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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워치

국내최초의 철도운영시스템 수출
- 자카르타 LRT 사업
박 대 근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외사업본부 해외사업2처장

인도네시아 국가 위치와 자카르타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세계 4위(2015년 2.6
억명)의 인구 대국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뉴질랜드를 합친 인구(약 2,700만명)보다도
많다.

전체 인구의 56%인 1억 4,500만명이 남한면

2

적 보다 조금 큰 자바 섬(12.8만km2)에 거주

사람들은 이러한 인구 조밀지역의 대중교통

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많다. 더구

체계가 주로 도로 교통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

나 자바섬내에 있는 수도인 자카르타와 인근

실에 또한 놀란다. 이로 인해 자카르타와 수도

수도권(Jabodetabek) 인구는 무려 3천만명을

권은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교통 체증으로 유

넘는다는 사실에 놀라는 사람이 많다. 이는 세

명한 나라이다. 2015년 초 영국의 경제 분석기

계 10대 광역 대도시권의 하나로 현재 호주와

관인 EIU은 교통·안전 분야에서 전 세계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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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교통체증과 인도가 부족한 교통 시스템

주요 도시 중 자카르타를 최하위로 평가한 바

터)의 이승훈 前지부장은 2018년 아시안게임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엄청난 교통 체증이 존

개최와 발맞추어 건설을 추진중인 자카르타

재하지만 대량 여객수송이 가능한 도시철도는

경전철(LRT) 시범구간(1호선 1단계) 건설 운

부족한 상황이다. 기존 철도역시 식민지 시절

영이 인도네시아 자체적으로 LRT운영 및 건

건설한 협궤철도가 일부 있지만 대중교통 효

설이 어려워 외국 정부 및 기업의 지원을 필요

율성은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다.

로 하고 있다는 정보를 2015년 12월말 자카르
타 주정부 관계자로부터 입수하여 이 사업 참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여를 위해 움직였다.

하 철도공단)은 국내 최초로 철도 운영시스템
을 자카르타에 수출하게 되었다. 지난 2017

해건협은 우선 사업 추진사와 재원 구조, 발

년 8월 3일 자카르타 주정부 산하 공기업인

주 방법 등을 파악하고 2016년 1월초부터 발

JAKPRO사와 철도운영시스템 공급계약을 체

주처로 지정된 자카르타 주정부산하 공기업인

결하였으며 이러한 계약체결로 인도네시아에

자카르타 자산관리공사(JAKPRO, PT.Jakarta

있는 100만명 이상 큰 도시인 수라바야 등 16

Propertindo)의 LRT총괄 매니저와 개별 연락

개 도시에도 경전철 운영시스템의 추가 수출

을 통해 여러 차례 직접 면담하였다. 지부장은

도 예상되고 있다.

현지 관계관 면담 시 사업추진 방식과 발주 방
향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으며 당초 B to B

1. 사업 발굴

방식으로 검토되던 경전철 사업을 G to G방
식으로 변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동

이러한 철도운영시스템 수출은 여러 기관
및 관계자의 노력과 협력이 있었다. 초기에 해

사업 설계사인 영국의 Mott Mcdonald사의
LRT관련 정보도 입수하였다.

외건설협회(해건협)의 지원이 유용했다. 해건
협 인도네시아 지부(현 아시아 인프라협력센

또한 한 때 논란이 되었던 철도의 궤도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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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해건협의 JAKPRO와 업무협의('16.3.18)

해외건설협회 수주지원단 LRT협력회의('16.3.24)

도 당초 기존 인도네시아 구철도 방식인 협궤

또한 지부는 3월 중순이후 철도시설공단이

를 버리고 우리와 같은 표준궤로 추진된다는

사업 참여를 위해 현지에 파견된 철도공단의

내용도 미리 파악하여 사업 참여에 대비하였

해외사업본부 관계직원과 JAKPRO사와의 참

다. 특히 해외건설협회 민간수주지원단(단장

여 협의를 지원하였고, 철도공단이 사업 추진

박기풍 당시 해건협 회장)의 자카르타 방문 시

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자 JAKPRO사도 협

관련 업체 기관과 공동회의를 개최키로 약속

력에 호의를 보이며 협력의 급물살을 타게 되

했다.

었다.

마침내 2016년 2월 22일, 해건협 회장이 이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그해 4월 27일 철

끄는 건설업체, 금융기관 대사관으로 구성된

도시설공단 강영일 이사장의 자카르타 방문시

대표단은 JAKPRO 회의실에서 JAKPRO 고위

JAKPRO사와 LRT사업 참여관련 ROD체결

관계자들과 회의를 통해 한국의 경전철 참여

식을 대사관과 해건협 참여하에 거행하게 되

의지를 보여주었고, 이러한 의지는 JAKPRO

었다. 이후 해건협 지부는 철도공단의 파견요

사를 움직여 결국 당시 스페인 및 이탈리아 대

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내 그리고 현지 지사

사관과의 논의되던 것을 중단하고 한국측과

설치 업무를 지원하였고 진출업체간 간담회도

우선 협상하기로 내부 결정했다고 한다.

2016년 8월 31일 협회 센터 회의실에서 개최
하여 후속 사업에 대한 민관 협력의 장도 제공

협회 지부장은 계속 JAKPRO LRT관계관

하였다.

과 접촉을 이어갔으며, 3월 18일 대사관의 신
임 배석주 국토교통관과 면담 주선, 철도공단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16년 5월 16일 서

과의 사업 연결 등을 통해 우리의 철도 시스템

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

참여를 위해 지속 노력하였다.

니스 포럼에서 자카르타 LRT사업관련 양국
의 업무협약(MOU)이 철도공단과 JAK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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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PRO, 철도공단, 우리 민관기업의
LRT관련 공동 업무회의('16.3.24)

JAKPRO-철도공단 LRT참여관련 ROD
(합의 의사록) 체결식('16.4.27)

자카르타 LRT협력 MOU사진(2017.11월)
- 철도공단-JAKPRO, 양국 장관 배석

자카르타LRT2단계협력ROD체결(2018.4월)
- 철도공단-JAKPRO, 부지사 입회

<공단-작프로간 주요합의내용>
ㅇ 1차 MOU(觔.5월)
- JAKPRO는 LRT 프로젝트와 관련, 자카르타에 116km 철도를 건설
- 최초 5.8km 구간에 대해서는 선정되는 주계약자와 KRNA가 공동참여
·철도공단 업무범위 :PM, Track, SE, E&M, T&C, 차량기지설비 등
- 후속사업 F/S 제공 및 사업제안
- 공단이 참여제안하는 사업내용에 대해 JAKPRO는 Buback Guarantee 제공

ㅇ 2차 MOU(觕.11월)
- 철도공단과 JAKPRO는 LRT 2단계 사업(8.9km)을 성공적 B2B PPP사업(AP 등)으로 추진
- 철도공단은 자카르타 LRT 3단계 사업(약102km)에 대해 마스터플랜 및 pre-F/S를 제공하고 이후 선정된 최우선순위 구간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사업제안 제출
- 철도공단은 JAKPRO 운영기반 강화를 위한 한국철도운영기관 및 교육지원기관 등과 연계하여 교육훈련, 초빙교육,
국제인턴쉽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
ㅇ ROD(觕.11월)
- 지난 2회의 MOU 및 자카르타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철도공단은 자카르타 LRT 2단계 사업을 중앙정부 보증
PPP-AP 방식으로 제안
- 자카르타 주정부(DKI)는 이 협력에 동의하며, DKI와 철도공단은 자카르타 시민들의 철도교통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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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체결되어 철도공단의 본 사업 참여 기틀을

리한 사업모델로 반영하기 위해 자카르타 주

마련하였다. 이후 공단은 인니 건설공기업인

정부 부지사 입회 하여 철도공단과 JAKPRO

PT.WIKA 및 한국의 철도관련 우수 중소기업

간 ROD를 체결하여 2단계 사업 모델 확인 및

과 협력하여 1단계 사업 입찰에 참여, 최종낙

철도공단의 사업의지를 다시한번 보여주었다.

찰자로 선정되어 17년 1월부터 시스템분야(전

이러한 협력 강화는 2016년 4월 체결된 합의

철전력, 신호, 통신, 기지검수) 업무를 진행 중

의사록(ROD, 사진 오른쪽 체결식)을 시작으

이다.

로 진행되었으며, 해건협의 정확하고 빠른 정
보와 철도공단의 적극적인 추진력이 없었다면

철도공단은 2단계 사업을 위해서도 지속적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다.

으로 노력 중이다. 2016년 JAKPRO와 체결한
MOU를 근거로 해건협 및 국토부의 도움을

2. 제 1단계 사업계약

받아 2차례의 FS를 시행 및 JAKPRO에 제공,
본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 결과 2017년

자카르타 LRT는 도심의 극심한 교통난을

11월 9일 대통령의 방인시 한국 국토교통부

해소하기 위해 자카르타 주정부가 단계적으

장관과 인니 교통부 장관 배석 하에 자카르타

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연장 110km 7개 노

에서 2단계 사업을 위한 세부 업무협약 MOU

선 5조8000억원 규모다. 이 중 1단계 사업은

도 체결되었다. 또한, 2018년 4월 25일 2단계

2018년 8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전 개통을

사업을 한국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한국에 유

위해 주정부 재정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2·3단

자카르타 LRT 개발사업과 1호선 1단계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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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은 우리기업의 선정시 기술력이 풍
부한 중소기업과 협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1차 MOU 체결 이후 2016년 10월 LRT사업

하였다. 공단은 2016년도부터 철도공단 신인

1단계 입찰이 실시되었다. 본 사업은 LRT 총

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해외철도시장 진출을

110km 가운데 1단계 5.8km 구간의 철도를 구

지원하는 “희망의 사다리”정책을 운영하였다.

축하는 사업이었다. 이 당시 입찰에서는 현지

본 사업이 이 정책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국영기업이 포함된 캐나다, 프랑스 컨소시엄

사례이다. 우선 공단과 중소기업 협력사의 장

이 최저가로 응찰했으나, 현지 발주처는 철도

단점을 고민하였다. 철도시스템분야 협력사는

공단의 기술력과 JAKPRO와의 철도공단간의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특화된 기술은 있으나

협력 관계에 신뢰를 보내며 마침내 11월에 철

실적 등이 부족하여 해외사업 진출이 어려웠

도공단과 WIKA사(현지 국영건설업체) 컨소

다. 이에 해외사업의 정보취득이 용이, 발주국

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아

과의 관계형성 및 국내·외 참여실적이 풍부한

시안게임 개최에 맞추어 완공을 위해 12월 21

철도공단과 손잡고 공단은 참여실적 및 PM업

일에 착공지시서(NTP)를 수령하게 되어 최종

무를, 협력사들은 기술력 제공으로 역할을 분

사업 낙찰자로 선정되게 되었다.

담하여 종합 컨소시엄을 구성 본 사업에 참여
할 수 있었다. 이런 공단의 노력을 공유하기 위

발주 운영사인 JAKRPO는 선정된 컨소시엄
과 최종적으로 가격 협의를 거쳐 2017년 8월

하여 2017년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참
여 동상을 수상하는 쾌거도 이루었다.

3일 총 약 4,800억원 규모의 LRT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액 중 철도공단 및 LG CNS,

1호선 1단계 사업을 수주하여 추진하는 컨

우진산전 등 우리기업의 계약금은 1,000억 이

소시엄과 관련하여 운영시스템 부분은 철도시

상, 우리 참여 기업만 12개사에 달한다.

설공단(KRNA)이 사업관리(PM) 중심을 맡고
이외 우리 기업인 △대아티아이(신호) △삼진

'17년 8월 제 43회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참여

7

트렌드 워치

(전력) △우진산전(차량기지 검수설비) △LG

한국기업은 이 구간에서 차량 및 시스템

CNS(스크린도어) 등이 각 분야의 설비를 담

(PM/SE, 전력, 신호, 검수설비)을 공급 및 시

당한다. 노반 건설은 현지 WIKA사가 맡는다.

공하게 되며, 한국철도의 우수한 기술을 몸소

앞서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지난 2월 1단계

알리기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개

구간을 운행할 경전철 차량 16량의 수출계약

통공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PM/SE

을 체결했다. 1단계 사업은 2018년 8월 자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철도공단은 지사장(박

르타 아시안게임 전 개통을 위해 주정부 재정

석현 처장)을 비롯하여 13명이 현지에서 전

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문분야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밖에 각
시스템사 에서도 베테랑의 기술자가 현지 상

3. 제 1단계 사업 시행

주하며 분야별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LRT 1단계 사업은 5개역사가 들어서게 되
며, 클라빠 가딩(Kelapa Gading, KGB) 지구의

지금은 능숙하게 일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

차량기지에서 시작하여 사이클경기장이 위치

는 애로사항이 많았다. 중소 시스템사들이다

한 벨로드롬(Velodrome)역에 이르는 5.8km의

보니 해외경험 부족이 첫 번째 애로사항이었

구간이다.

으며, 그 나라의 법/규정을 이해해 나가며 현

자카르타 LRT 개발사업과 1호선 1단계 구간

'18.6월, 해외사업본부장 현장점검 (KUDA역~Velodrome역 및 Pulomas역 전력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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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T 1단계 (본선 선로 및 차량기지 현장)

아시안게임 대비 LRT 임시운행 계획

지에 맞는 설계/시공을 위해서는 많은 어려

이에 따라 선로변 시스템설비 및 기능실 전력/

움들이 상존하고 있었다. 주계약자(WIKA)의

신호 시스템 공사가 순연될 수 밖에 없었다. 그

Sub-Contractor로 참여중인 한국 콘소시엄은

러다 보니 당초 계획했던 아시안게임전 LRT

발주처(JAKPRO)가 제시한 공기에 맞추기 위

1단계의 완전개통은 물리적으로 불가한 상황

하여 처음부터 고군분투 하였다. 당초 부족한

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발주처는 대국민 약속

공기에도 불구하고 상세설계 및 검증을 완벽

및 아시안게임중 LRT 홍보를 위하여 LRT 1

하게 수행하였고, GIS 주변압기 등 전력설비,

단계의 임시개통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한국

선로전환기 등 신호설비, 통신설비, PSD 설비,

콘소시엄과 협의한 끝에 추진 가능한 설비범

차량기지 검수설비 등 핵심 기자재도 적기에

위를 결정하였으며 Velodrome∼KGB역간 약

발주하여 현장에 반입하였다.

2.9km 임시운행 구간을 설정하였다. 한국 콘
소시엄은 완벽한 임시운행을 대비하기 위하여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왔
다. 철도의 특성상 시스템 분야 공정은 노반/

별도의 공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추진 중
에 있다.

건축의 인계일정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는
데, 현지업체 WIKA가 담당하고 있는 노반/건

철도건설 전문 공기업으로서 철도공단이 그

축이 전체적으로 7개월 가량 지연되고 있어,

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로 상생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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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서 완벽

니 고위급 관계자를 한명이라도 더 한국에 초

한 LRT 1단계 개통을 위하여 오늘도 현장에서

대하여 한국 철도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력하였다. 이 기고문을 쓰며 확인한 결과 襰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GICC, GSRC, 교통협력

4. 제 2, 3단계 사업 개발

회의, 수서고속철도 및 경강선 개통행사 등 총
16차례 120여명을 최소 3일 최대 1주일 동안

1단계 사업은 해건협의 정보를 토대로 주정

초청행사를 수행하였다. 우리 직원들이 많은

부 재정사업으로 시행되어 사실 1년이 채 안되

것도 아니었다. 인니 LRT 2단계를 담당하는

어 사업수주를 한 사업이었으나, 2단계사업의

직원은 나를 포함 총 6명이었으나, 한명은 현

공단의 노력은 1단계에 비해 상상을 초월한 하

지에 파견되어 있어서 5명이 이루어낸 업적이

드워킹이었다.

었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이하 인니) 현지 철

또한 본 인니 현지에 철도전문가를 파견한

도학교 개최, 각종 컨퍼런스 등을 활용하여 인

것도 신의 한수였다. '17년 5월, 주정부 사무

'17년 11월 인니 철도학교 개최

'17년 11월 인니 교통부 등 공단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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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3월 철도공단 인니 교통부 철도국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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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4월 공단 이사장님 주한인니대사 면담

'18년 3월 철도공단 북수마트라주 방문

실에 본 사업을 처음부터 개발한 김진남 차장

2016년 JAKPRO와 MOU 체결 이후 2차

을 파견, 발주처의 한 가운데에서 정보를 수집

례에 걸친 FS를 제출, 주정부와 JAKPRO사

하고 그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었다. 김차장

에 진행사항을 보고, 공유하였다. 주정부 및

은 토목, 전기, 노선, 재무 등 기술 및 마케팅분

JAKPRO도 PPP 사업은 처음이었기에 철도공

야를 모두 섭렵하여 주정부 및 JAKPRO의 궁

단을 파트너로 여기며 항상 아이디어가 있으

금증을 풀어주었다.본사에서는 안성석 부장을

면 공유를 하였다. 이런 끈끈한 파트너쉽은 너

필두로 조성희차장, 정해룡과장, 류선태대리

무 감사했지만 본 사업의 모델을 6번이나 바뀌

가 현지에서 발생한 일을 즉각 시행하고, 그 와

어야 했다. 그래도 철도공단은 각각 제시한 모

중에 국토부 등 보고, 이사장 내부보고 등을 수

델을 분석, 담당자, 담당부장 및 처장, 해외사

행, 주말도 없이 일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

업본부장, 철도공단 부이사장, 심지어는 이사

이다. 정말 우리 부서는 지금까지 매일매일 이

장님까지 현지 출동하여 본 사업이 철도공단

벤트가 일어나 일을 미룰 수가 없다. 지금 글을

뿐 아니라 발주처에도 유리한 PPP-AP로 시행

쓰며 생각해 보니 직원들을 정말 많이 고생시

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였다.

키고 있는 것 같아 많이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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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5월 철도공단-수출입은행 사업자문계약 체결

'18년 5월 철도공단-GS건설 MOU 체결

'18년 6월 자카르타 주정부 사업설명회 개최
- Sandiaga부지사 본 사업 설명 중

'18년 6월 1단계차량 시운전 탑승
-Sandiaga부지사 및 JakPro사장과 함께

또한 철도공단은 올 5월 GS건설과 본 사업

계 구간은 PPP(Private-Public Partnership)

의 공동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본 사

AP(Availability Paymen) 방식으로 철도공

업이 진정한 민관협동사업이 되는 계기를 마

단이 제안한 노선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18

련하였다. 또한 본 사업의 원활한 재무구조 구

년 6월 6일 자카르타 주정부 Sandiaga Uno

성, 환리스크 등 재무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하

부지사가 사업공청회(Public Consultation)

여 수출입은행과 자문계약을 체결 수출입은행

을 개최하여 본 사업의 시작을 알렸고, 현재

에서 본 사업에 적극적으로 자문을 시행 중이

JAKPRO에서는 계약전문 컨설턴트를 고용하

다. 본 사업은 더 이상 철도공단의 사업이 아

여 OBC(Overall Business Case)를 시행 예정

닌 한국민간 및 정부의 사업으로 진행되어 모

이다.

두 사업 수주라는 한 방향으로 노을 저어가고
있다.

6월 6일 부지사 발표 계획은 올해 안 본 사
업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내부사

이런 철도공단의 2년여간의 노력으로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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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공단 및 GS건설의 한국컨소시엄은

영시스템 사업을 수주하게 되는 좋은 선례를

운영에 서울교통공사, 차량구매에 현대로템,

가지고 있다. 향후에도 유관기관들이 이러한

시스템분야에 LS산전으로 대규모 한국컨소시

사례를 본 받아 더욱더 공기관과 민간기업들

엄을 구성하기로 합의 하였고, 현재 서울 수도

의 해외진출에 도움을 주기 바란다.

권본부에 합동사무소를 구성, 한국컨소시엄의
전략계획수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 최
적화 노력 및 초기제안서를 작성 중이다.

철도공단은 향후 인니 교통부와 끈끈한 관
계를 유지, 본 사업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많

8월에는 한국컨소시엄 외에도 인니 현지의

은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현재 마카사르~

대규모 건설사와 함께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

빠레빠레 철도사업에 참여 중이며 PQ심사 결

성하여 본 사업 수주가 될 때까지 초심을 잃지

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17년 9월에는 자카

않고 직진 또 직진할 계획이다.

르타~수라바야 철도 타당성 조사용역에 공단
전문가 4명이 파견되어 전문가로 활약한 경험

5. 시사점

이 있으며, 18년 10월에는 타당성 검증용역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LRT 운영시스템사업은 국내 최초의
철도 운영패키지 수출로 매우 큰 의미를 가진

'18년 3월에는 북수마트라주에 방문 철도공

다. 특히 사업을 발굴한 해외건설협회 지부(센

단 소개 및 메단LRT 등의 정보를 수집하였고,

터)와 대사관, 유관업체 등의 도움이 없으면

자보데백 LRT Integration Consulting 용역 참

성사되기 어려웠던 사업이다. 공기업의 좋은

여를 준비 중이며, 이 외에도 8개의 인니 철도

해외진출에 선례이기도 하다.

PPP사업을 분석 중이다.

그러나 듣기로 해외건설 진출을 전문으로

인도네시아는 현재 인프라를 개발하여 삶의

지원하였던 해외건설협회 인도네시아 지역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 중 철도

터(지부) 등 3개 센터가 금년 말로 없어지게

분야는 철도공단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적극

된다고 들었다.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물론 여

적이고 발빠르게 그들의 needs를 파악하여 정

타 인프라 공기관이 설립되어 지원된다고 하

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철도공단의 노력을

지만 해외건설협회 지역센터는 공기관과 민간

지지해 주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

기업 간의 협력을 지원하고 자카르타 LRT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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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NR 해외 설계·엔지니어링
매출 동향 및 시사점
조 성 원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부장

를 일부 상쇄한 것으로 나타나 선진권역을 중

1. 서언

심으로 시장의 반등 움직임을 조심스레 예상
금년 발표된 ENR International Design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 반등 움직임 가운데

Firms(해외 설계·엔지니어링사) 매출 동향을

해외 설계·엔지니어링 시장 동향을 지역과 부

살펴보면, 2017년 225대 기업의 해외 설계 및

문별로 살펴보고 우리기업의 현 위치를 확인

엔지니어링 매출(시장) 규모는 전년 실적을

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보고자

약간 웃도는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한다.

기업들의 실적도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2. 해외 설계·엔지니어링 시장 동향

2017년 해외 설계 및 엔지니어링 시장 규모

1) 개황

는 아시아 및 유럽지역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하락폭은 완화된 것

ENR에서 집계한 225대 기업(해외 설계·엔

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유럽지역의 상승세가

지니어링사들)1)의 해외 매출(표1 참조)추이를

2015년 이후 두드러지면서 전반적인 감소세

살펴보면, 해외 설계·엔지니어링 매출은 고유

표 1 ▶ ENR 225대 설계·엔지니어링사 국내외 매출추이
구 분
해외 매출액
(비중)
국내 매출액
(비중)

2007
429.9
(42.8)
573.7
(57.2)

2008
526.2
(45.1)
641.4
(54.9)

2009
524.5
(46.9)
593.7
(53.1)

2010
576.6
(49.3)
594.0
(50.7)

2011
653.1
(50.0)
652.4
(50.0)

2012
717.7
(50.5)
703.8
(49.5)

2013
716.3
(49.8)
723.2
(50.2)

1) 2012년까지 200대 기업에서 2013년부터 매출보고 기업수 225대 기업으로 증가(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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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08.5
(49.1)
734.8
(50.9)

2015
654.3
(48.0)
707.6
(52.0)

(단위: 억불, %)

2016
641.2
(44.7)
793.0
(55.3)

2017
645.9
(44.8)
794.8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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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기에 700억불을 상회하였으나 2014년 하

(1.6%p↑) 등이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

반기부터 시작된 유가급락의 영향을 크게 받

로 나타났다. 2017년 북미지역 기업들의 특징

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유가 회복기미가

가운데 하나는 국내외 M&A를 꼽을 수 있는

보이기 시작한 2017년부터 하락세는 멈췄으

데 미국 Jacobs는 CH2M 인수를 계기로 1위

며 국내 매출액 역시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로 등극하였지만 자국기업 인수로 미국의 매

것으로 나타났다.

