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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워치

인프라 수요가 확대되는
호주 건설시장

구민재

해외건설협회 아시아실 부장

호주 건설시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호주 건

호주에서는 인구의 증가와 함께 인프라 수

설시장은 시장규모가 약 960억 달러에 달하는

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는 적극적

거대 시장 중 하나이다. 연안의 석유자원 개발

인 이민정책과 지속적인 해외투자 유입으로

과 함께 인구의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는 해안

인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 운송 인프라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인프라와 주택건설 등

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났지만, 인프라 공급

의 건설 활동이 집중돼있고, 내륙지역의 경우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다. 호주 정

주로 천연광물자원 개발과 연계한 인프라 개

부는 2011년 기준 22.3백만 명이었던 인구가

발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31년에는 36.5%(8.2백만 명) 늘어나 30.5
백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인구 증

호주 경제는 지난 25년 동안 침체를 겪지 않

가의 3/4은 4대 도시인 Sydney, Melbourne,

고 성장해왔다. 이에는 2000년대 초반에 시작

Brisbane 및 Perth에 집중되어 5.9백만 혹은

되어 2012년까지 성장을 지속하며 호황을 누

46% 성장을 보여 이들 도시의 상주인구가

리던 호주의 광산경기가 큰 역할을 해왔다. 그

18.6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러나 이러한 호황은 중국의 광물자원 수요가

성장으로 말미암아 향후 운송 인프라 수요는

둔화되면서 점차 잦아들었고, 호주 정부가 낙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후되어 가는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한 각종 노
력을 시도하면서 인프라 건설을 한 축으로 하

2013년 호주 정부는 자산재활용정책(Asset

는 건설부문이 호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Recycling Initiative)을 발표하였다. 이는 2016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년까지 주정부가 자산을 매각하여 이를 인프
라에 재투자할 경우 인프라 비용의 15%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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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프

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가

라개발 유도정책이다. 동 정책에 따라 각 주정

적으로 주요 로컬 기업의 견제, 까다로운 발

부는 소유하고 있는 발전소, 전력망, 항만, 철

주 조건과 높은 입찰 비용, 강력한 노조 및 높

도 등을 민영화(매각 또는 장기임대)하여 이

은 임금 등은 호주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도로, 철도, 공항 등 노

있다.

후화된 운송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재투자하
고 있다. 호주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인프라 개

우리업체들은 지금까지 호주에서 총 145억

선사업을 정부 주도(투자금 차입, 건설발주)로

달러 규모(38건)의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 아

진행하고, 준공된 인프라를 다시 매각함으로

국업체의 호주시장 진출은 비교적 빨리 이루

써 대형사업의 추진력 향상과 투자금을 안정

어져 1970년 준설 및 매립공사로 초도 진출을

적으로 회수하는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하였으나, 2009년부터 시작된 자원개발과 연
관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전까지의 수주액은

호주 정부가 2018년 5월 발표한 2018-19 회

3.7억 달러에 불과하였다.

계연도 예산에는 국가 중점 인프라 건설을 위
해 향후 10년간 총 7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자원개발이 다소 주춤해지고 호주 정부의

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우선 750억

지원이 인프라 개발에 집중되어 우리업체들

달러 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정부는 245억 달러

의 프로젝트 참여 관심도 자연스럽게 증대되

를 신규 중점인프라 사업 및 계획에 편성하여

면서, 비록 대기업에 국한되어 있지만, 최근

교통난 완화 및 안전 확보, 여객·화물운송 수송

2-3년 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

량 증강, 고용창출 및 산업활동 촉진 등을 유도

다. 그동안 계속된 노력과 시도 속에서 진출에

할 계획임을 밝혔다. 신규 중점 인프라사업 및

필요한 노하우를 습득해왔기 때문이 아닌가

계획에는 약 40개의 주요 운송 프로젝트와 각

싶다.

지역 및 주요 도시의 요구를 반영한 각종 개발
계획들도 포함되어 있다.

