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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의 숨겨진 보고(寶庫),
라오스와 건설 분야 진출
김 용 태 한국무역협회 아중동실장

가. 지리와 역사, 사회 문화

이다. 2017년에 라오스를 방문한 우리나라 사
람은 17만3,260명으로 전년 대비 4.8% 늘었

라오스는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 우리에

다. 이웃나라인 태국, 캄보디아만큼 라오스에

게 낯선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국내 TV 방송

불교 유적지가 많은 것도 하나의 흡인요인이

에 루앙프라방, 방비엥 등 라오스의 유명 관광

다. 필자가 출장차 묵었던 비엔티안의 호텔에

지가 소개되면서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이른

도 유적을 방문하려는 우리나라 불교 신자가

바 ‘핫 플레이스(Hot Place)’로 떠오르고 있다.

많이 묵었다. 라오스 관광청의 캐치 프레이즈

이런 발걸음이 많아지면서 2017년 10월, 라오

는 ‘Laos, Jewel of Mekong(라오스, 메콩의 보

스로 가는 하늘길이 연달아 열렸다. 기존 국적

석)’으로, 라오스 정부는 2018년을 ‘라오스 방

기인 진에어, 티웨이항공에 이어 제주항공과

문의 해’로 지정했다.

에어부산이 신규로 주 5회 취항을 시작한 것

그림 1 ▶ 수도 비엔티안의 불교 사원 ‘탓 루앙’
(2017년 10월 김용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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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비엔티안의 개선문 ‘빠뚜사이’. 프랑스로부터
의 독립을 기념하고 희생된 용사들을 추모하
기 위해 건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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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지 못해 불교 억압정책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오히려 불교를 국가 통치와 국

라오스는 한반도와 비슷한 23만7천㎢의 면

민통합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만하거

적에 약 650만 명이 살고 있으며, 전 인구의

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스님들은 국

90%가 불교를 믿고 있다. 14세기 초까지 라오

민들의 존경을 받으며 국가 행사 때도 맨 앞자

스는 통일된 왕조를 이루지 못하고 여러 개의

리에 앉는 등 예우를 받는다.

므엉(Muong: 도시)을 형성하고 있다가 1353
년 화 훔(Fa Ngum) 왕에 의해 국가형태를 갖
추게 됐다. 화 훔 왕은 어린 시절 크메르 왕국

■ 모진 아픔의 역사를 간직한 라오스

에서 교육받고 훗날 크메르 왕실의 공주와 결

라오스는 한때 동남아의 맹주였으나 근현

혼해 태국 동북부 지방의 코랏고원을 비롯한

대에 들어오면서 연이어 식민지배를 받는 아

지금의 라오스에 해당하는 지역까지 통합해

픔을 겪게 된다. 인도차이나 식민지배에 나섰

란쌍(Lan Xang: ‘백만 마리의 코끼리’라는 뜻)

던 프랑스는 1887년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

왕국을 건설했다. 그는 크메르, 버마, 태국으로

스를 병합한 식민지인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부터 상좌부불교(上座部佛敎)를 받아들여 국

설립했다. 프랑스는 중국 진출을 위해 지정학

교로 삼았다. 이후 상좌부불교는 전근대 라오

적 전략지인 라오스를 병합했으나 내륙국이며

스 왕국의 정치와 사회 전반을 지배하게 되었

인구가 적고 당초 의도한 중국 진출 교두보로

다. 라오스 스님들은 소승불교라는 말을 좋아

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자 라오스 개발을 등한

하지 않는다. 자신들을 비롯한 남방불교는 대

시했다.

승, 소승이 구분되기 전의 불교로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충실히 따르며 불교의 정통성을 유
지해왔다는 자부심이 강하다.

프랑스는 1983년 태국과 국경 조약을 맺어
메콩강 서쪽은 태국령으로, 동쪽은 프랑스 보
호령으로 각각 분할했다. 이렇게 나뉜 국경은

란쌍 왕국은 17세기 말 중국의 윈남성, 버마

나중에 라오스가 독립하면서 태국과 라오스의

의 샨, 태국 동북부의 이싼, 베트남, 캄보디아

국경선으로 굳어져 버렸다. 이 와중에 메콩강

까지 지배한 동남아의 강국이었으며 수도 비

서쪽에 살던 수많은 라오족들은 졸지에 태국

엔티안은 동남아 불교 연구의 중심지로 떠올

국민이 되었다.

랐다. 라오스 불교는 1975년 라오스가 사회주
의 혁명으로 왕정이 붕괴되면서 위기를 만났

라오스는 1945년 3월 일본군의 점령 이후

다. 혁명세력들은 종교 생활만 하는 승려들을

잠시 독립했으나,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다시

못마땅하게 여겨 집권 후 탁발을 금지하고 초

프랑스의 통치를 받다가 1946년 프랑스가 루

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불교 관련 내용을 삭제

앙프라방 왕의 통치 아래 통일된 라오스의 독

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 반발에 부딪혀 얼

립을 승인했다. 1949년 헌법이 공포되고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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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라오스는 중국, 베트남,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의 5개 나라와 국경을 맞댄 인도차이나 반도의 내륙국

스 연방 안에서 제한된 자치국가로 존재하다

교란하는 ‘비밀 전쟁’을 수행했다. 미국은 호치

가 1950년 초부터 제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민이 이끄는 북베트남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통해 실질적인 독립을 추진했다. 좌파인 파테

위해 하노이와 가까운 라오스의 땅에 B-52 폭

트 라오의 군대가 북베트남과 연합해 라오스

격기 등을 동원해 200만 톤 이상의 폭탄을 투

정부군과 내전을 벌였고, 1975년 정권을 잡자

하했고, 지상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몽족을 용

공산주의 국가인 라오 인민민주공화국을 공식

병으로 이용했다.

적으로 설립했다. 인도차이나 전쟁과 내전 과

4

정에서 고산 지역에 사는 몽(Hmong)족은 엄

CIA는 라오스 공산반군인 파테트 라오군에

청난 피해를 입었다. 몽족은 중국의 소수민족

맞설 집단으로 몽족을 지목하고 적극 지원했

묘(苗)족 혈통으로 베트남, 라오스, 태국 등에

다. 라오스 중부 및 북부 산악지역에 살고 있었

흩어져 살고 있는 소수민족이다. 1960년대 미

던 몽족은 뛰어난 심폐기능과 지구력 등 산악

국 중앙정보국(CIA)은 소수민족을 무장시켜

작전에 유리한 신체조건을 지니고 있었다. 당

해당국의 공산화를 막고 북베트남의 후방을

시 라오스 몽족 남성의 60% 정도가 베트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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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전했는데 북베트남 후방지역의 교란 및

나 라오스는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처럼 LPRP

보급로 차단, 미군 포로 구출 등의 임무를 주

가 정치권력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폐쇄적

로 수행했다. 1973년 미군이 철수하고 1975년

다원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법적으로도 LPRP

라오스에 공산정권이 들어서자 몽족은 표적이

을 제외한 어떤 정당도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되어 수천 명이 보복 살해됐거나 재교육 수용

조직될 수 없다. 라오스는 1986년부터 중국의

소에서 사망했고, 4만4천여 명이 고향을 떠나

‘개혁·개방’, 베트남의 ‘도이머이(Doi Moi, 혁

태국으로 탈출했다. 미군이 투하했던 엄청난

신)’와 유사한 ‘친타나칸 마이(新思考)’라는 개

양의 폭탄 가운데 30%가 불발탄으로 지금도

혁노선을 채택했고 1997년 미얀마와 함께 아

주민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불발탄이 많

세안에 가입해 국제사회로 나섰다.

다 보니 어떤 농가에서는 기다란 불발탄을 집
안 기둥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 라오스, 경제규모 작지만 연평균 7%
수준의 경제성장세 유지

나. 정치와 경제
라오스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016년

■ 야당이 없는 폐쇄적 다원주의의 라오스

기준으로 159억 달러, 1인당 GDP는 2,402달
러, 교역액은 72억 달러(수출 31억 달러, 수입

라오스의 정치체제는 인민민주공화제로 유

41억 달러)를 기록했다. 비록 경제규모는 작지

일한 정당인 라오인민혁명당(LPRP)이 40년

만 2010년 이후 평균 7% 이상의 높은 성장세

이상 장기집권 중이다. 1991년에 채택된 헌법

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

제2조에 따르면 “모든 권력은 국민에 의한 그

면 라오스는 2020년까지 매년 7% 수준의 경

리고 국민에 의해서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으

제성장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라오스 정부는

그림 4 ▶ 비엔티안에 설치된 체제 홍보용 대형 입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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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최빈국(LDC) 탈피 및 2030년 중

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위소득국가 진입을 위해 단기, 중기, 장기계획

<※ 상세내용 표 참조>

표 1 ▶ 라오스 주요 경제발전 계획
구분

(장기)
National Vision
2030

(중기)
Ten-Year
Strategy
2016∼ 2025

주요 내용

• ‘친환경,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해 중위소득 국가로 진입, 1인당 소득을 2015년 대비 4배 확대
• 산업화, 근대화로의 변화를 위한 산업기반, 인프라 강화
•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달성
• 강력한 정치, 행정 시스템 유지
•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법체제 확립
• 실질적인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
• 지역, 국제적 통합 달성

• 양질의,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개발
•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으로 2020년까지 최빈국 탈피
• 인적 자원 개발 전략 달성
• 지속가능한, 효율적인, 효과적인 천연 자원 보호와 관리
• 법률에 의한 공공 행정과 사회 관리 효과 증대
• 지역적, 국제적 통합 달성
• 산업화와 근대화 달성

• 전체 목표 : 2020년까지 국가 잠재력과 비교 우위 활용, 천연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ㆍ활용, 국제적
통합을 통한 지속, 포괄적인 경제성장 달성
- 주요 지표 : 빈곤가구 비중 7% 이하로 하향, UNCTAD 최빈국 지위 탈피, 1인당 GNI 1,810달러 상회,
경제성장률 7.5% 이상 유지, GDP중 자원 외 분야가 기여하는 비중 상향, 재정적자 5% 이내
유지, 투자규모 GDP의 30% 이상 유지, 수출입 증대
주요 3가지 성과

(단기)
Five Year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Ⅷ

① 경제: 강력한 경제
기초 확립과 경제
취약성 감소

② 사회: 인적자원 개발,
빈곤감소, 양질의 교육,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민족 고유문화
보전ㆍ발전
③ 환경: 친환경적이고
지속개발이 가능한
측면에서 환경을 보호ㆍ
활용하고 자연재해,
기후 변화에 대처

주요 실행 지표

• (제조ㆍ산업) 산업 부문 연평균 경제성장률 13∼ 16% 달성
• (전력 생산) 2,257MW 발전 가능한 15개 수력발전댐 개발 완료
• (수 출 입) 수출은 연평균 18%, 수입은 12% 이상 증가
• (관 광) 10일 이상 체류 관광객 450만 명 돌파, 관광업 최소 수익 7.6억
달러 달성, 1개 지구 1개 관광상품 개발 실행, 25개 관광지 및 추가 40개
개발, 관광 정보사이트 개발, 관광업 관리 및 관련 인력 개발
• (농업-임업) 10개 지역 쌀 생산에 집중, 2020년까지 250만 톤 생산, 수출용
쌀 150만 톤 생산, 사료용 옥수수 130만톤, 커피 12만톤 등 생산
• (천연자원 외 분야 성장) 즉, 농산물 가공 등 산업 성장에 집중
• (국내, 외국인투자) 특별경제구역 개발(비엔티안 5개, 캄무안 1개, 싸완나켓
1개), 원스톱 지원 시설 설치로 투자 허가 소요일 단축, 정확한 투자 정보
제공
• 빈곤층 비중 15%, 빈곤가구 비중 7% 이하
• 초등학교 등록률 99%, 3~5살 취학 전 아동 유치원 등록률 55%
• 15~24세 인구의 문자해독률 99%, 15세 이상 인구 95%
• 기대수명 73세로 상향, 인구 90% 이상에 깨끗한 식수 공급
• 어린이 95% 이상 예방접종 실시, 국민 80% 이상 의료보험 제공
• 문화, 민족 보전을 위한 문화마을 조성

• 국토 내 삼림 비중 70% 이상으로 확대
• 국립공원(2곳) 지정, 환경감시기구, 대기오염 관측소(3곳) 설치
• 녹색성장 개념의 예비평가 실시,
• 강 범람 조기 경보 시스템 개선 및 연간 농산물 생산 변동성 감소

자료 : 라오스 기획투자부(MPI), 라오스 8차 사회경제개발 계획 5번째 수정본(2015. 2),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2016. 6월) 발표자료 참고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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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제성장에 효과적인 외국인투자 확대

태국 등에 수출해 인도차이나반도의 에너지

를 위해 투자진흥감독위원회 신설, 외국인 투

보고(寶庫)로도 불린다. 관광업도 발달해 대

자자의 최소자본금 규제 철폐 등을 담은 개정

표적인 관광도시인 루앙프라방은 도시 전체가

투자촉진법을 2017년 4월부터 적용 중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으며 비엔

현재 라오스에는 중국, 일본, 베트남 등이 투자

티안, 참파삭 등 많은 문화유적지를 보유하고

한 12개의 경제특구(SEZ)가 가동되고 있다.

있다.

라오스는 이웃한 태국, 중국, 베트남 3개국
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수출입 모두 85% 이

■ 걸림돌 많은 라오스이나 중국, 일본 등
활발히 진출

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다. 라오스는 바다가 없
는 내륙국이지만 국토를 관통하는 메콩강의

라오스의 걸림돌, 즉 상당한 재정적자(2016

풍부한 수량을 활용해 생산된 전력을 베트남,

년 기준 GDP의 6.8%), 과도한 물류비, 미비

그림 5 ▶ 라오스 SEZ(Special Zone, Specific Zone) 현황

주 : SEZ는 Special EZ와 Specific EZ을 통칭. Special EZ가 상위개념이고, 특정사업에 따라 Zone이 지정될 경우 Specific EZ로 분류.
2016. 2월 기준 라오스 내 총 12개 SEZ가 있음
자료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통상홍보(2016. 4. 12), 비엔티안 무역관 참고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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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간접자본(SOC), 취약한 제조업 기반,

또한 경제성장단계의 라오스에서 대부분의

양질의 노동력 부족 등에도 불구하고 중국, 일

산업이 과점 형태로 먼저 진출해 입지를 다지

본 등은 적극적으로 현지에 진출하고 있다. 계

면 쉽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점도 진출을

산기를 두드려본 결과, 진출에 따른 이점이 더

부르는 요인이다.

크다고 나왔기 때문이다. 우선, 내륙국이라는
한계가 2015년 12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라오스의 최대 투자국인 중국은 일대일로

출범 이후 역내 물류허브 기대감으로 역전됐

(육상·해상 실크로드) 전략의 하나로 SOC 투

다. 현재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진행 중인 일본

자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비엔

의 동서 경제회랑과 중국의 남북 경제회랑 개

티안-쿤밍 간 고속철도 건설사업이다. 지난

발의 중심축으로서 라오스의 성장이 기대되고

2015년 12월 첫 삽을 뜬 이 사업은 라오스의

있는 것이다.

수도 비엔티안과 중국 윈난성의 쿤밍(昆明)을

그림 6 ▶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대메콩권(GMS) 경제회랑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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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는 것으로 총거리 427㎞, 총 투자액은

추가로 댐 21개를 건설키로 하면서 하류의 수

60억 달러에 이른다. 라오스 GDP의 37.7%에

위가 급격히 낮아져 라오스를 비롯한 주변국

해당하는 금액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의 반발을 사고 있다. 2010년과 2016년 메콩

2021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강 유역의 국가들은 최악의 가뭄으로 쌀 생산
량 급감 등의 피해를 입었다.

분냥 보라치트 라오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여기서 메콩강이 갖는 의미를 되새겨보자.

포럼에 참석해 “라오스는 ‘일대일로’전략을 중

티벳 고원에서 발원한 메콩강은 중국 윈난성

요시하며, 동시에 주변국과의 프로젝트 실현

을 지나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

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라오스로서는 주변

트남을 돌고 돌아 남중국해로 흘러나간다.

국과의 철도, 도로, 공항, 하천운송 등의 SOC

4,909km의 강 길이는 세계 12번째, 수량으로

정비에 의한 연결성(Connectivity) 향상이 최

는 세계 10번째에 꼽힌다. 20세기 메콩강은 식

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라오스 정부는 중국

민과 전쟁의 상징이자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

의 일대일로 전략과 관련된 대규모 투자가 자

는 국가들의 분단선이기도 했다. 21세기 들어

국 경제성장의 기폭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

동남아를 통합하고 중국 남부까지 잇는 평화

대하고 있다. 다만 라오스 내에서 중국의 진출

의 물줄기가 되고 있다. 1994년 태국과 라오

에 대한 경계심이 일고 있다. 지난 2009년 중

스를 가르는 메콩강에 '우정의 다리'가 세워졌

국의 동남아시안게임 경기장 무상 건설 당시 5

다. 1980년대에 양국의 국경은 신냉전의 최전

만 명 거주 규모의 차이나타운 부지를 보장받

선이었다. 태국은 라오스의 최대 교역대상국

는 등 대가성 원조라는 부정적 인식이 생긴 이

이자 제2위 투자국으로 경제적 영향력이 크고

후 최근에는 중국 사업자들의 불법 광산 개발,

언어도 비슷해 양 국민 사이에 의사소통이 가

벌목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와 함께 중국이

능하나 역사적 배경에 의해 정서적으로는 다

메콩강 상류에 7개의 대형 댐을 완공한데 이어

소 거리감이 남아 있다. 18세기에 태국이 라오

그림 7 ▶ 라오스-중국의 고속철도 합작 체결식 장면

그림 8 ▶ 비엔티안 공항의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화
웨이 광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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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 일본의 비엔티안 공항 확장 지원 안내판

그림10 ▶ 일본 혼다의 라오스 현지 판촉활동 모습

스를 지배했을 때 가져간 에메랄드 불상을 자

를 생산해 유럽과 아시아 등으로 수출 중이다.

신의 국보 1호로 지정하고 라오스의 반환 요청

같은 해 8월 인가된 팍세-저팬SEZ는 일본계

도 거부하는 등 마치 한·일 관계처럼 불편한 측

중소기업 전용 경제특구로 태국 국경과의 거

면이 있으며 지금도 비슷한 언어, 문화, 역사

리가 약 45km에 불과해 ‘태국+1’형 기업, 즉

의 원조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태국 국경에서

라오스를 보조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일본 기

50km 떨어진 라오스 남서부 팍세지역의 경우

업들이 많다. 한편 쓰무라제약은 라오스 현지

메콩강 하류로 강폭이 넓고 풍경도 좋아 태국

에서 생약을 생산 중이며, 오지제지는 기존 식

관광객이 많고 바트화도 통용될 정도로 태국

목사업 외에 2016년 수산업, 수경재배 등에

의 영향력이 강하다.

5,800만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다.

일본은 과거 공적개발원조(ODA)를 중심으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라오스 진출에 포

로 라오스와 협력해 왔으나 지난 1980~90년

석을 깔고자 지난 20년간 도로 구축사업에

대 태국에 진출했던 기존 자국 기업들의 생산

2,200만 달러, 2015년에 비엔티안 근교 제2 국

공장 이전, 농업 등 1차 산업 투자 등으로 방

제공항 건설에 1억 달러를 각각 지원했다. 또

향을 선회하고 있다. 2011년 태국 대홍수 경

한 전기·의료·교육 분야에도 매년 1억 달러 이

험 이후 2013년 토요타 계열사로 자동차 시트

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커버 생산업체인 토요타방직과 카메라 제조
기업 니콘은 남부 싸완나켓의 싸완-세노경제
특구(SEZ: Special Economic Zone)에 공장

■

자동차, 금융, 식품 등 우리 기업들의 진출
움직임도 빨라져

을 설립했다. 2015년에는 미쓰비시 핵심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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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미쓰비시 머트리얼 코퍼레이션(MMC)

그동안 경쟁국에 비해 열세였던 우리 기업

공장이 비엔티안 경제특구(VITA: Vientiane

들의 라오스 진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라

Industrial and Trade Area)에 들어서 에어컨,

오스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상은 매우 좋다.

냉장고, 밥솥에 사용되는 자동 온도조절장치

우리나라가 대외협력기금(EDCF) 3,700만 달

K-BUIL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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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 ‘카페 망고’의 빙수, 떡볶이 메뉴판에 ‘망고
눈꽃빙수’등 한글도 병기되어 있다.

그림13 ▶ 코라오그룹 계열사인 인도차이나뱅크 영업점

그림12 ▶ 라오스 최고의 교통수단인 현대 ‘포터’

그림14 ▶ 다목적 차량으로 사랑받고 있는 현대차의 ‘스타렉스’

러를 들여 조성한 메콩강 범람방지용 제방공

는 상황에서 대단한 배려로 생각된다). 현지의

사로 탄생한 짜오 아누웡(Chao Anouvong) 공

카페체인 ‘카페 망고’에서는 각종 빙수와 떡볶

원은 비엔티안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

이, 볶음밥 등 한국 음식이 인기 메뉴로 팔리고

고 있다. 지난 2016년 8월 방한했던 살름싸이

있다. 라오스 현지에서는 현대자동차의 1톤 트

꼼마싯 라오스 외교부 장관은 양국 외교장관

럭 ‘포터’를 비롯해 스타렉스, 싼타페, 모닝 등

회담에서 그동안 한국 정부의 ‘메콩강변 종합

현대와 기아의 차량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관리사업’등 라오스의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특히 20여 년 전부터 중고차로 수입돼 인기를

다각적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와 함께

끌고 있는 포터는 라오스 최고의 교통수단으

라오스측 관심 분야인 농촌 개발, 물 관리 등을

로 평가된다. 포터는 도로 사정이 열악한 라오

중심으로 한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스에서 차체가 튼튼해 고장이 적고 적재함 크
기도 운송량에 딱 맞을 뿐 아니라 뒤에 사람들

수도 비엔티안의 유일한 백화점인 ‘비엔티

을 태우기도 좋아 도심에서는 승객수송용 택

안센터’에는 각층의 매장을 안내하는 표지판

시(송테우)로 맹활약 중이다. 승합차 스타렉스

에 한글이 영어, 중국 한자와 함께 쓰여 있다

는 열명 이상 탈 수 있어 대가족제인 라오스에

(라오스의 우리 교민이 2천 명 정도로 추산되

안성맞춤형이고 최근 관광객 증가에 따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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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

한국의 매운 맛 식품류와 화장품도 인기

라오스의 자동차 문화 확산에서 1등 공

신선식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식품을 수

신 역할을 한 것은 한국계 기업이다. ‘라오스

입하고 있는 라오스에서 한국산 식품류는 수

의 삼성’으로 불리는 라오스 최대기업인 코

도 비엔티안의 상류층(2~3만 명 추산)과 청

라오그룹(대표 오세영)은 1997년에 일본, 중

소년층에서 반응이 좋다. 특히 매운 맛을 선

국 등 경쟁국보다 빨리 라오스에 진출해 블루

호하는 라오스 사람들에게 불닭볶음면, 신라

오션 시장을 개척했다. 중고 오토바이 및 자

면 등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한인 무역업체

동차 수입 판매에서 시작해 현재 자동차 판

로서 슈퍼마켓 ‘K-Mart’를 운영 중인 인도코

매(현대차, 기아차, 미쓰비시차) 및 조립생산

(INDOKO, 대표 한규석)는 2016년부터 불닭

(‘대한’브랜드의 소형 픽업트럭), 오토바이 제

볶음면을 매월 3천 상자 규모로 판매하고 있

조(KR Motors), 농기계 판매, 가전제품 유통

다. 한규석 대표는 “매운맛이 강한 일명 ‘쥐똥

(K-plaza), 금융(인도차이나뱅크), 건설, 물

고추’를 즐겨 먹는 라오스인의 입맛을 한국산

류, 골프리조트 등 계열사 12개를 운영하고 있

라면이 사로잡아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다. 코라오는 라오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

며 “소주, 아이스크림, 김 등 다른 식품류의 판

업들을 펼치는 철저한 현지화로 연간 매출 약

매도 호조세”라고 밝혔다.

