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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워치

한중일 스마트시티 추진현황과
시사점
박 용 정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의 디지털 인프라가 핵심 요소로 포함되어

■ 스마트시티란?

있다.

스마트시티란 정보통신기술(ICT :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을 통해 도시 기능을 효율화하여 삶의 질을 높
이고, 경쟁력이 향상된 도시를 의미한다.

■ 스마트시티 등장 배경
세계는 도시 거주 인구의 빠른 증가로 인프
라 부족, 교통 혼잡, 범죄 등과 같은 도시문제

ITU(2015)1)에 의하면 스마트시티란 현재

가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에너지 소비 증대

와 미래 세대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

등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지

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도시 기능의 효

속가능한 도시 구축을 위한 관심이 고조되면

율성 및 경쟁력,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들

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시킨 스마트시

과 ICT를 활용하는 혁신적인 도시를 의미한

티의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2)

다. 한편, UNCTAD(2016) 는 스마트시티의
구성요소를 스마트 교통, 스마트 경제, 스마트

2015년 세계 도시화율(도시인구/총인구)은

생활, 스마트 거버넌스, 스마트 피플, 스마트

54%로 2050년 66.4%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

환경으로 세분화하였다. 특히, 6가지 요소에는

망되고 있으며, 한중일 3국의 도시화율은 세계

스마트시티의 물리적 측면을 대변하는 인프라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전체 에너지 소비

구조와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중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화석연료의 비중이

1) ITU (2015),「Focus Group on Smart Sustainable Cities」
, October 2015.
2) UNCTAD (2016),「Issues Paper On Smart Cities and Infrastructure」
, 11-13 Januar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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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교통
(Smart Mobility)
-

접근성의 향상
안전한 교통
효율적, 지능적인 교통시스템
네트워킹을 활용하여 정체를 줄이는
효율적인 교통시스템 구축
- 카쉐어링, 카풀링, 카바이크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행태'

스마트 경제
(Smart Econoby)
-

지역/세계에서의 경쟁력
기업가 정신과 혁신 모멘텀
높은 생산성
사업 기회에 대한 시민들과 기업들의
광대역적인 접근
- 지역의 독립성
- 전자 비즈니스 프로세스
(e-banking, e-shopping 등)

스마트 거버넌스
(Smart Governance)
-

참여 의사결정
공공 & 사회적 서비스
투명성
민주적 절차와 결과
정부, 행정기관과의 상호 연계
지역사회에서 정부 서비스 접근성 향상

스마트 생활
(Smart Living)
- 삶의 질 향상
- 사회적 측면 : 교육, 헬스 케어,
공공 안전, 주택
- 고품질 헬스 케어 서비스
(e-health, 원격의료 모니터링),
전자 건강 기록 관리
- 홈 자동화, 스마트 홈 및 스마트 빌딩 서비스
- 모든 사회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스마트 피플
(Smart People)
-

사회적 & 인적 자본
창의적이며 교양을 갖춘 시민
스마트 서비스 기반의 ICT 활용
도시, 시골 지역 모두 일관된 교육
경험을 제공
- e-education (원격 학습)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정보 제공 솔루션

2018. 5월호

스마트 환경
(Smart Environment)
-

환경오염 모니터링
지속 가능한 기술의 활용
환경적/지속 가능한/에너지 소비
에너지 보존과 자원 재활용을
촉진시키면서 새로운 기술 혁신을
통한 에너지 소비 축소

그림 1▶스마트시티 핵심 구성요소
자료 : UNCTAD (2016), 「Smart Cities and Infrastructure」재인용.

그림 2▶세계 도시화율 전망

그림 3▶세계 에너지 자원별 소비 전망

자료 : UN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

자료 : BP Energy Outlook 2017.
주 : 1) 액체 연료는 석류, 바이오연료, 액화연료 포함.
2) 재생에너지는 풍력, 태양력 발전 포함.

2015년 62.2%(액체, 석탄연료)에 이르는 등

2017년 1분기 아시아 태평양 지역(약 70여개)

에너지 효율성 증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

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4)는 유럽(약 80여개)

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많은 수준으로 추진되는 등 빠르게
시장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아시

한편,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은 2020년까
3)

아 시장 중 역내 리딩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지 약 1조 6천억 달러(약 1,810조) 에 이를 것

의 스마트시티 구축 전략을 중심으로 관련 현

으로 전망되는 등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황을 살펴본 후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 Frost ＆ Sullivan (2013),
「Strategic Opportunity Analysis of the Global Smart City Market」
.
4) Navigant Research (2017),
「Smart City Tracker 1Q17」
Published 1Q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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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족, 도시 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 한중일 스마트시티 발전 전략

목적으로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 중이다. 스
마트시티 정책은 2013년부터 중앙정부에서

① (한국) ‘경쟁력 있는 ICT 기반의 新산업 육성’

직접 관리하고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원
한국은 경쟁력 있는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新성장 산업 육성을 위

산하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320개 스마트시
티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해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6
년 정보통신부(現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편, 2014년에는 광대역 통신망 보급, 정보

‘U-City 구축 활성화 기본계획’을 도입하여 미

화 및 인프라시설의 스마트화 등을 목표로 ‘신

래형 첨단도시 건설을 위한 세부과제를 수립하

형도시화계획’을 수립하였다. 관련 계획은 제

였고, 2008년 국토교통부는 ‘유비쿼터스 도시

13차 5개년 규획(2014~2020)의 ‘도시화 전략’

건설 등에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U-City 사

과 함께 추진 중이며, 2020년까지 스마트시티

업을 본격화하였다. 이후 2015년 미래창조과

사업에 총 5,000억 위안(약 85조 원)을 투입할

학부(現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실증

계획이다.

단지 조성사업’, 2016년에는 국토교통부의 ‘특
화형 실증단지 조성계획’등을 통해 기술 개발
과 통합플랫폼 구축, 수요자 중심 서비스 발굴,

③ (일본) ‘재해 예방과 에너지 효율,
해외시장 진출’

해외시장 진출 등의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일본은 재해 복구, 재난 예방, 에너지 효율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구축 정책이 추진되

② (중국) ‘경제성장과 도시 문제 해결’

고 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재해 지역
중국은 급격한 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인프

복구와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시티 구축

표 1▶시기별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
구분

U-시티 구축 활성화 기본계획(2006년)

제 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2009~2013년)

제 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2014~2018년)

U-서비스 표준모델 개발

제도 기반 마련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국민 안전망 구축

U-IT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핵심 기술 개발

U-City 확산 및
관련기술 개발

활성화 기반 조성

U-City 산업육성 지원

창조경제형 산업실현을 위한
민간업체 지원

추진체계 정립

국민체감 U-서비스 창출

국제협력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강화

추진 전략

자료 : 정보통신부(2006) 「U-시티 구축 활성화 기본계획」, 국토교통부(2009, 2013) 「제 1, 2차 유비쿼터스 종합계획」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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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신형도시화계획 스마트시티 건설 관련 내용
시기

세부 정책

신형도시화계획
(新型城鎭化)
(2014~2020년)

관련내용

광대역 통신망 보급

- 도시 가구 광통신 보급 실현
- 도시 광대역 접속 속도 제고
- 4G망 건설 및 도시 내 주요 공공장소의 무선인터넷 보급 촉진

규획관리의 정보화

- 도시 관리의 디지털화, 지리 공간 정보 플랫폼 및 건축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 스마트도시 공공정보 플랫폼 구축
- 도시규획, 국토이용, 도시 관리망, 공원산림녹지화, 환경보호 등 시정
인프라시설 관리의 디지털화, 효율화

인프라 시설의
스마트화

-

교통유도, 지휘통제, 배차관리 등 스마트 교통 시스템 구축
스마트그리드를 통한 전력 사용 관리
수도, 배수, 오수 처리시스템의 스마트화
도시 지하 공간 및 지하배관망의 정보화 관리
건축시설, 설비, 에너지 절감 등 관리의 스마트화

공공서비스의 간편화

- 부문간, 지역 간 업무 협력 강화 및 공공서비스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 도시교육, 취업, 사회보험, 양로, 의료, 문화 등의 서비스 모델 혁신

산업 발전의 현대화

- 전통산업의 정보화, 제조방식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추진
- 정보서비스업 발전, 전자상거래와 물류정보화의 통합 발전 촉진, 新산업 육성

지역사회 거버넌스
세밀화

- 시장 및 환경 관리감독, 신용서비스, 치안, 공공안전 등에서 정보화 추진, 관련
정보서비스 시스템 완비

자료 : 중국 국무원(2014),「国家新型城镇化规划（2014－2020年）」, 산업연구원(2014), 「중국 신형도시화 계획과 시사점」 참고.

표 3▶일본 스마트시티 관련 주요정책
정책명

주요기능 및 목표

- 경제산업성
스마트 커뮤니티
(Smart Community)

- 지역 통합 에너지 관리 시스템(Community Energy Management System, CEMS) 구축 : 가정,
건물, 지역 에너지 종합적 관리
- 네트워크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 : 주택, 빌딩, 공장 등 개별 수요자의 에너지 및 공급기기의
에너지 수립 관리

- 총무성
ICT 스마트 타운
(ICT Smart town)

-

ICT 활용과 긴급 상황 및 재해 발생 시 방재 기능의 발휘
실시간 및 행정 기관 자료 등의 빅 데이터 활용
ICT 인프라 기반, 인터페이스 확보에 따른 시민의 활용 구축
도시 발전 가능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의 확장성 확보
민관 및 산학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자료 : Japan Smart Community Alliance(2015) 「SMART COMMUNITY, Japan‘s Experience」, 総務省(2012)
「ＩＣＴを活用した街づくりとグローバル展開に関する懇談会」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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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본격화하였으며, 성공모델의 해외시장 진출

화형 실증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을 위해 관련 사업의 목표가 수립되어 있다.

글로벌 해외시장 수출 및 민간시장으로의 확
장 가능성을 고려한 단지 조성사업이다. 관련

2011년 일본 내각부는 ‘신성장전략’의 일환

사업은 LH, 지역난방공사 등 공공기관 뿐 아

으로 ‘환경미래도시 구상’계획을 추진하였고,

니라 민간기업인 SKT과 함께 세종, 동탄 2구

시범지역으로 요코하마, 기타규슈 등 11개 도

역, 판교, 평택고덕에 2016년 7월부터 실증 단

시를 선정하였다. 2011년 경제산업성이 효율

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적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스마트 커
뮤니티 사업’, 2012년 총무성은 재해 방지 도

에너지, 문화, 안전, 도시 토탈 솔루션 등 효

시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표로 ‘ICT 스

과성이 크고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한 분야를

마트 타운’등의 정책을 도입하여 관련 사업들

중심으로 관련 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시범

을 추진 중이다.

단지 컨셉(Concept)별 기능을 수립하고, 도시
에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였다. 세부적으로 세

■ 한중일 스마트시티 구축 사례

종은 교통, 안정, 도시 관리, 에너지 등 토탈 솔

① (한국) 2016년 국토교통부 ‘특화형 실증
단지 조성 사업’

문화 및 쇼핑형, 평택 고덕은 안전 강화형 중점

루션형, 동탄 2구역은 에너지 절감형, 판교는
개발에 사업의 목표가 형성되어있다. 시민 체
감형 서비스 발굴과 상용화를 목표로 2020년

2016년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하반기까지 실증단지의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

해외진출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신도시내 특

획이다.

표 4▶K-Smart City 특화형 실증단지 조성 계획
정책명

대상지구

세종
(도시 토탈 솔루션)

K-Smart City 특화형
실증단지 조성
(2016~2020)

동탄 2구역
(에너지/경제/일자리)

스마트시티 서비스
-

공공자전거, BRT 우선 신호
스마트 주차 정보시스템
3D 지하 매설물 공간정보, 스마트 가로등 (행복청)
스마트그리드(한전), 스마트워터그리드(수공)

- 마이크로그리드(MG), 제로에너지 빌딩
- 스마트시티 R&D 단지 도입

판교
(상업/문화/관광)

- 증강현실(AR), 공공 와이파이 도입
- 스마트 파킹, 스마트 가로등, BEMS, BIPV 등

평택고덕
(안전, 교통, 범죄)

- 스마트 속도감지(DFS), 스마트 가로등/횡단보도
- 스마트 단속카메라, 스마트 교차로

자료 : 국토교통부(2016), 「K-Smart City 민관 협업 엔진 달고 해외로 진출」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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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국) 상하이 '스마트시티 건설 행동계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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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립하였다. 관련 목표의 실행을 위해 브로
드밴드, 광대역 무선랜(WLAN), 빅데이터, 클

상하이는 2011년과 2014년 1,2차 스마트시
티 건설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스마트 경제 구

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보안 기
술 등이 기반이 되어 추진되었다.

현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1차 스마트시티 건설 계획은 정보통신기
술(ICT)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핵심 목표

③ (일본) 요코하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Yokohama Smart City Project)’

이다. 1차 계획(2011~2013년)에는 선진 ICT
인프라,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혁신적

요코하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저탄소 녹

인 ICT 산업, 정보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

색도시 실현을 위한 일본의 대표적인 스마트

행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상하이를 중국

시티 실증 사업 중 하나이다. 일본 스마트시

의 경제, 금융, 무역, 해양 등 4개 부문의 중심

티 프로젝트 중 가장 큰 규모의 실증 사업으로

지로 성장시키는 개발 전략을 추진하였다.

2010년 경제산업성의 ‘차세대 에너지·사회시
스템 실증사업’에 선정되어 2013년까지 총 74

한편, 2차 계획(2014~2016년)은 ‘살기 좋은

십억 엔(약 770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도시’(Lived Shanghai) 실현을 위한 세부 계획

주택, 건물, 지역사회의 에너지 관리를 위한 스

으로 구성되어 있다. 살기 좋은 도시환경, 혁신

마트그리드 적용 및 차세대 교통시스템을 구

적 산업, 실행 가능한 도시관리, 효율적 거버넌

축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스, 새로운 랜드마크 개발 등 5개 부문의 목표

정책의 목표이다.

표 5▶상하이 스마트시티 건설 계획
정책명

정책 목표
살기 좋은 도시환경
혁신적 산업

상하이
스마트시티 건설
계획
(2014~2016)

실행 가능한 도시 관리

효율적 거버넌스

새로운 랜드마크 개발

주요 내용
- 스마트 교통,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교육, 스마트 연금, 스마트 문화,
스마트 여행, 스마트 고용, 스마트 날씨
- 인터넷 금융, 스마트 선적, 스마트 상거래, 스마트 제조
- 도시 정보 통합관리 플랫폼, 식품 안전 관리, 환경 보호, 공공 정보 보안,
지능형 도시 공공 인프라 관리
- 전자 정부 통합, 정부 공공 데이터 공개 서비스, 공공 서비스 채널 통합, 전자
정부 네트워크 서비스 향상, 공공 정보 서비스 플랫폼
-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스마트 커뮤니티 건설, 스마트 비즈니스 지구

자료 : 중국 상하이시(2014), 「上海市推进智慧城市建设行动计划」참고.

5) Innovation Centre Denmark (2015),「Smart Solutions for Innovative Cities」
. 중국 상하이시 (2014),「上海市推进智慧城市建设行动计划」
중심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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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프로젝트에는 엑센추어(Accenture),
도시바(Toshiba Corporation), 닛산(Nissan

■ 한중일 도시 경쟁력 및 기술수준 평가

Motor) 등 7개 국내외 기업이 참가하였다. 이

(스마트시티 경쟁력 평가)6)7)8) 2017년 스페

외에도 재생에너지 활용 뿐 아니라 에너지 수

인 IESE Business School의 도시 경쟁력 평가

급 시스템의 최적화를 추구하는데 프로젝트

에 따르면 한중일 3국 중 한국(서울)이 종합

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2013년까지 4,200

순위 7위로 가장 스마트한 도시로 선정된 가운

건의 HEMS(Home Energy Management

데 일본(도쿄) 8위, 중국(상하이) 80위를 기록

System) 도입, 태양광 패널 37MW 구축, 전

하였다. 하지만 전체 181개 도시 중 100대 도

기자동차(EV) 2,300대 도입 등의 성과 도출

시에는 일본이 가장 많은 3개 도시(도쿄, 오사

이 이뤄졌다. 특히, BEMS(Building Energy

카, 나고야)가 포함되는 등 전반적인 도시 경

Management System)를 통해 대규모 상업시

쟁력에서는 일본이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평

설, 빌딩 등의 20% 전력 소비 감축효과를 달

가되었다.

성하였다.

그림 4▶요코하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시스템
자료 : Yokohama Smart City Project 홈페이지.

6) IESE(2017) 도시 경쟁력 평가가 해당국의 스마트시티 발전 수준을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가장 높은 순위의 도시를 비교함으로써
관련국의 스마트시티 경쟁력을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음.
7) 홍콩(42위)의 경우 중국 도시 중 가장 높은 순위였으나, 특별 행정구임에 따라 평가 대상 도시에서 제외.
8) 일본(도쿄 8위, 오사카 72위, 나고야 81위), 한국(서울 7위, 부산 100위), 중국(상하이 80위, 베이징 9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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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글로벌 스마트시티 경쟁력 평가
국가(도시)

종합
순위

인적
자본

사회
통합

환경

공공
관리

거버
넌스

도시
계획

국제
영향력

기술

교통

경제

한국(서울)

7

15

59

53

39

24

78

19

4

2

14

일본(도쿄)

8

6

96

8

33

91

86

20

5

21

6

중국(상하이)

80

12

163

165

148

61

102

12

7

4

79

자료 : IESE Business School(2017), 「IESE Cities in Motion Index」.

그림 5▶한중일 스마트시티 관련 분야 기술격차 추이
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7), 「2016년 기술수준평가」.
주 : 최고기술국(미국) 대비 기술격차 연도.

한국(서울)은 교통(2위), 기술(4위), 거버넌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수준 평가)9) 스마트시

스(24위), 사회통합(59위), 도시계획(78위) 부

티 개념과 구성요소를 고려한 기술부문을 평

문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일본(도쿄)은 경

가한 결과 2016년 기준 전 항목에서 일본, 한

제(6위), 인적자본(6위), 환경(8위), 공공관리

국, 중국의 순으로 기술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33위)가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것으로 확인되

확인되었다.

