사업자(IPP)가 PLN과 체

2016/4호」에 따르면, PLN은 수의계약 방식

결한 전력구매계약의 조건하 각종 규제를 받

(PLN의 현재관행)으로 프로젝트를 발주하거

아왔으나 에너지광물자원부(MEMR) 규정

나, 아니면 PLN 자회사가 발전사의 51%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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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는 신규 체제를 통해 발전 프로젝트를 개

의 49% 합작파트너인 사기업측은 잠재적으

발할 수 있다.

로 과반수 이상의 자본금을 조달할 의무를 부
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PLN자회사가
부담해야 할 자본금중 일부 및 대주단이 요구
하는 사업주 보장 (sponsor support)도 포함된
다. PLN 자회사와 사기업 파트너간의 협상과
정에서 이 분야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림 4▶PLN 지분 참여

신규 사업의 참여요청서(RTF)는 또한 새로

이와 같은 새로운 사업 구조는 세계은행의

운 체제하에서의 발전소 운영 및 관리 (O&M)

불이행 확약(negative pledge), 주주의 자금조

도 PLN자회사가 책임지도록 간주하고 있는

달 의무, 기업지배구조 방식 등 분야에서 많은

데, 이는 기존에는 통상적으로 민간 분야에 위

쟁점을 야기한다.

탁되어 대체로 발전사 운영경험이 있는 사기
업 주주의 자회사에게 위임되어 왔다.

세계은행의 자금대출 규정에 따르면 인도네
시아는 “공적 자산(public asset)”을 국제 대주

이러한 새로운 체제에서 나올 수 있는 또 다

단들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시하

른 주요 쟁점으로는 독립발전사업자(IPP)의

는 불이행 확약상 의무가 있다. 세계은행이 명

기업지배구조 방식이 있다. 독점구매자(off-

시하는 공적 자산에는 인도네시아 공화국이나

taker)측이 다수 지분을 보유하는 중동지역과

지방정부의 그 어떠한 자산, 인도네시아 공화

같은 여타 지역에서는 발전사의 일상적인 통제

국의 이익을 위해 운영, 소유 혹은 통제되는 모

와 이사회는 의결권은 독립발전사업자(IPP) 경

든 단체가 포함된다. 비록 “공적 자산”의 정의

험이 많은 사기업 주주에게 일임된다. 이와 달

가 상당히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발전사 지분

리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체제에서는 발전사의

의 51%가 PLN 자회사의 소유라는 점을 고려

과반수 지분소유자이자 운영관리자, 그리고 독

할 때, PLN 자회사의 지분에 관해서 혹은 발

점구매자 (off-taker) 역할을 모두 맡은 PLN

전사 자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주단에게

자회사의 역할간 이해충돌이 사기업 합작파트

담보가 제공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 이것

너와의 주요 쟁점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은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 해결되
어야 할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요컨대, 인도네시아가 역사적으로 아시아에
서 가장 활발한 투자가 일어나는 시장이기는

이렇게 새로운 체제하에서 제시된 신규 사

하지만, 규제 체제의 변경과 새로운 구조의 도

업의 참여요청서 (RFP)에 따르면 PLN자회사

입으로 인해 금융조달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41

K-BUILD 특집

보이며 이러한 쟁점이 어떤 식으로 해결이 가

사용 증가에 기인한다. 2016년에서 2020년

능할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신규 체제로 인

기간중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동 기간동

해 막대한 투자금이 요구될 것이며 민간 분야

안 전력부족이 예상된다. 아울러, 2020년까지

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매년 평균적으로
4,000MW의 추가 발전용량이 확보되어야 할

3. 베트남
기회 요소

것으로 전망이 된다.
전력분야 정책과 관련 규정 승인 권한은 총
리에게 있다. 산업통상부(MOIT: Ministry of

인도네시아와 같이 베트남도 전력 수요가

Industry and Trade)는 에너지 분야 관리를 담

높으며,「제7차 전력개발계획 (the seventh

당하며, 개혁구상과 국가에너지개발계획(총

power development plan)」에서도 전력 분야

리의 재가 필요)을 구상하고 이행을 감독한

가 우선순위 분야로 선정되었다. 아울러, 이 계

다. 또한, 산업통상부는 전력분야의 신규 투

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역량을 획

자를 검토, 승인, 공표하며, 국가 전력 체계와

기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있다.

연결된 전력 도소매업자 및 발전, 송배전 사
업에 연관된 업체에 대한 인허가권도 갖고 있

베트남은 교역규모가 GDP의 1.6배인 3,400

다. 에너지총국 (The General Directorate of

억 달러에 달하고, 2016년에는 총 3,000억 달

Energy)은 전반적인 에너지 기획 및 정책을 담

러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였다. 인구가

당하고, 에너지 개발 계획과 지방 및 지역 에너

거의 1억에 달하고 총 인구의 60%가 35세 미

지 개발 계획에 대한 평가하고 결과를 산업통

만인바, 베트남 정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

상부 (MOIT)에 보고하며, 건설(Build)-운영

지 6.5%에서 7%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Operate)-양도(Transfer) 방식의 전력 프로젝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도 관리한다.

베트남의 최근 급격한 산업화는 전반적인

총리에게 직접 보고하는 국영기업인 베트

에너지 수요를 증가시켰으며 특히 전력에 대

남 전력공사(EVN: Electricity of Vietnam)는

한 수요를 증가시겼다. 베트남 정부는2020년

베트남 최대의 전력 구매자이며 송배전 독점

까지 매년 10-12%가량 전력 소비가 증가할

권을 보유하고 있다. EVN은 대규모 수력, 석

것으로 자체적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외부 평

탄 가스 발전소 등을 통해 23,580MW를 발

가 기관들은 연간 9%대의 성장률을 예측하고

전하여 베트남 국가발전 총량 38,553MW중

있다.

61.2%를 차지한다.

이러한 전력수요는 산업 및 주거 분야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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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ion), 하노이 전력사(Hanoi Power
Corporation) 및 호치민전력사(Ho Chi Minh

회사(Vinacomin) (Vietnam National Coal-

City Power Corporation)가 독점권을 갖고 있

Mineral Industries Holding Corporation

다. EVN에 따르면 전력화율이 도시지역은

Limited)는 베트남내 최대 독립발전사업자

99.85%, 지방가구는 98.88%에 달하고 있다.

(IPP)이며, EVN과 PVN, Vinacomin이 베트
남 전체 발전 용량의 75%를 차지한다. 이 기

EVN은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중

업들은 모두 현재는 국영기업들이지만, PVN

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수출진흥, 내수시장

은 민영화를 진행 중이고 EVN및 Vinacomin

성장 및 투자 확대, 이렇게 세 가지 핵심 동력

도 민영화될 계획이라고 한다.

에 기반한다. 베트남은 아울러 현재 기업환경
개선과 경쟁력 提高에 집중하고 있다. 베트남

13)

표 1▶2015년 12월 31일 현재 발전현황

의「국가에너지 개발전략 (2020년 및 2050년

소유주

발전규모( MW)

비중(%)

EVN

23,580

61.2%

PetroVietnam

4,435

11.5

Vinacomin

1,785

4.6%

BOT 및 여타 투자자

8,753

22.7%

총계

38,553

100%

비전14))」은 다음과 같은 정책과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

에너지 자원 개발을 통한 에너지안보 확보: 석유제
품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한 자국내 에너지 자원 활
용, 합리적인 석탄 수출입 (연간 석탄 수출 감소), 지

EVN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

역내 에너지 시스템 연계, 석유 보유량의 증가, 에

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경제를 위한
핵심 전력 공급업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점

너지 안보와 국가방위, 국가안보의 조합
●

에너지 가격 정책을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주요 정

진적으로 노력하면서 효율성과 생산성도 향상

책으로 간주: 독점체제 및 에너지 생산과 공급 분야

해야 한다.

에서의 보조금 조속 제거, 시장체제에 따른 에너지
가격 결정, 조세정책과 여타 정책수단을 통한 정부

송전 권한은 국영전력송전공사(NPTC:
National Power Transmission Corporation)

의 에너지 가격 규제
●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바이오연료, 원자력 개발 우

가 독점하고 있다. 배전과 공급은 EVN

선시(이중 원자력 개발은 개발대상 중 후순위인 것

의 5개 자회사인 북부전력사(North Power

으로 관찰): 에너지원 모색을 위한 해외투자 장려,

Corporation), 중부전력사(Central power

에너지 개발 관련 경제 부문간의 균등한 발전 추구

Corporation), 남부전력사(South Power

를 위한 정책 수립

13) EVN, 2016 Vietnam Electricity Annual Report.
14) Decision No. 1855/QD/TTg: 2020년까지의 국가에너지계발전략과 2050년까지의 관련 전망을 승인.(총리가 2016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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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

에 약 1,238억 달러가 소요되어 매년 68억 달

해 에너지 集約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요건 마

러를 지출해야 할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련: 에너지를 절약하는 신장비 및 신기술 사용 권장

66%가 발전소에, 그리고 33.4%는 전력망 개

보다 개선된 환경관리 방식으로 採鑛및 에너지 사

발에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을 실행하도록 하는 환경보호 정책 수립: 개선되
고 합리적인 환경기준 적용

민간 분야, 그리고 특히 해외투자의 역할
이 베트남 전력 시장에서 더욱 확대되고 있

개정된「 제7차 전력개발계획(Power

다. 대부분의 해외투자는 건설(Build) -운영

Development Plan VII)」은 재생에너지와 전력

(Operate) –양도 (Transfer) 프로젝트(BOT)

시장 자유화를 강조하고 있는바, 이 계획에 따

형식으로 추진되며, 해외투자자가 발전소를

르면 베트남은 현재 수십 MW에 불과한 태양

건설하고 특정기간 동안 운영하여 이익을 확

광 발전량을 2020년까지는 850MW, 2030년

보한 다음 베트남 정부에 양도한다.

까지는 12,000MW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아
울러 5년 후에 연간 전력 수요가 2.4배 증가,

계약구조

즉 매년 10%에서 12% 증가하여 2020년에는
245 TWh, 2030년에는 559 TWh에 달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재생에너지 개발을 장려하기

일반적인 계약 구조는EVN과의 전력구매계
약 (PPA)으로 이루어진다.
대규모 화력 발전소는 통상적으로 BOT 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약 (사업권 양허계약)과 정부 보증 및 確約의

2015년 11월 25일에 발표된 2068/QD-TTg

혜택이 제공되었다. 이러한 혜택은 풍력이나

(2068호 결정문)은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태양광 발전의 경우 제공되지 않았는데, 재생

제공하고 있다.

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강조를 감안할
때 정부 보증의 부재는 재생에너지 투자 및 개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필요한 고정자산에 투입되

발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는 자산과 내수시장에서 조달할 수 없는 재료와 반
제품 대한 무관세 적용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시 법 개정 위험

●

법인세 면제 혹은 감경

요소와 같이 주재국 정부가 일반적으로 부담

●

토지 임차료 면제 혹은 감경

하는정치적 위험요소가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

●

파일럿 프로젝트(예비 사업) 연구 및 기술에 대한

지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베트남 정부의 보장

정부 자금 지원

이 결여된EVN의 독점구매(offtake) 의무에 대
한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해소되어야 하는데,

EVN은 향후 20년간 국가전력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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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으로 설정되며, 계약종료 시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연장 가능
●

독점구매(offtake): 발전 전력의 직접 구매자는
EVN으로, 베트남의 타 독립발전프로젝트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EVN이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허가된
전력구매자임. 이에 따라 기업투자자들이 프로젝트

그림 5▶베트남 계약구조

개발업자로부터의 직접 전력 구매가 불가능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강조

투자자본: 현존 규정에 符合하는 한 국내외에서
자본 충당 가능. 2017년 3월 31일 발표된 시행
규칙 32호/2017/-ND-CP에 따르면 태양광 발

재생에너지 증진노력의 일환으로써 베트

전 프로젝트 투자자들은 운용자본을 제외하고 전

남 정부는 재생에너지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

체 자본의 70%까지 베트남개발은행 (Vietnam

해 조세 혜택,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전력 우선

Development Bank)에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최

구매 의무화 및 표준 전력구매계약서(model

대 상환기간은 12년까지 가능. 이자율은 베트남 개

PPA)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였다.

발은행이 발행한 5년 만기 채권의 가중 평균치
●

예를 들면 산업통상부(MOIT)는 2017년

우, 고정 자산에 투입되는 수입품에 대해 수입관세

4월 유틸리티 규모의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utility-scale solar projects) 발전차액제도

면제
●

법인세: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부과되는 법인세
혜택은 「우선순위 프로젝트」와 유사15)

(FiT: Feed-in Tariff)와 지붕설치 태양광 발전
에 대한 요금상계제도(net metering scheme)

수입관세 면제: 모든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경

●

토지: 태양발전, 송전선 및 그리드에 연결된 변압

를 발표했으며, 태양광발전을 위한 표준 전력

기는 토지이용료나 임차료가 면제. 베트남 지방인

구매계약서 양식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특징

민위원회(Provincial People’s Committee)가 태양

은 다음과 같다.

광발전 프로젝트를 위해 투자자들에게 토지 할당
예정

●

발전차액제도(FiT): 유틸리티 규모의 태양광 발전차
액인 VND2.086/kWh (US$0.0935)을 미 달러화

●

그러나, 여전히 계약 구조상 많은 중요한 쟁

와 베트남 동화간 환율 변동에 따라 변동

점이未決상태이다. 가령, EVN의 지불의무나

기간: 전력구매계약기간은 상업적 운영일로부터

정치적 위험요소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정부의

15) 베트남 총리는 시행규칙 34/2015/QD-TTg에 서명하여 우선순위 프로그램과 정부가 보증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프로젝트 명단을
공개하였다. 우선순위 프로젝트에는 첨단기술, 에너지, 광물개발 및 처리, 혹은 국가의 사회경제개발 방향 지침에 따른 상품제작 및
수출 서비스 분야가 포함된다. 이들은 공공투자법에 따른 국회가 명시한 주요 국가 프로젝트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아울러 투자
법에 따라 투자가 진흥되는 지역에 있고 관련 분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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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이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송전선망 관련

도나 접근법이 상당히 자주 바뀌기 때문에(개

위험요소에도 노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요소

별 프로젝트별로 상이하며 단일 프로젝트 협

들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금융지원조달이

상기간 중에도 변경) 투자자들이 투자하고자

어려워지게 되며 풍력 발전의 경우도 이와 유

고려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를

사한 상황이다. 그 결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파악하기가 어려워진다.

의 전력구매계약의 금융조달 가능 여부에 대
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 외환 위험

에너지 분야의 전반적 해결과제

외환 위험은 프로젝트 협상과정 도중에 위
험분담이 전가된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최

비록 베트남 정부가 투자 원천을 다원화하

근까지는 전력구매계약상 베트남 동화로 지급

고 BOT(건설(Build)-운영(Operate)-양도

된 전력요금을 미 달러화로 환전할 수 있을만

(Transfer)), BOO(건설(Build)-소유(Own)-

큼의 외환보유를 보장해 주겠다는 정부 보증

운영(Operate)), PPP(민관협력/Public-Private

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현재 정부

Partnership) 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투

보증범위는 전력구매계약상 요구되는 미 달

자 유치를 진흥했지만, 베트남은 여전히 많은

러화의 30%에 한정된다. 나머지 70%에 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전기료가 여전히 낮으

해 어떠한 지원이 제공될지에 대해 많은 논쟁

며, 기존 화력 발전소가 경제적인 가격에 석탄

이 있었고, 결국 베트남 중앙은행(State Bank)

을 구매할 수 없어서 신규 발전소 사업도 매력

은 잔여 70%가「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을 잃게 되었다. BOT 방식의 계약 절차가 투

(“assist by delivery”)」고 동의했다. 이러한 지

자자들에게는 여전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관

원이 비록 30%에 해당하는 보증과 동일하지

련 정부 지침도 불충분하며, 장비가격이 인상

는 않지만, 요구되는 미 달러화의 나머지 70%

되어 생산비용이 증가함으로써 발전소 프로젝

를 전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처럼 보인다. 그

트의 수익성을 떨어트렸다.

러나 70%를 전달 받기까지 상당한 기간(4주)
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중 환율 변동

그 외 다른 해결과제로는 규제의 불확실성,

위험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환 위험, 전력구매계약 파기시 지급되는 보
상금의 상한선 설정 등 인도네시아의 경우와

(3) 계약 파기시 보상금 지급

유사한 문제들을 꼽을 수 있다.
전력구매계약(PPA) 파기시 지급되는 보상금

(1) 규제 제도의 불확실성

관련, 최대 보상금액의 설정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와 대주단이 투자금, 금융비

사업권 양허계약에 대한 베트남의 규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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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산업통상부(MOIT)는 이 보상금의 상한

2.5%) 등이 있다.16) 하지만 이러한 발전설비는

선을 상당히 축소하여 대출금, 파생계약 파기

수력발전시설이 최대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비용 및 지분투자금 등 전체 피해 금액을 보상

건기 중에는 총 보유전력의 36%만 전력을 제

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힌다.

공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7) 미얀마의 1인
당 전력 소비량은 이웃 동남아 국가들보다 뒤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사업주들이 고려한

떨어지며, 현재 설치된 발전 용량이 약 5GW

주된 접근은 협상을 통해 완전한 보상을 요구

이지만 최대 발전 능력은 2.5GW에 불과하다.