4,500억 원의 회사로 성장했고, 2010년 한상
(韓商)기업 최초로 한국 증시(코스피)에도 상

라면, 과자 등 한국산 식품류는 4곳의

장했다.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라오스 사

K-Mart 외에도 비엔티안 내 백화점 ‘비엔티

람을 위해 할부금융을 통해 초기에 적은 돈으

안센터’와 태국계 대형 마트 ‘림핑(Limping)’

로 차를 살 수 있는 판매기법으로 시장점유율

등에서도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을 늘렸다.
한류 영향으로 흰 피부의 한국 연예인을 동
라오스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42만7,151대

경하는 분위기 속에서 백화점 비엔티안센터에

(2016년 기준)이다. 도로 사정이 열악해 화물

‘에뛰드 하우스’, ‘네이처 리퍼블릭’등 한국 화

운반과 승용의 두 가지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

장품 브랜드 매장이 시세이도, 기라로슈 등 외

는 픽업트럭의 비율이 53%(22만5,060대)로

국 브랜드와 경쟁하며 성업 중이다. 한국산 화

15%인 승용차, 7%의 스포츠형 다목적 차량

장품의 대라오스 수출은 2015년 6만3천 달러

(SUV)을 압도한다. 코라오그룹은 한국의 원

에 불과했으나 2016년 26만3천 달러, 지난해

동기 등 비교우위를 지닌 각국의 부품들을 조

81만2천 달러로 급증했다(이웃한 태국을 통해

달해 2013년부터 ‘대한(DAEHAN)’브랜드로

공급되는 양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

픽업트럭을 조립 생산 중이며, 토요타에 이어
1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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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 인기리에 판매 중인 한국산 라면류

그림16 ▶ 현지 백화점의 ‘네이처 리퍼블릭’매장 모습

구은행, BNK, 웰컴저축은행 등이 진출해 영업
하고 있다.

2018. 7월호

우리 기업들은 라오스 정부의 경제개발정책
과 라오스의 산업적 우위, 한국의 개발 경험을
토대로 ‘친환경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중심

우리나라와 라오스의 교역 규모는 1996년

에 두고 ▷농업 ▷농산물 가공 ▷관광업에 투

990만 달러에서 2017년 9,220만 달러로 10배

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라오스 정부는

이상 늘었다. 한국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향후 경제개발정책에서 환경 보전과 활용을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해

중시하고 있어 엄격한 요구 기준에 맞는 진출

왔으나, 지난해 라오스 정부의 재정적자 급증

과 현지 경영이 중요하다.

에 따른 프로젝트 중단 등으로 수출은 2016년
대비 27.1% 줄었다. 우리나라의 대라오스 수

다. 건설시장 현황

출 주요품목은 화물자동차, 승용차, 자동차부
품, 특장차 등으로 지난해에는 자동차 관련 수
출이 전체의 60.4%를 차지했다.

■

라오스 정부, SOC 확충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라오스가 2013년 2월, 세계무역기구(WTO)

라오스는 수출 및 투자처로서 매력적인 성

에 가입하면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고 있

장가능성을 갖고 있다. 반면에 부족한 시장 정

다. 부동산 등 건설 수요가 늘어나면서 중국의

보, 세계 최하위 수준의 SOC 및 사업여건, 만

투자 진출이 두드러지고 베트남, 싱가포르, 말

성적인 부정부패 등 경영을 위협하는 리스크

레이시아, 태국 등의 자본도 부동산 개발을 통

요인도 안고 있다. ‘시간이 강물처럼 넘치는 나

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라’라는 표현처럼 만사를 느긋하게 생각하는
라오스의 국민성을 감안해 긴 호흡으로 면밀

2018년 기준 라오스의 건설시장 규모는

한 준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성공가능성

11.7억 달러로 GDP 대비 건설부문의 비중은

을 높일 수 있다.

7%로 추정된다. 라오스 정부는 취약한 산업
기반을 보강하고 SOC 개발을 위해 재정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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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 분야는 경제성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라 주거 및 상업용 부동

장, 전력 등 에너지 수요의 증가 등에 힘입어

산, 상하수 처리시설 등에 대한 건설 수요가 꾸

건설경기가 활기를 띠면서 6% 이상의 높은 성

준히 증가하고 있다. 라오스 도시 곳곳에는 18

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2020년까

∽19세기 프랑스 지배 시절 세워진 식민지 양

지 지속될 전망이다.

식이 건물들이 눈에 띈다. 식민지 시대 건물들
은 개인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더러 있지

표 2 ▶ 라오스 건설시장 규모
구분

건설시장
규모(억 달러)
건설시장
성장률(%)
건설/GDP
비중(%)

2015e 2016f 2017f 2018f 2019f 2020f
8.5

9.2

10.4

11.7

14.9

16.8

6.6

5.7

7.6

7.4

7.4

8.0

7.1

7.1

7.1

7.1

7.2

7.2

만 많이 노후화됐고, 대체로 상가 또는 공공용
도로 전환되어 있다. 현재 아파트, 상가 등 부
동산 관련 민간투자가 활발하며 열악한 SOC
개선을 위한 원조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BOT(Built-Operate-Transfer) 방식의 대규모
수력발전사업도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

라오스의 경제성장은 수력발전, 광업, ODA

또한 라오스 정부는 2025년까지 지역교통

에 힘입은 바가 크므로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

연계를 위한 공공투자 프레임을 수립해 138억

하기 위해서는 향후 각 분야의 역량 강화, 투명

달러 규모의 예산을 도로, 교량, 철도, 공항, 항

성 증대, 재정건전성 달성을 위한 개혁조치의

만, 국경기설, 지방개발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성공적 이행, 친투자환경 조성 등이 요구된다.

라오스 건설시장은 경제발전과 함께 교통, 전

라오스 정부는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동

력 등 SOC와 주택 등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

남아시아의 주요 전력공급국의 위상을 목표로

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일부 정부재정 사업과

자국을 ‘The Battery of Asia’로 칭하며 수력발

ODA 차관 지원사업이 꾸준히 추진될 예정으

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후 총 400

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억 달러를 투자해 61개의 수력 발전소를 건설
할 계획이다. 수력발전은 외국인투자 1위 분

국내 건설업계의 라오스 진출은 1993년으로

야로 라오스는 총 27기, 6,300MW(2016년 3

거슬러 올라간다. 삼환기업이 루앙프라방-팍

월 기준) 규모의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몽 간 제5차 도로 개보수 공사를 2,100만 달러

오는 2020년까지 1만2,000MW로 증설한다는

에 수주한 것이 최초다. 올해 4월까지 누적 수

목표를 추진 중이다.

주실적은 111건, 19억5천만 달러에 달한다. 부
문별로는 토목이 9억2천만 달러로 가장 많고,

■

도시화에 따라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상하수 처리시설 수요도 증가
현재 라오스에서는 도로, 공항 등 SOC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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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설비 8억8천만 달러, 용역 8,500만 달러,
건축 3,000만 달러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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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 수도 비엔티안 곳곳에서 한창 진행 중인 건축 공사

표 3 ▶ 국내 건설업계의 라오스 건설 수주 추이
구분

금액(천달러)
건수

■

합계

1,953,984
111

그림16 ▶ 비엔티안의 건축 현장 모습. 중심가의 경우 유
적지 경관을 해치는 고층건물의 신축을 막기
위해 건물 높이를 8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83

5

4

10

7

1,802,382

14,205

국내 건설사의 시공 중인 사업 20건,
8.9억 달러 규모

2018. 7월호

16,244

28,575

91,348

2018년
1,230
2

협력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시아
32개 국을 14만 여km의 도로로 그물망처럼
연결하는 것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최근 1년간 우리 건설업계가 수주한 공사는

태국-라오스-베트남을 잇는 최단 노선이며,

모두 7건으로 금액은 5,064만 달러에 이른다.

아시안하이웨이에 속하지만 그 기준을 충족시

현재 시공 중인 사업은 24개 사의 20건으로 8

키지 못하고 있는 라오스 8번 국도(132km) 개

억9천만 달러 규모다. 주목할 만한 사업은 지

량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 개량공사가 추진되

난 6월 12일 최종보고회가 개최됐던 ‘아시안

면 현재 태국에서 베트남으로 해상 경로를 통

하이웨이 라오스 구간(8번 국도) 개량 타당성

해 20피트 컨테이너 이동 시 약 15일이 소요되

조사 및 기본설계 사업’이다. 이 사업은 라오스

나 도로 완공 시 육로로 3일이면 충분해 연간

와 태국, 베트남 등 인접국가 간의 이동성 개

280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선, 운송비 절감, 도로안전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시안하이웨이는 아시아태평양경

KOICA는 지난 5월, 2015∽2017년 3년간

제사회이사회(ESCAP)가 아시아 국가 간 교류

300만 달러의 무상원조자금을 투입해 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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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워치

의 수도 비엔티안과 베트남 경제자유구역 붕앙

구축 및 역량 강화사업 협의의사록을 체결했

항을 연결하는 철도건설 사업에 대한 타당성

다. 이번 사업은 베트남-태국-캄보디아를 연

조사사업 이양식을 개최했다. 해당 구간 철도

결하는 경제 거점도시 싸완나켓의 경제특구지

는 라오스와 베트남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중

역 도시개발과 도로, 철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국과 동남아 국가를 연결하는 싱가포르-쿤밍

추진됐다. KOICA는 라오스 내무부 측량지도

철도(SKRL)의 5개 지선구간에 포함돼 향후 역

제작센터와 협력해 700㎢의 싸완나켓주의 대

내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축적지도(1:2,000)를 제작할 예정이다. 또 라
오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지도 제작 및 관리

한편 KOICA는 지난 3월 라오스 싸완나켓
주 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지리공간 정보 기반

교육, 지도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 정비 활동도
지원한다.

표 4 ▶ 국내 건설업계의 최근 1년간 라오스 건설 수주 공사 내용
업체명

사업명

수자원공사

남능강 유역 통합 수자원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PMC 용역

한국국제협력단

유일ENG종합

공안부 현대식병원 건립사업 F/S용역

한국수출입은행

㈜유신

유일ENG종합
정림건축
한신공영

희림종합건축

Nam Xan 1, Nam Tha 2 수력발전사업 타당성조사

출입국 관리 시스템 개선 및 역량강화사업 건축설계용역
비엔티안 복합시설 설계용역

참파삭주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

라오스, 베트남지역 건설사업관리(CM) 용역

표 5 ▶ 국내 건설업계의 라오스 내 시공 중인 주요 사업
업체명

사업명

국토교통부

한국국제협력단

(주)라코파트너스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한국국제협력단

발주처

SK건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 사업

세피안세남노이 전력회사

한신공영

참파삭주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

공공사업교통부

포스코건설
동성+동일
+다산

남릭1 수력발전 개발사업

아시안하이웨이(AH15) 라오스구간(8번국도) 개량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사업 사업수행(PC) 용역

표 6 ▶ 국내 건설업계의 라오스 내 주요 완공 공사
업체명

사업명

갑을건설

GMS 북부도로 개선사업

동아건설

Sepian-Senamnoy 수력발전소공사

대우건설
㈜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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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Houay Ho 수력발전소 건설공사

비엔티안 메콩강 종합관리사업 (제방공사)

남릭1파워 컴퍼니
한국국제협력단

발주처

교통체신건설부

Houay-Ho Power Co.

Lao-Dong AH Co., Ltd.

Dept. of Public Works &
Transport Vientiane Capital

기간
2016/12/21
2018/12/20
2017/09/26
2018/01/03
2016/08/24
2016/12/30
2017/10/16
2018/06/15
2017/12/20
2018/12/20
2017/06/27
2021/06/26
2017/03/23
2018/06/30
기간

2013/11/15
2019/02/06
2013/04/02
2016/07/01
2017/06/27
2021/06/26
2016/10/27
2018/04/26
기간

2009/10/01
2014/03/31
1993/10/23
1999/09/02
1996/07/01
2000/12/31
2009/02/06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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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Guide (4)
: PPP의 동기와 유의해야 할 점

정 의 종 경영학박사
APMG Approved Trainer P3Korea

지난 호에서 인프라는 초기 건설비용이 많

우를 인프라 PPP(infrastructure PPP)라 하였

이 들고 투자된 자금의 회수가 장기간이며 공

고 건설투자 없이 기존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

적 자산이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은 비차별적

보수만을 하는 경우를 서비스 PPP(service PPP

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며 건전한 경쟁을 거쳐

혹은 O&M PPP)라 하였다.

야만 PPP 사업의 장점인 민간의 창의성과 효
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PPP 사업

PPP가 정부 부채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

의 대상이 되는 인프라의 종류가 많으나 이를

고 인프라 건설 재원이 부족한 신흥개도국의

대별하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과 같이 인

경우 추가적 재원조달 수단으로 기대가 크나

프라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료를 직접 지불하

PPP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크고 복잡

는 경제적 인프라(economic infrastructure)와

한 사업 과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정부의 충

학교, 법원, 교도서, 정부청사와 같이 직접 지

분한 역량이 없으면 오히려 비용만 크고 효과

불이 곤란하거나 국민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가 작은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호에

지급하는 사회적 인프라(social infrastructure)

서는 PPP의 명암을 살펴보고자 한다.

로 구분 하였다. PPP사업의 유형으로는 인프
라 건설과 운영 및 유지·보수를 하나로 묶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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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에 따른 몇 가지 조건에 충족을 하여

I. PPP 추진 동기

야 하지만, 대략 중요 위험이 민간에 이전되고
공공부문에서 인프라를 국민 세금이나 차입

사업수익(Business Revenue)의 50% 이상이

금을 재원으로 하는 재정투자 대신 민간부문

정부지급이 아니라 사업에서 거둘 경우 정부

이 참여하는 PPP 방식을 선호하는 이론적 근

의 부채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정부부채가 높

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은 국가에서 PPP를 인프라 투자의 재원 마련
을 위한 우회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금융조달
열악한 재정 상태와 국가신용등급이 낮아
정부 부채 상한선으로 인하여 차입 투자

차입이 어려운 신흥개도국은 PPP가 아니면 인

가 어려운 경우 혹은 높은 부채비율로 인하

프라 건설 자체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여 정부 차입이 자체가 어려워 신흥개도국

욱 집착할 수밖에 없다. PPP 사업에서 사업성

들은 재원확보의 수단으로 PPP를 도입하고

이 낮아 정부보조가 있을 수 있지만 PPP는 민

있다. PPP가 정부부채로 인식되지 않으려

간이 지분투자를 하여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면 IPSAS Standard 32(International Public

(SPV: Special Purpose Vehicle)의 책임 하에

Sector Accounting Standard 32)나 Eurostat

대출 받아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정부입장

재정발주 현금흐름

PPP 현금흐름

그림 1 ▶ 재정 발주와 PPP 현금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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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재정사업보다 일시적으로 부담이 줄어들

거리에 있는 민간은 할 수 있으나 정부에서 할

게 된다. 재정발주에서는 건설기간 동안 거액

수없는 유연성이 있다. 공사금액 산정에 있어

의 투자금이 요구되지만 정부지급 PPP의 경우

정부는 시장 가격이 아니라 법으로 정한 자재

운영기간 동안 민간에게 나누어 지불하기 때

비와 건설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시장 가

문에 재정 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겠지만 PPP

격보다 높게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부

사업이 많아지게 되면 매년 지불해야 하는 액

가 민간보다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인건비

수가 커져 문제가 될 수 있다.

나 고용조건, 등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달비용이 높게 된다. PPP로 건설하

●

효율성과 효과성(Effectiveness and Efficiency)

는 경우 우수한 아이디어로 건설비를 절감시
키지만 재정발주에서는 민간 계약자의 이익이

자금조달 주체의 위험을 고려하면 정부가 차

될지언정 정부 발주금액을 낮추는 효과를 기

입할 경우 자본비용(capital cost)이 가장 낮고

대하기는 어렵다. 즉, “사적 이익‘이 ’공적 이익

다음으로는 SPV의 차입비용이고 가장 높은 것

‘보다 항상 앞서기 때문에 민간 공사비가 정부

이 지분투자 비용(equity cost)이기 때문에 PPP

공사비 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가 재정 사업보다 이자비용이 높다. 더불어
PPP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PPP 적합성 테

●

스트뿐만 아니라 재정사업보다 훨씬 강도 높은

생애주기 비용 관리
(Life Cycle Cost Management)

사업타당성분석(feasibility study), 민간, 정부,
대출자, 운영자, 등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효율적인 생애주기 관리는 설계 및 건설에

들을 만족시키는 계약 구조의 마련, 공정하고

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민간은 건설시 비용

투명한 입찰, 건설관리 및 운영관리, 등 여러

이 다소 높더라도 운영 전 기간(whole-of-

분야에 투입되는 비용들(transaction cost)이

lifecycle period) 동안 발생하는 생애주기 비용

재정투자보다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PPP 사

이 적게 건설하게 된다. 고효율 모터를 사용하

업을 추진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는 민간의

거나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바이

혁신과 창의력이 정부보다 우월하여 거래비용

패스 라인(by pass line)을 설치하거나 고급 재

을 감안하더라도 총체적 이득이 크기 때문인데

질을 사용하여 교체 주기를 길게 하여 비용을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줄이는 방법, 등이 그 예이다.

●

자금관리(Cost Management)

●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민간은 정부보다 설계, 구매 및 시운전에 소

민간은 정부보다 리스크를 식별하고 발생

요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하

확률을 낮추고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결과를

도급 관리나 인원관리에 있어서 공사와 지근

최소화 하거나 제3자에게 리스크를 이전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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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역량이 정부보다 높기 때문에 원가

●

혁신(Innovation)

를 줄일 수 있다. 더욱이 PPP 사업에는 지분투
자자, 대출 은행, 정부, 등과 같은 다양한 이해

재정발주는 사전 설계 및 입찰서 준비 과정

관계자들이 사업 실패를 피하기 위해 리스크

을 통해 건설될 시설물의 기술사양을 면밀하

에 대한 보다 정교한 관리를 하게 된다.

게 규정하여 계약자는 이에 따라 시공을 하여
야 하기 때문에 계약자의 창의력을 보일 수 있

특히 PPP 사업에 있어 대출은행이 가장 우려

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즉, 투입물(input) 위

하는 것이 프로젝트 예산초과(cost overrun)와

주로 규정되어진 계약 시방서에 따라 건설을

공기지연(construction delay)인데 이들에 대

하고, 완공 검사도 요구된 기술사양을 준수했

한 관리가 정부보다 민간이 훨씬 앞선다는 것

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반면 PPP 사업

은 이미 여러 사례에서 입증되었다. 예산이 초

에 있어서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자재

과되면 추가로 자금을 출자하거나 대출을 받

를 투입해서 건설하느냐와 같은 투입물 보다

아야 하고 공기가 지연되어 수익이 예정대로

는 ‘어떤 서비스를 어떤 조건으로 공급하여야

일어나지 않으면 SPV는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산출물(output)을 요구하게 된다. 여

되고 대출은행도 현금 수지에 문제가 발생한

기서 민간의 창의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여지

다. 이와 같은 건설 위험의 총체적 관리는 정부

가 있다. 즉,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를 염두에

보다는 민간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두고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
공하여 사회적 효익(social benefit)을 제공하

영국의 국립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게 된다.

과 호주 국립 PPP포럼 (Australia National
PPP Forum) 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아래

●

신뢰도와 효과성(Reliability and Effectiveness)

〈표그림 4-2〉와 같이 영국에서 재정발주가
PPP보다 공사비 초과가 훨씬 크며(73%/22%)

PPP는 에너지 효율화, 가스배출 저감, 소음

공기 지연도 확연한 차이(70%/24%)를 보이

저감,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낮추거나 수익

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호주에서도 마

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품질 향상 혹은 조기

찬가지 이다.

완공으로 시설 이용을 앞당기려는 동기 때문
에 사회적 신뢰도가 높아지게 된다. 예정보다

표 1 ▶ 재정발주와 PPP의 효율성 차이
조사기관

조달 유형

∎예산 초과
∎공기 지연

NAO(영국.)

재정발주
73%
70%

PPP

22%
24%

자료: NAO(2002), NPF(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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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F(호주)

재정발주
10.1%
10.9%

PPP

0.7%
5.6%

앞서 도로가 완성되고 물류 이동이 시작된다
면 이에 따른 연료비 절감, 운송기간 단축, 일
자리 창출, 인접 도시의 경제 활성화, 등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또한 민간이 정부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신뢰성이 증
가하여 정책적 효과성이 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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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PPP 효율성의 원천

●

시설 이용 증가(Utilization)

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대
출은행이 대출 한도액과 대출조건을 결정하기

인프라 시설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면 자

때문에 투명성은 재정발주와 비교할 수 없이

연스럽게 이용자가 증가하게 되고 예상보다

높다 할 수 있다. 더욱이 사업성 평가를 제3 전

수익이 증가하여 이를 재원으로 이용료를 낮

문기관이 행할 경우 재정발주에서 흔히 볼 수

추던지 시설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업

있는 ‘지나친 낙관적 가정’을 방지할 수 있다.

