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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워치

2017년 해외건설 기성실적
분석 및 전망
지 영 구 해외건설협회 사업관리실 과장

어, 2년 연속 기성액이 수주액을 초과했다. 공

1. 2017년 기성실적

사잔액도 2014년(2,669억불) 최고치를 기록
2017년 해외건설 기성액(Work Done)은 전
1)

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3년 연속 감소한

년 대비 21.5% 감소한 320억불 을 기록했다.

2,222억불을 기록했다.(그림1. 참고) 2015년

2004년 이후 매년 증가해 왔으나 2014년(484

부터 시작된 수주액과 기성액의 하락 동조화

억불)을 정점으로 최근 3년 연속 감소했고

가 최근 2개년에 걸친 300억불 미만의 수주부

2016년 기성액(407억불)이 2003년 이후 13년

진 영향으로 더욱 심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만에 수주액('16년, 282억불)을 상회한 데 이
표 1 ▶ 연도별 수주액, 기성액 현황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금액
54.3
43.5
61.3
36.7
75.0
108.6
164.7
397.9
476.4
491.5
715.8
591.4
648.8
652.1
660.1
461.4
281.9
290.1

금액
증감률(%)
-40.9
-19.8
40.7
-40.1
104.4
44.8
51.7
141.6
19.7
3.2
45.6
-17.4
9.7
0.5
1.2
-30.1
-38.9
2.9

(단위 : 억불)

증감률(%)
금액
증감률(%)
54.8
-1.6
48.4
-11.5
45.3
-6.4
37.3
-17.7
42.1
12.8
49.3
17.2
96.3
95.2
163.9
70.1
226.8
38.4
247.7
9.2
252.1
1.8
339.6
34.7
420.9
23.9
461.9
9.7
484.1
4.8
451.3
-6.8
407.2
-9.8
319.6
-21.5

(단위 : 억불)

그림 1 ▶ 기성액, 수주액, 공사잔액 추이 (2000-2017년)

1) 300개사, 117개국, 2,950건의 해외공사에서 319.6억불 기록(국내하청 기성액(22.5억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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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기성액은 '70년대 말 ~ '80년대 초

억불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과 2015년과 2016

중동 건설붐에 힘입어 1981-1985년 기간 동

년의 급격한 수주 감소 영향이 2017년 기성에

안 매년 70~100억불을 기록하며 호조를 보였

본격 반영되었다. 2018년 수주가 2017년과 유

으나 1986년부터 수주감소와 함께 축소되어

사한 양상을 보이고 중동지역의 수주가 급감

1990년에는 25억불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이

하면서 2018년 기성액은 감소세를 이어갈 것

후 2007년(164억불)이 돼서야 기성액 100억

으로 전망된다.

불 이상을 기록했고 2012년부터 매년 400억불
을 상회하며 2014년에는 최고치인 484억불을

1-1. 지역별 현황

달성했다. 수주증가와 함께 기성액도 늘어나
2000년(55억불)과 2017년(320억불)을 단순비

해외건설 수주감소 영향으로 최근 3년간 모

교 할 경우 기성액이 약 5.8배 증가한 것으로

든 지역에서 기성액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

나타났다.(표1. 참고) 연평균 증가율2)로 살펴

다. 2017년 중동지역 기성액은 전체 기성액의

보면, 2000-2017년 기간 동안 매년 10.3% 증

49.2%를 차지하며 157.3억불을 기록했고 이

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주액 증가율

어 아시아가 128.3억불을 기록하여 40.1%의

(9.8%)보다 높은 수치이다. 2017년 수주액이

점유율로 중동과 아시아 2개 지역에서 대부분

전년(282억불) 대비 2.9% 증가하여 290억불

의 기성이 발생(285.6억불, 89.3%)하였다. 이

로 소폭 상승했으나 최근 2개년 수주액이 300

어 중남미(17.1억불, 5.4%), 북미·태평양(8.5

표 2 ▶ 지역별 기성액 현황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중동

18.6
19.2
16.6
16.8
20.6
25.3
49.6
90.9
137.5
146.5
138.0
220.7
262.7
248.7
240.2
227.8
219.9
157.3

아시아

25.8
21.1
24.8
18.6
17.6
16.6
23.8
43.4
61.2
67.7
81.4
81.2
119.0
152.0
160.0
156.6
132.7
128.3

기타

10.4
8.1
3.9
1.9
3.9
7.4
22.9
29.6
28.1
33.5
32.7
37.7
39.2
61.2
83.9
66.9
54.6
34.0

(단위 : 억불, %)

합계

54.8
48.4
45.3
37.3
42.1
49.3
96.3
163.9
226.8
247.7
252.1
339.6
420.9
461.9
484.1
451.3
407.2
319.6

억불, 2.7%), 아프리카(5.2억불, 1.6%), 유럽
(3.2억불, 1.0%) 순을 기록했다.(그림2. 참고)

그림 2 ▶ 2017년 지역별 기성액

(단위 : 억불, %)

2) 연평균 성장률(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 10.3%[(‘17년 기성액 ÷ ‘00년 기성액)^(1/18)-1)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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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은 2012년 최고치인 262.7억불의

완만하게 확대되는 추세이다. 또한 올해 아시

기성액을 기록했으나 이후 5년 연속 감소세를

아 지역 수주가 중동 지역 수주 보다 많아 향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급락하며 200억불

후 아시아 지역의 기성액의 비중이 더욱 확대

대가 무너졌다. 전체 기성액에서 중동지역 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내에서는 우리나라 해

중은 최근 아시아시장의 신장과 2014년 이후

외건설 주력시장인 동남아시아의 기성액 점유

지속된 저유가 기조, 역내 지정학적 리스크 등

율이 가장 높으며(66%) 이어 중앙아(17.9%),

3)

의 영향으로 2011년 65% 를 정점으로 점유

동북아(9.0%), 서남아(7.1%) 순을 기록했다.

율이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5년

전반적으로 역내 기성액은 수주액 추이와 동

(-47.3%), 2016년(-35.3%) 역내 수주액 급감

조하며 감소세를 보인 반면, 중앙아시아의 경

영향으로 수주액이 기성액을 밑도는 상황(그

우 2010년 이후 우리기업의 진출과 수주가 증

림3. 참고)이 발생했고, 2017년 기성액 감소에

가하면서 기성액도 최근 5년간(2013-2017년)

반영돼 전년 대비 –28.5%의 감소율을 기록했

평균 22.2억불을 기록하며 유일하게 상승·유

4)

다. 2018년 중동지역 수주상황 이 좀처럼 나

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지지 않고 있어 기성액 감소가 지속될 것으
기타지역(중남미, 북미·태평양, 아프리카, 유

로 예상된다.

럽)의 2017년 기성액은 전년 대비 37.7% 감소
아시아지역 기성액은 수주증가와 함께 꾸준

한 34.0억불을 기록했다. 중남미를 비롯한 기

히 늘어나 2014년 최고치인 160.0억불을 기

타지역의 건설경기 하락과 이벤트성 대규모

5)

록한 이후 감소세 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

공사 수주 부재로 2014년 187.4억불을 수주한

대 들어 아시아 지역 수주액과 기성액 비중이

이래 급감6)하여 기성액도 이에 비래해 감소하

그림 3 ▶ 중동지역 수주액 및 기성액 추이

(단위: 억불)

그림 4 ▶ 아시아 수주액 및 기성액 추이

(단위: 억불)

3) 중동지역 기성액 점유율은 2004년부터 주도하기 시작해 최근 6년간 점유율은 65.0%(‘11) → 62.4%(‘12) → 53.8(‘13) → 49.6%(‘14) →
50.5%(‘15) → 54.0%(‘16) → 49.2%(‘17)을 나타냄
4) 2018년 중동지역 수주액 : 74억불(2018.9.11. 기준)로 전년 동기(92억불) 대비 -20% 수준
5) 아시아지역 기성액 : 160.0억불(‘14) → 156.6억불(-2.1%, ‘15) → 132.7억불(-15.3%, ‘16) → 128.3억불(-3.3%, ‘17)
6) 기타지역 수주액 추이 : 187.4억불(‘14) → 98.9억불(-47.2%, ’15) → 48.2억불(-51.3%, ‘16) → 19.4억불(-59.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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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세이다.(그림5. 참고) 중남미 지역 기성액

보이고 있다.(표3. 참고) 기타지역 기성액은 최

은 17.1억불로 중동(157.3억불), 아시아(128.3

근 3년간 역내 수주액이 –50%대로 급감한 것

억불)에 이어 우리기업의 제3의 매출시장으로

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전년 대비 큰 폭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 뒤로 북미·태평양(8.5

으로 감소했으며7), 전체 기성액에서 차지하는

억불), 아프리카(5.2억불), 유럽(3.2억불) 순을

비중도 2014년 83.8억불로 최고치를 기록하
며 17.3%의 점유율을 보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표 3 ▶ 기타 지역별 기성액 추이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중남미 북미·태평양 아프리카
7.3
5.2
1.7
0.1
0.0
0.3
1.8
2.5
6.2
9.7
8.9
18.7
14.8
22.9
31.5
31.7
28.7
17.1

0.3
0.3
0.2
0.3
1.3
1.1
2.8
5.4
3.8
3.6
7.7
5.5
11.5
21.2
37.5
21.7
16.0
8.5

2.5
2.4
1.9
1.3
1.9
2.8
9.9
12.8
12.0
14.1
11.6
11.3
9.9
11.8
10.5
8.4
6.0
5.2

유럽

그림 5 ▶ 기타 지역 수주액 및 기성액 추이

0.3
0.2
0.1
0.2
0.7
3.2
8.4
8.9
6.1
6.1
4.5
2.2
3.0
5.3
4.3
5.1
3.9
3.2

(단위 : 억불)

합계

10.4
8.1
3.9
1.9
3.9
7.4
22.9
29.6
28.1
33.5
32.7
37.7
39.2
61.2
83.8
66.9
54.6
34.0

(단위 : 억불)

10.6%로 축소되었다.8)

1-2. 공종별 현황
우리기업의 주력 수주공종인 산업설비는
2017년에 196.9억불의 기성고를 올려 전체 기
성액의 61.6%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토
목(70.7억불, 22.1%), 건축(37.0억불, 11.6%),
용역(8.1억불, 2.5%), 전기(6.2억불, 2.0%), 통
신(0.7억불, 0.2%) 순을 기록하였다.(그림6. 참
고) 수주액 증가에 비례하여 공종별 기성액도
전반적인 증가를 지속해 왔으며, 특히 산업설
비는 2012-2014년, 3년 연속 300억불을 상회
하며 그 비중도 70%대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그림 6 ▶ 2017년 공종별 기성액

(단위 : 억불, %)

7) 북미·태평양 -46.9%, 중남미 -40.4%, 유럽 -17.9%, 아프리카 -13.3%
8) 기타지역 기성액 비중 추이 : 17.3%(‘14) → 14.8%(’15) → 13.4%(‘16) → 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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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31억불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9) 이

신규 수주가 없으면 산업설비 기성액은 당분

후 저유가 기조, 산유국 중심의 발주 축소, 우

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리기업의 수익성 위주 선별 수주(질적 성장 추

산업설비 공종 기성액이 전체의 61.6%를 점유

구) 등의 영향으로 동 분야의 수주가 줄면서

하고 있어 중동지역 기성액 편중(49.2%) 보다

10)

최근 3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 산업설비

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0년부터 2002-

가 –29.6%, 건축이 –21.7% 등 수주감소에

200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전체 기성액의

비례해 대부분의 공종에서 기성액이 감소하는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2011-2012년에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토목의 경우 유일하게

는 그 비중이 77%를 넘어섰다. 한편, 산업설비

소폭 증가하는 등 최근 5년간(2013-2017년)

기성액과 중동지역 기성액 추이가 유사한 형

60~70억불대 수준의 비교적 안정적인 기성고

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동지역의 산업설

를 기록하고 있다.

비 수주 비중이 매년 80%대에 이르기 때문으
로 분석된다.

2017년 산업설비 공종 기성액은 전년 대비
29.6% 감소한 196.9억불을 기록하였다. 2004

2016년 토목 공종 기성액은 전년 대비 8.5%

년부터 산업설비 수주가 늘어나면서 기성액

증가한 70.7억불을 기록하였다. 2005년 저

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3년부터 증가폭

점 이후 꾸준하게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2014

11)

이 둔화 되면서 2015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하

년 76.7억불로 최고치를 기록하며 그 비중도

였다.(그림7. 참고) 2015년, 2016년 수주 급감

15.8%로 확대되었으나 이후 감소세로 전환돼

에 따라 기성액 낙폭이 심화되고 있어 대규모

2015년 71.2억불, 2016년 65.2억불로 소폭 줄

그림 7 ▶ 산업설비 수주액 및 기성액 추이

(단위: 억불)

그림 8 ▶ 토목 수주액 및 기성액 추이

9) 2012-2014년 산업설비 기성액 추이 : 326.8억불, 77.6%(‘12) → 329.6억불, 71.4%(‘13) → 330.9억불, 68.4%(‘14)
10) 최근 3년간 기성액 추이 : 297.3억불(‘15) → 279.5억불(‘16) → 196.9억불(‘17)
11) 산업설비 기성액 증가율 추이 : 0.9%(‘13) → 0.4%(‘14) → -10.2%(‘15) → -6.0%(‘16) → -2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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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가 2017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토

나 최근 건축 공종 수주가 위축(71.1억불('15)

목 공종 수주액이 2016년, 2017년 연속으로

→ 53.3억불('16) → 24.1억불('17))되면서 기

감소했으나 전년 대비 50% 급증한 2015년의

성액도 당분간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84.9억불 수주가 1~2년의 시차를 두고 긍정적

된다.

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토목은 산업
설비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기성이 발생하고 있

기타(용역, 전기, 통신) 공종 기성액은 최근

는 공종으로 70.7억불로 전체 기성의 22.1%

10년간 전체 기성액의 4%대 비중을 차지하고

비중을 기록해 처음으로 점유율 20%대에 진

있다. 2017년 기타 공종 기성액은 전년 대비

입,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그림8. 참고)

2.0% 감소한 15.0억불 기록하였고, 기타 공종
중 용역 기성액이 8.1억불로 가장 많으며 이어

건축 공종 기성액은 2000년부터 최고치인

전기(7.1억불), 통신(0.7억불) 순으로 나타났

62.3억불의 기성액을 기록한 2015년까지 연

다. 한편, 산업설비, 토목, 건축 등을 포함한 6

평균 10.0%씩 기성액이 증가했으나 2016년

대 공종 가운데 용역이 가장 높은 연평균 증가

(47.2억불)에는 전년 대비 –24.2%로 급감했

율(2000-2017년)을 기록12)하였다.

으며, 이러한 추세가 2017년에도 이어져 전
년 대비 –21.7% 감소한 37.0억불을 기록하

1-3. 국가별 현황

였다.(그림9. 참고) 2017년 건축 공종 기성
액 점유율은 11.6%로 산업설비(61.6%), 토목

2017년 기성액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쿠웨

(22.1%)에 이어 세 번째로 비중이 높다. 그러

이트, UAE, 사우디,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
시아,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카타르, 알제리
등 117개국에서 319.6억불의 기성액을 기록하
였다. 2017년 기준 기성액 상위 10개 국가(10
억불 이상)에서 214.4억불의 기성이 발생해 전
체 기성의 6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특
정 국가에 대한 기성 집중현상13)이 발생하였
다.(표4. 참고) 쿠웨이트에서 가장 많은 42.5
억불의 기성고를 올렸으며 이어 UAE(30.5억
불), 사우디(26.5억불), 이라크(16.0억불) 등

그림 9 ▶ 건축 수주액 및 기성액 추이

(단위: 억불)

의 순을 보였다. 최근 5년 연속 10억불 이상

12) 공종별 CAGR(2000-2017년) : 용역 29.5%, 산업설비 11.1%, 전기 9.4%, 토목 9.3%, 통신 9.3%, 건축 7.9%
13) 국가별 기성 집중현상 : 상위 10개국 214.4억불(67.1%), 기타 107개국 105.2억불(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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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 최근 5년 국가별 수주액, 기성액 현황
구 분

쿠웨이트

수주

2017

1.4

U A E

16.1

베트남

12.1

사우디

싱가포르
말

11.6
9.4

련

17.1

우즈벡

4.4

이라크

0.1

기성

42.5

수주

2016

33.2

30.5

16.5

26.5

41.6

24.1

23.2

20.6

27.9

16.0

16.0

16.0

6.7

13.4

4.0

카타르

14.3

소계10(a)

87.4

214.4

175.4

290.1

319.6

281.9

알제리
기타

합계(b)

a/b(%)

0.9

202.7

30.1%

12.9
11.9

105.2

67.1%

4.7
1.6

기성

33.3
28.7

49.6
3.8

64.8

35.9

22.1

25.8

25.9
18.0

45.0
1.5

기성

29.7
37.2
83.3
46.2
22.8
15.7

77.4
37.4
29.5
33.9
17.7
24.4

27.1

25.8

21.3

16.1

268.4

213.9

294.0

386.6

407.2

461.5

451.3

660.0

14.1
13.3

138.8

62.2%

65.9%

1.3
2.6

20.2

수주

2014

22.4

106.5

* 2017년 기성액 기준 10억불 이상 10개 국가

수주

2015

9.4

13.4

247.6

157.3

46.3%

65.1%

85.3
20.4
16.7
43.9

273.4

58.6%

(단위: 억불)

기성

22.0
49.2
99.0
39.5
25.9
15.5
21.4
12.8
11.6
14.8

311.7

172.4

484.1

64.4%

수주

2013

20.7
18.3

기성

17.6
52.3

99.7

116.7

35.2

30.8

40.4
34.8

35.1
7.4

24.5

12.9

27.5

12.8

360.4

304.3

652.1

461.9

45.3
14.0

291.7

55.3%

9.7
9.0

157.6

65.9%

의 기성액을 기록한 국가는 사우디, 쿠웨이트,

에도 불구하고 기성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UAE, 이라크, 싱가포르, 베트남, 카타르 등 7

며 안정적인 기성현황을 보였으나, 2017년 수

개국이며, 이들 7개국이 2017년 전체 기성액

주액이 1.4억불로 극도로 부진해 2018년 이

의 54.2%를 점유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상

후 기성액은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

위 10개국(10억불 이상)의 기성액은 쿠웨이트,

다.(그림10. 참고)

UAE를 제외하면 감소했고 수주액도 전반적
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상위 주요
국의 기성잔액이 줄어들면서 2018년 이후에
도 상위 주요국의 기성액 감소는 지속될 전망
이다.

쿠웨이트는 전년의 33.3억불 보다 27.6% 증
가한 42.5억불의 기성액을 기록했다. 2014년
역대 최고치인 77.4억불을 수주하면서 기성이
월액이 급증하여 이후 3년 동안 수주액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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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 쿠웨이트 기성액 추이

(단위: 억불)

K-BUILD저널 2018. 10월호

UAE는 전년의 28.7억불 보다 6.1% 증가
하여 30.5억불의 기성이 발생되었다. 2010년

수주가 줄어들면서 기성액도 2014년부터 4년
연속 감소14)하고 있다.

UAE 원전 건설사업 수주 이후 상대적으로 수
주가 급감하면서 이듬해부터 수주액이 기성액

2000년 이후 18년간 누계 기성액이 752.0

을 밑돌며 기성이월액 및 기성액이 감소하는

억불로 동 기간 전체 기성액(4,148.8억불)의

추세이며 원전 건설사업이 2020년 완공을 앞

18.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91.4억불)

두고 있어 잔여 기성이월액이 적어 향후 완만

26.9%로 최대 점유율을 달성한 이후 점차 낮

한 기성액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그

아져 2017년(26.5억불) 기성액 급감과 함께 그

림11. 참고)

비중도 8.3%로 하락하였다. 2010-2013년 기
간 동안 연평균 133.2억불을 수주하며 최대시

사우디는 전년 대비 59.1%가 감소한 26.5억

장이었으나, 2014-2017년 기간에는 연평균

불을 기록했다. 사우디는 단일국가로는 유일

29.6억불로 수주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2013년

하게 수주액이 1,000억불(1,392억불(점유율

이후 기성 이월액이 감소하고 수주액이 기성액

17.9%), 2017년말 기준)을 돌파한 명실상부

을 밑도는 현상이 발생되었다.(그림12. 참고)

우리나라 해외건설 제11위 시장으로 20102012년 기간 동안 3년 연속 100억불 이상 수

베트남은 전년 25.9억불 보다 7.1% 감소

주하며 2012년 기성액이 단일국가 역대 최초

한 24.1억불의 기성액을 기록했다. 2010년부

로 100억불을 돌파하고 2013년에는 최대치

터 2015년까지 연간 30~40억불대의 안정적

인 116.7억불의 기성액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인 수주에 힘입어 기성액은 2015년 46.2억불

2014년 수주액이 전년 대비 70% 급감하는 등

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수주와 이월액이 감

그림 11 ▶ UAE 기성액 추이

(단위: 억불)

그림 12 ▶ 사우디 기성액 추이

(단위: 억불)

14) 사우디 기성액 추이 : 99.0억불(-15.2%, '14) → 83.3억불(-15.9%, '15) → 64.8억불(-22.2%, '16) → 26.5억불(-59.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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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고 있고 수주 부진, 부동산 시장 악화 등의

이라크는 전년 22.4억불 대비 28.7% 감소

여파로 향후 기성액 하락 기조가 유지될 전망

한 16.0억불의 기성액을 기록했다. 2012년과

이다.(그림13. 참고) 싱가포르는 전년 22.1억불

2014년에 수주가 급증했는데 이는 각각 ‘비스

보다 6.5% 감소한 20.6억불을 기록했다. 2012

마야 신도시 건설공사(77.5억불)’과 ‘카르발라

년(30.9억불)과 2013년(30.8억불) 30억불 이

정유공장 프로젝트(53.8억불)’수주에 따른 것

상의 기성고를 올렸으나 이후 5년 연속 감소세

으로 2개 사업의 진행상황이 이라크 기성액 추

를 보이고 있다. 2015년을 기점으로 수주가 다

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라크는 IS와의

시 증가하면서 기성액을 상회하는 등 긍정적

종전 선언, 이라크 총선 이후 정국 안정, 재건

기조가 있었으나 2017년 수주가 66.1%나 급

사업 본격화, 국제유가의 점진적 상승 등 긍정

감하였고, 이월액도 줄면서 향후 기성액은 완

적 요인이 작용하여 향후 수주증가가 전망되

만한 감소가 예상된다.(그림14. 참고)

고 이월액 규모가 가장 큰 국가로 기성액도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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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 베트남 기성액 추이

(단위: 억불)

그림 15 ▶ 이라크 기성액 추이

(단위: 억불)

그림 14 ▶ 싱가포르 기성액 추이

(단위: 억불)

그림 16 ▶ 카타르 기성액 추이

(단위: 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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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는 전년 25.8억불 보다 49.9% 급감

하락, 경제침체, 정정불안 등으로 파이낸싱이

한 12.9억불의 기성액을 기록했다. 2009년 최

어려워지고 재원이 부족해지면서 대규모 인프

고치인 27.7억불의 기성고를 올린 이후 2016

라 및 석유화학 프로젝트가 계약 이후 착공하

년 두 번째로 많은 25.8억불의 기성액을 기록

지 못하고 추진중 사업도 중단 또는 답보 상태

하기도 했으나 2016년 수주액과 이월액이 줄

에 이르면서 기성 발생이 미미해진 상태이다.

면서 기성이 감소했다. 2017년 14.3억불을 수

(그림17. 참고)

주해 전년 수주(4.7억불)의 부진을 벗어났으나
수주 및 이월액 감소세 영향으로 2018년 기성

1-4. 업체별 현황

은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16. 참고)

2017년 300개사가 319.6억불의 기성고를
올렸으며 이중 상위 13개사(4.3%)15)가 전체

상위 10개국을 제외하고 50억불 이상 공사

기성의 87.4%(279.3억불)를 점유하며 대기업

잔액을 보유한 국가는 베네수엘라, 이란, 투르

중심의 기성액 집중현상16)은 여전하나 지난 3

크메니스탄, 인도, 러시아, 리비아, 카자흐스탄

년 평균 92.9%에 달하던 편중도가 다소 완화

등 7개국이나 현지 부정적인 사업환경 영향으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위 13개사의 기성액

로 기성이 매우 적게 발생되고 있다. 또한, 최

은 전년 대비 –26.5%를 기록하며 모두 크게

근 수주는 증가했으나 예상보다 기성이 낮은

감소했다. 2000-2017년 기간 동안 상위 13개

국가로는 베네수엘라,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사의 기성액 평균 증가율은 10.6%를 기록해

이 있는데, 이들 국가는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동 기간 전체기업의 평균 증가율(10.3%) 보다
높았다,(표5. 참고)
한편, 2014-2017년 기간 동안 상위 13개사
의 기성액 평균 증가율은 수주가 급감하면서
–11.0%를 기록해 같은 기간 전체 평균 증가
율(-7.1%)보다 낙폭이 컸으며, 이는 대기업
중심의 수주 및 기성 증감이 더 두드러졌음을
나타내고 있다.(표5. 참고)

그림 17 ▶ 러시아 등 3개국 기성액 추이

(단위: 억불)

기성액이 10억불 이상을 기록한 업체 수는

15) 13개사 : GS건설, SK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삼성ENG, 쌍용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ENG,
현대중공업
16) 기타 287개사(95.7%)의 기성액(40.2억불) 비중은 12.6%를 기록하고 있다.

11

트렌드 워치

2000-2004년 기간 동안 현대건설이 유일했

개사로 줄어들었다. 2013-2017년 기간 동안

고 2005년에는 없었으며, 이후 수주증가와 함

상위 13개사의 기성액 비중도 2000-2017년

께 늘어나 2011년 11개사로 두 자리 숫자를

(87.6%) 기간 동안 보다 높은 91.2%를 나타내

기록한 이후 매년 11~12개사가 해당되었으나

대기업 위주의 수주와 기성이 발생했음을 알

2017년에는 기성이 급감(-21.5%)하면서 10

수 있다.(표6. 참고)

표 5 ▶ 상위 13개사 연도별 기성액 추이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3개
사(a)
기타

(단위: 억불, %)

CAGR '17증감
(%)
(%)

45.7 41.7 40.7 31.9 32.0 41.8 78.9 129.0 172.5 202.5 205.9 306.3 370.2 410.4 446.0 420.9 380.0 279.3 10.6
9.1

6.8

4.7

5.4 10.1

7.5 17.4 34.9 54.3 45.2 46.2 33.3 50.7 51.5 38.1 30.4 27.2 40.3 8.6

전체
54.8 48.5 45.4 37.3 42.1 49.3 96.3 163.9 226.8 247.7 252.1 339.6 420.9 461.9 484.1 451.3 407.2 319.6 10.3
(b)
a/b
83.4 86.0 89.6 85.5 76.0 84.8 81.9 78.7 76.1 81.8 81.7 90.2 88.0 88.9 92.1 93.3 93.3 87.4
(%)

표 6 ▶ 상위 13개사 기성액 점유율 추이 등
구 분

13개사
기 타
전 체

기성액a
(2000-2017년)
3,635.4
513.5

4,148.9(aa)

그림 18 ▶ 연도별 상위 13개사 기성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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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A(%)
(A=a/aa)
87.6
12.4

100.0

기성액b
(2013-2017년)
1,936.8
187.2

2,124.1(bb)

비중B(%)
(B=b/bb)
91.2
8.8

100.0

-26.5
48.6

-21.5
-

(단위: 억불, %)

2014-2017
평균증가율(%)
-11.0
1.5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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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업체별로 살펴보면, 삼성물산은 2000-

고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몇 년간

2017년 기간 동안 기성점유율이 10%이나

300억불 내외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2013-2017년)은 기성점유율이
13.9%로 확대되었으며, 이와 함께 GS건설

기성액 전망은 공사잔액에 미진행공사18)의

(8.5%(A)→9.8%(B)), SK건설(6.6→6.8%),

잔여기성을 제외한 후 평균 기성율을 적용하

현대엔지니어링(4.5%→6.8%), 포스코건설

여 산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실제 기성액

(4.3%→5.3%) 한화건설(1.7%→2.3%), 대

과 예측치(공사잔액 ×전년도기성율)와의 오

림산업(6.5%→6.6%) 등은 6개사는 최근 5

차 범위가 2000-2017년 기간 동안 1.3%에 불

년간 기성액 비중이 확대된 반면, 현대건설

과해 이러한 기성액 예측이 어느 정도 신뢰성

(14.4%→12.7%), 현대중공업(7.5%→6.8%),

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최근 수주급감19) 영

대우건설(6.3%→5.9%), 삼성엔지니어링

향으로 2017년 예측치(377.7억불)와 실제 기

(9.8%→9.5%), 두산중공업(6.3%→3.9%), 쌍

성액(319.6억불)과의 오차(18.2%)가 크게 발

용건설(1.2%→0.9%) 등 6개사는 최근 상대적

생함에 따라 현실적인 기성액 전망이 요구되

으로 수주가 줄어들면서 그 비중이 축소된 것

고 있다. 이에, 수주 이후 정상적으로 진행되

으로 나타났다.

지 못하는 미진행공사의 잔여기성 487.2억불
(2017년말 기준)20)을 추정 공사잔액에 반영하
고 평균기성율(2000-2017년, 15.9%)를 적용

2. 2018년 기성전망

해 2018년 기성액을 전망했다.
17)

해외건설 기성액은 최근 대내외 수주여건

을 고려하면 당분간 급격한 수주증가 가능성이

추정공사잔액(2,221.5억불)에 미진행공사

적고 수주가 기성에 통상 1~2년의 시차를 두

(487.2억불~342.9억불)을 반영하여 2000-

표 7 ▶ 연도별 기성율
구분

기성액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단위: 억불, %)

'16

'17

54.8 48.5 45.4 37.3 42.1 49.3 96.3 163.9 226.8 247.7 252.1 339.6 420.9 461.9 484.1 451.3 407.2 319.6

추정
342.3 330.3 342.1 332.8 366.2 429.1 543.5 838.2 1,142.2 1,402.5 1,847.5 2,128.4 2,382.1 2,513.3 2,669.3 2,591.4 2,395.5 2,221.5
공사잔액

기성율(%) 16.0 14.7 13.3 11.2 11.5 11.5 17.7 19.5

19.9

17.7

13.6

16.0

17.7

18.4

18.1

17.4

17.0

14.4

17) 세계건설시장(3.3% 성장) 확대, 도급형→투자개발형 전환, 국제유가 상승(제한적), 중동정세, 국제금리(긴축기조), 환율(원화절상), 국내 건
설경기 하락,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활동(보수적),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해외건설 수주활동 감소 등
18) ‘미착공 공사’+ '6개월 이상 미진척 공사’(중도 중단 공사), 2017년 하반기 시공상황보고 기준
19) 660.1억불('14) → 461.4억불('15, ↓30.1%) → 281.9억불('16,↓38.9%) → 290.1억불('17, ↑2.9%)
20) 미진행공사(미착공 342.9억불 + 6개월 이상 미진척 144.3억불) 및 타절공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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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간 평균기성율 15.9%를 적용하면

으로, 2017년 대비 10% 내외 감소할 것으로

2018년 기성액은 275.7억불~298.9억불 수준

전망된다.

표 8 ▶ 국가별 미진행공사 기성잔액 현황
국 가

베네수엘라
러

시

아

리

비

아

투
이

크

기

전

자

1,597

4,971,988

10.2%

944

217,662

2,083,478

국

1,306,304

0

타

3,623,486

주

2,873,386

핀

카

19.3%

1,606,707

리

디
흐

체

424,300
895,000

34,294,029

비중

9,422,285

1,969,776

3,286,979

필

우

4,970,391

란

남

미

5,230,424

합계

288,062

3,638,631

트

사

9,134,223

6개월 이상
미진척 공사

362,098

베
호

14

르

미착공 공사

(단위: 천미불)

541,642
221,198

1,505,196
125,053

4,414,492

14,427,000

5,231,368
4,000,729
3,828,621
3,576,483
3,094,584
2,301,140
1,929,496
1,306,304
1,020,053
8,037,978

48,721,029

10.7%
8.2%
7.9%
7.3%
6.4%
4.7%
4.0%
2.7%
2.1%

16.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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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B의 대북한 인프라 투자
가능성과 시사점1)
이 현 태*, 김 준 영**

1. 북한 인프라 개발 논의의 대두

감대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남북경협이 장
기간 단절, 악화되어온 상황에 기인하고 있다.

2018년 9월 18~20일 평양에서 역사적인 제

최근 우리 정부가 판문점 선언을 위한 2019년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은 앞

도 1개년 예산안(약 4,712억원)의 비준조차도

서 진행된 제1, 2차 남북정상회담과 제1차 북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국내 경제가 안 좋

미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내용을 진일보시켰으

은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과거의‘퍼주

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력을 유지한

기’논란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김정은

에, 북한 개발 자금의 효과적인 조달과 운용은

위원장은 비핵화 추진 의지를 재차 분명하게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밝혀서, 비핵화 과정에 따라 북한에서 진행될
각종 인프라 개발 사업의 실현 여부에 대한 논

따라서 북한 개발 자금의 효과적 조달을 위

의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4·27 판문점 선

해서는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조달하는 방

언에서 합의한 경의선 철도 연결을 포함한1 향

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외국 정부나 국제기

후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작업 등이 대표적이

구,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라 할 수 있겠다.

Bank, 이하 MDB) 등이 국외의 대북 인프라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라 할 수 있다. 특

다만, 북한의 낙후된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히, 한반도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국의 경

막대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공

우 그 참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

1) 이현태·김준영, 2018,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북한 개발 투자 가능성과 시사점」, 현대중국연구 Vol. 20 No.1 논문을 수정, 보완하
여 작성하였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실 부연구위원(xiantaikor@gmail.com)
** 중국인민대학교 재정금융학원 박사과정(tantan_glob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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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중국이 주도하여 설립한 아시아인프

연간 66~70조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

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되고 있는데(표 1 참고), 실제 사회문제를 해결

Bank, 이하 AIIB)이 비핵화 이후 과연 북한 개

하는데 필요한 비용까지 다 포함하면 이보다

발에 참여할 수 있을지, 참여한다면 어떤 방식

더 많은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중

으로 할지에 관심이 가중되고 있다.