출 점유율을 확대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캐나
다의 경우, SNC-Lavalin은 영국 WS Atkins

2017년 해외 매출 점유율을 국가별로 살펴

인수를 계기로 자국의 매출 점유율 확대에 크

(표2 참조)해보면, 미국이 가장 큰 28.5%를 점

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대비 2017년 매
출 점유율이 가장 크게 감소한 국가 역시 미

우리나라 설계·엔지니어링사들도 2017년 매

국으로 13.2%p나 감소하였으며 이어서 영국

출 점유율이 10년전 대비 1.9%로 크게 성장했

이 3.9%p, 네덜란드가 3.0%p, 독일 1.1%p 감

지만 전년도 1.8%와 비슷한 수준으로 12위를

소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들 국가들을 대신

기록하는데 그쳤다. 호주 역시 2015년 매출 점

해 캐나다(7.1%p↑), 중국(5.0%p↑), 스페인

유율이 9%에서 2017년 6.8%로 급감한 것으

표 2 ▶ 주요 국가별 해외 설계·엔지니어링 매출 점유율 추이
구 분
미 국

캐나다

2007
41.7
7.6

2008
38.2
8.4

2009
34.6
7.6

2010
31.0
7.2

2011
34.9
7.4

2012
34.2
8.9

2013

2014

2015

2016

8.1

10.0

12.6

11.6

34.6

네덜란드

11.1

12.3

11.4

10.9

11.0

11.0

10.5

호 주

6.1

7.3

7.2

8.1

8.3

10.2

9.6

2.8

2.8

중 국

2.2

2.7

3.9

3.8

3.5

영 국

10.0

11.8

11.6

14.6

11.6

U A E2)

-

0.1

-

-

0.1

스페인

2.5

덴 마 크3)

2.3

프랑스

3.5

스 웨 덴4)
한 국

이태리
일 본
독 일

0.1
0.4
1.1
2.2
2.2

2.2

2.6

3.0

2.2

2.1

2.1

1.7

3.7

3.6

0.0
0.4
1.4
1.4
2.4

0.5
0.5
1.6
2.4
2.6

1.2
0.8
1.5
2.1
0.9

2.1
1.2
3.2
1.2
1.9
1.9
1.0

3.1

3.9

10.5

10.0

0.1

0.0

2.0
0.4
3.4
1.4
1.4
1.7
1.0

3.2
2.3
1.3
4.0
1.4
0.8
0.9
1.4

31.7
10.2
4.1
9.4
9.4
3.1
0.3
2.2
1.5
3.8
1.9
0.9
1.0
1.2

* 200/225대 기업 해외 매출액을 국적별로 분류 후, 점유율 재계산(2017년 매출순위 15개국 기준 정렬)

31.5
9.9
4.0
9.0
7.4
3.9
0.2
2.6
1.4
2.1
2.4
1.0
1.0
1.3

(단위:%)

2017

30.8

28.5

8.8

8.1

5.8
6.8
7.6
4.4
3.8
2.7
2.4
3.6
1.8
1.4
1.1
0.8

14.7
7.1
6.8
6.0
4.2
3.6
3.0
2.6
2.5
1.9
1.4
1.4
1.1

2) Dar Group((http://www.dargroup.com) 실적(2016년: 22.8억불, 2017년: 21.7억불)이 반영되면서 급부상
3) Ramboll Group 및 COWI 실적(2017년 각각 12.3억불, 7억불)이 대부분 차지
4) Sweco 및 AF Group 실적(2017년 각각 12.5억불, 4.2억불)이 대부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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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는데 Worleyparsons의 실적이 2015

럽지역으로 이동한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

년 34.6억불(3위)에서 2016년 23.7억불(5위)

다. 유럽지역 매출 비중은 2007년 25.9%에서

로, 2017년 21.4억불(9위)로 정체된데 기인하

점진적으로 낮아져 2012년도는 21.5%까지 감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했다가 2017년 다시 26.0%로 반등해 향후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

2) 지역별 매출 추이

시아지역은 2007년 20.6%에서 2012년 25.1%
로 정점을 보이다가 2017년에 다시 낮아져

해외 설계·엔지니어링사들의 매출(그림1 좌

23.6%로 확인되었으며 북미지역 매출 비중은

측 참조)을 살펴보면, 2007년 대비 2012년 유

2007년 20.6%, 2012년 24.0%를 거쳐 2017년

럽에서 아시아지역으로 중심축이 이동하였으

도에는 23.4%로 소폭 감소했다. 중남미 및 아

나 2017년 유럽지역 실적이 170억불에 근접

프리카는 2012년 7~8%대의 비중을 차지하다

하면서 아시아지역을 다시 추월하였다. 북미

가 유가하락기를 거쳐 최근 5%안팎으로 감소

지역 매출은 조금씩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 반면, 중동지역은 유가하락기에 매출비중

2012년부터 150억불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증가했다가 2017년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

중동지역도 증가세는 주춤하지만 100억불 내

로 조사되었다.

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 및
중남지역 매출은 50~60억불대에서 유가 급락

지역별, 국가별 매출 추이를 확인해보면, 미

과 정세불안으로 계속 감소해 2017년 30억불

국기업들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실적이 전체

안팎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역에서 월등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미
국 설계·엔지니어링사들은 최근 유럽 및 북미

매출액을 주요 시점별 비중으로 전환해보
면(그림1 우측 참조), 최대 매출 발생지역이

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
동지역 실적도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다.

2007년 유럽에서 2012년 아시아, 2017년 유

그림 1 ▶ 해외 설계·엔지니어링 지역별 매출 및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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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을 참조해 2017년 중동지역 매출실적을

상하고 있다. 우리기업도 2007년 0.5억불(점

살펴보면, 영미기업 매출비중이 30.8%를 점

유율: 1%미만)에서 2012년 3.1억불, 2017년

유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

에 들어와 7억불(점유율: 4%대)로 증가세를

도 약 12%의 점유율 보이고 있어 증가세를 나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본 매출실적은 2007년

타내고 있다. 하지만 일본 매출실적은 2007년

4.5억불(점유율: 5%대)에서 2012년 6억불(점

3.1억불(점유율: 3.6%)에서 2012년 3.4억불,

유율: 3%대), 2017년에 들어와 4.2억불(점유

2017년 0.9억불(점유율: 1%미만)로 크게 감

율: 2%대)로 구미 선진기업들과 유사한 패턴

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기업도 2007년

을 나타내고 있다.

0.7억불에서 2012년 3.6억불에 이어 2017년
에 들어와 3.0억불(점유율: 2%대)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남미지역에서는 미국 이외에 스페인 기
업들이 2010년대에 들어와 강세를 보이고 있
는데 이들 양국의 2017년 매출비중은 50%에

아시아 매출실적은 2017년에 들어와 미국과

달한다. 하지만 전반적인 매출 감소세를 보이

중국기업들의 매출이 약 83억불로 점유율이

고 있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만이 증가세를 나

54.3%에 달한다. 특히 중국은 2007년 매출이

타내고 있다. 아프리카지역에서는 미국이외에

5.6억불(점유율: 6%대)에 불과하였으나 2012

중국 기업들이 2010년대에 들어와 강세를 보

년 12억불, 2017년에는 29억불로 아시아지역

이고 있는데 이들 양국의 2017년 매출비중은

에서 매출 점유율이 19%를 기록하면서 급부

약 27%로 조사되었다. 이들 지역의 특징은 유

표 3 ▶ 중동 및 아시아 국가별 매출 추이

- 중동지역 국가별 매출추이(억불) -

구 분
미 국

스페인

2007
41.1
-

영 국

7.6

캐나다

3.2

네덜란드
프랑스
중 국

이태리
호 주
한 국
독 일
일 본
전 체

2.8
2.3
1.5
0.7
2.9
0.7
0.7
3.1

84.5

- 아시아지역 국가별 매출추이(억불) -

2012

2017

구 분

7.2

12.7

중 국

27.2
9.7
4.1
3.5
1.9
3.0
4.1
9.1
3.6
2.5
3.4

97.7

23.8
9.2
6.2

2017

5.6

12.0

29.0

44.4

영 국

7.9

캐나다

네덜란드

4.1

한 국

4.0

2012

미 국

5.6
4.1

2007

호 주
일 본

5.5
4.5

6.0

이태리

0.4

전 체

88.6

0.9

독 일

9.9

4.5

0.5

2.6
106.9

12.1
13.9

프랑스
스페인

20.2

6.4

3.6
3.0

78.2

2.5
-

0.6

3.1
6.7
1.2
1.5
1.1

180.1

53.9
11.1
11.1
9.1
7.9
7.0
4.2
2.6
1.6
1.0
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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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흐름에 오히려 중동지역보다 더 민감했던

(15%대 점유율)에서 2012년 35.1억불(20%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추이에 관심이 필요할 것

점유율), 2017년 20.9억불(13%대 점유율)로

으로 생각된다(표4 참조).

감소세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유럽기업들을 제
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럽지역에서는 네

북미 및 유럽지역은 미국과 캐나다기업이

덜란드 기업들을 비롯한 유럽 기업들 실적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이들 국적

감소세이지만 중국 기업들의 실적은 점진적인

기업비중은 50%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북미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표5

에서 호주기업도 2007년 매출실적이 13.5억불

참조).

표 4 ▶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별 매출 추이
구 분

미 국
스페인
네덜란드
중 국
캐나다
호 주
프랑스
영 국
한 국
일 본
독 일
이태리
전 체

- 중남미지역 국가별 매출추이(억불) 2007
10.8
3.1
0.1
3.2
0.8
0.4
1.1
0.2
0.3
0.2
0.5
23.9

2012
18.5
5.8
5.9
1.8
11.3
6.5
2.3
2.0
1.7
1.4
0.2
0.8
61.0

2017

구 분

- 아프리카지역 국가별 매출추이(억불) -

8.9
5.7
2.7
2.3
1.7
1.6
1.1
0.8
0.7
0.6
0.5
0.3
29.1

미 국
중 국
영 국
호 주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이태리
독 일
일 본
한 국
전 체

2017

구 분

표 5 ▶ 북미 및 유럽 국가별 매출 추이
구 분

캐나다
미 국
호 주
네덜란드
영 국
중 국
스페인
일 본
프랑스
한 국
독 일
이태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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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지역 국가별 매출추이(억불) 2007
8.1
24.1
13.5
15.2
14.1
0.0
0.3
1.7
0.2
5.4
0.0
88.4

2012

16.2
54.7
35.1
20.1
31.3
0.6
1.2
0.2
2.5
0.4
0.0
0.5
172.1

41.5
39.9
20.9
17.1
9.2
3.1
1.8
0.7
0.6
0.5
0.3
0.3
151.2

미 국
캐나다
네덜란드
호 주
영 국
프랑스
스페인
중 국
이태리
일 본
독 일
한 국
전 체

2007
9.7
1.8
2.5
0.6
7.7
2.3
1.9
0.5
1.0
1.0
0.2
33.0

2012
14.2
3.8
4.6
3.0
6.5
3.7
0.7
2.9
1.1
1.6
1.1
1.0
52.1

- 유럽지역 국가별 매출추이(억불) 2007

48.8
5.2
20.0
1.9
9.7
5.8
0.2
2.8
0.1
1.4
0.0
111.3

2012

52.8
14.3
35.8
5.4
7.4
7.3
4.1
0.8
1.9
0.1
1.6
0.5
154.6

2017
5.6
4.6
3.4
3.2
3.1
2.5
2.5
1.5
1.3
1.1
0.9
0.6
37.6

2017

54.4
29.5
15.5
6.7
5.4
5.3
2.6
2.5
2.1
1.6
1.5
0.2
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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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부문의 국가(국적)별 매출 추이를 살펴

3) 부문별 매출 추이

보면, 미국 기업들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실적
해외 설계·엔지니어링사들의 부문별 실적

은 전력부문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월등하다

(그림2 참조)은 플랜트부문 매출이 2012년을

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 토건부문에 집

정점으로 수축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토건비중

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증가하고 있다. 플랜트부문5)의 매출비중은
50%이상을 유지해오다가 2013년부터 감소해

표6을 살펴보면, 산업/석유화학부문 매출실

2017년에 들어와 약 40%로 나타났으며 건축

적은 미국을 중심으로 유가 최고점인 2012년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소 주춤하면

대비 2017년에 약 145억불이 빠지면서 급감

서 완만한 상승세 가운데 정체되고 있다. 하지

하였다. 하지만 2017년 미국 및 호주기업 매출

6)

만 경기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토목부문

비중은 여전히 50%안팎을 점유하면서 강세를

비중은 플랜트부문을 대신해 지속적인 상승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영국 및 스페인도 10%내

로 2016년부터 30%를 상회하고 있다. 매출 비

외의 점유율 보이면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

중은 그림2 우측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토목부

다. 하지만 전력부문 매출실적은 소폭 등락을

문이 2017년 31.4%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

보이면서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며 건축도 20.7%로 그 뒤를 잇고 있는 반면,

특히 중국의 경우 2007년 3.8억불(11%대 점

플랜트부문은 2012년 대비 14%p 이상 감소하

유율)에서 2012년 8.4억불, 2017년 22.1억불

였다.

(점유율: 29.4%)까지 증가해 미국 실적의 2배

그림 2 ▶ 해외 설계·엔지니어링 부문별 매출 및 비중 추이

(단위: 억불, %)

5) 석유화학/산업, 전력 및 유해폐기물 공종 합산
6) 상하수 및 교통 공종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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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빌딩은 40.4%를 차지하면서 독보적인 위치
를 점유하고 있다. 교통부문에서 미국은 2007

표7은 교통 및 일반빌딩 부문 매출실적을 보

년 24.1억불에서 2012년 36.2억불, 2017년

여주고 있는데 산업/석유화학부문과 달리 캐

38.5억불로 증가하였으나 점유율은 약 10%p

나다 기업들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하락한 20% 중반대로 하락했다. 반면, 캐나다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7년 미국과 캐나다

는 2007년 3.8억불(5%대 점유율)에서 2012

의 매출비중을 들여다보면, 교통이 50.2%, 일

년 10.8억불, 2017년 37.4억불(24.8%의 점유

표 6 ▶ 산업/석유화학 및 전력부문 국가별 매출 추이

- 산업/석유화학부문 국가별 매출추이(억불) 구 분
2007
2012
2017

구 분

호 주

미 국

미 국

87.9

110.1

64.3

영 국

6.2

25.3

16.8

캐나다

11.0

한 국

스페인

19.1
9.4

네덜란드

19.0

중 국

2.2

캐나다
한 국

이태리
독 일
일 본

프랑스
전 체

12.4
0.9
3.6
0.1
4.6
7.4

182.3

48.5
12.0
31.1
28.1
8.8
5.4
6.4
0.1
7.5

13.4

309.1

17.0
14.8

미 국

캐나다
프랑스

24.1

36.2

6.5

8.4

3.8

10.8

영 국

12.7

17.7

스페인

0.6

2.6

중 국
호 주

네덜란드
일 본

이태리
독 일
한 국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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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부문 국가별 매출추이(억불) 2007
2012

0.8
0.8
5.5
1.1
0.5
1.0
0.0

67.5

3.8
4.2
7.7
1.7
1.5
0.7
0.4

115.1

스페인

8.7

네덜란드

6.0

영 국

6.2
5.7

호 주
독 일

1.6

프랑스

0.4

이태리

1.1
164.6

표 7 ▶ 교통 및 일반빌딩부문 국가별 매출 추이
구 분

중 국

2017
38.5

일 본
전 체

- 전력부문 국가별 매출추이(억불) 2007
2012
3.8

8.4

9.8

24.2

0.5

1.8

4.9
0.5
1.0
2.9
2.4
2.2
0.1
0.3
-

32.3

4.9
3.4
2.3
6.5
4.4
3.9
0.6
0.4
0.4

69.5

2017
22.1
11.4
10.2
4.5
3.8
3.4
2.5
1.9
1.6
1.3
0.9
0.1

75.3

- 일반빌딩부문 국가별 매출추이(억불) 구 분
2007
2012
2017
미 국

26.8

37.1

33.0

11.6

네덜란드

6.2

14.1

18.8

7.2

호 주

37.4
9.8
4.9

캐나다
영 국

11.8

중 국

1.2

3.7

프랑스

2.6

이태리

1.3

스페인

151.0

전 체

2.6
1.5
0.7

2.4

일 본
한 국
독 일

1.2
0.2
0.6
0.1
0.1
0.1
5.0

72.4

10.8
13.2
3.4
0.5
0.7
0.3
0.0
0.4
0.6

0.4

111.7

20.9
6.6
5.4
3.3
2.0
1.5
1.3
0.8
0.8
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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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기업 동향

캐나다 기업들의 실적이 눈에 띄는데 2007년
2.4억불(3%대 점유율)에서 2012년 10.8억불,

우리기업의 해외 설계·엔지니어링 매출 비

2017년 20.9억불(15.6%의 점유율)까지 증가

중(표8 참조)은 2015년에 50%를 넘어섰지만

했으며 미국도 2007년 26.8억불에서 2012년

2016년 45%, 2017년 약 42%를 나타내면서

37.1억불, 2017년 33.0억불로 실적(점유율)은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교통부문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한 매출실적은 2012년을 기점으로 10억불을
초과하면서 양적으론 크게 증가했지만 2015
년 10위권내 진입을 목전에 두고 이탈하면서

앞서 잠깐 살펴본 바와 같이 캐나다 SNC-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Lavalin의 영국 WS Atkins인수를 계기로 교
통부문 매출실적이 2016년 1.5억불에서 2017
년 12.4억불로 급상승했으며 일반빌딩 실적도

우리기업들의 해외 매출비중을 지역별(그림

2016년 약 0.1억불에서 2017년도에는 4.7억

3 좌측 참조)로 살펴보면, 2017년 아시아지역

불까지 증가하면서 캐나다의 해외매출도 크게

에서의 매출비중이 58%로 2013년도부터 주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력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중동지역

표 8 ▶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추이(단위: 억불,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비중

19.8

29.0

30.1

39.5

44.6

39.8

39.2

49.5

55.1

45.0

42.2

국내 매출액

7.5

5.1

6.3

7.2

9.8

해외 매출액
순위

1.9
16

2.1
16

2.7

15

4.7
17

7.9
16

10.3
13

15.6

10.2
11

15.8

13.6
11

13.9

15.8
10

12.9

11.6
12

14.2

12.0
12

16.4

그림 3 ▶ 우리기업 지역별(좌), 부문별(우) 매출비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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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0년 48%를 정점으로 2016년도에 24%

중동 및 아시아지역 매출비중은 83%로 주요

에 이어 2017년 24.9%로 2015년을 기점으로

12개국7) 평균인 48.5%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신시장(중남미

반면, 북미 및 유럽지역 매출비중은 6.1%로

및 아프리카)의 비중은 2015년 약 28%에서

12개국 평균인 36.7%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

2017년 11%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 조사되었다. 그나마 우리기업의 중남미 및
아프리카 비중은 2016년도에 19%로 12개국

해외 매출비중을 부문별(그림3 우측 참

평균인 16.2%보다 컸으나 2017년도에 들어와

조)로 살펴보면, 우리기업들은 산업/석유화

10.9%로 12개국 평균인 14.8%보다 조금 낮

학 및 전력부문 매출비중이 여전히 압도적이

아 이들 지역에 대한 진출확대를 고려해야 할

다. 2017년 산업 및 석유화학부문 매출비중

것이다.

은 2015년 61.5%에서 50%로 크게 감소했으
며 전력부문도 2011년을 정점으로 완만한 감

우리기업들의 공종 다각화 역시 더딘 것으

소세를 보였으나 2016년 25.8%에서 2017년

로 나타났다. 2017년 산업/석유화학 및 전력

31.6%로 반등해 향후 추이에 관심이 필요할

부문 주요 12개국 평균 매출비중은 45.1%이

것으로 보인다.

며 일반빌딩 및 교통 비중은 36.9%로 나타났
다. 하지만 우리기업의 2017년도 산업/석유화

4. 시사점

학 및 전력 매출비중은 81.6%이며 일반빌딩
및 교통비중은 12.4%로 여전히 플랜트부문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해외 설계·엔지

편중된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포트폴리오 다

니어링 기업은 중동지역에서 아시아로 이동한

각화에 좀 더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7년 우리기업의

더욱이 상위 20개사의 포트폴리오를 분석(그

그림 4 ▶ 상위 20개사 포트폴리오 비중 변화(%)

그림 5 ▶ 우리기업 포트폴리오 비중 변화(%)

7) 네덜란드, 독일, 미국, 스페인, 영국, 이태리, 일본, 중국, 캐나다, 프랑스, 한국,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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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4 참조)해보면, 2007년 및 2012년도에는 산

45위)도 2016년 45개국에서 활동중인 스페인

업/석유화학부문 매출비중이 50% 이상이었으

EPTISA사 인수를 통해 크게 성장했다. 네덜

나 2017년도에는 15.3%까지 낮아져 토건부문

란드 Arcadis도 지난 수년간 영국 및 미국기업

으로 공종이 다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인수를 통해 매출 순위 5위권(2017년 매출액:

하지만 그림5를 살펴보면, 우리기업은 여전히

32.2억불)을 지키고 있다.

산업/석유화학부문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력부문을 비롯해 토건

이처럼 글로벌 M&A는 시장 확대를 위한

부문으로도 공종 다각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

대표적인 진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

각된다.

며 실적변동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양적 성장만을 위해 M&A전략을 구

2017년 해외 매출실적을 다시 좀 더 들여

사하기엔 해외시장이 녹녹치만은 않은 것 같

다보면, 캐나다 기업들의 선방을 확인할 수

다. 2007~2017년간 이익을 낸 기업 수와 손

있다. 초두에 언급한 SNC-Lavalin 이외에

실을 본 기업 수 추이(표9 참조)를 살펴보면,

도 WSP(William Sale Partnership)는 2014

2007~2011년간 손실 기업 수 비중 평균은 국

년 미국 Parsons Brinckerhoff를 인수해 2017

내시장에서 5.7%, 해외시장에서 8.8%로 분석

년 약 33억불(4위)의 실적을 내고 있으며 미

되었으며 2012년부터 국내외에서 손실을 본

8)

국 MWH Global 을 인수한 Stantec도 2015

기업 수 비중이 10% 및 15% 이상씩으로 증가

년 12억불(16위)에서 2016년 21.2억불(7위)

하였다. 특히 해외 설계·엔지니어링 시장에서

로 급상승하면서 2017년 21.6억불(8위)을 기

손실을 본 기업 수 비중은 2016년에 20%를 상

록하였다. 스웨덴 Sweco 역시 2015년 네덜란

회하면서 해외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드 Grontmij사 인수를 통해 성장을 도모하고

을 간접적이나마 확인할 수 있어 각 사별 특성

있으며 중국 JSTI사(2016년: 93위 →2017년

에 맞는 진출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표 9 ▶ 국내외 이익 및 손실 기업(해외 설계·엔지니어링사) 수 추이
국내
해외

구 분

이익 기업 수
손실 기업 수
이익 기업 수
손실 기업 수

2007
161
6

151
11

2008
161
7

148
16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0

12

12

26

18

31

27

32

156
146
14

150
140
16

151
142

13

155
138
34

163
148
25

158
150
29

156
142
33

155
139
39

2017
160
29

148
30

분석 자료
Engineering News-Record(ENR), Top International Design Firms 2008~2018 각호]
8) 2015년 ENR Top Int'l Design Firms 36위로 해외 매출액은 약 4.6억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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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지역의 신(新)인프라 전략과
남북중 연계방안 및 시사점1)

서 종 원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양하은

(동북아·북한인프라 연구 센터장)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1. 들어가며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보호
무역주의를 천명하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가 추진되는 등 국제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개방화와 세계
화의 흐름 속에서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
구해 온 우리에게는 시련과 도전이 다가오고
있으며, 새로운 국가 간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2010년대 들어 동북아는 중국의 고도성장을

그림 1 ▶ 동북아 주요국 기간별 세계 경제대비 분담율 변화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7.02.08,
http://databank.worldbank.org/data/home.aspx(검색일
2017. 09. 02)

1) 필자가 연구책임자로 수행한 2017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종합연구 과제 『중국 동북지역의 신(新)인프라 전략과 한중 연계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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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경제권으로 급

북미정상회담, 중국과의 3차례 북중정상회담

부상하였다. 2016년 중국의 명목GDP는 1991

등 국제 외교무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

년에 비해 29.2배 증가하였고, 세계 경제에서

며, 비핵화 추진여부에 따라 대외관계 개선의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1.6%에서 2016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14.8%로 약 10배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며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 국가로 부상하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철도·도로 연

였다. 동북아 주요 접경지역의 개발협력은 동

결과 현대화를 1차 협력사업으로 명시하였으

북아, 나아가 세계경제의 동반성장과 번영을

며, 대외적으로도 북-중 교통연결, 남-북-러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었다.

3각 협력사업 등이 논의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
싼 동북아 초국경 교통인프라 연결에 대한 기

동북아시아 북한·중국·러시아 3국 접경지역

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

인 두만강유역은 1990년대 초 경제적으로 매

한 변화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하기

우 낙후되어 국제기구의 도움이 절실한 지역

위해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북

이었다. 1992년 UNDP의 지원을 받아 두만강

아 다자간 협력사업의 발굴이 요구되고 있다.

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한 두만강유역개발계획
(TRADP)이 출범하였고, 2005년 참여국과 지

2. 동북아 신(新)인프라 전략 급부상

역범위를 확대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으
로 전환하여 두만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동북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100대 국

아 지역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

정과제가 발표되었다.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

다. 하지만 2009년 북한의 탈퇴, 동북아시아의

지도 구상을 통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우리

지정학적 불안정, 주요 배후지역의 낮은 경제

나라의 신(新)성장동력으로 연결시키며, 신북

력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은 여전히 답보상태

방정책을 통하여 동북아 역내 거대 경제권을

에 머물러있다.

형성,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한반도-동북아 협
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 참여 행보를 본격화
하면서 동북아 다자간 개발협력 논의도 활기

이 중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크게 서부

를 띄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축, 동부축, DMZ 경제벨트의 3대 축을 근간

신경제지도 구상과 신베를린 선언이 발표되었

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의 서부축은 우리

고, 2018년 1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

의 서울 수도권과 북한의 평양 수도권이 위치

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표

하고 있으며, 중국 주요 경제권인 징진지 지역

명하면서 그 동안 경색되어있던 동북아 지역

과도 가까운 이점에 주목하여 목포 · 광주/부

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북한은 2018년 4.27

산 · 대구-서울-평양-선양-베이징으로 이어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6.12 싱가포르

지는 거대 산업 · 물류 · 교통벨트를 구축하는

25

K-BUILD 특집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한반도의 동부축

는 2,477.9만 명(2008년 인구조사 기준)으로

은 동해안 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단천 등

남한(5,101.5만명)의 약 48.5% 수준을 차지

지의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부산-원산-청진-

하고 있다. 2015년 북한의 명목GNI는 남한의

나선-훈춘 · 창춘/블라디보스토크로 이어지는

2.2%, 1인당GNI는 남한의 4.5% 수준으로 파

관광·에너지 · 자원벨트 구축을 주요 전략으로

악되고 있다.

세우고 있다.
북한의 교통체계는 철도 우위의 주철종도
중국은 시진핑 정부 출범이후 대외발전전략

(柱鐵從道)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경제난

의 일환으로 “일대일로(一带一路)”전략을 추

으로 인해 철도를 비롯한 전체 교통인프라의

진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은 2015년 3월 국

시설 수준은 열악한 상태이다. 북한은 국가경

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에서 「실

제의 전반적 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991

크로드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공동

년 라선경제무역지대를 지정하였으며, 이후 5

건설 추진을 위한 비전과 행동(推动共建西抽

대 경제특구로 확대하였다. 또한 2010년 ‘조선

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
行动)」을 발표하면서 국가급 발전전략으로
공인되었다.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 10개년계획’을
발표하였고, 2013~2017년 사이 총 22개 중앙
·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지정하는 등 전국적인
인프라 개발과 외부 자본 유치에 적극적인 행

한국과 북한은 그간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

보를 보였다. 특히 2014년 원산-금강산국제관

성으로 인해 일대일로 전략의 64개 주요 연

광지대를 설치하고 최근 원산갈마해안관광지

선국가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대일

대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광을 통한 경제개발

로 핵심 전략인 6대 경제회랑 중 중몽러(중

에 주력하고 있다.