그레이드하거나 새로운 인프라 건설에 투자할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추진 방식에서 연유하는 PPP의 투명성
은 신흥개도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패 방지

투명성과 공정성과

에 큰 역할을 한다. 만약 PPP를 수행하는 절차,
정부 각 부처의 책임, 공공부채 관리, 지배구

PPP는 기획 단계부터 운영 및 시설 이관까

조, 관련 법규, 등이 정리된 PPP 추진체계 (PPP

지 사업을 주관하는 정부, 민간, 대출 금융기

Framework)가 확립되면 그 효과는 더욱 크다

관, 건설사업자, O&M 운영자, 등 다양한 이

할 수 있다. 더불어 인프라 건설을 위한 차입금

해관계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할

이 목적 사업 이외로 빠져나가 부채만 늘고 사

수 있다. 입찰 단계에서 PPP 응찰자는 프로젝

업은 지지부진하여 정책적 효과를 보지 못하

트 전 기간에 걸친 분기별 예상 현금유입(cash

는 일부 신흥개도국의 현실에서 PPP는 확실한

in)과 유출(cash out)을 골자로 하는 예상 현

대안이 될 수 있다. PPP는 다수의 이해관계자

금흐름표 (cash flow statement)를 작성하여

가 참여하여 각자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사업

사업수익률을 보고 필요한 경우 정부 보조금

성을 평가하고 입찰에 참여하고 운영을 하기

(grant)을 요구하는 재무모델(financial model)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정발주보다 공정성에서

을 제시하고 정부 측 회계 전문가들이 이를 검

앞서고 있다. 공정성에 의심이 가면 시장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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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시장에서 철수하기 때문이다.

비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계약으로 이끌
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재정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

발주는 정부가 경제성을 분석하여 (economic
feasibility)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이 비

민간부문이 인프라의 설계, 건설, 운영 및 유

용(social cost)보다 큰 경우, 죽, B/C Ratio

지·보수, 위험관리, 등 전반에 걸쳐 공공부문

가 1보다 커서 인프라 건설이 사회적으로 의

보다 우수하다면 이를 공공부문에 이전시켜

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되고 건설과 향후 운영

공적 자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을 위한 자금조달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따져

있다.

보는 재정가능성분석(fiscal feasibility)을 실시
한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PPP는 정부의

II. PPP의 경계해야할 점

경제성분석 및 재정가능성분석과 더불어 민
간에서 사업의 수익성을 확인하는 상업성분

앞서 우리는 PPP의 여러 가지 추진동기를 살

석(commercial feasibility)에 더해 대출은행의

펴보았다. 부채비율이 상한선에 도달하여 정

원리금회수 가능성을 확인하는 대출가능성분

부 재정으로 추진하기 어렵거나 국제 금융 신

석(bankability study)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인도가 낮은 신흥개도국들은 추가적인 투자금

시간과 비용이 재정발주보다 훨씬 많이 들게

유치라는 금융적 동기와 더불어 건설비용 절

된다.

감, 운영비용 절감, 창의성, 리스크 관리, 등과
같은 민간의 6가지 효율성과 효과성을 살펴보

특히 입찰과정에서 재정발주에서 볼 수 없

았고 그 외에 투명성, 부패방지효과 및 전시효

는 민간사업자들의 창의력 있는 여러 대안 기

과 같은 PPP의 긍정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으나,

술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경제적 가

PPP가 이러한 장점만 가지는 있는 것이 아니

치가(Value for Money)가 큰 사업자를 선정

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주의점도 있다.

하는데 역시 비용이 소요된다. 이밖에도 계약
서 작성이나 운영기간 동안 제3자 검사기관

높은 거래 비용

의 성과 측정, 정부의 감독비용, 등과 같은 부
수적인 비용들이 많아 결과적으로 거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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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는 사업발굴단계, 사업성평가단계, 사업

(transaction cost)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구조화 및 입찰서/계약서 초안 준비단계, 입찰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는 PPP로 하지 않는 경

단계, 건설단계 및 운영 및 이전단계로 구성되

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는 미화

어 있다. 재정발주에서도 대부분의 단계를 요

50Million, 캐나다는 미화 100Million이상을

구하지만 PPP 만큼 장기간 전문 인력이 투입

PPP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 펜실베니

되지는 않는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PPP는 다

아주가 558개의 교량을 묶어 O&M PPP 계약

수의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준

을 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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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시 민간이 정부에 청구서를 내밀게 되어 철
저한 관리 없이 방만하게 PPP 사업을 추진하

대출자는 채무자로부터 원리금을 상환 받을

면 미래에 큰 곤란을 겪게 된다. 따라서 각 나

수 있는 위험에 고려하여 대출 이자율을 제시

라에서는 PPP 사업을 국가 예산이나 GDP에

한다.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높으면 이자율이

연결시켜 일정 한도 내로 관리하고 있다. 개인

낮고 그 반대인 경우는 높은 것이 금융 상식이

들의 카드사용 남발에 따라 어려움을 겪듯이

다. 정부가 차입하는 이자율은 민간보다 파산

국가도 결국 미래 수십 년 동안 약정 금액을

위험이 작기 때문에 민간 이자율보다 훨씬 낮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절대적

다. PPP의 경우 민간이 지분을 출자하고 출자

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PPP를 확대하기 전에

지분보다 몇 배로 큰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

정부는 공공예산의 관리, PPP 추진 절차의 확

터 대출받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들 자본의

립, 각 부처의 책임과 권한, 지배구조, 등을 확

원천이 정부의 자본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금

립되어야 하고 이를 감독하는 제3의 독립기구

융비용이 클 수밖에 없다.

가 필요하다.

그러나 금융비용이나 거래비용이 높아 PPP

높은 수준의 전문가 필요

사업 방식이 재정발주보다 비용이 높다고만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불리한 면도 있지만 앞에서

정부나 민간 모두가 PPP 전문가를 확보하고

살펴본 공사기간 준수나 조기 완공에 따른 사

있어야 한다. PPP는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이

회적 편익 증대, 시공예산 준수, 그리고 6가지

해가 상충되는 문제를 놓고 협상하기 때문에

의 효율성과 효과성, 투명성 및 부패방지, 등과

PPP 담당자는 PPP에 대한 포괄적 지식을 가지

같은 정량적 및 정성적 요인을 합하면 오히려

고 한 부분에서 양보를 하고 다른 쪽에서 이익

유리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

을 얻으면서 의견을 좁혀나가야 한다. 사업 예

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정부에서는 공공부

정 부지 확보나 사업 개시 이후에 발생하는 법

문 투자성평가 방법 중의 하나인 공공부문대

규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을 정부가 공공

안비교법(PSC: Public Sector Comparator) 으

의 이익에 충실하여 전적으로 민간에게 떠넘

로 ‘재정발주’와 ‘PPP 발주’의 생주기비용을 비

기려 하면 결국 협상은 중단될 것이다. 마치 운

교하여 더 적은 쪽을 선택하게 된다.

동 경기에서 게임의 규칙을 숙지한 기량 있는
선수들이 관중을 끌어들이듯이 역량 있는 PPP

PPP의 남용

전문가들이 있어야만 시장이 관심을 갖게 되
고 협상시간이 단축되며 계약 후 사업을 원만

정부지급 PPP는 정부가 상환의무를 지는 국

하게 진행시킬 수 있다. 성공적인 PPP를 위해

가적 규모의 카드 할부 구매와 유사하다. 지금

서는 ‘PPP 전문가’와 경기 규칙인 P‘PP 수행체

당장 건설자금이 들어가지 않지만 완공 후 운

계’(PPP Framework)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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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압력

III. 요약

정치인들은 유권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

모든 제도가 항상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

어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

은 아니다. 항상 양과 음이 함께 있기 마련이

세워 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치인들

다. PPP도 몇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

은 임기 중 업적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정된

는데, 첫째는 대안적 금융 재원을 확보하는 것

예산에 매달리기 보다는 당장 재정부담이 없

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적 불황이나 금

는 PPP 사업을 선호할 공산이 크다. 프로젝

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각국 정부에서는 예

트에 대한 정당성 확보가 없고 이해관계자

산을 풀어 위기를 극복하다보니 선진국에서는

들에 대한 충분한 소통관리(communication

부채비율이 높아져 재정으로 사업하기에 한계

management)가 미흡한 프로젝트는 정권이 바

에 이르렀고 신흥개도국들은 국가 신용도 때

뀌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

문에 차입이 어려워 인프라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PPP는

프로젝트가 상당히 진행되어 매몰비용이 너

정부부채를 확대시키지 않고 인프라를 건설할

무 크거나 국민 관심사가 아니면 진행 중인 프

수 있는 대안이 되었다. 또한 PPP는 건설자금

로젝트라도 전임 정권의 업적을 빛내 줄 의사

관리, 생애주기운영비용 관리, 민간의 창의성,

가 없고 새 정권에서 해야 할 과제가 많을 경

리스크관리, 신뢰성 및 시설 이용성, 등에서 장

우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 선진국에서도 그런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투명성에 따른 부패방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취소되면 그 동

지와 모범적 전시효과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

안 투입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은 물거품이 되

나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손익을 확

는 것이다. 이런 일을 예방하려면 법에 의한 절

인하기 위한 비용인 거래비용이 높고, 민간의

차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높은 차입비용, 무분별한 PPP 추진으로 인한

상시적으로 쌍방향 의사소통을 하여 프로젝트

미래 세대의 부담, 수준 높은 전문가의 필요성,

의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치적 외부 압력, 등과 같은 도전적 과제도 함
께 한다는 사실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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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평화로운 이슬람 술탄 왕국
전 태 명 부장 / 대림산업(주)

정 혁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브루나이 템브롱교량 현장

I. 국가 개황1)

이 알려지지 않은 국가이다. 남중국해를 바
라보는 보르네오섬 서북부에 위치한 브루나

1. 개관

이는, 국토면적 5,765km2 으로 우리나라 경
기도 절반 크기이며 말레이시아의 사라와크

인구 44만명의 작은 나라이나 국민소득은
미화 31,500달러로 싱가포르와 함께 동남아

(Sarawak) 주에 둘러싸인 채 두 지역으로 나
뉘어져 있다(그림 1 참조).

를 대표하는 부국 브루나이. 공식 국명 Negara
Brunei Darussalam(‘평화가 깃든 곳’을 의미)

브루나이의 수도는 반다르세리베가완

이 뜻하듯 외부세계에 대한 국가개방을 매

(Bandar Seri Begawan)이며 원래는 ‘Brunei

우 조심스럽게 하고 있으며 우니나라에도 많

Town’이라고 불렀으나, 1970년 10월 선왕

1) 외교부 홈페이지 게시자료를 요약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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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호칭 중 ‘Seri Begawan’을 따서 개칭하였

선으로 하여 국가 개발정책도 매우 신중하게

다. 여기서 Bandar는 Town을 의미하며, Seri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Begawan은 위대한 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위대한 현자의 도시가 브루나이의

브루나이 국기는 영국의 보호령으로 있던

수도 반다르세리베가완이다. 연중 26~30도

1906년 영국과의 협정 체결 시 처음 사용되

를 웃도는 고온 다습한 열대성 기후이며 연평

었으며, 헌법이 공포된 1959년부터는 국기 중

균 강우량은 3,300mm로 한국 연평균 강우량

심부에 국장 문양을 첨가하였다. 국장 최상단

1,274mm보다 약 2.6배 많은 비가 내린다. 인

의 국기(Flag) 및 왕실 우산(Royal Umbrella)

종은 말레이계(66%), 중국계(11%)로 말레이

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군주를 상징하고 네 개

어(공용어), 영어, 중국어가 사용되고 있다.

의 깃털로 이루어진 날개(Wing)는 정의, 평온,
번영, 평화의 보호를 상징한다. 양손(Hand)은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술탄왕국으로 국왕

국민의 복지와 평화, 번영의 증진을 추구하는

은 석유와 천연가스 판매를 통한 막대한 국부

정부의 다짐을 상징한다. 마지막으로 초승달

를 바탕으로 왕국을 통치하는데 적절하게 이

(Crescent)은 브루나이의 국교인 이슬람의 상

용하고 있으며 술탄 통치체제의 보전을 최우

징으로 초승달 안에 새겨진 문자는 “항상 신의

그림 1 ▶ 브루나이 전도와 위치

그림 2 ▶ 브루나이 국기(國旗) 및 국장(國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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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호와 함께”라는 의미를, 최하단의 받침대에

제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시책 실시, 공무원과

새겨진 문자는 “Negara Brunei Darussalam"

군경을 통한 통치권 강화, 풍부한 석유 수입을

이라는 국호를 의미한다.

이용한 공공복지 혜택의 시행 등으로 국민들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어, 상당기간 체제

2. 정치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볼키아 국
왕의 나이가 72세(1946년생)로 아직은 건강에

브루나이는 세습왕정제의 이슬람 술탄 왕국

별 문제가 없으며, 장남 알무타디 빌라 왕세자

으로 국가원수인 국왕(Sultan)은 제 29대 국왕

(44세, 1974생)에 대한 권력승계 시기가 현재

인 하싸날 볼키아이다. 하싸날 볼키아 국왕은

주요 관심사다.

2017년 8월 국왕 즉위 50주년(Golden Jubilee)
을 맞이 하였다.

3. 경제
풍부한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2016년 기준
GDP의 약 53%, 총 수출액의 88% 차지) 및 보
유외환(2015년 기준 33억불)의 해외운용을 통
한 수익금 등으로 안정된 경제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경제의 석유산업 의존도가 높고, 임금
이 높은 반면 숙련된 노동력이 부족하며, 제조
업 및 사회 간접자본 등 국내 산업 기반이 취

그림 3 ▶ 국왕 즉위 50주년 행사 (2017년)

약한 편이다. 2014년 이래 지속된 국제유가 하
락에 따라 브루나이 경제가 침체되고 정부 재

정부는 총리실과 11개부(국방부, 재무부, 외

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석유/가스가 GDP

교부, 내무부, 문화청소년스포츠부, 교육부, 보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건부, 개발부, 통신부, 자원부, 종교부)로 구

추세이며 석유/가스 산업 이외 여타 산업이 국

성되어 있으며 국왕은 총리, 국방장관, 외교

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장관, 재무장관을 겸임한다. 국왕의 장남인

추세이다.

알무타디 빌라 왕세자(His Royal Highness
Al-Muhtadee Billah)는 총리실의 선임장관
(Senior Minister) 및 국방부 대장을 겸임하면
서 세습제 절대왕정제를 수호하고 있다.
브루나이 정세를 전망해보면, 이슬람 기본교
리에 입각한 생활철학 및 가치관 주입, 왕정체

표 1 ▶ GDP내 비중
연도

석유 및 가스 (%)

석유 및 가스 이외 (%)

2013년

64.8

35.2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68.0
63.3
55.9
52.6

32.0
36.7
44.1
47.4

출처: Department of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JP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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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세는 석유/가스 의존도를 줄이고
산업을 다변화하겠다는 브루나이의 장기 경제

ICT 등 첨단산업 분야의 교육 강화를 통
한 청년층의 취업 기회 확대 정책 등

개발 목표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으나, 석유·가
스 생산 감소 추세에 따라 전반적인 경제규모
가 축소되는데서 기인하였다.

▷경제전략
원유 및 가스 등 자원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의 다변화 및 downstream 사업의 활

표 2 ▶ 석유 생산량 추세
연도

생산량 (b/p, barrel per day)

2011

166,000

2010
2012
2013
2014
2015

출처 : IMF Country report

170,000
159,000
135,000
126,000
127,000

성화 등
▷안보전략
국방 및 외교, 국내 정치의 안정과 함께 자
연재해 및 전염성 질병 등에 신속히 대처
할 수 있는 안보시스템 구축 등
▷제도 발전전략
비효율적인 정부 관행의 혁신 및 양질의 공

4. 브루나이 장기발전계획 (국가비전 2035)
2007년 1월, 브루나이 정부는 2035년까

공분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정비 등
▷지역 중소기업 개발 전략

지 1인당 국민소득 및 삶의 질을 세계 10위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

권에 진입시킨다는 장기 국가비전(‘국가비

종 지원정책 수립 등

전 2035’)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8
개 핵심 분야의 중기전략 정책 수립과 2007

▷기반시설 개발 전략

년부터 5년간 95억 브루나이 달러를 투입하

주거, 보건, 교육 기반시설 및 산업 기반시

여 연 6%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다는 국가

설 확충

개발계획 수립 등을 골자로 한 '브루나이 장
기 발전계획(Brunei Darussalam Long-Term
Development Plan)'을 발표하였다.

▷사회보장 전략
저소득층에 대한 수혜정책 등
▷환경 전략

국가비전 2035의 달성을 위해 10년간 실시

환경보존 및 문화/역사 유산의 계승 정책

할 8개 핵심분야의 개발 전략 및 정책 대강을
제시하고 실시하였다.

브루나이는 2015년 5월에 내각을 개편하였
으며 일반적으로 5년 주기로 내각 개편이 있

▷교육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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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원유 수출대상국이었으나 점차 물량이

의 개발 전략과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

감소하여 2015년 對한국 수출은 브루나이 총

아 단행된 것으로 사료된다.

원유 수출(32억불)의 약 10%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5. 우리나라와의 관계
한편, 브루나이에게 우리는 제2의 LNG 수
우리나라는 1984년 브루나이가 독립하기 전

출대상국으로서, 2016년 우리나라가 브루나이

부터 총영사관을 설치했고(1939년 9월), 볼키

로부터 수입한 총 LNG 양은 약 1,362천톤으

아 국왕은 독립 직후인 1984년 4월 한국을 방

로 이는 당해연도 우리나라의 LNG 전체 수입

문하는 등 양국 간 긴밀한 관계 유지하였다.

량의 약 4% 차지하다(2016년 한국의 LNG 전

1984년 외교관계 수립이후 총영사관은 대사

체 수입량 : 31,847천t)

관으로 승격되었으며 1987년 주한 브루나이
상주 대사관이 서울에 설치되었다. 우리 건설

Ⅱ. 건설시장 현황

업체들이 신생 독립국인 브루나이의 건설 사
업에 참여하고, 원유·가스 관련 교역 등 양국
간 경제교류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브루나이 건설시장은 대림산업이 1970년 6
월 ‘LNG 플랜트 기계유지 개수 공사(대림산
업, 12백만불)로 최초 진출을 하였다. 현재까

2010년대 들어 브루나이가 대규모 산업단

지 24개 업체, 57건의 공사가 계약되어 수행되

지, 교량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따라 우

었으며 총 계약금액은 토목분야 9.6억불, 건축

리 건설업체들이 재진출하여 프로젝트를 수행

분야 2.3억불이다.

하고 있다. 2013년 브루나이의 ASEAN 의장
국 수임을 계기로 우리 대통령 방문, 장관급 인

1970년대부터 브루나이 주요 시설 및 건축

사 방문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2014년 한-

물 공사를 수주하였던 대림산업, 경남기업, 현

브루나이 수교 30주년을 맞아 브루나이 국왕

대건설 등 주요 건설업체는 90년대 말 경제 위

이 국빈방한을 하였다. 이때 브루나이 국왕이

기 이후 건설 경기 침체로 2006년 모두 철수하

직접 전용기를 운전하여 한국을 방문하여 기

였다. 2011년 이후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브

사에 오른바가 있다. 2018.8월 - 2021.8월(3

루나이 정부는 국민주택 공사, 교량공사, 석유

년)간 브루나이는 우리의 ASEAN 대화상대국

화학플랜트 공사 등을 발주하여 우리 국내 건

관계 조정국 역할 수행 예정이다.

설기업들이 진출 (2010년 대제건설, 2013년
대림산업 진출)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

양국 교역규모는 지난 '84년 수교 이래 7배

하락으로 브루나이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

이상 성장(2015년 기준 양국 교역액 12.4억

어 당분간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 추진이 어려

불)하였으며 2010년경 브루나이에게 우리는

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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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까지 경남기업이 시내 최대 규모의

건설경기는 침체기를 맞고 있으며 템부롱 교

사원(Hassanal Bolkiah) 및 Yayasan 백화점

량 공사를 제외하고 건설공사가 거의 전무한

건설, 현대건설이 Jerudong의 Marina Park 건

상태이다. 2018년 들어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

설, 대림산업이 Seria의 브루나이 Shell 정유시

어 이러한 건설 침체기가 오래 가지 않을 것으

설 및 본사 건물을 건설하였다. 1997년도 이후

로 예상되며 템부롱 교량 완공후 템브롱 지역

는 대한전선 등의 전선납품 및 부설공사 이외

인프라 사업 발주 등이 예상된다.

에는 본격적인 건설수주는 없었으나, 2010년
대들어 브루나이 개발부가 시행한 국민주택사

브루나이 국토개발부(MOD, Ministry of

업에 대제건설이 400채규모의 주택 공사를 수

Development)는 2018년 6월 7일에 브루나이

주하였다(2010.8). 2013년 이후 브루나이 정

국토 개발 전략 2018-2023을 발표하였다. 질

부 발주 대규모 건설공사에 한국기업들이 적

적으로 향상된 삶(Quality Living), 지속가능

극 참여하여 2013년 5월 대림산업이 숭가이

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풍요로

교량(Sungai Kebun Bridge) 공사를 수주(약 1

운 국가(Prosperous Nation)의 세가지 비전을

억불)하여 2017년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2017

달성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할 영역

년 국왕 즉위 50주년 행사와 함께 브루나이 최

(Focus Areas)과 목표를 아래 표9과 같이 구축

초의 특수교량인 Sungai Kebun Bridge 개통식

하였다.

이 국왕 및 왕족 그리고 고위 관료의 참여하여
성대하게 치러졌다. 또한 평화, 삼안, 한국도로

표 3 ▶ 브루나이 개발 전략 2018-2023

공사 컨소시움의 PMB 교량 프로젝트 감리로
선정되었으며, 2015년 대림산업이 템부롱 2구
간(5.2억불), 3구간(2.1억불) 공사 수주하여 공
사 중에 있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브루나이의

그림 4 ▶ Yayasan Complex (경남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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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K-BUILD저널

그림 5 ▶ Hassanal Bolkiah 사원 (경남기업)

그림 7 ▶ Temburong Bridge (대림산업, 2019년 완공 예정)
표 4 ▶ 주요 시공중 공사
업체명

대림산업

그림 6 ▶ Sungai Kebun Bridge (대림산업)

Ⅲ. 사회·문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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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
평화ENG+
도로공사

프로젝트명

완공일

템부롱 교량 CC3
- 사장교 2개소(1주탑, 2주탑)

2019/05

Pulau Muara Besar 교량,
도로, 상하수도 공사 - 설계 및
조사 용역

2018/06

템부롱 교량 CC2
- Marine Viaduct (13.4km)

2019/05

로 인해 교민 수가 다시 증가하였다. 브루나이
법상 외국인은 단순노동자의 경우 55세까지,

필자는 2012년부터 브루나이 건설시장 영

관리자급은 60세까지만 체류 가능하다. 단, 60

업을 시작하였으며 2015년에 템브롱 교량 수

세 이상의 경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

주로 브루나이 현장으로 발령을 받아 지금까

이 이민국 심사를 통해 체류가 가능하다. 1970

지 브루나이에서 거주중이다.

