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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부동산 및 주택건설시장

이 행 준 GS건설 건축주택부문 개발사업팀 부장
(전 GS건설 베트남사업추진팀장, 전 캄보디아 법인장 겸 지사장)

1. 서두

로서 해외투자수요도 가세하여 부동산시장 및
건설시장은 활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우리

최근 베트남이 포스트 차이나로 인식되며

나라의 많은 건설사 및 디벨로퍼들이 베트남

동남아시아의 떠오르는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

부동산 및 건설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

다.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태평양에 길게 면하

으로 보여진다.

여 있는 지정학적 입지, 거의 1억에 가까운 인
구규모와 전체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생

본 기고에서는 베트남의 경제현황과 주택건

산가능 인구, 타 동남아시아 국가대비 적극적

설시장의 현황 살펴보고, 필자가 베트남 현지

인 국민성, 정부의 적극적인 개방 및 경기부양

에 주재하며 느꼈던 베트남 주택건설시장 진

정책 등으로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 제조

출시 고려사항 대하여 언급해보고자 한다.

업 기반의 해외투자가 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도 기존 1차산업 및 관광서비스업 중

2. 베트남의 경제현황

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안정
적인 급여소득자가 증가하며 서서히 중산층의
생성이 기대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은 급격한 경제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세계경제침체 및 대내외 악재로 ’12년
5% 초반까지 경제성장율이 둔화 되기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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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베트남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

으나, ’14년부터 경제 성장율을 회복한 후 ’15

따른 금리안정 및 장기 주택 담보대출 제공 등

년이후부터는 연 6%대의 경제 성장율 지속과

에 힘입어 중산계층의 중심으로 주택수요가

함께 금리 및 물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 개정된

이러한 경제성장율은 IMF(국제통화기금) 및

주택법에 따라 외국인의 주택소유를 허용함으

베트남 통계청 자료 참고시 아시아 신흥개발

K-BUILD저널

국 및 AESAN 주요 5개국 평균 경제성장율 대

2018. 6월호

1) 미래 성장기반 인구규모 및 구조

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동남아시장 중
에서도 성장성이 기대되는 긍정적인 시장으로
평가받는 요인이다.

베트남의 인구는 ‘17년 현재 약 9,200만명으
로 추정하고 있으며, 2020년을 넘어서면 1억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경제
성장을 위한 내수시장 기반이 되는 수요를 이

표 1▶베트남 주요 경제지표 (Kotra자료 인용)
구 분

2014

2015

2016

2017f

2018f

총 GDP

미 갖추고 있으며, 특히 2030년까지도 50세미
만 인구비중이 70%를 넘는 미래 성장형 인구

GDP성장률(%)

5.98

6.68

6.21

6.7

6.3

1인당 GDP(U$)

2,051

2,109

2,215

2,301

2,460

물가상승률(%)

4.1

0.6

2.7

4.9

4.8

환율(對 1US$ )

21,246

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갖추고 있다.

21,890 22,790 23,208 24,258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WB), IMF,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이러한 경제발전은 향후 장기적으로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
는 원동력은 충분한 미래 내수수요가 될 베트
남의 인구규모와 지속적 생산성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인구구조, 외국인의 투자증가와 산

(단위 : 백만명)

그림 2▶2030년까지의 베트남 인구전망 및 50세미만 인구비율
출처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업구조의 재편, 금융시장의 안정세와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성장 및 투자개방정책으로 보여
진다.

2) 외국인투자 증가 및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
조 개편
베트남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으로의 외국인
투자(FDI)는 ’88년~’17년 누계기준 약 3,000
억달러를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투자
비중이 전체의 약 59%수준을 차지하며 지속
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최근 중국의 노동시장악화 및 외국인투자억

(단위 : %, Kotra 자료인용)

그림 1▶ASEAN 국가들의 ’
17~’
18년 경제성장율 전망
출처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제정책 등으로 중국을 대신하는 생산기지로
서 전자제품 조립 및 부품산업 분야의 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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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전자,

이러한 제조업 중심의 외국인 투자 및 산업

LG전자, 캐논, 파나소닉, 인텔, 팍스콘 등 글

구조 재편을 통해 안정적인 급여수입을 바탕

로벌 전자기업의 베트남 생산공장 설립 및 중

으로 하는 중산층의 생성이 가속화 될 것으로

국내 생산공장의 베트남으로 이전 등을 들 수

예상되며, 이는 가처분소득의 증가에 따른 미

있다.

래 내수 수요기반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베트
남의 향후 경제성장 잠재성은 높다고 할 수 있

베트남의 산업구조는 과거 농업분야의 1차

을 것이다.

산업 및 관광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제조
업중심의 해외투자에 힘입어 2차산업 중심으

3) 금융시장의 안정화

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2차산업의 경우도 기
존의 봉제공장 위주의 경공업에서 최근 전자

베트남 금융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및

및 부품산업으로 공업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0년 비나신 사태 등 국영기업 부실에 따른

이는 과거 우리나라의 70년대말 80년대초 제

신용도 하락 등으로 환율하락, 금리급상승 등

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시기와

의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왔으나, 동기간 중 금

유사한 느낌이 든다.

리는 급등하고, 환율은 급격히 하락하여, 실제
로 많은 해외투자자들이 철수하는 등의 암흑
기가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의 금융 및
공기업 구조조정과 더불어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 등을 통해 2012~2013년도부터 안정세
로 접어들면서 베트남을 떠났던 해외 투자자
들이 다시 투자를 재개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는 금리 및 환율 모두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
(단위 : 10억불)

그림 3▶연도별 FDI현황
출처 : 베트남 통계청, 베트남 기획투자부

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도 적극적인 금융시장
안정화를 추구하고 있다.
2012년 이후 금리 및 환율 안정화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활동이 재개되었으며, 특히 그
동안 공급이 중단되었던 부동산 개발사업이
재개되었으며, 또한, 금융권의 장기 주택담보
대출 제공을 재개함에 따라 금융권의 대출을
활용한 주택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림 4▶분야별 FDI(’88~’17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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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8~’16년 1달러-베트남 동화 환율 변동추이

(단위 : %/년)

그림 6▶베트남 국영은행(SBV) 대출금리 변동추이
출처 : World Bank

4)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화 및 경제성장 중심
의 정책

비효율적 국영기업의 민형화, 제조업 육성, 외
국인 투자 유치정책,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육
성 등 경제안정화 및 성장을 중심으로 한 5개

1986년 도이머이 개혁을 추진한 이후 베트

년 경제/사회 개발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남 정부는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EU(유

또한, 베트남 경제성장의 걸림돌이었던 부실

럽연합) FTA 및 AESAN 경제협력체, 기타 국

국영기업에 대하여 민영화를 통한 구조개선을

가별 FTA를 통해 글로벌 경제협력관계를 강

추진중이며,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

화해나가고 있으며, 또한, 2016년 집권층의 세

로 보이며, 이는 해외투자자들의 베트남 유입

대교체를 통해 젊은 관료계층의 등장과 함께

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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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트남 주택시장현황

관심을 가지고 투자계획중에 있다.

앞서 언급한 경기회복 및 펀더멘탈의 변화

GS건설의 경우 호치민시의 개발축상에 이미

로 베트남의 주요도시인 하노이 및 호치민은

냐베신도시(100만평), 9군 신도시 (약 30만평)

도시 곳곳에서 주택건설공사가 활발히 진행중

와 같은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또한

에 있다. 각 도시별 개요등은 인터넷등을 통해

투티엠 신도시 내에도 복합개발사업 부지를 기

많이 알려져 있는바, 본고에서는 각 도시별 시

확보하여 신규사업추진을 준비중에 있다.

장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호치민 시장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확장에 대응하
여 호치민시는 도시기본계획상 저개발지역인
동부와 남부로 도시의 확장 및 성장관리를 유
도하고 있다. 동부축으로 메트로 및 도로, 교량
등의 주요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따라 향후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신규주거 개발과 사이공 하이테크 파크 등 고
부가 산업단지의 조성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또한, 기존 도심에 입지하고 있던 항만 등의
주요 인프라시설을 도시외곽 남부측으로 이전
함과 동시에 민간기업에 의한 대규모 주거 단

그림 7▶호치민市 도시확장 방향

지 (Vinhome Central Park, Vinhome Gol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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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er 등)를 조성중이다. 더불어, CBD의 과밀

베트남 현지의 글로벌 부동산 Agent인

화에 따라, 이와 인접하여 향후 상업, 업무 중

JLL(Jones Lang Lassalle)의 시장보고서에 따

심이 될 투티엠 신도시를 조성중에 있으며, 도

르면, 호치민의 경우 ‘18년 1분기 현재 호치

심지와의 연계성을 위한 연계교량 및 도로 등

민에 기 공급된 공동주택은 공사중인 물량 포

의 인프라 공급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현재 투

함 약 208,000세대, 빌라 및 타운하우스는 약

티엠 신도시 내에는 현지 디벨로퍼와 Keppel

15,800세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분기

Land와 같은 외국계 투자자들이 한창 개발사

에만 아파트는 전년 동기대비 약 91.5%가 증

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신규 디벨로퍼 및 해외

가한 15,568세대가 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들도 투티엠 신도시 개발사업에 높은

아파트 신규공급가격은 전분기대비 약 1~2%,

K-BUILD저널

전년대비 약 2.8%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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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18년 연말까지 약 45,000~50,000세대 규
모의 신규공급이 예상되는데, 일부 대부분 저

또한, CBRE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신

가 및 중급아파트 중심으로 공급을 예상하고

규공급 아파트의 경우 약 64%가 중급아파트

있다.

수요로서, 저가아파트까지 포함시는 80%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현지의 인터넷 부동산사

최고급 아파트의 경우는 평균 제곱미터

이트 “batdongsan.com”에 따르면 17년사이

당 4,000불이상 호가하며, 고급아파트는

트 물건 검색결과를 종합시 전체 방문자의 약

2,000~3,000불, 중급 아파트는 1,000~2,000

44%가 중급아파트에 대한 매물을 찾는 것으

불, 저가 아파트는 제곱미터당 약 1,000불 이

로 나타났다.

그림 8▶호치민市 도시철도 1호선 (Metro Line no.1, 2020년말 개통예정)

그림 9▶투티엠 신도시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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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Vinhome Central Park (항만 이전적지 개발, 81F 랜드마크)

그림 11▶호치민市 아파트 공급(누적) 및 가격현황 (’
18.1Q현재)

그림 12▶호치민市 연도별 공급 아파트 등급 및 인터넷 물건 검색결과 (’
17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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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노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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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공동주택 가격은 약 2.1%증가하였으
며, 2018년도 약 47,000세대가 신규공급 될 것

하노이市는 베트남의 수도로서 대규모 교통

으로 예상되며, 전체 공급물량의 약 80%가 저

인프라 투자(순환로, 교량, 공항, 도시철도 등)

가 및 중급 아파트로 파악되고 있다. CBRE의

를 실행해왔으며, 구도심(CBD) 서부 및 북부

예측을 따르면 하노이도 초지민과 마찬가지로

지역으로 도시 개발 확장이 진행되고 있다. 현

중급아파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재 메트로 2,3호선이 공사중에 있으며 이러한

으며, 약 60%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대중교통 계획을 중심으로 대형 프로젝트들이

보고 있다.

준공되거나 진행중에 있다. 대체적으로 하노
이의 서남부축은 구시가지 개발 제한 및 도시
확장에 따른 신규 고밀택지개발 개발 중이며,
북부축은 노이바이 국제공항 및 주변 산업단
지 개발 주도와 함께 교량, 공항도로 등 접근성
개선에 따른 주거지 개발로 확장되고 있다.
하노이의 경우 호치민 대비 우리나라 대형
건설업체들이 수행했거나 수행중인 중인 대형
도시개발사업이 두드러지는데, 경남 랜드마크
타워, 대우건설의 스타레이크시티, 포스코건
설의 스플랜도라, 부영건설의 모라오 국제 아
파트 단지 등을 들 수 있다. 하노이시장의 기
공급된 공동주택은 약 21만세대(공사중 물량
포함) 이며, ‘18년 1분기 약 10,600세대가 분
양되어 전년동기대비 약29.7%의 증가를 보이

그림 13▶하노이市 개발방향

그림 14▶하노이市 메트로 공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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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하노이市 아파트 공급(누적) 및 가격현황 (’18.1Q현재)

그림 16▶하노이 고밀 주거개발 사례 (Vin Group Royal City, 4,6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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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시장 성장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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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명을 초과하였으며, 25~39세 근로자 비
율은 36%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이 산업화

베트남은 앞서 언급한 경제성장에 기인하여

에 따라 도시로 집중하고 있다. 경제성장에

도시화, 주택구매가능 수요계층의 증가, 외국

따른 중산층의 주택수요도 점차적으로 증가

인 주택구입 허용, 정부의 정책적 육성 등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가구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별가처분소득 5,000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은
2009년 6,890만 명에서 2020년 3,540만 명으

1) 경제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도시로의 인구
유입

로 크게 감소할 전망이며, 가구별 가처분소득
5,000~35,000달러의 중산층 규모는 2009년
1,680만 명에서2020년 5,580만 명으로 3.3배

경제성장에 따라 지방에서 도심으로의 인구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한다. 산업화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베트남의 도

에 따른 중산층 계층의 증가와 더불어 금리안

시화와 인구구조는 향후 베트남 부동산시장의

정 및 장기 모기지론의 제공은 주택 구매가능

수요 요인이 될 전망이다. 2016년 현재 베트남

수요 증가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

의 도시화율은 약 34%수준으로 최근 급속도

로, 향후 주택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

로 이뤄지는 도시화와 30대 젊은층의 사회진

로 보인다.

출 등은 도시지역의 주택 및 오피스 등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외국인의 주택구매 허용
2015년 7월 1일,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에게
매매 목적의 부동산 매입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공표함에 따라, 거주 혹은 투자목적
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이 크게 늘고 있
다.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베트남에 진출한
해외법인, 펀드, 해외지점을 비롯한 개인은 매
입/기증/상속 등을 통해 단독주택을 소유할 수
있으며, 구매가능 아파트 수량은 기존 1가구에

출처 :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2014),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4 Revision”

2) 주택구매가능 수요의 증가

서 아파트 한 동 가구수의 최대 30%로 확대되
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7월 1일 개정 주택
법 시행 하루만에 최대 부동산업체인 Vin

현재 베트남 인구는 2015년기준으로 9천

Group의 호치민 대규모 주거개발 프로젝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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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homes Central Park에서 외국인과 112개

표명으로, 주택공급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보

지원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된 적이 있었으며, 그만큼 외국인의 주택구
매 관심도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최근
에는 실수요보다 투자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

5. 국내건설사의 베트남 주택시장
진출현황

는 수요가 더욱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1) 베트남 건설시장 현황
4)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공급 정책
해외건설협외에 따르면 ‘18년 5월 현재 해외
베트남 정부의 해외 투자유치 정책과 더불

건설협회에 등록된 한국기업의 베트남 현지지

어 주택정책 또한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적이

사는 약 35개, 현지설립법인은 약 215개에 달

다. 베트남 정부는 1인당 주거면적을 2015년

하며, ‘66년도 대림산업이 RACH-GIA항만

16.7m2에서 2020년까지 25.0m2까지 늘려나

파일공사 수주를 필두로 한국기업의 현재까지

갈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2020년까지 1백만

베트남에서의 누적 건설수주액은 약 365억불

호 이상의 신규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의지

에 이른다.

표 2▶베트남 주택법개정 내용 - 외국인 주택소유허용
구분

주택구입자격

대상주택

대상제한
- 베트남 직접투자자
- 베트남에 근무관리자급이상 직책자
- 베트남인과 혼인한자
- 베트남 국가로부터 훈장수여자
- 부동산 투자기업 제외
아파트

변경
제한없음
- 베트남내 주택투자/개발 희망자
- 베트남내 영업중인 외국투자법인, 지사,대표사무소,
외국투자기금 및 외극계 은행지점
- 베트남에 입국가능 외국인
아파트, 빌라, 타운하우스

개인별 1채

제한없음
- 단, 외국인 소유권발급 쿼터제한
- 아파트 : 1개동 30%이내
- 빌라/타운하우스 : 행정구역(동)별 250세대 이내

소유기간

최대 50년

최대 50년
- 필요시 50년 추가연장 가능
- 베트남인과 혼진자는 내국인과
동일권리(영구소유권) 인정

임대

불가

소유
주택수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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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Resolution 19(’08.6.3)
- 5년한시적 적용결정(국회)
- 실행가이드라인’09.8발효(Decree 51)

개인 : 임대가능 (해당 행정구역 신고)
법인 : 임대불가 (법인근로자는 가능)
주택법 개정안 승인(’14.11.25)
-‘15.7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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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진출분야는 산업설비(약 157억불), 건

냈다. 베트남 건설시장은 ‘12년 이후 호조를

축공사(약 120억불) 및 토목공사(약 79억불)

보이고 있는 주택·부동산을 중심으로 10%대

이며, 베트남은 5월기준 한국건설업의 해외

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기존의 투

진출 국가중 수주액 기준으로 아랍에미리트

자개발사업을 추진해왔던 우리나라의 대형 건

(20.9억불)에 이어 2위(18.7억불)를 차지하고

설사들을 중심으로 투자개발사업에서의 수주

있다.

확대도 기대된다.

한국기업의 수주활동은 한때 신도시 개발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국 건설사들의 대표

등 부동산 투자개발사업 위주로 이루어 졌으

적인 투자개발사업은 신도시개발 또는 대규모

나, 금융위기 이후 산업설비, 건축, 토목을 중

단지 개발사업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과

심으로 대규모 정유공장, 화력발전소, 공장 신

거 금융위기전 추진하던 사업들이 시장침체

축, 그룹계열사 생산공장 등 단순 도급공사 수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가 경기회복에 따라 재

주 형태로 추진되어 왔으며, 최근 부동산 시장

개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의 활황에 따라 올초 1.1억불 규모의 대우건
설 THT 1단계 아파트(H9CT1)공사 등 부동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우건설이 추진중인

산 투자개발사업을 통한 신규수주가 재개되고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 포스코 건설의 하

있다.

노이 스플렌도라, GS건설에서 추진중인 호
치민 냐베신도시, 9군신도시 및 투티엠 주
상복합 개발사업을 들 수 있으며, 롯데건

2) 투자개발형 주택건설사업 재개

설의 호치민 스마트에코시티, 부영의 하노
베트남의 경우 건설에서 주거와 인프라가

이 국제아파트 개발, 우미건설의 현지 개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며, 2015년 건설시장

법인 설립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도 두드러

내 SOC 비중은 41.2%, 주거는 40.5%를 나타

진다.

표 3▶베트남 건설시장 전망
연도
전체건설시장
전년대비 실질성장률(%)
GDP대비 건설시장 점유율 (%)
인프라분야
전년대비 실질성장율(%)

(단위 : 백만달러)

2016
(e)

2017
(f)

2018
(f)

2019
(f)

2020
(f)

11,308

12,960

14,844

16,667

18,657

10.14

9.67

9.63

7.48

7.14

5.6

5.8

5.9

6.0

6.0

3,117

3,466

3,867

4,263

4,692

6.2

6.2

6.7

5.4

5.3

출처 : Kotra (BMI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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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냐베신도시 개발사업 (호치민, GS건설)

그림 18▶스타레이크 시티 개발사업 (하노이, 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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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스플랜도라 신도시 개발사업 (하노이, 포스코건설)

그림 20▶에코스마트시티 개발사업 (호치민, 롯데건설)
그림19▶에코스마트시티 개발사업 (호치민, 롯데건설)

그림 21▶모라오 국제아파트 단지(하노이, 부영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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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트남 건설시장 접근방식에 대한 재점검
필요

투자 개발형 수주사업의 경우 부지확보단계
에서부터 한국업체들은 외국인으로서 현지 업
체들 대비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다

현재 베트남 건설시장의 단순수주사업의 경

반사이며, 또한 한국 건설사가 직접 시공을 하

우 현지 건설업체들도 시공기술력이 어느정도

게 될 경우, 현지 협력업체 수급 및 자재조달관

확보되었기 때문에 특수 건축물 또는 인프라

련 소싱 체계 및 구매력 부족에 따른 가격경쟁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현지 시공사 자체

력 저하, 국내 기술인력의 현지파견에 따른 경

로 수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상비 증가 등으로 원가 상승은 필연적이 된다.

특히, 주택건설시장의 경우 최근 베트남에

필자가 베트남 주재시 현지 한국 대형건설사

공급되는 아파트들은 대규모의 40층 이상 초

간에 현지 건설업체와의 공사비 경쟁력에 대

고층 아파트로서 대부분 현지 업체가 단독으

하여 논의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통상 현지 건

로 수행을 하고 있으며, 앞서 사례로 들었던 호

설회사와 한국 대기업 건설사와의 공사비 차

치민의 Vinhome Central Park 사업의 경우 단

이는 30~40% 정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기

지내 81층의 초고층 복합건물에 대해 현지업

억된다.

체(Cottecon)와 Obayashi(일)가 함께 시공을
하고 있다.

더욱이, 대기업 건설사의 경우 회사 및 브랜
드 이미지 등과 관련하여 고급상품을 추구할

즉, 웬만한 건축물은 점차적으로 공동시공

수 밖에 없으므로 대부분 수요층이 얕은 고급

또는 JV를 통해 현지업체가 기술력을 확보함

또는 최고급 수요층을 타겟으로 할 수 밖에 없

으로서 자체적으로 시공이 가해 지고 있다는

게 된다.

점이다. 따라서, 한국 건설업체들이 단순수주
에서 현지 업체들과 경쟁하여 수주물량을 확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베트남의 경제성장

보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 보여지며, 이를 탈

에 따른 향후 주택건설시장의 가장 두터운 주

피하여 한국에서의 오랜 주택 및 신도시개발

택수요층은 신흥 중산층 계층으로, 대부분 중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에서 다양한 투자개

급 아파트 수준의 수요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

발형 수주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

재 우리나라 건설사에서 사업추진 방식에 대

인다.

한 수요대응 가능한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
여진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점은, 대부분의 국내 건
설사들이 추진하는 현지의 투자개발형 수주사

6. 맺음말

업들은 고급상품으로서 현지의 고소득 층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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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성장하고 있음.

며, 이에 따른 건설시장도 확대 될 것으로 생각
된다. 다만 베트남 건설시장의 진출시 아래의

- 따라서, 시장접근시 단순수주형태 보다는

사항들을 고려하여 진출전략 및 사업방식에

건축디자인/기계전기설비 설계/인테리어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디자인/시공 및 공정/품질관리 및 기존의
상품개발 경험등 현지 업체대비 우위를 가

- 베트남의 주택의 주요 수요층은 현지의 신
흥 중산층으로서, 최근 고급주택수요가 증

질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의 접근
이 중요함.

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장기적인 입장에서
는 중산층 수요가 지배적일 것으로 예상됨.

- 시공물량 확보는 특수건축물이나 인프라에
집중하여야 하며, 투자개발형 수주사업의

- 중산층의 상품수준은 중급이나, 토지매입

경우는 현지업체와의 파트너쉽을 통한 부지

시의 현지업체 대비 상대적인 가격상승, 국

확보 및 현지 건설사를 활용한 원가절감을

내업체의 시공에 따른 공사원가의 증가로

통해 중산층 계층으로의 시장확대를 추진할

결국 마케팅 대상은 현지의 고가수요를 대

필요가 있음. 또한, 시공과 관련하여 현지의

상으로 하는 고급상품에 국한되며, 이는 결

중견 건설업체의 M&A 등 현지 시공법인

국 도심의 프라임 주거지역에 집중할 수 밖

을 설립을 통한 공사수행도 고려할 필요가

에 없게 됨. 이는 비단, 한국업체들 뿐만 아

있음.

니라, 타 해외국가들에서 현지로 진출한 업
체들도 동일하므로 경쟁이 심화될 수 밖에
없음.

- 투자개발형 사업의 경우 한국건설/개발업체
들은 파트너 리스크를 우려, 100% 단독 지
분으로 법인설립을 통한 사업 추진하는 경

- 베트남의 대부분 건축공사 및 단순한 교량

우가 대부분이나, 싱가폴 또는 일본 등 해

등의 토목공사는 대부분 지역업체가 수행가

외 디벨로퍼들의 경우 토지 보유한 현지 파

능하며, 특수교량이나 터널등의 인프라 일

트너와 법인설립 또는 기 설립 법인지분에

부 및 특수공정 건축물 등에 국한하여 외국

대한 단계별로 인수 등으로 리스크 헤지를

업체들이 경쟁력이 있을 수 있음. 현지 대부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바 이러한 사업구조

분의 아파트들은 40층 이상이며, 최근에는

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

8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도 현지업체에서

다.