인프라 분야는 각 영역별로 필요한 개발 비용
에 차이가 있다. 가령, 정부는‘한반도 통합철도

이에 이글은 AIIB의 북한 인프라 투자 가능

망 마스터플랜(2017)’을 통해 북한 내 7개 노

성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우선 북한 개발

선의 개량 및 신설에 통일 이전 약 37조8000

필요 자금 규모, 예상 프로젝트와 자금조달 방

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금융위

식 및 주요 리스크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

원회(2014)도 철도·도로 등 주요 교통 인프라

도록 하겠다. 이어서 AIIB 자체의 대북 사업 가

구축에만 약 150조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능성, 지원 방식, 유망 사업을 분석한 후, AIIB

추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공공부문에서의

의 북한 개발 투자의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

재원은 남북협력기금과 공적원조자금(ODA)

겠다.

정도에 불과하다(2018년 기준 약 4조원, <그
림 1> 참고). 물론 북한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

2. 북한 인프라 자금,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진된다면, 한국 정부가 재원을 크게 확충하고
민간 기업들도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
한의 대규모 개발 수요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

1) 막대한 규모의 북한 개발 자금
북한 개발에 필요한 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

더욱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도 미미한 수

일까? 개발에 대한 엄정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준이다. 2010년대 이후 대북제재가 한층 엄

하지만 북한의 낙후된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

중해짐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도 상당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 중단되면서 지원 재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노력이 필요하다. 탈냉전 이후 1990년대부터

표 1 ▶ 북한 개발비용 각종 추정치
보고서

금융위원회 (2014)
국토연구원 (201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국회예산정책(2015)
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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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할 수 있다.

주요 내용

북한 내 인프라 개발에 철도 773억달러, 도로 374억달러 등 약 총 1,392억달러(약 150조원)
한반도 개발협력 11개 핵심 프로젝트 사업비, 총 93조5,383억원

남북 경협이 확대될 경우, 연간 27조원씩, 10년간 총 270조원의 투자가 필요
2026년 통일 가정 시, 2060년까지 총 2,316조원의 통일 비용

북한 경제를 통일 가능한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최소 705조원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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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까지 총 18억 9,361만 달러를 지원하였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장형수 외, 2015).

으나,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부터 현
재까지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도 지속 감소했

2) 북한 인프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대북 원조의 최대 공여
국이 미국이었으나 핵실험 등으로 인해 지원

통일을 대비하여 한반도 국토 전반을 효과

이 크게 줄어들었다. 현재로서는 북핵문제 해

적으로 활용하면 남·북한 공동 경제발전을 달

결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재개의 선결과제

성하고 사회통합의 속도를 진작시킬 수 있다.

이다(박지연, 2015).

이런 취지에서 북한 인프라 개발은 종합적인
한반도 국토 개발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연

이렇듯 북한 개발 자금은 수요 대비 공급

구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국토연구원은 북한

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 재건에

지역별로 11개의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를 선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고려할 경우 글로벌

정하고 세부 추진방안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제

MDB를 비롯한 해외로부터의 개발 자금 조달

시하였다(표 2 참고). 이중 중·북, 북·러 접경지

이 필수적이다. 장형수 외(2015)는 북한 개발

역을 연결하는‘한반도 서부축 인프라회랑’이

에 활용할 수 있는 해외자금의 종류를 ODA,

나‘한반도 동부축 인프라회랑’의 프로젝트들

정부 간 차관 등의 양자간 자금, 국제금융기구,

은 AIIB 등의 MDB와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

국제금융시장을 활용한 민간재원, 민관협력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한반도 동·서

(PPP) 등 다자간 자금으로 분류하고 활용가능

부축 인프라 회랑은 중국, 일본과 지리적으로

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통일 이전 단계와 통일

연결이 되는 국제 프로젝트이며 비교적 사업

이 임박한 단계를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해외

의 경제성도 있기 때문이다.

자금의 활용방안을 보다 능동적으로 활용해야

그림 1 ▶ 남북협력기금 및 ODA 총예산 동향

		

주 : ODA 총예산 중 12~16년은 실적 수치이며, 17년·18년은 예산 수치임.
자료 : 통일부, ODA Korea 사이트 참고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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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워치

표 2 ▶ 북한 인프라 개발 관련 핵심 프로젝트 및 주요 재원조달방안
프로젝트

주요 내용

①한반도 서부축
인프라회랑 프로젝트

·서울-신의주 구간 도로, 철도 개보수 및 현대화,
·해주-남포·평양-신의주의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서울-신의주 경의선 고속철도

②한반도 동부축
인프라회랑 프로젝트

·서울-원산-라선 고속교통망,
·러시아-북한-남한 천연가스망

③개성-해주 프로젝트

·해주(강령군 포함) 경제특구, 개성공단 2단계 사업 추진
·개성-문산/개성-해주 철도, 도로 확충, 해주항 인프라 현대화

·공적자금과 각 부처가 보유한
기금 활용
·공공/민간 기업 공동조달
·민간 기업 단독 투자

④평양-남포 프로젝트

·평양-남포, 개성, 원산, 안주 구간의 도로, 철도 현대화,
남포항·순안공항 현대화, 기존 발전소 현대화 및 신설

·국내 공공/민간 자본
·국제금융기구 자금 활용
·민간 기관투자가들의 투자

⑤신의주-단둥
프로젝트

·신의주-단둥 연결철도 및 도로 확충 및 신의주-안주 고속도로
신설, 수풍 및 청천강 발전소 현대화 등

·공공자본
·민간자본-금융기업 컨소시엄투자

⑥설악-금강-원산
프로젝트

·원산특구 개발, 고성-원산 도로, 철도 현대화, 제진-강릉 철도
연결, 원산항 및 갈마공항 현대화

·민간 투자 중심
·일부 인프라는 공적
자금(기금)등을 통해 건설

⑦함흥-부전고원
프로젝트
⑧신포-단천 프로젝트

함흥 주변 도로, 철도망 현대화, 흥남항 현대화, 장진강·부전강
수력발전소 현대화, 함흥 선덕공항 현대화
·신포 에너지특구·단천 자원특구 개발, 신포 및 단천 주변도로
및 철도 현대화, 신포항 및 단청항 현대화, 신포·허천강
발전소 현대화

⑨백두산-개마고원
프로젝트

·혜산-삼지연 철도 및 도로 확충, 삼지연 공항 시설 확충,
서두수 수력발전소 현대화, 백두산-개마고원-중국-러시아
관광

⑩라선·청진-훈춘-하산
프로젝트

·라진-두만강-하산역 철도시설 현대화, 청진-라선-훈춘
고속도로 신설, 청친-투먼 철도 현대화 및 고속도로 신설

⑪평화지대 프로젝트

임진강, 북한강 남북공유하천 공동관리사업, 경원선, 금강산선
철도 단절구간 연결 및 복선절철화, 국도 3 ܫ호선 연결, DMZ
생태관광사업, 세계평화공원조성사업

참고: 국토연구원(2013), p.220~221, 국토연구원(2015), p.240~24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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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재원조달방안

·공공투자 기반
·국내외 민간투자
·MDB 활용(AIIB 등)
·공공투자
·국내외 민간자본
·MDB 활용(AIIB 등)

·국내외 민간자본 중심
·일부 공적자금 투입
·공적 자금 중심(전력망)
·단천의 경우,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통해 재원조달
·민관협력(PPP)방식 고려
·교통 분야는 공적자금 투입
·인프라 건설은 정부에서 주도
·공단개발의 경우 민간자본 참여
유도
·남북협력기금 등 공적 자금 활용
·일부사업은 민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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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 개발의 주요 리스크는?
둘째, 시스템 리스크다. 그간 외자기업들이
그러나 실제로 북한 비핵화가 실현된다고

당면하곤 했던 북한의 법적, 제도적, 행정적,

해도 북한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쉽지 않

관행적 리스크다. 북한의 불합리한 법, 제도,

다. 북한 개발에 내재된 여러 리스크 때문이다.

행정 명령 등에 의해 외자기업의 대북 투자 사

과거 대북 투자는‘민족 감정’과 ‘정치적 목적’

업이 번번이 좌초되거나 일방적으로 취소된

에 기반을 두고 리스크나 예상 수익을 충분한

경우가 많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사

고려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국내외 자

회주의 국가로서 반(反)기업적 행태가 만연된

본이 장기적으로 북한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는 경제적, 정치외교적 측면을 포함한 대북
투자의 각종 리스크와 예상 수익을 계산하는

셋째, 수익성 리스크다. 북한의 낙후된 경제

절차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북한 개발 사업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 개발은 투자비용에 비

주요 리스크는 무엇일까?

해 수익을 거두지 못한 가능성이 상존한다. 과
거 대북 투자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중국은 무

첫째, 정치적 리스크다. 정치적 리스크는 일

연탄, 철광석 등 광물자원 개발에 집중하였는

차적으로 북한 관련 국제, 국내 정치적 불안정

데, 이는 중국 일부지역에서 가격경쟁력이 있

성이 크다는 점에 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는 북한의 특정 광물자원에 대한 수요가 있었

협상이 성공한다고 해도 향후 북한이 비핵화

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이 점점 더 환경

를 성공적으로 완수할지 여부가 분명치 않기

보호를 중시하여 석탄 산업을 퇴출시키고 있

때문이다. 북한 개발 투자가 ‘비핵화에 이른 대

기에 이런 방식의 북한 광물자원 투자는 지속

북제재 해제’와 연동되어 있기에 정치적 리스

가능성이 높지 않아, 지속가능한 수익을 거둘

크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3. 북한 인프라 사업의 각종 리스크
구분

정치적 리스크
제도적 리스크
수익성 리스크

내용

- 북한 관련 국내외 정치적 불안정성: 향후 북한이 비핵화를 성공적으로 완수할지, 대북제재 해제로
연결될지 분명치 않음.
- 외자기업들이 종종 직면했던 북한의 법적, 제도적, 행정적, 관행적 리스크: 북한의 불합리한 법, 제도,
행정 명령 등에 의해 외자기업의 대북 투자 사업이 번번이 좌초되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할 가능성
- 북한의 낮은 국민소득, 낙후된 각종 인프라 등으로 투자에 비해 충분한 수익을 거두지 못할 가능성2)

자료 : 이현태, 김준영(2018. 6),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북한 개발 투자 가능성과 시사점」, 『현대중국연구』, 제20집 1호를 참
고하여 저자 정리.

2) 임호열, 김준영(2015), 「북한의 경제개발구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5, No. 11, p. 12.

19

트렌드 워치

3. AIIB의 북한 인프라 개발 참여 가능
성은?

투표권(voting power)을 얻어야 가입할 수 있
다(ADB). 그러나 그간 북한이 핵·미사일 개
발함을 지속함에 따라 국제금융기구에 사실
상 가입할 수 없었다. AIIB도 정관(Article of

1) AIIB의 북한 인프라 개발 참여 : “불가능
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야 한다”

Agreement) 3조에 회원 가입을 신청하는 국가
는 국제질서에 부합하는 입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천명하였기에, 기술적으로 북한이 비

AIIB등의 글로벌 MDB의 북한 인프라 개발
참여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

핵화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인정
을 받기 전까지는 AIIB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는 다른 MDB와 국제금융기구, 각국 시중은
행, 민간 투자 주체들이 북한 개발에 관심을 가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비회원국 자격으로도 AIIB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 AIIB는 다른 MDB들과
는 다르게 비회원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그렇다면 북한이 향후 인프라 개발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AIIB 이사회 논의를 거친

서 AIIB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후 총회에서 최대다수결(Super Majority, 2/3

인가? 답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려

이상 회원국 총회 참가에 3/4 이상 투표권 찬

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북한

성)을 통과할 경우 가능하다. 다만, 현재로서

은 현재 AIIB 회원국이 아니기에 회원국 자격

는 AIIB 각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북한

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AIIB 회원국이 되

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인할 수 없기에 실질적

기 위해서는 IBRD나 ADB의 회원국이어야 하

으로 표결 통과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3)

는데 북한은 두 기구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두 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국 재정 통계

물론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비가역적으로

를 공개하거나(IBRD), 총회에서 3/4 이상의

진행된다면 AIIB가 이런 비회원국 트랙을 통

표 4. AIIB의 회원국 지원방식과 비회원국 지원방식 비교
구분

관련
규정
함의

회원국 지원방식

- 회원국 자금 지원 가능
- 회원국 가입 자격의 기본 조건은 IBRD 혹은 ADB 회원국 여부
- 북한은 IBRD, ADB 중 적어도 한 기구에 가입 이후 AIIB 가입 가능
-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자국 재정 공개를 수용하거나(IBRD), ADB총회
투표의 3/4의 승낙을 얻어야 함.

비회원국 지원방식

- 총회의 최대다수결(Super
Majority)투표에서 통과될 경우, 비회원국에
대한 자금제공도 가능
- AIIB 총회 투표권의 3/4이상의 승낙이
필요(특별다수결 통과 요건)

참고자료: AIIB Article of Agreement 참고하여 저자 정리

3)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위한 선결과제는 IMF가입이다. 자세한 논의는 장형수 외(2016)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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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전향적으로 북한 개발 사업을 추진할 가능

(value addtion)이 가능 여부를 가장 중요한 판

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AIIB는 중국, 러

단 요소로 삼고 있다.4) 따라서 제도적 제약이

시아, 한국 등이 지분율(투표권)이 높은 핵심

해결된 후에는 수익성이 투자의 결정적 기준

회원국으로서, 북한 지원 결정에 상대적으로

이 될 가능성이 높고, 북한의 비핵화, 개방화가

유리한 편이다. 더욱이 아시아 인프라를 집중

진행된 후에도 철저히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

개발하여 역내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목표를

트(bankable project)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가진 AIIB에게 북한 개발은 설립 명분에도 적
합하다(그림 2, 3 참고).

동시에 함께 고려할 점은 북한의 비가역적
비핵화 진행, 가능 사업들의 리스크 평가 및 비

그러나 AIIB는 다른 MDB에 비해 수익성

용-편익 분석을 통한 수익성 확인, 총회에서

을 추구하는 상업은행(commercial bank)적

의 최대다수결 통과 등 AIIB 대내외적인 여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북한 개발 투자에 있어

과 절차에서도 생각지 못할 돌발변수가 있을

서도 수익성 목표를 타MDB에 비해 더 강조

수 있다. 더욱이 AIIB의 사업방식과 달리 무상

할 것으로 보인다. AIIB의 이런 상업은행적 성

증여(grant)나 양허성 차관 등 수원국에 유리

격은 다른 MDB에 있는 ODA성 양허성 차관

한 ODA성 자금지원을 선호할 북한이 AIIB 투

(concessionary loan)이 없다는 사실에서 잘 드

자 유치에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러난다. AIIB는 프로젝트를 선정할 때에도 지

수 없다.

속적 현금 흐름(cash flow)과 부가가치 창출

그림 2 ▶ AIIB 승인 사업 분야별 비중(금액 기준)

(단위: %)

주 : ( ) 안의 숫자는 분야별 사업건수를 나타냄.
자료 : 이현태(2018), AIIB의 대북한 인프라 투자 가능성과 시사
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그림 3 ▶ AIIB 승인 사업 국가별 비중(금액 기준)

주 : ( ) 안의 숫자는 국가별 사업건수를 나타냄.
자료 : 이현태(2018), AIIB의 대북한 인프라 투자 가능성과 시사
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이동익(2018), 2018년 일대일로 한중 경제 심포지엄 발표자료(2018.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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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타지키스탄 두샨베-우즈베키스탄

2) 만약 AIIB가 북한 개발에 참여한다면...

국경 도로개선(Dushanbe-Uzbekistan Border
만약 AIIB가 북한 개발에 투자한다면 어

Road Improvement Project), 조지아 바투미

떤 지원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까? 우선 AIIB

도로건설(Batumi Bypass Road Project)처럼

가 중시하는 몇 가지 운영 원칙들에 대해 살

단일 인프라 사업에 다른 MDB(ADB, EBRD)

펴보도록 하자. AIIB는 프로젝트 추진에 있

및 수원국 정부와 공동 융자(Co-financing)를

어 3가지 분야에서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할

통해 참여하는 방식이 있는 반면, 인도 인프라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①지속가능한 인프

펀드(India Infrastructure Fund)처럼 기금을

라(Sustainable Infrastructure), ②국가간 상

마련하여 여러 인프라 사업들에 지분(equity)

호연계성(Cross-country Connectivity) 강

투자를 추구하는 방식도 있다. 전자가 대부분

화, ③민간자본의 참여유도(Private Capital

으로 AIIB가 다른 MDB와 수원국 정부와 함

Mobilization)이다. AIIB 기구 내부적으로는

께 진행하는 공동융자사업이며, 후자는 AIIB

‘효율성 혹은 군더더기 없는(Lean)’,‘윤리성

가 중심으로(anchor)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전

(Clean)’,‘환경친화(Green)’의 3대 원칙을 기

체 펀드를 조성하고 이후 사업 프로젝트를 선

5)

반으로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간략히 종합하

정한 후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투자한 형

면, AIIB는 비교적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되, 환

식이다(표 5 참고).

경친화적, 초국경 상호연계성 강화,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우
선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AIIB가 북한 인프라에 투자할 경우에도 이
두 가지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먼저 융자
사업의 경우 북한의 개혁개방이 비가역적 국

한편, AIIB의 기존 사업 추진 케이스를 통해

면에 들어서서 정부보증부 융자(Sovereign

표 5. AIIB의 주요 승인 인프라 사업(Approved Infrastructure Projects) 구조
국가

두샨베-우즈베키스탄 국경
도로개선(Dushanbe-Uzbekistan
Border Road Improvement Project)

승인날짜

분야

2016.6.24

교통/운송
(도로)

조지아

바투미 도로건설
(Batumi Bypass Road Project)

2017.6.15

교통/운송
(도로)

315.2

인도

인도 인프라 펀드
(India Infrastructure Fund)

2017.6.15

multi-sector

750

타지
키스탄

프로젝트명

사업
규모
105.9

자금조달
구조(%)

(단위: 백만 달러)

AIIB(26.0%)
EBRD(59.0%)
타지키스탄 정부(15.0%)
Borrower(27.6%)
AIIB(36.2%)
ADB(36.2%)
AIIB(최대 20.0%)
기타(80.0%)

비고

공동
융자

지분
투자

자료 : AIIB 프로젝트 웹페이지(https://www.aiib.org/en/projects/approved/index.html, 검색일: 2018. 1. 15)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5) 김준영 외(2018),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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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ed loan) 사업이 진행되고 적절한 수익성

저 지원하면서 후속 인프라 사업을 위한 기반

이 보장된다면 AIIB는 다른 MDB, 국제(한국)

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금융기관 등과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
다. 상술한 북한 사업 리스크를 고려할 때, 당

사업 성격으로 보면, AIIB가 본격적으로 북

분간 독자 사업보다는 이런 공동 사업이 중심

한 개발에 참여할 경우, 초기에는 정부보증부

이 될 것이다. 반면 펀드 사업은 융자사업과는

공동융자사업 위주로 참여하다가, 경쟁력 있

다르게 프로젝트에 직접 지분 투자를 하는 방

는 시중 금리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점차 민간

식으로 융자보다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지만

자본의 투자를 조직적으로 유도하는 투자 방

그만큼 손실 위험도 커서 수익률에 대한 높은

식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협조융자(Co-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투자 방식으로 보인다.

financing), 특수 목적 펀드(special purpose
fund),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다만 AIIB의 펀드 사업 방식은 기본적으로

민관협력 방식(Public-Private Patnership) 등

민간 자본의 인프라 투자 참여를 적극 유도하

의 협력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 북한 개발에

기 위한 것으로 이후 북한 개방 과정에서 한

AIIB가 장기적으로 결합할 경우, 어떻게 자금

국·일본·미국·중국 등 주변 경제 강국들의 금융

조달의 채널을 다양화하고 민간 투자자를 안

기관들이 북한 인프라 사업에 적극적일 경우

정적으로 보호하여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가

AIIB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생각된다.
비회원국 지원 관련 정관을 검토해보면, 북
한편, AIIB는 프로젝트 준비 특별기금

한에 대한 AIIB의 인프라 투자 대상은 GTI 사

(project preparation special fund) 등을 활용

업처럼 중·북·러 접경 지역에서 진행되며 북한

한 기술 지원(Technical Assistance, 이하 TA)

과 주변 AIIB 멤버국가들이 동시에 이익을 향

도 가능하다. 프로젝트 준비 특별기금은 저소

유할 수 있는 초국경 인프라 사업이 될 가능성

득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사업 초기 단계 비용

이 있다(AIIB Article of Agreement 11).

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6년 6월부터 중국, 영
국, 한국 등이 AIIB 내에 적립한 기금으로 지역

AIIB의 한정된 자원을 고려할 경우, 초국경

적 효과가 큰 인프라 사업 발굴·조사 등을 위해

교통, 에너지 분야 등 AIIB의 핵심 사업 분야에

수원국 정부에 공여할 수 있다.

투자하는 방안이다.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통
일이 가까워지면서 한반도 북방에 초국경 산

ADB 등이 특정 국가에서 본격적인 인프라

업벨트가 구축된다면, 이에 필요한 에너지·교

사업을 개시하기에 앞서 이 같은 TA사업을 선

통·운송·도시개발 인프라에 대한 지원도 장기

행적으로 추진해온 사례에 비추어보면, AIIB

적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다.

도 북한에 대한 프로젝트 준비 특별기금을 먼

23

트렌드 워치

4. 시사점

본의 유도를 중시하는 AIIB의 발전 목표를 고
려해 볼 때, AIIB의 북한 투자는 초기에는 정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보증부 융자사업 위주로 참여하다가 점차 민

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한반도

간 자본의 투자를 조직적으로 독려·유도하는

신경제지도 구상’추진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투자 방식을 늘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높아졌다. 이에 북한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수
단 중 하나로 AIIB의 참여 가능성이 줄곧 제기

AIIB가 비회원국 사업 방식으로 북한 개

되어 왔다. 그러나 AIIB의 북한 개발 투자는‘불

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 의미는 상당히

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려운’일련의 과정

클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시아 주요

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MDB인 AIIB가 북한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북
한 개발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하고

첫째, 북미 회담의 성공과 비가역적 비핵화
진행(대북 제재 해제), 둘째, 투자 가능 사업들

여러 국제 투자 주체들의 북한 사업 참여를 유
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의 각종 리스크 평가와 비용-편익 분석을 통
한 수익성 확인, 셋째, AIIB 이사회 논의와 총

AIIB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정치적 리스크,

회에서의 최대다수결 통과, 넷째, 북한 정부

내부 시스템 리스크, 수익성 리스크를 관리하

의 적극적 협력 태도 등 순차적 또는 동시적으

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성공한다면, 신생 MDB

로 진행될 과정들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이런

로서 프로젝트 선정·관리·실행 능력을 크게 고

과정을 모두 통과해서 실제적으로 사업 추진

양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AIIB에

에 이르기까지는 한국 정부를 비롯한 많은 당

게 북한 투자는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를 넘

사자들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어서 본격적인 동북아시아 인프라 개발을 시

된다.

작하는 것이며, 다른 MDB보다 빠르게 북한
개발을 선도하는 국제금융기관으로 성장할 수

만약 AIIB의 북한 개발 투자가 시행된다면,

있는 기회이다.

AIIB의 기존 사업들의 특징을 고려해볼 때,

24

AIIB는 첫째, 정부보증사업에 타 MDB 등 다

만약 북한 개발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른 금융기관들과 공동융자로 참여하는 방안,

다면, 한국 정부는 AIIB가 북한에 개발에 자연

둘째, 북한 인프라 개발 펀드를 설립하여 다양

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고려해

한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여 여러 인프라에 투

볼 필요가 있다. 여러 MDB 중 그나마 비회원

자하는 방안으로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국에 대한 본격적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가 가

셋째, 개발 가능 인프라 사업 발굴·조사 등에

능한 기구는 AIIB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또한,

AIIB의 프로젝트 준비 특별기금을 지원하는

북한 개발이 단순히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방안도 유력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민간 자

아닌 중국 동북, 러시아 극동 등 주변 지역과도

K-BUILD저널 2018. 10월호

연계된다는 점에서 AIIB의 참여를 유도할 수

능동적으로 북한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여 성

있는 입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공한다면, AIIB나 타MDB, 국제금융기구가
북한 사업에 참여할 경우 파트너가 될 가능성

한국의 건설기업들은 북한 인프라 개발 사

이 높아진다. 그러나 북한 개발 사업이 그만큼

업과정에서의 가능한 수익과 리스크를 충분

리스크가 크다는 점도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히 숙지한 후 참여 여부를 정해야 한다. 만약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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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NR Top International Contractors
매출 동향 및 시사점

이 강 욱 책임연구원, 공학박사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1. 들어가며

은 프로젝트 선별 수주 및 생산성 향상에 주력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향후 행보에 대한

금년 8월 말경 발간된 ENR(Engineering

관심이 필요하다.

News-Record) Top International Contractors
(해외건설기업)1) 매출 동향을 살펴보면, 2017

2017년 ENR 해외건설기업 매출동향의 가

년 해외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

장 큰 특징은 ‘중국의 시장 지배력 공고화’를

으로 나타났다.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

꼽을 수 있다. 중국의 해외 매출액은 약 1,145

권역과 아시아 지역의 성장세에 힘입어 2017

억불로 2014년부터 4년 연속 1위 자리를 유지

년 해외건설 매출 실적은 직전 3년간(2014-

하고 있으며, 매출 점유율 또한 꾸준히 증가하

2016) 감소세에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하지

고 있어 해외건설시장의 마켓 리더로서 입지

만 유가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자국 보호주

를 굳히고 있다. 뒤이어 스페인, 프랑스, 미국

의 등 이슈는 여전히 남아있어 대부분 업체들

또한 해외건설 4대 강국의 시장 지위(market

1) ENR Top List 등재기업 수는 2012년(2011년 매출)까지 225개사에서 보고기업 수가 증가함에 따라 2013년부터 250대사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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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

해외 개방시장(open market)이 완전히 정체기

리나라의 매출 점유율 순위는 전년 세계 5위에

에서 탈피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서 6위로 하락하며, 전 지역에서 실적이 부진

들 기업의 국내 매출액은 1조 431.0억불로 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2017년 ENR

난 10년 사이 최고치를 나타내었으며, 전년 대

해외건설기업의 지역별, 부문별 매출 동향을

비 12.4% 급증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논

볼 때, 내수 시장(non-open market)의 호황을

의하고자 한다.

발판으로 글로벌 건설시장이 점진적인 회복세
에 있다고 생각된다.

2. 주요 해외건설기업의 매출 동향
최근 10년간 국적별 해외매출 비중 추이를
ENR Top List 등재기업(250개사)의 2017년

살펴보면(<그림 1> 참조), 과거 80%에 육박

해외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2.8억불(3.1%) 증

했던 선진국(유럽, 미국, 일본) 비중이 중국을

가한 4,824.0억불로 조사되었다(<표 1> 참조).

필두로 한 후발주자에 상당 부분 분산된 양상

연이은 해외 매출 하락세(2014-2016)가 반등

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유럽의 해외 점유율은

한 것은 고무적이나, 매출액 절대규모가 아직

2007년 58.0%에서 2017년 47.3%로 10.7%

5,000억불에 미치지 못하며 전체 대비 비중도

감소하였으며, 미국은 2007년 13.8%에서

최근 10년간 최저치(31.6%)를 나타내고 있어

2017년 절반으로 축소되었다. 반면, 중국의 해

표 1 ▶ ENR Top List 등재기업의 국내외 매출 추이
구분

해외
(비중)
국내

2007

3,102.5
(37.5)
5,167.1

2008

3,824.4
(39.8)
5,790.2

2009

3,837.8
(38.2)
6,218.3

2010

3,836.6
(35.8)
6,887.1

2011

4,530.2
(37.7)
7,494.6

2012

5,110.5
(38.6)
8,135.5

2013

5,439.7
(38.4)
8,715.0

2014

5,215.5
(36.5)
9,092.6

2015

5,001.5
(35.8)
8,972.7

2016

4,681.2
(33.5)
9,279.4

(단위: 억불, %)

2017

4,824.0
(31.6)

10,431.0

그림 1 ▶ 국적별 해외매출 비중 추이(좌) 및 기간별 증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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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점유율은 2007년 7.3%에서 2012년 13.1%

태리(`16년 6위→`17년 10위) 순위는 하락하였

를 지나 2017년 23.7%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다. 이밖에 인도의 순위권 신규 진입(총 6개사

동안 우리나라(`07년 2.6%→`17년 5.3%)와 터

포함, 매출 점유율 14위) 또한 눈에 띄는 부분

키(`07년 2.7%→`17년 4.8%)도 해외건설시장

으로 향후 국가 간 경쟁구도가 더욱 심화될 것

의 주요 국가로서 발돋움하였으며, 일본(`07

으로 예상된다.

년 7.7%→`17년 5.3%)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2.1 지역별 동향

2017년 해외매출 점유율 상위 10개국

주요 연도별로 지역 동향을 살펴보면

은 다음과 같다(대괄호 안은 전년 대비 점

(<표 2> 참조), 2017년 매출액은 아시아가 여

유율 증감). (1) 중국 23.7%[2.6%↑],

전히 가장 많은 1,276.1억불로 전체 매출의

(2) 스페인 13.9%[1.3%↑], (3) 프랑스

26.5%를 점유하였다. 유럽에서의 발생한 매

7.6%[1.3%↓], (4) 미국 6.9%[2.1%↓], (5) 독

출은 1,023.4억불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

일 6.3%[1.3%↑], (6) 한국 5.3%[2.0%↓], (7)

하였으며(21.2%), 뒤이어 중동(16.9%), 북미

일본 5.3%[0.1%↑], (8) 터키 4.8%[0.7%↓],

(16.2%), 아프리카(12.9%), 중남미(6.2%) 순

(9) 영국 4.6%[2.7%↑], (10) 이태리

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10년간(2007-2017),

3.8%[1.9%↓]. 2013년 이후 해외건설 4대 강

연평균 성장률(compounded annual growth

국(중국, 스페인, 프랑스, 미국)이 시장 지위

rate, CAGR)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 역시

를 유지하는 가운데, 아래 순위에서는 혼전 양

아시아로 나타났으며(8.7%), 아프리카(8.1%),

상이 지속되고 있다(<부록 1> 참조). 2017년

북미(5.6%)에서는 5% 이상, 중남미(3.5%), 중

에는 독일(`16년 9위→`17년 5위)과 영국(`16

동(2.6%)은 3% 내외의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년 12위→`17년 9위)의 순위 상승이 두드러졌
으며, 반대로 한국(`16년 5위→`17년 6위)과 이

유럽의 경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된 점

표 2 ▶ ENR Top List 등재기업의 지역별 매출 현황
구 분

중

동

아 시 아

아프리카
중 남 미
북

미

전

체

유

럽

매출액

628.9
554.0
286.0
212.6

2007

비중

매출액

17.9

1,388.1

6.9

500.2

20.3
9.2

451.9

14.6

3,102.5

100.0

964.5

31.1

2012

913.2
568.6

매출액

27.2

1,203.1

9.8

337.5

17.9
11.1

716.0

14.0

5,110.5

100.0

1,022.6

* 미지정 및 남북극에서 발생된 매출은 제외됨(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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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20.0

840.2
615.4

2016

(단위: 억불, %)

비중

매출액

25.7

1,276.1

7.2

299.8

17.9
13.1

723.1

15.4

4,681.2

100.0

959.9

20.5

814.0
624.2

2017

비중

16.9
26.5
12.9
6.2

782.9

16.2

4,824.0

100.0

1,023.4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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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안하였을 때(CAGR: 0.6%), 당분간의 매

중국이 2017년 중동 매출 1위를 차지하였으

출 흐름이 1,000억불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예

며(164.4억불), 지난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상된다.

(CAGR)도 16.8%로 상위 10개국 가운데 가
장 크게 나타났다(<표 3> 참조).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매출실적은 북미(8.3%↑), 유럽

직전 2년간 중동 점유율 1위를 기록하였으나,

(6.6%↑), 아시아(6.1%↑) 지역에서 큰 폭

최근 수주 부진의 여파로 인해 순위가 한 단계

으로 상승하였는데 이중에서도 특히 미국

하락하였다(매출 점유율 '15년 21.2%→'16년

(12.2%↑)의 회복세가 두드러진다. 아프리카

18.3%→'17년 13.9%). 이 가운데 최근 중동에

는 원자재 가격 하락, 정정 불안 등 요인으로

서 인도, 스페인, 터키의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

시장이 정체된 상태로 매출이 미미하게 증가

짐에 따라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하는데 그쳤다(1.4%↑). 한편 매출이 감소한

상황이다. 특히 2017년에는 인도가 순위권에

지역은 중동(3.1%↓)과 중남미(11.2%↓)로

신규 진입하였는데, Larsen & Toubro를 중심

나타났다. 중동의 경우, 유가 변동성, 지정학적

으로 단숨에 60억불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면

리스크, 로컬 컨텐츠 강화 등 요인으로 인해 앞

서 중동에서의 경쟁구도가 더욱 치열해질 전

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Wait and Watch 전략

망이다.

