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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워치

중국 PPP 전망과
외자기업의 기회
이 만 용 포스코 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중국 PPP 현황

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2017년 11월 중앙
정부는 PPP 프로젝트 관리를 강화하기에 이르

최근 중국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렀다. 이에 따라 중국 PPP 등록 건수는 2017

시장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년 12월을 정점으로 감소하였으나 집행율은

6월 말 현재 중국 재정부 PPP센터에 등록된 프

47.3%로 전년동기대비 대폭 상승하여 질적으

로젝트는 12,549건으로 2016년 1월 이후 분기

로 개선되고 있다.

당 1천 건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투자
규모는 U$ 2.61조에 달한다. 2018년 상반기

분야 별로는 공공서비스, 교통인프라, 생태

실행단계에 진입한 프로젝트 수는 7,749건에

환경 부문이 전체의 62.1% 차지하고 있으며

달한다.

그 밖에 관광, 보건의료, 교육 부문도 상대적으
로 높은 비중 보이고 있다. 지역 별로는 귀주,

2

2015년 이후 중국 PPP 시장은 제도설계, 가

운남, 사천 등 서남지역과 절강, 산동 등 화동

속성장 단계를 거쳐 규범화 단계에 진입하

지역 및 호남, 하남 등 화중지역이 투자금액 기

였다. 2014년 하반기 중국 정부는 PPP 모델

준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보였다.

을 도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이

참여 자본의 소유제 별로는 국유기업이 54.2%

어 2015년 4월 인프라시설과 공공서비스 분

로 전년동기대비 4%p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야에 대한 PPP 모델의 적용을 촉진하는 법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민영기업은 39.4%로

을 발표하면서 가속화 단계에 진입하였다. 이

전년동기대비 4.7%p 상승하였다. 외국계 자

는 2015년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 채무위기를

본은 3.7%로 전년동기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부예산법 개정과 맞

PPP 사업에 참여한 기업 성격 별로 보면 건설

물리면서 그 효과가 증폭되었다. 하지만 지방

시행사의 비중이 71%로 가장 높고, 금융투자

정부가 PPP를 새로운 융자수단으로 변칙적으

기관이 16%로 그 뒤를 이었으며 운영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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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밖에도 설비공급

확대로 2015년 관리 목표치인 3% 선을 이미

업체와 기술 서비스 업체가 각각 3%, 2% 대의

넘어섰다. 또한 동일기간 동안 지방정부 채무

비중을 차지하였다.

는 RMB 9.6조에서 RMB 16.5조로 증가하면
서 지방 재정수입 대비 채무 비중은 164.2%를

중국 정부가 PPP 모델을 확산시키는 가장 큰

기록하였다.

이유는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를 완화하고 투
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

한편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및 공급 측면의

기 이후 중국은 재정적자 확대 및 지방정부 채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간투자가 크게 위축된

무 급증으로 채무 리스크가 크게 증대되었다.

것도 한 원인이다. 2012년 지도부 교체 이후

중국 정부의 재정적자율은 2014년까지 1%대

기존 투자-수출 주도의 성장방식을 소비 주도

를 유지해 왔으나 경제성장 둔화 및 재정지출

로 전환함에 따라 투자의 성장기여도는 60%

그림 1 ▶ PPP 등록건수와 자금수요

(단위 : 건)

그림 2 ▶ 프로젝트 단계별 비중 추이

(단위 : 건, %)

그림 3 ▶ 재정적자율과 국채발행/GDP

주 : 중국 재정부는 PPP의 진행단계를 식별-준비-조달-집행-이전 5단계로 구분, 집행 이후 단계를 ‘실행구간’으로 보고 있음
(집행률=집행∙移轉 단계 Pjt. 數 ÷ 준비 이후 단계 Pjt. 數)
자료 : 중국 재정부, ‘全国PPP综合信息平台项目库季报’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그림 4 ▶ 투자 주체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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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서 최근 30% 대로 추락하였다. 또한 글로

정하였다. 2020년까지 농촌지역에서 도시지

벌 금융위기 이후 과잉공급능력을 해소하기

역으로 약 1억 명의 인구를 이전시킴으로써 도

위해 실시한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민간투자가

시화율을 현재의 50% 대에서 60%로 끌어 올

급격히 위축되기도 하였다. 국유자본에 비해

릴 계획이다. 2030년까지 도시화율을 70%로,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증가율을 보이던 민간투

2040년까지는 현재 OECD 국가의 평균 수준

자는 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2015년 이후

인 80%까지 제고시킬 계획이다.

부터 전국 평균을 큰 폭으로 밑돌고 있다.
중국의 도시화 진전으로 인프라 건설 수요

중국 PPP 시장 전망

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
라 주요 수단인 PPP 시장도 동반 성장할 것으

중국은 향후 상당기간 동안 도시화 추진을

로 보인다. GIH(Global Infrastructure Hub)

위한 인프라 투자 수요 확대로 PPP 시장이 성

에 따르면, 도시화 진척에 힘입어 향후 10년

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중국은 향

간 중국의 인프라투자는 U$ 9.29조로 전 세

후 경제발전, 산업구조 고도화 및 국토 균형발

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7%에 달할 것으

전을 위해 도시화율 제고를 골자로 하는 ≪신

로 전망된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재정수입

형도시화규획≫을 발표하였다. 신형도시화는

의 10% 한도 내에서 PPP 사업 추진을 허용함

농업, 생태, 환경 기반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도

에 따라 2017년 기준 연간 U$ 2.07조의 사업

시와 농촌 지역 간 인프라를 연결하고 공공서

추진이 가능하다. 이는 PPP 프로젝트의 평균

비스의 균등화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대수익률을 7% 적용하고 모든 프로젝트가
‘zero 수익성’을 가정하더라도 추진 여력이 충

중국은 신형도시화를 위해 3단계 목표를 설

그림 5 ▶ 중국 vs. 선진국 도시화율(2016)

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 중국 인프라투자수요와 세계비중

자료 : UN, “World Urbanization Prospects(2017)
Global Infrastructure Hub, “Global Infrastructure Outlook(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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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에너지, 교통, 수리, 환경, 농림

혜택을 적용키로 하였다. 복건성은 에너지, 교

업 분야 대형 인프라와 상하수도, 도시교통, 교

통, 수리, 환경, 공공인프라 분야에 대한 외국

육, 문화 등 프로젝트에 가급적 PPP 방식을 채

자본의 참여를 독려하고 PPP 관련 우대 정책

택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2016년 3월 중국 재

을 적용할 것을 천명하였다. 사천성은 외자에

정부는 오수·쓰레기 처리장의 경우 PPP 방식

대한 정부구매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의 도입을 의무화하였다. 한편, 현금흐름 확보

인프라, 공공서비스, 환경 및 농업 분야 PPP 참

가 용이하고 운영조건을 갖춘 프로젝트에 대

여 시 특허경영, 재정보조 등을 통해 적정이익

해서는 자금 지원 중단을 통해 PPP 방식으로

을 보장하고 시장진입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

의 전환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기로 하였다.

또한 중국 정부는 PPP 제도를 정비하는 동

또한 중국정부는 ‘일대일로’ 건설에도 PPP

시에 외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차별적 조치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로 하였다. 2017년 1월

를 철회하고 나아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확

발개위(발전과개혁위원회)는 ‘일대일로’ 주변

장 적용할 것을 시사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에

국으로의 PPP 프로젝트 확산을 위해 외교부,

서 PPP의 확산을 위해 시범 프로젝트 추진, 재

국자위, 인민은행 등 다수의 중앙 부처와 공동

원 확대, 참여주체에 대한 차별금지 및 퇴출 기

으로 대응체제를 마련하였다. 일대일로 주변

제 마련하였다.

국을 아우르는 인프라 건설과 관련하여 외국
자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PPP 모델의 확산을

기대수익률이 높은 PPP 사업을 중심으로 민
영기업과 외자기업에 제안하고 차별적 대우를

통해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한다는 것
이 주요 골자다.

금지하고 비국유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지
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민영기업과 외자기업

2017년 10월 국책연구기관과 국가개발은

에 대한 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프로젝트에 대

행, 수출입은행은 공동으로 ‘일대일로 PPP발

해서는 정부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연구센터’를 발족시켰다. 기존 프로젝트에

2017년 2월 중국 정부는 PPP 프로젝트 관련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일대일로 주변 지역에

자산 유동화를 허용하는 한편 계약기간 만료

서 PPP 프로젝트의 확산을 위한 경험적 근거

이후에도 지분양도 및 자산유동화가 가능하도

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을 비롯해 주변

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국 정부에 일대일로와 관련하여 컨설팅서비스
를 제공하고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외국자본의 참여를 유

PPP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도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및 지원제도가 마련되

는 외자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통

고 있다. 최근 호북성은 중국에서 최초로 외국

해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실행을 촉진하고 시

자본의 PPP 진출 시 국내기업과 동등한 세제

범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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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함이다.

법인을 설립하고, 여기에 중국 내 자본과 컨
소시엄을 구성하여 정부 출자사와 공동으로

외자기업의 중국 PPP 사업 참여사례

SPV(Special Purpose Vehicle)를 설립하는 다
중 자본 합작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충칭, 다

중국 PPP 시장의 확대 및 진입 제도의 개선

롄, 핑후 프로젝트에서 외자 포함 민간 사업 주

으로 외자기업들의 사업 참여가 점차 증가하

체의 지분율은 각각 60%, 51%, 100%로 프로

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미진한 제도적 환경에

젝트의 주도권을 확보했다.

대비해 외자기업들은 대상사업의 선정, 출자
구조 및 수익모델 선택에 있어 보수적인 방식
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정부가 적정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타적 사업권 약속, 공급가격 사
전 확정 및 재협상권을 명시하고 있다. 외자가

첫째, 신규 건설보다는 기존 자산에 대한 이

M&A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한 핑후 프로젝트

전, 확장 건설 및 위탁 운영권 획득을 중심으

는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며, 다롄 프

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충칭, 다롄, 핑

로젝트는 정부 재정으로 최저수익률 6.5%를

후 PPP 프로젝트는 모두 기존 자산에 대한 이

보장하기로 하였다. 수혜자 비용부담 방식인

전 및 운영이 핵심이며 부분적으로 확장 건설

충칭 프로젝트는 계약기간 동안 배타적 사업

이 포함되었다. 다롄시 지하철 프로젝트와 같

권 약속, 공급가 사전 확정 및 가격 재협상권을

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소지분

부여하는 등 다중의 수익 보장 장치를 마련하

투자를 통해 위탁운영자로 참여하는 O&M 방

였다.

식을 채택하였다.

시사점
둘째, 다중 자본 합작을 통해 리스크를 분

6

산시키는 동시에 대지분율을 통해 사업 주도

중국 정부의 채무 리스크가 투자 중심의 성

권을 확보하고 있다. 우선 역외 자본 간 합작

장방식을 제약하는 가운데 향후 PPP 모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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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각광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정

로 큰 BOT, BOOT 등 신규건설 프로젝트보다

책적으로 국유기업의 PPP 프로젝트 참여를 제

는 기존 자산의 위탁운영, 유지, 서비스 중심의

한하고 민간자본과 외국자본의 참여 기회를

O&M, TOT, ROT 등 사업을 집중적으로 발

확대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사

굴할 필요가 있다.

업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사업 추진 경험 및 네트워크 자원을 감안

장기적으로 중국 내 PPP 사업 경험을 바탕으

하면 중국 PPP 프로젝트 수주 역량은 충분할

로 일대일로 주변국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것으로 판단된다.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일대일
로 주변국에 기 진출한 국내기업 네트워크를

중국 PPP 사업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국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 구상은 주변 60

기업들은 다자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리스

여 개 국가를 망라하고 있어 자금 수요가 방대

크 통제를 위한 단계별 사업 확장 모델을 정립

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 중국기업이 독자적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내외 다양한 기업들이

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특히 금융기관

라서 일대일로 주변국을 중심으로 국내기업들

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기업

은 그 동안의 사업 경험을 토대로 선제적으로

과의 파트너십도 적극 구축해 나가야 한다. 둘

프로젝트를 발굴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

째,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기

자본과 공동으로 일대일로 주변국 인프라 프

간망 프로젝트보다는 도시 공공인프라 중심으

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로 수주하고 점진적으로 규모와 범위를 확대

때다.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리스크가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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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의 진출 사례
< 사례1: 충칭시 북부지역 급수 프로젝트 >

충칭시 정부
100%

Chongqing
Water

특허경영권
기간: 50년
40%

Sino French Water Dep.
투자: RM B 1.23 십억

60%

Sino French Water
(France, Hongkong)

건설, 운영, 유지보수
수도사업장 4 곳
-사업모델: TOT(Transfer-Operate-Transfer) + BOT(Build-Operate-Transfer)
-수익방식: 계약기간 내 배타적 사업권 확보, 수혜자 비용 부담, 공급가격 사전 확정
-이전방식: 계약기간 만료 후 특허경영권 및 소유권을 정부에 무상 이전

< 사례 2: 다롄시 전철 3호선 프로젝트 >

다롄시 정부
자산 이전
기간: 25년

100%
Dalian Const.
Investment

49%

SPV
투자: RM B 4.192 십억

5%

DB Schenker(독일)
Tekronix(미국)
Ping An Bank(중국)

46%
자금조달, 시설관리, 운영
Dalian 지하철 3호선
-사업모델: TOT(Transfer-Operate-Transfer)
-참여방식: 재무적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자 구분, 외국자본은 전략투자자로 참여
-수익방식: 최저 운영수익률 6.5% 보장 위해 정부재정 보조, 계약기간 내 무배당
-이전방식: 계약기간 만료 후, 프로젝트 회사는 해당 자산을 정부에 유상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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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3: 핑후시 동부지역 오수처리장 프로젝트 >

핑후시 정부

지분양도
기간: 30년

감독
Dushan Swage Trmt.
투자: RM B 0.59 십억

100%

SIIC Evironment
(Singapore)

건설, 운영, 유지보수, 고객 서비스
Dushan 港 오수처리장

-사업모델: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수익방식: 정부 비용 부담
-참여방식: 계약기간 내 한시적 M & A
-이전방식: 계약기간 만료 후 오수처리장 자산을 정부에 무상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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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프로젝트관리 역량 현황1)

이 광 표 부연구위원(leekp@cerik.re.kr)
					

1. 해외 건설 수주와 시장 동향

공학박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년)의 연평균 653.6억 달러의 해외건설 수주액
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2013~2015년 수주 사

국내 대형 건설기업들은 2010년 UAE 원전

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형 손실 사례를 다

수주에 힘입어 716억 달러라는 해외건설 수주

수 경험하였고, 2015년부터 국내 기업들은 다

호황기를 누렸으며, 이후 5년 간(2010~2014

소 소극적인 수주 행보를 보였다. 예를 들어,

그림 1 ▶ 연도별 해외 수주 변화

그림 2 ▶ 지역별 해외 수주 변화

1)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이슈포커스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관리 역량 진단”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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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6년의 수주 실적은 각각 461억 달

타내는 글로벌 건설 시장과 향후 감소세가 예

러, 28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년 간의 수

상되는 국내 주택시장을 고려한다면, 국내 기

주 실적은 연평균 34.5%가 감소하였다. 또한

업들은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 수주 활

2016년 수주 실적(282억 달러)은 2006년 이

동 및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후 약 10년 만에 연간 수주액 300억 달러를 하

야 한다. IHS 마킷(IHS Markit)에 따르면, 글

회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2017년에도 이어져

로벌 건설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90억 달러의 수주액을 기록하였다(<그림 1>

2023년에는 2010년 대비 약 50%가 성장한 15

참조). 지역별 수주 동향을 살펴보면, 국내 기

조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 국

업들이 활발히 진출하였던 중동 지역의 수주

내 주택시장의 경우 2018년 이후 하강 국면으

금액은 2014년 약 314억 달러에서 2017년 약

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

146억 달러로 50% 이상(53.5%)이 급감하였

황에서 해외 사업에 대한 신규 수주가 저조할

고, 또 다른 주력 시장인 아시아 지역의 2017

경우 국내 건설기업들은 중장기적인 물량 확

년 수주액 역시 2014년 대비 21.5% 감소한

보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3)

12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그림 2> 참조). 공
종별로는 2010년 대비 2017년의 플랜트 수주

그러나 2018년 이후 해외 건설 시장은 제한

건수는 105건에서 65건으로 약 38.1% 감소

적인 유가 상승, 걸프협력회의(GCC) 주요국

하였으며, 수주 금액은 572억 달러에서 199억

의 재정 적자로 인한 발주 부진, 중동 지역 정

달러로 약 65.2% 감소하였다(<그림 3> 참조).

세의 불안 지속, 유럽 기업들의 공격적인 수주
활동 등의 영향으로 비우호적일 것으로 전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

되고 있다.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가의 경
우 감산 기간의 연장 가능성, 사우디아라비아
정치 불안의 지속, 세계 경제 회복으로 인한
원유 수요의 안정적인 성장세 등은 유가 상승
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셰일 오일의 공급
증가 가능성은 유가 상승의 폭을 제한하는 요
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결과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은 2018
년 국제 유가를 $60~70/배럴 수준으로 예측

그림 3 ▶ 공종별 해외 수주 변화

하고 있으며, 2018년에도 GCC 주요국들의 급

2) IHS Markit(2017), Global Construction Outlook : Executive Overview.
3) 한국기업평가(2017), Industry Credit Outlook : 2018년 산업 전망.
4) 한국기업평가(2017), Industry Credit Outlook : 2018년 산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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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재정 수준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수 등의 전사적 차원의 전략적 대안도 중요하

다. 이러한 시장 환경은 향후 국내 기업들이 강

나, 근본적으로는 프로젝트관리 역량 증진을

점을 가지고 있는 플랜트 부문에 대한 신규 사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 및 수행하기 위

업 추진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 전략을 우선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이다.

국제 정세 측면에서는 2017년 6월 이후 지속
되고 있는 중동 지역(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2. 역량 진단 체계

UAE, 바레인 등)의 정세 불안이 국제 사회 및
주변국의 개입으로 복잡해질 경우, 사업 수행

국제 프로젝트관리 표준을 제시하고 있

시 요구되는 기자재 조달, 금융 등의 측면에서

는 주요 기관들은 프로젝트 기반의 기업 또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는 산업의 역량 증진을 목적으로 그들이 제
시하는 프로젝트관리 표준 기반의 역량 평가

이 외에도 ENR(Engineering News-Record)

모델과 역량 수준별 향상 방향(Framework)

에 따르면, 해외건설시장에서 미국, 유럽, 중국

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프로젝

기업들은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

트관리협회(Project Management Institute,

히 중동 지역의 경우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등

PMI)는 프로젝트관리 지식 체계(Project

유럽 업체들의 매출 성장세가 증가하고 있는

Management Body of Knowledge, PMBOK)

상황이다. 예를 들어, ENR에 집계된 해외건설

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기능 분야, 생애주

매출 상위권 기업 중 미국 기업들은 2010년 22

기를 고려한 프로세스(Process) 그룹, 각 관

개에서 2016년 43개로 약 50%가 증가하였고,

리 분야별 수행 지침, 표준 용어 등을 기반으

중국은 2010년 51개에서 2016년 65개로 파악

로 조직6)과 개인 또는 매니저7)의 역량을 진

되었다.5) 이처럼 미국과 중국, 유럽의 기업들은

단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모델과 프레임워

지속적인 시장 진입 및 사업 수행을 통해 경쟁

크(Framework)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영

력을 갖춰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 경쟁 환

국 프로젝트관리협회(Association for Project

경은 향후 국내 기업들의 수주 경쟁 시 경쟁 강

Management, APM)는 생애주기 단계별 주

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장 환경

요 관리 분야에 대한 지식 체계를 제공하고8),

을 고려하면, 향후 국내 기업들의 해외 사업 수

기술 역량(Technical Competence), 행동 역

주 증대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경쟁력 확

량(behavior competence), 수행 또는 실현 역

보 및 제고가 필수적이다. 특히 기업의 경쟁력

량(Contextual Competence)으로 구성된 역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저가 수주 및 리스크 감

량 진단 및 증진 프레임워크(Competence

5) ENR(2011), The Top 225 International Contractors ; ENR(2017), The Top 250 International Contractors.
6) PMI(2008), Organizational Project Management Maturity Model(OPM3), Second Edition.
7) PMI(2007), Project Manager Competency Development(PMCD) Framework, Second Edition.
8) APM(2006), APM Body of Knowledge, 5th Edition.

12

K-BUILD저널 2018. 11월호

Framework)를 제안하고 있다.9)

량 증진 방안12)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외, 미국
건설사업관리협회(Construction Management

세계 프로젝트경영협회(International Project

Association of America, CMAA)13), 미국 건

Management Association, IPMA)의 경우 프로

설산업연구원(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

젝트(Project), 프로그램(Program), 포트폴리

CII)14), PMI15) 등에서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

오(Portfolio)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요

영한 프로젝트관리 지식 체계를 제공하고 있

10)

11)

구되는 방안 과 개인 역량

및 조직 역량, 역

표 1 ▶ 건설 프로젝트관리 주요 기능 분야
구분

기획관리
통합관리
범위관리
설계관리
공정관리
원가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인적자원관리
의사소통관리
리스크관리
계약 및 구매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재무관리
클레임관리
정보관리
시공관리
시운전관리
지속가능성
보안관리
건설기술관리

다(<표 1> 참조).

PMI

CMAA

CII

KETEP16)

APM

KAC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APM(2008), APM Competence Framework.
10) IPMA(2016), Project Excellence Baseline for Achieving Excellence in Projects and Programs, Version 1.0.
11) IPMA(2015), Individual Competence Baseline(ICB) for Project, Program and Portfolio Management, Version 4.0.
12) IPMA(2015), Organizational Competence Baseline(OCB) for Developing Competence in Managing by Projects, Version 1.1.
13) CMAA(2010), Construction Management Standards of Practice.
14) https://www.construction-institute.org/resources/knowledgebase, <2018.5.27>.
15) PMI(2007), Construction Extension to The PMBOK Guide, Second Edition.
16) 에너지기술평가원이 발주한 R&D 연구과제(원전 건설관리 선진화 기술 개발)의 2012년 연구 결과물 중 하나인 한국 원전 건설관리 체계 역
량 분석에 적용된 기능 분야를 참조함.
17) 한국공항공사가 발주하고 2017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수행한 “신공항 건설사업의 사업관리방안 연구용역”중 “신공항 건설사업 수행을
위한 내부역량 진단”연구 내용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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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에서는 글로벌 주요 기관에서 제시하

하여 세부 역량을 정의하였다. 세부 역량 항

고 있는 국제 표준과 국내에서 수행된 역량 진

목은 PMI의 OPM3 및 PMCD Framework,

단 사례(공항 사업 사례, 발전소 사업 사례 등)

APM의 Competence Framework, IPMA의

를 고려하여 역량 진단을 위한 16개 주요 기능

ICB 및 OCB 등 국제 표준과 국내 역량 점검

분야(사업기획관리, 설계관리, 시공관리, 시운

사례18)를 기반으로, 해외 사업 수행 경험이 다

전관리, 통합관리, 범위관리, 원가관리, 공정

수인 전문가 및 실무자의 의견19)을 반영하여

관리, 품질관리, HSE관리, 리스크관리, 구매

최종적으로 약 230여 개를 도출하였다.

관리, 자재관리, 의사소통관리, 클레임관리, 사
업정보관리)를 도출하였다. 기능 분야를 도출

역량 항목에 대한 평가는 리커트(Likert

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전략, 인사 및 조직 관

scale)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사업관리 체계 및

리, 재무 및 회계관리 등 사업에 간접적으로 영

프로세스 그룹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향을 미치는 전사적 차원의 기능 분야도 고려

의 평가 기준을 정의하였다. 사업관리 체계의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단위 사업의 수행

경우 리커트 척도 ‘1점’은 절차/시스템/조직이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능 분야만을

부재한 상태, ‘2점’은 절차/시스템/조직을 일

고려하였다. 또한 각 기능 분야 별 역량 점검

부 보유하거나 구성한 상태, ‘3점’은 절차/시스

을 위한 항목은 사업관리 체계와 프로세스별

템/조직을 전반적으로 구축·보유하고 있으나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Knowledge) 및 스킬

사업에 적용이 어려운 상태, ‘4점’은 보유한 절

(Skill)’로 분류하여 세부 역량 항목을 도출하

차/시스템/조직을 사업에 적용하고 있으나 체

였다.

계적·일관적이진 않은 상태(개선 필요), ‘5점’
은 절차/시스템/조직을 체계적·일관적으로 사

사업관리체계의 경우 해외 프로젝트관리

업에 적용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와 더

수행 시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조

불어 <표 2>는 프로세스 그룹별 평가 기준 및

직, 절차/지침/규정, 전산시스템’로 구분하

예시를 나타낸다.

여, 전사적 차원 및 단위 사업의 역량을 점검
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프로세스에

도출한 역량 진단 체계를 기반으로 국내 건

따른 ‘지식(Knowledge) 및 스킬(Skill)’은 기

설기업의 해외 프로젝트관리 역량 수준을 파

능 분야별 주요 업무를 ‘계획(Planning), 실행

악하기 위해 16개 기능 분야의 사업관리 체계

(Execution), 모니터링 및 통제(Monitoring

및 프로세스 그룹에 대해 인터뷰 및 설문조사

and Controlling), 종료(Closing)’단계로 구분

를 수행하였다. 대상기업은 10년 이상 해외 사

18) 에너지기술평가원의 R&D 연구 과제(원전 건설관리 선진화 기술 개발)의 2012년 연구 결과물 중 하나인 한국 원전 건설관리 체계 역량 분
석에 적용된 점검 항목 및 한국공항공사(2017)의 “신공항 건설사업의 사업관리 방안 연구 용역”결과를 참고함.
19) 10년 이상의 해외 사업 관리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및 실무진 그룹이 최근 해외 사업의 발주 요건, 사업 수행 중 발주자 요청 사항, 그들의
사업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기존 문헌 및 사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 표준으로서의 역량 항목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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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건설 프로젝트관리 주요 기능 분야
척도

기준

1

매우 부족한 수준

2

다소 부족한 수준

3

보통 수준

4

일정 수준에 도달 (만족)

5

상당한 수준에 도달
(매우 만족)

예시

ex.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자료 수집 및 정리 등을 수행

ex. 주요한 업무의 수행 방식 및 기법에 대한 부분적 이해를 통해 계획(안) 수립 등을
제한적으로 수행

ex. 중장기 업무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적용, 업무 수행 일정 준수 및 관리, 업무 관련 지표
관리 등 수행
ex. 업무에 대해 모니터링(Monitoring) 및 피드백(Feedback)함으로써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건을 관리

ex. 업무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며, 업무 관련 최신 기법 및 방식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수행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 및 개선

업의 원도급자 또는 프로젝트 관리자로서의

도출하기 위해 선진기업의 수준과 비교하였다.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의 수주 비

이를 위한 해외 선진기업의 역량 수준 분석 결

중이 높거나 성장하고 있는 대형 건설기업 중

과21), 16개 기능 분야에 대한 평균 역량은 80.3

인터뷰에 응한 5개사(A~E사)로 한정하였다.

점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기능 분야별 역량

조사는 2주(2018년 6월 18일~29일)에 걸쳐,

수준은 73~85점 수준으로 편차가 낮았다.

15~30년의 해외 사업 수행 및 프로젝트관리
경험을 보유한 실무 전문가(해외 사업을 담당

선진기업 대비 국내 기업들의 해외 프로젝

하고 있는 차장 및 부장급)를 대상으로 진행되

트관리 역량은 약 71%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었다.20)

기능 분야별로는 설계관리(76.4%), 시공관리
(81.9%), 원가관리(78.9%), 공정관리(74.2%),

3. 기업별 역량 분석 결과

품질관리(83.5%), HSE관리(77.4%), 구매관
리(84.2%), 자재관리(86.9%) 분야의 역량은

국내 기업들의 역량 분석은 16개의 기능별

선진기업 대비 약 74~87%로 평균(71%)을 상

사업관리 체계 및 단계별 프로세스에 대한 역

회하고 있었다. 반면, 사업기획관리(63.3%),

량 수준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수행하였

시운전관리(70.3%), 통합관리(60%), 범위관

으며, 각 기업별 인터뷰 및 설문조사 분석 결과

리(67.2%), 리스크관리(58.7%), 의사소통관

를 토대로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및 개선점을

리(62.9%), 클레임관리(54.6%), 사업정보관

20)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관리 체계와 프로세스 그룹에 대한 가중치(Relative Weight)를 산정함. 사업관리 체계와 프
로세스 그룹에 대한 가중치는 4.5:5.5 수준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를 역량 조사 결과에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역량 수준을 도출함.
21) 해외 선진기업의 역량 수준은 2017년 7월 수행한 박광재 석사 논문인 「건설기업의 사업관리 성숙도와 사업관리 역량, 사업성과에 대한 평
가모델 연구」를 참고함. 박광재는 논문 내 석유화학플랜트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기업과 해외 플랜트업계의 선진기업에 속하는 미국계 기업
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업관리 역량, 사업관리 성숙도, 사업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함. 본고는 선진기업의 역량 수준을 파악하기 위
해 박광재 석사 논문의 설문조사 결과를 재구성하여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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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64.6%) 분야는 선진기업 대비 71% 이하

기업별로 역량 수준을 살펴보면, A사의 경

(55~70% 수준)로 나타났다(<그림 4> 참조).