었다. 한편, 중국(상하이)은 국제적 영향력(12
위)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한국, 일본에 비
해 뒤처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전자·정보·통신 부문은 최고 기술국(미
국)과의 기술격차가 일본 1.4년, 한국 2.2년,

9) 10대 기술 분야 ①전자·정보·통신, ②의료, ③바이오, ④기계·제조·공정, ⑤에너지·자원·극한기술, ⑥항공·우주, ⑦환경·
지구·해양, ⑧나노·소재, ⑨건설·교통, ⑩재난·재해·안전 중 스마트시티의 개념 및 구성요소와 관련된 기술 항목만 선정하여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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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7년으로 타 부문에 비해 기술력이 높은

도시 중심 개발이 추진되었지만 최근에는 중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한국은 재난·재해·

앙정부의 정책 추진 하에 2, 3선 도시로의 구

안전 5.4년, 중국은 환경·지구·해양 부문이 6.8

축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년으로 최고 기술국(미국)과의 격차가 가장 큰
항목으로 확인되었다. 일본은 재난·재해·안전

일본은 재해 복구, 재난 예방, 에너지 효율

의 기술력이 1.8년 수준으로 가장 큰 격차를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구축 정책을 추진

보였지만, 건설·교통 부문은 0.7년에 불과한

하고 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재해 지

것으로 평가되었다.

역 복구를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시티 구축을
본격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성공적인 스마트

■ 종합평가 및 시사점

시티 모델을 발굴하여 해외시장 진출에 정책
의 목표가 수립되어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한국, 중국, 일본의 스마트시티 사업은 도입
목적, 전략 목표 등에 있어서 각국이 상이한 모

사회, 효율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
된 정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습을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우수한 정보
통신기술(ICT)을 토대로 성장 중에 있다.

향후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서는
중장기 로드맵 설정 뿐 아니라 해외 시장을 선

한국은 경쟁력 있는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국가적 차원의 新성장산업 육성을

도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 방안 등 범정부차원
의 노력이 필요하다.

위한 목표로 스마트시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
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이를 위해서는 첫째,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

장 규모의 성장과 관련국들의 적극적인 대응

차원 및 민간 기업들의 참여도 병행되고 있다.

을 고려해 볼 때 스마트시티 컨트롤 타워의 구

과거에는 ICT 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

축이 필요하다. 기술과 산업 간 융합이 활발

었지만,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고도화, 해외시

해지는 4차 산업 혁명의 등장과 함께 스마트

장 진출에 전략이 수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티 산업을 미래 新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는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컨트롤

중국은 급격한 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인프

타워의 구성이 시급하다. 특히, 중앙정부, 지

라 부족, 도시 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자체 및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목적으로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통해 수익성

개혁개방 후 급격한 산업화로 도시 인구는 급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新산업 육성의 장기

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교통, 주택, 에너

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 환경 등의 도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스
마트시티 도입 초기에는 베이징, 상하이 등 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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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등을 통해 해외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

국, 중국, 일본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비교우

반을 조성해야 한다. 국내 실증 사업들의 성공

위에 있는 기술력의 내재화를 통해 스마트시

사례 확보 뿐 아니라 관련 법제도의 개선, 제도

티 기술 수준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수립

적 지원 메커니즘 구축 등을 통한 정부의 적극

도 필요하다. 특히, 한국은 재난·재해·안전 분

적 산업 육성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다.

야의 기술력이 가장 뒤처져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낙후된 도시 환경 개선을 위

셋째, 스마트시티에서 활용되는 기술 분야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한

한 도시재생 사업 구축 시 해당 기술력의 보완
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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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Guide (2)
MDB들은 어떤 프로젝트를 PPP라 하는가?

정 의 종 경영학박사
APMG Approved Trainer P3Korea

지난 호에서 MDB (Multilateral

다. PPP의 종류는 이용료 지급을 누가 하느

Development Bank)는 PPP를 ‘민간부문이 자

냐에 따라, 이용자가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

기책임 하에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여 운영하

는 경우를 User-Pays PPP/ 정부가 지급하

며 성과(performance)나 수요(demand)에 따

면 Government-Pays PPP, 계약의 범위에

라 보상을 받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장기

따라 건설과 운영 및 유지·보수를 함께하면

간 계약’으로 규정하였다. 즉 PPP의 특징을 1)

Infrastructure PPP/ 단순히 운영 및 유지·보수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장기적 계약, 2) 공적

만 하면 Service or O&M PPP, 지분 참여도에

자산(public asset)의 신규 건설이나 기존 시설

민간지분이 전부이면 Conventional PPP/ 정부

의 운영, 3) 민간부문에서 건설과 운영에 따르

가 대주주이면 Institutional PPP/민간 대주주

는 위험과 운영 책임 부담, 4) 상당한 금액의

가 정부와 합작인 경우 Joint Venture PPP, 자

민간부문 투자(기존 시설의 운영인 경우는 예

금조달에 따라 민간이 정부 도움 없이 사업에

외), 5) 민간부문이 받는 보상(remuneration)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면 Conventional PPP/정

은 운영 성과나 수요에 연관 등으로 보고 있

부의 지원이 들어오면 Co-financed PPP 등으

(*)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56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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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MDB의 Non-PPP

이번 호에서는 D(Design), DB(Design-

MD B 는 PPP의 범 주 에 서 벗 어 나 는 것

Build), DBF(Design-Build-Finance),

으로 B(Build), DB(Design and Build), 및

DBOM (Design-Build-Operate-Maintain),

DBF(Design, Build and Finance)를 들고 있다.

DBFOM(Design-Build-Finance-Operate-

있다. 정부와 계약하여 단순 설계, 시공만 하거

Maintain) 등과 같은 다양한 계약방식 중

나 혹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더라도 이는 MDB

MDB가 PPP로 인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가 생각하는 PPP가 아니다. ‘PPP’와 ‘PPP가 아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닌 것’의 핵심적 구분은 인프라 PPP (건설과 운
영을 함께하는 계약)에서 건설 후 효율적 운영

I. 인프라스트럭처의 정의

을 위해 민간이 합리적 시공을 할 수 있는 유인
(incentive)이 존재하느냐에 있는데 설계 혹은

백과사전(*)에서는 인프라스트럭처(이하
“인프라”)를 “좁은 의미로 경제활동의 기반을

설계와 시공만 하는 경우에 이러한 효과가 전
혀 없기 때문에 PPP로 보지 않는다.

형성하는 동력·에너지시설, 도로·수로·공항·항
만·전신·전화 등의 교통·통신시설, 상하수도·관

D와 DB

개·배수시설 등을 말하고 보다 넓게 보면 학교·
박물관 등의 교육·문화시설, 보건·의료·복지 등

전통적 재정발주인 경우 정부가 제시하는

의 시설 등과 같은 자본재 시설을 일컫는다.”

입찰안내서에 따라 설계 혹은 설계 및 시공

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인프라는 사회공동체

을 하고 정부가 정한 공사대금을 건설 일정

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자산(public

(milestone)에 따라 지급받고 완공 시 당초 계

asset)의 총체적 집합이다.

약서상에 명시된 성능(performance)이나 완
공상태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보증(warranty

MDB는 인프라를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포

bond)을 함으로써 공사가 종료하게 되기 때문

함하는 도로, 항만, 터널, 교량뿐만 아니라 철

에 민간은 운영 후의 운영비 절감이나 운영 효

도, 발전소, 하수처리장, 등과 같은 플랜트, 등

율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원가를 낮추기 위하

을 망라하며 이를 크게 나누어 병원, 학교, 법

여 노력을 다할 것 이다.

원, 등과 같이 이용료를 정부가 지불하는 사회
적 인프라스트럭처(social infrastructure)와 이

즉, 민간은 PPP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보상

용자가 이용료를 직접 지불하는 수처리, 에너

에 대한 기준이 되는 인프라 서비스의 품질

지, 운송 및 통신 등과 같은 경제적 인프라스트

(service quality)이나 운영 효율성(operation

럭처(Economic Infrastructure)로 나누고 있다.

efficiency)과 같은 산출물(output)보다는 설계
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투입물(input)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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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큰 관심을 가지고 발주처의 기술적 요구 사

한 민간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상

항(technical requirements)을 최소한으로 맞추

환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PPP로 보지 않는다.

다 보면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비용이 높아지
게 된다. 즉, ‘PPP냐, 아니냐’의 구분은 건설과

DBF 금융은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다른 몇

운영을 한 묶음(혹은 기존시설의 운영만)으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하나는 민간이 금융을

해서 민간의 창의력과 효율성을 유도하여 인

제공하더라도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보다 상

프라의 건설과 운영의 총체적 비용을 줄이면

환기간이 훨씬 짧아 5~7년 정도이다. 아울러

서 이용자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DBF 금융은 완공 후 정부에서 연불로 무조건

있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unconditional)으로 상환하게 된다. 즉, 운영

‘D’나 ‘DB’는 MDB가 말하는 PPP가 아니다.

에 문제가 생겨도 당초에 약속한 상환은 차질
없이 이루어 져야 한다. 민간은 이러한 정부와

DBF

의 계약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건설 소요자금을 조달하는데 정부의 무조건

표그림 2-1▶D 혹은 DB의 개념도

적 보증이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매우 낮은 것
이 특징이다. 결국 DBF는 건설 기간에 집중되
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공 후 수년에 걸쳐 분
산시켜 갚아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MDB
의 관점에서 보면 ‘D’, DB‘및 ’DBF‘는 민간이
건설과 운영에 묶이지 않아 창의력이나 혁신
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인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PPP가 아니다. 운영성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
지면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기대되기 때문에
인프라 건설이 없더라도 PPP(service PPP)로
간주한다.

공공부문의 규제사업
한편 DBF는 설계, 시공 및 금융을 제공하
여 PPP로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역시
PPP가 아니다. 그 이유는 DBF 계약방식은 민
간이 운영이나 유지·보수에 관여하지 않고 금
융을 제공하더라도 PPP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
낸스(project finance)에서와 같이 자금을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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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그림 2-2▶DBF의 개념도

서 전력을 생산하고 매전하여 수익을 확보한

수를 함께 묶어 민간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

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신재생발전 사업은 정

는 DBM (Design-Build-Maintain), DBM 계

부가 정한 관련 법규에 따라 전력을 생산하고

약에 운영을 추가하는 DBOM(design-Build-

판매하는 일종의 ‘규제사업’으로 사업기간 동

Operate-Maintain) 그리고 DBOM에 민간

안 PPP와 같이 정부와 장기간 협력관계를 유

이 금융을 제공하는 DBFOM(Design-Build-

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PPP로 볼 수 없다.

Finance-Operate-Maintain) 등이 있다.

반면 PPA를 맺고 입찰에 의해서 DBFOM 방

DBM과 DBOM은 비록 정부에서 건설자금을

식을 취하는 IPP 발전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제공하지만 운영이나 유지·보수를 계약에 포함

장기간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PPP로 보고 있

시키고 운영성과(operation performance)와 보

다. 민간 통신사업 투자도 역시 ‘규제사업’이지

상을 연동시켜 민간이 자발적으로 완공 후 운

PPP 사업은 아니다.

영비 절감을 고려하여 시공케 하는 방식이다.

III. MDB의 PPP

정부에서 자금을 대는 DB나 DBF 방식은 민
간이 이익의 극대화를 하기 위하여 품질을 희

그러면 MDB가 정의하는 PPP는 어떤 것들

생시키려는 여지가 있고 운영이나 유지·보수

이 있을까? 여기에는 인프라 건설과 유지·보

의 궁극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이런 계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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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그림 2-3▶DBOM의 개념도

식은 사업 규모가 작거나 내용이 비교적 단순

비록 민간은 투자를 하지 않지만 건설 후 운

하여 정부의 내적 인적자원으로 충분히 감당

영 및 유지·보수 실적에 따라 보상을 받기 때문

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건설과 운영을 한 묶음

에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lifecycle cost)을 고

으로 하는 계약보다 분리 운영 시 발생하는 이

려한 건설을 하게 된다. DBFOM 방식과의 차

익이 클 경우 채택하게 된다.

이는 민간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
달하지 않는 다는데 있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DBOM
DBOM 방식은 정부에서 건설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

DBFOM

하여 공사대금을 기성고(progress payment)로
지급하고 완공 후 운영 및 유지·보수를 하는 계
약을 말한다.

DBFOM(Design-Build-Finance-OperateMaintain)은 민간의 창의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건설과 운영 및 유지·보수를 한 계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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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동시에 민간이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

같이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료를 직접 지불하

여 사업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투자금 회

는 이용자 지불형 PPP (User-Pays PPP, 혹은

수는 물론 외부 차입금도 상환해야 하는 일체

concession PPP)와 법원, 교도소, 학교 등과 같

형 패키지 계약(package contract)을 말한다.

이 이용자에게 직접 부과할 수 없어 정부가 지
급하는 정부 지급형 PPP(Government-Pays

자, 이렇게 되면 민간은 자기가 투자한 특수

PPP)로 구분할 수 있다. 이용자 지불형 PPP는

목적회사(SPV: Special Purpose Vehicle) 의 출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과 같이 법이 조문으

자금과 SPV 차입금으로 인프라를 건설하고 운

로 명문화된 대륙법(civil law country) 국가의

영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운영비, 유지·보수비,

계약방식인 반면 정부 지급형 PPP는 영국, 호

세금,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등의 비용을

주 등과 같이 과거 판례나 행정 명령 등을 근

제하고 남아야 투자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기

거로 하는 불문법 국가(common law country)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

의 계약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도 허물

하게 되고, 정부는 계약에 명시된 서비스의 질

어져 이제는 대륙법 국가에서도 정부 지급형

과 시설물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민

PPP, 불문법 국가도 이용자 지불형 PPP가 운

간의 경영활동을 감독한다. 투자 위험에 따르

영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정부 지급형 PPP를

는 보상을 많이 얻으려는 민간과 이용자에게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라 부른다.

질 좋은 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하려
는 민간과 정부 간 협상의 산물이 PPP 계약 구
조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프라 프로젝
트의 BOT(Build-Operate-Transfer),
BOOT(Build-Own-Operate-Transfer),

DBFOM의 핵심은 인프라 건설과 운영에
따르는 위험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게 이전시

BTO(Build- Transfer-Operate) 등은 모두
DBFOM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키고 정부는 민간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데
있다. 이런 보상에도 불구하고 PPP 사업 방식

이용자 지불형 PPP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을 택하는 이유는 민간이 정부보다 월등한 부

을 ‘과다수익’, ‘적정수익’및 ‘과소수익’으로 나

분이 많기 때문이다. 즉, 혁신적(innovative)

눌 수 있는데, 과다수익 경우 민간은 정부에 양

으로 설계하고 시공하여 건설비용을 낮출

허료(concession fee)라는 명목으로 계약 시점

수 있고, 전 생애주기 측면에서 볼 때 운영

에 일시금(upfront fee)으로 혹은 과다수익금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whole-lifecycle cost

추정이 어려운 경우 운영기간 동안 매년 매출

management), 그 밖에도 시설의 신뢰도를 높

액의 일정 부분을 지급한다. 적정 수익이란 정

여 사업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부와 민간의 주고받음 없이 사업수익으로 운
영 및 유지·보수비, 대수선비, 원리금 상횐, 민

DBFOM에는 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등과

간 투자자의 적정 이윤 등과 같은 모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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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그림 2-4▶DBFOM (User-Pays PPP)

을 커버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비용이 수익을

다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초과하는 과소수익이 예측되면 정부는 사업
을 포기하거나,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

수익이 비용보다 많은 ‘수익과다’인 경우 정

면 정부가 지원하여 원래 계획대로 사업을 추

부에서는 이를 민간에게 PPP 사업으로 돌리는

진하는 세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목적은 과다수익 부분을

다. 과소수익으로 인하여 민간투자를 기대하

양허료로 일시에 받아 다른 인프라 건설을 위

기 어려운 경우 정부는 민간에게 상환의무가

한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정부의 부채를

없는 보조금(grant), 유리한 공적금융(public

줄이기 위함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민간

soft loan), 공공부문의 지분참여(public equity

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보다 높은 수익을 끌어

participation),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

내려거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도에서

위험저감(de-risking)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

찾을 수 있다.

협조융자(co-financing)에 대해서는 후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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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급형 PPP는 민간이 자기책임 하에

MDB들은 상당 부분의 사업 위험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 및 운영을 하는 것은 위

(considerable business risk)이 민간으로 이전

에서 언급한 이용자 지불형 PPP와 같은데 서

되고 성과는 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갖

비스 요금을 이용자가 아니라 정부로부터 수

는 것(The remuneration is closely linked to

취하는 것이 다르다. PPP 운영 수익은 이용자

its performance)을 PPP로 보기 때문에 전 호

지불형 PPP 경우 이용자들의 편의성이나 경제

에서 PPP를 분류할 때 언급한 관끼리 합작사

성 등에 따른 이용자 선택으로 결정되는 반면

업(Public-Public Partnership) 혹은 제도적

정부 지급형 PPP는 정부가 정한 서비스 요구

PPP(Institutional PPP)는 정부에서 SPV 지분

수준(level of output specification)과 다양하게

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보유하고 책임을 지고

규정해 놓은 준수조건(required conditions)의

건설과 운영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PPP로

충족 여부에 달려 있다.

보지 않는다. 반면에 민간이 정부와 합작투자

표그림 2-5▶DBFOM (Government-Pays 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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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venture)하는 경우 민간이 대주주이면

을 대신하는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D’, ‘DB’

민간이 책임을 지고 건설 및 운영을 하기 때문

혹은 ‘DBF’, 등은 건설과 운영 및 유지·보수가

에 PPP로 간주한다. 이 경우 민간이 100% 투

분리되어 건설 시 운영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

자하여 운영하는 전통적 PPP(Conventional

문에 PPP로 보지 않는다. DBF의 경우도 민간

PPP)와는 다르게 합작투자 PPP(Joint Venture

이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는 하지만 완공 후 운

PPP)라 부른다.

영 실적과는 무관하게 일정 기간 안에 무조건
적으로 정부로부터 상환 받는다는 약정이 있

IV. 요약

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민간의 책임을 끌
어 낼 수 없어 PPP로 볼 수 없다. 반면 DBM,

MDB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정치, 경제, 문

DBOM 혹은 DBFOM, 등은 건설과 운영 및

화, 법률 등과 같은 사회제도를 운영하는

유지·보수가 함께 묶여 있어 민간에게 상당한

데 기반이 되는 모든 물적 시설이라 하고 이

위험이 이전되어 개인의 창의와 효율을 기대

를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전통적 재정사

할 수 있기 때문에 PPP라 한다.

업과는 달리 민간이 사업과 관련한 상당한
(significant) 위험과 책임을 지고 자금을 조달

MDB는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과 같은

하여 인프라를 건설하고 완공 후 운영 및 유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PPP에서 요구되는 정부

보수를 하며 보상은 성과와 연동되게 하는 사

와 민간의 장기간 직접적인 협력관계가 필요

업 구조를 PPP라 정의하고 있다.

없이 정해 놓은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을 하는
‘규제사업’이기 때문에 PPP라 보지 않는 반면

PPP는 서비스 요금의 징수 방법에 따라 이

PPA를 기반으로 하는 DBFOM 형태의 발전사

용자 지불형 PPP와 정부 지급형 PPP로 나눌

업은 정부와 민간이 계약 종료 시까지 함께 가

수 있는데 전자는 서비스 혜택을 받는 사람이

야하기 때문에 PPP로 간주한다.