하는 기본 입장을 관철하는 방식 외 차선책으

2016년 2월 전력수요가 2.5GW로 최고조에

로, 전체 계약 파기 보상금 중 사업주 지분의

달한 이래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얀마

보상에 대한 위험요소의 수용으로, 적어도 대

는 발전 용량을 급속히 확충시킬 필요가 있다.

주단과 파생계약 상대방이라도 완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려는 것이다.

발전을 위한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전력화와 전기 사용량은 세계에서

4. 미얀마

가장 낮은 수준이며 소비자의 65% 정도는 전
국 송전선망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산

기회 요소

업설비들이 가격이 비싼 보조 발전기에 의존
하고 있다. 여러 농촌 지역은 전기화율이 전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국 평균인 25%보다 현저히 낮다. 이에 덧붙여

Intelligence Unit)에 따르면, 미얀마 경제는

현행 송배전 시스템의 기술적, 비기술적 전력

2012년부터 2017년 까지 평균적으로 매년

소모율이 2003년에는 무려 30%에 달했으며,

7.5% 성장하는 등 급속히 발전하였다. 수십년

2011년에는 27%로 다소 낮아졌다.

간의 고립 이후 경제성장의 출발점이 낮았다
는 점을 고려할 때, 미얀마는 앞으로도 몇 년간
은 7%이상의 성장을 지속하면서 따라잡기 전
략에 의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기되고 있다.
미얀마는 약 4,764MW의 발전시설을 보
유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수력발전
이고(2,820MW, 59.2%), 가스화력 발전
(1,824MW, 38.3%), 석탄 발전(120MW,

16) 아시아개발은행이 2016년 12월에 발행한“미얀마 에너지 분야 평가, 전략 및 로드맵.”
17) VDB의 2017년 보고서“미얀마 발전분야의 해외자본 투자 법률 및 규제 체계: 분석 및 개혁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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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마얀바 발전 사업은 전기에너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합의각

지부 (MOEE: Ministry of Electricity and

서(MOA: Memorandum of Agreement)를

Energy)가 금융조달과 건설 및 운영을 맡아왔

체결한다. 최근에는 합의각서를 진행통지문

으며, 사기업의 참여는 제한적이었다.

(Notice to Proceed)으로 대체하는 추세이다.
합의각서 또는 진행통지가 체결되면 전력구매

이를 지원하고자 미얀마 정부의 정책은 갈
수록 자유화, 분권화, 및 전력 분야의 해외투자

계약서, 연료 공급 및 토지 임대 계약들이 체결
된다.

개방을 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국 독립
발전사업자(IPP)들은 전면적인 전환기에 들어

계약구조

선 미얀마의 법령 체제에 직면하고 있다.

해결 과제
미얀마는 여전히 “신흥”시장으로 관련 규제
체제가 계속 진화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나
가는 과정에 있다. 미얀마의 새로운「전기법」
이 2014년 10월 27일 제정되었다. 이 법은 상
당히 개괄적이며, 전기 분야의 관리에 대한 기
본틀을 제시한다. 또한 여러 기본 원칙과 개념
을 명시하며 관련 정부기관들과 개혁 내용을
열거한다.

합의각서는 사업권 양허합의문 역할을 하며
미얀마 정부가 양허를 제공하고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겠다는 법적인 공약을 설립한

현재로서는 비용이나, 법률용어, 환경적 측

다. 또한 BOT(건설(Build)-운영(Operate)-양

면 및 전력분야 투자의 여타 측면 등에 관한 상

도(Transfer) 계약에 관한 기본합의를 설정하

세한 규정이 거의 없다. 전력 분야 투자에 관한

고, 이에 따라 미얀마 정부와 BOT 합의 체결

규정 대부분은 사업권 양허(concession)를 명

상대방인 미안마 법인의 지분의 100%를 해외

시한 프로젝트 계약 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투자자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합
의각서의 형태로 양허가 제공되기 전에 내각

발전사가 정부나 관련 국영기업들과 다양

의 승인을 거친다.

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몇 년이나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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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도 있다. 이 과정은 통상적으로 구속력

미얀마전력공사(EPGE)가 공공기업 혹

이 없는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은 사기업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한후

Understanding)의 체결을 시작으로 투자자가

Electricity Supply Enterprise(ESE), Yan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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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Electricity Supply Corporation(MESC)등 분
권화된 다양한 기관들에게 전력분배를 위해
전력을 판매한다.
최근에는 보다 구체적인 전력구매계약

정부가 발전사에게 정부 보증을 제공할수
있는 방식에는 현재 두 가지가 있다.

●

합의각서(MOA)에 구매자의 지불 의무에 관해 전

(PPA)이 다수의 가스화력발전소 프로젝트에

기에너지부(MOEE)로부터 계약서상 보증을 제공

사용되었으며 이중 일부는 이미 상업적으로

하는 방식 또는

운영되고 있다. 기존 전력구매계약(PPA)과 구

●

「공공부채관리법」에 의거, 기획재정부 (MOPF)의

별되는 차이점들은 전력구매계약(PPA)이 금

정부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 (이는 일반적으로 발전

융조달이 가능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주

사의 대출금 금액에 보증 규모가 한정된다고 간주

요 조건인 의무인수(take-or-pay) 구매 약속,

된다)

불가항력 조항, 요금 조정 및 파기시 보상금 지
불 등의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

최근 긍정적 소식은 새로운 법안의 초안을

지만 이러한 핵심적 요소들이 반영된 전력구

미얀마 정부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데 만약

매계약을 표준 전력구매계약(PPA)이라고 간

이 법안의 입법이 실행된다면 정부보증의 범

주하기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일관적이

위가 국영기업의 지급의무를 포함하게 된다는

지 않다.

것이다. 이 법안 초안은 2017년 말까지 확정
되어 의회에 제출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발전사에게 지급되는 전력요금은 실질적으
로 투자자와 전기에너지부 (MOEE)간의 협상

향후 어떤 프로젝트가 기획재정부(MOPF)의
보증을 받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을 통해 책정이 되며, 프로젝트별로 요금차이
가 상당히 날 수도 있다. 전력요금은 해당 프로

전력요금 통화 관련, 2016년에 서명된 모든

젝트의 발전방식, 발전소 소재지, 개발업자로

전력구매계약은 미 달러화로 전력요금을 지불

부터 필요한 투자 규모, 최종 사용자 등 요소들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2017년에 체결된

에 따라 최종 사용자가 지불하는 가격, 연료 가

신규 프로젝트들은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전

격, 혹은 여타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책정된다.

력요금이 현지 화폐로만 지불되도록 되었다.

핵심 위험분담 쟁점 - 정부 지원 및 비용지불
통화

최근 이러한 분위기가 다시 원상복귀될 조
짐이 있는바, 미얀마 정부는 금융조달이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특히 미달러화로 금융조달

해외 투자자들과 관련된 두 가지 핵심 위험

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의 경

분담 쟁점은 정부보장과 전력요금 통화라 할

우, 전력요금의 전부 혹은 전력요금 산정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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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해외통화부분에 해당하는 일부라도 미 달

실질적인 어려움과 불확실성은 전력 프로젝트

러화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

에 관한 외국 투자에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으

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물론 좀더 관망

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 필요하다.

5. 결론
세부 규정이나 정부로부터 발행된 표준형
전력구매계약이 부재한 상황에서 전력 투자

이처럼 상이하면서도 흥미로운 3개국의 상

에 관한 상업적 조건들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

황은 신흥시장에서의 전력 프로젝트를 추진

이 어렵다. 전력요금은 별도의 규제를 받거나

할 때 접할 수 있는 문제점의 일부만을 보여주

발표되지도 않을뿐더러 정부와 각각 개별적인

고 있다. 불과 3개국의 상황을 통해서도 공통

협상을 통해 책정되어지고 있다.

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이 가능하며, 개별 정
부도 유사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 외환,

여타 중요한 상업적, 재정적 고려 요소인 요

규제체제의 변화, 정부 보증 제공 여부 및 수

금 인상, 의무인수계약, 계약파기에 따른 보상

준, 양허 부여 조건의 잦은 변동 및 표준 양식

금 지불 조건, 通貨, 대주단의 경영관리권 조

부재 등이 대표적이다.

건 등도 개별 협상에 달려 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예측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 국가들은 실질적으로 전력확충이
확실히 필요하기에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얀마의 기회와 수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결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
셔먼앤스털링 소개
셔먼앤스털링은 지난 140여년간 전세계 유수의 기업, 금융기관, 신흥성장기업, 국영기업, 정부 및 정부 단체들을 상대로
통찰력있고 가치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에 전념해왔습니다.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셔먼앤스털링은 전세계 곳곳에 있는 법률 사무소를 활용하여 고객들에게 정확하면서도 차별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해드
리고 있습니다. 60개 언어로 법률 자문이 가능하고, 홍콩,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EU, 아프리카 (비스니스
사법표준(OHADA)), 사우디의 법률 뿐만 아니라 두바이 국제금융센터법과 아부다비 글로벌상법 등을 전공한 변호사들
을 보유하고 있는 셔먼앤스털링은 단일 통합 파트너십 법률회사이며, 아시아, 미주, 유럽 및 중동 지역에 소재한 20개 법
률사무소와 약 850명의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셔먼앤스털링의 주요 자문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부패 및 외국부패관행법(FCPA), 독점금지, 항소절차,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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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형법, 규제 및 집행, 파생상품 및 구조화상품, 신흥성장, 환경, 금융, 금융 제도자문 및 금융 규제, 금융기관
심사 및 집행, 금융구조조정 및 파산, 지적재산권 소송, 지적재산권 거래, 국제중재재판, 통상 및 투자, 투자펀드, 이슬람
금융, 레버리지 금융, 소송, 인수합병, 사생활 및 데이터 보호, 개인고객,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 민영화, 프로젝트 개발 및
금융, 국제법, 부동산, 국영기업 및 국부펀드, 구조화금융, 조세 등.
웹사이트 주소: www.shearman.com

저자 소개
정안나 파트너 변호사 (잉글랜드 및 웨일즈)는 13년 이상 수많은 프로젝트 개발금융 사업을 자문
해왔으며 현재 셔먼앤스털링의 싱가포르 사무소에 근무 중입니다. 정안나 파트너는 인도네시아
Central Java, Kalsel과 Jawa 1, 필리핀 LRT, 네팔 트리슐리 외 파키스탄, 태국, 말레이지아, 바레
인, 이집트, 두바이, 오만, 쿠웨이트, 사우디, 터키 등 아시아와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다수의 프로젝
트 개발 및 금융 자문 경력이 있습니다.
(이메일 연락처: anna.chung@shearman.com)
박세라 어소시엣 변호사 (뉴욕주)는 지난 10년간 프로젝트 개발금융, 자본시장, 금융계약, 인수합
병 등 다방면으로 대주단 및 사업주들을 자문해 왔습니다. 박세라는 베트남 Thi Vai, 인도네시아
Central Java와 Kalsel, 파키스탄 재생 프로젝트, 말레이지아 용광로, 카자흐스탄의 발하시 등 아시
아 전반적으로 프로젝트 개발 및 금융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셔먼앤스털링의 싱가포르 사무
실에 근무 중입니다.
(이메일 연락처: sarah.park@shearm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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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FIDIC 개정판의 시공자
위험과 책임의 한도

강 승 훈 엘탑종합 건축사 사무소 사장

FIDIC(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Ingénieurs-Conseil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은

안을 작성하였으며 특히 건설산업 현장에서의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위험 분담” (Risk
allocation)의 문제점을 완화하였다고 표명하

2017년 12월 5일 Red, Yellow 그리고 Silver

고 있으나 1999년에 발간된 이전의 계약조건

Book 개정판을 발간하였는데 개정판은 2016

들에 비해 공사 이행과정에서 계약 관리에 더

년 사전 검토를 위해 제작되었던 Pre-release

많은 주의가 필요하고 그 만큼 부담이 가중될

Yellow Book의 내용을 토대로 수정되었다. 이

수 있다는 것이 개정안에 대한 현재까지의 일

미 알려진 바 대로 이전의 1999년도 계약조건

반적인 의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에 비해 약 50%정도 분량이 많아졌으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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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구성하는 조항들의 명칭이나 조항들

해외건설협회는 EIC (European

에 대한 번호 매김에는 큰 변경을 꾀하지는 않

International Contractors), CICA

았다. FIDIC은 Pre-release Yellow Book의 내

(Confederation of International Contractors

용에 대한 해외건설 관련 업계들, 특히 해외건

Associations) 그리고 OCAJI (Overseas

설업체들과 이와 관련한 각종 협회들이 제기

Construction Association of Japan)와 공동

한 개정안에 대한 비판 의견을 수용하여 개정

으로 Pre-release Yellow Book의 “위험 분담”

K-BUIL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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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정 초안의 17.7조항에서 “시공자는 4.1
조항 [시공자의 일반적 의무]에 따른 의도
된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작업을 초래하

1) 개정 초안의 17.1조항에서 “발주자의 위

거나 또는 (법적수수료와 비용을 포함한)

험”(Employer’s Risks)을 나열하고 이

발주자의 손실 그리고/또는 피해를 초래

17.1조항하에 나열된 위험들 이외의 모든

하는 시공자의 작업에 대한 설계 그리고

위험들은 17.2조항에서 “시공자의 위험”

여타 전문적 용역에 있어서의 모든 오류

(Contractor’s Risks)이 됨을 규정하여 구

로부터 발주자를 보호하고 피해가 없도

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모든 잔여 위험

록 하여야 한다.”고 시공자의 의무를 규정

들이 시공자에게 이전될 수 있음

하는 이 조항은 발주자가 예상하지 못했
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unexpected and

2) 개정 초안 17.1조항 (a)에 언급된 발주자

unforeseen) 그리고 시공자의 설계상의

의 상업적 위험 (Employer’s commercial

오류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실 중 발주자

risk)에 대해 보험이 일반적으로 또는 상

자신의 잘못으로 기여된 부분이 있는 지

업적으로 이용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에

여부와 무관하게 발주자의 모든 손실에

의문이 있음.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광범위한
보상을 규정할 수 있음.

3)개정 초안 17.2 “시공자의 위험”
(Contractor’s Risks) 조항은 17.1 “발주

또한 1999년도 Yellow Book의 4.1조항

자의 위험”(Employer’s Risks)조항에 언

에 언급하고 있는 시공자의 일반적 의무

급된 위험의 목록에 의해 정의된 “발주

를 강화하는 공사(Works)의 ‘목적 적합

자의 위험”(Employer’s Risks)으로 인정

성’(fitness for purpose)에 대한 분명한 보

되지 않는 위험들에 대해 시공자가 책임

장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목적 적합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발주자

성’(fitness for purpose)에 대한 추가적 보

의 위험”(Employer’s Risks)은 보험의 영

장 기준들은 4.9 “품질관리 및 준수 확인”

역으로 이해 되어야 함을 명확히 해야 하

(Quality Management and Compliance

나 그러한 명료성이 FIDIC 개정 초안의

Verification) 조항, 4.11 “낙찰금액의

17조 “위험 분담”(Risk Allocation)에는

충분성”(Sufficiency of the Accepted

규정되지 않고 있음. (참고로 영국 ICE

Contract Amount) 조항, 8.13 “공사의 재

(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의 NEC4

개”(Resumption of Work) 조항, 13.1 “변

에서는 보험에 의해 분담되어야 함을 명

경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Vary) 조항

시하고 있다.)

에서도 언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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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목적에 대한 적합성(the fitness for

6) 개정 초안 17.7 “시공자에 의한 손해보

purpose)의 시공자 의무에 대해 언급하고

전”(Indemnities by Contractor) 조항에 “시

있는 관련 조항들은 시공자 책임의 범위

공자는 4.1 [시공자의 일반적 의무] 조항

를 규정하는데 있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에 따른 의도된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작

있으며 만일 공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업을 초래하거나 또는 (법적수수료와 비

의도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실제

용을 포함한) 발주자의 손실 그리고/또

로 시공자와 목적에 대한 의사소통의 유

는 피해를 초래하는 시공자의 공사에 대

무와 무관하게 발주자는 보상에 대한 클

한 설계 그리고 여타 전문적 용역에 있어

레임의 권리가 있음을 주장할 가능성이

서의 모든 오류로부터 발주자를 보호하

있음.

고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
을 추가하여 “시공자의 위험”(Contractor’s

따라서 시공자의 ‘목적 적합성’(fitness for

Risks)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방향으

purpose) 의무 규정에 “공사에 대해 계약

로 “시공자의 손해보전”(Contractor’s

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범위에 대

Indemnities)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고

해서는, 발주자가 인수 한 공사(Works)는

있음.

발주자의 요구조건에 정의되고 서술된 의
도된 목적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해야 할 것을 제안함.

7) 시공자가 준수해야 할 time-bar 규정을
명시한 조항들의 추가로 인한 시공자의
통지 의무의 강화와 발주자에 대한 시공

5) 개정 초안 17.6 “책임의 한계”(limitation

자 손해보전(indemnity) 범위의 확대와

of liability) 조항은 17.7 “시공자에 의한

연계해 보면 개정 초안 17조 “위험 분담”

손해보전”(Indemnities by Contractor) 조

(Risk Allocation)의 내용은 공정한 위험

항의 책임하에서 클레임에 적용하는 시공

의 분담이 아닌 시공자의 위험과 책임을

자의 한계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음에

극도로 증가시킬 수 있음.

따라 시공자의 책임은 무한한 것이 된다
는 점과 17.6조항에 언급된 책임의 한계

8) 개정 초안 17.6조항과 연계된 17.1조항의

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보상에 적용하는

내용은 설계의 목적 부적합성에 기인하는

여타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실에 대한 책

직접적이고 결과적인 피해와 손실 모두에

임의 제외에 따른 것이 아닌 이유에 의해

대한 무한 책임을 시공자에게 할당하고

제기된 클레임의 금액 또는 손실의 유형

있고 ‘목적 적합성’(fitness for purpose)과

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은 제한되지 않을

연계된 시공자의 추가적 보장의 의무는

수 있음.