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이 한반도와 가까
운 두만강 접경지역으로 연결되어 협력 가능

북한의 주요 경제권과 국토개발의 틀은 크

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6년 3차 중·몽·

게 양대 축을 중심으로 볼 수 있다. 평양 수도

러 3국 회담에서 발표된 32개 프로젝트를 살

권과 경의선(평부-평의선) 연선이 서부축을

펴보면, 교통인프라 관련 사안은 13개, 국경

구성하며, 함흥 · 청진 · 원산의 동해안 3대 도

통과 지점 현대화 관련 사안은 1개가 제시되

시 및 강원-평라선 연선이 동부축을 이루고

었다.

있다. 이 중 북한 서부경제축은 수도 평양을 거
점으로 평의-평부선 철도가 주요 간선의 역할

3. 북한 경제·교통인프라 계획

을 맡고 있으며, 황해청년선, 청년이천선, 평남
선, 평덕선 등 보조간선과 기타 지선노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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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노선망을 형성하고 있다. 동부경제축

로 남한(100,284㎢)의 1.2배 수준이며, 인구

의 경우 고원 이북의 평라선, 고원 이남의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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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북한 서부·동부 경제축 내 주요 지역권 현황
도시권

서부경제축

면적(㎢)

주요산업

비고

방직, 편직 및 피복공업, 식료공업,
일용품공업, 인삼가공공업,
기계제작 및 건재공업, 관광

개성성균관 위치
남북접경지역

1620

기계·금속공업, 전기·전자공업,
건재공업, 식료공업, 농·어업

황해남도 도소재지
북한 8대무역항(해주항)

기계·금속·화학공업,
전기·전자공업, 조선공업,
건재공업, 식료·방직·일용품 및
기타 경공업

북한 수도(평양) 및 황해북도,
평안남도 도소재지 포함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북한
최고학부 위치
북한 8대무역항(남포항, 송림항)

개성권

628

4,750.60

해주권

1,494

평양수도권

8,411

19,751.08

청천강하구권

1,790

2843.4

기계·금속·화학공업,
전기·전자공업, 건재공업,
방직공업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등 북한
유수의 중화학공업지대

신의주권

2,030

1410

북중교역 최대거점

계

14,353

30,375.08

기계·금속·화학공업,
전기·전자공업, 조선공업,
식료·방직·제지·일용품

원산권

1,031

2,303.5

기계·화학·금속공업,
전기·전자공업, 건재공업,
식료·일용품 경공업, 어업

북한 8대무역항(원산)
북일 무역 거점
원산-금강산 관광 거점

15,508.10

기계·화학·금속공업,
전기·전자공업, 조선공업,
건재공업, 목재가공공업
식료·방직·일용품 경공업

북한 제2도시권
북한 최대 화학공업기지
북한 8대무역항(흥남항)

함흥권

동부경제축

인구(천명)

김책권

2,431

1,049

7,221.04

청진-라선권

1,847

13,727.94

계

6,358

28,965.08

기계·금속·화학공업,
전기·전자공업, 조선공업,
건재공업, 식료·제지·일용품
경공업
기계·금속·화학공업,
전기·전자공업, 조선공업,
건재공업, 일용품 경공업

북한 주요 비철금속 생산기지
함경남도 도소재지
라선경제무역지대
북한 주요 제철·조선기지
광역두만개발계획 대상지역
북한 8대 무역항(청진항, 라진항,
선봉항)

자료 : 서종원 외(2017),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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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 금강산청년선이 주요 간선철도축을 형성

개혁이 해결되지 않아 다시금 경기 후퇴의 양

하고 있으며, 백두산청년선, 함북선 등의 보조

상이 나타났다. 그 결과 2015년과 2016년에는

간선과 기타 지선들이 뻗어나간다.

동북지역 3개 성(省)이 지역총생산 전국 하위
5위에 위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중국 동북지역 경제·교통인프라 계획
중국은 2020년을 전면 소강사회(小康社会)2)
중국 동북3성의 총 면적은 80.84만km2로

실현의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 시기가 다가

중국 전체의 8.4%를 점하고 있으며, 인구는

옴에 따라 앞으로 국내 지역균형발전에 보다

10,947만 명으로 중국 전체의 8%를 차지하

적극적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사회발

고 있다. 이 지역은 과거 중공업을 중심으로 하

전계획의 5개년 13차 계획기간도 2016년부터

는 중국의 주요 경제지대 였으나, 개혁개방 이

2020년까지로 어느 때보다 낙후지역에 대한

후 국유기업의 중복투자, 비효율성, 자원고갈

투자와 건설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

등의 문제로 낙후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

인다. 이에 따라 동북지역에 대해서도 이른바

국 정부는 2007년 동북진흥 전략을 국가급 지

‘전면 진흥’을 강조하며 2016년 《동북지역 노

역발전전략으로 채택하여 경제재건을 추진한

후 공업기지 전면 진흥에 관한 약간의 의견》

바 있다. 정부의 지원으로 동북지역 경제는 잠

을 발표하였다.

시 회복되는 듯 했으나, 산업구조 및 국유기업

표 2 ▶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 전략지역의 인프라 발전계획 주요내용
구분

분야

서향(西向)개방
회랑발전계획

경제협력

주요 내용

- 창(춘)쑹(위안)바이(청) 개발경제 회랑
- 바이청내륙항 건설
- 숭위안과 연계
- 바이청-몽골 직행 국제운송통로 추진

남향(向南)개방

- 퉁화, 쓰핑, 랴오위안, 바이산이 남향개방의 주요 거점 도시로 지정
- “쓰랴오철도”경제협력구 건설 추진
- 랴오닝 연해경제벨트와 징진지일체화 계획과 연계하여 발전

경제벨트

- 창춘-쓰핑 경제벨트 발전계획
- 바이퉁단경제벨트

국제협력구

- 허룽 변경경제합작구
- 한중(지린) 국제협력시범구 건설방안

자료 : 서종원 외(2017),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2) 중국 현대화 발전단계는 온포(温饱)사회, 소강(小康)사회, 대동(大同)사회 3단계 전략으로 나뉜다. 온포사회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단계, 소강사회는 기초적 의식주가 해결된 후, 1인당 GDP 800달러 달성 단계로 목표기간은 2020년도이다. 대동사회는 현대화를 완성하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단계로 목표기간은 2049년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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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중국 동북3성의 일대일로 전략 참여 발전계획

육상실크로드/ 중국-유럽직통열차

랴오닝성

지린성

랴오만어우
(辽满欧)

- 다롄항, 잉커우항, 판진항을 핵심으로 화물수송 대 통로를
구축하여 다롄/잉커우/판진-만저우리-러시아-유럽
종합교통 물류 대 통로 실현
- 다롄항-만저우리 통로 : 2015년 정식 개통. 2016년
만저우리 통관 수출량 180%증대, 역외 컨테이너 1.8TEU
기록
- 삼성, LG, 도요타, BMW 등 국제기업들 이용하고 있음.
삼성의 경우 매월 3대를 정기 운행

랴오멍어우
(辽蒙欧)

- 진저우항, 단둥항-(몽골)초이발상-유럽의 출해통로
- 서부선 : 진저우항-(진츠, 츠다바이, 바신, 바주선 등의 철도)주언가다부기-(몽골)초이발상 (총 1,240km)
- 동부선 : 단둥항-(선단, 징하, 핑치, 바이아선 등의 철도)아얼산-(몽골)초이발상 (총 1,730km)

랴오하이어우
(辽海欧)

- 다롄 동북아 국제운항 센터-유럽의 북극 동북 항로 및 남해와
인도네시아를 경유-남태평양-북극 동북항-유럽 통로

창훈어우
(长珲欧)

해상실크로드

-

- 2017년부터 중국-유럽 국제철도 화물운송열차 창충-훈춘-

슈베르츠하이데 열차 개통(러시아 체르노빌에서 훈춘철도

-

세관까지 4일 소요)

쑤이만철도 초국경 노선
(동-서 방향)

블라디보스토크-쑤이펀허(绥芬河)-하얼빈(哈尔滨)만저우리(满洲里)-자바이칼-TSR-발트해 연안-함부르크로테르담

동북항만-퉁장철도대교
(남-북 방향)

다롄(大连)항-하얼빈(哈尔滨)-자무스(佳木斯)-퉁장(同江)비로비잔-TSR-(바이칼-아무르 철도)

헤이룽장성

2018. 8월호

- 주축 : 하얼빈, 자무스 항
- 접점지 : 헤이허, 푸위안
- 헤이룽장 숭화강 및

하얼빈-헤이허 철도
(남-북 방향)

국경철도
(동남-서북 방향)

하얼빈(哈尔滨)-헤이허(黑河)-블라고베시첸스크-TSR(바이칼-아무르 철도)

우수리강 노선 등 주요
수로 운송통로

라오헤이산(老黑山)-둥닝(东宁)-쑤이펀허(绥芬河)후린(虎林)-라오허(饶河)-퉁장(同江)-밍산(名山)-순커(逊克)헤이허(黑河)-모허(漠河)-TSR-(바이칼-아무르 철도)

자료 : 서종원 외(2017),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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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북지역은 바다와 접한 항구가 부족

창지투 계획의 향남(向南)개발 노선을 북중 접

하여 내륙교통의 비중이 높다. 동북지역의 철

경지역 및 남북중 개발협력 노선으로 연계할

도 총 연장은 전국대비 14.1%로 타 지역에 비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고 있다.

해 높은 밀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도로 총 연
장은 2015년을 기준으로 380,924km로 전국

창지투 계획의 이러한 한계는 동북3성을 주

도로의 8.3%를 점하고 있으며, 고속도로는

요 지역으로 하는 중 · 몽 · 러 경제회랑에서도

11,171km로 전국 고속도로의 9%를 차지하여

그대로 나타난다. 중 · 몽 · 러 경제회랑은 주변

국토 대비 지역 면적 비중과 비슷한 규모를 나

국가와의 인프라 연결 측면에서 6대 경제회랑

타내고 있다.

중 가장 추진력 있는 국가간 합의를 보이고 있
으나, 배후지 부족문제와 항구의 부족으로 무

중국은 2009년 지린성의 창춘시와 연변조

역 분야에서 협력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

선족 자치주 전체를 대상으로 《중국 두만강

에 따라 현재 동북3성의 일대일로 전략 참여계

구역 합작개발계획 강요 – 창지투를 개발개

획은 주로 중국-유럽 블록트레인 운영과 철도

방 선도구로(이하 “창지투 계획”)》를 비준하

건설을 통한 육상 실크로드 구축사업이 주를

였다. 《창지투 계획》은 국가급 계획이라는

이루고 있다.

점에서 두만강 개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
를 나타내고 있다. 본 계획은 2010년까지 대외
운송로 기반조성작업을 완성하고, 2020년까

5. 신(新)남·북·중 경제·인프라
회랑 구축 방안

지 북한, 러시아, 몽골, 일본을 포괄하는 운송
로 및 연계인프라 구축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

4.27 판문점 선언에서 시작된 남북 교통협력

다. 이 계획을 통해 창춘, 지린, 훈춘을 중심으

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양대 간선축의 연결 및

로 교통인프라 건설이 활발하게 추진되었으

현대화 사업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정

나, 주요 출해로(出海路)인 북한과의 개발협력

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맥을 같이하

이 지지부진하면서 창지투 계획 역시 답보 상

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 경제

태에 놓였다.

협력 방안일 뿐 아니라 나아가 신북방정책과
연계되어 한반도-동북아로 이어지는 거대 경

한편 2016년 창지투 계획의 3대 노선중 하

제권을 형성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나로 향남(向南)개발이 제시되었다. 이는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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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쓰핑, 랴오위안, 바이산 등을 경유하여 징

중국은 현재도 남북한 모두의 주요 대외무

진지 일체화 전략, 랴오닝 연해경제벨트와 연

역 파트너이자 교통인프라 연계 협력 상대이

계를 모색하는 것으로, 북한이라는 변수에 관

며, 국가적으로 한반도 인근지역의 초국경 경

계없는 출해로 확보를 염두에 둔 전략이다. 하

제회랑 구축 전략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의 한

지만 최근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 행보 속에서

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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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환황해경제권)
한반도 신경제지도
한국

- 서해권 산업·물류·교통벨트 건설을 통한 환황해경제권 형성

- 인천~해주 개성 남북경협삼각지대와 목포~남포~상해 황해트라이앵글로 구성
(남북경협 삼각지대)

- 인천~개성공단~해주
- 파주~개성~해주

고속교통망

산업의 고도화
북한

교통의 현대화

- 서울~베이징 등 중국 주요 도시간 1일 생활권 구축

- 남북중 3대 수도권 유기적 연계, 고부가가치산업과 소비재산업 발전

(첨단산업)

- 은정, 남포, 신의주, 황금평·위화도 (금융·상거래)
- 와우도, 신의주, 개성 (외부투자유치)

- 대외통로인 신의주, 개성, 남포에 남북중 서부축 배치

- 경의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사업 추진

- 평양구제비행장~평양시내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 연결 추진

(동부철도회랑)

- 초이발산~시린궈러맹~츠펑~차오양~진저우/판진
중몽러 경제회랑

- 차오양/진저우~선양~단둥~신의주~평양~서울~목포
(중앙철도회랑)

- 울란우데~울란바토르~자민우드~얼롄하오터~장자커우~베이징~톈진
- 톈진~선양~단둥~신의주~평양~개성~광명

중국

- 톈진~선양~단둥~신의주~평양~서울~목포

동북3성 발전계획

(랴오닝 자유무역실험구)

- 선양,다롄,잉커우 국제운송로, 복합운송로 구축 추진
(산업연계를 통한 시너지)

- 단둥의 제조업과 첨단장비베조와 신의주 기계공업 및 경공업 중심

자료 : 서종원 외(2017),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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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전략 중 중 · 몽 · 러 경제회랑이 결합
된다면 러시아-몽골-중국-한반도로 이어지

6. 신(新)남북중 경제·인프라 구축의
시사점

는 대륙-해양의 거대 경제벨트를 형성함으로
서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

2000년대 들어 역대 한국정부가 북한과의

된다. 이에 따라 한국, 북한, 중국의 경제·인프

경제협력을 추구한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와

라 회랑 구축방안을 서부축과 동부축으로 제

대륙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의

안해보고자 한다.

확보에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신북방정책의 양대 정책을

1) 신(新)남·북·중 서부축

통하여 남북경협과 동북아 경제권 형성을 유
기적으로 연계, 실현하려 하고 있다. 그 과정에

신 남북중 경제회랑의 서부축은 (한국)서울

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한반도-대륙 연계

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에 있어 커다란 협력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

북한은 그동안 양자간 협력 위주로 대외 경

남도, 경상북도, (중국)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제협력 사업을 추진해왔다. 양자간 협력은 합

네이멍구자치구, 랴오닝성, (북한)평양직할시,

의과정의 단순화로 사업의 추진속도가 상대적

남포특별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황

으로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반대급부로

해북도를 포함한다. 서부축의 면적은 총 167.4

사업의 중단도 쉽다는 단점을 함께 지니고 있

만km2, 인구 2.4억 명, 지역총생산은 약 3,502

다. 또한 주변국가와의 협력 공간을 장기적인

조원에 달한다.

관점에서 폭넓게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점도
있다.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한반도의 지리

2) 신(新)남·북·중·러 동부축

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중국 간의 경제·교통인프라 구축을 별개의 양

신 남북중 경제회랑의 동부축은 (한국)강원

자간 협력방식이 아닌 3국 이상이 동시에 참여

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

하는 다자간 협력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

시,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

히 주요 국가전략을 통해 교통인프라가 잘 구

도, (북한)라선특별시,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

축된 중국 동북지역과 협력하여 남북중 교통

원도, (중국)네이멍구자치구, 헤이룽장성, 지

회랑을 구상한다면 사업의 영속성을 확보하면

린성 (러시아)자바이칼스크 지방, 아무르주,

서도 산업부문에서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도출

하바롭스크지방, 프리모르스키지방을 경유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동부축의 면적은 총 370만km2, 인구 1.4
억 명, 지역 총생산은 약 2,025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남 · 북 · 중 신경제회랑 건설이 우리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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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신(新)남·북·중·러 동부축 국가간 협력포인트
국가

국가급 발전계획 및 협력포인트

한반도 신경제지도
한국

주요 육성산업

북한 최대 중공업 지대

세부 내용
(환동해경제권)

-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구축을 통한 환동해경제권 형성
(동해-DMZ 환경·관광벨트 구축)

- 북한 내륙지방에 대한 광광자원 개발 기회 제공

- 물류, 에너지·자원, 환경·관광 3대 부문

- 내부자원 개발(단천 등)과 외부자원 도입(러시아 가스관)역할을 동시 수행
- 남북 접경지역 관광지원 개발로 경협 시너지효과 확대

- 북한 3~5위 도시 위치

- 라선, 원산(현동), 흥남, 청진, 어랑, 북청, 김책 등에 대한 중공업개발계획 발표

북한
관광산업 활성화

중몽러 경제회랑

- 라선특수경제지대, 원산-금강산 국제관광특구의 양대 측 설정
- 원산-금강산특구는 유일한 관광중심 특구

(프리모리예Ⅱ)

- 초이발산~아얼산~울란하오터~창춘~훈춘~자루비노~나진

(창지투 계획)

중국
동북3성 발전계획

- 향남(向南)발전계획 : 나진철도 확장수리, 투먼~남양/두만강~하싼 철도
국제복합운송통로 건설

(경제벨트 활용)

- 창춘~옌지~훈춘~나선 벨트

- 하얼빈~무단장~쑤이펀허~블라디보스토크 벨트

러시아

신동방정책

- 극동지역 발전을 최우선 국가 과제로 추진

- 자루비노항 개발, 훈춘~자루비노 철도 건설
- 나진~하싼 철도

자료 : 서종원 외(2017),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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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동북3성 지역발전계획과 중몽러 경제회랑 연계 남북중 경제·인프라 회랑

자료 : 서종원 외(2017), 『중국 동북지역과 연계한 남북중 신(新)인프라 전략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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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과 우리의 주도권 확보 방안에 대하여 보

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기간

다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중국은 현재 세

내에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가 쉽지 않음을 의

계 2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기존의 인력 · 자

미하며, 따라서 북한과의 경협은 非제재대상

원뿐만 아니라 기술 부문에서도 한국을 추월

부문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

하기 시작했다. 대외 경제협력에 국가의 생존

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간 협력의 기반이 되는

이 걸린 남 · 북한과 달리 중국은 탄탄한 국내

교통인프라 연계사업을 기초협력 사업으로 지

내수시장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장하

정하고, 기존에 건설 · 이용 중인 인프라의 실

고 있으며, 중국의 노동력과 자본에 주력하는

태조사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실행 로드맵 작

과거의 협력방식으로 중국을 설득하기는 어렵

성 등을 당면한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또

다. 따라서 신경제회랑의 각 축별로 선정된 주

한 북한 인력에 대한 교육으로 인적자원과 네

요 산업에 대하여 남 · 북 · 중 각 국가별 현황

트워크를 향상시키고 정책입안 및 실행능력을

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공동관리, 공

제고하는 한편, 남 · 북 · 중 교통장관회의 구축

동연구, 공동투자의 공생관계 구축방안에 많

과 같은 협력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소

은 노력이 요구된다.

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사전 협력은 향후 대외
여건이 성숙되고 남 · 북 · 중 경협이 본격화 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는 북한의 비핵화
행보와 연동되는 사안으로 그 실현에는 상당

때 사업에 즉각적이며 커다란 추진력을 가져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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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사업을 위한 ODA
투자 사례 연구

김 상 문 K-water융합연구원 책임연구원

1. 서론

까지 1조 1,306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1) 국내 물시장의 경우에는 상하수도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자

를 비롯하여 수자원, 먹는샘물, 정수기, 해수

원 중 하나로, 인류는 물이 없이는 하루도 생명

담수화, 공업용수 등을 합하여 그 시장규모가

을 유지하지 못한다. 이러한 물이 인구 증가와

2014년 기준 2조 3,830억원 규모인 것으로 추

경제 발전,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

정하고 있다.2) 하지만 국내 물시장의 약 70%

간 불균형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

를 차지하는 상하수도 시장의 경우 서비스 보

유재로 인식되었던 물이 경제적 재화로 변화

급률이 90%를 넘어선지 오래로 물시장을 바

한 지 오래이며, 물시장이란 이름으로 빠르게

라보는 전문가간에는 국내 물시장이 포화상태

성장하고 있다.

에 이르렀다는 평가이다.

GWI에 따르면, 세계 물시장 규모는 2030년

이와 같은 상황 하에 정부는 수자원 마스

1) GWI. (2017). Global Water Market 2017.
2) 국토교통부-K-water(2015), 국내외 물산업 동향 및 新재생에너지, 물과 미래, pp. 28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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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플랜 수립, 타당성 조사 등 물 관련 해외 프

및 재원 유형 등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성공

로젝트 발굴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약

적인 ODA 사업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6,000억 달러 (1990년 대비 약 700% 증가) 상

한다.

당의 ODA 시장을 활용한 국내 기업의 해외시
장 진출을 장려하고 있다.3)

2. ODA 재원 조달

한편 대륙별 ODA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아

2.1. ODA 재원 조달 개선 전략

프리카 시장이 전체 ODA 시장의 34%를 차지
하여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다음

ODA는 공적 주체가 수원국의 경제개발과

은 아시아 (33%), 미국 (6%), 유럽 (5%) 등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유·무상원조를

순이다.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 시장

의미한다. 즉, ODA는 수원국의 개발 과제 해

을 살펴보면 1999년 이전까지 ODA 투자규모

결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발 과제의 유형은 나

가 하락세를 이루었으나, 지난 10년간 연평균

라별 발전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초기 단

4)5)

4~5%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 인프라 수요

계에서는 기초 인프라 정비, 자원 개발 등 사

증가 등으로 안정화된 상태이다.

회 인프라 개선 및 빈곤 삭감, 보건의료 개선
등 기초 생활 개선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산업

이에, 본 논고에서는 ODA 투자규모 중 가

이 발전됨에 따라 산업 및 인재 육성, 법제도

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아프리카 시장에

정비, 민간 부문 개발 등 내부 역량 강화 및 환

서의 물 관련 투자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

경 보전 관련 분야로 사업 전개가 이루어지고

히, 사업 추진에 있어 혈류와도 같은 참여주체

있다.

(단위: 억 달러)

그림 1 ▶ 글로벌 ODA 자금유입 규모 (1990-2014)
자료 : OECD DAC Statistics

(단위: %)

그림 2 ▶ 대륙별 (수원국) ODA 규모 관련 상대적 비중
(1990-2014)
자료 : OECD (2015a)

3) 기획재정부. (2012). '12년도 상반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12.5.22
4) 沼澤和宏 . (2016). アフリカ開発銀行: アフリカの動向ならびに今後の取り組み, 아프리카 개발은행.
5) OECD. (2015b). Development Aid at a Glance Statistics by Region: 2.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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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시장 규모는 연평균 8.4% (1990~2014

이다. UNCTAD에 따르면, 현재의 자금 규모

년)씩 성장하여, 1990년 888억 달러의 시장이

는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 (SDGs: Sustainable

2014년에는 6,186억 달러 (약 700% 증가)의

Development Goals)6) 달성을 위한 총 자금 대

시장으로 형성되었다. 그리고 ODA 자본 유형

비 35%에 지나지 않는다.

은 공적개발원조, 기타공적자금, 민간자본, 민
간증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다시 공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2015년 SDGs 수립

적재원과 민간재원으로 구성해보면 공적재원

에 따라 개발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 목표

(공적개발원조, 기타공적자금)이 전체의 30%,

를 설정하였다. 이를 자세히 보면, ‘이행 수단

민간재원 (민간자본, 민간증여)가 70%를 차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

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개발도상국 대상 지원

너십의 활성화’(SDGs 17번) 라는 목표하에 재

자금 규모의 연도별 추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원 조달을 위한 방안으로 ① 국내 공적재원 ②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민간재원이 2002년 이

국제 공적재원 ③ 국내외 민간재원 ④ 부채 지

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속가능성 ⑤ 투자가 제시되었다. 그 가운데 국
제사회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서는 ① 선

한편, ODA 시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현재

진국의 ODA/GNI 0.7% 공약 달성 ② 최소

의 ODA 자금만으로는 저개발 국가의 산적된

ODA/GNI 0.2%는 최빈국에 제공 ③ 추가 민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간 재원 ④ 최빈국 투자가 있다.

그림 3 ▶ 개발도상국 대상 지원 규모 재원별 현황 (1990-2014)
자료 : OECD DAC Statistics

6) UNCTAD. (2014). World Investment Report 2014: Investing in the SDGs: An A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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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SDGs 재원부문 세부목표 17.1~17.5
세부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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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7.1: 국내 공적재원

개발도상국의 세금 ·공공수익 징수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개발도상국 국내 재원 강화

17.3: 국내외 민간재원

다양한 출처로부터의 추가 재원 강화

17.2: 국제 공적재원

17.4: 부채 지속가능성
17.5: 투자

자료 : IAEG-SDGs (2016)7)

선진국은 ODA/GNI 0.7% 공약 달성 등, ODA 활동을 완수해야 하며, 이 중 최소 0.2%를 최빈국에
제공
부채조달 ·조정 ·탕감을 위해 정책 조율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장기적 부채 상환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 고채무국의 부채 고통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외채문제 고려
최빈국에 투자를 증진하는 계획을 시행

또한, 2015년 7월 아디스아바바에서는 재

2.2.1. 협조융자

원 조달 개선 방안으로 민간기업의 참여와 금
융 협력이 검토되어, ‘아디스아바바 행동 의제

협조융자 (Co-financing)9)10)란 개발도상

(Addis Ababa Action Agenda)’를 수립함으로

국 개발 사업을 위하여 다자개발은행 (MDB:

써 민간 자금시장을 활용한 재원 확대의 기반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공여기

8)

을 마련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과거 ODA 사

관 등 2개 이상 기관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업의 공적주체에 의한 단독 지원에서 공적주

으로, 그 유형을 살펴보면 평행융자 (Parallel

체와 민간부문의 협력 지원으로의 변화를 의

Financing)과 결합융자 (Joint Financing)11) 등

미하며, 향후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있다.