년 초기 대부분의 교민은 양계업 및 자동차 수
리업으로 정착하였으나 현재는 식당, 건설업,

필자가 브루나이에 처음으로 온 2012년에는

여행사, 미용업 등 직업이 다양화 되었다. 주요

교민이 약 100명 정도였다. 1960년대 초반 농

교민 단체로는 재브루나이 한인회, 브루나이

업 및 기술이민의 일환으로 정착을 시작하여

한글학교, 한인연합교회 등이 있다. 브루나이

1980년대 중반 500여 명에 이르렀으나 귀국

는 이슬람 이외 타 종교를 허용하고 있으나 단

또는 제3국 이주 등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

하나의 기독교 교회(St. Andrew’s Church)만

소하다가 2013년부터 Sungai Kebun 교량 건

이 허가를 받고 운영 중에 있어 한인연합교회

설 사업과 Temburong 교량건설 사업과 관련

의 경우 비인가 교회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

된 대림산업 및 협력업체 직원과 가족의 거주

다. 브루나이 한글학교의 경우 매주 금요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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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두시간 한글 수업이 있으며 동포 자원봉사

2. 관습

자 교사들이 약 20여명의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필자의 자녀들도 여기서 한글을 배우고
있다.

2014년부터 이슬람의 가르침에 기반한 ‘샤
리아 형법(Syariah Penal Code)’을 도입, 기
존 형법과 함께 시행하는 이원형법체제(dual

▷교민 수 : 약 316세대, 465 여명
(2017.4월 기준)

judicial system) 운영하고 있다. 동 샤리아 형
법은 코란이 금지하고 있는 절도·간통·강간 등
에 대해 손·발목 절단, 투석형, 사형 등의 엄격

1. 사 회

한 신체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타 조항들도
국제인권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내용이 많아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분야에 있어서 왕실의

국제사회의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까지

권한이 절대적이다. 정부의 고급관리들을 주

동법 시행령 미비로 동 형법의 실제 집행은 보

로 영국, 호주 등에서 학위를 받은 젊은 엘리트

류 상태) 아울러, 동 샤리아 형법은 무슬림이

로 기용하고 있으며,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들

아닌 사람들에게도 적용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을 우대함으로써 국왕 통치체제의 지지기반으

있는데,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금지, 라마

로 활용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약 11%를 차

단 금식 기간 중 공공장소에서의 음식 섭취 및

지하는 중국계가 사실상 상권을 장악하고 있

흡연 금지, 노출이 심한 복장 제한 등은 브루나

으나, 정부가 부미푸트라 정책을 계속 유지함

이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도 해당되므로 우

으로써 말레이계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려

리나라 국민들이 브루나이를 방문할 때 유의

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여야 한다. 브루나이의 일반적인 관습을 아
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 부미푸트라(Bumi Putra)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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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정부는 말레이계(부미푸트라) 국민

▷사람, 물건 등을 지적할 때 검지를 사용하면

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경제활동의 주도권

안 되며, 반드시 오른손 주먹을 쥐고 엄지를

확보를 위해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있는데, 이

위쪽으로 하여 사용

는 타민족, 특히 중국계의 경제적 실권장악에

▷서양식으로 다리를 꼬고 앉으면 불경스런

대한 견제 및 자국민 보호측면에서 실시하였

행위로 간주되므로, 두 다리를 나란히 붙이

다. 1982년 9월, 국왕은 브루나이 상권의 대부

고 바르게 앉는 것이 바람직

분을 쥐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앞으로 말레이인

▷인사할 때 오른손으로 악수를 한 후 자기 가

들에게 상업을 지도하여 브루나이 전체의 경

슴에 갖다 대는 습관이 있으나 외국인의 경

제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브루나이에

우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이

대한 충성의 표시로 말레이어를 배워 사용할

슬람 국가이지만 아랍권처럼 껴안는 습관은

것을 권장하였다.

적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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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교리에 따라 무슬림들은 돼지고기와

이 사람들은 전혀 급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급

술을 먹지 않으며, 닭고기나 쇠고기도 할랄

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경적을 울리거나 하

(Halal, 도살할 때 거행하는 이슬람 의식)을

는 일이 거의 없다. 필자가 1년에 한번 정도 자

하지 않은 것은 금기

가용 경적을 눌러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볼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불법이며, 모든 알

정도로 경적을 누를 일이 거의 없으며 경적소

콜류 음료는 개인 소비에 한해 비무슬림에

리를 들은 적도 거의 없다. 안전상의 문제가 발

게만 한정적으로 반입이 허용 (맥주 12캔,

생할 경우에만 아주 살짝 눌러주어 상대방 차

위스키 또는 포도주 1병)

량이 인지할 수 있게 한다.

▷브루나이에 담배 반입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담배 반입시 한갑(20개피)에 100불

브루나이는 영국의 영향을 받아 우측에 운

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한보루를 초과

전석이 있으며 좌측통행을 한다. 운전중에는

하여 반입하여 적발될 경우 밀수 혐의를 받

양보가 생활화되어 있으며 언제나 보행자의

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양보의 생활화에
대한 예로 한국에서 전조등을 깜박거릴 경우
보통 경고, 분노의 표출(?) 등의 의미지만 브루
나이에서 전조등을 깜박거린다는 것은 상대방
이 나에게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것
이다. 브루나이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매우 열
악하여 철도나 전철이 없으며 대중버스가 운
행되긴 하지만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
용하고 있다. 이에 자동자 보급률이 매우 높다.

그림 8 ▶ 바닷가 안내 표지판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보유율이 가장 높은 나
라는 1000명당 837대를 보유한 미국이 1위이

위의 사진은 필자가 브루나이 해변의 안내

며 그다음 브루나이가 827대로 당당하게 2위

판을 찍은 것이다. 사진에서 보면 남녀표시에

이다. 참고로 한국은 425대로 37위를 기록하

사선으로 금지표시를 한 경고그림이 있다. 이

고 있다(2017년 중앙일보).

는 해변에 미혼의 남녀가 데이트 하는 것을 금
지하는 것으로 브루나이가 이성 교제에 대해
서 매우 보수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브루나이에서는 약속시간을 꼭 맞추지 않더
라도 10 ~ 20분 정도는 의례 기다려주는 것이
예의이며 보통 10분정도 늦을 경우가 많다. 아

일반적으로 브루나이 국민들은 온순하며 타

무래도 1년 356일 더운 국가이고 인구가 밀집

인을 배려하고 성격이 급하지 않다. 브루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처럼 급한

에서 운전을 해보면 느낄 수 있는 것이 브루나

것이 없으며 약간 게으른 성향이 있는 것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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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다(주차장을 10분간 도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먼 곳에 주차하지 않는다).

필자가 브루나이에 거주하면서 놀란 사실중
하나는 브루나이 내국인에게만 무상의료를 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도 만15세 이
하의 미성년자에게도 무상의료를 지원한다는

3. 복지제도

점이다. 필자를 포함하여 많은 직원들이 가족
브루나이는 내국인에게 무상의료 지원을 해

들을 동반하여 브루나이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고 있다. 빈약자, 미망인 등에게 재정 지원해

가족들 중 아이들은 무상의료혜택을 받고 있

주고 모든 국민들이 납세의 의무가 없다. 포괄

는 중이다.

적인 의료지원으로 평균 수명 증대 (2016년 기
준, 남 74.8세, 여 79.6세)하였으며 연금제도가

필자는 한국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왕이

시민 및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1955.1.1부터 시

국왕 생일 또는 하리라야(Hari Raya: 이슬람

행되어 경로(60세 이상), 신체불구, 맹인, 정신

교도의 금식기간(라마단)이 끝났음을 축하하

박약아 및 피부양자에 지급되고 있다. 연금은

는 날로, 무슬림에게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명

소득에 비례하여 소득의 17% 수준을 일괄 공

절) 기간 중에 국민들에게 용돈을 준다는 이야

제하고 있다(근로자 및 고용자 반반 부담). 필

기를 들었다. 처음에는 설마하고 이런 이야기

자의 현장에도 약 70여명의 로컬직원들(브루

를 믿지 않았으나 2017년 하리라야 기간에 필

나이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월급에 세

자가 아래와 같은 용돈을 국왕으로부터 받게

금공제나 의료보험료 공제가 전혀 없으며 연

되었다. 용돈은 필자의 둘째 아들 이름으로 나

금만 공제된다. 고용주도 동일하게 연금을 공

왔다. 필자의 둘째 아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제하고 있다.

자주 다녔는데 아마도 병원에서 왕궁으로 아
픈 아이들 명단을 넘겨 준 듯하다. 격려금은 브

표 5 ▶ 브루나이 연금 공제표(단위: 브루나이 달러-싱가폴달러와 동일)
TAP AND SCP SCHEME CONTRIGUTION HANDBOOK

($) Salary
From
$2,028.15
$2,028.43
$2,028.72
$2,029.00
$2,029.29
$2,029.58
$2,029.86
$2,030.15
$2,030.43
$2,030.72

($) Salary
($) Total
To
Contribution
$2,028.42 $345.98
$2,028.71 $346.00
$2,028.99 $346.02
$2,029.28 $346.04
$2,029.57 $346.06
$2,029.85 $346.08
$2,030.14 $346.10
$2,030.42 $346.12
$2,030.71 $346.14
$2,030.99 $346.16

($) By
Employer
$172.99
$173.00
$173.01
$173.02
$173.03
$173.04
$173.05
$173.06
$173.07
$173.08

($) By
Member
$172.99
$173.00
$173.01
$173.02
$173.03
$173.04
$173.05
$173.06
$173.07
$173.08

출처: TAP and SCP Handbook
* TAP: Tabung Amanah Pekerja (Employee’s Trust Fund)
* SCP: Supplemental Contributory P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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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이 달러 1,000불이었다. 병원비 무상에 각
종 약들도 모두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데 격려
금까지 전달해주니 브루나이 국민들이 국왕을
좋아하는 이유를 몸소 느낄 수 있었다.

그림 9 ▶ 필자가 국왕으로부터 받은 격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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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놀라운 점은 브루나이 학생들은 대

4. 교육

다수가 성적에 따라 영국, 호주 등으로 유학을
자국민의 국립학교 수학은 무상교육이며

갈 수 있으며 국가보조금으로 학비 및 생활비

2008년부터 ‘SPN-21'(21세기 신교육체제)을

가 제공된다는 점이다. 필자의 현장에서 근무

구축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개별 능력에 따

하는 로컬 직원들 중 토목공학을 전공한 직원

라 수학기간 단축 가능, 학과목 선택권 다양

들은 전부 영국에서 학위를 받았다. 단, 국가

화 등 교육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시행중에 있

지원을 받아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

다. 만 6세에 취학하여, 초등학교(Primary) 6

위 취득 후 3년간은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으

년, 중•고등학교(Secondary) 4~5년, 대학예

나 3년 후에는 브루나이로 돌아와서 브루나이

비과정(A-레벨) 2년을 마치고 대학 진학이 가

에서 일을 해야만 한다. 단, 브루나이에서 얼마

능하다. 중•고등학교(Secondary) 2년을 마

간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만 하는지의 규정은

치고 시험을 거쳐 일반교육, 응용교육, 특별

없어 해외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제약이 크

교육(각 분야에 재능 있는 우수한 학생), 특수

지 않다.

교육으로 구분되어 진학하며, 성적이 우수하
면 일반교육을 4년으로 단축 가능하다. 중•

외국인 자녀가 브루나이 현지 학교에 입학

고등학교 4년 또는 5년(Year 10 또는 Year 11)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Employment Pass 취득

을 마치면 BCGC 'O'-Level (브루나이-캠브

이 완료되어야 한다. 학생 단독유학은 국제학

리지 공동주관)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면 중•

교(JIS, ISB)만 가능하다. 부모 미동반 상태에

고등과정 이수를 인정받는다. 대학예비과정으

서 자녀의 사립학교 취학을 희망할 경우 단독

로 ‘A'-레벨 과정, 간호학교, 기술학교, 특별과

유학은 불가능하며, 대신 보증인(guardian)과

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A'-레벨 과정을 수

친인척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

료한 후, BCGCE-A Level 시험을 치르고 대

명서(공증 필요)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학에 진학할 수 있다. 종합대학교는 1984년 설
립된 브루나이국립대학교 University Brunei
Darussalam(UBD)가 있다.

대부분의 대림직원들의 아이들은 국제학
교인 ISB 또는 JIS에 다니고 있다. 학비는 학
생 한 명당 연간 브루나이 달러 12,000불에

표 6 ▶ 브루나이 학제현황 (영국식)
구분

초등학교

대학
예비
과정

중․고등학교

‘A'레벨
간호전문
기술전문
대학교

2008년 이후(SPN-21)

6년
4년~5년
2년말에 시험
* 성적우수자는 4년 단축가능
2년
3년
3년
4년

서 20,000불 가량이 필요하며 학년에 비례하
여 학비가 오른다. 초등학생의 경우 한 학기
(Term)에 3,500불 정도의 수업료를 내며 1년
에 세 학기(Term)로 구성되어 있다. 브루나이
국제학교는 다른 국가의 국제학교에 비해 저
렴한 편이며 영국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
며 대부분의 교사가 영국출신이다. 브루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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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가적으로 매우 치안이 좋고 유흥업소등

현재는 일주일에 두 번 (목, 일) 한국-브루나

의 유해환경이 전무하여 아이들이 공부하기에

이를 왕복하고 있다. 이에 한국관광객들이 팩

좋은 국가 중에 하나이다.

키지 여행으로 브루나이를 들어오고 있다. 또
한 브루나이 사람들도 K-Pop 및 K-Drama

표7 ▶ 브루나이 국제학교 (영국식)
International
School
Brunei
(ISB, 국제학교)
Jerudong
International
School
(JIS, 국제학교)

Tel : (673)233-0608
Fax : (673)233-7446
Email : admissionmgr@ac.isb.edu.bn
http://www.isb.edu.bn
연간학비 : BND12,000~13,000
사전통보요건: 전학 1학기전

Tel : (673)241-1000/1206/7100/1214
Fax : (673)241-1010
Email : enrol@jis.edu.bn
http://www.jerudonginternationalschool.com
연간학비 : BND17,500~20,000
사전통보요건: 전학시 8주전

에 영향을 받아 한국 여행을 많이 가고 있다.
브루나이에 팩키지 여행을 오는 한국사람들
은 브루나이의 7성급 호텔인 엠파이어 호텔에
서 숙박을 하고 골프장 투어를 하거나 (브루
나이에는 4개의 골프장이 있으며 18홀 경기가
40,000 ~ 70,000원 정도임) 정글탐험 또는 이
슬람 문화 탐방을 주로 한다.
브루나이의 맑은 공기를 맘껏 느끼며 자연
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운 이슬람 문화를 체험

5. 주요 관광문화

하고자 한다면 브루나이를 추천한다. 필자가
추천하는 주요 관광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

2016년부터 한국-브루나이 간 직항이 생겨

그림10 ▶ ISB 국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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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pong Ayer (Water Village)

▷현재 약 3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수상가옥 집단 마을로,
오늘날 브루나이의 근원지
▷주로 소형 보트(Water Taxi)로 육지와 통행하며, 주택 사이에는 나무다
리로 연결되어 있어 도보이동 가능

2018. 7월호

Istana Nurul Iman(제1왕궁)

▷1,788개의 방이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왕궁으로, 1984년 독립에 맞추
어 내부시설 포함, 약 4억 미불의 비용으로 건설
▷평소에는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으나, 라마단(이슬람교도들의 금식기
간) 이후의 Hari Raya 축제기간에는 일부 구간을 국민들에게 개방하며
국왕 및 왕족에 대한 인사도 허용

Omar Ali Saifuddien Mosque

▷1958년 건축된 금색 돔형의 고전 이슬람사원으로, 브루나이의 대표 사원 중 하나로 사원 앞 호수에 있는 16세기 Royal Barge를 본 딴 콘크리트 배가 인
상적이다.

Jame'Asr Hassanal
Bolkiah Mosque

▷1994년 7월 개관한 금색 돔형의 이
슬람사원으로, 경남기업이 건설
▷정원이 인상적이며, 내부는 호화
상들리에와 대리석 등으로 장식

37

K-BUILD 특집

Jerudong Park

▷시내에서 약 25km 지점에 위치한 유원지로, 국왕의 50회 생일을 기념
하여 완성(1996.7)되었으며 놀이시설과 워터파크가 있다. 저렴한 비용
으로 각종 놀이시설(바이킹, 롤러코스터, 회전목마, 범퍼카 등)과 워터
파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장점으로 손님이 많지 않아 어떤 놀이시설이
든 줄서지 않고 계속 탈 수 있다는 것이다.

Gadong Night Market

▷시내에 위치한 가동야시장은 각종 먹거리를 싸게 팔고 있어 관광객들
이 브루나이 전통먹거리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곳이다. 대부분의 음식
은 1~2불 정도로 저렴하다. 2017년도에 야시장을 현대화하여 청결하
고 쾌적하다. 사진은 야시장을 방문한 브루나이 국왕이다. 일반국민들
과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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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along 국립공원 및 Peradayan Forest
Recreation Park (Temburong 지역)

▷다양하고 풍부한 열대수림 및 생물을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보존
▷수로를 통해 이동하며, 시내에서 매일 출발하는 보트 이용 시 약 1시간
소요

K-BUILD저널

Ⅳ. 글을 마무리하며

2018. 7월호

브루나이 실질 경제는 다소 침체되어 있으며
Sungai Kebun Bridge 및 Temburong Bridge

이슬람 절대왕정체제의 강화를 위하여 말레

등의 메가 프로젝트 발주 및 공사로 인해 다

이 이슬람 왕정 (MIB: Melayu Islam Beraja

른 모든 건설공사가 중단되거나 발주되지 않

– Malay Muslim Monarchy) 개념을 기본통

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브루나이 로컬 건

치 철학으로 하여 국가와 술탄이 모든 국민들

설업체들의 일거리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의 절대적인 충성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다시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

는 무엇보다 경제안정을 통한 국민복지가 보

되고 있어 머지않아 브루나이가 경제 침체기

장되어야 한다. 브루나이의 경제적 안정과 국

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희

민들의 높은 생활수준은 절대왕권을 유지하

망한다.

는 필수 조건임이 분명하다. 필자가 느끼는 브
루나이 사회는 다소 폐쇄적인 절대왕권국가로

술탄정부의 교육진흥정책과 아울러 인터넷

국민들에게 의식주 전반의 복지를 제공하지만

등의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국민들의 교육과

여전히 국민 대다수는 윤택하게 살고 있다는

의식수준은 높아지고 있다. 머지않아 국민들

생각이 들지 않는다. 젊은이들은 대부분 국가

의 자각수준이 빠른 속도로 높아짐에 따라 술

공무원이 되고자 하나 공무원 채용수는 매우

탄과 정부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요구

한정되어 있고 동남아 주변국과 비교해서 상

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평화로운 이슬람 술탄

대적으로 높은 인건비와 고질적인 숙련된 노

국가인 브루나이는 이 평화로움을 지키기 위

동력의 부족 이외에도 국내 경제 분야에서 외

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현존하는 절대왕

국인 노동자들의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권의 모범적 사례인 브루나이 왕국의 장래는
다른 군주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관심을 가지

최근 서비스 분야 및 민간분야에 브루나이

고 그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

자국민들이 진출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
으며, 불과 몇 년간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서 외
국 종사자(주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여성) 대
신 브루나이 사람들로 교체되고 있는 상황을

* 이글을 기고하는 동안 도움을 주신 주브루나이 한

목격하였다. 최근 몇 년간 유가 하락으로 인해

국대사관과 대림산업(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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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ID 2017 개정판에 대한 이해 (5)

: 계약적 결정 및 분쟁 해결 절차

현 학 봉 씨플러스 사장

FIDIC 2017 개정판에 대한 이해

계약적 사안들에 대한 결정절차의 공정성은
계약당사자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FIDIC 2017년 개정판의 내용을 아래의 순서

매우 중요한 계약적 요소이다.

에 따라 5차례에 걸쳐 연재되며 금회는 3번
째 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전 글에서 간략하게 설명하였듯이, FIDIC
은, 개정 이전 판이나 개정판이나, 크게 4단계

1. FIDIC 계약 조건과 구성의 이해

의 결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아

2. 계약문서의 구성, 관리 시스템, 정의 및 해석

래와 같다.

3. 이행보증과 계약금액
4. EOT, Variation, Claim

① 합의/결정 조항에 따른 절차

5. 계약적 결정 및 분쟁 해결 절차

② 분쟁 회피/조정 절차
③ 우호적 합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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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재 조항에 따른 절차

5-1. 계약적 결정절차

위의 절차 중에서 분쟁회피/조정 절차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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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의 지면을

Yellow Book의 경우에는 이전 판과 개정

이용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는 합

판 모두 Engineer의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

의/결정 조항에 따른 절차에 집중하기로 한다.

하고 있다) 그리고,

합의/결정 절차는 계약조건 3.5조항(이전 판

- 이전 판의 경우 적용범위가 다소 제한적이

모두와 개정판 Silver Book) 또는 3.7조항(개정

었으나 개정판의 경우에는 모든 계약적 사

판 중 Red Book과 Yellow Book)를 통해 규정

안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확장하였다는 것

되어 있으며, 모든 계약적 사안들이 다 적용되

이다.

는 것은 아니고 계약조항들 중에서 해당 조항
(3.5조항 또는 3.7조항)에 따라 합의/결정하여

개정판에 해당 조항(Red Book과 Yellow

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Book의 경우는 3.7조항, Silver Book의 경우는
3.5조항)의 절차에 따라 합의 또는 결정되어야

이전 판과 개정판의 차이는,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은 아래와
같다.