공사를 수행하는 등 현지업체의 경쟁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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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석유기업의 화학사업
투자 확대 동향

임 지 수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석유기업들의 화학사업에 대한 관심과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아
람코, 엑손모빌 등 글로벌 최대 에너지기업들

석유기업에게 화학사업은 옵션과도 같은

이 각국 화학설비 투자 및 M&A에 공격적으

사업이다. 일반적인 석유기업의 사업영역

로 참여하고, 국내에서도 GS칼텍스와 S-Oil,

은「석유탐사/개발(Upstream) – 보관/수송

현대오일뱅크 등 석유기업들이 화학사업 투자

(Midstream) – 정유(Downstream) 및 마케팅

표 1▶석유메이저의 화학사업 비중, 다수 기업이 크게 감소

(단위 : 백만 달러)

'14년 매출2)

'00년 매출
Sinopec
ExxonMobil
Shell
Total1)
BP

전사
39,034
233,728
149,069
105,511
160,671

화학
6,792
21,503
15,205
19,203
11,247

화학비중
17.4%
9.2%
10.2%
18.2%
7.0%

1) '00년 사명은 TotalFinaElf, '14년 매출은 화학실적이 '13년까지만 발표되어 '13년 기준
2) '15년부터 Shell, Total, BP의 화학사업 매출이 별도로 표기되지 않아, '14년 기준 인용
자료 : C&EN Global Top 50 ('01.7,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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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452,734
393,588
424,259
229,394
108,762

화학
57,950
38,178
24,607
7,570
2,284

화학비중
12.8%
9.7%
5.8%
3.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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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유기업의 화학사업 참여 유형

유국 석유기업들은 석유탐사/개발 사업 중심
구조로 화학사업이 없거나 효율성을 유지하는

과거 석유기업들이 화학사업에 참여해온 유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참여해 왔고, 석유 메이

형은 전략 및 사업구조에 따라 크게 세가지 유

저들이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일부 화학사업

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을 부분적으로 운영해 왔다.
즉 과거 석유기업에게 화학사업은 다각화
차원에서 참여할 수는 있지만, 크게 매력적이
고 주목할만한 사업은 아니었다. 특히 고유가
시대가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석유기업들
의 주 관심이 화석연료의 탐사 및 자산 확보에
집중되면서, 석유 메이저들을 중심으로 화학
사업을 매각·분리하는 추세가 주류를 이루기
도 했다. 이때 BP와 Shell, Total 등 기업이 화

그림 1▶석유기업의 화학사업 참여 유형
주 : Cracker - 나프타 또는 에탄 크래커로서 석유화학 최종제
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설비, BTX - 벤젠/톨루엔/자일렌으로 정
유설비 또는 석유화학 나프타크래커(NCC)에서 생산되는 석유화
학 기초유분, PX - 파라자일렌, 폴리에스터섬유 원료,

학사업 전체 또는 상당부분을 분리 및 매각한
바 있다.

첫번째는 정유 중심형으로, 석유개발 및 정
유사업만 있던지 최소한의 아로마틱(BTX) 사

그런데 최근 석유 메이저 및 신흥국 석유기

업까지만 보유하는 유형이다. 중동과 러시아,

업들의 전략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다수의

남미와 북미 등 대부분 산유국 석유기업들이

개도국 석유기업들이 신규 정유설비를 건설할

여기에 해당하고, 서유럽/일본의 석유기업들

때 화학설비 수직계열화(Integration)를 적극

도 다수 포함된다. 생산설비의 경우에도 아시

고려하고, 석유 메이저들이 다시 대규모 석유

아 외 정유설비 중 70% 이상이 정유 중심으로

화학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유국 국영

운영되는데, 이들 기업에게 화학사업 매출 비

석유기업들 중 다수가 석유화학 육성을 최우

중은 5% 미만 수준이다.

선 과제로 강조하면서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직접 추진하거나 지분 참여에 나서고 있다.

두번째는 화학사업 부분 참여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기업들은 화학사업에 부분적으로 참여

본 고에서는 석유기업들이 왜 이렇게 적극

하지만 다각화 차원의 참여로, 기업의 주요 전

적으로 석유화학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략이나 투자의 중심축으로까지 언급하지는 않

투자 전략은 어떤 방향인지 사례를 통해 분석

는다. 이 유형은 주로 합성섬유의 기초원료인

하면서 한국 엔지니어링업계의 새로운 기회를

PX사업에 참여하거나 크래커-범용폴리머 사

탐색하고자 한다.

업에 참여하는데, 화학사업 매출 비중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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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수준이다. 대표적 기업으로는 화학사업

는 기업이거나, 중동에서 사업다각화를 추진

을 부분적으로 운영하는 BP, Total, Shell 등 석

하는 기업 정도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분위기

유 메이저들과, 한국과 동남아, 인도 기업들 다

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상당수 지역의 주요 석

수가 포함된다.

유기업들이 화학사업에 적극적 관심을 가지면
서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

세번째는 화학사업 수직계열화형으로, 석유

고 있다.

사업과 화학사업을 각각 중요한 전략 사업으
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생

2. 석유기업의 화학사업 투자 확대 배경

산하는 화학사업 원료를 대부분 내부에서 소
비하는데 경질나프타는 나프타 크래커로, 중

석유기업들이 석유 외 사업으로 투자를 강

질나프타는 아로마틱-PX 설비로 보내는 등

화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의 흐름이다. 석유기업들 중 사례가 많지는 않

우선 기존 주요 투자처이던 자원 탐사/개발

은데, 한국의 SK그룹과 대만 포모사 등이 이에

(Exploration & Production, E&P)사업의 투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정유 설비 기준

자 매력이 하락하고,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

으로는 동아시아 설비에서만 10∼20%가 해당

다. 자원의 E&P 투자가 전사 투자의 70% 이

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이러한 설비구조가 매

상을 점유하던 상황에서, 2014년 유가 급락 이

우 드물다.

후 상황이 반전되었다. Upstream 사업 수익이
급락 했고, 생산원가가 배럴당 60∼70불을 상
회하는 비전통 석유 개발은 더 이상 투자 수익
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사업규모 유지 및 성장을 위해서는 E&P 투자
를 대체할 새로운 투자처 발굴이 필요한 상황
이다.

그림 2▶글로벌 정유설비의 화학설비 수직계열화 수준(2012)
자료 : IHS Markit WPC 2018

석유기업들의 화학사업 참여 유형을 보면
2010년대 초반까지는 대부분 석유기업들이
화학사업에 관심이 없거나, 제한적 관심을 갖
는 정도였다. 제한적 관심을 갖는 경우는 아시
아에 위치해 있으면서 중국 및 동남아 석유화
학제품의 수요 고성장 시기에 사업을 키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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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석유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고유가(배럴당 100불 이상) 시대에 대한 기대
가 점차 약해지고, 석유 ‘수요 피크’ 시기에 대
한 논란이 본격화 되는 등 석유사업에 대한 장
기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사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석유 기업의
대응 방안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집약된다.
하나는 에너지인프라(PNG, LNG 등)나 발전,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인근 영역에서 돌파
구를 찾는 것이고, 또하나는 석유화학 및 고기

그림 4▶석유 수요, 수송 및 화학원료용 중심 성장
자료 : 1) 농업용과 공정손실, 윤활유/비투멘 등 포함; 2) 석유정
제에서 생산되는 나프타와, 석유/가스정의 부산물로 생산
되는 NGL(Natural Gas Liquide, 에탄 및 LPG 등)까지 포
함; 자료 : IEA World Energy Outlook 2016

능화학소재 등 화학산업에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지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수송기기의 연비개

는 다르겠지만, 근래에는 중동, 러시아, 중국,

선 및 전기차 보급 증대로 승용차와 일부 화물

인도 등 주요 신흥국 석유기업들이 주도하는

차용 석유수요도 장기적으로는 정체 또는 감

화학사업 육성 전략이 좀더 부각되고 있다. 그

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5년 폭스바겐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디젤 게이트 이후 전세계 주요국 정부 및 글
로벌 OEM의 전기차 보급 확대 계획들이 꾸

화학사업, 석유 수요 둔화를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

준히 발표되면서, 수송용 석유 수요도 2030
년을 전후하여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
기되고 있다. 2016년 기준 육상수송용(Road

글로벌 석유 수요는 ‘60∼’70년대 연평균 4

transport) 수요는 전체 석유 수요의 43%를 점

∼8%의 고성장을 기록했으나, ‘80년대 이후에

유하는데, 이중 승용차용 수요가 향후 15∼20

는 2% 전후, 2010년 이후에는 1∼1.5% 수준

년 내에 감소세 반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으로 성장세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되고 있다. 이 외에도 발전용 및 빌딩용 수요는

이는 발전 및 산업 연료용에서 원가가 낮은 석

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30년

탄과 원자력에 밀리고, 난방용에서는 상대적

이후 석유수요 전망은 분석기관에 따라 정체

으로 친환경적이고 사용 용이성이 좋은 천연

또는 감소세 반전으로 양분되고 있는 상황이

가스 및 전기에 밀리면서, 수요가 감소하는 것

다.(2010-2040)

에 기인한다. 그나마 수송용 및 석유화학 원료
용 수요만 양호한 성장을 유지해오고 있다.

반면 석유화학 원료용 수요는 향후에도 양
호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석유화학 원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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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글로벌 석유수요, 석유화학 중심 성장 전망
자료 : IEA‘World Energy Outlook 2017’, IHS‘World Petrochemical Conference 2018’

수요는 선진국 시장에서는 성장이 둔화되지

화학사업의 양호한 수익성 및 상대적 안정성

만, 개도국에서는 중산층의 소비 증가와 천연
소재 대체가 지속되면서 중장기적으로 GDP

최근 수년간 석유기업 화학사업의 수익성이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안정적이었던 점도 석유

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석유화학 원료용 석유

화학 투자를 확대시키는 요인이다. 물론 석유

수요가 전체 석유 수요 성장(net growth)에서

화학산업 전반의 수익이 양호하고 안정적이었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

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석유기업의 타

상되고 있다. (<그림 5> 참조) 특히 전기차 보

사업과 비교해 보면, 에너지 가격에 100% 노

급 및 글로벌 환경규제가 예상보다 더욱 강해

출된 석유탐사/개발 사업 보다는 안정성이 높

질 경우에는, 모든 석유제품의 수요가 감소하

고, 석유정제 사업보다는 평균 수익성이 높았

1)

고 화학 원료 수요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도

다고 할 수 있다.

발표되고 있다.
특히 석유기업들의 화학사업은 주로 석유
이러한 전문 기관들의 발표는 석유기업들

화학 기초유분(올레핀2) 및 BTX 제품)에 해당

이 석유사업 리스크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대규모 투자비와 에너지가격

대응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기존 사

의 심한 불안정성, 중국정부의 투자 제한 등으

업 및 설비와 연관성이 높은 화학사업을 가장

로 글로벌 과잉설비 수준이 높지 않은 제품들

현실적 대안으로 인식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이다. 이 제품들의 중국 자급률은 파라자일렌

있다.

(PX) 63%, 폴리에틸렌(PE) 58%, 폴리프로필

1) 국제에너지기구(IEA)는‘World Energy Outlook 2017’
에서 세계 각국의 환경정책이 기후변화협약 목표를 달성하는 수준으로 강화될 경
우, 석유화학원료를 제외한 모든 석유제품 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
2)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으로 석유화학제품의 주요 기초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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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PP) 80% 수준으로, 중국 민간기업들이 대

근 두 사업의 수직계열화 및 통합 경향이 더욱

거 들어와 과잉설비가 만들어진 다른 범용 화

뚜렷해지고 있다.

학제품에 비해서 수익성이 양호한 사업이기도
하다.

우선 중국은 초기부터 SINOPEC과
Petrochina, CNOOC 세 기업이 석유 및 석유
화학산업 육성을 주도하는 국영기업으로 출발
했다. 정부의 석유수입 자격제한으로 상기 세
기업을 제외한 민간·외국인 기업들은 석유화
학 기초원료 사업에 메이저 지분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석유 및 석유화
학 기반사업이 처음부터 국영기업에 의해 통
합 육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석유기업의 사업 분야별 수익성 추이
자료 : 58개 석유기업의 Capital IQ 데이터, Accenture Research
분석

그런데 ‘15년 중국 정부의 석유수입 규제완
화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
다. 최근 중국에서는 다수의 민간기업들이 정

3. 석유기업의 화학사업 육성 전략
방향 및 사례

유사업 진출을 추진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정
유설비에 PX 및 나프타크래커(NCC) 설비를
추가하는 Full Integration 방식의 정유화학 복

석유기업들의 화학사업 육성 전략은 출신

합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0년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

에 정유설비를 가동하는 Hengli와 Zhejiang,

이것은 출신 지역별로 석유사업이 보유한 자

Shenghong 등 기업들은 섬유에서 출발하여

원 및 사업구조가 유사하고, 국가별 정책에 영

역수직계열화(Backward Integration)로 정유

향을 많이 받아 사업 추진 방식의 동조 추세도

까지 진출하는 경우로, 화학제품 비중이 40%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석유기업들이 추진

에 이르는 통합 정유화학단지 건설을 진행하

하는 화학사업 육성 전략 및 주요 사례는 다음

고 있다.

과 같다.
인도의 경우에는 과거 석유기업들의 석유

석유+화학 통합 육성 (Full Integration) - 중
국/인도의 석유기업

화학 진출이 활발하지 않았으나, 2010년 인도
석유공사 IOCL의 연산 80만톤 NCC 설비 가
동을 시작으로 ONGC(인도석유천연가스공

중국과 인도에는 처음부터 석유와 석유화학

사), GAIL(인도가스공사) 등 다수의 기업들

사업을 연계시킨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고, 최

이 석유화학 수직계열화 단지를 구축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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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지만, 최근의 다운스트림 확장은 전략
의 목적, 범위, 규모에서 차이가 크다. 과거에
는 ‘석유제품의 고부가화’로 정유와 연계된 화
학사업(아로마틱 제품)을 부분적으로 전개했
다면, 최근에는 ‘시장 기회가 있는 석유화학 사
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
업 범위도 기초원료 중심에서 플라스틱과 섬
그림 7▶주요 정유설비들의 생산제품 비중 비교

유 등 다양한 제품으로 확장되었고, 지역도 자

1) 사우디 Aramco와 일본 Sumitomo Chemical이 JV를 설
립,‘09년에 완공한 대형 정유-화학 통합단지, 2) 화학
제품 생산량이 840만톤 규모로 114억불이 투자되고 현
재 공사가 진행중인 프로젝트

국 중심에서 글로벌로 넓어졌으며, 투자 규모

자료 : IHS WPC 2018, ICIS News

도 조단위로 커지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쿠웨이트 국영석유기업
KPC(Kuwait Petroleum Corp.)와 러시아 민

재도 HMEL(HPCL-Mittal Energy)과 GAIL/

간 석유기업 Rosneft 등기업을 꼽을 수 있다.

HPCL이 추진하는 정유설비에 연계된 대규

KPC는 자국에서 정유-화학 설비 투자를 지

모 화학단지 건설이 공사 중이다. Indian Oil/

속하면서, 글로벌 사업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

Bharat/Hindustan 석유기업 컨소시엄은 440

진하는 기업 중 하나이다. 자국에서는 약 75억

억 달러를 공통 투자하는 석유-화학 복합단지

달러를 투자해서 65만톤 규모 PDH3)와 94만

건설계획을 발표했는데, 최근 Aramco와 지분

톤 PP, 140만톤의 PX 설비 등을 건설(‘22년 완

참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 추진이 진행

공)하고 있다. 바레인에서도 현지 국영기업과

중이다. 향후 인도는 중국에 이어 석유-화학

JV로 140만톤의 PX 설비를 건설(‘21년 완공)

통합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될 전

하고 있다. 또 ‘16년 한국 SK가스가 건설하는

망이다.

PDH 사업 지분 25%를 인수 했으며, 같은 해
캐나다에 Pembina Pipeline과 5:5 JV로 PDH-

제품 및 지역 다각화 (Diversification) 중동, 러시아 산유국 석유기업

폴리프로필렌 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미
국 에틸렌글리콜(EG) 신규 투자계획도 조만
간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전세계에서 프로

산유국 석유기업들은 주로 가스 기반에서
석유 기반 화학사업으로 원료 및 사업 영역을

필렌과 PX 중심으로 JV 투자처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다각화시키면서 다운스트림 사업을 키우는 전
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도 추구해온

KPC의 모하메드 후세인 사장(Equate 대표)

3) Propane De-Hydrogenation, 프로판 탈수소화 반응을 통해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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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터뷰에서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에서 중

추진하고 있다. 또 이란과 알제리에서는 각국

동 석유기업들은 석유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정부와 MOU를 체결하고 에탄크래커 투자경

위해 좀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제성을 검토 중에 있다. 원가우위를 통한 안정

강조하면서, “특히 석유화학 사업은 마케팅과

적 수익을 실현할 다양한 방법을 탐색하면서,

기술력이 있는 최적의 파트너 확보가 중요하

범용 석유화학사업에서 다시 성장을 추구하는

다”고 조언하고 있다.

것으로 해석된다.

원가우위 원료기반 확장 (Access to
Advantaged Feedstocks) - Total, Shell
등 구미 전통 석유 메이저

<표 2> Total의 글로벌 크래커 투자 추진 현황

다수의 석유 메이저들은 석유화학산업 초창

투자 원료 기반
지역

사우디

에탄/LPG/ 에틸렌 150만톤 크래커 투자비 $5 bn,
나프타
(Aramco JV)
mixed 원료

원가우위를 가질 수 있는 지역이거나, 석유사

한국

을 추진하고 있다.

(Ras Laffan Cracker)
에틸렌 40만톤 증설

에탄

(Qapco) 80만톤 크래커
신설

LPG/
에틸렌 30, 프로필렌
컨덴세이트 13만톤 증설 (한화JV)

알제리,
에탄/LPG 에탄크래커
이란

업 리스크 헷지 차원에서 가스기반 화학사업
에 적극 참여해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

에탄
카타르

동, 중국 등 후발기업들이 이미 성장한 상황에
업 전략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신

에틸렌 100만톤 크래커 2021년 완공
(Nova/Borealis JV)
예정

에탄

학 시장 지위가 그렇게 높지 못하다. 더욱이 중
서 다시 후발기업과 비슷한 방식으로 화학사

기타 진행
상황

미국

기부터 사업에 참여했으나, 2000년대 이후 석
유화학 자산의 상당부분을 매각해서 석유화

투자 규모

유럽

2019년 완공
정부와 MOU
체결하고
검토중

노후 나프타 크래커 폐쇄, 에탄과 off나프타/
gas, LPG 원료 투입 비중을 크게 높일
LPG/에탄
수 있도록 설비 개조

자료 : Total IR Presentation, 기타 보도자료

대표적 기업으로 Total과 Shell 등을 꼽을 수
있다. Total의 경우 비주력인 스페샬티 화학사
업에서 대부분 철수하고 범용품인 기초유분과

화학사업 전면 확장 (from Commodity to
Specialty) - Aramco, ExxonMobil

폴리올레핀 사업 중심으로 운영하는데, 최근
원가우위가 있는 범용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최근 일부 석유기업들은 본업과 연관성이

있다. 미국과 사우디, 카타르에서는 에탄/LPG

높은 범용 사업뿐만 아니라, 스페샬티 사업까

를 중심으로 신규 크래커설비를 건설하고, 한

지 전면적인 화학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국과 유럽의 나프타크래커는 LPG, 컨덴세이

이는 전략적 선택에 따라 화학사업을 새로운

트(한국), 수입에탄 및 off-gas(유럽) 등 원료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예외적 경우라고 할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비개조 및 증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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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기업으로 ExxonMobil과 Aramco를
꼽을 수 있다.

ExxonMobil의 확장은 크게 세가지 방향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번째는 북미지역의 저
가원료 기반 에탄크래커 확장이다. 원가우위

ExxonMobil은 석유 메이저 중에서는 드물

강점을 보유하면서 대규모 기능성제품(메탈로

게 에너지 자원개발 경쟁이 치열했던 2000년

센 폴리에틸렌 및 EPDM) 설비 확장과 함께,

대 이후에도 석유화학 사업의 설비와 기술 역

2018년 상반기 에틸렌 150만톤 설비 완공에

량을 축소시키지 않고 확장을 지속해왔다. 특

이어 SABIC과 JV로 에틸렌 180만톤의 대형

히 범용사업은 원료 우위 및 규모의 경제를 추

크래커 투자를 추진(’22년 완공)하고 있다. 두

구하면서, 메탈로센 폴리머 및 스페샬티 엘

번째는 싱가포르에 구축한 대형 석유화학 단

라스토머 등 영역에서 기술력 기반의 우월한

지의 확장이다. ExxonMobil의 싱가포르 단지

시장지위를 유지해오고 있다. ExxonMobil

는 Oil-to-Chemical4)의 시초로 꼽힌다. 올레

의 화학사업 규모는 글로벌 화학기업 매출 기

핀 생산을 위한 원료로 원유, 에탄, 납사, 정유

준 Top 6(’16 기준)에 해당하고, 자체 분석에

설비 부생가스 등 가용한 원료를 상황에 따라

서 최근 10년간 화학사업의 ROCE(투입자본

조절해서 높은 원가 경쟁력과 다양한 고부가

비용수익률)가 석유 메이저 중 가장 높은 평균

화학제품의 원료를 공급하는 강점을 보유한다

20% 수준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고 알려져 있다. 세번째는 글로벌 1등 시장지
위를 유지하는 스페샬티 제품의 확장이다. 최
근 싱가포르에서 특수고무(부틸러버5))와 점
접착용 특수수지(석유수지) 증설을 실행한 바
있다.
한편 Aramco는 ExxonMobil 보다 전면적
이고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투자 방
식에서 대형 석유화학단지의 설비투자, 건설

그림 8▶ExxonMobil 고부가 폴리머 사업1)의 성장추세
1) 1메탈로센 촉매 기반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스페샬
티엘라스토머 등

중인 프로젝트의 지분 인수, 스페샬티 화학 기
업 인수 등 다양한 방식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

자료 : ExxonMobil

Aramco의 석유화학 투자는 크게 세가지 특

4) 정유설비와 화학설비를 연계시켜 화학제품 생산을 극대화시킨 정유-화학 통합설비를 의미, 통상적으로 전체 생산제품에서 화학제품
비중이 40%를 넘기는 설비구조를‘Oil-to-Chemical’
이라고 함. 기존 기술 기반의 Oil-to-Chemical은 정유설비에서 생산된 다양한 액
상, 기상의 석유제품을 석유화학 원료로 투입하는데 에틸렌 생산원가를 톤당 약 200달러 이상 낮출 수 있다고 발표(ex. ExxonMobil의
싱가포트 정유-화학 복합단지)
5) 가스차단성이 뛰어난 특수고무로, 주로 자동차용 타이어 튜브 및 튜브리스타이어의 인너라이어 소재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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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통합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 (New
Oil-to-Chemical)

유에서 출발하여 정유-화학 연계 단지를 구
축하는데, 특히 기능성 화학사업 규모를 키우

석유기업들의 화학사업 진출은 비단 대형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능성 화학사업 최대

설비투자에만 머무르지 않고, 혁신 공정개발

화가 원유의 부가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효과

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적 방법이고, 고급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면서,

있다. 즉 지금까지 석유와 화학의 통합사업은

플라스틱 가공업 등 다양한 경공업을 육성시

‘정유설비에서 생산된 제품 중 얼마나 많은 양

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발표한다. 두번째는 대

의 석유제품을 화학 원료로 투입할 것인가의

다수가 JV 투자라는 것이다. JV 투자가 많은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기초 설비 디자인에서

이유는 경험이 부족한 화학사업에서 파트너

부터 정유와 화학 설비를 통합시켜 화학제품

의 도움이 필요하고, 글로벌 투자의 경우 이미

수율을 극대화’시키는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

진행중인 프로젝트 지분 참여나 현지 정부와

다. 과거 정유-화학 통합설비에서 화학제품

의 JV 투자가 진행이 빠르기 때문이다. 세번째

수율을 최대로 높인 수준은 40%대였는데, 최

는 투자 사업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이다. 투자

근 개발되고 있는 혁신공정에서는 화학제품

추진대상이 석유화학을 넘어 바이오플라스틱,

수율이 70%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러한 설비

무기화학(실리콘),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가

는 원유를 직접 투입하는 석유화학 공장이라

공제품(타이어 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입을

고 할 수 있는데, 진정한 의미의 혁신공정 기반

추진하고 있다.