직접 이용료를 지급하고 후자는 정부가 이들
표그림 2-6▶MDB의 PPP 구분

Non-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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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ID 2017 개정판에 대한 이해 (3)

: 이행보증과 계약금액

현 학 봉 씨플러스 사장

FIDIC 2017 개정판에 대한 이해

이행보증이나 발주자의 재정준비
(Employer's Financial Arrangement)관련 조항

FIDIC 2017년 개정판의 내용을 아래의 순서

의 내용은 개정판을 통해 이전 판의 내용을 보

에 따라 5차례에 걸쳐 연재되며 금회는 3번

완 또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정되었으며 내

째 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FIDIC 계약 조건과 구성의 이해

1) 이행보증

2. 계약문서의 구성, 관리 시스템, 정의 및 해석
3. 이행보증과 계약금액

시공자의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

4. EOT, Variation, Claim

으로 하는 보증서로써 시공자가 제공하여야

5. 계약적 결정 및 분쟁 해결 절차

하는 계약의 기본의무 중 하나이다. 보증금액
이나 적용통화는 Contract Data에 적시되도록

3. 이행보증과 계약금액

하고 있고 만약 Contract Data에 적시되지 않
는 경우라면 이행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3-1. 이행보증 및 발주자의 재정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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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발주자는 계

이행보증과 관련하여 개정판에 추가된 내용

약을 해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지급

은 계약금액 증감 시 이행보증금액을 연동시

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키는 규정인데, 계약금액의 증감을 판단하는
대상금액을 13조(Variations and Adjustments)

이행보증서 제출은 Red Book과 Yellow

에 의거한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고 증감금액

Book의 경우에는 낙찰통지서(Letter of

이 낙찰계약금액(Accepted Contract Amount

Acceptance) 접수일로부터 28일 이내,

: Red Book, Yellow Book) 또는 계약서에 기

Silver Book의 경우에는 계약서(Contract

재된 계약금액(Contract Price : Silver Book)

Agreement)에 양 당사자가 서명을 한 날로부

의 20% 이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것

터 28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다.

이행보증서 양식은 계약조건에 첨부되어 있

2) 발주자의 재정준비

는 양식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발주자가 합의
하여 준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고, 보증기간은

발주자의 재정준비 조항은 위에서 언급한

Performance Certificate가 발급되는 시점까지

시공자의 이행보증 의무와 대응관계에 있는

유효하여야 한다. 만약 보증기간을 공사완료

것으로 발주자의 핵심의무인 대가지급을 강제

시까지로 하거나 아니면 공사완료시부터는 다

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발주자가 본 조항에 따

른 요율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경우라면 특수

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시공자는 공

조건을 통해 수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

사중단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 계약해지까지도

증서 문안이 계약적 요구조건과 일치하는 지

가능하다.

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시공자의
FIDIC은 발주자가 이행보증금액을 클레임

이행보증 의무와 같이, 발주자로 하여금 지급

할 수 있는 경우들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증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간의 경험상 발

제한이 이행보증서에 반영되어 있는지도 반드

주자가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시 확인하여야 극단적인 불이익을 방지할 수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따라서 FIDIC이 대안으

있다. 발주자가 이행보증금액을 조건없이 클

로 생각해 낸 규정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레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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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서 양식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발

이전 판의 경우, 시공자가 요청하는 경우 발

주자가 이행보증금액을 클레임 하는 경우 해

주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계

당금액이 최종지급 또는 계약해지에 따른 정

약금액 지급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

산 시 반영되도록 하는 규정이 개정판에 추가

를 시공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순수

되었다.

하게 계약적으로 이야기 하면, 시공자가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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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있었다.
계약조건 별로 정의된 내용들을 알아보면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아래와 같다.

있도록 시공자가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아래
와 같이 제한하는 것으로 보완하고 있다.
- 지시된 어느 하나의 Variation이 낙찰계약

1) Red Book
① 이전 판

금액(Accepted Contract Amount : Red

- Accepted Contract Amount 정의 :

Book, Yellow Book) 또는 계약서에 기재

the amount accepted in the Letter

된 계약금액(Contract Price : Silver Book)

of Acceptance for the execution and

의 10%보다 크거나 Variation의 전체 누

completion of the Works and the

적금액이 30%보다 큰 경우

remedying of any defects.

-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을 지급기한내에 지
급받지 못한 경우
- 발주자의 재정준비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것을 시공자가 인지한 경우

- Contract Price 정의 : the price defined
in the Sub-Clause 14.1, and includes
adjustments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 Sub-Clause 14.1에 정의된 내용

아울러, 입찰 시 Contract Data를 통해 발주

Contract Price shall be agreed or

자의 재정준비와 관련된 상세를 명시하도록

determined under Sub-Clause 12.3 and

하고 있는 것도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be subject to adjustments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3-2. 계약금액과 대가지급
Accepted Contract Amount(낙찰계약금액)
이전 판이나 개정판 모두 낙찰계약금액

와 Contract Price(계약금액)를 구분하고 있

(Accepted Contract Amount)와 계약금액

으며, Accepted Contract Amount는 Letter

(Contract Price)라는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of Acceptance(낙찰통지서)에 기재된 금액,

있는 것은 같으나, 계약금액을 이전 판과 달리

Contract Price는 Red Book이 물량정산이 적

규정하고 있으며, 대가지급과 관련된 내용도

용되도록 작성된 계약임을 고려하여 물량정산

상당부분 보완을 하였다.

으로 확정된 금액과 계약에 따른 조정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Contract

계약관리를 함에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

Price라는 용어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한 부분이므로 계약조건의 내용을 상세하게

모든 금액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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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예를 들면, 클레임에 따른 보상금액이 확

것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다

정된 경우 해당 보상금액을 별도로 달리 표현

시 요약하면 adjustment까지는 이전 판과 같

하는 것이 아니라 Contract Price라는 용어로

은 개념을 적용하여 Contract Price에 포함되

표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는 것으로 하되 Cost 또는 Cost Plus Profit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Contract Price와 구분하여

② 개정판
- Accepted Contract Amount 정의 : 이전
판과 동일
- Contract Price 정의 : the price defined
in Sub-Clause 14.1
- Sub-Clause 14.1에 정의된 내용

Contract Price에 더해지는 금액이 되는 것으
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 판의 경우 클레임
에 따른 모든 보상금액이 Contract Price에 추
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이해하면 쉽
지 않을까 한다. 예를 들면, Variation의 경우
adjustments를 적용하도록 하고 Claim의 경우

Contract Price shall be the value of the

Cost 또는 Cost Plus Profit을 적용하도록 함으

Works in accordance with Sub-Clause

로써 서로 간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12.3 and be subject to adjustments,

것이 개정판의 취지인 것이다.

additions (including Cost or Cost
Plus Profit to which the Contractor is

2) Yellow Book

entitled under these Conditions) and/
or dedu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① 이전 판

Contract.

- Accepted Contract Amount 정의 :
the amount accepted in the Letter

개정판의 경우, Accepted Contract Amount

of Acceptance for the execution and

의 정의는 이전 판과 동일한데, Contract Price

completion of the Works and the

는 이전 판과는 달리 Contract Price에 대한 정

remedying of any defects.

의에서는 adjustment가 Contract Price에 포

- Contract Price 정의 : the price defined

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지 않으면서 14.1조항을

in the Sub-Clause 14.1, and includes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있는데 14.1

adjustments in accordance with the

조항을 보면 adjustments 이외에 additions와

Contract.

deductions를 별도로 표현하면서 Cost와 Cost
Plus Profit이 additions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

Contract Price shall be the lump sum

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전 판과 상이한 것

Accepted Contract Amount and be

으로 adjustment에 대해서는 Contract Price와

subject to adjustments in accordance

연동될 수 있도록 하고, Cost 또는 Cost Plus

with the Contract.

Profit의 경우에는 Contract Price에 추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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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정판

subject to adjustments in accordance

- Accepted Contract Amount 정의 : Red

with the Contract.

Book 개정판 동일
- Contract Price 정의 : Red Book 개정판과
동일
- Sub-Clause 14.1에 정의된 내용

② 개정판
- Contract Price 정의 : 이전 판과 동일
- Sub-Clause 14.1에 규정된 내용

Contract Price shall be the lump sum

payment for the Works shall be on the

Accepted Contract Amount and be

basis of the lump sum Contract Price

subject to adjustments, additions

stated in the Contract Agreement,

(including Cost or Cost Plus Profit to

subject to adjustments, additions

which the Contractor is entitled under

(including Cost or Cost Plus Profit to

these Conditions) and/or deductions in

which the Contractor is entitled under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these Conditions) and/or dedu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Yellow Book은, Red Book과 달리 물량정산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의 성격(설계와 시

Silver Book의 경우, Red Book이나 Yellow

공을 모두 시공자가 책임지는 계약방식)을 고

Book과 달리 Letter of Acceptance가 계약

려하여 lump sum을 기본을 하고 있다는 점을

문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외하면 Red Book과 같은 개념이 적용되고

Accepted Contract Amount라는 용어를 사용

있다.

하지 않고 Contract Price라는 용어만 사용되
고 있다. 따라서 Contract Price의 개념을 Red

3) Silver Book

Book이나 Yellow Book과는 달리 하여야 하
는데, 위에 인용된 바와 같이 Contract Price

① 이전 판

를 Contract Agreement에 기재된 금액으로

- Contract Price 정의 : the agreed amount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Red Book이나 Yellow

stated in the Contract Agreement for the

Book에서의 Accepted Contract Amount와 같

design, execution and completion of the

은 개념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Contract Price

Works and the remedying of any defects,

에 adjustments가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있

and includes adjustments (if any) in

는데 이는 Red Book과 Yellow Book에서 정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의하고 있는 Contract Price와 같으나 Red

- Sub-Clause 14.1에 규정된 내용

Book과 Yellow Book에서는 Contract Price

payment for the Works shall be made on

와 Accepted Contract Amount와 구분하면서

the basis of the lump sum Contract Price

Contract Price에 adjustment를 포함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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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는데, 이는 개정판에서 적용하고 있는 개념과
일치하며 따라서, 이번 개정판을 통해 모든 계

Silver Book 이전 판에서의 실제 적용을 보
면, Claim에 따른 Cost 또는 Cost Profit의 경
우 Contract Price에 추가되는 것으로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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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조건에 동일한 개념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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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법제 고찰

김 종 우 법무법인 세종 미국 변호사

1. 서론

예측된다. 특히 베트남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는 2030년까지 도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국빈방

로·전력·공항·항만 등 대형 인프라 개발 프로젝

문을 통해 베트남을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

트에 2,00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

트너 국가’로 선언하면서 더욱 많은 국내기업

망하고 있다.

이 베트남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사
실 베트남은 2014년 이후 한국의 4대 교역국

과거 베트남 정부는 정부 예산과 ODA지원

가중 하나로 부상하며, 아세안 10개국 중 한국

자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인프라 및 건설사

과 투자, 개발협력 등 교류가 가장 활발한 국

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베트남의

가이다. 한국은 베트남에 570억 달러를 투자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됨으로 인해

한 직접투자 1위 국가이며, 현재 전자·철강·섬

베트남이 ODA를 받기 위한 여건이나 융자조

유 등 5,500개 업체가 베트남에 진출해 사업을

건이 까다롭게 변하면서, 인프라 건설을 위한

수행해 오고 있다. 한편 BMI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을 확보하기 어려워 졌다. 이에 베트남 정

2015~2025년 동안 베트남 인프라 및 건설시

부는 재정부족을 해소하고 대형 인프라 개발

장은 연평균 10.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프로젝트 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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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민간참여방식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

라 프로젝트를 시행·관리·운영하고 공공 서

하고자 2014년 11월 26일 새로운 투자법1을

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투자 형태”로 정

제정하고, 2015년 2월 14일 민간투자와 관련

의한다. Decree 15는 PPP로 수행할 수 있

한 구체적 시행령인 Decree 152를 제정하였는

는 기본적인 사업 형태를 과거 Decree 108

바, 이에 따라 많은 국내 기업이 베트남 정부가

로 규제하던 BOT, BTO 및 BT 사업뿐만 아

민간투자방식(Public-Private Partnership, 또

니라, Build-Own-Operate (BOO), Build-

는 “PPP”)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인프라 개

Transfer-Lease (BTL), Build-Lease-

발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필자는 베

Transfer (BLT), Operate-Manage (OM)

트남이 대형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수행에 필

사업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외의 사업형태

요한 민간투자 및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

도 수상의 승인을 받으면 PPP로 진행할 수

기 위해 제정한 Decree 15의 주요 내용을 살펴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획투자부는 주무

봄으로써, 베트남에서 PPP사업을 수행하고자

부서로서 Decree 15에 따라 수행되는 PPP

하는 국내기업이 숙지하고 있어야 할 사항을

사업과 관련한 각종 업무를 조율한다.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투자금 회수

2. Decree 15
Decree 15는 투자금 회수를 위한 대
베트남은 2009년에 제정된 Decree 1083

금지급방식을 특정하고 있지 않다. 따

로 Build-Operate-Transfer (BOT), Build-

라서 투자금 회수 방법은 PPP사업의 성

Transfer-Operate (BTO) 및 Build-Transfer

격과 프로젝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

(BT) 형태로 수행되는 사업을 규제하고, 2010

양할 수 있다. 대부분의 PPP사업의 경

년에 별도로 제정된 Decree 714로는 시범적

우 사용자지급(user pays)방식, 정부지급

PPP사업을 규제하던 것을 2014년에 투자법을

(government pays)방식, 또는 확정금액지급

제정하고 2015년에 Decree 15를 제정함과 동

(availability payment)방식 등을 고려할 수

시에 Decree 108과 Decree 71을 폐지함으로써

있다.

PPP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형태와 관련 절차
를 규제할 수 있는 통합적인 법체계를 정비하

ⅲ.투자가능사업 분류

였다. Decree 15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Decree 15는 제4조에서 PPP형태로 수행

ⅰ.PPP의 정의 및 형태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하고 있는데, (a) 운
송; (b) 도로조명, 급수 및 배수시스템, 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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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e 15는 PPP를 “주무관청, 투자자 및

리, 주택정비; (c) 발전소 및 송전 설비; (d)

프로젝트 회사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인프

의료, 교육, 문화, 스포츠; (e) 농업 및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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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및 (f) 수상이 지정하는 기타 사업으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 내지23조는 민간

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해당 사업들은 국가

투자자가 발굴하여 정부에 PPP로 제안하는

적 중요사업과 A그룹, B그룹, 및 C그룹 사

사업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

업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A그룹, B

다. 그러나 정부기관이 발굴하는 사업이나

그룹, 및 C그룹 사업은 공공투자법5에 따라

민간투자자가 발굴하여 제안하는 사업 모두

분류한다.

PPP형태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15조가 정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ⅳ.PPP사업개발 단계
Decree 15는 제3장 내지 제8장에 걸쳐
PPP사업 수행을 위한 단계를 규정하고 있
는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여야 한다.
⒜ 마스터플랜이나 산업 또는 지역 개발계
획에 부합;
⒝ Decree 15 제4조가 분류한 산업에 포함;
⒞ 민간으로부터 투자, 기술 및 관리경험 등

1. 사업선정 및 준비 (제3장)
2. 사업타당성 분석 및 승인 (제4장)
3. 투자자 선정, 투자합의서 및 프로젝트
계약 협상 및 체결 (제5장)

을 유치 가능;
⒟ 양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
⒠총 투자금액이 2백억 VND 이상.

4. 투자등록증 발급 및 프로젝트 회사 설립
(제6장)

제20조 제2항은 투자자가 발굴하여 정부

5. 프로젝트 실행 (제7장)

에 PPP로 제안하는 사업이 충족하여야 할

6. 프로젝트 종결 및 설비 이전 (제8장)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a) 해당 사업은 제
15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b) 투자자

이하에서는 각 단계별로 수행되는 절차를
알아 본다.

는 베트남 정부 소유의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투자자는 사업제안
서를 작성하여 관련 정부기관에 제출하고

ⅴ.사업선정 및 준비

(제21조), 해당 기관은 30일 이내에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Decree 15는 제3장(제15조 내지 제23조)

하여야 한다(제22조). 투자자가 제안한 사

에서 특정 사업이 PPP사업으로 선정되기

업이 승인된 경우 정부는 제18조에 따라 국

위해서 충족하여야 할 요건과 평가 및 승인

가조달시스템에 승인된 사업과 관련한 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15조 내지 제19조

보를 공개하여야 한다(제23조).

에서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PPP로 추진
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를

ⅵ.사업타당성 분석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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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e 15 제4장은 제24조 내지 제28조

공공조달법 제22조 제4항에 정한 사유에 해

에 걸쳐 베트남 정부기관이 투자자를 선정

당하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한

하기 위한 입찰제안요청서와 프로젝트 계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

약협상의 자료로 사용될 사업타당성 분석

당 예외사유는 다음과 같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다.
위 제3장에 따라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PPP
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별하면, 관련

⒜ 예비적격조건을 갖춘 투자자가 유일무
이한 경우;

부처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수

⒝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기술 또는 자본

행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제24조 제1항).

등의 사유로 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있

한편 제22조에 따라 민간투자자가 제안한

는 투자자가 유일무이한 경우; 또는

사업을 승인한 경우 동일 투자자에게 사업

⒞ 투자자가 제안한 사업으로 (i) 투자자가

타당성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승인 받은 사업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제

요청할 수 있다(제24조 제2항). 사업타당성

출하고, (ii) 투자자가 제안하는 서비스

분석보고서가 제출되면 수상, 중앙 또는 지

이용료가 합리적이며, (iii) 국가적 이익

방 정부기관의 장이 평가를 하고 이에 대해

이 되는 사업 중 높은 사업성과 효율성

승인을 하게 된다 (제26조 및 제27조).

이 증명된 경우.

ⅶ.투자자 선정, 투자합의서 및 프로젝트 계약 협
상 및 체결

투자자가 제안하는 PPP사업의 경우에
도 투자자가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Decree 30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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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e 15제5장은 제29조 내지 제38조에

한다. 다만 Decree 30 제3조는 입찰에 참여

서 투자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투자자와 투

한 사업자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

자합의서 및 프로젝트 계약을 협상하고 체

업을 제안한 투자자에게 5% 가점을 주도록

결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다.

하고 있다.

⑴ 투자자 선정

⑵ 투자협약서 체결

제29조는 투자자의 선정은 공공조달법

Decree 15 제29조에 따라 투자자가 선정

6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공공조달법

되면 관련 정부기관은 제30조에 따라 투자

과 이의 시행을 위해2015년 3월에 제정된

자와 투자협약서를 체결한다. 제30조 제2항

Decree 307 제1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중앙

은 투자협약서가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또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PPP사업을 수행

(a) 프로젝트 계약서 초안; (b) 제40조에 따

할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라 투자자가 발급 받을 투자등록증과 제42

선정된다. 그러나 Decree 30 제9조 제3항은

조에 따라 투자자가 설립할 프로젝트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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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한 협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및

로 구성되며, 프로젝트 시설공사가 준공되

(c) 기타 당사자간의 합의를 정하고 있다.