호주 건설시장에서는 운송부문이 향후 성장
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10년

호주 정부의 강한 개발의지와 함께 많은 프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과 계획이 지난해부터

로젝트가 발주될 계획이지만, 우리업체들의

추진되어 아직 추진되어야 할 프로젝트가 많

참여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호주 건설시장의

이 남았고, 도로 인프라 건설이 향후 호주의 경

경우 CIMIC Group, Landlease, John Holland

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정부가 이에 대한

등 일부 업체들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우리업체

고, 부이그(프랑스), 페로비알, ACS(스페인)

들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

등의 대형 유럽 건설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하

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여 공항, 철도, 도로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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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건설시장을 주목하자
이지훈

해외건설협회 아·중동실 과장

이라크 정부가 2017년 12월 IS와의 종전을

유치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나, 정부

공식 선언한 이후, 이라크 건설시장에 대한 관

의 공공투자 확대 방침과 외국 정부 및 다자개

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이라크 정부가 밝힌

발기구로부터의 자금 지원을 고려할 때 전망

재건사업 규모는 모두 2,700억 달러로 우리 돈

이 밝다. 이라크 건설시장은 2018년을 전환점

으로 무려 303조원에 달한다.

으로 2019년 10%, 2018~2022년간 8.1%의
실질 성장률을 달성할 전망이다.

이라크 건설주택부는 IS와의 전쟁으로 인
해 1만 6천호의 주택이 소실됐으며 인프

이 같은 건설시장 성장은 정부의 재정 건전

라 모든 분야에서 재건이 시급한 상황이라

성 개선으로 가능해 보인다. 이라크는 지난 1

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획부는 2018년 5개

월 24일 2018년보다 27% 증가한 1,110억 달

년(2018~2022) 국가개발계획을 통해 연평

러 규모의 예산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2018년

균 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1,867

의 전반적인 국제 유가 상승과 더불어 최근 유

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방침이라고 발

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점도 호재이다. 이라크

표했다. 이중 1,117억 달러는 정부 예산을 통

석유 부문은 이라크 수출의 95%, 재정수입의

해, 750억 달러는 민자 유치를 통하여 충당할

90%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산업이다. 이라크

예정이다. 부문별로 석유(38.4%), 교통·통신

원유 매장량은 1,500억 배럴로 세계 5위이며,

(17.9%), 전력·상수(9.2%), 건축부문(5.5%)에

가스는 세계 10위를 자랑한다.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이다.
중국의 지원 확대도 이라크 건설시장 활성
이라크 건설시장은 현재 정치 불안정과 안

화에 일조한다. 2017년 12월 이라크는 East

전 리스크가 인프라 재건에 필요한 민간 투자

Baghdad 유전 개발을 위해 중국의 Zhenh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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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이라크는 지

외교활동과 더불어 우리 정부의 자금 지원

난 1월 중국 2개사와 공동으로 걸프지역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2월 중순 개최된 대외경제

Fao 항만 인근에 정유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장관회의에서 이라크 등 신용등급이 낮은 초

있다고 밝혔다. 전통적 석유 수출시장이었던

고위험국(B+이하)에서 우리 기업의 건설수주

미국 등의 국가에서 탈피하여, 석유 수출시장

를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별계정을 신

으로서의 중국의 중요성을 감안할 경우, 이라

설하기로 결정했다.

크는 향후 중국기업과의 파트너십 제고에 더
욱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이라크 건설시장의 매력적인 부분
만 이야기했으나, 주의해야 할 사항도 만만치

국제사회도 이에 맞춰 이라크 투자를 위해

않다. 먼저 이라크는 원한다고 하여 마음대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018년 2월 쿠웨이

갈 수는 없다. 이라크는 2007년부터 여행금지

트에서 개최된 이라크 재건을 위한 국제회의

국가로 지정되어 외교부를 통해 예외적 여권

에서 터키 50억 달러, 쿠웨이트 20억 달러, 사

사용허가를 받아야만 입국 가능하며 절차 또

우디 15억 달러 등 300억 달러 규모의 지원 약

한 까다롭다. IS가 사라졌다고 해도 산발적 테

속을 얻어낸 바 있다.