‘Oil-to-Chemical’이 실현되는 컨셉이다.

그림 9▶Aramco의 화학사업 현황 및 투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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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to-Chemical 혁신공정은 다수의 석유

의 TC2C 기초 공정과 결합되어 새로운 개념

기업들이 전문 엔지니어링회사와 함께 공정개

의 Oil-to-Chemical 공정이 완성될 것으로 전

발을 진행 중인데, Aramco가 개발한 ‘Thermal

망된다.

Crude to Chemicals(TC2C)’ 공정이 상용화
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ramco는 수

Oil-to-Chemical 혁신 공정은 기초 설계가

년간의 공정개발 연구를 통해 TC2C 공정을

어느정도 완성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상

완성했는데, 이 공정은 정제설비의 기초공정

용화 규모로 대형화 및 최적화 시키는 과정만

6)

CDU (Crude Distillation Unit)를 거치지 않

남아있다. 이후에는 실제 상업공장을 얼마나

고 곧바로 전환공정(Conversion Process)을 통

경제성 있게 건설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이

해 화학제품 원료를 직접, 대량 생산할 수 있도

다. 설비 구성을 봤을 때 투자비 규모는 전통

록 설계되었다. Aramco는 소규모 단위의 기초

석유화학 콤플렉스 건설 보다는 훨씬 크고, 기

공정 설계를 완성하고, 금년 1월 석유공정 라

존 정유-석유화학 통합 콤플렉스 건설보다는

이센스 전문기업 CB&I 및 Chevron Lummus

작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규모 있는 단위 투자

Global(CLG)과 함께 상업공장 규모로 키

비 규모는 1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우는 기술협력개발계약(Joint Development

되는데, 기존 석유화학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Agreement)을 체결했다. 이 공동 프로젝트를

매우 큰 금액이지만 오일 메이저나 산유국 석

통해 CB&I가 보유한 에틸렌 크래커 기술과

유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추진해볼 만한 투자

CLG가 보유한 석유 수첨 공정기술이 Aramco

규모로 인식될 수도 있다.

그림 10▶Aramco의‘Thermal Crude to Chemicals’공정 개요
1) Atmospheric Gas Oil, 2) Vacuum Gas Oil ; 자료 : IHS Markit WPC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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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to-Chemical 혁신공정의 상업공장이

화학 플랜트 건설 붐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 입

건설되는 시점은 2025년 이후에야 가능하고

지를 구축했다면, 이제는 훨씬 다양한 국가에

실제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도 투자비

서 플랜트 발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부담으로 상당기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

이다. 인도나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과거 한

만, 하나의 설비에서 생산되는 석유화학제품

국 기업들에게 축적된 경험이 많지 않은 신흥

규모를 감안한다면 그 영향력을 과소평가 할

시장 기회가 부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 없는 변화라고 판단된다.

플랜트 건설은 각 국가마다 정부 정책과 설비
구매 여건, 건설 인력 운영 측면에서 차이가 큰

최근 글로벌 석유기업들의 화학사업 투자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기업의 플랜트건

확대는 한국 건설·엔지니어링기업들에게 새로

설 역량이 새로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입증되

운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한국 건

고, 시장 기반을 확장시키는 기회가 되도록 충

설·엔지니어링기업들이 동남아, 중동 석유 및

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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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의 종류와 PPP 유형

정 의 종 경영학박사
APMG Approved Trainer
P3Korea

지난 호에서는 MDB가 PPP로 인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공에 그치며 시설 완공 후 운영과는 분리되어
있어 이를 PPP로 보지 않는다. DBF의 경우 금
융을 제공하여 PPP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건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설과 운영이 분리되어 있어 PPP의 장점을 살

는 DBM(Design-Build-Maintain),

릴 수 없을뿐더러 제공되는 금융도 PPP의 프

DBOM(Design-Build-Operate-Maintain),

로젝트 파이낸스와 같은 상환기간이 장기적이

및 DBFOM(Design-Build-Finance-Operate-

아니라 중적이고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민간이

Maintain), 등과 같이 민간이 자기책임 하

금융에 대한 책임이 없어 PPP로 보지 않는다.

에 인프라를 건설하고 운영이나 유지·보수

MDB는 자금조달, 건설과 운영 및 유지·보수

의 일부 혹은 전부를 수행하고 보상은 성과

를 한 묶음으로 하는 DBFOM을 가장 전형적

에 연동시켜 민간부문의 혁신성이나 효율성

인 PPP로 보고 있다.

을 최대한 끌어내려는 사업구조를 PPP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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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D(Design), DB(Design-Build) 그리고

이번 호에서는 인프라의 종류와 특징 그리

DBF(Design-Build-Finance), 등은 민간부문

고 가장 대표적인 PPP로 건설과 운영을 함

의 사업 범위가 설계, 건설 및 중기적 금융 제

께하는 ‘인프라스트럭처 PPP(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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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와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 없이 기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하

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여하는 ‘서비스

여 건설하는 공적자산(public asset)이기 때문

PPP(Service PPP 혹은 O&M PPP)’에 대해서

에 건설에 있어 공공조달 규정에 따라 투명한

살펴보겠다.

절차가 요구되고 건설 참여자에게 차별적 대
우를 금하며 일방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I. 인프라의 특징과 종류

서는 안 된다. 공공사업의 수행자는 재무적으
로나 기술적인 면에서 적합한 응찰자(qualified
bidder)들이 공정한 입장에서 투명한 절차에

인프라의 특징

따라 경쟁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
공공 인프라스트럭처는 ‘사회를 유지하기

으로써 민간 참여자들의 혁신과 효율을 이끌

위하여 필요한 도로, 발전, 항만, 공항, 법원,

어 공공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게 된다. 둘

행정건물, 등과 같은 물리적 시설물’이라 할

째, 인프라 시설은 고정자산으로 장기간 운영

수 있다. 이러한 공공 인프라시설들은 사적 시

되고 유지·보수되면서 공공에게 특화된 서비

설물에서는 볼 수 없는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스를 제공하고 운영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현

있다.

금을 창출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민간이 인
프라 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나친 사적 이익

첫째, 인프라는 정부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을 제한하기 위하여 PPP 계약서에 사업기간

표그림 3-1▶공공인프라의 특징
구분

내용

조달의 공정성

공공자금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비차별성, 투명성, 등과 같은 조달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건설
중이나 건설 후 분쟁에 휘말려 완공이나 운영 지연이 발생하지 않음.

장기적 운영 자산

건설 기간도 장기간 소요되고 운영도 오랫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민간 참여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
방지를 위한 합리적 양허기간 설정이 반드시 필요함.

한시적 소유권

PPP 계약에 따라 운영기간 중 발생하는 수익처분권은 민간에 있지만 공공자산이기 때문에 법적
소유권은 정부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대규모 투자규모

인프라는 사회의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획득 및 조성, 토목공사, 기계 및 시설물
설치, 등과 같은 고정자산 투자는 물론 서비스 전 비용, 건설 중 이자, 및 초기 운전자본, 등과 같은
대규모 투자금이 소요됨.

프로젝트 파이낸스

인프라 건설에 소요되는 대규모 자금은 위험성이 높고, 장기간에 걸쳐 회수가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에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을 주 담보로 대출받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기법을 사용함.

위험의 합리적 배분

인프라는 건설기간뿐 아니라 운영기간 동안에 여러 위험이 있는데 이를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이
합리적으로 배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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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ssion period)을 명시하게 된다.

구분

내용
- 철도, 공항, 항만, 전기, 가스, 수처리,

셋째, 민간이 인프라를 운영하는 계약기
간 동안 수익을 처분할 수 있는 경제적 주인
(economic owner) 이지만 정부는 법적인 주인

폐수처리, 등과 같이 서비스 이용료를

경제적 인프라

이용자에게 직접 부과시킬 수 있는

(Economic
Infrastructure)

인프라 시설
- 사용료 지불 방법상으로 User-Pays
PPP라 함.

(Llgal owner)이 된다. 넷째 인프라는 거대 자

- 공무원 사무공간이나 거주시설, 법원,

본이 투자되기 때문에 민간이 건설 자금 전부

교도서 공공병원, 학교, 등과 같이

를 조달하기 어려워 상당 부분 차입에 의존하

사회적 인프라

대중에게 이용료 직접 부과가 어렵거나

게 되는데 그 방법이 기업 자산을 담보로 하는

(Social

국민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이용료를

기업금융(corporate finance)이 아니라 인프라
건설 후 운영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주 담

Infrastructure)

지불하는 인프라 시설
- 이용료 지불 방법상으로 GovernmentPays PPP라 함.

보로 하고 상환책임을 특수목적회사에 한정하
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Project Finance) 기법

큰 틀에서 보면 사회적 인프라스트럭처이

을 이용한다. 그 이외에 인프라 건설 및 운영에

지만 공공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용 시

있어 도처에 산재된 위험을 정부과 민간이 합

설이나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등을 따

리적으로 배분하여 관리한다.

로 구분하여 어코모데이션 인프라스트럭처
(accommodation infrastructure)라고도 한

인프라 종류

다. 한편, 비행 시뮬레이터, 군용무기 및 군 행
정 및 편의시설, 국경 경비초소, 등과 같이 일

인프라에는 크게 경제적 인프라스트럭처

반 대중이 아니라 정부 시설물을 별도로 구

(economic infrastructure)와 사회적 인프라스

분하여 정부 인프라스트럭처(Government

트럭처(social infrastructure)로 나눌 수 있다.

Infrastructure)라 부른다.

경제적 인프라스트럭처는 도로 철도, 항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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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 가스 연결망, 음용수나 발전, 등과 같은

경제적 인프라(Economic Infrastructure)

서비스 이용자에게 직접 비용을 부과시켜 경

조사에 따르면 PPP 시장에서 가장 수요가 많

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말하는 반

은 인프라 분야는 운송과 에너지 섹터라 한다.

면 사회적 인프라스트럭처는 학교, 교도소, 법

운송 분야에는 도로, 고속철이 있고 지하철과

원, 등과 같이 주로 사회 질서유지, 교육, 공공

경전철과 같은 도심철도도 이 분야에 속한다.

편의시설, 복지시설, 등과 같이 이용자에게 이

요즘에는 일반 철도나 도심 철도를 상업시설

용료를 직접 징수하기 어렵거나 복지의 일환

과 결합하여 복합 쇼핑몰로 개발하는 철도역

으로 정부가 이용료를 대신하는 인프라를 칭

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아울러 버

한다.

스 환승터미널과 부대시설, 등도 운송 분야 인

표그림 3-2▶경제적 인프라와 사회적 인프라

프라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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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인프라는 국민의 의료, 보건, 안전,
담수나 음용수 생산시설, 가연성 도시쓰레

치안, 등 사회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를 처리하여 발전을 하는 소각발전 사업,

다양한 시설이 여기에 속한다. 병원, 학교, 기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한

숙사, 법원, 교도소, 사회스포츠센터, 등은 물

LFG(Land Fill Gas) 발전사업, 등도 흔히 볼

론 정부청사, 공무원 사택, 서민 복지를 위한

수 있는 PPP 사업 분야이다. 이외에도 송전시

공공주택, 등이 있다.

설, 가스 공급망 시설, 에너지 효율화 시설과
같은 에너지 분야, 통신망이나 브로드밴드와
같은 정보통신 분야, 곡물 하역 저장 및 출하나

표그림 3-4▶사회적 인프라 종류
구분

종류

의료/보건/안전/
법정시설

-

스포츠/소방/치안

- 사회스포츠 센터
- 소방서
- 경찰서

관개시설 인프라도 있다.
표그림 3-3▶경제적 인프라의 종류
구분

인프라 분야

종류

도로

- 일반도로/고속도로 /터널/교량
- 연결도로(공항)

철도

-

운송
도심교통

공항/항만

수처리 및
쓰레기처리

일반 철도/고속철도
공항이나 항만 연결 철도
도시철도/경전철
철도 역사
통행료 발권 및 징수 시스템

그 밖에 국방과 관련한 전투장비, 군청사, 군

- 버스터미널
- 도심 환승 역사
- 주차장

무원 편의시설이나 주거시설, 국경경비 시설,

- 신규 혹은 기존 시설 개축 공항
- 신규 혹은 기존 시설 개축 항만

이기 때문에 정부 인프라시설이라 부른다.

-

표그림 3-5▶기타 인프라

담수설비
폐수처리
고형폐기물 처리
폐기물 에너지 전환 설비
쓰레기 처리설비

등은 서비스 대상이 일반 대중이 아니라 정부

구분

기타 인프라 시설
에너지

정보통신

병원
기숙사
학교 건물 및 시설
법원/교도소
정부청사
공공 주택

- PPA 계약에 의한 민자 발전
- 송전시설/가스 공급망
- 에너지 효율화 시설

종류
-

국방 전투 시뮬레이션 시설
국방 장비(연습기, 전투기, 등)
군청사/군무원 편의 및 주거 시설
국경 경비초서

- 통신망 및 브로드밴드

관광

- 국립공원/문화유산 시설

농업

- 곡물 저장시설
- 관개시설

사회적 인프라(Social Infrastructure)

II. PPP 계약의 유형
PPP 계약은 인프라의 건설과 운영을 함께
묶어 계약하는 인프라스트럭처 PPP와 건설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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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없이 운영 및 유지보수만 수행하는 서비스

agreement)은 유럽의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PPP(혹은 O&M PPP)로 구분할 수 있다.

과 같은 대륙법 국가들(civil law countries)에
서 사용되는 용어로 공적자산(public asset)의

인프라스트럭처 PPP (Infrastructure PPP)

경제적 이용권을 특정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이전받는 조건으로 민간이 인프라를 건설하는

인프라스트럭처 PPP (이하, ‘인프라 PPP’)

정부와 민간의 협약서를 말한다. 건설, 금융조

는 건설과 운영 및 유지·보수를 한 묶음의 하

달, 운영 및 유지·보수를 하나의 계약으로 묶는

는 계약이다. 민간은 건설과 운영을 모두 고

DBFOM(Design-Build-Finance-Operate-

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DB(Design-Build)나

Maintain)이 일방적 형태이고 이용자 지불

DBF(Design-Build-Finance)에서와 같이 건

PPP(User-Pays PPP)가 보편적이나, 일부 국가

설 이익의 극대화보다는 운영비용을 고려한

에서는 건설투자 없이 장기(long-term) 운영

생애주기 비용 관점에서 수익을 고려하게 된

및 유지·보수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지고 이용

다. 그 결과 합리적 건설 투자를 유도하여 경제

자로부터 이용료 징수권을 갖는 조건의 서비

적이며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게 된

스 PPP(혹은 O&M PPP)도 이 범주에 넣기도

다. 인프라 PPP는 신규 인프라 건설(greenfield

한다. 양허계약은 주로 User-Pays의 DBFOM

project)과 운영 중인 기존시설에 대한 개보

PPP를 일컫는 말이나 칠레나 스페인에서는

수 투자(brownfield project) 및 기존 시설의

정부 지급형 DBFOM PPP에도 이 용어를 사

확장이나 전면적인 개보수를 수반하는 투자

용한다.

(yellowfield or secondary stage project)로 구
분한다.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인프라 사업에서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설

1992년 영국의 보수당 정권 하에서 고안

계, 건설, 금융,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일체의

된 일종의 정부 지급형 PPP (Government-

가치사슬을 수행하는 것을 DBFOM이라 하

Pays PPP)의 또 다른 이름이다. 법원, 교도소,

고, 설계, 건설, 금융 및 유지·보수는 특수목적

학교, 관공서, 등과 같은 사회적 인프라(social

회사인 SPV(Special Purpose Vehicle)가 하지

infrastructure)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영국

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운영은 제3자가

에서 PFI라 부른다.

하는 경우를 DBFM(Design-Buid-FinanceMaintain), 그리고 유지·보수의 특수성이 있어

서비스 PPP (Service PPP)

이를 SPV 역무 범위에서 제외하고 설계, 건설,
금융 및 운영을 하면 DBFO(Design-BuildFinance-Operate)라고 한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양허계약(con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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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혹은 O&M PPP라 한다. 이러한 서비스

간의 운용료를 제하고 잔여분은 정부에 반납

계약은 장기간이며 성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

하는 서비스 PPP 형태로 반드시 사용자 지불

지게 된다.

PPP에 사용하는 용이다.

근본적으로 서비스 PPP는 완공된 신규 시설

III. PPP 소유권

이나 기존 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
한 정부와 민간 사이의 장기계약을 말한다. 따

인프라 건설 및 운영 형태는 여러 종류가

라서 운전이나 유지·보수를 위한 일부 투자는

있다. 건설하고 운영 한 다음 정부에 인프라

할 수 있어도 신규 투자와 같은 거대 자금의

를 반환하는 BOT(Build-Operate-Transfer),

조달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비스 PPP에

건설 후 경제적 소유권을 명시적으로 인정받

서 양허계약(concession contract)은 오직 이용

고 운영한 후 정부에 반환하는 BOOT(Build-

자 지불 PPP(User-Pays PPP)에 사용하는 용어

Own-Operate-Transfer), SPV는 오직 건

이다. 서비스 PPP 대상은 운영 실적이 있는 공

설동안만 소유권을 가지고 건설 후 정부

항이나 도로, 등과 같은 기존 시설물로 수익이

에 바로 이전하고 운영하는 BTO(Build-

확실한 경우 민간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 민

Transfer-Operate), 대규모 확장이나 전반적

간이 얻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과다수익 부분

인 개보수를 하여 운영한 후 정부에 넘기는

을 정부에 선도금(Upfront Fee) 혹은 운영기간

ROT(Rehabilitate-Operate- Transfer), 등으

중 매년 합의된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정부에

로 볼 수 있다. 발전회사에서 외국의 노후 발

서 선도금으로 한 몫에 지급받는 목적은 부채

전소를 ROT 방식으로 참여하여 큰 성공을 거

비율을 낮추기 위한 재정목적이거나 다른 인

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인프라들

프라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재원확보에 있다.

은 공적 자산(public asset)이기 때문에 정부로
부터 양허권을 얻어 건설한 경우 계약서에 명

리스(Leases)

시된 양허기간 내에서 SPV는 경제적 소유권자

주로 사용자 지불 PPP(User-Pays PPP)의 경

(economic owner)가 될 수 있으나 법적 소유

우에 쓰이는 리스 계약은 정부의 기존 인프라

권자(legal owner)는 정부라는 것이 법률적 해

자산에 대해 임차료를 지불하고 일정기간 운

석이다. BOO(Build-Own-Operate) 방식은

영과 유지·보수를 하는 계약으로 계약기간 동

SPV가 인프라 건설 후 법적·경제적 소유권자

안 경제적 소유권(the economic ownership)과

가 되고 운영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일반적 생

경제권(The economic right)를 갖게 된다.

각이 소유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유·
불리는 따져보아야 한다. 만약 시설의 노후화

어퍼메지(Affermage)

가 빨리 진행되어 양허기간 이후의 경제적 가

프랑스어로 어퍼메지는 민간이 운영과 유

치가 의문시 되는 경우 또 시설의 폐기에 따른

지·보수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약정된 민

처분 비용도 무시할 수 없을 때는 시설물의 소

35

K-BUILD 특집

유만이 능사가 아니다.

을 조달하여 투자한 다음 운영하고 계약기
간 이후에 정부에 시설물을 계약서에 명시된

Ⅳ. 요약

특정 상태(조건)로 인도하는 계약을 말한다.
BOT(Build-Operate-Transfer),BOO(Build-

인프라는 공적자산으로 조달의 공정성 및

Own-Operate), BTO(Build-Transfer-

투명성, 장기적 운영자산, 대규모 투자금액, 등

Operate), ROT(Rehabilitate-Operate-

과 같은 특징이 있고 인프라의 종류를 대별하

Transfer), 등이 모두 DBFOM에 속한다. 영

면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과 같이 이용자

국에서는 정부에서 서비스 요금을 지급하

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경제적 인프라

는(Government-Pays PPP) 인프라 PPP를

(economic infrastructure)와 관공서, 학교, 병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라 부른다. 한

원 교도소, 공공도서관, 등과 같이 정부가 서

편 서비스 혹은 오엔엠(O&M) PPP는 민간

비스 이용료를 대신 지불하는 사회적 인프라

이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시설물

(social infrastructure)로 나눌 수 있다.

의 운영과 유지·보수만 하는 정부와 장기간 계
약을 말한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PPP 계약에는 민간이 인프라 건설에 투자

주위에서 언급하는 리스(Lease), 어퍼메이지

를 하고 운영 및 유지·보수를 하는 가 혹은 건

(Affermage), 프랜차이즈(Franchise), 혹은 매

설투자 없이 기존 시설물을 운영하고 유지·보

니지먼트(Management) 계약 등이 이 부류에

수하는지에 따라 인프라 PPP(Infrastructure

속하며 MDB들은 서비스 PPP도 장기간 계약

PPP)와 서비스 PPP(혹은 O&M PPP)로 구

이고 상당 부분의 책임이 민간으로 이전되고

분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인프라 PPP는

보상은 성과에 연동되는 경우 PPP로 인정한

DBFOM(Design-Build-Finance-Operate-

다.

Maintain)으로 민간이 자기 책임 하에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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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ID 2017 개정판에 대한 이해 (4)

: EOT, Variation, Claim

현 학 봉 씨플러스 사장

FIDIC 2017 개정판에 대한 이해

1) 공기연장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공사기간을 Time

FIDIC 2017년 개정판의 내용을 아래의 순서

for Completion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

에 따라 5차례에 걸쳐 연재되며 금회는 3번

고 Time for Completion 기한 내에 공사를

째 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완료하여야 할 의무가 시공자에게 있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8.5조항에 명시된

1. FIDIC 계약 조건과 구성의 이해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기간연장에 대한

2. 계약문서의 구성, 관리 시스템, 정의 및 해석

권리를 시공자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개정판

3. 이행보증과 계약금액

Red Book에 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EOT, Variation, Claim
5. 계약적 결정 및 분쟁 해결 절차

① a Variation or other substantial change
in the quantity of an item of work

4. EOT, Variation, Claim

included in the Contract if measured
quantity is greater than 10%

4-1. 공기연장과 Programme

② a cause of delay giving an enti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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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se Conditions

전 판과 마찬가지로 Claim 절차 조항 준수를

③ exceptionally adverse climatic conditions

전제로 하고 있는데, Claim 절차 조항의 경

④ Unforeseeable shortages in the availability

우 이전 판과는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는 바,

of personnel or Goods (or Employer-

해당 주제를 다룰 때 언급하는 것으로 하겠

Supplied Materials, if any) caused by

다.

epidemic or government actions
⑤ any delay, impediment or prevention

2) Programme

caused by or attributable to the

이전 판의 경우 Programme을 정의하

Employer, the Employer’s personnel, or

지 않았었는데, 개정판에서는 Programme

the Employer’s other contractors on the

을 정의하고 있으며 initial programme

Site

과 revised programme으로 구분하면서
Engineer(Red Book과 Yellow Book) 또

이전 판과 달라진 점은, ①번 항의 경우,

는 발주자(Silver Book)가 계약에 정해진

이전 판에서는 물량의 변경이 substantially

기한(initial programme의 경우는 21일,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하여 해석상

revised programme은 14일)내에 Notice of

문제가 발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

No-objection을 발급하는 경우에 정의된

을 물량증가가 10% 크게 변경되는 경우

Programee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로 한정하였다는 것과, ④항에 Employer-

Initial programme의 제출기한은 이전판과

Supplied Material을 추가하였다는 것 그리

동일하게 착공일자에 대한 Notice를 시공자

고 ⑤번 항에 Employer's other contractors

가 접수한 날로부터 28일 이내로 하고 있다.

라고만 되어 있던 것을 Site에 있는 other
contractors로 한정하였다는 것이다.

Programme과 관련하여 개정판에는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인 요구조건들을 포함하고

Yellow Book의 경우, 물량변경에 따른 공

있는데, 이전 판과 달리 computer software

사기간연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면

의 사용을 강제하고 있고, 이전 판에서는 승

Red Book과 동일하다.

인과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Review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programme에 포함

Silver Book의 경우는 Yellow Book 조건
에서 기후조건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 다른

되어야 할 사항들을 매우 세분화하고 있는
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데, 공사의 성격을 고려하여 포함 여부가 판
단되어야 할 것이다.

