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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워치

일본 PPP/PFI(민간투자사업) 동향 및 시사점

김 동 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 본 원고는 민간투자사업 제도 개선방안(일본 제도와 사례의 시사점)(2017, 서울연구원)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됨

1. 일본 PPP/PFI(민간투자사업) 동향

1997년 가을 긴급 경제 대책으로 민간투자사
업 제도 도입이 거론된 이후 2년 만에 PFI법이

1) 일본 PPP/PFI(민간투자사업) 변천사

시행되었다.

일본은 1980년대 제3섹터(공공과 민간이

일본 민간투자사업의 보급기라고 할 수 있

공동출자한 합동법인 형태) 방식을 통한 인

는 2002∼2004년에는 중앙합동청사 건설사

프라 건설 정책을 실패로 평가하고, 1999년

업과 같은 중앙정부에 의한 대형 사업을 시행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s) /PFI(Private

하였고, 5개 실무 가이드라인(실시 과정, 위험

Finance Initiative)(이하 민간투자사업)를 추진

분담, VFM, 계약, 모니터링)을 공표하였다.

하기 위해 ‘민간자금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정

2005∼2006년은 일본 민간투자사업의 정착기

비 촉진에 대한 법률’(이하 PFI법)을 제정하였

라고 할 수 있다. 교육·문화 시설 등의 공공 건

다. 일본의 민간투자사업은 1999년부터 2013

축물은 물론 상하수도 시설, 공항 등 광범위하

년까지 도입기, 보급기, 정착기, 정체기, 전환

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민간투자사업 실

기로 구분된다.

시 8년 만에 250건 이상의 사업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들이 ‘시설 조

민간투자사업이 일본에 처음으로 도입된

성’에만 치중하여,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일본 민간투자사업

용’하기 위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하는 민

의 도입기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장

간투자사업의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

기 경기침체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

는 비판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족으로, 일본은 재정 부담 없이 사회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을 주목하였다.

2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일본 민간투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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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PPP/PFI(민간투자사업) 추이

대변되는 대외적 요인과 민간투자사업 도입 10
년 동안 여러 문제점을 노출한 민간투자사업의

일본의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수를 살펴보면,

자체 요인이 결합되어 일본 민간투자사업이 정

1999년 제도 시행 이후 2002년부터 2008년까

체되었다. 대외적으로는 2008년 세계 금융 위

지 매년 40건 이상의 실시방침이 발표되었다.

기로 공공시설 조성 사업 자체가 감소하고 민

이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0건 이하의 실

간의 사업 참여 의욕이 줄어들었고, 민간투자

시방침이 발표되었고, 2014년부터 다시 증가

사업 제도 자체적으로도 리스트 매니지먼트,

하는 추세다.

민관의 상호 의사소통, 실무 부담 등 여러 어려
움이 누적되어 민간투자사업이 정체되었다.

계약금액의 경우, 2000년 초반 각종 인프라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늘면서 2008년 계약

2011년 이후는 일본 민간투자사업의 전환기

금액이 7,000억 엔까지 상승하였으나, 2008

라고 할 수 있다. 1970∼80년대 고도 성장기

년 세계 금융 위기 등으로 민간투자사업이 급

에 조성된 사회 인프라의 정비 시기가 도래한

속하게 위축되었다. 하지만 2011년 컨세션 방

2010년 이후, 일본은 ‘인프라의 노후화·정비 대

식을 허용하는 PFI법 개정 이후 계약금액이 다

책’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

시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계약금액은 일부

로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하고자 PFI법을 개정하

부침이 있으나 실시방침건수는 증가하는 추세

는 등 제도를 정비하였다. 특히 공항, 항만, 철

이다.

도, 도로, 하수도, 주택, 공원 등 많은 인프라를
담당하는 국토교통성이 ‘공공인프라 민간 개

3) 일본의 민간투자사업 최근 동향

방’정책을 추진하고, 내각부는 인프라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용 정책을 제시하였다.

PFI법 제정 초기에는 ‘서비스 구입 방식’(민

표 1 ▶ 일본의 분야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분야

교육과 문화(문교 시설, 문화 시설 등)
생활과 복지(복지 시설 등)

건강과 환경(의료 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장례식장 등)
산업(관광 시설, 농업 진흥 시설 등)

사업주체별 실시 방침 발표 건수

국가

지방

기타

0

23

0

3
0
0

160
97
14

마을 만들기(도로, 공원, 하수도 시설, 항만 시설 등)

14

116

청사와 숙소(사무 청사, 공무원 숙소 등)

42

14

합계

74

안심(경찰 시설, 소방 시설, 행형 시설 등)
기타(복합 시설 등)

8
7

자료: 内閣府, 2017, ｢PPP/PFI 事業事例集(内閣府民間資金等活用事業推進室｣

17
49

490

37
2
0

합계
200
23
99
14

2

132

4

60

0
0

45

25
56

60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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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일본의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실시방침 발표건수 및 계약금액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실시방침
발표건수

3

10

계약금액

0

359 1183 1816 3537 2183 5842 5641 5551 7048 4532 2367 1314 4152 1002 1421 3645

26

47

45

45

43

45

45

40

34

17

24

22

31

41

35

자료: 일본 내각부, 2017, ｢PPP/PFI 사업 사례집 (내각부 민간 자금 등 활용 사업 추진실)｣

그림 1 ▶ 일본의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추이

자료 : 일본 내각부, 2017, ｢PPP/PFI 사업 사례집 (내각부 민간 자금 등 활용 사업 추진실)｣

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일정기간동안 정

하는 방식이다.

부에 임대해주는 우리나라 Build-TransferLease 방식과 유사) 위주로 민간투자사업을 실

2013년 PFI법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주

시하였으나, 2011년, 2013년, 2015년 PFI법

식회사) 민간자금 활용사업 추진기구’(PFI

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Promotion Corporation of Japan)의 설립이

추진 중이다.

다. ‘(주식회사) 민간자금 활용사업 추진기
구’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출자한 인프라펀드

4

2011년 PFI법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컨세션

를 이용하여 체육관, 공항, 과학관 등 개별 민

방식의 도입이다. 컨세션 방식은 노후 공공시

간투자사업에 출자하는 기관이다. 이익을 극

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식

대화하고자 하는 민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

으로, 시설 소유권은 공공주체가 가진 채 시설

해 정부와 민간이 각각 100억 엔씩 출자하여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팔고, 민간 사업자

인프라펀드를 조성하였으며, 개별 민간투자

는 이용자(시민)에게 요금을 받아 수익을 실현

사업에 대한 투자 여부는 기구 산하의 ‘민간

K-BUIL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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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컨세션 방식의 구조도

자료 : http://www8.cao.go.jp/pfi/concession/concession_index.html(일본 내각부)

그림 3 ▶ 민관연계 인프라펀드 구조도

자료 : 財務省, ｢内閣府 民間資金等活用事業推進室｣ (https://www.mof.go.jp/about_mof/councils/fiscal_system_council/sub-of_filp/
proceedings/material/zaitoa251203/4.pdf)

자금 활용 사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정한다.

MICE(Meetings, Incentives, Conferences and
Exhibitions or Events) 시설을 추가하였다. 또

아울러 일본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

한 중앙정부는 법률, 회계, 세무, 금융 등에 대

해 PFI법 개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투자

한 전문가를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하고 민간투

사업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PPP/PFI의 근본

자사업의 실무에 관한 문의에 원스톱으로 대

적 개혁을 위한 액션플랜’(2017년 개정판)에

응하는 원스톱 창구를 운영하는 등 지방 민간

서는 기존의 컨세션 사업, 수익형 사업에 공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공 부동산 활용사업을 추가하고, 컨세션 사

운영 중이다.

업 중점 분야에 크루즈 여객 터미널 시설 및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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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민간위탁과 컨세션 방식의 차이

자료 : 国土交通省, ｢PPP/PFI手法の整理とコンセッション方式の積極的導入のための展開について｣ (https://www.mlit.go.jp/
common/001003171.pdf)

2. 일본 민자투자사업 제도 세부 특징
및 벤치마킹

또한 일본 내각부 PFI추진실 홈페이지에
는 ‘PPP/PFI 추진위원회 전체회의’회의 자료,
‘PFI 표준 계약 1(공용 시설 정비형 서비스 구

다음으로 일본의 민간투자사업 법·제도·정

매형 버전)’, ‘PPP/PFI사업사례집’등이 공개되

책·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

어 있고,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에는 ‘일

할 만한 사항을 제시한다.

본 PPP/PFI사업·추진방안 사례집’, ‘PPP/PFI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관민 간 대화와 제안 사

1) 사업 관련 자료 공개

례집’, ‘PPP사업의 관민 대화·사업자 선정 과
정에 대한 운영 가이드’, ‘VFM 간이 산정 모

6

일본의 민간투자사업을 연구하며 필자가 가

델’, ‘VFM 간이 산정 모델 설명서’등이 공개되

장 놀랐던 점은 제도의 투명성이다. 우리나라

어 있어, 민간투자사업에 관심있는 누구나 손

는 민간투자사업 관련 자료 대부분을 공개하

쉽게 민간투자사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 않는 반면, 일본은 입찰 설명서, 요구수준

반면 우리나라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

서, 계약서 등 개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구체

리센터 연차보고서’(한국개발연구원)에 1페이

적인 자료들까지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일

지 분량으로 사업별 제안서 검토 결과 요약, 타

본 내각부 PFI추진실 홈페이지나 지방자치단

당성분석 검토 결과 요약, 수요예측재조사 결

체 홈페이지에는 개별 민간투자사업의 기간,

과 요약이 공개되고 있으며, ‘민간투자사업 운

선정 방식, 사업 방식, 사업 유형 정보뿐만 아

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기획재

니라 실시 방침서, 입찰 설명서, 요구수준서,

정부)에 사업별 추진단계, 시설유형, 실시협약

계약서 등 다양한 문서들이 공개되어 있다.

체결연월, 운영기간, 연간 투자비, 연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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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일본 민간투자사업 자료 공개(예시)

자료 : http://www8.cao.go.jp/pfi/pfi_jouhou/jigyou/shousai/tokyo.html#project27(일본 내각부)

지급금, 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액이 공개되고

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개별 민간투자사

컨세션(운영형 사업) 방식이다. 시설 소유권을

업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민간의 사

가진 공공주체가 민간 사업자에게 장기간(20

업 준비기간을 단축시켜 진입장벽을 낮출 필

년 이상) 시설 운영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요가 있으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민

민간 사업자에게 수입과 비용에 대한 책임과

간투자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권한을 주어 공공시설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프라 시설에 대한 민
간 개방, 민간 요금 징수, 독립채산(이용요금

2) 컨세션(운영형 사업) 방식 시행

징수를 통해 운영 비용 회수) 방식이 주요 특
징이며, 실례로 공공주체가 소유하고 있는 노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으나 일본

후한 컨벤션 센터, 체육관 등의 장기 운영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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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자에게 팔고, 민간 사업자는 시설개

3) 복합 시설 및 부대사업

선 비용(리모델링비 등), 운영비 등을 투자하
고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
고 있다.

개별 일본 민간투자사업들의 특징은 다양
한 복합 시설을 건설하고 많은 부대사업을 진
행한다는 점이다. 일본은 도서관·보건센터·다

민간이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권을 소유하

목적 홀의 복합화, 어린이집·중학교·노인케어

며 리모델링 등 대규모 수선도 직접 하고 사용

센터의 복합화, 문화센터·주차장의 복합화 등

료도 주도적으로 정한다는 점 등에서 우리나

다양한 복합 시설을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건

라의 민간위탁(최대 5년, 한번 갱신 가능) 제도

설하였다. 또한 일본에서는 법적 제한없이 다

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관광산업

양한 부대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일부 비용

활성화, 노후시설의 개량 등에 컨세션(운영형

만 회수 가능한 사업도 부대사업을 통해 수

사업)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하는 방안

익성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민간투자

표 3 ▶ 일본 민간투자사업의 복합 시설 사례
1
2
3

사업명

쿠와나시 도서관 복합 공공시설
특정사업

도서관, 보건 센터 및 근로 청소년 홈에 다목적 홀을 더한 복합 시설을 정비․유지관리․
운영하는 BOT방식의 민간투자사업

교토 미이케 중학교 복합 시설
정비 사업

중학교, 영유아 보육원, 노인 데이 서비스 센터, 지역 포괄 지원 센터, 비축 창고 등의 복합
시설을 정비․유지관리․운영하는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

이치카와 시립 제일 나나 중학교
교사․급식실․공회당 정비 및
탁아소 정비 사업

4

오카자키 건강관 살리기 사업

5

이나기시 (가칭)신문화센터 정비
운영 사업

6
7
8
9

10

내용

(가칭)미나미센리역 공공 공익
시설 정비 사업

도쓰카역 서쪽 출구 제1지구 2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따른 공익
시설 정비 사업
(가칭)시와 쵸우 교류 촉진 센터
정비 사업
네리마역 북쪽 출구 소유지
활용사업

야기역 미나미 시유지 활용사업

노후 교사와 급식실의 재건축에 있어 공회당이나 보육원 등의 지역 니즈가 높은 시설을
갖춘 복합 시설을 정비․유지관리․운영하는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

｢보건 위생 사업｣, ｢시민 건강 만들기 지원 사업｣, ｢어린이 육성 지원 사업｣, ｢시민 교류
지원 사업｣으로 구성된 복합 시설을 정비·유지관리·운영하는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
평생 학습·커뮤니티, 홀, 아동·청소년 도서관을 정비·유지관리․운영하는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

공공시설(출장소, 도서관, 보건 복지 센터, 지역 회관 등)을 이전·집약화한 복합 시설을
정비․유지관리․운영하는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

2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 가운데 공익 시설(구청 구민 문화센터·교통광장 및 주차장 등)을
정비․유지관리․운영하는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
이용되지 않던 시와 중앙역 앞 정 소유지에 정기 차지권에 참여한 민관 복합 시설(오 걸
플라자)을 정비․유지관리․운영하는 사업

구의 소유지에 정기 차지권을 설정하고 공공시설(어린이 가정 지원 센터, 보육 시설 등 산업
진흥 센터, 교류 홀, 교류 센터 주차장), 민간 시설(병원, 상업 시설)의 복합 시설을 갖춘 사업
청사, 관광 시설, 부대시설을 정비․유지관리․운영하는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

자료 : 일본 내각부, 2017, ｢PPP/PFI 사업 사례집 (내각부 민간 자금 등 활용 사업 추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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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 절차 등은 대동소이하다.

사업비의 범위 이내에서만 부대사업을 추진
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다양한 복합 시설 건

하지만 일본은 동일부지 인정 특례제도를

설과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

이용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한 사례(진구

다. 우리나라도 재정 절감을 위해, 관련 법·제

마에 민활재생 프로젝트 등)가 있는 반면, 우

도를 개선하여 복합 시설 및 부대사업을 보다

리나라는 결합건축/건축협정제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아직 없다. 우

있다.

리나라도 결합건축, 건축협정제도를 이용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

4) 노후 시설의 현대화 및 개량 사업 실시
노후 시설의 현대화 및 개량 사업에 민간투

가 있다.

6) 공적 부동산 활용

자사업을 활용한 점 역시 우리나라가 일본을
참고할만한 부분이다. 일본은 복지회관, 대학

일본은 ‘PPP/PFI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액션

연구동, 청소년 센터, 미술관 등 1960∼70년대

플랜’에 중점 추진 사업유형 중 하나로 ‘공적

건설된 다양한 노후 시설에 대한 현대화 및 개

부동산의 유효 활용 사업’을 선정하고, 정부 차

량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원에서 국·공유 유휴 부동산을 활용한 민간투

우리나라도 1970∼80년대 건설된 인프라시설

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추진 시

이 많아 조만간 노후 인프라시설에 대한 현대

책으로 ‘공적 부동산의 관민 제휴 추진’을 명기

화 및 개량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하고 도로 상부, 국립대학법인 자산 등 활용도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노후 시설 현대화 사업

가 낮거나 사용하고 있지 않은 국·공유 부동산

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을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활용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5) 결합건축 제도 활용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자산공사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복수의 건축물을 동일

(KAMCO)에서 국·공유지를 위탁개발하고 있

한 부지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건축규제

지만, 아직까지 국·공유 유휴 부동산을 활용한

(용적율, 건폐율 등)를 적용하는 결합건축(일

민간투자사업은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단지)제도를 운영 중이다. 일본의 동일부지 인

국·공유 유휴 부동산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

정 특례제도(일단지건축물설계제도, 연담건축

추진을 위해 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

물설계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결합건

가 있다.

축, 건축협정제도를 도입하였으므로, 두 나라
의 제도 도입 취지, 도입 시 적용 특례 및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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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 지원

3. 일본 민자투자시장 진출을 위한 제언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중앙정부에 비해 지

끝으로 일본 민간투자사업에 진출하고자 하

방자치단체에는 민간투자사업 전문 인력이 부

는 국내 업체에 대한 조언으로 글을 마무리하

족한 상황이나,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자 한다. 먼저 일본 진출 이전에 인터넷에 공

민간투자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는 두 나라가

개된 민간투자사업 자료들을 충분히 조사, 분

매우 다르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

석할 필요가 있다. 일본 내각부 PFI추진실 홈

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 지원, 원스

페이지,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탑 창구 운영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인 반

홈페이지 등에 개별 민간투자사업들의 입찰

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유관

설명서, 요구수준서, 계약서 등이 공개되어 있

기관 종사자를 위한 교육 정도가 전부이다.

으므로,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 규모, 수익
률 등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의 시장 상황을 충

일본 내각부 PFI추진실은 위탁 컨설턴트를

분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로 파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
진하는 개별 사업에 관한 법률, 회계, 세무, 금

다음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일

융 등 사전 검토 규정의 운용 초기 단계를 지

본 현지 건설컨설팅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일

원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관계자 간

본시장 진출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의 연계 강화, 인재 육성, 민관 상호 협력을 위

민간투자사업 제도, 행정 절차, 입찰 관행 등이

해 산·관·학·금융으로 구성된 지역 플랫폼을 형

우리나라와 상이하므로, 사업리스트를 줄이기

성하고, 행정, 금융, 법률, 회계, 컨설턴트 등

위해 일본 현지 컨설팅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실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일본 민간투자사업에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해

원스톱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

볼 필요가 있다.

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
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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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시사점1)

정 영 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 연구위원

를 활용해 산출한 글로벌 주택가격지수(41개

I. 글로벌 부동산 가격 동향

국) 기준으로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글로벌 부동산 가격이 금융위기 이후

2017년 3분기 119.7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

최고치(2007년 4/4분기 103.8)의 15%를 상회

다. OECD, BIS가 국가별로 발표하는 지표

하였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 기

그림 1 ▶ 글로벌 주택가격지수2)

주 : 실질기준, 단순평균
자료 : IMF; 글로벌 부동산가격지수는 OECD,
BIS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

(단위: 2010=100)

그림 2 ▶ 선진국 및 신흥국 주택가격지수

(단위: 2010=100)

주 : 1) MSCI 기준 분류 2) 실질기준 3) 신흥국 가격지수 자료는 각국
자료의 시작시점이 상이한 관계로 단순평균 계산 시 2002년
과 같은 급등이 발생.
자료 : OECD; BIS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

1) 본 원고는 필자가 연구책임자로 수행한 2018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과제, 정영식·김경훈·김효상·양다영·강은정, 『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영향 분석』을 기초로 작성
2) IMF가 제공하는 글로벌 부동산택가격지수(실질)는 총 63개국을 단순평균한 자료이고, 본고에서 제시한 글로벌 부동산가격지수는 IMF가 제
공하는 63개국 중 MSCI 기준을 적용하여 선진국과 신흥국을 분류하였으며 이들의 총합(41개국)을 단순평균한 자료이다. (선진국) 호주, 오
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홍콩, 싱가포르,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
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 총 23개국, (신흥국) 칠레, 중국, 콜롬비아, 체코, 그리스,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한
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필리핀,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UAE 등 총 18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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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동안의 글로벌 주택가격지수를 선진국, 신

한다.

흥국으로 구분했을 때 신흥국이 더 크게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국이 금융위기 이전

Ⅱ. 주요 그룹별 부동산 가격 흐름

최고치를 17.0% 상승한 반면, 선진국은 금융
위기 이전 최고치를 13.7% 상승한 것으로 나

최근 세계 부동산 가격의 추이는 과거와 달

타났다. 글로벌 주택가격지수를 발표하는 IMF

리 국가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

기준(63개국)으로는 가장 최근 발표 수치인

별로는 다음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3분기가 159.6으로 금융위기 직전 최

2007~2012년, 2013~2017년 가격상승 추이

고치인 2008년 1분기 158.9를 처음으로 상회

를 비교하여 (ⅰ) 지속적인 상승세 (ⅱ) 글로벌

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부동산 가격 흐름은 세

금융위기 직후 하락 후 상승세 (ⅲ) 글로벌 금

계 및 한국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융위기 이후 하락세 지속 등 크게 세 그룹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세계경제에 긍정적인

구분된다.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가격이 급등해 버블 리
스크가 고조되었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

우선 (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국가들

세하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버블 붕괴는 단순

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중

히 부동산 시장 위축에만 그치지 않고 금융기

국, 콜롬비아, 독일, 홍콩, 이스라엘, 말레이시

관 도산, 국가 부도, 나아가서는 글로벌 금융위

아, 멕시코, 노르웨이, 페루, 스웨덴, 스위스 총

기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

16개국이다. 이중 특히 스웨덴의 주택가격이

이 매우 크다. 역사적으로 2008년 미국 서브프

지난 10년간 약 2배가 상승하는 등 두드러진

라임 모기지발 글로벌 금융위기, 1990년대 초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스웨덴의 소득대비 주택

반에 발생한 일본, 스웨덴, 핀란드 등의 부동산

가격 비율(house price-to-income ratio)은 20

버블 붕괴 사례가 있다.

년 평균치보다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부동
산 가격은 장기균형치보다도 12% 높은 수준

다음으로 글로벌 부동산 시장 불안은 한국

이다. 이와 같이 스웨덴 부동산 가격 급등의 배

의 부동산 시장 및 가계부채 연착륙에 타격을

경에는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과 더불어 공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래서 본고에서

급 제한, 세금감면에 따른 실질임금 증가, 이민

는 여러 지표들을 활용해 주요국의 부동산 버

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블 위험을 진단하고,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

했다.3)

사례와 최근 상황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서도
최근 글로벌 부동산 버블 리스크를 가늠해해

현재 스웨덴은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운용

외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급증해 가계부

3) PIR(house price-to-income ratio)이 20년 평균치인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은 장기균형치보다도 12%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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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변동금리 가계부

택가격지수가 146.2로 2008년 말(86.8) 대비

채 비중이 높아 금리변동에 민감한 구조이다.

68.4%나 상승하는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

향후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 및

를 보이고 있다. 저금리 기조의 지속, 대출규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등으로 금융시

완화, 그리고 외국인투자자들의 수요증가 등

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

이 시드니, 멜버른 등 호주 주요 도시의 주택

4)

라 스웨덴 금융감독청(Finansinspektionen)

가격 상승을 견인하였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

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현상에 대한 우려가 대두됨에 따라 호주 정부

있다.

는 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한 인지세 및 토지세
할증과세율을 인상하였으며, 호주 건전성감독

그리고 호주의 부동산 시장도 과열 양상

청(APRA: Austalian Prudential Regulation

을 보이고 있는데, 2017년 3분기 호주의 주

Authority)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

가. 그룹별

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후 상승 그룹

(단위: 2010Q1=100)

(단위: 2010=100)

나. 지속적 상승 그룹

(단위: 2010=100)

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 지속 그룹

(단위: 2010=100)

그림 3 ▶ 그룹별 주택가격지수 추이

주 : 실질주택가격지수.
자료 : OECD, BIS의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4) Riksbank(2017). “Financial Stability Report.”(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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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였다. 이는 호주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

뉴질랜드, 포르투갈,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

을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나 가계부채가

인, UAE, 영국, 미국 총 13개국이 있다. 아일

급증한 현 상황에서 향후 집값 하락 혹은 금리

랜드의 주택가격지수는 2013~16년간 약 50%

인상 등과 같은 충격 발생 시 가계대출 부실화

나 상승하는 등 같은 그룹 내 가장 높은 상승

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은행의 대출손

률을 보였으나, 아직 2007년의 정점을 회복하

실로 이어질 수 있어 호주의 부동산 시장 과열

지는 못한 상황이다.