우 해외 선진기업 대비 80% 이상(82.1%)의

역량 수준이 낮은 분야는 비교적 최근 다수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D사는 76.8%로 A

해외 사업을 경험하며 필요성을 인식한 분야

사와 근접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B(69.4%),

로, 경험 기반의 의사결정 항목이 많아 수행 시

C(65.8%), E(63.1%)사의 경우 선진기업 대비

난이도가 높은 분야들이었다. 또한 대부분 국

60~70%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

내 사업 수행 시에는 중요도가 낮아 경험이 부

로 확인되었다(<그림 5> 참조). <표 3>은 기업

족한 상황이었다.

별 역량 현황을 나타내며, <표 4>는 국내 기업
들의 인터뷰 결과로, 사업관리체계 및 프로세

그림 4 ▶ 해외 선진기업 대비 국내 기업들의 기능분야별
평균 역량 수준
표 3 ▶ 각 기업의 기능 분야별 역량 수준
구분

A사
B사
C사
D사
E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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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기업별 선진기업 대비 역량 수준

분야

역량 수준 82.1% 이상

설계관리, 시공관리, 원가관리, 공정관리, HSE관리, 구매관리, 자재관리, 클레임관리

역량 수준 69.4% 이상

시공관리, 시운전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HSE관리, 구매관리, 자재관리, 사업정보관리

역량 수준 82.1% 미만
역량 수준 69.4% 미만
역량 수준 65.8% 이상
역량 수준 65.8% 미만
역량 수준 76.8% 이상
역량 수준 76.8% 미만
역량 수준 63.1% 이상
역량 수준 63.1% 미만

사업기획관리, 시운전관리, 통합관리, 범위관리, 품질관리, 리스크관리, 의사소통관리, 사업정보관리
사업기획관리, 설계관리, 통합관리, 범위관리, 공정관리, 리스크관리, 의사소통관리, 클레임관리
설계관리, 시공관리, 시운전관리, 범위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구매관리, 자재관리

사업기획관리, 통합관리, 공정관리, HSE관리, 리스크관리, 의사소통관리, 클레임관리, 사업정보관리
⦁사업기획관리, 설계관리, 시공관리, 원가관리, 공정관리, HSE관리, 의사소통관리, 사업정보관리
시운전관리, 통합관리, 범위관리, 품질관리, 리스크관리, 구매관리, 자재관리, 클레임관리
사업기획관리, 시공관리, 원가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HSE관리, 자재관리

설계관리, 시운전관리, 통합관리, 범위관리, 리스크관리, 구매관리, 의사소통관리, 클레임관리,
사업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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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 국내 기업들의 해외 프로젝트관리 수행 현황
구분

●

절차

●

개발 및 적용하고 있는 절차/규정 등에 대한 범위와 심도는 해당 분야의 전 범위를 포함하고

있진 않으며, 기능 분야별로 다른 것으로 조사됨. 그 결과, 기능 분야별 절차 등은 개발된 수준에
따라 업무에 실제로 적용되는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시스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중임.

분야

●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사업에서 발생하는 정보, 데이터 등을 저장하기 위한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및 운영되고 있음.

현장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있으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능

모듈을 갖추고 있지 않을 경우 외부 상용 프로그램을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하여
전산시스템에 적용 및 활용함.

사업관리체계
●

●

조직

과거부터 중요성이 높게 인식된 분야에 한해 해외 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현장 중심
업무에 반복적으로 투입되어 비교적 높은 역량 수준의 인력이 확보되고 있음.

다만, 일부 분야의 경우 조직의 역량 수준이 보유하고 있는 절차/지침/규정에 대한 역량을

상회하고 있어, 실제 업무 수행 시 절차/지침/규정 및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기보다는 여전히

전문가의 경험 및 노하우(Know-How)를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

있음.

대부분의 기업들은 현장 중심의 기능 분야에 해당하는 인력과 본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분리되어 있으며, 현장 중심 인력이 본사 차원의 지원 인력보다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계획

●

입찰을 위한 사업관리기본계획(Project Management Plan 또는 Project Execution Plan) 및

기능 분야별 실행 계획서에 대한 표준을 보유하고 있으나, 단위 사업 수행 시 외부 환경 및 사업
특성을 고려해 PEP 및 실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진 않음.

다만, 단순히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RFP)에 기술된 일부 내용을 반영하는

수준이었으며, 관리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과거 사업 수행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 및 활용 수준은 낮음.

프로세스그룹

실행

모니터링 및
통제

●

노하우에 의존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 수행의 일관성 및 연속성이 낮았음.
●

●

●

종료

기능 분야별 절차서, PEP 및 실행 계획서 등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함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일부 기능 분야의 경우 여전히 해외 사업 경험이 풍부한 상위 관리자의 경험 및

●

성과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실적 관리와 밀접한 분야인 원가 및 공정관리 등의 분야에 한해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변경 사항에 대한 추적관리 또는 지속적·반복적 확인 및 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됨.

사업 수행 시 발생한 산출물을 향후 사업에 과거 사례로 활용하기 위해 저장하고 있음.

경영진의 사업성과 모니터링과 연계된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별 사업 단위별로

문서를 ● 전산시스템 내 관리하고 있음. 이러한 관리 방식은 데이터 기반의 경향 및 패턴 분석이
어려워 향후 시사점(lessons learned)을 도출하여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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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그룹별 업무 수행 현황 보여준다.

준은 선진기업 대비 71%로 파악되었다. 향후
국내 기업들은 해외 프로젝트관리 역량 증진

반면 선진기업의 경우, 절차서와 전산시스템

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해외사업 수주 및 수행

을 활용하여 사업관리 초기 단계 업무(기획 및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개선

영업, 수주, 입찰 등)부터 계약 이후 단계의 업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무를 체계적/통합적/일관적으로 수행하고 있
었다. 특히 사업 경험이 풍부한 실무 전문가를

첫째, 사업관리 체계(절차/조직/전산시스

현장 중심으로 투입하고 있는 국내 기업과는

템)는 기존의 단위 사업 중심의 운영 방식에서

달리, 해외 기업의 경우 경험과 노하우(know-

벗어나 전사 차원의 표준 사업관리 체계를 구

how)를 지닌 전문가를 본사 조직으로 구성하

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대부분의 해외 사업 발

고 있었다. 해외 기업의 이러한 조직 구조는 미

주자는 계약자에게 프로젝트관리를 위한 절

숙련 담당자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절차서

차 및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

및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발주자의 요구에 대응하

있을 정도로 사업관리 체계가 충분히 표준화·

고, 일관성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사차원의

통합화·체계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기능 분야별 절차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갖춰야 한다. 또한, 해외 사업 수행 경험

또한, 그들이 수행한 과거 사업 사례를 데이

을 통해 축적된 관리 방식에 대한 노하우를 지

터베이스(DB)화하여 기능 분야별 계획을 수

속적·주기적으로 절차/지침/규정 및 시스템에

립하기 위한 기준을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반영해야 할 것이다. 조직 측면에서는 사업을

실행 및 모니터링 단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행하는 국가의 내·외부 환경적 특성을 고려

의사결정 사항을 지원하는 등 경험 DB를 적극

하여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

활용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사업 수행 과정에

구조가 필수적이며, 향후 본사 조직과 단위 사

서 발생하는 산출물 및 정보 등을 최대한 데이

업 조직이 유기적으로 연계·통합된 업무 환경

터화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이 설

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주문·제

계되어 있었으며, 사업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작이 필요한 자재에 대한 구매 및 추적 관리,

는 전사 차원의 시스템과 연계·관리함으로써

클레임에 대한 사전 대응 방안 수립, 의사결정

향후 사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처리

사항에 대한 과거 사례 기반의 지원 등은 본사

하여 활용도를 증진하고 있었다.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현장 조직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4. 역량 증진 방향 및 제언
둘째, 기능 분야별 업무 수행 시 관련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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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의 해외 프로젝트관리 역량 수

분야 간 연계를 통해 계획의 정확성 및 업무

준을 분석한 결과, 16개 기능 분야의 역량 수

수행의 효율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특히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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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있는 사업 수행 환경을 제공하는 통합관리,

및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최근 이

범위관리 기능 분야에 대한 역량 증진이 필요

슈화 되고 있는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

하다. 예를 들어, 사업 수행 시 주기적인 회의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 등을 적용하여 사

체 운영을 통해 사업 초기에 수립한 사업관리

업 계획 시 활용할 수 있다.

기본계획(PEP), WBS, CBS, PNS 등이 효율적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관리 체계(절차/조직/전산
시스템)와 개선된 업무 프로세스가 효율적으
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실무진들로부터 체계

셋째,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들

및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문

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 건설 기업들

화가 확산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전사적 차

은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생산성 제고를 추

원의 프로젝트관리 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경

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 사업 사례

영진의 의지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며, 기능

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구축

분야별 조직 및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고도화

하고, 이를 전산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데이

된 프로젝트관리 역량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

터 기반의 시사점(Lessons Learned)를 도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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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동산을 선도하는 신기술

최 민 성 델코리얼티그룹 대표

도시부동산은 모든 산업이 융합된 종합산업
이다. 최근에는 4차 산업시대의 신기술이 도시

1.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과 Big Data

부동산에 접목되면서 효율성과 투명성이 개선
되고 있다. 도시부동산의 진화를 선도하는 기

향후 5년 이내에 도시부동산 분야에서 AI와

술이 무엇이고 진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

빅 데이터가 엄청난 창조적 파괴활동을 할 것

보기로 한다.

으로 보인다. 사람보다 더 우수하게 실행하면

그림 1 ▶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

자료 : https://hackernoon.com/how-big-data-is-empowering-ai-and-machine-learning-4e93a1004c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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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효율성과 이익을 개선시켜 사람들이 일하

실용화되어 있다. 향후 개인용 3-D 프린팅이

는 관계를 크게 변화시킬 전망이다. McKinsey

일반 용품으로까지 보편화될 경우, 무역과 물

는 과거 10년 동안 중산층 직업 중에 88%가

류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제

기계로 전환되었고, 2030년까지 로봇이 8억

품의 수출입 선적과 물류이동 보다는 현지에

개 이상의 직업을 대체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서 프린팅을 통해 생산이 가능해진다. 이는 환
경에는 좋은 뉴스가 되겠지만, 반대로 수출에

빅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알고리즘 가격

의존하는 이머징 경제에는 나쁜 뉴스가 될 것

결정(Algorithmic Pricing)을 하는 시대가 다음

이다. 3-D 프린팅의 사용이 절정으로 사용되

10년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Amazon

는 시기에는 글로벌 무역이 지금의 1/3로 줄어

은 사용 중에 있다. 이런 가격결정이 보편화되

들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현지에서 프린터를

면 기업의 과잉생산은 없어지면서 인플레라는

통해 전송된 디지털 명세서대로 프린팅하면,

용어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기술발달로

무역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얘기이다.

인해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Populism이 확대
될 가능성도 수 있다. 사람의 노동참여가 줄어

3. 피에조 전기(Piezoelectricity)

들더라도 국가는 창출된 부를 제공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를 채택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사람 움직임과 자동차 진동을 활용하여 전기
일부분을 생산하는 피에조 전기 생산이 확대될

2. 3-D프린팅 (Three-Dimensional
Printing)

것으로 보인다. 이 기술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
으면서 가격도 내려가고 있다. 야구장에서 운
동선수들이 뛰고, 관중들이 경기에 열광하면서

3차원 프린팅은 이미 소형주택과 건물에서

그림 2 ▶ 3-D 프린팅

자료 : https://www.pinterest.co.kr/pin/44240836337396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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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피에조 전기 생산
자료 : makezine.com

에 필요한 전기가 생산된다. 도시에서 사람들
이 인도를 걸어 다니기만 해도 도시는 가로등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
동차 진동으로도 전기 생산이 가능하다.

4. 5G 무선 기술
5G는 4G LTE 보다 데이터 용량이 약 1,000
배 많고 속도는 200배 빠른 차세대 이동통신
이다. 향후 자율주행 시대에 차량과 도로 인프
라와의 소통에 결정적인 역할이 기대가 된다.
5G는 전송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면서 에
너지는 90%가 절감되며, 몇 초 만에 허리우드
전체 영화를 다운받을 수 있다.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면서 교통 신호등 원격장비의 배터리
수명도 10년 정도로 확대된다. 사물인터넷 능
력이 향상되고, 감시 카메라의 고 해상 비디오
전송이 4배나 선명해진다. 핸드폰 통화는 마치
옆 사람과 얘기하는 것처럼 좋아진다.

그림 4 ▶ 5G 비전

자료 : https://www.zdnet.com/article/is-5g-the-missinglink-for-autonomous-vehicles-smart-cities-and-abrave-new-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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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태여 스트리트 그리드, 조명, 주차장, 신호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완벽하게 건설된 도시의
모습을 사전에 입체로 표시하여 여러 가지 사

BIM은 첨단 3D 모델을 바탕으로 한 프로

전 점검을 할 수 있다. BIM을 활용하여 빌딩산

세스 이다. 설계, 엔지니어링, 건설 전문가는

업이 안고 있는 저렴한 노동력 부족문제도 해

BIM을 활용하여 건물과 인프라에 대한 플랜,

결할 수 있다.

디자인, 및 건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정보
와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 모든 과정을 시뮬레

6.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이션으로 볼 수 있어, 설계상 실수와 변경이 줄
어들어 공기단축과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 설

글로벌 공유경제 플랫폼은 전문 개인 서비

비 교환주기 파악, 에너지 소비량과 단열성능

스 같은 서비스 분야, 차량의 호출과 대여 같은

관리 등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교통 분야, 오피스나 체류 같은 공간 분야 등으
로 구분된다. 공유경제 큰 승리자는 주택과 자

건축물은 물론이고 도시 인프라 건설 시에

동차 이다. 이들 자산은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

도 물, 전기, 가스, 통신 시설, 도로, 다리, 터널

는 가장 값비싼 자산이다. 미국의 공유경제에

등을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 시공과

서 가장 큰 규모는 차량 분야로 2017년 기준으

준공 후 운영관리에 관한 정보도 관리할 수 있

로 Uber가 49억 달러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

다. 향후 자율주행 차량도 도시차원의 BIM 도

다음은 공간분야로 Airbnb가 8억 달러, 3위는

로망 정보를 사용하여 스스로 다닐 수 있다. 구

전기에너지 분야로 일반 가정집에서 생산한

그림 5 ▶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자료 : TDG The Digit Group. thedigitgroup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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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 공유경제 글로벌 플랫폼

자료 : https://gentlemenschoice.com.au/tag/sharing-economy/

태양전기 플랫폼인 SolarCity(전기차 회사인

벌 공유경제 플랫폼은 과거의 소수독점을 대

테슬러가 모회사)가 10억 달러 이다.

신하는 새로운 산업자본주의라는 주장이다.
이들이 플랫폼 참여자들의 혜택을 수수료 명

중국 공유 플랫폼은 중국인 해외관광 증가

목으로 많이 가져가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줄

와 함께 급속히 세계화되고 있다. 중국 관광

인다는 당초의 공유경제 의미가 희석되고 있

객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다는 비판도 거세다.

2017년 일본방문 해외 관광객은 2천만 명이
고, 2030년에는 6천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7. 블록체인(blockchain)

일본의 큰 택시회사들은 유커를 모시기 위해
중국 차량호출 서비스인 디디추싱 앱을 앞 다

블록체인은 공유경제 플랫폼의 중개 수수

투며 활용하고 있다. 숙박도 마찬가지 이다. 일

료를 배제하는 개념에서 시작되었다. 같은 목

본 전국 시골마을까지 중국 숙박공유 플랫폼

적을 가진 당사자들이 하나의 블록을 구성하

투자왕(途家網)의 앱이 깔려 나가고 있다. 또

여 스마트 계약에 의해 "peer to peer" 거래를

한, 30개 국가, 가맹점 1천만개소가 유커을 모

하면서, 중개자 필요성을 없애는 것이다. 모든

시기 위해 알리페이 결제수단을 사용하고 있

거래가 각각의 당사자 컴퓨터 네트워크에 저

다. 전 세계 메리어트 호텔에서도 알리페이를

장되며, 모든 참여자들이 거래내용 확인할 수

사용한다.

있다. 임의로 조작이 불가능하여 투명성이 높
다. 세계적으로 구성된 블록체인 컨서시움은

공유경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많다. 글로

약 40개가 된다. 에스토니아는 대표적인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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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 에스토니아 블록체인

자료 : https://banknxt.com/62612/estonia-tallinn/estonia-2/

체인 국가이다. 국가 자체가 앱스토어와 같다.

장화, 부동산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기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에스토니아의 전자영주

여하고 있다.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모바일 채

권(e-Residency)을 받을 수 있고, 디지털 자원

널과 빅데이터 분석, VR 등 하이테크 기술을

을 활용하여 자신의 비즈니스를 발전시킬 수

기반으로 한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있다. 프롭테크는 부동산 산업 투명성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영국은 투명성 순위 1위, 미

우리나라의 삼성SDS, SK C&C, LG CNS

국 4위로 부동산 산업 디지털 혁신을 통해 주

등 IT서비스 업체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

도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11위),

경쟁이 치열하다. 여기에 롯데정보통신, 포스

홍콩(15위), 일본(19위) 등이 투명성을 주도하

코ICT, 대우정보시스템, 한화S&C 등 중견 IT

고 있고, 한국은 40위로 태국(38위) 보다 뒤쳐

서비스 업계도 참여하고 있다. 특히 삼성SDS

져 있다.

는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여, 2017년부터 국내
해운물류 업계와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발족하
여 업계 협업을 주도하고 있다.

KPMG가 2017년 말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
면, 향후 5년간 부동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기술적 혁신은 빅데이터와 데이터 분석, 사물

8. 프롭테크 PropTech (Property+
Technology)

인터넷, 인공지능 등이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향후 3년간 이러한
기술혁신으로 인해 가장 창조적 파괴가 진행

프롭테크를 통해 부동산 분야가 안고 있는
과제가 해결되고 있다. 기술은 부동산 서비스
를 창출 혁신하여, 구매, 판매, 임대, 개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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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프롭테크 4가지 비즈니스 영역
①중개 및 임대

②부동산 관리

③프로젝트 개발
④투자 및 자금조달

-부동산 정보 기반으로 물건정보 등재, 데이터분석, 자문, 중개, 광고, 마케팅에 이르는 매매·임대 정보를 제공
-플랫폼 중심으로 많은 참여자 확보가 성공요소.

-Zillow 사례: Zestimate라는 부동산 가치측정 tool 개발.

-Realtor, Redfin 사례: 각각 디테일한 매물 정보, 수수료 인하 등의 방식으로 시장지배력 확보.
-에너지, 사물인터넷, 센서 등 스마트 기술 기반으로 임차인·건물 관리 서비스 제공.
-KISI 사례: 상업용 건물 보안제어시스템.

-Hive 사례: 센서와 IoT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홈 시스템.

-No agent 사례: 중개/임대 플랫폼. 건물주와 임차인 중개. 부동산 관리서비스 제공.

-건설과정에 VR/3D 디자인, 고도화된 기술적용, 프로젝트 성과 예측,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

-Matterport, Eyespy360 사례: 가상현실 이용하여 3D설계, 모바일 도면 등을 제공. 부동산 플랫폼 정밀
정보 제공.

-핀테크 기술이 부동산 시장과 접목. 크라우드펀딩과 개인금융 분야로 구분.
-개인금융은 부동산 중개에 소비자 접근성/편의성 강화.

9. CoWork + CoLiving

식당, 회의실 등을 공유로 사용하게 되어 공간
의 효율성을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동 오

경제의 다양한 발전으로 프리랜서와 1인 경

피스 플랫폼인 We Work의 사업 확대가 눈부

영이 증가하고 있다. 일하고 놀고 즐기는 거주

시다. We Work은 2~3년 전부터 We Live 사

하는 경계선이 애매모호해지면서, 한 공간에

업도 확대하고 있다. We Live는 뉴욕과 워싱턴

서 모든 니즈를 해결하는 흐름이 커지고 있다.

에 Co-Living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는 회사이

공간 사용면적도 탄력적이어서 Space Sharing

다. 한 건물에서 We Work+We Live가 함께 하

혹은 Time Sharing으로 공간을 공유하거나 필

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요시 사용공간을 확대할 수도 있다. 휴식시설,

그림 8 ▶ We Work 공유 공간
자료 : W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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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mart Personal Mobility

11. 자율주행차량 (Autonomous Car)

향후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1인용 교통수단

2020년부터 전기차 위주의 자율주행 차량이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5km 미만의 단

상용으로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10년 이내

거리 승용차나 택시 이용을 줄이는 대안이 될

에 전 세계 모든 도시에서 일반화될 것으로 보

전망이다. 서울시 경우 5kn 이내의 단거리 승

인다. 자율주행차량이 상용화 되면서 자가용

용차 통행 비율은 17.6%를 차지하고 평균 통

의 90%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신 자율주

행 거리는 3.58km 이다. Alphabet(구글 계열

행 택시는 지금보다 3~4배 증가할 것으로 전

사로 자율주행 Waymo 보유)은 전기스쿠터

망된다. 지금도 자가용이 주차장에서 잠자는

대여 업체인 Lime에 투자하면서 자율주행 택

시간은 95% 이다. 자가용이 줄어들면서 덩달

시와 개인교통 수단 시장 두 분야에서 경쟁력

아 주차장도 90%는 없어진다. 주차장은 다른

을 확보하고 있다. 개인교통수단이 향후 도시

용도로 전환되면서 도시부동산에 큰 영향을

교통에서 차지할 역할이 예상보다 커질 전망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다.

그림 10 ▶ 자율주행 차량과 도시 가로공원의 믹스
그림 9 ▶ Lime 전기스쿠터 전기자전거
자료 : https://www.limebike.com/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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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도시의 도심은 주차장이 줄어들고, 승

지금까지 도시부동산의 진화를 선도하는 11

용차 교통이 줄어들면서, 나무숲이 늘어선 도

가지 신기술을 살펴보았다. 물론 여기서 언급

로에 보행자와 자율차가 함께 어울려 다닐 것

한 기술이외에도 많은 신기술들이 도시부동산

으로 보인다. 자동차 사고는 운전자 실수로 일

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계속

어나는 사고가 전체 사고의 95%를 차지하고

해서 도시 부동산은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간

있기에 자율주행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동차

다. 중요한 것은 도시는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

사고는 급감한다. 자율차가 보편화되면서 여

해야 한다.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는

러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시를 만드는 데 신기술이 활용되어야 한다.
신기술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표 2▶ 자율주행 차량 확대 영향 5개 산업 전망
①완성차 제조업체
②자동차 보험
③탑승공유/택시
④주유소편의점

⑤호텔/항공사

-자율주행 택시기 저렴 편리화, 자가용소유 감소, 택시증가.

-기술회사(구글의 웨이모 등) 시장진입으로 시장점유를 놓고 경쟁.
-GM은 스타트업 인수하면서 자율주행 생산과정 확보 중.

-보험부담 주체는 향후 운전자 대신, 택시회사/자동차 업체 부담.
-안전운행 확대로 30년 후 자동차 보험시장 70% 감소.
-현재 탑승공유 확대로 택시회사 영업력 대폭 위축.
-향후 자율주행 기술 없는 탑승공유 회사 위축.
-주유소는 충전소로 변화.

-자율차 스스로 충전소 방문으로 충전소는 교외로 이전하고 주유소편의점 영업 위축.
-장거리 자율주행 확대 시 편의개념에서 이용 증가.

-근거리 항공사 위축. 장거리 자율주행 차량 침실 확대.
-차 안에서 자면서 여행하기에 중간의 모텔 영업 위축.
-차량여행 목적지 호텔과 Airbnb는 영업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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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사업과
관련 해외사례 및 시사점

이 성 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미 연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

1. 서론

던 일본이 후쿠시마 사태 이후 주변국과의 전
력망 연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중국도 일

동북아 지역의 전력계통 연계 논의는 30년

대일로 전략 하에 글로벌 차원의 에너지 수송

이상의 매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구

망 연계 구상을 국제사회에 발표하면서 동북

상을 실현하기 위해 다자 또는 양자간 협의가

아 국가들과의 전력망 연계 특히 한국과의 전

무수히 이루어졌으나, 역내 국가간 정치외교

력 협력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문제(국가간 신뢰부족, 영토분쟁, 역사적 갈

현재 역내 모든 국가들을 포괄하는 전력망

등, 남북관계 악화 등), 기술적·경제적 장애요

연계 구상 하에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인, 그리고 개별국 중심의 전력수급 안정화 노

4개국 전력기업간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

력 등의 여러 이유들로 인해 동북아지역 전력

한-중 및 한-일 간 해저 전력망 연계 사업, 그

망 연계는 사업화되지 못했다.

리고 한-러 간에 남·북·러 전력망 연계 사업 등
이 민관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보면 동북아 슈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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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구축사업을 현실화하기 위한 역내 환경

이와 관련해서 우리보다 먼저 역내 통합전

이 매우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력망을 운영하고, 국가간 전력망 연계사업을

다. 그동안 다자간 전력망 연계에 소극적이었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유럽지역, 남부아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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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역, 그리고 ASEAN지역 등을 벤치마킹하

지역 전력망 연계 구상을 처음으로 발표하였

는 것은 동북아지역에 커다란 시사점을 줄 수

다. 2000년대 들어서는 기후변화대응 차원에

있을 것이다.

서 역내 친환경 발전원(몽골의 풍력과 태양광,
러시아의 수력)을 공동 개발해서 장거리 송전

2. 동북아지역 슈퍼그리드 구축사업
추진 과정

으로 역내 국가들이 모두 소비할 수 있는 슈퍼
그리드(Super Grid) 구상이 전력기업들에 의
해서 제기되었다. 또한, 2015년에는 중국 정부

동북아지역 국가간 전력망 연계 구상은 각

가 동북아지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중앙

국이 처한 지리적 특성과 전력공급 측면의 특

아시아, 유럽까지 전력망을 연계하는 구상인

성, 그리고 연계하는 지역의 범위, 발전원, 송

GEI(Global Energy Interconnection)을 발표

전량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안되었다. 육

하기도 했다.

지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 간에는 초기
에 국경지역의 전력수급 불안정 상황을 해소
할 목적으로 국지적 및 소규모로 송전선 연

지금까지 동북아지역에서 제안된 다자간 전
력망 연계 구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계와 전력거래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러중, 러-몽, 중-몽 간 송전선 연계와 전력거래

- 동북아 전력시스템 연계(Northeast Asia

는 주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Region Electric System Ties, NEAREST):

에 러시아와 일본,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동북아 지역의 전력망 연계를 Mainland

중국처럼 해상을 국경으로 둔 경우에는 장거

Circle, East Sea Circle, Large NEA Circle

리 수송에 적합한 대용량, 고압직류송전(High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함. 주요

Voltage Direct Current, HVDC) 방식이 현재

발전원은 러시아 극동지역 내 부랴야 수력

제안·검토되고 있다.

발전, 연해주 원전, 동시베리아지역 석탄화
력, 사할린지역 가스복합화력

1) 역내 다양한 전력망 연계 구상
- 아시아 슈퍼그리드(Asia Super Grid): 일본
동북아지역에서는 1980년대 후반(소연방

SoftBank가 설립한 JREF(Japan Renewable

붕괴)부터 역내 전력 전문연구기관들 간에 전

Energy Foundation)이 2011년에 제안. 일

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전력망 연계 구상이 논

본 내 통합전력망 구축, 동북아 전력망 연

의되기 시작했다. 1998년에 러시아 에너지

계, 동북아-동남아-인도 전력망 연계 등을

시스템연구소(Energy Systems Institute, ESI)

단계적으로 추진함. 주요 발전원은 몽골 고

가 극동지역의 풍부한 발전원(수력발전, 석탄

비사막의 풍력과 태양에너지 발전

화력발전 등)을 개발해서 역내 국가(한국, 중
국, 일본, 몽골)들에 전력을 수출하는 동북아

- 고비텍·아시아 슈퍼그리드(Gobitec and

31

K-BUILD 특집

Asia Super Grid): 아시아 슈퍼그리

Council이 일본 정부에 제안. 먼저 일본-한

드 구상을 보완하여 2014년에 국제기구

국-대만 연계하고, 이후 ASEAN지역과 호

인 ECT(Energy Charter Treaty), 한국

주까지 전력망 연계. 범아시아 에너지 인프

KEEI(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라(Pan-Asian Energy Infrastructure)와 다

러시아 ESI, 일본 JREF, 몽골 에너지부 등이

른 점은 중국이 배제된 것임.

공동으로 제안. 동북아지역 국가간 전력망
연계, 몽골 고비사막에 100GW 규모의 태
양광 및 풍력발전 단지 조성

- 글로벌 에너지 연계(Global Energy
Interconnection GEI): 중국 정부의 일대일
로 전략 차원에서 중국 국가전망(State Grid

- 범아시아 에너지 인프라(Pan-Asian Energy

Corporation of China)이 2016년에 제안. 주

Infrastructure): 호주 GRENATEC(Green

변국(중앙아, 동남아, 동북아)과 유럽을 포

Renaissance through Advanced

함한 전세계 에너지 네트워크를 연결. 주요

Technology) 연구소가 2010년에 제안. 호

발전원은 신재생에너지, HVDC 송전방식

주-ASEAN지역-중국-한국-일본으로 전
력망 연결, HVDC방식, 국가간에 전력망과

- 아시아 에너지링(Asian Energy Ring, AER):

가스관 및 광통신망을 결합하여 연결. 발전

2016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 푸틴

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가스화력발전

대통령이 제안. 기존의 동북아지역 내 전력
망 연계 구상과 아시아 및 글로벌 차원의 전

- 아시아 태평양 전력망(Asia Pacific Power
Grid):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력망 연계 구상을 단순히 통합한 형태re of
NEA Supergrid”, ADB 워크숍(광주) 발표자료

2011년에 일본 내 민간단체인 Japan Policy

그림 1 ▶ 동북아지역의 전력망 연계 구상

자료 : 한국전력공사. (2017). “KEPCO’s Progress and Future of NEA Supergrid”, ADB 워크숍(광주)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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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국가간 전력망 연계 관련한 긍정적
요인

다. 특히,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력시장 자유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주변국(러시아, 한국)과 전력망을 연계하

최근 들어 동북아지역에서 전력망 연계를

려는 노력들이 민간단위에서 활발히 나타나고

촉진시킨 요인들이 몇 가지 나타나고 있다. 첫

있다. 중국의 경우, 높은 수준의 전력수요 증가

째는 앞서 언급했던,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

세 유지, 대기환경문제 심각에 따른 강력한 석

응과 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대를

탄소비 억제책과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위한 역내 국가들 간의 공동 노력이다. 일본

정책 추진, 그리고 시진핑 정부의 적극적인 일

SoftBank가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대일로 전략 및 GEI 추진 등이 주변국들과의

또한, 간헐적 특성을 갖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망 연계를 활발히 추진하는 요인으로 작

량이 증대되면 전력망에 부담이 가중되게 되

용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 정부는 GEI

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국

추진에 따른 자국의 발전 및 송전 설비부문의

가간 전력망 연계가 활발히 제기되었다.