⒜ the Commencement Date and the Time
for Completion of the Works and of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시공자의 권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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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execution of the Works
(ⅱ) a general description of the methods

⒞ the order in which the Contractor

(ⅲ) estimated number of each class of

intends to carry out the Works

Contractor’s Personnel, each type

including,

of Contractor’s Equipment required

- anticipated timing of each stage of

for each major stage of the Works

design (if any)
-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Contractor’s Documents,
- procurement, manufacture, inspection,
delivery to Site, construction, erection,

(ⅳ) if a revised programme : identification
of any significant change(s) to the
previous programme
(ⅳ) Contractor’s proposals to overcome
the effects of any delay(s)

installation,
- work by nominated Subcontractors
- testing

필자의 생각으로는, 개정판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정관리 전문가의 육

⒟ Review periods;

성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계

⒠ sequence and timing of inspections and

약조건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

tests;
⒡ sequence and timing of remedial work (if
any, for a revised programme);
⒢ all activities logically linked and showing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상세한 관리가 필요
하지 않은 공사라면 특수조건을 통해 반드
시 수정하여야 불필요한 작업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the earliest and the latest start and finish
dates for each activity, the float (if any),
and the critical path(s);
⒣ all locally recognised days of rest and
holiday periods(if any);
⒤ all key delivery dates of Plant and
Materials;

좀더 강조하자면, 제대로 된 공정관리만이
제대로 된 계약관리를 위한 기초이며 공기
연장을 포함한 클레임 권리행사의 기초적인
입증자료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
이다. 지금까지와 같이 대충 대충의 공정관
리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음을 다시 강조한

⒥ for each activity : the actual progress to

다. 아울러 software를 잘 다루는 사람을 공

date, any delay to such progress and the

정전문가로 인식하는 태도도 빨리 바뀌어야

effects of such delay on other activities

할 것이다.

(if any, for a revised programme); and
⒦ a supporting report which include:
(ⅰ)ⅰa description of all the major stages

개정판에 새롭게 추가된 것 중 하나가
concurrent delay에 대한 것인데,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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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concurrent delay가 발생하였을 경

합의/결정 조항의 내용이 크게 변경되었는 바,

우에 대한 해결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

이에 대해서는 이전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제 계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개정판에 추가된 내용 중 하나는 Engineer

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며, SCL(Society

(Red Book, Yellow Book) 또는 발주자(Silver

of Construction Law)에서 발표하고 있는

Book)의 지시에 Variation을 언급하지 않은

"Delay and Disruption Protocol"과 같은 지

경우에 만약 시공자가 해당 지시가 Variation

침서에 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이라고 생각하면 그러한 시공자의 입장을 통

판단된다.

지(해당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Engineer(Red

4-2. Variation

Book, Yellow Book) 또는 발주자(Silver
Book)가 시공자의 그러한 통지에 대해 7일

Variation의 경우, 우선 이전 판과는 절차를

이내에 회신하지 않게 되면 해당지시가 철회

달리 하고 있는데, 이전 판의 경우 용어의 정

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판

의를 통해 Variation이 Engineer(Red Book,

은 이러한 간주조항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Yellow Book) 또는 발주자(Silver Book)에

있으므로 올바른 계약관리를 위해서는 해당

의한 지시 또는 승인을 전제로 하고 있었으

조항들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대응이 필수적

나, 개정판에서는 승인을 삭제하였고, Yellow

이다.

Book과 Silver Book의 경우 이전 판에서는
Employer's Requirements의 변경도 Variation

지시된 Variation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들

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였으나 개정판에

도 변경되었는데, 아래에 개정된 각 계약조건

서는 삭제하였다. 즉, 모든 Variation은 지시

들에 규정된 내용을 비교하였다.

(Engineer 또는 발주자)를 전제로 한다는 것
이다. 이전 판에서 승인의 경우 시공자가 제출

Red Book

한 제안서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었는

Contractor shall be
bound by Variation
unless i) varied work
was Unforeseeable,
ii) he cannot readily
obtain the Goods, or iii)
it will adversely affect
the Health and Safety,
Environment

데 개정판에서 시공자의 제안 절차를 없앤 것
은 아니고 시공자의 제안을 수용하는 경우 승
인 대신에 지시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다.
Variation에 대한 결정은, 이전 판이나 개

Yellow Book

Silver Book

Contractor shall be bound
by Variation unless i) varied
work was Unforeseeable, ii)
he cannot readily obtain the
Goods, or iii) it will adversely
affect the Health and Safety,
Environment, or iv) adverse
impact on Schedule of
Performance Guarantee, v)
adversely affect Works being
fit for the intended purpose..

정판이나 모두, 합의/결정 조항(개정판 Red

40

Book, Yellow Book의 경우 3.7조항, Silver

이전 판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모든 계

Book의 경우 3.5조항)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약조건에 Unforeseeable이 추가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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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w Book과 Silver Book의 경우 fit for the

이었으나 해석상의 문제로 인해 깔끔하게 정

intended purpose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리되지 못하였었는데 이번 개정판에서는 명시

가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적으로 구분함으로써 더 이상 해석상의 문제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시공자가 위의 사유를 이유로 Notice를 발
급한 경우, Engineer(Red Book, Yellow Book)

따라서, 개정판을 사용하는 경우, Variation

또는 발주자(Silver Book)는 그러한 Notice를

사안이 Claim 절차와 무관하게 독립된

접수한 즉시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기존의

Variation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

지시를 유지하는 회신을 하여야 하고, 그 회신

을 인지하여야 한다.

이 변경하는 것이거나 기존의 지시를 유지하
는 경우 Variation 지시로 간주된다.

4-3. Claim

Variation이 어떤 작업의 삭제(omission)에

개정판의 경우 이전 판과 비교하여 많은 내

대한 것인 경우, 이전 판의 경우에는 삭제된 작

용변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목하여야 할

업을 발주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할 수 없도록

부분이 Claim관련 규정이 아닌가 한다.

하고 있는데, 개정판의 경우 그러한 취지는 유
지하되 만약 발주자와 시공자가 삭제된 작업
을 발주자 또는 제3자 수행하는 것에 대해 합

우선, 아래에 인용한 바와 같이, Claim 정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의하는 경우라면 발주자 또는 제3자가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Claim” means a request or assertion

는 삭제된 작업과 관련된 이익의 상식(loss of

by one Party to the other Party for an

profit)과 작업삭제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발생

entitlement or relief under any Clause of

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타 손실이나 배상에 대

these Conditions or otherwise in connection

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with, or arising out of, the Contract or the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만약 발주자가 보상

execution of the Works.

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경우라면 시공자
에게 극단적인 Risk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
하여야 한다.

이전 판의 경우, 발주자 Claim과 시공자 클
레임을 구분하여 각각 다른 절차조항을 두고
있는데 개정판에서는 하나의 조(20조)로 통합

이번 개정판에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하였다. 즉, 발주자 Claim이건 시공자 Claim

Variation과 Claim을 확실하게 구분하였다

이건 모두 하나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

는 것이다. 이전 판에서도 FIDIC의 의도는

이다.

Variation 절차와 Claim 절차를 구분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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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위 정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하여야 한다.

Claim의 대상을 entitlement뿐만 아니라 relief
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이는 매우 큰 변

Claim의 적용범위가 확장됨으로 해서

화로써 이전 판에서는 Claim의 대상을 아래의

Claim의 절차 규정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

경우로 한정하였었기 때문이다.

어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발주자 Claim : 하자통지기간의 연장
(extension of the DNP) 및/또는 추가지급
(additional payment)

1) 시공자의 공사기간연장(EOT), 추가지급
(additional payment) 또는 발주자의 하자

- 시공자 Claim : 공사기간의 연장(EOT)

통지기간의 연장(extension of the DNP)

및/또는 추가지급(additional payment)

또는 추가지급(additional payment/
reduction in the Contract Price)

개정판의 경우, 이전 판에 언급된 위

2) 위 1)경우 외 모든 다른 권리 또는 구제

entitlement외의 다른 권리(다툼)에 대해서도

(예들 들면 확인, 결정, 지시, Notice, 의견

Claim 절차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또는 가격산정 등과 관련된)

해서 사실상 모든 권리주장을 포함하는 것으
로 하고 있다. 이는 그간 특정권리에 한하여 적
용되었던 한계를 없앴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위 1)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가 적용되도
록 하고 있다.

변화라 할 것이다.
① Notice
Claim의 근거와 관련하여서는 이전 판과 크

이전 판과 다르지 않으며, 시공자나 발주

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전 판의 경우 계약조

자나 모두 클레임 사건을 인지하였거나 인

건상의 권리입증 또는 계약관 관련된 다른 권

지하였어야 하는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통

리입증(예들 들면 적용법을 근거로 한 클레임)

지(Notice)를 하여야 한다. 만약 통지를 하

이 다 적용되도록 하고 있었던 반면에 개정판

지 못하면 권리를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

에서는 계약조건 외 다른 권리입증의 범위를

고 있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이전 판

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국한하지 않고 계약으

의 경우 이러한 Time-bar가 시공자에게만

로부터 발생하거나 공사의 수행과 관련된 것

적용되어 왔으나 개정판에서는 발주자에게

까지로 확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에 인용된 "execution of the Works"는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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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and completion of the Works

이전 판이나 개정판이나 모두 본 절차에

and the remedying of any defects"까지를 포함

의한 Notice는 Claim을 야기시킨 사건이나

하는 것으로 해석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이해

상황을 기술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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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즉, 공사기간의 연장이나 추가

Notice는 ⑤번 절차에 의한 합의/결정시 검

지급금액에 대한 것은 본 절차에 의한 요구

토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항이 아니며 ④번 절차 시 제출하여야 하
는 Fully detailed Claim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이전 판의 경우, Claim 당사자가 Notice
를 늦게 할 사정이 있어 늦게 한 경우에 대
한 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 개

② Engineer(Red Book, Yellow Book) 또는 발주
자/시공자(Silver Book)의 초기 회신

정판을 통해 해소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다
만, 늦게 제출한 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

이 절차는 개정판에 새롭게 추가된 것으

단을 누가 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

로, ①항의 Notice에 대한 회신의무를 규정

제가 있는데, Gold Book의 경우는 제3자

하고 있다. 시공자나 발주자가 위 ①항에 따

인 DAB(Dispute Adjudication Board)가

른 Notice를 하지 못했다고 Engineer(Red

하도록 하였던 것을 이번 개정판을 통해서

Book, Yellow Book) 또는 발주자/시공자

는 Engineer(Red Book, Yellow Book)와

(Silver Book)는 해당 Notice를 접수한 날로

Employer's Representative(Silver Book)로

부터 14일 이내에 Claim을 제기한 당사자에

변경하였다.

게 Notice를 발급하여야 하며, Notice를 발
급하지 못하면 Claim 당사자의 Notice가 유
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③ Contemporary records
이 부분은 이전 판과 달리 진 것이 없으며,
권리를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

만약 Engineer(Red Book, Yellow Book)

으로 Claim 당사자로서는 본 절차규정과 무

또는 발주자/시공자(Silver Book)의 초기 회

관하게 입증의 근거들을 취합하여야 할 것

신을 Claim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

이고, Engineer(Red Book, Yellow Book)이

Claim 당사자는 ④번 절차에 의해 제출되어

나 발주자(Silver Book)의 경우 본 절차규정

야 하는 Fully detailed Claim에 그러한 사유

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추후 본 절차규정의

(늦게 제출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포함

요구조건을 강제할 수 없을 수 있음을 명심

되도록 하고 있다.

하여야 한다.

Red Book과 Yellow Book에서, Engineer

④Fully Detailed Claim

가 초기 회신을 하지 못해서 Claim 당사자의

실제적으로 Claim이 시작되는 단계이며,

Notice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타

이때 제출되는 Claim은 구체적인 계약적 근

방 당사자가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타

거는 물론이고 요구사항(금액이나 기간)이

방 당사자는 구체적인 이유가 포함된 Notice

적시되고 입증되어야 한다.

를 Engineer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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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은, 이전 판의 경우에는 Claim 사

제출하여야 하며, ⑤번 절차에 의한 합의/결

안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였어야 하는 날

정시 그러한 이유가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

로부터 42일 이내로 규정하였었으나 개정

로 하고 있다.

판에서는 84일로 늘어 났으며 제출하는 곳
도 Red Book이나 Yellow Book의 경우에는

⑤ Agreement or determination of the Claim

Engineer로 이전 판과 동일하나 Silver Book

Fully detailed Claim이 제출되면, 합의/결

의 경우에는 Employer's Representative에게

정 조항(Red Book과 Yellow Book의 경우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3.7조항, Silver Book의 경우 3.5조항)에 따
라 합의 또는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판의 경우 모든 결정의 1차적 권한

개정판의 경우 결정이 요구되는 모든 사항

을 Engineer(Red Book, Yellow Book) 또는

들에 합의/결정 조항의 절차가 적용되도록

Employer's Representative에게 부여하고 있

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에 대한 이해가 필

으므로 누가 임명되는지에 따라 계약관리

수적이다. 해당 조항에 대한 내용은 이전 글

의 공정성이 좌우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을 참고하기 바란다.

한다.
Fully detailed Claim 접수 후, 추가적인 입
개정판에 새롭게 추가된 것은, 만약 fully

증의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detailed Claim이 기한내에 제출되지 못하

에도 Claim의 계약적 또는 여타 근거에 대

게 되면 Claim 당사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

한 회신은 42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며(①번 절

있다.

차에 따른 Notice에 적용되는 Time-bar외
에 이 절차에서도 Time-bar가 적용되고 있

Claim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첫번

으므로 계약관리에 매우 신경을 써야 할 부

째 제출된 Claim은 임시적(interim)인 것으로

분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Engineer(Red

간주되고 이후 최종 Claim 제출시까지 월별

Book, Yellow Book) 또는 Employer's

로 interim fully detailed Claim을 제출하여야

Representative(Silver Book)는 기한을 지키

한다.

지 못하였다는 것을 Claim 당사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통지를 14일 이내에

이때, 최초로 제출된 interim fully detailed

하지 못하게 되면 Claim 당사자가 제출한

Claim의 계약적 또는 여타 근거에 대한 회신

Claim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도 잊

은 42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어서는 안될 부분이다. 만약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 Claim을 타방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
는 경우 그 타방당사자는 구체적인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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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번 절차에 의해 금액이나 기간이 결정

고자 하는 당사자가 Claim을 하였고 타방 당

될 때까지는 합리적으로 결정된 금액이 잠정

사자가 그러한 Claim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지급(Silver Book) 또는 잠정지급확인서(Red

Claim 당사자는 구체적인 입증근거가 포함된

Book, Yellow Book)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

Notice를 Engineer(Red Book, Yellow Book)

로 규정하고 있다.

또는 Employer's Representative에게 제출하
여야 하고 이후 합의/결정 조항의 절차에 따라

아울러, 발주자의 경우 본 조항에 의해 결정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

된 금액이나 연장기간(extension of DNP)에
한해 권리가 부여된다고 강조하여 규정함으로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Claim 당사자에

써, 발주자의 임의적인 결정이 적용되지 못하

의해 제기된 Claim을 타방 당사자가 거부하였

도록 하고 있다.

다는 것 자체가 분쟁(Dispute)의 발생을 의미
하는데 계약적으로 분쟁이 아닌 것으로 규정

2)의 경우에 대한 절차

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분쟁 이전 단
계의 결정 절차인 합의/결정 조항이 적용될 수

만약 1)경우 외에 다른 권리나 구제를 얻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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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Towards Vision 2030:
Key Employment Considerations in KSA

2016년 비전 2030 (Vision 2030) 공표 이후,

이 관광 및 상용 등을 목적으로 사우디아라비

사우디아라비아는 저유가로 인한 위기에 대처

아 입국 때마다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5

하기 위해 오일 의존도와 정부지출을 낮추려

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

는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비전

었다. 또한 발급 비용도 9만원대로 인하하면

2030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법적 체계 및 투자

서, 기존에 사우디아라비아 입국을 위해서 1년

환경의 현대화를 통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독

복수 사증 발급에 약 180만원 상당의 수수료

려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뿐만 아니라, 사

를 지불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수수료 부담을

우디아라비아 국적보유자 의무고용제인 사우

덜게 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애로사

디제이션 (Saudisation)을 통한 고용 증진에

항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아국 기업과 사우디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간 인적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

내에 법인 설립 또는 사업 확장을 희망하는 외

로 기대된다.

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 유인책 제공을 위
한 다양한 개혁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에서 언급한 비전 2030의 목표와 사증 발
급의 간소화로 인해 아국 기업의 사우디아라

뿐만 아니라,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외교

비아 진출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현

부와 아국 외교부 간에 사증발급 간소화를 위

지·외국인 투자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시

한 MOU에 정식으로 서명함에 따라, 아국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사업운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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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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는 기간제 계약 (Fixed

호에서는 비전 2030에서 제시하는 기회를 활

Term)만 체결 가능하며, 해당 기간은 근로

용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업활동을 영위

기간 및 거주허가증 (Residence Permit)에

하려는 모든 투자자가 인사/노무 부문에서 고

명시된 기한으로 제한된다. 고용주의 스폰

려해야 할 사항을 다뤄보고자 한다.

서십 하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신
규 고용주에 정식으로 스폰서십이 양도되
기 전까지 다른 고용주 하에서 일하는 것

법적 체계 (Legal framework)

이 금지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법적 체계는 샤리아 율
법 (Shari’ah)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인사/노

●

1)

고용 계약은 기간제 계약과 무기한 계약으

무와 관련한 사항은 노동법 (Labour Law)의

로 나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적용을 받는다. 노동법에서는 고용, 해고, 노

근로 기간과 거주허가증에 명시된 기한에

동분쟁 등 인사/노무와 관련한 전반적인 모

따라 기간제 계약만 체결할 수 있다.

든 측면을 다루며, 해당 내용은 각료 결의안
(Ministerial Resolution) 및 사우디아라비아

●

고용주는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최대 90일

내 전반적인 인사/노무 사항을 관할하는 노동·

까지 지정할 수 있고, 근로자와 고용주 간

사회개발부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의 합의에 따라 해당 수습기간을 1회 최대

Development; 이하 “MLSD”)에서 발행하는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관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다.
●
●

근로자의 최대 근무시간은 하루 8시

사우디아라비아에 투자·진출을 희망하는

간, 주당 48시간이나, 고위 간부 (senior

아국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우디아라비아

employees) 및 관리급 (managers) 직원에

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

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최소 21

다. 사우디아라비아 노동법은 사우디아라

일의 유급휴가 (paid holiday)를 부여받으

비아 내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

며, 동일한 고용주 하에서 5년간 근속한

용되며, 일부 특정 분야에서는 사우디아라

경우, 해당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대 30

비아 국적보유자를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일까지 가능하다.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국
적보유자와 외국인에 동등한 권리를 보장
한다.

●

무기한 계약의 경우, 고용주 또는 근로자
가 합법적인 계약해지 사유를 상대방에게
사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고용계약을 종

1) 당 법령명은 Royal Decree No. M/51이며, 2005년 9월 (이슬람력으로는 23 Sha’ban 1426) 공표 이후, 지속적인 보완과 개정을
거쳐 고용주와 근로자를 위한 중요한 법으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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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할 수 있다. 근로자가 역월 기준으로 급

라비아를 포함한 GCC 국적보유자의 경우에

여를 받는 경우, 계약해지 통지는 최소 60

는 별도로 이민국의 승인 없이도 사우디아라

일의 기간을 두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

비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다. 반면, 외국인 근

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계약해지 통지를

로자는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

해야한다.

을 하기 위해서 고용주의 스폰서십 (근로허가
및 거주허가증 지원)이 필요하며, 근로자는 근

●

●

사업장이 영구 폐쇄되거나 근로자가 고용

로허가 (work permit) 및 거주허가증 (Iqama)

된 부문의 사업이 중단된 경우, 고용주는

취득을 위해 MLSD와 내무부 (Ministry of

정리해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근로자를 해

Interior)에 학위·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여 사전

고할 수 있다.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남성의 퇴직연령은 60세이며, 여성의 경우

근로허가 발급 여부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

에는 55세이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

달라질 수 있지만, 고용주의 사우디제이션 준

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

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거주허가증이 발급

만 복직은 불가하다.

되면, 근로자는 정식으로 고용주의 스폰서십
하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노

●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급여를 기

동법에서는 고용주의 스폰서십 하에 있는 근

준으로 산정하며, 고용계약 해지 시에 지

로자가 다른 고용주 하에서 일을 하는 것과 다

급된다.

른 고용주의 직원을 고용하는 것을 모두 금지
하고 있다.

●

고용주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회보
험 명목으로, 매달 사회보험청 (General
Organisation for Social Insurance; 이하
“GOSI”)에 일정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

고용주는 근로자와 근로자의 부양 가족들
에게 의료보험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사우디제이션 등 현지 인력 채용 장려
(Saudisation and the promotion of
the local workforce)
비전 2030의 핵심이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려는 외국 기업이 유념해야
할 사항은 민간 부문에서의 사우디아라비아

스폰서십 요건 (Immigration and
sponsorship requirements)

국적보유자의 고용을 우선·장려하는 정책인
사우디제이션이다. 사우디제이션은 Nitaqat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되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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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내 모든 근로자는 MLSD

장 규모, 사업활동, 외국인 근로자 대비 사우

및 GOSI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사우디아

디아라비아 국적보유자 비율, 사우디아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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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더 강화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고용주를 Platinum,
Green (상, 중, 하), Yellow, Red 총 6개로 구분

●

전체 직원이 10 - 49명인 ‘소규모’로 분류

한다. 일반적으로, Platinum에 가까운 고용주

되는 오일·가스 회사는 Platinum 범주에

일수록 외국인 근로자 채용·관리에 대한 제약

들기 위해 전체 직원의 최소 66% (기존:

이 적고, 근로자 채용관련 행정비용 절감 등 다

56%)를 사우디아라비아 국적보유자로 충

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반면, 낮은 범주로

원해야 한다.

분류된 고용주는 근로자의 비자신청 및 근로
허가 취득 시 많은 제약을 받는다.

●

소규모 금융 기관은 Platinum 범주에 들기
위해 전체 직원의 최소 88% (기존: 80%)

Nitaqat 프로그램 하에서 고용주에 할당되

를 사우디아라비아 국적보유자로 충원해

는 사우디제이션 비율은 사업장 규모 및 사

야 한다.

업활동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10 - 49
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소규모 작업장의 경우,

●

소규모 IT 기업은 Platinum 범주에 들기

Yellow 범주에 속하기 위해 전체 직원의 10 –

위해 전체 직원의 최소 56% (기존: 30%)

14%를 사우디아라비아 국적보유자로 충원해

를 사우디아라비아 국적보유자로 충원해

야 하고, 농업 부문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국

야 한다.

적보유자가 전체 직원의 2 – 4%에만 해당하
면 된다. 이러한 요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

만약 외국 기업이 Nitaqat 프로그램에 따라

공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적보유자를 할당된 수만큼

남아있다. 모든 고용주는 적어도 1명 이상의

고용하지 않을 시, MLSD는 해당 기업의 외

사우디아라비아 국적보유자를 반드시 고용해

국인 근로자의 거주허가증 (Iqama) 갱신을 승

야 하나, 이 요건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적보유

인하지 않을 수 있고, 상공투자부 (Ministry

자가 사업주 또는 고용주인 경우에는 쉽게 충

of Commerce and Industry)에서도 해당 기

족할 수 있다. 인사 총괄 (Head of HR) 등 일

업의 사업자 등록증 (commercial registration

부 직책 및 특정 분야 (차량 대여, 휴대전화 판

certificate) 갱신을 미승인하거나 취소할 수

매 등)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적보유자만 채용

있다.

이 가능하며, 올해 9월부터는 판매 관련 12개
의 직군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적보유자로만 제
한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추가 부담금 부과
(Levies on foreign employees)

Nitaqat 프로그램은 작년 9월부터 사우디아

사우디제이션을 보완하기 위한 일환으로, 최

라비아 내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우디제이션 요

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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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지양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및 부양

서 30%로 증대하는 것이다. 현재, 사우디제이

가족을 상대로 고용주에게 추가 부담금을 부

션으로 인해 일부 직책 및 특정 분야는 여성만

과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 (feminisation)할 수 있다. 일례로, 쇼핑
몰, 야외 부스, 악세서리 등 여성 제품을 판매

●

2013년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사우디아라

하는 매장에는 반드시 여성 직원을 배치해야

비아 국적보유자의 비율이 1:1 이상인 모

하며, 올해 9월부터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을

든 기업에 추가 부담금이 부과되었으며,

보유한 여성만이 해당 매장에서 근무할 수 있

고용주가 해당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다. 또한 올해 6월부터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도 운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그간 여성을 고

●

2017년 7월, 추가 부담금이 외국인 근로자

용하는 데 있어 장애물로 작용하였던 부분이

뿐만 아니라 부양 가족에게도 부과되었으

해소될 예정이므로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의 경

며, 해당 비용은 고용주가 일부 금액을 지

제활동 참여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게

원 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가 납부해야

될 것이다.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여성
●

2018년 1월, 고용주가 고용하는 모든 외국

대학졸업자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여성을 위

인 근로자에 대해 추가 부담금이 부과되

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해지면서, 아국 기업도

었다.