17.6 “책임의 한계”(limitation of liability)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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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정 초안의 17.9 “손해보전의 분담”

해석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Shared Indemnities) 조항에 따라 발생
된 피해(damage)에 대한 “발주자 위험”

9) 뿐만 아니라, ‘목적 적합성’ (fitness for

(Employer’s Risks)의 원인이 있음을 입

purpose)에 부합하는 시공자의 설계 의무

증하는 것을 시공자에게 허용하고는 있

와 연관되는 개정 초안의 19.2.3 “전문가

으나 시공자에 대한 위험을 완화시키기

적 임무 위반에 대한 책임”(Liability for

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

breach of professional duty) 조항은 시
공자에게 전문가 책임보험 (professional

이상과 같은 Pre-release Yellow Book에

indemnity insurance) 약관에 전문가적 임

명시된 시공자의 위험 그리고 시공자 책임

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공자 또는 시공자

의 한계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들과 이에 대

가 책임을 지는 자들에 의한 부주의에 의

한 초안 수정의 필요성이 거론된 상황에서 최

한 잘못, 결함, 오류 또는 누락으로 인해

종적으로 발주자/시공자의 위험과 손실보전

야기되는 시공자의 법적 책임에 대해 보

(indemnity)을 다루는 17조는 다음과 같이 개

험에 가입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정되었다.

또한 그러한 보험은 시공자의 전문가

구분

1999년 기존안

2017년 개정안

적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4.1 “시공자

17조 Risk and Responsibility

Care of the Work and
Indemnities

의 일반적 의무” (Contractor’s General

17.1조 Indemnities

Responsibility for Care
of the Works

Obligations) 조항에 부합하는 의도된 목
적에 적합하지 않은 공사와 발주자의 손

17.2조

Contractors Care of the Liability for Care of the
Works
Works
Intellectual and Industrial
Property Rights

실 그리고/또는 피해를 초래하는 시공자

17.3조 Employers Risks

의 부주의에 의한 잘못, 결함, 오류 또는

17.4조

Consequences of
Employer’s Risks

17.5조

Intellectual and Industrial
Indemnities by Employer
Property Rights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공자의 책임으
로부터 시공자를 보호하는 추가 보장(an
extension)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17.6조 Limitation of Liability

Indemnities by
Contractor

Shared Indemnities

그러한 시공자의 책임에 대해 시공자를
구제할 수 있는 보험의 가입이 현실적으

1)17조의 제목이 기존 ‘Risk and

로 가능한지가 의문시 되며, 따라서 시공

Responsibility’에서 개정안에는 ‘Care of

자가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목적 적합성

the Work and Indemnities’로 변경됨.

(fitness for purpose)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음.

2) 기존의 17.1 ‘Indemnities’조항을 개정
안에서는 17.1 ‘Responsibility for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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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Works’ 조항으로 변경하고 기존

3) 기존의 17.2 ‘Contractor’s Care of the

의 17.2조항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반

Works’조항의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17.1

면, 기존의 17.1 ‘Indemnities’조항에 명시

‘Responsibility for Care of the Works’

된 내용은 개정안의 17.4 ‘Indemnities by

조항에 명시하고 있으며 그 대신 개정안

Contractor’조항과 17.5 ‘Indemnities by

17.2조항에는 신설된 ‘Liability for Care

Employer’조항으로 분리하여 명시하고

of the Works’ 규정을 다음과 같이 명시함.

있음.

[참고] 17.2조항 [Liability for Care of the Works]의 내용
The Contractor shall be liable for any loss or damage caused by the Contractor to the Works, Goods or
Contractor’s Documents after the issue of a Taking-Over Certificate. The Contractor shall also be liable for
any loss or damage, which occurs after the issue of a Taking-Over Certificate and which arose from an
event which occurred before the issue of this Taking-Over Certificate, for which the Contractor was liable.

시공자는 인수확인서(Taking-Over Certificate) 발급 이후 시공자에 기인한 공사(Works), 물품(Goods) 또는 시
공자의 문서(Contractor’s Documents)에 대한 여타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시
공자가 책임을 졌었던, 인수확인서 발급 이후 발생하고 인수확인서 발급 이전에 발생했던 사건으로부터 기인한 여
타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The Contractor shall have no liability whatsoever, whether by way of indemnity or otherwise, for loss or
damage to the Works, Goods or Contractor’s Documents caused by any of the following events (except
to the extent that such Works, Goods or Contractor’s Documents have been rejected by the Engineer
under Sub-Clause 7.5 [Defects and Rejection] before the occurrence of any of the following events):

시공자는 다음의 사건들에 기인한 공사(Works), 물품(Goods) 또는 시공자의 문서(Contractor’s Documents)에
대한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해, 손실보전(indemnity)의 방식에 따르든지 또는 여타의 방식이든지, 무엇이 되었던지
책임이 없다

(a) interference, whether temporary or permanent, with any right of way, light, air, water or other
easement (other than that resulting from the Contractor’s method of construction) which is the
unavoidable result of the execution of the Works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계약에 따른 공
사 이행의 회피할 수 없는 결과로 임시적이든 영구한 것이든 (시공자의 시공방법에 기인하지 않은) 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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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of way), 빛(light), 공기(air), 물(water) 또는 다른 지역권(easement)에 대한 방해(interference);

(b) use or occupation by the Employer of any part of the Permanent Works, except as may be specified
in the Contract;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한 공사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발주자의 사용 또는 점유;

(c) fault, error, defect or omission in any element of the design of the Works by the Employer or which
may be contained in the Employer’s Requirements (and which an experienced contractor exercising
due care would not have discovered when examining the Site and the Employer’s Requirements
before submitting the Tender), other than design carried out by the Contractor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or’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발주자의 요구조건(Employer’s Requirements)에 포함
될 수 있는 (그리고 입찰 제출 전에 경험 있는 시공자가 현장조사와 발주자 요구조건을 면밀하게 조사할 때
적정한 주의를 다 하였음에도 발견할 수 없었던) 발주자에 의한 공사에 대한 설계 요소의 결점(fault), 오류
(error), 하자(defect) 또는 생략(omission);

(d) any operation of the forces of nature (other than those allocated to the Contractor in the Contract
Data) which is Unforeseeable or against which an experienced contractor could not reasonably
have been expected to have taken adequate preventative precautions; 예측할 수 없었거나 또는 경험
있는 시공자의 적절한 예방을 위한 방책의 마련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Contract Data에서 시공자에
게 분담된 자연력이 아닌) 자연력의 작용;

(e) any of the events or circumstances listed under sub-paragraphs (a) to (f) of Sub-Clause 18.1
[Exceptional Events]; and/or 18.1 ‘예외적 사건들’(Exceptional Events) 조항의 (a)~(f)항에 열거된 사건
들 또는 상황들; 그리고/또는

(f) any act or default of the Employer’s Personnel or the Employer’s other contractors. 발주자의 구성원
또는 발주자의 다른 시공자들의 행위 또는 불이행

Subject to Sub-Clause 18.4 [Consequences of an Exceptional Event], if any of the events described
in sub-paragraphs (a) to (f) above occurs and results in damage to the Works, Goods or Contractor’
s Documents the Contractor shall promptly give a Notice to the Engineer. Thereafter, the Contractor
shall rectify any such loss and/or damage that may arise to the extent instructed by the Engineer. Such
instruction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given under Sub-Clause 13.3.1 [Variation by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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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예외적 사건들의 결과’(Consequences of an Exceptional Event) 조항을 전제로, 상기의 (a)~(f)항에
명시된 사건들 중 일부가 발생하고 그 결과로 공사(Works), 물품(Goods) 또는 시공자의 문서(Contractor’s
Documents)에 대한 손상을 초래한 경우, 시공자는 엔지니어에게 신속히 통지(Notice)하여야 한다.
이후 시공자는 엔지니어에 의해 지시된 범위 내에서 발생될 그러한 손실 그리고/또는 손상을 교정하여야 한다

If the loss or damage to the Works or Goods or Contractor’s Documents results from a combination of:
만일 공사(Works), 물품(Goods) 또는 시공자의 문서(Contractor’s Documents)에 대한 손실(loss) 또는 손상
(damage)이

( i ) any of the events described in sub-paragraphs (a) of (f) above, and 상기의 (a)에서 (f)까지 명시된 사건
들 중 일부, 그리고
( ii ) a cause for which the Contractor is liable,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원인의 조합에 기인한 경우,

and the Contractor suffers a delay and/or incurs Cost from rectifying the loss and/or damage, the
Contractor shall subject to Sub-Clause 20.2 [Claims for Payment and/or EOT] be entitled to a proportion
of EOT and/or Cost Plus Profit to the extent that any of the above events have contributed to such delays
and/or Cost.

그리고 그러한 손실 그리고/또는 손상을 교정함으로 인하여 시공자가 지연 그리고/또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면, 20.2 ‘지급 그리고/또는 공기연장을 위한 클레임’ (Claims for Payment and/or EOT) 조항을 전제로 시공자는
상기의 사건의 일부가 그러한 지연 그리고/또는 비용에 기여한 범위 내에서 시공자는 같은 비율의 공기연장 그리
고/또는 비용과 이익의 권리를 갖는다.

4) 기존의 17.3 ‘발주자의 위험’(Employer’s

of Employer’s Risks) 조항을 개정안에

Risks) 조항을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17.5

서는 신설 규정인 ‘시공자에 의한 손실

조항이었던 ‘Intellectual and Industrial

보전’(Indemnities by Contractor)으로

Property Rights’ 조항으로 대체하였고 기

대체 하였으며 기존의 17.1 ‘손실보전’

존의 ‘발주자 위험’으로 기술한 구체적 사

(Indemnities) 조항에 규정한 시공자의 손

항들은 삭제됨.

실보전 책임과 동일한 내용을 인용하고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였음.

5) 기존의 17.4 “발주자 위험의 결과’(Con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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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는 4.1 [시공자의 일반적 의무] 조항에 따른 의도된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작업을 초래하거나 또는 (법적수
수료와 비용을 포함한) 발주자의 손실 그리고/또는 피해를 초래하는 시공자의 작업에 대한 설계 그리고 여타 전문
적 용역에 있어서의 모든 오류로부터 발주자를 보호하고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기존의 17.4 “발주자 위험의 결과’

Rights) 조항을 개정안에서는 17.3조항

(Consequences of Employer’s Risks) 조

에 명시하고, 개정안의 17.5조항에서는

항에 명시된 공기연장 그리고/또는 비용

신설 규정인 ‘발주자에 의한 손실보전’

과 이익에 대한 시공자 권리 규정은 개정

(Indemnities by Employer)을 명시하고

안 17.2조항의 마지막 단락에 명시하고

있음. ‘발주자에 의한 손실보전’에 명시된

있음. (상기 3항 참조)

내용은 기존의 17.1조항 마지막 단락에
언급된 발주자의 손실보전 책임에 관련된

7)기존의 17.5 ‘지적 및 산업재산권’
(Intellectual and Industrial Property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
여 명시함.

The Employer shall indemnify and hold harmless the Contractor, the Contractor’s Personnel, and their
respective agents, against and from all third party claims, damages, losses and expenses (including legal
fees and expenses) in respect of:

(a) bodily injury, sickness, disease or death, or loss of or damage to any property other than the Works,
which is attributable to any negligence, willful act or breach of the Contract by the Employer, the
Employer’s Personnel, or any of their respective agents; and

(b) damage to or loss of any property, real or personal (other than the Works) to the extent that such
damage or loss arises out of any event described under sub-paragraphs (a) to (f) of Sub-Clause 17.2
[Liability for Care of the Works].

발주자는 (a) 발주자, 발주자의 구성원 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의한 과실, 고의적 행위 또는 계약 위반에 기인한 신
체적 상해, 아픔, 질병 또는 사망, 또는 공사(Works) 이외의 재산에 대한 손실 또는 손상, 그리고 (b) 17.2 [공사관
리에 대한 책임 (Liability for Care of the Works)]조항의 (a)에서 (f)항에 기술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그러한 손
상 또는 손실의 범위 내에서 (공사를 제외한) 재산,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손상 또는 손실에 대한 모든 3자 클레
임, 손상, 손실 및 경비(법률수수료 및 비용을 포함하여)로부터 시공자, 시공자의 구성원 그리고 그들의 관련 대리
인들을 보호하고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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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존의 17.6 ‘책임의 한계’(Limitation of

설 규정인 “Shared Indemnities”을 다음과

Liability) 조항을 개정안에서는 1.5조항

같이 명시함.

에 명시하고 개정안의 17.6조항에서는 신
17.4 [시공자에 의한 손실보전] 조항 그리고/또는 17.5 [지적 및 산업재산권] 조항에 17.2 [공사관리에 대한 책임
(liability)] 조항의 (a)에서 (f)항에 서술된 범위 내에서 발주자를 보호해야 하는 시공자의 책임은 해당 피해, 손실
또는 상해에 대해 비례하여 축소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17.5 [발주자에 의한 손실보전] 조항에 따른 시공자를 보호해야 하는 발주자의 책임은 해당 피해, 손
실 또는 상해에 대해 17.1 [공사관리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 조항 그리고/또는 17.5 [지적 및 산업재산권]
조항에 따라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범위에 비례하여 축소됨.

9) 기존의 17.6조항에서 개정안의 1.15조항

Liability)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으로 변경된 ‘책임의 한계’(Limitation of
(a) 8.8 [지연 배상금] 조항, (b) 13.3.1 [지시에 의한 공사의 변경], (c) 15.7 [발주자 편의를 위한 계약해지 시
지급] 조항, (d) 16.4 [시공자에 의한 계약해지 시 지급] 조항, (e) 17.3 [지적 및 산업재산권] 조항, (f) 17.4
[시공자의 손실보전]조항의 첫번째 단락, 그리고 (g) 17.5 [발주자의 손실보전] 조항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당사자도 계약과 관련하여 타방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실, 이익의 상
실, 계약의 상실 또는 어떠한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실이나 손상에 대하여 타방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
는다.

(i) 2.6 [발주자 제공 자재 그리고 발주자의 장비] 조항, (ii) 4.19 [Temporary Utilities] 조항 (전력, 용수 및 가스등
의 공급과 관련된 조항을 Temporary Utilities라 명명하여 규정하고 있다), (iii) 17.3 [지적 및 산업재산권] 조항 그
리고 (iv) 17.4 [시공자의 손실보전] 조항에 의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에 의거하거나 계약과 관련한 발주자
에 대한 시공자의 총 책임 (total liability)은 Contract Data에 기재된 금액 또는 (만약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낙찰계약금액 (accepted Contract Amount)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불이행 당사자의 사기(fraud), 중대한 과실(gross negligence), 고의적 불이행(deliberate default) 또
는 무분별한 불법행위(reckless misconduct)의 경우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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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mnity) 규정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공

해외건설협회가 CICA, EIC, OCAJI와 Pre-

사(Works)로 귀결되는 시공자 설계의 모든 오

release Yellow Book에서 명시하고 있던 위

류에 대해 발주자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

험 분담의 불균형과 시공자 위험의 무한 책

다고 판단된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개정안

임 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점과 수정 필요성을

1.15 [책임의 한계] 조항의 간접적 또는 결과

제기하며 지적했던 Pre-release Yellow Book

적 손실 (indirect or consequential loss)의 배

에 명시된 발주자의 상업적 위험 (Employer’s

제와 책임에 대한 총액 한도 (liability cap)가

commercial risks)을 비롯하여 손상(damage)

손실보전(indemnity)과 관련한 시공자의 책임

과 손실(loss)에 대한 위험과 불특정 잔여 위

(Contractor’s liability)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험에 대해 포괄적으로 시공자에게 분담하려

이다.

는 규정들, 즉 시공자의 무한적 책임과 관련
된 조항들이나 규정들이 제외되거나 완화되어

반면 개정안의 1.15 [책임의 한계](limitation
of liability) 조항에 따르면 지연 배상금(Delay

2017년 개정안이 발간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
이라 생각된다.

Damages)과 지적 및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손
실보전(indemnity)의 책임(liability)은 간접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에 발표된

또는 결과적 손실 (indirect or consequential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loss)의 배제에서 제외 되고 있으며 더욱이 8.8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

조항에 규정하고 있는 지연 배상금의 한도

라서 FIDIC 2017년 개정안에 명시된 시공자

를 초과 할 경우, 15.2 ‘시공자의 불이행에 대

위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실

한 계약해지’(Termination for Contractor’s

무적으로 실현 가능한 위험관리 방안을 포함

Default) 조항에 의거하여 발주자가 계약해지

한 통합적인 계약/클레임 관리 방안의 수립이

(termination)의 권리를 가지도록 개정된 점에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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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EPC Contracts

한국건설사들이 중동에서 가장 많이 수주

약가격에 맞춰 설계 및 건설을 담당하며, 정해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주로 정유공장, 발전

진 공기 내에 완공을 해야한다. 발주처는 시공

소, 담수플랜트 등의 생산시설 (production

사의 시설 인계 시, 계약 상에 명시된 성능 요

facilities)들로, EPC계약을 통해 계약상 명시된

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시설 가동을 위해

작업을 이행하고, 성능 및 효율성과 관련한 요

열쇠만 돌리면 된다는 의미로 EPC 계약은 흔

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히 “턴키 (Turn Key)” 계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때에 따라서는 시공만 맡게 되거나 EPC 를 넘
어서는 EPCM까지 맡게 되는 등, 다양한 계약

일반적으로 EPC 계약은 발주처나 프로젝트

방식이 존재하지만 아직은 여전히 EPC계약을

의 대주단 등의 경제적 이점 때문에 흔히 사용

통해 시공사가 설계, 조달, 공사를 한꺼번에 제

되는 계약방식으로, 특히 계약조건 등을 통해

공하는 형태가 가장 보편적이다. 이번 호에서

발주처는 위험부담을 대부분 시공사에 이전하

는 EPC 계약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한번 짚

고, 시공사로 하여금 공기연장 (extension of

어보고자 한다.

time) 및 추가비용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하는
데 제한을 두도록 하고 있다.