건설경기 부양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둘째는 이러한 상황에서 커다란 신재생에너

마지막으로 송전분야에서 빠른 기술발전이

지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오랫동안 경기

다. 에너지저장시설, HVDC, 송전손실률, 해

침체를 겪고 있는 몽골과 러시아(구체적으로

저 송전선 건설 등의 분야에서 기술개발이 빠

러시아 극동지역)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자국

르게 이루어져 장거리 대용량 송전이 상업성

내 수력, 태양광, 풍력 등을 대규모로 개발하려

을 갖게 되었다.

고 한다. 물론, 이들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개
발하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안정적인 판매시장이 마련되어야 한

3) 역내 전력망 연계 사업의 성공적 추진
위한 검토 사항

다. 그리고 러시아는 대규모 투자비가 들어가
는 수력발전 개발보다는 연해주와 사할린지역

국가간 전력망 연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

에 풍부하기 매장되어 있는 자원을 기반으로

료하고, 이후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하면서 수력발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과

위해서는 사업구상 및 추진단계에서 다음과

짧은 공사기간을 요구하는 석탄화력발전과 가

같은 측면들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이를 토대

스화력발전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려고 한다.

로 한 사업당사자(정부, 발전업자, 송전업자,
건설업자, 수입업자, 규제기관 등) 간에 합의

셋째는 각국이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가 이루어져야 한다.

를 근간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Energy
Transition Policy)을 추진하면서 전력수급 및

- 경제적 측면: 가격 및 송전요금 설정, 거래

전력망운영 안정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었

물량 결정, 사업참여자 선정, 자금조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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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 전력망 건설 및 운영 측면: 송전노

상대방 사업파트너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선, 송전방식(주파수, 양방/일방 거래, AC/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3의 장치가 필

DC), 망 운영, 시설 안전 및 보안, 송전용량

요하다. 어떤 국가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준수

계약, 송전혼잡 처리

하지 않으면 주변국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커다란 국가적 손해

- 법·제도적 측면: 정부간 합의, 공통 규범 마

를 입게 될 것이다. 지역협의체는 국가간 합의

련, 규제기관 설립, 역내 전력시장 통합 합의

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
보를 제공하고, 합의해야 하는 각종 내용에 있

- 사회·정치적 측면: 사회적 합의, 참여국간
정치·외교적 분쟁 해결, 환경문제 등

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지역통합
수준이 높은 유럽의 경우에는 EU 차원에서 만
들어진 전력망 연계와 관련된 각종 규범과 가

위와 같은 검토 사항들은 사업참여국의 정

이드라인이 회원국 정부 및 기업들에게 강제

부를 포함한 사업주체들 간에 합의를 통해서

성을 갖지만, ASEAN에서는 강제성을 갖는 그

해결되고, 여러 형태의 협정서와 계약서로 법·

런 규범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도화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것이 사업주체들간에 강한 신뢰와

마지막으로 사업 참여국들이 동일한 국제기

조정자 역할을 하는 EU와 ASEAN과 같은 다

구에 가입하거나, World Bank, ADB, AIIB 등

자간 지역협의체이다.

과 같은 국제금융기관을 사업에 참여시키는
것도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변국들과 전력망을 연계하게 되면, 전력
수출국과 송전선 통과국이 전력 수입국의 전
력안보와 국가경제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3. 해외사례: 유럽지역, 남부아프리카
지역, ASEAN지역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이들 국가간에 정치·외교
적 또는 군사적 마찰이 존재하게 되면 전력망

1) 유럽지역의 전력망 연계 특징

연계 사업 자체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러한 이유로 서유럽 국가들은 아직까지 러시

유럽지역은 오랜 국가간 전력망 연계 역사

아와의 전력망 연계를 통한 전력수입을 원치

를 갖고 있으며, 그리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않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간 전력망 연계

가장 발달된 지역 연계망을 운영하고 있다. 최

가 일단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참여국들이 사

근 들어서는 EU 차원에서 기후변화대응과 관

업 편익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 상호간에 사

련한 역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역내 단일

소한 분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전력시장 형성을 위한 국가간 전력망 연계 사

노력하게 되고, 이러한 행위들은 역내 평화와

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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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국가간 전력망 연계는 크게 3가지 형

위와 같은 3가지 전력망 연계 형태 중에서

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째는 EU 주도 형

동북아지역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것은 PLEF

태, 둘째는 Nord Pool과 같은 전력거래소 주

인 것 같다. 동북아지역에는 EU와 같은 다자

도 형태, 셋째는 인접국들의 정부 및 전력기

간 협력체도 없고, 역내 전력거래소도 아직 존

업에 의해 설립된 포럼(Forum) 주도 형태

재하지 않으며, 단지 최근에 한국, 중국, 일본,

(Pentalateral Energy Forum, PLEF) 등이 있다.

몽골, 러시아 5개국 전력기업이 동북아 슈퍼그
리드 구축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

EU는 유럽지역 전체(동유럽 포함)의 단일

태이다.

전력시장 형성을 목표로 국가간 전력망 연
계를 통한 역내 전력교역 비중을 확대시키

PLEF은 2007년에 벨기에, 프랑스, 독일,

려 하며, 이를 위해 관련 규범(regulation,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5개국 정부 및 전력기

directive, guideline)들을 제정하고, 관련

업(발전기업, 망운영사, 등)들 간 양해각서

기관(Agency for Cooperation of Energy

(MoU) 체결을 통해 형성되었고, 2011년에 오

Regulators(ACER), European Network

스트리아가 추가 회원국으로, 스위스가 옵저

of Transmission System Operator for

버(observer)로 각각 가입했다. 현재 PLEF는

Electricity(ENTSOE) 등)을 설립·운영하고 있

동유럽국가들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이

다. 또한, EU는 지역 전체 차원의 장기 전력망

기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고, 또한 Nord

연계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자금 지원도 한다.

Pool 과의 협력도 추진 중이다.

Nord Pool은 북유럽 국가들과 발틱해 3국

PLEF의 가장 큰 특징은 PLEF의 모든 결정

의 전력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러

사항은 회원국간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시아도 Nord Pool에 전력을 수출하고 있다.

강제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합의

Nord Pool은 유럽지역에서도 가장 발단된 국

내용에 대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

가간 전력시장을 형성·운영하고 있으며, 점차

로 6개 국가들간에 전력시장 통합에는 한계를

적으로 주변지역으로 참여국을 확대시키려고

가질 수밖에 없지만, 대체적으로 회원국들은

한다.

PLEF의 결정사항들을 준수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서유럽 내륙지역의 6개국

PLEF는 2010년에 하루전시장(Day-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ahead Market), 2015년에 일일시장(Intraday

오스트리아)간 전력망 연계를 위한 민·관 포럼

Market)을 통합했다. 통합된 하루전시장에

인 PLEF는 참여국들의 전력수급 안정 및 전력

서는 6개국의 단일 전력가격이 결정되고, 이

시장 통합을 목적으로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

를 위한 관련 정보와 자료가 회원국들 간

을 추진하고 있다.

에 공유된다. 전력시장 통합(Powe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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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pling)은 회원국 전력거래소들의 주문량

2) 남부아프리카지역의 전력망 연계 특징

을 매칭(matching)해서 각 송전계통운영사
(TSO)에서 제출한 송전가능 용량을 통합 연

남부아프리카 전력풀(Southern African

계하여 거래용량을 배분하게 되는데, 이를 통

Power Pool, SAPP)은 공식적으로 1995년에

해 국가간 전력거래 장벽을 제거하고 가격차

수립되었지만, 국가간 전력망 연계 역사는 훨

이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통합된 일일시장

씬 이전인 식민지 시대부터 시작한다. 현재

(Intraday Market)에서의 전력거래는 송전용

SAPP 참여국은 보츠와나, 모잠비크, 말라위,

량의 명확한 할당, 전력품질 관리, 폐쇄시간 등

앙골라, 남아공, 모잠비크, 레소토, 나미비아,

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

DR콩고, 스와질랜드,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

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브웨 등 12개국이며, 이중에서 주변국과 전력
망 구축이 되지 않은 말라위, 앙골라, 탄자니아

PLEF 회원국의 TSO들은 균형(balancing)
자원을 공급·관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른 접

등 3개국은 비운영 회원국이고, 다른 9개국은
운영 회원국이다.

근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 벨기에,

남부아프리카지역은 일반광물, 희귀금속 등

독일, 네덜란드 등은 실시간 균형시장을 운영

이 풍부한데, 당시 유럽 강국들은 이를 개발

하고, 프랑스의 경우는 TSO가 균형수요를 예

할 목적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남아공’)

측하고 이를 실시간 보다 한 시간 앞당겨 조정

의 석탄화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역내 전력망

한다. PLEF는 무엇보다 회원국의 전력수급 안

과 잉가(Inga)유역과 잠베지(Zambezi)유역

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의 수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전력망을 각각 구
축하였다.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남아공의 인

그림 2 ▶ PLEF 참여국간 전력 교역 현황

자료 : IEA (2016),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Matthew Wittenstein et al. (2016), Case Studies on Cross-Border
Electricity Security in Europe, I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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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에

또한, SAPP 참여국들은 무엇보다 만성적인

반대하는 탄자니아, 잠비아, 보츠와나, 모잠비

전력부족 사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저렴한

크, 앙골라, 짐바브웨, 레소토, 말라위, 스와질

전력공급에 따른 광업 및 제조업 산업을 육성

란드 등 9개국이 남아공 경제에 의존하는 상

하며, 대규모 플랜트·건설 투자사업 추진에 따

황을 탈피할 목적으로 1980년에 남부아프리

른 국가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주변국들과

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의 전력망 연계에 따른 편익으로 크게 기대하

Coordination Conference, SADCC)를 설립하

였다.

였다. 이후, 남부아프리카지역에서 맹주 역할
을 했던 남아공이 1992년에 아파르트헤이트

SAPP는 남부아프리카지역 단일전력시장

(Apartheid) 정책을 폐지하고, SADCC에 가

형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회원국들은 SAPP

입하였고, SADCC는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운영을 위해 정부간 협정, 전력기업간 협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정, 전력망 운영사간 협정 등을 체결하였다.

SADC)로 개편되었다. 현재 SADC는 역내 경

2002년에 남부아프리카지역 전력규제협회

제 및 에너지시장 통합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

(Regional Electricity Regulators Association

할을 담당하고 있다.

of Southern Africa, RERA)가 조직되었으나,
현재까지 유럽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공통

1991~92년 잠베지강 유역에 최악의 가뭄이

의 규범(regulation 등)까지 제정할 수 있는 수

있었는데, 수력발전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준은 아니다. SAPP는 1995년~2015년 동안 총

잠비아, 짐바브웨 등 남부아프리카의 북부지

8건의 국가간 전력망 연계 사업을 계획·추진했

역 국가들은 발전량 급감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으며, 2024년까지 11건의 전력망 연계를 추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할

로 건설하려고 한다.

목적으로 우선적으로 남아공의 석탄화발전소
와 연결하는 송전선 건설을 확대했지만 석탄

현재 남부아프리카지역의 전력망 연계는 크

화력발전을 수입하는 데 상대적으로 비싼 비

게 3개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권

용을 지불해야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DR콩고

역마다 1개의 계통운영사가 존재한다. 남아공

의 수력을 잠비아를 거쳐 짐바브웨로 공급하

의 경제규모, 발전능력 등이 다른 회원국들에

는 다자간 전력거래를 촉진시켰다. 즉, 수력발

비해 월등히 크고, 국가간에 전원구성이 상이

전의 계절적 변동성과 전력수입 비용 절감을

하고, 전력망 연계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이 남

위해 남부아프리카지역 국가들은 역내 전력망

부아프리카지역의 전력망 연계에 있어서 커다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그 일환

란 추진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으로 1995년에 지역전력거래소인 SAPP을 설
립하였다.

한편, 국가간 연계 사업추진을 위한 투자자
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과제로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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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남부아프리카지역의 국가간 전력망 연계 현황

자료 : IRENA. (2014). Analysis of Infrastructure for Renewable Power in Southern Africa.”

있다. 정부재정, 다자개발은행의 신용제공, 선

Asian Nations)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진국 공적원조 등이 전력망 연계 및 발전원 개

ASEAN은 먼저 인접국가들 간에 전력망을 연

발에 주요 투자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자

계하고, 이를 소구역(sub-regional)으로 확대

체조달 비중이 매우 낮아서 외부 자금에 상당

하고, 최종적으로 ASEAN지역 전체의 통합 전

부분을 의존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력망을 완성하는 단계적·점진적 방식을 채용

할 수 있다. 그리고 남부아프리카지역 내 정치

하고 있다. 전력망 연계의 목표는 역내 발전원

적 불안정과 국가간 분쟁, 전력시장에 대한 정

의 효율적 활용, 역외 에너지 수입의존도 감소,

부의 높은 통제, 불명확한 토지소유제도 등이

발전비용 절감 등이며, 최종적으로 ASEAN 에

투자사업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다.

너지 시장 통합 및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실현에 두고 있다.

3) ASEAN지역의 전력망 연계 특징
ASEAN지역은 지역차원의 전력망 연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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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지역 국가들간 전력망 연계는 지역

업을 계획·추진하기 이전부터 국가간 양자 거

협의체인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래가 이루어졌다. 최초의 국가간 전력망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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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사업은 1966년에 라오스-태국간 이루어

비해 국가간 전력망 연계 수준이 낮은 편인데,

졌다. 1997년에 ASEAN은 다자간 전력망 연

수력발전원 개발과 여기서 생산된 전력의 자

계를 기본으로 하는 지역 에너지시장 통합 비

국 내 공급과 주변국으로의 수출을 기대하고

전인 ‘ASEAN Vision 2020’발표했고, 1999

있다.

년에 역내 에너지 협력의 전체적인 추진방
향, 실행계획, 조직구도, 실행계획 등을 수립

반면에 ASEAN지역에 주요 전력 수입처는

했다. 그리고 아세안 전력기업 및 기관 대표

태국,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

로 구성된 HAPUA(Heads of ASEAN Utilities

이다. 이중에서 태국, 베트남, 필리핀은 급증하

& Authorities)는 2003년에 회원국의 장

는 자국 내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역내

기 전력수요 전망과 실현 가능한 전력망 연

전력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계 사업들을 연구·분석한 AIMS-I(ASEAN

한, 역내 대규모 수력발전원에서 생산되는 저

Interconnection Master Plan Study) 최종보고

렴한 전력을 수입하여 자국내 전력가격을 인

서를 발표하였다.

하시키려고 한다. 특히, 싱가포르는 대부분 해
외수입 가스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

2014년에 ASEAN은 다자간 전력망 연계 사

는데, 가스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전력가격 인

업인 라오스(수력발전)-태국-말레이시아-

하를 목적으로 전력망 연계를 추진하려고 한

싱가포르 간 전력망 연계 사업(이하 ‘LTMS-

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최종 전력수입국 입장

PIP’) 추진을 결정했다. 동 사업은 경제성이 상

에서 송전선 통과국과 전력공급국의 정치적

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외화

불안정, 전력시장의 낮은 개방수준, 그리고 투

수익 확보, 전력수급 안정, 재생에너지 비중 증

명성 부족 등을 크게 염려하여 아직까지는 사

대, 역외 에너지 수입의존도 감소 등이 주된 편

업 참여·추진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익으로 제시되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자국 내 발전
다자간 전력망 연계는 전력 공급국 역할을

자원이 풍부하고, 지리적 특성 때문에 전력 수

하는 라오스와 미얀마가 ASEAN에 가입하면

출과 수입이 모두 가능하다. 특히 인도네시아

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주요한 전력공급국

는 지리적 특성으로 지방간 전력수급 상황이

역할을 하는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는 풍부

다르고, 일부지역은 비싼 전력 사용과 전력부

한 수력발전을 바탕으로 전력을 수출해서 막

족 사태까지도 겪고 있는데, 주변국과 전력망

대한 경화 수입을 얻으려고 한다. 이중 라오스

연계로 발전소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단위의

는 투자자금 마련과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인

전력수급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

접국인 태국 및 베트남 기업들과 자국 수력발
전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미얀마는 오랫동안

한편, ASEAN지역에서 다자간 전력망 연계

대외개방을 하지 않아서 다른 역내 국가들에

사업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디게 추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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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APG 프로그램에 포함된 국가간 전력망 연계

자료 : ACE. (2015). ASEAN Plan of Action for Energy Cooperation(APAEC). 2016-2025.

고 있다. 특히, 참여국들의 상이한 정치·경제

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방안의 하나로 동북아

적 발전 정도(시장개방정도, 국민소득수준, 산

슈퍼그리드 사업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역

업구조 등) 및 전력시장 구조(싱가포르는 전

내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력시장 자유화, 나머지 국가들은 강한 정부 규

있다.

제) 등이 다자간 합의를 도출하는데 장애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남부아프리카지

동북아지역보다 먼저 전력망 연계를 추진한

역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투자재원 조달능력

다른 지역의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해

및 분쟁해결능력 부족 등이 해결과제로 남아

당 지역에 지역협의체가 존재했고, 이 협의체

있다.

가 전력망 연계 사업을 계획, 추진, 안정성 확
보 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유럽

4. 결론 및 시사점

지역에서는 EU와 PLEF, 남부아프리카지역에
서 SAPP, 동남아시아지역에서 ASEAN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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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

장관회의 등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했고, 그 산

과 탈원전·탈석탄을 통한 에너지 전환정책 추

하에 다양한 전문분야의 전문가 그룹들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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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업 구상 및 추진단계에서 발생하는 각

이후 참여국을 확대시켜 나가는 점진적인 추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했다.

진방식이 유용할 것이다.

동북아지역처럼 지역협력체가 아직까지 존

또한, 동북아 국가들 간에는 아직까지 에너

재하는 않는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유럽의

지 분야에서 다자간 투자사업을 추진한 경험

PLEF처럼 전력망 연계를 원하는 국가의 정부,

이 없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상호 불신에 기

전력기업(발전기업, 송전망 운영기업), 대용

반 한 수많은 의견충돌이 예상되는 바, 이를 중

량 전력소비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

재·조정하고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접근을

력포럼을 구성해서 다자간 사업의 추진동력을

유도할 수 있는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그리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실현 가능

고 국제금융자본 등이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

성이 높은 양자간 사업들을 중심으로 관련 정

법일 것이다.

부 및 기업간에 협정서 및 계약서를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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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P 사업의 실패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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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서 PPP 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다양

간의 창의력이나 혁신 의지가 낮아져 PPP 사

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PPP

업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이 밖에도 최소수입

는 상업성이 있으면 민간이 투자하지만 그렇

보장(MGR)이나 SPV가 차입할 때 정부가 지

지 않을 경우 정부가 금융지원을 해주어야 한

급 보증을 하거나, 혹은 정부 지급형 PPP인

다. 방법으로는 조건 없이 건설 중에 공사 진척

경우 벌과금의 하한선 설정, 등과 같은 위험

도에 따라 지급하거나 혹은 완공 후에 일시에

제거나 완화(De-risking)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는 방법 아니면 완공 후 일정기간 동안 무조

미국의 TIFIA(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건적으로 주는 방법이 있다. 그 이외에 공적금

Finance and Innovation Act)나 유럽의

융기관이 금리나 기간 면에서 시장보다 유리

PBCE(Project Bonds Credit Enhancement)와

한 조건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이 공적자금의 대규모 후순위채 투자, 혹은

경우에 따라 정부가 SPV에 지분투자를 하여

초기 손실금 일부 보전, 등은 프로젝트 대출여

지원하기도 한다.

건을 개선시켜 대출은행들이 적극 참여하게
한다.

정부가 대주주가 되면 민간에게 이전하였던
사업위험을 되가져와 정부 위험이 커지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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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믿음 하에 추진한 PPP가 실패로 끝

feasibility), 사회타당성분석(social feasibility),

나는 경우가 많은데, 실패라는 의미는 무엇인

법률타당성분석(legal feasibility), 등을 수행하

지 어떤 요인에 의하여 실패하는지를 계약 전

여 프로젝트의 정당성을 확인하게 된다. 다음

단계와 계약 후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자.

으로는 입찰을 위한 준비단계로, PPP 사업의
금융구조, 위험구조 및 계약서 중요 내용을 준

I. PPP 사업의 진행

비한 후 시장 참여자들과 접촉하여 반응을 살
피고 보완을 거쳐 입찰서(ITP: Invitation to

PPP 실패를 논하기에 앞서 성공이란 무엇

Proposal)를 만들어 입찰 공고를 하여 참여한

인가? 우선, 성공적인 PPP는 사회적으로 가치

후보자 중, 가장 높은 사업가치를 제공하는 제

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적합하고 의미 있는 프

안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하게 된다. 이어 금융

로젝트가 되어야 한다. 정부가 사업의 필요

약정서가 SPV와 대출은행 간에 이루어지고 지

성을 확인한 후 여러 대안에 대한 경제성분

분투자자가 지분을 출자한 후 인프라 건설공

석(economic feasibility)을 하여 B/C Ratio

사를 시작하게 된다.

가 높은 투자안을 선택하고 민간이 흥미를 가
질 수 있는지 예비적 상업성분석(preliminary

공사 중 정부나 대리인은 계약의 내용대로

commercial feasibility)을 한 후 PPP로 추진할

시공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계약 내용

경우 정부 예산이나 부채한도, 등의 벽을 넘을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정부와 민간이 협상에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PPP 적격성 테스트(PPP

의해서 해결하는데 좁힐 수 없는 이견이 발생

suitability test)를 하게 된다. 이 후 정부의 재

하면 계약서에 있는 절차대로 해결하게 된다.

정발주 방법과 PPP 방안 중에 어떤 것이 비용

시설물 완공 후에는 요구한 수준의 서비스가

측면에서 더 우수한가를 ‘공공부문대안비교

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못할 때 양측

법’인 PSC(Public Sector Comparator) 기법을

이 논의를 거쳐 풀어나가게 되고 계약기간 말

이용하여 결정하게 된다. 재정발주가 사업가

미에 계약서에 정한 대로 인프라 수준을 정비

치(VfM: Value for Money)이 크면 재정발주

하여 정부에 이관하여 사업이 종료되게 된다.

로 아니면 PPP로 추진하게 된다.
결국 PPP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사업방식이 결정되면 사업추진에 있어 사

타당성분석으로 사회적 가치가 있는 올바른

회적 가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사업 전반에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재정발주보다 사업가치

대해 세밀한 사업타당성평가를 한다. 여기에

가 높은 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사업가치를 극

는 기술타당성(technical feasibility), 상업타

대화시킬 수 있도록 계약을 구조화한 후 입찰,

당성(commercial feasibility), 재정타당성분석

건설 및 운영 단계에서 품질, 일정, 비용에 대

(fiscal feasibility), 정부부채분석(government

한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debt analysis), 환경타당성분석(enviro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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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성공적인 PPP 요건
구분
1
2

3

내용

-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올바른 프로젝트 발굴
- 선정 프로젝트가 재정조달(traditional procurement)보다 PPP로 했을 때 보다
높은 사업가치를 가지는 경우 PPP 사업으로 추진

-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사업타당성분석을 하고, 상업성 있게

사업을 구조화를 하여 경쟁입찰로 최고의 사업가치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한 다음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 예산, 품질 및 일정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

II. PPP 사업의 실패

PPP 사업은 발굴, 타당성평가, 입찰준비, 건
설, 운영 및 유지·보수 6단계가 있는데 단계가

PPP 계약 전에 사업이 취소되거나 계약 후

진행될수록 실패비용(failure cost)이 커지게

SPV가 파산하여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속하기

된다. 단계마다 철저하게 적합성 테스트를 하

는 하지만 사업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것을

여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는 이른바 관문진행

PPP 사업의 실패로 본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

(gateway process) 방법으로 해야 프로젝트 중

아보기 위해 PPP 계약 전 단계와 PPP 계약 후

단에 따른 매몰비용(sunk cost)를 최소화할 수

단계로 나누어 어떤 것이 실패인지 살펴보자.

있다.

PPP 계약 전 단계

PPP 계약 이후 단계

PPP 사업추진 중 준비 소홀로 중지되거나

PPP 계약 이후의 실패는 절대적 실패

평가가 부실하여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아니

(absolute failure)와 상대적 실패(relative

면 프로젝트 범위나 기술적 요구사항이 변하

failure)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사업주체인

여 프로젝트를 재정의(re-defined)하여 사업

SPV나 혹은 EPC, O&M, 연료공급 등과 같은

추진이 어렵거나 진행한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하류계약(downstream contract)을 맺은 하도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어 사업가치를 훼손하게

급 업체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거나 도산

된다. 사업자 선정 전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경

하여 정상적인 인프라를 건설하지 못하거나

우는 입찰 도중 프로젝트를 취소하여 정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후자

명성과 신뢰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이

는 예상 운영실적을 보이지 못해 사업가치를

다. 짧게는 5~6개월 길게는 일 년 넘게 입찰

계획대로 실현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을 준비해온 사업자에게 물심양면으로 충격을
주게 되어 피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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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PPP 계약 이후 실패
구분

∎절대적 실패
∎상대적 실패

내용

- SPV나 하류계약자의 파산으로 사업운영 중단

-사업가치를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당성하지 못함.

-예상하지 못한 돌발 사태 발생으로 사업운영에 차질

III. PPP 실패원인
PPP 실패는 다양한 이유에서 찾을 수 있지
만, 첫째 사회적 혜택(social benefit)을 줄 수

를 얻지 못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PPP는 다양
한 전문가에 의하여 설계되고 사후 관리되어
야 하나 정부 내 이러한 인력이 부족하면 소기
의 성과를 볼 수 없게 된다.

있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sensible project)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부실한 사업성 평가, 사업
가치에 기반을 둔 PPP 구조화 실패, 입찰, 건
설, 운영 및 유지·보수, 등과 같은 PPP 실행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준비 부족에 있다. 둘째,
계약 위험(contract risk)에 있다.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 목적물을 인도하고 상응하는 대가
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에 근거한다.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 불이행, 당
사자들의 파산이나 재정악화로 계약 중단, 천
재지변,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셋째, 부실

표 3 ▶ 정부 문제로 인한 PPP 실패의 요인
적합한 PPP 추진체계(PPP framework) 부재
PPP 추진 목적이나 목표에 따른 명확한 정책
가이드(policy guide) 부재

재정관리 체계 (fiscal management framework) 부재

정부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관계 구축 없이 독단적
업무처리
정보 공개에 대한 적절한 규정 미비로 투명성 부족
수행 업무 평가에 대한 객관적 감사(audit) 미비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전한 PPP Program 및 PPP Project
Pipeline 개발 미흡

한 계약관리가 또한 원인이 된다. 인프라 건설
은 설계/엔지니어링, 기자재 조달, 건설 및 시

입찰 전 및 입찰 중 취소

운전, 등에 이르는 순차적 작업과정인데 어느
한 과정에서라도 부실이 발생하거나 지연될

인접도로, 송전선, 스팀이나 용수, 등과 같

경우 연쇄적 파급이 일어 수습하기 어려지기

은 유틸리티 전반에 걸친 사전 실사조사(due

때문에 철저한 사업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

diligence)가 미흡하거나 협조를 받아야 할 정

다. 넷째, PPP는 인프라 건설이 종료한 후 손을

부나 타 부서와 논의를 마치지 못한 상태로 프

털 수 있는 단기간 사업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로젝트를 추진하다 나중에 대한 중대한 문제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장기간 지속적으로 운

가 발생하여 프로젝트를 취소하게 되는 경우

영하고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는 정부와 민간

가 있다. 또 사업타당성평가 단계에서 미처 확

의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인되지 않았거나 간과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관심을 쏟지 못하면 당초 예상했던 사업가치

수 있다. 사회타당성분석(social feasibility)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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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예정지 내의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주민

계약 중 취소

들에게 사업 시행 전과 후에 미칠 사회적, 경제
적 및 문화적 변화에 대한 충격을 조사하고 부

정부는 사전에 대상 부지나 사업 환경에 대

정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

해 사전에 충분히 실사조사를 하여 이를 시장

인데 이를 가볍게 여겨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

에 알려야 한다. 사업 예정 부지의 법적 소유

터 반발을 사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는 사례가

권, 유틸리티 사용 가능성, 관계 당국으로부

있다. 지질 상태, 지하매설물, 등도 문제가 될

터 득해야 하는 인허가의 종류와 내용, 환경

수 있다. 지하를 관통하는 대규모 송유관으로

관련 법규, 노동법/고용법, 파산법, 등과 같은

인하여 결국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도 있다.