는 시점과 프로젝트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에 당사자들이 따라야 하는 절차를 기술하

⑶ 프로젝트 계약 체결

고 있다.

Decree 15 제31조는 투자자가 제40조 제
3항에 따라 투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관

.투자 인센티브 및 정부 보증

련 정부기관과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도
록 하고 있다.

Decree 15는 제9장(제55조 내지 제63조)
에서 투자자를 위한 인센티브와 정부 보증

ⅷ.투자등록증 발급 및 프로젝트 회사 설립

을 규정하고 있다. 제55조는 투자자가 해당
법규에 따라 법인세, 수입관세, 토지사용료

Decree 15 제6장은 제39조 내지 제42조

등에서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에서 투자등록증 발급과 프로젝트 회사의
설립과 관련한 절차를 정하고 있다. 기획투

제57조는 수상으로 하여금 정부기관을

자부 또는 지방 인민위원회는 제39조 및 제

정하여 프로젝트와 관련한 기자재, 제품의

40조에 따라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접수한

판매, 서비스 및 기타 계약적 의무에 대해

후 25일 이내에 투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투자자, 프로젝트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참

한다. 투자자는 투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여하는 기타 기업들에게 정부보증을 제공

회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프로젝트 회사

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를 설립하여야 한다 (제42조 제1항).

PPP사업에 정부가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상이 정부보증을 제

ⅸ.프로젝트 실행

공할 기관으로 정하기 위해 따라야 할 구체
적인 절차나 지침은 제공되지 않고 있으므

Decree 15 제7장은 제43조 내지 제52조

로, 실질적으로 PPP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로 구성되며,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투자자가 정부보증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

각종 공사관련 계약의 체결, 공사부지확보,

은 것이 사실이다.

설계도서 작성, 관리감독책임, 품질관리, 프
로젝트 시설의 관리운영 등과 관련한 원칙
을 규정한다.

기타 보증사항으로는 프로젝트 계약 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허용된 토지사용권은 불
변하고(제59조); 외환거래를 보장하며(제

ⅹ.프로젝트 종결 및 설비 이전

60조);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투자
자는 토지, 도로 및 기타 시설을 우선적으로

Decree 15 제8장은 제53조 내지 제54조

사용할 수 있으며(제61조); 투자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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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지 않을 것(제62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프로젝트

조)을 내용으로 한다.

파이낸스에 참여한 대주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나 프로젝트 회사를

.기타

대신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stepin 권한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

⑴ 최소자기자본규제

주가 step-in 권한을 보유한다는 사실과 행

Decree 15 제10조는 PPP사업을 수행하

사와 관련한 절차를 대주와 프로젝트 계약

고자 하는 투자자가 자기자본으로 투자하

에 서명하는 당사자들(정부, 투자자 또는 프

여야 하는 최소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PPP

로젝트 회사)간에 서면약정으로 명기하여

사업과 관련한 총 투자금액이 1조5천억

야 한다.

VND이하인 경우 투자자는 해당 투자금액
의 1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충당하여야

3. 평가

한다. 한편 총 투자금액이 1조5천억 VND
를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 중 1조5천억

첫째, Decree 15는 과거 Decree 108, Decree

VND까지는 1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충

71및 기타 법규로 나누어 규제하던 사업형태

당하고, 1조5천억 VND을 초과하는 금액에

들을 한 개의 법을 통해 PPP로 규제함으로써,

대해서는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충당

베트남 PPP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 투자

하여야 한다.

자에게 보다 투명하고 통합적인 절차를 제공
한 면에서는 고무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⑵ Viability gap fund

그러나 아직 내용적으로 베트남 인프라 건설

PPP사업의 성격이나 구조에 따라 국민

프로젝트에 진출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수익

복지의 향상과 국가경제성을 위해 반드

성(bankability)과 관련하여 우려하는 사항들

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지만 사업타당성

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일반조항 외에 구체적

이 낮아 민간투자자가 참여를 꺼리는 사업

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민간투자자의 참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여를 유도하기 위해 Decree 15는 제11조
내지 제15조에서 정부투자자금을 활용하

둘째, 베트남에서 PPP로 추진되는 대형 인프

여 viability gap fund를 제공할 수 있다고

라 건설사업을 외국기업이 단독으로 낙찰 받

있다.

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베트남
PPP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건설사는 베

⑶ 대주의 step-in rights
Decree 15 제33조는 투자자나 프로젝트
회사가 PPP사업계약이나 대출약정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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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남 기업과 전략적 협업을 추진하거나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과 같은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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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토교통부는 금년 6월 중으로 해외

베트남에서의 사업경험이 부족한 기업뿐만 아

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출범하여

니라 경험이 풍부한 기업들도 KIND를 적극적

국내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역량을 강화하

으로 활용할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고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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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ng Business with Saudi Aramco:
The IKTVA Program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전 굴착·장비 (Oil

요한 재화 및 용역을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Field Services and Equipment, 이하 “OFSE”)

생산한 재화 및 용역으로 조달할 것을 추가적

및 건설관련 산업분야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으로 요구하고 있다.

기업에게 있어 세계 최대의 오일·가스 회사
인 사우디 아람코 (Saudi Aramco, 이하 “아람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자국 내에

코”)는 가장 중요한 발주처이자, 그 존재만으

서 생산된 재화·용역 (Made in Saudi Arabia)

로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인프

의 활용을 장려하는 것이 외국인 투자증대와

라 투자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주체이기 때문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장기적인 경제성장

에, 아국 기업들에게는 향후 프로젝트 수주 및

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

참여를 위해서도 항상 주목해야 할 대상이기

한 정부 움직임에 맞춰, 아람코는 2015년 12

도 하다.

월, 프로젝트 발주 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
산된 재화·용역을 통한 조달을 장려하는 In

아람코는 그간 프로젝트 발주시, 가장 중요

Kingdom Total Value Added Program (이하

한 요소로 입찰가격과 기술적 전문성에 기반

“IKTVA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2017년에는

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곤 했다. 물론 여전

국내·외 업체가 IKTVA를 준수하는 것이 아람

히 이 두가지 요소는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코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최근 아람코는 해외업체의 사우디 현지생산을

로 자리잡게 되었다.

유도하기 위하여, 업체 선정시 프로젝트에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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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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재정적 요건 충족 및 사업면허 보유 →

여하기를 원하는 많은 아국기업들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되는 작업의 경

IKTVA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자

우, 해당 시공사는 기술·재정적 요건을 반

한다.

드시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
라비아 내에서 작업 수행을 위한 면허를

아람코와의 계약 체결을 위한 요건
(Requirements for doing business
with Saudi Aramco)

보유하고, 관련 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에이전트 계약 등록 → 현지 에이전트 선임
시, 에이전트 계약은 반드시 사우디아라

아람코와 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업체는

비아 상공투자부 (Ministry of Commerce

IKTVA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

and Investment)에 등록되어야 한다.

건을 숙지하고 있어야하며, 해당 요건은 사우
디아라비아 현지 업체와 해외 업체들에게 모
두 적용된다.

아람코는 통합 웹시스템인 전자계약 네트워
크 (Electronic Contracting Network)를 통해,
아람코에서 발주하는 계약의 전 과정을 관리

●

인가받은 업체로 활동하기 위한 온라인 사전

하며, 업체의 온라인 등록도 담당하고 있다.

등록 → 아람코의 신규 해외 제조·공급업
체로 등록을 희망하거나 이미 등록된 업

IKTVA 프로그램

체 중 추가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려는 업
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소재한 국가 내 아

궁극적으로 아람코는 IKTVA 프로그램의

람코 계열사 (Aramco Services Company,

도입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Aramco Overseas Company, Aramco

한다.

Asia Company 등)를 통해 온라인 사전등
록 후,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의 에너지 관련 재화·용역의 현지 생산량

Management System Manual) 등 아람코

을 현재의 2배 수준인 70%로 증대
●

행동강령 (Supplier Code of Conduct) 등

2021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산한
에너지 관련 재화·용역의 수출량 30% 증대

사우디아라비아 국적보유자 의무고용제
(Saudisation) 장려

●

2021년까지 아람코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

공급업체 대상 안전지침 (Suppliers Safety
의 정책 및 절차 준수

●

●

●

사우디아라비아 국적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 증대

아람코의 사업 윤리 준수
●

공급 계약 시, 당사자가 승인한 조건을 바탕으
로 체결

IKTVA 프로그램은 국가개혁계획 (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과 사우디아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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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2030 (Saudi Arabia Vision 2030)에서 중
점을 두고 있는 현지 생산능력 증대 (이하 “현
지화”)와 일맥상통하며, 증가하는 사우디아라
비아 인구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다각화
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산된 재화·용
역을 통한 조달을 권장하고 있다.

A.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산된 재화·용역
현황
B.사우디아라비아 국적보유자에게 지급된
급여내역
C.사우디아라비아 국적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직업훈련 내역
D.공급업체 개발에 지출한 비용 내역

특히, 아람코는 IKTVA 프로그램을 통해
OFSE 부문에서의 현지화를 장려할 뿐 아니
라, 조달과정이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하며 투

r.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지출한 R&D 비용
E.공급업체의 매출액 (아람코와 계약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만 해당함)

명한 메커니즘에 따라 작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기에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업체와

IKTVA 프로그램 비율 (%) =

해외 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IKTVA 프

[(A+B+C+D+r)/E] x 100

로그램이 투명하고 일관적이며, 균등한 기회
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아람코는 위의 공식에서 산출한 IKTVA 프
로그램 비율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특히, IKTVA 프로그램이 공급업체 선정 과

추가적으로 가치 창출이 가능한 부문을 확인

정에서의 투명성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 재화·

하고, 공급망 (supply chain)을 개발할 수 있으

용역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의 일관성

며, 최종 계약을 위한 공급업체 선정 시에 해당

을 담보해줌으로써, 공급업체들이 서로 파트

비율을 활용하고 있다.

너십을 구축하고, 투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
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들에게도 새로운 기

특히 중요한 점은, IKTVA 프로그램에 참가

회가 창출될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산

하려는 업체는 아람코에서 인증받은 제 3자로

업기반의 경쟁력까지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

부터 IKTVA 프로그램 비율 산출에 사용되는

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료에 대해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
이다. 또한 해당 업체는 관련 자료에 대해 매

IKTVA 프로그램 비율 계산법

년 제 3자의 확인을 받은 IKTVA 보고서를 아
람코에 제출해야 한다. 대규모 프로젝트·계약

IKTVA 프로그램에 따르면, 각 업체는 아람

의 경우, 일부 업체는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

코에 제출한 신청내역에 대해 자체보고를 하

하여 일반 보고서 또는 제 3자의 확인을 거친

고, 지속적으로 아래의 주요 사항에 내용에 대

IKTVA 중간 보고서 제출을 해야할 수도 있다.

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업체들은 IKTVA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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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비율을 높이는 것이, 향후 아람코와의 비즈

급업체를 대상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조성을

니스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수주활동

위해 공급업체 솔루션 센터 (Supplier Solution

에 유리하다.

Center, 이하 “SSC”)를 설립하여 관련 업체의
성과 관리 및 역량 개발을 장려하고 있으며,

IKTVA 프로그램의 진행단계
IKTVA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주요 단계
를 거쳐 진행된다.

SSC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공급업체의 사전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지원
•공급업체의 성과 및 손실을 분석하여 기

1.아람코는 IKTVA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
업체가 제출한 수치, 설문자료 등을 토대
로 3년 단위의 IKTVA 기준 점수 (baseline
score)를 책정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내의

존의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구축
•기존·신규 공급업체에 기술적 지원
(technical coordination support) 제공

가치창출 여부를 확인하는 주요 지표로 사
용한다. 공급업체는 아람코에서 허가받은

IKTVA 프로그램의 영향

회계사의 감사 완료 이전에 아람코의 사전
검토를 위해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의 현지화 및 부가가
치창출은 아람코에서 중요시 하는 요소이므

2.IKTVA 기준 점수가 정해지면, 아람코와

로, 공급업체는 아람코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공급업체는 개별 공급업체의 IKTVA 프로

IKTVA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것이 핵심적인

그램 비율을 높이기 위한 5년 단위의 실행

전략 중 하나일 것이다.

계획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다만, 아람코는 공급업체의 제안서 평가 시,
3.이후, 아람코는 IKTVA 프로그램을 통해

IKTVA 프로그램 참여여부를 주요 평가요소로

공급업체의 연간 회계보고서 및 주요성과

우선하고는 있지만, 비용, 품질, 안전, 환경 등

지표 (Key Performance Indicators) 등을

과 같은 요소를 간과하지는 않고 있다. 아직까

통해 성과를 측정하고, 프로그램의 진행상

지는 품질과 비용이 여전히 공급업체 결정 시

황을 관리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에 최우선으로 중요한 요소 (top priority)이며,

의 가치창출이 지속되도록 한다.

이로 인해 IKTVA 프로그램의 비중에 대한 불
확실성 또한 존재한다.

아람코의 공급업체 지원
아람코는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및 해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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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TVA 프로그램의 시사점

아국업체는 지금부터라도 사우디아라비아
내 OFSE 부문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

아람코의 현지화 증대와 IKTVA 프로그램의

고, IKTVA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은 아람코에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많은

전통적인 방법이었던 유통업자/에이전트를 선

업체가 사우디아라비아 내 사업운영방향을 재

정하는 대신, 독자적으로 혹은 사우디아라비

편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

아 파트너와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현지에서

대된다. 특히 IKTVA 프로그램의 비율은 아람

제조 및 연구·개발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

코에게 매우 중요하며, 공급업체 선정 시 핵심

직할 것으로 보인다.

요소이기 때문에 향후 아람코와 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기업은 현지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에 따라 제조공장, 물류창고 및 기타 부대

현지화 증대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시설 설립을 위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

것으로 보인다.

로 예상되며, 공급망 및 공급계약을 재정비하
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또한 현지 제조, 조립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내 OFSE 부문은 사우

등을 위해서는 별도로 현지 업체와의 계약을

디아라비아 현지 및 해외 업체 간의 다양한 공

통해 아웃소싱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급계약 (distribution arrangements) 및 합작 투

것이다,

자 (joint ventures)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분
야이다. 일반적으로, 해외 제조업체는 사우디

다만, 아국 업체들의 경우, 지적재산권 라이

아라비아 내에서 자사의 제품 공급 및 유지·보

센싱 (intellectual property licensing), 품질 관

수를 담당할 현지 유통업자/에이전트를 선임

리 및 합작 투자 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 등

해야만 했는데, 이는 그간 사우디아라비아 정

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부가 무역활동 (trading activities)을 사우디아

투자유인책으로 정부차원에서 산업부지 등에

라비아 국적을 보유한 개인 또는 업체로만 한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를 책정하고, 법

정하였고, 해외 업체들도 사우디아라비아 내

인 설립 및 관련 라이선스 취득과정을 용이하

에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투입되는 비

게 하여 투자장려를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실

용과 리스크 등으로 인해 사우디 진출을 고려

제 법인 설립이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기간 노력을 기울여야 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
여야 한다.

하지만, 최근 변화의 움직임에 발맞춰 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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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법인 운영 시, 사우디아

고 있으며, 추가요건 및 자본금 등에 따라 해외

라비아 국적보유자 의무고용제인 사우디제이

업체의 무역회사 설립·소유를 허용하고 있기

션 (Saudisation)을 이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도 하다.

지만,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적절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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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TVA 프로그램의 성과

임을 고려하면 2020년까지 아람코 내 사우디
아라비아 국적보유자의 비중이 70%까지 늘어
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KTVA 프로그램이 비교적 최근에 실시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발전해나
가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미 사우

하지만 General Electric에서 여성 일자리 창

디아라비아 내에서는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

출을 위해 도입한 여성 직업훈련센터 설립 등

를 보고 있다. 실제로, IKTVA 프로그램의 일

과 같은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 해외 업체들

환으로 McDermott, Schlumberger, General

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적보유자를 대상으로 일

Electric, Honeywell, Jacobs Engineering,

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은 여전

Siemens 등 다양한 해외 업체가 아람코와 계약

히 중요하다.

을 체결한 바 있다.

IKTVA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사우디아라

결론적으로, IKTVA 프로그램은 향후 아람

비아에서 생산한 재화·용역 (Made in Saudi

코와의 계약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실제로

Arabia)의 활용과 사우디제이션요건은 아람코

아람코와 계약을 하려는 해외 업체의 사우디

와 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해외 업체에게 다음

아라비아 내 법인 운영뿐만 아니라 OFSE 분야

과 같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내에서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산한 재화·용
역을 통한 조달 요건 충족을 위한 사업 모델에

•사우디아라비아 내 현지 시설의 운영규모

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확대
•사우디아라비아 국적보유자를 대상으로

그러므로 아국업체들의 경우, 향후 사우디아

직업훈련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사우디제

라비아내 영업을 위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 현

이션 (Saudisation) 장려

지에 제조·조립 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해외 업

•일부 공급계약을 대체하기 위한 공급망
재구성

체의 100% 소유가 가능한 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파트너와 전략적인 파트너십 또는 합작

•해외 업체가 100% 소유하거나 합작 투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공급망 및 공급계약을

를 통한 제조시설 및 무역 담당 법인 설립

재정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쟁력을 강

•조립, 제조, 서비스 등을 위해 사우디아라

화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것

비아 현지에서 전략적인 파트너십 또는 합

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작 투자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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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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건설계약 리스크관리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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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3일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

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의 후원으로 개최된 해외건설계약 리스크관리

금번 세미나 특강에서는 우리기업들이 가장

세미나에서 특강을 하였습니다. 최근 해외건

설명 듣기를 원하는 사안들에 대한 사전 수요

설 계약의 중요성이 더욱 더 증가하고 있는 상

조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한 사안들을 선

황 속에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관련된 법적 대

정되었으며, 특강 시 관련된 핵심 쟁점들을 설

K-BUIL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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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제건설 계약법의 이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사전 수요조사에 따라 확인된 가장 설명듣기

랍니다.

는 원하는 사안 1위부터 6위입니다.
① Claims (클레임, Time-bar 관련사항 포함)

1. Claims (클레임, Time-bar 관련사
항 포함)

② Concurrent Delay (동시지연)
③ Bond Call (보증서 지급요청)

왜 클레임 통보를 반드시 해야 하나?