EPC 계약상의 의무 (EPC obligations)
프로젝트의 대주단들 역시 정해진 기한 및
EPC 계약 하에서 시공사는 이미 정해진 계

예산범위 내에서 프로젝트가 완공되어야 한다

* Al Tamimi & Company는 중동지역 최대의 현지 법무법인으로 한국건설사들의 진출이 활발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GCC
전국가를 포함한 총 9개국에 17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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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은 곧 위험부담에 대한 확실성으로 이

버되는 목적적합성 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

어진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EPC 계약을 선호

받게 되며, 이는 해당 시설이 발주처가 명시

하며, 공사기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이

한 절대적인 성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에 대한 비용은 발주처 (즉, 대주단)가 아닌 작

원칙에 부합한다.

업 수행 및 지연 손해배상액 (delay liquidated
damages)의 책임이 있는 시공사가 부담하도

●

발주처의 요구사항 (Employer’s Requirements)

록 하고 있다.
시공사가 설계 위험을 부담함에 따라 발주
EPC 계약으로 인한 경제적 이점은 개별 프

처는 문서화 한 “발주처 요구사항”에 따라

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한다. 발주처 요구사항에는

EPC 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완공 시 시공사가 인계할 시설의 성능 요건
및 표준 등이 포함된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

발주처가 요구사항을 상세히 작성할수록 그

책임소재의 일원화 (Single Point Responsibility)

에 부합하는 시설을 인계 받을 수 있지만, 요
시공사는 시설의 설계, 조달, 감리, 건설, 완

구사항 변경 시, 공사 변경 (variations), 공기

공 검사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이는 시

연장 (extensions of time) 등 시공사가 제기

공사가 시설의 결함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

하는 클레임에 대응해야 하는 위험이 존재

을 져야하며, 제 3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함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없음을 의미한다. 만약 대규모 프로젝트처럼
시공사가 한 개 이상의 업체로 구성된 경우,

●

고정된 계약 가격 (Fixed Contract Price)

모든 시공사가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계약으로 규정한 비용 초과 시,
●

해당 초과분은 시공사가 부담하므로, 계약

설계 책임 (Full Design Responsibility)

가격의 변경은 공사 변경, 발주처의 방해행
일반적으로 시공사는 시설의 전체적인 설계

위 (acts of prevention by the owner) 등 특

에 대해 책임을 진다. 따라서 시공사는 초기

수한 경우로만 제한된다.

설계 단계에서 발생가능한 오류 또는 기본
설계 (Front-End Engineering & Design; 이

●

완공 기한 (Fixed Completion Date)

하 “FEED”)에 대해 (설사 해당 초기설계 혹
은 FEED를 발주처가 별도로 선임한 컨설턴

시공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공기 내에 완

트가 진행한 경우에도) 책임이 있다. 이러

공 검사 및 시설 인계를 완료할 의무가 있

한 맥락에서 시공사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다. 만약 시공사가 기한 내에 완공하지 못하

(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 으로 커

는 경우, 발주처는 지연 손해배상액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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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s)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 가격과 마

한 과실 (gross negligence), 결과적 손실

찬가지로, 완공 기한의 연장도 특수한 경우

(consequential losses), 간접 손실 (indirect

로만 제한된다.

losses) 등을 제외하고 계약 전체금액 또는
일부 등 책임 한도를 총액으로 규정하지 않

●

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책임

완공 검사 (Tests on Completion)

한도 및 예외사항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발주처는 시공사의 시설 인계가 원활히 이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GCC 대부분 국가에

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 가동과 관련한 요구

서는 관련 법원 또는 중재위원회가 실제 발

사항을 명확히 기술해야 하며, 해당 시설의

생한 손실 (actual loss)이 손해배상액과 일

성능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완공

치하도록 이미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책임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시공사는 합법

한도를 재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관행 상,

적으로 본래의 목적에 맞게 시설이 가동될

계약당사자 간 합의한 책임 한도가 수용되

수 있도록 시설 인계 이전에 건물 완공 증서

는 것이 일반적이다.

(Building Completion Certificate) 등을 포
함하여 필요한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

●

계약이행보증 (Performance Security)
발주처는 지연 또는 성능 미달 손해배상액

성능 보증 (Performance Guarantees)

등 시공사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프로젝트의 입장에서는 시설 가동이 효과

를 대비하여 시공사에 계약이행보증을 제

적으로 이루어지고, 안정성 및 효율성 등 성

공할 것을 무조건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또

능 요건을 충족해야만 해당 시설을 통해 매

한 시공사의 재무 안정성 또는 기술적인 부

출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EPC

분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경우, 발주처는 해당

계약상에 시설의 성능을 보증하고, 성능 미

시공사의 모기업으로부터 보증을 요구할 수

달 시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이루어지

있다.

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연 손해배
상액과 마찬가지로, 성능 미달 손해배상액

●

지적 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performance liquidated damages)은 발주
처와 시공사가 합의한 한도로 제한된다.

발주처는 라이센스 발급 또는 지적 재산권
의 이전 등을 통해 유지·보수 및 확장 등 시공

●

책임 한도 (Caps on Liability)

사의 설계물을 어떠한 목적으로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발주처는 시공사

64

대부분의 시공사는 정부기관의 손해배

의 지적 재산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

상 청구 (public liability claims), 중대

해 손해보전이 가능하다.

K-BUILD저널

●

2018. 3월호

시공사의 계약 해지·중단 권한 (Contractor’s

어떠한 계약 문서와 서류들이 어떠한 관계들

Rights of Termination/Suspension)

로 얽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산
시설인 경우, 적어도 아래의 서류들은 EPC 계

시공사는 공사대금 미지급, 발주처의 사유

약과 항상 연결될 수 밖에 없으므로 그 내용에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속되는 공사중단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등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나마 계약 해지·
중단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금융자금조달 관련서류 (Finance
Documents)

●

발주처의 계약 해지·중단 권한 (Owner’s Rights
of Termination/Suspension)

- 시설운영을 위한 공급계약 (Supply
Agreements for the Operation of the

발주처는 중대한 계약위반 (material

Facility)

breach) 발생 및 지연 또는 성능 미달 손해배
상액 한도 초과 시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시

- 완공된 시설에서 생산하는 제품판매를 위

공사에 비해 포괄적인 권한을 갖는다. 또한

한 구매계약 (Offtake Agreements for

발주처는 계약해제권 (right of termination

the Sale of the Product Produced by the

for convenience)을 보유하고 있으며, 따라

Facility) – 일례로, 발전소의 경우에는 전

서 계약서 내에 계약 해지로 인한 대금·보상

력공급을 위해 현지 업체와 계약이 체결

지급 등 실질적인 보전 방안을 포함시키도

되게 되는데, 만약 해당 계약이 ‘의무인수

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발주처는 공사대

계약 (take or pay)’1) 인 경우에는 계약체

금 조달 불가와 같은 공사 단계에서 예상치

결일로부터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그렇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공사를 중단할 수 있

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는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성능 요건 충족

EPC 계약 외 주요문서
(Other Key Facility Documents)
프로젝트는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하며 각

을 위한 운영·유지 계약 (Operation and
Maintenance Agreement)

결론/시사점

부분들이 계약들의 집합체라는 점에서 항상
전체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EPC 계약은 책임소재의 일원화 등 상당한

EPC 계약 외에도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이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조달

1) 제품 구입자가 일정기간·일정량의 제품을 인도받지 않더라도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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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시공사의 위험부담이 계약가격으로

토지 등의 현장 조건을 미리 알고 있다면 이와

책정되어야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용

관련한 위험을 수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

이 계약가격에 추가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은 경우 시공사가 그와 관련한 프리미엄을 제

비용이 많이 드는 계약방식이다. 사실 그간 국

시한다면 추가비용과 함께 해당 위험을 시공

내건설업체들은 실제 조달 및 시공과 관련한

사에 전가할 수 있다.

현지리스크를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
였기 때문에 손해를 본 경우도 다수 있지만 말
이다.

여전히 중동 내 프로젝트시장에서 EPC 계약
은 가장 흔하고 검증된 계약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위험부담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해당 위험

렇기에 국내 건설사들은 더욱 해당 계약의 내

을 관리하는 데 가장 적합한 당사자가 수용할

용을 자세히 숙지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실제

수 있는 수준에서 감내하도록 하는 등, 항상 합

프로젝트 수행 시 가지는 진짜 의미를 알고자

리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로, 발주처의 경우 상세한 조사보고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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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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 (Arbitration)

1. 들어가는 말

어야 합니다. 이러한 중재합의는 전형적으
로 어떤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을 따를 것 인

국제건설 계약에서 발생되는 많은 분쟁은

지와 당사자가 중재판정에 구속되는 것을 합

중재를 통해 해결되고 있습니다. 국제중재를

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로 FIDIC

한다고 할 때 전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어

1999판은 20.6항에서는 “Unless settled

떤 특정 국제중재법원이 있고 그에 속한 재판

amicably, any dispute in respect of which

관들이 있어 분쟁을 보통의 소송처럼 이들에

the DAB’s decision (if any) has not become

게 제기하고 판결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

final and binding shall be finally settled by

니다. 중재는 당사자의 중재합의와 합의한 어

international arbitration.”이라고 하면서 “the

떤 중재규칙, 예로 ICC, UNCITRAL, LCIA,

dispute shall be finally settled under the Rules

SIAC, HKIAC 규칙 등에 따라 중재인 선정,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해당 절차 진행 및 중재판정을 통해 분쟁을 최

of Commerce”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종 해결하는 사적인 절차를 말합니다.

에도 중재지, 중재인 선택, 준거법, 중재언어
선택 등이 포함됩니다.

2. 중재 관련 고려 사항
2) 분쟁의 존재
1) 중재합의
중재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분쟁이 존재
중재를 위해서는 당사자간 반드시 중재를

해야 합니다. 예로 어떤 항목의 비용을 평가함

합의하거나 또는 기 합의된 중재합의가 있

에 있어서 양측이 모르는 경우에는 분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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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예로 발주처측의 감리자나 전문가가

계약 위반 없이는 그 불법행위 클레임에 관여

어떤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이 시공사에 의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거래법 관련 클레

반박되는 경우에 분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임도 중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4)

Liability는 구체화되었으나 Quantum의 상세
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분쟁이 되지 않는다는

FIDIC 1999년판 20.4항에서는 “If a dispute

주장에 대해 법원은 분쟁이 된다고 결정하기

(of any kind whatsoever) arises between the

도 했습니다.1)

Parties in connection with, or arising out of,
the Contract or the execution of the Works,

3) 분쟁의 범위

including any dispute as to any certificate,
determination, instruction, opinion or

일반적인 중재조항의 적용범위를 정하기 위
한 전형적인 문구인 “disputes arising out of

valuation of the Engineer,”라고 규정하고 있
습니다.

this contract” 또는 “disputes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에 대해 많은 국가들은 불

4) 중재판정의 취소

법행위(Tort) 청구를 포함하는 모든 분쟁을 포
함한다고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재판정(Arbitration Award)이 최종적이고
구속력(final and binding)이 있지만 불리한 판

영국법에 의하면 “arising out of”2) 를 불법

정을 받은 측은 중재지의 중재법에 따라 보통

행위를 근거한 클레임 등과 같은 비계약적인

그 명시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관할

클레임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라고 보고

법원에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

있으며, 뇌물로 인한 계약의 취소 건과 관련하

습니다. 경험상 큰 조직이나 정부 기관 등이 그

여서도 중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결정한 바

당사자인 경우에 중재판정 후에도 이를 불복

있습니다.3)

하고 그 관할법원에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
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이 경우 그 관

또한 공정거래법 불법행위와 관련하여서도

할법원은 제기된 취소사유를 상당히 까다롭게

1) London & Amsterdam Properties Ltd v Waterman [2003] EWHC 3059“If a dispute has crystallised on liability but details of quantum
have not been provided then it can still be said that a dispute embracing both quantum and liability has arisen.”
2) The Playa Larga (1983); Fiona Trust v. Privalov (2007)“the term should be given a wide meaning to include non-contractual claims
such as a claim based in tort where the claim in tort had a sufficiently close connection to claims under the contract.”
3) Fiona Trust v. Privalov (2007)“21. We would, therefore, conclude that a dispute whether the contract can be set aside or rescinded
for alleged bribery does fall within the arbitration clause on its true construction.
4) Microsoft Mobile Oy v Sony[2017]“The Court held that it was very difficult to see how Sony could have engaged in the conduct
complained of in the tort claims, without also breaching the contract. On that basis, the competition law claims fell within the
arbitration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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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IDIC8) 규정

습니다.
FIDIC의 분쟁 해결 절차는 Engineer의 결

5) 중재판정의 집행

정, DAB 절차, 우호적 해결 그리고 중재 절차
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해결을 시도하도록 하

중재는 법원소송과는 달리 사적인 절차
로 중재판정 승인과 집행과 관련하여 내

고 최종적으로는 중재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

국 판정은 그 내국 중재법에 따라 그리고
외국 중재판정은 뉴욕협약(1958년 “New

1)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York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5))에

Engineer의 결정 등에 따라 분쟁이 되면, 다

따라 가능합니다. 재미있는 한 사례로 2016년

음과 같은 단계의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됩

두바이 법원이 런던에서 ICC중재규칙에 따라

니다.9)

판정된 한 중재판정 집행을 거부합니다.6)
- Sub-Clause 20.2, “분쟁은Sub-Clause
즉, 뉴욕협약과 관련하여 영국의 가입국 증

20.4에 따라 DAB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

빙 미제출 건 및 UAE와 호혜주의(reciprocity)

- Sub-Clause 20.4, “DAB 결정은 양측을

에 입각해야 한다는 오해로 잘못 판결하였습

구속하며, 우호적인 타결이나 중재 판결에

니다. 결국 최종법원은 외국중재판정 집행을

의해 변경될때까지 양측은 즉시 이를 유효

거부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그 집행을 인정

하게 해야 한다.”;

7)

합니다.

- Sub-Clause 20.6, “우호적으로 타결되지

5) 뉴욕협약, 현재 144개국 가입 우리나라는 1973년에 가입
6) Fluor Transworld Services v Petrixo Oil & Gas, Dubai Court of Appeal - Case No. 52/2016
7) Fluor Transworld Services v Petrixo Oil & Gas, Dubai Court of Cassation- Case No. 384/2016
8) 1999년판 FIDIC Red & Yellow Book
9) The FIDIC contains a multi-tiered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in Clause 20:
-Sub-Clause 20.2 provides that“disputes shall be adjudicated by a DAB in accordance with Sub-Clause 20.4”
;
-Sub-Clause 20.4 provides that“The DAB decision shall be binding on both Parties, who shall promptly give effect to it unless
and until it shall be revised in an amicable settlement or an arbitral award as described below”;
-Sub-Clause 20.6 provides that“unless settled amicably, any dispute in respect of which the DAB’
s decision (if any) has not
become final and binding shall be finally settled by international arbitration”;
-Sub-clause 20.7 provides that“In the event that: (a) neither Party has given notice of dissatisfaction within the period stated in
Sub-Clause 20.4, (b) the DAB’
s related decision has become final and binding, and (c) a Party fails to comply with this decision,
then the other Party may refer the failure itself to arbitration under Sub-Clause 20.6”

69

해외건설 법률정보

않는다면, DAB의 결정에 따른 구속력이

능하다는 점입니다. 20.6항에는 다음과 같

있지만 최종적이지 않은 해당 분쟁은 국제

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Arbitration may be

중재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되어 진다.”;

commenced prior to or after completion of

- Sub-clause 20.7, “다음의 경우: (a) Sub-

the Works.”

Clause 20.4에 규정된 기간 내에 양측이
이의통보(Notice of Dissatisfaction)를 하
지 않고, (b) DAB의 관련 결정이 최종적

4.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규칙

이고 구속력 있는 것으로 되고, 그리고 (c)
일방이 그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상대방
은 그 결정에 따르지 않은 자체를 Sub-

FIDIC에서 채택하고 있는 ICC Rules에 따
른 절차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Clause 20.6에 따라 중재로 회부할 수
있다.”

- 분쟁을 중재로 회부하고자 하는 당사자
(Claimant)는 ICC 사무국에 Request for

2) 중재조항

Arbitration 제출
- ICC 사무국은 동 Request for Arbitration

20.6항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DAB 결정
불복 및 우호적 타결이 실패한 경우에는 당사
자들 사이의 분쟁은 중재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된다고 규정하고 양측이 다르게 합의하지
않은 이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된다고 상세하
고 있습니다.