2.2. 새로운 재원 조달 방안

표 2 ▶ 협조융자의 종류

프로젝트 투자 규모의 확대 및 다양한 투
자 주체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
늘날 많이 사용되고 있는 ODA 재원 조달 방
안은 협조융자 (Co-financing)와 혼합금융
(Blended Finance)이다.

구분

융자방식

특징

계약형태

부문 또는
평행
지역으로 사업을
융자
나누어 분담

각 참가기관이
독립적으로
세부사항 결정

별개의 계약서

결합 일정 비율에 따라
융자 분담

주관기관이
세부사항 결정

같은 계약서

7) IAEG-SDGs (Inter-agency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2016). Provisional Proposed Tiers for Global SDG Indicators as
of March 24, 2016. New York: Inter-Agency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8) 박수영·오수현. (2015). Post-2015 체제의 개발재원 논의분석, KOICA, pp.11-12, pp.16-17
9) EDCF. (2015). OECD DAC 동향. 2015년 9월 제27호.
10) EDCF. (2007). 대외경제협력기금 20년사, p.242
11) World Bank. (2014). The World Bank Operational Manual: Operational Policies,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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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평행융자는 개발 사업을 독립된 몇 개

2.2.2. 혼합금융

의 부문 또는 지역으로 나누어, 각 기관이 담당
하는 독립된 사업에 드는 자금을 융자하는 형

앞서 살펴본 협조융자가 주로 대출을 통

태이다. 모든 사업 참가 기관은 분담한 사업에

해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인 것

대해 각각 별개의 독립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과는 달리, 혼합금융(Blended Finance)은 대

독립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차관의 조건, 구

출 (Debt) 방식의 재원 조달을 포함하여 증여

매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한편 결합

(Grant), 보증 (Guarantee), 지분투자 (Equity)

융자는 개발 사업을 나누지 않고, 모든 참여기

등 다양한 재원 조달 유형을 결합한 형태이다.

관이 같은 계약 조건에 균등한 비율로 자금을

일반적으로 혼합금융은 증여와 대출12)이 중심

융자하는 형태이다.

이 되며, 이 외에도 보증과 지분투자를 포함한
형태로 재원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참여기관과 주관기관 간에 내부
규정이 비슷할 때는 결합융자 형태로 융자가
이루어지나, 내부 규정이 다를 경우에는 평행
융자 형태로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이러한 협조융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표 3 ▶ 재원 조달 주요수단
구분
증여

상환 및 보상이 없는 무상 지원

보증

사업 실패 시, 채무자가 투자자에게 가치 보상을
보증

대출

이자와 함께 상환의무가 있는 빌려진 돈
- 비양허성 (시장 이율) 대출: 원금 + 이자 상환
- 양허성 대출: 시장 이율 대출과 비교해 우호적인
조건의 채무

협조융자는 단독지원이 어려운 대규모 개발
사업에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두 번째, 공
여주체는 협조융자를 통해 다양한 협력 채널
을 확보할 수 있고, 세 번째, 참여기관들은 서
로의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함으로써 원조 효
과성 증진, 국제사회에서의 가시성 제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이와 같은
장점으로 프랑스 개발청 (AFD) 에서는 추진하

개요

지분
투자

회사에 대한 소유권 – 투자 시 가치가 정해짐
- 하위 지분투자: 위험성이 적은 대신, 더 낮은 금융
수익을 받아들이는 지분 투자

자료: OECD & WEF (2015)13)

고 있는 개발 사업의 약 40%를 협조융자 방식

혼합금융의 장점은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을 채택하며, 아프리카 개발은행, 세계은행 등

재원 조달의 주체를 민간 영역까지 확대함으

다양한 금융 개발기관과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로써 민간 자금을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다

구축하고 있다.

는 점14)이다. 결과적으로 제한된 자금 규모에

12) 박명호·김승년. (2015). 선진 원조기관 개발협력 형태와 EDCF 파트너십 확대방안. 한국의 개발협력, 2015(4), EDCF 국제개발 협력연구
센터, p.105
13) KOICA. (2015). Post-2015 체제의 개발재원 논의분석, 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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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협조융자: 모잠비크 물 개발 프로젝트

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
으로 EU에서는 혼합금융 방식을 도입한 2007

본 사업은 모잠비크 물 분야 개혁을 위한 단

년을 기점으로 사업이 크게 확장되어 최근 8년

계별 프로젝트 (1996~2009년, 13년)16)17)로,

동안 약 240개의 사업 (약 20억 유로)15)을 혼

초기 단계에서는 물 관련 제도, 정책 등을 개발

합금융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하는 한편 전문 인력을 양성하였고 후기 단계
에서는 수자원 관리 시스템 개선을 목적으로
민간 기업의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한 지

3. 물 사업 재원조달 사례

원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사업 지구 내
앞서 살펴보았듯이, ODA 사업은 그 규모
에서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개발도

지역주민 약 110만 명 (전체의 47%)에게 깨끗
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상국 개발 과제를 해소하는데 자금적인 한계
가 있어, 국제사회에서는 재원 조달 문제를 해

프로젝트 시행은 모잠비크 공공사업·주택부

결하려는 방안으로 협조융자, 혼합금융 등 민

수자원관리국 등 약 20개 기관에 의해 진행되

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장

었으며, 사업규모는 총 2억 200만 달러로, 모

려하고 있다. 이에, 본 단원에서는 모잠비크 물

잠비크 정부에 의한 투자금과 세계은행 주도

관련 ODA 프로젝트 사례를 통하여 재원 조달

의 협조융자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협조

유형을 살펴본다.

융자는 평행융자와 결합융자를 모두 포함하고

표 4 ▶ 모잠비크 물 개발 프로젝트 투자 기관 및 지원 금액 (협조융자)
투자

조달유형

평행융자

결합융자

투자기관

대출
대출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합계

모잠비크 정부
세계은행
아프리카 개발은행
북유럽개발기금
캐나다 국제개발청
스위스 개발협력청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네덜란드

조달금액 (달러)
1,880만
1억 2,720만
3,500만
690만
200만
150만
60만
1,000만
2억 200만

비율

9.3%
63%
17.3%
3.4%
1%
0.7%
0.3%
5%

14) OECD & World Economic Forum. (2015). Blended Finance Vol. 1: A Primer for Development Finance and Philanthropic
Funders: An overview of the strategic use of development finance and philanthropic funds to mobilize private capital for
development
15) EIB. (2016). EU-Africa Infrastructure Trust Fund Annual Report 2015
16) World Bank. (2006). Implementation Completion Report on a Credit in the Amount of SDR 26.2 Million (USD 36.0 Million
Equivalent) to the Republic of Mozambique for National Water Development Project I.
17) World Bank. (2009). Implementation Completion and Result Report on a Credit in the Amount of SDR 6.56 Million (USD 90
Million Equivalent) to the Republic of Mozambique For a Second National Water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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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모잠비크 물 개발 프로젝트 사업 구조

있는데, 평행융자에서는 각각의 참여기관별

하기 위해 인프라를 건설하고 정비하는 한편,

대출 또는 증여의 방식으로 조달되었고, 결합

기술적 컨설팅을 제공하고, 물 관련 전문 인력

융자에서는 네덜란드 정부가 주관 기관인 세

을 양성하는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계은행이 결정한 세부 사항에 따라 일정 비율
을 분담하는 증여의 방식으로 자금이 조달되
었다.

투자 재원은 총 1억 5,375만 달러로, 모잠비
크 정부의 투자금 (21%)와 공동기금19)에 의
한 증여 (20%), 비 공동기금에 의한 증여, 대

3.2. 혼합금융: 남풀라 ·잠베지아 주 농촌
상수도 ·위생 프로그램18)

출, 보증 등 (59%)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
기금20)의 참여주체는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
UNICEF, 캐나다이고, 비 공동기금의 참여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된 본 사업은

체는 UNICEF, 미국 새천년개발기구, 아프리

농촌 지역에서 지역 주민 30만 명에게 물을 공

카 개발은행 등으로 총 17개의 투자 주체가 참

급하고, 50만 명에게 개선된 위생 시설을 제공

여하였다. 아래 표는 공동기금과 비 공동기금

18) AfDB. (2010). Program Appraisal Report: National Rural Water Supply and Sanitation Program (Pronasar) in Nampula and
Zambezia Provinces, Mozambique.
19) 공동기금 (Common Fund): 개별 프로젝트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편적 사업 분야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자금에 한해
세부적인 프로젝트를 개발 ·추진하는 자금유형으로, 본 프로젝트에 이용된 공동기금은 농업, 교육, 보건, 물 등의 분야를 위해 조성된 기금
20) 비 공동기금 (Non-Common Fund): 사업 프로젝트가 선정된 이후에 조성된 프로젝트 자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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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 구체적인 투자 기관별 지원 금액을

기관의 참여로 인해 투자 기관 간 원활한 커뮤

나타낸다.

니케이션 및 사업 조정을 위하여 행동 강령을
수립하는 한편 조정위원회를 두어 원활한 사

사업의 시행기관인 모잠비크 공공사업·주택

업 진행을 도모하였다.

부 수자원관리국에서는 이처럼 다수의 투자
표 5▶ 남풀라·잠베지아주 농촌 상수도·위생 프로그램 투자 기관 및 지원 금액 (혼합금융)
조달유형

투자

공동기금

(Common Fund)

비공동기금

(Non-Common
Fund)

합계

투자기관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대출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증여
보증

모잠비크 정부
네덜란드
영국 국제개발부
스위스 개발협력청
UNICEF
캐나다 국제개발청

UNICEF
미국 새천년개발기구
아프리카 개발은행
농촌상수도·위생활동 신탁기금(RWSSITF)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위스
USAID
오스트리아
스위스 WaterAid
아가 칸 재단
JICA
인도

조달금액($)

3,200만
1,650만
860만
300만
150만
100만
3,060만
3,000만
890만
779만
736만
490만
350만
310만
300만
210만
210만
170만
170만
1,500만
9,116만
1억 5,375만

비율

21%
10.7%
5.6%
2%
1%
0.7%
20%
19.5%
5.8%
5.1%
4.8%
3.2%
2.3%
2%
2%
1.4%
1.4%
1.1%
1.1%
9.8%
59%

그림 5 ▶ 남풀라·잠베지아 주 농촌 상수도·위생 프로젝트 사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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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DA 투자 동향 및 시사점

상수도·위생 프로젝트」에서는 17개 기관이 참
여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논고는 ODA 규모 중 가장 큰 시장
을 형성하고 있는 아프리카, 그 중에서도 모잠

셋째, 단일 기관에 의한 투자 방식은 대규

비크 물 관련 프로젝트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모 자금 확보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오늘날

모잠비크 ODA 투자 동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에는 다수의 참여에 의한 투자 방식인 협조 및

같다.

혼합 금융 방식을 장려하고 있다. 사례 국가인
모잠비크의 경우에도 단일기관에 의한 사업참

첫째, 그림 6.은 물 사업 관련 모잠비크

여 및 재원조달 방식 보다는 다기관에 의한 투

년도별 ODA 투자 규모를 나타낸 것으로

자 참여 및 민간참여 방식의 프로젝트를 보다

(2000~2013), 2005년부터 2011년 사이 성장

장려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멈춘 듯하였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급성
장함에 따라 2013년에는 약 160백만 달러 시

이상으로 앞서 살펴본 프로젝트 추진 사례

장을 형성하였다. 한편 단위 사업당 물사업

및 ODA 투자 동향에 비추어 시사점을 살펴보

규모는 지난 14년 동안 그 규모가 증가하여

면 첫째, 아프리카 관련 ODA 물 시장 전망은

2013년에는 약 12백만 달러 규모의 투자가 중

매우 밝다는 것이며 둘째, ODA 단위사업 투자

심을 이루었다.

규모의 확대 및 ODA 수여국에서 다수의 투자
자에 의한 사업 참여 장려 등을 고려, ODA 신

둘째, ODA 사업에 있어서 단위 프로젝트당

규 사업을 준비하는 해외 사업자는 결합금융

참여하고 있는 투자기관의 수를 살펴보면 과

및 평행금융 그리고 결합금융과 평행금융이 혼

거 1~2개 기관 중심에서 오늘날에는 5~6개,

재된 혼합금융 방식을 고려한 프로젝트 개발

심지어 앞서 살펴본「남풀라·잠베지아 주 농촌

및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림 6 ▶ 모잠비크 물 사업 관련 ODA 투자 규모
(2000-2013)

그림 7 ▶ 모잠비크 ODA 물 사업 관련 단위사업당
투자기관 수 (2000-2013)

자료: Open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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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P 사업의 참여자들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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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서 우리는 PPP의 동기와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았다. PPP는 법으로 정한 정부

당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살
펴보았다.

부채 한도로 더 이상 차입에 의한 인프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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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려운 선진국이나 국제신용도가 낮은 개

이번 호에서는 PPP의 참여자들과 PPP 사업

발도상국에서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효

구조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PPP는 특정 목적

과가 있고, 정부보다는 민간이 건설자금관리,

사업을 위하여 민간이 지분을 투자하여 SPV

생애운영비용관리, 혁신성, 신뢰도, 등에서 효

를 만들고 지분보다 훨씬 큰 금액을 대출받

율성과 효과성이 앞서고 다수의 이해관계자

아 인프라를 건설한 후 일정기간 동안 운영

참여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잘 운영된

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양허기간(concession

PPP는 타 공공프로젝트에 시범을 보이는 전시

period)이 끝난 후 정부에 이관하게 된다. 여기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재정발주

에 정부, 지분투자자, 인프라 건설업자, 시설

보다 높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발생

물유지·보수 업체, 시설 이용자, 등 여러 이해

하고 우수한 PPP 전문 인력과 PPP 추진체계

관계자가 있어 사업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서

(PPP Framework)가 요구되며 정치적 압력에

로 간에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

따라 사업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 절차적 정

고 계약으로 종결짓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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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된다. 계약의 종류에는 크게 주무관청과

(solicited proposal)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

SPV(Special Purpose Vehicle) 간에 맺는 상류

다. 민간은 정부보다 사회적인 효익이 크고

계약(upstream contract 혹은 main contract)

상업성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할 가능성이 크

과 SPV와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 부문 사이

며 정부가 생각하지 못한 혁신적인 사업제안

에 체결하는 하류계약(downstream contract)

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제안형 사업이 활발

이 있다.

히 제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제안형의 순기능적 역할에

I. PPP의 참여자들

주목하여 가점 부여나 수주에 실패할 경우 사
업 제안에 따른 비용을 실비로 보상하는 인센

주무관청(public authority or agency)

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투명성 확보가 필수
적이다. 이를 위해 시장 참여자들이 수긍할 수

주무관청은 PPP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범
위를 정하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인프라 사업

있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객관적인
일처리가 요구된다.

인지 확인한 후 PPP 사업 적격성 테스트(PPP
suitability test)를 한 다음 공모를 거쳐 민간투
자자를 선정하고 사업 운영을 감독하고 통제

특별목적회사(SPV: Special Purpose
Vehicle)

하여 목적사업을 완수하는 중추적 역할을 한
다. 주무관청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여 민간

SPV 구성원을 대별하면 사업 운영을 목적으

SPV와 계약협상을 하기 때문에 계약 내용에

로 하는 전략적 투자자(SI: strategic investor)

대해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부서

와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투자 지분에 대한

로부터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한 후에 서명하

자본이득(capital gain)에 관심 있는 재무적 투

게 된다. 그러나 PPP 사업의 상대는 민간이어

자자(FI: financial investor)가 있다. 전략적

서 공공의 이익과 더불어 민간의 상업적 타당

투자자는 SPV 운영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

성(commercial feasibility)도 아울러 고려하여

여 목적사업을 기획하고 자금을 모으고 건설

야 한다. PPP 사업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재

한 후 운영 및 유지·보수를 하여 사업수익을 확

정발주 시 정부가 부담하여 사회적 비용 증대

보하게 된다. 재무적 투자자는 연기금, 보험회

를 초래했던 다양한 리스크를 최대한 민간으

사, 금융투자사, 인프라 펀드, 등이다. ECA 기

로 이전시켜 위험 부담을 최소화 하는 것이나

관들이나 IFC, ADB, EBRD와 같은 다자개발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떠넘겨 사업

은행들도 지분에 투자하여 주주로서 참여하는

을 무산시키거나 비용이 증가되는 것은 피해

경우도 있다. SPV는 주무관청과 맺은 PPP 계

야 한다.

약에 따라 양허기간(concession period) 동안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주체이다. 주무관청

정부입장에서 민간제안형 PPP 사업

과 SPV간의 계약을 PPP 계약(PPP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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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상류계약(upstream contract) 라고 부르

통상 대출은행은 철저한 신용 리스크(credit

고 SPV와 EPC 건설업자, 유지·보수 서비스 제

risk) 관리를 목적으로 지분 투자자에게 SPV

공자, 원료나 연료공급, 보험사, 등과의 계약을

설립을 요구하고, 지분 투자자들도 모기업이

하류계약(downstream contract)라 한다. 주무

SPV와 분리됨으로써 SPV의 재무적 위험이 본

관청에서 마련하여 SPV와 협상을 통하여 매듭

사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호

지은 PPP 계약은 이후 SPV의 계약상 권리와

응하고 있다. 사업주체를 SPV로 하면 목적사

의무를 규정하게 된다.

업에만 전념하게 하여 사업 위험을 최소화시
키고 주무관청이나 대출은행의 철저한 관리와

SPV는 주무관청과 맺은 PPP 계약의 주요
의무를 분야별 전문 업체에게 계약을 통하여

통제를 받기에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

이전하게 된다. 대출자와는 대출계약서(loan
agreement), 건설업자와는 설계/엔지니어링,

대출은행

조달 및 건설(EPC)에 대한 건설계약, 운영 및
유지·보수 업체와는 O&M 계약, 보험회사와

PPP 사업의 특징은 총자본금 중에 부채가

는 건설 및 운영위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맺게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인프라 건설에

된다.

거대 자본이 투입되고 회수기간이 길기 때문

그림 1 ▶ PPP의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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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A/B Loan 구조

에 민간 은 가능하면 지분투자 금액을 적게

부르는 일부 대출 재원을 대출 참여자(예를

하고 차액을 대출로 메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들면 상업은행)로부터 받아 IFC 대출금과 합

PPP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은 수출신용기관

하여 대출하는 형태이다. 물론 과정을 투명하

(ECA), 다자간개발은행(MDB), 국제상업은행

게 되어 있어 차입자는 IFC 이외에 본 대출에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 연기금이나

참여하고 있는 ‘B' Loan 대출 금융기관을 알

인프라 펀드, 등이 있다. ECA는 직접대출, 보

게 된다. 대출계약은 대출참여 금융기관은 빠

증, 지분참여, 보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수단을

지고 IFC와 차입자간에 체결되지만 대출참여

제공하여 자국 수출업체를 돕기 때문에 PPP

자는 대출건에 대해서 IFC와 동등지위를 갖게

사업개발자는 일차적으로 접촉하여야할 기

됨으로 대출 위험이 낮아져 이 방법을 선호하

관이다. 대형 프로젝트는 국제공조로 이루어

게 된다.

지는 경우가 보편화 되어 있어 다양한 국가의
ECA기관이 참여하기도 한다.

건설업체

World Bank, ADB, EBRD, AfDB, Islamic

인프라 건설을 책임지게 되는 EPC 건설업

Development Bank, 등과 같은 MDB들도 PPP

체 선정은 PPP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

에 직접대출을 하거나 지분참여를 하고 있다.

한 일이다. EPC 계약은 총비용고정계약(fixed

국제상업은행들은 사업위험을 고려해서 ECA

lump sum turn key contract)이 대부분이기

기관이나 MDB들과 협조융자를 통하여 참여

때문에 공사금액은 공사계약자가 책임진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MDB들과 상업은행은

해도 공기지연(construction delay)은 운영지

A/B Loan이라는 방법을 통해 협조하기도 한

연으로, 이는 다시 매출 지연으로 영향을 미쳐

다. 예를 들어 World Bank의 산하기관인 IFC

원리금 상환이 예정에서 벗어나 대출기관에

가 대출을 할 경우 대출 총액 중 ‘B' Loan 이라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이럴 경우를 SPV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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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의 모기업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

출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사업에 심대한

게 된다. 따라서 건설사 선정에 있어 응찰자의

타격을 주게 된다. 연료공급 계약은 'supply or

최저금액도 중요하지만 더욱 세심히 살펴야

payment' 조건으로 이루어지는데 공급자가 연

할 것은 건설사의 동종 유사 실적, 업계 평판,

료를 계약대로 공급하지 못할 경우 SPV는 이

재무건전성, 등과 같은 정성적 역량들이다. 최

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관련 비용은 전적

저가 응찰 업체를 제치고 2위 혹은 3위 업체가

으로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선정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이다. 건설업

이때 SPV와 전력구매자(off-taker) 간에 생산

자의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SPV 지분에 참여

된 전력의 매매에 관한 PPA(power purchase

하기도 하는데, 이를 건설투자자(construction

agreement) 계약서에 off-taker가 전력 운영상

investor)라고 한다.

이유로 매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
우 연료 수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산과

O&M 업체

연계된 연료공급을 고려해야 한다. 연료 공급
업자도 SPV에 지분참여 하는 경우도 있다.

PPP 사업은 인프라 건설 자체가 목적이 아
니라 이후 운영 및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적

II. PPP 사업의 진행 단계

으로 매출을 일으켜 O&M 업체에게는 운영
비, 대출 금융기관에는 원리금 상환, 투자자

SPV 설립

에게는 투자비 회수, 등이 이루어 져야 한다.
O&M 업체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

PPP 사업은 위험사업이기 때문에 다수의 지

여 수익을 증대시켜 SPV의 운영 성과를 높일

분투자자들이 참여하여 SPV의 주주가 된다.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 사업이 존폐의 기로에

경우에 따라서 상업성이 없는 프로젝트에 정

설 수도 있기 때문에 O&M 업체 선정에 SPV

부가 주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이 때 민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은 물론 대출기관에서도

간 주주들은 정부의 참여 의도를 확인하고 민

매우 큰 관심을 가지게 된다. 적격업체가 되려

간 투자자들의 이익을 해치지 못하게 하는 제

면 과거 동종 시설 운영실적, 재무건전성, 참여

도적 장치기 요구된다. SPV는 인프라 설계와

인력의 운영역량, 등을 검증받아야 한다. 이런

건설은 물론이고 건설자금, 운영 전까지 투입

중요성 때문에 O&M 업체도 SPV에 지분투자

되는 개발비나 건설 중 이자(interest during

자로 참여하기도 한다.

construction), 등 총투자비를 조달하고 완공
후 계약기간 동안 운영 및 유지·보수 의무를 성

연료(혹은 원료) 공급자

실히 수행할 책임이 있다. SPV와 주무관청의
PPP 계약은 PPP 사업의 준거점이 되기 때문에

발전소의 경우 연료 공급자가 안정적으로
연료를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전력생산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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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수행

주무관청과 PPP 계약을 체결한 SPV는 금융

EPC 건설업체가 선정된 후 설계, 조달, 건

조달, 건설, 운전 및 유지·보수, 연료공급, 등과

설, 테스트 및 시운전을 단계적으로 거쳐 시

같은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해당부문의 전문

설물을 완공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건설에 소

업체와 계약을 통해 이전하게 된다. SPV는 부

요되는 총자금은 민간투자자가 조달하게 되

문별 계약을 체결한 전문 업체들을 관리하여

지만 상업성이 없는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

PPP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우호적 대출(soft
loan) 혹은 지분출자, 등을 통하여 지원하게 된

표 1▶ PPP 단계별 주요 추진 내용
단계

실행사항

1

특수목적회사(SPV)설립

2

3

4

하류계약

(Downstream Contracts)

건설공사

(Construction Works)
시설물 운영

(Operation)

세부 실행사항

- 인프라 설계 및 건설 안 확정
- 총투자비 조달 확정

- 인프라 건설 이행 및 완공 후 운영
- EPC 계약

- O&M 업체와 운영 및 유지∙보수계약
- 보험계약

- 금융기관 대출계약

- 인프라 건설 및 시운전

- LSTK(lump sum turn key)계약
- 성능 및 하자 보증

- SPV 공사대금 지급

- 정부가 일부 시설 건설 후 SPV에 제공

- 이용자 지불 PPP: 시설물 이용자에 이용료 부과
- 정부 지급 PPP: 정부에 청구서 지불

- 시설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아래 비용을 순차적

5

원리금 상환과 배당 지급

(Repay loan and equity
distribution)

으로 지급

* O&M 비용

* 수선을 위한 자본적 지출
* 세금

* 원금과 이자
* 예비계좌

* 지분 투자자에게 배당
6

시설물 이전

(Handback)

- 이관계획을 세우고 계약에서 명시한 이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를 완료한 후 정부에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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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조금은 건설기간 중 공정 진도(progress

운영 수익 발생

schedule)에 따라 혹은 완공 후 일시불로 지급
되는 경우도 있다. 또 일정금액을 운영기간 중

SPV는 전문 O&M 업체에 의하여 시설운

서비스 이용료와 함께 무조건적으로 지급되기

영이 시작되면 수익을 얻기 시작하는데, 이

도 한다. 운영 기간 중에 보조금 지급은 무조건

용자 지불 PPP (User-Pays PPP)인 경우 일반

적이기 때문에 SPV는 미래 입금 예정인 보조

대중에게 이용료를 직접 수취하고 정부 지급

금을 별도로 떼서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을 일

PPP(Government-Pays PPP)는 정부로부터 받

으켜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정부의 무조건적

게 된다. 이용자 지불인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지불이므로 이자율이 정부채권 수준으로 낮아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와 정치적인 면이

져 유리하게 대출받을 수 있다.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PPP 사업 설계 시 주무
관청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된다. 정부 지급

건설공사는 수행 초기부터 주무관청과 긴

인 경우 사업 개발 당시 경제성분석(economic

밀한 협의를 통하여 진행되며 시설물의 안전

feasibility)을 마친 후 PPP 적격성 테스트 할

성이나 이용의 편의성은 물론 운영 효율을 높

때, 서비스 요금과 같은 예측 기능한 직접채

이도록 건설되는지를 관리 받게 된다. 건설

무(direct liability)뿐만 아니라 최소수익보장

업체는 책임 준공과 시설물 품질을 위해 공

(MGR: minimum revenue guarantee), 사업

사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 완공보

중도 종료 시 보상금, 등과 같은 우발적 채무

증서(completion guarantee certificate), 하자

(contingent liability)가 정부의 미래 세입 예

보증(warranty bond), 등을 SPV에 제출하게

산에서 지급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재정타당

된다. 아울러 SPV는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

성분석(fiscal feasibility)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상금(delay penalty), 성능보장(performance

한다.

guarantee) 미달에 따른 과징금(performance
penalty), 등을 통하여 건설업체를 통제하게

차입금상환 및 투자자 보상

된다.
수익(매출액)이 발생하면 순차적으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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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건설이 늦어지고 시설물 성능이 미

을 보상해야 한다. 우선은 운영 및 유지·보수

달되면 건설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하더

이고 여기에 주기적인 대수선을 포함하는 자

라도 그 액수는 PPP 사업의 손해에 비하면 일

본적 지출(capital expenses)도 포함되어야 한

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사전에

다. 다음은 세금, 원금과 이자 그리고 잔여분이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으로나 재무적으로 역

있을 경우 적립계좌(reserve account)에 일정

량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금액까지 유지하고 그 이후에 투자자들에게

하다.