④ Unforeseeable Physical Conditions (불리
한 물리적 장애)

발주처측과의 관계 악화, 장래의 다른 사업

⑤ L/D (지체 보상금)

기회 상실 그리고 현장 문제점이 알려지는 것

⑥ Arbitration (중재)

등등의 문제들로 비록 충분한 계약적인 근거
가 있고 추가 시간과 비용을 더 투입해야 한다

주지하시다시피 국제건설 계약서의 대부분

할지라도, 많은 시공사들은 클레임 통보를 망

법리와 계약 내용들은 영국법이 근간이 되어

설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들은

발전되어 왔고, 현재도 영국변호사와 영국의

먼저 계약상의 클레임 메커니즘을 다른 각도

클레임전문가들 등이 국제건설 시장을 주도

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국제건설 계약의 근간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영국법의 법리들에 대한 이
해 없이는 국제건설 계약서의 내용을 올바르

국제건설 계약법1)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게 파악하기 힘들 것입니다. 국제건설 계약법
과 관련하여 영국법을 근간으로 한 주요 법리

“건설 계약의 경우, 사실 왜 시공사가 클레

들을 FIDIC 내용과 함께 고찰하여 본 K-Build

임을 통보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정당화되는

에 그 동안 기고한 내용들과 주요한 국제건설

상업적인 이유가 있음. 이는 발주처가 공사 예

계약 내용들을 더 추가하여 최근 “국제건설 계

산 관리를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만약 필요하

약법의 이해” (위 표지 사진 참조)를 출간하게

다면 경제적이면서 적기에 공사를 완공할 수

되었으며, 금번 세미나 특강은 이를 기념하는

있도록 공사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발급한 지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시서들을 철회할 수 있게 함.”

아래에서는 금번 특강 시 설명 드린 상기 6

즉, 시공사에게 지연되는 경우 신속하게 통

개 사안에서 강조한 중요 쟁점 내용들을 간략

보할 것을 요구하는 계약 조건은 중요한 목적

히 정리하여 봅니다. 상세내용은 저의 책 “국

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통보는 지연이

1) 18-049 Hudson’s Building and Engineering Contracts by Ian Duncan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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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되고 있는 동안 여러 관련되는 문제에 대

(Time-bar) 조건의 그 심각성 때문에 그렇습

한 조사를 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 재무상의

니다. 시공사들께 드리는 조언은 클레임이 될

결과가 명확하게 되었을 경우 발주처가 지시

사안에 대해서는 사안이 있을 때 바로 클레임

서 철회 등의 기회를 갖게 하고 불필요한 지연

통보를 하라는 것입니다.

없이 어떤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적기 그리고 규칙적인 클레임은 감리자가 건

2. Concurrent Delay (동시지연)

설 계약 관리 업무를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습니다.

동시지연의 법리는 규정하기에 복잡하고 확
립된 법리 없어 대부분의 국제건설 표준계약

하지만 만약 발주처와의 관계가 걱정되어

서들은 상세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피하고 있

클레임 통보를 쉽게 할 수 없다면, 다음 방안을

습니다. 예로 FIDIC 20173)은 다음과 같이 이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예로

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들어, 소장과 공무부장께서 소위 “Good Cop,
Bad Cop”으로 역할을 나누고, 소장께서는 클

“If a delay caused by a matter which is

레임 통보 후 발주처에 회사 규정상 공무부장

the Employer’s responsibility is concurrent

은 계약상 따라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with a delay caused by a matter which is the

업무 태만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통보를 한 것

Contractor’s responsibility, the Contractor’

이며 회사 규정상의 사안이니 너무 신경 쓰지

s entitlement to EOT shall be assessed in

말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고 그 관

accordance with the rules and procedures

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큰 문제없이 계약상

stated in the Special Provisions(if not stated,

자격을 지켜내게 되고, 장래에 문제가 되었을

as appropriate taking due regard of all

경우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고 시공자를 지켜

relevant circumstances)”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Concurrent Delay에 대한 영국법의 입장
2)

FIDIC의 20.1항 은 다른 해석을 많이 불
러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시간 내 통보하지 않

두 가지의 동시지연 사유, 즉 하나는

으면 관련된 모든 자격이 박탈되는 시간 제약

Relevant Event4)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유인

2) 특히, 자격 소멸 관련 내용:
“If the Contractor fails to give notice of a claim within such period of 28 days, the Time for Completion shall not be extended,
the Contractor shall not be entitled to additional payment, and the Employer shall be discharged from all liability in connection
with the claim.”
3) Sub-clause 8.5 of FIDIC Yellow 2017
4) 시공사에 귀책이 없는 사유, 즉 발주처의 지연사유나 예외적인 악천후 등 중립적인 지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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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불구하고 Relevant Event에 의해 발생된 지연
기간에 대해서 공기연장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 분쟁 발생시

것이 기본원칙(Malmaison Approach5) )으로
확립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동시지연이 성립

설명 드린 대로 영국법상 Concurrent Delay

되면 시공사는 비용을 보상 받지 못하지만 공

법리는 Prevention Principle(방해이론)의 적용

기연장을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발주처는 지

내용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만약 계약상 명

체 보상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문제는 어

확한 반대의도가 없다면 본 방해이론은 적용

떤 상황이 동시지연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됩니다. 방해이론이 적용될 경우, 발주처의 작

었으며, 이는 거의 동등한 원인이 되는 둘 이

위나 부작위(계약에 따라 합법적이라 할지라

상의 유효한 지연 사유로 인한 공사 기간의 초

도)가 지연을 유발한다면 발주처는 동 지연에

과6) 로 정리되어 왔습니다.

대한 지체 보상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지연의 경우 시공사에게만 책임을 모두
부과시키려고 의도한 계약 조항

3. Bond Call (보증서 지급청구)
FIDIC 계약에서는 두 가지의 보증 유형을

이러한 경우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를 대처해야 할까요?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발주처가 요구하면 보증인(Guarantor)은 즉시
지급해야 하는 On-demand Bond를 ‘Demand

▶ 계약 협상시

Guarantee’로, 해당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보
증인이 지급하는 Conditional Bond를 ‘Surety

먼저 계약 협상 시에 입찰사는 형평성에 입

Bond’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

각하여 동 조항의 삭제를 주장할 수 있으나, 아

외 건설에서는 발주처에 보다 유리한 On-

마 대부분의 발주처들은 쉽게 받아 들이지 않

demand인 Demand Guarantee를 주로 사용

을 것입니다. 특히 Lender들의 요구 조항이므

되고 있으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

로 변경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할 가

반적으로 말하는 On-demand Bond, 즉 이행

능성이 큽니다. 향후 부담할 수 도 있는 잠재

보증(Demand Guarantee)은 발주처와 시공사

적인 지체 보상금을 고려한다며 국제적으로

사이의 시공계약(예로 FIDIC 계약)에 따른 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SCL

급내용이 아니라, 별도로 제 3자(보통의 경우

Protocol 수준으로 관련 조항의 수정을 추진하

은행)와 합의한 내용에 따른 보증입니다. 따라

5) Henry Boot Construction (UK) Ltd v Malmaison Hotel (Manchester) Ltd (1999) 70 Con LR 32
6) Concurrent Delay by John Marrin QC (2002) 18 Const LJ No. 6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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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공계약 조건이 아니라 그 보증서상의 합

해서 클레임 할 수 있는데, “Unforeseeable” 정

의 내용에 따라서 이행됩니다.

의는 FIDIC Red/Yellow Book 1999에 따르
면 다음과 같습니다. Sub-Clause 1.1.6.8: “not

부당한 본드 콜의 경우 시공사가 취할 수 있
는 대책은?

reasonably foreseeable by an experienced
contractor by the date for submission of the
Tender.”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예견성에 대한

To prevent call, to prevent bank paying, to

객관적인 방식이 그 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freeze paid funds 등을 위한 법원에 가처분 신
청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On-demand 본
드와 관련하여 발주처의 본드 콜이 있으면 해
당은행은 이를 시공사에 알립니다. 시공사는
계약적/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은행
에 강력히 주장을 해보지만 은행은 동 본드 콜
을 거부할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공사는

- 경험있는 시공사에 의해 사건 또는 정황이
예견 가능했는지
- 경험있는 시공사는 일반 시공사의 표준보
다 높은 산업 표준에 따름
-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물리적 장애의 사
실 정황은 입찰시임

법원에 급히 Injunction을 신청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법원은, 특히 영미법상의 법원은

살펴 본 OHL Case7)

사기(Fraud)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본
드 콜에 간섭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계약 전 제공된 Geotechnical Information에

영국 법원은 발주처의 본드 콜을 제한하는 중

지하 조건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시공

요한 판결을 몇 차례 내립니다. 이에 대한 보

사가 이를 근거로 하여 많은 오염토의 발견을

다 상세한 내용은 저의 “국제건설 계약법의 이

예견 불가능한 지하 조건이라고 클레임하였으

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면서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4. Unforeseeable Physical
Conditions (불리한 물리적 장애)

“본 법원은 입찰 단계에서 경험있는 시공사
는 단순하게 자신에게 제공되는 계약 전 현장
조사 보고서에 담긴 Geotechnical Information

Physical Conditions는 자연적이거나 인위적
인 것 그리고 지하 조건 등 기후 조건을 제외

이나 샘플링 작업의 분석 자료에만 국한시키
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한 광범위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공
사는 Unforeseeable physical conditions에 대

예견 불가능한 물리적 장애가 분쟁이 되고,

7) Obrascon Huarte Lain SA v Her Majesty’s Attorney General for Gibraltar [2014] EWHC 1028(TCC) and [2015] EWCA Civ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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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에 중재인이나 판사가 결정해야 하는 경

Damages)라고 알려진 지체 보상금에 대해서

우, 어떤 것이 경험있는 시공사가 예견 가능한

FIDIC8)은 Delay Damages라고 표현하고, 8.7

것인지가 중요하게 판단될 것입니다. 이를 위

항[지체 보상금]에서 시공사가 8.2항[공사 완

해서 아마 계약 조건에 따라 실제 가능한 범위

공일]에 따른 공사 완공일을 지키지 못했을 경

내에서, 시공사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획득하

우 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 관련 자료 및 추가 이용 가능한 정보를 검
토하고 이를 경험에 따라 반영한 정황 등이 심

실제 공사 완공일

각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FIDIC 8.2항 [Time for Completion]은 테스

공사 중 불리한 물리적 장애를 직면했을 때
시공사가 조치해야 할 내용

트 통과 및 계약에 따른 공사 완공 사항을 언
급하면서 시공사는 완공일까지 공사를 완공
해야 함을 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

예로 FIDIC Yellow 1999 계약 공사의 경우,

사가 완공되면 발주처는 공사를 인수합니다.

시공사는 4.12항에 따라 ‘실제 가능한 최대한

FIDIC 10.1항 [Taking-Over of the Works or

빨리’ 직면한 물리적 장애와 왜 예견 불가능했

Sections]에 따르면 발주처는 다음의 경우 공

는지를 기재한 Notice를 감리자에게 제출해

사를 인수해야 합니다.

야 합니다. 또한 20.1항 [시공사 클레임]에 따
른 클레임 Notice도 사안 발생 후 28일내에 제

“첫째, 공사가 8.2항에 언급된 사안을 포

출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바는 4.12항과

함하고 계약에 따라 완공되었을 경우, 둘째,

20.1항의 근거를 기재한 하나의 Notice를 즉

Taking-Over Certificate가 발급되었거나 발

시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늦어지더라도

급되었다고 간주된 경우.”

28일 이전까지는 제출해야 합니다. 동 Notice
에 적절하게 공기연장 및 비용 클레임을 언급

즉, 시공사가 해당되는 테스트를 통과하고,

하고 20.1항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클레임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면 발주처는 완공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를 인수합니다. 어떤
상태가 ‘계약에 따른 공사 완공’일까요?

5. L/D (지체 보상금)
FIDIC 10.1항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내용
공사 완공이 합의한 일정보다 지연될 경

이 있습니다.

우 발주처는 지체 보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
니다.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L/D(Liquidated

“감리자는 시공사의 요청서를 접수한 후 28

8) FIDIC Red and Yellow Book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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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내에 계약에 따라, 공사의 의도된 목적에 따

상금으로 인정되겠지만 이보다 훨씬 클 경우

른 사용에 본질적인 영향이 없는 사소한 미결

에는 위약금적 성격으로 유효하지 않게 됩니

부분 및 흠결은 제외하고 공사가 완공된 날짜

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유효하지 않게 되더라

를 기재한 공사 인수 증명서를 발급해야 함.”

도 그 위반에 따른 실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관련 조

따라서 본질적인 또는 실제적인 완공은

항이 지체 보상금인지 위약금인지를 판단하는

일반적으로 작은 미결 부분이 있더라도 공

기준이 오래 전 판례를9) 통해 확립되어 왔으나

사가 실제로(Practically) 또는 본질적으로

최근 한 판례에서10)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Substantially) 완공되었을 경우에 공사 완공

즉, 최근 판례에 의하면 피위반자의 합법적인

은 인정됩니다. 영국법상에서는 여러 판례를

이익(legitimate interest)보다 위반자의 손상이

통해 이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

클 경우에 위약금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상세한 내용은 저의 “국제건설 계약법의 이

전통적인 실제 사전 예상된 손실보다는 합법

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인 이익의 범위가 더 크고 광범위합니다. 아
직 본 판결 내용이 실제 건설 사례에는 적용되

지체 보상금의 유효성

지 않았으나 과거 기준에 비해 시공사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마다 상이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최대
지체 보상금은 계약고의 5 - 15% 정도로 규

6. Arbitration (중재)

정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지체 보상금이 유
효한지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이는 위약금

중재는 당사자의 중재합의와 합의한 어

(Penalty) 논쟁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나라를

떤 중재규칙, 예로 ICC, UNCITRAL, LCIA,

포함한 대륙법계에서는 위약금은 유효하고 아

SIAC, HKIAC 규칙 등에 따라 중재인 선정,

주 자유롭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

해당 절차 진행 및 중재판정을 통해 분쟁을 최

이 너무 과도한 경우에 법원에서 감액을 할 수

종 해결하는 사적인 절차를 말합니다. 또한 법

있습니다. 영국법상 지체 보상금이 위약금으

원의 소송절차는 공개주의에 입각하여 진행

로 판단되면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되는데 반해 중재는 비공개 절차입니다. 따라

위약금은 벌금적 특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서 해당 중재와 관련된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재

영국법상 위약금은 실제 사전 예상된 손실

는 법원소송과는 달리 사적인 절차로 중재판

(genuine pre-estimate of the loss)은 지체 보

정 승인과 집행과 관련하여 내국 판정은 그 내

9) Dunlop Pneumatic Tyre Co Ltd v New Garage & Motor Co Ltd (1915)
10) Cavendish Square Holding v Talal El Makdessi / ParkingEye v Beavi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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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중재법에 따라 그리고 외국 중재판정은 뉴
욕협약(1958년 “New York Convention on

▶ Documentary Evidence, Witness and
Expert Evidence 준비 및 제출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 심리

Arbitral Awards" )에 따라 가능합니다.

▶ 중재판정

FIDIC에서 채택하고 있는 ICC Rules에 따른 절차

2018. 5월호

명심해야 할 중요한 부분은 중재를 하는 목
적입니다. 그 목적은 중재에서 이기는 것일 것

▶ 분쟁을 중재로 회부하고자 하는 당사자

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준비가 잘 되어야 합

(Claimant)는 ICC 사무국에 Request for

니다. 경험이 없는 많은 시공사들은 단순히 인

Arbitration 제출

지도가 높은 외국계 로펌에 맡기면 더 좋은 결

▶ ICC 사무국은 동 Request for Arbitration
을 상대방(Respondent)에 전달

과가 나올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
다.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실관계를 가

▶ Respondent는 30일 또는 연장된 기간 내

능한 최대한 많이 변호사 및 전문가들과 협의

에 Answer 제출 (필요시 Counterclaims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기본 바

포함)

탕으로 논쟁의 법리를 만들고 동 법리를 다시

▶ 중재인 선임(1인 또는 3인) 및 중재판정
부(Arbitral Tribunal) 구성

더 강하게 지지하는 것도 관련된 사실관계의
증명입니다. 따라서 중재를 시작하기 전에 반

▶ Terms of Reference

드시 경험 많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먼저 구해

▶ Case management Conference and

볼 것을 조언 드립니다.

Procedural Time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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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 시대의 중남미(1)
신숭철
現 한·중남미협회 회장
前 해외건설협회 부회장
前 베네수엘라 대사
前 코스타리카 대사

콜럼버스의 신대륙 개척 이후에 스페인인들이 중남미로 대거 이전하여 신대륙 경략에 나섰다. 그 이후 중남미는
1800년 초반까지 300년 이상 스페인 또는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살아왔다. 정복자들은 가톨릭을 앞세워 종교적
정복을 꽤하면서 지배를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식민지 시대의 유산이 오늘날의 중남미의 근간을
만드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번과 다음호에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식민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을
살펴보고, 그 이후에는 이러한 식민지의 유산이 중남미 비즈니스 문화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전통문화의 말살과 가톨릭의 전파

즉 전통을 담보하고 후대에 전해주는 역할을
하던 지식인층의 말살이라 할 수 있다. 각 지역

콜럼버스의 두 번째 항해를 시작으로 정복

마다 식자층들은 단지 옛 문헌을 소장하고 있

자들은 항상 신부를 대동하고 다녔다. 이들은

다는 죄목으로 처형되었다. 체제를 유지하던

군사적 정복의 뒤를 이어 이루어진 2차적인 종

지배층은 제거되었고, 전통과 축적된 경험을

교적 정복의 첨병이었다. 신부들은 원주민들

담보하던 지식인 계층 또한 차츰 말살되어갔

에게 ‘레께리미엔또’(Requerimiento)를 읽고

다. 멕시코나 페루에서 아스테카 문명과 잉카

복종할 것을 요구하였다. 레께리미엔토의 내

문명의 유적지 위에 성당이 지어진 것을 보면

용은 첫 째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둘째 교황

쉽게 그들의 잔인한 행동을 엿볼 수 있다.

이 누구이며, 셋 째 가톨릭교도가 이교도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이교도의 주권, 재산

식민지의 경제적 토대인 엔코미엔다

권, 사법권을 넘길 것을 요구하고 순응하지 않
으면 정당한 전쟁을 치르겠다는 내용으로 되
어 있었다.

스페인 왕실은 엔코미엔다(Encomienda)를
통해 신대륙을 정복하고, 개척한 자들에게 특
별한 혜택을 주었다. 엔코미엔다는 16세기 스

정복 과정에서 수천년 간 이어져 오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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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광대한 토지나 광산을 받고, 그 구역

엔코미엔다 제도의 폐해를 막고자 잉카사

안에 있는 인디오 원주민을 기독교도로 개종

회에서 시행되던 야나코나헤(Yanaconaje)

시키고 보호할 의무를 지님과 동시에 이들에

를 보완하여 만들어진 레파르타미엔토

게 강제 노역이나 공물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Repartamiento)와 미타(Mita)라는 제도가 시

였다. 그리고 이런 혜택을 입는 자들을 일컬어

행되었다. 이 제도는 식민정부가 엔코미엔다

엔코멘데로(Encomendero)라고 불렀다.