및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히 금융시스템 내 취
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주택가격이 상승한 주된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년간 주택 건설 부진

또한 캐나다의 부동산 가격도 상승세를 지

으로 주택공급은 감소한 데 반해, 경제여건 개

속하고 있는데, 특히 토론토가 세계 주요 도시

선에 따른 소득 증가, 이민자 증가 등으로 수요

가운데 부동산 버블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는 계속 늘어 부동산 시장의 수급불균형이 발

지목되고 있다. 캐나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

생했기 때문이다. 가격의 급등세와 더불어 부

는 주로 저금리로 주택구입이 비교적 용이한

동산 관련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부동산

데다 중국 등 부유한 이민자 및 외국인투자자

버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7년 2

들의 수요가 급증한 데 기인한 것으로 알려지

분기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42%

고 있다. 캐나다의 가계부채비율이 GDP 대비

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보다는 낮은 수

10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

준이나 유럽연합에서 네 번째로 높고, 유로지

이는 등 캐나다의 부동산 가격 과열과 과도한

역 평균(93%)을 상회하고 있다.6)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에 큰 리스크 요
인5)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캐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중심지였던 미국도 금

다 정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투기세(NRST:

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빠르게 반등하고 있

Non-Resident Speculation Tax)를 부과하고

다. 주택가격지수가 2017년 5월 기준 190.8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였으며, 주택담보대출

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고점(2006년 7월

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

184.6)을 이미 상회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

양상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
은 주택공급이 제한적인 데 반해, 저금리 기조

다음으로 (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
격이 하락했다가 상승세로 반전된 국가는 덴

지속 및 가계 소득증대로 주택의 구매수요가
양호한 데 주로 기인한다.

마크, 헝가리, 아일랜드, 일본, 한국, 네덜란드,

5) Bank of Canada(2017). “Financial System Review.”(November)
6) Central Bank of Ireland(2017). “Macro-Financial Review 2017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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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영국의 주택가격지수도 2017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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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국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기 말 129.8로 2008년 말 대비 약 31.4%가 상
승하였으며 위기 이전의 고점(2007 4분기 말

‘버블(bubble)’은 널리 쓰이고 있는 용어지

111.1) 수준을 이미 상회하고 있다. 영국은 브

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공통된 정의는

렉시트 등의 여파로 성장세가 부진함에도 공

없는 실정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버블은 시장

급부족과 외국인투자수요 증가 등으로 부동

에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기초 여건

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의 가계

(fundamental)에서 현저하게 벗어난 상태가

부채 수준은 금융위기 이후 하락하였으나 경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

기침체의 여파로 소득의 증가세가 부진하면

택가격의 버블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서 소득대비 부채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

은 매우 어렵다. 본고에서는 주택시장에서 중

준이다. 영국 가구의 전체 자산 중 주택이 거의

요하게 고려되는 주택수익비율(PRR: Price to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다가, 주택구매 시 약

Rent Ratio),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7)

2/3가 모기지 대출을 통해 충당되고 있다. 이

Price to Income Ratio), 주택가격 상승률,

에 따라 영국의 가계부채는 소득, 금리 등에 따

GDP 대비 가계신용을 기준으로 버블 여부를

른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판단하였다.

끝으로 (ⅲ)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주택

잠재적인 부동산 버블 설명지표 중 가장 널

가격 하락세를 지속하고 국가로는 핀란드, 프

리 통용되는 지표는 주택수익비율(PRR)이

랑스, 그리스,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싱가포르

다. 이는 대개 주택가격을 임대료 가격으로 나

총 6개국이 있다. 이들 국가는 글로벌 금융위

누어 계산한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주가 대비

기와 더불어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경기침체

배당액 비율인 주가수익비율(PER: Price to

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상황

Earnings Ratio)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경제위기 지

있는데, 주택을 일종의 금융자산으로 보고 주

속으로 주택가격지수가 2017년 2분기 말 85.2

택구입비용 대비 수익을 계산하여 주택가격

로 위기이전 고점(2008년 2분기 106.0) 대비

수준을 가늠한다. 주택수익비율(PRR)이 높

약 19.6% 하락하였고, 그리스도 주택가격지수

을수록 임대료 수익에 비하여 주택가격이 높

가 2017년 2분기 말 기준 62.7로 위기 이전 고

은 것을 의미하므로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

점(2008년 3분기 109.7) 대비 약 42.9%나 하

로 고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별로

락하였다.

주요 거주형태, 주택 선호 등에 차이가 있으므
로 주택수익비율(PRR)의 절대적 수준은 국가
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관

7) Bank of England(2017). “Financial Stability Report.”Issue No. 41.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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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기술의 발전, 소비자의 선호 등은 단기적으

비아, 터키, 멕시코,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헝

로 급격하게 변하는 요인이 아니므로 이 비율

가리 등 신흥국이 많았다. 선진국 중에서는 스

의 동태적 변화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국

웨덴, 룩셈부르크, 영국, 아일랜드 등 유럽국가

제 비교가 가능하다. OECD는 PRR에 대한 국

들과 뉴질랜드, 호주, 이스라엘, 캐나다 등이

제비교가 가능하도록 비율 자체가 아니라 특

있었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PRR 지

정 시점이나 장기평균을 기준으로 지수 데이

수를 각 국가별 장기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했

터를 구축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

을 때는 유럽국가 중에서는 스웨덴, 영국, 아

여 최근 PRR 지수가 크게 상승한 국가들을 살

일랜드 등이, 그 외 지역에서는 뉴질랜드, 캐

펴보았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나다, 호주, 이스라엘 등이 장기평균, 과거 5년

년을 기준으로 과거 5년 평균이나 전년에 비해

평균, 전년에 비해 PRR이 급격하게 상승했음

PRR 지수가 10% 이상 상승한 국가들은 콜롬

을 알 수 있다.

그림 4 ▶ 주요국의 주택수익비율(PRR) 비교		

(단위: 2010=100)

그림 5 ▶ OECD 국가들의 표준화된 주택수익비율(Standardized PRR) 비교

(단위: 2010=100)

주 : 1) *는 PRR 지수가 과거 5년 평균이나 전년에 비해 10% 이상 상승한 국가를 의미
2) 2017년 수치는 기준시점이 국별로 다양(2017년: 캐나다, 한국, 2017년 1/4분기: 뉴질랜드, 2/4분기: 칠레, 콜롬비아, 미국, 그 외에는 모두
3/4분기 기준)
자료 : OECD.

주 : 1) *는 장기평균을 기준으로 도출한 PRR 지수가 과거 5년 평균이나 전년에 비해 10% 이상 상승한 국가를 의미
2) 2017년 수치는 기준시점이 국별로 다양(2017년: 캐나다, 한국, 2017년 1/4분기: 뉴질랜드, 2/4분기: 미국, 그 외에는 모두 3/4분기 기준)
자료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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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익비율(PRR) 외에 또 다른 지표로 일

이상 상승한 국가들은 오스트리아, 스웨덴, 룩

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는 소득 대비 가격비

셈부르크, 아일랜드, 헝가리 등 유럽국가가 많

8)

율(PIR)이다. 이는 대체로 주택가격의 중앙

았다. 그 외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값(median)이나 평균을 가계 가처분소득의 중

등도 소득에 비해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한

앙값(median)이나 평균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국가들이었다.

데, 이는 국가 전체 가계소득 분포의 중앙에 있
는 가구 또는 평균적인 가구의 주택구입능력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PIR 지수를 각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택가격의 수준을 소득

국가별 장기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과 비교하여 가늠하는 PIR로 살펴보면, <그림

오스트리아, 스웨덴, 아일랜드 등 유럽국가와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을 기준으로 과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등이 장기평

거 5년 평균이나 전년에 비해 PIR 지수가 10%

균, 과거 5년 평균, 전년에 비해 PIR가 급격하

그림 6 ▶ 주요국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비교		

(단위: 2010=100)

주 : 1) *는 PIR 지수가 과거 5년 평균이나 전년에 비해 10% 이상 상승한 국가를 의미
2) 2017년 수치는 기준시점이 국별로 다양(2017년: 캐나다, 한국, 2017년 1/4분기: 뉴질랜드, 그 외에는 모두 3/4분기 기준)
자료 : OECD.

그림 7 ▶ OECD 국가들의 표준화된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Standardized PIR) 비교

주 : 1) *는 장기평균을 기준으로 도출한 PIR 지수가 과거 5년 평균이나 전년에 비해 10% 이상 상승한 국가를 의미
2) 2017년 수치는 기준시점이 국별로 다양(2017년: 캐나다, 한국, 2017년 1/4분기: 뉴질랜드, 그 외에는 모두 3/4분기 기준)
자료 : OECD.

(단위: 장기평균=100)

8) PIR는 주택시장의 주거부담능력(Housing Affordability)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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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높은 국가는 신흥국 중에서 중국, 콜롬비아, 헝
가리, 라트비아, 터키, 슬로바키아 등으로 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지표들을

인다. 선진국 중에서는 호주, 오스트리아, 캐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2016년에 주택가

나다, 아일랜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뉴질랜

격이 6.6% 이상 상승하거나 2014~2016년 지

드, 스웨덴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호주, 캐

난 3년간 3.6%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한 국가

나다, 이스라엘, 뉴질랜드, 스웨덴은 세 가지

들 중에서 부동산 시장의 버블 발생 가능성이

지표 모두에서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1▶ 각 지표별 고위험 국가
No.
1
2
3

헝가리

뉴질랜드
세르비아

4

중국

6

캐나다

5

아이슬란드

주택가격
상승률(%)
13.6
12.4
10.1
9.8
8.7

13
14

15

룩셈부르크

19
20
21
22
23
24

포르투갈
영국
터키
독일
몰타

말레이시아

110.8

-

-

124.1

85.2

1.6

7.4

106.0

98.2

-

-

7.1

108.2

-

-

-

-

-

-

-

113.5

127.8

50.4

6.6

100.0

100.6

31.1

6.3

140.4

-

25.2

6.1

89.1

6.5
6.1

89.8

95.7
95.7

122.0

118.5

5.6

106.9

106.4

5.3

117.1

112.3

-

-

5.3
4.9
4.8

128.9
-

98.2
91.0
-

-

52.3
62.4

호주

4.6

110.4

111.2

122.7

4.4

79.4

86.6

108.3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4.4

71.6

91.1

0.9

-4.2
-0.1
2.3

-

-

27
28

-

-

53.2
78.8

29

0.2

-0.3

104.5
75.8

-

17.6

86.7

107.3
77.6

-

-4.2

4.8
4.8

-

72.5

미국

스페인

-

131.6

-

25
26

-

7.6

콜롬비아

18

17

5.6

-

0.5

체코

아일랜드

44.4

41.3

7.3

16

-

120.4

8.1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

-

3.2

130.1

7.6

라트비아

135.1

7.9

루마니아

12

-1.0

137.0
-

94.3

증감

2.9

7.9

스웨덴

20.3

100.9

불가리아

11

92.5

가계신용(GDP 대비 %)

규모

117.4

9

10

104.1

PIR 지수
(2010=100)

127.0

필리핀

이스라엘

PRR 지수
(2010=100)

8.7

7

8

18

국가

64.1
-

1.2

-0.1
-

0.3

-3.5
2.2
-

-2.0

K-BUILD저널

No.
30
31
32

국가

덴마크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33

슬로베니아

35

인도

37

페루

34
36
38

39

폴란드

한국

핀란드

50

키프로스

57
58

77.8

36.8

1.8

117.3

117.0

126.6

1.1

103.0

105.8

59.5

0.7

-

-

1.0
0.6

0.1
0.1

-0.1

-

-

-

94.3

93.7
-

88.1

-1.4

싱가포르

56

86.7

102.7

54
55

2.3

2.4

-1.1

그리스
UAE

홍콩

브라질
러시아

-

0.2

남아공

칠레

53

-

57.4

-0.8

52

6.2

103.5

-

이탈리아
모로코

-

-

0.1

109.6

2.8

1.2

마케도니아

101.4

0.9

태국

48
51

83.7

111.3

119.2

증감

16.4

2.0

인도네시아

49

88.3

78.8

가계신용(GDP 대비 %)

규모

-

크로아티아

프랑스

99.6

110.3

2.7

46
47

3.6

PIR 지수
(2010=100)

121.1

일본

벨기에

45

3.6

101.9

120.0

42
44

3.6
3.0

스위스

43

4.2

PRR 지수
(2010=100)

멕시코

40
41

주택가격
상승률(%)

2018. 9월호

-1.0
-1.1
-2.6
-5.2

81.0

-

-

96.4

86.9
-

95.4

-

-

0.2
-

0.7
-

2.8

70.2

-0.6

57.3

1.0

-

92.8
17.0
-

67.1

0.3
-

4.7
0.2
-

0.4

-0.4

-

34.4

-2.2

80.1

88.5

60.3

-2.2

-

-

-

111.1
-

-

-10.9

59.0

-

83.7

10.2

41.5

-5.8
-8.7

-

-

-

-

42.7
61.0
-

-

67.7

-

15.7

-

22.7

주 : 1) 음영은 해당 지표 관련 위험 고조를 의미
- 주택가격지수가 2016년 6.5% 이상 상승하거나 지난 3년간 3.3%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
- PIR 지수가 과거 5년 평균이나 전년에 비해 10% 이상 상승
- PRR 지수가 과거 5년 평균이나 전년에 비해 10% 이상 상승한 국가를 의미
- GDP 대비 가계신용이 지속적으로 상승
2) 볼드체로 표시된 국가는 주택가격지수가 급격히 상승한 국가 중 버블 관련 지표도 위험한 국가를 의미
자료: BIS; OECD; 필자 계산.

-

1.5
1.5
-

0.6

-1.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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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실질주택가격지수와 주택수익비율,

(PIR)을 살펴본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이 2000년대 이후 상

같이 서울은 홍콩, 베이징, 상하이, 시드니, 밴

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전국적인 차원에

쿠버보다는 낮지만, LA, 뉴욕, 런던, 도쿄, 싱

서 주택시장 버블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

가포르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한

다. 하지만 GDP 대비 가계신용의 경우 한국은

국의 경우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주택시장 버

2016년 4.7%p 상승하여 중국(5.6%p), 노르웨

블 위험성은 낮으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의

이(6.2%p)와 더불어 상승세가 두드러져 우려

버블 위험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스러운 부분이다.
한편, 실질주택가격지수, 주택수익비율, 소

Ⅳ. 최근 상황과 과거 부동산발
위기 발생 사례 비교

득 대비 주택가격비율 등은 집계변수로 국지
적 주택시장 과열 등 국가 내에서 부동산 버블

최근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위험성을 진단

의 지역적 차이를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

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다. 그래서 도시별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1990년대 초반의 스웨덴, 핀란드, 일본 사례,

표 2▶ 세계 주요도시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홍콩

도시 명

베이징

(중국)

시드니

(호주)

상하이
밴쿠버
서울
LA

(중국)
(캐나다)
(한국)
(미국)

오클랜드

(뉴질랜드)

뉴욕

(미국)

런던

더블린
도쿄

싱가포르

(영국)

(아일랜드)
(일본)

PIR(배수)1)

주택가격(달러)2)

17.1

358,960

19.4
16.4
12.9
12.6
11.2
9.4
8.8
8.5
5.7
4.8
4.8
4.8

804,960
326,466
918,528
741,840
509,185
636,000
602,424
620,420
419,100
354,000
289,354
306,138

주 : 1)“주택가격/가구당 연소득”으로 계산하는데, 데이터의 한계로 한국은 주택가격으로 평균, 가구당 연소득으로 소득 5분위 중 3분위 평
균을 사용하였고 중국은 모두 평균을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도시들은 모두 중위수를 사용
2) 중국은 “평균 m2당 가격 x 90m2”로 계산하였고 나머지 도시들은 중위수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시점의 환율을 사용하여 달러 표시로
환산
3) 중국은 2016년 기준이며, 나머지 도시들은 2017년 3/4분기 기준
자료 : Demographia International Housing Affordability Survey, 2018;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조사 ; IMF, IFS; CEIC; 필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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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 등 과거

반과 같이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가파르게 상

부동산발 금융위기 사례를 분석하였다(<그림

승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부동산 가

8>, <그림 9> 참조).

격의 상승 속도, 동조화 양상, 지역별 상승, 자
산별 상승 측면에서 시기별로 다소의 차이를

최근 시기는 1980년대 중후반, 2000년대 중
가. 1980년대 중후반

(단위: 저점 대비, %)

나. 2000년대 중반

보이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 측면에서
(단위: 저점 대비, %)

다. 2010년 이후

(단위: 저점 대비, %)

그림 8 ▶ 과거 사례와 최근 시기 주택가격 상승률 비교

주 : 명목기준 각 시기별 저점 대비 고점의 증가율9)
가. (스웨덴) Low '80Q1 High '89Q4 (핀란드) Low '80Q1 High '89Q3 (일본) Low '80Q1 High '89Q4
나. (선진국) Low '00Q1 High '08Q1 (신흥국) Low '00Q1 High '08Q3
다. (선진국) Low '10Q1 High '16Q4 (신흥국) Low '16Q1 High '16Q4
자료 : OECD, BIS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가. 1980년대 중후반

(단위: 저점 대비, %)

나. 2000년대 중반

(단위: 저점 대비, %)

다. 2010년 이후

(단위: 저점 대비, %)

그림 9 ▶ 과거 사례와 최근 시기 주택가격 및 주가 상승률 비교

주 : 1) 핀란드는 80년대 데이터 부재.
가. (스웨덴) Low '80Q1 High '89Q4 (핀란드) Low '80Q1 High '89Q3 (일본) Low '80Q1 High '89Q4
나. (미국) Low '00Q1 High '07Q1
다. (미국) Low '11Q2 High '17Q3
2) 명목주택가격 기준
자료 : OECD, Bloomberg 자료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9) 실질 주택가격지수 기준으로는
가. (스웨덴) Low '85Q3 High '89Q3 (핀란드) Low '80Q1 High '89Q2 (일본) Low '80Q1 High '89Q4
나. (선진국) Low '00Q1 High '07Q3 (신흥국) Low '01Q1 High '07Q4
다. (선진국) Low '12Q1 High '16Q4 (신흥국) Low '11Q1 High '16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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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기가 과거 두 차례 부동산 버블 시기보

대 중반 시기에는 선진국이 신흥국에 비해 큰

다는 다소 완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80년

폭의 상승을 보이거나 두 지역의 상승 폭 격차

대 중후반 스웨덴, 핀란드, 일본이 가장 가파르

가 크지 않았다. 끝으로 자산별 측면에서 최근

게 상승하였고, 2000년대 중반 시기가 다음으

시기와 1980년대 중후반의 경우 세계적으로

로 빠른 상승 속도를 보였다. 동조화 측면에서

부동산, 주식 가격이 모두 동반 상승하는 모습

1980년대 중후반과 2000년대 중반 시기의 경

을 보인 반면, 2000년대 중반 시기의 경우 부

우 글로벌 부동산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동조

동산 가격은 세계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

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최근 시기에는 유

였으나, 주가는 완만한 상승에 그쳤다.

럽 재정위기 등으로 과거 두 시기에 비해 동조
화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경우 과거 부동
산발 금융위기 사례에 비해 부동산 버블 위험

다음으로 지역별 측면에서 최근 시기가 신

이 약하긴 하지만 버블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

흥국이 선진국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

로 보인다. 이는 부동산 버블 형성의 주요 요인

습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 중후반과 2000년

중 하나인 금융완화 정책이 과거에 비해 훨씬

가. FRB 자산과 정책금리

(단위: %, 십억 달러)

나. ECB 자산과 정책금리

(단위: 조 유로, %)

다. BOJ 자산과 정책금리

(단위: 조 엔, %)

라. BOE 자산과 정책금리

(단위: 십억 파운드, %)

그림 10 ▶ FRB, ECB, BOJ, BOE 자산과 정책금리 추이
자료 : 자료: FRB,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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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매우 장기간 지속

기관 건전성 규제 및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고,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자본유출입 관리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은

같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

과거에 비해 과도한 버블 형성을 완화하는 요

롯한 주요 국가들은 대폭적인 금리인하 후 제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0년 12월 바젤은행

로 및 마이너스 금리정책까지 추진하였고, 여

감독위원회(BCBS)는 금융위기의 교훈을 바탕

기에 더해 비전통적 통화정책인 대규모 양적

으로 은행부문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

완화 정책까지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

본 및 유동성 규제개혁 방안을 담은 「바젤Ⅲ

유로존, 영국은 정책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

기준서」를 발표하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로 인하하였고 일본은 정책금리를 마이너스로

이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골자는 규제

까지 낮추었다. 이와 함께 이 국가들은 모두 중

자본의 질(質)과 양(量)을 동시에 제고하고 레

앙은행이 자산 매입을 통한 양적완화를 추진

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하여 자본규제를 보강

하였다. 여기에 신흥국들도 동반 금리인하를

하며 새로운 유동성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다.

추진하는 등 금융완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전

또한 최근 시기에 부동산 가격 급등 및 가계부

세계가 동시에 공격적인 금융완화 정책을 취

채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과 가계

한 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부채에 초점을 맞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도 또 다른 점이다. IMF에 따르면 57

다만 최근 시기에는 과거 사례에 비해 금융

개국의 주택금융규제 강화조치는 2000~2007

표 3 ▶ 최근 상황과 과거 주요 금융위기 사례 비교
구분
부동산(자산가격)

버블형성배경

버블붕괴계기
버블붕괴영향

- 공격적 금융완화
- 금융자유화
- 리스크 관리
- 주택수요 진작

- 금리인상·금융긴축
- 대출·건전성 규제
- 해외충격
- 주택·토지 가격
- 금융위기
- 외환위기
- 글로벌 금융위기

최근 상황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 세계적 상승
(신흥국>선진국)
(부동산·주가↑)

- 세계적 상승
(신흥국, 선진국 동반
상승) (부동산·자원↑)

△(미국 주도)
?
?

○
○
×

◎
△
중
○

?

1990년대 초반

일본

스웨덴·
핀란드

- 선진국 중심 상승
(부동산·주가↑)

○
○
약
○

○
○
약
○

△31%
○
×
○

약 △60%
○
×
×

주: 1) *구소련 붕괴, 독일 통일
2) 주택·토지 가격은 명목가격, 고점 대비 저점 기준, 미국·스웨덴·핀란드는 주택가격, 일본은 토지가격 기준

○
○
×

○
○
약
○

○
○
○*

△21%, △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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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중 60여 건에서 2008~2016년 중 140여 건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하지만 중국 부동

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산 가격 조정 등으로 실물경기가 둔화되거나
공급물량이 넘치는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국

지역별로는 부동산 버블 압력이 과거 사례

지적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

와 달리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Ⅴ. 시사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흥국이 선진
국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

주택 등 부동산 버블은 금융위기 및 실물경

진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폭적인

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부동산 가격 하락, 부채 디레버리징이 진행된

다. 즉 주택시장 버블은 경기변동성을 키울 뿐

반면, 신흥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

만 아니라 가계채무의 부실화, 금융기관 손

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실 증대로 이어져 금융위기를 초래하기도 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 이렇게 주택시장이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주택이 가지는

특히, 최근 들어 중국 부동산 버블 위험이

특수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주택시

자주 제기되고 있다.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

장의 전후방 경제효과가 매우 크고, 실물경제

를 우려하는 이유는 중국경제가 세계 GDP의

전반에서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업종 비중이 높

약 15%, 세계 교역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

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GDP 대비 주

어 중국의 버블 붕괴가 중국 자체에 그치지 않

택투자가 5~1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가계

고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

금융자산 중 부동산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고

국의 경우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 부채 급증,

있어 부동산은 가계소비와도 밀접한 관련이

그림자금융 확대 등 여러 요인들을 종합해 보

있다. 주요국의 가계 총자산 중 비금융자산은

면 부동산 버블 위험성은 있으나, 중국 부동산

미국 30.0%, 일본 37.8%, 영국 47.2%, 프랑스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해 전국적인 금융 및 경

60.7%, 한국 62.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왜냐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하면 중국 토지가 국가 소유로 정부 통제가 강

의 경우 대규모 자금소요로 금융기관 대출 시

하고, 도시화가 계속 추진되면서 주택 수요도

담보로 활용되어 금융기관과 밀접히 연결되어

탄탄하고, 가계 및 기업 부채에 대한 리스크 관

있고, 모기지대출이 증권화되어 금융회사간

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 중

연계성도 매우 강해졌다.10)

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
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전국적인 금융위기

10) 한국은행(2017), 「글로벌 주택시장 현황 및 시사점」.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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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급등 요인으로 작용했던 미국의 통화정

만,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

책이 정상화로 반전되고 있다. 미 연준은 정책

아 해외진출 또는 진출계획 기업들은 만약의

금리를 '15년 12월을 시작으로 '18년 6월까지

사태에 대비해 다각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

일곱 차례, 총 1.75%p 인상하였고, 2017년 10

다고 본다. 먼저, 주요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월부터 미 연준은 소규모이지만 매월 보유자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산을 축소하고 있다. 최근 미국 금리인상이 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등 주요

속되고, 시장금리가 크게 상승하자 아르헨티

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방향과 영향, 부동산 고

나, 터키, 브라질, 남아공, 인도네시아 등 펀더

위험국가의 통화정책, 부동산 시장 규제, 리스

멘털이 취약한 국가의 외환위기가 발생하거나

크 관리 등도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외환위기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글
로벌 자금들도 주식시장, 신흥국 등 위험자산

다음으로 부동산 버블 고위험 국가와 저위

및 지역에서 이탈하고 있다. 문제는 미 연준의

험 국가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

통화정책 정상화가 향후에도 장기간 지속될

다. 특히 부동산 버블 고위험 국가 진출 시에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영향은 더욱 확대될

부동산 버블이 은행위기, 주식시장 붕괴, 경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둔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유념해 최
악의 경우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도 미리 마

결론적으로 당장 글로벌 부동산 가격이 급

련해둘 필요가 있다.