- 이전 판의 경우는 합의와 결정 기한을 명
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개정판에서는 합
의 기한과 결정기한을 각각 42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과

1.9

[Errors in the Employer’s Requirements]
(Yellow Book only)

4.7.3 (Agreement or Determination of
rectification measures, delay and/or

- 이전 판 Silver Book의 경우 결정권자
를 발주자로 하고 있으나 개정판 Silver
Book에서는 결정권자를 발주자의 대리

Cost)[Setting Out] (Red Book and
Yellow Book)
10.2 [Taking Over Parts] : for reduction of

인(Employer's Representative)로 명시하

Delay Damages (Red Book and Yellow

고 있다는 것 (Red Book과 Yellow Book

Book)

의 경우는 이전 판이나 개정판이나 모두
Engineer를 결정권자로 하고 있다),

11.2 [Cost of Remedying Defects] : to agree
or determine the cause of defect (Red
Book, Yellow Book and Silver Book)

- 결정효과에 대해서 이전 판 Silver Book의

12.1 [Works to be measured] : to agree or

경우에는 발주자의 결정에 시공자가 불복

determine the measurement (Red Book

하는 경우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개

only)

정판 Silver Book의 경우에는 Employer's

12.3 [Valuation of the Works] : to agree or

Representative의 결정이 구속력을 갖

determine the appropriate rate or price

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것(Red Book과

(Red Book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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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 [Variation Procedure] : for EOT and/

20.1 [Claims] : for the Claim in the case

or adjustment to the Contract Price

of another entitlement or relief (Red

(Red Book, Yellow Book and Silver

Book, Yellow Book and Silver Book)

Book)
13.5 [Daywork] : to agree or determine the

20.2.5 [Claims for Payment and/or EOT] : for
additional payment (reduction of the

resources (Red Book, Yellow Book and

Contract Price) and/or EOT (extension

Silver Book)

of DNP) including validation of the

14.4 [Schedule of Payment] : to agree or
determine revised installments (Red

Notice (Red Book, Yellow Book and
Silver Book)

Book, Yellow Book and Silver Book)
14.5 [Plant and Materials intended for the

유의하여야 할 점은 Variation을 다루고 있

Works] : to agree or determine each

는 13조와 Claim을 다루고 있는 20조 모두 3.5

amount to be added for Plant and

조항(또는 3.7조항)의 결정과정을 지키도록 하

Materials (Red Book, Yellow Book and

고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Variation이 적용되

Silver Book)

는 조항들은 물론이고 Claim 절차조항이 적용

14.6.3 [Issue of IPC for Red Book and

되는 모든 조항들이 다 해당된다는 것이다.

Yellow Book and Interim Payment for
Silver Book] : to agree or determine

합의 또는 결정절차는 이전 판과 개정판

correction or modification on the

이 동일한데 요약하면 해당조항에 따라 합

“identified amounts” (Red Book,

의 또는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 발생하면, 먼

Yellow Book and Silver Book)

저 계약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

15.3 [Valuation after Termination for

록 노력하고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Contractor’s Default] : to agree or

에 Engineer(Red Book과 Yellow Book) 또는

determine the value of the work

Employer's Representative(Silver Book)에 의

executed (Red Book, Yellow Book and

한 결정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Silver Book)
15.6

[Valuation after Termination for
Employer’s Convenience] : to agree

은 이전 판의 경우 Engineer(Red Book

or determine the compensation (Red

과 Yellow Book) 또는 발주자(Silver Book

Book, Yellow Book and Silver Book)

의 경우) 결정에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불복

18.5 [Optional Termination] : to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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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er's Representative(Silver Book)의 결

Party (which may be a Claim, as defined

정에 불복하는 경우라도 불만족 통지(Notice

in these Conditions, or a matter to be

of Dissatisfaction : NOD)를 발급하지 않으면

determined by the Engineer under these

두 번째 절차로 가지 못하고 해당 결정이 최

Conditions, or otherwise)

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 된다는 것이
다. 이렇게 기한을 정해 놓고 기한 내에 요구되

⒝ the other Party (or the Engineer

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경우 권리를 박탈하는

under Sub-Clause 3.7.2 [Engineer’

조항을 Time-bar 조항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s Determination]) rejects the claim in

Time-bar는 두 번째 단계에서의 결정에도 동

whole or in part; and

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개
정판의 경우 계약적 행위를 엄격하게 강제하

⒞ the first Party does not acquiesce (by

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 극

giving a NOD) under Sub-Clause

단적인 불이익이 결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3.7.5 [Dissatisfaction with Engineer’s

야 한다.

determination], or otherwise)

5-2. 분쟁해결 (Dispute Resolution)

provided however that a failure by the
other Party to oppose or respond to the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전 판에서는 분쟁해결

claim, in whole or in part, may constitute a

절차를 Claim 절차와 함께 20조에서 다루었지

rejection if, in the circumstances, the DAAB

만 개정판에서는 분쟁해결 절차를 Claim 절차

or the arbitrator(s) , as the case may be, deem

와 분리하여 독립된 21조를 추가하였다.

it reasonable for it to do so.

개정판에서는 Dispute를 정의하고 있으며

위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Claim을 하였

Red Book에 규정된 내용을 인용하면 아래

다 하여 또는 Claim을 거부당하였다는 것만

와 같다 (Yellow Book도 다르지 않으며 Silver

으로는 분쟁(Dispute)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

Book의 경우에는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아울러.

Engineer 대신 Employer's Representative로

claim에 대한 회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 거부로

대체되어 있고 조항의 번호도 3.5 조항으로 바

간주될 수 있음도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위에

꾸었을 뿐이다)..

인용된 (c)항에 언급되어 있듯이 분쟁이 발생
하려면 Notice of Dissatisfaction(NOD)의 발

Dispute means any situation where:

급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계약조건에 정해진
기한 내에 NOD를 발급하지 못하면 다음 단

⒜ one Party makes a claim against the other

계의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43

K-BUILD 특집

박탈 당하는데, 예를 들면 3.7조항(Red Book,

이 분쟁회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

Yellow Book) 또는 3.5조항(Silver Book)에 의

여주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한다. 이전 판에서

한 결정이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이 된

도 분쟁회피를 위한 규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

다는 것이고, 이후 분쟁해결 절차에서도 마찬

다. 다만 개정판에서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

가지 인데 DAAB의 결정에 대해 NOD를 발급

해 분쟁사안에 대한 비공식적 의견을 DAB에

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그 이후 분쟁해결 절

물을 수 있었던 이전 판에 더하여 DAAB도 양

차인 중재로 회부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

당사자에게 권고(DAAB에게 의견을 물어보도

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개정판에

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가한 것에 불과

서 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므로 반드시 지

하기 때문이다.

켜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판에서의 변화는 이전 판의 경우 Red

분쟁해결 절차는 이전 판과 다르지 않은데,

Book은 상시 DAB(공사초기부터 임명하여 공
사 끝까지 유지되는 형태로 Standing DAB라

① 1차적으로 DAAB(Dispute Avoidance/

칭한다)로 하였고 Yellow Book과 Silver Book

Adjudication Board)에 의해 결정이되고

의 경우에는 임시 DAB(Ad-hoc DAB라고 하

그러한 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상

며, 분쟁이 발생할 때 구성하고 분쟁이 해결되

대방이 불복하는 경우)

면 해산하는 형태의 DAB를 의미한다)를 적용

② 우호적 합의(Amicable Settlement) 과정
을 거치되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③ 최종적으로 중재(Arbitration)에 의해 결
정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하였었는데, 이번 개정판에서는 Yellow Book
과 Silver Book에도 Standing DAAB가 적용
되는 것으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Standing
DAAB로 하지 않으면 분쟁회피를 위한 역할
을 할 수 없으니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전 판에서는 DAB(Dispute Adju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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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던 것을 개정판에

DAAB의 절차나 중재절차는 이전 판과 달라

서는 DAAB(Dispute Avoidance/Adjudication

진 것이 없으므로 이번 개정판 소개에서는 생

Board)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개정판

략하기로 한다.

해외건설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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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Brown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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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in Power: How New
UAE laws may affect IPP and Solar Projects

아랍에미리트는 탈 석유화의 일환으로, 풍부
한 일조량과 넓은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산업

최근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진행예정인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에 눈을 돌리고 있으며, 안정적인 전력 생산을
위한 발전·담수 부문의 프로젝트도 증가하는

●

아부다비 수·전력청 (Abu Dhabi Water &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지속

Electricity Authority; 이하 “ADWEA”)은

을 위해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올해 중반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입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실제로 올해 1분

찰공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다양한 발전 및 담
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향후 더 많은 프로

●

두바이 수·전력청 (Dubai Electricity &

젝트의 발주가 예상됨에 따라, 이번 호에서는

Water Authority; 이하 “DEWA”)은 Jebel

이와 관련한 프로젝트 업데이트, 관련 법률 및

Ali 자유경제무역지구 내 40 MIGD1) 생산

주요 개정사항을 다뤄보고자 한다.

이 가능한 담수화 플랜트 건설 및 Al-Aweer
(두바이 외곽) 내 H Station 발전소 확장을

발전·담수 프로젝트 내역 (Power & Water
Projects: Key recent activity)

위한 4단계 (815 메가와트) 공사 계약을 체
결했다.

* Al Tamimi & Company는 중동지역 최대의 현지 법무법인으로 한국건설사들의 진출이 활발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GCC 전국
가를 포함한 총 9개국에 17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1) Million Imperial Gallon per Day의 줄임말로, 담수생산용량을 표현하는 단위로 사용하며, 1MIGD는 4,546톤으로 하루 약 13,000명이 동
시에 사용가능한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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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대 규모의 집광형 태양광발전

델을 최초로 도입한 수·전력 부문 규제법 (Abu

(Concentrated Solar Power) 프로젝트로 주

Dhabi Law No. 2 of 1998)2) 공표 이후, 전력

목받았던 모하메드 빈 라시드 태양광 발전

생산을 위한 프로젝트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소 (Mohammed Bin Rashid Solar Park)의

장려해 왔다. 또한 두바이도 2011년에 IPP를

4단계 착공을 위한 자금 조달이 올해 상반기

관할하는 법 (Dubai Law No. 6 of 2011)3) 을

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입하여 두바이에서 진행되는 관련 프로젝트
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간 대

●

아랍에미리트 연방 수·전력청 (Federal

부분의 IPP프로젝트는 아부다비에서 진행되었

Electricity & Water Authority; 이하

었기 때문에, “아부다비 IPP 모델”은 아랍에미

“FEWA”)은 움알꽈인 (Umm Al Quwain)

리트 내에서 대체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의 표

내 45 MIGD 생산이 가능한 담수화 플

본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해당 모델은 IPP사업

랜트 건설 입찰제안요청서 (Request for

의 진행이 시장에서 이미 테스트되었고, 자금

Proposal)를 발급했다.

회수 (bankable)도 가능함이 입증되었다는 점
에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정부부처, 시행사

●

샤르자 수·전력청 (Sharjah Electricity &

(project developer), 금융기관 (financier) 등

Water Authority) 역시 민간 기업의 참여를

관련 당사자에게 향후 프로젝트들의 가능성에

장려하는 신규 발전소 프로젝트를 적극적으

확신을 더해주고 있다.

로 계획 중이다.
또한 아부다비와 두바이는 상업시설 및
위에서 볼 수 있듯 아랍에미리트는 더 이상

산업용 (commercial and industrial; 이하

석유에 의존하지 않고, 향후 에너지 수요에 대

“C&I”) 태양광 설비와 관련하여 별도의 제도

응하기 위해 발전·담수 부문에서 민간 기업의

및 규제를 통해 민간 기업이 자사 부지 내에

참여를 독려하고 원자력·재생에너지 등 에너

설치한 태양광 패널로 전력을 생산하고, 초과

지 믹스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급량은 부지 내 전력 요금을 상쇄하는데 사
용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법률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법률 뿐만 아
ADWEA 및 아부다비 정부는 민자발전사업

니라, 아랍에미리트에서 IPP 및 C&I 태양광

(Independent Power Producer; 이하 “IPP”) 모

프로젝트 수행 시, 관련 당사자는 다양한 법적

2) Abu Dhabi Law No. 2 of 1998 - Concerning the Regulation of the Water and Electricity Sector
3) Dubai Law No. 6 of 2011 - Regulating Engagement of the Private Sector in Electricity and Water Production in the Emirate
of Dub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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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주요 내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IPP는 장기적으로 안

용을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력 자산의 특
성 때문에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주요 내용 1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보유 		
(Foreign ownership)

조달하기가 수월한 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
고 하더라도 금융기관만이 전적으로 IPP에 필
요한 자금을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EWA는

기존에는 아랍에미리트 회사법 (UAE
4)

반드시 자기자본을 출자하여야 한다. 따라서,

Commercial Companies Law) 에 따라 자유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경제무역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회사 설립 시,

가능 요건을 늘려줌으로써 민간 참여를 장려

1인 이상의 UAE 국적보유자가 반드시 필요하

하면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고, 민간 기업과

고, 해당 개인은 주주로서, 회사 지분의 51%를

위험을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보유해야 했지만, 2018년 6월 아랍에미리트

로,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2050년까지 에너지

내각이 일부 산업군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미화 2천7백억불을 투

사 지분 100% 보유를 가능하도록 하는 결의안

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을 발표함에 따라, 곧 신규 법령이 공표되어 변
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별 토후국의 IPP 법은 정도의 차이는 존
재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보유를 허

아직 구체적인 법령이 공표되지 않았기 때

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부다비와 두바이

문에 어떤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100% 지

의 경우, 각각의 IPP 법에서 UAE 국적보유자

분 보유가 가능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발

의 최소 지분 보유요건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

전 (power generation) 및 전력 공급 (power

고, 회사법에서 명시한 요건을 암묵적으로 적

distribution)의 경우, 개별 토후국의 수·전력청

용한다. 또한 두바이 법의 경우 명시적으로

(electricity & water authorities; 이하 “EWA”)

DEWA는 반드시 제 3자 (외국인 투자자)와 합

이 독점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작법인을 설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

이기 때문에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할 것으

적인 지분 보유요건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로 보이지는 않는다.

않고 있다. 반면, 아부다비에서는 외국인 투자
자가 반드시 ADWEA와 합작해야 하도록 강

실제로, UAE 국적보유자의 51% 지분 보유

제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FEWA도 마찬가

요건은 관련 EWA가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하

지이다. FEWA도 최소 지분 보유와 관련하여

는 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Vehicle)의

서도 별도의 요건이 없기 때문에 아랍에미리

지분 중 51% 또는 그 이상을 취득하면 충족

트 투자법 (UAE Federal Investment Law) 상

4) Federal Law No. 2 of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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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완화된다면 민간기업들이 보다 적극적

따라 설정할 수 있는 담보로 대체가 가능하다

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아랍

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기존 상거래법상의 상

에미리트 내 IPP는 잠재적 투자 수익이 증가될

업용담보설정의 경우 유효화(perfection)절차

것으로 기대되므로 민간 투자자의 수요도 늘

가 몹시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었기 때

어날 것이다.

문에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IPP 사업의 경우 자금을 대는 채권자들의 경

C&I 태양광 발전과 관련하여, 아부다비 및

우 반드시 담보설정을 요구할 것이라는 면에

두바이에서는 C&I 시스템 설계를 담당하는

서 담보설정시의 비용이 낮아졌고, 절차도 간

업체와 해당 시스템의 설치 작업을 수행하는

소화되었으며 실제로 담보권을 행사하는 것도

시공사들에게 별도의 라이센싱 요건을 부과하

가능하도록 한 유동자산 담보법은 업계에서는

고 있다. 지사 설립이 어려운 경우 해외기업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유동자산

의 경우, UAE 국적보유자와 합작법인을 반드

담보법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시행령이 공

시 설립해야 하며, 상기 언급한 신규 투자법이

표되면 실제 담보등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공표되어 외국인 투자자의 100% 지분보유가

보고 있으며, 그 시점까지는 IPP 거래시 기존

허용 되는 경우, 태양광 발전과 관련하여서도

의 상업용담보설정 방식도 지속적으로 활용될

더 많은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것이다.

있다.
유동자산 담보법에 따르면 C&I 태양광 장비

주요 내용 2

유동자산 담보법
(Movable Assets Security Law)

에 대한 특수 담보권 설정도 가능해졌다. 따라
서, C&I 장비 공급업체는 공급대금을 유예하
여 후지급 (deferred payment)을 받을 수도 있

2017년 3월 16일부터 아랍에미리트 내 유동
자산 담보법 (Federal Law No. 20 of 2016)이

고, 금융기관은 장비 조달만을 목적으로하는
융자가 가능해진 측면도 있다.

발효 중이며, 본 법령은 유동자산의 담보 설정
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담
보권의 등기도 허용하고 있다.

나아가, 담보권행사시 기존에는 아랍에미리
트 민법에 따라 법원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
하였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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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은 IPP 진행에 있어 끼친 가장

그 기간 동안 해당 자산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

큰 영향을 꼽자면, 그간 기존의 상거래법

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지만, 현행 유동자산 담

(Commercial Transactions Law; Federal Law

보법은 자산의 이전·가치 회복 등 관련 자산에

No. 18 of 1993)이 회사의 모든 유·무형 자산

대한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에 적용되었던 것과는 달리, 유동자산 담보법

한 해당 법에 따라 운용리스의 기간이 1년 이

의 규제를 받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상인 유동자산의 등기가 가능해졌으며,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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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장비가 운용리스를 목적으로 설치된

관련 면허를 취득하여 리스제공자로 활동하면

경우에는 이자를 등록할 수 있고, 리스제공자

서 자산 운용의 폭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lessor)는 법률에 따라 이를 집행할 수 있게 되
었다.

금융리스 규제법은 유동자산 보유 또는 리
스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및 관련 당사자의 권

주요 내용 3

금융리스법
(Financial leasing law)

리 등 유동자산 담보법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
으므로, 실제 법령이 공표된 후,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법령이 아랍에미리

2018년 1월 아랍에미리트 연방협의회

트 내 전반적인 금융리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

(Federal National Council)는 금융리스 규제

칠 지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기사를 통해 다룰

법 초안을 승인한바 있다. 현재 예상하기로는

수 있도록 하겠다.

해당 법령을 통해 궁극적으로 특정 자산의 리
스이용자 (lessee)의 경우, 임대차 종료 시점에

결론/시사점

관련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리

아랍에미리트 내 발전·담수 프로젝트는 미

스제공자 (lessor)는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으

래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으

로부터 금융리스 영업과 관련한 라이센스를

로 성장할 예정이며, 이를 구조적으로 뒷받침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할 뿐만 아니라 실제 IPP 및 C&I 프로젝트에
참여해야하는 당사자들이 현재에 비해 보다

중앙은행의 라이센스요건은 차량 혹은 C&I

안정적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태양광 장비 등 구매옵션 (buy option)이 포함

으로 이를 보장하는 법령들은 앞으로도 지속

된 장비 리스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오히

적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본 기사에서 살펴본

려 이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 여지

신규법령들이 바로 그 증거이며, 이러한 법령

도 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부분의 IPP 진행

들이 향후 다양한 해외투자 및 프로젝트 자금

시, 시행사(developer)는 태양광 패널 및 관련

조달과 관련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

장비를 구입하는 대신에 장비를 임대하는 것

시하여, 더 많은 신규 프로젝트의 발주 및 성공

도 가능해졌다. 또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

적인 시행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관들은 IPP 및 C&I 태양광 프로젝트 진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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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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al Completion and
Liquidated Damages1)

기본으로 하여 bespoke amendments를 포함.
하청 계약서에는 sectional completion of

Sectional completion에 대해 부과되는

the subcontract works이 규정되어 있고, 전

Liquidated damages가 계약서 해석에 따라 유

체 6개의 sections으로 구분됨. 이중 Section 5

효한 지에 대해서 2017년 8월에 영국 법원에

는 “Baggage” 이며, section 6는 “Remaining

서 판결된 사례임.

Works”임. 하지만 하청계약서는 이러한 terms
에 대해서 정의하지 않았고, 도면들도 이 두

1) 사실관계

sections에 포함되어 있는 일들을 명확하게 구
별하는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음.

원고 Vinci사는 영국의 Gatwick 공항공사
의 원청사로 baggage handling system과 관련

하청 계약서상 sectional completion을 위해

하여 피고인 Beumer사와 하청계약을 체결함.

완공되어야 할 section 5의 일과2)section 6의

동 하청계약은 baggage handling system과 관

일들은3) 규정되어 있음.

련한 design, manufacture, fabricate, supply,
deliver, offload, install, test, commission 등의

공사의 지연으로 양측은 Settlement

일들을 포함. 계약서는 NEC Engineering and

Agreement를 체결하고 최초 계약상 section

Construction Subcontract, Third Edition를

5 와 6의 완공일인 12 May 2015과 27 May

1) VINCI CONSTRUCTION UK LTD v BEUMER GROUP UK LTD [2017] EWHC 2196 (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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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을 각각 17 November과 14 December

라 동 분쟁을 adjudication에 회부했으며,

2015로 연장하는 것에 합의함. 계약상의 delay

adjudicator는 동 delay damages 조항이 불확

damages의 rates는 각각 £22,500/day for

실하며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함. 이에 원고인

section 5 그리고 £17,000/day for section

Vinci는 법원에 sectional completion과 delay

6임.

damages 조항이 정말 불명확성으로 유효하지
않는지에 대한 확인의 소 (seeking declaratory

Sectional completion dates와delay damages

relief) 절차를 개시함.

조항의 유효성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 피고인
Beumer는 일부 일이4) section 5 에 속하는지

2) 법원판결

아니면 section 6에 속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합리적인 확실성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함.

와 관련하여 delay damages 를 부과하는 조항

(1) 하청계약서의 적합한 해석상 section 5와

은 불확실성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함.

section 6에 속하는 일들은 충분히 구별
되고 확실하므로 sectional completion

원고인 Vinci의 입장은 Beumer주장한 명확

및 delay damages 조항은 유효함.

하지 않는 일은 baggage system works에 포함
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section 6에 속하는 일이

[63. For the reasons set out above, in

라고 언급하면서, section 5와 6의 일들은 충분

my judgment, on a proper construction

히 구별되며 확실하므로 sectional completion

of the subcontract, as amended by

와 delay damages의 조항은 유효하다고 주

the Settlement Agreement, the works

장함.

falling within section 5 and section 6 are
sufficiently identifiable and certain so

양측은 계약 분쟁 해결 절차 조항에 따

that the sectional completion and delay

2) Section 5: Baggage
To achieve this sectional completion the following deliverables shall be completed:
● All works detailed in the Works Information in the area of the pier building in the shaded areas of drawings
20209-00-A-200-GA-000003-sectional & 20209-10-A-200-GA-000003-sectional.
● All works detailed in the Works Information within the existing building required to make the baggage system operational.
● AOR [Airport Operational Readiness] as required by D.1.12.19 for all baggage works.
3) Section 6: Remaining Works
To achieve this sectional completion the following deliverables shall be completed:
● Demolition of Stand 11 building.
● Formation of North East entrance to baggage hall including all associated roadways.
● Strip out & disposal of the baggage equipment in the existing baggage hall as detailed in the Works Information.
4) The disconnection of the redundant baggage equipment from the existing baggage hall and the disconnection of the
temporary carousels in Stand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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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s provisions are operable and

the works package summary sheet does

enforceable.]

expressly refer to such disconnection
works against the removal of redundant

(2) The disconnection of the redundant

baggage equipment, indicating that

baggage equipment from the existing

this general description of removal was

baggage hall과 the disconnection of the

intended by the parties to include the

temporary carousels in Stand 11의 일은

sub-contractor's disconnection work and

다음과 같은 이유로 Section 6에 포함됨.

the contractor's removal work.]