확인할 사항이 늦으면 프로젝트 건설이 지연
되게 된다. 계약 후 민간사업자의 재무적 능

상업성 없는 프로젝트를 시장 조율(market

력(financial capacity), 기술적 능력(technical

sounding) 없이 입찰에 붙일 경우 응찰자가 없

capacity), 관리 능력(management capacity),

게 된다. 제안서 준비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

등이 부족하여 중도에 포기되는 경우도 있다.

혹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의무이행에 대한 확

정부 측 요인도 한 몫한다. 정부가 금전적, 행

실성이 없을 경우 응찰자가 없어 입찰이 연

정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

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성공적으로 낙찰자

지 못하면 프로젝트 추진이 어려워진다. 또한

(successful bidder)를 정했다 하더라도 정부의

계약 시 정부가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역량 부족, 적절한 PPP 추진체계 미흡이나 환

이전하는 것도 문제이다. 민간은 사업의 욕심

경문제 혹은 인허가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

때문에 요구를 수용하게 되나 사후에 수습할

려운 경우가 있다.

수 없어 중도에 파산하는 경우도 있다.

표 4 ▶ 일찰 전 및 입찰 후 취소 사여
구분

∎프로젝트 추진 후 중지되거나 취소

∎입찰 모두 불참

∎계약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 미체결

46

사유

- 유티릴티 실사 조사 미흡

- 정부 부처 간 합의 도출 실패

- 평가단계에서 확인하거나 발견하지 못한 장애물/
위험 돌출

- 상업성이나 기술타당성 부재

- 시장과 소통 없이 프로젝트 공고

- 응찰서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 제출 불가

- 소재국 정부의 의무사항 이행에 대해 불신
- 프로젝트 이행에 대한 제반 조건 미흡

- 환경 준수조건 불가 혹은 여타 허가 취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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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계약 이행 중 취소 사유
구분

∎정부 실사 미비로 공사지연
∎민간사업자 귀책으로 계약불이행
∎계약자 지불불능
∎정부 귀책으로 사업 중단이나 지연

IV. 요약

사유

- 정부 측의 사전 실사 미흡으로 건설 이정 지연
- 능력 부재

- 지나체게 공격적으로 응찰하여 사업추진 불가
- 최소 성능보장 실패

- 정부에서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전가하여 사업 추진 불가

- 민간 계약자의 파산

- 정부에서 서비스 이용료 지급 불가
- 정부의 책임과 의무 준수 불가

입찰전이나 입찰 중에 프로젝트가 연기되거
나 취소되는 이유는 정부가 입찰 전에 완수했

PPP는 프로젝트 발굴, 타당성분석, P/Q, 및

어야 하는 대상 부지 소유권, 유틸리티 지원 가

입찰서 및 계약서를 준비하고 공개경쟁입찰을

능여부,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법적 제도적 적

통해 적격자를 선정하고 인프라를 건설한 후

합성, 환경적 문제, 등과 같은 실사조사(due

양허기간 동안 운영한 다음 계약 조건에 따라

diligence)를 충분히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시설물을 정부에 인도함으로써 종료된다. PPP

이로 인하여 민간투자자이 제안서를 작성하기

는 준비하여 운영이 끝나 이전하는데 까지 장

위한 기준점이 없어 프로젝트를 포기하게 된

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도처에 사업 실

다. 또 계약기간 중에는 재무적으로나 기술적

패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입찰을 공고하였으

인 능력 밖의 일을 추진한 결과 건설이나 운영

나 응찰자가 없어 무산되는 경우, 혹은 더 나가

단계에서 파산하거나 정부와 계약 협상 시 무

서 계약기간 중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시장에

리하게 이전 받은 위험에 대한 관리 불능에 빠

서 주무관청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후속사업에

져 파산하는 민간 측 원인이 있고, SPV에 지급

악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사업진행 단계마

하여야 할 보조금이나 서비스 요금의 지급 불

다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전 단계의 미비점

능, 등과 같은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

을 남겨두고 진행하다가 발목을 잡혀 프로젝

하여 사업이 실패하게 된다.

트를 취소하게 되어 아까운 매몰비용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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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yoda Corporation 경영전략 및
시사점

조 성 원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부장

1. 기업 개요

및 아시아지역에서 미주, 러시아 및 모잠비크
(Ongoing Projects)로 이동하는 추세를 확인할

Chiyoda Corporation(치요다 화공건설, 이

수 있다.

하 Chiyoda로 표기)은 1948년에 설립되어 초

48

기에는 정유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LNG 프

Chiyoda의 업역은 F/S(Feasibility Studies),

로젝트로 확장한 바 있으며 1965년 사우디 젯

FEED(Front End Engineering Design) 등 기초

다 정유 프로젝트 수주를 계기로 해외에 본격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EPC, 시운전, O&M

적으로 진출했다. 세계 LNG 프로젝트의 40%

및 자산관리까지 포함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를 건설한 것으로 알려진 Chiyoda는 1969년

LNG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석유, 정유(참고자

일본 Tokyo Gas가 발주한 Negishi LNG 수

료-3 참조), 석유&가스 화학, 채광 및 광물 정

입터미널 수주를 계기로 가스처리 프로젝트

제, 환경 프로젝트도 수행하고 있다. 국가별로

를 수주했으며 1976년 아부다비 LNG 프로젝

는 석유&가스관련 프로젝트를 호주, 미국, 캐

트에 참여하면서 중동지역에서 저변을 확대

나다, 러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

하기 시작했다. 특히 Chiyoda가 수행한 LNG

남, 싱가폴, 카타르, 모잠비크 등에서 수행중이

프로젝트(그림1 참조)를 좀 더 살펴보면, 중동

며 상하수 프로젝트도 중동 및 아시아지역에

K-BUILD저널 2018. 11월호

서 시공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태

하지만 Chiyoda는 자국 EMAS AMC와 합

양광, 제약, 백신, 제조공장 진출뿐만 아니라

작으로 Offshore부문 EMAS Chiyoda Subsea

나노기술 R&D시설에도 정부를 포함한 산·학

라는 법인을 설립해 기존 강점을 가지고 있

계와 협력하고 있어 공종다각화를 위한 노력

는 플랜트부문 확대전략을 모색했으나 현재

도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파산보호 신청을 한 상태로 자회사인 Xodus

그림 1 ▶ Chiyoda LNG프로젝트 수행실적
LNG/가스

LNG Plant
Receiving Terminal
Gas Processing
Floating LNG Plant

석유/석유화학/금속

Refinery
Petrochemical
Chemical
Synthesis Gas and
Derivatives
Metals and Mining
Metal and Precious
Metal Recycling

의학/바이오&일반화학

Pharmaceutical
Life Science

환경/신에너지/인프라

Offshore Oil and
Gas Development
Hydrogen Supply
Business
Solar Photovoltaic(PV)
Concentrated Solar
Power(CSP)
Industrial Facilities
Environment

그림 2 ▶ Chiyoda 사업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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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을 통해 기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

2. 경영 실적

는 실정이다. 더욱이 Xodus Group도 지분
의 60%를 영국 Subsea 7사가 인수하면서

2007~2017년간1) Chiyoda의 매출 및 순익

Chiyoda는 4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지수 추이(그림4 참조)를 살펴보면, 2007년 대

이는 고유가 시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

비 매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감했다가

면서 기존 부문을 확장하려는 시도였으나 유

최근 회복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가 급락하면서 2017년 10월 조직개편과 더

하지만 순익은 2012년 1.7배를 정점으로 2016

불어 신 사업을 발굴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

년 -4.3배로 악화된 후 2017년에는 0.7배로

게 되었다.

조사되었다. 이를 그림5의 순익률로 확인해보

그림 3 ▶ Chiyoda 조직개편 전후

1) 일본기업의 회계연도는 당년 4월부터 차년 3월까지로 본고에서는 2007.4월~2018.3월까지 실적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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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유가 상승기인 2011년 5.6%까지 양호한

2007~2012년간 1인당 평균 순익액도 2.4백만

순익률을 기록한 바 있으나 유가 급락과 함께

엔에서 2012~2017년간 0.3백만엔인 것으로

수익성도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육상 LNG

분석되어 언뜻 봐도 유가 하락기에 순익은 1인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는 Chiyoda는 유가 급

당 매출액보다 크게 감소한 점을 확인할 수 있

락기에 무리한 해상부문 진출을 계기로 급격

다. 그림7을 살펴보면, Chiyoda는 인력을 유

한 수익성 악화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가 상승기인 2013년에 큰 폭으로 충원했다가
2014년을 정점으로 서서히 감축한 것으로 조

매출 및 순익액을 1인당 추이로 들여다보면

사되었다. 유가 급락의 영향과 수익성 악화에

(그림6 참조), 2007~2012년간 1인당 평균 매

도 불구하고 급격한 인력 감축은 없었던 것으

출액은 102백만엔, 2012~2017년간은 92백

로 보여 향후 추이에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

만엔인 것으로 조사되어 2008년 글로벌 금융

각된다.

위기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 ▶ Chiyoda 매출 및 순익 지수 추이(2006=1)

그림 5 ▶ Chiyoda 순익률 추이

(단위 : %)

그림 6 ▶ Chiyoda 1인당 매출 및 순익액 추이

그림 7 ▶ Chiyoda 인력 추이

(단위 : 백만엔)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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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영역을 강화했으며 해외에서는 강

3. 포트폴리오 분석

화된 엔지니어링 영역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
Chiyoda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적

났다(그림9 참조).

극적인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8을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2)

국내를 포함한 Chiyoda의 지역별 매출 추이

이후 2010년 해외매출 비중 은 56.8%에서

(그림10 참조)를 살펴보면, 국내 매출액은 큰

2016년 83.1%까지 증가했는데 2007~2008년

변동 없이 1,000~1,500억엔 사이를 유지하고

수준과 유사하다. Chiyoda의 해외 매출액 가

있다. 하지만 2007년 4,000억엔을 상회했던

운데 엔지니어링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아프리카·중동지역 매출액은 2008년부터 급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가 감소세를 보이고

격히 감소해 2017년에는 150억엔에도 미치지

있는 반면, 국내 매출액 중 엔지니어링 비중은

못했다. 이 지역을 대신해 아시아 및 북미지역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그림9 참조).

매출이 크게 증가했는데 특히 아시아지역 매

즉,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국내에서는

출액은 2013년 2,800억엔을 상회한 것으로 나

그림 8 ▶ Chiyoda 국내외 매출액 및 비중 추이(단위 : 백만불, %)

그림10 ▶ Chiyoda 지역별 매출 추이

그림 9 ▶ Chiyoda 국내외 엔지니어링 매출비중 추이 (단위 : %)

그림11 ▶ Chiyoda 지역별 매출비중 추이

2) ENR, Top International Design Firms 및 Top International Contractors에서 Chiyoda 해외 매출액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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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2016년도에 들어서면서 아시아 및 북

가스관련시설은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역 매출액이 비등한 수준으로 맞춰지면서

유독 신재생 에너지 및 인프라를 포함하고 있

지역다변화가 진척된 것으로 판단된다.

는 환경시설은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
어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11을 참조해 지역별 매출비중 추이로
다시 확인해보면, 국내 비중은 2007년 18.2%,

그림12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2007년

2012년 37.8%에 이어 2017년 21.5%를 점유

3,900억엔에 육박했던 LNG 부문 매출액은 글

하고 있어 큰 변동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아·

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890억엔까지 급격

중동지역 비중은 2007년 70.6%로 압도적인

히 감소하다가 유가상승에 힘입어 다시 반등

비중을 차지했다가 2012년 5.5%에서 2017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에는 가스관

에는 2.8%로 급감했다. 하지만 2007년 매출

련시설 및 일반화학&산업부문이 저조한 실적

비중이 2.8%에 불과했던 아시아지역은 2012

을 보이고 있는 LNG부문을 대체하고 있으며

년 54.7%로 급증했다가 2017년 33.1%를 나

고유가로 2014~2016년간 석유&석유화학부

타내면서 미주(22%)지역과 함께 주력시장으

문 매출도 일시적으로 향상되었다.

로 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요컨대 2007
년 대비 2017년 지역별 매출비중은 아·중동에

이를 그림13으로 다시 살펴보면, 2007년

서 아시아를 거쳐 북미 및 동유럽으로 특화 공

64.5%를 점유했던 LNG부문은 2012년에

종(LNG 프로젝트) 중심의 지역다각화 전략을

32.2%로 급감했다가 2017년에 70.8%로 큰

구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등세를 보였다. 특히 2012년에 일반화학&
산업부문 매출비중이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

부문별 매출 추이(그림12 참조)를 살펴보면,

면서 공종다각화 경향을 보였으나 2017년도

주력부문인 LNG 및 석유&석유화학 등의 공

에 들어와 오히려 LNG부문에 더 집중하는 패

종은 유가 흐름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턴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가스처리 및 개발, 전력을 포함하고 있는

그림12 ▶ Chiyoda 부문별 매출 추이

(단위 : 백만엔)

그림13 ▶ Chiyoda 부문별 매출비중 추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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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hiyoda는 신

4. 강점 및 약점

재생 에너지 및 인프라 등의 매출액이 증가세
에 있는데 LNG 프로젝트 물량은 한계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hiyoda의 성장

는 점에서 공종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

성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수익성

로 추정된다. 이러한 부문별 변화추이가 해외

은 2016년 EMAS Chiyoda Subsea라는 기업

매출에도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투자 실패를 계기로 악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없다.

이러한 추세 가운데 어떤 약점에 노출되어 있
으며 어떤 강점으로 보완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에 ENR에 의한 Chiyoda의 해외 공종별

확인해보고자 한다.

매출 추이(그림14 참조)를 살펴보면, 산업/석
유화학부문은 그림12의 LNG부문과 유사한

Chiyoda의 수주 추이를 살펴보면, 해외 수

형태를 보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주는 2015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

유가흐름에 따라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면, 국내는 증가세에 있다. 해외 수주의 특징

한 이미 고유가시기에 전력부문에서, 2014년

은 2011년 아시아지역에서 4,600억엔 이상을,

유가 급락이후 교통부문에서 매출 발생시킴으

2013년 미주지역에서 3,200억엔 남짓, 2014

로써 경기 흐름에 덜 민감한 부문에도 진출을

년 기타지역에서 약 5,000억엔의 실적을 올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렸다는 점이다. 그림15를 들여다보면 주요 지
역별로 등락이 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요컨대 Chiyoda는 LNG 프로젝트를 중심으

LNG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다른 지역으

로 지역다각화를 진척시키고 있으며 교통 인

로 이동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2017년에

프라를 비롯해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환경

들어와 지역별 등락폭은 좁혀지면서 전반적인

서비스부문에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볼 수

해외 수주액은 감소했다. 그나마 해외에서의

있다.

감소폭을 국내에서 보완하고 있는데 국내수주

그림14 ▶ Chiyoda 공종별 매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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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불)

그림15 ▶ Chiyoda 지역별 수주 추이

(단위 : 백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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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16년부터 크게 증가하면서 2017년에는

또한 수주 잔고비중은 국내가 2007년 28.4%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1,500억엔 이상

에서 2017년 25%로 큰 변동은 없으나 아시

을 기록했다.

아 비중은 2007년 4.2%에서 2017년 37.1%
로, 2007년 잔고실적이 전무한 미주는 2017년

하지만 수주비중은 국내가 2007년 61.1%에
서 2017년 50.4%로 감소했으며 아시아 비중

20%로 증가하면서 이들 지역의 매출도 당분
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은 2007년 12.6%에서 2017년 27.6%로, 2007
년 수주실적이 전무한 미주는 2017년 10.2%

부문별 수주 추이(그림17 참조)를 살펴보면,

로 증가하면서 지역다변화가 진척되어 영업활

Chiyoda의 대표 공종인 LNG부문은 2014년

동 반경도 커진 것으로 생각된다.

까지 2~3년 주기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최근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LNG부문 수주액은

해외수주 잔고 역시 수주액 감소의 영향으

2009년 약 2,680억엔, 2011년 약 4,180억엔,

로 2015년부터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5,500억엔을 기록한 후 2017년에 와

그림16을 살펴보면, 수주 잔고액은 2012년 아

서 약 1,200억엔 수준으로 급감했다. 대신 석

시아지역에서 7,000억엔 이상에서 계속 감소

유/석유화학부문이 2012, 2015년에 2,000억

해 2017년에는 2,400억엔 수준까지 급감했다.

엔, 1,600억엔 이상을 수주해 LNG부문 등락

미주 및 기타지역도 2014~2015년을 정점으

폭을 보완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

로 절반 미만수준으로 급감해 향후 성장성에

이고 있다. 반면, 환경시설부문 수주액은 2007

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잔고

년 176억엔(비중: 6.8%)에서 2017년 698억엔

액은 완만한 증가세에 있고, 수주 추세와 마찬

(23.2%)로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신 사

가지로 아·중동지역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업분야에 대한 진출확대를 활발히 추진하고

는 점은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16 ▶ Chiyoda 지역별 수주 잔고 추이

(단위 : 백만엔)

그림17 ▶ Chiyoda 부문별 수주 추이

(단위 : 백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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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잔고 역시 LNG부문의 가파른 감소세

계속 상승해 2017년 최고치인 98.3%로 나타

를 주요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그림18을 살

났다. 자재 및 장비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펴보면, LNG부문 수주 잔고액은 2014년 1조

추정되는데 플랜트 공사에 주력하고 있는 기

1,000억엔 이상을 기록하다가 2017년 3,500

업의 특성상 비용발생이 가장 큰 조달부문에

억엔으로 급감한 바 있다. 다른 부문들도 2012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

년부터 현상 유지 혹은 정체되고 있으며 상대

다. 그림20으로 다시 확인해보면, 원가율과 직

적으로 환경시설부문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결되는 영업손익액은 지난 10년간 마이너스였

관심이 필요하다. 수주 잔고액도 환경시설부

던 적이 없었는데 2017년도에 유일하게 적자

문은 2007년 189억엔(비중: 2.8%)에서 2017

로 돌아서 향후 경영패턴에 관심이 필요할 것

년 965억엔(14.8%)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으로 판단된다.

2007년 2,267억엔(33.8%)이었던 가스관련시
설은 2017년에 들어와 44억엔(0.7%)으로 급

하지만 LNG 프로젝트에 강점을 가지

감해 향후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고 있는 Chiyoda는 액화기술 보유기업(Air

된다.

products)3)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
문에 세계 LNG 플랜트 시장에서 강자로 군림

무엇보다도 매출 원가가 상승하면 기업의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체 R&D를 통해 전문

수익성은 감소한다고 볼 수 있는데 Chiyoda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데 특히 LNG 액화, 초

최근 특징적인 약점은 원가율이 상승하고 있

대형화, 증발가스 재액화 시스템, 부유식 LNG

다는 점이다. 그림19를 살펴보면, Chiyoda의

플랜트 및 설계능력에 있어 강점을 가지고 있

매출 원가율은 84.7%로 분석된 2011년 이후

다. 또한 태양열 및 태양광 발전소, 금속 제련

그림18 ▶ Chiyoda 부문별 수주 잔고 추이

(단위 : 백만엔)

그림19 ▶ Chiyoda 매출 원가율 추이

(단위 : 백만엔, %)

3) 세계 LNG 프로젝트의 약 60% 액화기술(라이센스)을 제공하고 있으며 EPC 공사에 설계능력이 있는 Chiyoda, JGC, TechnipFMC, KBR,
CB&I, Saipem만이 참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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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제 등의 분야에도 관심을 두고 있으며 계

5. 진출 전략 및 시사점

산 유체역학, 음향학적 분석, 내진, IT접목 엔
지니어링 기술 등도 확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5-1. 진출 전략

향후 LNG는 청정에너지원으로 널리 보급되
고 있어 천연가스 보유국 및 수입국을 중심으

Chiyoda의 해외진출 특징 가운데 눈에 띄는

로 대형 프로젝트 발주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

부분은 글로벌 네트워크의 세분화인데 세계

로 전망되어 Chiyoda와 같은 LNG 플랜트 전

전역에 걸쳐 엔지니어링 센터, 조달 센터, 프로

문 건설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

젝트 시공본부, 영업본부, 운영지원 사무소 등

된다.

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21을 자세히 들여다보
면, Chiyoda는 플랜트 공사에 있어 가장 큰 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에도

용이 지출되는 조달부문에서 이태리, 중국 및

Chiyoda의 수주 기복은 있을 수 있으나 매출

한국에 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시공

은 적정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2017년부

의 경우 현지 리스크 분산 및 현지기업과 협업

터 유가도 회복됨에 따라 정유, 석유화학 프

확대를 위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진출하고

로젝트 수주가 증가할 가능성도 크다. 더욱이

있다.

Chiyoda는 최근 무리한 투자로 수익성 악화를
경험하면서 선별 수주 및 지분 매각을 통해 내

특히 인도 L&T사와 J/V로 엔지니어링센터

실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FEED를 포함

(L&T-Chiyoda Limited)를 설립해 전세계에

한 EPC 수행능력과 결합된 지역다각화 및 신

서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F/S, FEED, 기초설

사업 발굴 모색은 향후 수익성 개선에 큰 도움

계, 상세설계 이외에도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LNG 프로젝트

HSE(Health，Safety and Environment) 및 설

에 집중되고 있는 매출비중과 최근 원가율 상

계 검토, 전기, 배관, 장비 조사 등을 수행하고

승과 관련된 원자재 및 유가 등의 대외변수에

있다. 시공 역시 그리스 CCC, 카타르 Almana,

민감할 수 있다.

미얀마 건설부와 협력해 Chiyoda-CCC
Engineering Limited(아부다비), Chiyoda
Almana Engineering LLC(카타르), Chiyoda
& Public Works Co., Ltd.(미얀마) 합작법인
을 설립해 인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hiyoda는 J/V
를 통한 현지 밀착형 진출전략을 구사하고 있
는데 기동력뿐만 아니라 최적의 품질 대비 가

그림20 ▶ Chiyoda 수익액 추이

(단위 : 백만엔)

격의 조달선 구축도 고려하고 있다. 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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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 Chiyoda 글로벌 네트워크

및 기동력적인 측면에서 구미 선진기업과 마

방코자 발주처와 긴밀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

찬가지로 모듈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2016년 10월, 30

호주 Arrow, Browse 및 Ichthys LNG, 캐나다

명 정도의 인력으로 ‘AI Solution Unit’이라는

Kitimat LNG 플랜트 등 1972년 이래 16건 프

Industry 4.0 대응 전담 부서를 설치하였으며

로젝트에서 모듈 Data, 설계 및 FEED 경험을

향후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플랜트 설비

축적해왔다.

의 가동 중단을 방지하는 솔루션을 적극 개발
할 계획이어서 향후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

이와 함께 과거에 불가능했던 반복적인 하
자를 정확히 예측하고 우발사고를 사전에 예

58

각된다.

K-BUILD저널 2018. 11월호

좀 더 나아가 Chiyoda는 기존 EPC형태(그

플랜트 프로젝트를 캐나다에서 수행할 수 있

림22 좌측 참조)의 프로젝트 수행방식에서 탈

는 능력이 있으며 더욱이 독점화된 기술 라이

피해 금융조달(Fund Procurement), O&M

센서 연계를 비롯해 F/S(Feasibility Study) 및

및 생산까지 책임지는 Asset Holding 사업모

FEED(Front End Engineering & Design)역량

델(그림22 우측 참조)로 진출 확대를 모색하

이 뒷받침되고 있다.

고 있다. 이러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이유는
Chiyoda의 최대 주주(33.6%)가 Mitsubishi 상

또한 Chiyoda는 LNG 프로젝트 수행능력과

사라는 장점을 살릴 수 있어서라고 생각된다

기술을 응용해 신에너지 사업분야에도 진출을

(참고자료-1 참조).

가시화하고 있다. 월간 수소경제(2018.4.25일
자)에 따르면, 일본 Mitsubishi Corporation,
Mitsui & Co Ltd., Nippon Yusen Kabushiki

5-2. 시사점

Kaisha, Chiyoda Corporation 4개사로
Chiyoda가 집중하고 있는 지역, 공종 및 업

구성된 차세대 수소에너지 체인 기술 연

역(참고자료-1,2 참조)을 고려해보면 (아시

구 조합(AHEAD, Advanced Hydrogen

아, 미주, 유럽)×(산업/석유화학)×(기획(F/S,

Energy Chain Association for Technology

FEED)), 금융조달, 기초설계, 상세설계, 조달,

Development)은 2020년부터 브루나이에서

시공, O&M)의 21개의 조합 진출(아래 표 참

수소를 수입할 계획이다.

조)이 가능하다. 예컨대 금융을 조달해 LNG

→
그림22 ▶ Chiyoda Asset Holding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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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

12

미주

산업/석유화학

14

미주

산업/석유화학

15
16
17
18
19
20
21

미주
유럽
유럽
유럽
유럽
유럽
유럽
유럽

산업/석유화학

업역
조달
시공

O&M

산업/석유화학

기획(F/S, FEED)

산업/석유화학

기초설계

산업/석유화학
산업/석유화학
산업/석유화학
산업/석유화학
산업/석유화학

금융조달
상세설계
조달
시공

O&M

59

K-BUILD 특집

AHEAD는 일본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

로젝트 시장 전망은 밝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구(NEDO)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필요한

북미, 호주, 모잠비크를 중심으로 계획중 프로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Chiyoda는 자체 수소

젝트가 2019년에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기술(SPERA, 참고자료-4 참조)을 활용해 세

따라 Chiyoda의 행보에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계 최초로 브루나이에는 수소화 공장을, 일본

생각된다.

가와사키 해안 지대에는 탈수소화 공장을 건
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적으로 Chiyoda는 지역다각화를 어느
정도 진척시켰으나 최근 매출 및 수익성이 정

더욱이 Medium-Term Management Plan

체되었다. 하지만 J/V 및 세분화된 글로벌 네

에 의하면, 현재 15% 수준인 환경부문(신에너

트워크, 투자관리형(Asset Holding Business)

지, 산업시설, 제약 및 의학시설, 인프라 등) 수

프로젝트 진출 모색, 공종 다각화와 긍정적인

익비중을 2020년까지 30%까지 증가, 투자사

LNG 프로젝트 시장 전망은 기존 시장은 공고

업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인 것으로

히 하면서 신규 시장 진입을 위한 전환기를 맞

드러났다. 따라서 ENR지에 의거해 2017년 매

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출비중은 미미하지만 IPP, BOT 등의 형태의
금융조달 수반 및 태양, 수소에너지 등의 전력
부문과 교통부문의 2개 공종을 추가하면 진출
가능범위가 확대되어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국제가스연맹(IGU) 자료에 의
하면, 계획중인 LNG 프로젝트 규모가 현재 시
공중 공사 규모의 4배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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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되어 Chiyoda가 집중하고 있는 LNG 프

그림24 ▶ 시공중 LNG프로젝트 현황(MTPA)

그림23 ▶ Chiyoda 미래 진출가능 범위

그림25 ▶ 계획중 LNG프로젝트 현황(MT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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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Mitsubishi Corporation(미쓰비시 상사) 개황
◊ 개요

ㆍ설립 : 1954년

ㆍ구성 : 자회사 819개, 계열사 446개, 국내 지점 25개, 해외지사(90여개국) 192개
ㆍ근로자 수 : 77,476명

ㆍ사업 영역 : 환경·인프라, 신 산업금융, 에너지, 금속, 기계, 화학, 생활산업
◊ 매출추이 특징

ㆍ2017년 매출규모는 7조 5,600억엔으로 2013년 환경·인프라 사업부문 신설
ㆍ에너지(Oil/Gas, LNG)부문 비중은 25%안팎에서 2017년 16.4%로 급감

ㆍ환경·인프라부문 매출은 300억엔 수준에서 2017년 850억엔 정도로 꾸준한 증가세

Mitsubishi 부문별 매출비중 추이(%)

Mitsubishi 특징적인 부문 매출 추이(백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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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yoda에게 주는 시사점
- Mitsubishi-Chiyoda 최근 연계 프로젝트 사례
ㆍ미국 Cameron LNG 프로젝트

ㆍ몽골 New Ulaanbaatar International Airport 프로젝트
ㆍ필리핀 New Bohol Airport 프로젝트

- Mitsubishi 향후 경영 전략

ㆍ식품원료, 자도차, LNG, 소매, 가스 및 전력, 금속자원부문 주축 유지
ㆍ전력 및 LNG 프로젝트 투자·금융형으로 진출 확대

ㆍ교통인프라, 복합도시개발, 석유화학, 임대사업, 플랜트 엔지니어링 등 강화

- Chiyoda에게 예상되는 영향
ㆍ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ㆍ전력 및 교통 인프라 진출 확대

ㆍMitsubishi 투자·금융+Chiyoda 관리역량 조합 진출사례 증가

참고자료-2. Chiyoda Value Chain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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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3. Chiyoda 정유 프로젝트 수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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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4. Chiyoda Spera Hydrogen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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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ank 그룹의 보증

조 제 우 도화엔지니어링 기획실/리스크관리팀 (CP3P)

1. Introduction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세계은행그룹

복구 및 경제개발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IBRD

(World Bank Group; WBG)은 2차 대전 후 국

를 창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브레튼우즈 체

제통화 및 금융제도 안정을 위해 IMF를, 전쟁

제에 따라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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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G는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이래로 IBRD와 IDA의 보장을 실질적으로 향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상/확대시켰다. IBRD 및 IDA Guarantees의

IBRD),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조건은 특정기관과의 보증하에서 보장을 요구

Development Association; IDA), 국제금융공

하는 투자자간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

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이며, 이는 투자자와 보증 발행자 모두의 거래

국제투자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위험을 다루기 위해 조정된다. 또한 회원국들

Guarantee Agency; MIGA), 국제투자분쟁해

이 해당 정부의 요청에 따라 프로젝트 및 정책

결본부(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을 위해 상업 자금을 동원 할 수 있도록 보장

Investment Disputes; ICSID) 등 5개 기구로

한다.