의 노동력을 배정하고 감독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도 왕실에 대한 뇌물 제공 등의 부작용을

이 제도는 종교적 교화를 통한 영혼의 구제

낳았고, 원주민에게 소량의 임금을 지불하는

와 원주민의 보호를 명분으로 노동력을 착취

데는 기여하였으나, 원주민의 권익보호에 실

하기 위한 노예제도의 또 다른 형태였다. 엔코

질적인 개선을 가져다주지는 못하였다.

멘데로들은 원주민 위에 군림했고 스페인 왕
실이나 교회, 귀족들의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
에 위협을 주는 세력으로 등장했다.

엔코미엔다 제도는 후일에 스페인 식민지에
서는 아시엔다(Hacienda)로 포르투갈 식민지
인 브라질에서는 파젠다(Fazenda)로 발전하였

이러한 와중에 도미니크 수도회 신부를 주

다. 본래 이 제도는 국왕이 그 지역의 정복자

축으로 원주민에 대한 정복자들의 가혹한 학

들에게 토지를 하사한데서 비롯하였다. 엔코

대와 착취가 가톨릭 윤리에 어긋난다는 주장

미엔데로들은 토지에 대한 권한이나 노동력에

이 제기되었는데, 이를 제기한 사람은 바르톨

대한 조건을 규정할 수 없었으나, 아시엔다의

로메 데 라스 카사스(Bartoloméde las Casas)

주인인 아센다도(Hacendado)는 토지에 대해

신부이다. 그는 엔코미엔다 제도를 신랄히 비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원주민의 노동조건을

판하면서 이의 철폐를 주장하였다.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제도의 차이가 있
다. 이렇게 형성된 아시엔다는 내부에 교회, 상

스페인의 카르로스 1세는 라스 까사스 신부

점, 학교, 감옥, 묘지 등 자체의 사회를 형성한

의 주장을 받아들여 1542년에 ‘신법’(Nueva

거의 중세의 봉건영주와 비슷한 하나의 독립

Ley)을 공포하였다. 이 법은 원주민의 노예화

적이고 폐쇄적인 형태를 나타내었다. 아센다

와 강제노력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는 그가 소유한 토지 내에서 입법, 사법, 행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규정하여 최소한

정의 모든 권한을 소유하면서 원주민에게 노

법적으로는 스페인 사람과 마찬가지로 왕의

동과 충성을 요구했고, 원주민에게는 식량과

신민이었고, 다른 곳으로 팔려가기 않고 자신

교육, 의약품 등을 제공했다. 이 제도는 20세

들의 관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신법

기 중반까지도 중남미에 존속되었다.

에도 불구 원주민들에 대한 정복자들의 착취
는 신민통치 내내 계속되었다.

식민지 지배기간 동안 멕시코의 푸에블라에
서 시작되어 전역에 수출될 정도로 발전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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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모직생산 양식인 오브라헤(Obraje)도 눈

현재의 멕시코에 ‘누에바 에스파냐’(Nueva

여겨 볼만하다. 이는 스페인보다 생산가가 저

España)부왕령을 설치하여 멕시코에서 파

렴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발전하였으며, 이에

나마까지를, 1530년에는 페루지역에 ‘페루’

투입된 노동력은 엔코미엔다와 레파르타미엔

(Peru)부왕령을 설치하여 파나마 이남 지역을

토 제도를 통해 충당되었다. 그러나 스페인 식

부왕의 통제 하에 두게 했다. 이로써 스페인 본

민지 정책의 변화, 즉 부르봉 개혁을 통한 자유

국은 식민지에서의 중앙집권체제를 공고히 할

무역을 통해 붕괴되기 시작했고, 식민지배의

수 있었다. 그 후 식민지의 영역이 더 확대되어

종식과 더불어 사라졌다.

감에 따라 이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페루 부왕령의 일부였던 현재의

통치를 위한 행정제도의 도입

콜롬비아 지역을 분리해 1718년 그곳에 ‘누에
바 그라나다’(Nueva Granada)부왕령을 설치

스페인은 식민지를 직접 통치하기 위해 신

했다. 1776년에는 현재의 아르헨티나, 우루과

대륙 현지에 여러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대표

이, 파라과이, 볼리비아 지역에 네 번째 부왕령

적인 것이 부왕령(Virreinato)과 아우디엔시아

인 ‘라 플라타’(La Plata)부왕령을 설치했다.

(Audiencia) 이다.
부왕령과 함께 식민지에서 아우디엔시아는
부왕령을 통치하는 부왕(Virrey)은 행정의

매우 중요한 기관이었다. 아우디엔시아는 신

최고직으로 식민지에서 왕의 권한을 대행했

대륙의 방대한 영토에서 최상급 재판소의 기

다. 그는 왕을 대리한 실질적인 행정 책임자였

능을 수행했고, 일정한 정치적, 행정적 기능도

고 최상층에 속하는 귀족이었다. 그가 위임받

갖고 있었다. 관할 영역 내에서 최고 법원 역할

은 권한은 컸지만 관할지역이 너무 넓었기 때

을 했던 아우디엔시아는 주로 형사, 민사 사건

문에 권력이 행사되는 범위는 제한적이었다.

의 심리, 하급심에서 올라온 사건의 최종심 역

부왕의 임기는 6~7년 정도였는데 대체로 귀

할을 수행했다. 이 아우디엔시아의 장은 부왕

족 작위를 가지고 있는 스페인 본토인(페닌술

이 맡았고, 구성원으로는 판사 역할을 했던 오

라레스)들이 맡았다. 이들은 왕의 신임과 자신

이도르(Oidor)가 있었다.

의 직책을 이용하여 하위직을 가족과 친지에
게 배분하기도 했다. 부왕은 식민지에서 획득

이 오이도르들은 부왕이나 총독들의 불법적

되는 모든 재화를 관장하는 감독관이었으며,

이거나 억압적인 행위를 감찰하고 그들의 전

관할 아우디엔시아의 의장도 겸했다. 그는 또

횡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신대륙 최초

한 성직자 및 관리 임명권 등을 가짐으로써 식

의 아우디엔시아가 1511년 산토도밍고에 설

민지에서는 거의 왕과 같은 지위를 누렸다.

립된 이래, 파나마, 멕시코, 리마, 과테말라, 과
달라하라, 산타페 데 보고타, 차르카스, 키토,

스페인 왕실은 1535년 파나마를 경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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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는데, 본격적으로 유럽의 침략자들이 아
메리카 대륙에 도래하기 전에 이미 천연두가

식민지시대의 지방행정은 코레히도르

미주대륙 전체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어 학자

(corregidor)나 알칼데 마요르(Alcalde Mayor)

에 따라 적게는 2/3, 많게는 90%의 치사율을

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이들은 최고 사법권

보였다고 가정한다.

과 정치적 권한을 행사하였고, 이들은 시의
회인 카빌도(Cabildo) 또는 아윤타미엔토

이들이 이런 높은 치사율을 보인 원인으로

(Ayuntamiento)에서 국왕의 이익을 대변하였

는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다른 대륙과 접촉을

다. 또 이 조직에는 많은 서기(Escribano)들이

하지 않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전적 동일

여러 부서의 서류업무에 종사했다.

성을 보였다는 점, 유럽대륙에서 사람들과 오
랫동안 살아오면서 면역력을 높인 말, 돼지 같

스페인은 부왕청을 중심으로 식민지배 제제

은 동물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존재하지 않았

를 형성하는 한편 원주민 사회에는 자체적인

기에 이에 대한 면역력이 잘 갖춰지지 못했던

조직을 허용했다. 부왕청은 원주민 대표자를

점, 유럽에 흑사병이 퍼졌을 때처럼 사람들이

추인하고 그에게 ‘까시케’(Cacique) 라는 지위

병을 치유한다는 이유로 한 곳에 모여 있었다

를 부여했다. 까시케는 부왕청의 요구를 충족

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시켜주는 대가로 원주민 사회를 통치했다. 이
렇게 하여 신대륙에는 스페인 부왕청 중심의

이에 더하여 정복자들의 원주민 학살, 엔코

지배층과 까시케 중심의 원주민 통제라는 이

미엔다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원주민에 대한

원적 식민지배 체제가 형성되었다.

노예적 착취도 원주민들의 쇠퇴를 가속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노동력의 변화와 아프리카 흑인의 유입
원주민의 급격한 쇠퇴에 따라 정복자들은
신대륙 발견 당시의 미주대륙 전체의 인구

이들의 노동을 대체할 사람들이 필요했다. 신

수는 다양한 추정치가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대륙의 경제개발이 구체화되면서 설탕, 담배,

약 2,000만 명~3,000만명 설이 최근의 일반적

면화 재배 농장이 늘어나게 되었고, 아프리카

인 통념이다.

인들이 노동력을 매울 대안으로 부상하였다.
16세기 초 스페인 정부는 라스 카사스 신부의

그러나 유럽인들의 쇄도와 식민화이후 아메

고발 이후 원주민 노예화를 금지함에 따라 강

리카 대륙 전역에서 그 수가 급감하였고, 특히

건하고도 염가인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원주

카리브 해,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미국

민 대신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8세기에

일부 지역 등에서는 사실상 전멸하였다. 특히

는 서인도제도에 대한 노예수출, 서인도제도

유럽에서 몰고 온 홍역과 천연두 등은 치명적

로부터 유럽으로의 열대산물의 수출,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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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여 가공한 제품을 미주대륙으로 운반하

을 가지지 않고 원주민의 여성과 관계를 가지

여 노예와 교환하는 이른바 삼각무역이 성립

고 얼마 후 가정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다. 그

하여 노예무역은 최고조에 달했다.

최대의 이유는 백인여성이 절대적으로 부족
한 것도 있었지만, 또 이베리아반도가 수백년

이 대서양 노예무역의 규모에 관해서는 정

에 걸쳐 아랍인에 지배된 역사적 경험과 15세

확한 기록이 없어 갖가지 추정이 시도되어 왔

기에 아프리카 흑인노예를 들인 것도 스페인

으나, 통설로는 1,500만에서 2,000만 명으로

인과 포르투갈인이 다른 인종에 대해 별로 위

추산되고 있으며, 나라별로는 브라질, 아이티,

화감을 별로 가지지 않았던 것을 이유로 들 수

자메이카, 쿠바 순이다.

있다.

혼혈인간의 탄생

카스타(Casta)제도의 운용

스페인왕권은 신대륙의 식민지사회를 인종

원래 백인의 혈통을 중시한 정복자들은 인

별 신분제사회의 틀로 엄하게 관리하려고 했

종 혹은 종족이 섞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게

으나 그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다. 확실히 인종

되었고, 백인들의 통치를 공고히 하려는 노력

을 차별하는 계층사회가 식민지에 형성되었지

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카

만, 한편으로는 꽤 일찍부터 혼혈이 진행되어

스타(Casta)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사람

식민지시대를 통해 다양한 조합으로부터 형성

들은 피부의 색깔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구분

된 새로운 혼혈인종이 탄생했기 때문이었다.

되는데, 간단하게 말해 피부색이 백인에서 멀

혼혈은 백인과 인디오와의 혼혈아 메스티소

어지면 멀어질수록 사회적 지위가 낮아진다.

및 백인과 흑인과의 혼혈아 물라토이다. 그 후
메스티소와 물라토 사이의 혼혈을 포함해 계

백인 간에도 차등이 있었다. 가장 우대받는

속 복잡하고 다양한 조합에 의한 혼혈과정을

혈통은 당연히 본토에서 온 스페인인들로서

거쳐 현재의 중남미인이 출현했다.

스페인이 위치한 이베리아 반도(Peninsular)에
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여 이들을 페닌술라레

52

신대륙에 있어 혼혈은 스페인인과 포르투칼

스(Peninsulares)라고 불렸다. 반면 크리오요

인의 도래와 거의 동시에 시작되었다. 카리브

(Criollo)라고 불리는 중남미 태생 스페인인들

해역을 무대로 한 정복시대에 있어서도 신세

은 같은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페닌술라레스와

계에 건너간 스페인인 여성의 수는 전체 도항

는 다른 존재로 차별받았다. 크리오요들은 직

자수의 5~17% 있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남

업 선택에 제한이 있었고, 관직 임명에 있어서

자들은 일확천금을 쫒아 방랑하고, 자연스레

도 차별을 받았다. 당연히 교회 요직에도 임명

현지의 여성과 혼교했다. 신대륙에 건너온 스

될 수 없었고, 페닌술라레스와의 자유로운 연

페인 남성도 포르투갈인 남성도 거의 위화감

애와 결혼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브라질에

K-BUIL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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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시대의 문화적 유산

(reinois)라고 하고, 브라질 태생의 백인들을
마종부(Mazombo)라고 불렀다)

스페인을 주축으로 한 중남미 대륙에 대한
식민지 경영으로 중남미에서는 식민지 유산이

약 300여 년간 수탈을 당하던 중남미에 독

자리잡게 되었으며, 이러한 유산은 향후 중남

립의 바람이 불어온 것은 스페인 본국 태생인

미의 제도, 문화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

페닌술라레스가 아닌 중남미에서 태어난 백

었다. 중남미에 뿌리내린 식민지 문화유산에

인 지배층인 끄리오요들의 변화에서 시작 되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알아보는 기회

었다.

를 가지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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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부동산 투자개발사업,
황금알을 낳아줄까?
엄성필

박사

한·아세안센터 무역투자국 부장

다시 붐을 타는 베트남 부동산 시장

분기 7.4% 성장)과 중국, 홍콩, 싱가포르, 한국
등 외국인 구매자가 몰리면서 베트남의 부동

2007년 초 베트남이 WTO에 가입하면서 외

산 시장이 다시 붐을 타고 있다. 호시탐탐 기회

국인투자가 밀려들었고 베트남의 주택가격은

를 노리고 있던 글로벌 부동산 개발기업들이

치솟았다. 그러나 바로 다음해인 2008년 글로

앞 다투어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베트남의 부동산 시
장은 수직낙하를 시작했다. 천당에서 지옥으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인 씨비알이

로 떨어졌고 그 이후 5년 동안 침체기를 맞았

(CBRE) 베트남법인은 2015~2017년 3년

다. 베트남 최대의 상업도시 호치민의 새 아파

간 평방미터당 1,500 달러 이상의 고급 아파

트 가격은 30% 이상 추락했고, 오래된 주택은

트 3만 가구가 시장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

더 떨어졌다. 많은 주택건설프로젝트가 중단

는 2012~2014년 3년간 1만 가구에도 미치

되었고, 신규 프로젝트는 연기됐다. 대출해준

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획기적인 증가세이다.

은행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또 다른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인 사빌스
(Savills) 베트남 법인도 호치민의 고급 아파트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단지의 경우 외국인에게 할당된 30% 분량이

2013년 14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경기 부양책

급속히 소진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베트남

을 시행했고, 부동산 분야의 80억 달러 부실대

부동산 전문가들은 2014년 이래 베트남에서

출을 떠안았다. 주택구매자에게 5조 동(2억2

외국인 아파트 구매자가 2배가량 증가한 것으

천2백만 달러)규모의 주택자금융자를 제공했

로 추정하고 있다.

다. 그 결과 최근 베트남의 경기회복(2018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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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아파트를 사

피스/호텔 건립)의 경우 방 2개 아파트가 37만

들이고 있는 데는 2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는

달러부터, 방3개가 49만 달러부터 시작한다.

2015년 7월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구매

중급 아파트 단지는 디스트릭트 2, 7, 9에서 개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고, 둘째는 홍콩, 태

발되고 있다. 디스트릭트 2의 방 2개짜리 새

국, 시드니와 같은 지역에서의 부동산 가격 상

아파트는 20만 달러 수준이다. 베트남의 부동

승으로 외국인이 휴양지 혹은 투자처로 베트

산펀드인 VinaCapital에 따르면 중산층용 8만

남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20만 달러 수준의 아파트가 특히 인기가 있
는 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수치로도 뒷받침되고 있다. 2017년 주
택을 포함한 베트남 건설 시장규모는 전년에

하노이는 호치민처럼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

비해 8.7% 증가한 약 127억 달러를 기록, 베트

지만 삼성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많

남 총 GDP 중 5.73%를 차지했다. 주택건설을

은 기업들이 삼성과의 비즈니스를 위해 진출

보면 2017년 하노이와 호치민에서의 부동산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주택수요가 늘고 있다.

거래건수는 64,263건으로 2016년 대비 크게
늘었다. 주로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

부동산 개발은 호치민, 하노이 등 대도시뿐

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다만, 거래 활성화에 비

만 아니라 다낭, 푸꿕섬 등 해안가를 따라 진

해 부동산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2017년

행되고 있다. 베트남 신흥부자들이 별장용으

의 경우 고급 아파트는 7~10%, 중급 아파트

로 구입하고 있고, 외국 관광객들도 빌라를 구

가 5~7%, 서민아파트가 3~5% 상승했다. 아

입하고 있다. 베트남 관광청에 따르면 2017년

파트를 사서 임대할 경우 수익률은 그다지 높

에 다낭의 외국인방문자수는 38%, 푸꿕섬은

은 편은 아니어서 디스트릭트 1의 아파트의 경

72%가 늘었다. 해안가의 최고급빌라는 70만

우 연 수익률은 4% 정도이고, 디스트릭트 2의

달러에서 2백만 달러를 줘야한다.

아파트는 연 7% 수준이다.
일례로, IndoChina Properties는 다낭 근교
대다수 신규 부동산 개발은 호치민에서 이

호안의 포시즌 브랜드 빌라 리조트 내에 있는

루어지고 있다. 2016년,17년 2년 동안에 부동

수영장 딸린 방1개짜리 빌라를 85만 달러에

산 개발사와 기업들은 호치민에서 12억 달러,

내놓고 있다. 수요가 몰리면서 해안가의 부동

하노이에서 5억 달러 상당의 택지와 신규 주택

산 가격은 급속히 치솟고 있다. CBRE에 따르

을 사들였다. 호치민에서 시장수요의 2%에 불

면 다낭의 별장은 2016년 평방미터당 2,300달

과한 고급 아파트 단지 개발은 주로 관광과 상

러 수준이었으나 2017년에는 2,500 달러로 올

업중심지인 존 1에 밀집돼 있다. Vingroup이

랐고, 푸꿕섬의 경우 2,100 달러에서 2,400 달

개발하고 있는 Vinhomes Golden River 프로

러로 상승했다.