러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안전에 세심한 주
의가 필요하다. 또한, 세계 각국의 대규모 투자

이라크 정부의 강력한 재건사업 의지와 세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라크의 sovereign

계 각국의 투자 움직임, 그리고 치안 상황 개

guarantee 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 자금 지원이

선까지 삼박자를 고루 갖춘 이라크 시장을 공

이행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각국의 투자현

략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지원사격에 나서고

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한다.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한-이라크 수
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 부처 관계자

우리 해외건설 수주는 반등세 초입에 있다

와 기업인으로 구성한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

고 하나,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했다. 특사단은 이라크 바르함 아흐메드 살리

하지만 역대 해외건설 수주실적 7위의 이라크

(Barham Salih) 대통령과 아델 압둘 마흐디

건설시장이 오랜 동면 끝에 기지개를 켜고 있

(Adel Abdul Mahdi) 총리를 예방해 ▲인프라·

는 점은 긍정적이다. 해외건설이 어렵다는 기

플랜트 건설 ▲에너지 ▲방산 등에서의 협력

사만 가득한 요즘 우리 해외건설의 주 무대인

관계를 강화했다.

중동시장에서 다시 한 번 이라크가 효자 노릇
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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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태양광 발전시장 동향 및
진출시 유의점

신삼섭

해외건설협회 미주·유럽실 부장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장에 대한 관심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청정에너지원 확충이

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베트남 전력산업

시급하다는 데 있다. Post-China의 대표 국가

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제7차 전력개발계

로 꼽히는 베트남은 지난 20년간 연평균 6.5%

획(PDP-Ⅶ)의 개정을 통해 총 발전 설비용량

의 가파른 성장을 계속해왔고, 향후 2030년까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당초 2020년 4.5%,

지도 연평균 7%대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전력

2030년 6%에서 대폭 증가한 2020년 7%,

산업은 연평균 10% 이상으로 더욱 가파르게

2030년 10%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규모의 설

확대되고 있어 2025년 전력수요는 2005년 대

비용량 구축에는 2030년까지 약 240억 달러

비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유엔개발계획

년 전력수요는 약 570-632TWh로 예측되어

(UN Development Program)은 보고 있다.

2020년 예상 수요인 265-278TWh에 비해 2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정부의 의욕적인 신재생에너지 확충
정책에서 파생될 사업기회 선점을 위한 유럽,

환경문제로 인한 청정 에너지원 개발의 필

일본, 중동, 인도 등의 유수 발전기업의 베트남

요성도 크다. 메콩 델타지역은 이미 기후변화

진출도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로 인해 심각한 가뭄, 홍수 및 염분 침투 피해

German ASEAN Power, Nippon Sheet Glass,

를 겪고 있어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낮춤으로

Tata Power, Gulf Energy Development,

써 대도시, 산업지구 및 주요 관광지역의 대기

ACWA Power 등이 있다.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플랜트 시장이 확대되

신재생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각광받는 에너

는 배경으로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전력

지원은 태양광이다. 제7차 전력개발계획에서

K-BUILD저널 2019. 6

의 2030년 발전원별 설비용량 구축계획을 보

지 않고 있어 100%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며,

면 풍력 6,000MW, 바이오매스 3,281MW, 태

베트남 전력공사(EVN)와의 20년간 PPA 체

양광 12,000MW로 태양광 발전비중이 다른

결, 수입관세 면제, 법인세 감면(4년 면세, 9

에너지원을 압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년 50% 감면, 15년간 10% 세율 적용), 토지사
용세 면제, 계통 연계형(Grid-tie) 태양광 전