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남미 역시 다수 국
가의 경제 불안이 지속되는 한 단기간 내에 매
출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에서도 중국이 2017년 매출 1위를 차
지하였으며(481.5억불), 지난 10년간 CAGR
도 18.0%로 스페인(41.0%↑)에 이어 두 번

구체적으로 지역별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째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었다(18.0%↑,

표 3 ▶ 국적별 중동 매출 추이
구 분

중

국

터

키

한

국

스 페 인
영
인

국
도

이 태 리
미

국

일

본

독
전

일
체

2007

2012

40.6

267.0

26.8

44.3

34.8
20.7

24.7
n/a

75.5

138.4

6.5

85.8

628.9

2016

2017

93.1

134.2

164.4

52.1

76.2

79.1

17.4
n/a

153.9

60.0
67.2
n/a

86.9

64.3

18.7

11.7

119.3

23.4

913.2

* 2017년 매출순위로 국가 배열, 이하 동일

44.4
14.3

840.2

112.8

75.6
66.5
62.1

전년대비
증감액
30.2
-41.1

2.8

15.6
-0.7

62.1

50.5

-13.8

14.6

2.9

44.0
13.6

814.0

CAGR(07-17)
16.8%
10.8%
14.3%
10.9%
10.4%
n/a

-3.9%

-0.4

-10.8%

-0.7

-16.8%

-26.2

8.4%
2.6%

(단위: 억불, %)

17년 점유율
20.2%
13.9%
9.7%
9.3%
8.2%
7.6%
6.2%
5.4%
1.8%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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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참조). 우리나라는 직전 2년간 아시

‘중국의 두 번째 대륙’인 아프리카에서는 중

아 점유율 2위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 순

국이 6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차지하였으

위가 5위로 하락하였다(매출 점유율 '15년

며, 전년 대비 27.6억불 증가한 373.2억불의

12.9%→'16년 10.2%→'17년 7.9%). 반면,

매출실적을 올렸다(<표 5> 참조). 최근 몇 년

2017년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함께 스페인, 독

간 이 지역에서는 프랑스, 터키, 이태리, 우

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 매출이 크게 증가하

리나라가 성장세를 나타내었으나, 2017년에

였다. 특히 Grupo ACS, Ferrovial을 필두로 한

는 이들 국가의 매출이 정체 또는 감소하였

스페인(전년 대비 35.7%↑)과 Hochtief 중심

다(전년 대비 증감률: 프랑스 30.3%↓, 터키

의 독일(36.4%↑)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으며,

1.1%↑, 이태리 49.4%↓, 한국 30.7%↓). 반

2014년 이후 주춤했던 일본(19.9%↑)이 3위

면, TechnipFMC을 중심으로 영국 매출실적

로 반등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급증한 점을 주목할 만하며('16년 4.3억불

표 4 ▶ 국적별 아시아 매출 추이
구 분

중

국

일

본

한

국

스페인
독
미
터

204.3

119.1

161.6

76.9

141.2

133.8

국

81.9

226.9

29.4

59.9

키

호

주

전

체

국

13.8
19.6
25.2

554.0

224.8

84.7

46.5
33.6

1,388.1

영

국

한

국

-23.3

4.6%

1,203.1

1,276.1

73.1

2016

2017

54.1
3.3

47.1

미

국

19.6

26.5

16.0

스페인

8.9

14.6

11.5

일

본

11.5

전

체

286.0

인

30

30.9

58.5

도

n/a

50.8
24.3

-28.7
-7.7

21.0

31.7

27.3

6.5

n/a

568.6

10.6%

-1.1%

14.0%

57.7

8.5

5.8%

41.0%

-33.7

63.9

31.4

8.4

37.7%

51.0

92.6

이태리

1.4

18.0%

16.3%

23.2
74.0

CAGR(07-17) '17년 점유율

-21.6

373.2

50.6

(단위: 억불, %)

100.8

345.6

43.6

9.6

32.0

254.9

프랑스

키

120.0

42.5

전년대비
증감액
27.6

2012

터

87.9

30.0

2007
77.0

112.4
122.4

구 분

국

382.6

97.8

표 5 ▶ 국적별 아프리카 매출 추이
중

22.4

2017

240.0

22.3

134.8

2016

91.8

5.2

481.5

2012

일

프랑스
영

2007

전년대비
증감액
98.8

57.8

4.3

27.1

2.8

n/a

615.4

-2.4%
5.6%

-0.3%
8.7%

12.7%
9.4%
7.9%
5.0%
4.0%
4.0%
2.4%
1.9%

100.0%
(단위: 억불, %)

CAGR(07-17) '17년 점유율
17.1%

59.8%

0.3

12.7%

5.1%

20.8

33.5%

18.8

-8.3

8.2%

9.0

6.2

-2.4%

8.8

8.1%

32.9

-14.3

29.3

-28.5

18.9

2.9

25.1

13.8

3.6

624.2

2.3

3.6

-2.8%

-6.6%

-0.4%
4.5%
n/a

5.3%
4.7%

4.0%
3.0%

3.0%
2.2%

1.4%
0.6%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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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25.1억불), 아직 미미하지만 인도기업

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으며('15년 6.9%→'16

들의 아프리카 실적이 가시화됨에 따라 향후

년 5.8%→'17년 4.7%), 향후 시장 확보에 어려

우리기업 수주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움이 예상된다.

상된다.

2.2 부문별 동향
마지막으로 중남미 매출 추이를 살펴보
면(<표 6 참조>), 스페인(28.6%)과 중국

주요 연도별로 건설부문 동향을 살펴보면

(23.0%)이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

(<표 7> 참조),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교

여 양국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2017

통부문 매출이 전체의 30%를 상회한 것으로

년 ENR에서 발표한 중남미 매출 상위 10

나타났다(2017년 매출: 1,536.4억불). 이어서

개사에 스페인 3개사(Grupo ACS, Sacyr,

건축부문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1,219.7억불

ACCIONA infraestructuras), 중국 4개사

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후 산

(China Communication Construction Group,

업/석유화학, 전력, 상하수 등의 순으로 집계

China National Machinery Industry, Power

되었다. 10년 전 대비 2017년 매출이 가장 크

Construction Corp. of China, China Energy)

게 증가한 부문은 교통으로 743.2억불이 증가

가 포함된 점은 이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였으며, 건축도 408.2억불 증가해 그 뒤를

한편 지역 매출 상위 10개국 가운데 영국, 독

잇고 있다. 이어서 전력은 329.0억불, 산업/석

일,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전년 대비 실적이 전

유화학은 126.6억불, 상하수는 59.6억불 증가

반적으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동일 문화권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매출실적은 전

브라질의 하향세가 두드러진다('15년 점유율

력(10.5%↑), 건축(9.7%↑), 상하수(8.3%↑),

24.5%→'16년 8.7%→'17년 순위권 제외). 우

교통(6.2%↑) 부문에서 성장세를 나타낸 반

리나라도 중남미 불황의 여파로 지역 점유율

면, 산업/석유화학 부문은 2016년 1,192.0억

표 6 ▶ 국적별 중남미 매출 추이
구 분

스 페 인

2007

2012

2016

2017

60.5

77.0

69.1

59.8

147.8

국

35.4

72.2

이 태 리

35.6

중
미

국

프 랑 스
한

국

독

일

영

국

네덜란드
캐 나 다
전

체

9.0

17.6
1.3
0.2
5.1

-

0.4

212.6

28.7
42.9
11.5
1.2
3.6
1.5
2.1

500.2

89.1
27.8
28.5
27.5
19.4
1.0
1.7
6.2
0.5

337.5

85.6
24.6
18.0
16.0
14.2

전년 대비
증감액
-3.5

3.6%

28.6%

-3.6%

8.2%

22.6%

-10.5

0.2%

-3.2

-11.5

-7.7%

-5.2

27.2%

5.0

2.6%

11.3

3.8

-2.4

299.8

-37.8

3.5

CAGR(07-17) '17년 점유율

-7.9

12.3
6.6

(단위: 억불, %)

3.0

51.7%
n/a

24.1%
3.5%

23.0%
6.0%
5.3%
4.7%
4.1%
2.2%
1.3%
1.2%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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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서 1,080.2억불로 9.4% 감소하였다.

도 전년 대비 매출이 대체로 증가하였으며(프
랑스 30.6억불, 오스트리아 21.5억불, 스페인

부문별 매출 추이를 좀 더 살펴보면, 중국이

18.4억불, 독일 9.2억불, 스웨덴 5.3억불), 중

2017년 교통 매출 1위를 차지하였으며(426.6

국과 함께 7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였다. 터

억불), 지난 10년간 CAGR도 20%에 육박

키의 경우 전년 대비 실적이 다소 하락하였지

하는 등 시장 입지를 굳히고 있다(<표 8> 참

만(4.5억불), 여전히 100억불 이상의 매출을

조). 교통 매출 상위 10개사에 포함된 중국기

올리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반면,

업은 2016년 1개사(China Communication

미국은 Bechtel의 교통부문 매출이 감소하여

Construction Group)에서 2017년 2개사

('16년 96.8억불→'17년 48.1억불) 2017년 다

(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소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었다. 우리나라는 삼

China Railway Construction)가 추가되어 진

성물산, 현대건설을 주축으로 교통 매출 9위를

출기업 및 분야가 점차 다각화되고 있다. 유럽

기록하였다.

표 7 ▶ ENR Top List 등재기업의 부문별 매출 현황
구 분
교 통
건 축

산업/석유화학
전 력

상하수
통 신

유해폐기물
전 체

매출액

2007

793.2
811.5
953.6
172.5
133.4
31.8

5.1

3,102.5

비중

매출액

2012

25.6

1,307.6

30.7

1,620.3

26.2
5.6
4.3
1.0
0.2

100.0

1,110.7
519.0
225.2
53.9
23.6

5,110.5

비중

매출액

2016

25.6

1,446.2

31.7

1,192.0

21.7

1,111.6

10.2

국

스 페 인

0.5

100.0

0.2

100.0

214.3

232.7

50.8

14.7

177.3

41.0
84.3

148.5
110.9
74.1

33.1

미

43.2

105.3

112.9

37.8

38.5

41.2

일

한

국

국

전

체

80.1
7.7

793.2

55.6

341.2

이 태 리

스 웨 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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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

오스트리아

독

30.6

94.8

158.3

키

179.1

2017

프 랑 스
터

426.6

전년 대비
증감액
85.5

2016

84.8
27.6

1,307.6

78.2
58.8
51.0

1,446.2

106.4

18.4
-4.5

95.6

21.5

67.9

76.2

50.0

8.3

4,824.0

31.9
25.3
22.4
10.4
4.0
1.0
0.2

100.0
(단위: 억불, %)

CAGR(07-17) '17년 점유율
19.9

27.8

1.2

11.7

9.4

21.9

15.1
6.9

6.2

9.2

-1.6

4.4

6.8

22.2

90.3

6.8

-2.0

-49.0

46.5

5.3

1,536.4

193.0

비중

6.5

63.9
57.7

501.5

1.0

4,681.2

2012

214.5

1,080.2

1,219.7

3.8

10.8

2007

69.6

25.5

47.6

표 8 ▶ 국적별 교통 매출 추이
중

1,536.4

178.2

1.1

매출액

30.9
9.7

* 건축 = 일반빌딩 + 제조공장, 상하수 = 상수 + 하폐수, 기타 매출은 제외(이하 동일)
구 분

비중

23.7

453.7

4.4

(단위: 억불, %)

2017

8.7
4.0
2.1

5.0
4.2
3.8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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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에서도 중국이 2017년 매출 1위

년까지 일본과 비등한 실적을 나타내었으나,

를 차지하였으며(298.1억불), 10년간 CAGR

2017년 매출 감소로 상위 10개국에서 제외되

도 16.6%로 상위 10개국 가운데 가장 높게 나

었다('16년 53.2억불→'17년 34.8억불).

타났다(<표 9> 참조). 스페인과 독일은 각각
Grupo ACS(전체 1위)와 Hochtief(2위) 매출

우리기업의 주력 부문인 산업/석유화학 매

에 힘입어 1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출 추이를 살펴보면(<표 10> 참조), 영국이

터키는 최근 100억불 매출을 목전에 두는 듯

TechnipFMC(전체 1위), Petrofac(3위) 주

하였으나, 2017년 실적이 크게 하락하였다('15

도로 매출이 급격히 성장, 2017년 1위를 차

년 96.2억불→'16년 90.7억불→'17년 70.4억

지하였다('16년 71.0억불→'17년 204.7억불,

불). 스웨덴은 Skanska의 꾸준한 매출로 건축

188.1%↑). 미국은 2012년을 정점으로 매출

부문 상위권을 유지하였다. 우리나라는 2016

이 급감하는 추세로 2016년 부문 1위에서 순

표 9 ▶ 국적별 건축 매출 추이
중
스
독
터
스
미

구 분
페
웨

64.3

153.1

272.3

298.1

전년대비
증감액
25.8

일

136.7

136.2

109.8

134.5

24.7

덴

85.3

66.5

61.8

67.7

57.1

64.7

50.2

64.5

14.4

59.0

37.5

1,219.7

108.1

국

인

키
국

오스트리아
일
호
프
전

본

랑

주

스

체

2007
40.2
43.6
24.3
65.2

2012

160.2
70.8

83.2

80.8

2016

142.1
90.7

72.8

1,110.7

1,111.6

영

7.4

-0.3

14.4

-1.3

미
중
한
스
이
독
그
캐
전

페
태
리
나

122.3

국

266.9

473.7

205.6

173.4

본

102.8

84.5

116.4

110.5

인

39.8

국

일

204.7

2016

국

31.5

58.8

88.1

48.0

249.3

리

162.0

스

44.9

일

다

체

26.5
1.7

953.6

71.0

110.3

6.0

전년대비
증감액
133.6

2012

28.6

11.0

10.7

2007

국

-0.2

-5.2

표 10 ▶ 국적별 산업/석유화학 매출 추이
구 분

24.4

15.3

67.6

57.9

811.5

16.6

-20.3

43.5

21.5

24.8

CAGR(07-17) '17년 점유율

70.4

63.4

40.4
65.1

167.0

56.0

33.1
65.9

2017

(단위: 억불, %)

2017

4.9

-2.3
1.2
5.9
4.2

8.1

0.7

-9.4

33.9

30.0

32.2

2.2

-3.3

1,620.3

1,192.0

21.8

25.2

1,080.2

4.7

100.0

11.3

-5.9

-4.2

-77.0

4.1

4.8

14.5

60.5
33.5

5.2

12.0

-32.2

137.5

12.2

5.3

19.0

201.9
68.8

5.5

21.8

-47.1

98.4

5.6

CAGR(07-17) '17년 점유율

104.1

88.4

5.8

(단위: 억불, %)

151.3

83.4

13.7

9.9

21.4

3.4

-111.8

9.5
2.4

31.0
1.3

16.1
10.2
9.6
9.1
5.6
3.1
3.0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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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한 단계 하락하였다. 우리나라도 이 부

의 추격세가 눈에 띈다(<표 11> 참조). 2017년

문 순위가 작년 2위에서 5위로 크게 하락하

전력 매출 상위 10개사에는 중국 4개사(Power

였는데, 이에 반해 2017년 중국, 일본의 매

Construction of China, China Energy, China

출이 110억불을 상회하며 우리나라를 추월

National Machinery Industry, Harbin Electric

하였다. 특히 2017년 일본 JGC(전체 4위)와

International)가 포진해 있으며, 이들은 전체

Chiyoda(9위)의 매출 순위 상승을 눈여겨볼

매출의 44.5%를 점유하였다. 인도는 지난 10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산업/석유화학 부문에

년간 CAGR이 22.6%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서 한·중·일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

나타내었으며, Larsen & Toubro(전체 9위)를

으로 예상된다.

앞세워 활동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한
편 스페인은 2016년 급감했던 매출을 일부 회

전력부문에서는 중국의 지속 성장 및 인도

복하며 매출 2위를 탈환하였고('15년 85.6억불

표 11 ▶ 국적별 전력 매출 추이
구 분

36.8

156.1

199.3

223.0

전년 대비
증감액
23.6

7.0

86.8

75.2

50.9
22.2

2007

2012

중

국

한

국

터

키

미

국

19.2

33.2

이 태 리

8.1

13.7

스 페 인
프 랑 스
인

도

브 라 질
일

본

전

체

45.4
16.8

4.2
2.4
3.7
2.4

172.5

104.0
27.4
11.0
7.6

13.6
4.9

519.0

2016
36.2
35.9
18.1
14.7
13.0
12.1

9.5
9.0

453.7

2017
54.7
49.1
18.4
15.8
14.3

44.5

-24.3

21.9

10.1

4.1

18.1

13.2

3.7
2.9

구 분

스 페 인
중
일

국
본

이 태 리
프 랑 스
한
독

국
일

오스트리아

캐 나 다
미
전

34

국
체

2016
42.9
39.7
15.1
16.9

4.7
6.3
3.1
8.4
5.2
7.4

178.2

2017

'17년 점유율

40.8

21.1

52.1
19.4
17.6

8.5
8.1
7.5
7.4
7.1
6.4

193.0

10.0

독 일

9.1
4.4
4.2
3.9
3.8
3.7
3.3

100.0

스페인
미 국
일 본
한 국
중 국

-1.9

13.6

47.8

프랑스

22.6

-0.5

501.5

27.0

11.3

14.6

-0.2

구 분

1.9

2.2

표 12 ▶ 국적별 상하수 및 통신 매출 추이
상하수

CAGR(07-17) '17년 점유율
19.7

18.6

9.2
8.4

(단위: 억불, %)

1.3

11.3
통신

10.9
9.8
4.4
3.7
3.2
2.9
1.8
1.7

100.0
(단위: 억불, %)

2016

2017

'17년 점유율

13.0

14.6

29.1

17.4
11.7
1.3

22.6
8.2

2.0

0.5

1.1

1.5

0.5

0.4

호 주

n/a

전 체

47.6

0.7
0.4

50.0

45.1
16.4
3.9
2.2
1.3
1.1
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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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36.2억불→'17년 54.7억불), 근소한 차

전 3년간(2014-2016) 세계 5위를 유지하다가

이로 우리나라는 한 단계 떨어진 3위를 기록하

6위로 하락하였다(<부록 1> 참조). 해외 매출

였다('15년 84.8억불→'16년 75.2억불→'17년

액은 전년 대비 약 82억불 감소한 257억불 수

50.9억불). 이러한 가운데 2017년 프랑스 전력

준이며, 해외 비중은 2011년 이후 40% 이상을

매출이 50억불에 근접해지면서('15년 42.2억

유지하였으나 2017년 31.6%로 급감하여 국내

불→'16년 35.9억불→'17년 49.1억불), 향후 우

매출이 주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표 13>

리나라 3위권 수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

참조).

이다.
우리기업의 지역별 실적을 살펴보면, 2017
이밖에 2017년 상하수 부문에서는 스페인,

년 중동, 아시아를 비롯해 모든 지역에서 매

중국, 일본이, 통신 부문에서는 프랑스, 스페

출이 감소하였으며(<표 14> 참조), 지역 점유

인, 독일이 10% 이상의 점유율을 나타내며 각

율 및 순위 또한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다(<부

부문 상위권을 차지하였다(<표 12> 참조). 우

록 2> 참조). 2017년 중동 매출액은 전년 대비

리나라는 상하수 4.2%, 통신 1.3%로 두 부문

41.1억불 감소한 112.8억불(26.7%↓), 아시아

모두 6위를 기록하였다.

는 21.6억불 감소한 100.8억불(17.6%↓)을 기
록하였다. 우리기업의 경우, 양대 지역에서 발
생하는 매출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3. 국내 건설기업의 매출 동향

만큼 두 지역에서의 매출 안정화가 무엇보다
ENR에서 집계한 2017년 우리기업(11개사)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시황은 어렵지만

해외매출 점유율은 5.3%(2016년 7.3%)로 직

지난 10년간 실적이 빠르게 증가했던 중남미,

표 13 ▶ 국내 건설기업의 매출 추이
구분

해외
(비중)
국내

2007

80.2
(18.5)
353.7

2008

114.1
(25.1)
341.2

2009

2010

163.4
(31.4)

183.1
(34.6)

356.6

345.8

2011

257.7
(41.9)
357.8

2012

2013

414.1
(50.3)

424.2
(49.0)

409.1

442.0

표 14 ▶ 국내 건설기업의 지역별 매출 추이
구 분

중

동

아 시 아
아프리카

중 남 미
북

미

전

체

유

럽

2014

370.6
(46.3)
429.9

40.6

267.0

153.9

112.8

전년 대비
증감액
-41.1

8.5

27.3

27.1

18.8

-8.3

2007
22.3
1.3

4.8

2.6

80.2

2012
97.8
11.5
7.1
3.1

414.1

2016

122.4
19.4

6.7

9.9

339.4

2017

100.8
14.2
5.4
5.0

257.0

-21.6

2015

405.8
(49.6)
412.1

10.8%
16.3%
8.2%

27.2%

-4.9

6.5%

-82.4

339.4
(42.5)
459.7

CAGR(07-17)

-5.2
-1.4

2016

1.2%

12.4%

(단위: 억불, %)

2017

257.0
(31.6)
557.4

(단위: 억불, %)

'17년 비중
43.9%
39.2%
7.3%
5.5%
2.1%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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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서도 신규 매출원 발굴 및 확보가

부문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주요 결과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7년 부문별 실적을 살펴보면(<표 15>

• 2017년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3.1% 증가

참조), 산업/석유화학 매출이 104.1억불로 여

하며 직전 3년간 감소세에서 상승세로 전

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전년 대

환. 국적별로는 중국이 4년 연속 매출 1위

비 47.1억불 감소하였다(31.2%↓). 비슷하게

를 차지하였으며, 북미·유럽을 제외한 전 지

전력 매출도 32.3% 하락하여('16년 75.2억불

역에서 시장 지배력 공고화(중동, 아시아,

→'17년 50.9억불) 우리기업 양대 부문 실적이

아프리카, 중남미 점유율 20% 이상). 4대

부진하였다. 반면 교통 부문은 전체적인 매출

강국(중국, 스페인, 프랑스, 미국)이 시장 지

성장세에 힘입어 매출이 13.3% 증가하였으며

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아래 순위에서는 혼

('16년 51.0억불→'17년 57.7억불), 2017년 전

전 양상 지속. 우리나라는 전년 점유율 5위

력보다 높은 실적을 나타내었다. 전술한 3개

에서 6위로 하락. 인도의 순위권 진입이 두

부문(산업/석유화학, 교통, 전력)에서 우리기

드러짐

업 매출의 80% 이상이 발생하는 만큼 향후에
도 해당 매출을 안정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 지역별로는 미국, 아시아, 유럽이 2017년

새롭게 성장하는 상하수 부문의 경쟁력 확보

매출 상승을 주도한 반면, 아프리카는 정

가 필요할 것이다.

체, 중동 및 중남미에서는 매출 감소. 우리
기업은 전년 대비 모든 지역에서 매출이 감
소하였으며, 지역 점유율 및 순위가 전반적

4. 요약 및 시사점

으로 하락. 향후에도 우리기업의 주요 시장
본고에서는 최근 10년간(2007-2017) ENR

인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모두 중

Top List 등재기업의 매출 동향을 분석하였다.

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며, 특히 중동·아프

이를 위해 주요 국가들의 경쟁구도를 지역별,

리카에서 인도의 실적이 가시화된 점에 주

표 15 ▶ 국내 건설기업의 부문별 매출 추이
구

분

산업/석유화학

2012

2016

2017

7.7

27.6

51.0

57.7

48.0

교

통

건

축

14.4

신

0.0

전
상
통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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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력
하

수

체

7.0
3.0

80.2

249.3
86.8
37.0
5.7
0.4

414.1

151.3
75.2
53.2
6.3
0.4

339.4

104.1

전년대비
증감액
-47.1

CAGR(07-17)
8.1%

6.8

22.2%

-18.4

9.2%

50.9

-24.3

8.1

1.8

10.4%

-82.4

12.4%

34.8
0.7

257.0

0.2

21.9%
n/a

(단위: 억불, %)

'17년 비중
40.5%
22.5%
19.8%
13.5%
3.2%
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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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필요

한편, 해외건설 수주액은 ENR에서 조사하
는 매출의 선행지표로서 우리기업의 향후 실

• 부문별로는 건축, 교통, 전력, 상하수에서

적을 가늠하는데 활용 가능하다. <그림 2>에

매출이 성장하였으나, 산업/석유화학에서

서와 같이 2015년부터 시작된 수주 하락세가

는 감소세 지속. 우리기업은 양대 주력 부

2016년 이후 매출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쳤

문인 산업/석유화학과 전력에서 매출이 부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2016년부터 수주실

진하였으며, 부문 점유율 및 순위 하락. 향

적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후 산업/석유화학에서는 영국·일본, 전력에

('16년 281.9억불→'17년 290.1억불→'18년 9

서는 프랑스·인도의 동향을 살피는 동시에

월 기준 220.8억불[전년 동기대비 7.3%↑]),

교통, 상하수 관련 경쟁력 제고 필요

큰 이변이 없는 한, 2018년 우리기업의 해외
매출액은 250~300억불 수준이 될 것으로 예

요컨대 2017년 해외건설 시황이 나아졌음에

상된다. 우리기업의 매출 포트폴리오가 불확

도 우리기업 실적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어, 이

실성이 큰 산업/석유화학 부문에 편중된 점을

를 일종의 ‘경고 신호(warning signal)’로 받아

고려하였을 때(<그림 3 참조>), 향후 시장성이

들일 필요가 있다. 2015년부터 우리기업의 해

높게 평가되는 토건부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외매출 및 순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데(<부록 3> 참조), 2018년 이후 실적 반등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그림 2 ▶ 국내기업 해외 수주 및 매출 추이

그림 3 ▶ 주요 해외건설기업 및 국내기업 간 매출 포트폴리
오 비교(201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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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014

부록 1. 국적별 순위

2015

2016

2017

국가(업체수)

점유율

국가(업체수)

점유율

국가(업체수)

점유율

국가(업체수)

점유율

스페인(11)

13.1

스페인(11)

12.0

스페인(11)

12.6

스페인(11)

13.9

중국(65)
미국(32)

프랑스(5)
한국(12)

독 일 ( 4 )

이태리(15)
터키(43)
일본(14)

오스트리아(2)
스웨덴(1)
호 주 ( 4 )

브라질(3)

네덜란드(2)
영 국 ( 3 )

17.2
11.4
9.8
7.1
6.5
5.7
5.6
4.2
3.0
2.7
2.6
2.2
1.5
1.4

중국(65)
프랑스(5)

미국(38)
한국(13)
독 일 ( 4 )

이태리(15)

일본(14)
터키(40)
스웨덴(2)
브라질(2)
오스트리아(2)

호 주 ( 3 )

네덜란드(3)
영 국 ( 2 )

18.8
9.6
9.5
8.1
5.8
5.1
5.0
4.6
3.3
3.1
3.0
2.0
1.9
1.6

중국(65)
미국(43)
프랑스(3)

21.1
9.0
8.9

한국(11)

7.3

터키(46)

5.5

이태리(14)
일본(13)
독 일 ( 2 )

스웨덴(2)
오스트리아(2)

영 국 ( 2 )
호 주 ( 3 )

네덜란드(3)
그리스(2)

5.7
5.2
5.0
3.2
3.0
1.9
1.9
1.8
1.4

중국(69)
프랑스(3)

미국(36)
독 일 ( 4 )

한국(11)
일본(14)
터키(46)
영 국 ( 3 )

이태리(11)
오스트리아(2)

스웨덴(2)
호 주 ( 4 )
인 도 ( 6 )

네덜란드(2)

* 국가별 매출 점유율 및 업체수는 미지정 매출액(약 4억불)을 감안, The Top 250 List(공종별 매출액)를 근거로 산출

순위

한 국(18.3)

3

터 키(9.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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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

2

(단위: %)

중동

부록 2. 지역별 순위(점유율)
2017년

아시아

2017년

2016년

아프리카

7.6
6.9
6.3
5.3
5.3
4.8
4.6
3.8
3.7
3.3
1.8
1.5
1.4

(단위: %)

2017년

중 국(20.2)

중 국(31.8)

중 국(37.7)

중 국(56.2)

중 국(59.8)

터 키(9.7)

스페인(9.9)

일 본(10.6)

프랑스(7.7)

터 키(5.1)

중 국(16.0)

한 국(13.9)

영 국(8.0)

스페인(9.3)

이태리(7.7)

2016년

23.7

영 국(8.2)

한 국(10.2)
일 본(9.3)
미 국(7.7)

스페인(12.7)
독 일(9.4)
한 국(7.9)

이태리(9.4)

터 키(5.1)
한 국(4.4)

프랑스(5.3)
이태리(4.7)

영 국(4.0)

7위: 한국(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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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2016년

중남미

2017년

(단위: %)

기타지역(2017년)

미국

캐나다

유럽

1

스페인(26.4)

스페인(28.6)

스페인(30.0)

미 국(58.3)

프랑스(20.4)

3

브라질(8.7)

미 국(8.2)

일 본(11.2)

스페인(11.1)

영 국(7.7)

2
4
5

중 국(22.8)

중 국(23.0)

프랑스(8.5)

독 일(20.7)

프랑스(6.0)

이태리(8.2)

호 주(5.6)

이태리(5.3)

7위: 한국(5.8)

프랑스(13.0)

독 일(6.4)

프랑스(4.8)

6위: 한국(4.7)

호 주(2.9)

10위: 한국(0.6)

8위: 한국(1.1)

스페인(13.1)

미 국(7.5)
터 키(6.8)

12위: 한국(0.5)

* 지역별 시장규모(2017) : 아시아 1,276억불(26.5%) > 유럽 1,023억불(21.2%) > 중동 814억불(16.9%) >아프리카 624억불(12.9%) >
미국 601억불(12.5%) > 중남미 300억불(6.2%) >캐나다 182억불(3.8%) > 남북극 또는 미지정 지역 4억불(0.1%)

(단위: 억불)

부록 3. 기업별 해외매출 및 순위
순위

2014년

업체명

해외매출

삼성물산

78.5

14

현대건설

26

GS건설

16
34
42
43
59
78

117
150
163
217

합계
총계

대림산업

SK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쌍용건설

포스코ENG
롯데건설
한전기술

12개사

250개사

순위

2015년

업체명

해외매출

삼성물산

70.2

96.9

13

현대건설

51.2

22

GS건설

34.2
29.2
28.7
23.1
13.9
5.9

17
29
39
42
50
51
85

4.0

154

1.7

203

3.4

370.6

5,215.5

161
250

합계
총계

삼성ENG

SK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한화건설
쌍용건설

해외매출

삼성물산

59.0

현대건설

53.1

28

GS건설

43.5
32.5
31.6
26.6
26.5
11.0
4.0

한전기술

0.6

250개사

업체명

14

3.8

13개사

2016년

100.3

포스코ENG
롯데건설

순위

2.1

405.8

20
34
35
46
54
68
80

172
189

합계

5,001.5 총계

삼성ENG
SK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롯데건설
쌍용건설

11개사

250개사

순위

2017년

업체명

해외매출

삼성물산

49.7

86.6

16

현대건설

43.0

38

GS건설

35.7
35.6
27.6
21.6
14.8

23
52
53
57
66
67

10.2

112

2.3

187

3.0

339.4

136

합계

4,681.2 총계

대우건설
삼성ENG
SK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한화건설
롯데건설
쌍용건설

11개사

250개사

65.2
32.2
22.6
22.4
20.2
15.7
15.6
6.6
4.6
2.2

257.0

4,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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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건설사업관리(CM)
시장 현황 및 특징

윤 강 철 (박사) (재)연구원 건설과 사람 연구실장

1. 일본의 건설시장 현황

세계은행(World Bank)은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경제적인 손실이 최대 약 2,350억 달러

40

현재 일본의 건설시장은 정부의 경제활성

(25조엔, 240조원, 2016년 기준) 정도로 예측

화 정책, 지진으로 인한 Infra 복구 및 2020년

되었다고 발표하였고, 이는 과거 한신·아와지

도쿄 올림픽 개최 등으로 활발하게 성장하고

대지진의 피해액인 1,000억 달러보다 200%

발전하고 있다. 최근 10년동안의 일본 건설산

이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일본정부

업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일본의 건설산업은

가 발표한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경제적인 손

2005년(平成17년)부터 2008년(平成20년)까

실은 원자력 발전소 피해액과 관련되는 것을

지는 현상유지,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감

제외해도 약 31조엔(320조원, 2016년 기준)을

소하였다. 그러나 2011년(平成23년)을 기점으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일본정부는 동일본 대

로 점차적으로 증가하였고, 2011년 3월 11일

지진 복구비용이 인프라 복구나 가설 주택 건

일본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올

설 등에 7년간 최소 19조엔, 나라지역과 기타

림픽 개최 등으로 2020년초까지는 증가할 것

지역(10년간)에 총23조엔 정도의 예산이 필요

으로 판단되고 있다[Figure 1 참조].

하고 집행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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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 일본내 건설투자 변화 추이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0년 도

같은 다양한 정책 도입과 규제 개선 등의 필요

쿄올림픽 개최로 인프라(철도, 도로 및 공공서

성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발주처 및 소비자

비스 시설 등) 및 사회적 네트워크(Network)

(고객)들의 요구와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건설이 가속화 되고 있고, 올림픽이 개최되는

일본의 건설기업들은 엔지니어링컨설팅 및 건

2020년까지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건설업계에

설사업관리(이하 “CM”으로 칭함)을 포함한

서 약 4,745억엔으로 예상하고 있어, 오랫동안

컨설팅 기반 서비스와 전문인력들을 양성하고

침체가 계속 되고 있던 일본 건설시장이 대폭

있다.

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도쿄도
시산).

최근 일본 건설사들은 수익성 향상과 개선
을 위하여 재개발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본 건설전문가들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사업 및 보증 등

은 기존의 관행이었던 담합의 폐해를 지적하

유관분야로의 사업진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

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투명한 원가공개와

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건설기업인 카지마

품질확보, 건설사업관리(CM)의 활성화 등과

건설의 경우, 전통적인 건설분야(설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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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 일본 건설기업의 사업다각화 사례

조달, 시공 등)에서 부동산 개발/관리, 시설물

CM 도입을 추진하고자 건설성 및 건설업계

유지관리 및 보험서비스 등을 포함한 다양한

관련자들을 영국과 미국 등에 파견하여 선진

사업분야로 사업을 다각화 하고 있다. 특히 건

건설CM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확보하고, 필

설기업인 오바야시건설, 시미즈건설 밑 타이

요에 따라 벤치마킹 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

세이건설 등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미국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일본 특유의 건

및 유럽지역 등에도 건설, 엔지니어링 및 개발

설사업의 특징인 관행과 관습으로 인하여 CM

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투

도입이 어렸다는 관측이 주류였으나(해외사업

자와 개발 기반으로 현지시장 진출을 도모하

의 경우 CM방식 실시), 최근 로벌 건설환경

고 있다고 언급하였다[Figure 2 참조].