●

먼저, section D.1.12.5.6은 명확하게

●

두번째로, 계약의Schedule은 new baggage

section 6는 기존 baggage hall의 baggage

system 완공시 Beumer가 임시 회전 컨베

장비들을 뜯어내고 처리하는 것을 포함

이어를 포함하는 가외장비를 disconnect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Beumer사의 일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는 new baggage

들이 기존 장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

system의 작동이 완공된 이후가 되어야

라 그 연결을 끊는 것을 포함하는 것은

함. 왜냐하면 새로운 시스템이 작동하기

common ground임. 비록 Beumer의 주

전에 기존 또는 임시 장비의 제거는 타당

장대로 연결을 끊는 것이 명확하게 적

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혀있지 않았으나, 공사들의 요약서류에

baggage handling설비들에 지장을 초래할

는 가외의 baggage장비의 제거에 대한

것임.

disconnection일이 명시되어 있음. 이는
하청사의 disconnection 일과 원청사의

[59. Secondly, Schedule 12 expressly

removal work이 양측에 의해 의도되었음

provides for Beumer to disconnect the

을 나타냄.

redundant equipment, including the
temporary carousels in Stand 11, “on

[58. Firstly, section D.1.12.5.6 expressly

completion of new baggage system.” This

provides that section 6 includes the

must be after the works to make the new

strip out and disposal of the baggage

baggage system operational are complete,

equipment in the existing baggage hall. It

as it would not be rational to remove

is common ground that Beumer's works

existing or temporary equipment before

included disconnection of the existing

the new system became operational;

equipment but not removal. Although

otherwise there would be an interruption

Beumer's case is that this bullet point

to the baggage handling facilities.]

does not expressly refer to dis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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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설

disconnection이 baggage system 작동을
위해 필요한지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함. 잠

Section별 L/D부과에 대한 계약 조건의 유

재적으로 가외 장비 일부의 disconnection

효성은 관련된 계약을 해 본 시공사는 누구나

이 새로운 시스템의 작동을 위해서 필

한 번쯤 공격해 보고 싶었던 사인일 것임. 시공

요하다면 그러한 일의 요소는 section 5

사가 느끼는 불합리성은 상당하나 결국 법원

에 들어갈 것임.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

은 계약 해석을 통해 양측의 계약한 의도를 확

이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인할 것임. 불명확하므로 해당 조항은 유효하

disconnection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은 사

지 않다고 하는 주장을 법원은 인정하기를 상

실관계나 전문가 증명에 기초하여 해결될

당히 꺼릴 것이며, 결국 양측의 의도를 확인할

것임. 따라서 동 조항과 관련하여 개념적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고려할 것으로 보임.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키지 않음.

본 사례에서 법원은 개념적으로 Section별
구분은 명확하다고 판단하였고, 계약을 체결

60. Thirdly, Beumer's case is that it is

한 양측의 의도는 여전히 효력이 있고 이를 벗

not clear whether disconnection of the

어나는 해석을 하지 않음.

existing or temporary equipment would
be necessary to make the baggage system
operational. Potentially, if disconnection

2. Concurrent Delay and
Prevention Principle5)

of part of the redundant equipment were
necessary to enable the new system to

동시지연(Concurrent Delay)와 방해이론

operate, it would bring that element

(Prevention Principle)이 논의된 2017년 10월

of work into section 5. However, any

영국법원에서 판결된 사례임.

dispute as to the necessity for any
particular disconnection to make the

1) 사실관계

new system operable would be capable
of resolution based on factual and/or

발주처인 Cyden Homes Ltd는 어느 대형 주

expert evidence. It would not give rise to

택공사의 시공사로 North Midland Building

conceptual uncertainty in respect of the

Ltd를 선정. 계약서는 JCT Design and Build

provision.

Contract form, 2005를 기본으로 일부 수정된
내용임. 계약서의 2.25조항은 지연과 공기연

5) NORTH MIDLAND BUILDING LTD v CYDEN HOMES LTD [2017] EWHC 2414 (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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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유는7) 시공사의 귀책있는 지연사유로 소진되
었으므로 공기연장은 줄어든다고 답변함. 이

“1. any of the events which are stated to

에 시공사는 2.25조항의 효력에 대한 확인의

be a cause of delay is a Relevant Event;

소(seeking declarations)를 제기하고 방해이론

and

(prevention principle)을 주장함. 즉 2.25.3(b)

2. completion of the Works or of any

의 효력은 Relevant Event와 시공사가 책임있

Section has been or is likely to be

는 사유가 동시지연을 일으킬 때 time at large

delayed thereby beyond the relevant

가 되게 하고, 이 경우 시공사는 합리적인 기간

Completion Date,

내에 완공하면 되고 L/D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3. and provided that:

것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함.

(a) the contractor has made reasonable
and proper efforts to mitigate such

2) 법원판결

delay; and
(b) any delay caused by a Relevant
Event

6)

which is concurrent with

another delay for which the

적합한 해석상 방해이론은 발생되지 않으며
본 건은 순전히 2.25항의 올바른 해석과 관련
되어 있음.

contractor is responsible shall not
be taken into account then, save

[16. …This is, very simply, that there is no

where these Conditions expressly

point of construction at issue on the clause

provide otherwise, the Employer

in question in these proceedings at all. In

shall give an extension of time

my judgment, the prevention principle

by fixing such later date as the

simply does not arise. This case is purely

Completion Date for the Works or

concerned with the correct construction of

Section as he then estimates to be

the clause agreed by the parties, in this case

fair and reasonable.”

specifically agreed by the incorporation
into it of a bespoke amendment.]

공사는 지연되었고 시공사는 여러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을 신청함. 즉 시공사에 귀책이

만약 시공사가 어떤 지연사유에 책임이 있

없는 많은 다른 공기연장 사유를 근거로 함. 발

고, 이 지연사유와 동시에 Relevant Event가 함

주처는 대부분 시공사가 주장한 주요 지연사

께 지연을 유발시키는 경우에 Relevant Event

6) 시공사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된 Event
7) Lighting (Delay Event 1) and Asphalt Roofing (Delay Event 9), said to have caused 163 and 26 days’ delay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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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발생된 지연은 공기연장을 평가함에

dealt with in any particular way, and Mr

있어 고려되지 않는다 라고 해당 조항은 적합

Lofthouse QC could not direct me to any.

하게 해석됨. 양측이 이러한 방식으로 동시지

Multiplex and the doctrine of prevention

연을 다루는 것을 합의하는 것으로부터 방해

are so far off the point, with respect, as to

하는 어떤 법리도 없음.

be dealing with something else entirely.]

[18. …The parties agreed that, in the

3) 해설

scenario I have outlined above, if the
contractor were responsible for a delaying

방해이론(Prevention Principle)이 적용되면

event which caused delay at the same time

기한 미확정(Time at large)으로 연결되어 시

as, or during, that caused by a Relevant

공사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

Event, then the delay caused by the

게 하고 동 기간 내에 L/D는 부과되지 않게

Relevant Event “shall not be taken into

함. 일반적으로 동시지연(Concurrent Delay)

account” when assessing the extension of

에서도 동 방해이론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음.

time…]

하지만 어떠한 법리도 양측이 자유로이 여러
방식으로 동시지연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을

[19. … But there is no rule of law of
which I am aware that prevents the parties

막지 않음. 그러므로 관련 계약 조항에 따라 양
측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달리 해석됨.

from agreeing that concurrent delay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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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이제 중남미다

식민지 시대의 중남미(3)
: 식민지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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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년 이상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은 중남미에서는 이베리아 반도의 영향력 아래에서 각종
제도가 만들어 지게 되었으며 이것이 중남미 비즈니스 문화의 기본을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따라서 식민지의
문화적 유산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 대륙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던 토착인과 추후 노동력의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들여 온 아프리카인들의 문화와 함께 여러 인종 간의 혼혈 등으로 이루어 진 문화 간
융합으로 잡종성의 문화를 창출하게 된다.

이베리아반도의 문화유산 이식

을 소탕했듯이 신대륙에 있던 이교도를 소탕
하는데 집중하였다. 즉 스페인은 미주대륙을

콜럼버스가 신대륙 개척을 단행할 당시 이

신과 왕을 위해 바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를

베리아반도에는 가톨릭 신앙이 지배적인 영향

경략하는데 온 전력을 기울였다. 이들은 종교

을 미치고 있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이 종교적

적인 원리를 지키는 것이 야만에 대한 투쟁으

자유를 구가하고 개인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로 문명을 지켜나간다는 명분이 되었던 것이

르네상스시기에 진입했으나, 무어족에 대항하

다. 이러한 대의명분은 원주민들의 비기독교

여 종교전쟁을 수행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던

적 믿음을 내버려 두지 않고 이들을 가톨릭 화

스페인에서는 중세동안 유럽 전체를 지배했던

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전쟁과 종교를 분리할 수 없는 상항이었던 것
이다. 이슬람 민족인 무어족의 진지인 그라나

식민지 시대의 중남미는 스페인 국내 상황

다를 회복함으로써 지난 8세기 동안 스페인에

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었다. 즉 종교와 봉건적

서 형성되었던 가톨릭교회와 봉건 체제의 융

체제가 그대로 이식되었던 것이다. 스페인은

합이 비로소 역사적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신앙을 지킨다는 명분아래 가톨릭을 믿지 않
거나 왕의 신민이 아닌 자는 신대륙으로의 이

신대륙을 개척한 스페인은 본국에서 무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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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수행하였으며, 스페인 사람들 외의 다

히 원주민들이 비교적 많이 살고 있는 볼리비

른 민족이 사람들의 신대륙 진출이 어려운 상

아, 페루, 에콰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등이 그

황을 조성하였다. 또한 신대륙에는 이미 스페

러하다. 이들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터

인의 인구를 능가하는 숫자의 문명된 사람들

같은 것이 그 중의 하나이다. 원래 원주민들은

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의 이민을

우리의 시골 장터와 같은 곳에서 상거래를 하

장려할 필요가 없었고, 이들을 통하여 스페인

고, 이러한 장소가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데 유

의 왕가가 새로운 식민지의 부를 차지하는데

용하게 이용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주안점을 두었다.

는 흥정도 하면서 유머가 넘쳐흐르는 정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의 상 관

또 스페인 사람들은 신대륙을 무력으로 쟁

행의 저변에 흐르고 있다고 생각된다.

취한 사실을 높이 평가하였다. 노동력을 획득
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적 수

그런데 백인들이 중남미 지역을 지배하기

단에 의존한 군인들을 찬양하였다. 개척자들

시작한 이후부터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혼혈

을 찬양하는 자세는 개척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다. 혼혈의 양상은 이미 살펴 본대로 여러 가

연민을 찾아 볼 수 없었고, 공평한 법의 지배를

지 양상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중 가장 흔한 것

인정하지도 않았다. 권위주의적인 군인을 존

이 백인과 원주민 간의 혼혈인이었다. 이들은

중하게 된 것에 더하여 경제학자나 정치가들

식민지 초기에는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는 처지

이 신대륙으로는 별로 건너가지 않았기 때문

에 있었으나, 근세에 접어들수록 지위가 높아

에 5세기 이상이나 허약한 경제적 정치적 제도

지게 되었다. 오늘날 중남미 인구를 이루는 다

를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유산은 먼 바하마의

수는 혼혈인으로 이루어 져 있고, 사회의 각 부

해안에 첫 번째의 스페인이 발을 내디딘 이후

문에서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19

찬란한 잉카, 마야, 아즈테까 문명 등으로 기록

세기 중엽부터 많은 유럽인들의 이주가 있었

되었던 3만년 이상의 이전 인디오의 문화가 경

던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에서는 아직도

제적, 사회적으로 더 발전하지 못하게 된 이유

혼혈인들이 사회의 주류세력이 되지 못하고

를 설명해 주고 있다.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들이 사회 구성
원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잡종성 문화의 잉태
한편 아프리카에서 1,500년에서 1,850년 사
중남미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이 중남

이에 중남미로 노예로 오게 된 흑인들도 사회

미에 진입하기 전부터 중남미에는 원주민들이

구성원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중남미에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화

자리 잡은 흑인들은 비교적 평화롭게 자유를

가 서구인들에 의해 많은 손상을 입었으나, 아

가지게 되었고, 사회 구성원으로의 정착도 원

직도 이들의 잔재를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특

만하게 진행되었다. 식민지 시대에는 흑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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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차별이 매우 심했으나, 이들의 지위는

기보다는 ‘위로부터의 통제’형태로서 운영되

백인의 피가 섞인 정도에 따라 그들의 지위가

는 것이 보편적이다.

올라가게 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 브라질과 도미니카 공화국 등 흑인의

그 원인은 여러 방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우선 식민지 이전의 중남미도 엄격한 계층적

데, 피부색의 차이가 그 사회에서의 사회적 지

질서로 유지되었던 것에도 기인한다. 잉카제

위를 결정되는

국은 이이유(Ayllu) 라는 공동체를 운용하고

잣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미국이 흑인

있었으며, 이 제도는 피라미드식 정치행태를

구분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행태는 식

에서는 단 한 방울의 흑인 피가 섞여도 흑인으

민지 지배 당시 가톨릭의 정치사상이 쉽게 도

로 분류되어 흑인으로 취급받고 있다.

입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식민지의 제도적 유산

중남미에 전파된 가톨릭은 개인은 처음부터
정해진 계층적 신분적 질서의 가운데에서 제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

각기 고유의 역할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그가

지 신세가 된 중남미에서는 본국의 각종 제도

놓여 진 장소와 위치에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등을 그대로 전수받게 되었고, 앞에서 설명한

신이 창조한 장대한 목적에 따르는 것이라는

본국 정부의 식민지 경영 방식으로 인하여 모

인식을 불어 넣었다. 다시 말하면 사회의 구성

든 것이 엄격히 통제되었다. 심지어 농산물의

원들은 각기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전

재배지까지도 엄격하게 관리되었는데, 예를

체로서 하나의 생명을 이루는 생물과 같은 것

들면 베네수엘라에서는 카카오, 카리브에서는

이라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자족하는 것이 신

사탕수수, 칠레에서는 밀을 각각 재배하도록

의 섭리에 합당하다는 시각이 자리 잡게 된 것

통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중남

이다.

미에서는 몇 가지 제도적 유산이 자리 잡게 되
었는데, 그것은 (1) 계층적 질서의 수립 (2) 대

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중앙집권적인 봉건

륙법 제도의 계승 (3) 부패 여건의 조성 (4) 네

체제를 식민지에 이식하게 된데도 기인한다.

트워크 중심의 사회 구축 등으로 요약된다 하

식민지 시대를 지배했던 계층은 스페인 정부

겠다.

에서 파견된 페닌술라레스(Peninsulares)와 중
남미에서 태어난 스페인의 후예인 크리오요

계층적 질서의 수립

(Criollos) 이었다. 따라서 중남미는 직접적이
고 수직적인 상호의존관계에 있는 계층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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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대륙법 제도의 계승

특히 스페인 왕실은 충성에 대한 대가로 토지
와 노동력 그리고 직위를 하사함으로써 자신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로마법 계통을 이어

의 권리를 확립해 나갔고, 식민지로 건너간 스

받았고 이러한 법체계가 자연스럽게 중남미에

페인의 중간 계급이나 하층 귀족들은 그러한

전수되었다. 이러한 법체계는 독일, 프랑스 등

토지와 노동력을 바탕으로 본국에서 실현할

의 대륙법 계통이고, 관습법에 기초한 영미법

수 없던 대토지를 소유하는 영주의 꿈을 실현

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도 독일, 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유럽에서 사라져 가

랑스, 일본을 거쳐 로마법 계통을 계수하였기

던 봉건제가 중남미에 새롭게 이식되었고, 이

때문에 중남미의 법체계와는 유사한 점이 매

들이 중남미의 엘리트 그룹으로 자리 잡게 되

우 많다.

었다.
대륙법 체계는 자체의 법전을 가지고 있었
독립 이후에는 독립전쟁을 주도한 영웅들인

던 고대 로마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반면에

카우디요(Caudillo)들이 엘리트그룹의 중심에

영미법 체계는 영국의 왕실법원의 판결에 그

서게 되어 이들이 중남미 정치기반의 기초를

기초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영국의 의회가

마련하게 되었으며, 기업들도 이들과의 긴밀

설립될 시기부터 왕실의 판사들이 그 지역의

한 연계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하였다.

일반적인 관습(이를 관습법이라 한다)에 따라
판결을 내렸으며, 이렇게 내려진 많은 판결들

이러한 배경으로 중남미에서는 정부의 의사
결정 구조는 물론 기업의 의사결정도 소수의

이 후에 ‘선례’로서 법과 같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상층부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
라서 중남미 사회에서는 비슷한 지위에 있는

또 대륙법과 영미법은 그 기원의 차이에 따

사람들과의 관계와 신분적 주종관계를 중시하

라 그 특성의 차이도 나타나는데, 대륙법 체계

는 사회구조가 정착되었던 것이다.

는 성문의 법전으로 이루어진 반면, 보통법 체
계는 판사가 만든 불문의 법으로 구성된다고

한편 기업들은 지도층 그룹과 긴밀한 관계

흔히 말하여진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대륙법

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게

체계에서는 형법, 상법, 민법 등 여러 다양한

되었고, 대체로 가족중심의 기업형태를 띠고

분야의 법들이 성문의 법전으로 존재하고, 이

있다. 이러한 관계로 이들의 의사결정구조는

법전의 내용에 기초하여 판사가 판결을 내리

소수의 상층부에 의존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

게 된다. 그러나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불법행

고, 이러한 의사결정구조는 정치권과의 연계

위, 계약, 재산권 등의 많은 주요 민법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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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성문의 법전이 존재하기 보다는 판사들

좌를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일반적인 상식과 관습에 의해 판결을 내린

그리고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 불이행 요건 등

것들이 쌓여서 다음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법’

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왜냐

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면 노동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노동쟁의
로 인한 인도 지연도 불가항력의 요인으로 간

중남미의 법체계가 대륙법 계통이기 때문에

주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이다.

중남미의 법률가들은 먼저 법전에 의존하고,
그 다음으로 그 법에 대한 학자의 견해를 참조

식민지 시대의 대륙법 체계는 매우 엄격

하고, 마지막으로 특정 케이스를 검토하는 순

하였기 때문에 법에 있는 그대로 이행하는

으로 사건을 다룬다. 반면에 영미법에서는 사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16세기에는

건을 먼저 검토한 후에 법전을 참조하게 되는

“Obedezco, pero no cumplo”(복종한다. 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러나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
였다. 즉 융통성 없고 이행하기 어려운 식민

중남미에서는 성문법에 먼저 의존하기 때문

지 시대의 제도는 법을 무시하거나 이를 선택

에 판사들의 자유재량이 제한적이라고 할 수

적으로 적용하려는 경향을 조성하였으며, 그

있고, 절차를 매우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간단

이후에도 이러한 양상은 상당히 지속되었다.

한 문서도 공증을 받고,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오늘날 중남미에서 흔히들 듣고 있는 olfato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사업 등록 등에 걸

politico(정치적 감각)이라는 말도 이러한 측면

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다. 식민지

에 연유한 바가 크다. 이는 주어진 상황 하에서

시대의 중남미에서는 번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실제 이행되는 법률이

corredor(서류를 돌리는 사람)와 tramitador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잘 간파해 내는 감각이

(관료 매수자)와 같은 직종이 있었는데, 이들

있어야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은 복잡하고도 오래 걸리는 서류 절차를 줄이

한다.

는 일을 담당하였다.
중남미에서는 소송보다는 제3자의 조정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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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중남미에서의 계약서는 영미법

식을 택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중남미에서

계열의 계약서보다는 간결하기는 하다. 그러

소송을 하는 경우, 사건 해결까지 상당한 기간

나 법률적인 문제를 유발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걸리고 소송에 의한 소기의 결과를 담보하

는 유능한 변호사들을 고용하는 것이 좋다. 그

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

리고 계약 상대방에 대한 대금을 해당국이 아

자 간에 우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

닌 다른 곳에서 지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

장 바람직하며,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3자

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중남미

의 조정 방식을 택하고, 마지막으로는 제3국의

의 많은 국가들이 해외에서 승인받지 않은 구

법원에서의 판결이나 중재재판으로 가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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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려고 하였다. 그래서 당시에는 권위가 바
로 ‘훔치기 위한 허가증’이라는 일반적인 인식

부패여건의 조성

이 팽배하게 되었다.

중남미와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 부딪치는

이러한 배경으로 부패는 권력의 당연한 속

문제 중의 하나는 상대방의 유연한 도덕적 기

성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오늘날 만

준을 어떻게 간파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연한 정부의 부패와 탐욕스러운 관리의 태도

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한다. 중남미에서의 부

를 희화화하거나 오락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

패 고리는 2가지 계층으로 구분하여 볼 필요가

이 나타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를 효율

있다. 즉 하위직과 고위직을 구분할 필요가 있

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 하겠다.

최근 브라질의 ‘세차 작전’(Lava Jato 또는 Car
Wash)으로 대대적인 부패 척결 작업이 이루어

하위직에 대해서는 일종의 팁과 같은 개념
으로 간주된다. 중남미의 하위직 공무원에 대

지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중남미의 문제점
을 극복하려는 몸부림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 급여수준은 매우 낮은 것이 일반적인데, 이
들에게 얼마의 사례비를 지불하는 것은 소득

네트워크 중심의 사회구축

재분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
다. 중남미에서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작은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중남미의 문화는 토지

규모의 성의를 표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소유권과 세습화를 견지해온 스페인과 포르투

가 있는데, 이를 mordida(영어로는 bite)라고

갈의 전통에 기인한다. 이들은 종교를 앞세워

한다.

원주민에 대한 봉건적 약탈을 정당화 했다. 이
들은 정복을 진행 하면서, 정복자들은 원주민

그런데 고위직에 대한 뇌물의 경우에는 다

으로부터 토지를 탈취하고, 이들로부터 노동

른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식민지 시대의 일종

력을 탈취하는 대상으로 여겼으며, 그들은 원

의 유산으로 당시 고위직에게는 뇌물이 상당

주민을 기독교의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

한 수준으로 허용되고 있었다. 이 당시 스페인

으로 정당화 한 것이다.

의 왕실은 부왕청의 감독 하에 실시되는 경매
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자에게 낙찰

정복자들이 본국의 왕실로부터 토지 및 노

하였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그의 투자 분을 회

동력 등 많은 혜택을 받음에 따라, 이를 발전시

수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용인하였다. 따라서

키기 위해서는 강한 사회적, 가족적 유대가 필

이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단기간 내 자신

요하게 되었다. 식민지 계급사회에서의 공직

의 투자를 회수하려고 하였으며, 그는 그의 권

의 위치는 곧 바로 식민지 사회질서 속에서의

리를 이용하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받

개인적 위상과 연계되게 되며, 그 개인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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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행사하는 특권과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가

다. 중남미에서는 이러한 관계로 정치적 임명

되었다.