베트남이 태양광 발전을 중점 추진하는 이

력에 대해 KWh당 미화 9.35센트의 고정 전력

유는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갖

구매단가 적용 등이 있다. 다만, 전력 구매단가

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베트남은 남부, 중

는 2019년 7월 이후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태

부, 해안지역 및 고원지대를 중심으로 연평균

양광 발전소의 경우 지역 및 발전 유형에 따라

일조일이 300일을 넘고, 평균 일사량이 4.5-

KWh당 미화 6.67~10.87센트를 적용하는 방

5.0KWh/㎡/day에 달하여 35GW 규모의 태

안이 검토되고 있어 베트남 정부의 정책방향

양광 개발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태양광 에

베트남 태양광 시장이 유망시장으로 부상하

너지 육성 정책과 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고 있으나, 현지 진출에 앞서 다양한 사업위험

태양광 개발은 아직까지 초기단계에 불과하

요소에 대한 사전 검토와 위험 저감방안 마련

다. 2018년 말 현재 베트남 전력공사(EVN)

은 필수적이다. 주요 위험요소로는 표준 전력

와 전력구매계약이 체결된 태양광 발전사업은

구매계약 조건에 베트남 전력공사의 전력구매

100여개이나 이중 상업운전을 시작한 태양광

불가 상황, 법령변동, 정치적 불가항력 및 베트

발전소는 2개, 총 설비용량 86MW에 그치고

남 전력공사의 지급불능에 의한 계약 중도 해

있다. 건물 지붕에 설치된 소규모 태양광 설비

지시 투자자 보호장치 미비 등이 있다. 또한,

총 748개소, 12MW를 더해도 매우 미미하다.

전력망 여유 용량이 불충분한 지역이 많고, 복
잡한 인허가 제도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 사례

다만, 베트남 정부가 태양광 개발을 본격 추

가 많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진하는 한편, 정부재정의 제약을 고려하여 다
양한 투자 장려제도를 통한 민간자본 유치에

새롭게 떠오르는 베트남 태양광 발전시장.

적극 나서고 있어 향후 베트남 태양광 발전시

아국 기업이 현지 화력발전시장에서 쌓은 오

장 전망은 밝다 할 수 있다.

랜 경험과 노하우, 과감한 시장개척 활동이 모
아져 현지 진출 확대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길

국내외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한 주요 투자
장려제도에는 외국인 보유지분에 제한을 두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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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쿠웨이트 건설시장에서
기회를 찾다!

김정태

해외건설협회 한-UAE인프라협력센터 협력관

황혜진

해외건설협회 아·중동실 차장

5월 초 국무총리 경제사절단 참가와 연계하

만 기회를 거머쥘 수 있다. UAE는 지난 10년

여 UAE와 쿠웨이트 2개국을 다녀왔다. UAE

간 저유가·탈석유 시대를 맞아 에너지 중심의

는 중동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특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산업 다각화를 이루

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 우방

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성장 동력 발굴을 모색

국이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기업의

해왔다. UAE Vision 2021, Dubai Plan 2021,

해외건설 수주 제1위(53.4억불)의 중요한 시

The Abu Dhabi Economic Vision 2030, Plan

장이다.

Abu Dhabi 2030 등이 그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2014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발주물량 감소와 중국을 비

이 같은 비전 달성을 위해 UAE는 업스트림

롯한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 경쟁국의 진출

에서 다운스트림까지 연계해 다양한 석유화학

확대로 양국에서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및 가스 제품을 생산하며, 관련 인프라 개선에

게다가 올해 4월 초 입찰 마감한 총사업비 35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이에 유가 하락에 따라

억불 규모의 가솔린 및 아로마틱스 프로젝트

재정이 불충분하지만, 정부는 하일&가샤 가스

(GAP)는 입찰 이후 입찰가가 예산을 초과하

전(100억불), 보르쥐 석유화학공단 4단계(약

자 단일 패키지 대신 여러 패키지로 분할 발주

45억불), 루와이스 신규 정유공장(약 150억불)

를 검토 중이라는 암울한 소식도 들린다.