구성되며, 이중 IBRD와 IDA를 합쳐서 세계은
IBRD 및 IDA Guarantees의 효과는 첫째,

행(World Bank)라고 한다.
구분

IBRD

IDA

IFC

MIGA

ICSID

전재복구 및 저소득 개발도상국 개도국 국제투자
장기개발
개도국 민간기업에 직접 분쟁조정/
투자의 중재로
특성 자금지원 대상 양허성 대한
자금 지원 투융자 비상업적 국제민간
위험 보증 투자촉진
1인당
1인당
GNI $7,035 GNI $1,195
지원 이하 국가 이하 국가
대상

민간기업 개도국에 민간기업
투자시 투자하는
경영권 민간기업
미취득
및
금융기관

PPP 프로젝트를 더욱 견고하게 하여 상업 금
융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둘째, 프로젝트를 더
욱 bankable 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 리스크를
커버하며, 셋째, 상업 금융기관이 꺼려하는 프
로젝트 위험을 완화하여 프로젝트 자금을 확
보가능토록 할 수 있으며, 넷째, 정부 또는 국
영기업(SOE)의 성과(수익)에도 영향을 미친
다. IBRD 및 IDA Guarantees는 특히 프로젝
트 기반 보장 체계(부분 신용 또는 부분 위험)

상기의 WBG의 역할 외에도 WBG은 가입

등으로 그들이 커버하는 리스크의 특성에 따

회원국이 빈곤에서 탈출하고 삶을 개선 할 수

라 프로젝트 기반 보증을 제공하여 차별화 할

있는 기회를 창출하기 위하여 보증 상품을 제

수 있다. 따라서 세계은행의 Guarantees 상품

공하며 신흥시장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은 회원국 및 민간부문 참여자와 미래의 위험

PPP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상품이 사용되

완화 요구에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어진다. 본 챕터의 목표는 WBG의 보증상품의

수 있다.

종류와 성격 보증상품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Overview of each product
(World bank/IBRD 및 IDA)

A. Main form of world bank guarantees
IBRD/IDA 보증은 특정 프로젝트 및 거래
의 상황(프로젝트 기반 보증, project-based
guarantees) 또는 정부의 정책 기반 보증

WBG은 1990년대에 Guarantees를 확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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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특별히 조정된다. 정책 기반보증(Policy-

증(Loan guarantees)은 다시 부분적 신용보증

Based Guarantees)은 정부 지원금이 프로젝

(Partial credit guarantee)과 부분적 위험보증

트에 지원 될 때 정부의 지불 불이행으로 부터

(Partial risk guarantee)으로 나눌 수 있으며,

상업대출기관에게 위험 완화를 제공한다. 프

부분적 신용보증(Partial credit guarantee)은

로젝트 기반보장(project-based guarantees)

사업소재국이 채무불이행(default)한 경우에

은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정부의 잠재적

그 원인과 관계없이 발생한 손실을 부보 한다.

인 지불 또는 이행 불이행의 위험을 완화하

즉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정치적 위험이건 또

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세계은행

는 상업적위험이건 관계없이 그에 따른 손실

의 보증상품의 구득으로 상환기간(Tenor) 연

액을 부보 한다.

장(Extension), 금리(Spread), 이자비용감소
(Interest) 달성이 가능하고, 추가적인 민간자
본을 유치가 가능하게 한다.

IBRD/IDA는 현지정부와 면책계약
(Indemnity Agreement)을 맺고 차주
(Borrower, SOE)와 프로젝트약정서(project

이중 프로젝트 기반보장(project-based

agreement)를 체결한다. 이때 상업은행 또는

guarantees)은 대출보증(Loan guarantees)과

채권자들과 차주에게 제공되었던 금융서비스

지 급보증(Payment guarantees)으로 구분된

에 대한 상환보증을 부분적 위험보증(Partial r

다. 대출보증(Loan guarantees)은 원리금 상

isk guarantee)으로 체결하여 구조화 한다. 부

환불이행에 대하여 보증하는 것이고 대출보

분적 위험보증(Partial risk guarantee)은 해당

그림 1 ▶ 부분적 신용보증(Partial credit guarantee) 개념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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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부분적 위험보증(Partial risk guarantee) 개념도(예시)

정부의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실을 일정 부분

guarantee)로 체결하여 구조화 한다. 부분적 위

만 부보하며 해당정부의 신용위험(credit risk)

험보증(Partial risk guarantee)은 원금 상환 전

을 사업주와 보증기관이 함께 감당하므로,

체 또는 그에 따른 이자비용에 대해 부보 한다.

PPP 거래구조에 영향을 미쳐서 대출금의 이자

계약 불이행시, 그 원인이 사전 계약에 명시된

비용 감소 및 만기일 연장효과가 나타난다. 실

특정한 프로젝트의 위험으로부터 야기 되었을

제로 부분적 위험보증(Partial risk guarantee)

때만, IBRD/IDA가 손실액을 보상한다.

은 금융서비스의 최종 이자비용 및 그 원리금
을 부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차관도입부터 상
환까지 사업 전체기간의 신용도 상승에 이바
지한다. 하지만, 부분적 위험보증(Partial risk

다음은 지급보증(Payment guarantees)에 대
해 살펴본다.

guarantee)는 사전 계약서에 약정되어 있는 특

지급보증(Payment guarantees)은 非 대출

정한 프로젝트의 위험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관련 정부 지불 의무(예 : PPA에 의한 채권 또

부보 한다.

는 실시협약에 따른 조기 해지시 지급금)의 지
불 불이행에 대한 신용보강을 해주고 SPV 또

IBRD/IDA는 현지정부와 현지정부면책

는 민간투자자, 외국공공투자자 등에게 합의

계약(Indemnity Agreement)을 맺고 차주

된 보상을 지불한다. 또한 IBRD/IDA는 동일

(Borrower, SPV)와 프로젝트약정서(project

한 프로젝트에 대해 대출보증(loan guarantee)

agreement)를 체결한다. 이때 상업은행들

및 지급보증(Payment guarantees)을 동시에

과 차주에게 제공되었던 금융서비스에 대

제공 할 수 있다.

한 상환보증을 부분적 위험보증(Partial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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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지급보증(Payment guarantees) 개념도(예시)

그림 4 ▶ 나이지리아 Azura IPP 프로젝트에서의 대출보증(loan guarantee) 및 지급보증 (Payment guarantees)
동시 제공 (예시)

위의 나이지리아 Azura IPP 프로젝트는 세

여 전력요금 지불과 정부 및 정치적 위험을 동

계은행의 프로젝트 기반 보증 중 대출보증

시에 완화 할 수 있었다. 즉, 국영 전력청의 채

(loan guarantee)을 통하여 나이지리아 민자

무 불이행 또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지원금 지

발전 프로젝트(IPP)를 상업은행의 원리금 상

급 같은 상황에 대출보증(loan guarantee) 및

환을 보증하도록 하고, 또한 프로젝트 회사 자

지급보증 (Payment guarantees) 동시 제공이

체 지급보증(Payment guarantee)을 추가적

동시에 사용되어 프로젝트의 신용을 향상시

으로 체결함으로써 본 프로젝트를 구조화하

켰다.

69

K-BUILD 특집

그림 5 ▶ 세계은행 보증 관련 개념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세계은행인 IBRD/

정부 또는 국영기업(SOE)의 지급의무를 보증

IDA에서 제공하는 보증은 특정 프로젝트 및

한다. 즉 SPV 또는 외국국영기업(SOE)가 보증

거래의 상황에 기반한 프로젝트 기반 보증

상품의 수혜자이다.

(project-based guarantees)과 정부의 정책 기
반 보장(policy-based guarantees)으로 분류

정책 기반 보장(policy-based guarantees)은

할 수 있고 프로젝트 기반 보증(project-based

해당정부를 위한 것이고, 특히, 세계은행 회원

guarantees)은 민간 프로젝트 또는 국영공공

국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하며, 그 보증

기업(SOE)를 위한 것이고, 정책 기반 보장

의 수혜자는 상업은행 또는 채권투자자이다.

(policy-based guarantees)는 해당정부를 위한
것이다.
프로젝트 기반보장(project-based guarantees)

세계은행의 보증은 프로젝트 Risk 및 부채

은 다시 대출보증(Loan guarantees)과 지급보

상환 Risk의 일부에만 적용되며, 특정 정부

증(Payment guarantees)으로 구분되며, 대출

의 계약상의 의무를 다루는 대출보증(Loan

보증(Loan guarantees)은 정부 또는 민간의 프

guarantees)의 경우는 차입된 원리금 금액의

로젝트에 관련된 대출 또는 채권상환에 관련

100%를 부보 한다. 기타 다른 Risk로 발생된

된 의무를 보증해주고 그 보증상품의 수혜자

채무 불이행은 민간부문이 부담하며, 보증기

는 상업은행 또는 채권 투자자이다. 또한, 지급

간은 대부분 대출상환기관과 동일하도록 구성

보증(Payment guarantees)은 프로젝트의 금융

된다.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非 대출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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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상환의 일부를 담보하는 대출보증

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세계은행 보증은 이런

(Loan guarantees)의 경우는, 주요 대출 중 하

Risk에 대비하여 각각 약 $1.1B(Yangzhou)

나는 정부 기관이 민간 대출 기관으로부터 장

및 $1.6B(Zhejiang) 프로젝트 자금 조달의 일

기 차입 만기를 얻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기

부를 보증하였고, 이로 인하여 본 프로젝트의

때문에 기본 차입금의 만기년도 이후에 적용

상업은행 대출 만기를 15년으로 연장하는 효

된다.

과를 얻었으며, 중국에 글로벌 파이낸싱 시장

2000년, 중국의 전력 수요 증가로 약 10만
MW의 신규 전력 생산 용량이 필요했으며, 이
를 위하여 중국정부는 Yangzhou 및 Zhejiang
화력 발전 프로젝트는 대형 석탄 화력 발전
소 건설 및 관련 송전망의 확장계획을 수립하
여 PPP프로젝트로 추진하였다. 당시 중국 정
부는 장기간의 민간자본을 유치 할 수 없었
고, 세계은행 보증 없이는 평균 대출만기는 6

에 보다 많은 융통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
다. 구체적으로 Yangzhou 프로젝트에서 정부
는 세계은행 보증을 구조화하여 현가(Present
Value)기준으로 2천6백만 달러를 보증하면서
1억 2천만 달러를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도록
레버리지 역할을 하였고, Zhejiang프로젝트에
서 세계은행 보증을 구조화하여 현가(Present
Value)기준으로 3천만 달러를 보증하면서 1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에 도움을 주었다.

그림 6 ▶ THERMAL POWER PLANT GUARANTEE STRUCTURES(CHINA)
자료 : http://www.worldbank.org/en/programs/guarantees-program#6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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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이후 세계은행이 지원한 보증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 ANNEX 5 : GUARANTEES APPROVED BY THE BOARD TO DATE

자료 : http://www-wds.worldbank.org/external/default/WDSContentServer/WDSP/IB/2013/11/
22/000442464_20131122100452/Rendered/PDF/827410BR0R2013080Box379876B00OUO 09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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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perational Track Record

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약 275억 달러의 금융이
조달 동원되어 PPP사업의 중요한 레버리지로

세계은행은 2012년 기준 총 31개국에서 41

작용되어 왔다. 세계은행의 보증은 대부분 부

개 보증(24개의 IBRD 보장과 17개의 IDA

분적 위험보증(Partial risk guarantee)형태였

PRG), 총 47억 달러의 보증 실적을 보유하고

으며, Sector별로는 대부분 전력 분야에 집중

있으며, 이러한 실적 보증으로 인해 글로벌 프

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Allocation by Sector (in US$ million)

Allocation by Region (in US$ million)

그림 7 ▶ IDA and IBRD guarantee Track Record FY2005 - 2012

표 2 ▶ IDA and IBRD guarantee volumes FY2005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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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Payment

F. Application for guarantees,
Processing and Fee

정부가 보장된 의무를 위반 한 경우, IBRD/
IDA는 상호간의 미리 약정된 보증된 금액만

세계은행 보증 금액는 대출 상품에 적용된

을 지불하며, IBRD/IDA는 분쟁 해결 절차가

것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 세계 은행 이사회에

완료되거나 정부 기관 및 보증 당사자가 지불

의해 정해지고, 보증 수수료 수준 역시 IBRD/

해야하는 금액에 대해 당사자들간 또는 임시

IDA 별도 검토절차 과정에 의해서 설정되며

적인 지불 메커니즘에 의해 완료된 경우에만

특히, 국가 또는 프로젝트 관련 위험에 따라 조

약정된 보증 계약하에서 지급된다.

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세계은
행 보증의 수수료는 선불 및 매년납입 수수료

E. Legal Documentation
구분

보증계약
(Guarantee
Agreement)

내용

보증에 관한 부보기간과 상세조건을 정함

프로젝트약정서 세계은행의 정책준수 및 프로젝트
(Project
Agreement) 변경가능성 등을 규정
정부면책계약
(Indemnity
Agreement)
정부보증협약
(Guarantee
Support
Agreement)

IDA/IBRD가 보증금을 지불한 경우, 정부가
IDA/IBRD를 면책하도록하는 회원국(주권
정부)과 IDA/IBRD간의 면책 계약

프로젝트회사와 세계은행간의 계약으로

정부소유법인이 직접 주주가 되는 형태의
계약에서 프로젝트회사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납부할 것으로 약속하는 계약, 즉

현지정부의 계약이행을 위한 복보증형태의
계약

표 2 ▶ Application for guarantees, Processing and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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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함되며, 두 가지 모두 프로젝트 기반 보증
의 경우 민간섹터에서 일반적으로 지불하고 정
책 기반 보증의 경우 정부섹터에서 지불하고,
일단 보증 관련 수수료는 특정 보증상품에 의
해 고정되면, 보증 기간 동안 변경되지 않는다.

G. Eligibility
IBRD/IDA 지원에 적합한 세계은행의 회원
국이어야 하고, 프로젝트 및 그 정책은 명확하
고 삷의 질 향상에 대한 정의된 영향을 가져야
하며, 민간 투자(자기자본 또는 대출)를 동원
하거나 정부의 지불 위험을 완화 할 필요가 있
어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는 기술적으로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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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으로 타당하고 지속 가능해야하며, 프로

세계은행의 보증은 정부를 위해서 다음과

젝트의 형태는 공공(정부, 정부하위기관 또는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첫째, 공공과 민간 파트

정부공공기관(SOE)) 또는 민간 프로젝트여야

너십 활성화, 둘째, 대규모 및 장기 투자가 필

하면서 세계은행의 환경적, 사회적 지침 및 반

요한 전략적 부문에 민간 부문 투자자 유치, 셋

부패 지침을 충족 할 수 있어야 한다.

째, 파이낸싱 소스의 다양화, 넷째, 합리적인
수준으로 프로젝트 비용 및 상업은행의 금융

H. Further information

비용 절감, 다섯째, 민간 부문 투자자와의 분담
을 통한 정부 위험 노출 감소, 여섯째, 직접 정

세계은행보증은 정부, 정부하위기관 또는 정

부 보증의 필요성 감소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

부소유 공공기관이 개인 투자자 (예 : 지분, 부

경감, 일곱째, 프로젝트의 금융지원가능성, 지

채, 계약자 등) 및 국가 간 프로젝트에 대한 외

속 가능성을 향상시킨다.

국공공기관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AAA"
Credit 위험 완화를 제공한다. 세계은행 보증

3. MIGA

의 리스크 경감은 주로 부분적 위험보증의 성
격을 지니며 정부와 민간투자자간 또는 국가

A. OVERVIEW

간에 프로젝트의 균형 잡힌 리스크 할당을 촉
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은행 그룹인 MIGA는 국제투자보증기
구 1988년 설립되었으며, 세계은행 회원국에

세계은행의 보증은 민간투자자를 위해서 다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비상업적인 위험에 대

음과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첫째, 주요 위험을

한 보험 및 재보험을 포함한 보증을 발행한다.

완화하기 위해 "AAA"등급의 부분적 신용보증

특히, MIGA는 정치적 위험보험(Political Risk

을 통한 투자의 전반적인 신용 품질 향상이 가

Insurance) 및 신용보강상품을 통해 개발도상

능하고, 둘째, 민간 투자자가 통제 할 수 없는

국에 투자하는데 필요한 사업의 안정성을 국

핵심 리스크 요인 감소 또는 제거가 가능하며,

제투자단체에 제공하고 있다.

셋째, 정부 기관, 정부하위기관 또는 정부소유
기업과 거래시에 대한 상대방 위험이 완화될
수 있다.

PRI의 보증비율은 대출금(Loan)의 최
대 95%, 자본금투자(Equity)의 최대 90%
부보하며, 특정 상황이나 프로젝트에서 대

이와 같은 세계은행 보증은 해당정부나 금

출금(Loan)의 최대 99 %까지, 자본금 투

융시장의 추가적으로 신용 하락에도 불구하고

자(Equity)의 95%까지 부보하며, 보증

새로운 시장을 유지하거나 개방하기 위한 강

기간은 최대 15년, 특별한 상황이나 프

력한 지원을 통해 프로젝트 금융가능성 향상,

로젝트에 대해서는 최대 20년까지 가능

지속 가능성 향상을 가능케 한다.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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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4가지 정치적 위험에 대한 보상 범위를

B. Coverage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국가의 채무불이행을 보
MIGA는 보증협약에 구체적으로 기술된 기

증한다.

구분

내용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피투자국 현지 통화(자본금, 및 기타 송금)를 외국환으로 교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피투자국 정부에 의해 현지 통화 또는 외국환을 피투자국 정부로부터 해외로 송금하지

환전 및 송금제한

못함으로써 발행하는 손실을 부보.

- 현지 통화를 해당국가의 외환으로 전환
- 현지국가에서 송금 가능

- 통화 감가상각 및 평가 절하는 적용되지 않음

- 환전 전환 가능성 제한의 경우, MIGA의 보상은 손실일의 공식 환율로 계산됨

- 전환 및 송금은 MIGA의 보험이 발부된 시점에서 해당국가에서 합법적이어야 함

수용

・보험부보된 투자자산에 대한 소유권, 지배력 또는 권리를 축소시키거나 박탈할 수 있는 정부의
특정조치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로부터 보호. 즉각적인 국유화 및 몰수 위험 보험부보 가능

예) 크리핑 몰수(점진적 몰수) : 합법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행위, 예 : 세금 제도의 점진적인 변화
예) 자금 몰수 ('계정 동결' 등)

・피투자국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발생한 전쟁, 내란, 혁명, 폭동, 쿠데타, 파괴행위, 테러 등으로 인한
유형자산의 파손, 파괴, 소멸이나 완전한 사업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부보

전쟁, 테러 및 내란

적용 범위 형태

1. 프로젝트 자산 손실

2. 일시적인 프로젝트 중단

3. 영구적인 인프라시설 사용 손실

- 손실은 전쟁, 혁명, 반란, 폭동, 쿠데타, 내전, 시민 소동, 폭동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직접적인
결과여야 하고 방해 행위 또는 테러 행위도 포함될 수 있음

・피투자국 정부가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이행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계약불이행

부보하며, 프로젝트 계약(예 : 전력 프로젝트 PPA, 교통프로젝트의 실시협약)의 위반으로 인한 손실
방지

- MIGA는 "Denial of justice(재판의 거절)"1)위험을 다룸

즉, 유효한 중재 판정 또는 주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해당 정부의 지불실패를 다루며, 특정 제한에 따라
정부하위기관 및 국영기업의 의무를 보충 할 수 있음

1) Denial of justice : 재판의 거절, 해당국 법원이 외국법인에 대하여 재판을 거부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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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Honoring of Financial Obligations(국가

려하여 보험료를 책정하며, MIGA의 보증계약

의 채무불이행)

의 지불조건은 보상요구가 성립되기 전에 대
기기간(분쟁, 중재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일반

피투자국 정부의 무조건부 채무 또는 무조

적으로 보상금 지불 요청은 해당 대기기간 종

건부 지급보증에 따른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료 후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또한, 보

발생하는 손실을 부보하며, 계약 불이행 유형

상금 지불에 대해 MIGA는 보증 보유자가 해

과 달리 분쟁해결기관의 중재 판정이 필요하

당정부 또는 다른 채무자를 상대로 했을 수 있

지 않는다. 즉, 피투자국의 지급의무가 무조건

는 보증된 투자와 관련된 권리 또는 청구에 대

적이고, 청구의 정당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해 유효한 상태로 전환시킨다.

상황에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용 조건은
아래와 같다.

C. Payment

D. Legal Documentation
Legal Documentation은 지분 투자 보증 계
약, 주주 대출 보증 계약, 비 주주 대출 보증 계

MIGA는 국가 및 프로젝트 위험을 모두 고

약서류로 구성되며, 비 주주 대출 보증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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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국영 기업의 재정적 의무 불이행정부금

보험 금액의 약 1%이지만 평균보다 훨씬 낮거

융 채무 불이행 (정부 보증인), 정부금융 채무

나 높을 수 있으며, 정치적 리스크 보험 시장에

불이행 (정부 차주)이 포함된다. 또한, MIGA

서 MIGA는 다른 보험 회사가 진입하기가 어

는 소규모 투자 프로그램 (Small Investment

려울 수 있는 까다로운 환경에서 투자를 지원

Investment Program)을 운영하여 중소 규모

한다는 점에서 우월성을 가진다. 즉, 고위험 시

투자자를 위한 MIGA의 지원을 확대하고, 중

장에서 복잡한 프로젝트에 대해 장기적이고

소기업에 대한 투자 (1,000만 달러 미만)를 구

장기적인 보장을 할 수 있다.

조화 한다.(소규모 투자 프로그램 - 지분 투자
에 대한 보증 계약, 소규모 투자 프로그램 - 주
주 대출 보증 계약)

특히, MIGA는 최대 15년간 (경우에 따라
20년)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사용할
수 있는 대출 기간을 늘릴 수 있고, 엄격한 보

E. Application for guarantees,
Processing and Fee

증 관행, 권한 위임 및 분쟁 해결 능력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데 입증된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구조화

MIGA는 해당국가 및 프로젝트 위험을 모두
고려하여 보험료를 책정하며, 수수료는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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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C는 추가로 발생된 손실 부분에 대해 대출

4. IFC

기관에 상환한다.
IFC는 현재 스왑 시장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
현지 통화 금융을 제공 할 능력이 없는 국가에

A. Legal Documentation

서 현지 통화 전체신용보증(FCG)를 제공 할
수 있다. 전체신용보증(FCG)은 해당 정부의

IFC의 Legal Documentation은 보증계약

대출기관에 보증 대출에 대한 “AAA”등급 신

(Guarantee Agreement) ; IFC와 대출 기관

용을 제공하고, 차용자가 현지 통화로 장기 금

(채권 수탁자 포함) 간의 보증 계약, 보증 및

융을 제공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준다.

Standby 대출 계약(Guarantee and Standby
Loan Agreement, GISLA), 즉, IFC와 차용

IFC는 또한 RSF(Risk-sharing facility)라는

자 간의 계약, Risk Sharing Agreement ; IFC

포트폴리오 신용 관리 제품을 제공하며, RSF

(RSFs)와 위험 전가가 제공되는 자산의 보유

는 일반적으로 IFC가 경험이 풍부한 특정 분

자(SPV)간의 위험 공유 계약으로 구성된다.

야 (예 : 중소기업 프로젝트, 교육 또는 에너
지 효율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구조화를 시작

B. Pricing

하거나 증가시키려는 금융기관에 가장 유용하
다. RSF는 신용이 취약한 대주의 신용 위험을
공유한다.

IFC는 보증 제품에 대해 위험 기반 수수료
책정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IFC가 리스크에
대한 별도의 승인절차로 보증수수료를 책정

보증 채권 포트폴리오가 일정 비율의 포트

한다.

폴리오 ("최초 손실"금액)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형태

부분 신용 보증 (PCG), 전체 신용 보증 (FCG), 위험 공유 보증 (RSF)

보증 자격

・개발도상 회원국의 신규 투자 (확장 및 민영화 및 양허 거래 포함)

수혜자

투자의 형태 자격
위험보증형태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험료

기타조건

・개발도상 회원국의 민간 부문 프로젝트, 회원국의 정부하위기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술적, 상업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건전한 프로젝트에 보증
민간 대주단(대출) 및 투자자(채권)
정부주도 우선사업

신용 위험(부분/전체/공유) - 일반적으로 No "Carve-out" 즉, IPO 미실시 조건
제한 없음

PCG에 대한 특정 비율 제한 없음

상업적 접근 기반 산출(Commercially based)
해당정부의 Acknowledgment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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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plementarity of World bank
Group Guarantees

분만을 구득하여 부보하고, 나머지 지분참
여(equity)부분을 추가로 부보하기 위해서
MIGA의 PRI를 도입하여 구득 할 수도 있다.

특정지역에서 프로젝트 사업 진행관련 실

또한, 특수한 상황에서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

무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이 두 개 이상의

하는 경우에는 세계은행의 위험완화 금융상품

위험완화 금융상품을 함께 도입하여서 서로

과 ADB, IDB와 같은 지역개발 금융기구에서

의 장점을 보완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IDA

제공하는 위험완화 금융상품을 함께 도입할

의 PRG는 SPV의 타인자본인 대출(debt)부

수 있다.

구분
IBRD/IDA
MIGA
IFC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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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프로젝트를 심사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데까지 가장 장시간이 소요되는 반면에
현지정부보증협약(GSA)에 의한 위험 예방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개발 고위험국가 사업과 연계한
경우에 적합

・프로젝트를 심사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현지정부보증협약(GSA)
조건이 없으므로 만약 현지 정부 부분까지 고려한 계약조건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

・다른 기관 상품들보다 민간 사업자의 계약 접근이 비교적 쉬우나,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크고
단독으로 저개발·고위험 국가사업의 위험을 부보 하는데 도입하기는 어려움
IBRD/IDA

MIGA

IFC

RISK COVERAGE

정부 또는 준정부기관 의무의
신용 위험

정치적 위험 및 신용 보강

신용보강

TYPE OF ELIGIBLE
INVESTMENT
INSTRUMENTS FOR
COVER

채무 또는 지급 의무(국내외)

Equity, debt, 및 기타 투자
형태(국외)

debt(국내외)

PRICING

IBRD 및 IDA 대출과 연계하여 책정,
대출 규모를 통해 관리되는
위험수준으로 책정

관리 비용, 국가 및 프로젝트
리스크에 기반

상업적 기반

SOVEREIGN
GUARANTEE

필요

불필요(단, 해당정부의
승인절차 필요)

불필요

ELIGIBILITY
CRITERIA

정부 우선 사업

외국인 투자자 또는 대출자
필요

민간 대주단 및 투자자들

MAJOR CLIENTS

해당정부

민간섹터

민간섹터

ORIGINATION
(initiation))

주로 클라이언트 국가 및 CPS/CAS목표
지원

주로 민간 투자자와
대출자들

주로 민간 투자자와 대출자들

해외건설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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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지 원 변호사 (j.ha@tamimi.com)

Ahmad Ghoneim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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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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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to Back Clauses in Construction
Contracts may not be Enforced

대부분의 원도급업체 (main contractors)는

소송 주요 내용 (Background)

하도급업체 (subcontractors)를 선정하고 하도
급계약 (subcontract agreements)을 작성하는
경우, 계약서에 “Back-to-Back조항”을 넣고

발주처는 초고층주상복합타워 건설을 위해
원도급업체와 건설계약을 체결하였다.

싶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도급업체는 기계·전기·배관 (Mechanical,
왜냐하면 이러한 Back-to-Back조항은 원

Electrical & Plumbing; 이하 “MEP”) 분야의

도급업체가 발주처로부터 기성을 받아야만,

하도급업체와 AED 60,000,000 (한화 약 185

하도급업체에 하도업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

억원)에 달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발주처가 기성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에

해당 하도급계약에는 원도급업체는 발주처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기

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 7 – 14일 이내에

때문이다.

하도급업체에 기성금을 지급한다는 Back-toBack조항이 포함되었다.

이번호에서는 최근의 아부다비 법원 판결내
역을 살펴보면서 Back-to-Back 조항에 대한

이후 하도급업체는 건설현장에 인력을 동원

아랍에미리트 법원의 접근방식은 어떤지 살펴

하여 공사 착수 후, 원도급업체에 1차 기성금

보고자 한다.

(first interim payment) 지급을 요청하였지만,

* Al Tamimi & Company는 중동지역 최대의 현지 법무법인으로 한국건설사들의 진출이 활발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GCC 전국
가를 포함한 총 9개국에 17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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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업체는 발주처의 대금 미지급을 근거로
하도급업체가 요청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

1심 법원 (Abu Dhabi Court of First
Instance)

았다.
1심 법원은 전문가 (engineering expert)를
당시 발주처는 해당 프로젝트의 대금 지급

선임하여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한 모든 기록

등 자금지원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확인 및 현장방문을 통해 (1) 공사 진행현황,

모든 공사가 약 4년 동안이나 중단되는 일이

(2) 원도급업체의 기타 MEP 하도급업체 선임

발생하였다.