및 일본내의 건설 프로젝트의 복잡화/전문화
등으로 인하여 CM의 필요성이 재검토되는 계

2. 일본의 건설사업관리(CM) 시장
현황 분석

기가 마련되었다.
이는 2000년대 초반 일본의 공공분야 입찰

2.1 일본의 건설사업관리(CM) 도입 및 현황

방식이 지명경쟁입찰에서 일반경쟁입찰로의
변화를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발주처

42

최초 일본에서 CM이 논의되고 발전한 시기

및 소비자들의 원가절감, 품질개선, 원가투명

는 1970년대초로, 당시 일본은 국가차원에서

성 확보 등의 요구를 일본 건설산업계가 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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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 일본의 주요 건설기설들의 CM 조직 및 사업 특징
구분
설계 기반 CM사

PM 기반 CM사

회사/설립

• 설계 중심 CM

NTT FACILITIES, Inc. /1992

• CM, MEP 컨설팅 등

Nikken Sekke Mgt. Solutions, Inc. /2001
야마시타 PMC / 1992

LEND LEASE JAPAN / 1996

• 친환경, 방재시스템 및 환경관련 컨설팅
• 행정(지원, 정책, 업무) 대행• 방재・기후 변동・물・인프라 분야 솔루션을 제공

CM Plus Corporation / 2007

Design Inc. / 2004

YASUDA FACILITY WORKS CO.Ltd. / 2010
Yusen Real Estate Corporation / 1953
ROUNDS / 1996
Meiho Facility Works Ltd. / 1980
AQA Ltd. / 1998

DAI-DAN CO., Ltd. / 1903
JGC Corporation / 1928
시공 기반 CM사

• 통신사 기지국 건설 PM (10년이상 다수)
• 상업시설 PM

KOKUSAI LAND & EVELOPMENT CO., Ltd. /
1974

CBRE JAPAN / 1970

Fee-Business 기반
CM사

• 설계 노하우를 이용한 CM

• 빌딩 관리 시스템, 선박용 냉동기기 및 장치,
• FM, 오토모티브시스템 (Automotive Systems)

Plus PM / 1996

부동산 기반 CM사

• FM, PM을 중심으로 컨설팅 서비스 제공

Johnson Controls, K.K / 1971
ERM Japan Ltd. / 1999

컨설팅 기반 CM사

사업분야

Nikken Sekke CM, Inc. / 2005

Toyo Engineering Corporation / 1961
Chiyoda Corporation / 1948

• 환경・노동 안전 위생・사회 문제의 컨설팅

• 산업관련 시설 프로젝트 컨설팅

• 병원 프로젝트 기획, 설계사 선정업무
• 실버주택 운영 컨설팅
• 호텔, 창고, 연구소의 PM

• 국내/외의 사업용 부동산 토털 컨설팅

• 오피스・점포 등 부동산 관련 기업컨설팅
• 오피스관련 컨설팅
• 조사, 진단, 감리, CM, 개수공사 설계시공
• 부동산의 수탁 관리,
• 건축공사의 청부 및 설계・감리,
• 부동산 등가 교환

• 부동산 개발 기획・컨설팅, 매매임대관리, 중개업무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및 감리
• 손해, 생명보험 신탁계약 대리점 모집 업무
• 건설관련 CM/PM
• 공공 공사(초등학교 개축공사) CM
• 전국 모집 공모형 제안

• PM/CM, 건물 수익(NOI) 개선 제안 업무
• MEP 설계 시공

• 각종 플랜트・시설에 관한 컨설팅
• 석유・가스・자원 개발, 유틸리티 사업에 관한 투자
• 에너지 관련27%, 석유화학 19%
• 일반 제조 설비12%, 화학 비료 16%
• 석유 정제 8%, IT관련 5% 그 외 13%

• 에너지, 화학, 의약품, 바이오, FA등의 플랜트・시설
및 이러한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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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무시할 수 없고, 건설선진국들(미국 및 영

라, CM협회 발족(2001), 지방공공단체의 CM

국 등)의 적극적인 CM 도입 요구와 CM이 글

방식 활용 매뉴얼을 발행(2003) 및 2005년

로벌 경쟁력 이슈라는 것을 인지하였기 때문

제1회 CM 자격시험(Certified Construction

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일본의 많은

Management of Japan, Certified Assistant

건설기업들은 CM 조직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Construction Management of Japan)을 실시

있을 뿐만 아니라, CM 방식을 자체개발 프로

하는 등 정부 및 민간차원의 CM의 도입과 보

젝트에서 적용하여 점차적으로 CM 역량을 강

급을 촉진하고 있다[Figure 3 참조].

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래 [Table 1]은 현재
일본의 주요 업종별 건설기업들의 CM조직 구

2.2 일본의 CM 사업 현황

축 및 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한 것이다.
일본에서 CM방식은 발주자, 설계자 및 시
일본은 1993년에 PM연구 특별위원회를 설

공자가 아닌 제3자를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다수의 설계사

건축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수행하는 방식을

무소, 종합건설기업들이 체계적으로 CM전담

취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언급하고 있다. 일

부서를 조직하고 CM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반적으로 일본은 PM방식과 CM방식으로 업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에 진출한 글로벌 건설

무와 서비스를 분류하기도 하고 있으나, 그 업

선진기업들을 중심으로 일본내 CM사업이 점

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님.

차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다. 또한 일본 건축

또한 별도의 분류로는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가협회는 건축가 업무의 검토, 고객만족에 대

프로젝트 기획단계부터 발주자를 철저하게 지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1998년에 CM지침서를

원하고 대리하는 방식을 PM방식이라고 하고,

발행하고, 건축가의 업무로서 CM을 정의하

설계단계에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 설계자와

여 2002년 PM지침서를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

대립하는 방식의 발주자 컨설턴트를 하는 방

발행 : 국토교통성
최초 발행일 : 2002년 07월
● 내용 : 글로벌 건설생산관리시스템인 건설사업관리(CM) 방
식의 체계적인 도입을 위하여 국토교통송에서 발간한
CM 활용 방식 지침과 국내외 CM 활용 사례』및 중
장기적으로 일본의 CM활용 전망 등을 수록한 정부 간
행 도서.
●
●

Figure 3 ▶ 일본 국토교통성 발간 CM 활용 지침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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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CM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방지, 품질향상 및 원가관리 등을 위하여

대부분의 CM 서비스 및 업무 범위는 한국과

설계자(사)와 건축사사무소 이외의 제3자를

유사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특히 발주자가 요

공사감리자로 기용하는 제3자 감리제도가 활

구하는 서비스와 업무범위를 계약의 방식으로

용되고 있다. 이는 특히 공공분야 건설공사에

하는 것 또한 국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서 제3의 감리조직을 고용하여 발주자측의 품

[Figure 4, 5 참조].

질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즉 발주자측
의 역량(지식 및 기술 등) 부족으로 인한 품질

2.2.1 일본의 CM 사업 방식 및 특징(형태)

저하 및 안전사고증가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
기 위한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

현재 일본의 공공분야 건설공사에서는 안전

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일본의 건설전

Figure 4 ▶ 일본의 PM과 CM의 서비스 업무 범위 및 차이

Figure 5 ▶ 일본 고객(발주처)들이 요구하는 주요한 CM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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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체계화

적기업들(투자사, 부동산개발사, 제조사 및 건

(System) 하기 위하여 CM제도 활성화의 필요

설사 등)이 일본에 진출하여 건설 프로젝트를

성을 주장하고 있고, 일부 지방 공공단체에서

수행할 때에는 대부분 CM을 도입하여 수행하

는 시공단계보다 기획단계부터 지원하는 발주

고 있다[Figure 7 참조].

자 지원조직으로 CM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
다[Figure 6 참조].

현재 일본 건설기업들이 구축한 CM조직의
특징 중 하나는 대부분 감리업무와 병행하여

공공건설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건설분야에

CM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서도 대규모 발주자를 중심으로 제3자 감리방

한국 CM사와는 다르게, 현장 감리원의 수행

식이 도입되고 있으며, 시공단계에서 발주자

인력 운영을 위한 비용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

측의 제3자 감리로서 CM을 적용하는 사례가

을 뿐만 아니라, CM 전문가를 본사에서 보유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시공뿐만 아니라 설계

하여 고객 맞춤형 CM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를 포함한 기획단계부터 CM을 고용하는 민간

다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현장

건설분야 발주자도 확대되고 있고, 특히 다국

감리업무는 설계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이 일

설계계약
공사감리계약

CM계약
발주자
공
사
도
급
계
약

설계자

CMR

종합공사업자
(건축·설비)
일식도급

Figure 6 ▶ 공공분야 제3자 감리 기반 CM 사례, http://www.yoi-kensetsu.com/

발주자
CMr
설계자

제네콘

전문공사업자

철골업자

Con’c업자 등

Figure 7 ▶ 일본내 다국적기업 건설프로젝트 기반 CM 적용 사례, http://www.yoi-kensets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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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한국의 사례와 같이 많은 감리원들

리 등에 대한 기술력과 정보가 상당량 축적되

을 현장에 투입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

어 있다. 이는 일본내 타사와 차별화되는 기술

이 아니라, 최소 인력만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력이고, 공장 등을 관리하는 별도회사(매니지

다. 즉 시공하는 건설사가 주체가 되어 관리를

먼트 솔류션즈)를 운영하고 있어, 빌딩의 노

중점적으로 행하며 감리업무나 공사관리업무

후화에 따른 건물진단 및 개보수공사에 대한

도 소수 전문가가 수행하는 체제이다[Table 2

Know-how와 기술력에 상당한 역량을 보유

참조]

하고 있어 CM사업 진출 및 적용에 적극적으
로 활용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기 [Table 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쯔
비시(Mitsubishi Corp)는 모회사가 부동산 개

일본의 건설기업들의 CM서비스 특징을 한

발/관리사이며 도쿄 중심지에 관리하는 빌딩

국 CM사들과 비교한 바에 의하면, 기본적으

이 30개가 넘는 건설기업임. 빌딩관리 관련 업

로 일본의 CM서비스는 미국 CM서비스 체계

무를 수십 년간 수행한 실적과 Know-how 등

와 계약방식을 도입, 활용 및 제공하는 등 한국

을 보유하고 있는 빌딩 유지관리 회사인 미쯔

의 CM서비스와 형태는 유사하다. 그러나 일

비시사는 개보수 공사, 입주자 입주스케줄관

본 CM서비스의 경우, 한국에 비해 에너지, 기

Table 2 ▶ 일본의 CM사 조직 및 업무 특징
기업명

닛켄

세케이

주요사업

주요조직

-코퍼레이트 부문(기획실/홍보실/
정보기획실)
-관리부문(관리실)
-영업부문(영업부/고객관리부/
기획개발부)
CM/설계 -설계감리기술센터(설계감리기술부/
(일본1위) 기술개발부/ISO추진실/방재계획실/
신청관리실)
-설계부문(설계부/랜드스케이프설계부)
-프로젝트개발부문(PM부문)
-공무부문, 설비설계부(기계/전기),
구조설계부, 감리부등

-총무부, 업무총괄부, 영업총괄부,
기술정보부, 건축설계총괄부,
건축설계1~4부, 리뉴얼건축부,
CM/설계 구조설계부, 설비설계부, 공무부,
미쯔비시사
(일본2위) Cost Mg부, 도시에너지계획부,
도시개발매니지먼트부, CM부,
도시환경계획부

CM조직

(설계사의 계열사)

-인원: 188명(도쿄, 오사카,
나고야)
-매니지먼트사업부문
-솔루션사업부문
-테크니컬 매니지먼트 부문
-영업조직
-관리부문

(CM/설계 겸업회사)
-인원: 15명(CM부)

-업무에 따라 타조직과 업무
협업
-CM부의 인력이 업무
(예:CM부+건축설계1부
+구조설계부+
코스트관리부)

업무특징/형태

-감리업무를 하지않고,
CM업무만수행(모회사의
감리본부에서 감리업무 수행)
-CM서비스 & Cost Mgt
-LCC Mgt
서비스(중장기보전계획,
환경대책지원,
리뉴얼이노베이션, 엔지니어링
리포트, 내진진단, CRE전략,
리스크매니지먼트서비스)
-PM/CM업무만수행

-빌딩 유지관리에
특화(마루노우찌지역의 30여개
빌딩의 테넌트관리 업무)
-Cost Mgt

-설계품질확인/공사품질확인/
설계VE
-견적검토/시공VE

-설계자/설계시공자 제안방식
-해외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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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설비 및 초고층 건설 등에 강점이 있어 해

최근 일본에서 CM도입에 대한 조사한 내용

당 기술력과 역량을 CM서비스에 활용하고 있

을 보면, 설문 응답자중 약 15%는 CM 신규고

다는 특징이 있고, 닛켄세케이(Nikken Sekkei)

객이 급속히 확대되고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

사와 미쯔비시사(Mitsubishi Corp) 등과 같은

하였고,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대답은

건설기업들은 해외 CM사업 진출에 대한 관심

약 26%로, 총 41%의 기업이 신규고객이 급격

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하게 확대되거나 증가될 것이라고 응답하였

나 미쯔비시사(Mitsubishi Corp)의 경우, 주로

다. 또한 2012년 일본 CM협회에서 47개 일본

한국, 베트남, 타이 등의 기술적인 분야에서 컨

내 CM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설팅서비스(설계보고서 작성, 건물진단, 외벽

2012년 기준 CM for Fee는 2,473건, CM at

개보수, BEMS, 복합시설관리)에 국한되어 있

Risk는 76건이 수행된 것으로 잠정 조사되었

으며, 리스크가 많고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어

다. 현재 일본의 CM사업은 민간분야 건설공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의 CM프로젝트에는 관

사를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의 [Table 1]에

공공분야 건설공사에서도 CM방식의 평가가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일본에서도 다수의 건

긍정적으로 정착되어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

설기업들이 다양한 CM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될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

그러나 일본의 CM서비스 기업들의 CM 기반
사업방식을 분석하면, 한국의 CM기업들과는
다르게 감리와 CM사업을 병행하여 사업을 수

3. 일본 CM시장 진출 문제점 및 위험
(Risk)

행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건설시장은 2020 올림픽개최와 동일본

2.2.2 일본의 CM사업 규모

대지진의 부흥 특수와 저금리정책 및 엔저정
책으로 인한 풍부한 자금으로 활성화 되어 있

현재 일본의 CM시장은 정부의 강제성 있

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원가관리(공사원가 투

는 관련법규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있는 것

명성 및 공개), 품질확보, 전문역량 및 관리인

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고객과 건설관

력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3자감리(CM

련 주체들의 필요와 요구사항에 의하여 점차

활용)의 필요성과 적용을 제고하고 있을 뿐만

적으로 확대되고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일본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대형화 복잡화 전문

CM협회가 실시한 'CM업무실적에 관한 설문

화에 따른 기술력과 전문성 부족을 극복하기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본내 CM사업규모는

위하여 CM활용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07년도 1,956건(공사비 총액 6,772억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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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2020년에는 일본의 건설 프로젝트 총 건

그러나 이러한 환경속에서도 일본의 CM서

수의 25%정도가 CM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비스 산업이 도약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

예상하고 있다.

선적으로 고려되고 해결되어야 할 오래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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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관행 및 폐해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산재되어 있다고 전문가들은 언급하고 있다.
가) 일본의 법제도, 회계제도에 의해 매니지먼트 업무가
정식 비용 항목으로 발주하기 어려운 상황
나) 건축기준법, 건설업법, 노동안전 위생법, 건축공사 표

일본 건설 산업계의 외국기업에 대한 폐쇄
적이고 배타적인 성향
가)		CM사업 영위를 위한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미흡
나) 현지 건설관련(CM/PM 포함) 영업수주 역량 및
네트워크 미흡

준 청부계약약관 등의 규정/규제에 의해 CM이 진입

다) 현지 건설전문인력(CM 포함), 실적 및 기술력 부족

하기 어려운 구조가 정착되어 있음

라) 일본 현지 기업들의 담합에 의한 참여 기회 배제

다) 제네콘의 우수한 기술력에 비해 아직 CM은 불필요

마) 투자대비 수익개선 및 회수 불확실성

하다는 인식
라) 제네콘에는 이익/이익률보다도 매출액 중시주의가

4. 결론 및 시사점

아직 주류임(한국과 유사). 그러므로 제네콘이 CM시
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지 않음(공공공사의 입

최근 일본정부는 건설산업계의 오래된 관행

찰 시에 시공자 순위에 있어서도 경영사항심사에서

과 폐해(담합 등)을 타파하고, 선진국들(미국/

의 공사실적이 중시되는 배경이 있음)

유럽 FTA 등)의 강력한 건설산업 개방 요청

마) CM방식에 대한 인지도 및 신뢰성 부족

에 부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
여 원가투명성 공개와 정부조직들(중앙정부,

또한 현재 일본은 지진재해복구와 올림픽

지자체 및 공기업 포함)의 전문역량/관리인력

개최를 위한 인프라 정비와 건설을 위한 인력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3자감리(CM 활

확보가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전체

용)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도입을 고

적으로 2011년을 기점으로 일본 건설산업은

려하고 있다.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건
설산업의 특수와 호황으로 다수의 건설 프로

그리고 일본 기업들(건설기업 포함)은 사업

젝트들이 추진되고 시행됨에 따라 일본내 인

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하

력부족과 일부 건설기업들의 기술력 한계로

여 글로벌 부동산 개발투자 사업 등으로 사업

인하여 공사비 상승, 공기연장 및 품질저하 등

다각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일본정부의 양

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CM

적완화 확대, 저금리정책, 지진재해복구 및 올

활용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림픽개최 등으로 풍부하게 풀린 시장자금이

있다. 그러나 국내 CM기업들이 일본에서 사

리스크(Risk)와 수익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선제적

장점과 안정성이 높은 동남아, 인도, 중국 및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다양한 장애물과

한국 등의 글로벌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기업

이다.

들은 해외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기에는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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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가 부족(언어문제), 글로벌 CM역량

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기업들의 해외건설 프

부족 및 원가경쟁력 부족(인건비 등) 등에서

로젝트들과 외국기업들(한국기업 포함)의 일

다양한 문제점들을 보유하고 있다.

본내 건설 프로젝트들에 대하여 일본의 건설
및 CM기업들과 협업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

그러므로 일본에서 성공적이고 비용효율적
으로 건설 CM사업 영위를 위하여 선수주 후

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이다.

확대 전략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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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CM 프로젝트 수주 후 조직 구축

또한 중장기전략으로 친환경 건설 컨설팅 기

및 전문인력 확보(고용)를 진행하는 전략을 수

술력과 역량(친환경 인증, 에너지 효율 등급

행하되, 필요시 일본내 CM기업들과 협업을

인증, 온실가스/CO2 관리 컨설팅, 신재생에

통하여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책임자급 전문

너지 적용 컨설팅, Passive 디자인 컨설팅 등)

인력은 고용하여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

을 확보하여, 독자적인 친환경 건설 컨설팅과

가 있다. 그리고 현재 일본기업들은 해외 프로

CM과 친환경 기술력을 융·복합하여 차별화된

젝트들을 수행하기에는 글로벌 건설인력 부

환경/에너지 기반 CM 서비스 역량을 확보하

족, 글로벌 CM역량 부족 및 원가경쟁력 저하

고 제공하는 전략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판

(인건비 등)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보유하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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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의 허브(Hub)’를 꿈꾸는 태국

김 용 태 한국무역협회 아중동실장

태국이 ‘중진국 함정’에서 빠져 나오기 위

라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시발지가 됐고

해 가속페달에 힘을 주고 있다. 중진국 함정

이후 경제성장률은 반토막 수준으로 급락했

(Middle Income trap)은 신흥국이 경제발전

다. 잘 나가던 태국을 중진국 함정에 빠뜨린 요

초기에는 순조롭게 성장하다가 1인당 명목 국

인으로는 국내 자본의 축적 미흡, 자동차·IT 등

내총생산(GDP)이 중진국 수준(4,000∽1만

주요 산업의 경쟁력 확보 실패 등이 지적되지

2,000달러)에 도달한 후 경제발전 모델의 전환

만 가장 큰 요인은 ‘정치적 불안정성’이다. 태

이 이뤄지지 않고 장기간 성장이 정체되는 현

국은 1932년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무려 19차

상을 말한다. 태국은 1993년 세계은행(WB)이

례나 쿠데타를 겪었다. 가장 최근의 쿠데타는

발간한 ‘동아시아의 기적’보고서에서 아시아

2014년 5월 20일에 일어났다. 앞을 예측하기

고도성장국가의 하나로 인정받을 만큼 동남아

어려운 불확실성은 소비, 투자 등 경제 부문에

경제의 총아였다.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쿠

평균 7%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자

데타가 발생한 2014년 태국의 경제성장률은

동차, 전기·전자 등의 분야에서 아세안의 대표

0.9%에 불과했다. 주변국인 베트남, 인도네시

적인 제조업 기지로 떠올랐다. 이렇게 고도성

아, 필리핀이 최근 5년간 5~7%의 높은 성장

장을 구가하던 태국은 민간 투자의 급감에 따

률을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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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태국 경제성장률 및 1인당 GDP 동향
경제
성장률
1인당
GDP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5,982

6,301

6,079

5,975

6,105

6,736

6,992

7,510

7,941

8,386

8,857

9,368

7.2

2.7

0.9

2.9

3.3

3.9

3.9

3.8

3.6

3.6

3.5

3.5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8년 4월(경제성장률) / ASEANstats.org(1인당 GDP, 2018~23년 전망 수치는 IMF 통계)

이런 태국이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는 조짐
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태국 국가경제사회

200개에 불과했던 태국의 스타트업은 올해 2
천 개를 넘어설 전망이다.

개발위원회(NESDB)가 발표한 올해 2분기 태
국의 GDP는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또한 태국 정부는 지난해 새로운 경제 도약

현 군사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1분기

을 위해 야심찬 카드를 꺼내들었다. ‘동부경제

증가율 4.9% 보다는 소폭 떨어졌지만 시장의

특구(EEC: Eastern Economic Corridor)’개발

예상치 4.4%를 웃돌았다. 개인소비, 정부 및

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수도 방콕 부근 차층사

민간 투자, 수출 등의 호조에 힘입은 성과다.

오, 촌부리, 라용의 3개 주 1만3,285㎢ 지역에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태국의 GDP 증가

2022년까지 태국 전체 GDP의 약 10%인 1조

율을 3.9%로 예측했으나 지난 7월 아시아개

7천억 바트(499억 달러)를 투자해 종합적으로

발은행(ADB)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4.2%로 4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태국 정부는 설사 정권

월의 예상치 4.0%보다 0.2%포인트 상향조정

이 교체되더라도 EEC 개발 계획이 계속 추진

했다.

되도록 헌법의 '20개년 국가 전략’에 이를 포함
시켰다. (※ ‘태국 4.0’과 ‘동부경제특구(EEC)’

‘중진국 함정’탈출에 박차를 가하는 태국
최근 태국은 중진국 함정에서 탈출하기 위

는 뒤에서 상세 설명)

가. 지리와 역사, 사회 문화

해 더욱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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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정책의 핵심은 혁신을 통해 산업 전반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해 인도차

의 가치를 높이는 ‘태국 4.0’이다. 태국 정부는

이나반도와 말레이반도, 미얀마, 중국 남부지

과거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벗어나 첨단기술

역을 연결하는 자연적인 관문 역할을 하고 있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상품무역 대신 서비

다. 태국은 한반도의 2.3배인 51만3천㎢의 면

스무역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 사례로 스타

적에 6,910만 명이 살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트업(신생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월부

94%가 불교를 믿고 있다. 민족 구성은 태국인

터 해외 전문인력이 최장 4년 간 가족과 함께

96%, 미얀마인 2%, 기타 2%이다. 태국 민족

태국에 체재할 수 있는 ‘스마트 비자’를 발급

의 기원은 서기 700년 경 중국 남부에서 동남

하기 시작했다. 이런 육성책에 힘입어 2016년

아로 터전을 옮긴 타이족으로 알려져 있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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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동남아의 중앙에 위치한 태국 (출처 : 태국정부관광청)

그림 2 ▶ 태국 파타야의 관광명소 농눅빌리지. 관광업은 태
국 전체 GDP의 약 1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산
업이다. (김용태 촬영)

계에서는 태국 최초의 국가를 1238년에 건립

한국과 태국은 가깝고도 돈독한 관계

된 수코타이 왕국으로 보고 있다. 수코타이 왕
국이 가장 번성했던 때는 제3대 왕 람캄행 대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은 한국과 태국의 교

왕의 통치시기로 그는 고유 문자를 만들고 영

류 역사는 600년이 넘는다. 아유타야 왕국이

토를 확장했다. 수코타이 왕국, 란나 왕국, 아

고려 말과 조선 초인 1391년과 1393년 두 차

유타야 왕국의 삼국 분열시기를 끝낸 것은 아

례에 걸쳐 교역사절단을 파견한 것이 시초다.

유타야 왕국이다. 1350년에 건국된 아유타야

해상로의 해적 때문에 중단되었던 교류는 557

왕국은 417년 간 네덜란드, 프랑스, 중국, 일본

년이 지난 1950년에 다른 모습으로 재개됐다.

등과 활발한 무역거래를 통해 번성했는데, 유

태국 정부가 유엔군의 일원으로 3,650명의 젊

럽인들은 아유타야 왕국을 ‘시암 왕국’이라 불

은이를 한국전쟁에 파병한 것이다. 태국 군대

렀다. 1767년 버마의 침입으로 아유타야 왕국

는 전쟁기간 동안 129명의 사망자와 1,139명

이 멸망한 후 딱신 장군은 태국인을 결집시켜

의 부상자라는 값비싼 희생으로 대한민국 수

버마를 몰아내 왕국을 재건하고 촌부리를 수

호에 크게 기여했다. 태국은 6.25 전쟁 이후에

도로 정했다. 1782년 탁신 장군의 부하인 짜끄

도 1972년까지 미국 다음으로 대한민국에 가

리가 왕국을 물려받아 짜끄리 왕조의 초대왕

장 오래 주둔한 국가로 이에 대한 자부심이 강

인 라마 1세에 올랐고 방콕으로 천도하기에 이

하다.

른다. 짜끄리 왕조의 몽쿳 국왕(라마 4세)과 쭐
라롱껀 국왕(라마 5세)은 뛰어난 외교 정책과

한국과 태국은 인적 교류와 문화 교류 면에

근대화 추진을 통해 태국을 서구 열강의 식민

서도 활발하다. 태국 정부관광객에 따르면 지

지화 공세로부터 지켜냈다. 1932년 젊은 군인

난해 태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171만 명으로

등이 중심이 된 쿠데타를 계기로 절대왕조 시

2016년 보다 16.7% 늘었다. 2011년 이후 매년

대는 막을 내리고 입헌군주제 시대로 접어들

10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꾸준히 태국을 찾

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고 있다. 태국은 아세안 10개 국 가운데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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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다음으로 한국인이 사랑하는 관광대상국이

한국과 태국의 무역은 지난해부터 뚜렷한

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태국인은 49만8,511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태국은 우리의 16번째

명에 이른다.

수출시장으로 2017년 수출액은 74억6,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2% 증가했다. 수입액은

태국 영화 ‘헬로 스트레인저(Hello Stranger)’

14.1% 늘어난 52억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는 2010년 한국에서 100% 촬영돼 태국에서

우리가 태국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집적회

흥행에 성공했고 인근 베트남, 싱가포르, 말

로반도체, 합성수지, 철강 판재류 등이며, 주로

레이시아 등에서도 개봉됐다. 이 영화는 한국

수입하는 품목은 집적회로반도체, 천연고무,

에 여행온 태국인 남녀가 서울에서 우연히 만

보조기억장치(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이다.

나 동행하면서 사랑이 싹트는 로맨틱 코미디
이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영화가 배경

나. 태국을 이해하는 5가지 키워드

인 서울의 아름다움을 동남아에 널리 알렸고,
서울을 찾은 태국 관광객이 전년 대비 40% 늘

건설 분야와 연결지어 태국을 이해하는데

어난 24만 명을 기록한 공로를 인정해 관계자

도움이 되는 5가지 키워드는 ①국왕과 쿠데타,

에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인기 보이밴드

②홍수, ③부동산, ④‘태국 4.0’과 동부경제특

‘2PM’의 닉쿤은 태국인이며, 국내 TV방송사

구(EEC), ⑤일본과 중국이다. 이 5개의 키워드

가 포맷을 수출한 ‘복면가왕’은 현지에서 ‘마스

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크 싱어’란 이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열대과
일 두리안 의상을 한 가수가 화제를 일으키면

Keyword 1 : 국왕과 쿠데타

서 태국 두리안 시장이 요동치기도 했다.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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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무대로 한 K팝 공연인 ‘케이콘(KCON)’의

태국에서 국왕은 ‘정신적 지주’로 통한다.

경우 올해 9월말 태국 방콕에서 동남아 최초로

2016년 10월 13일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라

개최될 예정이다.

마 9세)이 서거했을 때 태국 국민들의 추모 열

그림 3 ▶ 태국판 복면가왕 ‘The Mask Singer’ (출처 : 유튜브)

그림 4 ▶ 글로벌 K팝 공연 케이콘 LA 2018. 동남아 최초로
올해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다. (출처: CJ E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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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뜨거웠다. 서거 한 달이 지났을 때도 국왕

립, 농업기술연구소 개설 등 약 3천 개의 프로

의 시신이 안치된 방콕 왕궁에 하루 약 1～3만

젝트를 성공시켰다.

명의 조문객 발길이 이어질 정도였다. 푸미폰
국왕은 1782년 짜오 프라야 짜끄리(라마 1세)
를 시조로 하는 짜끄리 왕조의 9번째 왕으로
1946년 6월, 19세에 즉위해 70년 넘게 태국을
통치했다. 입헌 군주로서 상징적인 국가원수
였지만 영향력은 실권을 쥔 총리 이상이었다.
재임 기간 동안 19번의 쿠데타와 20회에 걸친
개헌이 있었을 정도로 태국의 근현대사는 격
변과 혼란을 겪었지만 푸미폰 국왕은 최악의
상황을 막는 중재자이자 구심점 역할을 했다.
단적인 예로 1992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수
친다 크라프라윤 당시 총리와 야권 대표인 잠

그림 5 ▶ 푸미폰 국왕의 서거를 애도하는 태국 국민들

롱 스리무리앙 전 방콕 시장이 격돌했을 때 푸

푸미폰 국왕은 태국의 골칫거리인 잦은 홍

미폰 국왕이 나섰다. 국왕은 두 사람을 왕궁으

수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치수(治水) 정책

로 소환해 무릎을 꿇리고 질책했다. 이후 국왕

을 폈다. 전통적 대비책인 제방 건설 외에 홍수

의 지지를 받지 못한 수친다 총리는 해외 망명

가 자주 발생하는 강의 물 흐름을 바꾸기 위해

길에 올랐다.

물길을 새로 파거나 운하를 만드는 건설 공사
를 실시했다. 실제로 꼬록강은 매년 수위가 높

푸미폰 국왕 ‘태국의 아버지’로 추앙받아

아져 주변의 논과 밭의 침수가 일어났는데 국
왕은 수리국에 지시해 무노운하를 건설함으로

푸미폰 국왕은 깨끗한 사생활과 국민을 위

써 침수 피해의 재발을 막았다. 이밖에 홍수 방

한 헌신적인 삶으로 태국 국민들 사이에 ‘살아

지에 효과적인 댐 건설도 지시해 빠싹 댐, 빡파

있는 부처’로 통했다. 관행이었던 국왕의 일부

낭 댐, 쿤단쁘라깐촌 댐 등이 재위 기간 동안에

다처제를 이어받지 않았고 태국 정치의 고질

지어졌다.

병이었던 부정부패 스캔들에 단 한 번도 연루
된 적이 없었다. 1970년대에 해마다 200일 넘

이런 푸미폰 국왕의 치적 속에서도 정치적

게 사진기와 지도, 수첩을 들고 고산지대를 찾

업적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수차례 쿠데

아 국민의 고충을 직접 경험했다. 태국판 새마

타와 정치 불안정 속에서도 나라의 중심을 잘

을운동이라 할 수 있는 ‘국왕개발계획’을 실행

지켰다는 평가도 있지만 쿠데타를 이용해 왕

했고 농촌지역의 수력발전소 및 저수지 건설,

권을 강화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했다는 비

빈곤 농민에게 물소를 빌려주는 물소은행 설

판이 나온다. 2006년 푸미폰 국왕은 대중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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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누리던 탁신 친나왓 당시 총리를 축출한

푸미폰 국왕 서거 후 한 달여만인 2016년 12

쿠데타를 승인했다. 또 2014년 5월 탁신의 여

월 왕위를 물려받은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은

동생 잉락 친나왓 총리가 이끄는 정부를 뒤엎

아직 국내외 인사를 초청해 거행되는 공식적

은 쿠데타를 5일 만에 승인하기도 했다.

인 대관식을 갖지 않았다. 마하 와치랄롱꼰 국
왕은 선친과 달리 잦은 기행과 이혼 등 깨끗하

태국에서는 문민정부가 국가개혁을 위해 왕

지 못한 사생활로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족, 군부, 대기업 등의 기득권을 제한하면 군부

있다. 내년으로 예정된 대관식과 총선이 향후

가 쿠데타를 감행한다. 군부는 국민의 반감이

태국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높아지기 전에 정권을 민간에 이양한다. 그러
다가 문민개혁의 진도가 너무 빠르다고 느끼

Keyword 2 : 홍수

면 군이 다시 쿠데타로 등장한다.
2011년은 태국 국민들이 기억하기 싫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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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당시 육군대장으로 19번째 쿠데

이다. 태국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홍수,

타를 일으켜 실권자에 오른 쁘라윳 짠오차 총

그것도 대홍수를 경험한 해이기 때문이다. 7월

리는 개혁과 부패청산 등에서 성과를 거두지

말부터 3개월 간 내린 50년 만의 폭우로 수도

못하고, 총선을 통한 민정 이양 시기를 계속 늦

방콕 시민 1천만 명에 대한 전면 대피 명령이

추면서 비판받고 있다. 지난 6월 총리는 총선

내려졌다. 방콕 시내 고가도로에는 침수를 피

시기가 국왕의 대관식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발

해 대피한 차량들의 행렬이 수㎞까지 이어졌

표했고, 같은 달 쁘라윗 왕수완 부총리는 총선

고, 시민들은 방콕을 비우고 피난에 나서기도

후보일자로 내년 2월 24일, 3월 31일, 4월 28

했다. 방콕 외에 26개 주가 재난지역으로 선포

일, 5월 5일의 4개 안을 제시했다. 대관식 시기

될 정도로 전 국토의 70%가 침수 피해를 입었

는 국왕이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친인

고 342명의 사망자와 200만 명 이상의 수재민

그림 6 ▶ 혼다 태국법인은 2011년 대홍수로 물에 잠겼던 완
성차 1,055대 모두를 폐기했다. (출처 : AutoView.co.kr)

그림 7 ▶ 홍수가 잦은 태국의 특성을 감안해 개발된 수해 시
에도 주행이 가능한 승용차 (출처: 태국 PPTVHD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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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했다. 경제적 피해는 16억 달러가 넘었

다. 여기에 열대몬순기후로 인한 계절적 폭우

고, 쌀 수확량이 약 300만 톤이나 줄면서 쌀의

가 잦고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 위치하는 것

국제시세가 10%나 올랐다. 소니, 혼다를 비롯

도 홍수의 원인이다. 인구 증가와 물 부족에 따

해 5개 공단에 600여 개 일본 기업이 입주한

른 지하수 과소비로 지반이 침하되는 현상도

중부의 아유타야는 완전히 물바다가 됐고, 현

원인으로 가세하고 있다.

지에 진출한 일본 자동차 업계는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한국의 자원봉사단과 의료진, 공연

태국의 잦은 홍수를 기회로 삼아 출시된 제

단은 방콕 인근의 수해마을을 방문해 의료 봉

품도 있어 눈길을 끈다. 일본의 초소형 전기

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민호, 이병헌, 김래원,

자동차 개발업체 FOMM은 지난 3월 방콕 국

한효주 등 한류스타들은 위로영상과 함께 소

제모터쇼에 수해 시에도 주행할 수 있는 전기

장품을 기증하기도 했다.