노동법 및 근로규정에 명시된 여성 인력과 관
련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주요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추가 부담금 모두 월 단위로

아래와 같다.

발생되며, 외국인 근로자 및 부양 가족의 거주
허가증 갱신을 위해 매년 일시금으로 지불해

●

야 하고, 해당 금액은 매년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아국 기업은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고용주는 사업장 내에서 여성 근로자에게
남성과 분리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

여성 근로자는 화려하지 않고, 몸매를 드

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계획 시, 추가 부담금

러내지 않으며, 속이 비치지 않는 복장을

등과 같은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착용해야 한다.

여성 인력 참여 증대 (Women in the
workplace)

●

한 사업장 내에서 여성 근로자와 남성 근
로자가 같은 업무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된다.

사우디제이션 뿐만 아니라 비전 2030의 핵
심 내용은 여성 인력의 참여를 기존의 2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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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등과 같은 특정 사업장에서 여성 근

K-BUILD저널

●

2018. 6월호

로자는 야간 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려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이 시행될 가능성도

여성 근로자는 건설 현장 등 위험하거나

있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직군·산업군에 고용
될 수 없다.

노동분쟁 (Dispute resolution)

이와 마찬가지로, 사우디아라비아 노동법은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에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하고

근무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노무 사무

있다.

소 (Labour Office)에서 담당하며, 노무 사무
소는 공식 소송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우호적

●

여성 근로자는 10주 간의 출산휴가 (유급)

인 (amicable)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자 한다. 노무 사무소를 통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분쟁 당사자는 노동분쟁을 관할하는 1

●

이 외에도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히 돌볼

심 법원인 예비 분쟁조정위원회 (Preliminary

필요가 있는 경우, 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Commission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자녀를 돌보기 위한 최대 24개월 한도의

이하 “예비 위원회”)에 공식적인 클레임을 제

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또한, 고

출할 수 있다. 분쟁 당사자는 분쟁 대상이 된

용주가 출산휴가 중 또는 출산으로 인한

사건 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예비 위

질병으로 인해 여성 근로자를 해고할 수

원회에 클레임을 제출해야 하며, 예비 위원

없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1심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 법원인 상급 분쟁조정위

●

무슬림 여성의 경우, 샤리아 율법에 따라

원회 (High Commission for the Settlement

남편 사망 시에 최소 4개월 10일 간의 유

Disputes)에 항소할 수 있다.

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 무슬림이 아
닌 여성은 15일 간의 유급휴가를 법적으
로 보장받을 수 있다.

분쟁 당사자는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선례
(judicial precedent)”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분쟁이 다른 분쟁에 대한 법적 구

비전 2030 이행과 관련하여 여성 인력은 사

속력이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사

우디아라비아 내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우디아라비아 법원은 판례검색이 불가능하므

기대되며, 사우디아라비아 경제 다각화를 위

로 사우디아라비아 법 해석에 대한 결정적인

한 주요 부문인 관광, 소매, 레저 산업의 발전

판단이 매우 힘들고, 특정 사안에 대해 법원의

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

판결을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숙지해야

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구조 개편 시,

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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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2030으로 인한 사우디아라비아
내 인사/노무 주요 변화

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

(1) 민영화 (Privatisation)

(3) 근무환경의 유연화 (Flexible working)

할 것이다.

비전 2030에서 가장 기대되는 부문은 에너

사우디아라비아가 비전 2030을 통해 경제

지, 헬스케어, 교육, 수자원 분야 등의 민영화

다각화 및 현대화를 모색함에 따라, 다양한 인

(privatisation)이다. 아국 기업도 대규모 민영

력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근무환경의

화로 인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사우

유연화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관광 및 엔터테

디제이션 요건을 준수하며 숙련된 인력을 투

인먼트처럼 사업이 일시적이고, 구조화가 덜

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우디제이션으로 인

된 부문의 경우에는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이

해 사우디아라비아 국적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점점 더 많은 여

직업 훈련·교육의 기회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

성 인력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되며, 이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보유한

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가정을 돌봄과 동시에

근로자를 양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우디

직장에서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

아라비아 경제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무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2) 다양한 부문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Creation of jobs through
development of different sectors)

결론/시사점
중동 지역 내에서 가장 큰 인구규모를 자랑
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전 2030을 통해 현

52

비전 2030은 사우디아라비아 내 실업률을

지 및 외국기업을 상대로 다양한 기회를 창출

낮추기 위해 다양한 부문 개발을 통한 일자리

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아국 기업은 이러한

창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일례로, 소매 부문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현

확장을 통해 2030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 국

지 인력을 통한 사업 운영 시, 인사/노무 관련

적보유자를 대상으로 약 100만 개의 일자리가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특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

히, 외국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

위 산업의 현지생산능력 증대와 맞물려 산업

아 국적을 보유한 인력 채용 시 다양한 규제를

장비, 정보·통신 기술 등의 부문에서도 다양한

준수하여, 미 준수로 인한 벌금 등 사업운영 상

일자리가 창출되어 사우디아라비아 국적보유

의 위험요소를 줄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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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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건설 계약법의 이해
- 최신 판례 소개
1. Challenge to the Arbitration
Award1)

선정. 공사는 시공과 운전의 Onshore와 구
매와 공급의 Offshore로 구분되어 있었고,
이에 따른 Onshore Agreement와 Offshore

2017년 8월 21일 원고 A기업(발주처로서 A

Agreement를 각각 체결. 또한 양측은 Linkage

국가의 석유공사)은 영국의 중재법(1996) 67

Agreement라는 알려진 세 번째 합의서도 체

조에 근거하여 2017년 7월 24일자의 한 중재

결하였는데, 이는 Onshore와 Offshore 계약

의 부분 판정을 무효 또는 변경해 줄 것을 청

간의 불일치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음. 세 개

구한 내용으로 2017년 11월 판결된 사례임.

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이었으며, 분쟁이 발

관련 중재 판정은 피고인 B기업(시공사)이 발

생하는 경우에는 뉴욕에서 the Rules of the

주처에 제기한 어느 Onshore 계약에 따른 공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 따라

기연장 및 손해보상에 대한 중재와 관련되어

중재로 최종 해결하기로 합의함.

있음.
시공사는 Onshore 계약에 따라 발주처

1) 분쟁내용

를 상대로 공기연장 및 손해보상에 대한 중
재절차를 개시하였고, 발주처는 Liquidated

발주처는 2006년 12월15일 자국 정유시설

Damages(L/D)를 Counterclaim함. 이중 10%

의 공사와 관련하여 B기업(시공사)의 두 개

의 L/D cap이 Onshore 계약만을 근거하는지

회사를 구매, 시공 및 운전의 계약 당사자로

아니면 전체 계약을 근거하는 지에 대한 다툼

1) A기업(발주처) v B기업(시공사)[2017] EWHC 3055 (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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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고 중재판정부는 Onshore 계약만을 근

이에 반해 발주처는 시공사가 의도적으로
Onshore계약에 따라서만 중재를 개시했으나

거한다고 판정함.

발주처는 Counterclaim을 통해서 유효하게 모
Onshore Agreement 에는 L/D 규정을 3.6항
2)

든 계약들, 즉 Onshore, Offshore and Linkage

에 두고 있으며 Offshore Agreement에서도

를 포함시켰음. 더욱이 비록 관할권적으로 발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음.

주처는 Onshore 계약에 따른 Counterclaim으
로 국한했으나 Linkage Agreement 규정에 따

L/D cap과 관련하여서는 각각의 계약은
3)

라 중재판정부는 Onshore와 Offshore 계약

해당 계약고의 10%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

을 하나의 단일 계약으로 취급해야 함. 따라서

만 Linkage Agreement에서는 전체 계약고의

5.2항의 cap이 우선함.

4)

10%로 규정하고 있음.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이 판정함.

2) 중재 판정 내용

관할권 관련하여 Terms of Reference에서
발주처는 Linkage Agreement 규정을 준용할

시공사는 Linkage Agreement의 L/D 관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였으나, 관련 중재 합

련 조항은 두 계약(Onshore와 Offshore) 모

의는 Onshore Agreement에 따른 것으로만

두가 적용되는 경우와 모두 같이 중재에 회부

확인함. 더욱이 발주처의 Statement of Case

되는 경우에 적용되나, 현 분쟁과 중재는 오

and Counterclaim와 Reply to the Defence to

직 Onshore 계약에 국한되기에 적용이 없고

Counterclaim에서는 Onshore Agreement외

Onshore 계약 규정만 적용됨. 따라서 10%의

의 다른 계약에 따른 Counterclaim을 한 것을

cap은 Onshore 계약고에 따른다고 주장함.

보여주지 못했음. 따라서 중재판정부의 입장

2) 3.6(a) CONTRACTOR acknowledges that a delay in completion of the WORK will cause damage to COMPANY, the amount
of such damage being difficult to calculate with great precision. Therefore, if any UNIT OF WORK has not achieved
MECHANICAL COMPLETION on or before the relevant COMPLETION DATES, and may be extended pursuant to article 3.5
CONTRACTOR shall pay COMPANY liquidated damages for each full calendar day of delay from 30 calendar days after
the COMPLETION DATE until MECHANICAL COMPLETION in respect of each UNIT OF WORK is actually achieved, in the
following per diem amounts:
UNIT OF WORK PER DIEM AMOUNT
CCR Platformer Complex US$90,000 / New 66 kV/12 kV sub-station US$15,000
3) 3.6(c) In the event that CONTRACTOR does not attain the COMPLETION DATE set for each UNIT OF WORK then as the
remedy for late completion COMPANY shall recover liquidated damages from CONTRACTOR at the applicable per diem
amounts for each day until completion is attained as evidenced by MECHANICAL COMPLETION for each UNIT OF WORK, up
to a maximum liability of ten per cent (10%) of the CONTRACT PRICE.”
4) 5.2 The maximum liquidated damages under each Contract and this Agreement shall be an amount equivalent to 10% (ten
per cent) of the Total Agreement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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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임.

에 따른 것이 명확하고 이에 국한된다는 것

[24. This follows on from sections

이다. 해석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Linkage

30 and 31 of the 1996 Act which are

Agreement의 5.2항은 Onshore Agreement의

concerned with matters of substantive

3.6(c)과 충돌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L/D cap

jurisdiction, such as whether there is a

10%는 Onshore 계약에 따른 해당 계약고의

valid arbitration agreement, whether

10%임.

the tribunal is properly constituted,
and what matters have been submitted

3) 중재 판정 취소의 소에 대한 법원 판결

to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agreement.]

발주처는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불복하여
준거법인 영국법에 따라 영국법원에 중재 판

25. 법원은 발주처가 제기한 사안이

정 취소의 소를 제기함. 관련 근거는 중재법

Substantive jurisdiction 건이라고 판단하

5)

(1996)의 67조 에 따랐음. 즉 Challenging

지 않는다.

the award: substantive jurisdiction에 근거하

[25. I am not persuaded that the issue

여 소를 제기함.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이

now raised by Company "A" is a matter

판결함.

of substantive jurisdiction.]

24. 중재법 30조와 31조가 Substantive

26. 중재판정부는 판단한 것은 지체보상

jurisdiction과 관련되며, 이는 유효한 중재

금의 관련 Cap이 Onshore Agreement의

합의가 있었는지, 중재판정부가 적합하게

계약고의 10%이지 전체 계약고의 10%가

구성되었는지, 중재합의와 관련하여 어떤

아니라는 것임. 이는 해석의 관점, 사실 관

사안이 중재에 제출되었는지 등의 관련사

계 확인 그리고 관할권에 대한 논쟁의 고

5) 67. - Challenging the award: substantive jurisdiction.
(1) A party to arbitral proceedings may (upon notice to the other parties and to the tribunal) apply to the court:
(a) challenging any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as to its substantive jurisdiction; or
(b) for an order declaring an award made by the tribunal on the merits to be of no effect, in whole or in part, because the
tribunal did not have substantive jurisdiction.
A party may lose the right to object (see section 73) and the right to apply is subject to the restrictions in section 70(2) and (3).
(2) The arbitral tribunal may continue the arbitral proceedings and make a further award while an application to the court
under this section is pending in relation to an award as to jurisdiction.
(3) On an application under this section challenging an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as to its substantive jurisdiction, the court
may by order:
(a) confirm the award,
(b) vary the award, or
(c) set aside the award in whole or in part.
(4) The leave of the court is required for any appeal from a decision of the court under thi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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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등의 종합적인 근거로 그렇게 판단한

question of which cap was applicable

것임. 어떤 cap이 적합한지에 대한 분쟁이

was (and was treated by the parties as)

중재판정부가 판정할 사안임을 양측이 합

primarily a question of construction.

의했고 중재판정부는 이를 다루었음. 그러

The Tribunal decided that question of

므로 어떤 일방도 중재판정부가 그 사안을

construction against Petrotrin. That result

다룬 것에 대해 불평을 할 수 없음.

cannot be impeached by this challenge.]

[26. All that happened was that the
Tribunal found that the relevant cap

51.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법원은 본

on liquidated damages was 10 per cent

Application은 중재법 67조에 따라 적합하

of the Contract Price of the Onshore

게 제기된 소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양측

Agreement, and not 10 per cent of

의 주된 사안은 중재판정부의 Substantive

the Total Agreement Amount. They

jurisdiction에 관련된 건이 아님. 그것은

did so on the basis of a mixture of

주로 해석의 분쟁 건이었음. 이런 정황으

construction points, findings of fact, and

로 67조에 따른 신청은 기각된다.

a consideration of one argument about

[51. For the reasons set out in Section

their jurisdiction. The dispute as to which

6 above, I do not consider that this

cap was the appropriate one was agreed

application properly arises under section

by both parties to be in issue before the

67 of the Arbitration Act 1996. The

Tribunal and the Tribunal dealt with it

primary issue between the parties was not

accordingly. Neither party can therefore

one relating to the Tribunal's substantive

complain that the Tribunal dealt with it.

jurisdiction. It was and remains primarily

Company"A" may complain about the

a dispute of construction. In those

Tribunal's answer to the question, but

circumstances, the section 67 application

that is an entirely different matter.]

must fail.]

30. 따라서 법원은 어떤 cap이 적용될
지의 문제는 해석의 문제임. 중재판정부는

2. Contractor’s Claim Notice6)

발주처에 불리하게 해석했음. 이를 근거로
동 Challenge 조항을 근거로 하여 쟁송을
할 수 없음.
[30. Accordingly, I find that the

2 0 0 7 년 3 월 6 일 원 고 인 G l e n Wa t e r
Ltd (GW)는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for Northern Ireland, Water

6) GLEN WATER LTD v NORTHERN IRELAND WATER LTD [2017] NIQB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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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DRD)와 북아일랜드의 폐 처리시설

“In the event that information is

upgrade에 대한 25년간의 PFI(Private Finance

provided after the dates referred to in

7)

Initiative) 계약을 체결함.(Project Omega) 본

clause 33.2.2 above, then the contractor

프로젝트 중 Duncrue Street의 처리 시설 공사

shall not be entitled to any extension of

의 소각로와 관련된 분쟁 건에 대해 2017년 2

time, compensation, or relief from its

월 판결된 사례임.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in respect
of the period for which the information

1) 분쟁 내용

is delayed.”

계약서 33.2.2.1은 다음과 같이 클레임 사안

공사 중 소각로 부분 공사와 관련하여 2014

이 있으면 반드시 통보되어야 한다고 규정하

년 4월 3일 GW는 £4.4 million 규모의 클레

고 있음.

임에 대한 Adjudication 절차를 진행함. 동 절
차에서 GW는 33.2.2에 따른 클레임 통보는

“As soon as practicable, and in any

했다고 주장했으나 Adjudicator는 그렇지 못

event within 21 days after it became

했다고 판단하고 주장하는 클레임에 대한 자

aware that the compensation event has

격이 없다고 결론을 내림.

caused or is likely to cause delay, breach
of an obligation under this contract and/

이에 GW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본 소송

or the contractor to incur costs or lose

에서 GW는 Letter to NIW dated 20 October

revenue, give to the authority a notice

2009 에 따라 33.2.2.1항에 따른 클레임 통보

of its claim for an extension of time

가 되었으며, 33.2.2.2항에 따른 클레임 “full

for service commencement, payment

details”은 Meeting on 14 December 2009에서

of compensation and/or relief from its

제출되었다고 주장함. (해당 Meeting Minute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를 증거로 제시)

또한 상기 조항에 따라 클레임을 통보한 후,

2) 법원 판결

“full details”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33.2.2.2에
규정함. 만약 규정된 기한 내에 통보하지 못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GW는 계약에

할 경우에는 관련된 모든 자격이 소멸된다고

따른 클레임 통보를 하지 못했으므로 모든 자

33.2.4에 다음과 같이 규정함.

격을 상실했다고 판결합니다.

7) 90년대부터 영국이 도입한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방식은 본래 정부가 수행해야 할 인프라 건설을 민간사업자가 설계·건
설하고 자금조달에서 운영까지 책임지고 수행하는 design-build-finance-operate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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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ii) 통보는 명확해야 하나 본 사안에

That is in contrast to the cooling water

서 이러한 것이 부족함. 원고는 2009년 10

claim which was notified to GW by the

월 20일 서신을 의존하고 있으나 이 서류

sub-contractor during the construction

는 다른 보상 사유 클레임과는 다르게 보

phase. In this context, I consider that the

상 사유에 대한 자격이 없다. 법원은 동 서

timing of a claim in October 2009 is also

신은 새로운 클레임(소각로 클레임)에 관

problematic.]

련되어 있지 않고 Cooling Water에 관련
된 내용으로 보여진다.
[64. (ii) There must be clarity to
notification and that is absent in this

64.(vi) 2009년 10월 20일자 GW서신에
대한 NIW의 답신에서 소각로에 대한 클
레임 건이 언급이 없었으나 GW는 이러한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다.

case. The plaintiffs rely on the 20

[64.(vi) The plaintiff did not correct the

October 2009 document but it is not

defendant when the response to the 20

entitled as a compensation event unlike

October 2009 letter did not refer to a line

the many other compensation event

1 claim.]

claims. I consider that the letter does not
relate to a new claim and must be seen in

64.(v) 증인들간 분명히 해당 기간 동안

the context of a chain of correspondence

에 여러 사안들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하

about cooling water.]

지만 이러한 것이 구체적인 보상 사유의
계약적인 통보와 같을 수는 없다. 다르게

64.(iii) 동 통보는 또한 O&M 하청사에

말하자면 이는 불확실성으로 이끈다.

의해 입증되는 클레임이 아님. 이는 동 하

[64.(v) There were clearly discussions

청사가 GW에게 시공 단계에서 통보했었

between the two witnesses about a

던 Cooling Water 클레임 건과는 반대된

variety of issues during the relevant time

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원은 2009년 10월

period however that does not equate

의 클레임 통보 시점 또한 문제가 있다고

to contractual notification of a specific

본다.

compensation event. To say otherwise

[64. (iii) The notification is not a claim
substantiated by the O&M contractor

would lead to total uncertainty in the
commercial world.]

as it should be on the facts of this case.

*본 기고문의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자격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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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시대의 중남미(2)
신숭철
現 한·중남미협회 회장
前 해외건설협회 부회장
前 베네수엘라 대사
前 코스타리카 대사

브라질의 면적은 남미대륙의 47％인 851만 4877㎢로 세계 제5위이다. 그리고 2015년 통계에 의한 인구는
2억 425만 9812명이며, 경제규모도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주민은 유럽계 백인 52.1％, 혼혈인종
41.4％, 흑인 5.9％, 인디안 1%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용어는 포르투갈어이며, 국민의 80％ 이상이 가톨릭교
신자이다.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은 나라로서 식민지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의 모습은
스페인의 식민지의 상황과 유사한 점도 있으나, 독자적인 모습도 지니고 있었다.

브라질의 원주민

브라질을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인정한
토르데시야스 조약

브라질 지역의 원주민은 BCE 11000년 경
베링해를 건너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로 알려

브라질이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는 데 가

져 있다. 베링해를 건너 온 그들은 BC 8000년

장 중요한 구실을 했던 것은 카보베르데 섬 서

경 현재의 브라질 지역에 도착했다. 그들은 주

쪽 서경 43도 37분 지점을 기준으로 남북 방

로 해안 지역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이 지역은

향으로 일직선으로 그어진 경계선의 동쪽으로

잉카(Inca)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기 때

는 모두 포르투갈이, 서쪽의 아메리카 지역은

문에 기원전 6000년에서 2700년경부터 원시

스페인이 차지하기로 한 토르데시야스 조약

적인 농경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16세기 전

(Tratado de Tordesillas)이다.

반에는 이러한 원주민들이 해안에만 약 200만
명이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유

스페인이 콜럼버스의 신대륙 개척의 성공으

럽인들이 이주하기 이전까지 이곳 원주민들

로 주도권을 가지자 포르투갈의 주앙 2세(João

의 구체적인 삶의 행태는 알려져 있지 않다. 브

II)는 신대륙에 대한 영유권을 가질 방안을 궁

라질 원주민들은 주로 투피(Tupi)어와 과라니

리하였다. 주앙 2세는 선대 국왕인 알퐁소 5

(Guarani)어를 사용하였다.

세(Alfonso V)때 스페인 왕실과 체결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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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일부 섬을 제외한 대서양의 섬들에 대

처음 1500년 포르투갈의 카브랄이 상륙했을

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스페인 왕

때에는 남미 대륙 일부가 아니라 섬이라고 생

실에 신대륙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던 것

각했기 때문에, ‘베라크루즈 (진정한 십자가)

이다.

섬’(Ilha de Vera Cruz) 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
후 마누엘 1세 시대에 ‘산타크루스(성스러운

결국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이 문제를 해결

십자가)의 땅’(Terra de Santa Cruz) 으로 개명

해주도록 교황을 찾아갔고, 1494년 교황의 중

되었다. 하지만 유럽인들은 ‘브라질’이라는 이

재로 체결한 조약이 바로 토르데시야스 조약

름을 선호했고, 16세기에 브라질이라고 부르

이다.

게 되었다.

브라질을 발견한 페드루 알바르스 카브랄

브라질에 대한 식민지화는 주앙 3세(João

III)가 즉위한 1530년대에야 본격적으로 시작

남미대륙에 최초로 발을 디딘 인물은 포

되었는데, 이것은 1500년대 초반에 포르투갈

르투갈의 탐험가인 페드루 알바레스 카브랄

과 본격적으로 무역을 시작한 인도에 비해 브

(Pedro Álvares Cabral)이다.

라질에는 상업적 가치가 있는 상품이 거의 없
었고, 원주민의 문명이 석기시대에 머물러 있

1500년 3월 9일에 포르투갈의 카브랄이 선

고 자연환경 또한 원시림으로 뒤덮여 있어서

원 1500명과 함께 캐러벨 2척, 범선 13척을 가

사회 기반 시설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

지고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의 코지코드에 도

며, 흑사병 때문에 포르투갈 안에서도 인구가

착하기 위한 원정을 시작했다. 무역풍을 타고

모자랐기 때문이다.

포르투갈령 카보베르데의 상 니콜라우 섬과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를 지나 4월 22일에

식민지 경영을 위한 카피타니아 운영

바이아(Bahia) 남쪽에 도착했다.
주앙 3세는 1530년대에 포르투갈은 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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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럼버스 이전기 원주민들은 브라질을 ‘핀

프리카와 인도 무역에서 패권을 잃기 시작했

도라마(야자나무의 땅)이라 불렀으나, ’브라

고 스페인령 아메리카에서 금과 은이 발견되

질’이라는 이름은 브라질나무에서 비롯하였

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왔기 때문에 1532

다. 브라질나무는 붉은 색 염료로 쓰이는 나무

년에 브라질 식민화를 위해 세습 카피타니아

로, ‘불타는 숯처럼 붉은 나무’라는 뜻의 ‘파우

(Capitania)제도를 도입했다. 브라질을 15개

브라질’(pau-brasil)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의 카피타니아로 나누어 세습이 가능한 12명

지역에서 브라질 나무를 활발하게 수출하면서

의 수증자(Donataria)에게 다스리도록 했는

유럽에서는 이 지역을 ‘브라질의 땅(Terra do

데, 이 개인들 각각은 자신이 맡은 카피타니아

Brasil)’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를 자신의 비용으로 식민화하고 발전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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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지킬 것을 약속했다.