여부, (3) 하도급업체가 받아야 하는 기성금내
역, (4) 발주처가 해당 기성금을 원도급업체에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체에 중간 대금지급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을 재차 요청했지만, 원도급업체는 발주처로
부터 해당 금액을 아직 지급받지 못했고, 하도

이를 토대로 법원에서 선임한 전문가는 보

급계약 상의 Back-to-Back조항에 따라 원도

고서를 작성했고, 해당 보고서에는 (1) 발주처

급업체가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전까

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프로젝트 자금

지는 하도급업체에 기성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조달이 어려워 공사가 수년간 중단되었고, (2)

근거로 하도급업체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원도급업체는 신규 MEP 하도급업체를 선임
하지 않았고, (3) 하도급업체가 미지급 기성금

이에, 하도급업체는 아부다비 1심 법원에 소

명목으로 받아야 하는 금액은 AED 6,920,000

를 제기하며, 법원에 하도급계약 해지, 발주처·

(한화 약 21.4억원)이며, (4) 발주처는 해당 대

원도급업체의 기성금 지급요청에 더하여 AED

금을 원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15,000,000 (한화 약 46억원)에 달하는 손해

포함되었다.

배상 (loss of profit) 청구도 요청하였다. 또한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체가 다른 MEP 업체

1심 법원은 전문가의 보고서에 따라 발주처

를 선임하였기에, 이는 원도급업체의 암묵적

의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 공사가 수년간 중

인 하도급계약 해지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

단되었고, 원도급업체가 새로운 MEP 하도급

했다.

업체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아랍에
미리트 민사거래법 (Civil Transaction Code)1)
제 272조2)는 계약해지의 경우, 일방당사자의

1) UAE Federal Law No. 5 of 1985
2) 전문: Article 272
(1) In contracts binding on both parties, if one of the parties does not do what he is obliged to do under the contract, the
other party may, after giving notice to the obligor, require that the contract be performed or cancelled.
(2) The judge may order the obligor to perform the contract forthwith or may defer (performance) to a specified time, and he
may also order that the contract be cancelled and compensation paid in any case if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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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의무 위반 시에만 가능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본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원도급업

2심 (항소) 법원 (Abu Dhabi Court of
Appeal)

체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
단하여 하도급업체의 계약해지 요청을 수용하
지 않았다.

하도급업체는 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1심
에서 주장한 내용을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하
도급업체는 2심 (항소) 법원에 새로운 전문가

하도급업체가 지급받지 못한 기성금에 대해
서는 아부다비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유념할

를 선임하여 본 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재검토
하고, 신규 보고서를 발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필요가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원도급업체가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하도급

2심 (항소) 법원은 원도급업체·하도급업체

업체에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

의 통제를 벗어난 외부요인으로 인해 건설계

우, 하도급업체가 해당 기성금 지급과 관련한

약이 실행될 수 없는 경우, 원도급업체·하도급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발주처의 대금지급이

업체는 공사 착수를 위해 부담한 비용 및 이

선행조건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전에 수행한 공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심 법원은 하도급계약 상 Back-to-Back 조

는 민사거래법 제 894조3)에 따라, 1심 법원에

항과 발주처가 원도급업체에 관련 대금을 미

서 선임한 전문가의 보고서 내용에서 밝혀진

지급한 것을 근거로 하도급업체의 기성금 지

대로 발주처의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 1) 공

급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사가 중단되었다는 사실, 2) 이러한 발주처의
재정상태는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통제

또한 1심 법원은 원도급업체가 계약상의 의

할 수 없는 외부요인에 해당한다는 사실, 3) 이

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도급업체를

로 인해 하도급계약을 실행할 수 없었다는 사

상대로 한 하도급업체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

실을 들어 하도급업체는 적법하게 하도급계

하였고, 하도급업체와 발주처 간 계약관계가

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따라서 미지급금인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업체가 발주처

AED 6,920,000 (한화 약 21.4억원)를 지급받

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결론

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지었다. 이에, 1심 법원은 발주처를 상대로 하
도급업체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또한 Back-to-Back 조항과 관련해서 2심

본 소송에 발주처 참여를 요구하는 하도급업

(항소) 법원은 이미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기

체의 요청도 수용하지 않았다.

때문에 해당 조항의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판
결을 내렸다.

3) 전문: Article 894
If the contractor has started the execution of the work and then became unable to accomplish it, for a reason beyond his
control, he shall be entitled to value of the completed work, in addition to the expenses disbursed for its execution to the
extent of the benefit that masters derives from such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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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항소) 법원은 원도급업체는 계약상의

또한 대법원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하도급계약의 해

의 계약관계와 발주처와 원도급업체 간의 계

지는 발주처의 재정상의 어려움에서 기인한

약관계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것이므로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를 상대로

원도급업체·하도급업체의 통제를 벗어난 외

제기한 손해배상요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부요인으로 인해 하도급계약이 실행될 수 없
는 경우, 원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 모두가 민

뿐만 아니라 2심 (항소) 법원은 하도급업체

사거래법 제 893조5)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해

가 발주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기각

지를 요청할 수 있고, 나아가 동법 제894조에

하였고, 발주처와 하도급업체 간 계약관계 부

따라 원도급업체·하도급업체의 통제를 벗어난

재를 근거로 본 소송에 발주처의 참여를 요구

외부요인으로 인해 건설계약의 실행이 어려운

하는 하도급업체의 요청도 수용하지 않았다.

경우, 해당 계약의 내용은 수정 및 경감될 수
있어,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는 공사 착수

대법원 (Abu Dhabi Court of
Cassation)

를 위해 부담한 비용 및 이전에 수행한 공사에
대해 발주처에 금전적인 보상을 요청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도급업체는 하도급계약 상에 기성금 지급
과 관련한 Back-to-Back 조항과 발주처의 원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하도급업체의 계약해

도급업체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하도급업체

지 요청을 수용하였고, 원도급업체가 하도급

에 기성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근거

업체에 미지급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

로 대법원에 2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을 요청하

지만, 본 소송에서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

였다.

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요청은 하도급계약
이 원도급업체의 통제를 벗어난 외부요인으로

이에 대법원은 Back-to-Back 조항에 따라

인해 실행될 수 없었기 때문에 원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가 발주처로부터 대급을 지급받은

직접적으로 하도급업체의 손실에 기인한 것은

후 하도급업체에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아니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우, 하도급업체가 해당 기성급 지급과 관련
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발주처의 대금지
급이 선행조건이라는 판결4)을 내렸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원도급업체의 항소를
수용하지 않았고, 2심 (항소) 법원의 판결을 유
지하였다.

4) Court of Cassation No. 151 of 2014
5) 전문: Article 893
When an excuse arises that prevents the execution of the contract, or the completion of its execution, any of the contracting
parties may ask for its rescission or termination, as the case may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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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시사점

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 조항의 적용이 불가
능해지기 때문에, 원도급업체는 발주처로부터

위 소송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아랍에미

기성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도급업

리트 대법원은 기성금 지급과 관련하여 건설

체에 미지급 기성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

계약 상 Back-to-Back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

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하고,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를 상대로 미
지급 기성금 지급과 관련한 소를 제기하기 위

마찬가지로, 원도급업체는 건설계약의 해지

해서는Back-to-Back조항에 따라 발주처가

사유 발생시 즉시 발주처를 상대로 해당 계약

원도급업체에 기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의 해지를 통보 및 이를 인정받은 후, 기성 지

선행조건으로 충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급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는 형
태로 신속하게 접근하여 하도급업체의 잠재적

하지만 외부요인 등으로 건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 상에Back-to-Back조항

인 기성 요청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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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 Park (박 기정)
영국 변호사
현 법무법인 율촌 (www. yulchon.com) 근무
저자는 Corbett & Co International Construction
Lawyers(영국 런던에 소재한 국제 건설 전문 로펌)
및 한국 대기업의 국제 법무실 근무 경험 등 약
20년 이상 국제 건설 분야에서 활약해오고 있음

국제건설 계약법의 이해
- 최신 판례 소개
손해보상(Damages)과 책임 한도
조항(Limitation of Liability) 에 대한
판례1)

1. 영국법상 손해보상에 대한 법 원칙
Common Law상의 손해보상(Damages)은
손실(Loss)과 손상(Injury)에 대한 보상임. 어

시공사의 책임 한도는 보통 2가지 의미의 한

떤 계약 위반의 클레임에서 그 손해보상은 원

도를 포함하고 있음. 첫번째는 어떤 책임에 대

고를 그 계약이 이행되었을 경우에 원고가 있

한 한도인지 그리고 두번째는 그 책임의 총액

게 되는 입장에 놓는 것임.2) 그리고 계약 위반

한도는 얼마인지가 그것임. 본 판례는 병원 시

에 따른 손해보상의 액수는 원고가 피고의 계

스템과 관련하여 한 업체가 발주처에 그 서비

약 위반의 결과로 빼앗긴 계약적 거래의 가치

스를 제공하는 계약과 관련되어 있지만 그 해

를 반영하여야 함.3)

당 계약서 내용이 시공 건설 계약과 거의 유사
함. 여기에서는 손해보상(Damages)의 원칙에

상업적인 계약에서 그러한 손해보상의 가치

대한 언급과 클레임 및 분쟁 사안과 관련하여

는 보통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짐. 즉, 예로 이

책임한도(Limitation of Liability) 조항이 어떻

익의 상실, 복구 비용 또는 가치의 감소 등과

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에 대해서 판결됨. 먼

같이 원고가 기대한 계약적 이익의 금전적 가

저 영국법상 손해보상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

치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추가 비용의 반

보고 본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음.

영으로 계산됨(Expectation Basis). 원고가 대

1) The Royal Devon and Exeter NHS Foundation Trust v ATOS IT Services UK Ltd [2017] EWHC 2197 (TCC) (31 August 2017)
2) Robinson v Harman [1848]
3) The Golden Strait Corporation v Nippon Yusen Kubishika Kaisha [2007] 2 AC 353 (HL)

86

K-BUILD저널 2018. 11월호

안으로 손해보상을 클레임 할 수 있는 방안

Devon and Exeter NHS Foundation Trust)

은 예로 피고에게 지급된 금액 또는 다른 소비

는 Contractor인 피고 (ATOS IT Services

된 비용 등과 같이 피고의 약속에 기인하여 발

UK Limited)와 5년 공기의 Information

생된 비용을 반영하는 방법이 있음(Reliance

Management Services 공급 계약을 계약가

4)

Basis). 이러한 두 가지 Basis에 근거한 클레

£4,9 Mil에 체결함. 계약 공기 동안의 여

임은 계산 방식이 다르지만 양자는 모두 계약

러 문제와 하자로 인해 발주처는 2016년 계

적 거래의 같은 손실의 보상을 제공함. 소비된

약을 Termination하고 그 소요 비용(Wasted

비용에 대한 클레임은 그 거래의 손실에 대한

Expenditure)에 대한 손해보상(Damages)으로

보상으로 설명될 수 있음. 이는 논쟁되는 가정

총 £7.9 Mil을 청구함. 발주처의 보상 청구 금

(Rebuttable Presumption), 즉 계약적 이익의

액의 내용은 계약에 따라 기 지급한 모든 기성

가치는 적어도 원고가 그러한 이익을 달성하

반환(£3.4 Mil)과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

기 위해서 사용할 것을 준비한 금액과 같아야

지출한 여러 소요 추가 비용들의 금액을 포함

한다는 가정에 기반함. 이러한 가정은 원고가

하고 있음.

이익을 기대하지 않는 비 금전적인 이익의 경
우에도 적용됨.5)

계약서에는 책임한도 조항(Limitation of
Liability)이 있으며, 직접비에 국한되는 보상

2. 본 사례 사실 관계
2011년 11월에 발주처인 원고(The Royal

규정과6) 두 가지 Cap 규정이 있음.7)
피고인 Atos사는 관련 소요 비용은 Loss of

4) Cullinane v British Rema [1954] 1 QB 292; Anglia Television v Reed [1972] 1 QB 60.
5) Omak Maritime Ltd v Mamola Challenger Shipping Co [2010] EWHC 2026
6) Clause 8.1.2 contained a limitation of liability provision:
"… the liability of either party for Defaults shall be limited as stated below:
(a) the liability of either party under the Contract for any one Default resulting in direct loss of or damage to tangible property
of the other party or any series of connected Defaults resulting in or contributing to the loss of or damage to the tangible
property of the other party shall not exceed the figure set out in schedule G
(b) the aggregate liability of either party under the Contract for all Defaults, other than those governed by sub-clause 8.1.2 (a)
above, shall not exceed the amount stated in schedule G to be the limit of such liability"
Clause 8.1.3 contained an exclusion of liability provision in the following terms: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to the other for: (i) loss of profits, or of business, or of revenue, or of goodwill, or of anticipated
savings; and/or (ii) indirect or consequential loss or damage.”
7) The aggregate cap was drafted as follows:
"Schedule G, Paragraph 9.2 The aggregate liability of the Contractor in accordance with sub-clause 8.1.2 paragraph (b) shall
not exceed:
9.2.1 for any claim arising in the first 12 months of the term of the Contract, the Total Contract Price as set out in section 1.1; or
9.2.2 for claims arising after the first 12 months of the Contract, the total Contract Charges paid in the 12 months prior to
the date of that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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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t으로 해석되므로 피고가 책임이 없으며,

한 계약 위반으로 인한 Damages이므로 모두

책임한도 조항의Cap 에 따라서 그 책임이 한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Atos

정된다고 주장함. 따라서 소송절차 진행 시

사는 비용에 대한 발주처의 클레임에 대해서

양측이 1심 법원에서 결정해 줄 것을 합의한

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다 할지라도 발생

Preliminary Issues는 다음의 두 가지였음.

되었을 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논쟁되는 가
정(Rebuttable Presumption)을 근거하고 있다

●

I ss u e 1 - 소 요 비 용 클 레 임 ( Wa ste d

고 반박함. 즉, 발주처의 클레임은 계약이 제대

Expenditure Claims)

로 이행되었다면 발주처는 그 시스템으로부터

피고가 주장하는 것 처럼 피고는 원고의

수익이나 다른 이익을 받았을 것이고 이를 통

소요 비용에 대한 클레임과 관련하여서 해

해 발주처는 그 비용을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

당 책임이 없는지, 아니면 원고가 주장하

라는 가정에 근거한다고 함.

는 것 처럼 계약에 따라 그 소요 비용에 대
한 클레임은 배제되지 않는지?

●

Issue 2 - 책임의 한도(Limitation of Liability)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함.

“발주처의 입장은 피고 Atos사는 계약에

계약상 책임한도의 의미와 효력은 어떻게

따라 정상적인 시스템 제공을 약속하였다는

되는지에 대해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 처럼

것임. 그러한 Atos사의 약속에 기인하여 발

9.2.2항은 유효하지 않는지, 또는 피고가

주처는 비용을 발생시켰음. 계약 위반으로

주장하는 것 처럼 9.2.2항은 유효한지 그리

Atos사는 정상적인 시스템을 제공하지 못했

고 그렇다면 그 의미와 효과는 무엇인지?

음. 그러한 위반의 결과로 비용이 소요되었
음. 발주처는 그러한 소요된 비용을 계약 위

3. 법원 판결

반에 의한 손해보상으로 받을 자격이 있음.
이는 정상적인 시스템의 가치는 적어도 그

1) Issue 1 - 소요 비용 클레임(Wasted
Expenditur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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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비용과 같아야 한다는 논쟁되는 가정
에 기반하는 것임.

이는 발주처의 클레임 중 소요 비용 부분이

[59.The Trust's case is that under the

손해보상(Damages)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

Contract ATOS promised to provide

인지 아니면 계약 8.1.3항의 Loss of Profit으로

a functional EMR system. In reliance

보고 보상에서 배제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

on ATOS's promise, the Trust incurred

사안임.

expenditure. In breach of contract ATOS

발주처는 모든 해당 클레임 금액은 어떠한

failed to provide a functional EMR

Loss of Profit을 담고 있지 않고 피고의 중대

system. As a result of ATOS's breach,

K-BUILD저널 2018. 11월호

the expenditure was wasted. The Trust is

법원은, 양측은 어떤 불이행이 있을 경우 총

entitled to recover the wasted expenditure

책임한도를 부과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 해

as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based on

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문제이므로 본 조항

a rebuttable presumption that the value of

은 유효하다고 하면서 합리적이고 상업적 측

a functional EMR system would be at least

면에서 모든 클레임에 하나의 Cap이 적용되는

equal to such expenditure.]”

것으로 해석된다고 함.

다시 말하자면, 법원은 해당 소요된 비용은

“법원 판결은 9.2항은 피고 Atos사의 불

계약 위반으로부터 발생된 보상받을 수 있는

이행의 책임에 대해서 하나의 Cap을 부과

손실이며 배제 조항에 의해 제외되는 것이 아

함. 그 Cap의 수준은 첫 불이행의 시간에 의

니라고 판결함.

해서 결정됨. 만약 불이행이 계약 후 12개
월이내에 처음 발생된다면 그 Cap은 Total

2) Issue 2 - 책임의 한도(Limitation of
Liability)

Contract Price가 되며, 그 첫 12개월내에 발
생되지 않으면 첫 불이행 전 12개월내 지급
된 총 Contract Charges가 Cap이 됨.

책임 총 금액의 한도(Cap)와 관련하여 본 계
약 9.2항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Cap을 두고
있음.

89.In my judgment, paragraph 9.2
imposes one aggregate cap on the liability
of ATOS for all Defaults. The level of the

“9.2.1 for any claim arising in the first

cap is determined by the timing of the first

12 months of the term of the Contract, the

Default. If a Default occurs in the first

Total Contract Price as set out…; or

twelve months of the Contract, the level

9.2.2 for claims arising after the first 12

of the cap is the Total Contract Price. If

months of the Contract, the total Contract

no Default occurs during the first twelve

Charges paid in the 12 months prior to the

months of the Contract, the level of the

date of that claim."

cap is the total Contract Charges paid in
a twelve month period prior to the first

발주처는 9.2.2항에서 “claims” (plural) and

Default.”

“that claim” (singular)로 규정하고 있어 모든
클레임에 하나의 Cap인지 아니면 각 클레임
별로 별도의 Cap인지 불명확하므로 유효하지

즉, 법원은 그 책임에 대해서 하나의 Cap이
있고 이는 클레임의 시점에 따른다고 판결함.

않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Atos사는 유효하
며 하나의 Cap만 적용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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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주처의 항소8)

default or defaults occurring in the years 2,
3, 4 or 5, the defendant's liability is capped

발주처는 두 번째 Issue에 대한 1심 판결에만

at a lower sum, namely the amount of

불복하고 항소함. 즉, 9.2항이 유효하지 않다

the contract charges paid in the previous

고 하는 종전 주장은 버리고 1심법원이 그 책

twelve months. If there are defaults in

임에 대해서 두 개의 다른 Cap이 아니라 오직

both periods, then the defendant's liability

하나의 Cap만 있다고 잘못 판결했다고 주장하

for defaults before 7th November 2012 is

며 항소함. 이에 항소법원은 발주처의 이러한

capped at the amount of the contract sum;

항소를 인정함.

the defendant's liability for subsequent
defaults is capped at the amount of the

“법원이 볼 때, 9.2항의 언어는 단호하게 2
개의 다른 Cap이 있다고 하고 있음. 계약 후

contract charges paid in the relevant twelve
month period.”

첫 해 내에 발생되는 불이행(들)에 대해서
피고의 책임은 계약고로 Cap됨. 그 이후 2,

4. 해설

3, 4 또는 5년 내에 발생되는 불이행(들)에
대해서는 낮은 금액, 즉 그전 12개월간 지급
된 계약적 비용(Contract Charges)이 Cap이

FIDIC9)은 책임의 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됨. 만약 이 둘 기간에 불이행들이 있다면 피
고는 2012년11월7일 전 불이행에 대한 책임

17.6항 [Limitation of Liability]

에 대해서는 계약고로 Cap되고, 그 다음 불
이행에 대한 책임은 관련된 12개월간 지급
한 Contract Charges로 Cap됨.

“일방은 계약과 관련하여 다른 일방이
부담하는 loss of use of any Works, loss
of profit, loss of any contract 또는 any

40.It seems to me that the language

indirect or consequential loss or damage에

of paragraph 9.2 points emphatically

대해서 다른 일방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towards there being two separate caps. For

만 16.4항[타절에 따른 지급]과 17.1항[배

any default or defaults occurring in the

상]은 제외된다.”

first year of the contract, the defendant's
liability is capped at the amount of the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to the other

contract sum (£4,939,207.00). For any

Party for loss of use of any Works, loss

8) Royal Devon & Exeter NHS Foundation Trust v Atos IT Services UK Ltd [2017] EWCA Civ 2196 (20 December 2017)
9) FIDIC 1999년판 Red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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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rofit, loss of any contract or for any

[The total liability of the Contractor

indirect or consequential loss or damage

to the Employer, under or in connection

which may be suffered by the other Party

with the Contract other than under Sub-

in connection with the Contract, other

Clause…… shall not exceed the sum stated

than under sub-clauses 16.4[Payment

in the Particular Conditions or (if a sum

o n Te r m i n a t i o n ] a n d s u b - c l a u s e

is not so stated) the Accepted Contract

17.1[Indemnities].]

Amount .]

“...조항을 제외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FIDIC등과 같은 표준계약서와는 다르게 일

시공사의 발주처에 대한 총 책임은 특별 조

부 계약서는 발주처에게 더 유리하도록 규정

항에 적힌 금액 또는 (적혀있지 않다면) 계약

하는 경우도 있는 바, 상기의 판례를 참고하여

합의서상에 기재된 계약가를 넘지 못한다.”

입찰 및 계약 시에 항상 주의해서 본 관련 조
항을 검토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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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이제 중남미다

중남미의 군부 통치와 민주화
신숭철
現 한·중남미협회 회장
前 해외건설협회 부회장
前 베네수엘라 대사
前 코스타리카 대사

군부 통치는 중남미의 최근 역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이다. 1964년 브라질을 시발로 남미
대륙은 거대한 군사 쿠데타의 물결에 휩쓸리게 되었고,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 군사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 군사정권의 수립은 과거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서 나타난
‘조정자’로서의 군부 개입이 아니라 군부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권위주의 체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민주화의 거센 요구를 받은 중남미에서는 1990년 초에 이르러 모두 민정으로
이양되었다.

군부통치의 발생 배경

르가스(Getúlio Vargas) 정부를 추대하였고,
1937년, 1945년에 각각 국내 분쟁을 조정하

중남미에서는 독립 이래 중남미의 독립운동

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아르헨티나

을 주도하고 독립 후 상당기간 동안 권력을 장

의 군부도 1930년에는 급진파를 몰아내었고,

악했던 카우디요(Caudillo)의 등장과 함께 정

1943년에는 보수주의자들을 축출하였으며,

치에 무력이 개입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중

1955년에는 후안 페론(Juan Peron)을 내쳤다.

남미 각국은 독립 이래 190회에 가까운 정변

또 1945년과 1958년의 베네수엘라 경우에서

을 경험한 볼리비아를 비롯하여 카우디요에

와 같이 군부는 독재 대통령을 견제하고 민주

의한 정변에 휘말리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

정부를 수립하는데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

였다.

당시의 군부의 개입은 민간지도자 그룹을 교
체하는 정도의 개입에 그쳤다는 점에서 1964

이러한 전통에 따라 중남미의 군부는 1929
년부터 국내문제에 개입하기도 하였다. 브라
질의 군부는 1930년에 출범한 제툴리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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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브라질의 군부 쿠데타로부터 시작되는 군
부통치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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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의 중남미 군부지도자들은 방

었고, 1969년 10월 볼리비아에서도 후안 호세

만한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민간 정치인들의

토레스(Juan JoséTorres) 좌익 군사정권이

부패로 인하여 중남미가 가난한 상황에 있다

탄생하여 1971년 8월까지 집권하였다.

는 믿고 경제개발과 정치적 안정은 장기적인
군사 통치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미국은 극심한 빈곤과 낮은 단계의 발전에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중남미에

서 고통받는 중남미의 경제 상황을 구조적으

서는 1960년대에 들어 관료주의적 권위주의

로 개혁할 것’을 기치로 내건 ‘진보를 위한 동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체제가 자리

맹’(Alliance for Progress)을 중남미의 22개국

잡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964년 브라질의

과 함께 발족시키고, 중남미의 좌파 확산 방지

근부 쿠데타를 필두로 하여 일어나게 되었고,

에 총력을 기울였다. 미국은 중남미에서 좌익

그 후 1966년과 1976년의 아르헨티나 쿠데타,

정부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중남미의 군사

1973년의 칠레와 우루과이에서의 쿠데타가

정권을 측면에서 지원하기도 하였다.

그 뒤를 이었다.

브라질의 군부 통치 과정
또한 2차 대전 이후 제3세계의 대두와 더불
어 내셔널리즘에 입각한 변혁을 추구하는 움

브라질에서는 1964년 4월 쿠데타가 일어

직임도 한 조류를 이루었는데, 1959년 1월

난 이후 1985년까지 군사정권이 계속 되었다.

의 쿠바 혁명이 그 시작을 알린 후에는 좌익

맨 처음 1964년 움베르투 지 카스텔루 블랑꼬

성향의 정권이 수립된 예도 많다. 칠레에서

(Humberto Castelo Branco)가 주도하여 좌

는 1970년 10월부터 1973년 9월까지 살바도

익성향의 조앙 굴라르(João Goulart) 정권을

르 아옌데(Salvador Allende)가 주도한 사회주

무너뜨린 후 의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의 정권이 수립된 바 있고, 니카라과에서는 내

1967년까지 집권하면서 독재적 성격을 강화

란 끝에 1979년 6월 다니엘 오르테가(Daniel

했다.

Ortega)의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FSNL)
주도로 친미독재정권인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다음으로 들어선 아르투르 다 코스타 이 시

(Anastasio Somoza) 정권을 붕괴시키고 사회

우바(Artur da Costa e Silva) 정권(1967-

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1974)은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명분으로
인권을 탄압하는 독재를 더욱 강화했고, 1973

군사정권 가운데서도 반미 민족주의 하에
외국 자본의 국유화, 농지개혁 등을 추진하
는 좌익정권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선구가

년 3월 에르네스투 가이젤(Ernesto Gaiser) 대
통령이 승계하였다.

1968년 10월에 들어선 페루의 후안 벨라스코

1979년에 조앙 피게이레뚜(João Figueiredo)

알바라도(Juan Velasco Alvarado) 군사정권이

가 정권을 이양받아 1985년까지 집권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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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도 정적들과 노동운동가, 학생 조직 등

기도(JoséMaría Guido) 군사정권은 1963년

권위주의적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투옥하

민족주의적 경향을 가진 급진 좌파의 아르투

여 인권을 말살하였다.

로 움베르토 일리아(Arturo Umberto Illia) 대
통령에게 정권을 양보하였다.

이들이 고도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명분으로
구조조정계획을 시행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

이러한 상황에서 아르헨티나 군부는 1966

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외국인과 국가의 투자

년 6월 일리아 정권을 무너뜨리고 다시 군사

에 힘입은 바 크고 권위주의적 지배를 강화함

정권을 수립하였다. 이 군사 행동은 후안 카

에 따라 오히려 경제적인 부작용을 낳았다. 결

를로스 옹가니아(Juan Carlos Onganía)에 의

국 인프레가 100%를 상회 했고, 1982년도의

해 주도되었고, 그는 곧바로 대통령에 취임하

외채가 800억불에 도달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였다. 그는 광산업을 외국인에 개방하고 물가

되었다.

를 통제함으로서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
루었으나, 정치적으로는 노동운동을 탄압하

이러한 상황에서 1985년 1월 국회의원을 중

였고, 1969년 5월초 일어난 제1차 코르도바

심으로 하는 간접선거에서 탕크레두 데 알메

소(cordobazo)로 대통령에서 축출되면서 로

이다 네베스(Tancredo de Almeida Neves)가

베르토 마르셀로 레빙스톤(Roberto Marcelo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민주화의 길로 접어들게

Levingston)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

된다.

구하고 기대한 성과가 나오지 않자 알레한

아르헨티나의 군부 통치 과정

드로 아구스틴 라누세(Alejandro Agustín
Lanusse)가 대통령을 이어 받았다.

아르헨티나에서는 1946년 7월 노동자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2차 코르도바

지지로 군인 출신 정치가인 후안 페론(Juan

소(cordobazo)가 일어나 페론에게 정권이 이

Peron)이 대통령에 취임한다. 그는 노동자 우

양되었는데, 페론 정부도 페론의 사망 후 에

대정책을 기본으로 한 포퓰리즘 정책을 폈다.

비타(Evita)로 알려진 그의 부인 이사벨 페론

그러나 그의 정책은 매년 20%에 달하는 높은

(Isabel Perón)의 승계 그리고 좌우세력에 의

임금 인상과 과도한 사회보장정책이 아르헨티

한 테러의 횡행, 악성 인프레의 만성화, 경제

나의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활동의 정체, 파업의 빈발 등으로 페론 정부는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5년 아르투로 프론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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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uro Frondizi)가 주도한 군부 쿠데타가 일

결국 호르헤 라파엘 발데라(Jorge Rafael

어났고, 그는 1958년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Videla)장군이 1976년 3월 다시 쿠데타를 일

그후 1962년 3월에 정권을 잡은 호세 마리아

으켜 페론 정권은 3년이 못되어 붕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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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데라는 반대파를 숙청하는 ‘추악한 전쟁’

진하던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 대

(Guerra Sucia : Dirty War)을 감행하였는데,

통령 정부를 무너뜨리고 아우구스토 피노체드

이것은 국가에 의한 테러, 조직적인 고문, 강

(Augusto Pinochet) 장군이 권력을 잡음으로

제 실종, 정보 조작이 감행된 것을 일컫는다.

써 군부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 정권은 피노체

학생·기자·페론주의 혹은 사회주의를 추종하

트가 1991년 3월 권좌에서 물러날 때까지 계

는 게릴라 및 동조자가 주된 피해자이다. 후안

속되었다. 그는 헌법을 정지시키고 의회를 해

페론 지지 활동을 한 도시 게릴라 단체인 몬토

산하여 좌익 정당을 불법화하였으며, 1980년

네로스(Movimiento Peronista Montoneros)

9월 국민투표를 통하여 새 헌법을 제정하였다.