락하거나 버블이 붕괴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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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Guide (6) : PPP의 금융조달

정 의 종 경영학박사
APMG Approved Trainer P3Korea
(jeongej54@gmail.com)

지난 호에서 우리는 PPP 사업에 참여하

게 된다.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살펴보았다. 특

construction) 건설업체는 공기지연이나 예

수목적회사인 SPV에 지분을 투자하는 투자

산초과 같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자, 양허계약(concession contract)을 내주

동종 혹은 유사 인프라 건설 경험이 있고 기

고 사업을 이끌고 통제하는 주무관청(public

술적 역량이 충분하며 재무적으로 건전한 업

authority or public agency), 인프라 시설

체를 선정해야 하고 O&M(operation and

을 건설하는 EPC 계약자, 건설 후 시설물을

maintenance) 업체도 완공 후 인프라를 운영

운영하는 O&M 계약자, 연료나 원료를 공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

급하는 공급자(supplier), 등을 살펴보았다.

프라 운영실적 및 업계 평판, 등을 꼼꼼히 살

PPP 수행절차는 SPV를 구성하여 사업참여

펴 정해야 한다. 원료나 연료는 장기적이고 합

자를 확정한 후 주무관청과 SPV간에 상류계

리적 가격으로 중단 없이 공급되어야 하기 때

약(upstream contract)을 체결한 다음 대출

문에 신용이 있는 유능한 공급자를 택하여야

은행과 금융계약을 체결하고 분야별 전문 업

한다.

체와 하류계약(downstream contract)을 하
여 그들에게 SPV의 책임과 의무를 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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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적인 장기 자금조달 수단인 프로젝트 파이

품이나 현금, 등과 같은 초기운전자본 (initial

낸스의 특징을 살펴보고 민간투자자 입장에

working capital)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건설기

서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조달에 대해서 알아

간 동안 대부분 투입되는 외부 차입금에 대한

보자.

원금 상환은 서비스를 시작하여 수익이 발생
한 후 가능하기 때문에 건설 중에는 이자만 지

I. 프로젝트 총 소요자금

불하게 되는데 이 이자 비용을 건설 중 이자라
하고 이 비용을 감안하여 자금을 조달하여야

인프라 건설에 소요되는 총 투자비는 몇 가

한다.

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토지, 설비, 구조물,
등과 같은 고정투자비(fixed investment cost),

인프라 건설은 통상 3~5년 정도 혹은 그 이

프로젝트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서비스 운영 개

상 소요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건설비를 건

시 전까지 투입되는 사업타당성분석, 사업관

설일정(construction milestone)에 따라 기간별

리, 현지법인 설립, 현지 전문가(법률, 회계,

소요되는 자금을 추정하고 이에 상응하게 조

세금), 등과 같은 서비스 전비용(pre-service

달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초반에는 서비

cost), 건설 중에 차입금에 대해서 발생하는 건

스 전 비용과, 설계 및 엔지니어링 등이기 때문

설 중 이자(interest during construction) 그

에 자금 투입이 적게 시작되지만 설계가 끝나

리고 서비스 개시 전에 준비하여야 하는 소모

고 건설 자재 발주를 시작으로 현장건설로 이

표 1 ▶ 총투자비 구성 내역

구분

∎고정투자비

(Fixed Investment Cost)

내용

- 토지, 설계 및 엔지니어링,
- 구조물, 설비,

- 기존 유틸리티 이전 비용(필요한 경우)
- 고고학적 유물 발굴 비용
- 건설 및 시운전 비용

- 사업타당성분석, 사업관리, 입찰비용
∎서비스 전비용

(Pre-Service Cost)

∎건설 중 이자
(Interest during Construction)
∎초기운전자본
(Initial Working Capital)

- 현지법인 설립 및 운영비,

- 현지 전문가(법률 및 회계자문, 등)
- 금융조달 비용

- 라이선스 취득 비용

- 보험료, 공과금 및 제 세금
- 건설 중에 발생하는 차입금 이자
- 사업 초기에 필요한 운영 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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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기 때문에 건설 공정의 진척도에 따라 점

지분 투자금

증하고 공사 말미에 줄어들게 된다. 대개 프로
젝트 시작부터 완공까지는 ‘S Curve’를 이루며
공사가 진행되고 이에 따라 비용이 투입된다.

지분 투자금은 투자자(sponsor)들이 주주
간협약서(shareholder's agreement)에 명시된
대로 일정 비율로 나누어 출자한다. 지분 투

II. 조달자금의 원천

자자는 투자목적에 따라 크게 전략적 투자자
(SI: strategic investor)와 재무적 투자자(FI:

인프라 건설에 소요되는 투자금은 SPV

Financial Investor)로 나눌 수 있다. 본국에서

에 참여하는 주주들이 출자하는 지분 투자금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해외로 사업

(equity), 대출은행으로부터 차입금(debt) 및

을 확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참여하는 투자

정부 지원금(government support) 등이다. 정

자를 전략적 투자자라 한다. 예를 들어 발전사

부 지원금은 경제성(economically feasible)이

업을 하는 한전이나 발전사들이 국내 발전소

있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이나 상

건설과 운영에 대한 사업역량을 바탕으로 해

업성이 없어(commercially unfeasible) 민간투

외에서 동종 사업을 하기 위해 지분 투자를 하

자자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정부에서 무상으

는 경우 전략적 투자자로 분류된다. 이와는 달

로 지급하는 보조금(grant), 공적금융기관의

리 주식 발행가와 매도가의 차이에 따른 시세

유리한 대출(public soft loan), 정부의 지분참

차익 즉, 자본적 이득(capital gain)을 취하려는

여(public equity participation), 정부의 사업

투자자를 재무적 투자자라 한다.

위험 제거나 완화(de-risking) 혹은 신용보강
(credit enhancement),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은 다음 호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1 ▶ 자금조달의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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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가 SPV와 연대성을 갖기 위해 출자하기도 한
다. 경우에 따라 EPC 건설업자도 일부 소액 지

- 대출(프로젝트 파이낸스)

분을 태우기도 하는데 이를 건설투자자(CI:
Construction Investor)라고 한다.

PPP 금융에 있어 차입금은 상환 기간에 따
라 단기, 중기 및 장기로 나눌 수 있다. 단기차

지분 투자자들은 자기자본수익률(ROE:

입은 사업위험이 제일 큰 건설 기간에 비교적

return on equity)을 높이기 위하여 가능한 한

높은 이자율로 차입을 하고 건설이 끝나면 낮

지분 투자율을 낮추려 한다. 이는 프로젝트 수

아진 사업위험을 반영한 장기차입으로 대체

익률이 타인자본 비용(차입 이자율)보다 높은

하여 금융비용을 줄이려는 전략이다. 또 향후

경우 타인자본 비율이 커질수록 자기자본수

이자율이 SPV에 유리한 방향으로 시장이 바

익률이 높아지는 재무레버리지효과(financial

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택하기도 한다. 이렇

leverage effect) 때문이다. 그러나 타인자본비

게 장기 차입에 앞서 한시적으로 금융을 일으

율, 즉 부채비율이 높으면 재무안정성이 떨어

켜 본 대출과 가교적 역할을 한다고 해서 가

져 PPP를 주관하는 정부나 대출은행에서 제한

교대출(bridge loan)이라 한다. 이는 금융비

을 하게 된다. 지분 투자 금액은 총 소요자금

용 절감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금융시장이 악

의 15~40% 정도가 되는데 이 지분률은 사업

화될 경우 새로운 대출은행을 찾는데 어려움

지가 선진국일수록 낮고 개발도상국일수록 높

에 처할 수 있다. 중기 PF는 대출기간이 건설

으며 PPP 사업의 위험이 높을수록 올라가게

기간과 완공 후 초기 운영기간을 포함한 5~7

된다.

년 정도의 미니펌(Mini-Perm)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기간 연장에 대한 재협상이 없는 확

스페인의 정부 지급형(Government-Pays

정적(hard) 미니펌과 재협상이 가능 유연한

PPP) 도로사업인 경우 10%인 경우도 있는 반

(soft)한 미니펌이 있다. 장기 PF는 대출기간이

면 개발도상국의 위험 사업은 40%까지 올

10~20년 혹은 그 이상인 경우를 일컫는데 이

라가기도 하나, 정부에서 SPV 차입금에 대

에 대한 내용은 아래 별도로 설명하겠다.

해 직접보증을 하거나 최소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사업 운영 중

- 채권(Bonds)

부과되는 벌과금의 하한선 설정, 등에 따라 영
향을 받게 된다. 정부는 민간 투자 지분률에 관

프로젝트 채권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

여하지 않고 하한선(최소 지분률)만 제시되는

출과는 달리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것이 일반적이다.

에 대한 위험성과 원리금 상환에 대한 안전성
에 대한 등급(rating)을 받은 후 투자자들로부
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업이다. 경우에 따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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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만 이론적으로 채권투자자들은 필요한 경

- 리스

우 시장에서 채권을 매각하여 현금화시킬 수
있어 유동성이 높다할 수 있다. 채권을 발행하

사업운영에 요구되는 운영 자산을 구입하는

기 전 사전에 인수자와 인수총액, 채권에 대한

방법에는 설비자금을 대출받아 구입하는 방법

이자나 상환기간 및 이자지급 방법에 대한 협

도 있지만 필요 설비를 현물로 받고 리스료를

의를 거친 후 절차를 밟게 된다. 연기금, 보험

지급하여도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운영리

회사, 등과 같과 같이 장기성 투자금을 운영하

스(operating lease)는 건설이나 운영에 필요

는 기관투자자들이 프로젝트 채권에 관심을

한 특정 자산을 취득하는데 적합할 수 있는데,

갖고 있다. SPV는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

리스 사용은 설비나 기계에 지급한 선급 자본

하면 대출보다 자금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훨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capital allowance)가 인

씬 큰 장점이 있다.

정되는 세법 하에서 유리한 금융방법이고 경
우에 따라 담보법이 정비되지 않은 국가에서
자산의 소유권으로 통제가 가능한 리스방식을

- 공급자 신용(Supplier Credit)

사용하여 채권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하
각국의 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들은 자국의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기도 한다. 그러나 기계설비나 장치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방법의 효용성이 떨어진다.

위하여 수출자가 상환보증을 하는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비교적 장기간 연불로 수입 대금

III.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특징

을 상환케 하는 ‘공급자 금융’을 제공 한다. 국
내 보일러 업체가 해외 발전소에 납품할 보일

제한 소구권

러 패키지를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공급하게 되면 수입자는 건설기간 중에 원금

프로젝트 파이낸스(PF: project finance) 대

상환 없이 이자만 지불하다가 완공 후 수익이

출계약은 SPV와 대출은행 간에 이루어지기 때

발생하는 시기부터 5년 동안 분납으로 상환하

문에 지분에 참여한 모회사는 SPV가 파산하여

게 된다.

상환을 못하더라도 대신 변제할 의무가 없다.
SPV는 법률적으로 모회사와는 별개(isolated)

표 2 ▶ 주요국의 ECA 기관
국가

보증 혹은 보험

직접대출

∎미국

U.S. Ex-Im Bank

U.S. Ex-Im Bank

∎프랑스

Coface

SFIL

∎영국
∎일본

UKEF
NEXI

DLF(UKEF)
JBIC

자료 : http://ems.koreaexim.go.kr:8080/netpion/
linkdownload/ecahistor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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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적 실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기업은
PF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모기업의 재무제표
에서 제외되는 'off-balance'효과가 있어 대규
모 인프라 사업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SPV가 높은 부채비율과 단일 사업으로 인
한 사업 리스크 분산이 태생적으로 어렵기 때
문에 일부 위험을 모기업이 보증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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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공사 완

는 미래현금흐름이 주 담보 대상이 된다. 기업

공보증(completion guarantee)이나 사업운영

금융에서는 기업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담보로

중 현금 부족 시 이를 모회사에서 지원하는 확

써 중시하지만 PF의 경우 단일 목적사업이 실

약 등이 대표적이다.

패하면 자산은 큰 의미가 없어 미래 현금흐름
을 중요시 한다. 물론 PF 대출 시 SPV가 소유

장기 대출기간

하는 모든 유·무형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지만
이는 자산 가치보다는 제3자에게 사업을 양도

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기업금융(corporate
finance)은 만기가 1년 정도의 단기대출과 이

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자산이 필요하
기 때문이다.

보다 다소 긴 시설투자 대출이 있다. 인프라 사
업은 투자금액이 크며 회수기간도 길어 장기

높은 거래비용

대출을 목적으로 고안된 PF는 한정된 인프라
운영기간 안에 대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된

대출에 관여자가 많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다. 소재국 정부와 이용요금, 보조금, 정부의

소요된다. 우선 SPV에 참여하는 지분 투자자

금융지원 정도,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발전소

가 있고 금융 제공자인 수출신용기관(ECA),

의 경우 30년 전후, 도로나 항만은 40년 전후

다자간개발은행(MDB), 상업은행(commercial

로 민간 투자자가 경제적 이득을 확보할 수 있

bank), 인프라 펀드(infrastructure fund), 등

는 기간이 정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 상환

이 있으며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기간이 정해지게 된다. PF 대출 기간은 대개

운영을 담당하는 O&M 업체, 분야별 전문가

10~20년 정도이다.

(법률, 금융, 회계 및 세무, 등), 양허계약과 각
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소재국 정부(host

미래 현금흐름이 주 담보 대상

country), 등이 있어 이들의 이해득실을 조율
하여 대출계약을 맺을 때까지 오랜 시간과 비

PF 대출은 사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

용이 많이 들게 된다.

그림 2 ▶ PF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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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부채비율

신뢰도를 높이기도 한다.

SPV는 부채비율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신흥개도국에 투자할 때 소재국의 정치체제

부채비율이란 자기자본 대비 외부 차입 비율

혼란이나 지급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상업

인데 사업위험이 작아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은행들이 자기 책임 하에 대출이 어려운 경우

안정성을 확보한 프로젝트는 자기자본이 작고

이들 수출신용기관들의 보증이나 보험이 큰

반면 정치적 위험이 상존하는 신흥개도국에서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OECD 가이드 라인

는 크게 된다.

에 따른 대출조건 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대출
이자율이 비교적 낮고 상업은행들이 따라 올

IV. PF 금융 공급자

수 없을 정도의 장기 대출을 할 수 있어 PPP 프
로젝트에 이들 기관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PF 자금 공급자는 수출신용기관, 아시아개

또한 정치적 위험에 따른 민간사업자들의 투

발은행(ADB), 세계은행(World Bank), 유럽개

자위험도 역시 부보 대상이 되기 때문에 ECA

발은행(EBRD),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기관과의 공조가 절대적이라 하겠다.

과 같은 다자간개발은행인 MDB(Multilateral
Development), 국제상업은행(International

다자간개발은행

Commercial Bank), 연기금 혹은 여러 기
관투자가들이나 공적금융기관, 등이 일정

ADB, IFC, EBRD, AfDB, 등과 같은 다자간

한 지분을 투자하여 조성한 인프라 펀드

개발은행(MDB)들의 설립 목적 중 하나가 회

(Infrastructure Fund), 등이 있다.

원국들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금융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MDB들은 각국 인프라 투자에

수출신용기관

필요한 중요한 자금 제공자의 역할을 하고 있
다. MDB의 참여는 대출 이자의 매력보다는

우리는 한국수출입은행이나 한국무역보험

이들의 국제적 영향력이 소재국 정치적 위험

공사가 있고 미국에는 USEXIM/OPIC, 독일

수준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공신력 있는

HERMES/KfW, 일본의 JMIC/NEXI, 영국의

제3자의 검증을 거친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

ECGD, 등이 있다. 이들은 자국 기업의 해외

다. 수출신용기관들과 같이 지분투자, 대출, 보

진출을 돕기 위해 직접대출, 상업은행과의 협

증, 보험을 제공하고 단독 또는 상업은행들과

조 융자(co-financing), 보증과 보험을 통하여

협조융자 방식으로 지원한다. 특히 세계은행

장기 PF 대출을 한다. 우리나라 수출입은행도

산하 세계투자보증기구인 MIGA는 소재국의

해외 PPP 프로젝트에 대출을 하고 상업은행이

정치적 위험으로부터 대출 금융기관이나 사업

대출에 참여할 때 상환보증을 할 수 있고 경우

자의 위험을 완화시켜주고 있다.

에 따라 SPV에 지분을 투자하여 프로젝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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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PF 주요 자금 공급자들
자금 공급자

내용
- Export Credit Agency(ECA)

- 각국의 수출신용기관들은 자국 인프라 건설 및 민간투자
∎수출신용기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 저리의 정책금융을 제공한다.

- 직접대출, 보증, 보험, 지분투자 및 상업은행과 협조융자

- 미국의 USEXIM, 독일 HERMES/KfW, 일본의 JMIC/NEXI,
- 장기 대출이 가능하나 조건은 OECD 가이드에 따라야함
- 투명성과 공정성 요구로 인하여 대출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

-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MDB)
- 상대적으로 장기 대출이 가능
∎다자간개발은행

- 소재지 국가의 정치적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음

- 직접대출, 보증, 보험, 지분투자 및 상업은행과 협조융자
- A/B Loan 대출로 상업은행의 대출위험 완화
- 프로젝트 발굴, PPP 추진체계 수립 지원

- 투명성과 공정성 요구로 인하여 대출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

∎상업은행

∎인프라 펀드

- 직접 대출 혹은 ECA나 MDB와 협조융자
- 대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음

- 절차가 ECA나 MDB보다 단순하고 소요시간도 길지 않음
- 대출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각국 정부가 자국의 민간투자나 해외 인프라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펀드로 정부 주도형 편드, 상업적 목적으로

기관투자가가 지분을 출자하여 조성한 민간주도형 펀드, 그리고
혼합형 펀드가 있음.

이러한 MDB 금융의 장점은 있지만 국제금

조달 수단이다.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한 상업

융기구로서의 요구되는 투명성과 절차의 엄격

은행은 대출조건이나 대출 절차에 있어 ECA

성으로 인하여 대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나 MDB보다 융통성이 크고 심사 기간도 비교

상대적으로 길게 요구된다는 단점도 있다.

적 짧은 장점은 있으나 대출기간이 이들보다
훨씬 짧아 10년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업은행

또한 단독 출자보다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공적금융기관들과 협조융자를 주로 한다. 현

국제상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이나 현지 금융

지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수익통화

기관들로부터 현지차입은 흔히 사용하는 자금

와 대출통화가 달라 발생하는 환위험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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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국 정부의 과도

V. PF 금융 절차

한 간섭이나 몰수 같은 정치적 위험을 완화시
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PPP 금융을

PF 대출 절차는 우선 인프라 프로젝트의 위

위해서 현지 대출은행이나 기관투자자들과 협

험분석으로부터 시작된다. 프로젝트 위험에

력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다. 그러나 개발도

는 건설위험(construction risk), 원부자재 조

상국가에서는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못하여 현

달위험(feedstock supply risk), 판매위험(sales

지은행으로부터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risk), 운영위험(operation risk), 환경위험

이자율이 국제상업은행보다 높아 종합적으로

(environmental risk), 금융위험(financial risk),

이해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신용위험(credit risk),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 등이 있는데 이들 위험을 식별하고 위

인프라 펀드

험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분
석한다. 둘 째 단계는 경제적, 재정적, 상업적

인프라 펀드는 정부 인프라 펀드는 자국 민

적 타당성분석 및 자금회수 가능성을 분석하

간기업의 해외 인프라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

여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경제적 타당

한 목적이고 민간 인프라 펀드 경우는 풍부한

성분석(economic feasibility)은 사회적 편익

유동성을 갖고 있는 연기금이나 보험회사, 등

(social benefit)이 사회적 비용(social cost)보

이 장기간 안정적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해외

다 커서 비용·편익비율(Cost/Benefit Ratio)

PPP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가 1보다 큰지, 재정측면에서 인프라 시설 운

그림 3 ▶ PF 주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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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간 동안 발생하는 정부의 민간 지급금을

펴보았다.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고정

세입예산이나 주무부처 예산에서 충당할 수

투자비, 서비스 전 비용, 건설 중 이자 및 초기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재정적 타당성분석

운전자본의 총합인 총 투자비를 자기자본과

(fiscal feasibility) 과 민간이 투자하여 사업 수

타인자본으로 조달한다. 자기자본은 프로젝트

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상

스폰서(투자자)들이 일정 비율로 SPV에 투자

업성분석(commercial feasibility), 그리고 대

하고 타인자본은 SPV가 ECA, MDB, 상업은

출 금융기관 입장에서 대출에 따른 원리금을

행, 인프라 펀드, 등과 같은 다양한 PF 제공자

회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대출타당성분석

들로부터 조달하는데 ECA기관과 MDB는 사

(bankability analysis)을 하여 그 결과가 긍정

업의 안정성과 신흥개도국의 사업위험을 낮추

적인지 살펴본다. 셋째 단계는 확인된 위험에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대출기간도 상업은

대한 회피 전략을 수립하고 대출채권 보전방

행보다 길어 프로젝트 초반부터 이들 공적금

안을 수립한다. 넷째 단계는 금융자문사를 선

융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가 프로젝트 금융

정하고 PF 구조를 설계하여 차주와 협상을 하

에 절대적이다. 그 이외에 프로젝트가 경제성

고 마지막으로 금융계약서에 서명하게 된다.

이 있고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으나 민간 투자
를 유인할 상업성이 없는 경우 정부는 상업성

VI. 요약

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금, 시장보다 유리한 공
적금융기관의 대출, 지분참여, 사업위험을 줄

이번 호에서 우리는 PPP 프로젝트에서 민간
투자자가 어떻게 소요자금을 조달하는지를 살

여주거나 신용보강, 등의 방법으로 지원을 하
는데 이 부분은 다음 호에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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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사업에서의 파이낸싱 구조의
이해와 정부측 고려사항

조 제 우 도화엔지니어링 기획실/리스크관리팀차장(CP3P)

서론(목표) Introduction / Goal

트에서 정부측면에서 파이낸싱 도입을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설명

- PPP방식과 전통적 조달방식(Traditional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procurement)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민간투
자자(Private sector)가 Infrastructure 투자

1. Finance Structures for PPP

를 위한 금융(Finance)를 도입하여 정부의
책임(Responsibility)을 전가(Transfer)하는
것이다.