제와 엽관제가 보편화됨에 따라 지도자 중심
의 정당이 형성되고, 네포티즘(친척 편애주

중남미에서는 Personalismo(Personalism)라

의)이 일반화되었다. 1914년-1915년과 1933

는 말이 있다. 이는 법률 등 비인간적이며 추상

년-1939년 간 2번에 걸쳐 페루의 대통령을

적인 원리보다는 특수하고 개인적인 인간관계

역임했던 Oscar R. Benavides (1876-1945)

를 중시하는 태도와 자세를 의미한다. 이러한

가 얘기한 “para mis amigos todo, para mis

관계로 오늘날 중남미에서의 사업 관계도 일

enemigos la ley”(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적에

정 그룹 내의 개인적 관계가 매우 중시되고 있

게는 법을)이라는 말은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

는 것이다. 평소에 지면이 없는 사람들과의 관

해 주는 것으로 자주 회자되곤 한다.

계를 만들어 가기보다는 평소에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가족, 대부 등 친족관계, 친구관계

이러한 상황에 따라 중남미의 인력도

등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폐쇄적인

know-how 보다는 know-who를 기초로 배

일종의 조직을 만들어 가기를 선호하는 것이

치되고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다. 따라서 중남미에서는 일종의 ‘아미고 사회’
가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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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는 오늘의 거울

이러한 배경에는 중남미 식민지 통치 방

위에서 언급한 제반 사항은 오늘날 중남미

식에도 관련이 있다. 스페인의 왕은 부왕과

의 비즈니스 문화의 기반이 되었다. 물론 세계

Audiencia에 식민지 지배권을 위임했고, 이 위

화된 오늘날 중남미에서의 비즈니스 관행도

임을 받은 자들은 그 사회의 사정에 따라 식민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상당한 정도의 변모

지를 자의적으로 운용하였고, 정실이나 자신

를 가져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미래를 알

의 이익을 기초로 통치하였던 것이 현실이다.

고 싶다면 먼저 지난 일을 살펴보라”(欲知未
來, 先察已然, 욕지미래 선찰이연)라는 말과

그래서 중남미에서 행해지는 사업은 같은

같이 지난 시대의 배경을 잘 파악하는 것이 오

사회적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 간이나 믿을 수

늘과 내일을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하겠

있는 친구 간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은 것이

다. 과거는 오늘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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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부동산개발사업, 성공방정식
엄성필

박사

한·아세안센터 무역투자국 부장

캄보디아 부동산 붐, 투기냐 실수요냐

발 붐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프놈펜과
시아누크빌을 잇는 캄보디아 최초의 고속도로

세계은행은 2018년 5월 10일 발표한 캄보디

가 2018년 내 실제 착공되면 더욱 가속화될 전

아 경제보고서에서 2018년도 캄보디아의 경

망이다. 2018년 1월 캄보디아 정부는 중국의

제가 봉제품수출, 관광, 농업분야의 호조에 힘

China Road and Bridge Corp.와 BOT 방식으

입어 2017년의 6.8%에 이어 6.9% 성장하고

로 약 20억 달러를 투자하여 총 연장 190 km

2019년에도 6.7%의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전

의 왕복 4차선 유료고속도로를 착공 후 4년 내

망했다. 세계은행은 또 캄보디아는 지난 20년

에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현

간 평균 7.6%의 성장률로 전 세계에서 6번째

재 고속도로 건설로 영향을 받게 될 주민들에

로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이지만 높은 성장률

대한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보상비를

을 유지하려면 인적자원 개발, 양성에 투자를

줄이기 위해 주요 마을과 인구밀집지역을 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비즈니스를 저해하는 요

해 도로를 건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프놈펜과

인들을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

베트남 접경지역인 스바이리엥(Svay Rieng)주

러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의 부동산시장 붐을

의 바벳(Bavet)시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도 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본의 자이카가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캄보디아는 2006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캄
이처럼 세계은행도 캄보디아의 부동산경기

보디아 방문을 계기로 한국기업의 부동산개발

과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듯이 최근 캄보디

투자 붐이 일었던 국가였으나 2008년 글로벌

아에서는 특히, 프놈펜을 중심으로 부동산 개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상황이 급변하여 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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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외부동산개발투자 성공사례에서 실패사

트 수가 2017년 8,942 가구(신축 3,488가구)

례로 전락한 곳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캄보

에서 2018년에는 총 22,828 가구(신축 15,688

디아 부동산 개발 붐을 이끌고 있는 주체가 누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구이며, 최근의 상황이 투기인지 실수요가 뒷

평방미터당 3,500 달러 이상 하는 고급 아파트

받침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기업들은 이 기

가구 수가 2020년에 가서 3만 가구로 증가할

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을 분석하고자

전망인데 이렇게 되면 중국인 수요만으로는

한다.

충당하기 어려워 구매자 찾기가 어려워질 것
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식지 않는 캄보디아의 부동산 개발 열기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불확실성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프놈펜의 스카
이라인

이다. 그래서 2013년 캄보디아 총선 때에는 토
지 거래가 중단되고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를

프놈펜의 스카이라인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

경험했다. 그러나 이번 7월 총선에 즈음해서는

하고 있다. 최근 프놈펜을 중심으로 개발되었

부동산 시장이 과거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

거나 개발 중인 혹은 개발예정인 주요 부동산

이고 있다. 토지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신규 부

프로젝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산개발 프로젝트들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
다. 그 결과 캄보디아 특히, 프놈펜의 스카이라
인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 프놈펜 유일의 카지노 NagaWorld Hotel
& Entertainment Complex

프놈펜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고 있는 주범

프놈펜 유일의 카지노인 NagaWorld는 캄

은 중국이다. 2016년 시진핑의 캄보디아 방문

보디아 GDP의 3%, 1만 명을 고용하는 프놈

을 계기로 중국과 캄보디아간의 정치적 관계

펜 최대의 사업장이다. 말레이시아의 카지노

가 개선되었고, 캄보디아가 일대일로 정책의

및 부동산 재벌로 홍콩증시 상장사 NagaCorp

핵심국가로 부상하면서 중국 투자자들이 캄보

의 CEO인 Dr Chen Lip Keong은 말레이시

디아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중

아의 동남아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Prosper

국의 대캄보디아 투자는 인프라 분야에 집중

Thy Neighbor”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캄보디

됐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최근 프놈펜, 시아누

아에 왔다가 캄보디아 훈센총리의 경제자문

크빌 등을 중심으로 콘도, 호텔 등 부동산 개발

관 역할을 수행하면서 프놈펜에서 70년 동안

그리고 매입에 나서고 있다.

카지노사업을 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받았다.
1995년 메콩강 지류에 바지선을 띄우고 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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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의 부동산컨설팅사인 나이트 프랭

노를 시작하면서 지금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크(Knight Frank)는 캄보디아의 럭셔리 아파

최대 엔터테인먼트 허브가 되었다. 2006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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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확대 개장한 NagaWorld Hotel & Entertainment Complex

월 NagaWorld 1을 개장하였고 캄보디아 경

Investment Corp.)가 캄보디아 최대의 민영

제가 회복되면서 NagaWorld 1의 사업이 날

은행인 Canadia 은행을 2003년 인수하면서

로 번창하여 2017년 11월 NagaWorld 2 를 완

OCIC Tower로 불린다.

공했다. NagaWorld 1과 NagaWorld 2는 지하
쇼핑몰인 NagaCity Walk로 연결되며 합쳐서

한국의 현대엠코는 2011년에 지하 4층 지

NagaWorld Hotel & Entertainment Complex

상 22층, 1,033평방미터 규모의 프놈펜타워

라고 부른다. NagaWorld 카지노는 프놈펜 유

(Phnom Phenh Tower)를 완공하여 오피스 빌

일의 허가받은 카지노로 프놈펜의 밤거리를

딩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 뒤로 2014년에는 캄

빛내는 상징물의 하나가 되었다. NagaCorp는

보디아 최고층 빌딩이 들어섰다. 1억7천만 달

2억8천만 달러를 들여 낡은 NagaWorld 1의

러를 들여 2014년 완공된 188미터 39층의 바

대대적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타낙 캐피탈 타워(Vattanac Capital Tower)이
바로 그것이다.

- A급 오피스 빌딩의 속속 완공
그 뒤로 HongKong Land가 프놈펜에 1억
제대로 된 오피스건물이 없던 프놈펜에 A

달러를 들여 10,700 평방미터 부지에 개발한

급 오피스 빌딩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스

지상 16층의 오피스, 4층의 쇼핑몰, 지하 4층

타트를 끊은 것은 2009년 완공된 지상 30층,

의 주차장을 가진 A급 오피스 빌딩 Exchange

지하 3층의 Canadia Bank Tower이다. 이 건

Square가 2018년 5월24일 공식적으로 문을

물은 변변한 오피스빌딩이 없던 프놈펜에서

열었다. 이곳에는 IFC, CIMB은행, 월드뱅크

한동안 재벌기업들의 본부로 애용돼 왔다.

그룹, 생보사 AIA 등 60개사가 이미 입주해

2003년 설립된 OCIC(Overseas Cambodian

있다.

65

기획연재 ● 동남아시아 8

Exchange Square - 직사각형 건물

OCIC 타워, 바타낙 타워

현대엠코가 지은 프놈펜 타워

문제는 프놈펜에 경제규모에 비해 너무 많

는 초고층빌딩 프로젝트들이 예정대로 진행되

은 고층 오피스빌딩이 속속 들어서면서 세입

고 캄보디아 경제가 그만큼 팽창하지 않는 다

자 구하기가 어려워 높은 공실률로 고전하고

면 프놈펜의 공실률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있다는데 있다. 그래서인지 현대엠코는 프놈
펜타워(Phnom Phenh Tower)의 지분 49%를

Sokha호텔을 보유하고 있는 캄보디아

중국의 Prince Real Estate 그룹에 4,400만 달

Sokimex Investment 그룹의 츠로이 창바 리버

러에 매각하였다.

사이드(Chroy Changvar Riverside) 프로젝트
는 톤레삽(Tonle Sap)강과 메콩강이 만나는 지

- 야심찬 초고층건물 신축 계획

역의 톤레삽 강변에 3동의 주상복합건물을 짓
는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실현 가능

지금도 오피스 공실률이 높은데 계획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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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캄보디아의 Thai Boon Roong,

강변을 따라 24층 빌딩들을 짓는 다는 계획이

중국의 Sun Kian Ip 그룹은 Daun Penh 디

다. 2018년 3월 캄보디아 정부는 해당 부지를

스트릭트의 예전 Dreamland Amusement

공공용지(state-public)에서 민영용지(state-

Park(5 헥타르) 부지에 560미터 133층의 Twin

private)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해당 부지를

Tower World Trade Center(건물면적 147만

민간개발자에게 리스해 줄 수 있게 되었는데

평방미터로 557객실의 호텔, 448개의 럭셔리

Yuetai 프로젝트를 위한 사전조치인 것으로 추

콘도 포함)와 주변 4개 상업빌딩 건축을 추진

정된다. 부지 가격은 평방미터당 3,500 달러

하고 있다. 2018년 3월19일 기초지반조성을

~6,000달러 수준이다.

위한 1단계 착공식을 개최했다. 개발자는 30
억 달러의 건축비와 30억 달러의 예비비를 확

- 너도나도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에 뛰어들어

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과연
프놈펜에서 이런 규모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

중국의 Yuetai 그룹은 프놈펜에서 East

트가 채산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One(23층 336가구의 아파트)과 East View(38

있다. 이미 설계사는 Tous Saphoeun, 건설 도

층 4개동 736가구의 주상복합아파트) 등 2

급사는 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개의 주택개발 프로젝트를 완료했고, 3번째

Corporation, Hsin Chong Group, Sino Great

로 The Garden 프로젝트(19층 212 가구의 아

Wall International Engineering 등 중국기업

파트)를 추진하고 있다. 프놈펜 국제공항에

이 선정됐다.

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벵스렝(Veng Sreng
Boulevard)에 위치한 The Garden은 캄보디아

중국 Guangzhou Yuetai 그룹의 “Harbor
Bay 프로젝트”는 Night Market에서 츠로창바

최초의 스마트 홈이 적용되며 35~64 평방미
터 크기로 구성된다.

다리에 이르는 9.25 헥타르의 부지에 톤레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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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ridge 프로젝트(가운데 아파트 2
동)

The Peak 프로젝트 건설 현장(2018년 1월 기준)

캄보디아 WorldBridge 그룹은 싱가포르의

2018년 11월 개장되면 프놈펜의 엔터테인먼

Oxley Holdings와 합작하여 프놈펜 국회의

트 명소로 현지인, 외국관광객의 수요를 충족

사당 맞은편에 The Bridge(10,090 평방미터

시켜 줄 예정이다. 400석 규모의 극장도 설치

의 부지에 5층 쇼핑몰, 45층 아파트 건물, 39

돼 이곳에서 복싱경기, 연극, 특별행사 등이 개

층 오피스건물 구성되며 2018년 5월 말 현재

최된다. 성패는 6천 평방미터에 달하는 소매

762가구의 아파트, 963개의 오피스는 완판, 쇼

점, 식,음료점, 레저시설이 임차인을 찾을 것인

핑몰 상가도 95% 판매) 프로젝트를 완공했다.

가에 달려있다.

그리고 2번째로 The Peak(55층 주상복합건물
로 아파트, 사무실, 쇼핑몰, 샹그리라 호텔로

중국의 Prince Real Estate Group도 프놈

구성되고 2020년 완공 예정) 프로젝트를 추진

펜에 여러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하고 있고, 3번째 프로젝트도 역시 싱가포르의

2018년 5월 완공된 37층의 1,000 가구 규모

Oxley Holdings와 합작하여 1억 달러를 투입

의 Prince Central Plaza는 저층부가 평방미

츠바암포브(Chbar Ampov) 디스트릭트의 내

터당 2,600달러, 펜트하우스는 4,000달러 수

셔널 로드(National Road) 1 주변 3.7 헥타르

준으로 이미 90%가 팔려나갔고 중국인 구매

부지에 200세대 이상의 환경 친화적 주택단지

자의 50% 정도는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알

The Palm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이곳에는

려진다. 27층 쌍둥이 타워로 구성된 Prince

정원, 개천, 인공해변까지 조성되며 상류층을

Modern Plaza는 2019년 완공예정이다.

겨냥하여 가격은 35만 달러부터 시작될 예정
이다.

그 외에도 중국의 Jiayuan International 그
룹은 2018년 5월 3,560만 달러를 들여 프놈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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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Bridge 그룹은 또 1억 달러를 들여 바

의 츠로이 창바 디스트릭트의 부지(608,140

싹(Bassac) 강변에 WB Arena를 건설 중이다.

평방미터)를 사들여 상업 및 주거단지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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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18 레지던스 공사 전경

Prince Central Plaza

Prince Modern Plaza

할 예정이다. Guangzhou R&F Properties도

드(Diamond Island)는 프놈펜에서 주요 개

프놈펜 부동산 시장 개발에 뛰어들 계획이다.

발구역의 하나이다. 메콩강 지류인 바싹강

아울러 글로벌 지주사인 Nightshade Studios

이 메콩강과 합류하는 지점에 있다. 2004

의 부동산 개발기업 Opulence Development도

년 OCIC(Overseas Cambodian Investment

최근 프놈펜에 레저, 엔터테인먼트, 상업, 럭셔

Corp)가 섬을 국제상업센터로 개발하는 허가

리 리빙을 포함하는 주상복합단지 신축 계획

를 받았다. 2005년 개발이 시작되어 지금은 여

을 제시했다.

러 건물들이 우후죽순 올라오고 있다. 다이아
몬드로 가는 다리는 원래 하나였으나 지금은

- 다이아몬드 섬은 개발 후 어떤 모습?

Twin Dragons Bridge, Swan Bridge, Rainbow
Bridge 등 3개로 늘어났다.

꼬삑(Koh Pich) 즉, 다이아몬드 아일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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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아일랜드 -강변을 따라 프랑스 파리를 본 딴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다.

Koh Pich 시청사

Diamond Island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현재 섬의 북쪽은 프놈펜 젊은이들의 인기

회, 결혼식 등이 열린다. 2010년에 문을 연 로

모임장소로 부상하고 있다. 다이아몬드 섬에

마양식의 꼬삑 시청사도 각종 연회 등이 개최

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의 하나는 Diamond

되는 명소이다.

Island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이다.
이곳에서는 각종 음악회, 컨퍼런스, 국제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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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타운

텔들이 있다. 섬의 남쪽에는 엘리트 타운(Elite
Town)이라고 명명된 관리형 빌라단지가 있
다. 한 채 당 40만 달러~ 200만 달러를 호가하
는 고급주택지이다. 방 4개짜리 빌라의 월 임
대료는 3,500 달러 수준이다. 이곳은 이온몰과
인접하고 있어서 외국주재원들의 인기 거주지
이다. 엘리트 타운 내에는 카나다 국제학교가
2016년 문을 열었다.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있지만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몇 개의 콘도 프로젝트들이 완공을 앞두고

Casa Meridian

있다. 33층의 쌍둥이 빌딩 Casa Meridian은 3
층까지 쇼핑몰, 4층부터 콘도로 5성급 호텔 수
준의 시설을 자랑한다. 유닛 당 10만 달러에
서 100만 달러까지 다양하다. 그 옆에는 싱가
포르의 Marina Bay Sands를 본 따 지은 DI
Riviera가 있다. 모두 5개 동으로 구성돼 있
다. 다이아몬드 섬 개발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Casa Meridian, DI Riviera 부동산 개발 프로
젝트의 성공 여부가 다른 프로젝트들에게 영
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섬으로 가는 다리도 2
개 더 건설이 계획돼 있다.

DI Rivi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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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한국대사관이 최근 Elite Road에 신축대사

캄보디아에서 가장 큰 도시 호수가 있었고 호

관을 지어 이전하면서 섬이 새로운 외교단지

수 주변에 서민들이 몰려 살던 곳이었다. 그런

가 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데 2007년 Shukaku Inc.가 시당국과 7,900만
달러 규모의 부지리스계약(99년)을 하면서 벵

비교적 단기간 내에 농경지에서 고급상업거

칵 호수 개발 건은 수익성 있는 개발을 위해

주지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섬 개

원주민을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시킨 캄보디

발의 성패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들의 성공

아에서 가장 갈등이 심한 개발사례가 되었다.

적 분양과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Shukaku Inc.는 유령회사로 훈센총리와 가까

현재 콘도 구매자의 대부분이 실제 거주하지

운 동료이자 여당 실세인 Lao Meng Khin의

않는 투기목적의 중국인들이고 그것도 반 이

소유로 밝혀졌다. 개발이 시작되면서 호수는

상은 전매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세를 주려해

모래와 흙으로 메워졌고 벵칵 호수 인근에 살

도 월세가 캄보디아 현지인들이 감당하기에는

던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했다.

너무 비싸서 나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밤에는
불이 켜지지 않은 빈 집이 대부분인 유령도시
로 변하고 있다.

우역곡절을 겪은 끝에 2014년 Shukaku는
“Phnom Penh City Center”라는 새로운 단계
별 개발계획(15년~20년)을 마련하고, 용도별

- 벵칵(Boeung Kak) 호수의 변신-상전벽해

로 부지를 쪼개서 개발업자들에게 팔고 있다.
여기에는 공원, 스포츠 콤플렉스, 골프 연습장,

프놈펜 북부의 벵칵(Boeung Kak) 호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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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18 레지던스 공사 전경

Prince Modern Plaza

Park라 불리는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등이 포

을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끌

함돼 있다.

어올린 바 있다. 이온몰과 현대엔지니어링
이 협력하여 2018년 5월29일 개장한 이온몰

지금은 도로가 생기고 수많은 신축 콘도, 오

2(Aeon Mall 2) 역시 지역경제와 인근지역 부

피스빌딩, 상점들이 비온 뒤의 버섯처럼 올라

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프놈펜 북서

오면서 스카이라인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

부 특히, 센속디스트릭트(Sen Sok District)의

고 있고 새로운 경제중심지가 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을 견인하고 있다. 인구 16만 명의
센속 디스트릭트는 프놈펜에서 가장 인구밀도

- 프놈펜 이온몰의 힘

가 높은 지역의 하나로 최근 수년간 많은 인프
라, 상업, 주택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2014년 약 2억 달러가 투입돼 개장된 이온

이온몰 2는 센속 지역의 토지, 빌라, 아파트,

몰 1(Aeon Mall 1)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했

콘도 및 기타 부동산 가격에 즉각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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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다.

여 대로변 토지는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택
가격도 올랐다. Sen Sok의 주요 도로변 상가주

총면적 10 헥타르, 건물면적 151,000 평방
미터에 백화점, 영화관, 볼링장, 식당, 푸드

택은 10만 달러 하던 것이 요즘은 3~5배 호가
한다.

코트 등의 시설과 야외에 2,500대의 주차장,
2,000대의 오토바이 주차시설을 갖춘 이온몰

임대료도 상승하여 창고는 평방미터당 월

2 착공 발표 후 수개월 만에 인접한 2개의 주

1.5~2.5 달러, 상가주택은 월 500~1,500 달

택개발프로젝트(Borey New World, Borey

러, 주택은 월 300~600 달러, 빌라는 월 1,000

Angkor Phnom Penh)의 아파트 가격은 2배

~ 2,000 달러 수준이다.

로 뛰었다. 이온몰 2가 2016년 착공되자 이온
몰 2 근처로 많은 부동산 개발자들이 이 지역

이온몰 2의 개장으로 더 많은 비즈니스와 투

으로 옮겨왔고 이 지역 부동산은 거래량이 급

자자들이 이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어서 가격

증하면서 가격은 매달 뛰었다. 이온몰 2 착공

이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온몰

전에는 이온몰 2 지역 반경 1km 이내의 토지

2 주변지역은 프놈펜의 새로운 상업중심지로

가격은 평방미터당 300~400 달러였으나 지

부상하고 이는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끌

금은 500~700달러로 올랐다. 주 도로변의 토

어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 쇼핑몰 등 편의

지가격은 700~1,000 달러를 호가하고 있다.

시설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

1003과 Hanoi Roads 사이의 Oknha Mong

이지만 일개 쇼핑몰 하나가 이렇게 부동산 가

Rithy Road 변 토지는 1,000~1,500 달러에서

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프놈펜에 이렇다

1,500~2,500 달러로 급등했다. 토지가격의 상

한 쇼핑시설이 너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매수요는 활발하

이온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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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은 중국의 고질적인 부채문제가 언젠
가는 터질 것을 우려하여 돈을 중국 밖으로 가

- 중국인의 ‘묻지 마’투자처로 부상한 캄보디아

지고 나오고 있다. 캄보디아는 현금사회이고
미 달러화가 통용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돈세

캄보디아 개발 위원회(Council for the

탁이 용이하다. 캄보디아 은행들은 돈세탁을

Development of Cambodia, CDC)에 따르

용인하는 분위기로 범죄수익금 또는 정부 관

면 캄보디아의 외국인투자 유치액은 2016년

료의 뇌물을 세탁하는 곳으로 널리 활용되고

의 36억 달러에서 63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있다.