와 인민혁명군의 게릴라를 포함하여 최소
9000명에서 최대 3만명에 달하는 사람이 실종

피노체트 정권의 탄생에는 미국의 지원이

(desaparecidos)되거나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1970년 세계 최초로 선

다. 이 당시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독재 하에서

거를 통하여 살바도르 아옌데의 사회주의 정

공포 속에서 살았고, 경제는 곤두박질쳤다.

권이 등장하자 미국이 친미정권수립을 위해
칠레 쿠데타 세력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비델라는 대통령직을 1981년 로베르토 비올
라(Roberto Viola)에게 이양하였고, 그의 뒤를

피노체트 통치 기간 중 3,000명 이상을 살

이어 레오폴도 갈티에리(Leopoldo Galtieri)가

해되었고, 수천 명이 고문을 당하거나 외국으

집권하였다. 갈티에리는 영국과 포크랜드/말

로 추방되는 등 인권탄압이 자행되었다. 경

비나스 전쟁을 치뤘으나, 영국에 패배하였다.

제적으로는 미국에서 공부한 시카고 보이즈

이로 인해 유럽은 아르헨티나에 3개월 동안 경

(Chicogo Boys)들로 하여금 정책을 수립 토록

제제재를 가하였고,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더

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1981

욱 악화 되었다.

년 말에는 경제위기가 닥쳐와 수출과 외환보
유고가 크게 주는 한편 실업율이 30%를 상회

이로 인해 국민들의 민정 이양 요구가 높
아지게 되었고, 1983년 10월 치러진 대선

에서 라울 리카르도 알폰신(Raúl Ricardo

하면서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GNP도 13%나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Alfonsín)이 6년 임기의 대통령에 당선됨으로

칠레 국민들의 끈질긴 비폭력저항의 결

써 아르헨티나에서 군정이 종식되고 민간 출

과, 1989년 12월 피노체트와 공산당이 참여

신 대통령 체제가 구축되었다.

하지 못한 대통령 선거에서 기독민주당의 파

칠레의 군부 통치 과정

Azócar) 후보가 당선되었고, 피노체트는 영국

트리시오 아일윈 아소카르 (Patricio Aylwin
으로 망명의 길에 올라 민정으로 복귀하였다.

칠레에서는 1973년 9월 11일 좌경정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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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중남미국가의 군부 통치

이에 1973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후안 마
리아 보르다베리(Juan Maria Bordaberry) 대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외 대부분의 중남

통령과 함께 철권통치를 행하였다. 이들은 의

미 국가에서도 군부 통치가 행해졌는데, 이는

회 해산, 정당 활동 금지, 노조해체를 단행하였

아래와 같다.

고, 국민 500명당 1명이 정치범으로 6년 이상
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30-40만 명이 해외로

파라과이

망명하게 되는 인권 유린을 행하였다. 그 후 군
사통치의 제도화를 위한 헌법 개정이 84년 국

우선 파라과이에서는 1949년 콜로라도
당(Partido Colorado)의 페데리코 차베스

민투표에서 부결됨으로써 1985년 3월 1일 민
정으로 이양되었다.

(Federico Chaves)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5
년 후인 1954년 알프레도 스트로에스네르

볼리비아

(Alfredo Stroessner) 장군의 쿠데타로 물러나
고 말았다. 새 대통령 스트로에스네르는 군사

1964년 11월에 레네 바리엔토스

독재정치를 실시했으며, 반대자를 탄압하고

(RenéBarrientos) 군사쿠데타가 일어나 볼

파라과이에서 쫓아내는 등 가혹한 통치를 하

리비아에서 거의 20년간의 군사통치 시기를

였다. 또한 부정선거를 통해 무려 7번이나 재

열었다. 그가 1966년에 대통령으로 선출되

당선되었다. 1980년대 후반 아들인 구스타보

었으나, 1969년에 사망하면서 그 후 약체 정

에게 세습을 시도하다가 이에 분노한 안드레

권이 연속되었다. 군사쿠데타가 한 차례 발

스 로드리게스(Andrés Rodríguez) 장군의 쿠

생하였으나 이는 군인이자 좌파정치인인 후

데타로 추방당했다. 새 대통령 로드리게스는

안 호세 토레스(Juan JoséTorres)의 역 쿠데

민주화 정책을 실시했으나, 스트로에스네르와

타를 초래하였다. 공공질서의 혼란에 불안해

마찬가지로 반대자들을 탄압하고, 1992년 대

진 군대와 MNR(Movimiento Nacionalista

선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말았다. 결국 자신이

Revolucionario) 등은 우고 반세르 수아레스

지지한 와스모시 몬띠(Wasmosy Monti)가 대

(Hugo Banzer Suárez) 대령(후에 장군)을

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이로써 차베스 이후 39

1971년에 대통령으로 취임시켰다. 반세르는

년 만에 민정에 복귀하는 데 성공했다.

MNR의 후원을 받으며 1971년부터 1974년까
지 통치하였다. 그는 민간인 각료들을 군인으

우루과이

로 대체하고는 모든 정치 활동을 중지시켰다.
반세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경제는 활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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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는 콜로라도당(Partido Colorado)-

성장하였지만 보다 많은 정치적 자유에 대한

국민당(Partido Nacional)의 양당제였는데 좌

요구로 그에 대한 지지는 줄어들었다. 1978년

파가 장기집권하게 되는 체제가 만들어졌다.

그가 선거의 부활을 선언하자 볼리비아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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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지게 되었다.

으켰다. 새 정권은 국가 발전을 위해 급진 좌파
적인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널리 지지받지 못

1978, 1979, 1980년의 선거는 결론이 나지

하였다. 1975년 벨라스코는 프란시스코 모랄

않았고 선거 부정이 난무하였으며, 쿠데타와

레스 베르무데스 (Morales Bermúdez) 장군

역쿠데타들이 빈발하여 정부는 별다른 역할을

에 의해 폭력을 통해 물러났으며, 베르무데스

하지 못하였다. 1980년에 루이스 가르시아 메

는 개혁에 손을 놓고 민주주의 재확립을 방관

사(Luis García Meza) 장군이 잔인하고 폭력

한 결과, 선거를 통하여 1980년 7월 페르난도

적인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의 정권은 인권침

벨라운데(Fernando Belaúnde)가 다시 대통

해, 마약 거래, 경제의 잘못된 운영으로 악명이

령에 당선되었다.

높았다.

에콰도르
1981년에 군사반란이 일어나 가르시아 메
사를 축출한 이후 14개월 동안 또 다른 3번의

1960년대 쿠바 혁명의 영향에 따른 사회

군사정부가 성립되어 정치적 불안이 고조되

적 소요 확대에 대응하여 1963년 라몬 카스

었고, 1982년 7월 기도 발도소 칼데론(Guido

Valdoso Calderón) 군사정부도 정치·경제 위
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3개월 만에 민정 이

트로 히론(Ramón Castro Jijón)이 주도한 군
부가 쿠데타로 집권하였다. 1966년 11월 민
간정부로 회귀했으나, 1972년 2월 군부는 호

양을 결정하였고, 1982.10.4. 소집된 의회는

세 벨라스코(JoséMaría Velasco Ibarra) 대

페루 망명 중이던 좌익 민족주의 혁명운동당

통령과의 관계를 끊고 기예르모 로드리게스

(MNR) 당수인 에르난 실레스 수아소(Hernán
Siles Zuazo)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라라(Guillermo Rodríguez Lara)가 대통령
이 되었다. 그는 토지개혁을 약속하면서 석유
개발도 본격화되었지만 정작 석유로 인한 수

페루

입은 늘어나면서도 토지개혁이 지지부진하여
1976년에 물러나고 알프레도 포베다(Alfredo

페루에서는 1962년 좌파의 빅토르 라울 아
야 데 라 토레(Victor Raul Haya de La Torre)

Poveda Burbano)가 집권했으나, 1979년에 민
주화되었다.

가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자 리카르도 페레

스 고도이(Ricardo Pérez Godoy) 장군이 선

에콰도르의 군사 정부는 강력한 반공 정책

거부정을 이유로 쿠테타를 일으켰다. 그 후

을 추진하고 1972년부터 석유개발 등 경제 근

1963년도 대선에서 집권한 페르난도 벨라운

대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데(Fernando Belaúnde) 대통령에 대항하여

1968년 후안 벨라스코 알바라도(Juan Velasco

경제부문에 대한 국가의 관여와 공공경제부문
이 크게 확대되었다.

Alvarado)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쿠데타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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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에 속한다. 1980년대에는 좌파 계열의 인민 해
방 전선과 소수의 군인 정치가들과 이들을 지

국민투표로 선출된 아르벤스 대통령은 과테

지하는 지주들이 폭력으로 국민들의 인권을

말라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 '유나이티드 후르

침해하는 우파 군사 독재 정권 간에 내전이 발

트(United Fruit)의 이익에 상반되는 개혁정책

생한다. 당시 레이건 행정부의 미국은 엘살바

을 시도하다 1954년 6월 27일 CIA 사주를 받

도르 군사 독재 정권을 지원하였는데, 전투 및

은 카를로스 카스티요 아르마스(Carlos Catillo

우파 정부군에 의한 민간인 살상 등으로 수많

Armas) 대령 주도의 쿠데타로 권좌에서 쫓겨

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난 후, 일련의 군부 독재자에 의해 통치되었다.
이후에도 휴전과 내전의 지리한 공방전이
과테말라에서의 군사정권 동안 군대에 의해

계속되다가 1992년 유엔의 중재로 양측의 평

자행된 과테말라 대학살 사건이 발생하였고,

화조약이 체결된다. 이후 한동안 평화 유지군

미국이 후원하는 정부와 좌익 반군 사이에서

이 파견되었다. 그 후 군사 투쟁을 벌이던 인민

벌어진 내전을 겪었다.

전선도 정규 정당으로 편입되어 1990년대 이
후 정치는 겨우 안정세로 돌아섰다.

결국 1986년 1월 비니시오 세레소(Vinicio
Cerezo)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군부정권은 막

파나마

을 내리게 되었다.
오마르 에프린 토리호스 하레라(Omar

엘살바도르

Efraín Torrijos Herrera)가 1968년 10월 아
르눌포 아리아스(Arnulfo Arias) 대통령을 축

20세기에 들어서도 쿠데타가 빈번하여 세

출하고 파나마 정부 수반과 파나마 혁명 최고

계 경제 대공황기인 1931년 집권한 막시밀리

지도자라는 직함으로 새로운 군사위원회의 지

아노 에르난데스 마르티네스(Maximiliano

도자가 될 수 있었다. 그는 파나마의 좌파 운

Hernández Martínez) 군사독재정권 기간에

동과 노동운동 그리고 학생들을 억압하는 독

는 3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국가폭력으로 학살

재 정치를 행하였으나, 토리호스는 미국과의

당했다. 1944년 다시 쿠데타로 마르니테스 정

파나마 운하 협정을 타결 지어 파나마 운하의

권은 붕괴하였으나, 이후에도 쿠데타로 정권

통제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국민적 영

교체가 계속되었다.

웅으로 부상했다. 그는 1981년 군부대 시찰 도
중 정글 지대에서 비행기 폭발사고로 사망하

혼란의 와중에서 많은 사람이 주변 각국 및

게 되었다.

미국으로 경제 이민이 되어 떠나가 엘살바도
르인의 해외 인구 비율은 세계적으로 높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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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레노(Manuel Antonio Noriega Moreno)

카스트로 포리카르포 파스 가르시아(Castro

가실권을 장악하고 1983년 군최고사령관

Policarpo Paz García)를 거치면서 1981년

이 되었다. 그리고 1984년 16년 만에 직선제

까지 군부독재가 계속되었다. 1982년 1월

에 의하여 당선된 대통령 니콜라스 아르디토

바르레타(Nicolás Ardito Barletta)와 1985

로베르토 수아소 코르도바(Roberto Suazo
Córdova)가 민선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년 그를 계승한 대통령 에릭 아르투로 델바예
(Eric Arturo Delvalle) 위에 군림하면서 파나

니카라과

마를 좌지우지했다.
1933년 니카라과에 주둔했던 미군이 대공황
하지만 1988년 국내외에서 그의 비리에 대

여파로 인해 물러나고 반제국주의 사회주의

한 폭로가 계속되어 그에 대한 반대운동이 일

사상으로 투쟁하던 아우구스토 세사르 산디노

어나 미국 법무부가 그를 마약밀매혐의로 기

(Augusto César Sandino)와의 내전이 종결되

소하자, 대통령 델바예는 노리에가를 해임했

었지만, 국가 방위군 해체를 요구했던 산디노

다. 그러나 그를 지지하는 의회는 오히려 대통

는 1934년 2월 21일 소모사 지지자들에 의해

령 델바예를 축출하고 노리에가를 국가 수반

암살당한다. 이 사건은 니카라과에서 소모사

으로 추대함으로써 그의 찬반세력 간에 대결

일족의 독재체제가 탄생하는 단초를 제공하였

이 심화되었다.

고, 소모사가가 거의 반세기 동안 니카라과를
지배하게 되었다.

결국 1989년 12월 미국은 전면적인 파나
마 침공을 단행, 그를 수반으로 하는 파나

특히 1967년 5월 대통령에 취임한 아나스

마 군부 정권을 전복시키고 기예르모 엔데라

타시오 "타치토" 소모사(Anastasio "Tachito"

(Guillermo Endara) 정부를 승인하였다.

Somoza)는 1972년 5월 임기가 끝나자 다시
소모사 가문의 측근들로 구성된 자유국민당의

온두라스

군사위원회가 대통령직을 맡았고, 그는 방위
군 대장으로 다시 취임하여 실질적인 국가 원

1969년 엘살바도르와의 축구전쟁에서 승리

수로 군림했다.

한 이후로 토지배분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일
어나며 엘살바도르인이 경작하고 있던 농경지

1972년 12월, 대지진이 수도 마나과를 강타

들이 속속 대기업과 부농들에게 들어가는 바

하여 5,000명 가량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나

람에 정국이 혼란에 빠졌고, 급기야 1972년에

자 계엄을 선포하고 국가 비상 위원회 위원장

오스왈도 로페스 아레야노(Oswaldo López
Arellano)의 군부 독재정권이 들어섰고, 후
안 알베르토 멜가르(Juan Alberto Melgar)와

으로 오르며 권력을 강화했으며, 그 후 헌법
을 개정하여 1974년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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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인권 탄압, 반대파 축출 등 독재 정치를

대와 수입대체산업화의 심화를 강조했으며,

펼치고 개인적인 이권을 챙겨 국내외의 비난

1967년부터 1972년 오일쇼크 전까지 ‘브라질

을 받았으며, 다니엘 오르테가(Daniel Ortega)

기적’을 향유하기도 했다.

가 주도하는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FSNL)
의 저항 운동이 격화되고, 오랫동안 지원했던

1976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아르헨티나

미국도 지원을 철회하는 등 국제 여론이 악화

의 호르헤 라파엘 발데라(Jorge Rafael Videla)

되자, 1979년 7월 결국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정권은 시장 중심적 경제 개혁을 추진했으나

미국 마이애미로 탈출하였고. 이로써 소모사

실패하게 되고, 뒤를 이은 로베르토 비올라

독재정권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

(Roberto Viola) 정권은 국가 중심적인 케인즈
류의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중남미 군사정권의 유형과 성격
페루는 산업화가 뒤쳐진 후진국이었고, 정치
중남미에서 등장한 군사정권의 유형은 나라

는 전통적인 1차 산품 수출 경제와 연관된 과

마다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즉 포퓰리

두세력들이 지배하고 있었다. 따라서 1968년

즘 정권이 선행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는

집권한 페루의 후안 벨라스코 알바라도(Juan

관료적 권위주의가 등장했고, 포퓰리즘을 경

Velasco Alvarado) 군사 정권은 소득 재분배와

험하지 못한 페루에서는 포률리즘적인 군사정

경제 종속의 탈피를 목표로 하는 급진적인 수

권이 등장했다. 한편 칠레식 사회주의를 추구

입대체산업화를 추진하게 된다.

했던 아옌데 정권을 무너트린 칠레의 군사정
부는 정치적으로 억압적이었지만, 경제적으로
는 자유주의적인 성격을 띠었다.

칠레의 아우구스토 피노체드(Augusto
Pinochet) 군사정권은 ‘시카고 보이스’라고 불
리는 기술 관료들의 주도하에 국가 개입의 축

일반적으로 남미의 군사정권은 과거의 정치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정치체제를 구축하려고

소, 민영화 등을 표방하는 급진적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

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전형적으로 배타
적이고 억압적이며, 탈동원적인 조치의 도입

중남미의 과거사 청산과 민주화 이행

으로 특정 집단과 사회세력의 참여를 제한하
거나 금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1980년대 중반에 시작된 라틴아메리카의 민
주화 이행은 여러 지역에 과거사 청산이라는

한편 경제적 영역에서는 경제성장을 촉진하
고 경제발전의 장애물을 제거할 것이라는 공

부담스런 과제를 안겼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
이다.

약을 제시했다. 브라질의 군사정권은 초기의
정통적 안정화 정책의 성공 후, 공공부문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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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ardo Alfonsín) 대통령은 취임 직후 ‘실종

사규명을 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군부의 면책

자 진상조사 국가위원회’를 설치해 인권 유린

을 번복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 활동을 독려한

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했다. 1984년 공식적으

것이다. 2003년 8월 아르헨티나 의회가 1980

로 제출된 그 조사보고서는 ‘눈까 마스’(Nunca

년대 민선 정부의 사면법과 사면령에 대한 폐

Más :‘다시는 안 돼’)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그러나 사법적 심판은 군부의 견

기를 천명한 데 이어 2005년 6월에는 대법원
이 당시 사면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제 뿐 아니라 인권유린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추궁당한 중ㆍ하급 장교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알폰신 정부는 인

칠레에서도 과거사 청산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권유린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기
소범위의 축소와 재판의 신속한 종결, 그리고

1994년 3월에 취임한 에두아르도 프레이

집단사면 조치를 통해 ‘추악한 전쟁’의 청산을

(Eduardo Frei) 대통령은 군사정부 잔재 청산

정치적 타협으로 마무리 지으려 했다. 이에 따

을 시작하였고, 군정 희생자 유가족에게 보상

라 많은 납치와 학살 책임자들은 처벌에서 벗

을 결정하는 한편 비밀경찰 총수를 총신 징역

어났으며, 피해자들의 기대는 실망과 강력한

형에 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2009

성토로 바뀌었다. 더욱이 심각한 경제침체에

년 9월 칠레 법원은 과거 피노체트 군사독재정

봉착한 알폰신은 1989년 임기 종료 6개월을

권 시절의 잔혹 행위에 가담했던 범죄혐의자

앞두고 일찍 퇴진하고 말았다.

129명에게 무더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곧 후임 대통령 카를로스 메넴(Carlos Menem)

중남미의 과거사 청산은 은폐, 축소, 왜곡된

은 두 차례에 걸쳐 ‘추악한 전쟁’관련자 전원

과거사의 비극에 대해 진상과 책임소재의 규

에 대해 사면령을 발표했다. 정치적 타협과 경

명을 소홀히 한 채 신속한 정치적 타협을 시도

제상황의 악화 속에서 공식적인 과거사청산은

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그것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막을 내렸고, 치

이 국민적 화해를 이루기는커녕 후속 세대를

유되지 못한 ‘추악한 전쟁’의 상흔, 특히 실종

또 다시 논란의 수렁에 빠뜨릴 공산이 크다는

자 문제는 논란거리로 남았다.

점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오월광장 어머니회’(Asociación Madres

de Plaza de Mayo)를 비롯해 일부에 국한된
진상규명의 요구는 2003년 5월 중도좌파 성향

중남미 군사정권의 평가
20세기 들어 중남미에서의 군부 통치는 경

의 네스토르 키르츠네르(Néstor Kirchner)가

제 상황을 호전시키기보다는 인권을 침해하는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

군사독재를 반대하는 세력을 키워내는 결과를

게 되었다. 최악의 경제위기 가운데에도 과거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정권들은 정국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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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질서 유지라는 명분 하에 억압적인 인권탄

자밀 마후아드(Jamil Mahuad) 대통령이 군부

압을 자행하고 탈법적인 장기 집권을 획책하

의 지지를 받은 인디언들에 의해 축출되었으

여 정통성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1980년대 후

며, 2002년 베네수엘라의 군부가 우고 차베스

반부터 중남미의 민주화는 돌이킬 수 없는 현

(Hugo Chavez) 대통령을 일시적으로 대통령

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직을 정지시킨 일들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도 중남미에서의 군부의 영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중남미의 군부

력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2009년 온두

는 과거 20세기와 같이 정치 전면에 앞장서는

라스의 마누엘 셀라야(Manuel Zelaya) 대통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이며, 군의 본연의

령이 재선을 위하여 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

임무인 국가의 보안과 안정을 유지하는 일에

임에 반대한 군부에 의하여 권좌에서 물러나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는 일이 발생하였고, 2000년 1월 에콰도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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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부동산 개발 사업, 기회와 도전
엄성필

박사

한·아세안센터 무역투자국 부장

인도네시아의 콘도 시장이 급성장을 해오다

리적 저항선인 1달러당 15,000 루피아도 이

가 2015년 정점에 달한 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

미 뚫리면서 다시 금융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

다. 본 보고서에서는 인도네시아 콘도 시장 둔

가하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세계은행도 최

화 내지는 침체의 원인과 향후 회복 가능성에

근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을 2018년 5.1%,

대해 분석해보고, 우리 기업의 기회와 도전은

2019년 5.1%로 지난 4월 전망치보다 하향조

무엇인지 알아본다.

정했다.

인도네시아 경제, 버틸 수 있나?

그러나 인도네시아 경제는 여전히 건재하다
는 것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입장이다. 우선 한

인도네시아 경제는 2018년 1분기 5.1%에

때 100%를 넘었던 인도네시아의 GDP대비 부

이어 2분기에는 5.27% 성장하여 2014년 이

채비율이 지금은 29%로 이는 태국의 42%, 말

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보

레이시아의 54%보다도 좋다. 신용평가등급

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복병을 만났다. 미국의

(Fitch Ratings는 BBB로 투자등급 이상을 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루피아의 약세, 그리고 지

미), 외환보유고 등도 과거 금융위기 때에 비

진과 쓰나미 피해를 입으면서 조코 위도도 대

하면 월등히 높다. 소비자물가는 닭, 계란, 양

통령이 공약한 경제성장률 7% 달성은 사실상

파 등 식품가격 하락으로 안정돼 있고, 임금도

물 건너갔다. 게다가 최근 20년 전의 악몽이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다.

되살아나고 있다. 2018년 들어 루피아는 1998
년 아시아금융위기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세계은행도 최근 “인도네시아 경제는 1997

있다. 미중무역전쟁과 유가상승의 여파로 심

년 아시아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기초체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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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하며 정부는 적절한 정책을 통해 잘 대

년 63위에서 46위로 높아졌다.

응하고 있다.”고 밝히고, “완만한 평가절하는
수입품은 비싸게 만들지만 수출에는 유리하

자카르타 콘도 시장에 어떤 일이?

다. 이는 경상수지 적자 감소에 도움이 된다.”
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입장을 거들었다. 세계

(자카르타, 콘도 도입 초기 단계)

은행은 인도네시아가 2018년 5.25%, 2019년
5.3%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내나봤다.

자카르타의 콘도시장은 2010년~2014년까
지 2자리수의 성장을 기록했고 2015년 절정

그럼에도 우려할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에 달했다. 부동산 개발자들은 ‘다시 도심으로’

조코위도도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확대정책에

라는 거주개념 하에 집중적으로 새로운 콘도

따라 취임 이래 4년 만에 공공부채가 2,100억

건설에 착공한 결과 최근 신규 콘도 공급이 붐

달러에서 2,950억 달러로 높아졌다.

을 이루고 있다. 원자재가격의 상승 등에 따른
경기호황으로 럭셔리 콘도가격은 치솟았고,

인도네시아 경제가 5% 대의 착실한 성장세

부유한 구매자들은 현금으로 구매했다. 2017

를 이어갈지 아니면 상승세가 주춤할 것인지

년에 정점을 이루어 34,100여 가구가 공급되

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었다. 이는 과거 5년간 연평균 공급가구수인

어떻게 현안에 대처할 것인지 여부에 달려있

9,700 여 가구를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

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단독주택
참고로 조코위도도 대통령은 현재 어떠한

거주를 선호하여 상대적으로 고층 콘도의 인

이해관계, 부패, 스캔들에도 연루돼 있지 않

기는 높지 않았다.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단

고, 그의 가족들도 정부 프로젝트와 연관된 비

독주택을 짓다보니 자카르타는 계속하여 교

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안을 다루

외로 넓게 퍼져나갔다. 이를 광역자카르타 즉,

는데 있어서 정부의 신뢰성이 높다. 정부와 중

자보데타벡(Jabodetabek, Jakarta-Bogor-

앙은행간의 공고한 협력관계가 구축돼 있어서

Depok-Tangerang-Bekasi)이라고 부른다.

일사불란한 정책추진이 가능하다. 비자면제협

6,392 평방킬로미터의 광역 자카르타에는 3천

정 확대로 외국 관광객 방문이 크게 늘면서 경

만 명 이상이 거주하여 세계적으로도 일본의

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 외국인투자 유치 및 수

도쿄 다음으로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다.

출 촉진을 위해 전기, 도로, 항만 등 인프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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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확대, 호의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 등의 노

이런 이유로 최근 콘도가 짧은 기간 내에 많

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결과 세계은행의 ease

이 공급되긴 하였지만 인구 1천만 명의 자카르

of doing business 순위가 2015년 114위에서

타에는 2018년 6월 현재 대략 13만 5천여 가

72위로 상승했다. 특히, 물류지수에서는 2016

구의 콘도가 있다. 이는 아세안의 다른 도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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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하면 월등히 적은 보급률로 향후 발전가
능성이 큼을 의미한다.

신규콘도 공급은 2017년 이후 향후 지속 감
소할 전망이다. 2018년에는 약 3만 가구, 2019
년에는 8,400가구로 예상돼 향후 콘도분양가

(수요 감소로 콘도 공급 과잉 현상)

격은 공급부족으로 상승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2018년 1분기 중 자카르타 상업중심지

한편, 콘도 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자 인도

구 내의 콘도 평균분양가는 평방미터당 5,060

네시아 정부는 성급하게 부동산투기 억제책

만 루피아(3,650 달러)로 전분기 대비 0.7% 감

(예; 주택에 대한 사치세 도입, 주택담보대출

소했으나 전년동기 대비로는 2% 올랐다.

이자율 인상 등)을 도입했다. 그런데 갑자기
경기가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한편, 자카르타 콘도시장은 다른 아세안 국

급랭하기 시작했다. 호황 시에 착공된 콘도가

가들과는 달리 외국인의 콘도 구매를 엄격히

시장에 나오면서 콘도 공급은 늘어났지만 수

제한하고 있어 거주외국인이나 외국인투자자

요는 둔화 내지 감소하면서 콘도 재고가 늘고

들이 주요 구매자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하향압박을 받고 있다. 현재 모든 종류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좌지우지 하는 상황이다.

의 콘도가 가격조정을 겪고 있지만 가장 큰 조
정을 받고 있는 분야는 중저가 콘도이다.

(부동산 부양책에도 수요 회복 더뎌)

현재 자카르타의 콘도 시장을 보면 2017년

자카르타의 콘도 시장은 최근 경기둔화, 구

4분기 중 전년동기 대비 6.2% 늘어난 13,484

매력 감소, 부동산세 이슈 등으로 약세를 면치

가구의 신규 콘도가 공급되었다. 그러나 같

못하고 있다. 분양 촉진을 위해 일부 자금력이

은 기간 중 신규 착공된 콘도 프로젝트 수는

풍부한 부동산 개발자들은 재정적 인센티브

불확실성을 이유로 부동산 개발자들이 착공

(60개월 할부 등)를 제공하고 있다.

을 2018년 이후로 미루는 바람에 줄어들었다.
2017년 4분기 현재 237,343 가구가 건설 중으
로 이는 3분기 대비 1.6% 감소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담보대출한도를 80%까지 올
리고, 생애 최초 구매자가 부담해야할 계약금

2018년 1분기 신규콘도 공급 수는 12개 프

도 20%에서 15%로 낮추고, 부동산 양도세율

로젝트에서 4,642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2%

도 5%에서 2.5%로 인하했다. 그러나 이 같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 전년동기 대비 0.9%

조치는 대출을 끼고 구매하는 중저가 콘도 시

늘어난 14개의 신규 프로젝트(7,154가구)가

장에만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고, 콘도 시장 회

착공됐다. 그러나 선분양률은 57.7%에서 57%

복의 대세전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로 감소했고, 입주율은 54.5%로 나타났다.
자카르타의 콘도시장을 보면 30 평방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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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스튜디오 등 세금이 적게 나오는 저렴

지만 콘도를 지을 토지 확보가 관건이다. 그래

한 소형 콘도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광역 자

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지 기업과의 합

카르타의 경우 현재 신규콘도 평균 분양률은

작투자를 통해 토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67%로 2015년 중반에 80%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이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는

(일본, 콘도 시장 진출에 적극적)

좋은 상황이다. 아울러 광역 자카르타에서도
평방미터당 2천만 루피아 미만의 소형 콘도가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Itochu와 Shimizu Corp는 Sinarmars
Land와의 합작투자를 통해 2017년 8월 웨스
트 자카르타 소재 1.8 헥타르 부지에 1조 5천

반면, 럭셔리 콘도들의 판매는 2015년 도입

억 루피아를 투자 Aerium 프로젝트(32층 2개

된 사치세(100억 루피아(약 75만 달러) 이상

동 콘도, 18가구 타운하우스)를 착수, 2020년

콘도에 20%의 사치세 도입) 및 3~5%의 비교

완공 계획이다.