차를 선보였다. 전장(全長) 2,585mm, 전폭
1,295mm, 전고 1,560mm, 중량 630kg의 이

태국의 홍수는 2011년에 그치지 않고 2017

차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며 홍수가 발

년 1월 건기에도 발생해 사망자 19명과 10개

생하면 물에 떠서 수면을 주행할 수 있는 대수

주에서 100만 명에 가까운 이재민 피해를 입

해(對水害) 설계를 채택했다. FOMM은 올해

혔다. 남부의 한 동물원이 물에 잠기면서 몸길

말부터 태국 시장을 겨냥해 양산 및 시판에 나

이 최대 5ｍ의 악어 10여 마리가 탈출했기도

설 예정으로 방콕 모터쇼 기간 동안 선착순 판

했다. 라오스에서 폭우로 수력발전소 보조댐

매예약을 접수했다.

붕괴 사고가 일어난 올해도 어김없이 10개 주
에서 2만 명 이상이 홍수 피해를 봤으며 농경

Keyword 3 : 부동산

지 침수도 잇따랐다.
태국의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 태국의 부동
홍수는 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

산은 수차례의 쿠데타, 글로벌 금융위기, 대홍
수 등 악조건 속에서도 과거 20년 이상 개발업

이처럼 태국에 홍수 피해가 큰 이유는 무엇

자, 투자가 등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가치가 떨

일까? 먼저 지형적 영향으로, 북부 및 동북부

어지지 않는 존재로 여겨져 왔다. 흡사 한국

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4개의 강이 대부분 원

의 ‘강남불패 신화’와도 비슷하다. 2013년부

형이나 마름모꼴로 폭우가 내리면 수량이 급

터 2016년까지 태국의 부동산 가격은 21%나

격히 증가한다. 더구나 4개의 강이 중부 아유

올랐다. 방콕의 콘도미니엄(한국의 아파트에

타야에서 합쳐져 방콕을 흐르는 짜오프라야강

해당) 판매계약률이 96.9%에 이를 정도로 관

수위에 직접 영향을 준다. 특히 평야지대인 방

련 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방콕의 개발용

콕은 해발고도가 2m에 불과하고 타이만이 가

지 부족으로 토지 가격은 계속 급등하고 있으

까워 만조 시에 더욱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는

며, 콘도의 판매가격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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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콕 콘도의 평방미터당 평균 판매가격은

로 평범한 태국의 직장인들은 보통 도심 외곽

2017년 1분기 9만3,594바트(약 2,872달러), 4

의 저렴한 콘도나 단독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분기 9만8,654바트에 이어 올해 1분기 10만
1,357바트로 10만 바트 대에 진입했다.

외부변수에 영향 받지 않는 활황세의 부동산 시장

방콕의 콘도 총 공급물량은 올해 50만 호를

그럼 왜 태국 정부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15년부터 3년 연속

은 상황에서도 콘도 건설 허가를 내주는 것일

연간 6만 호 이상의 대량 공급이 이어졌고, 올

까? 2014년 쿠데타에 이어 2016년 푸미폰 국

해 1분기에만 1만7,889호의 신규 건설 프로젝

왕의 서거로 정치·경제 불투명성이 커지는 상

트가 시작됐다. 내년 1분기까지는 131개 프로

황에서는 예금, 주식, 채권보다 부동산이 안정

젝트, 6만5,689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2022년

적인 투자처로 각광받기 마련이다. 태국 정부

까지는 다시 14만3,500호가 신규 공급될 전망

가 이를 감안해 투자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콘

이다. 방콕 도심에 위치한 고급 콘도의 수요자

도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

들은 소수의 기득권층과 중국인 등 외국인들

부에서는 태국 왕실이 방콕의 부동산 열기 조

표 2 ▶ 태국 방콕의 콘도 공급 및 판매 동향
공급 총수(호)
방콕 도심부
방콕 전역

판매 총수(호)
방콕 도심부

2013

40,532

2014
44,860

51,997

2016
64,973

2017

80,230

229,627

274,283

335,024

389,574

434,379

39,648

44,217

51,136

73,772

15,872

방콕 전역

219,884

265,805

322,044

375,227

421,370

방콕 도심부

146,818

153,684

175,898

179,126

174,874

콘도 평균판매가
방콕 전역

자료 : JLL Research

66,694

66,860

그림 8 ▶ 태국의 부동산 시장은 대외변수에 상관없이
활기가 이어지고 있다. 방콕 시내 호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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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단위: 호, 바트)

68,349

68,807

68,735

그림 9 ▶ 태국 TCC그룹이 추진 중인 ‘원 방콕(One
Bangkok)’프로젝트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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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부

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장기 경제전략인 ‘태국

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면 왕실의 재정 확충

4.0’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아세안 중심부에

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태국 왕실이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동남아 항공·도로

2011년에 펴낸 푸미폰 국왕의 자서전을 보면

교통허브를 구축해 아세안의 경제발전을 주도

왕실은 방콕 중심지에 약 1,343만㎡의 땅을 보

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도 담고 있다. ‘태국 4.0’

유하고 있다. 전국의 소도시와 시골의 땅까지

은 지금 태국에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이 필요

합하면 여의도 면적의 23배인 6,683만㎡가 왕

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태국은 농

실 소유다. 태국 왕실재산관리국(CPB)에 따르

업 기반의 ‘태국 1.0’, 경공업 육성 및 수입대

면 왕실이 부동산 임대를 통해 거둔 수익은 약

체 산업화를 강조한 ‘태국 2.0’, 외국인직접투

900억 원(2010년 기준)에 달한다.

자 유치를 통한 수출지향형 중공업 육성과 세
계화를 중심으로 하는 ‘태국 3.0’을 추진했으

태국의 건설 붐은 콘도뿐 아니라 호텔, 상업
시설, 오피스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호텔

나 산업불균형, 소득불평등이 표출되며 중진
국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의 경우 관광객 증가에 따라 객실 수요가 늘면
서 지속적인 건설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일례

‘태국 4.0’의 핵심은 ‘가치 기반 경제’창출이

로 방콕 시내 변화가인 BTS 토론역 앞에 완공

다. 즉 전통 산업인 자동차, 전자, 의료 및 웰니

된 객실 301개 규모의 호텔닛코방콕은 올해

스 관광, 농업, 식품, 바이오기술 등은 더욱 발

말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태국 TCC그룹은

전시키고 △의료허브 △디지털 △항공·물류

방콕 시내 룸피니공원 옆 5만 평 부지에 대규

△바이오화학 △바이오연료 등 5개 산업을 집

모 상업시설 ‘원 방콕(One Bangkok)’프로젝트

중 개발한다는 것이다.

를 추진하고 있다. 방콕 최대 쇼핑가에 있는 시
암 파라곤 쇼핑몰의 규모를 웃도는 이 프로젝

태국 정부는 ‘태국 4.0’추진을 위해 중요한

트는 고층 오피스 타워 5개 동, 5개의 고급 호

두 가지 과제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 중소기

텔, 3개의 콘도, 백화점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업, 대기업, 다국적기업, 스타트업 등 4개 부문

복합개발사업으로 총 투자액이 1,200억 바트

혁신 구축의 기초가 되는 연구개발(R&D)의

(한화 약 4조1천억 원)에 이른다. 2022년 이후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다. 둘

영업을 시작할 예정으로 완공 후 상주 및 유동

째, 전국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시티 구

인구는 2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 프로젝

축, 사이버 법률 제정 등 디지털 인프라스트럭

트의 부지 역시 왕실재산관리국 소유다.

처를 구축해 디지털 경제로 체질을 바꾸는 것
이다. 전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Keyword 4 : ‘태국 4.0’과 동부경제특구(EEC)

태국도 정보통신기술(ICT) 발전과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세대 통신망 서

태국 정부는 2016년 태국 경제와 사회의 지

비스를 제공 중인 태국은 한국의 KT 등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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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 지난 5월 매경 태국포럼에서 기조연설하는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그림 11 ▶ 지난 5월 ‘스타트업 타일랜드 2018 행사’에서
연설하는 솜낏 짜뚜스리삐딱 경제부총리

휴해 5세대 통신망 기술의 획득에 적극 나서고

사무실 1천 개와 4천㎡ 규모의 혁신공간(연구

있다. 지난 5월 매일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태

실), 대형 공연장, 거주시설, 쇼핑몰 등이 한데

국포럼에는 ICT 정책을 담당하는 피쳇 두롱카

모여 있으며 2단계 공사는 2021년까지 완료될

베로 디지털경제사회부 장관이 참석해 한국과

계획이다.

태국의 ICT 협력을 요청하는 기조연설을 하기
도 했다.

‘동부경제특구’는 제조업 중심에서 4차 산업혁명 분
야로 변모 위한 전진기지

태국 정부는 자국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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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설립, 법인세 우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스

‘태국 4.0’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타트업 기업은 5년 간 법인세가 면제되며, ‘태

는 것은 ‘동부경제특구(EEC)’개발이다. EEC

국 4.0’전략에서 제시된 10대 산업에 속한 스

는 동부 해안지역의 3개 주를 말하는데 면적

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의 경우 배당소

으로 따지면 서울의 20배 크기에 달한다. 태국

득에 대한 세금을 10년 간 면제한다. 이런 태

정부는 이곳에 기반시설을 새롭게 갖추고 차

국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강화에 따라 민간 기

세대 자동차, 스마트전자, 고부가가치 관광·의

업도 호응하고 있다. 태국 재계 1위인 CP그룹

료관광, 농업·바이오기술, 자동화·로봇, 항공

의 산하 트루디지털파크(True Digital Park)는

우주, 바이오연료·바이오화학, 디지털산업, 의

방콕 도심의 7만7천㎡ 부지에 아시아 최대 규

료허브의 10대 산업을 육성해 제조업 중심의

모의 스타트업 허브를 건설하고 있다. 트루디

공단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탈바꿈시

지털파크는 글로벌 IT기업과 스타트업, 엑셀

킨다는 구상이다. 올해부터 육로로 연결되는

러레이터, 투자회사, 대학, 정부부처 등을 한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지붕(One roof) 밑에 모아 태국판 실리콘밸리

다른 아세안 국가와의 연계성(Connectivity)

를 만들겠다는 구상에 따라 올해 말까지 1단계

강화를 위한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공사를 마치고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유

(SOC)의 확충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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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 태국의 동부경제특구(EEC) 구상 (출처: Bangkok Post)

총 168건의 SOC 프로젝트가 정부로부터 최종

위한 각종 혜택도 마련했다. 최장 15년 간 법

승인을 받았고 EEC 법안도 공식 발효됐다.

인세 면제, 기계류와 R&D 장비 등에 대한 관
세 면제, 첨단산업 R&D와 인재 육성 등에 보

태국 정부는 전체 프로젝트를 3단계로 나눠

조금 지급, 최장 99년 간 토지 임대(기본 50

우선 2019년까지 1단계로 돈무앙-수완나품-

년), 태국투자위원회(BOI) 프로젝트 지역 내

우따빠오공항 연계 고속철도 건설, 램차방·맙

토지 취득 허용,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원스톱

따풋항구 확장, 마에 솟·베통·끄라비 등 지역

서비스 제공, 아세안 지역 내 최저의 17% 개

공항 건설을 포함한 99개 프로젝트를 추진한

인소득세 적용 등이다.

다. 2단계는 2021년까지 우따빠오공항 확장
공사와 복선전철 건설, 램차방-촌부리 고속도

Keyword 5 : 일본 & 중국

로 개통 등 62개 프로젝트에 나선다. 마지막으
로 2022년부터 EEC-미얀마 남부의 다웨이-

일본은 지난해 500여 개 기업, 600여 명 규

캄보디아 연결 철도 등 7개 프로젝트를 추진할

모의 경제사절단을 보내 양국 수교 130주년

계획이다. 특히 우따빠오공항은 활주로를 확

을 축하했다. 태국은 일본의 앞마당처럼 여겨

충하고 여객터미널, 상업시설, 자유무역구역,

진다. 태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가 일본이

항공산업 연수시설 등을 신설한다. 여객 수용

기 때문이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일본 제조업

능력도 향후 5년 간 1,500만 명을 늘려 최종적

계의 태국 직접투자액 잔고는 약 4조 엔으로

으로 6천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세안 내 인도네시아(약 2조 엔), 베트남·말
레이시아·필리핀(각 약 1조 엔)을 훨씬 능가한

태국 정부는 EEC에 향후 5년 간 최소 30개

다. 태국투자위원회 통계에서도 2015~2017년

의 월드클래스 기업 등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

의 태국 내 투자 1위국은 일본이다. 2017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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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대(對)태국 투자는 238건, 897억 바트로

지난해 차종별 내수 판매량을 보면 픽업트

금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13% 늘어나 5년 만

럭이 36만 대로 전체 내수의 41%를 차지했고

에 회복세를 보였다(한국의 투자는 31건, 61억

승용차는 34만 대였다. 픽업트럭의 인기는 기

7,600만 바트로 순위는 8위).

후와 관련 있다. 연중 3분의 1이 우기인데다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질과 열악한 도로 사정

일본은 아세안 선발국이 1960∽70년대 수
입대체 산업화를 추진할 때 무역장벽을 회피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인접한 라오스와도 비
슷하다.

하기 위해 태국에 진출했다. 당시 인도네시아
와 필리핀은 경제성장이 더뎠고, 말레이시아

태국 정부가 국제지역총괄본부를 태국에 설

는 미국·유럽의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

치하는 해외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시험용 기

했기 때문에 일본은 태국에 집중하는 전략을

계 수입에 대해 면세하고 외국인의 주식 및 토

택했다. 이 시기에 진출한 일본의 자동차·화

지 보유를 인정하면서 태국에 총괄거점을 두

학·전자업체들이 태국 경제의 틀과 성격을 결

는 사례가 많아졌다. 최근에는 태국에 생산과

정지었다. 토요타, 닛산, 혼다 등 일본 자동차

부품 조달 기능을, 싱가포르에 금융과 재무 등

업계의 진출로 태국은 아세안 1위 자동차 생

경영지원 기능을 하는 지역총괄거점을 두는

산국으로 ‘동양의 디트로이트’로 불린다. 하지

일본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만 내수 부진으로 태국의 자동차 생산은 2010
년 165만 대에서 지난해 199만 대로 연평균

중국의 태국 진출도 만만치 않다. ‘일대일로

2.7% 증가에 머물렀다. 반면 일본 자동차업계

(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전략을 추진

의 ‘태국+1’전략에 따른 대인도네시아 투자 확

중인 중국 입장에서 아세안의 중심축인 태국

대로 같은 기간 70만 대에서 122만 대로 연평

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프로젝트지난

균 8.2%나 성장했다. 태국에서 운행되는 차량

해 중국의 태국 투자 건수는 75건, 113억7,100

의 90%는 일본 브랜드이다.

만 바트로 금액 기준 순위로는 일본, 싱가포르,

표 3 ▶ 일본 기업의 태국 총괄거점 설치 동향
기업명

토요타자동차
닛산자동차
덴소

후루카와전기공업
고베제강소

자료 : 일본 미즈호총합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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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생산·조달·물류 분야의 본부 기능을 태국에 설치. 싱가포르의 총괄판매회사와 연계
2011년 동남아의 총괄회사를 싱가포르로부터 태국으로 이전
지역 총괄회사 덴소인터내셔널아시아를 태국에 설립

2014년 자동차용 와이어 하네스 총괄회사를 태국에 설립. 역내 6개 국 9개 자회사의
설계·영업·자재 조달 기능을 총괄

2017년 태국에 동남·남아시아의 총괄회사를 설립. 경영관리 강화와 함께 그룹 내의 연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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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중국 자동차

원회가 이달 하순 베이징에서 첫 회의를 갖고

기업들은 아세안 시장을 새로운 성장동력원으

제3국 SOC 구축사업 공동 진출 방안을 적극

로 삼겠다는 전략을 구체화하면서 태국 투자

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양국 관민

를 늘리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는 지난 2004년

위원회는 우선 태국의 고속철도 건설 계획에

쌍용자동차를 인수했다가 기술 강탈 논란 속

대한 투자 방안을 협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에 되판 상하이기차가 있다. 이미 5만 대 규모

중일의 이런 협력은 SOC 수주 경쟁을 서로 피

의 생산공장을 가동 중인 상하이기차는 태국

하고 일본으로선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협

을 우측 핸들 자동차 생산허브로 키운다는 목

조하는 자세를 보여 관계 개선을 가속하려는

표 아래 연산 20만 대 규모의 신규 생산라인을

의도가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

다. 건설시장 현황
물류 측면에서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출발
해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까지

2014년 쿠데타 발생 후 정치적 불안정으로

장장 3천㎞의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 중이다.

태국의 경제성장 동력이 크게 악화되자 과도

2015년부터 시작된 이 동남아 고속철도 건설

정부(군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 주도의

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출발점이다. 순조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

워 보였던 이 프로젝트는 중국-라오스 구간에

다. 과도정부는 인프라개발계획(IDP 2015～

서 라오스측의 사회 및 경제 영향평가 요구, 태

2022)을 발표하고 복선화철도, 방콕 지하철 등

국 구간에서는 자금 조달 문제에 관한 협상 지

교통인프라 부문에 750억 달러를 투자할 계

연으로 공사가 지연됐다. 우여곡절 끝에 방콕

획이다. 또 2016년 12월 250억 달러 규모의

과 북부 나콘 라차시마를 연결하는 250km 태

2017년 인프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라마 3세

국 구간의 1단계 공사에 대해 태국 정부는 지

도로, N2 연결 북부고속도로, 램차방 항구 개

난해 7월 승인했고 12월 기공식을 가졌다. 총

발, 지하철 등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55억 달러의 공사비 전액은 태국측이 부담하
고 태국 건설업체가 건설하되 중국이 기술과

전력 분야에서는 2015년에 발표한 전력개발

디자인, 업체 교육 등을 맡는 선에서 타협이 이

계획(PDP 2015)에 따라 2019년까지 복합화

뤄졌다. 태국은 완공 후에는 고속철도를 직접

력 6기(5,978MW), 석탄화력 3기(1,940MW),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금을 부담하더

열병합(3,618MW) 등 발전설비 확충사업을

라도 중국에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장기 전력

도다.

개발계획(PDP)에 따라, 2036년까지 총 31개
의 발전소를 신설해 현재 3만7,612MW의 발

한편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9월 4

전 설비용량을 7만355MW까지 끌어올릴 계

일, 중일 양국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관민위

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최소 20%(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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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4MW)까지 높인다는 방침도 세웠다. 에

이고 있어 태국의 건설시장은 중장기적으로

너지규제위원회(ERC)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활성화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 입찰을 소규모 발전업체(SPP)와 영세발전
업체(VSPP)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 건설업계의 태국 시장 최초 진출은
1965년 11월, 현대건설의 빠타니-나라티왓

태국 건설시장, 정부의 대형 국책 SOC 사업
추진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도 활황 예상

고속도로 공사(수주액 541만 달러)이다. 이 공
사는 우리나라의 최초 해외건설 진출로 의미
를 갖고 있다. 또한 당시의 우리 건설업계의

태국의 건설시장은 2017년 기준으로 126억

기술력 한계를 드러낸 사례이기도 하다. 공사

달러 규모로 대형 국책 SOC 사업 발주, 외국

완료 후에 도로가 수분을 많이 머금은 토양 탓

인투자 유치 강화, 내수 진작 정책 등에 힘입

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일본이 나

어 전년 대비 6.0% 성장했다. 2015년 12월 출

섰다. 일본은 도로를 무상으로 건설해주는 대

범한 아세안경제공동체(AEC)가 단일시장 및

가로 태국 내 일본 자동차 생산공장 건설에 세

상품기지 건설을 목표로 점진적인 경제통합

제 혜택을 보장받았고,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

에 나섬에 따라 태국은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

관세 부과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태국은 일본

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을 활용한 ‘아세안 물류

브랜드 자동차들의 차지가 되고 말았다.

허브’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탁, 칸찬나부
리, 트랏, 묵다한 등 주요 국경지대의 특별경제

국내 건설업계가 그동안 태국에서 수주한

구역(SEZ) 조성, 수완나품공항 2단계 사업(공

공사는 215건(70개 사), 수주액은 146억 달러

사비 15억 달러) 등이 사례에 속한다.

에 이른다. 주요 진출 분야는 산업설비(126.4
억 달러), 건축(9.6억 달러), 토목(6.9억 달러)

올해 건설시장 규모는 정부 주도 대형 인프

등이다.

라 프로젝트 발주에 따른 공공투자 확대 추세
로 전년 대비 5.0% 늘어난 138억 달러로 추정
된다. 과도정부가 정권 연장을 위한 인프라 발

지난해 국내 업계 최대 수주 실적 기록했으나
경쟁 격화로 지속적 상승세는 난망

주 확대와 더불어 AEC 내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교통, 물류 등 SOC 확충에 심혈을 기울
표 4 ▶ 태국 건설시장 규모 및 성장률 추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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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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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7f

2018f

2019f

2020f

2021

8.3

6.0

5.0

5.0

5.0

5.0

114

2.8

126

2.9

138
2.9

148
2.9

159
3.0

17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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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힘입어 2012년 이후 가장 많은 7억5천만

로 지속적인 상승세 유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달러를 수주했으나 현지 기업체, 외국 업체와

공사 발주의 중심이 석유 및 가스, 에너지에서

의 수주 경쟁 심화와 기타 공종 진출 어려움으

교통인프라 분야로 이동함에 따라 그동안 석

표 5 ▶ 국내 건설업계의 태국 건설 수주 추이
구분

건수
금액(백만$)

합계

215
14,647

~2013년
176
12,156

2014년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이하 동일

6
393

2015년
7
336

표 6 ▶ 국내 건설업계의 태국 내 주요 완공 공사 현황
업체명

포스코건설
G S 건 설

사업명

7
80

발주처

PTT페놀 트레인-II 플랜트 신설

PTT Phenol Co.

LNG 인수기지 건설

PTT LNG Co. Ltd.

아이알피시 정유 프로젝트(UHV)

2016년

IRPC Public Co.

2017년
13
758

계약액(천$)

2018년
1～7월
6
924

계약일

255,074

2013/05/29

540,720

2008/01/21

609,746

2012/10/26

430,200

2012/10/26

S K 건 설

아이알피시 정유 프로젝트(UHV)

삼성ENG

6차 가스분리 플랜트 프로젝트

PTT Public Co.

634,488

2007/10/02

두산중공업

게코원 화력발전소 건설

GHECO-ONE Co.

820,138

2008/06/03

빠따니-나라티왓 고속도로

태국 정부

5,405

1965/11/25

3차 방콕 상수도 공사

방콕수도공사

13,400

1986/08/19

파타나칸 주택 개발

프레지던트파크(현대개발)

180,781

1993/11/16

SIPCO 160MW복합화력 발전소

Siam Power Generation
Public Co.

125,597

2007/12/10

선형알킬벤젠(LAB) 사업

LABIX Co. Ltd

226,569

2013/07/29

봉콧 유전개발 4단계 공사

PTTEP

1,039,612

2009/09/03

현대건설

현대ENG

현대중공업

65

K-BUILD 특집

표 7 ▶ 국내 건설업계의 최근 태국 건설 수주 공사 현황
업체명

사업명

발주처

계약액
(천불)

PTT글로벌 케미컬

627,104

지씨폴리욜(유)

218,580

전기기술인협회

39

두산중공업

SIPCO2 SPP 프로젝트

Nexif Energy

소 나 무

아세안 옵티컬페어 장치공사 용역

한국안광학산업
진흥원

삼성ENG
S K 건 설

SC ENG(합)
자연공간
포스코건설

피코노스
수자원공사
한성디자인

현대ENG

올레핀 프로젝트

GC 폴리욜 프로젝트

Siam Power 2 CCPP Project

2017 태국 방콕 파워젠 아시아 전시회 한국관 부스
장치 공사
PTTLNG 터미널 1.5 MTPA 증설사업
애그리 테크니카 아시아 2018

푸미폰댐 용수공급능력 증대를 위한 타당성조사
재검토 용역
2018 방콕 프랜차이즈 박람회 한국관 장치공사
방착 정유공장 고도화 사업

Nexif Energy
PTT LNG Co.
LS엠트론(주)
관개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BCP

계약일

59,820

2017/11/16

15

2018/05/25

33,522
27,844
26
48
32

270,167

2018/01/23
2017/08/25
2017/11/16
2017/09/13
2016/09/12
2018/07/10
2016/11/21
2018/06/18
2018/04/18

유화학 등 산업설비에 편중(85%)된 우리기업

는 이런 태국의 정책에 부응해 상생할 수 있는

의 수주실적은 상대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

ICT 능력과 제조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중진

고 있다. 한편 국내 건설업계가 태국에서 시공

국 함정을 탈출해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는 경

중인 사업은 17건(15개 사), 금액은 23억8천

험이 있다. 6,910만 명의 많은 인구, 3.5% 이

만 달러에 이른다.

상의 경제성장률 전망, 아세안의 중심에 위치
한 지정학적 이점 등 태국이 갖고 있는 강점은

라. 글을 마무리하며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과 좋은 궁
합이 기대된다. 아직 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태국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태국

욕적으로 ‘태국 4.0’전략, 동부경제특구(EEC)

시장에 관심을 갖고 계속 주시하며 연구하는

개발 등의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세가 필요하다.

※ 이 글을 기고하는 동안 도움을 주신 포스코건설 태국법인(법인장 김계영)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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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서 우리는 PPP 프로젝트에서 민간

젝트 자금조달을 살펴보았는데 이번 호에서

투자자가 어떻게 소요자금을 조달하는지를 살

는 소재국 정부지원(government support)

펴보았다.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고정

에 대해서 살피고자 한다. 소재국 정부는 경

투자비, 서비스 전 비용, 건설 중 이자 및 초기

제적 타당성(economic feasibility)은 있으나

운전자본의 총합인 총투자비를 자기자본과 타

상업적 타당성(commercial feasibility)이 없

인자본으로 조달한다. 자기자본을 프로젝트

는 즉, 실현가능 갭(viability gap)이 발생하

스폰서가 일정 비율로 투자하고 타인자본은

여 민간투자가 어려운 경우 다양한 공적금융

ECA, MDB, 상업은행, 인프라 펀드, 등과 같

지원(public financial support)을 하게 된다.

은 다양한 금융기관들로부터 조달하는데 ECA

지원 방법으로는 상환의무가 없는 무상지원

기관과 MDB는 사업의 안정성과 신흥개도국

(pure co-financing), 상환을 조건으로 하지

의 사업위험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만 시장보다 유리한 대출(co-financing), 우

대출기간도 상업은행보다 길어 프로젝트 초반

호적인 대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위험제거

부터 이들 공적금융기관과 접촉이 필요하다.

나 경감 (de-risking) 그리고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 등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 자세

지난 호에서는 민간투자자 입장에서 프로

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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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실현가능 갭(Viability Gap)과 실현
가능 갭 펀드(VGF)

있어 PPP 방법으로 수행할 경우와 재정발주로
할 경우 각각의 생애주기비용(lifecycle cost)을
계산하여 PPP가 적을 경우에 민간투자사업으

실현가능 갭(Viability Gap)

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재정사업으로 하게
된다.

PPP 프로젝트 선정을 위하여 인프라에 대
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여러 기술적

문제는 경제적 타당성분석에서 사회적 혜

대안(technical alternative)을 검토한 다음 기

택이 비용보다 커서 유용성이 입증된 후 재

술적 요구 상황(technical requirement) 및 사

정 발주가 아닌 PPP로 할 경우 민간투자 가

업범위(project scope)를 정한 후 경제적 타

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업적 타당성분석

당성분석(economical feasibility study)을 하

(commercial feasibility study)을 하게 되는데

여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이 사회적 비용

사용자 지불 PPP(User-Pays PPP)인 경우 수

(social cost)보다 크냐를 따지는 비용·편익비

익과 비용을 따져 총비용(total cost)이 총수익

율(Benefit/Cost Ratio)을 계산하여 1이 넘을

(total revenue)보다 크면 민간투자는 불가능하

경우 즉, 사회적 편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 인프

게 된다. 즉, 인프라를 운영하여 이용자로부터

라 건설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

얻는 수익이 운영 및 유지·보수비, 대수선비,

음 문제는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인프라 건

원리금상환 비용 그리고 배당, 등과 같은 비용

설을 하는데 ‘정부 재정으로 수행할 것인가 아

을 보상할 수 없으면 PPP 추진이 불가능하게

니면 PPP로 할 것인가’하는 수행방법을 선택

된다. 이 경우 정부는 세 가지 옵션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이때, 판단 근거는 공공부문대안

된다. 즉 프로젝트를 포기하든지, 사업의 범위

비교 (PSC: (public sector comparator) 방법

를 축소하거나 서비스 수준을 낮추든지 혹은

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인프라 건설 및 운영에

재정적 보조를 하여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

그림 1 ▶ 실현가능(Viability Gap) 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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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이용자 지불 PPP의 Viability Gap 지원 수단

든지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된다. 당초 계획대로

II. 정부 보조의 종류와 내용

추진하려면 총수익과 총비용의 차이인 실현가
능 갭(Viability Gap) 만큼 민간투자자에게 보

양허기간(Concession Term)

전해주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용료
에 비해 투자규모가 커서 상업성을 확보하기

상업성이 없는 프로젝트에 민간 참여를 유

가 어려운 도로, 철도, 상하수도 등과 같은 프

도하기 위하여 양허기간을 늘리는 경우가 있

로젝트들이 보조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는가 하면 반대로 상업성이 과도한 프로젝트
는 기간을 줄여 민간의 초과이익에 제동을 걸

정부 지급형 PPP(Government-Pays PPP)인

기도 한다. 양허기간이 늘어나면 민간 사업자

경우 PPP의 중요 경정 항목인 보조금의 수준,

에게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보다 효과적으로

정부가 민간에게 지불 하는 서비스 요금 수준,

리스크를 관리하고 운영비용의 최적화를 통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한 변수를 고정하고

해 프로젝트 생애비용도 줄일 여지가 생기고,

다른 변수에 대한 경쟁 입찰을 하게 된다. 정부

기간이 길어지면 대출기간(loan period)도 길

가 재무모델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조금 규모

게 되어 현금흐름이 좋아져 자기자본수익률

를 확정하고 사업기간을 정하면 민간은 서비

(ROE: Rate of Return on Equity)도 높아지

스 이용료에 대한 최저가 경쟁을 하게 된다.

고, 대출금액을 늘려 레버리지 효과(leverage

표 1 ▶ 양허기간 긴 경우 유·불리점
∎연도별 생애비용도 줄일 수 있다.

유리한 점

∎자기자본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재금융(refinancing) 이득도 가능하다.

∎정부 지급형 PPP의 경우 정부가 민간에게 지급할 이용료 지불능력이 높아진다.
∎돌발사태에도 유연 대처가 가능하다.

불리한 점

∎기술적 진부화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정부의 생애주기 비용 부담이 증가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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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도 기대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금리가

페인 경전철 PPP 사업은 공공부문에서 총투

우호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추가적으로

자비의 4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재금융(refinancing)에 따른 이득도 가능하다.

일반적 보조금은 30% 수준이다. 정부 지급
형 PPP(Government-Pays PPP)인 경우 입찰

아울러 대출기간이 길면 이용자 지불 PPP

서에 보조금 규모를 명시하나 이용자 지급형

의 경우 이용료가 낮아지고 정부 지불형인 경

PPP(User-Pays PPP)는 응찰자가 보조금 액수

우 민간 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서비스

를 제시한다.

요금이 줄어 정부의 지급여력(affordability)이
높아져 사업 실행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또 기

보조금 지급 시점은 다양하다. 건설 중 진

간이 길면 경영상의 돌발사태에도 유연하게

척도(work progress)에 따라 지급하거나 완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장점으로 인하여

공 시에 일시에 지불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

상업성이 한층 높아지게 된다.

우 민간투자자로부터 완공에 대한 긴장감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정부보다 높은 차입

양허기간이 길면 항상 장점만 있는 것은

이자 비용으로 인하여 전체 건설비용의 상승

아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 IT나 통

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 기간 동안 마

신 인프라의 경우 진부화가 빨라 기술적 위

일스톤(milestone) 베이스로 지급하는 것이

험(technical risk)에 직면하게 되어 사업가치

합리적이다. 운영기간 중 제공하는 서비스의

(Value for Money)를 저하시키게 되며 정부

품질이 기준에 미달하였거나 의무사항을 준

지불형 PPP의 경우 정부의 생애주기 비용 부

수하지 못 했을 경우 SPV에 벌과금(penalty)

담이 늘어나게 된다. 더불어 민간에게 과도

이 부과되는 게 일반적인데 보조금은 무조건

한 이익이 주어지면 정치적 압력이 커지게 되

(unconditionally) 지급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고 PPP 사업 전반에 반대 분위기가 조성될 수

건설기간 동안 지급하는 보조금은 일반 재정

있다.

사업과 같이 사전에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
고 운영 보조금은 지급 기간 동안의 주무관청

보조금(Grant)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
급여력(affordability)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경제적 타당성은 있으나 상업성이 없는 프

한다.

로젝트를 PPP로 추진할 경우 정부는 민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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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에게 무상으로 보조금을 지불하여 사업

보조금은 현금으로 제공되지만 경우에 따라

을 촉진시키기도 하지만 과도하면 개인의 창

일부 연관시설을 정부가 자체비용으로 건설하

의성이나 효율성을 떨어뜨려 사업가치를 훼

고 SPV에 사용권을 부여하는 현물방식도 있

손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조

다. SPV는 노선건설과 철도차량을 제공하고

금 수준은 국가마다 프로젝트 마다 다르다. 스

역사는 정부가 짓고 SPV에게 인수하는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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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PPP가 여기에 속한다. 현금 지급으로 사

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 정부는 산하 공금융기

업성을 높이는 방법 이외에도 사업운영 조건

관의 대출을 통해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대

을 개선하여 성공한 경우도 있다. 콜로비아는

출 기간을 늘리거나 대출 이자율을 낮추는 등

터널 및 교량이 많은 산악지역에 도로를 건설

과 같은 우대 대출조건(soft loan conditions)

하는 경우 상업성이 없어 계약서에 최소수입

을 제공할 수도 있다. 공공부문에서 지분에

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조

참여하거나 우대 대출을 할 경우 상업성은 개

항과 운영기준 미달 서비스인 경우 최대 10%

선되지만 이러한 조건하에서도 재정사업보

까지만 벌과금을 부과하는 A/P(Availability

다 우수한 사업가치 평가(Value for Money

Payment) 계약을 하여 민간투자를 이끌어 낸

를 보이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멕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코의 the Banobras, 스페인의 Instituto de
Credito Oficial (ICO), 브라질의 Brazilian
Development Bank (BNDES), 등이 대표적 공

협조융자(Co-financing)

금융기관이다. 이런 공금융기관이 참여하게
협조융자는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하여 SPV
가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경우나 정상적인 시

되면 시장에서 프로젝트 매력도를 높일 수 있
게 된다.