2013년~2017년 5년간 중국이 인프라, 은행,
제조업 등 분야에 53억 달러를 투자하여 부동

또 캄보디아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핵

의 1위를 차지했다. 2016년에는 중국의 투자

심 참가국의 하나인 점도 작용하고 있다. 캄보

가 캄보디아 국가가 투자한 금액을 넘어섰고,

디아의 훈센 수상은 정권유지를 위해 과거 베

2017년 중국은 14.3억 달러를 투자하여 캄보

트남의 지지와 서방의 지원을 활용하였고 지

디아 전체 투자 유치액의 27%를 점유했다.

금은 중국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아세안 회원국의 일원으로 중국이 남중국해에

캄보디아 부동산시장에서 중국인은 큰 손이

짓고 있는 인공 섬에 대한 아세안의 비난성명

다. 부동산 개발자와 구매자 역할을 동시에 하

발표를 막았다. 그 대가로 중국은 투자와 차관

고 있다. 중국인들은 럭셔리 콘도뿐만 아니라

을 제공했다. 2017년 12월 중국 기업들은 70

중저가 콘도도 닥치는 대로 사들이고 있다. 일

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다. 여기엔 프놈펜 국

례로 캄보디아의 부동산개발업자인 엘 레지던

제공항과 시아누크빌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도

시(L Residency Cambodia)는 한 채당 29,000

포함된다. 캄보디아 주요항구인 시아누크빌은

~ 50,000달러짜리 콘도로 구성된 프로젝트를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중국인들이 부동산투자

5개 진행하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싸다며 한꺼

를 집중하는 곳의 하나이다.

번에 100 가구 이상을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시아누크빌의 카지노,

현재 프놈펜 국제공항 주변의 센속 디스트

콘도, 호텔의 65%가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밝

릭트에 중국인들의 주택단지 개발이 한창 진

혀졌다.

행 중이다. 센속 디스트릭트 내의 스타시티
(Star City) 프로젝트도 구매자를 끌어들이

중국인들은 상하이, 선전 그리고 푸젠성, 저

기 위해 일대일로를 활용하고 있다. 캄보디아

장성에서 오고 있으며 대부분은 투자목적으로

의 Thai Boon Roong 그룹과 중국의 Xinghui

구입한다. 중국인들이 캄보디아의 아파트를

Property가 합작하여 쓰촨성의 한 기업이 건

사들이는 이유는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수익률

설 중인 Star City 프로젝트는 40만 평방피트

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

의 부지에 5개의 콘도 빌딩, 호텔, 아파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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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건물을 지을 예정이며, 2,112 가구가 판매

요하다. 중국은 인권, 민주주의, 법의 지배(rule

될 예정이다. Star City는 프놈펜 공항 및 시아

of law) 따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돈벌이에

누크빌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근처라는 지리적

만 주력한다는 비판이다.

위치 그리고 평방미터당 1,600 달러부터 시작
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때문이 인기가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사업 성공방정식

있다고 한다. Star City 타워 A동의 80%는 이
미 판매 되었고, 타워 B동 판매가 시작되었다.

최근 프놈펜에서 만난 캄보디아개발위원회

구매자의 80% 가량이 중국인들로 추정되고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있다.

의 속 첸다 소피아(Sok Chenda Sophea) 사무
총장은 2010년 부동산소유권법에 따라 외국인

- 단물만 빼어 먹는 중국의 투자

도 신축 건물의 최대 70% 한도 내에서 2층 이
상의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며 한국 기업의

중국이 캄보디아에 엄청남 투자를 하고 있지
만 그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중국의 대캄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투자와 아파트 구입을
권유했다.

디아 투자가 win-win-lose의 구조라는 것이
다. 즉, 중국 투자자들은 캄보디아 정부와 결탁

이처럼 외국인의 아파트 소유가 가능해 지면

하여 둘 다 이득을 취하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서 최근 중국,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 등 외국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외국인

인 특히, 중국인들의 주로 투기목적의 아파트

투자는 고용창출과 기술이전을 가져와야 하는

구매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프놈펜을 중심

데 중국의 캄보디아 투자는 캄보디아 사람들

으로 한 수많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들이 완

을 고용하지 않고 중국인들을 직접 데려오기

공될 즈음에는 중국인 수요도 사라지고 공급

때문에 고용창출이 발생하지 않고, 게다가 기

과잉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즉, 미분양, 아파트

술이전효과도 거의 없다. 중국기업들이 캄보디

가격 및 임대료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

아인들을 훈련시키지 않고 중국인들을 데려와

석이다.

쓰기 때문에 전문기술 습득의 기회도 없다. 중
국은 훈센 정부와 협상을 하면서 광물자원, 삼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기업인 Century 21에

림, 토지리스, 수력발전 등에서 엄청난 이득을

따르면 이미 캄보디아에서 아파트 선분양률

챙기고 있다.

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6
년 상반기에 신규 아파트 13,000 가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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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광객들이 캄보디아에서 쓰는 돈은 그

13% 만이 선분양 되었는데 이는 2014년 상반

들이 캄보디아 내에서 저지르고 있는 생태적,

기 31%, 2015년 상반기 18%에 비해 크게 낮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훈센 정부

아진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부동산

는 체제유지를 위해 중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

개발업자들은 분양가의 최대 10%까지 할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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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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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한국 기업이다. 현재 우리가 진행하
고 있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들의 고객이 누

한편, 이러한 부동산 시장 진정 조짐은 캄보

가될 것인지 이다.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로 인

디아 사람들에게는 결코 나쁘지 않다. 왜냐하

해 한국인 고객들을 사실상 더 이상 끌어들일

면 집주인들이 대부분 중국인들이기 때문에

수 없는 상황에서 캄보디아 국민들 또는 중국

버블이 터지면 결국 손해는 중국인들이 본다

인 등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분양을 해야 한다.

는 것이다. 만약 중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사
들인 아파트를 되팔기 위해 시장에 내놓는 다

이는 중국기업 등 경쟁국기업들이 진행하고

면 실수요자 층이 뒷받침 되지 않고 있는 캄보

있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들과 비교하여 가

디아에서 결국 부동산 시장 냉각과 버블 붕괴

격, 품질, 브랜드, 디자인, 입지 경쟁력을 확보

의 과정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중국 기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우리기업들

업들이 캄보디아에서 왕성한 부동산 개발 사

도 이 같은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업을 하고 있는 것은 수요의 대부분을 중국인

과연 어떻게 성공방정식을 풀어낼 것인지 지

들이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혜가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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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로드쇼 서울 2018 개최

해외건설협회는 5월 16일(수)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우리 건설기업의 페루 진출 지
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페루 로드쇼 서울 2018'을 개최하였다.
본 로드쇼는 주한페루대사관, 페루 외교부, 페루 투자청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해외건설협회와 한국수출입은행이
후원하였으며, 페루 건설시장의 인프라·플랜트 수주 확대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페루 인프라 투자 사업을 소
개하고자 마련되었다.
다울 마뚜떼 메히아 주한페루대사는 환영사에서 최근 페루가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지정책에 힘입어 성장세를
시현하면서 안정적인 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말하며, 페루 내 추진 중인 인프라 PPP 사업에 한국 기업의 많
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송영완 해외건설협회 부회장은 축사에서 한국 기업들은 중남미 핵심국가로 발
돋움하고 있는 페루에서 진행 중인 각종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
번 로드쇼가 페루 인프라 투자 유치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사로 참가한 장근호 前페루대사는 '페루 경제 전망'에 대해 소개하였고, 페루 투자청의 Cesar Penaranda 국장
은 '페루: 한국 기업의 투자 기회'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Penaranda 국장은 2018년에 추진 예정인 18개 주요
프로젝트(41억불)와 2019-2020년에 추진할 32개 주요 프로젝트(68억불)를 소개하여 우리 기업의 높은 관심
을 끌어내었다. 마무리 말씀에서 투자청 Gustavo Ibarguen 국장은 건설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과 성공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페루의 주요 인프라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 말했다.
해외건설협회는 앞으로도 페루뿐만 아니라 중남미 건설시장 진출 확대에 필요한 시장 정보와 국내외 유관기관 간
교류기회를 확대하여 건설업계의 중남미 진출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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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AfDB 연차총회 연계
'한국 인프라기업 홍보 설명회' 개최

해외건설협회는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2018 AfDB 연차총회에 참석
하기 위해 방한한 아프리카의 각국 정부, 발주처, 금융기관 및 AfDB 인사들에게 우리기업의
경쟁력과 우수성에 대한 홍보를 통한 수주확대 기회를 모색하고자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
국엔지니어링협회와 공동으로 '한국 인프라기업 홍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해외건설협회 박기풍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의 인프라개발을 통한 경제발전과 그 과정에서 축적된 기업들의 역
량과 노하우를 소개하며, 아프리카의 발전방향으로 인프라개발을 제안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속담들을 응용하
며 아프리카 인프라개발의 동반자로 우리기업을 선택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김정렬 차관은 축사를 통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아프리카의 인프라 및 도시개발에
한국의 경험과 기술이 보다 많이 활용되도록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아프리카의 인프라 개발에 기여할
준비돼 있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도화엔지니어링, 제일엔지니어링 등 아프리카 시장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대표 건설 및 엔지니어링사들은 아프리카에서의 사업 현황과 성공사례 및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발
표했고, KDB산업은행은 한국의 ECA 및 MDB들과의 협력은 아프리카 내의 펀딩 갭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
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해외건설협회는 풍부한 경제활동 인구와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시장으로의 진출을 원하는 회원사들
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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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비아 한국대사 초청 간담회 개최

해외건설협회는 5.29(화) 오전 협회에서 방한 중인 최성수 주리비아 대사를 초청하여 간담
회를 개최했다.
리비아에 현장을 보유한 기업을 초청하여 실시한 동 간담회에서 최성수 대사는 지난 4개월 여간의 현지 활동을
통해 파악한 정세, 치안 등의 동향을 설명한 후 참가자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성수 대사는 리비아의 정세와 치안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안전이 중요한 실정이며, 대금 수
령 여건도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리비아의 잠재력과 일부 분야(전력)의 공사 재개가 긍
정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공관 재개가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건설협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해외건설 기업들의 원활한 진출 지원을 위해 공관과 긴밀하게 협조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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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중소기업 진출지원
설명회 개최

해외건설협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후원하는 '해외건설 중소기
업 진출지원 설명회‘가 5월 29일(화), 15:00에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유의사항(계약적 측면) △베
트남 건설/부동산 시장진출 및 확대 전략과 법적 고려사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성공사례 △해외건설 시장진
출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의 리스크 관리방안과 최근 가장 뜨거운 관심국가인 베트남에 대한 상세 정
보 제공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된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는 매년 상하반기에 걸
쳐 2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10월 말에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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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필리핀
해외건설위원회(POCB) MOU 체결

해외건설협회는 6월 5일 오후 한-필리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개최된 '필리핀 대통령 초청
비즈니스 포럼'에서 필리핀 상공부 산하 해외건설위원회(POCB)와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협
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두테르테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이번 양해각서에는 건설부문에 대한 정보교류와 다각적인 협력방안 모색
등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우리기업의 필리핀 건설시장 진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날 저녁에는 필리핀 민관사절단(단장:상공부차관) 일행을 초청하여「한-필리핀 인프라 협력 네트워킹」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주요 건설사 임직원과 POCB 회장, 필리핀 주요 건설사 간 상호 교류의 기회를 마
련하였다.
필리핀은 지난 1973년 우리 건설기업이 최초 진출한 이후 현재까지 총 194건, 149억 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주
한 국가로 최근 두테르테 정부가 1,65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임에 따라 우리 기업에게 중요
한 건설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건설협회는 MOU 체결을 계기로 POCB와 상호협력 확대를 위한 공식채널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추
진하여 우리기업의 필리핀 건설시장 수주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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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철도기술 협력포럼 개최

해외건설협회는 신시장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페루와의 철도 건설사업 협력 강화를 위해
6월 5일 수도 리마에서 국토교통부와 주페루대사관이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가 주관하는
‘한-페루 철도기술 협력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페루에 한국의 뛰어난 철도 시공 경험과 기술력을 전수하고 2019년 발주를 앞둔 리마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약 56억불)과 페루 전국 철도망 구축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 지원을 위해 개최되었다.

포럼에서는 페루 철도사업의 주요 발주처인 교통통신부 교통차관과 리마-카야오 전철청장이 참가하여 환영사와
폐회사를 하였다. 이밖에, 투자청, 교통인프라관리감독청 직원뿐만 아니라, 페루 엔지니어링협회장과 페루 엔지
니어학교 교수들도 참석하여, 철도사업에 대한 페루 민관, 그리고 학계의 열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포럼 개최를 위해 한국 측에서는 철도기술연구원, 철도시설공단, 포스코건설, 도화엔지니어링에서 발표자로
참가하여 한국의 우수한 철도 기술력과 시공 경험을 알리는 데 주력하였다.
앞으로도 해외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 및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우리 기업의 신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아
낌없는 지원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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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수주플랫폼 2차 본회의’개최

해외건설협회는 15일(금) 오전,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 방안 논
의를 위해 「해외건설 수주플랫폼 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해외건설업체 14개사 CEO, 플랜트산업협회 회장,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본부장이 함께 참석
하여 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및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모두 발언에서 박기풍 회장은 올해 해외건설 수주 현황과 시장 상황을 소개하는 한편,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업계 차원의 대응 노력, 세계 인프라투자협력포럼 및 한·중 해외건설 협력포럼 결과, 필리핀 대통령 방한 관련 인
프라 협력 논의 결과를 공유했다. 또한 선진국 건설시장 진출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과 한국해외인프라·도시
개발지원공사(KIND) 출범 계획 등 최근 이슈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최근 각 사별 동향과 향후 사업계획이 공유되었으며, 특히 중동 발주 감소 및 경쟁심화에 따
른 시장다변화 노력 과정에서 파이낸싱의 중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또 대략 10년 주기로 반복되어 온 해
외건설 경기 사이클을 분석하여 앞으로 다가올 사이클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수립의 필요성에 대
해 의견을 같이 했다.
주요 해외건설업체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대표들의 정례 모임인 「해외건설 수주플랫폼」
회의는 2016년 4월 출범한 이래 매분기 정기 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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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 동 법 시행령 제17조, 동 법 시행규칙 제13조

5월 수주 실적
‘18.5.31 기준 해외건설 수주액은 총 135.7억불
* (신규) 276건, 9,214백만불, (변경) 270건, 4,351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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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652
(682건)
234
(323건)

1년간(억불)

1.1~5.31(억불)

14

660
(708건)
316
(275건)

15

461
(697건)
233
(258건)

16

282
(607건)
137
(257건)

17

최근 5년 평균

290
(624건)
134
(291건)

469
(664건)
211
(281건)

700
600
500

아시아
58.7%

400
300
200

'13

'14

'15

1년간(억불)

'16

'17

1.1~5.31(억불)

토목
23.1%

'18

-

136
(262건)
중남미
5.0%

건축
25.4%

136

100
0

중동
28.6%

‘18

플랜트
48.8%

※ (지난달 수주현황) 나이지리아, 인도라마 비료공장 2nd Train 프로젝트(대우건설, 2.9억불) 등 54건,
약 12.7억불

세부항목별 수주액
ㅇ 지역별 : 아시아 58.7%(79.6억불, 1위), 중동 28.6%(38.9억불, 2위),중남미 5.0%(6.8억불, 3위), 아프리카 3.9%(5.3억불, 4위)
ㅇ 국가별 : UAE 15.4%(20.9억불, 1위), 베트남 14.2%(19.2억불, 2위), 싱가포르 7.9%(10.7억불, 3위), 태국 6.8%(9.2억불, 4위)
ㅇ 공종별 : 플랜트 48.8%(66.2억불, 1위), 건축 25.4%(34.4억불, 2위), 토목 23.1%(31.3억불, 3위), 용역 2.1%(2.9억불, 4위)
지역별

'65~

'18년

국가별

28.6%

베트남

아시아

31.8%

58.7%

중남미

5.0%

5.0%

중 동

53.9%

'65~

'18년

공종별

14.2%

건 축

UAE

9.4%

15.4%

싱가포르

5.1%

7.9%

4.6%

'65~

'18년

플랜트

57.7%

48.8%

토 목

18.4%

23.1%

19.4%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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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대비 수주현황(지역 · 공종 · 국가)
지역별
지역
계

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

북미·태평양

공종별
공종
계

플랜트

건

축

토 목
용 역
전 기
통 신

2018.5.31
건수
금액
262
13,565,394
(100.0)
(100.0)
164
7,957,760
(62.6)
(58.7)
19
3,885,394
(7.2)
(28.6)
18
682,801
(6.9)
(5.0)
17
528,223
(6.5)
(3.9)
27
309,520
(10.3)
(2.3)
17
201,696
(6.5)
(1.5)
2018.5.31
건수
금액
262
13,565,394
(100.0)
(100.0)
14
6,619,995
(5.3)
(48.8)
116
3,438,694
(44.3)
(25.4)
16
3,129,464
(6.1)
(23.1)
89
290,287
(34.0)
(2.1)
24
72,944
(9.2)
(0.5)
3
14,010
(1.1)
(0.1)

국가별(주요 3개국)
공종
계

UAE

베트남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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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31
건수
금액
262
13,565,394
(100.0)
(100.0)
5
2,088,190
(1.9)
(15.4)
36
1,921,477
(13.7)
(14.2)
4
1,073,399
(1.5)
(7.9)

2017.5.31
건수
금액
291
13,443,802
(100.0)
(100.0)
202
3,825,898
(69.4)
(28.5)
33
8,944,330
(11.4)
(66.5)
16
193,943
(5.5)
(1.4)
14
129,185
(4.8)
(1.0)
21
278,767
(7.2)
(2.1)
5
71,679
(1.7)
(0.5)
2017.5.31
건수
금액
291
13,443,802
(100.0)
(100.0)
37
9,220,221
(12.7)
(68.6)
118
1,459,746
(40.5)
(10.8)
24
2,367,494
(8.3)
(17.6)
84
333,571
(28.9)
(2.5)
27
103,475
(9.3)
(0.8)
1
-40,705
(0.3)
(-0.3)
2017.5.31
건수
금액
291
13,443,802
(100.0)
(100.0)
10
228,079
(3.4)
(1.7)
37
768,090
(12.7)
(5.7)
0
35,368
(0.0)
(0.3)

1965.1.1~2018.5.31
누계건수
누계금액
12,592
793,003,192
(100.0)
(100.0)
6,744
252,068,754
(53.6)
(31.8)
3,603
427,329,265
(28.6)
(53.9)
424
39,424,320
(3.4)
(5.0)
683
23,827,518
(5.4)
(3.0)
481
19,731,659
(3.8)
(2.5)
657
30,621,676
(5.2)
(3.8)

(단위: 건, 천불, %)

증감율
(금액)
0.9

108.0
-56.6

252.1

308.9
11.0

181.4
(단위: 건, 천불, %)

1965.1.1~2018.5.31
누계건수
누계금액
12,592
793,003,192
(100.0)
(100.0)
1,837
457,474,126
(14.6)
(57.7)
4,104
153,582,687
(32.6)
(19.4)
2,197
145,964,152
(17.5)
(18.4)
3,383
15,954,241
(26.8)
(2.0)
904
16,728,006
(7.2)
(2.1)
167
3,299,980
(1.3)
(0.4)

증감율
(금액)
0.9

-28.2

135.6
-32.2
-13.0
-29.5

-134.4

(단위: 건, 천불, %)

1965.1.1~2018.5.31
누계건수
누계금액
12,592
793,003,192
(100.0)
(100.0)
320
74,153,703
(2.5)
(9.4)
1,230
36,557,357
(9.8)
(4.6)
344
40,275,620
(2.7)
(5.1)

증감율
(금액)
0.9

815.6

150.2

29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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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신규수주 공사내역 (2018. 5.1~31)
국가

나이지
리 아

계

업체

공 사 명

발주처

총 4건

대우건설

기간금액
889,007

(단위: 천미불)

계약일자

비고

-

-

인도라마 비료공장 2nd Train
프로젝트

인도라마

288,500

2018/05/03 신규

쿠웨이트국제공항 지원터미널(T4)
위탁운영사업

Directorate General of
Civil Aviation

127,816

2018/05/08 신규

쿠 웨
이 트

인천공항
공
사

태 국

현대ENG

방착 정유공장 고도화 사업

BCP

270,167

2018/04/18

헝가리

현대ENG

SK 이노베이션 헝가리 배터리공장
1단계 신축공사

SK 배터리
헝가리 법인

202,524

2018/04/27

신규
신규
신규
신규

※ 1억불 이상 주요 신규 및 변경 공사

최근 5년간 동기대비 수주현황(지역)
지역별
지역
계
중동
아시아
태평양,
북미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2014.1.1~5.31
건수
금액

275 31,637,661

(100.0)

(9.3)

(15.6)

(63.6)

(0.4)

(3.1)

(1.0)

(7.7)

(1.5)

(7.4)

(3.6)

(8.9)

4,927,834

7

117,031

18

309,497

21

489,603

(2.5)
(6.6)
(7.6)

7 1,155,485

(2.5)

24

(77.9)

169

(61.5)

258 23,265,230

(100.0) (100.0)

53 24,638,211

(19.3)

2015.1.1~5.31
건수
금액

2016.1.1~5.31
건수
금액

257 13,722,195

(100.0) (100.0)

6,823,488

3,902,380

170

6,648,669

12

1,346,620

12

559

(12.0)

(50.2)

(66.1)

(1.5)

(4.7)

(0.3)

(4.7)

(0.9)

(7.8)

(17.8)

(4.7)

164 11,683,518
8

337,922

20

64,123

19

212,269

23

4,143,910

291 13,443,802

(100.0) (100.0)

31

(29.3)

2017.1.1~5.31
건수
금액

8,944,330

202

3,825,898

5

71,679

21

278,767

14

129,185

16

193,943

(11.4)

(48.5)

(69.4)

(9.8)

(1.7)

(0.0)

(7.2)

(3.7)

(4.8)

(9.6)

(5.5)

20

510,234

12

1,313,733

2018.1.1~5.31
건수
금액

262 13,565,394

(100.0) (100.0)

33

(28.4)

(단위: 건, 천불, %)

(100.0)

19 3,885,394

(66.5)

(7.2)

(28.5)

(62.6)

(0.5)

(6.5)

(2.1)

(10.3)

(1.0)

(6.5)

(1.4)

(6.9)

(28.6)

164

7,957,760

17

201,696

27

309,520

17

528,223

18

682,801

(58.7)
(1.5)
(2.3)
(3.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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