배당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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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는 연간 일정한 경우도 있지만 매출

하는 것보다 조기에 회수할 수 있고 높은 이자

이나 이용량에 따라 비례해서 지급하기도 한

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안적 선택이

다. 운영 중 계약조건 미 준수로 인하여 매출이

된다.

감소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차감 지급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원리금 상환도 우선순위에 따

시설이관

라 선순위 채권(senior debt)이 먼저이고 후순
위채권(subordinated debt)은 그 다음이다.

일반적으로 PPP 계약에는 시설이양의 시기
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대표

후순위채권은 PPP 사업에 있어 부채비율이

적인 것이 시설물을 주무관청에 이전하기 전

매우 높아 대출은행이 불안을 느끼는 경우 민

에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위한 수선을 의무화하

간투자자나 금융기관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

고 있기 때문에 SPV는 주무관청과 이관 일정

율을 받을 목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후순위채

협의 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선계획을 제시

는 대출은행의 선순위 채무를 우선 변제한 뒤

하고 승인을 받아 순차적으로 손을 보고 결과

받을 수 있어 자본과 유사한 역할을 하여 재무

에 대한 검증을 득한 후 주무관청에 인도하여

안전성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현업에서 단골로

계약을 종료하게 된다. 시설물을 이양 받은 주

사용되는 방법이다.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도

무관청은 새로운 O&M 계약자를 참여시켜 운

후순위채가 선순위 채보다 상환 받는 순서가

영시키든지 주무관청이 직접 운영하는지를 결

뒤 이지만 지분으로 투자하여 배당으로 회수

정하게 된다.

그림 3 ▶ PPP 단계별 비용 보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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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PPP 계약구조

고 그것에 대한 역무범위와 기술적 요구사항
이 도출된다. 둘째, 금융구조는 상업적타당

PPP 계약서의 핵심적 구성 요소가 셋이

성(commercial feasibility)이 확인된 프로젝

있는데, 첫 번째 본 목적 사업의 역무범위

트인 경우는 간단하지만 상업성이 없는 경우

(contract scope), 기술적 요구사항(technical

는 무상 보조금, 공공금융기관의 우호적 조

requirement) 및 계약의 일반조건들, 둘째,

건의 금융제공(soft loan), 정부의 지분참여

SPV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지

(equity participation), 최소수익보장(MRG)

불받는 가에 대한 PPP 금융구조(financial

나 SPV의 차입보증, 혹은 운영 중 최대 과징금

structure), 나머지는 주무관청과 SPV가 각각

(maximum penalty) 제한, 정부의 신용보강 지

어떤 위험을 분담하는지에 관한 리스크 구조

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금융구조

(risk structure)이다. 이 세 가지 중요 요소에

에는 인플레이션 보전(indexation), 정부지급

대해 조문화 된 것이 PPP 계약서이다.

PPP의 정부 서비스 금액이나 지불조건, 이용
자 지급 PPP 인 경우 요금 결정방법, 등을 아우

좀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PPP 사업의

른다.

역무범위와 기술적 요구 사항은 사업발굴단
계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확인되면 다양한 해

PPP 계약에는 반드시 성과와 보상이 연동

결방안을 모색하고 이것에 대한 경제적 타

되는 구조를 갖는 것이 또한 특징이기 때문

당성분석을 하여 특정 대안 옵션을 선택하

에 기본 서비스 요금을 정하고 성과가 좋으

그림 4 ▶ PPP 핵심 계약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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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인센티브를 받고 그렇지 못하면 페널티를

약을 체결한 다음 분야별 전문 업체와 하류계

부과하게 된다. 정부의 서비스 요금 지불체계

약을 체결하여 그들에게 SPV의 책임과 의무를

(payment mechanism)는 크게 계약조건만 충

이전하게 된다.

족하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지불받는 ‘가
용지불’(A/P: availability payment) 방법과 사

EPC 건설업체는 공기지연이나 예산초과 같

용빈도에 따라 지급하는 ‘사용량지급’(volume

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동종 혹은

payment) 방법이 있다. 사용량지급 방법의 대

유사 인프라 건설 경험이 있고 기술적 역량이

표적인 것이 무료도로에서의 셰도우 톨 요금

충분하며 재무적으로 건전한 업체를 선정해야

(shadow toll payment)이고 폐수처리 PPP 사

하고 O&M 업체는 완공 후 사업을 실제로 운

업에서 처리된 폐수의 체적(cubic meters of

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water treated)에 대한 보상금 계산이 그것

매우 신중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원료나 연료

이다.

와 같은 공급이 장기적으로 합리적 가격으로
중단 없이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능한 공

IV. 요약

급자를 택하여야 한다. 언급한 이들을 주주로
참여시켜 사업에 대한 공동의식을 느끼게 하

PPP 사업구조는 참여자들부터 살펴볼 필

는 것도 방법이다.

요가 있다. SPV에는 사업을 이끌어가는 전략
적 투자자가 있고 사업운영보다 지분투자를

PPP 계약구조의 핵심은 주무관청과

통한 자본이득에 목적을 두는 재무적 투자자

SPV가 수행하려는 목적사업의 역무범위

로 구성되어 있다. 또, 양허계약(concession

(contract scope)와 기술요구사항(technical

contract)을 내주고 사업에 협조도하고 통제하

requirement), SPV가 서비스 제공 대가로 지

는 주무관청(public authority or agency), 인

급받아야 하는 보상에 대한 금융구조(financial

프라 시설을 건설하는 EPC 계약자, 건설 후 시

structure) 및 주무관청과 SPV가 어떤 위험

설물을 운영하는 O&M 계약자, 연료나 원료

을 분담하는 지를 보여주는 위험 할당(risk

를 공급하는 공급자(supplier), 등이 있다. 수행

allocation) 혹은 리스크 구조(risk structure)

절차에 있어 우선 SPV를 구성하고 사업추진

이다.

주체를 확정한 후 주무관청과 SPV간에 상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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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of Saudi Real Estate
Laws and Practice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비전 2030 및 국가개

국적보유자 또는 기업2)의 경우, 규제내역에 따

혁계획 (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

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유를 가능

에 따라 다양한 부동산 개발·개혁이 시행될 것

하게 하는 특정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 개

GCC 국적보유자 및 기업은 인·허가를 받은

발, 투자 및 소유와 관련된 주요 법률 및 개정

사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임대할 수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Mecca 및
Medina 부근의 부동산을 제외하고 거주 목적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의 부동산 소유
(Who can Own Property in Saudi
Arabia?)

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GCC 국적을 보유
하지 않은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3)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걸프협력협의회 (Gulf

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 사우디아라비

1)

아 내에서 토지 및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Cooperation Council; 이하 “GCC”) 회원국

* Al Tamimi & Company는 중동지역 최대의 현지 법무법인으로 한국건설사들의 진출이 활발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GCC 전국
가를 포함한 총 9개국에 17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1) GCC 회원국은 총 6개국으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이다.
2) GCC 국적보유자가 100% 소유한 기업이 해당된다.
3) GCC 국적보유자가 100% 소유하지 않은 기업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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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고 있다. 2000년 7월 19일에 공표된

GCC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의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관한 규정 (Foreign

경우, Mecca와 Medina 부근에 소재한 부동산

Ownership of Real Estate Regulation)에 따

취득에 제한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

르면, GCC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또

라비아 각료회의 (Saudi Council of Ministers)

는 외국기업은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청 (Saudi

결의안 및 왕실 칙령은 특정 지역의 부동산 소

Arabian General Investment Authority; 이하

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SAGIA”)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부동산
을 소유할 수 있다.

특히, 관련 당사자는 법인설립을 통해 사우
디아라비아 투자 시, 사우디아라비아의 엄격

우선, GCC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 부동

한 Anti-Fronting Law4)를 유념해야 한다.

산 개발회사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
하여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SAGIA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젝

부동산 취득 및 등기 (Titling and the
Registration System)

트가 부동산 매매나 임대업 등 투자 목적에 의
한 것이어야 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로부

사우디아라비아 부동산 등기법 (Realty in

터 허가를 받은 시공사에 의하여 건물의 시공

Kind Registration Law)은 토지의 확정, 소유

이 이루어져야 한다.

권 및 등기와 관련하여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
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사우

또한 GCC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 법인

디아라비아내 모든 토지에 적용될 예정이다.

은 본사 또는 창고 등 전문적, 기술적 또는 경

토지 조사 및 건물 일부의 매각 등과 관련해서

제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허

는 다음의 법령이 부동산 등기법을 뒷받침하

가된 프로젝트에 투입된 인력의 숙소를 제공

고 있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 토지 조사 관련법 (“Law of General Survey
이와 더불어, 외국인이 사우디아라비아에

Authority”)

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

- 2002년 4월 24일에 공표된 부동산의 구분

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내무부 (Ministry of

소유 관련법 (“The System of Ownership of

Interior)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부동산 소유가

Units, Estates, units, apartments and their

가능하다.

Sorting”)

4) 외국인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적보유자의 이름, 면허 정보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의 투자가 금지된 부문에 투자 (fronting arrangement) 또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벌금 등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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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까지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시장청/금

등기 제도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실정

융감독청 (Capital Market Authority)은 부

이다. 실무상으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동산 시장 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계약서에 의하여 소유권을 추적하는 “증서 제

증권거래소 (Saudi Stock Exchange; 이하

도” (“deeds system”) 및 공증인 (First Notary

“Tadawul”)에서 거래되는 부동산 간접투자상

Public)이 소유권의 변동을 완료하고 법무부의

품인 REITs 제도를 도입했으며, 관련 규정은

등기부에 그러한 사실을 기록하는 제도가 이

REITs 제도의 관리, 운영 및 취득에 대한 내용

용되고 있다.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실무에 차

을 다루고 있다.

이가 있으며, 경제 신도시 (Economic Cities)
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적보유자 뿐만 아니라,
GCC 회원국 국적보유자와 현재 사우디아라

경제 신도시 (Economic Cities)

비아에 합법적으로 거주 중인 외국인도 REITs
에 청약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우디아라비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킹압둘라 경

아에 거주하지 않지만 REITs 투자를 희망하는

제도시 (King Abdullah Economic City), 지

외국인 투자자는 Tadawul에서 REITs를 거래

식·경제도시 (Knowledge Economic City), 압

할 수 있다.

둘아지즈 빈 모사에드 왕자 경제도시 (Prince
Abdulaziz bin Mousaed Economic City), 자

선분양 제도 (Off Plan Sales)

잔 경제도시 (Jazan Economic City) 등 다양한
경제 신도시 (Economic Cities)가 개발 중에
있다.

2016년 9월 16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부동산 취득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 선분양 관
련법 (Regulations on the Sale of Off Plan

경제 신도시 관련 당국 (Economic Cities

Real Property)을 공표하였다.

Authority)은 경제 신도시 내에 설립예정인 외
국회사의 등록, 외국회사 명의의 부동산 권리

부동산 분양 이전에, 부동산 개발회사는 사

증서 (title deeds)의 등기, 사업면허 발급, 냉

우디아라비아 주택부 (Ministry of Housing)

방·물류·창고 등 용역제공업체를 대상으로 한

의 선분양 위원회 (Off-plan Sale Committee)

승인 등과 관련된 법령을 공표한 바 있다.

에 관련 프로젝트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
관련 개발회사는 전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

부동산 투자신탁 펀드 (Real Estate
Investment Traded Funds; 이하
“REITs”)

는 재정적 능력 (financial ability)과 더불어, 부
동산 취득자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이 관련
프로젝트로 적절히 전달될 수 있도록 에스크
로 계정 (escrow account)을 개설하는 등 충분

58

K-BUILD저널

한 보증 내역을 입증해야 한다.

2018. 8월호

동산 공동 소유 관련 법령은 주택 소유자 조
합 (Homeowner’s associations)의 설립과 공

또한 해당 규정은 사우디아라비아 엔지니
어협회 (Organisation of Saudi Engineers)에

동 소유 부동산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서 인가받은 컨설턴트가 완공 전까지 프로
젝트 진행과정에 대한 분기별 기술 보고서

부동산 공동 소유 관련법은 공동 시설 정비,

(technical reports)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프

주택 소유자 조합 펀드 및 공동 자산 운영 등

로젝트의 전 과정을 관리·감독한다.

공동 소유의 부동산이 적절히 관리·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건

부동산 담보권 (Mortgage of Real
Estates)

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개발회사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아파트 소유의 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부동산 담보권 관련법

기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부에서는 주택 소유

(“Registered Real Estate Mortgage Law”)은

자 조합을 적극적으로 지원·규제하기 위해 적

2012년에 공표되었다.

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
임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주택 소유자 조합의

해당 신규 법령은 부동산 담보에 대한 채무
변제 우선순위와 관련된 확실성을 제공해 주

운영과 관련한 모범사례가 담긴 규정을 발간
했다.

며, 융자기간 동안 채무자 (borrower)로부터
은행이 지정한 기관 (nominee)에 권리증서를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양도하도록 했던 기존의 관행을 폐지했다.
아랍에미리트와 마찬가지로, 사우디아라비
특히, 중요한 점은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는

아도 GCC 내에서 부가가치세 (Value Added

채무는 부동산 담보권의 피담보채무가 될 수

Tax; 이하 “VAT”)를 처음으로 도입한 국가이

없다는 점이며, 사우디아라비아 법에 따라 해

며, 올해 1월 1일부터 관련당사자는 VAT를 납

당 채무는 반드시 샤리아 (Sharia’) 율법을 준

부해야 한다.

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업용 부동산 (Commercial Real Estate)의

공동 소유 (Jointly Owned Property)

경우, 연간 5%의 표준 VAT가 부과된다. 또한,
최초 거주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VAT를 적용

사우디아라비아 부동산의 구분 소유에 관

하지 않는 아랍에미리트와는 달리 최초 거주

한 법 (Law of Proprietorship and Sorting of

용 부동산의 경우에도 임대 방식에 의하지 않

Real Estate Units)과 각료회의에서 결의한 부

는 한 5%의 표준 VAT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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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점유 중인 상업용 건물의 매각은 사업
의 매각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VAT가 적용

- 선분양 관련 면허 발급 (Issuance of offplan sales licences)

되지 않는다.
제 3국에서 진행된 선분양 프로젝트의 사우

부동산 개발회사 서비스센터
(Etmam)

디아라비아 내 홍보·마케팅 활동을 위한 면허
발급 (Issuance of off-plan marketing licences
within Saudi Arabia for off-plan projects

부동산 개발회사 서비스센터 (Developers

outside Saudi Arabia)

Services Centre; 이하 “Etmam”)는 사우디아
라비아 정부 주도 하에 부동산 개발프로젝트

Etmam은 부동산 개발회사의 의견을 수용하

진행단계에서 부동산 개발회사를 돕기 위해

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Etmam에서 제공하는

설립되었다.

서비스의 개선 및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한 불
필요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주기적인 회

Etmam의 공식 구성원은 주택부 (Ministry

의를 개최하기도 한다.

of Housing), 지방자치관할부 (Ministry
of Municipal and Rural Affairs), 법무부

임대 서비스 네트워크 (Ejar)

(Ministry of Justice) 등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주택부 (Ministry of
Etmam은 50,000m2 이상 규모의 주거·상업

Housing)는 임대 서비스 온라인 네트워크인

용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진행 시, 면허 발급

Ejar를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임대인 및 임차

및 승인 과정에서의 과도한 지연을 방지하기

인 (외국인 포함)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위해 관련 정부기관과 협력하는 역할을 한다.

로드 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도록 하였다:

특히, Etmam은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부동
산 개발회사를 지원하고 있다:

- 부동산 임대를 위해 인·허가 받은 부동산 중
개인 검색 (search for licensed real estate

- 토지 구획 승인 (Approval for subdivision
of land)
- 포괄적 부동산 개발계획 승인 (Approval for
comprehensive development schemes)
- 건축 허가 발급 (Issuance of building permits)
- 완공 증명서 발급 (Issuance of building
completion certif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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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적인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원조사 (check the landlord’s
or tenant’s identity prior to the conclusion
of the tenancy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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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the unit ownership and authority of

관의 관행을 검토·비교했으며, 사우디아라비

the landlord’s representative)

아 내에서의 부동산 관련 분쟁 건수와 분쟁해
결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곧 개정안

과도한 수수료 및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수수

내역을 공표할 것으로 기대된다.

료를 부과하거나 임대료를 조작하려는 중개인
(broker) 및 Ejar 네트워크에 임대·차 계약을

또한 부동산 관련당국은 부동산 시장 내 다

등록하지 않은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Ejar

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술 및 품질을 향상시

감독팀에 위반내역 신고 (report violations

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

to the supervisory team at Ejar, including

램 및 훈련과정을 제공하고자 한다.

brokers charging excessive commissions,
brokers charging commissions on renewal
of tenancy agreements, brokers colluding

유휴지/미개발 토지 관련 세법 (Idle/
White Land Tax Law)

with the aim of manipulating the rent, and
landlords failing to register the tenancy
agreements on the Ejar network)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미개발 도시지역에
소재한 부동산 (“white lands”)에 세금을 부과
하는 세법 규정을 도입하였다.

부동산 관련 당국 (Real Estate
General Authority)

위 세법 규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
고자 한다:

부동산 관련당국 (Real Estate General
Authority)은 각료회의 결의안 제 239호에 따

- 부동산 수요·공급 균형을 맞추기 위한 토

라 사우디아라비아 부동산 부문 내 소비자를

지 개발 증대 (increase the availability of

보호하고, 투자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투명성

land for development in order to achieve a

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 합리적인 비용으로 주거 용도의 토지 제공

부동산 관련당국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
미 부동산 매각 및 임대 등과 관련한 가격지표
와 건설 진행과정에 대한 기타 지표 개발에 착
수했다.

(provide residential land at a reasonable
cost)
- 부동산 시장 내 공정한 경쟁 독려 및 독점 관
행 퇴치 (encourage fair competition and
combat monopolistic practices)

이와 더불어 투자 장려를 위해 부동산 관련
당국은 호주, 미국, 홍콩, 싱가포르, 아랍에미

정부 소속이 아닌 개인이 보유한 유휴지/

리트 등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동산 규제 기

미개발 토지에 부과되는 세율은 토지 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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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이며, 연 단위로 지불해야 한다.
다른 국가에서 토지에 부과하는 유사한 세

사우디아바비아 정부의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결론/시사점

금과 비교하였을 때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액은 결코 높지 않지만, 이러한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은 부동산 부문에

세금은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유휴지/미개발

서의 많은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

토지를 보유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낮추는데

제적으로 통용되는 최상의 관행을 수용하여

기여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부동산 부문의 허브로 만들
기 위한 추가적인 규정 및 지침을 발행하는 원

이러한 신규 세법은 부동산 개발을 촉진하
고, 합리적인 수준의 주택보급율을 높이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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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 Park (박 기정)
영국 변호사
현 법무법인 율촌 (www. yulchon.com) 근무
저자는 Corbett & Co International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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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국제 건설 분야에서 활약해오고 있음

Force Majeure (불가항력) 관련
사례 소개
Force Majeure라는 말은 프랑스의 나폴

1. 현장파업과 주변주민 소요의 경우

레옹 코드에서 등장합니다. 영국법상 Force
Majeure라는 표현은 사용되어지지 않았으며,
대신 Frustration 원칙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1) B.&S. Contracts and Design Ltd v
Victor Green Publications Ltd1)

따라서 Civil Law 체제에서 일반적으로 얘기
하는 Force Majeure는 영국법상 같은 의미가

본 영국 사례는 어느 경기장 공사와 관련하

아니며, 영국법상에서는 계약서상 양측이 정

여 중요한 시점의 공사 중 노동자들이 추가 비

의하고 합의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즉, 만약

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파업을 하겠다고 협박

정의하고 합의한 내용이 불명확하다면 유효하

하여 발주처가 일부 부담하였는데, 공사 완

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명확히 규정하고 그 Risk

공 후 해당 금액을 시공사의 기성에서 공제하

를 분배를 어떤 방식으로 합의했다면 이에 따

자 이를 지급해 줄 것을 시공사가 주장한 경우

르게 됩니다.

입니다. 시공사는 Force Majeure를 주장합니
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Force Majeure와 관련하여 문제

관련하여 법원은 계약 이행을 할 수 있는 모든

가 많이 되고 있는 현장파업과 주변주민의 소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는

요 등과 연관된 영국의 사례와 다른 나라의 사

Force Majeure에 의존할 수 없다고 판결합니

례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 중재판정 사례들과

다. 즉,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추가로 일반적인 Force Majeure 사례들을 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불가항력 조항은 다음과 같은 기본을 바탕

1) B.&S. Contracts and Design Ltd v Victor Green Publications Ltd 1980 (B) No, 80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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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동 조항에 의존

기합니다.

하는 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도록
자격을 주는 동 조항에 규정된 여러 사안

●

발주처는 공사가 완공되거나 해지될 때까

들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합리적인

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 또는 제안

노력을 해야만 한다.

된 Security Measures를 취할 것3)
●

Force Majeure4)

Force majeure clauses have to be
construed on the basis that those relying

현장 폭력 사망 사건은 19.1항에 따른

●

시공사는 19.7항에 따라 계약 이행에서 면
제됨5)

upon them will have taken all reasonable
efforts to avoid the effect of the various
matters set out in the clause which entitle

이에 대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them to vary or cancel the contract.
●

2) Rumdel Cape/EXR Holdings/Mazcon
v South African National Roads Agency2)

발주처가 공사 완공을 위해 필요한 추가 경
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어떤 보증도 없
으며 여러 계약조건에 의하면 현장 안정
에 대한 주된 의무는 시공사에 있음이 명

본 사우스아프리카 사례는 어느 고속도로의

확함….안전보장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발

교차로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가 인근 주민

주처의 책임으로 돌릴 그런 사안이 아니다.

의 반대와 협박/공격으로 해당 인근 주민들을

발주처는 인근 주민들의 행동들에 대하여

일부 노동자로 고용했다가 여러 문제로 해고

책임이 없다.

하자 경비를 살해하는 등의 현장 공격 사건이
발생하였고, 시공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비

In my view there is no warrant in the

보강을 위해 필요한 추가 비용은 발주처가 부

suggestion that the cost of additional

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security which the joint venture deems
necessary in order to complete the

시공사는 다음과 같이 내용으로 소송을 제

contract, should be paid for by the

2) Rumdel Cape/EXR Holdings/Mazcon Joint Venture v South African National Roads Agency Soc Ltd 7312/2014
3) that the respondent pay to it the sum of R926 000 (excluding VAT) per month for the period from the 4th June 2014 until
completion or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lternatively that the respondent be directed to establish security measures
consistent with those offered to the applicant on the 4th June 2014 by a company, referred to as TVU VIP Protection (‘TVU’)
4) a declaration that the violent events particularised in the joint venture’s founding affidavit constitute force majeure as
contemplated in Clause 19.1 of the contract;
5) a declaration that the joint venture is entitled at its election to claim release from performance in respect of the provisions of
Clause 19.7 of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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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dent. The provisions of Clause

were the respondent not to pay for the

4.8, 4.22, 6.7, 17.3 (as amended) make

additional security and to allow the

it clear that the primary obligation for

workforce to continue in such dangerous

ensuring the safety of the site vests with

circumstances….The contract price was

the joint venture, who is required to

in excess of R352m, and the additional

insure with SASRIA against certain of

cost of hiring security in order to ensure

the risks…. In my view the necessity for

that its employees are kept safe is a cost

the increase in the level of security is not

of approximately R9m, or a mere 2.5 per

something which can be laid at the door

cent of the contract price. A simple and

of the respondent. The respondent is in

reasonable solution thus exists to solving

no way responsible for the conduct of the

the problem.

communities in Wards 23 and 25.
●

●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Force Majeure를

안전을 위한 추가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대

배제할 경우, 발주처로부터 추가 안전 비용

한 시공사의 반대는 주변지역의 행위의 결

을 받을 수 있는 시공사의 계약적 자격은

과와 관련한 발주처의 도의적 책임으로 몰

없다. 따라서 시공사가 계약적 의무를 이행

아갈 수는 없다. 발주처가 추가 안전 비용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합법적이지 않는

을 부담하지 않고 노동일들이 그러한 위험

것이 아니므로 19.7조는 문제되지 않는다.

한 상황에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은 unfair
and unreasonable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In all the circumstances, and leaving

적용이다….계약가는 R352m이였고 안전

aside the force majeure contract for the

을 위한 추가 비용은 약 R9m로 계약가 대

moment, there is no other contractual

비 약 2.5%에 지나지 않는다. 즉, 문제해결

basis upon which the applicant is

을 위한 단순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있었다.

entitled to recover the cost of the
additional security from the respondent.

The objection of the joint venture

Accordingly, as it is neither impossible

to paying for the additional security

nor unlawful for the joint venture to

cannot vest upon the respondent any

fulfil its contractual obligations, there is

moral responsibility with regard to

no question of the provisions of Clause

the consequences of the actions of the

19.7 being applicable as suggested by Mr

communities of Ward 23 and 25. It is

Kemp.

untenable to imply in this application
that it would be unfair and unreasonable

●

시공사는 불법행위가 시공사가 고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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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

●

하지 못했다.