장에서 공금융기관이 지분을 투자하거나 시장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하는 경우를 말

정부 지분투자(Public Equity Participation)

한다.
정부가 SPV에 지분을 투자하게 되면 정부지
분에 대한 자기자본 비용이 낮아 부채와 가중

유리한 대출(Soft Loan)

평균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정부 통제 하에 있는 국영개발은행(NDB:

average cost of capital)이 낮아져 상업성이 높

National Development Bank)이나 여타 공적

아지게 된다. 정부는 SPV의 일상적 운영(daily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제공하여 상업성을

operation)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혹은 과다

높일 수 있다. 2008년과 같은 글로벌 금융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득을 공유하기 위해서

장 경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자본시장에서 차

SPV에 지분투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업성

표 2 ▶ 브라질 BNDES의 우대조건
분야

최대 부채비율

∎Railways

80%

∎Highways
∎Airports
∎Ports

연 이자율

최대 대출기간

최대 거치기간

TJLP*+1.0%

30

5 Years

80%

TJLP*+1.5%

70%

TJLP*+0.9%

65%

(*) TJLP:Interest rate set by the Brazilian Central Bank

TJLP*+2.5%

20
20
20

5 Years
3 Years
3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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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문제가 있을 때 시장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

후순위로 대출하며 완공 후 5년 거치 최대 35

한 목적도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지분참여

년 상환이고 금리도 시장보다 유리한 장기∙

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PPP 사업은 민간투자

우대 대출이어서 상업은행들의 적극적 대출

자에게 상당한 사업위험을 이전시켜 정부 위

을 유도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유사한 제도인

험을 제한하려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인데 정

PBCE(Project Bonds Credit Enhancement)도

부가 지분투자를 하면 위험을 되가져오는 결

장기 후순위채로 대출하고 더불어 자본금의

과가 생겨 취지를 무색하게 하며 투자자로서

20%까지 초기 손실분을 보전해 주어 프로젝

의 입장과 감독자로서의 이해상충(interest of

트 금융의 매력을 한층 높이고 있다.

conflict)이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 더불어
공공부문이 대주주가 되면 PPP의 핵심적 장점

위험제거 및 완화(De-risking)

인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PPP 계약서에는 민간사업자가 계약서에 명
시된 의무 사항의 불이행이나 서비스 수취 조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

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과
장금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들로 인하

대출은행은 SPV에 대출을 할지 여부를 결

여 현금흐름이 충분하지 않아 원리금을 제때

정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미래현금흐름을 기

상환 받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 대출은행들이

초로 한 상업성과 대출가능성을 살펴보지만

소극적인 경우, 정부는 다양한 완화 조치를 제

그 이외에도 SPV의 재무 건전성에 관심을 갖

시하곤 한다. 요사이는 점차 사라지는 추세이

게 된다. PPP 사업은 높은 부채비율로 인하여

지만 도로 PPP인 경우 특정 수준이하의 교통

SPV가 파산하면 기업금융(corporate finance)

량에 대해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는 최소수입

과는 달리 담보자산 처분으로 대출금회수가

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을

어렵기 때문에 대출심사가 여간 까다롭지 않

하는데 이 수준은 도로 운영 및 유지∙보수와

다. 대출은행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방법 중

대출금의 원리금을 커버하는 선에서 결정되기

하나가 공공부문의 후순위대출(subordinated

때문에 대출자는 미회수 부담을 덜게 된다. 하

loan)이다. 후순위대출은 선순위대출(senior

수처리장이나 발전소 PPP의 경우에도 구입하

debt) 은행이 원리금을 상환 받은 후에 원금

는 서비스의 최소량이나 서비스 금액을 정하

과 이자를 받기 때문에 선순위은행의 입장에

여 대출환경을 개선한다.

서 자기자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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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인 대출여건이 조성된다. 대표적으로 미

특히 PPP 민간투자에 기장 큰 걸림돌로 작

국은 TIFIA(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용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과도한 평가절하

Finance and Innovation Act) 법에 따라 대형

위험은 소재국 정부에서 앞장서서 해결하여

도로 프로젝트인 경우 총투자비의 33%까지

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사업운영에 따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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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은 금융시장에서 부분적으로 통화스왑

어 민간투자자들은 정부의 지급 신뢰성에 큰

(CCR:cross currency swap)과 같은 환 헤지

관심을 갖게 된다. 만약 매년 예산승인 없이 보

상품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규모

조금 지급을 위한 펀드가 조성되어 지급이 확

평가절하는 시점이나 폭을 예측하기 어려워

실시 된다면 시장 참여자들의 폭이 확대될 수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있다. 인도의 경우 VGF로 인하여 시장의 관심

위험들을 소재국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는 경

이 커져 치열한 경쟁을 불러와 정부가 당초 추

우 원활한 대출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 경우에

정한 보조금을 하회하여 낙찰되는 경우가 많

따라 SPV가 대출을 일으킬 때 현지 공금융기

아 정부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었다.

관이 지급보증을 하여 상환의 확실성을 보이
는 경우가 있는데 흔한 일은 아니다.

III. 요약

프랑스 고속철 PPP 사업의 경우 정부로부터

PPP 사업은 상업성이 있을 경우 민간이 투

사전 승인을 득하여 미래에 받을 서비스 요금

자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금융지원을

의 일정 부분(예를 들면70%)을 금융기관에 담

해주어야 한다. 방법으로는 조건 없이 건설 중

보로 제공하여 민간보다 현격하게 낮은 정부

에 공사 진척도에 따라 지불하거나 완공 후에

신용등급으로 대출 받아 사업성을 높이기도

일시에 주는 방법 아니면 완공 후 일정기간 동

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에 대한 무조건

안 무조건적으로 합의된 금액을 지불하는 방

지급증서도 PPP 사업과는 별도의 신용 등급으

법이 있다. 금리나 대출기간 면에서 시장보다

로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유리한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며 경우
에 따라 정부가 SPV에 지분을 투자하여 지원

실현가능 갭 펀드(Viability Gap Fund)

하기도 한다. 정부가 대주주가 되면 정부가 민
간에게 이전시키려던 주요 위험들을 되가져오

인도나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보

게 되고 민간의 창의력이나 혁신의지를 떨어

조금 지급에 대한 대외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뜨릴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 밖

별도의 실현가능 갭 펀드,VGF(Viability Gap

에도 최소수입보장(MGR)이나 SPV 차입금에

Fund)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조금을

대한 공금융기관의 지급보증, 혹은 정부 지급

매년 예산에 태워 민간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

형 PPP 인 경우 서비스 지급액에 대한 벌과금

관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예기치 못한

하한선 설정, 등과 같은 위험제거나 완화(De-

문제로 인하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승인이 늦

risking)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TIFIA나

어지는 경우 사업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

유럽의 PBCE와 같이 대규모 후순위채 투자,

고 경우에 따라 사업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

등은 대출여건을 크게 개선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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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honeim@tamimi.com)
Cairo University (LL.M / LL.B.)
前 MIO Law Firm, UAE
現 Al Tamimi & Company
소송·중재 전문

Main Contractors may not be
liable for the Nominated
Subcontractors’ Delay
아랍에미리트 민사거래법 (Civil

여 계약을 맺도록 한 하도급업체 (nominated

Transaction Code) 제 890조1)에 따르면 계약

subcontractors; 이하 “지정하도급업체”)를 별

상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도급업

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로, 과연 아랍

체 (main contractor)는 공사 전체 혹은 일부

에미리트 법원은 하도급업체의 선임주체에 따

를 하도급업체에게 얼마든지 일임하는 것이

라 민사거래법 제 890조를 달리 적용할 것인

가능하다. 하지만 본 조항은 동시에 발주처에

지 여부라 하겠다.

대한 의무는 하도급업체에 전가되는 것이 아
니라 원도급업체가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강
조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서와 마찬
가지로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알타
미미에서 대리한 케이스의 판결내역을 함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조항에서 “하도급업

살펴 보면서 자체하도급업체와 지정하도급업

체” 정의 시, 원도급업체가 선임한 하도급업

체에 대한 아랍에미리트 법원의 접근방식은

체 (domestic subcontractors; 이하 “자체하

어떤지 살펴보고자 한다.

도급업체”)와 발주처/감리자가 직접 지정하

* Al Tamimi & Company는 중동지역 최대의 현지 법무법인으로 한국건설사들의 진출이 활발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GCC 전국
가를 포함한 총 9개국에 17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1) 전문 : Article 890
(1) A contractor may entrust the performance of the whole or part of the work to another contractor unless he is prevented
from so doing by a condition of the contract, or unless the nature of the work requires that he do it in person.
(2) The first contractor shall remain liable as towards the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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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주요 내용
(Background of case)

1심 법원 (Court of First Instance)
1심 법원은 실제 공기지연 발생 여부를 확인

발주처는 두바이에 지하를 포함한 총 9층 규

하고, 만약 발생했다면 정확한 지연기간, 공기

모의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원도급업체와 계

지연으로 인한 배상금, 책임 소재확인을 위해

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서 상에 명시된 공

전문가 (engineering expert)를 선임했다.

기는 365일이었고, 원도급업체의 공기준수 지
연 시, 지연배상금 (delay penalty)은 계약금액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는 보고서 상에 공기

의 10%로 제한되었다. 발주처와 감리자는 일

지연의 책임이 지정하도급업체에 있으므로,

부 작업의 수행을 위해 계약 조건 상 직접 지

발주처는 원도급업체에 지연배상금을 적용할

정하도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었고, 이에 원도

수 없고, 발주처가 제기한 소를 근거로 원도급

급업체는 발주처/감리자가 지정한 하도급업체

업체를 상대로 지급하지 않고있는 지연배상금

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AED 937,434 (한화 약 2.82억원)이 원도급업
체에 지급되어야 함을 언급했다. 하지만 전문

발주처는 완공기한이 지연됨에 따라 계약
상의 지연배상금 명목으로 원도급업체에 기성

가는 원도급업체가 주장한 추가간접비는 계산
하지 않았다.

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원도급업체
는 공기지연이 지정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한

발주처는 법원에서 선임된 전문가가 제출한

것이므로 감리자에 공기연장 및 지연배상금을

보고서 내용을 수용하지 않았고, 전문가가 원

핑계로 지급하지 않은 기성금을 지급할 것과

도급업체를 공기지연의 책임으로부터 면하게

공기지연으로 인한 추가간접비 (prolongation

해서는 안됨을 강조했다. 또한 원도급업체도

costs)를 계산하여 정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지정하도급업체의 공기지연으로 인해 본인이

하지만 감리자는 원도급업체의 요청을 수용하

별도로 지출했던 추가간접비를 계산해야 함을

지 않았다.

근거로 보고서 내용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다시 전문가에게 케이스파일을 보내면

이후, 발주처는 원도급업체의 공기지연에 대
해 소를 제기하였고, 원도급업체의 공기지연

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전문가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할 것을 요청하였다.

을 근거로 본인이 지연배상금에 해당하는 금
액을 보유할 권리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또한

전문가는 추가보고서 (supplementary

원도급업체도 발주처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

report)를 통해 기 제출한 보고서의 타당성을

하였고, 지정하도급업체가 공기지연에 책임이

강조했다. 또한 추가보고서에는 1차보고서에

있음을 근거로 발주처가 보유한 지연배상금

는 언급하지 않았던 원도급업체의 추가간접비

및 추가간접비 지급을 요청했다.

에 대해 해당 금액은 AED 351,142 (한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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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법률정보

1.05억원)이고, 원도급업체는 이 금액을 추가

추가 간접비 계상을 요청하였다.

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판정했다.
2심 (항소) 법원은 발주처의 항소를 기각하
1심 법원은 추가보고서 수령 후, 지정하도

였고, 원도급업체의 항소를 받아들여 발주처

급업체가 공기지연에 책임이 있음을 근거로

가 원도급업체에 AED 351,142 (한화 약 1.05

발주처에서 제기한 소를 기각했고, 원도급업

억원)에 달하는 추가간접비를 지급해야 한다

체가 발주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의 일부를 인

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원도급업체가

정하여 발주처가 지연배상금 명목으로 AED

공기지연 방지를 위해 감리자에 지정하도급업

937,434 (한화 약 2.82억원)를 미지급한 것은

체 선정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을 내렸다.

감리자의 선임 지연으로 인해 지정하도급업체
의 공기지연이 발생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1심 법원은 지정하도급업체가 공기지
연에 책임이 있으므로 발주처가 원도급업체를

대법원 (Cassation Court)

상대로 지연배상금 명목으로 기성금을 보유하
고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

발주처는 아랍에미리트 민사거래법 제 890

았으나, 원도급업체가 주장한 추가간접비는

조에 따라 원도급업체가 공기지연 등 하도급

수용하지 않았다.

업체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 책임이 있
음을 근거로 두바이 대법원 (Dubai Cassation

2심 (항소) 법원 (Appeal Court)

Court)에 상고하였다. 특히, 발주처는 2심 (항
소) 법원이 원도급업체를 지정하도급업체의

발주처는 감리자를 통해 지정하도급업체의

공기지연 책임으로부터 면제 해주고, 공기지

선임이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원도급업체가

연으로 인한 추가간접비를 보상받도록 한 것

직접 지정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은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도급업체가 지정하도급업체의 공기지연에

발주처는 지정하도급업체와의 직접적인 계약

책임이 있음을 근거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

관계가 없고, 감리자가 지정하도급업체를 선

다. 또한 발주처는 원도급업체가 지정하도급

임하긴 했으나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

업체의 작업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고, 발

도급업체이므로, 해당 하도급업체는 자체하도

주처와 지정하도급업체 간에는 직접적인 계약

급업체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고, 원도

관계가 없으므로 원도급업체가 발주처에 지연

급업체가 지정 하도급업체의 작업 관리•감독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을 담당했기 때문에 공기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원도급업체 역시 추가간접비를 수용하지 않
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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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고 있는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체가 직

체가 자체적으로 선임하는 자체하도급업체와

접 선임하고 계약을 체결한 자체하도급업체에

발주처/감리자가 선임하는 지정하도급업체를

2)

만 적용됨을 판시하였다 . 이는 곧, 원도급업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지만, 실제 아랍에미리

체가 직접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트 법원에서는 이 두 가지 유형의 하도급업체

하더라도 선임과정에서 발주처/감리자가 원

를 구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급업체에 선임을 지정하였다면 해당 하도급
업체에는 제 890조의 적용이 불가하다는 뜻으

즉, 지정하도급업체의 경우, 직접 원도급업

로, 나아가 대법원은 발주처는 해당 하도급업

체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발

체가 감리자가 선임한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

주처/감리자가 해당 업체를 원도급업체에 배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내역에 대해

정한 경우, 민사거래법 제 890조는 지정 하도

책임을 진다고 덧붙였다.

급업체에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시사점

따라서 원도급업체는 지정하도급업체의 계
약상 의무 불이행에 본인이 직접적인 기여를

위 케이스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아랍에

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미리트 민사거래법 제 890조 자체는 원도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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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이제 중남미다

애증이 얽힌 미국과
중남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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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이루자, 미국이 점차 이들을
대체하는 세력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1823년 12월 먼로 독트린을 발표하여 유럽 열강이
미주대륙에 간섭하는 것을 거부하고 중남미를 미국의 영향력 하에 두게 되었다. 그 후 중남미는 미국이
‘앞마당’으로 치부될 정도로 미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이 막강하게 되었다. 한편 중남미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 갈등을 빚기도 하였고, 후일 중남미의 좌파정권이 탄생되는
토양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단초가 된 먼로 독트린

고였다. 먼로주의는 19세기 초반 대륙팽창의
시대를 상징한다. 먼로주의는 건국의 국부들
이 생각했던 고립주의적 전통을 따르는 방어

먼로 독트린은 미국의 제임스 먼로 (James
Monroe) 대통령이 임기 7년째 되는 해(1823

적, 수동적 선언이 아니라 대륙 팽창을 염두에
둔 적극적, 공격적 선언 이었다.

년)에 의회 일반교서 연설에서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그것은 신세계와 구세계는 완전히 분

먼로는 자신이 내세운 이 외교 방침이 향후

리 독립된 체제로 되어 있으므로 그 영향권 역

2백여 년 동안 지속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시 분리되어야 하며, 유럽 강국이 신세계를 억

것이지만, 먼로주의는 미국 외교 정책의 분수령

압하거나 지배하려 든다면 이는 미국에 직접

이 되었다. 캘빈 쿨리지(John Calvin Coolidge,

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Jr.) 허버트 후버(Herbert Clark Hoover),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 등 먼 후대의 미국 대

기본적으로 먼로 독트린은 유럽 국가들에게
"아메리카인을 위해 아메리카를 떠나라"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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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들도 이를 인용한 바 있어 미국 외교사상
매우 길게 지속된 외교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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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남미에 대한 전략적, 경제적
위상 강화

그 후 1845년에 텍사스 공화국이 합병을 통
해 미국의 28번째 주인 텍사스 주가 될 것을
선언하자 종주국이라고 생각한 멕시코가 이

(미국의 쿠바 합병 노력)

에 반발하여 일어난 전쟁이 멕시코-미국 전쟁
(1846년)이다.

19세기 전반에 걸쳐, 미국 남부 출신의 정치
인들은 미국 내 흑인 노예제도 옹호의 세력을

전쟁은 1848년 2월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

강화하고자 쿠바를 합병할 계획을 세웠고, 그

(Tratado de Guadalupe Hidalgo, Treaty of

러는 동안 일단의 쿠바 반란군이 미국으로 망

Guadalupe Hidalgo)으로 종결되었다. 텍사스

명해 스페인 식민 정부를 전복하려는 계획을

를 합병하였고, 겨우 1,825만 달러를 지급하고

시작했다. 1848년 합병을 옹호하는 폭동이 진

멕시코로부터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콜로라

압되었고, 플로리다로부터 쿠바를 침입하여

도, 애리조나, 네바다, 유타 주 등을 멕시코 땅

합병하려는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다. 또한 미

의 1/3에 해당하는 지역을 할양 받아 영토를

국이 스페인으로부터 쿠바를 구입하려고 하는

넓혔다.

제안도 있었다.
1861년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발발했
그 후 독립을 위한 세력과 지방의 지지를 받

을 당시,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는 멕시코

는 스페인군 간의 십년전쟁(1868∼1878년)이

의 보수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막시밀리아노

라 불리는 긴 투쟁이 일어났을 당시, 미국은 쿠

(Maximiliano I) 왕국을 건설하였는데, 미국

바 반란 단체와 스페인 간의 중재역할을 수행

은 베니토 후아레스(Benito Juarez)가 주도한

하였고, 이를 통해 미국은 쿠바 내에서의 사탕

독립전쟁을 지원하여 1867년에 막시밀리아노

수수에 대한 이권을 확대하였다.

를 축출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은
1870년대 이후 멕시코에서 광업, 목축, 철도

(미국-멕시코 전쟁과 미국의 영토 확장)
독립 초기인 1836년에 미국과 멕시코 간

등에서 미국의 이익을 확대하였다.

(미국-스페인 전쟁과 스페인 식민시대의 종말)

에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 당시 멕시코 땅이었
던 텍사스로 이주해온 미국인들이 독립을 선

1895년 베네수엘라(Venezuela)와 영국이 국

언하자 멕시코 진압군이 알라모(Alamo)를 함

경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미국의 국

락하였고, 그해 말 전열을 재정비한 연방군이

무장관인 리차드 올리(Richard Olney)는 영

전쟁의 선봉에 선 멕시코 군대를 궤멸시켰던

국에 대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제기

것이다.

한 중재안을 수락하라고 강권했다. 그와 동시
에 미국은 미주대륙에 대해 종주권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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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U.S. has Sovereign on this Continent)을
영국에 명확히 주지시키기도 하였다.

1880년대 미국의 제임스 블레인(James
Blaine) 국무장관은 중남미를 미국의 리더십
하에 두고 중남미 시장을 미국에 개방토록 하

이러한 가운데 1898년 2월 아바나 항구에서

는 소위 빅브라더정책("Big Brother" policy)

미국 군함 메인(Maine)호가 침몰당해 260명

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1889년 최초로 범미

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은 이 사건

주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erican

을 스페인의 테러로 단정 짓고 4월 21일 스페

States)를 개최하였다. 이 정책은 미국이 제국

인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행동

주의로 나아가는 단초를 제공하였고, 이 정

은 인도적인 묵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명분

책을 추진한 블레인은 제국주의의 건축가

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쿠바의 사탕수수 경

(Architect of Empire)로 불리기도 한다.

제의 침체를 막고 쿠바를 미국의 영토로 편입
하려는 생각 등의 경제적, 전략적인 고려에 따

(미국의 경찰 역할 강화와 파나마 운하 건설)

른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1902-1903년에 베네수엘라의 시프리아노
마닐라만 해전과 산티아고 해전 두 곳에서

카스트로(Cipriano Castro)가 대통령에 취임

모두 패배한 스페인은 결국 미국의 종전 제안

하면서 정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부

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1898년 프랑스 파리

채동결을 선포하자 당시 채권국이었던 영국,

에서의 파리 강화조약(The Treaty of Paris of

독일 및 프랑스 3개국이 연합하여 베네수엘라

1898)이 체결되었다. 이 결과 스페인은 쿠바의

항구를 봉쇄하였다. 이 사태 해결을 위해 1904

독립을 승인하고, 괌과 푸에르토리코를 미국

년부터 개시된 중재법원의 심리와 판결이 유

에 할양하였으며, 필리핀도 헐값에 미국에 넘

럽의 전쟁 당사국에 유리하게 되자 이에 시어

겨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도어 루스벨트 주니어(Theodore Roosevelt.
Jr., 임기 : 1901년 9월–1909년 3월) 대통령

미국은 이 전쟁으로 북미 일대에서의 영향

은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루

력을 극대화시키기 시작하였으며, 먼로주의를

즈벨트의 먼로주의 수정안'(an addition to the

무력으로 실현하면서 미주 대륙 일대에서의

Monroe Doctrine)으로 알려진 루즈벨트 독트

유럽 세력을 사실상 몰아내고 해당 지역을 사

린(Roosevelt Corollary)으로 천명하고, 중남

실상 독점하다시피 하게 되었다.

미에 대한 경찰국가 역할을 강화 헀다.

미국의 본격적인 대 중남미 팽창정책의
전개

이 수정안의 내용은 중남미 내 후진국의 내
정 문제에서 유럽의 개입을 금지하는 한편 미
국이 해당 지역 국가의 치안을 보장하고 이들

(빅브라더(Big Brother)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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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 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책임지겠

bullets)이라 표현한 데서 생겼다.

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그는 1906년 10월
쿠바의 소요사태를 진압하기 위한 군대를 파

달러외교는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투자 등

견하여 3년간 통치하였으며, 1907년 중미 5개

미국의 몇몇 다국적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도

국 간의 평화회의를 제안하여 미국 워싱턴에

와 관계발전을 가져오기도 하였으나, 1910-

서 두 차례에 걸쳐 열렸다.

1920년대 바나나 전쟁(Banana Wars)으로 알
려진 온두라스, 니카라과, 아이티, 도미니카공

또한 미국-스페인 전쟁 중에 태평양과 대서

화국 등지에 대한 군사개입과 베라크루스 멕

양 양쪽에 분산된 함대 관리가 어려웠고, 샌프

시코 혁명군을 진압하는 내정간섭도 정당화

란시스코에서 아바나로 보낸 순양함 오레곤

하였다. (바나나 전쟁(Banana Wars)은 1차 세

(USS Oregon)이 67일 만에 도착한 것을 본 루

계 대전 후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중미국가에

즈벨트 대통령은 파나마운하 건설에 집착하게

대한 군사 개입의 총칭이다. 개입의 대부분은

되었고, 결국 파나마 지역을 배후조종하여 파

해병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경우에 따라서

나마까지 독립시켜 친미정권을 세운 뒤 파나

해군의 함포 사격과 육군 병력도 사용되었다.

마 운하를 건설하게 되었다. 독립된 파나마 정

이 명칭은 당시 중미에서 경제적인 이해관계

부는 1904년 2월 1,000만불을 받고 파나마운

를 가지고 있었던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

하 영구조차권과 치외 법권 및 무력 간섭권을

(United Fruit Co.)가 농장에서 바나나를 재배

미국에 부여하였다.

하면서 혁명 운동의 억제 등 내정개입으로 물
의를 빚은 데서 유래한다. 바나나 전쟁은 1934

(달러 외교를 통한 경제 독점 추진)

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선린 외교로
종결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정치적 영향
력에 주된 관심을 보인 반면, 뒤를 이은 윌리

또 제1차 세계대전(1914년 7월-1918년 11

엄 하워드 테프트(William Howard Taft, 임

월) 후에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한 우드로 윌슨

기 : 1909년 3월–1913년 3월)대통령은 경

(Woodrow Wilson, 임기 : 1913년 3월–1921

제적 독점을 위해 노력하는 달러외교(Dollar

년 3월)은 달러외교를 비난하면서 이상적인

Diplomacy)를 적극 추진하였다. 이 정책은 아

외교정책을 천명하였으나, 중남미에서의 미국

시아 및 중남미에 대한 미국자본의 투자를 장

의 경제적 이익을 고수하고, 독일의 작전에 대

려함으로써 미국상품의 해외진출을 촉진함과

응한 미국의 안보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중남

아울러 그 나라에서의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

미 문제에 깊이 관여하는 지도자가 되었다. 그

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달러외교라는

는 멕시코 혁명(1910-1917)에 개입하여 1914

말은 태프트 대통령이 자신의 교서에서 ‘달러

년에 베라크루스에 군대를 파견하기도 하였으

로 총알을 대신하는 것’(substitute dollars for

며, 1915년에는 아이티를 19년 동안 군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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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가능토록 하는 작전을 전개하였고, 1916

승인한 플랫 수정안(Platt Amendment)을 폐

년에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8년간의 군사정부

기하였고, 1934년 8월에는 아이티에서 미국

를 수립하도록 하였다.

해병대도 철수했다. 선린정책의 성공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에 대한 중남미 여러 나라

제1차 세계대전은 미국의 중남미에 대한 정

들의 신속한 결집으로 나타났다.

치, 경제적 영향력을 크게 확대시켰다. 1920
년대에는 중남미에 재정자문관을 파견하게 되

냉전과 중남미의 공산화 방지 노력

었고, 1917년 멕시코의 헌법에 따른 석유국
유화를 둘러싼 멕시코와의 분쟁에 적극적으

(미국 주도의 지역안정보장기구의 창설)

로 임하게 되었다. 1926년 말부터 미국은 자

유주의의 아우구스토 산디노(Augusto César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미

Sandino)에 반대하여 대규모로 개입하였고,

국은 중남미 국가들이 반 추축국(anti-Axis

그 결과 1934년 미국에 의해 훈련을 받은 국가

Powers)대열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였고, 이러

경비대 우두머리인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가르

한 미국의 정책은 대체적으로 성공을 거두었

시아(Anastacio Somoza Garcia) 장군이 부정

다. 브라질은 1942년 1월 자국 내 공군기지를

선거를 통해 1937년 대통령이 되도록 하는데

미국에게 개방하고 추축국과의 절교를 선언

기여하였다. 소모사는 이후 20년 동안 독재자

하였고, 멕시코도 미국으로 국민들을 이주시

로 니카라과를 지배했고 엘살바도르만한 크기

켜 전쟁 물자를 생산 등에 크게 기여하였고 여

의 토지와 엄청난 개인 재산을 부정 축재했다.

러 전선에1,500명의 병사를 보내고, 공군 편대
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또 중미, 카리브 지역의

선린정책을 통한 간섭정책과의 결별
시도

많은 농촌 근로자들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도
시의 공장에서 일하게 되기도 하였다. 또한 전
쟁에 개입하기를 꺼렸던 아르헨티나도 전쟁이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Delano

끝날 무렵에는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Roosevelt, 임기 : 1933년 3월–1945년 4월)
대통령은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이래 추

전쟁이 끝나자 미국은 중남미를 동구 블록

진되어 오던 내정간섭정책이 중남미와의 관

에 대항하는 자유세계의 일원으로 간주하고

계 악화를 가져 온 것을 보고 선린정책(Good

이들 국가들이 공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neighbor policy)을 표방하고 중남미와의 협력

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것이 트루만 대통령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종의 우호정책을

(Harry S. Truman)의 트루만 독트린으로 나타

시행하였다.

났는데, 그 내용은 공산주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하여 자유와 독립의 유지에 노력하며, 소수

이에 따라 1934년에는 미국의 쿠바 간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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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나라에 대하여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제공

로 정권 전복을 위해 쿠바 반군들로 하여금 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만(Bay of Pigs)을 침공토록 했으나 실패했
다. 일 년 후인 1962년에는 미국과 소련 간에

이러한 외교정책에 따라 전쟁이 끝난 후

쿠바미사일 위기가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에

인 1945년 2월 미국은 멕시코시티에서 소위

서 미국은 중남미에서의 공산화가 확산되지

차풀테펙 헌장(Act of Chapultepec)을 지역

않도록 좌파 정부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안전보장을 도입하도록 하는데 주도적 역할

기울였다.

을 하여 1947년에 미주 상호원조 조약(InterAmerican Treaty of Reciprocal Assistance)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미국의 정책이 바로

을 체결하고 이어 1948년에 미주기구

‘진보를 위한 동맹’(Alliance for Progress)이다.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를 창

이것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 미주 대

설하게 되었다. 이 당시 충남미의 미국이 유럽

륙끼리 결속을 다지고, 극심한 빈곤과 저 발전

에서 실시한 마셜플랜(Marshall Plan)을 중남

에서 고통 받는 중남미의 경제 상황을 구조적

미에도 실시해 줄기를 강력히 요청하기도 하

으로 개혁할 것’을 기치로 내걸고 발표된 정책

였다. 미국은 중남미의 개발을 위하여 1959년

이었다. 이를 위해 미국은 200억불을 중남미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의 농업경제개혁과 인프라 구축, 교육과 보건

Bank, IDB)를 설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

등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였다.

였다.
이 정책은 쿠바 혁명의 성공이 다른 중남미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냉전이 격화되자 미

국가에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온 지원정

국의 관심은 중남미에서의 공산주의의 영향

책으로서 중남미의 일부 국가에는 도움이 된

력을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1954년에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정책이 중남미의 사

과테말라의 하코보 아르벤스 구스만(Jacobo

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Árbenz Guzmán) 정부를 소련과의 연계되어

한다.

있다는 것을 구실로 무너뜨리기도 하였다.
케네디 대통령이 1963년 11월 암살당한 후

(쿠바혁명의 충격과 좌파 확산 방지 노력: 진보를

에도 이러한 정책이 지속되었으나, 공산주의

위한 동맹(Alliance for Progress)

적 사고를 가진 세력을 막기 위한 군사적 개입
도 지속되었다. 미국은 1964년 브라질의 민주

1959년 1월 쿠바에는 피델 카스트로(Fidel

정권이 갈수록 독자노선을 강화해 나가자 쿠

Castro)가 이끄는 혁명정권이 수립되었다. 이

데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1965년에는

정부는 마르크스주의를 채택하고 비 미국화

도미니카 공화국의 좌익정부 출현을 방지하기

노선을 추구하지, 미국은 1961년 4월 카스트

위하여 2만 명의 병력을 파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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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시 미국은 공산세력의 확산을 위해서

불었다. 1980년대에 들어 중남미 국민들의 강

는 군사독재정권도 적극 비호하는 정책을 펼

력한 바람으로 권위주의적인 정권들이 퇴진하

쳤다. 1970년 대통령 선거에서 36.62% 득표

기 시작하였다.

율로 승리하여 중남미에서 최초로 민주 선
거를 통해 집권한 칠레의 살바도르 아옌데

이러한 중남미의 새로운 바람은 1977년에

(Salvador Allende) 대통령이 사회주의 정책을

취임한 지미 카터(Jimmy Carter) 대통령의 인

펼치자 1973년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권중시 정책과 미-소 냉전 시대가 종식된데

Pinochet)의 쿠데타를 지원하였다. 페론주의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상화의 변화에

로 유명한 아사벨 페론(Isabel Perón)에 대항

따라 미국의 중남미에 대한 관심은 미국의 국

하여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호르헤 라파엘 비

익에 부합한 새로운 개념의 ‘안보’를 지키는 방

델라(Jorge Rafael Videla)를 비호하였고, 좌파

향으로 전황되었다. 그것은 중남미에서 온 마

소탕을 위한 납치 및 실종 등 인권을 탄압한

약 문제와 불법 이민자 문제 그리고 중남미 경

더러운 전쟁(Guerra Sucia)을 지원하였다.

제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처를 위한 노력 등
이다.

1979년에 니카라과 혁명으로 산디니스타 민
족해방전선 정권이 등장하자 도날드 레이건

(중남미와의 마약 전쟁)

(Donald Reagan) 대통령은 이 좌익정권을 전
복하기 위한 콘트라(Contra) 반군을 지원하였

다음으로는 마약 문제이다. 조지 H.W. 부

고 엘살바도르의 우익정권을 적극 지원하였

시 대통령은 1989년 12월 파나마 침공을 감행

다. 그리고 1983년 카리브의 섬나라인 그레나

하여 마약 밀거래를 해 오던 마누엘 노리에가

다에 소련과 쿠바의 지원을 받은 군부 쿠데타

(Manuel Antonio Noriega Moreno)대통령을

가 일어나자 그해 10월 미 해병대 병력 2천여

체포하여 미국으로 압송하였다.

명이 기습 공격을 감행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 들어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한편 미국은 중미 지역의 민주주의와 사회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 그것은 플란 콜롬비

정의를 지원하기 위한 비군사적 지원 조치인

아(Plan Colombia) 와 메리다 이니시아티브

카리브 연안 무역특혜정책(Caribbean Basin

(Merida Initiative) 인데, 이것은 콜롬비아와

Initiative, CBI)을 시행하였다.

멕시코의 마약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미국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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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경제적으로는 인프

의 절대다수인 64%를 차지하고, 푸에르토리

레, 실업, 외채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

코(10%), 쿠바(4%), 도미니카공화국(3%)이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

뒤를 이었다.