을 상대방(Respondent)에 전달
- Respondent는 30일 또는 연장된 기간 내
에 Answer 제출
- 중재인 선임(1인 또는 3인) 및 중재재판부
(Arbitral Tribunal) 구성
- Terms of Reference
- Case management Conference and

- the dispute shall be finally settled
under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the dispute shall be settled by three
arbitrators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Procedural Timetable
- Documentary Evidence, Witness and
Expert Evidence 준비 및 제출
- 심리
- 중재판정

these Rules, and
- the arbitration shall be conducted in the

5. 맺음말

language for communications defined in
Sub-Clause 1.4 [Law and Language].

필자는 국내 건설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외국계 로펌, 특히 영국계 로펌을 선임하여 국

한가지 고려할 점은 중재는 공사 중에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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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게 선임되어 국제 중재를 몇 차례 관여한 적이
있습니다.

한가지 명심해야 할 중요한 부분은 중재를
하는 목적입니다. 중재에서 이기는 것 보다는

대부분의 국내 건설사들은 국제 중재를 해

회사 내부의 여러 정치적인 만족이 꼭 필요한

야 하는 경우 주로 영국계 로펌이나 아니면 작

경우가 아니라면 준비하는 중재의 품질과 비

은 분쟁의 경우에는 공사 현장이 소재한 현지

용이 가장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

로펌을 선임하여 그 중재를 진행하려고 합니

한 측면에서 경험있는 한국 로펌과의 협력이

다. 최근에는 한국 로펌을 선임하여 국제 중재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본 기고문의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자격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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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일원에서 꽃핀 잉카문명
신숭철
現 한·중남미협회 회장
前 해외건설협회 부회장
前 베네수엘라 대사
前 코스타리카 대사

현재의 페루와 볼리비아 지역에 멕시코 일원에서 꽃핀 마야 및 아즈테까 문명에 버금가는 문명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이 잉카문명이다. 잉카문명은 태양 숭배와 황금으로 유명하다. 또 잉카인들의 건축술, 도로 관리,
지방 관리 기술은 상당한 경지에 있는데, 보는 이들로 하여금 경탄을 자아내게 한다. 페루일원에도 챠빈(Chavin),
나스카(Nazca) 등 고대문명이 존재하고 있었고, 13세기 초부터 발흥하여 1438년에 본격적으로 역사시대를
맞이한 잉카(Inca)제국이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

안데스 고대문명의 기원과 발전

문화가 번성하여 후일 안데스 고대문명의 기
초를 이루었다.

안데스 고대문명은 고고학 상으로 형성기
(B.C.3,600-B.C.300), 고전기(B.C.300-A.

고전기에는 페루 북부 지방의 모치카

D.1,000), 후기 고전기(A.D.1,000-A.

(Mochica)문명, 중남부의 나스카(Nasca)

D.1,532)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명, 볼리비아 서부의 티아우아나코
(Tiahuanacu)문명이 형성되었다. 그 후 등장

페루를 중심으로 하는 안데스 지역에서 문
명이 형성된 것은 멕시코의 올메카문명보다

한 우아리(Huari)제국은 페루 전역에 통일국
가를 형성하였다.

2,000년이나 앞선다. 페루의 태평양연안 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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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기원전 3,600년경에 형성된 카스마-

후기 고전기 시기는 기원후 12세기~15세기

세친(Casma-Sechin)문화와 기원전 3,000

중엽이다. 우아리(Huari) 제국이 쇠퇴한 이후

년경에 페루의 북중부 해안선을 따라 발달한

에 모치카문명을 계승한 치무(Chimu)문명, 중

노르테 치코 또는 카랄-수페(Norte Chico/

부지역에서 일어난 찬카이(Chancay)문명 등

Caral- Supe)문화가 그것이다. 그 후 안데스

다수의 도시문명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가운

고원지대에서 B.C.900-300간 차빈(Chavin)

데 남부 산악지대에 근거를 두었던 잉카족은

K-BUIL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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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기 중엽에 이르러 이들을 통일하여 거대

의 초기 형성기 문명이다. 차빈 문명은 안데스

한 잉카제국을 건설하였다.

산맥 작은 분지 마을 차빈에 있는 차빈 데 우
안타르(Chavin de Huantar) 유적에서 비롯된

미주에서 가장 오래된 세친(Sechin)문명
(B.C.3,600-B.C.200)과 카랄(Caral)문
명(B.C.2,600-B.C.2,000)

이름이다. 그 기원은 명백하지 않으나, 기원전
1500년경부터 시작된 옥수수 농경문화가 어
떤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면서 개화된 것으로
보인다.

수도 리마에서 북쪽으로 370km, 카스마
(Casma)시 인근에 있는 세친(Sechin) 유적은

멕시코의 올메까(Olmeca) 문명과 관계가 있

그 연대가 기원전 3,6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

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표적인 유적은 해발

간다.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던 시대에 세친에

고도 3,800m가 넘는 고지대 골짜기에 둥근 반

서는 장엄한 피라미드를 세우는 고도의 문화

지하 광장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다. 미로와 같

가 발달해 있었다.

은 복도와 작은 방들의 집합으로 된 거대한 신
전과 그 안팎의 석조 문양 등에 나타난 강렬하

카랄문명(노르테 치코 또는 카랄/카랄-수페

고, 개성 넘치는 독특한 형태의 문양이 특징적

문명)은 페루 북중부 해안 노르테 치코(Norte

이다. 특히 퓨마의 양식화된 문양을 페루 북·중

Chico) 지방에 있던 30여개 도시로 이루어진

부 해안, 고지의 토기·금속기에서 널리 찾아볼

문명으로 기원전 2.600년경부터 번성하였다. '

수 있는데, 차빈 데 우안타르 등의 신전에서 체

카랄-수페'(Caral-Supe)라는 이름은 수페 협

계화된 종교가 각지에 전해져 안데스 세계에

곡에 있는 도시 카랄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정신적인 통일을 가져다주었을 것으로 추측
된다.

카랄문명의 가장 인상적인 것은 신전과 땅
속에 가라앉은 둥근 광장 등 장대한 건축을 들
수 있다. 또 후일 안데스 문화에서도 나타나는

벽돌건축 문화의 모치카(Mochica)문명
(BC 200~AD 900)

방직 기술을 썼으며, 일반 신 상징의 숭배가 이
루어졌음을 시사한다. 또 기원전 2,170±90년
으로 추산되는 악기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현재의 라 리베르타드(La Libertad)주 트루
히요(Trujillo)시의 모체(Mohe)계곡과 치카마
(Chicama)계곡을 중심으로 페루의 북부해안

안데스 문명의 기초가 된 차빈문명
(B.C.900-B.C.200)

일대에 퍼진 문명이다. 이 문명은 대규모의 관
개, 비료기술을 수반한 농경문화가 계곡의 하
류 평야에 전개됨으로써, 옥수수, 콩류, 호박,

차빈(Chavin)문명은 기원전 900에서 200년

과실, 목화 등의 생산력을 증대시켰다. 어업도

경 사이에 페루 북부에 번영했던 안데스 문명

성하여 농업과 더불어 풍부한 생산력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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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를 유지하면서, 사회는 계층화되고 직능

상징적 모티프를 지닌 채문토기로서 유명하

이 분화되었다.

다. 쌍주구호, 접시, 주발, 상형호 등 다채로우
며, 여기에 생활과 관계가 깊은 고추, 옥수수,

신권적 정치체제가 확립되어 큰 피라미드가

감자, 사슴, 쥐, 개구리, 물고기 등 다양한 동식

건설되었으나, 군국주의적 성격이 강하여 전

물 무늬가 새겨져 있다. 또한 다채로운 직물,

쟁이 잦았고, 전사는 중요한 사회적 지위를 차

가죽신, 깃털 장식품 등이 만들어졌다.

지하였다. 태양의 우아카(Huaca, 신전), 달의
우아카, 파냐마르카(Pañamarca)의 궁전과 같

또 장대한 신전, 피라미드, 광장, 의식을 위

은 웅장한 건조물이 햇볕에 말린 벽돌로 건조

한 공공건물을 만들었고 관개용수로를 만드는

되어 제사와 왕족의 주거로 사용되었다. 토기

등 수준 높은 기술을 보여주었다.

는 개성이 풍부하고 사실적인데, 코끼리형 항
아리와 나팔꽃형의 바리때에 인물 ·풍속 ·동식

또한 특이한 것으로는, 천체관측과 점성술

물이 그려 있다. 또 금, 은, 구리의 금속기도 많

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이 만들어졌다. 이 문화는 7세기 이후 페루의

그 뜻이 풀리지 않고 있는 나스카 라인(Nasca

중부고원에서 확대되어온 우아리(Huari)문화

Line)이다. 이 선은 빨빠(Palpa)와 나스까

에 밀려 소멸되었다.

(Nasca)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사막의 평원에
그려져 있다. 직선, 꾸불꾸불한 선, 삼각형, 사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간직한 나스카
(Nasca)문명(B.C.200-A.D.600)

다리꼴, 거대한 동물 등이 지표의 자갈들을 제
거한 땅 위에 그려져 있으며, 길이 120m에 이
르는 새 그림은 땅 위에 서서는 그 모습을 상

페루 북부해안의 모치카문화, 볼리비아 고
원의 티아우아나코(Tiauanaco)문명과 같은

상할 수조차 없고 비행기에서나 보아야 전체
를 볼 수 있다.

시대의 문화이며, 나스카강 유역의 카우아치
(Cahuachi)유적이 그 중심이다.

암석을 능란하게 다룬 티아우아나코
(Tiauanaco)문명(A.D.600-A.D.1,200)

생업은 수렵 ·어로도 이루어졌으나, 농업을
중심으로 한 정치 ·사회 ·경제체계가 취해졌다.

페루와 볼리비아 국경의 티티카카 호수 남

사회계층은 뚜렷하고 엄격하게 지켜졌으나 노

쪽 20킬로미터 지점을 중심으로 발전한 이 문

예제도는 없었으며, 처음에는 종교적 성격이

명은, 서기 600년에 인근 나스카 문명과 모체

강하였으나 후대에 가서는 군사적 경향이 강

문명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부상했다. '티아우

해졌다.

아나코'라는 이름은 이곳 원주민 말인 아이마
라(Aymara)어로 '가운데 있는 돌'이라는 의미

이들은 고도의 제작기술과 함께 섬세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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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이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이 세계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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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리문명은 원래 아야쿠초(Ayacucho)에
서 발흥하여 무력으로 고원지대와 페루의 해

이들의 돌조각 기술은 안데스 지역에서 최

안지대를 통합하게 되었고 리마도 지배하에

고의 수준에 도달해 있었는데, 이는 큰 암석을

두었다. 이들은 도시계획에 남다른 지식을 가

정확히 맞추어 쌓는 잉카의 전형적인 건축법

지고 정방형의 건물을 많이 건축하였고, 까하

에 큰 영향을 끼쳤다. 높이 2.75미터, 무게 10

마르끼야(Cajamarquilla)에도 벽돌로 쌓은 유

톤의 태양의 문(Puerta del Sol) 이나, 가로 30

적들을 남기고 있다.

미터, 세로 25미터, 지름 1.7미터를 파서 돌로
쌓고 벽면에는 100개의 석상이 조각되어 있는

그리고 리마의 Miraflores(미라프로레스)에

엘 템플레테(El templete), 그리고 그 중앙에

있는 우아까 푸크야나(Huaca Pucllana) 신전

있는 높이 7.3미터, 폭 1.2미터, 무게가 17톤이

과 라마의 남동방향으로 40Km 위치에 있는

나 되는 모놀리토(Monolito) 상 등이 대표적

‘세계의 창조주’인 파차카막(Pachacamac)을

인 작품이다.

위한 신전을 남겼다.

500년 이상 지난 후세에 잉카 최고 지도자

또한 리마에서 북쪽으로 300Km 떨어진 엘

의 한 명이었던 피차쿠티 유팡키(Pachacuti

까스띠요(El Castillo)지역에서 왕족의 것으로

Yupanqui)가 이곳의 건축물들을 보고 감동을

추정되는 무덤과 미이라 60구, 금은 장신구 및

받아, 당시 잉카의 수도인 쿠스코(Cusco)에 이

도자기 등 1,200점이 출토되었고, 우야카 푸크

와 똑같은 건물을 만들라고 지시를 내렸을 정

야나에서도 여자 미이라가 발견되었다.

도로 티아우아나코는 건축이나 도시계획 면에
서 안데스문명의 모범이 되었다. 아울러 계단
식 농법과 인공적인 관개수로를 이용한 농사방
법도 이 티아우아나코 문명 시기에 발전했다.

통일을 이룩한 우아리(Huari)문명
(A.D.700-1.100)

도시문명을 이룬 치무(Chimu)문명(AD
1,200-1,470)과 찬카이(Chancay)문명
(A.D. 1,000-1,470)
치무(Chimu) 문명은 서기 1,200년경에 페
루 북부의 해안지대에서 모치카 문명을 계승
하여 탄생했다. 치무라는 말은 모체 골짜기의

우아리(Huari)문명은 기원 후 700년경에 번

옛 이름인 '치모'에서 유래했다. 이 치무 문명

성했던 문명이나, 800년경부터 쇠퇴하기 시작

의 수도는 지금의 트루히요(Trujillo) 시 근교

하여 1,000년경에는 급속히 쇠퇴하였다. 이들

에 해당하는 찬찬(Chan Chan)으로서, 흙벽돌

은 모치카와 치무의 땅을 거의 합친 규모의 통

로 만들어진 세계 최대의 도시였다. 이 도시는

일 제국으로 발전하였으나 기근 등으로 멸망

해안가 사막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건물이 모

한 것으로 보인다.

두 진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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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이제 중남미다

이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에 무너져 내렸다. 하

적 인물이 13세기경에 자기의 부족을 이끌고

지만 아직까지도 높고 튼튼한 담은 남아 있다.

남부 페루 고원의 쿠스코에 정주한 것으로 알
려진다. 잉카제국이 쿠스코(Cusco)에서 급격

엄격한 신분체계를 유지하고 있던 치무 문

히 팽창하기 시작한 것은 15세기 초에 제9대

명은 상당한 수준의 금속기술을 보유하고 있

파차쿠티 유팡키(Pachacuti Yupanki)황제 시

었다. 특히 청동 합금 기술이 발달하여 곡괭이,

대부터이다.

칼 같은 농기구와 장신구를 만들어 사용했다.
후에 잉카인이 이들 금속기술의 장인들을 잉카

발전의 계기가 된 것은 잉카족과 창카

제국의 수도였던 쿠스코(Cusco)로 데려갔다고

(Chanka)족의 싸움이다. 창카족은 쿠스코 남

한다. 이들은 또한 직조기술이 발달하여 염색

서쪽의 안다와이러스(Andahuaylas) 지방에

한 천에다 무늬를 넣고 레이스를 달아 화려한

본거지를 두고, 페루 중부고원의 아야쿠초

문양의 직물을 생산했다. 또한 발달된 도로망

(Ayacucho) 지방까지 정치적으로 지배하였던

덕분에 인근 부족들과의 교류도 활발했다.

대부족이었으나, 쿠스코의 잉카족 정복을 기
도하여 대군을 보내왔다. 그것을 당시 왕자였

치무문명은 1450년경에는 그 영역을 리마

던 파차쿠티가 쳐부숨으로써 쿠스코가 갑자기

에서 카라바이요(Carabayllo)주까지 확장했으

중부 페루고원까지의 넓은 영역의 정치집단을

며, 교류의 범위를 에콰도르와 안데스 산악지

그 지배하에 넣을 수 있었다.

역까지 넓혀 나갔다. 하지만 북부 해안지방까
지 세력을 확장했던 잉카제국에게 정복당했다.

영토의 확대와 더불어 파차쿠티는 쿠스코에
관개수로를 만들었으며, 농지를 분배하고 조

찬카이(Chancay)문명은 리마에서 북쪽으로

세제도를 확립하였다. 또한 태양신전인 꼬리

80Km 떨어진 중부해안지역에 위치한 계곡 사

깐차(Coricancha)를 재건하였으며, 사크사우

이에서 번성한 문명이다. 이곳은 15세기 초엽

아만(Sacsahuaman) 요새를 축조했다. 그리고

에는 치무문명에 흡수되었다가 뒤에 잉카제국

케추아(quechua)어를 잉카제국의 공용어로

에 흡수되었다.

삼아 제국을 통일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동시
에 정복지에 관리를 보내서 그 정치조직을 쿠

태양의 제국, 잉카(Inca)문명
(A.D.1,430-1.533)

스코의 산하에 놓는 일도 적극 추진하였다. 이
대개혁이 단행된 것은 1430년대 말에서 1440
년대 였다.

잉카제국을 건설한 잉카족의 기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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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그러나 16세기에

그 후로도 파차쿠티의 정복사업은 계속되었

잉카를 정복한 스페인인이 채집하였던 전설에

다. 남쪽 티티카카 지방의 아이마라(Aymara)

의하면 만코 카팍(Manco Capac)이라는 전설

족이 정복되고, 또 페루 고원의 북부까지 잉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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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군대가 쳐들어갔다. 또한 볼리비아의 코차

피사로(Francisco Pizarro)가 이끄는 스페인 정

밤바 지방의 평정도 실행되었다.

복자들의 침입으로 손쉽게 정복당하고 만다.