소요는 시공사와 시공사가 고용한, 비록 더
이상 고용된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
변지역의 노동자 관계들속에서 발생되었

Accordingly it has not been established by

다…. 피고용자들은 잘못된 절차를 따랐고

the joint venture that the acts of disorder

그 결과는 해고였으며 이는 발주처에 의해

were not carried out by persons who are,

소요는 부분적으로 시공사 자신이 만든 것

inter alia, persons employed by the joint

이라는 주장을 불러일으켰다.

venture.
But what it does indicate, is that the unrest
●

Force Majeure 적용의 조건과 관련하여,

arose out of the labour relations between

(a) 시공사는 그 불법행위가 통제범위를 넘

the applicant and the communities

는 사건임을 증명해야 함. 위에서 언급한대

in Wards 23 and 25 when they were

로 계약가 대비 추가 2.5%의 지급으로 문

employed by the applicant, albeit that

제가 해결되었을 것임. (b) 시공사는 계약

they may no longer be so employed.

체결 전에 추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대비하

[47] The employees followed the wrong

지 못했음. 시공사는 입찰시에 현장 안전의

procedure and the consequence was their

비용을 당연히 고려했을 것임.

dismissal. This raises the suggestion by the
respondent that the unrest was partly of

With regard to the requirements for force

the joint venture’s own making.

majeure to operate : (a) the applicant is
required to demonstrate that the disorder

●

이러한 이유로 안전을 위한 추가 비용은 계

which occurred was beyond its control.

약 조항에 따라서 그리고 Force Majeure

As set out above, there seems no reason

조건에 따라서도 인정되지 않는다.

why, with the payment of an additional
2.5 per cent of the contract price, the

For the reasons I have set forth above,

problem could not be solved. (b) the

I find that additional security is not

joint venture has also not satisfied the

recoverable from the respondent either by

requirement that it could not reasonably

way of the contractual provisions or the

have provided against the additional cost

requirements of force majeure.

before entering into the contract. The
joint venture no doubt took into account
the cost of site security in its t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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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재 판정 사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1) ICC Case 170317

3) ICC Case 2216

2018. 8월호

교전이 발생하여 Turn-key Plant 공사가 중
단되어야 했으며, 교전 종료 후에 시공사는 그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후, 휘발유의 시

정부가 필요한 Export financing facilities를 철

장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자 공급업자는 납품

회하였고, 필요한 인원에 대한 Visa를 획득하

을 거부하고 가격 하락이 너무 커서 계약을 이

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안전이 유지될 없다는

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정부 재정 당국의 개입

이유 등으로 공사를 계속하여 완공하는 것을

또한 Force Majeure가 된다고 주장한 사례입

거부한 사례입니다.

니다.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시세의 변동은
‘Foreseeable’ 이였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은

중재인들은 교전 중일 때와 그 이후 20일
동안에는 Force Majeure를 인정하였으나 그

법률에 따라 정부 재정 당국의 개입을 알 수
있었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후에는 Force Majeure 조건이 되는 한가
지 Irresistibility가 부족하고, Visa들은 다른

3. 기타 Force Majeure 판결

노력을 했으면 얻을 수 있었고, Alternative
financial resources를 구할 수도 있었다고 판
단합니다.

2) ICC Case 178218

1) National Oil Corporation v Libyan Sun
Oil Company6)
Sun Oil이 미국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외국
계열사의 미국인이 아닌 인력과 기술을 사용

트럭들을 어느 아랍나라에 판매 납품하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Sun Oil의 의무 이행 실

유지 관리해야 했던 한 당사자가 판매 납품 이

패는 Force Majeure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

후의 유지 관리를 거부하였는데, 그 사유로 이

결됩니다.

스라엘 직원이 필요한 비자를 받지 못했기 때
문에 Force Majeure가 된다고 주장한 사례입
니다. 이에 대해 중재인들은 비록 이 주장이 맞
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행을 불가능하게 만들

2) RSM Production Corporation v Law
7)
République centrafricaine

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즉, 피고인은 트럭의

2000년대 초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의 무력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충돌은 RSM의 탐사와 생산 계약에 따른 새로

6) National Oil Corporation v Libyan Sun Oil Company 1990
7) RSM Production Corporation v Law République centrafricain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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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지진 데이터를 획득해야 하는 의무를 중단하

까지는 플랫폼을 출발할 수 없었고, 그 선박의

게 하는 Force Majeure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소유자인 Great Elephant는 이로 인한 지연의
결과로 발생된 비용을 Trafigura가 전량을 지

3) Great Elephant Corp v Trafigura Beheer8)

불할 것을 요구하자 Trafigura는 해당 벌금이
Force Majeure라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그 벌

Trafigura의 선박은 플랫폼 사업자가 나이
지리아 정부에 $12M의 벌금을 지불 하기 전

금은 예상 따라서 그 벌금에 따른 지연도 인정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 Great Elephant Corp v Trafigura Beheer (Court of Appeal of England and Wale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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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이제 중남미다

신숭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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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독립운동의가톨릭과
배경과 의미
중남미 비지니스 문화
신숭철

現 한·중남미협회 회장

現 한·중남미협회 회장

前 해외건설협회 부회장
前 베네수엘라 대사
前 코스타리카 대사

前 해외건설협회 부회장
前 베네수엘라 대사
前 코스타리카 대사

300년 이상 유럽의 식민지였던 중남미에서는 19세기 초에 독립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다. 중남미의 독립 운동은
식민지 태생의 백인인 크리오요들이 스페인. 포르투갈의 중상주의에 대한 반발로 18세기 이전까지 기존 질서에
수응하던 태도를 바꾸었고, 변화된 환경 속에서 그들의 가지고 있던 독립에 대한 의식을 넓힌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 밖에 계몽사상, 프랑스혁명 과 미국독립혁명 등의 영향을 들 수 있으나, 직접적인 동기는 나폴레옹의
이베리아 침입에 의한 본국 정부의 권위실추 및 쇠퇴에 있었다.

중남미 독립운동의 원인

우선 부왕령을 신설해 통치 체계를 재정비
했다. 페루 부왕령을 2개의 부왕령으로 분할하

부르봉(Bourbon)왕조의 개혁과
식민통치의 변화

였다. 즉 1739년 누에바 그라나다 부왕령이 분
리되어 산타페(현재의 보고타)를 중심으로 현
재의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파나마

1700년 11월 병약했던 카를로스 2세가 죽

가 있는 지역을 지배토록 했으며, 1776년 리오

음을 앞두고 스페인과 프랑스의 합병을 금지

데라플라타 부왕령을 신설하여 현재의 아르헨

하는 조건으로 부르봉 왕가의 스페인 왕위계

티나와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있는

승을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루이 14

지역을 지배토록 하였다.

세의 손자인 필리프가 펠리페 5세(재위 17001746)로 즉위하였다. 펠리페 5세는 곧 ‘부르봉

둘째, 부왕의 권한 하에 있던 코레히도르

개혁’으로 알려진 식민 통치 정비 작업에 돌입

(corregidor)라는 징세 관리를 국왕이 직접 파

했고, 그의 둘째 아들인 카를로스 3세(1759-

견하는 행정관(intendente)으로 대체했다. 부

1788)는 절대왕정의 요소를 식민지에 주입시

왕이 아니라 국왕과 연계된 행정관이 사법, 치

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꾀하려는 개혁을 적극

안 유지, 재무 행정을 통제토록 하여 국왕의 권

추진하였다.

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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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1767년 예수회를 스페인과 아메리카

자 데카르트와 백과사전파인 디드로(Diderot)

식민지에서 추방함으로써 가톨릭교회에 대한

와 달랑베르(D’Alambert), 몽테스키외, 루소,

견제 수위를 높였다. 예수회는 선교 초기에 대

볼테르 등의 혁명사상에 힘입어 발전하였다.

농장주를 견제하려는 국왕과 협력 관계를 유

영국의 협력 또한 불가피하였다. 홉스와 로크,

지했지만 18세기에 이르러 선교 지역을 세속

흄(Hume) 등은 뉴턴이 과학 이론에 혁신을 일

권력에게 이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으키는 동안 계몽사상에 철학적 본질을 첨가

자 했기 때문에 이들을 추방하였던 것이다. 영

시켰다. 스페인에서는 베니토 헤로니모 페이

화 미션(Mission)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소재

호오(Benito Jeronimo Feijóo :1675-1764)

로 만들어진 것이다.

가 새로운 사상들을 유행시켰다.

마지막으로 카디스(Cádiz)에 국한되던 무역

중남미사람들은 미국에서 혁명이 폭발했을

독점권을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갔다. 급기야

때 절대왕권에 반대하고 루소에 의해 주창된

1778년에 자유무역포고령을 발표하여 일정

권력분립과 주권재민사상에 대해 알 수 있게

한 자격을 갖춘 스페인인 항구들과 모든 중남

되었고, 미국의 독립 선언(1776)은 미주 대륙

미 지역들과의 교역을 허용하였다. 이로 인해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제퍼슨(Jefferson)의 사

중남미의 경제활동이 큰 자극을 받고 이 지역

상과 프랭클린(Franklin)의 인기는 이들에게

에서의 농업, 목축, 광업 생산이 크게 증가하게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1789)의

되었다.

승리와 인권선언의 내용을 알게 된 크리오요
와 메스티소들은 중남미에서도 자유를 원하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추진된 부르봉 개혁은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식민지에 살고 있던 크리오요에게는 반동적인
성격을 띤 ‘두 번째 정복’으로 인식되었다. 첫

나폴레옹의 이베리아 침략

번째 정복이 원주민을 대상으로 삼았다면 두
번째 정복은 페닌술라르를 중심으로 관료제를

나폴레옹 전쟁(1803~15) 발발 당시, 스페

정비함으로써 크리오요를 통제하려는 것으로

인과 프랑스는 동맹 관계였다. 스페인은 트라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부르봉

팔가르 해전(1805) 및 포르투갈 침공(1807)에

개혁은 독립투쟁의 먼 원인을 제공하였다.

도 함께 싸웠으나, 국내에서는 국왕 카를로스
4세와 그의 아들 페르난도 7세가 대립하였다.

계몽사상의 전파, 미국의 독립,
프랑스 혁명의 영향

이러한 상황에서 나폴레옹은 그들에게 자신의
형, 호세 보나파르트(JoséBonaparte)에게 왕
위를 넘길 것을 강요했다. 결국 페르난도 7세

스페인에 스며든 계몽사상은 해외식민지까
지 번져나갔다. 계몽시대는 우선적으로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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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군중들은 스페인 지도자들의 무능

로 일어났다. 이러한 전초전 중에서 파라과이

력을 인식하고 1808년 5월 2일 마드리드에서

사건과 투팍 아마루(Tupac Amaru: 1572년

자발적인 민중항쟁으로 스페인의 독립 전쟁을

사망)반란이 두드러진다. 또한 아이티 혁명은

시작했다. 중남미에서도 페르난도 7세를 지지

중남미에서 이룩한 최초의 독립으로 기록되

하기 위해 멕시코(1808)와 라파스(1809), 키

었다.

토(1809), 카라카스(1810), 보고타(1810), 산
티아고 데 칠레(1810)등에서 공개회의가 개최
되었다.

파라과이의 아순시온의회는 군주제의 중앙
집권화에 대항하여 지역 공동체를 옹호하는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후에 이 반란은 의회

나폴레옹은 이 문제에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의원인 호세 데 안테케라(Joséde Antequera)

본격적으로 전쟁에 나서 훈련도 제대로 받지

에 의해 독립운동의 성격으로 전환되었다. 군

못한 스페인 군대를 격파하는 한편 참전한 영

대를 조직하여 스페인 군대와 싸웠으나 패배

국군을 몰아내었다. 프랑스 군대가 도착하지

하여 그는 리마로 이송되었고 그에게 호감을

않은 카디스(Cádiz)에서는 중남미의 대표자들

표했던 많은 페루인들의 분노 앞에서 1731년

도 참석한 의회가 개최되었고, 이곳에서 스페

에 총살당했다. 안테케라의 추종자들은 군중

인 인들과 중남미 인들이 처음으로 입헌군주

의 힘이 왕권보다 우월하다는 혁명사상을 앞

제 스페인 헌법을 만들어 1812년 3월에 발표

세워 몇 달 더 계속 싸웠다.

하고, 프랑스에 대항하였다. 그 후 스페인 군
의 게릴라전과 영국-포르투갈 연합군 전략이
성공하고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이 겹치면서

1780년에 인디오인 호세 가브리엘 콘도르

칸키(JoséGabriel Condorcanqui)가 반란을

프랑스 세력은 1814년 완전히 스페인에서 영

일으켜서 투팍 아마루 2세(Túpac Amaru II)

향력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나폴리의 왕으로

의 이름으로 잉카 왕임을 선언했다. 쿠스코를

지내던 찰스 3세(나폴리의 페르디난드 7세)가

점령하기 위해 60,000명의 인디오들이 모였

다시 복권하게 되었다.

고 페루의 남쪽과 볼리비아, 아르헨티나의 북
쪽으로 그 세력을 넓혔다. 부에노스아이레스

하지만 프랑스의 스페인 침공은 스페인의

와 리마의 부왕들은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권위를 실추시켰고 국력을 손상시켜 결과적으

서 군대를 파견하였다. 1781년 투팍 아마루는

로 중남미에서의 독립운동을 불러일으키는 직

포로가 되어 처형당했다. 그 반란은 그의 동

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생 디에고 투팍 아마루(Diego Tupac Amaru)
의 지도아래 계속되다가 1782년에 사면을 조

독립운동의 전초전과 이이티 독립

건으로 무장해제 되었다. 반란이 진정되자 스
페인당국은 1783년에 디에고를 교수형에 처

독립운동의 전초전들은 18세기에 주기적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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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791년부터 생도맹그(Saint–

군을 지휘하였으나, 내전으로 인해 좌절되어

Domingue, 현재의 아이티)에서 벌어진 흑인

1813년에 자마이카로 이주하였다. 이 영국령

혁명은 최초의 성공 사례가 되었다. 사탕수

의 섬에서 후원을 받아 휴식을 취하면서 대륙

수 농업의 중심지로서 프랑스 왕실의 금고 역

의 새로운 공화국의 미래를 정확히 예견한 글

할을 하고 있던 생도맹그에서 흑인 지도자 투

을 썼다.

생 루베르튀르(Toussaint l’Ouverture :17431803)는 프랑스혁명과 전쟁을 틈타 독립투쟁

1816년 아이티의 대통령인 페티옹(Petión)

을 이끌었다. 투생의 뒤를 이은 장자크 드살

의 도움으로 베네수엘라로 돌아온 그는 독립

린(Jean-Jacques Dessalines :1758-1806)이

전쟁을 계속 하였다. 200여명의 영국과 아일

1804년 아이티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독립 국

랜드 장군과, 6000명의 아일랜드 군인, 그리

가로 선포되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크리오

고 호세 안토니오 파에즈(JoséAntonio Páez

요들은 이를 과격한 흑인폭동으로 인식했기

:1790-1873)가 이끄는 야네로(llanero)의 군

때문에 아이티의 독립과 존재를 인정하지 않

인들이 합세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독립군

았다. 크리오요 독립투사들에게는 아이티의

들은 전투 후에 마침내 보야카(Boyaca: 1819)

흑인혁명이나 프랑스혁명의 급진화가 두려움

전투와 카라보보(Carabobo: 1821)전투, 피

의 대상으로 비춰졌던 것이다.

치차(Pichicha: 1821)전투에서 승리하여 누에
바 그라나다와 베네수엘라를 독립시켰다. 이

해방자(Libertador) 시몬 볼리바르
(Simón Bolívar)

통일된 두 자유 국가는 1830년 이후에 독립

초기 독립운동의 승리는 멕시코시티와 리마

아(Gran Colombia)라고 불렸다. 1830년에 에

의 스페인 중앙당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카

콰도르와 베네수엘라 독립 공화국이 탄생하

라카스에서 일어났다. 카라카스에 설치된 페

였다.

한 누에바 그라나다의 공식 명칭이 된 콜롬비
아(Colombia)와 구별하기 위해 그란 콜롬비

르난도 7세의 권한을 대행하던 기관은 미란
다 장군에게 항복하였다. 이 해방의 선구자는

1822년 볼리바르는 과야킬 항구에서 리오

1812년 포로로 잡힐 때까지 2년 동안 스페인

델 라 플라타와 칠레, 페루에서 해방운동을 한

군에 대항하여 투쟁하였다. 그의 부하중의 하

아르헨티나의 호세 데 산 마르틴(Joséde San

1830)가 뒤를 이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 끝

두 해방자의 논의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그

에 볼리바르는 베네수엘라에서 스페인인을 몰

후 산 마르틴은 중남미의 정치 무대에서 떠나

아내고, 1813년 카라카스에 들어갔다. 그리고

게 되었다. 마르틴 장군이 아르헨티나로 돌아

거기서 그는 해방자(Libretador)라는 이름을

가자 볼리바르는 군대의 일부를 이끌고 페루

얻었다. 그 이후에 누에바 그라나다에서 독립

로 진군하였다. 다양한 책략전술을 이용한 해

나인 시몬 볼리바르(Simón Bolívar :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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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군대는 후닌(Junín: 1824년 8월 6일)전투

위해 혁명 군대를 이끌고 갔으나, 원정대의 도

와 아야쿠초(Ayacucho: 1824년 12월 9일)전

움은 실패하게 되고 그 이후에 벨그라노는 페

투를 승리로 이끌어 남미 독립의 종지부를 찍

루의 부왕지역인 차르카스에 가서 페루 부왕

었다.

이 파견한 스페인 군대와 전투를 벌였으나, 역
시 패배하고 말았다. 급기야 부에노스아이레

하지만 전쟁에 지친 시몬 볼리바르는 1825

스의 혁명정부는 스페인에서 나폴레옹 군대에

년 2월 10일 종신 대통령직과 후계자 지명권

대항해서 싸운 경험이 있는 호세 데 산 마르틴

을 그란 콜롬비아 의회에 반납했다. 하지만 권

(Joséde San Martín :1778-1850)에게 군 지

력자의 자리에서 물러난 그는 권력 투쟁과 그

배권을 위임하게 된다. 차르카스를 통한 페루

의 흑인 노예 해방 의지에 반감을 가진 지주들

침입이 불가능한 것을 인식한 산 마르틴은 칠

의 반발이 원인이 된 암살미수사건에 휘말렸

레의 해방을 위해서 멘도사 루트를 통해 안데

다. 또한 그가 선언한 그란 콜롬비아도 칠레,

스산맥을 횡단할 준비를 하여1817년에 4000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페루의 독립으로 와해

명의 군인으로 구성된 안데스 군대가 산맥을

되자, 시몬 볼리바르는 1830년 그란 콜롬비

횡단했다.

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의미로 콜롬비아
보고타를 떠났다. 지병인 폐결핵과 동료 안토

칠레 독립군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니오 호세 데 수크레 (Antonio Joséde Sucre

거둔 스페인 군대는 차카부코(Chacabuco:

:1795-1830)의 암살로 인한 상심으로 건강이

1817)전투에서 산 마르틴에 의해 격파되었다.

최악에 이른 시몬 볼리바르는 요양을 하던 농

패배한 스페인 군대는 안데스 군대가 칠레의

장에서 로마 가톨릭 사제의 병자성사를 받은

산티아고에 입성하는 것을 허락하고 말았다.

뒤, 쓸쓸히 사망하였다.

아르헨티나 총사령관인 그는 베르나르도 오이
긴스(Bernardo O'Higgins: 1778-1842)에게

세 공화국의 해방자 산 마르틴
(San Martín)

모든 권한을 넘겨주었다. 1818년, 칠레에서 수

1810년 5월 25일 부에노스아이레스 의회

르틴의 1차 계획은 완결되었다.

킬로미터 떨어진 마이푸(Maipú) 언덕에서 스
페인 군대가 결정적인 패배를 하게 되자 산 마

는 리오 델 라 플라타 부왕 관할구로부터의 독
립을 선포하였다. 마누엘 벨그라노(Manuel

칠레의 독립이 확실시 된 후, 산 마르틴

Belgrano :1770-1820)는 혁명위원회의 구성

이 페루 침투 명령을 내리자, 1820년, 4000

원으로 잉카제국의 복원을 원하고 있었으나,

명의 군인들이 15000개의 소총을 가지고 영

페루와 남미 몇 지역에 잔존하는 스페인을 몰

국 해군제독인 토마스 코크레인(Tomas A.

아내는 데는 역부족 이었다 . 이러한 목적으로

Cochrane: 1775-1860)의 지휘 하에 발파라

벨그라노는 파라과이의 독립 운동가들을 돕기

이소(Valparaíso)를 떠났다. 연합군대는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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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Paracas)만의 남부 리마에 상륙해서 별

실수를 저지르면서 인디오들의 대량탈출과 사

어려움도 없이 피스코(Pisco)시 근처를 점령

기 저하를 이유로 퇴각하였다. 그는 군인들의

했다.

수가 급격히 줄어든 가운데 과달라하라에서
10만 명의 군사를 재편성하였다. 하지만 전쟁

페루 해안이 봉쇄당하자 부왕인 라 세르
나(La Serna)는 4000명의 부하들과 시에라

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와 그의 장군들은 포로
가 되거나 총살당했다.

(Sierra)산맥 쪽으로 빠져나갔다. 이때 산 마르
틴은 리마 독립을 서둘렀다. 그는 1821년 7월

비록 북쪽에서는 이달고의 죽음으로 독립

28일 페루의 독립을 선언했지만, 독립군들이

이 성공하지 못했지만, 남쪽에서는 호세 마리

스페인을 파괴시킬 만큼 강하지 못하였기 때

아 모렐로스(JoséMaría Morelos y Pavón

문에 볼리바르에게 원조를 구하기 위해 과야

:1765-1815) 신부가 투쟁을 계속 전개해 나

킬에서 회견을 가졌다.

갔다. 이달고의 처형 이후 독립군은 모렐로스
라는 새로운 지도자 밑에서 독립 전쟁을 다시

리마로 돌아온 산 마르틴은 의회를 소집하

시작했다. 1813년에 아카풀코를 점령하고, 이

여, 1822년 9월 22일,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곳과 가까운 곳에서 혁명회의를 소집했다. 제

아르헨티나로 돌아갔다. 그 후에 그는 프랑스

헌위원회는 멕시코가 독립된 국가임을 선언하

로 망명하였다. 1850년 그는 많은 사람들의 기

고 모렐로스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그러

억 속에서 사라진 채 궁핍 속에서 죽음을 맞이

나 그는 부왕에게 참패를 당하여 1815년 총살

했다. 욕심 없고 가장 고귀한 영혼을 지니고 중

을 당하였다.

남미 독립의 아버지 중의 한 사람인 그는 “칼
의 성자”(Santo de la Espada)라고 칭해졌다.

그의 죽음은 멕시코 독립항쟁을 막지는 못
했다. 1816년 초에 반란군으로 26,000명의 군

멕시코의 독립

인과 비센테 게레로(Vicente Guerrero), 과달
루페 빅토리아(Guadalupe Victoria), 마누엘

1810년 9월 15일 돌로레스(Dolores)라는

미에르 (Manuel Mier) 등의 지도자들이 출현

작은 마을의 주임신부인 미겔 이달고(Miguel

하였다. 그러나 1816년 이들은 처참한 결과를

Hidalgo y Costilla: 1753-1811)는 반란을 일

맞이하고 말았다.

으켰다. 50,000명으로 구성된 군대를 이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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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달루페(Guadalupe) 성모의 깃발 아래 이달

1817년 멕시코 해안에 프란시스코 하비에

고는 과나화토(Guanajuato)를 점령하였다. 멕

르 미나(Francisco Javier Mina)가 지휘한 국

시코시티에서 그는 파문을 당함과 동시에 이

제 원정군이 상륙을 하였는데, 프란시스코 하

단자 취급을 받았다. 그는 80,000명의 사람들

비에르 미나는 나폴레옹에 대항하여 싸운 경

과 함께 수도를 향해서 전진했지만, 전략상의

험이 있는 스페인 젊은이로 멕시코 독립을 위

K-BUILD저널

해 왔던 것이다. 그는 스페인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 온 36명의 장교들과 함

2018. 8월호

은 베라크루스의 통치자였던 안토니오 로페

스 데 산타 안나(Antonio López de Santa

께 왔었다. 이 원정군은 1816년 런던에서 조직

Anna :1795-1876)가 반란을 일으켜 왕권 체

이 되어 미국과, 이미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이

제에 반대하는 과달루페 빅토리아(Guadalupe

된 산토도밍고에서 병력을 증가시켰다. 멕시

Victoria :1786-1843)장군의 지지를 얻었다.

코에 도착하자 이 장교는 1000명의 독립 운동

이로 인해 의회가 소집이 되어, 왕권 체제는 해

가들을 동원시켜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용감

산되었고, 1823년에 공화국이 선포되어 빅토

하게 투쟁하였으나, 포로로 잡혔고 스페인 당

리아 장군이 5년 단임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

국은 그를 사형에 처했다.

하였다. 이탈리아로 망명하기 위해 떠났던 이
투르비데는 1824년에 멕시코로 돌아 왔고, 도

1819년 말 멕시코의 독립군들은 완전히 탈

착하자마자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

진한 상태에 있었고, 오직 비센테 게레로만이
남쪽에 남아 있었다. 그 다음 해에 스페인에서

브라질의 독립

는 라파엘 데 리에고(Rafael de Riego :17851813)의 반역으로 1812년에 자유헌법이 되살

1807년 나폴레옹이 포르투갈을 침공할 때

아났다. 스페인 자유파의 승리는 멕시코의 전

포르투갈의 동 주앙 6세(Dom João Ⅵ)는 세

제주의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고, 특히 부왕

력이 미약하여 대항할 수 없었다. 그러자 영국

이 자유헌법을 선포하자, 멕시코의 귀족들은

은 함대를 제공하여 포르투갈의 왕실 가족과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독립의 이유를

정부 관리 등 15,000여 명을 리우데자네이루

용인하고 지원하기 시작했다.