등 우리 기업의 참여가 예상되는 대형 프로젝
트의 발주를 계획 중이다. 또한, 세계 최초의

이처럼 대외환경이 격변하는 시대에서 생존

탄소제로 친환경 스마트 시티인 마스다르 시

하기 위해서는 끝없이 변화하며, 숨어있는 비

티를 전면에 내세우고 신재생에너지 R&D 부

즈니스 기회를 포착하여 도전적으로 공략해야

문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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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부다비와 두바이는 각각 소비전력

국토면적이 우리나라 1/5(1만8천㎢)에 불과

의 7%, 5%를 태양 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이

한 쿠웨이트는 중동의 대국인 사우디, 이란, 이

며, 에미레이츠수전력사(Emirates Water &

라크 사이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해 한국만

Electricity Company)는 이달 말까지 아부다

큼이나 주변국의 공격에 시달렸다. 특히 1990

비의 1.5GW 규모 솔라 프로젝트의 RFP를

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은 경제·심리적으

접수 중이다. 그 외에도 PPP(Public-Private

로 타격이 컸다. 쿠웨이트는 당시 이라크군이

Partnership) 관련 프로젝트는 앞으로 더욱 확

후퇴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방화한 유전을 복

대될 전망이다. 금년 2월 아부다비는 PPP법 제

구하는 데에만 50억불을 투입했으며, 사담 후

정을 마쳤으며, 사업명은 미공개했으나 연내

세인이 축출된 2003년 이후에야 고층 건물이

주택, 교통, 인프라 분야 등에서 3건의 입찰을

들어서기 시작했다.

공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두바이는 이보
다 앞서 2015년에 법제정을 마쳤으며, 두바이

하지만, 이후 쿠웨이트 정부는 2010년에 국

메트로 확장사업(20억불) 등을 PPP 사업으로

가 장기 개발계획인 ‘Vision 2035’를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2017년에 이를 보완·강화하는 ‘New Kuwait
2035 Strategy’를 발표하며 외국인 및 민간부

이처럼 산업 다각화가 가져오는 미래의 비

문의 투자 확대, 금융·상업·석유화학 산업의 글

즈니스 기회 요소도 분명히 있다. 우리는 이와

로벌 허브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적극 노력

같은 기회 속에서 우리가 전략적 우위를 점하

하고 있다.

는 사업 및 공종을 중심으로 사업 참여에 나선
다면, 고부가가치 프로젝트의 수주와 중동에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시

서의 해외건설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공 중인 NRP(New Refinery Project)와 통합

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될 알-주르(Al-Zour) 석유화학제품 생산단지
건설이 추진된다. 총 사업비 100억 달러 이상

우리 기업 총 수주누계 기준 3위를 자랑하

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석유화학 단지는 가솔

는 쿠웨이트는 석유 매장량 1,015억 배럴(전

린, 아로마틱스, 올레핀 생산시설 등으로 구성

세계 7위), 가스 매장량 1.7조 입방미터(전 세

된다. 영국의 Amec Foster Wheeler가 수행 중

계 19위)의 자원 부국이다. 또한, 5,920억불 규

인 FEED가 올해 8월경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모의 국부펀드를 보유하며, 1인당 국민총소득

2020년 상반기에는 메인공사 발주가 시작된

(GNI)은 우리나라(28,380 달러, 전세계 31위)

다. 이 초대형 사업에 한국의 대표기업들도 출

보다 높은 31,430 달러(전세계 27위)에 달한

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 경제 지표상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훨씬
발전되었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2&3단계가 통합 발주되는 알-주르 북부
IWPP(약 40억 달러)에 대한 국내외 기업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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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워치

관심도 뜨겁다. 전력 생산능력 2,700MW, 담

트에서 굵직굵직한 건설 프로젝트의 발주가

수 생산능력 165MIGD 규모로 개발될 이 사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업에 대해 PPP 전담 기관인 KAPP(Kuwait
Authority for Partnership Projects)에 참여의

이런 상황에서 한-쿠웨이트 수교 40주년과

향을 밝힌 투자기관이 40여개에 달하는 것으

우리 기업이 시공한 중동 최대 해상교량인 ‘자

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자문기업 선정을 위한

베르 코즈웨이’ 개통식 계기에 이낙연 국무총

입찰이 실시됐으며, 개발사 선정을 위한 PQ는

리가 쿠웨이트를 방문(2019.5월)해 고위급 인

2019년 말 진행된다.