- 대부분의 PPP계약에서 정부와 민간투자
자와의 계약은 특정한 프로젝트를 수행하
는 목적의 회사 즉, SPV(Special Purpose

36

- 본 주제에서 우리가 얻어야할 목표는 첫째,

Vehicle)와 체결하게 된다. 금융구조는 주

PPP프로젝트에서 도입되는 금융조화 및

주와 대주단(Lenders)사이의 계약적 관계,

조달과정을 이해하고, 둘째, 민간금융이 조

즉, 자기자본(Equity), 타인자본(Dept)의

달되었을 때, 정부측면에서 어떻게 민간투

조합(Combination)을 통해 이루어지며,

자자를 견고히(Enable)하고 통제(Control)

자기자본은 프로젝트회사의 주주로부터

할 수 있는지 알아보며, 셋째, PPP프로젝

제공되고, 타인자본은 은행 또는 채권, 기

K-BUIL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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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된다.
- 또한, 정부와 대주단(Lenders)간에 상호의
- 위에 보는 그림 1.3a은 전형적인 PPP사업

책임(Responsibility)을 위하여, 직접 계약

의 구조도이고, SPV를 중심으로 여러 이

(Direct Agreement)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해관계자들의 복합적인 계약구조를 취하

는 대주단(Lenders)이 PPP 계약구조에 참

고 있으며, 특히, PPP계약이라 함은 정부

여하고자하는 것을 선호하고, 이 계약 체

와 SPV간의 양허계약(Concession)을 의미

결은 대출 원리금상환에 문제가 없도록 그

한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하위계약(Down

들의 권리를 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

Stream)으로 SPV와 대주단(Lenders)간

한다. 특히, 지분 투자자(Equity investors)

에 금융계약(Loan Agreement), 지분투

들은 타인자본제공자보다 더 높은 투자리

자자(Equity Investors)간의 주주간 협

스크를 수용하고, 대신 더 높은 투자이익

약(SHA), 그리고, SPV와 건설 및 운영

을 요구하게 되고, 지분 투자자들(Equity

을 책임질 건설/운영 Contractor와 계

investors)들은 가능한 높은 비율의 타인자

약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프로젝트

본을 조달하여 금융구조화하려고 하며, 프

의 건설과 운영을 책임질 계약자는 지

로젝트를 위하여 전형적으로 금융비용을

분투자자(Equity Investors)와 동일하

최소화하려고 한다.

거나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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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보는 그림은 전형적인 PPP사업의

과 운영기간동안이 된다.

자금흐름도이며, SPV를 중심으로 복잡
한 자금흐름(Fund mechanism)을 이루
고 있다. SPV는 정부로부터 보조금 또

A. 비소구권(Non-recourse) project finance for
PPPs

는 AP(Availability Payment)를 지급받
고, 사용자로부터 사용료(User fee)를 받아

- 비소구권(Non-recourse)의 개념은 대주단

Service를 제공하게 되며, 대주단(Lenders)

(Lenders)의 대출서비스(Dept Service)는

으로부터 채권이나, 대출을 받아 공사목

지분투자자(Equity Investors)의 보상 없이

적물을 완성하고 운영하여 다시 원리금을

오직 SPV의 기대수익(Project company's

상환하게 된다. 또한, 지분투자자(Equity

revenues)으로부터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

Investors)는 본 사업의 자기자본을 SPV에

져야 한다는 것이며, SPV는 그들의 모기업

투자하고 본 사업의 운영수익을 통해 배당

인 지분투자자(Equity investors)로부터 절

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PPP사업에서의 금

연(Ring-fenced) 되어져야 한다. 즉, 타인

융모델은 본 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자금흐

자본의 조달은 오직 프로젝트의 현금흐름

름에 따라 기대되는 배당조건 및 원리금상

으로만 조달되어야 하고 그 비율은 일반적

환조건을 적합하게 구조화하는 것이고, 각

으로 총 사업비중 70~95%이다.

이해관계자의 이익은 사용자나 정부로부
터 발생되고, 그 이익의 창출 시기는 건설

38

- 높은 비중의 타인자본 조달은 지분투자자

K-BUILD저널

(Equity investors) 입장에서 프로젝트의

2018. 9월호

guarantee)을 제공할 수도 있다.

Risk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 다른
프로젝트의 참여 기회를 가능하게 한다. 반
대로 비소구권(Non-recourse) 조건은 대

- 예1) <그림1> 필리핀 마닐라 상수도 공급
프로젝트

주단(Lenders) 입장에서 더 엄격한 실사
(Due Diligence)를 수행하게 되고, 현금흐

- 1997년, 필리핀 마닐라 상수도 공급 PPP

름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사업을 위해 Ayala社를 포함한 4개사가

되며, 적절한 계약적 구조를 통해 그들의

Manila Water Company(SPV)를 설립하

권리를 보호하게 된다.

였고, MWSA(Metropolitan waterworks
sewerage system)과 양허계약을 체결하였

B. Alternatives to non-recourse project
finance

으나, 대주단(Lenders)과 금융약정을 체결
하려는 과정에서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
고, 비소구권(Non-recourse) 조건하에서

- 비소구권(Non-recourse) 프로젝트 파이

의 타인자본의 조달이 어려워 본 사업의 컨

낸싱의 대안으로 SPV(Project company)

소시엄중 Lead Company인 Ayala社의 기

는 대주단(Lenders)에게 원리금상환(전

업보증(Corporate guarantee)을 제공하여

부 또는 일부)에 대한 기업보증(Corporate

금융구조화를 하였다.

그림 1 ▶ 필리핀 마닐라 상수도 공급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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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콜롬비아 Oil Pipeline 프로젝트

- 예2) <그림2> 콜롬비아 Oil Pipeline 프로젝트

같다.

- 1992년 콜롬비아 Oil Pipeline 프로젝

- 지분투자자(Equity investors)들은 제한적

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National oil

소구권(Limited recourse)의 조건을 선호하

company 및 International oil companies

며, 타인자본의 비율을 더 높이고, 이에 따

인 Occidental's oil pipelines company 와

른 리스크는 최소화하기를 원하지만, 반대

Joint-venture를 구성하였고, 메인 대주

로 정부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

(Main Lenders)인 IFC에서는 콜롬비아의

하기 위해 더 낮은 타인자본비율을 기대한

게릴라 공격, 프로젝트 도난 등 위협적인

다. 또한 대주단(Lenders)에서는 그들의 권

상황을 염려하여, 주주들에게 각각 전체대

리와 프로젝트 자산의 안정성을 위해 더 면

출보증(Full loan guarantee)을 요청하였다.

밀한 실사(Due Diligence)를 이행하고, 주
주들로부터 또는 제3자로부터 신용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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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많은 인프라 회사(Infrastructure

(Credit support)를 요구하며, 원리금상환

company)들은 그들의 프로젝트를 전체

미 이행시에 사업에 대한 권리참여(step-

소구기업금융(Full recourse corporate

in rights)를 요구한다. 이때, 만약, 전체소

finance) 또는 제한적 소구 프로젝트 금융

구상황(Full recourse circumstances)에서

(limited recourse project finance)으로 금

지분투자자(Equity investors)의 모기업이

융구조화를 할 수 있고 그 특징은 <표1>과

프로젝트 해당국가가 아닌 해외에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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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길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대주단(Lenders)

(Guarantee(부분 또는 전부))을 제공할 수

의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정부

있다.

측면에서는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정
부금융을 도입할 수 있으며, 그 형태는 정

- 위의 그림에는 비소구권(Non-Recourse)

부의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을

과 전체소구권(Full-Recourse)의 파이

통하여 은행에서의 직접대출, 또는 보증

낸싱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으며, 금융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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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또는 금융기관의 수준이 낮은 국가에

사업의 자기자본(Equity)투자도 역시 가능

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일반적이지 않

하며, Sukuk as mudarabah(이익공유형),

고 경험도 충분치 않아 주주로부터 직접보

Musharakah(joint venture 형), Takaful(보

증(Guarantees)을 받아 전체소구권(Full-

험, 이슬람 국가간의 리스크공유형) 등의

Recourse) 파이낸싱을 주로 다루지만, 금

형태로도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융환경 또는 금융기관의 수준이 높은 국가
에서는 투자자 및 SPV의 자원(Resources)

2. Considerations for Government

을 통하여 비소구권(Non-Recourse) 파이
낸싱을 주로 다룬다.

- PPP사업에서 민간금융이 참여할 때, 정
부는 그 금융구조에 영향을 줄 필요가 있

C. Islamic Finance

으며, 또한 정부는 그 사업이 금융조달
가능(Bankable)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 이슬람금융은 이자수취의 금지 등을 규정

한다. 하지만, 너무 높은 타인자본 비율

하고 있는 샤리아 율법을 사용하고 있어 많

은 프로젝트의 Risk전가에 취약하며, 이

은PPP사업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 이슬람

에 따라 정부는 타인자본 비율을 제한하

금융은 이자수취의 금지, 자산을 기반으로

기를 원한다. 따라서 정부측 주요 고려사

한 거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자는

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찰자 선정부

사용료를 받는 임대의 형식으로, 원금은 자

터 금융종결까지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

산을 매각함으로써 얻는 이익으로 대체하

법, 둘째, 리파이낸싱을 다루는 방법, 셋

는 것이 특징이다.

째, 정부와 대주단(Lenders)을 위한 프로
젝트 권리참여(step-in rights)의 정의 및

- 현재, 이슬람금융기관 또한 상당한 유동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조달

성 자본을 축적해 두고 있으며, 양질의 프

측면에서 정부는 대출과, 지분투자, 보증

로젝트에 투자의 기회를 찾고 있으며, 이

을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해당국가

슬람 금융의 주요특징을 정리하면, 첫

의 국가개발은행이나 연금펀드(Pension

째, 대출을 금지하기 때문에 자산을 기반

Fund)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실행할 수

으로 거래하며, 둘째, 대주와 차주의 원

있다.

금 Risk를 분담하는 원칙을 기반으로 하
고, 셋째, 이슬람금융은 임대(Lease)형태

A. Bankability

로 이자를 회수하고 프로젝트자산을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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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 Bankability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또한, 이슬람금융은 이슬람 인프라펀드

모을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Islamic infrastructure funds)를 통해 PPP

다시 말해 Bankable의 진정한 의미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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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본 뿐만 아니라 타인자본을 끌어들

준의 부채와 레버리지를 보장하기 위하

일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대주단은

여, 보증(Guarantees) 또는 해지시 환급금

프로젝트 파이낸스 실행여부를 고려한다.

(Termination payment)조항을 구조화하는

Bankability를 위해 프로젝트 현금흐름은

것이 중요하며, 또한, 정부는 인프라의 안

원리금상환과 주주의 이익을 초과할 만큼

정적인 운영전까지 자기자본 매각 가능성

충분히 높아야 하며, 현금 흐름에 대한 변

을 제한해야 한다.

동 위험은 기대하는 이익내에 있어야 한다.
대주단(Lenders)은 프로젝트 위험을 신중
하게 평가하고 이러한 위험이 계약 당사자

예) Example of a Thinly-Capitalized PPP:
Victoria Trams and Trains

간에 어떻게 배분되었는지를 평가하게 된
다. 만약, 너무 많은 리스크가 민간투자자

- 호주멜버른지역의 Trams and Trains PPP

에게 전가됬다며, 대주단(Lenders)은 부채

사업에서 계약상대자가가 전체 자본금의

를 통한 현금 흐름이 수용될 때까지 대출금

3%밖에 투자하지 않았고, 결국 너무 얇은

액을 감축하기도 한다. 즉, Bankability는

Equity 투자구조가 자기자본 투자가 프로

프로젝트의 기술적/재무적 타당성으로 적

젝트의 개선 동기부여를 약화시켰으며 결

절한 리스크 할당이 되어야하고, 정부는 프

국 프로젝트는 손실을 입게 되었다. 본 사

로젝트의 Bankable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업을 운영하는 운영사는 구성원에서 탈퇴

균형(Balancing)작업을 수행한다.

하였고, 마침내, 호주정부는 기대했던 정부
보조금의 절감효과도 얻지 못하게 되었다.

B. Limiting the amount of debt allowed
- 정부는 종종 지분투자자(Equity investors)
보다 대출제공자(Debt investors) 에게 더
많은 보호(Protection)를 제공하여 높은 레
버리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
다.. 예컨대,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일찍 종
료되는 경우, 정부는 대출 기관의 상환 수
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된 지급 보증을
제공하거나 동의 할 수 있다.
- 만약, 정부측면에서 투자자의 자금조달 능
력을 제한하면 사업비용이 증가 할 수 있
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방지하고 높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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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isks in going from award to financial
close

- 리파이낸싱은 기존 부채를 청산하고 새로
운 부채를 가져오는 것으로 그 역할은, 대
주단(Lenders)의 입장에서 프로젝트의 특

- PPP계약은 프로젝트를 위한 금융이 완전히

성상 장기대출이 불가능하다거나, 장기간

확보되기 전(Financing Closing)에 체결되

의 신용확장이 리스크가 많을 때 사용하며,

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금융계약서는 SPV

리파이낸싱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차순

가 조달계획된 자금에 접근하기 전에 반드

위 대주(Second lender)에게 미리 부채를

시 인출선행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만약 낙

인수하는 약속을 한다. SPV 입장에서는 리

찰 받은 입찰자가 예상되는 조건에 따라 파

파이낸싱을 함으로써 좀 더 나은 금융조건

이낸싱을 조달 할 수없는 경우, 사업의 지

을 얻을 수 있고, 주주입장에서는 재레버리

연이나 취소 등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지(Re-leveraging)효과를 얻게 되며, 대주

정부입장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발생하면,

단(Lenders)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자금조

낙찰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을 실시해야하

달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제플레이어

는데 이때, 정부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고,

인 각국의 연금펀드(Pension funds)들은 건

정부는 이때 위험을 야기한 우선입찰자에

설리스크가 제거된 기자산에 투자하는 것

게 Bond-call을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입

을 더 선호하여 기존 대출(Debt)보다 더 낮

찰자는 조금 더 견고한 금융계획을 입찰

은 이율로 리파이낸싱에 제공되기 적합하

전에 준비해야하고, 미리 준비된 금융확약

다. 따라서 정부입장에서는 리파이낸싱의

(Underwritten bid) 또는 선금융패키지 제

이익을 어떻게 고려할지가 필요하며, 리파

공(Stapled financing)을 제출해야한다.

이낸싱으로 인해 주주에게 높은 배당이 돌
아가는 것을 금지하고, 그 이익을 사용자와

D. The role of output based aid
- PPP사업의 주요특징중의 하나는 성과

정부에 공유하게끔 유도해야 한다.

F. Step-in rights

(Performance) 기반의 사업형태이며 지불
조건도 공사목적물을 완성하여 예정된 서

- 계약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

비스의 수준과 자산의 가치에 기반 한다.

우, 계약을 관리함으로써 정부와 대주단

이것은 Results based financing (RBF)의

(Lenders)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

개념이며, 이 개념의 지급방식인 Output-

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것은 정부와 대주

Based Aid(OBA)는 대부분의 PPP사업에서

단(Lenders) 모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이용되고 있는 RBF mechanism 이다.

정부입장에서는 만약 프로젝트가 위험한
상황(안전위협, 국가안보, 건강위협 등)이

E. Refinancing of project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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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프로젝트 자산을 인수하게 된다. 대
주단(Lenders)입장에서도 직접계약(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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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an or grant finance directly from
government to project company

agreement)은 원리금상환불이행(Event of
default) 발생시, 권리참여(Step-in rights)
를 통하여 프로젝트의 인수를 하게 된다.

- 정부는 정부금융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들
은 금융기관(Finance institute)를 설립하여
대출(Loan)(예) 미국의 TIFIA 또는 정부보

G. The role of pension funds

조금(인도 VGF))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것은 Project costs를 절감할 수 있게 한다.

연금펀드(Pension funds)는 장기간의 자산
운영책임(Liabilities)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

B. Government provision of SPV equity

간의 대체투자가 필요하고, 장기간 운영을 해
야 하는 PPP Infrastructure investments사업의

- 정부는 프로젝트의 이해도를 높이고 금

성격이 매치되어 프로젝트의 금융구조화에 굉

융가능성을 더하기 위하여 지분투자자

장히 매력적으로 작용하며 특히, 리파이낸싱

(Equity Investors)로 참여하기도 하지만,

프로젝트에 더 잘 적용된다. 이러한 인프라 채

공공지분투자(Public Equity)는 종종 민간

권(Bond)은 정부 기관을 통하여 이익을 가져

투자자와 정부의 규정(Regulation) 때문에

다 줄 수 있지만, 사업의 구조화 준비가 부족하

민간투자자와의 이해의 상충을 가져올 수

면 연금펀드(Pension funds)등과 같은 투자자

있어서 민간투자자들은 정부의 Equity 참

들은 투자가치를 느끼지 못하며, 오히려 양허

여에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이 때문에 정부

전 기간의 프로그램을 더 선호하게 된다.

와 민간사업자의 이해의 상충을 경감하기
위해 계약적 상호작용을 이용하거나 조달

3. The Role of Public Finance in PPPs

기관과 분리된 재무부에 의해서 관리하게
한다.

- PPP사업에서 민간금융만이 사용되지 않으
며, 정부도 또한 부분적으로 금융조달을 할
수 있다. 이는 민간투자자의 조달비용을 경

C. Government guarantee of commercial
loan to project

감하고 VFM(Value for Money)을 창출할
수 있다. 정부금융을 도입하는 이유는 금융

- 정부는 또한 상업은행을 통해 조달된 부채

시장의 불안정으로 프로젝트가 리스크에

에 대한 상환 보증(Guarantee)을 제공할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정부가 참여함으로

수 있으며, 그 형태는 대부분 부분적 신용

써 bankability를 향상시켜 프로젝트의 리

보증(Partial credit guarantees)이다. 이는

스크를 경감시키기 위함이다.

프로젝트의 bankability를 향상시켜 PPP사
업의 금융조달가능성을 향상 시킨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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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Infrastructure Credit Guarantee

팅 Structures로 구조화하여 SPV(Project

Fund guarantees(Counter-guarantee,

company)의 부채의 전체 또는 일부로써

수요기반의 사업시), Kazakhstan

이를 활용 할 수 있다. 이러한 포페이팅 금

infrastructure bonds, Indonesia IIGF) 하지

융모델은 민간투자자에게 더 많은 금융조

만, 정부의 보증(Guarantee)은 조심스럽게

달을 가져올 수 있고, 정부는 공사목적물의

고려되어야 하며,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준공과 관계없이 계약적인 지불을 약속하

리스크범위 내에서 보증되어야 한다. 만약

기도 하여 금융조달의 가능성을 높이기도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재정적 악화에 노출

한다.

될 수 있고, VFM(Value for Money)이 오
히려 감소될 수 있다.

D. Forfaiting structures

Box 1.12 CRPAOs in Peru
- 페루는 도로 양허사업에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 혁신적인 금융구조화를 취했고 그것

- 포페이팅 structures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은 PAO라 불리는 일종의 채권(Bond)이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다. 만약 정부측 채

다. 대금지불은 성과(Performance)와 연계

권이 가용하다면, SPV(Project company)

되어 있지 않고, 타인자본을 늘리기 위해

는 정부가 지불하는 권리를 바탕으로 이를

CRPAOs라 불리우는 보증을 도입하였다.

자산유동화증권(Asset-Backed Securities,

그 첫 번째 프로젝트는 2006년의 IIRSA

ABS) 으로 만들어 민간채권시장에 양도한

Interoceania Sur 도로 프로젝트이며, 이를

다. 만약 PPP 인프라가 준공되어 상업운

도입하여 IDB로부터 $60 million를 보증받

전이 된다면 정부는 이에 대한 대금 지불

아 $226 million 파이낸싱을 조달하였다.

을 약속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포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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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프로젝트는 FONADIN의 지원을 받
아 수행되며, 일반적으로 이 경로를 주로
따르는 두 정부 기관은 CFE (국영 전기 회

-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s)은 또한 특

사)와 PEMEX (국영 석유 회사)이다. 정부

정지역 및 분야에 파이낸싱을 참여할 수

보조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FONADIN은

있고 그들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예컨

프로젝트의 초기검토, 입찰의 준비, 실행단

대, BNDES는 브라질의 주요 대주(Major

계에서 관여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부

lender)이지만 인근 중남미 국가에서 역할

기관에 도움을 준다. FONADIN은 2008년

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PPP사업

에 대통령령으로 설립되었고 멕시코에서

만을 지원하는 특정한 목적으로 금융기관

대부분의 PPP사업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Financial institutions)를 설립하기도 한

있으며, 한국은 이와 유사한 PIMAC(공공

다. (예 : 인도 IIFCL(장기대출), 인도네시

투자관리센터)이 존재한다. FONADIN은

아 IIGF(Guarantees제공)즉, 개발도상국의

멕시코 정부에서 PPP프로젝트를 진행할

국가개발은행 또는 기타 주정부금융기관

때 멕시코 재정부 산하의 정부기관으로써

(Other state Financial institutions)도 PPP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화 및 Support를

정책 조정 및 집행을 제공하는 데 참여할

주업무로 하며, 프로젝트의 민간투자적경

수 있다.

성 검토, VFM(PSC대안(정부실행대안) vs
PFI대안(민간투자대안))검토, 정부보조금

Box 1.13 Mexico's FONADIN

지급수준 검토, 금융구조화 작업등을 수행
한다.

- 멕시코에는 PPP관련법령이 없지만,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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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ment

율과 매치되어야 하고, 정부도 또한 그들의
권리를 위해 신용보강 옵션을 고려하기도
한다.

- 정부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계약의 조정,
추가보증(Additional guarantees) 및 정

- 전체신용보증 : 프로젝트 선순위 대출의

부보조금/정부금융을 제공하여 금융가능

전체를 보증하여 전체 리스크를 절감시키

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의 리스

며, 이러한 보증의 제공기관은 단종보험

크를 할당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는 제3

(Monoline Insurance Company), 유럽개

자를 통한 신용보강이며, 이 기관들은 보

발은행(EIB), 수출신용기관(ECA), 국제투

증(Guarantees), 보험(Insurance), 그리

자보증기구(MIGA) 등이 있다.

고 금융리스크 제거메커니즘(Hedging
mechanisms)을 제공하고, 이런 신용보강

- 부분신용보증 : 프로젝트 선순위 대출

은 양허권자(정부)와 대주단(Lenders)의

의 일정비율을 보증하여 일정부분의 원

채무불이행을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이러

리금 상환 일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절감

한 제3자의 신용보강(MDB의 신용보강

시키며, 이러한 보증의 제공기관은 세계

(MIGA)등)으로 연금펀드(Pension fund)는

은행(IBRD, IDA), 유럽개발은행의 프로

프로젝트 비용의 상당부분을 지원할 수 있

젝트 본드(EIB's Project Bond Initiative),

고, 신용보강은 전체 또는 일부로 할 수 있

GuarantCo(주로 환율관련 리스크 저감)등

으며, 일부 신용보강은 프로젝트 대출의 비

이 있다.

Table 1.4 Example of Third-Party Risk Mitigation or Credit Enhancement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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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업적 정치리스크 보증 : 정치적 리스크

계약으로 인한 통화스왑을 제공하며, 이러

로부터 주주와 대주단을 보호하며, 이러한

한 경감조치의 제공자는 상업은행, TCX와

보증의 제공기관은 국제보증기구(MIGA),

같은 환율 스왑제공자들이 있다.

아프리카 리스크 경감 이니셔티브 정치
적 보험(IRMA's PRI(Initiative for Risk
Mitigation in Africa))등이 있다.