센치(São Vicente)의 마르팅 아폰수 드 소자

그리고 소득의 일부를 왕에게 세금으로 바치

(Martim Afonso de Sousa) 두 개의 카피타니

는 공납의 의무도 졌다.

아만 식민화에 이바지했다.

대신 수증자들은 많은 특권을 보장받았다.

세습 카피타니아 제도가 기대했던 성과를

수증자들은 사법권, 관리 임명권 등 카피타니

거두지 못하자, 주앙 3세는 카피타니아들을 합

아를 통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권력을 국왕

병하고 브라질 총독부를 세웠다. 1548년 코

으로부터 위임받았고, 자식들에게 세습해 줄

우치뉴(Francisco Pereira Coutinho)의 죽음

수 있었다. 또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인디오

으로 수증자가 공석이 된 바이아 카피타니아

를 노예화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받았다. 그러

(Capitania da Baía de Todos os Santos)

나 수증자들은 토지의 소유자로 카피타니아를

를 미망인으로부터 매입해 왕실 카피타니아

양여 받은 것이 아니라, 토지의 이용권과 관리

(Capitnia da Coroa)로 개편하고, 살바도로

권만을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카피타니아를

(Salvador)시를 세워 총독부를 설치한다. 이렇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팔 수 없었다.

게 해서 브라질에 세습 카피타니아와 왕실 카
피타니아라는 2개의 카피타니아가 존재하게

포르투갈 왕실이 세습 카피타니아 제도를

되었다.

브라질에 시행한 의도는 왕실에 재정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식민지 영토점령과 개발을 촉

이후 포르투갈 왕실은 점진적으로 세습 카

진하는데 있었다. 재정이 악화되고 있었던 왕

피티니아를 왕실 카피타니아로 통합하는 정책

실은 거대한 땅만 양여하고, 카피타니아의 개

을 실시했고, 1759년 모든 세습 카피타니아를

발을 전적으로 수증자의 책임으로 돌렸다. 수

왕실 카피타니아로 전환시켰다. 이로써 개인

증자는 카피타니아의 개발을 책임지는 투자자

에 의한 식민통치가 끝나고 왕실에 의해 임명

인 동시에 전문경영인(CEO)이었다.

되고 봉급을 받는 관료에 의해 통치되는 방식
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카피타니아 제도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수증자들은 동

교회의 영향

방무역에 참여하지 못한 소귀족이나 왕의 명
령에 순종하는 관료들이었기 때문에 정주자

스페인령 식민지에서처럼 브라질에서도 교

를 끌어 들이고 원주민의 공격이나 외부의 침

회와 국가는 긴밀하게 결속되어 있었다. 그러

입자에 맞서 자신의 카피타니아를 지키는데

나 스페인 군주들과 비교할 때 포르투갈 국왕

필요한 자본과 행정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

들은 교회와의 관계에서 인색했다. 이들의 교

기 때문이다. 다만, 페르남부쿠(Pernambuco)

회 문제에 대한 지배권은 거의 절대적이었으

의 두아르트 코엘류(Duarte Coelho)와 상비

며, 양심과 교단위원회(Mesa da Consciên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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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Ordens)라는 특별기구를 통해 자신의 권력

사는 산 카를로스로 들어간다. 과라니족은 동

을 행사했다.

족을 죽이고 팔아넘기던 멘도사를 용서하고,
그는 선교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그러나 로마교황청은 예수회라는 대리인을
통해 오랫동안 강력한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한편 1750년 머나먼 유럽 땅에서 스페인과

유지했다. 예수회는 1759년 포르투갈과 브라

포르투갈 사이에 체결된 마드리드 조약은 남

질에서 추방될 때까지 포르투갈 궁정에서 매

아메리카 땅에서 두 나라의 국경을 새로 규정

우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남아 있었다.

했는데, 이 때문에 그동안 스페인과 교황청 관
할에 속했던 지역들이 일거에 포르투갈의 영

당시 예수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영화 ‘미션’

토로 편입된다. 이것은 원주민 노예화를 적어

에 잘 나타나 있으며, 이 영화의 줄거리는 다

도 법적으로는 금지해온 스페인과 교황청의

음과 같다.

영향력이 사라진다는 의미였고, 더 나아가 선
교 마을의 안전이 더 이상 지켜질 수 없음을

“가톨릭 예수회 신부 가브리엘은 그의 선임

뜻했다.

자를 이어 과라니족 개종 사업을 이어가기로
결심한다. 과라니족의 땅에서 가브리엘 신부

중앙에서는 조약의 내용을 관철하기 위해

는 ‘가브리엘의 오보에’를 연주해 과라니족의

주교 알타미라노를 아순시온에 파견한다. 그

마음을 얻는 데 성공하고 부족의 일원이 된다.

는 실상을 조사한 후, 중앙의 결정으로 인해 어

그의 가르침 아래 과라니족은 점차 개종해 숲

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대단한 파국이 근

에서 나와 산 카를로스라는 선교 마을을 건설

처의 선교 마을들에서 벌어질 것을 직감한다.

한다.

그의 임무는 분쟁의 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선교 마을

아순시온은 이베리아 출신 정착민들의 마을

을 해산하도록 권고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로 원주민 노예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

그는 산 미겔과 산 카를로스를 방문하지만, 설

는 곳이다. 이곳에서 로드리고 멘도사(로버트

득은 커녕 오히려 지상의 신정 낙원을 목도하

드 니로)는 원주민들을 붙잡아 포르투갈 업자

고 그 성스러운 분위기에 감화된다. 그러나 세

에게 노예로 팔아넘기는 일을 한다. 그러던 어

속 권력의 결정은 결코 뒤집힐 수 없는 것이었

느 날 그는 동생과 애인의 불륜을 목격하고 결

고, 비정한 결정을 방관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투 끝에 동생을 죽이고 만다. 멘도사는 죄책감

된다.

에 시달려 식음을 전폐하고 죽음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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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가브리엘 신부가 그에게 선교 마을

한편 원주민들은 주교의 명령을 거부하고

에서 봉사하며 죄를 씻기를 권하고, 제안을 받

그들이 건설한 도시를 지키기로 결정한다. 멘

아들인 멘도사는 가브리엘을 따라 과라니족이

도사는 원주민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들고, 가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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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엘은 ‘사랑’이라는 보다 큰 교리에 충실한 채

국경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결과를 낳기도 하

각자의 방식으로 저항한다. 결국 산 카를로스

였다.

는 포르투갈 군대 앞에 함락된다.“
반데이란치는 각지에 원정하여 현재 도시

대농장인 파젠다의 형성과 흑인 노예의 유입

의 기반이 되는 마을을 많이 세웠지만, 남부
와 파라과이까지 원정하여 예수회가 보호되

브라질의 사회와 경제조직의 핵심은 파젠다

고 있던 과라니 사람을 노예로 잡아가기도 했

(Fazenda)라고 불리는 대농장이다. 파젠다는

다. 이런 가운데 힘든 강제노동에 참다못한 흑

가부장제적 공동체를 이루었으며, 스페인인들

인 노예 중에는 오지로 도망쳐 주거지를 형성

이 운영한 아시엔다(Hacienda)와 비슷한 공간

한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주거지들을 킬롬보

이다.

(Quilombo)라고 불렀고, 이곳에서 아프리카
흑인들뿐만 아니라 인디오 원주민들도 있었

금과 은을 찾으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포르

다. 이러한 킬롬보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킬

투갈은 브라질에서 유럽으로 수출할 농작물

롬보 도스 팔마레스(Quilombo dos Palmares)

재배를 시작했다. 담배, 면, 사탕수수 등이 재

는 오늘 날의 알라고아스(Alagoas) 주에 해

배되었는데, 그 가운데 사탕수수는 18세기 초

당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강가 즘바(Ganga

까지 브라질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작물이 되

Zumba)에 의해 다스려졌다. 이후에는 그의

었고, 파젠다를 중심으로 재배되었다.

후계자인 즘비(Zumbi)가 통치를 하였다. 이후
네덜란드인들과 포르투갈인들이 여러 차례 팔

포르투갈인들은 부족한 노동력을 처음에는

마레스를 공략하여 했지만 실패했고, 1695년

원주민 마을을 습격하여 잡은 포로로 해결하

에 상 파울로 출신의 반데이란치인 도밍고스

려고 하였으나, 1538년부터 포르투갈령 아프

조르제 벨호(Domingos Jorge Velho)가 즘비

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수입했고 1550년 이후

를 죽이고 이곳을 정복했다.

부터는 이들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다.
한편, 예수회 선교사를 중심으로 원주민의
그런데 흑인 노예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

노예화와 학대에 맞서는 목소리들이 나오게

자 17세기에 들어 노예사냥군인 반데이란치

되었다. 1653년 안토이우 비에이라(António

(bandeirante)들이 활약하게 되었다. 이들이

Vieira) 신부의 원주민 노예제 비난 연설은 유

생겨난 배경은 원주민 노예들을 사냥하여 노

명하다.

동력을 제공하는 댓가로 수입을 올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은 노예사냥과 더불어 금, 은을

브라질 혼혈인종의 탄생과 인종 간 융합

구하겠다는 생각으로 점점 내륙지방으로 깊숙
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브라질의

이러한 와중에 인종 간 융합이 일어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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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식민지내 포르투갈 여성의 부족, 정교도

브라질의 인종 구분법은 유럽이나 미국과

적 태도의 부재, 인디오와 흑인 노예에 대한 농

다르다. 혈통을 중시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장주의 절대적 권력 등의 요인들로 인해 인종

는 조상 중에 유색인종의 피가 섞였다면 그 사

간 혼혈(파르도, Pardo)이 촉진되었다.

람을 혼혈인, 즉 유색인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서구의 인종은 혼혈 여부로 구분되지만 브라

1755년 포르투갈의 실질적인 통치자였던 폼

질에서 혼혈은 매우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

발 후작(Marquis de Pombal)은 인구 증가와

잡았고 백인, 흑인, 원주민의 구분이 사실상 불

브라질의 국경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포르

가능하게 되었다. 백인과 혼혈, 이 두 가지로

투갈인 남성과 원주민 여성 간의 결혼을 장려

구분할 수 있는 서구와는 달리 브라질에서는

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또 흑인노예들의 유

그런 분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브라질 사람

입으로 19세기 초 브라질 내 흑인 인구는 전체

의 인종을 구분할 때는 겉모습이 기준이 된다

인구의 50% 수준을 차지하며 백인 인구의 2배

고 한다. 어느 쪽에 더 가깝게 생겼느냐가 중요

를 차지하였다.

한 결정기준이다. 하지만 브라질에서는 객관
적인 인종구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브라질에서는 백인, 흑인, 동양인, 혼혈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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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로 인종을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그래서 브라질의 공식적인 인종분류 역시

로는 그 혼혈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으며, 백인

개인의 주관적 결정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과 흑인의 혼혈을 '물라또(Mulato)', 백인과 인

실제로 인구 조사를 할 때, 본인이 직접 자신의

디오의 혼혈을 '까보끌로(Caboclo) 또는 마멜

인종을 체크할 수 있는데, 누가 봐도 백인이 아

루꼬(Mameluco)', 흑인과 인디오의 혼혈을 '까

닌 사람이 “나는 백인이다”라고 느껴서 백인

푸주(Cafuso)' 로 표현한다.

에 체크를 한다고 한다. 브라질에서는 본인 스

K-BUILD저널

스로 백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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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

이 되는 것이다. 브라질의 인구통계에서 백인
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잡다한 구성을 한 연합군대가 제1차와 제2
차의 과라라페서(Guararapes) 전투에서 네델

브라질은 ‘인종 간에 차별 없는 나라’라고 한

란드 군을 물리쳤다. 브라질인들의 끈질긴 저

다. 브라질의 사회학자인 질베르뚜 프레이리

항과 같은 시기에 영국을 상대로 벌인 전쟁으

(Gilberto Freyre)도 브라질의 인종문제를 연

로 세력이 약화된 네델란드인들은 1654년 페

구하면서 “브라질은 인종적 민주주의 국가

르남부쿠에서 철수했다.

(racial democracy)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 인종 차별이 전혀

영토 확장과 인구의 유입

없는 것은 아니다. 차별받는 대상은 주로 흑인
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흑인노예 후손의

1680년 포르투갈 식민지 정부는 토르데시야

대부분은 아직도 빈곤계층이며 1990년대 중

스 조약을 무시하고 라플라타(La Plata)강 하

반까지만 해도 흑인계층은 절대빈곤층의 64%

구의 좌안에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수준이기 때문이다.

Aires)의 맞은편에 콜로니아 델 세크라멘토
(Colonia del Sacramento)라는 식민 정착지를

네델란드의 도전과 브라질인의 응전

건설했기 때문에 이후 반다 오리엔탈(Banda
Oriental) 지역(당시에는 아르헨티나의 일부

네덜란드의 브라질 북동부 침략은 네덜란

였던 식민 시대의 ‘우루과이’지역)에서는 브

드-포르투갈 전쟁의 일부로 볼 수 있다. 1630

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의 충돌이 일어나게

년에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가 페르남부쿠 카

되었다. 18세기에는 미나스 제라이스(Minas

피타니아를 침략하여 1654년까지 25년 동안

Gerais)에서 금광이 발견되어 골드러시가 일

브라질의 해안지역 중에서 가장 비옥한 사탕

어나 브라질의 중심부가 북동부에서 남서부

수수 생산지역을 점유했다.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로 이동했다.

요한 마우리츠(João Maurício de Nassau-

Siegen)공작의 통치기(1657-1644)에 헤시

이 금광은 18세기에만 무려 30만 명의 포르투
갈인을 브라질로 이주하도록 했고, 금광 개발
을 위한 노예도 더 많이 유입되었다.

피(Hecife)에 수도를 둔 네델란드령 브라질
은 과학과 예술 활동이 빛나는 중심지가 되

그런데 이러한 브라질에서도 18세기 후반에

었다. 그러나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가 마우리

이르러 미국 독립의 영향 등을 받아 독립 운동

츠 공작을 해임하면서, 페르남부쿠 주민들이

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다.

저항세력과 연합해 페르남부쿠 반란을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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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Build, Build, Build 프로그램,
우리의 기회와 도전
엄성필

박사

한·아세안센터 무역투자국 부장

필리핀 두테르테노믹스의 핵심인 “Build,

에 있어서 몇 시에 출발하면 되냐고 기사에게

Build, Build(이하 BBB)”프로그램이 우리를

물어보니 최소 오전 9시에는 출발해야 한다고

포함한 글로벌 비즈니스계의 관심을 끌고 있

대답했다. 소피텔에서 불과 13km거리인데 2

다. 신도시를 개발하고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었다. 반신반의하며 호

여 필리핀 경제를 부흥시킨다는 전략이다. 수

텔에서 오전 9시에 출발했는데 결국 약속시간

많은 비즈니스 기회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보다 10분이나 늦었다.

미 몇몇 수익성 있는 모델을 가진 사업기회들
은 선점됐다. BBB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추

이 같은 마닐라의 교통난은 우버(Uber)가

진 현황을 살펴보고 어떤 기회들이 발생하고

보스턴컨설팅 그룹에 의뢰하여 발간한 2017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그 기회를 낚아 챌 수는

년 조사보고서(제목 : Unlocking Cities)에서

없는지 그에 수반된 도전들은 무엇인지 분석

도 확인된다. 동 보고서는 메트로 마닐라가 아

해 보고자 한다.

시아에서 방콕, 자카르타에 이어 3번째로 교통
이 막히는 도시라고 발표했다. 게다가 84%의

필리핀 인프라가 열악한 이유는?

응답자들이 향후 5년 내에 자동차를 구입할 계
획이라고 밝혀 획기적인 조치가 없는 한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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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한-아세안센터는 두테르테의

체증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2017

BBB 프로그램이 제공할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년 WEF 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은 인

자 필리핀 투자시장조사단을 구성하여 마닐라

프라 부문에서 137개국 중 97위로 하위권으로

소피텔에서 필리핀 투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나타나고 있다. 아세안 10개국 중에서도 싱가

세미나 다음 날 ADB와 면담약속이 오전 11시

포르(2위), 말레이시아(22위), 태국(43위), 브

K-BUILD저널

루나이(60위), 베트남(79위)에 뒤쳐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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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투자확대를 통해 1~2% 포인트 더 높
은 7~8%로 끌어 올리고, 현 21.6%인 빈곤층

그렇다면 필리핀의 인프라가 이처럼 열악해

비율을 2022년까지 14%로 낮춘다는 야심찬

진 이유는 무엇일까? 아로요, 아키노 2명의 전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필리핀 경제는 2018년

직대통령이 견지했던 긴축정책 탓에 인프라

1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6.8% 성장했다.

투자를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아로요와 아키
노 정부는 인프라에 정부재정을 투입하는 대

즉, BBB 프로그램 하에 두테르테 정부는

신에 PPP방식을 통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였

2017년~2022년 간 총 8~9조 페소를 투입하

다. 필리핀 재벌들에게 주로 PPP 프로젝트를

여 75개의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나눠주었는데 필리핀 재벌들이 프로젝트 수

이며 이중 절반은 임기 말인 2022년 내에 완공

주에 욕심만 부렸지 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결

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6개의 공항,

과는 별무소득이었다. 아키노 정부의 최저가

9개의 철도, 3개의 간선급행버스(BRT), 32개

입찰방식도 문제였다. 상당수 필리핀 기업들

의 도로 및 다리, 4개의 항구를 건설하여 생산

이 일단 저가에 수주하기는 했으나 기술적 역

비를 낮추고, 농촌소득을 증대시키며, 낙후지

량 등이 부족하여 공사지연이 발생했기 때문

역 투자를 활성화하여 사람과 상품의 보다 효

이다. 일례로 총 연장 45km 의 카비테-라구나

율적인 이동을 통하여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한

(Cavite-Laguna)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설계

다는 것이다. 아울러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에서 착공까지 무려 4년이나 걸렸다.

에너지 가격 인하를 위해 4개의 발전소를 건
설하고, 10개의 다목적 댐 및 관개시설 건설을

두테르테노믹스의 Build, Build, Build!

통해 농업생산을 증대시키며, 기후변화에 잘
견딜 수 있도록 5개의 홍수조절 시설을 건설

2016년 정권을 잡은 두테르테는 높은 지지

하여 취약지역을 보호하고, 3개의 도심재개발

율을 등에 업고 야심찬 경제정책 소위 ‘두테르

계획을 통해 도시거주민에 해결책을 준다는

테노믹스’를 추진하고 있다. 두테르테노믹스

계획이다.

의 핵심은 BBB 프로그램으로 그 동안 방치돼
왔던 분야인 인프라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 경

막대한 재원은 어디서?

제성장을 높인다는 것이다. 필리핀의 경우 과
거 6개정권의 지난 50년간 GDP대비 인프라

문제는 재원인데 당초 두테르테 정부는 정

투자 평균비율은 2.6%였다. 두테르테는 이를

부재정, PPP를 적극 활용코자 했으나 최근 방

2017년 5.4%, 2018년 6.3% 그리고 2022년에

향을 외국무상원조(ODA), 외국소프트론(한

는 7.3%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세계은행

국의 EDCF와 같은 초저리 장기차관), 국제금

은 필리핀 경제가 2018년, 2019년 6.7% 성장

융기관(ADB, 세계은행, AIIB 등)으로부터의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두테르테 정부는

차관 쪽으로 전환했다. 왜냐하면 현재 많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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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들이 필리핀의 BBB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

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정

해 유, 무상 원조를 경쟁적으로 제공하려 하고

부의 직접 보증이 필요하지 않은 신기술, 신개

있기 때문이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필리핀

념을 가진 그리고 국민의 필요를 해결하는 프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로젝트 제안(민간제안, unsolicited proposal)

일본, 중국, 한국은 물론 타이완도 신남방정책

을 제시하면 언제든지 승인해 줄 것이라고 밝

(New Southbound Policy)를 내세우며 ODA

혔다. PPP프로젝트는 가급적 정부보증을 해주

제공을 통해 다리건설, 철도, 고속철도 등 분야

지 않겠다는 얘기다. 예를 들면 민간사업자의

에서 필리핀 BBB 프로그램 참여를 모색하고

프로젝트 제안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방향과

있다.

일치하는지,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증
진시키는지, 프로젝트가 빨리 완공될 수 있는

물론 필리핀 정부는 필요한 경우 민간사업

지, 위험도가 낮은지, 정부의 직, 간접적인 보

자와의 PPP방식도 적극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증이 최소화될 수 있는지 등이 승인의 조건이

이와 관련 필리핀의 카를로스 도밍게즈 재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필리핀 정부는

장관은 보다 엄격한 PPP 정책을 제시했다. 즉,

2010년 이후 계약 체결된 PPP프로젝트에 대

PPP+P(People)원칙을 강조했다. PPP프로젝

해 정부보증을 해주지 않고 있다.

트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대상이 국민이 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정권의 PPP가 재벌기
업을 위한 것이었다는 비판여론을 고려한 것

현재 필리핀 기업들이 정부에 제안한 주요
PPP 프로젝트 안은 다음과 같다.

- 앨리언스 글로벌 그룹(Alliance Global

Investments)은 공동으로 250억 페소 규모의

Group)은 2017년 10월 30억 페소 규모의

총연장 8.6km의 유료고가고속도로(마닐라 메

총연장 2 km의 마닐라(보니파시오 글로벌 시

사역- 파사이 시티 몰 오브 아시아)를 3년 내에

티- MRT 과달루페 역) 모노레일(Skytrain) 프

완공하는 프로젝트 안을 2017년 3월 31일 정

로젝트 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가 승인하

부에 제시했다.

면 2018년 말경에 착공하여 3년 내에 완공
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아얄라(Ayala

- 산 미구엘(San Miguel Corp.)은 두테르테 정

Corp.)는 과달루페역에서 마카티 비즈니스 중

부에 최소 10개의 민간제안 프로젝트를 제출

심지역 혹은 LRT 1까지 연장하는 안을 제시한

했거나 할 계획이다. 이중 하나가 코스탈 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벨로프먼트 콘소시움(Coastal Development
Consortium, 산미구엘 홀딩스와 뉴 산호세

- 아얄라(Ayala Corp.)와 에스엠(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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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로 건설 PPP 프로젝트이다. 3가지 프로젝

Global Group Inc., Filinvest Development

트로 구성된 동 제안은 총 3,996.6억 페소 규

Corp., JG Summit Holdings Inc., Metro

모로 첫째는 608.4억 페소를 들여 나보타스

Pacific Investments Corp. 등 7개의 필리핀

시티에 홍수조절 둑 건설 프로젝트를 2020

기업들이 2018년 2월 12일 운송부에 3,500

년~2023년에 완공하고, 둘째는 2,370.2억

억 페소 규모의 2단계 니노이 아키노 마닐라

페소를 투입해 마닐라 베이에 해일방지용 해

국제공항 확장 PPP 프로젝트안을 제출했다.

안 둑을 2024년~2027년에 완공한다는 계

1단계는 터미널 확장 및 개선, 2단계는 활주

획이다. 이 2가지 프로젝트는 Build-Gradual

로, Taxiway, 여객터미널, 지원인프라 증설

Transfer(BGT) 방식이 적용된다. 셋째는

로 구성돼 있다. 현재 3천만 명의 여객수용능

403.6억 페소를 들여 2023년~2034년에 메

력을 보유하고 있는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

트로 마닐라와 바탄을 연결하여 불라칸과 팜

은 2017년 4,200만 명이 이용하여 수용능력

팡가로 직접 연결되는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

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이 계획대로 완공되면

트로 50년 BOT방식이 적용된다. 전체 프로

연 1억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공

젝트를 위한 바다매립공사는 2020년~2069

항으로 거듭나게 된다. 동 콘소시움은 싱가포

년까지 완공된다. 국가경제개발청(NEDA)는

르의 창이공항에 마스터 플랜, 운영, 상업개발

2017년 4분기에 승인을 했고, 2017년 4분기

등의 기술적 지원을 요청했다.