군사 정복의 확대에 따라 각 지방의 도로가

잉카는 체계화된 사회제도를 갖추었고, 건축

정비되고 고원의 깊은 골짜기에도 다리가 놓

등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잉카제국은

여져 유명한 잉카 왕도의 도로망이 완성되었

엄격한 신분제도에 기반 한 사회였으며, 아이

다. 이러한 업적을 남긴 파차쿠티는 1474년경

유(Ayllu)라는 행정의 조직을 이용하여 그 내

에 죽었다고 알려진다. 다음의 투파크 유팡퀴

에서 토지, 가축, 곡식 등을 공동 소유하고 집

(Tupac Yupanqui) 황제의 시대에도 정복사업

단생활을 영위케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또 이

은 계속되어 에콰도르 지방과 칠레 ·아르헨티

들은 일종의 매듭 형식을 된 일련의 끈과 줄

나의 북부도 잉카의 영토가 되었다. 질서가 확

다발인 끼푸(Quipu)를 이용하여 수의 계산,

립된 행정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사건 및 역사를 기록하는데 사용하였는데, 이

각종 공공건축도 태양신전과 성곽을 중심으로

것이 일종의 문자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이들

각지에 세워졌다. 잉카제국의 근본적인 형태

은 두개골을 수술할 정도로 외과의술이 상당

는 이 투파크 시대에 이루어졌으며, 그가 죽은

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것은 1493년경이었다.
케추아어로 ‘새상의 배꼽’이라는 뜻을 가
다음 대의 우와이나 카파크(Huayna Capac)

진 쿠스코에서는 잉카 제국의 대표적인 유

시대에는 국내의 여러 제도를 계속해서 강화

적을 볼 수 있다. 태양을 숭배하는 신전인 코

하는 한편 변경의 에콰도르 지방 개척에 힘을

리칸차(Coricancha) 신전와 사크사우아만

쏟았다. 이 때문에 황제가 수도 쿠스코를 떠

(Sacsayhuamán) 요새 등 뛰어난 건축물이 그

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쿠스코를 중심

것이다. 코리칸차는 ‘황금들판’이라는 의미

으로 하는 지배층과 에콰도르의 키토를 중심

인데, 지금은 산토 도밍고 성당(Convento de

으로 하는 지배층과의 사이에 대립이 생기게

Santo Domingo)이 자리 잡고 있다. 원래 이곳

되었다. 1525년 우와이나 카파크가 죽자, 근

에 금과 은으로 덮인 태양신전과 달, 번개, 천

거지를 달리하는 두 아들 간의 분쟁이 생기

둥, 비의 신전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쿠스

게 된 것이다. 쿠스코에 본거지를 둔 우아스카

코를 점령한 스페인 정복자들이 이 신전의 금

르(Huáscar)와 키토에 본거지를 아타우알파

을 녹여 본국으로 보내고 건물을 부수고 잔재

(Atahualpa)가 서로 대립하였던 것이다. 1532

가 남은 하단부를 기단으로 삼아 그 위에 교회

년 둘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어 아타우알파가

를 지었다.

쿠스코 세력을 격파하였다.
사크사우아만은 잉카제국의 수도 쿠스코를
그러나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란시스코

방어하는 성곽이다. 1440년 파차쿠티 황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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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를 시작한 것으로 전시에 시민의 피난소

는 점 외에도 잉카인들의 우수한 기술들을 볼

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도 있다. 3중의 테

수 있어 신비감을 자아낸다. 첫째로 물 이용기

라스로 된 지그재그형의 3단식 석벽으로 높이

술이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물웅덩이 하나

18m, 가장 밑단의 석벽 길이는 500여 m, 가장

생기지 않고 전부 식수로 사용했다고 한다. 게

큰 돌은 5×4.2×3.6m로 무게가 20톤이다. 돌

다가 현재까지도 그 수로는 특별한 손질 없이

의 표면은 둥그스름하게 다듬었고 돌과 돌 사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다. 둘째로 정교한 석조

이는 완전히 밀착되어 있다. 내부에는 석탑, 황

건축술이다. 삭크사우만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제의 거소, 일반가옥, 병사, 무기나 식량의 창

같이 철제도구가 전혀 없었던 시대임에도 불

고, 저수조 등이 있고 곳곳을 연결시키는 지하

구하고 암석과 암석 사이에 종이 한 장 들어가

도가 있다. 그런데 이 요새의 돌과 돌 사이의

지 않을 정도의 정교한 기술이 이용되었다. 셋

이음새는 종이 한 장 들어갈 틈 없을 만큼 정

째로 천연 냉장기술이다. 산바람을 이용한 자

교하고, 서너 개의 큰 돌에 잉카문명의 상징 동

연냉장고를 개발, 서양문명보다 앞서서 음식

물인 퓨마를 그려 넣기도 하였다. 잉카에는 바

물을 저장하였다. 이는 서구보다 500년 앞선

위와 철이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큰 돌들

기술로 감자를 6년간 썩히지 않고 보관할 수

을 운반하고 철분 하나 없는 장비로 어떻게 이

있었다고 한다. 넷째로 발달된 천문기술이다.

돌들을 능수능란하게 다듬었는지 의문이 생기

자연석으로 만든 오차가 없는 나침반과 해시

기도 한다.

계가 있다. 다섯째로 식량조달 방식이다. 산비
탈에 계단식 경작지를 만들어 식량을 조달하

잉카문명에서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마

였다.

추픽추(Machu Picchu)는 빼놓을 수 없다. 이
곳은 우루밤바(Urubamba) 계곡의 2,280m 봉

잉카제국의 멸망

우리에 위치한 일종의 ‘공중도시’로 1911년
미국의 탐험가이자 역사학자인 하이럼 빙엄
(Hiram Bingham,1875-1965)이 발견하였다.

잉카제국은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피사로
(Francisco Pizarro)에 의하여 멸망되었다. 피
사로는 친척이자 스페인의 장군이었던 에르

마추픽추가 정확히 어떤 용도로 사용한 곳

난 코르테스(Hernán Cortés)의 아스떼까 제

인지, 건설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명확하게 밝

국 침략과정을 지켜보고 신대륙의 엘도라도를

혀지지 않았지만, 유적지와 유물, 자료를 토대

찾기 위해 1531년 180명의 병사와 27마리의

로 학자들이 추측한 결과, 15세기 중반에 잉카

말을 이끌고 파나마를 출발하여 잉카제국으로

인의 여름 궁전이나 왕의 은신처로 건설하였

들어가게 된다.

을 것으로 추정한다.
당시 잉카제국은 황제의 지위를 둘러싸고
이곳은 산봉우리 위에 세워진 ‘공중 도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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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상황에서 피사로는 1533년에 잉카

가 거절당하자 피사로의 형제들을 가둔 사건

제국을 정복하게 된다. 피사로는 카하마르카

이 있었는데 피사로는 이를 핑계로 알마그로

(Cajamarca)에서 평화회담을 할 것을 제의하

를 처형하게 된다. 이에 격분한 알마그로의 아

였고, 이를 믿은 아타우알파 잉카황제는 호위

들과 그의 친구들이 1541년 6월 26일 피사로

병 5만을 이끌고 피사로와 만나게 된다. 지리

의 궁을 공격해 피사로의 목을 찔러 살해하게

적으로 매우 좁은 협소한 지역이었던 이곳에

된다. 피사로는 죽을 때 목에서 나온 피로 십자

서 피사로는 무장해제하여 저항능력이 없던

가 성호를 그린 다음 십자가에 입을 맞추고 죽

잉카의 병사 5만을 최신식 총을 사용하여 모두

었다고 한다.

죽이게 된다.
피사로는 1535년 수도를 쿠스코에서 리마로
인질로 잡힌 황제 아타우알파는 피사로에
자신을 살려주면 잉카제국의 금과 은을 모두

옮기고 대성당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는 이 대
성당 지하에 묻히게 되었다.

주겠다는 협상을 제안하였고 피사로는 황제의
제안을 받아 들였으나, 곧바로 약속을 지키지

잉카제국 멸망과 새로운 문화의 형성

않고 황제를 처형하였다. 또 아타우알파 황제
는 비센떼 데 발베르데(Vicente de Valverde)

잉카제국의 5만의 군사는 스페인 용병 500

신부의 설득으로 가톨릭으로 개종하였고, 처

명에 무참히도 짓밟히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형당했을 때 그의 손에 들려있던 성경이 바닥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무엇보다 잉카제국

으로 떨어지면서 펼쳐진 페이지에 "칼로 다스

내부의 권력다툼으로 인한 국력약화가 근본적

리는 자 칼로 망하리라"는 성경구절이 있었다

인 원인이었다고 생각된다. 또 다른 문제는 총

고 한다.

이라는 신식무기에 대한 무방비와 스페인군과
함께 들어 온 천연두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그 후 1537년 마지막 잉카 황제인 망꼬 까
빡(Manco Capac)도 죽임을 당하였고, 잉카

짧은 기간에 잉카제국의 인구가 700만에서 50
만으로 줄어든 데도 원인이 있다.

의 왕족으로 마지막까지 저항한 투팍 아마루
(Tupac Amaru)가 1572년에 죽음으로써 잉카

큰 역사의 줄기로 볼 때에는 잉카제국의 멸

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 후

망이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고는 할 수 있으나,

제국은 기나긴 스페인의 식민시대를 맞이하게

대제국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모습에 허탈감을

된다.

느끼게 된다.

이 후 피사로의 동료였던 디에고 데 알마그

여하간 에르난 코르테스와 프란시스코 피사

로(Diego de Almagro)가 칠레 원정에 실패

로에 의해 아즈테까 문명과 잉카문명 등 중남

한 뒤 피사로의 형제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미에 존재하던 문화의 거점이 스페인 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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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정복되는 결과를 가져 왔고, 그 후 스페인

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이베로 반도 문화

과 포르투갈이 황금향(El Dorado)을 구하겠다

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으며, 중남미의 토착 문

는 의욕을 가지고 식민지 경영에 적극적으로

화와 아프리카 노예들이 가지고 온 문화들도

나서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 후 중남미

주류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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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前 아시아 인프라 협력센터장

동티모르, 자원개발 잠재력이 있는 동남아 소국

가. 지리와 인프라 환경

고 개발 재원도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정글의 법칙이라는 TV 프로그램을 통

우리와의 인연은 1999년 우리의 상록수 부

해 우리에게 알려진 동티모르는 동남아시아

대가 현지에 파병되어 독립을 위한 치안, 질서

국가중 하나이나 아직 아세안(ASEAN, 동남

유지와 구호품 전달 등을 지원한 사례가 있으

아시아 국가연합)에는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며 파견국가 인구대비 한국내 산업연수생 숫

나라이다. 과거 포르투갈의 400여년의 식민지

자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또한 동티모

생활과 인도네시아와의 독립 투쟁을 통해 21

르에서 가끔 보이는 봉선화 꽃들이 일설에는

세기 최초(2002년)로 독립국이 된 이 나라는

일본군 지배시절 징용왔던 한국인들이 가져와

우리의 강원도보다 작은 면적(약 1.5만km2,

심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계 160위)에 인구 약 130만명(세계 157위),
GDP가 27억불에 불과한 소국이다. 또한 카톨

ㅇ 우리나라와 같은 시간대

릭 신자가 인구의 9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악어를 조상신으로 숭배하는 전통이
일부 남아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정식 국명은 동티모르 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imor-Leste, Timor-Leste)이며
영어 약칭으로는 East Timor라 불린다. 지리적

동티모르는 건설시장 진출의 관점에서 보면

으로는 오세아니아와 아시아 간 경계인 티모

전체 정부 예산중 인프라 개발 예산이 약 4억

르 섬의 동쪽과 서티모르 북쪽의 일부, 그리고

불(2016년)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

인접 도서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이 나

지 못했지만 예상외로 자원 개발 잠재력이 크

라는 우리와 같은 경도 상에 위치하고 있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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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동티모르 전도와 위치

리와 같은 시간대를 사용하고 있다.

나. 식민 지배의 아픈 역사

언어는 현지 토속어인 테툼(Tetum)어와 식

유럽 인들이 들어오기 전 티모르섬의 역사

민지 경험으로 포르투갈 어가 주로 사용된다.

는 중국의 명조(明朝) 왕실의 일부 기록을 제

그러나 여행 가이드에는 나오지 않지만 인도

외하고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인류학자들

네시아 식민 지배를 20여년을 받아 인도네시

은 초기 원주민들을 오스트랄로이드(Vedo-

아 어도 현지에도 널리 통용되고 있고 각종 방

Australoid)족과 연관된 후손 그리고 멜라네시

언들도 사용된다. 경제력은 아직도 개발재원

아 인(Melanesian)들로 예상하고 있다.

부족과 외국인 투자가 없어 기반산업이 미비
하고 GDP가 27억 달러(2017년, 세계 161위)
로 추정되는 열악한 국가이다.

14세기 경에 이르러 티모르섬은 중국인과
인도인의 주요 무역 대상지로 알려지게 되었
으며

기후는 해양성 기후를 보이며 호주로부터

우드, sandal wood)으로 덮여 있다.'라는 명나

불어오는 덥고 건습한 바람에 영향을 받고 있

라때 기록(1436년)이 남아 있을 뿐이다. 16세

으며 계절은 건기와 우기로 뚜렷하게 구분된

기 당시 유럽 탐험가들의 기록을 통해서도 동

다. 우기는 11월부터 4월까지이고 건기는 5

티모르는 중앙집권적인 통일왕조를 이룩하지

월부터 10월까지이다. 보통 평균 기온이 24

못하고 족장 등 부족 체제로 유지되었다는 것

도 이상을 보이며 강우량은 연 평균 강우량은

을 알 수 있다.

1,500~2,000mm 정도로 우기에는 살기에 괜
찮은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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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들우드: 백단(白檀). 일명 백단향(白檀香)이라고도
한다. 단향과의 반기생 열대성 상록수로 상쾌하고 달
콤한 향기가 특징이다. 나무 줄기의 심부와 뿌리에서
정유가 추출되며 향은 이국적인 수목향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유럽인들이 선호하는 향수의 원료로 쓰이며
뷰티 제품이나 패션 컬러에도 사용.

그림 2▶동샌들우드(백단목) 꽃과 나무 줄기

ㅇ 고급 향료인 샌들우드가 풍부했던 나라

동티모르 지도를 보면 특이하게 서티모르
북부 인도네시아 지역내 동티모르 영토인 오

티모르 섬이 유럽인들에게 관심을 끈 이유

에쿠시(Oecusi) 지역이 있다. 이 지역은 포르

는 중국 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고급 향료의 원

투갈 인들이 최초 정착했으나 늦게 들어온 네

료인 샌들우드가 풍부했다는 것이다. 향료 무

덜란드와의 전쟁이 잦아지자 포르투갈 인들은

역의 주된 상품이었던 샌들우드는 17세기 이

거점 지역을 현 수도인 딜리로 옮겼고 이후 식

후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는 유럽인들의 가장

민 지배 전쟁 끝에 티모르 섬은 1913년 동(포

중요한 목표였다. 그러나 현재 샌들우드는 식

르투갈 령)과 서(네덜란드 령)로 갈리게 되는

민지배 시절 다 베어 없어지고 커피 나무 등이

계기가 되었다. 네덜란드는 오에쿠시 지역이

심겨져 있다.

포르투갈 최초 정착지라는 역사적 의미와 현
지에 거주하는 다수 종족이 테툼(Tetum)족이

ㅇ 포르투갈의 식민지배

라는 것을 고려하여 포르투갈에 1893년 양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6세기에 들어 서구 열강들은 동남아의 향
료무역을 독점하기 위해 향료군도라고 칭해

포르투갈은 이 나라를 오랫동안 식민 지배

지는 현 인도네시아 말루쿠(Maluku) 군도에

하면서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

진출하기 시작했다. 포르투갈은 상인들이 현

다. 우선 과거 풍부했던 샌들우드가 거의 남

동티모르 지역에 1509년 최초로 도착하였고

아 있지 않을 정도로 베어갔으며 산업 및 인프

1524년 티모르섬 전체를 식민지로 만들어 400

라 개발 투자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포

여년간 지배했다.

르투갈로부터 온 사람들은 상인, 선교사, 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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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식민지 관료 그리고 추방되어 온 죄수들이

서 현지인들과 일본군에 대항해 게릴라 전을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성당의 건축, 정

펼치기도 하였으나 이로인해 동티모르 인들은

부 청사, 또는 배가 닫는 선착장이나 상품 매매

일본군의 공격으로 5~6만명의 희생된 아픈 역

를 위한 건물을 짓는 것 외에는 동티모르를 위

사도 있다.

한 개발이나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
려 인도네시아 지배기에 도로 등 인프라 개발

ㅇ 인도네시아와의 악연, 그러나 협력할 대상

과 학교 등이 건립되었다고 한다. 20세기를 들
어서면서 포르투갈은 국가재정 악화와 앙골

일본의 패망으로 포르투갈은 잠시 식민 지

라, 모잠비크 등 식민지의 저항과 내부 불안정

배를 회복했고 식민지배가 느슨한 틈을 타

으로 동티모르에 투자할 여력은 더 더욱 없었

1975년 11월 동티모르 독립혁명전선이 포르

던 것으로 알려졌다.

투갈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인도
네시아는 1975년 12월 군대를 보내 강제 점령

ㅇ 일본 군은 수심이 깊어 잠수함 기지로 사용

하여 인도네시아의 27번째 주인 ‘티모르 티무
르(Timor Timur) 주’로 강제 편입시켜 1999년

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일본 군이 잠시 지배

까지 지배했다. 인도네시아는 지속적인 독립

(1942~1945년)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일본

세력들의 투쟁을 무력 진압하여 독립한 1999

군은 수심이 깊은 동티모르 섬 지역에 태평양

년까지 현지인을 살해하거나 기아와 질병으로

재해권 확보와 호주 침략을 위해 잠수함 기지

약 10만명을 사망케 한 역사가 남아 있다.