젝트(25.29 헥타아르 부지에 아파트, 빌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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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8년 베트남 건설시장은 베트남 경

권(LUR, Land Use Right)을 개인이나 법인에

제 성장과 함께 교통, 에너지, 통신, 주택 등 다

부여한다. 종종 국가유공자나 특수한 경우에

양한 부문에서 건설수요가 늘고 외국인직접투

는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한

자의 유입 증가로 지속 성장할 전망이다. 참고

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예외가 없다. 이는 현

로 베트남은 2018년 1분기 중 58억 달러의 외

실적으로 토지사용권을 계속 갱신하면서 대를

국인투자를 유치했고, 이중 부동산분야에 4억

이어가는 것을 법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것

8천6백만 달러가 들어왔다. 이는 제조가공업

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사기사건

(34억4천만 달러), 도소매업(5억 3천1백만 달

도 가끔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러)에 이은 3위이다. 수혜지역별로는 호치민
에 17억 달러가 유입돼 1위를 차지했고, 투자

토지사용권은 어떻게 취득하나?

국별로는 한국이 18억4천만 달러로 1위를 차
지했다. 더불어 베트남의 주택시장 호황 기조
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가 국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3가지이다.

사빌스 베트남 법인은 2020년까지 호치민에

첫째, 할당(allocation) : 국가는 행정명령에

서 93개의 주택개발프로젝트에서 12만2천 가

의거 베트남 국민/법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혹

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 무료로 토지사용권을 할당(allocation)할 수

2018년 1분기에만 13개의 새로운 프로젝트

있다.

(총 10,500 가구)가 착공되었다고 밝혔다.

둘째, 인정(recognition) : 국가는 무료로 베
트남 국민/법인에게 사용권을 인정(recognize)

베트남에서 부동산 구입 혹은 개발 사업을
하려면?

할 수 있다.
셋째, 리싱(leasing) : 국가는 베트남 국민/
법인, 외국인/법인에게 계약 체결을 통해 토지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부동산 투

를 빌려줄 수 있다. 외국인에게 허용된 유일한

자개발 사업을 수행하려면 우선 토지, 주택관

토지사용권 획득 방법이다. 외국인투자자는

련 법제도를 숙지해야 한다. 우리와는 판이하

베트남 파트너와의 합작투자 혹은 국가로부

게 다르기 때문이다.

터 직접 리스를 통해 토지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다.

베트남의 토지는 누구 소유?
토지 리스 방법
우선 베트남에서 토지소유가 가능할까?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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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에 외국인 투자 법

국유재산이며,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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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 시 토지사용권을 자본으로
사용하는 경우

아울러 첫째, 베트남 국영기업을 포함한 경
제유관단체, 상장회사, 유한회사, 둘째, 외국거

베트남에서 합작투자 시 베트남 파트너는

주 베트남인, 셋째, 베트남 정부로부터 토지를

토지사용권을 자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

리스하여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우 할당방식의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만이 가

기업(단, 전체리스기간의 리스료를 지불한 경

능하다. 만약 토지사용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

우) 등으로부터 토지를 리스할 수 있다.

에 대한 인민위원회의 서면승인을 획득해야만
외국인합작투자프로젝트에 토지사용권을 자

할당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획득한 베트남

본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민/법인만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를 리
스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리스방식으로 토지

토지 리스 기간

사용권을 부여받은 베트남 국민/법인이 외국
인투자기업에게 서브리스를 할 수 있는 경우

리스기간은 50년 혹은 특수한 경우 70년까

는 1) 베트남공산당이 2004년7월1일 이전에

지 가능하다. 리스기간 연장은 1) 임차인이 리

토지를 리스한 경우, 2) 전체리스기간의 리스

스 기간 중 토지규정을 준수 한 경우, 2) 토지

비용을 모두 지불했고 남은 리스기간이 최소 5

를 허가된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가

년 이상인 경우이다.

능하다. 외국인투자자가 토지리스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리스종료 6개월 전에 관계당국의 승

한편, 지방정부의 인민위원회는 매년 토지

인을 득하여 신청해야 한다. 토지 리스비용은

용도계획을 발표한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자는

연 단위로 납부하거나 혹은 전체기간을 일시

리스하려는 토지가 연간 토지용도계획에 명시

불로 지불할 수 있다. 연단위로 지불할 경우 임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개발자는 프로젝트

차인은 양도, 서브리스, 담보로 사용할 수 없

부지가 20 헥타르 미만인 경우에는 프로젝트

다. 일시불로 지불한 경우는 1) 양도권, 2) 서

총투자금액의 20% 이상을, 20헥타르 이상인

브리스권, 3) 담보권을 가질 수 있다.

경우에는 15% 이상을 자기자본금으로 확보해
야 한다. 또 개발자는 정부에 토지사용료를 제

토지 가격 및 토지 사용료

대로 납부하고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수행한다
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자 입장에서 가장 중

다. 3천억 동 미만의 프로젝트는 3%, 3천억~1

요한 것은 토지확보와 토지사용료이다. 토지

조 미만은 2%, 1조 동 이상은 1%를 보증금으

사용료의 기본이 되는 토지가격은 다음의 3가

로 납부해야 한다.

지 방식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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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부소유토지의 경우 인민위원회가 결
정한다.
둘째, 경매방식으로도 토지 사용권 가격이
결정된다.

교시설, 묘지 등)이지만 상업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0.03%를 적용한다. 용도에 맞게 사
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 놀리고 있는 토지는
0.15%를 적용한다. 정부가 승인한 다단계 투

셋째, 당사자(토지사용권 보유자와 사용권

자프로젝트용 토지의 경우 현재 사용하지 않

을 빌리려는 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즉,

고 있더라도 놀리고 있는 토지로 간주하지 않

양도, 리스, 서브리스, 합작투자 시 토지사용권

고 0.03%를 적용한다.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

을 자본으로 사용할 경우이다.

하여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0.2%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료를 내더라도 합법적 사용권을

2014년 12월 29일 발효된 토지법에 따르면

인정하지 않는다.

베트남정부는 5년마다 지역별 토지용도별 공
시지가를 공표한다. 공시지가는 각 성급 인민

이주민 보상 및 재정착, 토지 정리 작업

위원회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기초가
된다. 즉, 개별공시지가는 각 지방정부 인민위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인, 외국기업, 해외

원회가 건별로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확

주재 베트남인은 거주민의 이주에 대한 보상

실성이 상존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불만

및 지원의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이 터져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개별공시지가

비용이 지불되었을 경우 리스비용에서 차감

가 어떻게 산정되느냐에 따라 프로젝트의 수

된다.

익성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기업은 토
지가격을 낮추려하고 정부는 세수증대를 위해

외국인, 외국기업, 해외주재베트남인이 리스

높게 책정하려 한다. 호치민시 부동산업자 협

하여 사용할 토지의 정리(clearance)작업, 이주

회도 현재의 불투명하고 예측 불가능한 개별

민 보상은 국가가 책임진다.

공시지가 산정방식을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
으로 요청하고 있다.
상업용을 포함한 주거용 토지 사용료는
개별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평방미터당 연

부동산 취득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구매
자들은 다음과 같다.

0.03%(주택용지 쿼터 이내인 경우), 0.07%(쿼
터의 3배 이내인 경우), 0.15%(쿼터의 3배

첫째, 베트남국민 및 기관

를 초과한 경우)를 누진 적용한다. 다가구, 콘

둘째, 해외거주 베트남인으로 관련법이 요구

도 혹은 지하층을 가진 다층건물 주거용지는
0.03%를 적용한다. 비농업용 및 업무용 토지
는 0.03%를 적용한다. 면제대상 토지(예; 종

58

하는 규정을 충족시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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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베트남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할 수 있다. 현금 지불은 금지된다. 베트남 내

다섯째,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

에서의 주택매매대금은 베트남 화폐(동)로 지

(부동산중개업 제외)이 직원용으로 주택을 구

불한다.

입하는 경우
외국인 주택소유자는 소유기간 만료 전에
외국인은 기본 50년 까지 주택(아파트, 빌

연장, 매각 혹은 증여를 할 수 있다. 연장, 매

라,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을 소유할 수 있

각, 증여 없이 집 소유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베

고 연장이 가능하다. 단, 외국투자법인은 투자

트남 정부가 소유권을 갖는다. 한 외국인이 다

허가증에 명시된 기간만큼 주택을 소유할 수

른 외국인에게 소유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외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파트 구입 시 실질

국인 구매자는 잔여기간만 주택을 소유할 수

적으로는 50년 사용 후 되돌려 줘야하는 임차

있다. 따라서 외국인은 가급적 새로 분양하는

의 개념이지만 임차계약서가 아닌 매매계약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
외국인은 아무 주택이나 구입할 수 없다. 지
방건설국의 웹사이트에 외국인이 구매할 수

●

있는 주택의 수와 외국인이 소유할 수 없는 주
택건설사업의 목록 등이 공고된다. 외국인에

: 취득가액의 0.5%
●

게 판매할 수 있는 아파트의 수는 각 동별 가
구 수의 30% 이내, 총 아파트 가구 수의 30%

●

부동산 임대 시 : 주택 임대 시 총 임대료에
대해 5% 부가세, 5% 소득

구 수의 10%(최대 250가구)이내로 외국인에
주택관리국에 신고하면 주택을 제3자에게 임

부동산 재판매 시 : 판매가액의 2%를 소득
세로 부과

이내이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한 단지 당 총 가
게 판매할 수 있다. 외국인은 사전에 군/현의

부동산 취득 시 : 부가가치세 : 10%, 등록세

세 부과
●

부동산 행정처리비 : 부동산 등기권리증 발
급에 따른 비용 부과

대할 수 있다.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은 내야한
다. 외국투자법인은 제3자 임대를 할 수 없고

신부동산 사업법, 어떻게 바뀌었나?

직원숙소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은
영리목적의 재판매를 위해 주택을 구입할 수

베트남 신 부동산 사업법(66/2014/QH13)

없다. 이는 부동산사업 허가 없이 부동산사업

에 따르면 외국인도 기존 프로젝트 일부 또는

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부 인수가 가능하고, 빌딩을 임차한 후 재임
대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부동산

외국인도 집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집 매

사업법이 완화되면서 최근 외국인투자자들이

매대금은 신용기관(예; 은행)을 통해서만 지불

중단된 부동산 개발프로젝트를 인수,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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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베트남에서 건설 프로젝트에 입찰하여 수행
하기까지 절차를 보면 건설 프로젝트 관리를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위한 시행령 59/2015/ND-CP (2015년 8월 5

최소 200억 동의 법정 자본금을 가진 법인을

일부터 발효됨) 제71조1항은 발주자가 외국

설립해야 한다. (소규모 부동산의 판매, 거래,

도급자(contractor)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려면

임대 사업 분야는 제외)

해당 외국 도급자가 도급허가서를 취득해야한
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프로젝트 입찰 시에

아울러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되었다. 예

도급허가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입찰에 참

를 들어, 선분양 후시공을 한다면, 분양 계약서

여하여 도급자로 선정이 된 후에 도급자 라이

상에 명시된 대로 분양자가 주택인도를 하지

선스(License on construction activities)를 신

못할 경우 소비자가 기 납부한 중도금을 환불

청, 취득할 수 있다. 즉, 도급자 허가서를 신청

받을 수 있도록 은행보증서를 함께 제공해야

할 때 구비서류 중의 하나로 도급자로 선정되

한다. 또, 분양자가 선분양할 경우 받을 수 있

었다는 ‘발주자의 결정문’(원본 또는 공증사

는 예약금을 최대 30%로 제한했다. 입주 전까

본)을 첨부해야 한다.

지 받을 수 있는 분양대금은 분양자가 베트남
법인인 경우에는 70%, 외국투자법인인 경우

그런데 이 도급자 허가서는 해당 프로젝트

에는 50%로 제한하였다. 또 분양받은 자 명의

수행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프로젝트를 수

로 집의 등기권리증이 발급되기 전까지의 받

행하려면 다시 받아야 한다. 도급자 라이선스

을 수 있는 분양대금(예약금+중도금+잔금)은

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000 주식회사

95%로 제한하여, 분양자가 등기권리증 발행

가 도급받은 베트남 OO지역의 OO 공사를 수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하도록 유도했다.

행하는 것을 허가한다.’라고 프로젝트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

베트남에서 건설공사 프로젝트 수행하기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사무실을 일반적으
일반적으로 외국인(외국에 설립된 법인 포

로 프로젝트 오피스(Project Office)라고 하는

함)이 베트남에서 건설공사 프로젝트를 수행

데, PO, Project Management Office, PMO,

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

Operational Office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비

다. 그런데 만약 개별 프로젝트만을 수행하기

정부기구(NGO)에서 특정 프로젝트나 프로그

위한 것일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설립이 필요

램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프로젝트

한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만

오피스 또는 프로그램 오피스 등과 비슷한 개

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라이선스를 취득하

념이다.

여 프로젝트 오피스(Project Office)를 설치한
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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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 간략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

프로젝트 오피스는 법인과 비교하여 자본

행령(Decree 59/2015/ND-CP)에 따라 외

금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등 장점도 있지만,

국 건설사는 자사의 정보를 건설부 웹사이트

외국회사가 베트남에서 건설 공사 프로젝트

(http://nangluchdxd.xaydung.gov.vn)에 등

를 여러 개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면 개별 건설

록해야 한다. 건설 활동 라이선스는 신청 서류

활동 허가를 받는 방법보다는 법인을 설립하

가 접수된 이후 영업일 20일 이내에 발급된다.

여 여러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라이선스가 발급된 이후에는 인감과 세금 코

단, 베트남의 신규법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주

드(원천징수 방식이 아닌 경우)발급, 은행 통

체가 될 때는 신규법인의 모회사 경력을 신규

장 개설 그리고 PO 설치 신고를 한다.

법인의 경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
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공사 수행 경력이 많은

법적으로 볼 때 PO는 독립 법인이 아니기

외국의 모회사로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베

때문에 PO 운영과 무관한 계약에 PO로서 계

트남의 신규법인보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도급계약서는

에 있어 유리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본사의 법적 대표가 서명하고 본사의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사에서 PO소장에게 서명권을

베트남의 아파트 분양 절차

위임하여 PO소장이 서명하고, 본사의 인감을
날인해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첫째, 사전예약

PO소장이 서명하고 PO 인감을 날인하여 도급

통상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사는 정식 분양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추후

전에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그러나 바로 본 분

도급 계약서 체결의 유효성에 문제가 발생할

양을 하는 프로젝트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
둘째, 사전예약금 납부
건설 활동 라이선스와 프로젝트 오피스는

사전예약금은 본 분양의 계약금 수준이다.

계약된 건설 공사만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통상 사전예약을 통해 총 물량의 50% 내외가

해당 건설공사 프로젝트 종료 시 청산해야 한

판매되면 성공적으로 평가된다. 사전예약자

다. 즉, A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발급받은 A

는 본 공식 분양일이 나오면 개별 통보를 받게

건설 활동 라이선스로 B 프로젝트는 수행할

된다.

수 없으며, B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서는 별
도로 B 건설 활동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한

셋째, 분양

다. 또한, A 프로젝트와 B 프로젝트에 대한 서

분양방식은 선착순과 추첨방식이 있다. 방식

비스가 종료되면 설치된 A 프로젝트 오피스와

은 프로젝트마다 다르며, 같은 프로젝트라 하

B 프로젝트 오피스를 각각 청산하여야 한다.

더라도 분양 차수(1차, 2차, 3차)에 따라 상이
할 수 있다. 분양순번(선착순) 혹은 당첨(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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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면 본인이 원하는 유닛타입을 선택한다.

못했을 경우(예; 토지 리스료 미납) 토지를 환

당연히 추첨에서 떨어졌거나 변심한 경우 예

수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은행

약금은 환불받는다. 유닛타입을 선택하면 가

은 프로젝트를 담보로 잡았더라도 이미 국가

계약을 한다. 가계약서는 본 계약서 작성 전에

가 주택건설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인 토지사용

소유권 증명 등 앞으로 남은 절차에 중요한 필

권을 환수했기 때문에 대출자금을 회수할 수

수서류이다.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넷째, 본 계약서 작성 및 중도금 납부

둘째는 미래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본 계약서작성은 프로젝트 개발사에서 통

방식이다. 개발자는 아직 완공되지 않는 (off

보한 날짜에 진행된다. 본 계약서 작성 전에

the plan)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30%의 중도금을 납부한다. 외국인이 분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 즉, 개발자는 등기소에

양을 받았을 경우 본 계약서 작성 시에는 반드

미완공 주택 담보 대출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시 본인이 베트남에 입국하여 직접 서명해야

그런데 미완공 주택담보대출을 등록하기 위해

한다.

서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증명서를 취득하려
면 개발자는 토지와 관련된 재정적 의무사항

다섯째, 열쇄 수령 및 핑크북

(토지정리비용, 토지 리스비, 등록비 등)을 다

열쇄 수령까지 전체 분양금의 95%를 납부

해야 한다.

한다. 그리고 나머지 5%는 등기부등본(핑크
북) 수령 시 납부한다.

이렇게 된 데에는 다 연유가 있다. 최근 일부
지방정부에서 미완공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베트남 주택개발사업 금융조달 방법

프로젝트의 목록을 공개했다. 이는 Harmony
레지던스 사건 때문이다. 2012년부터 프로젝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특히, 주택개발프로젝

트 개발자가 토지 및 미완공 주택을 담보로 대

트는 토지 사용료, 토지정리비용 등 막대한 자

출을 받아왔는데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2016

금을 필요로 한다. 베트남 내에서 자금조달방

년 은행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주택을 압류했

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

다. 결과적으로 선분양을 받은 600명이 선의
의 피해를 보게 되었다. 현재 소비자 보호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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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이다. 즉, 프

에서 베트남 당국은 미완공 주택 담보대출을

로젝트 자체를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

받은 프로젝트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개발

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방식은 국가가 개발자

자가 미완공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한다면 2가

로부터 토지를 환수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지 불리한 점이 있다. 1) 증명서를 취득해야 하

2014년 토지법에 따르면 당국은 토지사용자

는데, 이는 이미 토지정리 및 토지사용료로 많

(개발자)가 국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다하지

은 돈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미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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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사실을 공개해야 하는데 이 경우 소

첫째는 소위 도급자(contractor)로서 발주자

비자들은 주택구입을 꺼릴 수 있다. 따라서 개

(project owner)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건설

발자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선호한다. 실

해주고 돈을 받는 방법이 있다.

제로도 호치민과 하노이의 프로젝트들 중에서
10% 만이 미완공 주택 담보대출 방식으로 자

둘째는 개발자(developer)로서 단독 혹은 합

금을 조달하고 있다. 2016년의 경우 호치민에

작투자를 통해 부지 리스, 설계, 건설, 분양/운

서 600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77개만이 미완공

영까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는 현지법인을 세운 뒤 진행 중인 혹은
한편, 부동산거래법 제55조는 개발자가 선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 내에 주택을

중단된 프로젝트를 전부 혹은 일부 인수하는
것이다.