-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신용제도(CCL) 또는
보험 :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을 보호하며, 이러한 제도와 보험의 제공자

- 통화스왑 또는 미리체결된 계약으로 인한
환리스크경감 : 다양한 국가의 통화로의

는 다양한 개발금융기관들, 민간금융기관
들, 기상악화관련 기관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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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지 원 변호사 (j.ha@tamimi.com)

Ahmad Ghoneim 변호사

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J.D)
John Marshall Law School (LL.M)
前 Braumiller Shulz
前 법무법인 한결
前 한국광물자원공사
現 Al Tamimi & Company*
건설/자원/에너지/금융/인수합병 전문

(a.ghoneim@tamimi.com)
Cairo University (LL.M / LL.B.)
現 Al Tamimi & Company
건설 소송·중재 전문

Construction Dispute Costs
Engineer and Contractor 195 Million AED

아아랍에미리트 민사소송법 (Civil

련한 감리자의 책임 범위에 대해 분석하고, 과

Transaction Code) 제 877조에서는 완공된

연 일반적으로 감리자의 책임 한도는 계약금

건물 인계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해당 건

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민사상 감리자의

물 붕괴 시, 시공사 (Contractor)와 감리자

책임범위 또한 계약금액을 그 한도로 한다는

(Supervisor Engineer)에 엄격한 연대책임

인식이 실제 사례에서도 맞는지 확인해보고자

(Strict Joint Liability)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

한다.

는 “10년 하자책임 (Decennial Liability)”이라
알려져 있다.

주요 사실관계 (Background)

이번 호에서는 계획이 발표된 2012년 당시

발주처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시공을 담

아부다비의 지역미디어에도 상당한 화제가 되

당할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프로젝

었던 초대형 프로젝트 (이하 “프로젝트”)와 관

트 관리업체 (이하 “PM”)을 별도로 선임하

련하여 프로젝트가 일부 붕괴됨에 따라 발생

였다. 뿐만 아니라, 발주처는 건설작업을 관

한 분쟁에서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감독하고 설계를 담당할 컨설턴트 (First

알타미미에서 아부다비의 유명 시행사 (이하

Engineer, 이하 “감리자 1”)와 계약을 체결했

“발주처”)를 대리하여 승소한 케이스의 판결

고, 계약에 따라 감리자 1은 프로젝트의 설계

내역을 함께 살펴 보면서, 10년 하자책임과 관

를 담당하고, 프로젝트 일부를 관리•감독했

* Al Tamimi & Company는 중동지역 최대의 현지 법무법인으로 한국건설사들의 진출이 활발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GCC 전국
가를 포함한 총 9개국에 17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50

K-BUILD저널

2018. 9월호

다. 하지만 프로젝트 진행 중, 발주처는 감

약 AED 1.9억 (한화 약 585억원)에 달하며, 해

리자 1을 교체하기로 결정하였고, 해당 건설

당 금액에는 입주민의 대체 거주지 제공 비용,

프로젝트의 관리•감독을 위한 타 컨설턴트

붕괴가 발생한 주차구역의 재시공 비용, 추가

(Second Engineer, 이하 “감리자 2”)를 선임하

붕괴를 막기 위한 잔여 건설작업의 설계상 결

였다.

함 제거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주
목해야 할 점은 발주처와 감리자 간의 실제 계

해당 프로젝트의 주거용 건물이 완공되자,
발주처는 이를 인계 받은 후, 바로 임대하기 시

약금액은 약 AED 24,000,000 (한화 약 73억
원)에 불과하였다는 점이다.

작하였다. 허나, 이후 해당 건물의 주차구역에
서 약 1,400m2에 달하는 붕괴가 발생하였고,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알타미미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붕괴 발생과 동

는 발주처를 대리하여 시공사, 감리자 1, 감리

시에 아부다비 당국은 입주민을 모두 대피시

자 2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총 손

키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발주

해배상 청구액은 추산된 손실액인 약 AED 1.9

처는 입주민이 영구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

억 (한화 약 585억원)에 추가로 발주처가 입은

련할 때까지 호텔아파트를 대체 거주시설로

평판 관련 손해, 법원 비용, 판결일로부터 지급

제공하였다.

완료시까지의 이자 등이 포함되었다.

아부다비 검찰청 (Prosecutor General of the

법원 판결 내용 (Court’s Judgment)

Emirate of Abu Dhabi)은 구체적인 붕괴 원인
및 향후 추가 붕괴 위험을 조사하기 위해 프로

1심 법원 (Court of First Instance)

젝트 현장에 파견할 조사위원회 (engineering
committee)를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프로

감리자 1은 건설 작업의 관리•감독이 감리

젝트에 고의로 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시공사,

자 2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감리자 2가 붕괴에

감리자 1, 감리자 2, PM, 관련 허가를 내 준 정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며 본인

부기관을 차례로 기소하였다.

을 상대로 한 소를 기각해줄 것을 1심 법원에
요청하였다. 또한 감리자 1은 본인의 책임 한

이후, 조사위원회는 주차구역의 붕괴 원인
을 설계상의 결함 (defective design)으로 결론

도를 붕괴 구역에 대한 재시공 비용으로 한정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지었고, 시공사, 감리자 1, 감리자 2, PM, 관련
정부기관 모두 해당 붕괴와 관련하여 각각 상
이한 비율로 책임이 있다는 판정을 내놓았다.

감리자 2는 붕괴의 원인이 감리자 1이 작업
한 설계상의 결함과 관련이 있음을 근거로 들
어 소의 기각을 요청하였다. 또한 시공사는 건

본 붕괴 사고로 인해 발주처가 입은 손실은

설 작업 중 감리자 1과 감리자 2에 설계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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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에 대해 통지하였으나 두 감리자 모두 이

이 약 AED 1.86억 (한화 약 566억원)에 달한

를 무시하고, 이미 작성된 도면 상의 요건을 준

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전문가는 해

수할 것을 요구하였음을 근거로 들어 소의 기

당 보고서에서 붕괴의 원인으로 설계상의 결

각을 요청하였다.

함 (Design), 과적 (Overloads), 시공상 이음
문제 (Construction Joints)를 언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변론으로, 알타미미는 아랍에미
리트 민사소송법 상 건물의 인계일로부터 10

개별 당사자의 책임 비율은 원인에 따라 다음
의 표와 같이 분석되었다.

년 이내에 발생한 붕괴에 대해 발주처가 시공
사 및 감리자에 연대 책임 또는 개별 책임을 부

위에서 언급한 분석에 따라, 법원에서 임

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어 관련 시공

명한 전문가는 시공사 (33.5%), 감리자 1

사와 감리자에 연대배상 책임이 있음을 강조

(19.5%), 감리자 2 (36.5%), PM (10.5%) 각각

하였다. 또한 건물의 붕괴가 입증이 불가능한

비율은 다르지만 붕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공

결론을 내렸다.

사 및 감리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 한도
를 낮출 수 없음을 지적하였고, 결과적으로 시

이에 대해 알타미미는 아랍에미리트 민사소

공사와 두 감리자는 해당 붕괴가 외부요인으

송법 상의 10년 하자책임 조항을 근거로 들어

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프로젝트 인계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발생
한 붕괴에 대해 발주처가 전적으로 시공사와

1심 법원은 주차 구역의 붕괴로 인해 발주처

감리자에 엄격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관련

가 입은 손해 및 경제적 손실 산정을 위해 감

당사자 어느 누구도 본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리자 및 회계사로 구성된 전문 위원회 (expert

없다고 주장하였다.

committee)를 구성했고, 법원에서 임명한 전
문가는 본 붕괴로 인해 발주처가 입은 손실액

붕괴 원인

설계상의 결함 (Design)

과적 (Overloads) – 감리자
1의 인계 후 기준

시공상 이음 문제
(Construction Joints)

원인별 붕괴 기여도

30%

50%

20%

감리자 1: 65%

감리자 1: 0%

감리자 1: 0%

시공사: 10%

시공사: 44%

시공사: 42.5%

당사자의
책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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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액에서 소송 당사자가 아닌 PM (10.5%)

용으로 한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시공

의 책임 분을 공제한 후, 발주처에 배상하도

사, 감리자 1, 감리자 2는 발주처의 손해배상

록 판결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해당 보고서

청구가 붕괴로 인한 간접적인 손해 (indirect

상 전문가가 산정한 비율로만 책임을 한정하

damages)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기

도록 하는 시공사, 감리자 1, 감리자 2의 주

각해야 하며, 이에 대해 발주처의 손해배상

장을 기각했다. 대신, 법원은 시공사, 감리자

청구에는 붕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 (direct

1, 감리자 2가 개별 또는 연대 책임을 통해 발

damages)만 해당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주처에 총 AED 1.65억 (한화 약 509억원)을
배상하고, 발주처의 평판에 끼친 손실 (AED

이에 대해 알타미미는 발주처의 손해배상

1,000,000 (한화 약 3억원)), 법원 비용, 판결

청구는 붕괴로 인해 발주처가 직접적으로 입

일로부터 부과될 5% 이자를 추가적으로 배상

은 손해에 대한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고, 2심

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항소) 법원이 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모든 항소는 기각되었다.

2심 (항소) 법원 (Court of Appeal)
대법원 (Court of Cassation)
1심 법원 판결 이후, 알타미미는 PM의 책임
분을 공제한 것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발

알타미미가 2심 판결에 상고함에 따라 해당

주처가 시공사, 감리자 1, 감리자 2의 개별 또

소송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다. 알타미

는 연대 책임을 통해 발주처가 입은 손실액 전

미는 발주처의 손해배상 청구가 시공사와 감

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

리자에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는 “10년 하자책

을 주장하며, PM 책임 분을 공제하지 않고, 발

임” 조항에 기반한 것이므로, 1심 및 2심 (항

주처가 전액을 배상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요

소) 법원은 PM책임 분을 공제해서는 안되고,

청하였다.

발주처가 전액을 배상 받아야 함을 재차 주장
했고, 시공사 및 감리자 모두, PM 을 포함한

또한 시공사와 감리자 1, 감리자 2도 항소
를 제기하였는데, 시공사와 감리자 2는 설계상

제 3자의 책임을 제외시킴으로써 본인의 책임
을 한정시킬 수 없음을 언급했다.

의 결함을 제공하고, 붕괴된 구역의 관리•감
독을 담당한 감리자 1이 전적으로 붕괴에 대

또한 시공사, 감리자 1, 감리자 2도 대법원에

한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들어 소를 기각해줄

상고하였으며, 1심 및 2심 (항소) 법원에서의

것을 요청했다. 감리자 1은 설계상의 결함은

변론을 유지했다.

없었고, 감리자 2가 적재와 관련한 설계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으며, 본

대법원은 시공사 및 감리자에 대해서 붕괴

인의 책임 한도를 붕괴 구역에 대한 재시공 비

를 초래한 하자와 관련하여 엄격책임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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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1심 및 2심 (항소) 법원에서 아랍에미리
1)

원의 두번째 판결에 대해 기존의 변론과 동일

트 민사소송법 제 291조 가 적용되었다는 전

하게 책임 한도 및 간접적인 손해를 들어 항소

제 하에 발주처가 시공사 및 감리자의 개별 또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또한

는 연대 책임을 통해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음

대법원은 2심 (항소) 법원의 두번째 판결을 인

2)

을 인정했다.

정하여 시공사, 감리자 1, 감리자 2가 개별 또
는 연대를 구성하여 발주처에 총 AED 1.9억

또한 대법원은 1심 및 2심 (항소) 법원이

(한화 약 585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렸

PM 책임 분을 공제한 것은 잘못되었음을 언

다. 해당 금액에는 기존의 손해배상 금액인

급했고, 아랍에미리트 민사소송법 상 “10년 하

AED 1.85억 (한화 약 562억원)에 추가적으로

자책임”에 따라 시공사와 감리자에 엄격책임

평판 손실에 따른 손해 (AED 1,000,000 (한화

이 부과됨을 근거로 시공사, 감리자 1, 감리자

약 3억원)), 법원 비용 (AED 2,800,362 (한화

2가 붕괴에 대한 책임 범위에 대해 변론한 부

약 8.6억원), 판결일 기준으로 지급완료일까지

분은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2심 (항소) 법

5% 이자가 포함되었다.

원에 PM 책임 분을 포함한 전체 손해배상 총
액을 산정하고, 해당 금액에 발주처의 간접적

결론/시사점

인 손해가 포함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재산정
할 것을 요청했다.

감리자의 책임 한도는 총 계약금액을 초과
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위에서 살펴

2심 (항소) 법원은 알타미미의 항소를 수용

본 실제 판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하여 PM의 책임 분을 공제하지 않은 총 AED

해당 소송에서 감리자의 계약금액이 AED

1.85억 (한화 약 562억원)을 발주처의 손해

24,000,000 (한화 약 73억원)이었고, 법원에서

배상액으로 산정했고, 발주처에서 제기한 손

정한 손해배상액이 AED 1.9억 (한화 약 585억

해배상 청구가 붕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

원)임을 감안한다면, 10년 하자 책임과 관련하

(direct damages)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시공

여 감리자 및 시공사가 계약금액을 한도로 본

사, 감리자 1, 감리자 2가 제기한 모든 항소를

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기각했다.
따라서, 주로 시공 및 감리를 담당하는 국내
감리자 1과 감리자 2는 해당 2심 (항소) 법

건설사들의 경우, 발주처에게는 시공사 및 감

1) 개인/집단이 위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경우, 개별 당사자는 해당 위법행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각각 책임이 따르며, 법원은 이들에 개
별 또는 연대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If a number of persons are responsible for a harmful act, each of them shall be liable in
proportion to his share in it, and the judge may make an order against them in equal shares or by way of joint or several
liability.)
2) Case No. 876/2016, 43/2017, 71/2017, 72/2017, 80/2017, 8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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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 모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damages)가 아닌 직접적인 손해 (direct

권리가 있으며, 이들에 개별 또는 연대적으로

damages)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니, 그 책임한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는 사실을 유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만,

발주처의 배상요구액 내역을 정확하게 검증해

아랍에미리트법 상 간접적인 손해 (indirect

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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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 Park (박 기정)
영국 변호사
현 법무법인 율촌 (www. yulchon.com) 근무
저자는 Corbett & Co International Construction
Lawyers(영국 런던에 소재한 국제 건설 전문 로펌)
및 한국 대기업의 국제 법무실 근무 경험 등 약
20년 이상 국제 건설 분야에서 활약해오고 있음

국제건설 계약법의 이해
- 최신 판례 소개
1. Multiplex Construction v Dunne1)

함. 동 선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원청사는 하
청사와 Advanced Payment Deed(APD)를 서

건설공사에서 하청사의 부실화는 원청사를

명했으며, 본 Deed에 하청사 실 소유주 Mr.

포함하여 해당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당

Dunne (“Dunne”) 과 모기업인 DGL이 보증

사자들에게 상당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본 판

인(Guarantor)으로 함께 서명함. 이에 따라 원

례는 원청사가 부실한 하청사를 지원해서 부

청사는 하청사에게 £4million을 선급금으로

실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지급했음.

그 원청사의 지원과 관련하여 하청사의 실 소
유주가 개인적으로 보증한 내용이 분쟁되었던

APD는 3.1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음.

사례로 2017년 11월에 영국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임.

3. GUARANTEE

3.1 “보증인은 취소 불가하고 무조건부로

1) 사실 관계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시공사에게 다
음을 보증, 보장 그리고 이행한다. 만약 하청

원청사(Multiplex)는 공사 중 재정적으

사가 파산되는 경우(관리, 법정관리, 정리,

로 어려움에 직면한 하청사(DBCE)에게 선

회사 운영의 중단 등을 포함) 또는 그 외 시

급금 형식으로 £4 million을 먼저 지급함으

공사로부터 지급에 대한 서면 요구를 받은

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

후 선급금을 시공사에게 즉시 돌려줄 수 없

1) Multiplex Construction Europe Ltd (formerly Brookfield Multiplex Construction Europe Ltd) v Dunne [2017] EWHC 3073 (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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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보증인은 즉시 시공사에게 그 보증금

청사에게 지급한 £4million의 반환을 청구

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함. 원청사는 APD는 보상계약(Contract of

시공사에게 발생되는 손실, 손해, 청구, 부

Indemnity)이며, 이에 따라 Dunne에게 개인적

담, 지급, 책임, 법정절차, 클레임, 비용과 경

으로 £4million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

비에 대해서 시공사에게 보상하고 면책시켜

함. 반면 Dunne은 APD는 보증 계약(Contract

야 함.”

of Guarantee)이므로 단지 Secondary
Obligation만 있다고 주장함.

[ The G uarant or irre vocably and
unconditionally guarantees, warrants and

여기서 원청사 주장이 옳다면 Dunne은 원

undertakes jointly and severally to the

채무자(Primary Obligor)로 즉시 £4million을

Contractor that should the Sub-Contractor

지불해야 했음. 하지만 만약 Dunne의 주장이

suffer an event of insolvency (including

맞다면, 원청사는 Dunne으로부터 보상을 받

but not limited to administration,

기 전에 하청사(DBCE)의 파산(Insolvency)의

administrative receivership, liquidation,

결과에 따른 손실을 먼저 확정해야 함.

ceasing or threatening to ceasing carrying
on its business in the normal course or

2) 법원 판결

otherwise) or otherwise not be able to
pay back the Advance Payment to the

Summary Judgement를 통하여, 법원은 피

Contractor immediately upon receipt of

고자는(Dunne) 자신의 회사(DBCE)가 원고인

a written demand from the Contractor,

원청사(Multiplex)로부터 £4million의 선급

the Guarantor shall immediately be liable

금을 제공받았던 계약 조건에 따라 일차적인

to the Contractor for the payment of the

채무자로써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

Advance Payment and shall indemnify
and hold harmless the Contractor against

법원은 APD 3.1항의 의미를 먼저 살펴

any loss, damage, demands, charges,

봄. 특히 “irrevocably and unconditionally

payments, liability, proceedings, claims,

guarantees, warrants and undertakes jointly

costs and expenses suffered or incurred

and severally to”부분과 하청사가 파산하는 경

by the Contractor arising therefrom or in

우 “immediately be liable to the Contractor

connection therewith.]

for the payment of the Advance Payment”되
는 의미에 대해 검토함. 그리고 법원은 상업적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하청사와 DGL은 파

맥락에서 볼 때 그리고 단어 자체도 APD가 보

산(Insolvency)되어 관리(Administration) 상

상 계약(Contract of Indemnity)이라는걸 보

태로 들어감. 이에 원청사는 Dunne에게 하

여 주며, 특히 "즉시" (immediately)라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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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용이 중요한 것임을 분명히 함. 즉, 다음

되지 않는다고 함.

과 같이 설명함.

3) 해설
“만약 하청사(DBCE)와 어떤 계산이 되어
야 한다면 선급금을 ‘즉시’ 상환하는 것은 단

본 사례에서는 시공사가 하청사의 부실시

순히 불가능할 것임. 원책임이 하청사에 있

하청계약의 기본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하청

고, Dunne씨의 책임이 원청사 (Multiplex)

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시점에

에게는 2차적인 것이라면 이는 그 상업적 목

APD를 체결하여 지원했다는 점에서 눈 여겨

적에 반하게 될 것임.”

볼만함. 물론 그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건설
공사에서 예방이 치료보다는 항상 낫다는 점

[It simply would not be possible to

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아마 이와 유사

repay the Advance Payment ‘immediately’

한 방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극복한 사

if any sort of accounting had to be done

례도 많을 것임. 이러한 유사한 합의를 하는 경

with DBCE; not only that, it would be

우, 본 사례는 그 합의 문구에 따른 결과를 보

contrary to the commercial purpose were

고 관련된 원청사나 하청사가 취해야 할 주의

Mr Dunne’s liability to Multiplex to be a

사항을 잘 보여 준다고 할 것임.

secondary one, with the primary obligation
being upon DBCE.]

2. Maxcon Construction v Vadasz2)
법원은 이 조항의 상업적 목적은 실질적
인 현금 흐름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Dunne이

본 사례는 하청사와의 분쟁과 관련한 한

Multiplex에게 DBCE가 파산할 경우 이 금액

Adjudication 결정에 대한 항소에 대한 판결로

은 즉시 지급될 것이라는 보증을 제공하기로

“Pay when Paid”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합의하는 것이라고 결정함. 특히, “indemnify

호주 법원에서 2018년 2월 판결된 내용임.

and hold harmless”라는 단어의 사용은
Dunne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증거이고

1) 사실 관계

"Guarantee"이라는 표제는 의무의 성격을 결
정짓는 것은 아니다고 판정함.

원청사(Maxcon)은 하청사(Vadasz)와 Piling
공사와 관련하여 하청계약을 체결함. 하청사

그리고 사용된 단어에 모호성이 없었기 때

는 하청계약상 5%의 유보금을 주어야 함. 동

문에 법원은 contra proferentum rule은 적용

유보금은 Clause 11(e) and Schedule E에서 다

2) Maxcon Constructions Pty Ltd v Vadasz [2018] HCA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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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1993 (SA)과 Development
Regulations 2008 (SA)를 포함하고,

a) 50% “90 days after CFO is achieved”;
and

- Section 67(1) of the Development Act에

b) 50% “365 days after the date of CFO”.

따르면 certificate of occupation가 발급
될 때까지는 그 건물을 점유하지 못한다

여기서 언급된 CFO는 다음과 같이 정의됨.

고 하고 있으며,

CFO means “the certificate of occupancy
and any other Approval(s) required under

- Regulation 83(2)(a) of the Development

‘Building Legislation’ which are required

Regulations에 의하면 certificate of

to enable the Works lawfully to be used

occupation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for their respective purposes in accordance

statement of compliance가 요구된다고

with Maxcon’s Project Requirements”

하고 있음. 본 statement of compliance
는 건설 관련 서류는 관련 개발 승인에

Adjudicator는 clause 11(e) and Schedule E

따른다는 Owner의 진술을 포함하고 있

3)

는 “pay when paid”조항과 같고, 이는 관련법

음.

에 따라서 유효하지 않다고 결정함. 이에 원청
사는 항소함.

- 그러므로 certificate of occupancy의 발
급은 다음에 종속되어 있음.

2) 법원 판결

i) 원계약과 관련하여 시공사는 건물
공사가 발급된 서류에 따라서 수행

먼저 고등법원은 어떤 계약의 어느 조항이

되었음을 확증하는 것 [the Builder

미불의 금액 지급의 책임 또는 미불의 금액

certifying that building work had

지급의 일자가 다른 계약의 운영에 부종하면

been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pay when paid”조항이라고 확인함. 그리고

the issued documents, including the

고등법원은 clauses 11(e) and Schedule E는 다

head contract between it and the

음과 같은 이유로 “pay when paid”조항이라고

owner; and]

결정함.

ii) 원계약에 따른 전체 공사의 완공
[completion of the whole of the

- CFO와 관련하여 언급된 “Building
Legislation”은 두 가지, 즉 Development

project in accordance with the head
contract.]

3) Build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Security of Payment Act 2009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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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법률정보

- 따라서 하청사의 유보금 지급일자는 하

을 그의 하청사들이 분담해 주기를 원함. 하

청사의 이행과는 관련없는 어떤 것에 종

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pay when paid”와

속되어 있음.

“pay if paid”를 금하고 있음. 본 사례는 하청
계약서상 “pay when paid”가 포함되어 있지

3) 해설

않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 양측
이 아마도 의도하지 않게 이러한 내용이 하청

원청사는 본공사에 따른 Cash Flow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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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포함될 수도 있으니 주의를 요함.

K-BUIL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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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혁명과
역사적 의미

2018.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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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0년 독립을 선언한 후 약 10년의 투쟁 끝에 1821년 독립을 완성한 멕시코는 정치적 혼란을 겪다
포르피리오 디아스(Porfirio Diaz) 대통령의 영구 독재정권을 경험하였다. 1876년 취임한 디아스 대통령은
대지주, 은행가, 교회, 외국자본과 결탁하여 전제적인 독재국가를 구축, 35년간이나 장기집권을 하였고, 이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혁명을 주도하였다. 이 혁명은 ‘20세기 중남미에서 일어난 최초의 민중적이고 사회적인
혁명’이라는 의미와 함께 70년 이상 집권을 하고 있는 ‘제도혁명당’(PRI)이라는 정치적 조직을 만들어 내는데
기여 하였다.

혁명 전의 멕시코 상황과 디아스
대통령의 등장

Santa Anna)를 1855년 8월 축출시키는 데 성
공한다.