를 건설하여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 당시
호주군 230명은 현지에 상륙하여 산악 지대에

수도 딜리를 바라보고 서있는 예수님 상

그림 3▶예수님 상과 구스마오 초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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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책도 시도했다. 1996년 현지인들을 위해

고 동티모르는 결국 2002년 5월 20일 꿈에도

26m 높이의 예수님 상을 딜리에서 바라다 볼

그리던 독립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수 있는 곳에 건축하였고 동티모르 전역으로

독립운동의 영웅인 ‘샤나나 구즈마오(Xanana

뻗은 도로를 포장하고 많은 학교도 건립하였

Gusmão)’가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

다고 한다.
동티모르는 악연인 인도네시아와 협력이 필
동티모르 독립은 1998년 인도네시아 수하

요한 상황이다.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가 지

르토 독재정권이 붕괴되면서 서광이 비치기

역국제 기구인 아세안 가입을 반대하다가 최

시작한다. 수하르토 후임인 하비비 대통령은

근들어 지원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물류 교

1999년 1월 동티모르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정

통의 대부분이 인도네시아와 연결되어 있는

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로인해 동티모르의

동티모르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독립이 1999년 8월 유엔을 통한 국민 투표로

필요하다.

결정(80%가 독립 찬성)되었고 인도네시아 군
대가 현지에서 철수하게 된다.

ㅇ 독립관련 우리 상록수 부대의 역할

그러나 유엔을 통한 독립 투표가 진행되는

우리나라도 1999년 9월 독립과 국제평화 유

과정에서도 인도네시아 군부가 지원하는 독립

지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상록수부대를

반대 파들에 의해 동티모르 인들은 1,400여명

창설해 파견하였다. 1999년 10월~2001년 12

이 사망했고 30만명이 서티모르로 피난하는

월까지 동부 로스팔로스(Lospalos) 지역에서

일들이 벌어졌다. 이러한 많은 난관을 이겨내

작전을 전개했고 2002년 1월 ~ 2003년 10월

그림 4▶상록수 부대 정문과 민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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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오에쿠시(Oecussi) 지역에서도 작전을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는 동티모르는 금년 3

전개하였다. 상록수부대는 2003년 4월 제8진

월과 7월에 대선과 총선을 치루었으나 여전히

부터 대대급에서 중대급으로 규모를 축소하였

과반을 차지하는 여당이 없는 여소야대 상황으

으며 2003년 10월 동티모르에서 철수한 바 있

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치 문제로 본격적인

다. 이러한 영향으로 현지 외교관인 우리 대사

경제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는 현재 우리 군 장성 출신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로인해 프랜시스코 구테레스(Francisco
Lu Olo Guterres)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여
소야대로 인한 국정중단 상황을 타개하기 위

다. 정치 경제 등

해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겠다고

ㅇ 정치 난맥상, 총선 재실시

밝혔다. 재총선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동티모르의 진출시 가장 큰 어려움중 하나

ㅇ 석유수입 중심 경제

는 현지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다. 독립은 했지만 여러 가지 시스템이 안정화

동티모르 경제는 전체 인구의 85%가 농업

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부족해 보인다. 2006년

부분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은 GDP의

에는 인도네시아와 친하게 지내던 민병대가

일부 이며 석유수입이 전체 GDP의 70~80%

독립에 반대하면서 쿠테타를 일어킨 적이 있

를 차지하고 있다. 공식 통화는 US달러이며 1

고 2008년에는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도 있

달러이하 동전만 동티모르 정부가 발행하고

었다.

있는 실정이다. 2005년이후 석유, 천연가스 사

표 1▶동티모르 주요 경제지표 동향
항

목

2014
40

31

27

27

28

1인당 GDP(달러)

3,492

2,619

2,230

2,190

2,240

경제성장률(%)

4.3

4.0

5.0

4.0

6.0

수출(백만달러)

16

18

20

-

-

수입( 〃 )

764

653

559

-

-

FDI(백만불)

GDP(억달러)

2015

2016

2018**

33.9

-

5.0

-

-

외환 보유액(백만달러)

311

438

281

-

-

총 외채잔액( 〃 )

96

109

175

276

581

국제신인도

OECD 6등급

주요수출품

커피

식료품

대리석

주요수입품

식료품

휘발유

등유

자료 : 세계국가편람(K-Exim), IMF 등
주 : ‘* 예상치,‘**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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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늘어나고 있다.

서 경제가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며 2006년 잠
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다가 2007~2010년

전문가들은 동티모르의 가장 심각한 문제중

7~10% 대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역시

하나가 언어 사용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강원

정치 문제로 경제성장이 지속해서 이루어지지

도만한 나라에서 비공식 통계로 수십여 종의

못하고 있다. 2016년 5%의 경제성장을 이루

언어가 쓰이고 있다고 한다. 오랜 식민 지배를

었고 거의 매년 5%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

경험하여 국가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별로 없

나 정치문제로 모든 경제활동이 일부 중단되

는 상황이다.

는 후진국적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포르투갈 식민시대에 살 던 사람들은 포르
동티모르의 2017년 국내 총생산(GDP)은

투갈 어로 교육을 받았고, 지금도 국가 지도

27억불 규모이다. GDP는 2004년 이후 티모르

자 급의 주류는 포르투갈 어를 사용하고 있다.

해 석유개발 시작된 이후 GDP의 대부분을 석

1975년 포르투갈 어를 국가의 공식 국어로 채

유수입이 차지하기 시작했다. 이로인해 GDP

택하였고지금도 포르투갈 정부에서 어학 교사

는 유가가 좋았던 2014년 이전에는 50억 달러

를 보내 포르투갈 어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

를 상회했으나 최근 유가 하락으로 정부의 재

다. 그러나 1975년 인도네시아 강점 이후 인도

정운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네시아 어로 교육받은 청년들은 포르투갈어를

석유관련 수입을 ‘석유펀드(Petroleum Fund)’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인구의

를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말 158억

약 60%가 사용한다는 떼툼어(Tetum)이다. 이

달러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석유

토속어 자체도 산악의 여러 부족에 따라 방언

펀드는 정부 재정의 80~90% 차지하고 있다.

이 많아 자기들끼리도 언어 자체가 통일이 되
지 않고 있다.

ㅇ 심각한 언어 사용 문제
해외차관 사업관련 부서는 영어를 잘 사용
1975년 포르투갈이 동티모르를 떠난 이후

하지만 일반 업무에서는 언어혼란이 존재하고

현재 동티모르의 인구 5% 정도만이 포르투갈

있다. 외부에서 정부 관련 부서에 영어로 된 공

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공문서

문을 보내면 공무원이 그 나라 공식 언어인 포

등은 아직도 영어보다는 포르투갈 어를 더 많

르투갈어로 번역을 한다고 한다. 관리들은 홍

이 사용하고 있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물

보를 위해 국민들이 영어도 포르투갈어도 잘

론 차관공사의 경우 영어를 통해 입찰이 진행

모르니 그 나라 토속어인 테툼어로 또 번역한

되나 여타 정부 행정에 포르투갈 어는 주요한

다고 한다. 그 번역 과정에서 공문의 의미가 변

언어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들어 가장 많은 인

하기도 하고, 때때로 공문 자체가 없어지기도

구가 사용하는 토속어인 떼툼어(Tetum) 사용

한다. 정치 안정과 더불어 언어의 혼돈에서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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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기를 바랄 뿐이다.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기존 업스트림 개발
위주에서 다운스트림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발

라. 건설시장 환경
ㅇ 개발·교통 인프라 사업 추진… 이전 식민지배 관
련 국가와 협력 진출 필요

할 계획이다.
현재 동티모르의 석유 자원은 주로 호주와
의 해상 경계선에 있는 Bayu-undan 유전 등
3개의 광구 유전에서 석유 가스가 생산되고 있

건설시장 관점에서 이 나라는 인프라 개

다. 개발된 가스는 파이프를 타고 호주 다윈

발 예산이 미미한 소국이다. 그러나 예상 외

(Dawin)으로 이동해 정제되어 판매되고 있다.

로 자원 개발 잠재력이 크고 개발 재원도 보유

즉 실제 개발 생산 및 정제는 호주 측이 하고

하고 있는 나라다. 동티모르 국영 석유공사인

이익만을 동티모르 측에 지급하는 상황이라

Timor Gap은 2015년 배럴당 39달러 기준으

동티모르 정부는 2030년까지 직접 석유를 개

로 향후 50년간 석유개발을 통해 얻는 매출을

발하기 위해 석유개발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

3,570억 달러이며 개발비용을 2,140억 달러로

여 자체적으로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시설

평가할 경우 순수익은 약 1,430억 달러로 예상

확충을 위해 노력중이다.

된다고 밝혔다.

ㅇ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30’
동티모르는 현재 1일 약 8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3개

정부는 현 저소득 국가에서 2030년까지 중

의 석유가스 광구가 개발되었으며, 석유가스

상위 소득 국가 건설을 목표로 2011년부터

그림 5▶동티모르 해상 석유가스 광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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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남부해안지역 개발사업(Tasi Mane Project)

2030년까지 3단계로 전략개발계획(Strategic

지는 못하다.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인프라

Development Plan 2030)을 수립해 시행중이

개발투자 예산(2018년)은 주로 석유 가스개발

다. 동 개발계획에는 국가 간선 도로망 재건,

과 관련된 남부지역 개발에 가장 많은 약 3억

항만, 공항 개발 등 교통 인프라 개발 외에도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며 다음으로 도로개발에

남부 해안지역에 석유산업 클러스터 개발 사

1.1억달러, 공항 분야에 약 8천만 달러를 투입

업인 ‘2021년까지 10억달러가 투자 될 예정인

할 예정이다.

Tasi Mane Project’등도 포함된다. 또한 수도
인 딜리 동부에 Hera신도시 개발을 준비 중이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남부 해안지

며 물 자원관리를 위해 수력발전소 건설 등도

역 개발사업(Tasi Mane Project)은 근래 7.6

추진중이다.

조 입방피트의 천연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확
인된 Greater Sunrise 유전개발과 관련되어 있

그러나 최근 정치문제와 유가 하락으로 일

다. 정부는 동 유전에서 채굴된 3억 배럴의

부 인프라 건설 투자계획이 영향을 받고 있다.

Condensate를 8백만 톤의 LPG와 1억 24백만

정부는 2016년 예산중 약 4억 달러(차관 제외

톤의 LNG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여

시 2.9억 달러)를 인프라 개발 투자예산으로

직접 석유가스를 개발하여 파이프 라인 건설을

책정했으며 2018년에는 12.2억불(차관 제외

통해 가져올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아이(Suai)

8.6억불)까지 증가시킬 예정이었으나 순조롭

지역에 석유가스 기지 개발을 Betano 지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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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플랜트 건설 계획을 추진하여 왔으나 역시 정치문제 등으로 현재는 중지 상태이다.
이외 정부가 발표한 분야별 2030년 까지의 인프라 개발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석유개발(Petroleum) 및 연관 인프라 개발
단기계획
(2011~2015)

- Suai항구 건설 및 Suai공항 복구, 정유공장 프로젝트 1단계 착수
- Suai-Betano도로 1단계 건설 착수, Nova Suai개발 완료, Nova Betano 1단계 완료

중기계획
(2016~2020)

- Suai저장기지 2단계 완료, 정유공장 1단계 완료, Beaco항구 완공

장기계획
(2021~2030)

- Tasi Mane 프로젝트 완료(남부 해안 고속도로를 통해 Nova Suai, Nova Betano, Nova Viqueque를
연결하는 석유산업 Clusters 구축)

2. 도로 및 교량(Roads and Bridges)
- Dili-Manatuto-Baucau간 Manatuto-Natarbora간 연결도로 국제기준 확장
단기계획
(2011~2015)

- 국가 순환도로 계획 수립, Dili-Liquica-Bobonaro간 도로 복구
- Pante Makassar-Oesilo, Pante Makassar-Citrana, Oesilo-Tumin 연결도로 완공
- 모든 지방 농로는 지역건설사를 통해 복구, 매년 단위 도로상태 모니터링 실시

중기계획
(2016~2020)

장기계획
(2021~2030)

- 국도 및 지방도로를 국제기준으로 복구, Dili-Aileu-Maubisse - Aituto
- Cassa구간 복구 완료
- Suai-Cassa-Hatu Udo-Betano-Viqueque-Beaco구간 복구 완료

- 국가 순환도로 연결 완료, 모든 국도 및 지방도로에 접근용 신규 교량 건설

3. 공항(Airports), 항만(Sea Ports)
- The Presidente Nicol Lobato국제공항 마스터 플랜 수립
단기계획
(2011~2015)

- Commerically-Oriented Airport Authority를 통해 국제공항 관리
- 지역항공계획 수립 완료, Maliana, Oe-CusseAmbeno공항 등 복구
- Suai 신항운영, Com, Atauro, Vemasse, Oe-CusseAmbeno항구 시설 개선, Tibar 신항건설착수
- Bacau 공항은 딜리에 대한 대안과 군사 기지로 활용

중기계획
(2016~2020)

- Suai, Baucau, Oe-CusseAmbeno, Lospalos 공항 등 네트워크 구축
- 연간 이용객 1백만명 수준의 국제공항인 The Presidente Nicol Lobato 국제공항 운영
- 동티모르 주항으로 Tibar항구 운영, Kairabela와 남부해안 근처 Beaco에 항만시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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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Electricity), 상·하수도(Water and Sanitation)
- 모든 지역에 24시간 안정적인 전기 공급
- Hera 및 Betano지역에 총250MW 용량의 신규 발전소 2기 건설
단기계획
(2011~2015)

- Lariguto풍력 발전소 건설, 딜리 태양광 센터 설립
- 가스 및 소수력, 화력 발전 가능성 검토를 위해 FS 실시
- 농촌인구의 75% 이상 안정적이고 안전한 물 공급
- 도시지역의 60% 하수도 시스템 개선, 딜리 하수도 시스템 개선
- 전기의 50%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

중기계획
(2016~2020)

- 약 10만 세대에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
- 모든 국립학교에 깨끗한 물 공급
- 딜리 지역에 하수도 및 처리 시스템 구축, 전 지역 배수시설 개선

장기계획
(2021~2030)

- 신재생 에너지 및 기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전역에 전기 공급
- 모든 지방의 배수시스템 개선

라. 현지 및 외국 건설업체 동향

- 모든 지역 및 지방에 적정수준의 하수도 시스템 구축

중이다. 인도네시아 업체는 건설 공사의 장비
와 자재를 자국의 육상과 해상을 통해 공급받

ㅇ 포르투갈 및 인도네시아 업체와의 협력 필요

아 경쟁력이 있는 상태이다.

현재 동티모르에는 50여개 외국 건설업체가

최근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외국 업체

활동중이다. 발주 재원 부족으로 현지에서는

는 중국계이다. 중국업체는 저가 수주를 무기

주로 ADB 등 국제차관공사가 발주되고 있으

로 차관 도로공사를 중심으로 CSI 등 20여개

며 시급한 인프라개발 사업은 민간개발 사업

사 활동중이다. 이외 인근 호주업체인 RMS사

으로도 추진하고 경우도 있다.

등이 건축 토목 사업 참여중이며 고급 레미컨
등 건자재 사업도 병행해 참여를 모색중이다.

가장 오래 식민지배했던 포르투갈은 Ensul
사 등 10여개사가 주로 관공서 등 건축사업에

ㅇ 열악한 현지 건설업체

참여 하고 있다. 현지 공문서가 대부분 포르투
갈 어가 사용되고 있고 주요 인사들도 포르투

독립한지 얼마되지 않고 기반 산업도 열악

갈에서 교육 받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들과

한 상황이라 건설업체도 대중형 업체가 거의

의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우리 해외건설

없는 편이다. 현재 5천개 건설업체가 등록되어

협회는 포르투갈 건설협회와 협력하여 동티모

활동중이라고 하나 실제 건설가능한 업체는

르 등 과거 포르투갈 식민지배 국가들에 공동

Victoria사 등 20여개사 정도의 중견이하 소업

진출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체라고 알려져 있다. 이들 현지기업은 전반적

잠시 식민지배한 인도네시아는 WIKA 등 10

으로 건설수준이 낮아 외국업체의 하청사로

여개사 건설업체가 소형 공항 건설 등에 참여

활동하며 건설사업관련 각종 보증서 제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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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 대형 공사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에는 현지인의 기능 수준이 낮아 중간 관리자
를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조달하고

ㅇ 우리 건설업체 진출 동향

있으며 기자재의 경우 현지 생산판매 되지 않
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건설업체의 동티모르 진출은 독립 초
기부터 시작되었다. 2002년 10월 쌍용건설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도

이 독립기념관 공사(97.6만불)을 수주 시공한

필요하다. 특이하게 악어를 숭상하는 잔재가

이래 지금까지 주로 중소 중견업체들 위주로

남아 있어 일을 방해하는 악어를 잡아 죽이지

ADB차관과 우리 KOICA 사업을 중심으로 24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인해 공사 진

건 약 8억불을 수주하여 활동 중이다. 현재 우

행에 실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현

리 업체는 건축 공사 위주로 수주하고 있으며

지 진출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항만 등 토목 사업 참여도 모색중이다.
필자는 우리 업체에게 장기적으로 포르투갈

마. 건설 진출 활성화를 위해

및 인도네시아와 연계한 진출 전략 수립을 권
유한다. 아직도 현지 대부분의 공문서가 포르

동티모르는 국가 기초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투갈 어로 시행되고 있고 포르투갈의 영향력

부족하고 본격적인 석유개발 업스트림 및 다

이 남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인도

운스트림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건설

네시아와의 협력도 권한다. 실질적인 모든 물

시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시장 규모

류 통로가 인도네시아와 이어져 있고, 대다수

가 작고 건설업 제도 자체가 정착되지 않아 대

국민이 인도네시아 어를 구사할 뿐 아니라 주

형 건설업체보다는 중소형 업체의 진출이 비

요 고위직 인물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교육 받

교적 용이한 나라이다. 그리고 24세이하 인구

았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다.