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World Bank)은
미국식 자본주의 시장경제 발전모델을 제시하

CDC는 지금 추세라면 2035년께 라티노는

였고, 1990년대 초 IMF와 세계은행, 미국 내

8천554만 3천 명으로 증가해 전체 미국 인구

정치경제학자들, 행정부 관료들의 논의를 거

의 22.8%를 차지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처

쳐 ‘워싱턴 컨센서스’가 정립되었다.

럼 라티노의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
로는 이들이 가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아 낙태

이러한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가 미국, 캐
나다, 멕시코 간에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

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데에 기인하
기도 한다.

(NAFTA)으로 1994년에 발효되었다. 이러
한 성과를 전 미주지역으로 확산하려는 노력

미국 내에서는 ‘미국의 라틴화’에 대한 우려

이 그해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미주정상회의

가 존재한다. 그리고 불법 입국과 관련된 논란

에서 시도되어 2005년까지 미주자유무역지대

도 있는데, 그것은 불법이민자의 75%가 라틴

(FTAA)를 2005년까지 발족시키기로 합의하

계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지리적으로 그리 멀

였다. 한편 미국과 중남미의 다수국가들은 자

지도 않고 육로로 이어져있어서 몰래 넘어가

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여 무역자유화에

기도 비교적 쉬운 편이며 임금 격차가 크기 때

앞장섰다.

문에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강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미국 내 라티노 인구의 영향력 증대

라틴계 노동력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으로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중남미 여러

(미국내 라티노 인구 현황)

나라의 국민들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미국
에 들어가거나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멕시코 영토 합병, 제1차에서의 라틴
계의 미국 지원으로 인한 이주와 제2차 대전

이러한 미국 내 라틴계 인구는 미국과 중남

후 대규모의 이주로 미국 내 라틴계의 비중이

미 국가 간의 관계를 증진하는 가교 역할을 수

크게 늘어나고 있다.

행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미국에서 얻은 달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2015년 5

를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하여 중남

월 발표한 '라티노의 포괄적 건강 보고서'를 보

미 국가들이 달러의 보유를 늘이는 수단이 되

면, 현재 라티노는 미국 전체 인구의 17.7%인

기도 한다. 그러나 늘어나고 있는 불법이민 문

5천675만 4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국

제가 백인으로 구성된 중산층의 취업 기회를

가별로 보면 멕시코 출신이 미국 전체 라티노

앗아가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 반감을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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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기도 한다.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트럼프의
정책은 이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레이건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문제 처리)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이러한
불법 이민자 문제는 레이건 행정부 시절인

그의 강경 정책 기류는 지속되고 있다.

1986년에 채택된 ‘이민 개혁 및 통제에 관한
법령’(The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을 통해 미국의 이민 정책은 일대 전환을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발과 핑크
타이드의 부상 및 퇴조

맞이한다. 이 법령의 주요 골자는 1982년 이전
에 입국한 모든 불법 이민 노동자에게 합법적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반발과 핑크 타이드 부상)

인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이었다. 이 법령은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는데, 그 첫째는 이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른 중남미 발전 모델

전의 이민 정책이 주로 ‘신규’이민자를 정책 대

은 곧 이어 커다란 도전을 받게 된다. 그것은

상으로 삼았던 데 비해 1986년 법령은 이미 입

중남미에 불어 닥친 좌파 정권들의 등장에 기

국하여 체류 중인 ‘불법’이민자에게로 초점을

인한다.

옮겼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이전의 이민 정책
이 주로 정치·사회적 환경에 따라 좌우되었던

이러한 좌파 정권들은 중남미가 중남미의

반면 1986년 법령은 경제적인 요인을 주로 반

외채 위기 해결을 위해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1978년 오일 쇼크 이

둔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경쟁력이 약한 중남

후 이민자의 노동 공급은 경제 활성화에 긍정

미는 저성장의 덫에 걸린다는 문제의식을 가

적인 요소로 인식되었고, 실제로 이즈음 미국

지게 되었고, 이의 해결은 소득재분배를 통한

노동시장에서 이민자들이 차지한 비중은 절대

불평등 해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지게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문제 처리)

이러한 생각의 가진 선두주자는 베네수엘라
의 우고 차베스(Hugo Chavez) 대통령이다. 그

2016년 가을 대통령선거 유세가 한창일 때,

는 1998년에 집권하여 중남미 좌파 운동의 선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대

봉에 섰다. 그의 강력한 반대로 미주자유무역

통령이 되면 “거대하고 아름다우면서도 강력

지대 구상은 물거품이 되었고, 자신의 주도로

한 장벽을”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설치해서 불
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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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A(Alianza Bolivariana para los Pueblos

de Nuestra América :Bolivarian Alliance

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의 백인 노동자들은 불

for the Peoples of Our America)를 구축하

법이민자로 인해 그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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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이

라질에서는 부패 스켄들 등 여러 가지 악재

등장한 이후, 2002년 브라질에 룰라(Lula) 대

가 겹쳐 경제상황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가운

통령 정부가 들어섰고, 2003년에는 아르헨티

데 2015년 11월 22일 실시된 아르헨티나의 대

나 끼르츠네르(Nestor Kirchner) 정부, 2005년

산에서 중도우파 정당 ‘바꾸자’(Cambiemos)

볼리비아 모랄레스(Evo Morales) 정부, 2006

의 마크리(Mauricio Macri)가 51.40%를 획

년 칠레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정부 및

득하여 48.60%를 획득한 집권당 승리를 위한

니카라과 오르테가(Dniel Ortega)정부, 2007

전선(Frente para la Victoria)의 다니엘 시올

년 에콰도르 꼬레아(Rafael Correa)정부, 2008

리(Daniel Scioli)를 누르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년 파라과이 루고(Fernando Lugo) 정부, 2009

것을 계기로 중남미에서 실시된 대선에서 우

년 우루과이 무히카(Jose Mujica) 정부 등

파 후보가 승리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서서

2000연대 들어 남미 각국들이 줄을 이어 좌파

히 핑크 타이드가 퇴조하고 블루 타이드 (Blue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

Tide)가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 중에서 베네수엘라는 반미의

트럼프 시대와 중남미

선두에 서게 되었고, 이를 추종하는 국가로는
볼리비아, 에콰도르, 니카라과 등이고, 그 외의

오늘날 미국과 중남미의 관계도 질적인 변

국가들도 약한 반미 또는 중도 노선을 취하는

화를 가져 오게 되었다. 과거와 같이 미국이 일

모양세를 보였다. 중남미에서 일어난 이러한

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어

현상은 마치 물결치는 듯한 모양세를 띠고 있

렵게 되는 국제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었는데,

다고 하여 핑크 타이드(Pink Tide) 라고 불리

이것은 중남미 국가들의 새로운 국제 질서에

고 있다.

대한 적응하기 위한 외교의 다변화 노력과 미
국이 역내 헤게모니를 휘두르는 것보다는 자

(핑크 타이드의 퇴조)

국의 실익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 추진
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러한 중남미의 정치 조류는 세계
경제의 지형이 바뀜에 따라 세력이 약화되는

그런데 중남미에서 블루타이드 현상이 일어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

나고 있는 시점에 미국에서는 ‘미국 우선주의’

임 모기지론 사태로 시작된 세계적 금융위기

(America First)를 주창하는 트럼프가 대통령

로 석유등 원자재 가격이 곤두박질치자, 원자

에 당선되어 미국과 중남미 관계는 새로운 도

재 의존도가 높은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국가

전을 받고 있다. 트럼프는 강력한 보호무역주

들의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고 저서장 내지 마

의를 천명하고 미국의 국익을 감안한 상호주

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가운데 물가가 치솟

의 원칙을 내세웠으며, 강력한 불법이민정책

아 높은 인프레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 브

을 표방하였다. 2017년 1월 20일 취임한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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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이제 중남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TPP 탈퇴를 선언하는

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리적 인접성으로

행정명령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행

인하여 일어나는 마약, 불법 이민, 통상 등 다

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또한 NAFTA도 재협상

른 지역과는 차별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

을 추진하고 있다.

지고 있고, 미국 내 라틴계 인구의 증가로 인한
상호 이해를 위한 독특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

트럼프 시대에는 미국과 중남미가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의 관계 설정을 위해 진통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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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양측 간에는 앞으로도 애증의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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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동남아시아 11

태국에서의 부동산 개발사업,
누가 주도하고 있나?
엄성필

박사

한·아세안센터 무역투자국 부장

최근 방콕을 중심으로 태국 부동산 특히, 콘

2010년에는 40만 명으로 늘어났고, 지금은 75

도 시장이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자 일

만 명이 이용한다. 러시아워에는 일본 동경 지

본, 중국 등 태국 시장에 진입하는 외국 부동산

하철을 방불케 한다.

개발업자들의 숫자가 매년 늘고 있다. 본고에
서는 태국 부동산 개발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
하고 우리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처럼 BTS가 교통수단으로서 확고한 위
치를 확보하고 나자 부동산 개발업자들도 역
세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을 개발하기 시작했

방콕의 콘도시장 개발의 역사

다. 현재 하루 75만 명이 이용하는 BTS 초록선
(Light Green Line)을 따라 콘도, 오피스, 쇼핑

(전철선 따라 개발되는 부동산)

몰, 호텔들이 들어서고 있다. 덩달아 주변 땅값
도 치솟아 1998년~2017년 간 땅값은 10배 이

1999년 방콕에 23.5 km의 Bangkok Mass

상 올랐다.

Transit System(BTS) 즉, 스카이 트레인(Sky
Train)이 개통되었다. 그러나 BTS 건설 초기에

방콕의 경우 1988년에 약 3천 가구의 콘도

만 해도 럭셔리 백화점, 5성급 호텔들은 어중

가 있었으나 지금은 64만 5천 가구를 넘어선

이떠중이들이 몰려들 것을 우려하여 전철역이

것으로 부동산 컨설팅 업체 CBRE는 추정하고

근처에 들어오는 것을 꺼려했다.

있다. 콘도는 주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콘
도 건설 붐은 2004년 태국 정부가 Mass Rapid

그러나 상황은 항상 반전된다. 2000년 개

Transit(MRT)인 21 km의 청색선(Blue Line)

통 시에 하루 15만 명이 이용하는데 그쳤지만

을 개통하면서 시작되었다. 2017년 8월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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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e-Tao Poon간 1.2 km의 청색선 연장선이

있는데 이중 68%가 MRT 반경 800미터 이내

개통되었고, Tha Phra까지 11.9 km의 고가구

에 있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사이에 방콕

간은 2018년 내 완공될 예정이다. 그리고 다

은 외곽으로 확대되는 동시에 방콕 다운타운

른 쪽 Hua Lamphong-Lak Long간 13.9km

과 미드타운에는 대중교통시스템이 도입되었

의 연장선은 2019년 중반 개통될 예정이다.

다. 아울러 방콕 미드타운과 외곽에 11만 가구

MRT 청색선이 하루 35만 명이 이용하게 되

의 콘도가 건설 중인데 이중 역 반경 800미터

면서 이곳을 따라서도 부동산 개발이 이루어

이내에 72%가 위치해 있다.

지고 있다.
2018년 상반기에 수량기준 전년동기 대비
2017년의 경우 BTS 초록선 북쪽 연장선

7.6%가 증가한 2만2,560여 가구의 신규 콘도

(4,900가구), MRT 짙은 청색선(Dark Blue

가 착공되었다. 금액기준으로는 1,038.6억 바

Line) 연장선(4,500가구), MRT 짙은 청색선

트로 전년동기의 495억 바트에 비해 2배 이상

연장선 1(2,200가구), BTS 초록선 남쪽 연장

늘어났다. 이는 전년도의 경우 방콕 외곽 공급

선(900가구) 등의 콘도가 공급되었다. 2020년

이 많은 반면 2018년 들어서는 시내 공급이 늘

MRT 짙은 청색선 연장선이 개통되면 서울 지

었기 때문이다. 2018년 전체 착공될 신규 콘도

하철 2호선처럼 미드타운을 빙 돌면서 연결하

수는 전년도 수준과 비슷한 5만5천 가구 될 것

게 되므로 이용객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역

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향후 태국의 경제상황

세권 콘도 개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

과 구매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물론 방콕의 콘도 붐을 이끄는 요인으로 대
아울러 MRT 보라선(Purple Line) 공사 개

중교통시스템이 중요한 요인이지만 도시화,

시의 호재에 즈음하여 많은 콘도 프로젝트들

핵가족화, 가처분 소득의 증가, 주택담보대출

이 착공되었다. 그러나 Bang Yai-Tao Poon간

의 용이, 외국인 구매자의 증가 등도 영향을 미

보라선은 2016년 8월 개통되었지만 하루 이

치는 요인들이다.

용객수가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5만1천 명 수
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콘도 개발자들은 추

지하철노선을 따라 부동산을 개발하는 것이

가적인 콘도개발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드시 자동적인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17년 6월 승인된 Tao Poon-Rat Burana간

그래서 부동산개발자 입장에서 가장 큰 과제

23.6km의 보라선 연장선이 완공되는 시점에

는 앞으로 개통될 Pink, Yellow, Orange, Gold

서는 보다 이용률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Line 중에서 어떤 라인이 가장 인기를 끌 것인

있다.

지를 예측하는 것이다. 이제 막 공사가 시작됐
기 때문에 이들 라인을 따라 어떤 역 근처에

방콕 시내의 경우 약 3만2천 가구의 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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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를 개발하는 것이 수요가 많을 것인지를

K-BUILD저널 2018. 10월호

예측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고, 2018년 1분기 신규 분양된 콘도의 평균가
격은 평방미터당 13만 바트, 그리고 역세권의

(방콕의 콘도 가격 변화)

경우는 25만 바트를 넘어서고 있다. Somkid
Gardens는 평방미터당 18만 바트 수준으로

방콕의 콘도 가격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

25년 만에 분양가 대비 5배가량 올랐다. All

이고 있다. 태국 최초의 럭셔리 콘도였던

Seasons Place는 14만~15만 바트, Sukhothai

Somkid Gardens(1995년 완공, 22층, 100가

Residences는 30만 바트 수준이다.

구)가 1991년 분양 당시 평방미터당 평균 가
격이 35,000~38,000바트 이었으나, 2년 뒤인

(호텔 브랜드 레지던스 붐)

1993년 All Seasons Place 콘도 분양가격은 평
방미터당 65,000~88,000 바트로 2배 이상 뛰
어올랐다.

최근 태국에서 호텔 브랜드 레지던스 붐이
일고 있다. 개발자들은 높은 값에 판매할 수 있
고 구매자들도 브랜드 레지던스를 선호하기

2007년에 분양된 Sukhothai Residences(41

때문이다. 브랜드 프리미엄 덕택에 일반 콘도

층, 196가구)는 평방미터당 235,000 바트로

에 비해 15~20% 정도 분양되고 있다. 현재 29

치솟았다. 그리고 요즘 유명 호텔 브랜드를 활

개의 신규 호텔 브랜드 레지던스 건설 프로젝

용하여 방콕 강변에 짓고 있는 레지던스들의

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방콕과 리조트 내에 들

분양가는 평방미터당 33만 바트를 넘어섰다.

어서고 있다. 이미 완공된 것과 진행 중인 것들
을 보면 푸켓(26 건), 파타야(10건), 방콕(9건)

그렇다면 과거 분양된 콘도의 현재가격은

등 3곳에 몰려있다.

어떻게 되었을까? 2018년 7월 현재 방콕 콘도
의 중간가격은 평방미터당 10만 바트 수준이

방콕의 경우 41건(21,000가구)이 완공되었

Sukhothai Resid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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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총 레지던스의 41%에 해당된다. 푸켓

은 아시아에서는 최초의 강변 부동산 개발 프

에는 13건의 프로젝트가 완공, 13건이 진행 중

로젝트로 14.2 에이커의 부지에 73층(355가

인데, Amanpuri, Banyan Tree, Sri Panwa 등

구,355 미터)으로 짓는다. 분양가격은 평균 평

이 주도하고 있다.

방미터당 33만 바트(약 1만 달러)이다.

최근 수년간 Four Seasons, Mandarin

ICONSIAM Superlux Residence Corp.

Oriental과 같은 초특급 브랜드들이 방콕 짜오

Ltd.은 500억 바트(15억 달러)를 투입하여 2

프라야(Chao Phraya) 강변에 지은 레지던스

개의 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하고 있다. 하나는

들은 콘도 분양가를 태국평균보다 3배 이상 높

Magnolias Waterfront Residences(70층)이

은 평방미터당 30만 바트의 수준으로 끌어 올

고 다른 하나는 The Residences at Mandarin

렸다.

Oriental, Bangkok(52층, 146가구)이다. 이중
만다린 오리엔탈 레지던스의 분양가는 평균

Country Group Development Public

평방미터당 36만~38만 바트이다.

Company Ltd.가 9억2천만 달러를 투입하
는 Four Seasons Private Residences Bangkok

한편, Magnolia Quality Development Corp.

짜오프라야 강변에 짓고 있는 Four Seasons Private Residences Bangkok

92

K-BUILD저널 2018. 10월호

아이콘시암이 짓고 있는 Magnolias Waterfront Residences 와 The Residences at Mandarin Oriental, Bangk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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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도 럭셔리 콘도에 도전하고 있다. 방콕 시

Sansiri Plc가 Wireless Road에 지은 '98

내 비즈니스 중심지에 짓는 60층 242 미터의

Wireless’는 분양가가 평방미터당 평균 58만

Magnolias Ratchadamri Boulevard(MRB) 주

바트로 태국에서 가장 비싼 콘도로 자리매김

상복합 프로젝트가 그것으로 동사 최초의 럭

했다. 이곳의 펜트하우스는 무려 6억5천만 바

셔리 콘도이다. 총 316 가구 중에서 80%가 이

트에 달한다. Sansiri는 2010년 대사관과 대사

미 팔려나갔으며, 구매자는 50%가 태국인,

관저가 몰려있는 Wireless Road 부지를 3,640

50%는 홍콩 등 외국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만 달러에 매입하여 2억7천만 달러를 들여 7

건물에는 2018년 8월 30일 문을 연 객실 171

년 만에 77가구의 유럽풍의 럭셔리 콘도를 완

개의 The Waldorf Astoria Bangkok이 들어서

공했다.

있다. Magnolias Ratchadamri Boulevard 주
상복합건물에서 6~16층, 55~57층을 사용한
다. 1~2 베드룸으로 구성돼 있으며 분양가격
은 1 베드룸 콘도가 평방미터당 20만 바트부
터 시작한다. 동 지역의 평균가격은 23만 바트
이다.

Magnolias Ratchadamri Boulevard(M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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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2015년 완공된 Pace

결 확대로 방콕 시내 상업중심지는 고급호텔,

Development Plc의 Ritz Carlton Residences

오피스, 상가, 레지던스, 병원 등의 인기지역으

Bangkok(77층, 200가구)이 평방미터당 45

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만 바트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곳의 펜
트하우스(850 평방미터)는 3억8,200만 바

실제로 방콕의 땅값은 1988년 Sukhumvit

트이다. Major Development Plc의 Marque

Soi 19번지에 있는 부지가 평방미터당 47,500

Sukhumvit는 평방미터당 43만6천 바트이고,

바트(1,451 달러)에 거래되었으나, 2017년에

707 평방미터의 펜트하우스는 3억 1,800 바트

는 Lang Suan Road 소재 부지가 평방미터당

이다.

775,000 바트에 팔렸다. 2018년 주태국 영국
대사관 소유였던 Wireless Road의 4 헥타르

(주상복합콘도 개발)

부지는 Central Group이 평방미터당 46만5천
바트에 사들였다. 이는 2007년 Central Group

CBRE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방콕의 비즈니

이 역시 대사관 부지의 일부(1.44헥타르)를 23

스 중심지의 땅값은 지난 30년간 100배 이상

만7,500 바트에 구입한 것에 비하면 2배가량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대중교통시스템의 연

오른 것이다. Central Group은 Hong Kong

Ritz-Carlton Residences at MahaNak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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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와 합작하여 이곳에 주상복합 프로젝트

호텔)가 들어선다.

를 진행할 계획이다.
CBRE와 Fitch Ratings에 따르면 현재 방콕
한편, 교통 인프라의 개선에 따른 땅값 상승,

에서는 1만~10만 평방미터의 대형 주상복합

건축비(총 공사비의 25%를 차지하는 인건비

프로젝트와 기존 리테일 면적의 레노베이션을

의 상승)의 증가, 경쟁 심화 등으로 팔기 쉽고

포함 90만 평방미터의 신규 주상복합 프로젝

투자수익률이 좋은 단일용도의 부동산 개발을

트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들 프로젝트가 완

어렵게 하고 있다. 그 결과 주상복합 프로젝트

공되는 2020~2021년에는 주상복합분야도 공

가 늘고 있다.

급과잉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
래서 완공 전에 분양률이 20%를 밑돌게 되면

방콕의 경우 The Icon Siam, The Parq,
Samyan Mitrtown, Singha Complex 등이 주

개발자들이 프로젝트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고 전하고 있다.

상복합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방콕 콘도시장으로 몰리는 외국인 투자자들
Samyan Mitrtown은 태국의 Golden
Land Property Development와 TTC

(일본, 중국의 각축장이 된 태국 콘도 시장)

Assets(Thailand) Co가 합작 투자하여 설립한
Kasemsubbhak Co(자본금 30억 바트) 가 개

최근 태국 콘도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 특히,

발하는 것으로 2016년 말 착공했고 2019년 말

일본, 중국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199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86억 바트가 투

~1998년 동남아 경제위기 전까지만 해도 일

입될 콤플렉스에는 6층의 쇼핑센터, 32층의 A

본, 타이완, 싱가포르 등이 주로 태국 동부해

급 오피스 빌딩, 33층의 콘도(콘도 554가구,

안지역의 산업단지개발에 투자했다. 그로부터

Samyan Mitrtown 개발도 및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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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 태국이 경제위기에서 회복되고 중산

중국의 해외 부동산 전문 사이트 Juwai.com

층이 확대되면서 방콕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에 따르면 중국의 해외주택투자 대상국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초기에 싱가포르, 중국,

태국은 동남아 국가들 중 1위, 전 세계적으로

타이완에서 온 주택개발업자들이 태국 주택개

미국, 호주에 이어 3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

발의 개척자로 나섰지만 대다수는 생존하는데

다. 중국인 입장에서 태국의 도시 콘도와 리

실패했다.

조트는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고 접근이 용이
하기 때문이다. 즉, 투자가치와 매력적인 라

2012년부터 일본 주택개발업자들이 태국 상

이프 스타일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사들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태국시장에 뛰

다. 푸켓과 같은 휴가지에 좋은 부동산을 구입

어들었다. 미쓰이 부동산(Mitsui Fudosan)과

하여 세를 놓거나 장기 투자 시 가치상승을 기

Ananda Development Plc, 미쓰비시 에스테이

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트(Mitsubishi Estate)와 AP Thailand Plc간의

지역은 파타야, 방콕, 푸켓이고, 방콕 내에서

합작투자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일본기업들

는 Sathorn, Sukhumvit, Bang Na인 것으로 나

은 태국 파트너들에게 건축설계, 시공, 건축자

타나고 있다. 중국인들의 태국 부동산 사랑은

재개발 등의 노하우 전수를 통해 전반적인 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동산 프로젝트 개발과정과 관리능력을 가르

있다.

쳤다.
태국콘도협회에 따르면 중국인이 일본인을
이에 질세라 중국, 싱가포르, 타이완의 부동

제치고 태국 콘도 구매자 1위를 차지하고 있

산 개발업자들도 태국 부동산 시장에 다시 진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

출했다. 특히, 태국의 경제적 안정성에 매력을

Risland는 태국의 콘도 5채 중 1채는 중국 혹

느낀 중국은 중국정부의 해외부동산 투자 규

은 홍콩인 소유라고 밝히고 있다. 2017년의 경

제에도 불구하고 개발자인 동시에 구매자로서

우 외국인 구매자가 방콕 콘도의 27%를 차지

태국 주택시장에 진입했다. 한편, 일본이 현지

했고, 이중 1/3이 중국 및 홍콩 구매자들이다.

합작파트너에게 많은 부분을 맡기는 전략을

중국인들은 구입한 콘도에 직접 거주하기 보

취한 반면 중국은 합작투자의 주도권을 장악

다는 여행사에 세를 놓거나 AirBnB를 통해 수

했다. 이는 주택 판매대상이 주로 중국인들이

익을 올린다. 아울러 치앙마이, 푸켓, 파타야

기 때문이다.

등으로 중국인들의 콘도 구매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2015년 이래 중국인들은 3,340억 바트(약
100억 달러)를 태국의 부동산 개발에 투자했

이처럼 중국인들이 태국 콘도 구입에 몰리

다. 이는 일본(2,530억 바트), 싱가포르(310억

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중국인들이 오클랜

바트)를 합친 것과 맞먹는 금액이다.

드, 밴쿠버, 싱가포르, 시드니 부동산 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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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란하자 이들 정부가 중국인들을 겨냥 외국

모로 2곳(Ekkamai, Sukhuvit)에서 콘도 프로

인의 부동산 소유에 대해 중과세조치를 시행

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Tokyu는 아세안 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 특히, 태국, 베트남을 중심으로 연 1억 달러
를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 절반을 태국 시장에

(일본, 부동산 개발로 새로운 기회 모색)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 주택 수요가 늘면서 일본 부동산 개발

Nomura Real Estate Development Co도

업체들이 태국 콘도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2017년 8월 Origin Property Plc와 합작투자

2018년 하반기에 총 531억 바트 규모의 합

를 통해 방콕 시내에 3개의 콘도 프로젝트를

작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추진하고 있다. 모두 스카이라인(BTS), 지하철

있다.

(MRT) 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역세
권으로 2020년 까지 총 2천 가구를 공급할 예

미쓰이 부동산이 2013년 태국의 Ananda

정이다. 즉, Chatuchak 디스트릭트(35층, 334

Development Public Co와 1,875 가구의 주

가구), Phra Khanong 디스트릭트(47층, 601

택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 총 20건의 합

가구), Bang Kapi 디스트릭트(25층, 685가구)

작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16,000 가구의 주택

등이다. Mitsubishi Jisho Residence Co.와 AP

을 공급했다. 그 이후 많은 일본 기업들이 태국

Public Co는 11건의 합작투자를 통해 12,000

부동산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도쿄의 부동산

가구를 공급했다.

개발 강자인 Tokyo Tatemono Co는 Raimon
Land Public Co.(51% 지분)와 합작투자를 통

Hankyu Hanshin Properties Corp.는 Sena

해 910억 바트를 들여 2021년까지 방콕 시

Development Public Co.와 합작하여 매년 100

내 2곳(Sathorn, Phrom Pong)에 고층 콘도

억 엔(29.5억 바트)을 주택건설 프로젝트에

콤플렉스(400가구)를 짓기로 했다. Tokyo

투자하기로 했다. 동사가 이렇게 결정한 것은

Tatemono는 싱가포르와 미얀마에 부동산 개

Sena와 합작한 2개의 프로젝트에서 선분양이

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태국은 처음

순조롭게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34억 바트가

이다.

투자되는 Niche Mono Sukhumvit-Bearing의
경우 2017년 말 착공 이래 80%가 팔려나갔다.

미쓰비시 에스테이트는 AP(Thailand) Plc와

2018년 3월 착공된 34억 바트 규모의 Niche

함께 총 204억 바트 규모로 3곳(Ratchathewi,

Pride Taopoon-Interchange는 70%가 선분양

Lad Prao, Asoke)에서 콘도 프로젝트를 시행

되었다. 가격대는 가구당 2백~3백만 바트 수

키로 했다.

준이다. 2015년 이후 Hankyu Hanshin은 200
억 엔을 동남아 6개국의 주택 및 물류분야에

Tokyu Corp.는 Sansiri Plc와 50억 바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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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시아, 필리핀에 투자했고, 이중 태국의 투

을 겨냥한 메가 콘도 프로젝트들을 2018년에

자수익률이 가장 높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방

만 4~5건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 일본은 동남

콕 역세권에 위치한 럭셔리 콘도 분야에서 특

아 시장에서 제조업 이후에 부동산 및 서비스

히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 럭셔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

리 콘도 분야도 진출하고 있다. 50억 바트가

려지고 있다.

투자될 Piti Ekkamai 프로젝트(37층 897가구)
는 Ekkamai Soi 2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

태국 정부, 과잉공급 경고하고 나서

구당 445만 바트부터 시작된다.
태국은 90년대 중반 부동산 거품의 악몽을
Shinwa Real Estate Co은 2016년 12월

겪었음에도 역사는 반복된다는 교훈을 느끼

Woraluk Property Development Public Co

지 못하고 있다. 주상복합 프로젝트들의 증가

와 합작투자를 통해 12억 바트를 투자하여

와 함께 금융기관들이 너도나도 과도한 비율

일본 주재원들이 몰려 사는 지역에 Runesu

(90%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지속적으로 제

Thonglor 5라고 명명된 일본식 콘도(8층, 156

공하고 있어서 정부당국의 우려가 깊어지고

가구)를 2019년 2분기 내에 완공할 계획이다.

있다.

이는 Shinwa 그룹 최초의 해외 부동산 사업이
다. 면적 27.7~65.88 평방미터, 방수 1~2개로

급기야 태국 중앙은행은 2018년 7월 태국

가격대는 20만 달러~53만 달러이다. 일본 주

부동산 시장에서 개발자들이 아파트 재고를

재원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다.

소진하는데 오래 걸리고 있다며 과잉공급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어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

Hoosiers Holdings는 2017년 All Inspire
Development Public Co와 합작투자를 통해

고 밝혔다. 그리고 상업은행들에게 주담보 대
출에 신중하라고 경고했다.

총 60억 바트를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기로 했
다. 첫 번째로 20억 바트를 투자 방콕에 ‘The

태국 경제 성장이 최근 3년간 둔화되면서

Excel Hideway Sukhumvit 50’이라고 명명된

2017년의 경우 방콕에서 미분양 콘도의 수가

은퇴자용 콘도 프로젝트(772가구)를 시행하고

특히, 10만~20만 바트/평방미터 수준의 중산

있다. 그리고 주상복합 프로젝트를 위해 Chon

층용 콘도 분야를 중심으로 3만 가구를 넘어섰

Buri의 땅 주인과 매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다. 다만 2018년 태국의 GDP가 4% 이상 예상
되면서 상황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13년~2017년간 일본기업들이 태국
기업들과 합작하여 지은 주택 수는 3만 가구

우리의 진출 가능성은?

이상(1,500억 바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 부동산 개발자들은 태국에 사는 일본인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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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콘도 시장은 태국기업과의 합작투자(태

둘째,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소유 : 외국

국기업 지분 51% 이상)를 통해 현지법인을 세

인은 태국 국민이 51% 이상의 지분을 보

우고, 그 현지법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방식으

유한 현지법인(Thai Limited Liability

로 진출이 가능하다. 일본, 중국 기업들도 이러

Company)을 설립하고, 현지법인이 토지,

한 방식으로 태국 내에서 콘도 개발, 분양 사업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태국 국민

을 진행하고 있다.

이 위임장을 작성하여 경영권을 외국인에
게 넘기면 된다.

문제는 우리가 태국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
기 에는 만다린 오리엔탈, 리츠 칼튼 등과 같은

o 토지등기권리증

브랜드력도 열세이고, 일본, 중국에 비해 고객

태국에는 7종류의 토지 등기권리증이

면에서도 불리하다는 점이다. 일본은 태국과

있으며, 이중 3개만이 리스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Chanot, Nor Sor Saam Gor, Nor Sor

가 방콕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많아 고객층

Saam

이 탄탄하다. 중국은 외국인에게 할당된 49%
쿼터를 모두 중국인이 소진할 정도로 요즘 중
국인의 태국 콘도 구매열기가 뜨겁다.

o 외국인의 콘도 구입
1992년 콘도미니엄법(2008년 개정)에 따
라 외국인은 콘도를 본인 이름으로 구입할

다행히 한국기업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면

수 있다. 단, 빌딩의 51% 이상이 태국 국

태국 내에서 한류 붐이 불고 있다는 것이다. 국

민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즉, 총면적의

내외에서의 아파트 건설, 분양 경험과 한류를

49%까지 외국인이 구입할 수 있다. 이 경

결합하여 콘도 시장에 진출한다면 결코 불가

우 외국인은 등기(Chanot)를 통해 콘도를

능하지만은 않아 보인다. 우리 기업들의 전향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이 콘도를

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구입하려면 콘도가격에 상당하는 외화를
태국으로 송금하고, 송금증명서를 등기이

참고자료 : 태국의 부동산 관련 법규

전 시에 관계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약 20%의 콘도는 외국인 소유로 추정되고

o 외국인은 태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나?

있다.

외국인은 태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
다. 외국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은 2가지이다. 첫째, 30년 리스 : 외국인은

태국정부는 50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연장

본인이름으로 30년간 토지를 리스할 수

가능한 10년짜리 은퇴비자를 발급한다.

있다.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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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동산 세제

0.1%(최대 0.2%-> 국회에서 0.15%로 하

- 부동산을 주택임대, 상업빌딩 등 상업적

향조정 요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해 세금을 부과
한다. 즉, 주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

●

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거주목적 : 5천만 바트 미만 면제(국회
에서 2천만 바트로 하향조정 요구), 5천
만 ~ 1억 바트는 0.05%, 1억 바트 이상은

-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한 세율(Building/

0.1%(최대 0.5% -> 국회에서 0.3%로 하

House and Land Tax): 부동산이 위치한

향조정 요구)

곳의 지방정부가 걷는다. 주인이 살지 않
고 임대를 준 주택 및 상업건물에 대해 연

※국회수정안 : 2천만 바트 이하 면제, 2천만 ~ 5

간 평가임대소득의 12.5% 단일세율 적용.

천만 바트는 0.02%, 5천만 ~ 7천5백만 바트는

그러나 평가임대소득은 실제임대소득보

0.03%, 7천5백만 ~ 1억 바트는 0.05%, 1억 바

다 훨씬 적다. 이 세금은 주인이 내야하나

트 이상은 0.1%

현실에서는 주인이 임대차계약 시에 임차
인에게 이 세금을 대신 내라는 조항을 삽

●

입한다.

상업적 목적 : 2천만 바트 미만은 0.3%,
2천만 ~ 5천만 바트는 0.5%, 5천만 ~ 1
억 바트는 0.7%, 1억 바트 ~ 10억 바트는

- 빈 토지에 대한 보유세 : 토지의 위치, 크

0.9%, 10억 ~ 30억 바트는 1.2%, 30억 바

기, 용도, 지목, 가치에 따라 매년 정부가

트 이상은 1.5%(최대 2.0%)

결정한 토지가격의 0.25%~0.95% 부과
(주택에 딸린 토지에 대한 토지 보유세는

●

면제). 현실적으로는 금액이 너무 작아서

빈 땅 : 1년 ~ 3년은 1%, 4년 ~ 6년 2%, 7
년 이상은 3%(최대 5%)

매년 걷기 보다는 몇 해 누적되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걷음.