멕시코는 1821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그 후 멕시코 정부는 자유주의적 개혁을 실

후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간의 헤게모니 획

시하여 1857년 헌법을 제정했으나, 교회 등의

득을 위한 갈등국면을 겪으면서 19세기 중반

보수 세력은 이에 반대하여 1858년 쿠데타를

으로 접어들게 된다. 베니토 후아레스(Benito

일으켰고, 3년간의 내란 끝에 후아레스 대통령

Juarez)를 중심으로 결집한 자유주의자들은 미

이 이끄는 자유파가 다시 승리하였다. 그러나

국과의 무모한 전쟁(1846-47)을 일으켜 1848

1861년 재정난으로 외채상환을 중지하였기

년에 체결된 불명예스러운 과달루페-이달고

때문에 그 해 영국·스페인·프랑스 3국은 베라

조약(Tratado de Guadalupe Hidalgo)을 통

크루스항을 봉쇄하였다.

해 멕시코 영토의 반 이상을 미국에 빼앗긴 장
본인이자 당시의 보수적 성향의 독재자 안토

영국·스페인 양국은 이듬해 철군했으나, 아

니오 로페스 데 산타 아나(Antonio Lopez de

메리카대륙에 가톨릭제국을 수립하려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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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품고 있던 나폴레옹 3세는 프랑스군

마데로는 곧 체포되었고, 그의 선거운동은

을 내륙으로 진군시켜 멕시코시티를 점령하

무산되고 말았다. 1910년 6월 선거에서 디아

고, 1864년 오스트리아의 막시밀리안 대공

스는 다시 대통령에 당선된다. 1910년 10월 4

(Maximiliano I de México, 막시밀리아노 1

일 디아스가 취임하였고 그 다음날 가석방된

세)을 황제로 삼아 멕시코제국을 수립하였다.

마데로는 미국으로 도주하여 혁명선언문인 산

그러나 후아레스 대통령이 지휘하는 혁명군의

루이스 포토시(마데로가 감금되었던 감옥의

격렬한 저항을 받은 데다 먼로주의에 입각한

소재지) 성명(Plan de San Luis Potosi)을 발표

미국의 항의 등으로 프랑스군은 철수하였고,

한다.

제국도 1867년 5월에 막을 내렸다.
성명문에서 마데로는 '공명선거 및 재선반대
멕시코 제국을 물리치고 1872년까지 집권한

(Sufragio efectivo y No reeleccion)'를 혁명의

후아레스가 죽고 세바스티안 레르도 데 테하

최고 목표로 내세우면서 멕시코 국민들에게

다(Sebastian Lerdo de Tejada)가 뒤를 이었다.

1910년 11월 20일을 기해 궐기할 것을 촉구하

그런데 그가 1876년 재선의 뜻을 비추자 ‘재

였다. 그런데 이 선언문의 제3항에 적혀있는

선 반대’를 기치로 포르피리오 디아스(Porfirio

농민들에 대한 토지분배의 약속은 큰 반향을

Diaz)가 집권하였다. 그러나 디아스도 그 후

일으켰다. 비록 마데로 자신은 이 조항에 커다

여러 차례 재선을 거듭하였고 1910년 6월 선

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았지만, 바로 이

거에서도 80세의 나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조항에 이끌리어 멕시코 전역의 농민들이 마

영구 독재정권을 계획하였다.

데로가 주창한 혁명에 가담하게 된 것이다. 멕
시코 북부의 광산 노동자 및 농민의 전설적인

마데로의 정치적 혁명(1910. 11-1913. 2)

영웅 판초 비야(Pancho Villa)가 그러했고, 멕
시코 남부 농민운동의 대부인 에밀리아노 사

그런데 이로부터 2년 전인 1908년 멕시

파타(Emiliano Zapata) 또한 그러했다.

코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코아우일라

62

(Coahuila) 주의 지주 출신인 프란시스코 마데

이것이 멕시코 근대사에 길이 남을 멕시코

로(Francisco I. Madero)가 역사의 전면에 등

혁명의 시발점이었다. 혁명군의 지도자 마데

장한다. 디아스 대통령이 1908년 미국의 한 언

로는 후아레스 시를 멕시코 혁명정부의 후보

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하야에 버금가는 발언

지로 생각, 이를 점령하여 디아스에게 사임을

을 하자 마데로는 같은 해에『1910년의 대통

강력히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에 병들고 지친

령 승계(La sucesion presidencial en 1910)』

노(老)독재자 디아스는 자신의 사임을 알리는

라는 책자를 출간하고 곧이어 '재선 반대당

성명서를 남기고 35년간의 대통령직에서 물러

(Partido Antirreeleccionista)'을 결성하여 선거

나 유럽으로 망명했다. 혁명군의 드센 공세 앞

운동에 돌입한다.

에 디아스의 연방군은 무기력해지기 시작했

K-BUILD저널

고, 결국 1911년 5월 21일 시우다드 후아레스

2018. 9월호

우에르타의 반혁명(1913. 2-1914. 7)

조약(Tratado de Ciudad Juarez)이 체결됨으
로써 마데로의 혁명은 성공하게 되고 같은 해
11월 6일 마데로는 대통령직에 취임한다.

마데로의 혁명이 디아스의 장기독재를 붕괴
시키는 데 그치고 경제 및 사회적 개혁을 향한
민중의 염원을 저버리자 노동자·농민들이 마

그러나 마데로는 그의 혁명공약이었던 토

데로 정권에 등을 돌림으로써 혁명세력은 사

지분배의 문제를 포함한 여타 경제·사회적 이

분오열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을 틈타 반

슈에 대한 개혁을 전혀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혁명세력은 그 결속을 강화해 나갔고 마침내

마데로는 멕시코 민중이 원하는 것은 빵보다

는 혁명정부를 전복시키기에 이른다.

는 자유라고 생각한 반면에, 사파타는 원주민
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빼앗은 농토의 반환과

1913년 2월 9일 일군의 반혁명세력이 마데

대농장 토지의 3분의 1을 농민들에게 불하하

로 정권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고 마데로 대통

는 등의 토지개혁을 요구했다. 이러한 갈등 속

령은 자신의 호위 총책임자인 빅토리아노 우

에서 농장주들과 연방군으로부터 압력을 받

에르타(Victoriano Huerta)에게 반란군의 진

은 마데로는 사파타와 그들의 병사들에게 즉

압을 명한다. 그러나 우에르타는 반란군과 결

시 무기를 버리고 항복할 것과 모렐로스를 떠

탁하여 총부리를 대통령 궁으로 돌리고 결국

날 것을 요구했다. 마데로의 배신에 할 말을 잃

마데로는 1913년 2월 18일 반혁명군에 의해

은 사파타는 마데로 정부에게 기대할 것이 없

암살당하는데 혁명으로 집권한 지 15개월만의

다고 생각했다. 이에 1911년 11월 28일 사파

일이었다.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10일간에

타가 아얄라성명(Plan de Ayala)을 통하여 마

걸쳐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멕시코 역사에서 '

데로 정권에 대항하여 궐기하였고, 노동자들

슬픔의 10일(Decena Tragica)'이라 부르며 국

또한 1912년 중엽에 세계노동자회관(Casa del

치의 사건으로 여기고 있다.

Obrero Mundial, COM) 이라는 단체를 만들
어 마데로 정권에 대항하고 나섰다.

마데로를 제거하고 정권을 잡은 우에르타는
먼저 사파타에게 공직을 제안하는 등 협상을

결국 마데로의 혁명은 비록 전국적인 규모

시도했다. 하지만 사파타는 우에르타를 '권력

의 농민·노동자들의 헌신적 지원 하에 이루어

에 눈이 멀어 주인을 죽인 자'라고 생각하고 그

졌지만, 토지분배 및 노동자의 권익보호라는

에 대항한 투쟁의지를 다졌다. 우에르타는 행

당시 멕시코 민중계급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

정력을 지닌 각 주의 주지사들을 위협하여 자

한 채, 포르피리오 디아스의 장기집권체제를

신의 집권을 인정하게 했다. 그러나 코아우일

무너뜨리는 데에만 만족했던 정치적 혁명에

라 주지사였던 베누스티아노 카란사가 우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혁명에 대한

르타에게 반발했다. 마데로와 뜻을 함께했던

반혁명의 단초를 제공했다.

베누스티아노 카란사(Venustiano Carran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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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13년 3월 26일 과달루페성명(Plan de

(Ejercito Libertador del Sur)과 비야가 이끄는

Guadalupe)을 발표하고 부르조아 혁명군을

전설적인 북부사단(Division del Norte)이 차

결성해 우에르타의 반혁명정권 타도에 나선

례로 멕시코시티에 입성함으로써 농민혁명군

다. 이에 그 동안 분열 상태에 놓여 있던 혁명

의 위세는 멕시코혁명의 전 과정을 통틀어 그

세력이 카란사를 축으로 재규합하여 1914년 7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물량으

월 15일 우에르타를 축출시키는 데 성공한다.

로 밀어붙이는 카란사가 지휘하는 부르조아혁

이로써 멕시코혁명사에 있어서 1년여 동안 지

명군의 반격이 시작됨으로써 농민혁명군의 세

속된 반혁명 시기는 그 막을 내리게 된다.

력은 점진적인 쇠퇴의 길에 접어들게 된다.

농민혁명세력과 부르조아 혁명세력 간의
계급전쟁(1914. 6.-1920. 7.)

카란사는 1915년 1월 6일 전술적인 차원에
서의 장미빛 농지개혁법을 발표하여 일부 농
민들을 자신의 진영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

우에르타의 반혁명 정권을 몰아냈지만 혁명

하고 이에 힘입어 카란사 파의 제2인자라 할

세력들 내부의 생각은 너무 달랐다. 당시 혁명

수 있는 알바로 오브레곤(Alvaro Obregon)이

세력연합 조직 안에는 우에르타 정권을 타도

이끄는 군대가 같은 해 1월 말경에 멕시코시

하기 위해 잠시 결집했을 뿐 매우 이질적인 계

티를 재탈환한다. 승기를 잡은 이후 카란사의

급구성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로 인해 우에

정치적인 밀약은 계속된다. 세계노동자회관

르타가 축출 당하기 이전인 1914년 6월 이미

(COM)의 노조들과 우호적인 협약을 맺음으

판초 비야는 카란사와의 결별을 선언한다. 이

로써 노동자들과의 공조체제를 형성하였고 이

러한 혁명세력간의 계급갈등은 같은 해 10월

로써 노동자들은 부르조아 혁명군을 지원하게

아구아스칼리엔테스(Aguascalientes)에서 개

되었고 농민혁명군과 반목하게 된다.

최된 혁명세력들의 집회에서 구체화된다. 에
밀리아노 사파타와 판초 비야 등 마데로 혁명

결국 그해 11월 22일 비야의 북부사단이 대

당시 목숨 걸고 싸운 농민계층의 숙원은 오로

패당하고 결국 12월 말 북부사단은 해체되기

지 ‘토지재분배’였다. 그래서 이들이 모인 집회

에 이른다. 물론 비야 사단의 잔존세력은 1920

에서는 토지분배를 포함한 경제·사회적 개혁

년까지 명맥을 유지하다가 완벽하게 무장해

의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하게 된다. 그러

제를 당하게 된다. 비야가 패배 당하고 저항

나 이미 기득권을 획득한 카란사가 이를 받아

세력들이 사라지자 카란사는 더 이상 COM

들일 리 없었고 결국 11월 양측이 서로를 반란

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고 1916년 8

군으로 규정하고 나섬으로써 혁명세력간의 계

월 2일 카란사는 파업참여자들을 사형에 처하

급전쟁이 그 막을 올리게 된 것이다.

는 법령을 공포함으로써 사실상 COM을 해체
시켰다. 이제 부르조아혁명군의 대항세력 중

1914년 12월 사파타가 이끄는 남부해방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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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것은 사파타가 이끄는 남부해방군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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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란사에 정식으로 항복함으로써 멕시코혁
명사에 있어서 농민혁명은 그 뜻을 이루지 못

이처럼 전세가 카란사 파에 유리하게 전개

한 채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결국 멕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1916년 11월 21일 케레타

코 혁명사에서 카란사를 축으로 하는 부르조

로(Queretaro)에서는 부르조아 혁명세력들에

아 계급의 집합체를 일컫는 콘스티투시오날

의한 제헌의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들 내

리스타스(Constitucionalista, 헌법주의자들)

부에서도 갈등은 있었다. 카란사를 축으로 하

와 비야와 사파타를 축으로 하는 농민·노동자

는 보수진영과 오브레곤을 축으로 하는 진보

계급의 집합체를 지칭하는 콘벤시오니스타스

진영 간에 신헌법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었

(Convencionistas, 집회주의자들)간의 권력투

다. 결국 진보진영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1917

쟁은 부르조아 계층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다

년 2월 5일 공포된 이른바 '1917년 헌법'은 토

만 이들의 이름과 정신을 기리는 후손들의 계

지분배, 노동기본권보장, 지하자원의 국유화

승운동이 나오기 전까지만 그랬다.

등의 매우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결국 좁은 의미에서 혁명이란 내전의 성격
그러나 문자화된 원칙은 실행에 옮겨지지

을 가진 전쟁이 포함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않는 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고 부르조아

비야의 패배와 사파타의 암살로 멕시코 혁명

혁명세력은 단지 자신들의 정권에 합법성을

은 끝이 났다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겠다. 물

부여하고 민중들의 지지기반을 확보할 목적으

론 오브레곤의 봉기 등 크고 작은 내전 형태가

로 개혁에의 의지를 명문화시켰던 것이다. 실

이후 나오기는 하지만 전국적인 규모는 아니

제로 1917년 4월 26일 대통령직에 취임한 카

었기 때문이다. 마데로의 혁명이 이전 장기집

란사는 헌법에 명시된 개혁조항에는 아랑곳

권 세력을 몰아낸 공으로 혁명의 시발점으로

하지 않은 채 보수적 성향의 정책을 강화시켜

각인되고는 있으나 멕시코혁명 하면 언제나

나갔다. 이것이 바로 멕시코혁명의 마무리 단

그 중심에 떠오르는 인물이 에밀리아노 사파

계에 치열하게 전개됐던 부르조아 혁명보스간

타와 판초 비야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의 권력투쟁의 시발점이 된다.

없는 사실이다. 결국 지배계층과 부르조아 계
층의 농단을 바로잡고자 하는 민중과 시민의

그러한 와중에 1918년 5월 정부주도하의
새로운 노동단체인 멕시코노동자지역연합

분노의 봉기가 혁명이라면 두 영웅의 죽음으
로 혁명은 종결됐다고 볼 수 있겠다.

(Confederacion Regional Obrera Mexicana,
CROM)이 결성되는데 1919년 4월 10일 카

그러나 역사학자들이 그 이후 부르조아 계

란사 정권은 협상을 가장한 자리에서 사파타

층 내부에서 벌어진 권력 암투 기간인 이후 10

를 암살한다. 그리고 11월 28일 사파타의 후

년까지 멕시코 혁명의 범주에 넣는 가장 중요

계자 힐다르도 마가냐(Gildardo Magaña)가

한 이유는 두 영웅이 죽고 15년 만에 등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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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이제 중남미다

라사로 카르데나스(Lazaro Cardenas)라는 대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의미했다.

통령이 혁명 선배의 유지를 어느 정도는 받들
어 최초의 혁명정신을 일정부분 완수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1924년 플루타르코 엘리아스 카예스
(Plutarco Elias Calles)가 오브레곤을 승계하여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다. 그러나 당시 여전히

부르조아 혁명보스간의 권력투쟁과
혁명의 제도화(1920. 4.-1929. 3.)

막후 실력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오브레곤이 1926년 말 재선의 뜻을 비춘다. 비
록 카예스는 이를 달갑게 여기지는 않았지만,

부르조아 혁명세력에 의해 농민혁명군이 초

결국 동년 11월 연속적인 재선이 아닌 한 재선

토화되자 멕시코혁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을 허용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데 동의하였

게 된다. 즉 부르조아 혁명보스간의 정권획득

다. 그 결과 1928년 6월 오브레곤은 다시 대통

을 위한 권력투쟁의 시기가 시작된 것이다.

령에 당선된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17일 오브
레곤은 암살당하는 비운을 겪게 된다. 이에 멕

제일 먼저 카란사 파의 2인자라 불리던 알바

시코 정국은 다시 긴장국면으로 치닫게 되었

로 오브레곤은 1920년 4월 23일 아구아 프리

고 혁명 보스들간의 권력획득을 향한 암투의

에타성명(Plan de Agua Prieta)을 통하여 카란

조짐이 일기 시작했다.

사 정권에 대항하여 궐기한다. 열세에 처한 카
란사는 베라크루스(Veracruz)로 도주하던 중

이러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

같은 해 5월 21일 암살당한다. 마침내 12월 1

로 카예스는 여러 갈래의 혁명보스들을 하나

일 오브레곤은 멕시코 대통령에 취임한다. 오

의 연합체로 규합하고자 시도한다. 이 결과

브레곤은 카란사 정권 때 유명무실화되었던

로 1929년 3월 국가혁명당(Partido Nacional

1917년 헌법의 개혁조항을 미온적이나마 실

Revolucionario, PNR)이 결성되었다. 이제 혁

행에 옮겼는데 그 이유는 노동자·농민계급을

명보스들은 PNR의 제도적 장치 하에서 그들

정치체제에 편입시킴으로써 자신의 정권에 대

간의 이견을 조정해 나감으로써 권력의 균형

한 그들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있는 분배를 꾀하고 평화적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하는데 합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자·농민계급의 정치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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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의 편입은 부르조아계급에 의한 위로부터

1938년에 멕시코혁명당(Partido de la

의 통제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그 결과 노동자·

Revolucion Mexicana, PRM)으로, 그리고

농민계급은 체제 내에서 종속적이고도 하위적

1946년에 제도혁명당(Partido Revolucionario

인 역할만을 수행하게 되었던 것이어서 아직

Institucional, PRI)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내부에서의 불씨는 타오르고 있었다. 이 같은

PNR의 출현과 함께 멕시코 혁명은 그 때까

사실은 멕시코에서 서서히 민중주의적 체계가

지의 인물 중심적 전개에서 벗어나 제도적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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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 안에서 진행되기 시작한다. 이를 '멕시

인정받았다. 카르데나스는 또한 지극히 메스

코혁명의 제도화(Institucionalizacion de la

티소적이고 평범한 용모였기에 원주민들조차

Revolucion Mexicana)'라 부른다.

도 그를 친구로 생각했다. 원주민들은 그를 '아
버지(Tata)'라고 부르기도 했다.

카르데니스모 : 민중주의를 통한
혁명제도화의 완성(1934-1940)

디아스의 통치 기간에 멕시코 만 연안에서
석유가 발견되자, 미국과 영국계 자본들이 들
어와 멕시코는 단숨에 세계적인 석유생산대국

1928년 7월 오브레곤이 암살당한 후 멕시코

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석유생산에서 나오

정가의 막후 실력자로 떠오르게 된 카예스는

는 이윤은 멕시코 국민의 몫이 아닌 거의 전부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꼭두각시 역할을 수행

가 외국자본의 몫이었다. 그러나 카르데나스

하게 되는 임시정권, 즉 에밀리오 포르테스 힐

는 구태여 석유산업을 국유화하는 것이 해결

(Emilio Portes Gil, 1928-30), 파스쿠알 오르

책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누가 소유자든 노동

티스 루비오(Pascual Ortiz Rubio, 1930-32),

자들에게 많은 임금을 주고 국가 재정에 기여

아벨라르도 로드리게스(Abelardo Rodriguez,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멕시코

1932-34)을 세웠다. 1934년 역시 카예스

의 석유산업에는 1만 3,000명이라는 노동자들

의 낙점을 받아 라사로 카르데나스(Lazaro

이 있었으나, 많은 노동조합의 난립으로 집중

Cardenas)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 취임 초

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1936년 카르

기 카르데나스는 당시 멕시코 정계의 최고 보

데나스 정부의 지원으로 결성된 '멕시코노동총

스로 군림하고 있었던 카예스의 영향력 하에

연맹(CTM)'이 최저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놓여 있었으나 곧 그에 대항하여 결국 1936년

등 다양한 요구 조건을 내세웠으나 석유회사

4월 카예스를 국외로 추방시키는 데 성공한다.

들은 이를 거부했다.

1934년 대통령 선거에서 카예스는 민족혁

이에 카르데나스는 초기의 석유산업의 국유

명당의 후보로 미초아칸 주의 주지사이던 카

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접고, 헌법을 근거

르데나스를 지명했다. 1895년 미초아칸 주에

로 해서 멕시코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석유회

서 태어난 카르데나스는 1913년 사파타군에

사들을 국유화하여, 1917년 멕시코국영석유

서 게릴라로, 1914년에는 오브레곤군에서 야

회사(PEMEX)를 설립했다. 이에 영국이 석유

전사령관을 지내면서 지도자로서의 경험을 두

국유화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멕시코

루 쌓았다. 1930년 카르데나스는 '민족혁명당

는 당장에 영국과 국교를 단절했다. 그런데 당

(PNR)'의 총재로 선출되었다. 그 후 내무장관,

시 독일과 일본 및 이탈리아가 중심이 된 주축

주지사, 국방장관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청

국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미국은 이에 대

렴한 이미지와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로

한 반응을 자제했다. 만약에 석유문제로 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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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를 강하게 압박한다면 멕시코는 불가피하게

하게 전개되었다. 1910년에 일어난 멕시코혁

주축국의 동맹으로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명의 발단은 35년간 지속되었던 포르피리오

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석유 국유화가 선언되

디아스(Porfirio Diaz)의 독재정치에 대한 대항

자 멕시코 국민뿐만 아니라 교회세력도 전폭

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혁명은 많은 변화

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로써 멕시코혁명은 완

를 거쳐 카르데나스 대통령의 집권기간이 종

결되었다. 1940년 그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료되는 1940년까지 지속되었다.

기까지를 멕시코 혁명 기간으로 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농민과 피지
배세력 계층이 부르조아 계층에게 반기를 들

카르데나스가 추진해 오던 경제·사회개혁정

었지만 민중에 대한 관심은 주어지지 않았고,

책은 그의 임기 말부터 그 속도와 깊이가 완화

혁명세력 간의 암투가 벌어지고 단기간 내에

되어져 갔고, 1940년 12월 마누엘 아빌라 카

체제의 형태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시민

마초(Manuel Avila Camacho)가 카르데나스

세력이 보수지배계층에게 다시 정권을 넘겨준

의 뒤를 이어 대통령직에 오르자 멕시코 사회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혁명을 통해 탄생한

는 다시 보수적 성향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PNR(지금의 PRI)의 일당 독재가 이후 72년간

이 같은 변화의 요인은 당시 2차 세계대전의

이어지지는 세련된 시스템을 마련해 주었다.

전시상황이 국가의 단합과 질서를 필요로 하
고 있었다는 사실에서도 찾아 볼 수 있지만, 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혁명은 20세기 중

다 근본적인 원인은 카르데나스 정권 때 부르

남미에서 일어난 최초의 ‘민중적이고 사회적

조아에 의한 통치시스템이 체계적으로 확립되

인 혁명’으로 평가된다. 이 혁명은 포르피리오

어졌다는 사실에 놓여 있는 것이다.

디아스의 자유주의 독재 체제에 의해 강요되
던 기계적인 평화를 대중적인 지지에 기반을

멕시코 혁명의 의미

둔 결속력 있는 사회적 질서로 바꾸어 놓는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 또 이 혁명은 19세기 말,

시기적으로 '20세기 최초의 혁명'으로서 자
리매김하고 있는 멕시코혁명은 매우 복잡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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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 그와 비슷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던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게 모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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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우리의 참여기회 및 협력방안
엄성필
이은영

박 사 / 한·아세안센터 무역투자국 부장
한-아세안센터 PM

격차해소 및 경제성장
가.아세안이
지리와회원국
인프라간환경

구 세계
력,
기여할
4위와
수 있는
넓은분야와
영토면적
방법을
등 외면적인
찾아보고자
통

촉진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를 들고 나왔다.

계에서 뿐만 아니라 과거 1955년 비동맹 외교
한다.