가 전체 인구의 61%를 차지는 젊은 국가에다
가 미국달러를 공용화폐로 사용하여 환리스크
관리도 용이한 장점이 있는 나라이다.

다행스럽게도 현지 정부는 유사한 상황에서
발전한 경험이 있는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필자가 면담한 고위 관리들은 과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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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티모르는 독립이후의 기간이 짧고

의 현지 파병 활동과 한국의 경제개발 등을 이

정치가 안정되지 않아 정치적 리스크가 주 이

유로 우리에게 우호적이다. 구스마오 초대 대

슈가 되는 나라이다. 다수당이 없어 재선거를

통령은 한국을 여러번 방문했으며 현 대통령도

하는 혼란시기라 현지 정치상황 파악과 대응

한국에 우호적이다. 철저한 현지 조사와 시장

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자원개발 잠재력이 있

분석 그리고 이들 인사들과의 네트웍 구축을

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가하락 등에 대한 분석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동티모르 건설시장 진

과 대비도 필요하다. 현재 동티모르 건설현장

출에 더욱 박차를 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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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외교부 차관,
해외건설협회 방문

과테말라 외교부 차관(하이로 데이비드 에스트라다 바리오스)이 2월 2일(금)
해외건설협회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해외건설협회와 과테말라건설협회
간 MOU 체결 등 양국 간 건설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기업의 과
테말라 인프라 시장 진출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루어졌다.
먼저 박기풍 회장은 우리 기업의 중남미 건설시장 진출기반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동으
로 실시한 출장('16.6.25~7.5) 중 과테말라 방문을 통해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지미 모랄레
스 대통령 집권 후 적극적 개혁 의지와 안정된 경제성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이로 에스트라다 차관은 양국 간 경제협력 기회가 확대되길 바라며 한국 건설기업의 적극
적 진출과 투자를 요청하면서, 현재 서명 절차만 남은 과테말라건설협회와 해외건설협회 간
MOU 체결을 통해 인프라 건설 부문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에 박기풍 회장은 세계 곳곳에서 기술력과 신뢰성 및 공기 준수 능력을 검증받은 우리 기업
의 강점을 소개하면서, 우리 기업의 과테말라 건설시장 진출 시 과테말라 정부 차원의 많은 관
심과 지원을 주문하였다. 또한, 국토부가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가 주관하는 'GICC 2018' 행
사［(9.17(월)~20(목),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 과테말라 통신인프라주택부 장관 초청
을 제안하였다.
해외건설협회는 향후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과 긴밀한 업무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양국 간 건
설 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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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BIM·인공지능 활용
건설자동화 기술 2025년까지 개발
2025년까지 스마트 건설자동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건설현장 노동생산성을 40%까지 향상시키고,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자 수를 30% 감소시키는 중장기 계획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향후 5년간('18~'22)의 건설기술정책 로
드맵인 ‘제6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 정책·제도의 선진화, 연구개발 등을
통해 기술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5년마다 수립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한편, 건설생산성은 20
년간 정체되어 선진국의 1/3에 불과하며 건설산업은 전통적인 로우테크(Low-Tech) 이미
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노동시간당 부가가치) 한국 13달러, 벨기에 48달러, 네덜란드 42달러, 영국 41달러, 스페인 41달러

또한,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 입·낙찰 평가 기준은 낮은 기술 변별력으로 인해 업체의 기술력
을 높이는 유인이 부족하고, 해외의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시장은 선진국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해외 점유율, '16년) 미국(30.8%), 캐나다(11.6%), 영국(7.6%), 호주(6.8%), 한국(1.8%, 9위)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성·안전
성을 향상시키고, 건설 엔지니어링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2대 주요 전략과 6개
분야 10개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정밀 시공이 어렵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단점을 극복하
기 위해, 3차원 설계기술인 BIM을 활용하여 가상으로 시공(VR)후에, 3D 프린터를 활용하
여 공장에서 건설 부재를 모듈화하여 제작하고, 인공지능(AI)을 탑재한 건설 로봇에 의해 조
립·시공하는 건설자동화 기술을 2025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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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드론, 사물인터넷(IoT) 센서, 초소형(마이크로) 로봇 등을 활용하여 시설물의 이상을 신속하게 검지·
대응하는 시스템 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개발 중에 있는 BIM 기술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 기준 및 매뉴얼을 마련하고, 2020년까지 500억
원 이상의 도로사업에 BIM 설계를 의무화한다.
그리고, 해외시장 진출에 유리한 메가스트럭쳐, 플랜트, 해저터널 등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
발(R&D) 사업에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건설 엔지니어링 국제 경쟁력 강화 】
2018년부터 건설 엔지니어링 발주제도를 국제표준과 유사하고 기술 변별력을 강화한 ‘종합심사낙찰제’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평가 방식을 현행 정량·절대평가 위주에서 용역을 수행할 전문적인 역량 등 기술력 중심의 정성·상대평가로 전환
하여, 가격보다는 기술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낙찰률이 소폭 상승하게 되어 낮은 엔지니어링 대가 문제도 일부 현실화될 전망이다.
또한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의 설계·시공 능력 향상을 위해 ‘설계자가 주도하는 일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건설
사업관리(CM) 관련 규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 유지관리 및 건설안전 강화 】
노후화되고 있는 시설물들을 선제적·예방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17.
11. 조정식 의원 발의)을 제정할 계획이며 현재 개발 중인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들을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극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첨단 기술 활용 시 안전 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

국토교통부는 “국내 건설산업이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첨단
기술과 융합이 필수적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건설산업이 데이터 기반의 첨단 공장형 산업으로 진화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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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2017 개정판 주요 변경내용
소개 세미나 개최
국제컨설팅엔지니어연맹(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Ingénieurs-

Conseils, FIDIC )은 2017년에 주
요 계약조건에 대한 개정을 단행하였
는데, 그 내용이 대폭 변경·수정되었
다. 시공에 사용되는 계약조건인 Red
Book(Conditions of Contractor for
Construction, 2ndEdition), Yellow
Book(Conditions of Contract for
Plant&Design Build, 2ndEdition),
Silver Book(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Turnkey Projects, 2ndEdition), 그리고 용역에 사용되는 계약
조건 White Book(Client/Consultant Model Services Agreement, 5thEdition)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와 건설계약관리·클레임 전문 컨설팅 회사인 ㈜씨플러스인터내셔널은 국토교
통부의 후원을 받아, 지난 2월 5일(월요일) 오후 해외건설협회 1층 강당에서 세 가지 시공 및 용역 계약조건의 주
요 변경내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바, 엔지니어링 및 건설사, 공사 및 공단, 대학교, 연구소, 협회, 법무
법인 등에서 약 130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발표는 씨플러스 소속의 전문가들에 의해 Red Book(이종봉 부사장), Yellow Book(조혜진 과장), Silver
Book(김준하 부장), White Book(이종봉 부사장) 순으로 이어졌으며, 이번 2017년 개정판이 18년 만에 대폭 수
정·변경된 배경 및 개정방향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부터 세부적인 변경 내용이 소개 되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용어의 정의가 대폭 늘었고, 엔지니어(발주자 대리인, Silver Book인 경우)의 계약적 역할을 강화하였
으며, 각종 절차(엔지니어의 합의 또는 결정/변경/클레임/분쟁)를 세분화하여 단계별로 이해하기 용이하게 규정
하였다. 또한, 시공자의 공사기간연장 권리 및 발주자/사공자의 계약해지 권리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고, 시공자
클레임과 발주자 클레임이 동일한 조항에 포함되어 동일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과거에는 분쟁조정합의
서(Disputes Adjudication Agreement)에 포함되었던 분쟁회피 조항이 일반조건에 명시되는 등, 주요변경 내
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는 시간이었다.
이어서 씨플러스의 현학봉 대표가 주관한 질의·응답 시간에는 지금까지 발표된 주요변경 내용이 의도하고 있는
바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고, 전문가 수준에 이르는 참석자들과 활발하고 심도 깊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마
지막으로, 특별히 초청된 FIDIC 계약조건 작성 전문가인 마틴 스미스(Martin Smith)로 부터 FIDIC에서 현재 추
진 중인 지반공사를 위한 계약조건(Conditions of Contract for Underground Works)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며, 올해 말 출간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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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수주 실적
‘18.1.31 기준 해외건설 수주액은 총 40.3억불
* (신규) 63건, 2,147백만불, (변경) 108건, 1,882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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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4

15

16

17

최근 5년 평균

‘18

1년간(억불)

652
(682건)
29
(81건)

660
(708건)
37
(80건)

461
(697건)
59
(59건)

282
(607건)
29
(59건)

290
(624건)
17
(60건)

469
(664건)
34
(68건)

-

1.1~1.31(억불)

40
(63건)
북미·태평양
2.3%

700
600

중동
36.6%

500

아시아
60.5%

400
300
200

건축
32.0%

100
0

40
'13

'14

'15
1년간(억불)

'16

'17

토목
9.6%
플랜트
57.9%

'18

1.1~1.31(억불)

※ (지난달 수주현황) 사우디, 에틸렌 글리콜 생산설비 공사(삼성ENG, 6.9억불) 등 63건, 약 40.3억불

세부항목별 수주액
ㅇ 지역별 : 아시아 60.5%(24.4억불, 1위), 중동 36.6%(14.8억불, 2위), 북미·태평양 2.3%(0.9억불, 3위), 중남미 0.2%(0.1억불, 4위)
ㅇ 국가별 : 사우디 18.7%(7.5억불, 1위), 태국 15.6%(6.3억불, 2위), 인도 12.5%(5.0억불, 3위), 이라크 11.4%(4.6억불, 4위)
ㅇ 공종별 : 플랜트 57.9%(23.3억불, 1위), 건축 32.0%(12.9억불, 2위), 토목 9.6%(3.9억불, 3위), 용역 1.2%(0.5억불, 4위)
지역별

'65~

'18년

국가별

'65~

'18년

공종별

'65~

'18년

아시아

31.4%

60.5%

사우디

17.9%

18.7%

플랜트

57.9%

57.9%%

중 동

54.2%

36.6%

태 국

1.8%

15.6%

건 축

19.3%

32.0%

북미
태평양

3.9%

2.3%

인 도

2.7%

12.5%

토 목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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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건, 천불, %)

2018.1.31
건수
금액
63
4,029,407
(100.0)
(100.0)
42
2,437,320
(66.6)
(60.5)
2
1,475,436
(3.2)
(36.6)
8
91,342
(12.7)
(2.3)
1
9,750
(1.6)
(0.2)
7
8,257
(11.1)
(0.2)
3
7,302
(4.8)
(0.2)

2017.1.31
건수
금액
60
1,661,751
(100.0)
(100.0)
46
1,053,738
(76.7)
(63.4)
6
474,244
(10.0)
(28.6)
0
734
(0.0)
(0.0)
3
107,211
(5.0)
(6.5)
0
484
(0.0)
(0.0)
5
25,340
(8.3)
(1.5)

1965.1.1.~2018.1.31
누계건수
누계금액
12,393
783,467,205
(100.0)
(100.0)
6,622
246,548,314
(53.5)
(31.5)
3,586
424,919,307
(28.9)
(54.2)
648
30,511,322
(5.2)
(3.9)
407
38,751,269
(3.3)
(4.9)
461
19,430,396
(3.7)
(2.5)
669
23,306,597
(5.4)
(3.0)

공종별
공종
계
플랜트
건

축

토

목

용

역

전

기

통

신

계
사우디
태 국
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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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
211.1
131.3
123444.4
1606.0
-71.2
-90.9
(단위: 건, 천불, %)

2018.1.31
건수
금액
63
4,029,407
(100.0)
(100.0)
6
2,333,832
(9.5)
(57.9)
31
1,287,012
(49.2)
(32.0)
2
387,775
(3.2)
(9.6)
18
47,024
(28.6)
(1.2)
5
-27,066
(7.9)
(-0.7)
1
830
(1.6)
(0.0)

2017.1.31
건수
금액
60
1,661,751
(100.0)
(100.0)
12
1,350,394
(20.0)
(81.3)
23
153,525
(38.3)
(9.2)
4
64,112
(6.7)
(3.9)
16
93,016
(26.7)
(5.6)
5
618
(8.3)
(0.0)
0
86
(0.0)
(0.0)

1965.1.1.~2018.1.31
누계건수
누계금액
12,393
783,467,205
(100.0)
(100.0)
1,829
453,187,963
(14.8)
(57.9)
4,019
151,431,005
(32.5)
(19.3)
2,183
143,222,463
(17.6)
(18.3)
3,312
15,710,978
(26.7)
(2.0)
885
16,627,996
(7.1)
(2.1)
165
3,286,800
(1.3)
(0.4)

국가별(주요 3개국)
공종

증감율
(금액)

2018.1.31
건수
금액
63
4,029,407
(100.0)
(100.0)
1
752,211
(1.6)
(18.7)
1
627,501
(1.6)
(15.6)
2
502,524
(3.2)
(12.5)

증감율
(금액)
142.5
72.8
738.3
504.8
-49.4
-4479.6
865.1

(단위: 건, 천불, %)

2017.1.31
건수
금액
60
1,661,751
(100.0)
(100.0)
2
436,957
(3.3)
(26.3)
0
0
(0.0)
(0.0)
0
0
(0.0)
(0.0)

1965.1.1.~2018.1.31
누계건수
누계금액
12,393
783,467,205
(100.0)
(100.0)
1,794
139,904,935
(14.5)
(17.9)
210
14,350,585
(1.7)
(1.8)
242
21,469,644
(2.0)
(2.7)

증감율
(금액)
142.5
72.1
-

K-BUILD저널

2018. 3월호

지난달 신규수주 공사내역 (2018. 1.1~31)
(단위: 천불)

국가

업체

공 사 명

계

발주처

기간금액

총 4건

2,785,960

삼성물산

SDV V3-PJT 건설공사

GS건설

LGD 베트남 하이퐁 신공장 건설 사업

사우디

삼성ENG

에틸렌 글리콜 생산설비 공사

이라크

삼성ENG

루크오일 웨스트 쿠르나 유전
개발프로젝트

인

니

삼성ENG

인

도

중
태

비고

-

-

144,251

2016/06/30 증액

176,483

2016/07/27 증액

686,272

2017/12/27 신규

루크오일 중동

448,169

2012/03/22 증액

반유 유립 석유, 가스 생산물
처리시설 공사(EPC-1)

모빌 세푸

106,034

2011/08/05 증액

삼성물산

삼성전자 노이다 공장 신축공사

삼성전자 인도법인

192,449

2016/12/15 신규

현대ENG

인도 기아차 생산공장 신축공사

인도 기아차 법인

295,838

2017/08/01 신규

국

GS건설

광저우 LG디스플레이 1단계 공장
건축공사

엘지디스플레이
(광주)유한회사

109,360

2014/12/02 증액

국

삼성ENG

올레핀 프로젝트

피티티 글로벌 케미컬

627,104

2018/01/23 신규

베트남

삼성디스플레이

계약일자

엘지디스플레이
베트남법인
Jubail United
Petrochemical Compa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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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1.31
건수
금액
80
(100.0)

3,734,363

2015.1.1∼1.31
건수
금액

2016.1.1∼1.31
건수
금액

59

5,948,815

59

(100.0) (100.0)

(100.0)

(100.0)

2,935,647

2017.1.1∼1.31
건수
금액
60

(100.0) (100.0)

1,661,751

2018.1.1∼1.31
건수
금액
63

4,029,407

(100.0) (100.0)

(100.0)

13

1,905,720

1

28,331

7

65,281

6

474,244

2

1,475,436

(16.3)

(51.0)

(1.7)

(0.5)

(11.9)

(2.2)

(10.0)

(28.6)

(3.2)

(36.6)

47

1,641,007

29

1,949,562

34

999,497

46

1,053,738

42

2,437,320

(58.8)

(43.9)

(49.1)

(32.8)

(57.6)

(34.1)

(76.7)

(63.4)

(66.6)

(60.5)

4

2,087

6

38,830

7

1,059,090

0

734

8

91,342

(5.0)

(0.1)

(10.2)

(0.7)

(11.9)

(36.1)

(0.0)

(0.0)

(12.7)

(2.3)

6

37,596

4

8,521

0

-1,676

0

484

7

8,257

(7.5)

(1.0)

(6.8)

(0.1)

(0.0)

(-0.1)

(0.0)

(0.0)

(11.1)

(0.2)

9

84,929

11

67,437

8

224,426

5

25,340

3

7,302

(11.2)

(2.3)

(18.6)

(1.1)

(13.5)

(7.6)

(8.3)

(1.5)

(4.8)

(0.2)

1

63,024

8

3,856,134

3

589,029

3

107,211

1

9,750

(1.2)

(1.7)

(13.6)

(64.8)

(5.1)

(20.1)

(5.0)

(6.5)

(1.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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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워치
중국의 동남아 인프라 협력 현황과 시사점

K- BUILD 특집
지주구조물에 대한 피로설계 및 해석
FIDIC 2017 개정판에 대한 이해(1)
주요 신흥 시장의 발전 프로젝트 관련 법률 체계

K- BUILD 저널

2017년 FIDIC 개정판의 시공자 위험과 책임의 한도
2018.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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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