로 천도시켰다.

이때 스페인 군대의 대령으로서 독립군들을

당시 포르투갈의 국왕이었던 조앙 6세는 자

정벌하고 있었던 크리오요 출신인 아구스틴

신을 왕으로서 극진히 모셔주는 리우의 분위

이투르비데(Agustín Iturbide: 1783-1824)가

기가 좋아 포르투갈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보수파 독립군에 합세하여 멕시코시티에 입성

그의 아들인 페드로 왕자도 마찬가지였지만

하여 독립을 선언하였다. 1821년 8월 24일 멕

왕비인 카를로타 조아키나(Carlota Joaquina)

시코와 스페인은 코르도바(현재의 베라크루

는 달랐다. 원래 스페인 공주 출신인 그녀는 브

스)에서 코르도바 조약을 맺고 독립전쟁을 끝

라질에 와있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했고 포르

냈다.

투갈로 돌아가기 위해 애를 썼다. 그러나 조앙
6세는 요지부동이었고 오히려 브라질 왕당파

이투르비데는 1822년 아구스틴 1세

(Agustín I)라는 이름으로 황제에 올랐지만,

들의 브라질을 자신의 본국으로 인식하기 시
작했다.

그 정부는 오래가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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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1815년 조앙 6세는 포르투갈을 연

금을 내리고 병사들의 급료를 올리는 등의 정

합국(United Kingdom)으로 선포한다. 즉 포

책으로 민중과 군대의 지지를 유지한다. 아울

르투갈이 본국과 식민지가 아니라 포르투갈

러 공화국은 상인들을 약탈로부터 지켜주었는

과 브라질이라는 두 개의 동등한 주체가 합쳐

데 이는 자본의 유출과 무역의 중단이 야기할

져 이루어진 나라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로써

수 있는 경제적 붕괴를 막기 위한 조처였다.

포르투갈의 공식 명칭은 포르투갈, 브라질, 알
가르베스 연합왕국(Reino Unido de Portugal,

그러나 조앙 6세는 왕권에 대한 도전을 용납

Brasil e Algarves)이 되었다. 개혁 운동이 아닌

하지 않았다. 그는 정규군과 민병대로 구성된

왕의 선언에 의해 식민지 신세를 면하게 된 것

대군을 페르남부쿠로 보냈고 봉기를 무자비하

이다.

게 진압하면서 아무리 유약한 군주라도 왕권
을 쉽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

리오 델 플라타의 호세 산 마르틴이 페루 총
독부의 스페인군을 연파했다는 소식이 들려

다. 이렇게 페르남부쿠 공화국은 멸망하고 그
수장들은 모두 처형되거나 감옥에서 죽었다.

오자 브라질은 다시 공화주의의 열기에 휩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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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유럽의 기업인들과 지식인들이 많이 거

브라질의 개혁열기를 겨우 없앴나 싶었을

주하고 있던 헤시피(Recife)에서는 이 지식인

때인 1820년 포르투갈 본국에서는 개혁파에

들을 중심으로 공화주의 모임들이 무수히 조

의한 쿠데타가 일어나 절대 왕정에 대한 반대

직되었다. 헤시피가 속해 있던 페르남부쿠

를 명확히 하고 대신 입헌군주제를 골자로 하

(Pernambuco)주의 지사는 이 모임들을 해체

는 개혁 헌법이 선포된다. 그리고 개혁 정부는

하고자 그 구성원들에게 대한 체포 명령을 내

왕실이 브라질에 계속 있어야 할 명분이 없다

렸다. 수백 명의 개혁인사들이 체포되는 가운

며 리스본으로 돌아와 입헌 군주의 역할을 해

데 1817년 3월 6일에 주지사의 병력들에게 끌

줄 것을 종용했다. 이에 리스본으로 돌아갈 명

려가던 한 개혁파 군장교가 그를 압송하던 관

분을 얻은 왕비는 리스본 행을 적극 주장했고

리를 죽이고 그 병력들을 선동하여 혁명의 기

이윽고 1821년 조앙 6세와 그의 왕비 조아키

치를 올린다. 그리고 놀랍게도 헤시피의 상류

나는 포르투갈로 귀국한다. 조앙 6세는 페드로

층과 카톨릭 사제들까지 이 봉기를 지지한다.

왕자도 따를 것을 종용했지만 페드로는 거부

수년 간 퍼지고 있던 개혁사상은 헤시피의 상

했고 조앙 6세는 하는 수 없이 페드로를 브라

류층까지 물들인 것이었다. 봉기군은 페르남

질의 ‘섭정’으로 임명하고 떠난다. 하지만 페드

부쿠의 독립을 선포했으며 무엇보다도 새 나

로 왕자는 부왕이 떠나자마자 자신의 야망을

라는 왕국이 아닌 공화국임을 분명히 했다. 페

드러낸다. 브라질 개혁파들의 요구사항을 상

르남부쿠의 소식을 들은 인근의 두 도시 역시

당부분 받아들이고 1822년 9월 7일 브라질의

공화국 수립을 선포하고 혁명의 기치를 든다.

독립을 선포하고 입헌 군주이자 브라질 제국

페르남부쿠의 공화국 정부는 육류에 대한 세

의 황제 페드로 1세 (Pedro I)로 등극하여 브라

K-BUILD저널

질의 독립이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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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독립운동과 달리 중남미 독립투쟁은
통일된 지도부나 전략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

중남미 독립의 의미

것은 통합을 가로막는 엄청난 거리 등의 지리
적 장애물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중남미 내 지

미주대륙의 북쪽에서는 중남미의 독립운동

역들 서로 간의 경제적. 문화적 고립 때문이기

보다 먼저 독립이 이루어 졌다. 그런데 미국의

도 했다. 게다가 중남미 독립운동에는 영국 식

독립과 중남미의 독립에는 유사성이 많다. 둘

민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강한 대중적 기반

다 급속히 성장하는 식민지 경제의 더 많은 발

이 없었다. 중남미 독립운동 지도자의 대부분

전을 중상주의 정책을 통해 방해하려는 모국

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보다 많은 자유를 갈

의 지배를 타도하려고 했다. 또 둘 다 잘 교육

망하고 있던 크리오요였다. 독립사상에 물든

받은 엘리트들이 이끌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많은 메스티소들은 독립운동을 수용하였으나,

슬로건과 아이디어를 계몽사상이라는 이념적

억압에 익숙해진 인디오들과 흑인들은 해방의

창고에서 이끌어 내었던 것이다. 또 외세의 지

이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런 점에서

원에 힘입은 바가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19세기 초의 중남미 독립운동은 인디오와 메
스티소, 흑인들에게는 주인만 바뀌는 미완의

그러나 양자 간에는 분명한 차이점도 있다.

77

혁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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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부동산 개발사업 해볼만 한가?
엄성필

박사

한·아세안센터 무역투자국 부장

유엔 최빈국(LDC)중의 하나인 라오스는 토

차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원주민들은 일구던

지의 자본화 정책(Turing Land into Capital,

경작지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만 했다.

TLIC)을 통해 경제개발을 추진해 왔다. 많은

둘째, 아편재배와 화전을 막기 위한 라오스 정

외국인투자자들이 라오스 정부로부터 토지를

부의 정책으로 화전과 아편재배가 줄었다. 셋

임차하여 광산, 수력발전, 플랜테이션, 제조업,

째, 많은 사람들이 도로 등 인프라가 발달된 지

부동산 등을 개발 했다. 그러나 결과가 기대에

역 근처로 이전해 옴으로써 자연스럽게 토지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의 사용도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전환되었다.

이슈가 되자 라오스 정부는 토지의 자본화 정
책을 재검토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라오스 토

유엔 최빈국의 하나인 라오스는 경제개발과

지 자본화정책의 주요내용과 향후 전망, 라오

빈곤탈출을 위한 마땅한 정책수단을 찾지 못

스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현황, 그리고 우리

하자 고심 끝에 풍부한 천연자원과 토지를 활

에의 시사점을 알아본다.

용하기로 했다. 즉, 손쉬운 토지의 자본화 정책
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에 따라 라오스 정부는

라오스의 토지 정책 역사

국유지를 민간투자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대여
하였다. 라오스의 농촌지역 소재 토지가 광산,

인구 약 7백만 명의 라오스는 동남아에서 가

수력발전 댐, 플랜테이션으로 개발되기 시작

장 인구밀도가 낮은 나라이다. 49개의 소수민

하면서 소작농들은 토지가 없는 일꾼으로 전

족들은 전통적으로 화전과 산림자원을 주 수

락했다. 즉, 많은 토지가 소규모 농사꾼들로부

입원으로 살아왔다. 역사적으로 라오스의 토

터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양도되었다.

지 사용 방식은 큰 변화를 거쳤다. 첫째,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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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며, 토지의 사용, 리스, 양도, 증여, 상속이
가능하다.

반영하여 2003년 토지법 제3조에 라오스의 토
지는 국가공동체(national community)의 소

법에 따라 산림 및 경작지는 지방 관할당국

유라고 명시돼 있다. 즉, 국가가 토지를 관리

에 의해 최초 3년간 할당된다. 별다른 사고 없

하고, 국가가 토지를 개인, 가족, 경제단체에게

이 3년이 경과되면 토지사용자는 관할당국에

사용, 리스 혹은 대여(concession)한다. 그러나

장기사용권을 위한 등기권리증을 신청할 수

2003년 수정헌법은 국가는 “토지의 소유권(소

있다. 라오스 토지법은 국공유지의 무단점유

유권, 사용권, 사용수익권, 양도권)과 기관, 개

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인의 상속권을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대다수의 소수민족들이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

헌법에는 국가의 토지 관리, 할당권 보다는 개

하여 경작 등을 하고 있다.

인, 기관의 토지 소유권 보호를 더 강조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라오스 정부는 토지의 자
본화 정책에 따라 국유지를 라오스 및 외국인

헌법과 토지법이외에 토지를 관리하는 법

투자자들에게 연간사용료를 받고 리스 혹은

들은 산림법(2007), 투자촉진법(2009), 보상

대여해주고 있다. 플랜테이션, 광산, 수력발전,

및 이주에 관한 법령(2005), 국유지 리스/대여

인프라, 제조업, 부동산 개발 등의 목적이 대부

법령(2009) 등이 있다. 2009년 투자촉진법은

분이다. 법적으로는 리스와 대여는 유사하다.

2017년4월19일 개정법이 발효되어 라오스 및

차이점은 대여는 5년 미만의 기간은 제공할

외국인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투자촉

수 없는 반면에 리스는 기간제한이 없다는 것

진을 위해 3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인센티브를

이다. 현실적으로 리스는 대여보다 토지규모

차등 적용한다. 1구역은 인프라가 열악한 가난

가 더 작고 기간도 더 짧다. 리스는 이미 개발

하고 외진 지역이다. 2구역은 사회경제적 인프

된 토지에 적용되고, 대여는 미개발된 토지가

라가 양호한 지역이다. 3구역은 특별경제구역

많다. 토지의 용도와 투자의 목적에 따라 리스

(SEZ)이다. 개정투자촉진법은 라오스 토지의

혹은 대여할 수 있는 토지면적과 기간이 다른

활용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데 보통 최대 면적 5만 헥타르, 최대 기간 50년
이다.

라오스의 토지 사용, 관리 정책
라오스 천연자원 및 환경부와 협력하여 스
라오스에서 개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위스 베른대학의 개발 및 환경 센터(Centre

개인, 기관에게 토지등기권리증(bai taa din)

for Development and Environment, CDE)가

이 발급되면 그것은 영구적(freehold)이다. 등

2014년 조사 발간한 ‘올바른 길? 라오스의 토

기권리증에 의해 토지경계선이 공식적으로 정

지 대여(On the right path? Land conc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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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Laos)’제하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평가에 착수했다. 라오스 정부는 2012년 신규

~2011년 기간 중 라오스 정부는 110만 헥타

토지대여 금지조치(광산, 고무, 유칼립투스 농

르(라오스 토지의 약 5%로 쌀 경작지보다 넓

장 등)를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기

음)를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리스, 대여하였다.

로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 금

목적별로 보면 광산용이 50%로 가장 많고, 플

지조치를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 조치에

랜테이션(28%), 농업(13%) 순이다. 광산의 경

따라 2015년 10월 중국인 소유 바나나 농장의

우는 아연/주석, 구리, 철, 금, 보크사이트, 석

농약사용을 우려하여 북부지방 3곳에 새로운

탄 등이다. 플랜테이션은 고무, 유칼립투스, 아

바나나 농장 설립허가를 승인하지 않았다.

카시아, 티크, 대나무 등이다. 농업은 사탕수
수, 축산, 자트로파(Jatropha), 커피, 카사바,
쌀, 야채/과일 등이다.

2003년 토지법은 토지투기를 금지하고 토지
용도변경(예; 농업용지를 산업용지로 변경 등)
은 국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대여 면적기준으로 보면 베트남(28%), 중국

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면 공익목적으로 토

(18%), 라오스(17%), 태국(7%), 일본(2.5%),

지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민간

한국(2.5%) 순이다.

개발 프로젝트에서도 이 조항을 원용하여 토
지를 수용해 왔다.

한편, 순탄해 보이던 토지의 자본화정책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기 시작했다. 토지를 할당

이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자 라오스

받은 투자자들이 토지를 장기간 놀리거나 할

천연자원 및 환경부는 새로운 국가토지정책

당받은 토지를 일부만 사용하면서 세수증대

(National Land Policy)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등 당초의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새로운 국가토지정책이 수립되면 2003년 토

빈발하고,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사회, 환경적

지법에 그 내용을 반영, 수정할 계획이다. 이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 지역사회

관련 일각에서는 공익/민간 개발의 구분을 명

가 농산물 생산, 산림제품 채취, 생태계 서비스

확히 하고, 민간개발 시에는 이해당사자의 동

등으로 사용 관리해오던 토지를 민간개발자들

의를 구하는 한편, 시장가격으로 보상해야한

에게 넘겨주면서 지역사회에게는 식량생산 및

다는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수입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게다가 환

나오고 있다. 그 동안 개발에 역점을 두었던 라

경적으로는 산림파괴, 불법벌목, 토양 및 수질

오스의 토지 정책이 큰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오염, 수자원 고갈 등의 재앙이 초래됐다.

보인다.

토지의 자본화 정책 재평가 착수

외국인은 토지, 아파트 소유가 가능한가?

결국 라오스 정부는 토지의 자본화 정책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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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토지를 가진 라오스 국민 혹은 국

이론상으로는 콘도를 매입하는 것이지만 실제

가로부터 장기 리스, 임차(concession)를 할 수

로는 개발자가 부지를 임대한 기간만큼만 살

있다.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하는 것이다. 부지 임대기
간이 종료하면 콘도는 부지 소유주(통상 정부)

라오스국민으로부터는 30년, 국가로부터는

에게 귀속된다. 라오스 투자촉진법 58조에는

50년을 리스, 임차할 수 있으며, 연장이 가능하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는 토

다. 특별경제구역의 경우에는 75년이다. 만약

지사용권을 구입할 수 있지만 실상은 정부가

라오스 국민도 다른 소유자의 토지를 한정된

토지를 할당하고 토지사용은 투자기간동안만

기간 동안 리스 한 것이라면 그 기간을 초과해

유효하다.

서 리스 할 수 없다. 즉, 라오스 국민이 정부로
부터 리스 한 토지의 시효가 10년이 남았다면

라오스의 부동산 세제

10년을 초과해서 그 토지를 빌릴 수는 없다.
- 자본이득세(양도세) : 토지의 매각, 토지사
라오스에는 베트남처럼 콘도법이 없다. 즉,

용권의 양도 등으로 얻어진 수익에 대한 세

공동주택의 가구별 분할등기가 불가능하다.

율은, 합당한 증거자료 제출 시, 구입가와

라오스에는 많은 아파트 건물이 있지만 거의

판매가의 차액에 대해 5%를 적용한다. 그렇

모든 아파트는 민간업자가 지어 세를 주는 것

지 못한 경우 판매가의 2%를 적용한다.

이다. 즉, 부동산개발자가 콘도, 아파트를 지어

- 상속세 : 0%

개인에게 개별 분양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

- 자본취득세 : 0%

가능하다.

- 부동산세 : 0%
- 부동산 거래세 : 1%

그리고 라오스에는 토지 소유권과 그 위에
지어진 건축물 소유권을 분리하는 법이 없다.

- 주택, 토지, 기타 부동산의 임대소득세 :
15%

즉, 건축물을 누가 지었던 간에 리스 기간이 종
료되면 사실상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그 위에

특별경제구역의 명암

지어진 건축물을 소유하는 것이 된다.
라오스 정부는 2003년부터 국내외투자자 유
부동산 개발자들이 특별경제구역(SEZ) 내

치를 위해 특별/특정경제구역(Special/Specific

에 짓고 있는 콘도를 판매(sale)한다고 광고하

Economic Zone)을 조성하고 있다. 2003년 라

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장기 임대이다. 개발

오스정부는 정부가 100% 투자(7,400만 달러)

자가 특별경제구역 내의 부지를 장기 임대하

하여 비엔티안에서 남서쪽으로 446 km 에 위

여 콘도를 짓고 국내 및 외국인들에게 개별 콘

치한 곳에 954 헥타르 규모의 제1호 싸완-세

도를 재임대하는 것이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노 특별경제구역을 조성했다. 그 뒤로 짓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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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별경제구역은 대부분 민간투자가 들어가

못하자 출국을 하지 못하게 가둬놓으면서 발

고 있다.

생했다. 발끈한 중국외교부가 카지노 폐쇄를
명령하고 국경통제 강화 및 단전조치를 취한

제2호는 중국과 접경지역인 루앙남타주의

것이다. 보텐 특정경제구역은 곧 몰락의 길을

보텐 뷰티풀 랜드(Boten Beautiful Land) 특정

걷기 시작했다. 상점과 식당들은 문을 닫았고

경제구역(2003년, 15억 달러, 중국기업 100%,

한때 1만 명에 달하던 상주인구는 500명 수준

1,640 헥타르, 30년), 제3호는 2007년 라오스

으로 줄었다. 카지노는 보석전시판매장으로,

정부와 홍콩의 킹스로만스(Kings Romans) 그

나이트클럽은 면세점으로 바뀌었다. 현재 보

룹이 합작으로 8,660만 달러를 투자하여 미얀

텐에서는 슬롯머신과 전자룰렛만 허용되고 있

마, 태국, 라오스 접경지역 메콩강가에 조성한

다. 중국은 쿤밍-비엔티안 고속철도 건설 추

골든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특별경제구

진과 함께 보텐을 중국의 라오스 진출을 촉진

역(1만 헥타르, 99년)이다. 이때부터 특별경제

하기 위한 운송허브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추

구역 내에 주택단지 건립을 허용했다.

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중국주도의 상기 2곳의 특별경제구역

‘메콩의 마카오’로 불리는 골든트라이

에는 카지노가 설립되면서 라오스에 득보다는

앵글 특별경제구역에는 3천 헥타르 부지

실을 가져오고 있다.

에 킹스로만스 인터내셔널(Kings Romans
International)이 운영하는 더블루실드(The

보텐 특정경제구역에 설립된 카지노는 중국

Blue Shield) 카지노가 들어서 있다. 문제는 이

인들을 끌어들였고 가라오케 바, 카바레 등 유

곳의 악명이다. 미국 재무부는 2018년 1월 30

흥산업도 덩달아 발달했다. 문제는 카지노측

일 인신매매, 아동성매매, 마약밀매, 야생동물

이 돈을 빌려 도박을 한 중국인들이 빚을 갚지

밀매, 돈세탁 등의 혐의로 카지노 소유자인 중

나이트클럽을 개조한 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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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트라이앵글 특별경제구역 내에 위치한 더블루실드 카지노

국인 자오웨이, 자오웨이의 부인 Guiquin Su,

시(Dongphosy) 특별경제구역(2009년, 말레

호주인 아바스 에브라힘(카지노 보안책임자),

이시아 기업 100%, 5천만 달러, 53.94 헥타르,

태국인 Nat Rungtawankhiri 등 4명을 제재대

50년), 타켁(Thakhek) 특별경제구역(2012년,

상에 올렸다. 즉, 미국 내 자산동결 및 미국인

라오스 정부 100%, 8천만 달러, 1,035 헥타르,

의 이들 4명과의 비즈니스를 금지시켰다. 골든

75년), 팍세-재팬(Pakse-Japan) SME 특별경

트라이앵글 특별경제구역은 사실상 중국인을

제구역(일본중소기업전용공단, 6,200만 달러,

위한 카지노 리조트인 셈이다.

195 헥타르, 50년, 현재 분양 중), 루앙프라방
특별경제구역 등 모두 12개가 조성되었거나

그 뒤로 비타파크(Vientiane Industrial and

조성중이다.

Trade Area, VITA Park, 2009년, 라오스 정
부 30% + Nam Wei Development Co., Ltd.

라오스정부는 향후 모두 41개의 특별/특정

(타이완) 70%, 110 헥타르, 75년), 사이세타

(special/specific)경제구역을 조성할 계획이

개발구(Saysetha Development Zone, 2010

며, 이중 25개는 향후 10년 내 조성을 목표로

년, 라오스기업 + 중국 기업, 1,000 헥타르),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라오스 정부는 중국의

푸키오(Phoukhyo) 특정경제구역(2011년, 라

Guangdong Yellow River Industrial Group과

오스기업 100%, 7억8백만 달러, 4,850 헥타

2025년까지 비엔티안에서 서남쪽으로 580km

르, 99년), 탓루앙(That Luang Lake) 특별

떨어진 참파삭(Champassak)주의 콘파펭

경제구역(2011년, 중국기업 100%, 16억 달

(Khone Phapheng)폭포(동남아 최대 폭포) 및

러, 365 헥타르, 99년), 롱탄(Longthanh-

주변에 특별경제구역(카지노, 호텔 등 주로 관

Vientiane) 특별경제구역(2008년, 베트남기업

광분야) 조성을 위한 90억 달러 규모의 MOU

100%, 10억 달러, 557.75 헥타르, 50년), 돈포

를 2017년 6월 체결했다. 현재 중국기업은 타

83

기획연재 ● 동남아시아 9

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7천 헥타르의 부

(특별/특정경제구역)

지를 2050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특별/특정경제구역은 산업단지가 주가 되어

라오스 정부는 특별/특정경제구역을 통해

야 하지만 앞서 언급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수

고용창출 및 경제, 산업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익성이 좋은 카지노, 콘도/아파트, 쇼핑몰 등

문제는 특별경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운영/

을 먼저 개발하고 있는 곳이 많다. 일례로 중

관리를 정부가 아닌 개발자가 주도함으로써

국의 완펑 상하이(Wan Feng Shanghai Real

라오스 정부가 허수아비가 되었다는데 있다.

Estate Co.)가 조성 중인 탓루앙(That Luang

그 결과 대부분의 특별경제구역 특히, 중국이

Lake) 특별경제구역의 경우 향후 15년~20년

주도하는 특별경제구역은 개발계획 자체가 부

내에 대규모 주택단지, 공원, 호수, 도로, 하수

실한데다가 카지노사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도, 쇼핑몰, 스포츠 콤플렉스 등이 지어질 예정

있고, 다른 계획들은 제대로 시행도 되지 않고

이다. 주택단지의 경우 총 19개동의 콘도 건설

있다. 즉, 당초 기대했던 비즈니스 개발 및 고

이 예정돼 있다. 1단계 5개동 114 가구의 콘도

용창출이 부진하면서 오히려 도박중독자를 양

가 라오스, 중국, 일본, 한국, 프랑스, 벨지움,

산하는 등 라오스 내의 많은 특별경제구역은

태국 등의 구매자들에게 분양되었다. 외국인

라오스 경제발전의 동력 역할을 제대로 수행

이 특별경제구역 내에서 20만 달러가 넘는 주

하지 못하고 있다.

택을 구매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라오스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현황

(비엔티안)
비엔티안은 동남아의 다른 수도들과는 아주

라오스의 경우 대부분의 부동산 개발 프로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다. 아직 개발이 본격화

젝트가 수도인 비엔티안 및 특별경제구역 내

되지 않고 있는 탓에 저층 주택과 건물, 공원으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로 이루어진 비교적 한적한 도시이다. 그렇지

탓루앙(That Luang Lake) 특별경제구역 개발계획도 및 현재 짓고 있는 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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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곳도 최근 개발붐에 따라 고층건물이 속

텔은 비엔티안의 최고급 호텔 중의 하나로

속 들어서면서 스카이라인이 바뀌고 있다.

비엔티안 현존 최고층 빌딩이다. 그러나 그
외의 계획들은 진척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 비엔티안 뉴월드 : 중국 CAMC Engineering Co.,
Ltd의 자회사인 CAMCE Investment(Lao)가 5
억 달러를 들여 비엔티안 시내 메콩강변의
42만 평방미터 부지에 ASEM 빌라, 5성급
호텔, 쇼핑몰, 오피스빌딩, 서비스 아파트,
가든 레지던스 등을 지을 계획이다. ASEM
빌라는 완공돼 2012년 비엔티안에서 열린 9
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당시 숙소로 사용
되었다. 객실 239개의 Don Chan Palace 호

Don Chan Palace 호텔

ASEM 빌라

조성 중인 비엔티안 뉴 월드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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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엔티안 센터 : 중국의 Yunnan Overseas

갖추었지만 다른 동남아의 쇼핑몰에 비해

Investment Co., Ltd와 Krittaphong Group

뭔가 한참 부족하다. 중국의 쇼핑몰 개발의

Co., ltd.가 합작하여 2011년 세운 North

수준이 반영돼 있는 느낌이다. 2단계는 호

Nongchang Complex Development Co.,

텔, 클럽, 호수가 상가 등이 개발되고, 3단계

Ltd가 비엔티안 시내에 개발하고 있다. 메콩

에는 주택단지 개발이 계획돼 있다.