2018년
처음 인도네시아를
4월25~28일 싱가포르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중
열린 제32
일부

를 주도하는 역할을 한 바 있고 특히 동남아시

는이
차
아세안정상회의는
나라 사람들이 자국에
“아세안
대한
스마트시티
자부심이 네
남

아의
다자간
외교협의체인
‘아세안이유는?
국가연합
아세안이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다름을 느낄 수 있다고
트워크(ASEAN
Smart Cities
말하곤Network,
한다. 이는
이하
인

(ASEAN)’을 이끄는 주도국이기 때문이라고

ASCN)”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싱가포르가 주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도하는 ASCN은 아세안 10개국의 26개 도시

Economic Community: AEC)를 출범시킨 아

를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지정, 지속가능한

세안은 현재 3억 2천만 명이 도시에 거주하

스마트 시티를 건설한다는 목표이다. 급격한

고 있다. UNEP는 2050년까지 2억5백만 명 이

도시화가 야기하고 있는 교통난, 대기 및 수질

상이 도시로 추가 이주하여 아세안의 도시거

오염 등에 관한 이슈들을 IT기술 적용 등을 통

주인구는 총인구의 65%인 5억2천5백만 명에

해 해결하자는 것이다. 2018년 7월8일 싱가포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인

르에서 열린 ASCN 실무회의에서 아세안 스

구 20만 명에서 2백만 명 수준의 중급도시들

마트시티 프레임워크 및 26개 시범도시가 승

이 아세안 경제의 40%를 견인할 것으로 분석

인되었다. 그리고 2018년 11월 제33차 아세

하고 있다. 아세안이 성장 동력의 하나로 스마

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스마트시티 프레임워

트시티를 들고 나온 이유이다. 스마트시티가 4

크, 26개 시범도시별 실행계획이 최종 채택될

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

예정이다. 본고에서는 아세안의 스마트시티

는 플랫폼인 동시에 아세안 국가, 지역 간 불균

추진 현황과 전략을 살펴보고 아세안의 스마

형 완화 및 국가 경제성장 촉진의 새로운 동력

트시티
네트워크 지형
구축과 관련하여 우리가 협
그림 1▶인도네시아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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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18.2

2018.4.25 - 28
2018.5.22 - 25

2018.7.8

2018.7 ~
2018.8
2018.10

2018.11

주요 일정

- 국가별 지정한 시범도시 제출, 각국 ASCN 국가 대표(NR) 및 스마트시티 최고책임자(CSCO) 선출 및 공유
- 제 32차 아세안정상회의에서 ASCN 구축안(Concept Note) 성명 채택
-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워크숍 (싱가포르)
- ASCN 실무 회의 개최 (싱가포르)

·‘아세안 스마트시티 프레임워크’검토 및 승인 (싱가포르 초안 작성)
·ASCN 26개 시범도시 시행 계획 (action plan) 논의 및 수립
·ASCN의 장기적 제도화 논의·

·‘트위닝 프로그램’참여 외부 협력업체와 네트워킹 및 파트너쉽 제휴 협의

- 프로젝트 재점검과 보완 작업을 이어나가고 외부 협력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 제51회 아세안 외무장관회담 (ASEAN Foreign Ministers’Meeting: AMM) 개최
·트위닝 프로그램 결과 발표

·ASCN 관련 업데이트 사항 및 이니셔티브 발표

- 공동 자문회의(JCM)의 ‘아세안 스마트시티 기본구상’과 26개 시범도시 시행계획 검토 및 승인
- 제33차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ASCN 정식 출범
·아세안스마트시티 프레임워크 채택

·ASCN 26개 시범도시 시행계획 채택

·각 도시별 프로젝트와 파트너쉽 리스트 초안 채택

- 상기 3가지 사항은 ‘아세안 조정위원회(ACC)을 거쳐 최종 보고될 예정

표 1. ASCN 주요 일정

(출처: ASEAN Smart Cities Network Concept Note, Information Paper on the ASEAN Smart Cities Governance Workshop)

싱가포르가 주도하는 ‘아세안 스마트시티

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오는 11월 제33차 아

네트워크’(ASEAN Smart Cities Network, 이

세안 정상회담에서 ‘아세안 스마트시티 프레

하 ASCN)는 지난 4월 28일 제32차 아세안

임워크’채택과 ASCN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지지를 받았다. 이후, 5

있다.

월 진행된 ‘아세안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워크
숍’에서 아세안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와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ASCN)란?

ASCN의 기대성과를 담은 ‘아세안 스마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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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와 26개 시범도시

아세안 회원국들은 이전부터 개별국가 차원

가 선정되었다.(부속 2 참조). 또한, 7월 8일 싱

에서 스마트시티 지구를 조성하거나 스마트시

가포르에서 개최된 세계도시정상회의(2018

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ASCN은 아

World Cities Summit: WCS)와 연계하여 열

세안 스마트시티 간 교류 활성화와 협력을 극

린 ASCN 실무 회의에서 보다 구체화된 ‘아세

대화하여, 궁극적으로 아세안 사람들의 삶의

안 스마트시티 프레임워크’가 마련되었다. 이

질을 개선하고 아세안의 역내 공동체 건설에

K-BUIL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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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로 3개 도시 지정

* 브루나이와 싱가포르는 각각 1개 도시, 라오스 2개 도시, 말레이시아는 4개 도시를 지정·제출하여

1. ASCN 대상 시범도시와
중점 산업분야

총 26개 시범도시 확정

- 기존·노후 도시에 대한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가능

**부속 1. 아세안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명단 및 각 도시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참조

- 각 지역별/도시별 발전 전략과 방향 및 문화적 배경 및 발전 정도에 따라 도시별 프로젝트 상이

- 스마트시티와 연계된 다양한 산업 또는 분야 (교통, 수질관리, 에너지, 헬스 케어, 교육, 공공복지
등)에서 시범도시에 맞는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개발

- 아세안 스마트시티 프레임워크 (ASEAN Smart Cities Framework)
2. ASCN 4가지 핵심요소

-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도시별 시행 계획 (2018-2025) (City-Specific Action Plans for
Smart City Development)

- ASCN 정기회의 (Annual Meeting of the ASCN)
- 트위닝 프로그램 (Twinning Programme)

3. 대표부

- 국가별로 ASCN 국가대표 (National Representative: NR) 1인 선정
*각 나라별 NR은 ASCN 의장을 수임 (순번제)

- 도시별로 스마트시티 최고책임자 (Chief Smart City Officer: CSCO) 1인 선정
- 매년 ASCN 정기 회의를 통해 취합된 추진현황 및 주요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ASCN 의장국이

4. 보고체계

주요 보고기구인 ‘공동 자문회의’(Joint Consultative Meeting: JCM)에 제출.

- JCM은 이를 아세안 조정이사회 (ASEAN Coordinating Council: ACC)과 아세안 정상회담에
최종 보고

- 아세안 의장국 (ASEC)의 통합 모니터링 이사회 (Integration Monitoring Directorate:
IMD)에서 ASCN의 연간 보고서 초안 지원 및 각 도시별 추진전략을 관리

표 2. ASCN 기본 구상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ASCN은 이

지정하여 2018년 2월까지 ASCN 의장국인 싱

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ASCN 시범

가포르에 제출하여 ASCN에 참여하기로 하였

도시와 산업분야, ASCN의 4가지 핵심요소,

다. 예외적으로, 브루나이와 싱가포르는 각각

ASCN 대표부 및 보고체계와 같은 기본 구상

1개 도시를, 라오스는 2개 도시를, 그리고 말

을 담은 구축안(concept note)을 제시하였고,

레이시아는 4개의 도시를 지정하여 총 26개의

5월 워크숍을 통해 상기 내용을 더욱 구체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확정하였다. 아세안

하였다. 현재까지 구축된 ASCN의 기본 구상

내에서 저개발국들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

은 다음과 같다:

마는 주로 인프라 개발이 시급한 수도 또는 관
광지가 주를 이루고, 스마트시티 개발 추진을

1. ASCN 대상 시범도시와 중점 산업분야

시작한 회원국들은 기존·노후 도시에 대한 스
마트시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아세안 10개국은 국가별 3개의 시범 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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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아세안 회원국

Brunei (브루나이)

Bandar Seri Begawan (수도)

3

Cambodia (캄보디아)

Phnom Penh (수도)

2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Indonesia (인도네시아)
Lao PDR (라오스)
Malaysia (말레이시아)
Myanmar (미얀마)

18

Philippines (필리핀)

20

Singapore (싱가포르)

22

Thailand (태국)

19
21
23
24
25
26

Vietnam (베트남)

표 3.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출처: ASEAN Smart Cities Network Concept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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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ttambang
Siem Reap

Banyuwangi

Jakarta (수도)
Makassar

Luang Prabang

Vientiane (수도)
Johor Bahru

Kota Kinabalu

Kuala Lumpur (수도)
Kuching

Mandalay

Nay Pyi Taw (수도)
Yangon

Cebu City

Davao City

Manila (수도)

Singapore (수도)
Bangkok (수도)
Chonburi
Phuket

Da Nang

Ha Noi (수도)

Ho Chi Minh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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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N는 스마트시티 추진과 관련하여 빅데

국가별 스마트시티 개발의 길잡이 역할을 하

이터, 인공지능(AI)등과 같은 4차 산업 기술을

는 지침을 담은 문서로, 각국 국가대표(NR)와

접목시켜 교통체증, 공해, 안전 등과 같이 급격

시범도시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작성하게 된

한 도시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국민

다. 여기에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 ASCN

의 삶의 질을 더욱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의 기본 원칙과 주요 기대성과, 주요 추진방향

있다. 따라서 각 시범도시가 직면한 이슈 또는

등이 담긴다. 문제는 아직까지 스마트시티에

개발 단계에 맞춘 산업분야를 중점적으로 개

대한 보편적인 정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스마

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트시티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여부이다. 관
계자들은 아세안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동시

2. ASCN의 4가지 핵심 요소

에 모든 회원국의 스마트시티 개발단계를 포
괄하는 ‘아세안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를 내

ASCN은 ‘아세안 스마트시티 프레임워크’,

리려고 노력하고 있다.1) 회원국 간에 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도시별 시행 계획

10개국 간 경제발전 수준과 속도, 기술적 수준

2018-2025’, ‘ASCN 정기회의, ‘트위닝 프로

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아세안 스마트시티

그램’과 같은 4가지 핵심요소를 기반으로 추진

기본구상은 선진도시의 첨단기술 도입뿐만 아

되고 있다.

니라 도시 인프라 개발도 아우르는 포괄적인
구상이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

첫째, ‘아세안 스마트시티 프레임워크’는 각

고 현재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초안은

그림 1 ▶ ‘ASEAN Smart Cities Framework’초안 (출처: Information Paper on the ASEAN Smart Cities Network)
1) 본 보고서는 7월 중순경 작성되었다. 7월 8일 개최된 ASCN에서 ‘아세안 스마트시티 프레임워크’가 승인 되었지만, 프레임워크 자료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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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장국인 싱가포르가 작성하여 시범도시

주최하며, 각 회원국과 시범도시 관계자들이

들과 논의를 통해 오는 11월 제33회 아세안 정

모두 참석하여 시범도시들의 추진현황과 향후

상회의에서 정식 채택된다.

계획에 대하여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시범도
시 전담팀과 민간 기업들 지속적으로 프로젝

둘째, 아세안 공동체 비전 (ASEAN

트 추진현황에 대해서 논의 할 수 있는 플랫폼

Community Vision 2025)에 맞춰 기간을 설

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프로젝트를 지속적

정한 녢~2025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도시

으로 개발하여 다양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활

별 실행 계획(City-Specific Action Plans for

성화 할 전망이다.

Smart City Development 2018-2025)’은 도
시별 스마트시티 중점 분야의 구체적인 프로

ASCN의 4번째 핵심 요소인 외부협력기

젝트와 시행 계획을 담고 있다. 25개의 시범도

관과의 협업 프로그램인 ‘트위닝 프로그램’

시 (마닐라 스마트시티 계획 미결)의 프로젝트

(Twinning Programme)은 ASCN 시범도시와

는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 폐기물 관리, 안전

외부파트너 (다자개발은행, 금융 및 컨설팅 기

과 안보, 도심 이동수단과 같은 분야가 주를 이

관, 제조업 등 민간기업)의 상생 발전적 관계

루고 있다. 시행 계획은 도시 개발을 첨단산업

구축을 통해 스마트시티 개발을 촉진시키는데

과 함께 육성하여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도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트위닝 프로그램’을

시 계획을 실행 할 수 있어야 하며, 시범도시의

통해 상업성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 시행하여

기존 청사진에서 발전되거나 새롭게 작성되었

스마트시티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

2)

다.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도시별 시행 계

으로 기대된다. 첫 의장국인 싱가포르가 오는

획 2018-2025’는 7월 8일 개최된 ASCN 실무

7월 ASCN 첫 회의에서 트위닝 프로그램을 위

회의에서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았으며, 추후

한 ‘매칭’플랫폼 자리를 마련하여 오는 2018년

민간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상업성이 높은 프

8월 51회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및 관련 부처

로젝트를 개발하게 된다.

간 회의에서 최종 트위닝 프로그램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7월 8일 개최된 ASCN 실무회의는 ASCN을
출범하기 위한 마지막 의견 조율 과정이었다.

3. 대표부

동 회의에서 ‘아세안 스마트시티 프레임워크’
와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도시별 시행 계획

아세안 국가들은 국가별로 ASCN 국가대

2018-2025’가 회원국들의 승인을 받았으며,

표 (National Representative: NR)와 도시별

2019년부터 ASCN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로 합

로 스마트시티 최고책임자 (Chief Smart City

의하였다. ASCN 정기회의는 아세안 의장국이

Officer: CSCO)를 선정하여, 이들이 ASCN

2) 시범도시별 프로젝트는 부속 1. ‘아세안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명단과 도시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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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정기회의 참석과 ASCN 추진전략을 논의

임자(CSCO)들은 지난 5월 22-25일 동안 개

하고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점검하게 된다.

최된 ASCN 워크숍에 참석하여 ASCN의 주요
의제인 아세안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도시별

ASCN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

시행계획, 정기 회의 제도화 및 외부협력기관

는 총괄 감독 역할을 맡게 되는 국가대표(NR)

과 파트너십을 맺는 ‘트위닝 프로그램’에 대해

는 주로 내무부, 외교부 또는 스마트시티와 관

서 논의했다.

련된 정부부처의 고위 관리자가 맡았다. 매년
순환되는 아세안 의장국의 국가대표(NR)가

4. 보고 체계

ASCN의 의장으로 선출되어 ASCN 정기회의
를 주재하고 회의에서 논의된 추진성과와 향
후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ASCN은 ‘공동 자문회의’(Joint Consultative
Meeting: JCM)를 구축하여 ASCN의 주요 보
고기구 역할을 전담시킬 예정이다. ASCN 의

각 도시별 스마트시티 최고책임자(CSCO)

장국과 회원국들의 ASCN 지원 전담팀은 연

는 시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제에서 도시

간 개최되는 ASCN 정기 회담에서 논의된 추

기획을 전담하는 부서장 또는 고위급인 시장

진현황 및 주요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JCM에

또는 지사가 맡았다. 아세안 회원국들이 스

제출하면 JCM이 아세안 조정이사회 (ASEAN

마트시티를 중요하게 인식한 점을 반영한 듯

Coordinating Council: ACC)와 아세안 정

ASCN 국가대표(NR)가 스마트시티 최고책임

상회담에 최종 보고하는 방식이다. ASCN 사

자(CSCO) 대부분 고위급 관료들이며 스마트

무국 및 모니터링은 아세안 의장국(ASEC)

시티와 연계된 분야가 광범위한 만큼, 도시 계

산하 통합 모니터링 이사회 (Integration

획, 정보통신, 디지털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Monitoring Directorate: IMD)에서 지원하게

정부 부처 출신들이 주를 이룬다.

되며 IMD는 그 외에 ASCN의 연간 보고서 초
안 작성 지원과 각 도시별 추진전략을 관리하

ASCN 국가대표(NR)와 스마트시티 최고책
대표부
ASCN 국가대표(National
Representative: NR)

스마트시티 최고책임자

(Chief Smart City Officer:
CSCO)

선정
각 국가별 1인

각 도시별 1인

게 될 것이다.
계급

정부부처 고위관리

지방자치별 도시 기획 또는
스마트시티 관련 담당자

주요 역할과 업무

- ASCN 정기 회의시 각국 대표단 대표

- 아세안 의장국의 NR은 ASCN의 의장으로
임명

- 담당 도시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시행

계획(action plan)과 구체적인 프로젝트
작성

- ASCN 정기 회의 참석

표 4. ASCN 대표부 주요 역할과 업무 (출처: ASEAN Smart Cities Network Concept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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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ASCN 보고체제 (출처: ASEAN Smart Cities Network Concept Note)

아세안의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능형 교통 시스
템과 무인자동차 시스템 도입 등 첨단 기술을

글로벌 컨설팅사 AT Kearny에 따르면 아세

과감하게 도입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더욱더

안 10개국에서는 이미 40개의 스마트시티 프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강력

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가장 많은 프로젝트

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싱가포르는 사회기반시

를 진행하고 있는 나라는 인도네시아로, 현재

설과 공적 기능의 운영을 자동화 및 네트워크

15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태국과

화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 ‘세계도시정상회

베트남이 5개 수준이다. 10개국 모두 스마트

의’와 같은 스마트시티 관련 국제행사도 적극

시티에 적극적이지만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가

적으로 개최하는 등 스마트시티의 대표적인

장 선진국인 나라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이

성공모델로 손꼽히고 있다.

며, 신흥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스마
트시티 건설 첫 단계인 도로, 철도 등 인프라

말레이시아 또한 스마트시티 분야에선 역내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가별 추진 현황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고 있다. 주요 도시의 인

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라를 대부분 갖춘 말레이시아는 자동화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최적화 등 기존 도시의

76

싱가포르는 ‘스마트네이션 (Smart Nation)’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2018년 초

을 국가 비전으로 지정하여 ‘스마트시티’개념

쿠알라룸프르 시청은 알리바바와 협약을 맺고

을 도시를 넘어 국가 차원으로 확대하여 도시

교통 혼잡을 줄이고 교통사고에도 즉각 대응

국가의 한계를 장점으로 승화시켰다. 싱가포

할 수 있도록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르는 정부의 공공기관 데이터를 연결하고 공

‘시티브레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티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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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빅데

있다. 특히 파일럿 도시인 푸켓은 사물 인터넷

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서비스이다.

(IoT)을 통해 취합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종
차량 관련 정보와 환경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장 많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있는 인도네시아도 도시화로 인한 각종 부
작용이 심화되면서 스마트시티 건설의 필요성

라오스의 루앙프라방에는 매년 50만 명이상

이 대두되고 있다. 많은 섬들로 구성된 인도네

의 관광객들이 방문한다. 루앙프라방 시는 관

시아는 대중교통의 부재로 교통 체증과 교통

광산업 증진을 위해 공공안전 개선을 추진 중

통제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는데 주력하고

이다. 루앙프라방 시는 가로등이 부족하여 시

있다. 또한, 모든 거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

민과 관광객들이 어두운 길거리를 다녀야 하

카르타 원 카드’를 도입하여 사용 패턴 모니터

는 안전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가로등과

링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을 분석하고 이를 기

CCTV 설치를 모색하고 있다. 우기에는 시내

반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스마트시티

주변의 습지가 범람하여 시내가 물에 잠긴다.

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습지보전과 홍수 예방을 위해 도시 배수로 건
설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루앙프라방 시는 깨

베트남은 하노이에 싱가포르의 경험과 기술

끗한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들로 하여금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Intelligent Operations

나무를 더 많이 심고 쓰레기 처리에 관심을 갖

Center, Intelligent Transportation, Smart

도록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Tourism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도시 건
설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셀프 서비

미얀마 양곤 시는 오토바이의 시내 운행 금

스 e-government 플랫폼을 원용하여 교통량

지조치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교통난에 시

을 조절하고, 급증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원

달리고 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대중버스 시

스톱 숍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호치

스템을 도입했고, 오래된 철도 개선작업을 추

민에는 영상 감시 시스템, 컴퓨터 지원 설계

진 중이다. 양곤 시는 미얀마 전체 전기 생산

(Computer-Aided Drafting: CAD), 지리정

의 1/2 을 소비하고 있지만 잦은 정전에 노출

보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돼 있다. 4년 후에는 지금 전국이 소비하는 전

GIS) 등과 같은 최첨단 기술과 시설을 설비한

기량만큼의 전기가 필요하게 된다. 양곤의 수

통합 비상상황 대응 센터(emergency response

도시설은 급증하는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

center)를 설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낭에는

기 때문에 새로운 상수원 개발 및 누수를 일으

지능형 교통통제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다.

키는 낡은 수도관의 교체작업이 필요하다.

태국은 민간 IT업체인 델, 인텔과 협업하여

필리핀 세부는 필리핀 제2의 도시이다. 세부

의료관광을 확대하는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는 새로운 BRT(Bus Rapid Transit)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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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중이다. 이는 교통량을 감소시키는 동시

도시는 상황이 각양각색이다. 그러므로 스마

에 시민의 교통비 부담도 완화한다. 세부의 하

트시티에서 ‘one size fits all’전략은 효과적이

수도는 쓰레기가 가득 차있어 홍수의 원인이

지 않다. 도시마다 발전수준과 재원, 도시가 처

되고 있다. ‘쓰레기를 청소하면 정어리를 드립

한 상황에 기초하여 도시별로 스마트시티 추

니다(Sardines for Garbage)’캠페인을 전개하

진전략과 목표가 상이해야 한다. 일례로 ‘Wi-

여 시민들이 청소를 하면 그 대가로 정어리 통

Fi everywhere’는 홍수예방 및 조절 시스템 및

조림을 제공하고 있다. 세부 시는 또 일상생활

시설 구축보다는 비용이 적게 든다. 아세안 스

에서의 질병퇴치를 위해 4만여 시민들에게 기

마트시티 산업 진출 시 도시별로 어떤 것이 비

초의약품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용 효과적이고 시민들에게 급선무인지를 따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아세안 개별 회원국의 스마트시
티 추진 노력은 ASCN의 구축으로 탄력을 받
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상기 도시 분석틀을 아세안의 26
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 적용해 보았다. 경
제발전 정도의 기준은 36개 OECD 회원국 중

아세안 스마트시티 유형 분석

소득이 제일 낮은 멕시코의 일인당 국내총생
산인 18,535 달러를 기준으로 선진국과 신흥

McKinsey & Co.는 스마트시티 구축과 관

국으로 분류하였고4) 인구밀도는 26개 시범도

련하여 도시를 경제 발전도와 인구밀도에 따

시의 평균 인구밀도인 4,179/km²를 기준으

라 다음과 같은 4가지로 구분하였다.

로 잡아 분류하였다.5)

인구밀도
높음
낮음

선진국형

일본 도쿄

미국 휴스턴

신흥국형

멕시코 멕시코시티
캄보디아 프놈펜

분석 결과, 26개 시범도시 중 18개 도시가
인구밀도가 낮은 신흥국으로 분류되었고, 그
다음으로 많은 유형은 인구밀도가 높은 신흥
국으로 자카르타, 비엔티엔, 쿠알라룸푸르, 양

표 5. 경제발전과 인구밀도에 따른 도시 유형
(출처: McKinsey & Co., 2016 보고서)3)

곤, 마닐라, 방콕과 같이 총 6개 도시가 이에
해당되었다. 싱가포르가 아세안 중 유일하게

3) 다만, McKinsey & Co.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인도 밀도가 낮은 신흥국으로 되어 있는데, 재검증해본 결과, 자카르타의 인
구밀도는 4,383/km²로 ASCN 시범도시 평균인 4,179/km²보다도 높은 축에 속했다. 2016년도에 작성된 McKinsey & Co.보고서가
2016년 이전에 취합된 인구밀도 자료를 사용하였을 것이며, 그 사이 인구가 팽창한 것으로 판명된다. 이에, 저자는 자카르타를 인구밀도가
높은 인구밀도가 높은 신흥국으로 재분류하였고, 캄보디아 프놈펜을 인구밀도가 낮은 신흥국으로 재분류하였다.
도쿄와 멕시코시티가 각각 6,158/km², 6,000/km²인 반면, 휴스턴과 프놈펜은 각각 1,301.8/km², 2,622/km²이다.
4) OECD 2016년도 기준 GDP per Capita 자료
5) ‘부속 3. ASCN 시범도시의 1인당 국내총생산과 인구밀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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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경제발전과 인구밀도에 따른 ASCN 시범도시 분포도 6)

일본 도쿄와 같은 인구밀도가 높은 선진국형

분야 기업은 물론 여러 분야의 중소기업 및 스

도시에 속했으며,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버가완

타트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해

은 인구밀도가 낮은 선진국형 도시 유형으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제는 이미 싱가포

분류되었다. 즉, ASCN 시범도시 중 70퍼센트

르 등 경쟁국 기업들이 스마트 시티 시장 선점

가량이 신흥국으로 앞으로 도시로의 인구 이

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동이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황으로 비추어보아, ASCN 시범도시는 단순

우리나라도 대통력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

한 IT기술 접목이 아닌, 도시화(Urbanization)

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에 맞춰 인프라 확장과 IT기술의 접목을 동시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

에 구축하는 방향으로 스마트시티를 추진할

고 있다. 즉, 스마트 시티 건설에 다양한 민간

전망이다. 한국 기업도 아세안 스마트시티 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 개

야 진출 시 이와 같은 스마트시티 구축 유형과

선책을 추진하고 있다. 효율적인 스마트시티

목표에 맞춰 전략을 짜야 할 것이다.