인도하지 못할 것에 대비, 상업은행의 보증을
획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제55조는 다음

현재 외국인투자자가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의 2가지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1) 대규모 주

참여하는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은 베트남 기업

택프로젝트의 경우 어느 은행이 보증할 것인

과 합작투자를 통해 외국인투자자는 재무능력

지 여부이다. 일례로, VinGroup이 하노이에

과 기술력 및 경험을 제공하고 베트남 기업으

서 시행하고 있는 Royal City는 총 7억 달러규

로부터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인맥

모이다. 이 금액은 주택건설프로젝트에 보증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진행 중인 혹은

을 제공할 자격이 있는 33개 은행 중에서 단 3

중단된 프로젝트를 인수하는 방법도 많이 사

개만이 보증할 수 있다. 나머지 30개는 보증한

용되고 있다. 최근 중국, 홍콩, 일본기업들이

도 초과이다. 2) 은행은 개발자가 의무를 다할

이 방식으로 베트남 부동산 시장 진출을 확대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보증서를 발

하고 있다.

행한다. 그런데 이미 건설에 상당한 자금을 써
버린 개발자는 그러한 요건을 맞출 수 없게 될

홍 콩 에 근 거 를 둔 C h o w Ta i F o o k

수도 있다. 이러한 장벽들 때문에 프로젝트가

Enterprises Ltd.는 2010년 허가를 받은 남호안

더 이상 수지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

카지노 리조트 프로젝트(2007년 VinaCapital

자는 고객의 돈을 가지고 튀어버리는 사태가

과 말레이시아의 Genting Berhad가 40억 달

발생한다. 결국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

러 투자규모로 시작하려다 Genting Berhad가
발을 빼면서 중단)의 주 투자자가 되었다. 프

베트남 부동산 개발 시장에 참여하는 방법

로젝트명을 HOIANA로 바꾸고 호텔, 아파트,
빌라, 골프코스 등을 포함하는 카지노 리조트

베트남 부동산 개발 시장에 참여하는 방법
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를 2019년 1분기에 착공하여 10년~15년 내에
완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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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Summerfield는 롱안의 메콩삼각주

남 산업단지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

지역에 위치한 Happy Land Entertainment

다. 2016년 9월 Tin Nghia Corporation과 공

Complex(Phu An Investment and

동으로 동나이 지역에 위치한 Ong Keo 산업

Development JSC가 20억 달러를 투자 338 헥

단지 내에 New Industry City 개발을 위한

타아르의 부지에 전시장, 쇼핑몰, 호텔, 워터파

MOU를 체결했다.

크, 극장, 문화센터, 박물관 등 종합위락단지
건설을 목적으로 2011년 착공하였으나 공사

일본기업들도 가세하고 있다. 2016년 7월

진척이 지연돼 2016년 4월에야 1단계 공사가

일본의 Creed Group은 2억 달러를 들여 An

완료되었음)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Gia Investment가 보유한 주택건설 프로젝트
를 사들였다. Creed Group은 An Gia에 기술,

Hong Kong Land는 9천5백만 달러를 들여
베트남의 CII로부터 호치민 중앙비즈니스구

경험을 제공하여 호치민에 일본 수준의 고급
주택을 짓기로 했다.

역과 인접한 투티엠 신도심지구(Thu Thiem)
New Urban Area)에 위치한 주택건설프로젝

2016년 7월 일본의 미쓰비시와 베트남의

트의 지분 64%를 사들였다. 이 지역은 2016년

BITEXCO는 45대55의 비율로 2억8천4백만

싱가포르의 Keppel Land가 베트남 파트너와

달러를 투자 하노이에서 Manor Central Park

주상복합단지를 개발하기로 이미 합의 한 바

프로젝트(1천세대의 주택과 7,700가구의 아파

있다. 한국의 롯데자산개발도 8억8천5백만 달

트 건설)를 짓기로 했다.

러를 들여 2019년부터 에코스마트시티 건설
에 들어갈 예정이다. 호치민시는 투티엠 지역

2016년 9월 일본의 Kajima Corporation과

에의 인프라 건설 및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베트남의 부동산투자회사 IndoChina Capital

Build Transfer(BT)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은 50대 50의 비율로 10억 달러를 조성하여

즉, 도로 등 인프라를 건설해주는 대가로 토지

향후 10년간 베트남 부동산 개발(호치민, 하노

를 주는 방식이다. 호치민시계획투자국은 이

이, 다낭지역의 주택, 호텔, 리조트 등)에 투자

지역에서의 4개 주도로 건설 등을 포함 23개

하기로 했다.

의 BT 프로젝트가 이미 주인을 찾았다고 발표
했다.

여전히 호치민에 500여개, 하노이에 100여
개의 중단 프로젝트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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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Fortune Land Development(CFLD)

고 있다. 그 이유는 설계 잘못, 위치선정 잘못,

는 VinaCapital로부터 Dai Phuoc Lotus 부동

마케팅 실패, 악성부채에 따른 은행압류, 개발

산개발 프로젝트(호치민에서 50분 거리에 위

자의 자금난 등 다양하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

치한 동나이지역에 332개의 고급 빌라 건설)

들처럼 이미 유망하다고 판단된 프로젝트들은

를 6천5백만 달러에 인수했다. CFLD는 베트

선택을 받았지만 아직도 숨은 진주들이 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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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다리고 있다. 옥석을 가리는 지혜가 필요
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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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베트남 부동산 시장이 호조세를 이
어갈지 아니면 다시 거품으로 판명될지 여부
는 예단하기 어렵다. 베트남 경제가 다시 상승

중국(홍콩 포함), 일본 투자자들이 베트남

세를 타고 있지만 제조업수출의 90%를 삼성

부동산 시장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최

전자 등 외투기업에 의존하고, 고부가가치 보

근 베트남 경제의 회복 및 정치적 안정, 그리고

다는 조립생산에 머물고 있으며, 외투기업과

환율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수익성이 높아지고

베트남 기업 간 생태계가 조성돼 있지 않는 등

리스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베트남

취약한 부분이 많다. 게다가 베트남의 부동산

은 다른 동남아국가들에 비해 수익성이 좋은

시장 투명성은 아직 낮은 수준이고 외부 충격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부동산투자컨설팅기

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한다. 그럼에도 남들이

업인 JLL에 따르면 베트남의 산업단지개발 투

뛰어드는 것을 방관하기엔 너무 매력적인 시

자수익률(ROI)은 10~12%로 인도네시아와

장이다. 치밀한 시장 분석을 통한 과감한 전략

유사하고 필리핀(8%), 말레이시아(7%), 싱가

만이 기회를 잡고 수익을 낼 수 있다. 우리 기

포르(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의 관심과 도전이 필요한 때다.

또 사무실임대수익률도 8~10%로 싱가포르의
4~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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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중동·아프리카 건설시장
분석 세미나 개최

해외건설협회는 우리 건설기업의 중동, 아프리카 지역 수주활동 및 진출전략 수립을 지원하
기 위해 3.16(금) 13:30부터 16:00까지 해외건설 교육센터(서소문동 부영빌딩 1층)에서
「2018 중동·아프리카 건설시장 분석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는 해외건설협회(아·중동실장)가 2018년도 중동·아프리카 건설시장 및 주요 이슈에 대해 분석하고,
중동지역 건설 전문지인 MEED(분석담당 디렉터)가 2018년도 MENA 프로젝트 시장 전망 및 추진 예정 프로젝
트 등을 설명했다.
2018년에 국제유가 상승세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중동과 투자 유치 등을 통한 인프라 확충에 의욕적인
아프리카 건설시장을 분석, 전망한 동 세미나는 우리 건설기업들의 중동, 아프리카 건설시장 진출 및 수주활동 관
련 전략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해외건설협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우리 건설·엔지니어링 기업들이 필요로 하
는 진출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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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전문가
자문위원 간담회 개최
해외건설협회는 우리 중소기업의 원활한 해외건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수주지원
센터 전문가 자문위원 간담회’를 2018년 4월 3일(화), 10:00에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강신영 정책본부장 등 임직원 3인과 전문가 자문위원
23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8년 자문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전달 및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업무계획 설명을 진행하였으
며,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자문위원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향후 센터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되었다.
한편, 우리 협회에서는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중소기업들이게 무료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전문가
파견컨설팅을 실시하여 업체에 직접 방문하는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다. 전담전문가 파견컨설팅은 매년 6회에 걸
쳐 시행하며 다음 공고 기간은 4월30일(월)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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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인프라협력 포럼 개최

해외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4월 12일(목),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니틴 가드카리
(Nitin Gadkari) 인도 도로교통ㆍ해운부장관과 인프라협력 사절단 일행을 초청하여 “한-인
도 인프라 협력 포럼“을 개최하였다.
한국과 인도에서 총 14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한국측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하여 한국도로
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과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76개사, 100여명의 해외 인프라 건설 전문가들
이 참석하였으며, 인도측에서는 가드카리 장관과 도로, 항만, 수자원 부문의 공공 및 민간기업 고위급 인사로 구
성된 총 37명의 인프라협력 사절단이 참가하여 양국간 인프라 협력에 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도측은 모디 총리의 인프라 정책의 핵심인 총 연장 34,800km 규모로 총 820억불이 투입되
는 바라트말라(Bharatmala) 도로개발 계획, 1,200억불 규모의 사가르말라 항만개발 프로그램, 갠지즈강 정화사
업 등의 사업정보를 공유하며 한국 인프라 공기업과 해외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특별히 이날 행
사에서 박기풍 해외건설협회장은 중동 건설시장 규모에 버금가는 세계 3대 건설시장인 인도 시장에서는 무엇보
다 G2G, B2G, B2B를 망라한 토탈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중동 대체시장으로서의 인도 건설시장을
재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에 방한한 가드카리 장관은 현 집권당인 BJP당 총재를 역임한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고 있으며,
현재는 도로교통부외 해운부, 수자원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을 정도로 모디 수상의 복심중의 복심으로 불리 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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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 동 법 시행령 제17조, 동 법 시행규칙 제13조

3월 수주 실적
‘18.3.31 기준 해외건설 수주액은 총 102.2억불
* (신규) 174건, 7,392백만불, (변경) 202건, 2,832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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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4

15

16

17

최근 5년 평균

‘18

1년간(억불)

652
(682건)
134
(206건)

660
(708건)
176
(165건)

461
(697건)
133
(147건)

282
(607건)
113
(171건)

290
(624건)
94
(180건)

469
(664건)
130
(174건)

-

1.1~3.31(억불)
700

102
(174건)
중남미
6.2%

600

중동
27.5%

500
아시아
62.5%

400
300
200
100
0

건축
25.3%

102

'13

'14

'15
1년간(억불)

'16

'17

토목
27.7%

'18

플랜트
45.0%

1.1~3.31(억불)

※ (지난달 수주현황) 베트남, 롱손 페트로케미컬(LSP) 콤플렉스 프로젝트_PKG.A(SK건설, 10.5억불)
등 62건, 약 32.4억불

세부항목별 수주액
ㅇ 지역별 : 아시아 62.5%(63.9억불, 1위), 중동 27.5%(28.1억불, 2위), 중남미 6.2%(6.3억불, 3위), 북미·태평양 1.9%(1.9억불, 4위)
ㅇ 국가별 : 베트남 15.9%(16.2억불, 1위), UAE 13.0%(13.3억불, 2위), 싱가포르 10.4%(10.6억불, 3위), 홍콩 7.6%(7.7억불, 4위)
ㅇ 공종별 : 플랜트 45.0%(46.0억불, 1위), 토목 27.7%(28.3억불, 2위), 건축 25.3%(25.9억불, 3위), 용역 1.5%(1.5억불, 4위)
지역별

'65~

'18년

국가별

'65~

'18년

공종별

'65~

'18년

아시아

31.7%

62.5%

베트남

4.6%

15.9%

플랜트

57.7%

45.0%%

중 동

54.0%

27.5%

UAE

9.3%

13.0%

토 목

18.5%

27.7%

중남미

5.0%

6.2%

싱가포르

5.1%

10.4%

건 축

19.3%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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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대비 수주현황(지역 · 공종 · 국가)
지역별
지역
계
아시아
중동
중남미
북미·태평양
아프리카
유럽

(단위: 건, 천불, %)

2018.3.31
건수
금액
174
10,224,248
(100.0)
(100.0)
107
6,394,164
(61.5)
(62.5)
16
2,812,136
(9.2)
(27.5)
11
632,888
(6.3)
(6.2)
13
191,959
(7.5)
(1.9)
11
182,850
(6.3)
(1.8)
16
10,251
(9.2)
(0.1)

2017.3.31
건수
금액
180
9,368,113
(100.0)
(100.0)
126
2,270,942
(70.0)
(24.2)
22
6,563,752
(12.2)
(70.1)
10
143,813
(5.6)
(1.5)
1
7,808
(0.5)
(0.1)
10
112,917
(5.6)
(1.2)
11
268,881
(6.1)
(2.9)

1965.1.1.~2018.3.31
누계건수
누계금액
12,504
789,662,046
(100.0)
(100.0)
6,687
250,505,158
(53.5)
(31.7)
3,600
426,256,007
(28.8)
(54.0)
417
39,374,407
(3.3)
(5.0)
653
30,611,939
(5.2)
(3.9)
677
23,482,145
(5.4)
(3.0)
470
19,432,390
(3.8)
(2.4)

공종별
공종
계
플랜트
토

목

건

축

용

역

전

기

통

신

계
베트남
UAE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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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181.6
-57.2
340.1
2358.5
61.9
-96.2
(단위: 건, 천불, %)

2018.3.31
건수
금액
174
10,224,248
(100.0)
(100.0)
11
4,597,646
(6.3)
(45.0)
13
2,834,493
(7.5)
(27.7)
81
2,588,536
(46.5)
(25.3)
51
147,484
(29.3)
(1.5)
16
54,816
(9.3)
(0.5)
2
1,273
(1.1)
(0.0)

2017.3.31
건수
금액
180
9,368,113
(100.0)
(100.0)
29
7,536,030
(16.1)
(80.4)
10
912,073
(5.6)
(9.7)
73
669,682
(40.5)
(7.2)
47
211,651
(26.1)
(2.3)
21
79,925
(11.7)
(0.8)
0
-41,248
(0.0)
(-0.4)

1965.1.1.~2018.3.31
누계건수
누계금액
12,504
789,662,046
(100.0)
(100.0)
1,834
455,451,777
(14.7)
(57.7)
2,194
145,669,181
(17.6)
(18.5)
4,069
152,732,529
(32.5)
(19.3)
3,345
15,811,438
(26.7)
(2.0)
896
16,709,878
(7.2)
(2.1)
166
3,287,243
(1.3)
(0.4)

국가별(주요 3개국)
공종

증감율
(금액)

2018.3.31
건수
금액
174
10,224,248
(100.0)
(100.0)
24
1,624,030
(13.8)
(15.9)
4
1,325,530
(2.3)
(13.0)
4
1,060,811
(2.3)
(10.4)

증감율
(금액)
9.1
-39.0
210.8
286.5
-30.4
-31.4
-103.1

(단위: 건, 천불, %)

2017.3.31
건수
금액
180
9,368,113
(100.0)
(100.0)
23
310,497
(12.8)
(3.3)
6
70,093
(3.3)
(0.7)
0
56,708
(0.0)
(0.6)

1965.1.1.~2018.3.31
누계건수
누계금액
12,504
789,662,046
(100.0)
(100.0)
1,218
36,259,910
(9.7)
(4.6)
319
73,391,043
(2.6)
(9.3)
344
40,263,032
(2.8)
(5.1)

증감율
(금액)
9.1
423.0
1790.9
1770.7

K-BUIL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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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신규수주 공사내역 (2018. 3.1~31)
(단위: 천불)

국가

업체

공 사 명

계

발주처

총 5건

기간금액

계약일자

비고

2,675,512

-

-

말 련

현대ENG

멜라카 정유공장 디젤유로 5 사업

말레이시안
리파이닝 컴퍼니

363,595

베트남

S K 건 설

롱손 페트로케미컬(LSP) 콤플렉스
프로젝트_PKG.A
(올레핀 플랜트 및 탱크팜)

롱손 석유화학

1,054,484 2017/12/28 신규

싱 가
포 르

쌍용건설

우드랜드 복합의료시설

보건부

290,320

2018/03/01 신규

대우건설(合)

우드랜드 복합의료시설

보건부

290,320

2018/03/01 신규

삼성물산

퉁충 뉴타운 매립 공사

Civil Engineering and
Development Department

420,619

2018/01/10 신규

S K 건 설

야오마따이 이스트 도로 사업

HIGHWAYS DEPT.

256,174

2018/03/06 신규

홍 콩

2018/02/02 신규

※ 1억불 이상 주요 신규 및 변경 공사

최근 5년간 동기대비 수주현황(지역)
지역별
지역
계

중동

아시아
태평양,
북미
유 럽

아프리카

중남미

(단위: 건, 천불, %)

2014.1.1∼3.31
건수
금액
165
(100.0)

16,044,141

2015.1.1∼3.31
건수
금액

2016.1.1∼3.31
건수
금액

147

13,278,482

171

(100.0) (100.0)

(100.0)

(100.0)

11,272,000

2017.1.1∼3.31
건수
금액
180

(100.0) (100.0)

9,368,113

2018.1.1∼3.31
건수
금액
174

10,224,248

(100.0) (100.0)

(100.0)

36

12,949,775

8

4,070,471

21

3,117,663

22

6,563,752

16

2,812,136

(21.8)

(80.7)

(5.4)

(30.6)

(12.3)

(27.8)

(12.2)

(70.1)

(9.2)

(27.5)

95

1,831,091

90

4,904,429

109

5,392,616

126

2,270,942

107

6,394,164

(57.6)

(11.4)

(61.2)

(36.9)

(63.7)

(47.8)

(70.0)

(24.2)

(61.5)

(62.5)

5

17,627

7

38,912

11

1,119,961

1

7,808

13

191,959

(3.0)

(0.1)

(4.8)

(0.3)

(6.4)

(9.9)

(0.5)

(0.1)

(7.5)

(1.9)

11

38,927

11

61,249

4

-948

11

268,881

16

10,251

(6.7)

(0.3)

(7.5)

(0.5)

(2.3)

(0.0)

(6.1)

(2.9)

(9.2)

(0.1)

14

129,343

14

131,068

16

354,156

10

112,917

11

182,850

(8.5)

(0.8)

(9.5)

(1.0)

(9.4)

(3.1)

(5.6)

(1.2)

(6.3)

(1.8)

4

1,077,378

17

4,072,353

10

1,288,552

10

143,813

11

632,888

(2.4)

(6.7)

(11.6)

(30.7)

(5.9)

(11.4)

(5.6)

(1.5)

(6.3)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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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워치
한중일 스마트시티 추진현황과 시사점

K- BUILD 특집
PPP Guide (2) : MDB들은 어떤 프로젝트를 PPP라 하는가?
FIDIC 2017 개정판에 대한 이해 (3) : 이행보증과 계약금액
베트남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법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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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13층(부영빌딩)
TEL : (02) 3406-1114(代) FAX : (02)3406-1199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