강이 가깝고 근처에 개선문, 수상집무실 등
이 있는 요지에 위치해 있다. 비엔티안 최초

- 랏사봉(Latsavong) 플라자 : 중국의

의 도시 콤플렉스 프로젝트로 3단계로 개발

Chongqing F.U.N.D.Real Estate Co.가 라

이 진행되고 있다. 총 80 에이커 규모의 부

오스 국방부와 합작하여 9,900만 달러를 들

지에 건설 중이며, 2014년에 완공된 1단계

여 비엔티안 시내의 15만 평방미터 부지

에서는 쇼핑몰(비엔티안 센터)과 오피스 빌

에 34층 5성급 호텔, 호텔 스타일의 아파트

딩이 완공되었다. 비엔티안센터는 라오스

168가구, 20층 오피스 빌딩, 헬스 케어 센

최초의 현대식 쇼핑몰을 표방하며 영화관도

터, 쇼핑센터 등을 짓고 있다.

비엔티안 센터의 외관과 내부

랏사봉 플라자 개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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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시티 건설 현장

- 스카이시티 : 비엔티안의 찬타불리

된 돈찬 팰리스 호텔이 비엔티안에서 최고

(Chanthabouly) 디스트릭트 내 4.5 헥타르

층 빌딩이었으나 33층 150미터의 WTC 빌

부지에 주거 및 상업시설, 호텔, 쇼핑센터,

딩(Sky Office)이 완공되면 그 지위를 넘겨

레크리에이션 파크, 상업시설 등이 들어선

받게 된다.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비엔티안

다. 1단계는 7층~12층의 13개 빌딩이 들어

최고의 쇼핑 및 비즈니스 장소, 거주공간이

선다. 2020년까지 총 31개의 빌딩이 건설될

될 전망이다.

계획이다. Lao Long Full Investment Co.,
Ltd.가 3억2천만 달러(49%)를 투자하고, 라

불발된 많은 쇼핑센터 건설 프로젝트들

오스 기업이 51%를 갖는다.
많은 부동산 개발자들이 라오스에 와서 대
- 월드 트레이드 센터(WTC) : Lao

형 쇼핑센터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휘황찬란

International Development Co.가 비엔티안

한 청사진과 함께 요란한 착공식을 거행했다.

Nongcha 지구의 50만 평방미터 부지에

그러나 대부분의 계획은 취소, 중단되었다.

WTC 콤플렉스를 짓고 있다. 비엔티안 센터
건너편에 위치한 이곳에는 5성급 호텔, 쇼핑

2011년 9월 5천만 달러를 투입하여 비엔티

센터, 상가, 식당가, 아파트, 오피스빌딩, 기

안에 라오스 최대 규모의 쇼핑 콤플렉스(1천

타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017년 12

개 매장)를 건설하려던 리갈 메가 몰(Regal

월 초 쇼핑몰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

Mega Mall) 프로젝트는 개발자인 싱가포

여 완공이 지연되고 있다. 2004년에 완공

르의 리갈 글로벌(Regal Global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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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C 콤플렉스 개발 계획도

Development)그룹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결국
중단되었다. 개발자는 초기에 자기자본금으로
건설하기 시작했고 상가를 선임대한 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기대만큼 선임
대가 되지 않자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Lane Xang Hotel이 사용률이 저조한 수영

WTC 건설현장 화재

장과 스파에 5층 규모의 Lane Xang Arcade를
2013년 라오스 신년에 열겠다는 계획도 아직
까지 깜깜 무소식이다.

중국의 Hua Sen Phatthana Development
and Investment Co.가 8천만 달러를 들여 6만

88

원인 모르게 불타버린 That Luang Market

평방미터의 부지에 6층 규모로 2013년 10월

을 Luang Trade Center로 재건축하겠다던 계

완공할 계획이던 Nakhonsup Shopping Plaza

획은 베트남투자자가 발을 빼자 중단되었다.

역시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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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건강과 교육 목표에 관한 성과를 측정하
는 인적자산지수, 경제적 취약성 등의 3개를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58억 달러

적용하고 있는데, 라오스는 세 번째 기준 충족

규모의 중국 쿤밍-라오스 비엔티안 고속철도

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라오스는 최

프로젝트와 관련 긍정적, 부정적 견해가 혼재

빈국 졸업 목표시한을 2020년에서 2024년으

된다. 라오스 정부는 동 프로젝트가 라오스의

로 연장하려 하고 있다. 한편, IMF에 따르면

경제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좋은 영향을 줄

라오스 경제는 2000년~2016년간 평균 7.6%

것이라는 입장이다.

성장했고, 2017년 6.8%, 2018년 6.7%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무상원조가 아닌 소프
트론(장기차관) 형식으로 제공되는 58억 달러

한국 기업의 라오스 부동산 개발사업 가능성

가 라오스 GDP의 4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라
오스가 스리랑카처럼 부채의 덫에 빠질 것이

한국기업은 라오스에서 주로 한국이 라오스

라는 우려도 나온다. 스리랑카는 중국 부채를

정부에 제공하는 유,무상 원조 자금으로 시행

갚지 못하자 중국에 함반토타 항구에 대한 99

되는 각종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다. 중국기업

년 리스권리를 제공해야만 했다. 특히, IMF의

들처럼 부동산개발 사업을 직접 진행하고 있

Christine Lagarde 총재는 2018년 4월 그런 취

지는 않다.

지의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실제로 세계은행
자료(2016)에 따르면 라오스의 외채는 GDP
대비 93%로 동남아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다.

물론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라오스
부동산 상황을 놓고 보자면 한국기업이 부동
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수익을 내기는 쉽지

한편, 라오스의 통룬 시술릿 수상은 라오스

않다. 이미 완공된 프로젝트도 분양이 잘 되지

는 고속철도 공사비의 1/5을 부담할 것이며,

않고 있는 경우(예; 타이완 주도의 VITA Park

부채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 다고 밝혔다. 라오

SEZ의 경우도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스 수상은 라오스가 최빈국에서 벗어나기 위

분양률은 70% 수준)도 있고, 많은 부동산 개

해서는 내륙국(landlocked)에서 내륙운송허브

발 사업들이 여러 이유로 중단되었거나, 진행

(land-linked)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고속철도

되고 있는 것들도 공사 진척이 예정보다 많이

는 국가개발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계획된 대규
모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들이 완공되면 한꺼

그러나 고속철도 건설에도 불구하고 라오
스가 2020년 최빈국을 벗어난다는 목표는 달

번에 많은 상가, 사무실, 아파트들이 시장에 나
올 것이기 때문이다.

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유엔은 최빈국의 기준으로 첫째, 1인당

그러나 라오스의 경제가 6~7%의 높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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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2024년에 유엔 최빈국

사(Petroleum Trading Lao Public Company)

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되면서 쇼핑몰, 사무

와 MOU를 체결하고, 수력발전소, 심해항구

실, 아파트 등 부동산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

개발, 메콩강 지역 내 특별경제구역 개발 등의

된다.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물론
착공식을 하고서도 중단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우리가 중국 등 경쟁국이 라오스 시장을 선
점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면서 시장이 성숙

있기 때문에 MOU 체결은 그야말로 먼 여정
의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되기를 기다리다가는 라오스가 제공하는 좋은

90

비즈니스 기회들을 놓칠 가능성이 크다. 2017

정확한 시황 분석과 전망 예측을 통해 우리

년 6월 한국의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KDB산

기업들이 라오스에서 성공적으로 부동산 개발

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라오스 증

사업을 추진했다는 소식을 접할 날을 기대해

시 4개 상장사 중의 하나인 라오스 석유무역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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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이건기 제18대 회장 선출

해외건설협회는 7월 24일(화) 개최된 해외건설협회 임시총회에서 이건기 前서울시 부시장
이 제18대 상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신임 이 회장은 1980년 공직에 입문해 서울시에서 지난 36년간 도시개발, 주택, 건축 분야의 전문 행정가로서
활동해왔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이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
대학 초빙교수를 지내며 후진 양성에도 앞장서 왔다.
최근에는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등 북방 경제권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
회」에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유라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정책과 사업 발굴, 고위급 협의 채널 구축 등을 추진
하는 데 열정을 쏟아 왔다.
이 회장은 취임 수락사에서 “녹록치 않은 사업 환경 속에서 해외건설협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사명감
과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 협회가 정부와 민간, 산업과 산업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양질의 정보와 컨설팅을 지속
적으로 제공함은 물론 지역별·국가별 진출 전략과 기업에게 실익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는 싱크탱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저유가 여파로 중동 플랜트 발주가 급감하고 기 진출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에, 도시개발과 주택 및 건축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보유
하고 있는 이 신임회장이 협회를 맡게 되어 스마트 시티 등 도시수출과 북방경제권 인프라 건설시장 진출확대에
기대가 크다”며, 해외건설협회가 해외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업계의 애로사항과 입장을 대변하는
데 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신임 이 회장은 7월 25일, 3년의 임기로 취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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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제4차 한-스페인
건설협력 포럼 개최

해외건설협회는 KOTRA와 공동으로 스페인 건설기업들과 제3국 공동 진출 등 협력기반 확
대 방안 모색을 위한 제4차 한-스페인 건설 협력 포럼을 6월 19(화) 11시 스페인 마드리드
에서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국토교통부, 외교부, 스페인 철도산업협회의 후원과 함께, 한국 측에서는 GS건설, LS산전, LS케이블,
대우건설, 포스코대우, 한화건설, 현대건설, 철도시설공단 등 8개사가 참여하였으며, 스페인 측에서는 5년 연속
해외 매출액 1위를 기록한 ACS와 ACCIONA, Sacyr, Comsa 등 17개사가 참가하였다. 이번 포럼은 2014년
한국 해외건설협회와 스페인건설협회(SEOPAN) 간 체결된 MOU와 2017년 한국 국토교통부와 스페인 건설부
간 체결된 '한-스페인 인프라교통협력 MOU'를 계기로 구축된 양국 건설기업 간의 상호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열리게 된 것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양국의 기업은 세계건설시장에서 각자의 위상과 강점을 확인하고, 이에 기반을 둔 제3국 시
장에서의 협력확대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1:1 상담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업 참여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
의함으로써 앞으로 양국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 발굴에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측
은 해외건설협회가 '한국 해외건설산업 소개 및 한국 기업의 강점'을, 스페인 측은 '한-스페인 협력 제3국 진출현
황'을 발표하고, 상호 전략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미국의 건설전문지 ENR에 따르면, 스페인 건설기업은 최근 4년간 연간 해외매출액이 세계 1∼2위를 기록하고
있어 우리 해외건설의 전략적 제휴 파트너로 평가받는 가운데, 스페인 기업과의 제3국 공동진출 등 상호보완적인
협력은 최근 해외수주 실적이 저조한 우리 해외건설업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양국은 1980년 사우디에서 첫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한 이래 2018년 5월까지 총 17개국에서 63건, 약 180억불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다.
해외건설협회와 국토교통부는 양국 기업이 지속적인 교류와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사업
을 발굴하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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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프랑스
건설협회(FNTP)와 건설협력 의향서 체결

해외건설협회는 우리 기업의 신시장 개척 활로 마련을 위해 6월 20일(수)에 프랑스 건설협
회(FNTP)와 건설협력을 위한 의향서(LOI)를 체결하였다.
LOI의 주요내용은 △ 프로젝트 정보 공유 △ 제 3국 공동진출을 위한 신규 사업기회 발굴 및 촉진 △ 파이낸싱
확보를 위한 공동협력 △ 공동 회의 개최 등이다.
이번 LOI는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 불모지인 유럽 건설시장을 실질적 신시장으로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프랑스는 2016년 ENR 기준 세계 4위에 해당하는 건설강국으로 유럽, 아프리카, 미주 지
역에 우리보다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프랑스와 협력관계 구축 시 지역 다변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
상된다. 참고로 양국은 2018년 5월까지 총 42개국에서 141건, 377억불 규모의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주한 바
있다.
해외건설협회는 앞으로 이번 LOI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신시장 진출 촉진를 위해 적기의 프로젝트 정보 제공을
통한 실질적 수주확대를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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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프랑스 공공건설협회(FNTP) 및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GCEF)와 해외 인프라 반부패
경쟁력 강화 MOU 체결

해외건설협회는 프랑스 공공건설협회(브루노 카바니에, Bruno Cavagné), (사)글로벌경쟁
력강화포럼(대표 강주현)은 2018년 6월 20일(수) 프랑스 파리 프랑스 공공건설협회 본부에
서 해외 건설시장 환경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공동노력과 민관협력을 증진하기 위하
여 해외 인프라 분야의 반부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삼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자 협력을 통해 해외건설업체 준법윤리경영을 확산하고 △G20 국가 해외건설협회들과 다자간
협력을 통해 ‘책임있는 기업관행’문화를 증진하며 △G20 및 비 G20 국가 공공부문 및 다자개발은행들과의 반부
패 민관협력 추진을 통해 ‘책임있는 정책방향’을 제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기풍 한국 해외건설협회장은 “세계은행은 전 세계 공공입찰 규모를 글로벌 GDP의 20%로 추정하며, 2014년
OECD 외국 뇌물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에서 전 세계 뇌물 사건 수 15%가 발생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각국의 해외건설협회 의지를 모아 자발적으로 변화를 선도하고 부정적 이미지 쇄신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랑스와의 협력을 토대로 해외건설업의 중요성과 해외건설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
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삼자 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프랑스 공공건설협회 부르노 카바니에 회장은 “반부패, 특히, 뇌물방지를 위해서는 뇌물의 수요와 공급 측면 모
두 차단되어야만 한다. 즉, 기업 및 경제계는 예방, 적발, 교정 노력을 해야 하고, 정부 및 공공부문은 부정청탁이
나 강요가 없도록 통제해야 한다. 또한 기업 및 경제계의 자정 노력을 인정하는 보상 정책도 필요하다. 한국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해외건설환경을 더욱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본 MOU의 의의를
밝혔다.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안젤라 강주현 설립자 겸 상임대표는 “반부패 확산을 위해서는 심지어 동종산업의 경
쟁기업 간에도 죄수의 딜레마를 넘는 공동노력과 아울러, 뜻을 같이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민관협력이
필요하다. 한국과 프랑스 해건협의 가교역할을 한 것을 보람되게 생각하며, 이번 협약을 촉매제로 삼아 향후 좀
더 많은 국가로 확산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각 기관은 해외 진출에 있어서 반부패를
위한 노력이 장애물이 아니라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외건설 분야 정보와 지식 및 경
험 공유, 공동 연구 조사, 해외건설업계 공동노력과 민관협력을 증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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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포르투갈 리스본
South Bay 개발 계획 설명회 개최

해외건설협회는 『포르투갈 리스본 South Bay 개발 계획 설명회』를 6월 28일(목) 대한상공
회의소에서 개최했다.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설명회는 주한포르투갈 대사관을 비롯하여 총 31개사, 5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포르투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남부만(South Bay) 개발 사업을 소개하고, 우리 기업
의 유럽 건설시장 진출 확대를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포르투갈 정부는 900ha 규모의 리스본 남부만 개발과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활동 강화와 산업 개발 촉진을 꾀하

고 있다. 이 사업의 추진기관인 바이아 두 테주(Baía do Tejo)는 알마다시(Almada), 바헤이루시(Barreiro), 세
이샬시(Seixal) 등 3개 시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송영완 해외건설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포르투갈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나가는 전략적 요충지로 EU와 역
외지역을 연결하는 게이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그동안 주력 시장으로 삼은 중동과
아시아 지역과는 달리 더욱 진보된 역량을 배양해서 포르투갈 시장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사로 나선 바이아 두 테주의 '세르지오 사라이바' 상임이사는 리스본 South Bay 개발계획에 대하여, 리스본 투
자청의 '후이 꼬엘류' 상임이사는 리스본 투자기회 소개를, '마리아 주앙 산투스' 시장보좌관과 '이네스 드 메데이
로스' 시장은 각각 세이샬시와 알마다시의 개발 계획과 주요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해외건설협회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공조하여 우리 기업의 신시장 진출 확대를 적극 지
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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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미국 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네트워크 구축

해외건설협회는 현지시각 7월 2일(월) 미국 내 한인 은행 중 최대 규모이자 유
일하게 복수의 주(州)에서 영업 중인 은행(supraregional bank)인 ‘Bank of
Hope’의 Kevin S Kim 행장을 면담하고 우리 기업의 미국 인프라 시장 진출
시 새로운 펀딩소스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Daniel Kim 부행장 겸 최고전략책임자를 한국기업의 전담 책임자로 지정하고, 향후 우
리기업의 미국 진출이 구체화되면 전문데스크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 현대차와 기아차의 공장이 있는 알라바마의 경우 벤더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창구를 운영
중이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기업의 미국진출을 지원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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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미국 가주한인건설협회(CKCA)와
업무협약(MOU) 체결

해외건설협회는 현지시각 7월 2일(월) 트럼프 행정부의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공약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미국 LA 소재 ‘가주한인건설협회(CKCA, CA
Korean Construction Association)’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가주한인건설협회와의 MOU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인프
라 투자 공약이 점진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
었으며, 현지 사정에 밝은 가주협회가 미국 인프라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게 현지
소재 적격 JV(Joint Venture)와 벤더(Vendor) 대상 업체 리스트 및 법무/세무법인 추천 등의
컨설팅을 제공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건설협회는 국내기업의 미국 인프라 시장 진출 시 필요한 현지 발주정보뿐 아니라 JV 구성
이나 벤더 선정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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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업계 부서장 간담회

해외건설협회는 7월 5일(목) 해외건설협회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한국수출입은행,
K-sure,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를 비롯해 GS건설, SK건설, 대우건설, 현대건
설 등 주요 해외건설업체 부서장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협회에서 먼저 상반기 수주실적 및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GICC 2018 행사와 해외건설플랜
트의 날 유공자 포상 추천 등에 대해 안내했으며, 이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해 간략히 소
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간담회 참석자들은 각 사의 올해 해외건설 실적과 수주전략,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
으며, 최근 추세인 PPP 등 투자개발형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 금융기관, 기업, 협회 등 해외건설업계 모두
가 협력해 나가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우리 협회는 해외건설업계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부서장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통
해 업계의 긴밀한 협력, 공조체계를 도모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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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 동 법 시행령 제17조, 동 법 시행규칙 제13조

6월 수주 실적
‘18.5.30 기준 해외건설 수주액은 총 175.3억불
* (신규) 325건, 13,066백만불, (변경) 303건, 4,464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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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652
(682건)
309
(373건)

1년간(억불)

1.1~6.30(억불)

14

660
(708건)
375
(331건)

15

461
(697건)
255
(297건)

16

282
(607건)
152
(300건)

17

최근 5년 평균

290
(624건)
163
(336건)

469
(664건)
251
(327건)

700
600
500
400
300

175

200
100
0

중동
37.2%

아시아
52.5%

'13

'14

'15

1년간(억불)

'16

'17

1.1~6.30(억불)

토목
23.0%

'18

‘18
-

175
(325건)
중남미
4.0%

건축
21.0%
플랜트
52.8%

※ (지난달 수주현황) UAE, 루와이스 해저 원유 시설 프로젝트(삼성ENG, 26.0억불) 등 63건,
약 39.6억불

세부항목별 수주액
ㅇ 지역별 : 아시아 52.5%(92.1억불, 1위), 중동 37.2%(65.2억불, 2위), 중남미 4.0%(6.9억불, 3위), 아프리카 3.0%(5.3억불, 4위)
ㅇ 국가별 : UAE 26.8%(46.9억불, 1위), 베트남 11.1%(19.5억불, 2위), 싱가포르 10.0%(17.6억불, 3위), 중국 5.3%(9.3억불, 4위)
ㅇ 공종별 : 플랜트 52.8%(92.5억불, 1위), 토목 23.0%(40.3억불, 2위), 건축 21.0%(36.8억불, 3위), 용역 2.5%(4.4억불, 4위)
지역별

'65~

'18년

아시아

31.8%

52.5%

중남미

5.0%

4.0%

중 동

53.9%

37.2%

국가별

'65~

'18년

공종별

11.1%

토 목

UAE

9.6%

26.8%

싱가포르

5.1%

10.0%

베트남

4.6%

'65~

'18년

플랜트

57.7%

52.8%

건 축

19.3%

21.0%

18.4%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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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대비 수주현황(지역 · 공종 · 국가)
지역별
지역
계

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

북미·태평양

공종별
공종
계

플랜트
토 목
건 축
용 역
전 기
통 신

2018.6.30
건수
금액
325
17,530,058
(100.0)
(100.0)
201
9,203,935
(61.8)
(52.5)
21
6,522,819
(6.5)
(37.2)
23
689,909
(7.1)
(4.0)
19
531,702
(5.8)
(3.0)
34
331,847
(10.5)
(1.9)
27
249,846
(8.3)
(1.4)
2018.6.30
건수
금액
325
17,530,058
(100.0)
(100.0)
18
9,251,555
(5.5)
(52.8)
24
4,027,664
(7.4)
(23.0)
139
3,682,990
(42.8)
(21.0)
116
441,601
(35.7)
(2.5)
24
110,656
(7.4)
(0.6)
4
15,592
(1.2)
(0.1)

국가별(주요 3개국)
공종
계

UAE

베트남

싱가포르

100

2018.6.30
건수
금액
325
17,530,058
(100.0)
(100.0)
6
4,691,176
(1.8)
(26.8)
42
1,949,480
(12.9)
(11.1)
7
1,755,044
(2.2)
(10.0)

2017.6.30
건수
금액
336
16,315,052
(100.0)
(100.0)
235
6,594,919
(69.9)
(40.4)
35
8,994,178
(10.4)
(55.1)
19
225,219
(5.7)
(1.4)
16
135,131
(4.8)
(0.8)
25
293,384
(7.4)
(1.8)
6
72,221
(1.8)
(0.5)
2017.6.30
건수
금액
336
16,315,052
(100.0)
(100.0)
41
11,537,071
(12.2)
(70.7)
28
2,668,529
(8.3)
(16.4)
130
1,485,088
(38.7)
(9.1)
103
362,284
(30.7)
(2.2)
32
301,488
(9.5)
(1.8)
2
-39,408
(0.6)
(-0.2)
2017.6.30
건수
금액
336
16,315,052
(100.0)
(100.0)
10
228,079
(3.0)
(1.4)
43
780,130
(12.8)
(4.8)
3
284,806
(0.9)
(1.7)

1965.1.1~2018.6.30
누계건수
누계금액
12,655
796,967,856
(100.0)
(100.0)
6,781
253,314,929
(53.6)
(31.8)
3,605
429,966,690
(28.5)
(53.9)
429
39,431,428
(3.4)
(5.0)
685
23,830,997
(5.4)
(3.0)
488
19,753,986
(3.8)
(2.5)
667
30,669,826
(5.3)
(3.8)

(단위: 건, 천불, %)

증감율
(금액)
7.5

39.6

-27.5

206.3

293.5
13.1

245.9
(단위: 건, 천불, %)

1965.1.1~2018.6.30
누계건수
누계금액
12,655
796,967,856
(100.0)
(100.0)
1,841
460,105,686
(14.6)
(57.7)
2,205
146,862,352
(17.4)
(18.4)
4,127
153,826,983
(32.6)
(19.3)
3,410
16,105,555
(27.0)
(2.1)
904
16,765,718
(7.1)
(2.1)
168
3,301,562
(1.3)
(0.4)

증감율
(금액)
7.5

-19.8
50.9

148.0
21.9

-63.3

-139.6

(단위: 건, 천불, %)

1965.1.1~2018.6.30
누계건수
누계금액
12,655
796,967,856
(100.0)
(100.0)
321
76,756,689
(2.5)
(9.6)
1,236
36,585,360
(9.8)
(4.6)
347
40,957,265
(2.7)
(5.1)

증감율
(금액)
7.5

1956.8
149.9
516.2

K-BUIL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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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신규수주 공사내역 (2018. 6.1~30)
국가

계

업체

공 사 명

발주처

총 5건

3,581,469

Jurong Town
Corporation

삼보이엔씨

풍골노스 파일공사

삼성물산

남북 회랑 N107 공구

UAE

삼성ENG

루와이스 해저 원유 시설 프로젝트

카자흐

S K 건 설

알마티 순환도로 투자사업

파 키
스 탄

한전KPS

럭키전기발전사 660MW O&M

싱 가
포 르

기간금액

Land Transport
Authority

Directorate General of
Civil AviationADNOC
Refining
BAKAD 투자 및
운영 유한책임조합
럭키전기발전사

(단위: 천미불)

계약일자

비고

-

-

227,787

2018/06/04 신규

447,735

2018/05/23 신규

2,602,986 2018/02/07 신규
180,910

2018/02/07 신규

122,051

2018/05/22 신규

※ 1억불 이상 주요 신규 및 변경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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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6.30
건수
금액

331 37,532,113

(100.0)

(9.4)

(16.6)

(61.0)

(0.3)

(3.4)

(1.2)

(7.7)

(1.3)

(7.7)

(14.7)

(10.8)

6,224,206

10

119,868

21

456,821

27

492,564

(3.0)
(6.4)
(8.2)

15 5,494,535

(4.5)

28

(65.9)

201

(60.7)

297 25,490,432

(100.0) (100.0)

57 24,744,119

(17.2)

2015.1.1~6.30
건수
금액

2016.1.1~6.30
건수
금액

300 15,217,814

(100.0) (100.0)

6,979,209

4,718,073

198

6,882,755

13

1,361,042

15

352,629

25

512,582

15

1,390,733

(11.4)

(51.1)

(66.0)

(4.0)

(4.3)

(0.2)

(5.0)

(1.0)

(8.3)

(16.3)

(5.0)

181 13,032,851
10

1,012,958

23

64,298

23

241,038

32

4,160,078

336 16,315,052

(100.0) (100.0)

34

(27.4)

2017.1.1~6.30
건수
금액

8,994,178

235

6,594,919

6

72,221

25

293,384

16

135,131

19

225,219

(10.4)

(45.2)

(69.9)

(9.0)

(1.8)

(2.3)

(7.4)

(3.4)

(4.8)

(9.1)

(5.7)

2018.1.1~6.30
건수
금액

325 17,530,058

(100.0) (100.0)

35

(31.0)

(단위: 건, 천불, %)

(100.0)

21 6,522,819

(55.1)

(6.5)

(40.4)

(61.8)

(0.5)

(8.3)

(1.8)

(10.5)

(0.8)

(5.8)

(1.4)

(7.1)

(37.2)

201

9,203,935

27

249,846

34

331,847

19

531,702

23

689,909

(52.5)
(1.4)
(1.9)
(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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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13층(부영빌딩)
TEL : (02) 3406-1114(代) FAX : (02)3406-1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