구축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한국형
스마트 시티 모델의 해외 적용, 확산도 모색하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협력 방안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는 토목건설업

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아세안스마트시티 네트워크

6) 본 분포도는 UN World Urbanization Prospects와 World Bank GDP per capita (2017)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부속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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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N)는 한국형 스마트 시티 모델을 적용,

경쟁력을 갖춘 분야를 바탕으로 아세안 각 회

확산하는데 적지로 평가된다. 한국 기업들이

원국의 도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기술

아세안 스마트시티 분야 진출, 협력을 위해서

을 접목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

가장 고려해야할 점은 도시별 유형에 맞춘 차
별화된 접근전략이다. 아세안은 경제발전 속

아세안 스마트 시티 네트워크가 이제 막 시

도와 경제 수준이 나라별, 도시별로 격차가 매

작되는 단계인 만큼 남들이 기회를 가져가는

우 크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먼저 아세안 각

것을 먼발치에서 바라만 볼 수는 없다. 지금이

회원국이 도시별로 추구하는 전략과 목표를

라도 아세안 스마트시티가 제공하는 비즈니스

잘 파악해야 한다. ASCN과 같은 플랫폼을 활

기회 선점을 위해 아세안 각국에 시장조사단

용한다면, 비슷한 유형의 스마트시티에 동시

을 파견하는 등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전향적인

다발적 진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

자세와 치밀한 전략이 요구된다 하겠다.

다. 스마트시티 유형을 파악하고 우리기업이

부속 1. 아세안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명단과 도시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No.
1

아세안 회원국
Brunei
(브루나이)

Bandar Seri Begawan

도시별 프로젝트

- Kampong Ayer(Water Village) 수도시설 재개발
- 강물 정화 관리 프로젝트

Battambang

- 도심 가로와 공공장소 관리
- (고체·액체 등의) 폐기물 관리

Phnom Penh

- 스마트 공공장소 (노화된 11개의 도로 복구)
- 공영 버스 시스템 효율성 개선

4

Siem Reap

- 시내 중심가 (고체·액체 등의) 폐기물 관리
- 스마트한 관광객 관리 시스템 개선

5

Banyuwangi

2
3

6

Cambodia
(캄보디아)

Indonesia
(인도네시아)

Jakarta

7

Makassar

8

Luang Praban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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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 PDR
(라오스)

Vientiane

- 외곽 지역의 공공서비스 접근성 향상
- 교육제도 개선
- Oke Otrip (대중교통 통합 결제 시스템)
- OK-OCE (One District One Centre of Entrepreneurship: 창업 통합 센터)
- Dottoro’ta (홈케어 서비스)
- Sipakatau (통합 조세 시스템)
- 도시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문화유산 습지 복원
- 콘크리트 도보와 도로 건설
- 배수시설 설립
- 지속가능한 교통 계획 (‘Last Mile’라는 대중교통시스템에 중점)

K-BUILD저널

No.
10
11
12

아세안 회원국

Malaysia
(말레이시아)

시범도시

Johor Bahru
Kota Kinabalu
Kuala Lumpur

13

Kuching

14

Mandalay

15

Myanmar
(미얀마)

Nay Pyi Taw

16

Yangon

17

Cebu City

18
19
20

Philippines
(필리핀)

Singapore
(싱가포르)

21
22

Thailand
(태국)

23
24
25

26

- 도심 데이터 측정 및 관리 시스템 (Urban Observatory)
- 도시 통합 수도 관리 청사진
- 통합 대중교통 시스템
- 통합 폐기물 관리 시스템

- L Urban Observatory (도심 데이터 측정 및 관리)
- 지방자치제의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 통합 대중교통 시스템
- 통합 물난리 관리 및 재난 대응 시스템
- 대중교통 및 트래픽 관리
- 주차 및 도보 공간 관리

- 보급형 주거 공간
- 국제대학 설립(교육허브 구축)

- 구입 가능한 주거시설 프로젝트
- TOD 프로젝트와 렌탈 주거 형식 (Hlaing Tharyar Township)
- 양곤 도시 시내 보존
-자동화된 교통관제 시스템
- Bus Rapid Transit (BRT) 시내버스 시스템
- 통합 지휘 및 통제 센터
- 자동화된 시내 교통 통제 시스템

Singapore

- 전자결제(E-Payments)
- National Digital Identity(NDI) 국가 디지털 아이덴티티 수립

(pending)

Bangkok

- Pahonyothin Transport Center (파혼요틴 교통 센터)

Chonburi

-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
- 폐기물 에너지화 프로젝트

Phuket

- 도시 정보 플랫폼
- Phuket Eagle Eyes (CCTV 시스템)

Ha Noi

- 정보 운영 센터
- 정보 교통 (예: I-파킹, E-티켓 대중교통, 온라인 차량 등록과 E플레이트 시스템)
- 스마트 투어리즘 (예: 여행포털과 모바일 앱)

Da Nang
Vietnam
(베트남)

도시별 프로젝트

Davao City
Manila

Ho Chi Minh City

2018. 9월호

- 데이터기반 교통관제 (예: CCTV, 교통 GIS)

- 정보 운영 센터
- 통합 비상사태 대응 센터

*총 26개 도시 (출처: World Bank 2017,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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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 2. 아세안 국가별 NR과 CSCO
국가

아세안 의장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역할

의장국 대표

Dr. Julia Puspadewi Tijaja

NR

H.E. Ajman Meludin

CSCO (Bandar Seri
Begawan)

라오스

말레이시아

82

Hali Ali Matyassin

NR

H.E. Prum Sokha

CSCO (Phnom Penh)

Nuon Pharat

CSCO (Battambang)
CSCO (Siem Reap)

인도네시아

이름

Soeum Bunrith
Ly Samreth

직함 및 기관

Director, ASEC Integration Monitoring
Directorate

Permanent Secretary, Ministry of
Home Affairs

Chairman of the Bandar Seri Begawan
Municipal Baord, Ministry of Home
Affairs

Secretry of State of the Ministry of
Interior

Deputy Governor of Battambang

Deputy Governor of Phnom Penh
Deputy Governor of Siem Reap

Director of Regional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and Capacity
Building, Ministry of Home Affairs

NR

Ir. Gunawan, MA

CSCO (Banyuwangi)

Budi Santoso

CSCO (Jakarta)

Dian Ekowati

CSCO (Makassar)

Ismail Hajiali

Head of Communication and
Infomatics Office

CSCO (Luang Prabang)

Soukan Bounnhong

Mayor of Luang Prabang City

NR

CSCO (VIentiene)

H.E. Thongphane Savanphet
Vilayvone Chanthalaty

NR

Hajah Rokibah binti Abdul Latif

CSCO
(Johor Bahru)

Raja Zuraifah Binti Raja Musa

CSCO
(Johor Bahru)

Maimunah Binti Jaffar

CSCO
(Kota Kinabalu)

Stanley Chong Hon Chung

CSCO
(Kuala Lumpur)

Nik Mastura Diyana binti Nik
Mohamad

CSCO
(Kuching)

Julin Bin Alen

Acting Head of Communication,
Infomatics and Crypto Office
Head of Communication and
Infomatics Office

Deput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Director of Vientiane City Office for
Management and Service

Director General, Federal Department
of Town and Country Planning
(PLANMalaysia)
Vice President, Planning &
Compliance, Iskandar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 (IRDA)
Head of Department, Planning &
Compliance, Iskandar Regional
Development Authority (IRDA)

Director, Town Planning Department,
Kota Kinabalu City Hall
Deputy Director, City Planning
Department, Kuala Lumpur City Hall

Principal Assistant Director, State
Planning Unit Sarawak Chief Minister’s
Office

K-BUILD저널

국가

NR

역할

CSCO
(Nay Pyi Taw)
미얀마

필리핀

태국

Permanent Secretary of Nay Pyi Taw
Development Committee

Director of Urban Planning Division
and Representative from Yangon City
Development Committee

Tin Tin Kyi

CSCO
(Mandalay)

Ye Myat Thu

NR

Jonathan L. Uy

CSCO
(Cebu City)

Nigel Paul C. Villarete

NR

Khoo Teng Chye

Executive Director, Centre for
Liveable Cities,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CSCO

Tan Chee Hau

Director (Planning and Prioritisation),
Smart Nation and Digital Government
Office, Prime Minister’s Office

NR

Ajarin Pattanapanchai

NR

Chaiwat Thongkamkoon

CSCO
(Chonburi)

Seksan Phunboonmee

CSCO
(Phuket)

CSCO
(Bangkok)
NR
베트남

Myo Aung

N/A

직함 및 기관

CSCO
(Yangon)

CSCO
(Davao City)

싱가포르

N/A

이름

2018. 9월호

CSCO
(Da Nang)
CSCO
(Hanoi)

CSCO
(Ho Chi Minh City)

Benito Antonio T. De Leon

Passakon Prathombutr

Montean Attajunya
Dương Hải Hưng
Le Son Phong
LêHồng Sơn
LêQuốc Cường

(출처: Information Paper on the ASEAN Smart Cities Governance Workshop)

Committee Member of Mandalay City
Development Committee

OIC Assistant Secretary, National
Development Office II - Investment
Programming,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City Administrator

Head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Command

Permanent Secretary, Ministry of
Digital Economy and Society

Director of Office of Transport and
Traffic Policy and Planning
Digital Economy Planning Agency

Policy and Plan Analyst, Energy Policy
and Planning Office, Ministry of Energy
Director of Property Management
Center

Deputy Director General, ASEAN
Departmen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eputy Director,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Vice Chairman, People’s Committee of
Ha Noi
Deputy Director General, Department
of Information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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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 3. ASCN 시범도시의 1인당 국내총생산과 인구밀도
국가

Brunei Darussalam

Cambodia

Indonesia
Lao PDR

1인당 국내
총 생산량 (2016, USD)
28,290.6

1,384.4

3,846.9

2,457.4

시범도시

Bandar Seri Begawan
Battambang

Phnom Penh
Siem Reap
Makassar

Banyuwangi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Vietnam

2,989.0
57,714.3
6,593.8

2,343.1

2,622
18

245
277

Vientiane

4,938

Kuala Lumpur

6,890

Luang Prabang

Kota Kinabalu
Nay Pyi Taw
Mandalay
Yangon

25

1,450
1,364
1,301
130
200

8,421

Cebu

2,927

Manila

42,857

Davao City
Singapore
Bangkok

Chonburi
Phuket

Da Nang
Hanoi

Ho Chi Minh City

(출처: World Bank 2017,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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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4,383

Kuching
1,298.9

1,395

Jakarta (Metro area)

Johor Bahru
9,944.9

인구밀도
(square kilometer)

667

8,274
5,993
293
685
746

1,098
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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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강화되는 세계은행 부정당업자
제재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해외건설협회는 최근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들이 각종 부정행위, 부패, 담
합 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 속에서 회원사들의 권
익보호와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7월 24일(화)
15시부터 ‘강화되는 세계은행 부정당업자 제재와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세미
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세계은행에서 다년간 부정당업자 및 반부패 조사사건의 선임조사관으로 근무
한 경력이 있는 Christopher Kim(現 BDO USA LLP 이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세종의 홍탁균
변호사가 세계은행 부정당업자 조사 및 제재 제도 개관 및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이후 참석자들
의 Q&A 시간을 가졌다.
최근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관들의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증가와 우리기업들의
관련 금융자본을 활용한 해외 프로젝트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는 회원사들의 리
스크관리 능력 함양과 컴플라이언스 관련 정보 공유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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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석 차관, “스마트 인프라 기술
활용 사업 개발 확대해야”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7월 23일(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현지 진
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외건설 유공자
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지난 3월 대통령께서 국빈 방문 시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탈석유화 및
산업다각화를 목표로 다양한 신산업에 대한 협력 의지를 보였다.”라고 강조하며, “전통적인 플
랜트 중심의 재정발주 사업 외에 스마트시티, 첨단교통 인프라(ITS) 등 스마트 인프라 기술을
활용한 사업 개발을 활발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탄력근로시간제, 교대 근무 활용, 집중
근무 독려 등 업계의 대응 현황도 점검했다.
손 차관은 “해외건설 현장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건설 현장훈련
(OJT), 마이스터고 등 해외건설 인력양성 제도를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첨단 인프라 투자개발형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 글로벌인프라펀드(GIF) 등 투자개발형 사업 지원 제도
를 통해 해외건설 텃밭인 중동지역에서 첨단 인프라 및 투자개발형 사업 등 기업들의 새로운 사
업 수주·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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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 차관, “교통·인프라 분야는
신남방정책의 교두보”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7월 31일(화)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한-필
리핀 인프라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필리핀의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인프
라 프로젝트 수주 지원에 나섰다.
이번 인프라 협력 대표단은 지난 6월 서울에서 진행된 한-필리핀 정상회담과 당시 체결된 교
통협력 MOU에 따라 양국 간 인프라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구성되
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신남방정책을 천명하고, 교통 분야를 포함한 4대 중점 협력분야를 선정하여
ASEAN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협력 주력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필리핀 두테르테 행정부는 “Build-Build-Build”라는 표어 아래 인프라 분야에서 2022년까지
1,8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목표로 자국의 인프라 개발에 국가 역량을 집중시
키고 있다.
이날 개최된 『한-필리핀 인프라 협력 포럼』에는 교통부(DOTr), 공공사업부(DPWH), 경제개발
청(NEDA) 등 필리핀 정부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하여 자국의 불라칸 신공항 사업, 민다나오 순
환철도 사업 등 주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참여와 한국 노하우 전수
를 요청하였다.
포럼에는 100여 명의 현지 진출 기업인이 뜨거운 관심을 갖고 참석하였으며, 이후 진행된 B2B
미팅 등을 통해 진출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였다. 이어, 김 차관은 필리핀 교통부장관과 공공사
업부장관을 만나 한국 인프라 산업의 경험과 강점 등을 강조하고, 우리 기업의 활발한 필리핀
진출을 통해 양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국토부 대표단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여 말레이시아 교통부와 제2차 교통협력회의를 개
최하고, 철도·공항·ITS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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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라오스 댐 사고현장에
직원 파견 및 사고수습 지원

해외건설협회는 지난 7.23 발생한 라오스 댐 사고와 관련, 현지상황을 파악하
고 구호와 복구활동 지원을 위해 사고현장에 협회 직원을 파견, 조기수습을 도
모하고 있다.
협회는 이에 앞서 사고 발생 직후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유관 업체 및
기관과 긴밀한 협조·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사고수습을 지원하였으나 현지 현황파악이 쉽지 않다
는 판단에 지난 7.29 조속한 사고수습과 복구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위해 사고현장에 협회
직원을 파견하게 되었다.
현지에 파견된 협회 직원은 현장 종합상황실과 수해지역을 오가며 사고현황과 구호활동을 파악
하고 관련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재민 임시숙소 건설과 도로 등 복구 진척현황을 조
사하고 본격적인 복구에 대비해 현지 인력 및 장비동원 여건을 파악하고 있다.
협회는 그동안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쌓아온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고를 슬
기롭게 극복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보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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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 동 법 시행령 제17조, 동 법 시행규칙 제13조

7월 수주 실적
‘18.7.31 기준 해외건설 수주액은 총 188.2억불
* (신규) 379건, 14,282백만불, (변경) 332건, 4,536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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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652
(682건)
326
(435건)

1년간(억불)

1.1~7.31(억불)

14

660
(708건)
405
(394건)

15

461
(697건)
265
(329건)

16

282
(607건)
164
(337건)

17

최근 5년 평균

290
(624건)
175
(373건)

469
(664건)
267
(374건)

700
600
500
400
300

188

200
100
0

중동
36.7%

아시아
54.3%

'13

'14

'15

1년간(억불)

'16

'17

1.1~7.31(억불)

토목
23.1%

'18

‘18
-

188
(379건)
중남미
3.7%

건축
20.7%
플랜트
52.2%

※ (지난달 수주현황) 베트남, 베트남 롱손 폴리올레핀 패키지 B&C 프로젝트(삼성ENG, 5.5억불)등
54건, 약 12.3억불

세부항목별 수주액
ㅇ 지역별 : 아시아 54.3%(102.1억불, 1위), 중동 35.7%(67.2억불, 2위),중남미 3.7%(7.0억불, 3위), 아프리카 3.0%(5.6억불, 4위)
ㅇ 국가별 : UAE 24.9%(46.9억불, 1위), 베트남 14.2%(26.7억불, 2위), 싱가포르 9.4%(17.7억불, 3위), 중국 5.6%(10.5억불, 4위)
ㅇ 공종별 : 플랜트 52.2%(98.2억불, 1위), 토목 23.1%(43.4억불, 2위), 건축 20.7%(39.0억불, 3위), 용역 2.8%(5.3억불, 4위)31.9%
지역별

'65~

'18년

국가별

35.7%

베트남

아시아

31.8%

54.3%

중남미

4.9%

3.7%

중 동

53.9%

'65~

'18년

공종별

14.2%

토 목

UAE

9.6%

24.9%

싱가포르

5.1%

9.4%

4.7%

'65~

'18년

플랜트

57.7%

52.2%

건 축

19.3%

20.7%

18.4%

23.1%

89

해외건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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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7.31
건수
금액
379
18,817,842
(100.0)
(100.0)
233
10,213,848
(61.5)
(54.3)
26
6,717,111
(6.9)
(35.7)
24
695,410
(6.3)
(3.7)
28
557,214
(7.4)
(3.0)
41
383,687
(10.8)
(2.0)
27
250,572
(7.1)
(1.3)
2018.7.31
건수
금액
379
18,817,842
(100.0)
(100.0)
22
9,820,638
(5.8)
(52.2)
29
4,338,987
(7.7)
(23.1)
160
3,902,374
(42.2)
(20.7)
137
532,312
(36.1)
(2.8)
27
207,939
(7.1)
(1.1)
4
15,592
(1.1)
(0.1)

국가별(주요 3개국)
공종
계

UAE

베트남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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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31
건수
금액
379
18,817,842
(100.0)
(100.0)
6
4,691,176
(1.6)
(24.9)
48
2,674,356
(12.7)
(14.2)
8
1,768,686
(2.1)
(9.4)

2017.7.31
건수
금액
373
17,527,786
(100.0)
(100.0)
260
7,680,216
(69.7)
(43.8)
38
9,014,831
(10.2)
(51.5)
23
230,516
(6.2)
(1.3)
18
233,030
(4.8)
(1.3)
26
296,864
(7.0)
(1.7)
8
72,329
(2.1)
(0.4)
2017.7.31
건수
금액
373
17,527,786
(100.0)
(100.0)
44
12,557,643
(12.2)
(70.7)
28
2,683,102
(8.3)
(16.4)
148
1,550,859
(38.7)
(9.1)
116
469,343
(30.7)
(2.2)
35
306,247
(9.5)
(1.8)
2
-39,408
(0.6)
(-0.2)
2017.7.31
건수
금액
373
17,527,786
(100.0)
(100.0)
10
230,248
(2.7)
(1.3)
48
797,532
(12.9)
(4.6)
5
286,211
(1.3)
(1.6)

1965.1.1~2018.7.31
누계건수
누계금액
12,709
798,255,640
(100.0)
(100.0)
6,813
254,324,842
(53.6)
(31.9)
3,610
430,160,982
(28.4)
(53.9)
430
39,436,929
(3.4)
(4.9)
694
23,856,509
(5.5)
(3.0)
495
19,805,826
(3.9)
(2.5)
667
30,670,552
(5.2)
(3.8)

(단위: 건, 천불, %)

증감율
(금액)
7.4

33.0

-25.5

201.7

139.1
29.2

246.4
(단위: 건, 천불, %)

1965.1.1~2018.7.31
누계건수
누계금액
12,709
798,255,640
(100.0)
(100.0)
1,845
460,674,769
(14.5)
(57.7)
2,210
147,173,675
(17.4)
(18.4)
4,148
154,046,367
(32.7)
(19.3)
3,431
16,196,266
(27.0)
(2.1)
907
16,863,001
(7.1)
(2.1)
168
3,301,562
(1.3)
(0.4)

증감율
(금액)
7.4

-21.8

61.7

151.6
13.4

-32.1

-139.6

(단위: 건, 천불, %)

1965.1.1~2018.7.31
누계건수
누계금액
12,709
798,255,640
(100.0)
(100.0)
321
76,756,689
(2.5)
(9.6)
1,236
36,585,360
(9.8)
(4.7)
347
40,957,265
(2.7)
(5.1)

증감율
(금액)
7.4

1956.8
235.3
518.0

K-BUILD저널

2018. 9월호

지난달 신규수주 공사내역 (2018. 7.1~31)
국가

베트남

계

업체

공 사 명

발주처

총 1건

기간금액
709,687

(단위: 천미불)

계약일자

비고

-

-

삼성ENG

베트남 롱손 폴리올레핀 패키지 B&C
프로젝트(HDPE & PP Plant)

롱손 석유화학

552,682

2018/06/27 신규

포스코건설

LSP Complex Package F 항만공사

롱손 석유화학

157,005

2018/06/20 신규

※ 1억불 이상 주요 신규 및 변경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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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7.31

건수

금액

394 40,471,804

(100.0)

(10.6)

(18.4)

(60.0)

(0.3)

(3.3)

(2.4)

(7.6)

(1.2)

(7.9)

(13.7)

(10.6)

7,429,400

12

121,176

24

951,986

32

496,896

(61.7)
(3.0)
(6.1)
(8.1)

18 5,562,788

(4.6)

35

(64.0)

243

금액

329 26,469,172

(100.0) (100.0)

65 25,909,558

(16.5)

2015.1.1~7.31

건수

2016.1.1~7.31

건수

337 16,403,923

(100.0) (100.0)

7,172,859

4,841,552

226

7,834,022

13

1,361,042

15

352,629

30

579,606

18

1,435,072

(10.4)

(52.0)

(67.1)

(4.1)

(3.9)

(0.3)

(4.4)

(1.0)

(8.9)

(15.5)

(5.3)

11

1,095,698

25

71,302

26

275,770

35

4,107,468

2017.1.1~7.31

건수

금액

373 17,527,786

(100.0) (100.0)

35

(27.1)

197 13,746,075

금액

9,014,831

260

7,680,216

8

72,329

26

296,864

18

233,030

23

230,516

(10.2)

(47.8)

(69.7)

(8.3)

(2.1)

(2.1)

(7.0)

(3.5)

(4.8)

(8.8)

(6.2)

2018.1.1~7.31

건수

금액

379 18,817,842

(100.0) (100.0)

38

(29.5)

(단위: 건, 천불, %)

(100.0)

26 6,717,111

(51.5)

(6.9)

(35.7)

(43.8)

(61.5)

(54.3)

(0.4)

(7.1)

(1.7)

(10.8)

(1.3)

(7.4)

(1.3)

(6.3)

233 10,213,848
27

250,572

41

383,687

28

557,214

24

695,410

(1.3)
(2.0)

(3.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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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워치
일본 PPP/PFI(민간투자사업) 동향 및 시사점

K- BUILD 특집
글로벌 부동산 버블 위험 진단 및 시사점
PPP Guide (6) : PPP의 금융조달

K- BUILD저널

PPP사업에서의 파이낸싱 구조의 이해와 정부측 고려사항
2018.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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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