~2018년 1분기 동안 스위스 챌린지(Swiss
challenge) 방식을 적용 프로젝트 공고를 했
고, 2018년 3분기에 계약을 할 예정이다.

* 메가와이드(Megawide Construction Corp.)
와 지엠알(GMR Infrastructure Ltd.)은 2018
년 3월 30억 달러규모의 니노이 아키노 마닐

- 여객수용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니노이 아키노

라 국제공항 확장 PPP 프로젝트안(BOT 18

마닐라 국제공항 확장 프로젝트는 2개의 콘소

년)을 제출했다. 항공기 수용능력을 현재의 하

시움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루 730대에서 950대~ 1천대로 끌어올리고,
기존 터미널 확장공사를 통해 연 7,200만 명

* Ventures of Aboitiz Equity Ventures

의 수용능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Inc., Ayala Corp., LT Group Inc. Alliance

정부재정 확보와 관련 두테르테는 2018년

소)를 BBB 프로그램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1월1일부터 시행된 1차 세제개혁(The Tax

1차 세제개혁은 개인소득세 감세, 유류세 인상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을 통

(디젤, LPG에 신규과세, 가솔린 세율 인상), 담

해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새로

배소비세 인상, 설탕세 신설, 자동차 소비세 인

징수된 세수의 70%(향후 5년간 약 7,860억 페

상, 석탄 및 광물소비세 인상, 부가세 대상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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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부동산세 간소화(부동산가격에 대해 6%

ODA 방식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치코강 관

동일 세율 적용), 증여세 간소화(25만 페소 초

개용 펌프 설치 프로젝트는 8,700 헥타르의 농

과분에 대해 6% 동일세율 적용) 등을 골자로

경지에 대한 관개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총

하고 있다. 아울러 필리핀 정부는 2018년 3월

투자금액의 85%인 6,209만 달러의 차관을 중

필리핀 최초의 14.6억 위안(120억 페소)규모

국이 제공(연율 2% 7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

의 ‘Panda’채권(3년 만기 위안화 채권)을 중국

한다. 이는 중국이 두테르테의 BBB 프로그램

에서 성공적으로 발행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의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 최초

등 국채발행과 외국차관 도입 등을 통해 재원

의 것이다.

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본은 메트로 마닐라 지하철 건설 프로

BBB 프로그램에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나?

젝트, 필리핀 해안경비대의 해양안전역량강
화 프로젝트 II, 뉴 보홀(팡라오) 공항 건설

두테르테 정부는 2018년 4월13일 클락 자

및 환경보호 프로젝트(일부는 현지금융조달

유무역항 구역(Clark Free Port Zone)에서

로 충당), 말로로스-클락 철도 프로젝트(PNR

정례 필리핀경제브리핑을 제공했다. 여기

North 2), 공항관제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간

서 국가경제개발청(National Economic and

선도로 우회로 건설 프로젝트 III, 카비테 산

Development Authority, NEDA)은 2016년 6

업지역 홍수 통제 프로젝트, 간선도로 우회

월 두테르테 정부 출범이래 2018년 2월까지

로 건설 프로젝트 II, PNR South Commuter

40개의 프로젝트(1조2,300억 페소)를 승인

Line(72 km의 마닐라-로스 바노스) 프로젝트

했다고 발표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6개,

등 9건을 ODA 방식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7년 20개, 2018년 2월 기준 4개가 승인되
었다.

일본, 중국 자본이 투입되는 지하철, 철도 프
로젝트의 진행상황을 보면 필리핀 최초의 지

재원별로 보면 중국, 일본 등으로부터

하철 건설공사인 메트로 마닐라 지하철 건설

의 유, 무상원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프로젝트(35km, 14개 역, 민다나오 애비뉴-

고 있다. 중국은 치코 강(Chico River) 관개

니노이 아키노 공항)에는 일본 장기차관 70억

용 펌프 설치 프로젝트(2건), 칼리와(Kaliwa)

달러(12년 거치 40년 상환 연율 0.1%)가 투

다목적댐 건설프로젝트(용량 6억 리터/

입된다. 필리핀 정부는 두테르테 임기가 끝나

일) 프로젝트, Binondo-Intramuros 다리/

는 2022년 까지 총 14개 역중에서 처음 3개역

Estrella-Pantaleon 다리 건설 프로젝트, Safe

개통을 목표로 2018년 말경 착공을 서두르고

Philippines 프로젝트(1단계, 통합지휘센터 및

있다. 총 구간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CCTV감시시스템 등 설치), 581km의 로스 바

있다.

노스-비콜-맛녹 철도건설 프로젝트 등 6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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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국영철도회사(PNR) South Railway

주(1건), 현지 금융조달(8건), BCDA 내부조달

프로젝트는 마닐라에서 맛녹(루손남부)까

(1건), 아시아개발은행/세계은행/국제농업개

지 총 653 km로 구성돼 있다. 단거리 구간인

발기금/OPEC국제개발기금/AIIB 등 국제금융

PNR South Commuter Line(72km의 마닐라-

기구의 자금지원으로 수행된다.

로스바노스)과 장거리 구간인 581km의 로스
바노스-비콜-맛녹으로 구분돼 있다. 72km의

40건 중에서 PPP방식은 New Nayong

마닐라-로스바노스구간은 2021년 말 완공을

Pilipino Entertainment City 프로젝트(14억

목표로 일본의 ODA로 건설된다. PNR South

7,300만 페소),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 건설

Commuter Line은 완공되면 일본자금으로 건

프로젝트(745억 5,700만 페소) 등 단 2건에 불

설 중인 PNR North Railway 프로젝트와 연

과하다.

결된다.그리고 581km의 구간은 2022년 2분기
완공을 목표로 중국과 ODA 협상을 추진 중
이다.

NEDA에 뒤이어 발표한 공공사업 및 고속
도로국(DPWH)은 BBB를 역사상 가장 대담하
고 야심찬 인프라 프로그램이라고 치켜세우면

마닐라-클락을 연결하는 PNR North

서 2018년 예산으로 6,370억 페소를 확보했다

Railway는 일본 ODA 자금이 투입되며 2017

고 밝혔다. 이는 2017년의 4,284억 페소에 비

년 4분기에 착공하여 2021년 4분기 완공을 목

해 49% 늘어난 것이다.

표로 하고 있다. 마닐라 투투반-말로로스 시
티까지 1단계 38km는 착공을 했고, 2단계

한편, NEDA는 2018년 4월25일 열린 제6차

69.5km는 설계가 진행 중이다. 2단계는 2020

이사회에서 20개의 프로젝트를 추가로 승인했

년 완공예정인 클락 공항 터미널 2로 연결된

다고 밝혔다. 가장 큰 프로젝트는 필리핀의 부

다. 1,2단계가 모두 완공되면 마닐라 투투반에

동산재벌 산미구엘이 제안한 7,356억 페소 규

서 클락 공항까지 고가 전철화된다. 자이카는

모의 마닐라 근교 불라칸지역 내에 국제공항

1단계에 총공사비 1,050억 페소 중 930억 페

건설안(6개의 활주로 및 연간 1억 명 수용능력

소를 지원했고, 2단계 공사비 1,500억 페소 중

으로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의 3배 규모) 및

에서 상당부분을 지원한다.

신 국제공항도시 건설안(2,500 헥타르 규모)
이다. 산미구엘은 정부가 승인해 주면 정부의

한국은 수은이 소프트론(EDCF) 방식을 통

보조금 없이 5년 내에 완공하여 50년 BOT방

해 할라우(Jalaur) 강 다목적 관개시설 건설 프

식으로 운영 후 정부에 되돌려 주겠다는 안을

로젝트와 신 세부 국제컨테이너항구 건설 프

제시했다. 산미구엘은 다른 필리핀 파트너가

로젝트 등 2건을 지원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에 참여를 원할 경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산미구엘이 제시한 프로젝트안은 두

그 외에 나머지 프로젝트들은 독일(1건), 호

테르테 대통령의 최종승인이 나면 스위스 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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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지 방식에 따라 공고되며, 다른 경쟁자는 산

랑(Growth Corridors) 개선 프로젝트, 43.7

미구엘이 제시한 안보다 더 조건이 좋은 안을

억 페소 규모의 치코강(Chico River) 관개펌

정부에 제시할 수 있다.

프 설계변경 비용 변경 프로젝트, 12.7억 페
소규모의 Conflict-Sensitive Resource and

두 번째 큰 프로젝트는 필리핀 운송부

Asset Management Program – Financial

(DOT)가 시행하는 500.3억 페소 규모의 수

Cooperation, 203억 페소 규모의 Safe

빅-클락 철도 건설 프로젝트이다. 아울러 공

Philippines 1단계 프로젝트 등의 프로젝트 재

공사업 및 고속도로국(DPWH)이 제안한

원을 ODA로 변경하기로 했다.

8,411억 페소 규모의 4개 프로젝트도 승인됐
다. 즉, 392.2억 페소 규모의 Ambal-Simuay

뉴 클락시티(New Clark City) 마스터플랜

강과 Rio Grande de Mindanao 강 홍수조
절 프로젝트, 273.7억 페소 규모의 Pasig-

뉴클락시티 건설은 두테르테 BBB 프로그

Marikina 강 다리와 Manggahan 방수로 건설

램의 핵심중의 핵심 프로젝트이다. 2018년 1

프로젝트, 113.7억 페소 규모의 사회경제개발

월 한-아세안센터가 주관한 필리핀 투자조

을 위한 다리건설촉진프로젝트, 61.5억 페소

사단이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필리핀정부는

규모의 Pampanga Bay 저지대의 통합재난위

기지전환 및 개발청(Bases Conversion and

험감소 및 기후변화적응조치의 범위, 비용 변

Development Authority, BCDA)을 내세워 거

경 및 대출기한연장 등이다.

의 모든 일정을 뉴클락시티 마스터 플랜 설명
과 현장방문에 할애했다. BCDA측은 뉴클락

또 운송부와 기지전환 및 개발청(BCDA)

시티 개발계획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마지막

이 시행하는 56.1억 페소규모의 클락 국제공

일정으로 2019년 11월 개최되는 제30회 남아

항 운영 및 유지보수 PPP 프로젝트, 47.8억 페

시안 게임을 위한 스포츠 콤플렉스 건설 현장

소 규모의 포용적 개발 및 성장을 위한 농기업

으로 우리 사절단을 안내했다. 울창한 숲 사이

파트너십(Rural Agro-Enterprise Partnership

로 꼬불꼬불 나있는 시멘트 도로를 거쳐 우리

for Inclusive Development and growth,

를 내려 준 곳은 사방이 밀림으로 둘러싸인 황

RAPID Growth) 프로젝트, 무역산업부가

무지였다. BCDA에서 나온 안내자는 이곳이

시행하는 10.2억 페소 규모의 Davao Food

2019년 중반에는 현대식 스포츠 콤플렉스로

Complex (DFC) 프로젝트 등도 승인됐다.

변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필자를 포함
한 우리 사절단 일행은 1년 반 만에 모든 건설

한편, 당초 필리핀 현지금융조달로 추진
하려 했던 간선도로 우회로 프로젝트 3단

공사가 끝날 것이라는 안내자의 호언에 반신
반의할 수밖에 없었다.

계, Contract Packages I, II, 및 IV, 252.6
억 페소 규모의 민다나오 도로분야 성장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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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후에 뉴욕 맨해튼보다 큰 9,450 헥타르

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널리 퍼져있는 부정

의 면적에 인구 120만 명의 신도시 뉴클락시

부패에 어떻게 대응할 것 인지이다. 뉴클락시

티가 탄생한다. 클락 특별경제구역 내에 들

티는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급속한 경제개발과

어서는 신도시에는 정부종합청사(National

사회, 환경정책 간의 균형을 맞춘 도시로서 동

Government Administration Center, 200 헥

남아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타르), 주거지역, 상업지역, 스포츠 콤플렉스,
주거산업복합단지(Mixed-use Industrial Real

BCDA와 일본의 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지

Estate Development, 288 헥타르), 혁신산업

원기구(Join, Japan Overseas Infrastructure

단지(Innovation and Industrial Corridor, 787

Investment Corporation for Transport and

헥타르), 식품가공터미널 및 국제식품시장

Urban Development, 2014년 설립된 해외인

(Food Processing Terminal and International

프라투자를 전문으로하는 일본 최초 그리고

Food Market, 200 헥타르) 등이 들어서게 된

유일의 민관기금)는 도시계획 및 엔지니어링

다. 그리고 신도시는 녹지가 풍부한 그린시티,

전문기업들인 AECOM(미국), Nippon Koei,

태풍 등 자연재해에도 잘 견디는 도시로 만든

Philkoei International과 협력하여 2017년 뉴

다는 포부다.

클락시티 마스터플랜을 확정짓고 우선 1단계
개발에 착수했다.

BCDA는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
해 도시를 빨리 개발하는 것과 걷는 도시, 그

먼저 뉴클락시티와 클락국제공항을 연결하

린 도시, 자연재해에 잘 견디는 도시로 개발하

는 왕복 6차선 도로(15~18km, 총공사비 91억

기 위한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심하

페소)와 뉴클락시티와 수빅클락탈락고속도로

고 있다. 즉, 과거의 전통적인 도시개발 방식

를 연결하는 왕복8차선 도로(7~8km, 총공사

만으로는 뉴클락시티를 원하는 모양으로 개발

비 36억 페소)를 2019년 3분기 까지 건설하기

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전체부지중에

로 했다. 클락국제공항 확장프로젝트는 하이

서 1/3만이 개발되고 나머지 2/3는 녹지와 농

브리드 방식을 적용한다. 정부가 먼저 재정을

경지로 보존된다. 강 주변은 자연 상태의 습지

투입하여 인프라를 건설하고, 운영 및 보수유

로 조성하여 홍수에 대비하고, 도시곳곳에 녹

지는 PPP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 사업자

지를 마련하여 물 저장 및 배수를 원활하게 하

에게 맡긴다는 계획이다. 공항확장공사는 메

고, 공동 공간 조성 및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

가와이드(Megawide Construction Corp.,필리

이 용한 도로를 건설하여 사람이 건강하게 살

핀)와 지엠알(GMR Infrastructure Ltd.,인도)

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 정부기준가인 125.5억 페소보다 낮은 93.6

어찌 보면 이상적인 도시를 건설하는데 가장

억 페소를 써내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7년

큰 걸림돌 중의 하나는 전통적인 도시계획방

12월 착공했다. 클락국제공항은 2020년 확장

식에 익숙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린 시

완공되면 현재의 연 4백만 명에 연 8백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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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돼 연 1,200만 명의 여객수용능력을 갖게

11월 뉴클락시티에서 개최되는 제30회 남아

된다.

시안게임용 스포츠 콤플렉스(40헥타르) 공사
를 기한 내에 완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BCDA는 지난 2016년 뉴클락시티의 주거
산업복합단지의 민간사업자로 필인베스트

1-B단계공사(20헥타르)는 2021년 12월 완

(Filinvest Land Inc.)를 선정했다. BCDA가

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엠티디는 NGAC 개발

45%, 필인베스트가 55%의 지분(1억6천만 페

과 관련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Putrajaya)

소)으로 구성된 합작투자법인은 기본 50년에

개발경험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4천 헥타

50년 추가 연장하는 조건이다. 필인베스트는

르 부지의 푸트라자야는 NGAC보다는 규모가

주거산업복합단지를 산업단지와 주거, 오피

더 크고 정부부처 이전에 무려 20년이 걸렸다.

스, 상업, 기관 등이 혼재하는 복합단지 2개로

그럼에도 여전히 몇몇 정부부처는 쿠알라룸푸

나누어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외국인투

르에 남아있다.

자자를 물색 중인데 중국과 타이완 기업들로
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으나 자본과 기술력을

BCDA는 뉴클락시티, 스포츠 콤플렉스, 클

겸비한 일본투자자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락국제공항의 신여객터미널 2 등의 설계자로

알려지고 있다.

필리핀의 Budji+Royal Architecture+Design
을 선정했고, 미국 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업인

BCDA는 또 2017년 정부종합청사(National

Aecom과 협력하고 있다.

Administrative Government Center,NGAC)
건설(총 공사비 1,218억 페소)의 민간사업

BCDA와 Join은 2018년 2월 싱가포르의 최

자로 말레이시아의 엠티디(MTD Capital

대 엔지니어링 기업인 Surbana Jurong과 업무

Berhad)을 선정했다. 2018년 1월 착공된

협조약정을 맺었다. Surbana Jurong은 도시개

NGAC 건설 프로젝트는 자연재해 등 비상시

발경영프레임워크, 설계표준가이드라인, 환경

에도 정부를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백업

가이드라인 등 여러 부문에서 뉴클락시티 마

오피스의 역할을 한다. 주요 정부부처, 기관,

스터플랜 보완작업을 지원하고, 뉴클락시티에

주거시설이 입주하며, 아울러 대사관, 학교, 국

PPP방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지원하기

제학교, 국립병원, 공공도서관, 스포츠시설 등

로 했다. 아울러 뉴클락시티를 전기, 수도, 하

도 건설된다.

수도, ICT, 보안, 교통통제를 위한 통합 인프라
를 가질 스마트시티로 개발하는데 지원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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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단계공사(40헥타르)는 2019년 10월 끝

했다. 그리고 필인베스트의 주거산업복합단지

마칠 예정인데 여기에는 스포츠 콤플렉스, 정

개발계획, 엠티디의 정부종합청사 개발도 자

부종합청사, 2동의 공무원 숙소, 상업시설 등

문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뉴클락시티 1단

이 포함된다. 엠티디는 가장 시급한 2019년

계 계획은 2022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K-BUIL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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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정부는 PPP 사업 촉진을 위한 PPP
센터(ppp.gov.ph)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필

뉴클락시티 건설과 관련 이미 돈이 될 만

리핀의 인프라 PPP 사업 운영방식은 세계은

한 프로젝트들은 사업자가 결정됐다. 우리 투

행이 최근 발간한 ”Procuring Infrastructure

자조사단과의 뉴클락시티 사업설명회에서

PPPs“제하의 연구보고서에서 매우 우수한 나

BCDA측의 담당자는 많은 프로젝트들의 사업

라의 하나로 선정할 만큼 체계적인 것으로 정

자가 이미 선정되었지만 한국기업들이 더 좋

평이 나있다. 즉, 아시아태평양국가들 중에

은 조건을 제시하면 언제든지 고려할 수 있다

서 필리핀은 준비(Preparation of PPPs), 계

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이미 선정된 사업자를

약관리(Contract Management), 민간제안

교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게

(Unsolicited Proposals) 분야에서 1위, 입찰절

다가 우리 기업들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차(procurement of PPPs)에서 중국, 베트남에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이어 3위를 차지했다. PPP센터에 따르면 2018
년 4월30일 현재 16개의 PPP프로젝트가 계약

BCDA측은 뉴클락시티와 관련하여 아직 사

체결이 되었고, 4건은 입찰 예정, 4건은 정부

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다음 분야에서 민간투

승인, 3건은 협상 중, 10건은 프로젝트 개발 중

자자가 PPP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

이다. 현재 필리핀에서 사용하고 있는 PPP방

했다. 첫째, 부동산개발 분야의 경우 병원, 의

식은 다음과 같다.

료연구시설, 혁신지구 내 부동산 개발이다. 합
작투자방식을 보면 합작투자 법인을 설립하여

1) Build Operate and Transfer(BOT) : 민간

민간사업자는 대주주로서 자본과 기술을 제

사업자는 금융조달, 건설 및 완공 후 시설

공하고, BCDA는 토지를 자본으로 제공하면

물을 최대 50년 운영하여 투자금 및 수익

서 소주주로 참여한다. 합작투자법인은 토지

회수 후 정부에 양도. 정부는 일정기간 운

개발 및 사용권을 가지며 기간은 50년 + 50년

영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 후 환수. 정

이다. 둘째, 유틸리티개발 및 유지보수 분야

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시설

의 경우 발전소, 통신 및 ICT, 상수도, 가스, 폐

물 운영 및 시설물에 들어가는 장비 및 기

수처리 분야에서는 합작투자 법인을 설립하여

계의 공급 계약도 포함할 수 있음.

민간사업자는 대주주로서 자본과 기술을 제공
하고 BCDA는 토지와 유틸리티사용권을 제공

2) Build and Transfer(BT) : 민간사업자는

하면서 소주주로 참여한다. 기간과 조건은 건

금융조달, 건설 및 완공 후 시설소유권

별 협상으로 정한다.

을 정부에 양도. 정부는 시설물 소유권 확
보 후 민간 사업자에게 합의된 것을 보상

필리핀은 어떤 PPP 방식을 사용하나?

(예; 토지 제공 등). 안보 및 전략적 이유
로 필요한 중요한 시설물인 경우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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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함.

임대료 등의 햬택을 누릴 수 있음. BOT
방식과 유사하게 주변 부동산을 개발할

3) Build Own and Operate(BOO) : 민간사

옵션을 가질 수 있음.

업자는 금융조달, 건설 및 완공 후 시설
소유 및 운영. 시설운영자를 따로 둘 수

8) Rehabilitate Operate and Transfer(ROT)

있음. 투자비 및 수익 보전을 위해 요금

: 민간사업자는 시설물을 개량하여 계약

징수. 정부는 민간사업자가 생산하는 생

기간 동안 운영 후 운영 후 정부에 양도.

산물 혹은 서비스를 구매하는 옵션 보유.
모든 BOO 프로젝트는 필리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함.

9) Rehabilitate Own and Operate(ROO) :
민간사업자는 시설물을 개량하여 소유하
고, 계약기간동안 운영함. 정부는 일정기

4) Build Lease and Transfer(BLT) : 민간사

간 운영권을 제공하고 민간사업자의 수익

업자는 금융조달, 건설 및 완공 후 시설

을 나눌 수 있는 옵션을 가짐. 운영기간은

물을 리스하여 운영 후 소유권을 정부에

계약에 달려있음.

양도.
5) Build Transfer and Operate(BTO) : 민
간사업자는 턴키방식으로 금융조달, 건설

외국인은 어떻게 필리핀 PPP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나?

및 완공 후 커미션을 확보한 후 소유권을
양도. 계약 하에 시설물을 운영.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발주하는 PPP 프로젝
트 참여하려면 상당한 제약이 있다. 1987년 헌

6) Contract Add and Operate(CAO) : 기존

법 제 12조 11항에 따르면 필리핀 국민 또는

시설물에 추가시설물 건립. 합의된 기간

필리핀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협회만이 *공

동안 운영. 정부는 합의된 기간 동안 임대

공시설(public utility)을 운영할 수 있다. 그리

료 징수 및 계약종료 후 시설물 환수. 민

고 자본금의 60% 이상은 필리핀 국민이 소유

간사업자가 추가한 시설물은 양도계약에

해야 한다. 즉, 공공시설 운영기업 혹은 공공

포함 혹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시설 개발기업의 외국인투자자 지분은 최대
40%로 제한되며, 모든 경영자는 필리핀 국민

7) Develop Operate and Transfer(DOT) :

이 되어야 한다. 이는 외국인이 필리핀 PPP 프

민간사업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건설, 운

로젝트에 참여하려면 필리핀 기업과 합작투자

영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양도함. 민간사

를 해야 하며 게다가 대주주로서 참여가 원천

업자는 초기 투자가 창출하는 혜택 즉, 새

봉쇄돼 있음을 의미한다.

건물이 제공하는 높은 부동산 가격,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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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시 공공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 1) 프

필리핀 국민이거나, 법인인 경우 지분의 최소

로젝트 개발자와 시설운영자가 동일할 경우

60% 이상은 필리핀 국민 소유여야 한다. 그러

프로젝트 개발자는 필리핀 국민이거나, 법인

나 운영 시 공공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인 경우 지분의 최소 60%이상은 필리핀 국민

에는 프로젝트 개발자 또는 시설 운영자는 필

소유여야 한다. 2) 프로젝트 개발자와 시설운

리핀 국민 혹은 외국인이 될 수 있다.

영자가 독립적인 존재인 경우 시설운영자는

* 공공시설은 일반 국민(public)에게 수도, 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공공시설이 된다.

송, 전화, 전신 서비스 등과 같은 상품/서비스

공공시설 운영권은 시설소유권과 분리될 수

를 규칙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체 혹은 서비스

있다. 공공시설을 운영하지 않고서도 소유권

를 말한다. 공공시설 여부는 소유권이 아니라

을 가질 수 있으며, 반대로 소유권이 없으면서

용도에 달려있다. 즉,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고

일반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시설을

해서 공공시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용도가

운영할 수 있다.