●

2주택 이상 : 5백만 바트 이하 0.03%, 5백
만 ~ 1천만 바트 0.05%, 1천만 ~ 2천만

* 2017년 3월 21일 태국 정부는 부동산 개

바트 0.1%, 2천만 ~ 3천만 바트 0.15%, 3

정법안을 마련했다. 당초 2019년 1월1일부

천만 ~ 5천만 바트 0.2%, 5천만 ~ 1억 바

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국회승인절차로

트 0.25%, 1억 바트 초과 0.3%

인해 빨라야 2020년에나 발효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회수정안 : 5천만 까지는 0.02%, 5천만 ~
7천5백만은 0.03%, 7천5백만 ~ 1억 바트는

●

농경지 : 5천만 바트 미만 면제, 5천만

0.05%, 1억 바트 이상은 0.1%

~1억 바트는 0.05%, 1억 바트 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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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취득)세 : 부동산 등기가격의

중이다.

2% (구매자 부담)

o 부동산 개발이득세 도입 추진 중
- 인지세 : 부동산 등기가격의 0.5% 적용
(판매자 부담)

최근 태국정부는 부동산 개발이익에 대한
새로운 세금(Land Windfall Tax, 개발 이

- 원천과세 : 기업의 경우 부동산 평가가격

득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즉, 전철역, 고

혹은 등기된 실제 판매가격 중에서 높은

속철도역, 왕복 2차선 철도역, 고속도로

것에 대해 1% 적용, 개인의 경우는 누진세

및 유료도로 진출입램프, 공항, 항구 반경

율 적용(판매자 부담)

5 km 이내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을 경

- 비즈니스 세 : 부동산 보유기간이 5년 미

우 개발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계

만인 경우 부동산 평가가격 혹은 등기

획이다. 2018년 7월 국무회의에서 승인된

된 실제 판매가격 중에서 높은 것에 대해

내용에 따르면 5천만 바트 이상의 부동산

3.3% 부과(판매자 부담)

(상업적, 콘도) 소유자(개인 및 법인)는 공

- 상속제 : 없음

사시작 및 종료 기간 동안에 소유권이 변
경될 때마다 개발이득 대해 세금(세율은

한편, 태국정부는 태국의 부동산 세금이 너
무 낮다고 판단, 세수증대를 위해 개정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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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필리핀 건설시장으로의 도전

필리핀 건설시장으로의 도전

다바오 LRT 사업 진출 사례
1. 필리핀 개황1)

이재호

박 사 / 대한건설ENG

쳐 2016년 현재의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대통
령이 되었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 자리 잡은 7,107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대부분

2018년 기준의 필리핀 인구는 약 106.5백만

의 섬은 무인도이고 사람이 거주하는 섬은

명으로 세계13위의 인구대국이다. 전체 인구

약 880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 면적은

의 82%정도가 로만 카톨릭, 9%가 프로테스탄

300,400㎢로 북쪽으로는 대만, 남서쪽에는 말

트로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한 카톨릭 국가이며,

레이시아, 남쪽에는 인도네시아가 근접해 있

5%가 이슬람교도로 이들은 주로 남부의 민다

다. 필리핀은 루손(104,688㎢), 비싸야, 민다나

나오에 거주하고 있으며, 3%가 불교 등의 종

오(101,999㎢)의 세 지역으로 나뉜다.

교를 믿고 있다.

독립이후 마누엘 로하스를 초대 대통령으로

필리핀의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2017년말 기

선출한 후 1965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1986

준의 필리핀 국내 총생산은 314억 USD, 1인당

년 코라손 아키노, 1992년 피델 라모스, 1998

국내총생산은 2,891 USD이며 연간 GDP 성장

년 조지프 에스트라다, 2001년 글로리아 마카

률은 6%, 물가상승율은 5.7%, 실업율 5.5%를

파갈아로요, 2010년 노이노이 아키노가를 거

보이고 있다.

1) 위키백과,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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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어는 필리피노(타갈로그)어로 111개의

게 스페인어로 된 성과 이름이 널리 퍼져 있다

방언이 있으나 오랜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교

는 것과 스페인 식민문화의 유산인 성인을 기

과서와 주요 방송에는 영어가 사용된다. 또한

념하는 바리오 피에스타스(Barrio fiestas)라 불

고온다습한 열대 사바나성 기후로, 일반적으

리는 축제가 열린다는 것이다.

로 11월부터 5월 초순까지의 건기와 5월 중순
부터 10월까지의 우기로 나뉜다.

필리핀에서 축제나 기념식, 결혼식 같은 경
우에 바롱 따갈로그를 입은 남자를 쉽게 볼 수

2)

2. 필리핀 문화

있다. "따갈로그 지방의 옷"(Barong Tagalog)
이라는 뜻이다. 원단은 얇고 투명한 천이며, 입

300여년간의 스페인 식민지치하로 인한 영

을 때는 바롱 안에 셔츠를 필히 입고 바깥에

향은 필리핀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바롱을 입고, 바롱의 하단을 바지 안으로 넣지

필리핀 고유의 문화보다는 동서양 문화가 혼

않고 항상 바깥으로 내놓은 채 입는 것이 전통

재되어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적인 특징이다. 최근에는 원래의 바롱에는 없
었던 전면의 다양한 장식을 하고, 옷의 색상도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필리핀사람들에

2) 위키백과,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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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의 경우 필리핀은 통일된 국가가 거의
없었고, 외세의 영향이 매우 잦았기에 사실상

에 익숙해지면 우리나라 밥이 소화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전통 음식이 거의 사라진 대신에 외세가 유입
된 시대 순으로 인도네시아 요리, 중국 요리,

한국음식과 비슷한 요리로는 갈비탕과 비슷

스페인 요리, 미국 요리가 혼합되어 지금의 음

한 소꼬리 요리 불랄로(Bulalo), 필리핀식 삼계

식문화가 형성되었다. 가장 주류를 이루는 것

탕인 치킨 띠놀라(Tinola)가 있다. 그리고 아도

은 스페인식과 미국식 음식이나, 어떤 음식

보(Adobo)라는 이름이 붙은 요리는 기본적으

은 이름만 동일하고 요리는 전혀 다른 경우도

로 간장과 마늘 베이스 요리이므로, 치킨 아도

있다.

보에 고춧가루를 넣으면 닭볶음탕, 포크 아도
보에 넣으면 제육볶음이 된다.

필리핀 음식은 식사의 구성(쌀밥과 반찬)이
한국과 비슷하며, 조미료의 주 재료도 후추, 간

특히 열대과일인 칼라만시는 모든 요리에

장, 식초, 생강, 마늘, 고추라서 한국인 입맛에

쓰이고, 매우 저렴하므로 레스토랑 가서 달라

비교적 맞는 편이다. 쌀이 주식이지만 밥솥을

고 하면 공짜로 얼마든지 준다. 칼라만시는 감

안 쓰고 기름에 볶기에 찰기가 없어, 필리핀 밥

기에 특효약이며, 숙취해소에도 효능이 있다

(上) Bulalo (下)Tin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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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알려져 한국식당에서는 소주에 살짝 타 먹

3. 필리핀의 건설시장 현황

기도 한다.

가. 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필리핀의 전통 가옥으로는 바하이 쿠보 또
는 니파 헛이 있으며, 이들 가옥은 일반 목재,

필리핀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6년 임기동

대나무, 억새풀 또는 갈대 따위의 풀을 주 재료

안 1,650억불(8.2조페소) 규모의 인프라 건설

로 하여 지어지며 주로 재배지가 있는 저지 지

을 계획하고 있으며, 건설시장은 정부의 도로,

방에 주로 자리 잡으며 얕은 수면 위에 세워지

철도, 공항 등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 외국인

기도 한다.

투자 유치, 경제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노력
등에 힘입어 최근 3년간 10% 이상 성장하고

현재는 전처럼 바하이 쿠보를 쉽게 찾아 볼

있다.

수는 없지만 이는 필리핀 사람들의 실용성과
검소함을 나타내는 필리핀 국가 가치의 상징
물이다.

2018년 건설시장은 11.3%까지 성장할 것으
로 예상되며, 정부의 인프라 개발계획으로 인
해 2022년 까지 평균 10.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성장전망 시나리오는 정부
의 강력한 인프라개발 정책 추진과 이에따른
인프라부문의 공공 및 해외투자 증대에 기인
하고 있다.
(단위 : 억불, %)

< 표 > 건설시장 규모 및 성장률 추이
구 분

건설시장
규모
건설시장
성장률

건설/GDP
비중

자료 : BMI

'16 '17e '18f '19f '20f '21f '22f
227

237

358

410

465

13.7 10.2 11.3 10.7 10.1

9.9

8.8

7.3

8.6

8.8

7.5

271

7.8

313

8.1

8.4

2016년 6월에 출범한 두테르테 정부는 필
리핀 경제발전의 최대 장애요소 중 하나인 열
악한 인프라를 개선을 위해 “Golden Age of
Infrastructure”를 발표하였으며, 향후 6년간
(上) 전통가옥 - Bahay Kubo (下) 현대의 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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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
프로젝트명

Mindanao Railway
(1단계)

Manila-Clark
International Airport Railway
Iloilo-GuimarasNegros-Cebu Link Bridge
Davao City
Bypass Construction

Clark International
Airport New Terminal
Building

자료 : 주요 언론사 종합

추진계획

2018년 3분기
착공 예정

규모

7억불
(353억페소)

2018년 1분기
착공 예정

59억불
(3,000억페소)

2018 1분기
착공 예정

9억불
(460억페소)

2018년
착공 예정

2018년 1월
GMR, Megawide 수주

5억불
(270억페소)

2억불
(93억페소)

해 열도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현재 필리핀 정부는 총 747억불(3.7조 페소)

총 70여개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의 2018년 국가예산중 공공사업고속도로부

2018년 정부예산에 200억불을 책정하였다.

(DPWH)에 126억불(6,378.6억 페소). 교통부

두테르테 정부는 당초 아키노 前정부와 유

(DOTr)에 13.5억불(663.3억 페소)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세부적으로는 2018년 DPWH의

사하게 PPP방식을 통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

예산은 전년대비 40.28%, DOTr는 24.36% 증

트 추진을 모색하였으나 최근 “Hybrid PPP(정

액편성되었다.

부가 ODA 등의 자금으로 건설을 담당하고 민
간 기업에 운영관리(O&M)를 입찰)”방식으

관광 인프라시설 확충을 위해 2016년말에

로 전환 중에 있다. 실례로 2017년 8월 필리핀

국가관광개발계획(NTDP ; National Tourism

정부는 2.5억불 규모의 첫 Hybrid PPP 사업인

Development Plan)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클락 국제공항의 신규 터미널 건설 입찰을 실

연장 2,620km의 관광도로 등을 추가 건설할

시하였다.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 2018년 관광산업에
6.7억불(340억 페소)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2016년 10월 중국 정부와

관광청(Department of Tourism)에 5,900만

240억불(ODA 60억불 포함) 규모의 금융조달

불(30억 페소), ‘Tourism Road Infrastructure

및 투자협정 체결했으며 2017년 1월 일본 정

Program’에 6억불(319.7억 페소)을 배정

부와 향후 5년간 필리핀에 90억불(1조엔) 규

하였다.

모의 ODA 협력 추진 약속하였으며, 2017년
10월 두테르테 대통령 방일시 경제협력 재확
인하였다.

전력부분의 경우 “'2009-2030 전력개발계
획”에 따라 2030년까지 17,000MW의 발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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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다. 필리핀 PPP사업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SOC 사업을 개발하고

나. 우리업체 진출현황 (2018. 8. 9일 기준)

투자자를 모집하여 사업으로 만들어 가는 일
필리핀 건설시장의 최초 진출은 한진중공업

은 어렵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는 표현이 맞

이 1973년 4월 마블 제너날 산토스간 도로공

을지도 모른다. 현재 필리핀 법상으로 SPC설

사(4,697천불)를 수주하면서 시작되었다. 현

립시 자국의 지분율이 60%이상이 되어야 하

재까지 총 누적수주 규모는 국내기업 199개

기 때문에 외국인이 특정사업을 개발하였다

사, 수주 445건, 누적 수주액 153.1억불이며,

할지라도 결국은 필리핀 사업자가 대주주로서

주요 진출분야는 산업설비(82.4억불), 토목

모든 결정을 하고 외국인 개발자는 끌려갈 수

(47.3억불), 건축(13.7억불)로 집계되었다.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대주주는 사업
승인 후 자국업체와 가격차이를 이유로 개발

(단위 : 백만불)

< 표 > 우리업체의 필리핀 수주 추이

구 분 합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건수

445

355

17

금 액 15,305 10,716 1,604

자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국내 PPP사업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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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918

25

1,584

22

357

2018.1
~8*
6

126

자를 컨소시움에서 쫓아내는 경우도 있어 한
국을 비롯한 외국 투자자들이 현지 PPP사업
참여를 주저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되기도 한
다. 필리핀과 한국의 PPP사업 진행 절차는 큰
틀에서 거의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필리핀 PPP사업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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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각 단계별로 정부측과 협의시 요구

많이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다. 긴 세월동안 무

하는 서류의 종류가 너무 많고 외국이 생각하

슬림이 모여 살던 지역이었으나 미군 통치시

는 서류의 수준과 현지에서 통용되는 서류의

절 기독교인이 이곳으로 이주해주면서 종교갈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서 외국인이 직접 협의

등이 시작되었다. 종교적 갈등으로 현재까지

자료를 만들고 정부와 협상하는 것은 불가능

12만명이 넘는 사망자와 이주민 200만명이 발

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Agent가 이런 업

생한 아픔이 있는 지역이다.

무를 대행하는 데, 기술적인 업무까지 지원이
가능한 Agent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2015년 6월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 평화협정
에 따라 일부 이슬람 단체가 무기를 반납하고

4. 필리핀 경전철 프로젝트 추진 사례

평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무슬림 자치구 일부
지역에만 반군이 존재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가. 다바오 개요

5월에 마우테분파가 아부 사야프와 함께 민다
나오 섬의 마라위를 점령하자, 필리핀 정부는

다바오시가 위치하고 있는 민다나오섬은 메

민다나오 섬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대규모의

트로 마닐라가 있는 루손섬 다음으로 큰 섬으

군대를 투입해 진압에 나섰다. 현재 대부분의

로 6개 지역과 6개주로 구성되어 있다. 면적

반군이 토벌되었으며, 마라위지역의 복구사업

은 9만4천630㎢으로 필리핀 전체 면적의 1/3

이 진행 중이다.

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2015년 기준으로
2,413만명으로 필리핀 전체 인구의 1/4이 거
주하고 있다.

민다나오섬 전체 지역들의 대표도시인 다바
오시는 Rodrigo R. Duterte 시장(현 필리핀 대
통령) 재임시부터 강력한 치안대책을 수립하

과거 민다나오는 지역적 약점, 종교적 갈등,

여 필리핀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인식되고

산업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루손섬에 비하여

있다. 민다나오섬 인구의 20%가 밀집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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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바오 지역의 인구는 2015년 457만명이

나. 다바오시의 경전철 도입 추진

며, 이 지역의 중심도시인 다바오시의 인구는
2015년 163만명으로 인구증가율은 1.8% 수
준이다.

다바오시장인 Rodrigo R. Duterte(현 필리
핀 대통령)는 각 언론매체와 지역협의체, 중
앙정부를 통해서 다바오시의 LRT 유치를 선

도로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심으로 집

언하고, DOTr, NEDA 등의 정부기관은 물론

중되는 여객 및 화물량으로 인하여 교통지정

WB, ADB의 주요인사와 재원조달을 위해 관

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시작하였다.

Jeepney에 의존하는 현 대중교통체계로는 만
성적인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없으며 이로 인

또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추진기구인 Public

한 사회적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Transportation Committee를 설립하였

따라서, 정시성이 보장되고 환경친화적인 대

다. 2013년 8월 다바오 시장인 Rodrigo R.

중교통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Duterte(현 필리핀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다바오시의 도시개발계획 및 도시확장을 고려

2014년 필리핀 LRT 사례조사 및 다바오 LRT

하여 친환경적이고 고규격의 대중교통시설인

F/S 수립을 위한 담당자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경전철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2014년 6월에 다바오 LRT건설을 위한 대한건
설ENG와 다바오시간의 MOU를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SOLAR NEWS Cebuano (2014.06.17.)-대한건설ENG & 다바오시 MOU 체결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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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바오시와의 관계

씩 현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7월부터 10월
까지는 현지에 상주하여 근무를 하였다.

MOU 체결 이후 2014년 10월 다바오 시장
및 담당 공무원들이 대한건설ENG의 본사를

머나먼 한국에서 이국 멀리 다바오시로 파

방문하였고,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다바오시

견나와 혼자 살고 있는 내 생활이 걱정스러워

공무원 초청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Rodrigo R.

이것저것 챙겨주며, 항상 웃는 얼굴도 대해주

Duterte 시장은(현 필리핀 대통령) 다바오시

는 시청공무원들 덕분에 나는 다바오시에서

최초로(내국인&외국인 포함) 시청내에 사업

무난하게 지낼수 있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

추진을 위한 사무소 개설을 허가하여 2016년

던지 다바오시에 내리면 제일 먼저 외교부로

3월 시청내 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부터 조심하라는 문자를 받게된다. 최근에는

다만, 개소식 당일 대통령 선거 일정 관계로 다

다바오시에서는 이런 문자를 안받게 되었지

바오시장 대신에 행정부시장이 참석하여 다소

만...

아쉬움이 남고 있다.
모르는 사람들은 다바오시의 치안문제를 이

라. 다바오 지사 근무

야기하지만 실제로 십여차례의 출장과 현지에
서 체류해 본 내가 느끼는 다바오시의 치안은

다바오 시청에 사무실 개소 후 매달 2주정도

다바오시장 대한건설ENG 방문(2014)

한국과 별반 차이가 없다. 혼자 현지 식당에서

다바오 공무원 초청 연수(2015)

다바오 시청내 대한건설ENG 사무소 개소(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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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칼국수와 비슷한 현지 음식 Romi

현지 꼬치집 					

식사를 하거나, 퇴근후 맥주한잔을 하러 돌아
다녀도 불안함을 느낀적은 없다.

Abreeza Mall 안의 극장

집앞에 있는 꼬치집은 다바오시에서 나름
유명한 곳으로 1주일에 3~4번은 찾아가는 단
골집이다. 비가 와서 기분이 꿀꿀하거나, 혼자

나름 많은 해외출장 및 상주 경험이 있었던

서 밥해먹기 귀찮을 때 자주 찾곤 했다. 나는

나는 다바오시에서 시장을 보고 요리를 해먹

이 곳을 찾는 유일한 외국인인지라 나중에는

거나 현지음식을 사먹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

별도로 주문을 안해도 내가 먹는 것을 가져다

다. 다양한 현지 음식이 있었지만 그중 내가 가

주는 정도가 되었다.

장 좋아하는 음식은 Romi라는 국수요리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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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때 즐겨 찾았던 음식이다. 한국의 칼국수와

주말에는 혼자 극장도 가고, 커피숍에서 차

비슷하며 소스를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 색

한잔하고, 현지 음식점에서 밥먹으면서 가능

깔이나 맛도 조금씩 다르게 나온다.

한 한 현지인들의 삶을 많이 경험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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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다바오 LRT 진행현황 및 당면 과제

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여 일정규모의 정부보
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사업은 Rodrigo R. Duterte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다바오시뿐 아니라 민다나오

따라서 2017년에 기 작성된 보고서(2014년)

섬에 최초로 건설되는 친환경적이며 고규격

의 교통수요 및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차량선정

인 대중교통 시스템이다. 따라서, 민다나오섬

도 사업성뿐 아니라 유고시 승객대피 등 안전

의 개발계획을 관장하는 MINDA(Mindanao

성을 고려하여 재선정하는 작업을 완료하였다.

Development Authority)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한 사업추진도 PPP사업추진과 G to G로 추

본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기

진하는 방안을 모두 고려하여 최적의 추진방

대도 큰 사업이다.

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바오 LRT 사업은 2015년 4월 다바

5. 맺음말

오 시장 보고 이후, DCIPC(Davao City
Investment promotion Center)협의를 거

대한건설ENG는 우연한 기회에 다바오시와

쳐, 2015년 12월 OPS(Orginal Proponent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다바오 LRT

Stater) 취득하였다. 현재 NEDA(National

사업 외에 몇 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및
DOTr(Department of transportation와 협의
중에 있다.

필리핀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외국 기업
에게 엔지니어링 분야를 개방을 하지 않고 있
으며, 이런 상황은 외국기업의 지사 또는 법인

다바오 LRT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아직까

설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런 상

지 투자자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철도,

황에서 외국의 엔지니어링 분야 중소기업이

지하철 사업은 국가기간사업으로 운영수익만

사업제안부터 이후의 모든 과정을 혼자의 힘

다바오 LRT 시장보고(2015.4)

다바오 LRT OPS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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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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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대한건설ENG는 2014년부터 시작한 다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필리핀에서 외국인

오 LRT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

이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이 쉬운 일은

고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 현재 다바

아니나, 남들이 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해냈을

오 LRT 건설사업의 예산확보 및 건설을 위하

경우의 기쁨도 적지 않음을 알고 있기에 사업

여 NEDA 및 DOTr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

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의 노

행중이며, 국내 건설사, 차량회사, 현지 투자자

력이 언젠가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는 희

등과 컨소시움 구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망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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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CC(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2018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회장 이건기)가 주
관하는 '2018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이하 GICC)가 9월 18일(화)부터 20일(목)까지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렸다.
GICC는 지난 2013년부터 정부와 주요 해외발주처, 다자개발은행, 건설·엔지니어링 기업간
의 인프라 분야 협력과 우리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내 최대의
행사로서, 주요 발주국의 장·차관 등 핵심인사를 초청하여 인프라 투자계획과 발주 예정 프로
젝트를 공유하고 1:1 수주 매칭상담과 다자개발은행·정책금융기관의 투자지원 상담회 등이
개최되었다.
올해로 6번째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쿠웨이트 주택부, 우즈베키스탄 건설부 등 30여개국의
장·차관을 비롯하여, 50여개국의 200여명의 주요 해외 인프라 발주처(인도 철도청, 오만 글
로벌 로지스틱스 등) 및 다자개발은행(AIIB, EBRD 등 8개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특히, 금년에는 신남방정책의 구현과 아세안 연계성 강화를 위해 신설된 ‘한-아세안 인프라장
관회의(9.17일)’와 연계 개최함으로써, 국내외 참석자들의 더욱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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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제1차 해외건설 발주처
초청연수 환영회 개최

해외건설협회는 8월 7일(화) 17시, 플라자호텔에서 "해외건설 발주처 초청연
수 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날 환영회는 초청 연수생 20명과 국토교통부, 주한대사관, 연수기관인 서울시립대학교, 해외
건설업체 50여개사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하여 향후 17개월 간 석사학위과정으로 진행되
는 제1차 해외건설 발주처 초청연수 사업을 기념했다.
협회는 올해부터 3년간 매년 20명의 발주처 인사을 국내로 초청하여 연수사업을 진행할 예정이
며, 연수기간 동안 초청 연수생들과 우리 해외건설업계 관계자가 다양한 형태로 소통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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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수주플랫폼 3차
본회의’개최

해외건설협회는 8월 21일(화) 오전,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급변하는 해
외건설 시장 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및 지원 방안 수립을 위해 「해외건설 수
주플랫폼 3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해외건설업체 13개사 CEO,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 본부장, 플랜트산업협
회 부회장이 함께 참석하여 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및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건기 회장은 라오스 댐 복구 관련 주요 현황, 이란 제재 재개 관련 동향, 터키 경
제불안에 따른 해외건설의 영향 등에 대해 언급했다. 또 오는 9월 17일부터 개최되는 GICC
2018, 한-아세안 인프라 장관회의에 참석하는 주요국 장·차관 및 프로그램, 해외건설·플랜트
의 날 기념 행사, 해외건설 수주 누계 8천억 불 달성 홍보 등 관련 계획 등 향후 주요 일정에 대
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최근 각 사별 동향과 향후 사업계획이 공유되었으며, 특히 발주 트렌드 변
화 및 경쟁심화에 따른 시장다변화 노력 과정에서 파이낸싱의 중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또 참석기업 대표들은 중국 해외 수주의 주요 동력으로 꼽히고 있는 공격적인 금융 지원에 대한
조사, 사우디아라비아 인정과세 실태 파악, 해외건설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확대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며, 이를 협회에 요청했다.
주요 해외건설업체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대표들의 정례 모임인 「해외
건설 수주플랫폼」회의는 2016년 4월 출범한 이래 매분기 정기 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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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와
업무협력약정서 체결

8월 31일(금) 협회 대회의실에서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와 공동으로 업
무협력약정서를 체결하고, 건축설계분야의 해외진출 협력 강화를 위해 상호
정보교류 및 업무지원을 약속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건축설계분야의 해외진출 지원 요청에 공동대응하고 각종 애로사항을 효율적
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진출지원 △ 행사 공동 개최 및 지원
사업 홍보 지원 △ 해외건설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금년 8월부터는 해외건설협회가 운영중인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건축설계분야에 한해 「국제 현상공모 참여 지원사업」을 신규 지원사업으로 도입하여, 향후 우
리 건축설계회사들의 해외진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외건설협회의 정보서비스와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고
건축설계분야에 특화된 중소·중견기업들의 활발한 해외시장개척을 통해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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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 동 법 시행령 제17조, 동 법 시행규칙 제13조

8월 수주 실적
‘18. 8. 31 기준 해외건설 수주액은 총 204.3억불
* (신규) 440건, 15,774백만불, (변경) 358건, 4,659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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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652
(682건)
406
(473건)

1년간(억불)

1.1~8.31(억불)

14

660
(708건)
447
(448건)

15

461
(697건)
330
(404건)

16

282
(607건)
173
(370건)

17

최근 5년 평균

290
(624건)
200
(440건)

469
(664건)
311
(427건)

700
600
500

아시아
56.4%

400
300

204

200
100
0

중동
33.8%

'13

'14

'15

1년간(억불)

'16

'17

1.1~8.31(억불)

토목
22.4%

'18

‘18
-

204
(440건)
중남미
3.4%

건축
21.9%
플랜트
51.3%

※ (지난달 수주현황) 베트남, 롱손 석유화학단지 저장 탱크 및 배관 연결 공사(포스코건설, 4.0억불)등
61건, 약 16.2억불

세부항목별 수주액
ㅇ 지역별 : 아시아 56.4%(115.2억불, 1위), 중동 33.8%(68.9억불, 2위), 중남미 3.4%(7.0억불, 3위), 아프리카 3.3%(6.7억불, 4위)
ㅇ 국가별 : UAE 23.0%(46.9억불, 1위), 베트남 15.5%(31.6억불, 2위), 싱가포르 8.7%(17.9억불, 3위), 중국 5.4%(11.0억불, 4위)
ㅇ 공종별 : 플랜트 51.3%(104.8억불, 1위), 토목 22.4%(45.8억불, 2위), 건축 21.9%(44.7억불, 3위), 용역 3.1%(6.4억불, 4위)
지역별

'65~

'18년

국가별

33.8%

베트남

아시아

32.0%

56.4%

중남미

4.9%

3.4%

중 동

53.8%

'65~

'18년

공종별

15.5%

토 목

UAE

9.6%

23.0%

싱가포르

5.1%

8.7%

4.7%

'65~

'18년

플랜트

57.7%

51.3%

건 축

19.3%

21.9%

18.4%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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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대비 수주현황(지역 · 공종 · 국가)
지역별
지역
계

아시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

북미·태평양

공종별
공종
계

플랜트
토 목
건 축
용 역
전 기
통 신

2018.8.31
건수
금액
440
20,433,328
(100.0)
(100.0)
278
11,524,712
(63.2)
(56.4)
30
6,891,872
(6.8)
(33.8)
24
700,952
(5.5)
(3.4)
31
669,667
(7.0)
(3.3)
47
395,216
(10.7)
(1.9)
30
250,909
(6.8)
(1.2)

2017.8.31
건수
금액
440
19,974,930
(100.0)
(100.0)
302
9,924,726
(68.6)
(45.8)
44
9,154,770
(10.0)
(49.7)
32
232,948
(7.3)
(1.2)
23
278,369
(5.2)
(1.4)
29
297,258
(6.6)
(1.5)
10
86,859
(2.3)
(0.4)

1965.1.1~2018.8.31
누계건수
누계금액
12,770
799,871,126
(100.0)
(100.0)
6,858
255,635,706
(53.7)
(32.0)
3,614
430,335,743
(28.3)
(53.8)
430
39,442,471
(3.4)
(4.9)
697
23,968,962
(5.5)
(3.0)
501
19,817,355
(3.9)
(2.5)
670
30,670,889
(5.2)
(3.8)

2018.8.31
건수
금액
440
20,433,328
(100.0)
(100.0)
27
10,482,745
(6.1)
(51.3)
34
4,575,125
(7.7)
(22.4)
179
4,466,545
(40.7)
(21.9)
163
635,676
(37.1)
(3.1)
33
257,406
(7.5)
(1.2)
4
15,831
(0.9)
(0.1)

2017.8.31
건수
금액
440
19,974,930
(100.0)
(100.0)
51
13,920,939
(11.6)
(69.7)
33
3,357,320
(7.5)
(16.8)
171
1,822,068
(38.9)
(9.1)
143
558,029
(32.5)
(2.8)
40
343,765
(9.1)
(1.7)
2
-27,191
(0.4)
(-0.1)

1965.1.1~2018.8.31
누계건수
누계금액
12,770
799,871,126
(100.0)
(100.0)
1,850
461,336,876
(14.5)
(57.7)
2,215
147,409,813
(17.3)
(18.4)
4,167
154,610,538
(32.6)
(19.3)
3,457
16,299,630
(27.1)
(2.1)
913
16,912,468
(7.2)
(2.1)
168
3,301,801
(1.3)
(0.4)

2017.8.31
건수
금액
440
19,974,930
(100.0)
(100.0)
13
228,079
(3.0)
(1.1)
60
1,071,069
(13.6)
(5.4)
5
301,903
(1.1)
(1.5)

1965.1.1~2018.8.31
누계건수
누계금액
12,770
799,871,126
(100.0)
(100.0)
322
76,758,284
(2.5)
(9.6)
1,248
37,796,367
(9.8)
(4.7)
349
40,987,645
(2.7)
(5.1)

국가별(주요 3개국)
공종
계

UAE

베트남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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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31
건수
금액
440
20,433,328
(100.0)
(100.0)
7
11,524,712
(1.6)
(56.4)
54
6,891,872
(12.3)
(33.8)
9
700,952
(2.0)
(3.4)

(단위: 건, 천불, %)

증감율
(금액)
2.3

16.1

-24.7

200.9

140.6
33.0

188.9
(단위: 건, 천불, %)

증감율
(금액)
2.3

-24.7
36.3

145.1
13.9

-25.1

-158.2
(단위: 건, 천불, %)

증감율
(금액)
2.3

1957.5
195.1
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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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신규수주 공사내역 (2018. 8.1~31)
국가

업체

공 사 명

계
말

발주처

총 5건

(단위: 천미불)

기간금액

계약일자

비고

1,179,689

-

-

련

쌍용건설

옥슬리 타워 복합개발

옥슬리 라이징

315,676

2018/08/15 신규

베트남

포 스 코
건
설

롱손 석유화학단지 저장 탱크 및 배관
연결 공사

롱손 석유화학

395,959

2018/06/25 신규

인

니

롯데건설

인도네시아 리아우 민자발전 프로젝트

197,611

2018/08/23 신규

탄
니

자
아

메드코 랏치
파워 리아우

GS건설

뉴 셀린더 교량 건설공사

107,379

2018/07/23 신규

터

키

삼성물산

가지안텝 병원 프로젝트

163,064

2017/04/13 신규

Tanzania
National Roads
Agency
가지안텝 SPV

※ 1억불 이상 주요 신규 및 변경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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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8.31

건수

금액

448

44,720,809

71

25,949,693

270

8,895,456

18

2,588,265

27

1,162,392

41

560,046

(100.0)
(15.8)
(60.3)
(4.0)
(6.0)
(9.2)

건수

404

(100.0) (100.0)

금액

33,0.0,153

2016.1.1~8.31

건수

(100.0)

(100.0)

42 11,734,816

5,529,700

251

8,022,724

13

1,361,042

16

352,422

32

580,117

21

1,451,055

(35.5)

(10.0)

(19.9)

(59.9)

(45.7)

(67.8)

(5.8)

(4.2)

(4.2)

(3.5)

(2.6)

(6.1)

(0.2)

(4.3)

(1.3)

(9.7)

(1.9)

(8.7)

(12.4)

(9.7)

(12.5)

(5.7)

17

1,391,220

25

71,342

39

633,665

39

4,111,564

2017.1.1~8.31

건수

금액

440 19,974,930

(100.0) (100.0)

37

(10.4)

242 15,087,546

금액

370 17,297,060

(58.0)

21 5,5564,957

(4.7)

2015.1.1~8.31

9,154,770

302

9,924,726

10

86,859

29

297,258

23

278,369

32

232,948

(10.0)

(46.4)

(68.6)

(7.9)

(2.3)

(2.0)

(6.6)

(3.3)

(5.2)

(8.4)

(7.3)

2018.1.1~8.31

건수

440

(100.0) (100.0)

44

(32.0)

(단위: 건, 천불, %)

금액

20,433,328
(100.0)

30 6,891,872

(45.8)

(6.8)

(33.8)

(49.7)

(63.2)

(56.4)

(0.4)

(6.8)

(1.5)

(10.7)

(1.4)

(7.0)

(1.2)

(5.5)

278 11,524,712
30

250,909

47

395,216

31

669,667

24

700,952

(1.2)
(1.9)
(3.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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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워치
2017년 해외건설 기성실적 분석 및 전망
AIIB의 대북한 인프라 투자 가능성과 시사점

K- BUILD 특집
2017 ENR Top International Contractors 매출 동향 및 시사점
일본의 건설사업관리(CM) 시장 현황 및 특징

K- BUILD저널

‘아세안의 허브(Hub)’를 꿈꾸는 태국
PPP Guide (7) : PPP 사업의 정부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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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13층(부영빌딩)
TEL : (02) 3406-1114(代) FAX : (02)3406-1199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