적 낮은 임대수익률 때문에 약세를 면치 못하
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지 40년 역사를 가진
Tokyu Land Corp.는 인도네시아 10대 부동산

현지 부동산 업계는 기존 및 계획된 인프라

개발자중의 하나로 매년 3천 가구의 콘도를 짓

(전철, 고속도로 등)로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

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최근 자카르타에

에 소형 콘도를 경쟁적인 가격에 내놓고 있기

서 남쪽으로 15km 떨어진 Simatupang에 2동

때문에 금명간 콘도시장이 좀 더 나아질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남부 자카르타와 자카
르타 시내 중심부의 호텔 인도네시아를 연결
할 MRT(Mass Rapid Transit), 자카르타 시내
와 광역 자카르 남동부를 연결할 경전철(Light
Rail Transit)이 2019년 완공 예정이다. MRT
는 13개의 역을 갖게 되며 역세권에 들어설 주
택 및 상업시설로 인해 각 역당 평균 15조 루
피아의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인도네시아 콘도시장
참여 현황
자카르타는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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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yu Land가 MRT역 근처에 짓고 있는 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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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콘도(381가구)를 성공리에 분양했다. 이곳

CCCG는 합작투자보다는 단독투자로 추진

은 2019년 3월 개통예정인 MRT 역에서 도보

하고 있다. 중국인 거주비율이 높은 웨스트 자

로 5분 거리에 있다.

카르타, Daan Mogot City에 10억 달러를 들
여 주상복합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고, 역

부동산 개발 붐은 자카르타에서 40km 떨어

시 중국인 거주비율이 높은 이스트 자바의 스

진 Bogor까지 확대되고 있다. 출퇴근이 불가

라바야, 북 수마트라의 메단(Medan)으로 사

능하다고 여겨졌던 Bogor 지역이 2020년 경전

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KingLand Avenue

철(LRT)역이 들어서게 되면서 새로운 주거지

는 웨스트 자카르타의 2만 평방미터 부지에 콘

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도 4개동, 쇼핑몰 + 오피스빌딩, 호텔 등을 지
을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의 국영건설사인 Adhi Karya는
15 헥타르의 부지에 12동의 콘도, 쇼핑몰, 오

구매자들은 주로 중국인들로 실거주 보다는

피스빌딩을 짓는 LRT City프로젝트에 착수

투자목적으로 구입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했다.

콘도가격이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에 비해
싸고, 중국의 3선 도시 아파트 가격과 유사할

일본의 Hankyu Realty Co.은 일본의 스미

정도로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토모, PT Sentul City Tbk와 합작으로 자카르
타 근교 Sentul시에 3개동의 콘도를 2019년 5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가능한가?

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는 대규모 지역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웨스트 자바주의

인도네시아의 토지제도는 땅, 물, 공중 등 수

Bogor Regency에 2018년 말 완공예정인 이온

평 및 수직 자연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몰 Sentul City와 직접 연관돼 있다.

한국의 토지제도와는 차이가 많다. 인도네시
아는 건국초기부터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있

(중국, 단독투자 방식으로 진출)

다. 헌법 제33조에 토지, 물, 공중은 국가가 소
유하며 국민 복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중국기업들도 인도네시아 콘도시장에 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 일본 등으로부

출하고 있다. Wuzhou Investment Group

터의 식민지배 경험으로 외국인의 토지 소유

의 자회사인 PT Sindeli Propetindo Abadi

를 금지하고 있다.

는 동부 자카르타에 3,700 가구를 지을 계
획이다. HongKong Land, China Sonangol,

1960년 토지기준법 (Undang Undang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Pokok Agraria No.5 tahun 1960)을 제정하

Group(CCCG), Kingland Avenue(홍콩) 등도

고, 토지에 대한 권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인도네시아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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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소유권(Hak Milik/HM) : 토지에 대

자 임대가 불가능하다. 즉, 외국인은 중고주택

한 소유권으로 인도네시아 국민만이 가능하

을 구입할 수 없으므로 매도할 경우에는 인도

다. 둘째, 사업권(Hak Guna Usaha/HGU) :

네시아 국민 혹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게만

국가소유의 토지를 사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

가능하다. 상속은 할 수 있되, 상속인이 인도네

는 권리로 농업, 수산업, 축산업에 한정된다.

시아에 거주자가 아니면 상속을 하더라도 일

담보 사용 및 양도 가능하다. 인도네시아 국민

년 안에 적법한 소유자(인도네시아인, 18세 미

혹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만이 가능하다. 셋

만 이중 국적 불가)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째, 건물사용권(Hak Guna Bangunan/HGB)
: 자신의 소유가 아닌 토지 위에 건축 혹은 건

인도네시아의 부동산 개발 투자의 위험성

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로 담보 사용 및 양
도 가능하다. 인도네시아 국민 혹은 인도네시

2018년 9월 아니스 바스웨단(Anies

아 현지법인만이 가능하다. 넷째, 토지사용권

Baswedan) 자카르타 주지사는 자카르타 만에

(Hak Pakai/HP) : 국가 또는 타인 소유의 토

조성하려던 17개의 인공섬 개발계획을 환경영

지로부터 수확물을 거두거나 토지사용에 대한

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했다. 이

권리로 인도네시아 국민, 인도네시아 현지법

미 개발이 완료된 4개의 인공섬은 공익목적으

인, 인도네시아거주 외국인, 대표사무소 등이

로 전용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6월 아니스

가능하다. 다섯째, 임차권(Hak Sewa/HS) : 국

바스웨단 주지사는 공무원들에게 매립지 위에

가 혹은 타인 소유의 토지와 권리를 임차하여

이미 건설된 2개의 인공섬에 설치된 불법건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담보 사용 및 양도가

을 폐쇄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아니스 주지사

불가능하다. 외국인도 임차가 가능하다.

는 프로젝트 취소로 큰 손실을 입게 된 투자자
들을 위해 대체용지를 제공할 것을 검토하고

2015년 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

있다.

아 거주 외국인이 80년 동안 주택 소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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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에 서명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외국

총 17개의 인공섬 건설계획은 자카르타 방

인의 부동산 소유는 여전히 어렵다. 외국인의

조제(National Capital Integrated Coastal

주택 혹은 콘도 소유는 hak pakai 라고 불리는

Development 마스터플랜, Giant Sea Wall로

토지사용권 유형에 속한다. 문제는 토지사용

불림)건설사업과 깊은 연관이 있다. Giant Sea

권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는데 있

Wall 프로젝트는 해수면이 낮아 침수피해가

다. 게다가 특정가격 이상의 주택(자카르타의

자주 나는 자카르타를 바다로부터의 역류 홍

경우 100억 루피아, 발리는 30억 루피아 이상)

수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조제를 쌓는

과 콘도(자카르타에서는 50억 루피아 이상, 발

것으로 2014년 10월 착공식을 가진바 있다.

리는 20억 루피아 이상)만이 구매가능하고, 신

자카르타의 해안선과 방조제 사이에 넓은 공

규 취득(기존주택은 불가)만이 가능하며, 제3

간이 있는데 이곳을 매립하여 17개의 인공섬

K-BUILD저널 2018. 11월호

자카르타방조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성된 17개 인공섬

을 조성하고, 아파트, 주택, 오피스건물, 쇼핑

Wisea Samudra가 Pluit City 라 명명된 대형

몰, 병원, 공원, 해변 등 부동산 개발을 하려고

상업 및 주거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권을 따낸

했다.

바 있다. 부동산개발업체는 자카르타 지방정
부로부터 매립허가, 매립지 사용허가, 건축허

문제는 방조제 프로젝트는 중앙정부의 소관

가를 취득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

이지만 매립 프로젝트는 자카르타 지방정부의
관할이라는 것이다. 인공섬의 부동산 개발 프

한편, 아니스 바스웨단 주지사의 프로젝트

로젝트는 민간투자자에 의해 행해졌다. 그러

취소 결정에 대해 많은 비난이 나오고 있다. 자

나 2016년 4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

카르타에 개발할 땅이 부족하고 인프라도 부

령은 관련 법규 위반을 들어 동 프로젝트를 일

족하여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

시 중단시켰다. 이 와중에 매립프로젝트와 관

이다.

련하여 부동산 개발업체인 Agung Podomoro
Land와 지방의원 Muhamad Sanusi 간

이 사례는 인도네시아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의 부패스캔들이 발생했다. 결국 Ariesman

진행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

Widjaja(전 Agung Promoro Land 사장)은

공하고 있다.

징역 3년에 2억 루피아의 벌금형을 받았다.
Agung Podomoro Land의 자회사인 Muara

첫째, 지방정권이 바뀌면 이미 상당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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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행된 대형 프로젝트가 졸지에 취소될 수

리뽀그룹은 메이까르따는 향후 20년에 걸려

있다. 둘째, 인도네시아는 불명확한 법규로 악

1,500만 명이 이곳으로 이주하여 인도네시아

명이 높다. 중앙 및 지방정부간 협조, 조정도

경제의 60%를 차지하는 자카르타-반둥 회랑

매우 느슨하다. 그래서 신규 개발 프로젝트는

의 새로운 경제중심지로 태어날 것이라고 밝

그것을 다룰 관련 법규가 부재하여 문제가 발

혔다.

생한다. 즉, 프로젝트를 시행하려면 새로운 규
정을 만들고 중앙 및 지방 정부 간 협조 네트

이 지역에는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건설,

워크를 구축하는데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

웨스트 자바의 수방에 있는 Patimban 항구 건

다. 특히, 바다나 습지를 매립하여 그 위에 부

설 등 몇몇 메가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관련법과

있다. 아울러 메이까르따와 자카르타 중심지

규정이 미비 돼 있다. 메이까르따(Meikarta)

를 연결하는 APM 모노레일과 유로 고가도로,

프로젝트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

경전철(LRT)도 건설하고 있다. 메이가르따는
신규 개통된 웨스트 자바의 Majalengka 소재

메이까르따 프로젝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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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tajati 국제공항과도 직접 연결된다.

인도네시아의 리뽀(Loppo) 그룹이 2017년

이곳에 278조 루피아를 들여 웨스트 자바

5월부터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34km에 위

소재 총 면적 500 헥타르 부지에 100 헥타르

치한 자바섬 서쪽지역에 추진 중인 프로젝트

의 공원, 150만 평방미터의 상업시설, 국제수

로 ‘인도네시아의 선전’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준의 병원, 금융센터, 5성급호텔 10개, 공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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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 문화센터, 150개의 초중고등학교, 3개의

미 모두 선분양 되었다. 2019년 2월 까지 32층

대학교, 연구개발센터, 국제전시장, 아파트 25

~42층으로 구성된 28개 동의 아파트들이 인

만 가구, 오피스 100개소 등을 공사비 278조

도될 예정이다.

루피아를 투입하여 짓는다는 계획이다.

메이까르다 콘도 공사 현장
현재 아파트 92개동을 동시에 짓고 있으
며 이중 18개 동은 2018년에서 2019년 2

그러나 관련 허가를 제대로 받지 않고 추진

월 경 완공될 계획이다. 하청 건설사 중의 하

하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웨스트자

나인 China State Construction Energetic

바주의 부지사는 리뽀그룹에 적법 건축허가를

Corporation은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5층 이상

받고 공사를 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부동산

건설되었다고 전했다.

개발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조사를 할 것을 요구했다. 웨스트자

리뽀 그룹의 부동산개발업체인 Lippo

바 의회의 의장도 메이까르따 개발자가 허가

Cikarang은 2018년 9월 메이까르따 상업중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고, 문제는 공중

심지역 내의 Irvine Suites와 Westwood Suites

권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제정해야 해서 허가절

로 알려진 2개동의 아파트 863가구를 인도

차가 빠른 시일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

했다고 밝혔다. 모두 42층으로 두성된 Irvine,

혔다.

Westwood, Pasadena, Burbank, Glendale
Park, Newport Park 등 6개 동의 아파트는 이

리뽀그룹측은 건축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모

메이까르다 콘도 공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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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허가를 취득하였으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교육시설, 병원 등이 들어선다. MNC Land는

추가로 취득해야할 것들이 있는지 검토할 것

2018년 5월 Metallurgical Corp. of China의

이라고 밝혔다. 메이가르따 프로젝트는 시행

자회사인 China Jingye과 테마파크 건설계약

주체가 인도네시아에서 영향력이 큰 이뽀그룹

을 체결했다. 포스코 건설은 공사비 1억2천만

인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프

달러를 들여 18홀 골프코스, 호텔, 콘도, 빌라

로젝트가 취소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관련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업계는 보고 있다.
롯데자산개발도 인도네시아 복합개발사업

한국의 인도네시아 부동산 개발사업 진출
현황

에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롯데자산개발은 이
광영 롯데자산개발 대표이사는 2018년 10월
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청사에서 아니스

한국도 인도네시아 부동산 개발 시장 진출

바스웨단(Anies Baswedan) 주지사를 만나 자

을 추진하고 있다. GS건설은 인도네시아의

카르타 복합개발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Vasanta Group과 함께 웨스트 자카르타의

인도네시아 주택공사(PT.PP) 등 인도네시아

Daan Magot지역에 25층~30층 콘도 5개동

정부기관은 자카르타 망가라이역을 광역환승

(1,445가구)와 상업시설을 짓는 City Gate 88

시설과 주거, 상업, 오피스 등을 포함한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0대 50 합작

역세권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롯데자산개

투자로 바산타 그룹은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

발은 2017년 10월에는 PT.PP와 자카르타 도

고, GS건설이 2천만 달러의 사업비를 내는 구

심 복합 개발사업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조이다.

체결했고, 2018년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
아 대통령 방한 중에는 롯데건설, 철도시설공

포스코 건설은 MNC그룹과 2018년 9월 리
도(Lido) 신도시 1단계 개발사업 참여와 금

단, PT.PP가 한-인니 망가라이 역세권 개발 협
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융조달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MNC
Lido City는 MNC Land의 플래그십 부동산

한편, 앞서 사례에서도 언급했지만 인도네시

개발 프로젝트로 Lido는 자카르타에서 70km

아의 대형 부동산개발사업은 선거관련 이슈,

떨어진 Salak과 Pangrango산맥 사이의 계곡에

중앙, 지방정부간의 협조체제 미비, 관련 법규

위치해 있고, 국립공원과 닿아있다. 3천만 평

미비 및 불확실성 등으로 리스크가 크다. 우리

망미터의 부지에 아시아 최초로 Trump Resort

기업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잘 검토, 예

& Residences가 들어서고, 최초의 세계수준의

방하여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

테마파크인 MNC World Lido, Movie Land,

이다.

그리고 프리미엄 주거 및 상업시설,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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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해외 인프라
시장개척기업활동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해외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해외건설시장 기업활동 지원사업 유관기
관 근무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국토교통부 해외 인프라 시장개척기업활동 지원사업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결과를 10.1일 발표하였다.
ㅇ 설문조사 대상은 연령별로 20대가 8.7%, 30대가 34.0%, 40대가 34.0%, 50대가 21.4%, 60대 이상
11.2%, 소속기관별로 시공사 16.5%, 엔지니어링사 55.3%, 공공기관 15.0%, 기타 13.1%, 기업규모별로
는 대기업 8.1%, 중견기업 47.3%, 중소기업 44.6%의 분포를 보였다.

◇ 조사대상 분포 ◇
구분
연
령
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사례수

분포도

51

24.8

44

21.4

18
70
23

206

8.7

34.0
11.2

구분

소
속
기
관
별

100.0

시공사
(EPC 포함)
엔지니어링사

사례수

공공기관
기타

계

주) 소속기관 중 시공사(EPC 포함) 및 엔지니어링사 대상

34

114
31
27

206

분포도
16.5
55.3
15.0
13.1

100.0

구분
기
업
규
모
별

대기업

(단위 : 명, %)

사례수 분포도
12

8.1

중견기업

70

47.3

중소기업

66

44.6

계

148

100.0

ㅇ 금번 조사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여
러차례 유관기관 및 업계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질문지를 확정하고 전문 조사기관의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
으로 이루어졌다.
● 금번 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해외 인프라 시장개척기업활동 지원사업
ㅇ '해외 인프라 시장개척기업활동 지원사업'은 소속기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93% 이상이 인지하고 있는 인기
사업으로, 처음 도입된 2003년부터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촉진을 견인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원 사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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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된다. 특히, 응답자의 92.0%가 향후 지원사업을 신청 및 추천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여 만족도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세부 사업별로는 업계의 해외건설 진출 활성화를 위해 신시장 개척 시 투입되는 비용을 정부보조금 형태로
직접 지원하는 ‘프로젝트 조사·분석 지원사업’(87.5%)과 ‘수주교섭 지원사업’(86.0%) 등 ‘프로젝트 지원사
업’이 업계의 공동이익을 위해 간접 지원하는 ‘발주처초청 협력행사’(71.8%)와 ‘민관합동 시장조사단 파견’
(53.9%) 등 ‘공동협력사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ㅇ 유관기관 및 업계에서는 이번 만족도 조사에서 ‘해외 인프라 시장개척기업활동 지원사업’중에서 특히 ‘프로젝
트 지원사업’의 ‘프로젝트 조사·분석 지원사업’(95.6%)과 ‘수주교섭 지원사업’(88.8%)이 향후 개선을 통해
확대되기를 가장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프로젝트 지원사업
ㅇ (지원사업 만족도)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동기부여’(77.7%), ‘진출국가 다변화’(76.5%), ‘중
소·중견기업 인력의 해외진출 역량 증진’(69.8%)에서 만족도가 ‘큰 편’으로 나타났으며,
- 특히 해외진출 동기부여나 진출국 다변화 등 해외건설 시장진출 활성화 측면에 대해 모든 기관에서 만족도를
72.4% 이상으로 높게 평가했다.
ㅇ (지원사업 필요성) 조사에 참여한 모든 기관에서는 92.3% 이상이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희망하였
으며, 기업별로는 특히 대기업에서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적정 지원규모) 업계가 기대하는 지원규모는 ‘수주교섭 지원사업’은 2억원 이상(54.5%), ‘프로젝트 조사․분
석 지원사업’은 3억원 이상(79.5%)을 지원 적정규모로 생각하고 있으며, 각각 현행 지원한도인 2억원과 3억
원 보다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 다만 기업규모별로 적정 지원규모에는 차이를 보였으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각각 50.0%,
54.4%가 5억원 이상을 적정 규모로 생각하는 반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40.6%가 3억원을 가장 높게 생각
하고 있어 향후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도 고려된다.
ㅇ (개선사항) 지원사업의 시급한 개선사항으로는 ‘지원 비율 및 항목의 확대’가 45.0%로 가장 높았고, 사업관리
과정에서 ‘업무보고 절차와 양식 간소화’가 40.5%로 그 뒤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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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타 지원사업의 성과확대를 위한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정산 등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와 ‘지원 국가 및 예산
의 확대’, 고용확대와 연관성이 있는 ‘인건비 인정 및 지원금 확대‘ 등 의견이 있었다.

3. 공동협력사업
ㅇ (협력사업 만족도) ‘공동협력사업’은 각 세부사업별로 만족도가 ‘큰 편’이라는 응답이 60~80%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세부사업별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항목을 살펴보면, ‘발주처 초청 장기연수사업’은 해외진출을 위한 인적네
트워크 강화(81.3%)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장 많았고, ‘발주처 초청 협력행사’는 발주정보 입수와 우
리기업 홍보(77%), ‘민관합동 시장조사단파견’ 사업은 해외진출 방안 모색과 현지국가의 현황파악(56.8%),
‘재외공관 인프라협력 지원사업’은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입수와 현지교류(55.4%), ‘시장개척중점국가 중장
기 인프라 전략계획 수립사업‘은 대상국가에 대한 인프라개발 참여기회 및 주도권 확보(80.7%)에 높은 만족
도를 보였다.

● 해외건설협회는 이번 만족도 조사결과를 책자로 배포할 예정이며,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
토교통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에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115

K-BUILD 이모저모

해외건설협회, 이라크 재건사업
설명회 개최

해외건설협회는 9.19(수)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다이아몬드홀(지하 1층)
에서 GICC 2018 참가를 위해 방한한 이라크 기획부(Ministry of Planning)
의 살만 알리 하산 알 주마일리(Salman Ali Hassan AL-JUMAILI) 장관을
비롯하여 국가투자위원회(National Investment Commission), 주택건설부
(Ministry of Housing & Construction)의 인사를 초청하여 ‘이라크 재건사
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IS와의 종전 선언 이후 재건을 위한 국제 사회의 지원과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
에서 개최되어 80여개 기업의 관계자가 참가할 정도로 호응이 컸다.
이라크 측 인사들은 설명회를 통해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800억불이 넘는 재
건사업(발전, 에너지, 병원, 교통, 주택, 기타 인프라 등)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고 또한
투자할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 협회는 기업들의 이라크 진출 확대를 위해 시장정보 제공 및 설명회 개최 등의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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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 동 법 시행령 제17조, 동 법 시행규칙 제13조

9월 수주 실적
‘18. 9. 30 기준 해외건설 수주액은 총 222.4억불
* (신규) 456건, 17,421백만불, (변경) 372건, 4,817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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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652
(682건)
459
(527건)

1년간(억불)

1.1~9.30(억불)

14

660
(708건)
483
(501건)

15

461
(697건)
345
(475건)

16

282
(607건)
187
(396건)

17

290
(624건)
213
(483건)

최근 5년 평균
469
(664건)
337
(476건)

700
600
500

아시아
53.6%

400
300

222

200
100
0

중동
33.8%

2013

2014

2015

1년간(억불)

2016

2017

1.1~9.30(억불)

토목
24.1%

2018

‘18
-

222
(456건)
중남미
4.7%

건축
20.1%
플랜트
51.6%

※ (지난달 수주현황) UAE, 폐열회수 프로젝트(삼성ENG, 4.7억불) 등 16건, 18.0억불

세부항목별 수주액
ㅇ 지역별 : 아시아 53.6%(119.3억불, 1위), 중동 33.8%(75.1억불, 2위),북미·태평양 4.7%(10.3억불, 3위), 중남미 3.1%(7.0억불, 4위)
ㅇ 국가별 : UAE 23.9%(53.1억불, 1위), 베트남 15.9%(35.3억불, 2위), 싱가포르 8.1%(18.0억불, 3위), 중국 4.9%(11.0억불, 4위)
ㅇ 공종별 : 플랜트 51.6%(114.8억불, 1위), 토목 24.1%(53.7억불, 2위), 건축 20.1%(44.8억불, 3위), 용역 2.9%(6.4억불, 4위)
지역별

'65~

'18년

국가별

33.8%

베트남

아시아

31.9%

53.6%

북미·태평양

3.9%

4.7%

중 동

53.8%

'65~

'18년

공종별

15.9%

토 목

UAE

9.7%

23.9%

싱가포르

5.1%

8.1%

4.8%

'65~

'18년

플랜트

57.7%

51.6%

건 축

19.3%

20.1%

18.5%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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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대비 수주현황(지역 · 공종 · 국가)
지역별
지역
계

아시아
중동

북미·태평양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

공종별
공종
계

플랜트
토 목
건 축
용 역
전 기
통 신

2018.9.30
건수
금액
456
22,237,279
(100.0)
(100.0)
287
11,925,285
(62.9)
(53.6)
31
7,510,860
(6.8)
(33.8)
31
1,033,294
(6.8)
(4.7)
24
701,312
(5.3)
(3.1)
32
670,765
(7.0)
(3.0)
51
395,763
(11.2)
(1.8)

2017.9.30
건수
금액
483
21,328,837
(100.0)
(100.0)
333
10,315,659
(68.9)
(48.3)
48
9,637,283
(10.0)
(45.2)
12
548,934
(2.5)
(2.6)
34
249,566
(7.0)
(1.2)
25
280,060
(5.2)
(1.3)
31
297,335
(2.3)
(1.4)

1965.1.1~2018.9.30
누계건수
누계금액
12,786
801,675,077
(100.0)
(100.0)
6,867
256,036,279
(53.7)
(31.9)
3,615
430,954,731
(28.3)
(53.8)
671
31,453,274
(5.2)
(3.9)
430
39,442,831
(3.4)
(4.9)
698
23,970,060
(5.5)
(3.0)
505
19,817,902
(3.9)
(2.5)

2018.9.30
건수
금액
456
22,237,279
(100.0)
(100.0)
30
11,475,310
(6.6)
(51.6)
35
5,367,916
(7.7)
(24.1)
185
4,478,288
(40.6)
(20.1)
168
643,159
(36.8)
(2.9)
34
256,775
(7.4)
(1.2)
4
15,831
(0.9)
(0.1)

2017.9.30
건수
금액
483
21,328,837
(100.0)
(100.0)
53
14,615,761
(11.0)
(68.5)
39
3,794,448
(8.1)
(17.8)
192
1,858,305
(39.7)
(8.7)
154
698,677
(31.9)
(3.3)
42
386,679
(8.7)
(1.8)
3
-25,033
(0.6)
(-0.1)

1965.1.1~2018.9.30
누계건수
누계금액
12,786
801,675,077
(100.0)
(100.0)
1,853
462,329,441
(14.5)
(57.7)
2,216
148,202,604
(17.3)
(18.5)
4,173
154,622,281
(32.6)
(19.3)
3,462
16,307,113
(27.1)
(2.0)
914
16,911,837
(7.2)
(2.1)
168
3,301,801
(1.3)
(0.4)

2017.9.30
건수
금액
483
21,328,837
(100.0)
(100.0)
15
308,512
(3.1)
(1.4)
65
1,103,611
(13.5)
(5.2)
5
301,903
(1.0)
(1.4)

1965.1.1~2018.9.30
누계건수
누계금액
12,786
801,675,077
(100.0)
(100.0)
323
77,377,272
(2.5)
(9.7)
1,251
38,166,866
(9.8)
(4.8)
349
40,997,313
(2.7)
(5.1)

국가별(주요 3개국)
공종
계

UAE

베트남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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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30
건수
금액
456
22,237,279
(100.0)
(100.0)
8
5,311,759
(1.8)
(23.9)
57
3,530,986
(12.5)
(15.9)
9
1,795,092
(2.0)
(8.1)

(단위: 건, 천불, %)

증감율
(금액)
4.3

15.6

-22.1
88.2

181.0
139.5
33.1

(단위: 건, 천불, %)

증감율
(금액)
4.3

-21.5
41.5

141.0
-7.9

-33.6

-163.2
(단위: 건, 천불, %)

증감율
(금액)
4.3

1621.7
219.9
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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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신규수주 공사내역 (2018. 9.1~30)
국가

업체

공 사 명

계
베트남

U A E

발주처

총 3건

현대ENG

롱손 석유화학단지 Pkg.G_Central Utility
Plant

삼성ENG
현대건설

(단위: 천미불)

기간금액

계약일자

비고

988,869

-

-

롱손 석유화학

369,881

2018/07/13 신규

Takreer 폐열회수 프로젝트

ADNOC
Refining

472,988

2018/09/03 신규

SARB 유전 개발 공사(PKG 4)

ADMA-OPCO

146,000

2013/03/18 증액

※ 1억불 이상 주요 신규 및 변경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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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9.30

건수

금액

501

48,271,113

76

26,222,095

(100.0)
(15.1)

5,716,718

268

8,989,478

14

1,361,261

18

564,845

33

584,315

22

1,451,253

(21.7)

(63.4)

(45.7)

(67.7)

(5.7)

(3.6)

(4.0)

(3.5)

(2.5)

(5.7)

(0.2)

(4.6)

(4.3)

(8.6)

(1.9)

(8.3)

(11.5)

(8.6)

(11.9)

(5.6)

49

2,061,578

22

5,572,227

301 15,734,608
17

1,391,409

27

72,147

41

639,143

41

4,111,113

2017.1.1~9.30

건수

금액

483 21,328,837

(100.0) (100.0)

41

(10.3)

1,189,652

(4.4)

(100.0)

(36.3)

38

(9.8)

(100.0)

48 12,512,387

금액

396 18,667,870

(10.1)

2,728,091

(7.6)

2016.1.1~9.30

건수

(54.3)

20

(4.0)

금액

475 34,460,807

(100.0) (100.0)

296 10,497,470

(59.1)

2015.1.1~9.30

건수

48

(30.6)

(9.9)

(48.2)

(69.0)

(7.3)

(2.5)

(3.0)

(6.4)

(3.1)

(5.2)

(7.8)

(7.0)

(단위: 건, 천불, %)

2018.1.1~9.30

건수

456

(100.0) (100.0)

9,637,283

금액

22,237,279
(100.0)

31 7,510,860

(45.2)

(6.8)

(33.8)

(48.3)

(62.9)

(53.6)

(2.6)

(6.8)

(4.7)

(1.4)

(11.2)

(1.3)

(7.0)

(1.2)

(5.3)

333 10,315,659
12

548,934

31

297,335

25

280,060

34

249,566

287 11,925,285
31 1,033,294
51

395,763

32

670,765

24

701,312

(1.8)
(3.0)
(3.1)

119

K-BUILD 저널

2018

11

월호

K- BUILD 저널

2018. 11월호

트렌드 워치
중국 PPP 전망과 외자기업의 기회

K- BUILD 특집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프로젝트관리 역량 현황
도시부동산을 선도하는 신기술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사업과 관련 해외사례 및 시사점

K- BUILD저널

PPP Guide (8) : PPP 사업의 실패 요인
Chiyoda Corporation 경영전략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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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ank 그룹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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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