합작투자 시에도 제약이 있다. 필리핀 민간

제수준 승객터미널 신축

기업과 국영기업은 합작투자활동을 위해 자

- 총 공사비 : 175.2억 페소

본, 자산, 기타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

- PPP방식 : BOT, 25년

헌법 및 관련 법규가 요구하는 소유권 및 국적

- 합작투자 구성원 : Megawide Construction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합작투자

Corp.(필리핀, 60%), GMR Infrastructure

시 국영기업의 지분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Ltd.(인도, 40%)

는 것이다.

- 공정률 : 2018년 2월 28일 현재 90% 진척

외국인투자자가 참여한 필리핀 PPP 프로
젝트의 주요 사례

프로젝트 명 : LRT Line 1 카비테(Cavite) 연장 및
운영/보수유지 프로젝트
- 프로젝트 시행자 :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프로젝트 명 : Mactan-Cebu 국제공항 신규 여객

- 프로젝트 개요 : LRT Line 1을 현 Baclaran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

역에서 Niyog역까지 연장(11.7km). 연장

- 프로젝트 시행자 : Department of

구간 중 10.5km는 고가철도로 건설. 총 길

Transportation, GMR-Megawide Cebu

이는 32.4km로 민간사업자가 유지보수 운

Airport Corp.

영을 맡음

- 프로젝트 개요 : 연 8백만 명 수용능력의 국

- 총 공사비 : 649억 페소(이중 198.3억 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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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ODA로 충당)

재무장관은 최근 인프라 프로젝트의 부패 없

- PPP방식 : BTO(32년)

는 신속한 이행을 위해 3가지 행동강령을 제시

- 합작투자구성원 : AC Infrastructure

했다. 첫째, 중국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의

Holdings(필리핀, 35%), Metro Pacific

도급사 선정권은 중국정부가 갖는다. 둘째, 프

Light Rail Corp.(필리핀, 55%), Macquarie

로젝트 준비를 철저히 한다. 셋째, 프로젝트 이

Infrastructure Holdings(호주, 10%)

행의 모든 단계를 엄격히 감독한다.

- 공정률 : 2017년 9월29일 착공식 개최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

프로젝트명 : Bulacan 수자원 공급 프로젝트

건설노동자 및 숙련공의 부족도 이슈로 대두

- 프로젝트 시행자 : Metropolitan

되고 있다. 게다가 철강 등 건축자재, 건설 중

Waterworks and Sewage System

장비 및 기술도입에 따는 무역적자 확대, 부채

- 프로젝트 개요 : Bulacan 지역에 정수 처리

증가 및 페소화 가치하락에 대한 압박 등도 현

된 물 공급을 통해 서비스 지역 및 가구 확

안이다. 다행히 필리핀의 GDP대비 부채비율

대. 민간사업자가 금융조달, 설계, 건설 및

은 2012년 52% 가까지 되던 것이 2017년에는

수원지, 정수시설, 수도관 유지관리

42% 미만으로 떨어졌다. 2022년에는 37.7%

- 총 공사비 : 244.1억 페소

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역

- PPP방식 : BOT(30년)

적자도 사치품 수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생산

- 합작투자구성원 : K Water(20%), San

재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

Miguel Holdings Corp.(80%)

다는 입장이다.

- 공정률 : 58%(2018년 3월22일 현재)
모든 난제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BBB 프로그램의 운명은?

위해 두테르테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다른 매
우 영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우선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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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의 야심찬 인프라 건설 계획은 필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인 일본, 중국 등으로부

리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고질적인 문제들에

터 가급적 많은 것(ODA, 소프트론)을 얻어내

의해 지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

려 하고 있다. 이미 두테르테는 중국으로부터

들은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정부기관

73억 달러, 일본으로부터 12억 달러의 무상원

들이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제대로 투명하게

조와 소프트론 약속을 받았다. 또 일본과 중국

수행할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특

을 경쟁시킨 인도네시아나 태국과는 달리 필

히, 외국인투자자들은 여전히 부정부패에 대

리핀 정부는 구간을 나눠주는 방식을 택하고

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장관급에서만 투명할

있다. 일례로 철도분야의 경우 북부노선을 일

뿐 밑으로 내려갈수록 여전히 부정부패가 만

본에 주고 남부노선은 중국에 주었다. 그 대가

연해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와 관련 도밍게즈

인지는 몰라도 중국과 일본은 두테르테의 마

K-BUILD저널

약전쟁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8. 6월호

가능하다. 패스트 트랙의 일환으로 필리핀 정
부재정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는 필리핀 기업

현실적으로 야심찬 목표의 반만 달성되더라

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있어 우리가 원청 기

도 두테르테는 필리핀 인프라 건설의 황금기

업으로 참여할 기회는 매우 적은 상황이다. 그

를 가져온 지도자로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

러나 프로젝트를 수주한 필리핀 기업으로부

이 높다. 두테르테는 잔혹한 처벌자가 아닌 건

터 필리핀 기업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술

설자로서 업적을 남기려 하고 있다.

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협력, 진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 예를 들면 포스코는 미국

우리의 기회는?

AES Co.의 필리핀 자회사인 Masinloc Power
Partners Co., Ltd.와 발전용량 600 메가와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필리핀의 BBB

규모의 마신록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에서 우리 기업이 참여할 기회는 그

EPC(설계, 조달, 시공) 계약(계약액 9억 달러,

리 많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 계획

착공 후 38개월 내 준공)을 체결했다. 또, 필리

단계부터 파트너가 선정되었고 유망 프로젝

핀에 새로 지어 지고 있는 국제공항의 운영, 유

트들은 사업자가 결정되었다. 그럼에도 아직

지 보수의 경우는 운영 노하우 면에서 국제경

우리가 참여할 사업기회는 열려 있다.

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참
여 가능성이 열려있다.

첫째, 유, 무상 원조를 통한 프로젝트 개발,
참여가 가능하다. 앞서 언급했지만 필리핀 정

셋째, 필리핀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PPP

부는 인프라 건설 재원으로 외국으로부터의

프로젝트 진출이 가능하다. 필리핀의 PPP 프

유, 무상 원조를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을 세

로젝트는 정부제안(solicited proposal)과 민간

워 놓고 있다. 문제는 이미 일본, 중국이 막대

제안(unsolicited proposal)로 나뉜다. 현재 필

한 유, 무상 원조 제공을 통해 상당수 유망 프

리핀 정부는 정부제안보다는 정부보증이 최소

로젝트를 선점하고 있고, 타이완 등 다른 나라

화된 민간제안을 선호하고 있다. 즉, 민간이 선

들도 질세라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투자하여 시설을 짓고 일정기간 운영하여 투

데 있다. 따라서 우리도 필리핀의 BBB 프로그

자금 회수 및 수익을 내라는 것이다. 한편, 필

램에 참여하려면 이들 못지않은 조건으로 유,

리핀 법규상 공공시설(public utility)을 이용하

무상 원조 제공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물론 일

는 PPP 프로젝트(예; 수자원공급 프로젝트, 발

본, 중국 기업의 하청을 받을 수도 있으나 자국

전소 등)의 경우는 외국인이 참여하려면 필리

기업을 제쳐 놓고 한국기업에게 공사를 줄 가

핀 기업과의 합작투자가 필수이며 그것도 지

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분의 최대 40% 까지만 참여가 가능하다. 이는
대주주로서 경영 참여가 원천 봉쇄돼 있다는

둘째, 필리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진출이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BOT 방식의 경우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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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업자가 소비자를 상대로 요금을 직접 징

필요는 없다.

수하는 방식(예; 전기/ 상수도 공급 프로젝트
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전기/수도망을 설치하

넷째, 뉴클락시티의 경우 혁신지구 내 부동

여 전기/수도요금을 가구별로 직접 징수하여

산 개발은 아직 민간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은

수익 확보)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투자금

분야가 많다. 이는 민간사업자가 개발 아이디

은 더 많이 드는 대신에 투자금 회수 및 수익

어를 담은 민간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확보는 복잡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외국인

한다. 이 경우 BCDA는 소주주로서 토지를 제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매력을 덜 느낄 수 있

공하고 민간사업자는 대주주로서 자본과 기술

다. 통상 발전 PPP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는

을 제공하는 합작투자법인을 세워 BOT 프로

국가(예; 국영전력회사)와 전기구매계약을 맺

젝트 개발(50년 + 50년)이 가능하다.

고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이미 설치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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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송전망(national grid)에 공급하면 국영전

이러한 프로젝트는 선투자, 후분양/임대를

력회사가 개별가구에 전기를 공급하여 요금을

통한 투자금 및 수익 확보를 해야 하므로 해외

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민간사업자가

부동산 개발, 운영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

소비자를 상대로 일일이 전기요금을 징수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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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계약 리스크관리
세미나 개최

해외건설협회는 정책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 후원으로 법무법인 율촌 박기정
영국변호사 및 이경준 변호사를 초청하여 해외건설 계약 및 클레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4월 23일(월) 오후 3시 협회 교육센터
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에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SK건설 등 대기업 법무 및 기획, 해외영
업 담당자뿐만 아니라 도화엔지니어링, 건원엔지니어링, 한신공영 등 엔지니어링 및 중견·중
소기업을 포함해 약 140여명이 참석했다.
이 날 이경준 변호사의 공사변경(V/O) 법리 및 주요 사례를 시작으로 박기정 영국변호사가 동
시지연의 법리(Concurrent Delay), 목적부합의무(Fitness for Purpose), 시간제약(TimeBar) 등 세부적인 쟁점사항을 발표하면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수요조사에 따른 박기정 영국변호사의 추가 설명에 이
어 문의사항도 많아 2018년도를 내실성장의 원년으로 삼으려는 의지와 열의 가운데 성황리
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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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주한페루대사 면담

해외건설협회는 4월 25일(수) 협회를 방문한 주한페루대사와 면담을
가졌다.
3월 새로 부임한 Daul Matute Mejia 대사는 5월 16일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로드쇼와 관련
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해외건설협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고, 한
국 건설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해외건설협회 송영완 부회장은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우리 협회의 역할에 대해 말
하며, 이번 서울 로드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
혔다.
또한 송영완 부회장은 3월 새로 취임한 마르틴 비스카라 대통령이 지난 ‘GICC 2016’행사에
페루 제1부통령 겸 교통통신부 장관으로서 참석해주신 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페루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인프라 사업에 한국 정부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앞으로 발주될 리마 메트로 3,4호선 사업과 관련하여 Daul Matute Mejia 대사는 한국 기업
의 높은 관심도를 잘 알고 있으며, 양국이 서로 협력할 경우 여러 부문에서 시너지 효과를 거
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협회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양국 간 건설협력을 강화하고, 협회 페루지부를 통한 우리 기
업의 페루 진출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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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인니 인프라 투자협력
비즈니스 포럼 개최
해외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4월 26일(목),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인도네시아 교통부 사절단(단장 : 수기
하르조(Sugihardjo) 차관)을 초청하여
‘제2차 한-인도네시아 인프라 투자협력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작년 11월 10일 자카르타에서 개
최한 한-인니 교통인프라 투자협력 비즈니스 포
럼 및 교통협력 MOU 체결 후속조치의 일환으
로 개최됐으며, 양국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등
약 100명이 참석하여 철도·공항·역세권 개발
(TOD) 사업 및 금융조달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인니 측에서 야심차게 추진 중인 LRT Jakarta 프
로젝트, 코모도 및 바탐공항 프로젝트, 역세권 개
발 사업(TOD) 등을 정부 관계자가 직접 소개하
며 한국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으며 이
에 우리 측 참석자들은 이들 프로젝트에 대해 적
극적으로 질의하는 등 新남방정책 핵심 국가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운영 중인 아시아인프라협력센터와 공동으로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확대 및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맞춤형 지원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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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주브라질 대사 초청 진출업체
간담회 개최

해외건설협회는 4.27(금) 협회 대회의실에서 김찬우 신임 주브라질대사를
초청해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포스코건설, 두산중공업, STX마린서비스 임직원들이 참석해 수주 활동 시와 사업 수행 시 애
로사항을 설명하고 각 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김찬우 대사는 본 간담회를 통해 브라질 건설시장과 우리 건설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이해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며, 부임 후 제도적 어려움, 세금 문제 등 대사관이 선
제적으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들은 브라질 코스트(Brazil cost)로 인한 어려움, 현지화폐 헤알의 불안정성, 단기비
자 발급 문제 등을 피력했고, 이에 김찬우 대사는 현지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해줄 것
을 약속하며, 상파울루 총영사관과 협조하여 해외건설 수주협의회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해외건설협회는 앞으로도 현지공관과의 협조 하에 우리 기업의 브라질 건설시장 진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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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주카타르대사 초청
간담회 개최

해외건설협회는 4.30(월) 오전 협회 대회의실에서 김창모 신임 주카타르대
사를 초청하여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대우건설, 현대건설, 현대로템, 희림건축 등의 임직원들이 참석하여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지
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창모 대사는 동 간담회가 카타르 건설시장 동향과 업계의 현황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익
한 자리였으며, 앞으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수주활동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외건설협회는 앞으로도 현지공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기업의 카타르 건설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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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주알제리대사 초청
간담회 개최

해외건설협회는 4.30(월) 14:00 협회 대회의실에서 이은용 신임 주알제리대
사를 초청하여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엔, 유신 등의 임직원들이 참석하여 각사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설명
하고 현지 공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하였다.
이은용 대사도 동 간담회가 알제리 건설시장 동향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었던 유
익한 자리였으며, 앞으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수주활동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
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외건설협회는 앞으로도 현지공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기업의 알제리 건설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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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주이란 대사 초청
간담회 개최

해외건설협회는 5.2(수) 14:00 협회 대회의실에서 유정현 신임 주이란 대사
를 초청하여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희림건축, GS건설 등의 임직원
들이 참석하여 각사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현지 공관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
였다.
유정현 대사도 동 간담회가 이란 건설시장의 동향과 업계의 현황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자
리였으며, 앞으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수주활동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외건설협회는 앞으로도 현지공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기업의 이란 건설시장 진출을 지
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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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주싱가포르대사 초청 진출업체
간담회 개최

해외건설협회는 5.3(목) 15:00 협회 대회의실에서 안영집 신임 주싱가포르
대사를 초청하여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SK건설, GS건설, 쌍용건설, 초석건설, 성하지질 등의 진출업
체 임직원들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진출업체는 싱가포르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건설산업
제도와 안정적인 정부발주공사 물량 등의 긍정적 측면과 함께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에 대한 동향을 공유하였다.
안영집 대사는 우리 업체의 진출확대를 위해 대사관은 정부대정부(G-G) 차원에서 발굴 가능
한 프로젝트 정보 공유와 발주처에 대한 외교력 발휘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해외건설협회는 앞으로도 현지공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기업의 싱가포르 건설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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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 동 법 시행령 제17조, 동 법 시행규칙 제13조

4월 수주 실적
‘18.4.30 기준 해외건설 수주액은 총 122.9억불
* (신규) 208건, 8,029백만불, (변경) 253건, 4,262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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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4

15

16

17

최근 5년 평균

‘18

1년간(억불)

652
(682건)
158
(267건)

660
(708건)
279
(223건)

461
(697건)
220
(211건)

282
(607건)
124
(217건)

290
(624건)
122
(252건)

469
(664건)
180
(234건)

-

1.1~4.30(억불)
700

123
(208건)
중남미
5.5%

600

중동
30.0%

500
아시아
60.3%

400
300
200

건축
25.0%

123

100
0

'13

'14

'15
1년간(억불)

'16

'17

토목
24.3%

'18

플랜트
48.8%

1.1~4.30(억불)

※ (지난달 수주현황) 인니, 자와 1 가스복합발전 프로젝트(삼성물산, 4.7억불) 등 34건, 약 20.7억불

세부항목별 수주액
ㅇ 지역별 : 아시아 60.3%(74.0억불, 1위), 중동 30.0%(36.9억불, 2위), 중남미 5.5%(6.8억불, 3위), 아프리카 1.9%(2.4억불, 4위)
ㅇ 국가별 : UAE 16.7%(20.6억불, 1위), 베트남 15.0%(18.5억불, 2위), 싱가포르 8.6%(10.6억불, 3위), 사우디 6.8%(8.3억불, 4위)
ㅇ 공종별 : 플랜트 48.8%(59.9억불, 1위), 건축 25.0%(30.7억불, 2위), 토목 24.3%(29.9억불, 3위), 용역 1.3%(1.6억불, 4위)
지역별

'65~

'18년

국가별

'65~

'18년

공종별

'65~

'18년

아시아

31.8%

60.3%

UAE

9.4%

16.7%

플랜트

57.7%

48.8%%

중 동

53.9%

30.0%

베트남

4.6%

15.0%

건 축

19.4%

25.0%

중남미

5.0%

5.5%

싱가포르

5.1%

8.6%

토 목

18.4%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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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대비 수주현황(지역 · 공종 · 국가)
지역별
지역
계
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북미·태평양
유럽

(단위: 건, 천불, %)

2018.4.30
건수
금액
208
12,290,478
(100.0)
(100.0)
130
7,405,597
(62.5)
(60.3)
16
3,685,752
(7.7)
(30.0)
12
676,495
(5.8)
(5.5)
15
236,113
(7.2)
(1.9)
15
194,362
(7.2)
(1.6)
20
92,159
(9.6)
(0.7)

2017.4.30
건수
금액
252
12,191,291
(100.0)
(100.0)
171
3,198,587
(67.9)
(26.2)
29
8,336,649
(11.5)
(68.4)
16
177,479
(6.3)
(1.5)
14
129,185
(5.6)
(1.0)
5
71,059
(2.0)
(0.6)
17
278,332
(6.7)
(2.3)

1965.1.1.~2018.4.30
누계건수
누계금액
12,538
791,728,276
(100.0)
(100.0)
6,710
251,516,591
(53.5)
(31.8)
3,600
427,129,623
(28.8)
(53.9)
418
39,418,014
(3.3)
(5.0)
681
23,535,408
(5.4)
(3.0)
655
30,614,342
(5.2)
(3.9)
474
19,514,298
(3.8)
(2.4)

공종별
공종
계
플랜트
건

축

토

목

용

역

전

기

통

신

계
UAE
베트남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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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131.5
-55.8
281.2
82.8
173.5
-66.9
(단위: 건, 천불, %)

2018.4.30
건수
금액
208
12,290,478
(100.0)
(100.0)
12
5,992,414
(5.8)
(48.8)
96
3,066,953
(46.2)
(25.0)
14
2,991,519
(6.7)
(24.3)
65
164,258
(31.2)
(1.3)
18
61,324
(8.7)
(0.5)
3
14,010
(1.4)
(0.1)

2017.4.30
건수
금액
252
12,191,291
(100.0)
(100.0)
33
8,592,812
(13.1)
(70.5)
99
859,438
(39.3)
(7.0)
20
2,375,446
(7.9)
(19.5)
75
302,430
(29.8)
(2.5)
24
101,870
(9.5)
(0.8)
1
-40,705
(0.4)
(-0.3)

1965.1.1.~2018.4.30
누계건수
누계금액
12,538
791,728,276
(100.0)
(100.0)
1,835
456,846,545
(14.6)
(57.7)
4,084
153,210,946
(32.6)
(19.4)
2,195
145,826,207
(17.5)
(18.4)
3,359
15,828,212
(26.8)
(2.0)
898
16,716,386
(7.2)
(2.1)
167
3,299,980
(1.3)
(0.4)

국가별(주요 3개국)
공종

증감율
(금액)

2018.4.30
건수
금액
208
12,290,478
(100.0)
(100.0)
4
2,056,404
(1.9)
(16.7)
28
1,847,464
(13.5)
(15.0)
4
1,060,811
(1.9)
(8.6)

증감율
(금액)
0.8
-30.3
256.9
25.9
-45.7
-39.8
-134.4

(단위: 건, 천불, %)

2017.4.30
건수
금액
252
12,191,291
(100.0)
(100.0)
10
227,988
(4.0)
(1.9)
32
761,586
(12.7)
(6.2)
0
35,368
(0.0)
(0.3)

1965.1.1.~2018.4.30
누계건수
누계금액
12,538
791,728,276
(100.0)
(100.0)
319
74,121,917
(2.5)
(9.4)
1,222
36,483,344
(9.7)
(4.6)
344
40,263,032
(2.7)
(5.1)

증감율
(금액)
0.8
802.0
142.6
2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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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신규수주 공사내역 (2018. 4.1~30)
(단위: 천불)

국가

업체
계

공 사 명

발주처

기간금액

계약일자

비고

총 3건

3개 발주처

840,916

-

-

베트남

서브원(合)

LG디스플레이 하이퐁 프로젝트

엘지디스플레이
베트남법인

181,532

2016/07/27 증액

UAE

G S 건 설

루와이스 정유공장 확장공사 패키지 2

아부다비 정유회사

188,544

2009/11/03 증액

인 니

삼성물산

자와 1 가스복합발전 프로젝트

자와 사투 파워

470,840

2018/03/14 신규

※ 1억불 이상 주요 신규 및 변경 공사

최근 5년간 동기대비 수주현황(지역)
지역별
지역

(단위: 건, 천불, %)

2014.1.1∼4.30
건수
금액
208

27,894,779

2015.1.1∼4.30
건수
금액

2016.1.1∼4.30
건수
금액

211

21,974,567

217 12,388,347

(100.0) (100.0)

(100.0)

(100.0)

2017.1.1∼4.30
건수
금액
252

12,191,291

2018.1.1∼4.30
건수
금액
208

12,290,478

(100.0) (100.0)

(100.0)

계
(100.0)

(100.0) (100.0)

130

22,341,567

21

6,381,460

26

3,752,723

29

8,336,649

16

3,685,752

(62.5)

(80.1)

(9.9)

(29.0)

(12.0)

(30.3)

(11.5)

(68.4)

(7.7)

(30.0)

16

4,077,863

132

10,941,457

141

5,825,116

171

3,198,587

130

7,405,597

(7.7)

(14.6)

(62.6)

(49.8)

(65.0)

(47.0)

(67.9)

(26.2)

(62.5)

(60.3)

12

117,031

7

338,400

12

1,120,053

5

71,059

15

194,362

(5.8)

(0.4)

(3.3)

(1.5)

(5.5)

(9.1)

(2.0)

(0.6)

(7.2)

(1.6)

15

48,967

17

63,335

10

496

17

278,332

20

92,159

(7.2)

(0.2)

(8.1)

(0.3)

(4.6)

(0.0)

(6.7)

(2.3)

(9.6)

(0.7)

15

233,733

15

130,440

18

401,447

14

129,185

15

236,113

(7.2)

(0.8)

(7.1)

(0.6)

(8.3)

(3.2)

(5.6)

(1.0)

(7.2)

(1.9)

20

1,075,618

19

4,119,475

10

1,288,512

16

177,479

12

676,495

(9.6)

(3.9)

(9.0)

(18.8)

(4.6)

(10.4)

(6.3)

(1.5)

(5.8)

(5.5)

중동

아시아

태평양,
북미

유 럽

아프리카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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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want you
한반도를 발판으로 세계로 뻗어 나가는

제18기 해외건설·플랜트 전문가 양성과정
2018.

교육비 무료

7. 2 (월) ~ 8 . 10 (금)

교육수당지급

기숙사지원

교육
내용

내

용 : 36개 과정, 220시간 (입문, 수주 및 계약관리,
금융, 공사, 플랜트/토목/건축/개발 과정)
모집인원 : 40명
교육장소 :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교육센터
(서울 시청역 9번 출구 부영빌딩 1층)

지원
자격

자격요건 : 대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19.9.1 이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 (필수사항, 발급기간 2주 소요예정)
※ 교육 시작 ('18.7.2)이전에 발급완료
전 공 : 무관

신청
방법

취업캠프 포함

신 청 기 간 : ~ 6.26(화) 24:00한
신 청 방 법 : 온라인 접수
※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kor.icak.or.kr)
→ 인력개발 → 교육수강신청
필수증빙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문의처 : 해외건설협회 인력개발실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13층 해외건설협회
T E L: 02-3406-1125, 1079
E-mail: hwidong@icak.or.kr
jayoun@icak.or.kr

문의처 주

K-BUILD 저널

2018

6

월호

K- BUILD저널

2018. 6월호

트렌드 워치
베트남 부동산 및 주택건설시장

K- BUILD 특집
세계 석유기업의 화학사업 투자 확대 동향
인프라의 종류와 PPP 유형

K- BUILD 저널

FICID 2017 개정판에 대한 이해 (4) : EOT, Variation, Claim
2018.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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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