사들과 면담하며 정부 간 네트워크를 다졌다.
쿠웨이트의 ‘Vision 2035’ 실현을 위해 전략위

2030년까지 총 3단계로 개발될 무바락 알-

원회 신설도 제안했다고 하니 양국 정부 간 협

카비르(Mubarak Al-Kabeer) 항만 프로젝트

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발판

도 1단계 중반 이후 진척이 없었으나, 최근 국

삼아 쿠웨이트에서 우리 건설기업의 초대형

제 유가 상승세에 힘입어 올해 추가 발주가 진

사업 수주 낭보가 계속 들려와 중동이 수주 텃

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하반기 이후 쿠웨이

밭으로 재부상하길 기대해 본다.

K-BUILD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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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제개발금융공사(USIDFC)
신설배경 및 추진현황

신인식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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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럽 주요국 개발금융기관(DFI)
현황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특히 2000년대 이후부터 주요 유럽 국가들
은 자국 DFI를 통한 금융지원을 앞세워 아프
리카를 비롯한 전 세계 개발도상국가에서 ‘전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해서 기업이 갖

략적 인프라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더 나

춰야 할 필수 요건 중 하나는 바로 프로젝트

아가 이들 주요 선진국 DFI들은 해외 인프라

금융조달능력(Project Finance Capability)이

사업에 대한 투자와 금융지원을 위한 약정금

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해외 인프

액(Financial Commitment)을 지속적으로 확

라 시장에서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기존의 단

대해 나가고 있으며, 각 국 정부들 또한 이들

순도급형에서 벗어나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진

DFI에 기술지원이나 민간 기업들을 위한 펀

출방식을 다변화하고 있어 금융조달의 중요성

드 조성 기능 등의 다양한 권한들을 추가로 부

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하며 핵심적인 정책외교 수단으로 활용하
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이러한 추세는 단지 민간기업들에게만 국한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돼 있는 것은 아니다. G7 국가에 이어 중국과

이하 CSIS)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

일본은 자국 국책 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계 DFI의 금융지원 약정금액은 2002년 100억

Finance Institution, 이하 DFI)에 막대한 예산을

달러에서 2017년 900억 달러로 15년 동안 약

배정하여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에 금융을 제공

9배의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를 통해 세계 주

함으로써 자국기업의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 경

요국 정부의 외교·경제·국가안보에 있어 DFI

쟁력 확보를 도모하는 한편, 이를 국가 차원의

의 역할과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전략적 외교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1 ▶ 유럽 주요국 DFI와 IFC 및 미국 OPIC 금융지원 기능 비교
기관명
(국가)
FMO
(네덜란드)
PROPARCO
(프랑스)
CDC Group
(영국)
DEG
(독일)
IFC
(World Bank)
OPIC
(미국)

지분투자
(Equity
Investment)

기술지원
(Technical
Assistance)

무상보조
(Grant Support)

최초손실지원
(First-loss
Redemption)

민간지원 펀드조성
가능여부
(Enterprise Fund)

O

O

O

O

O

O

X

X

O

O

O

O

O

O

O

O

X

X

X

O

O

O

출처 : Bringing Development Finance into the 21st Century, Ben Leo & Todd Moss, 2016

O

O
O
X

O

O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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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1971년 설

전합작서(國除發展合作暑)’ 신설 또한 추진하

립된 미국의 대표 DFI인 해외민간투자공사

며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건설 지원을 통한 국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이

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입지를 더욱 확장할 기

하 OPIC)는 여타 주요 유럽 국가들의 DFI들과

세이다. 새롭게 출범하게 될 중국의 ‘국제발전

비교했을 때 금융지원권한 측면에서 상대적으

합작서’는 중국의 원조 수요국 대상 국가 선정

로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세

에서부터 무상공여, 무이자 차관 및 보조금 지

계 최대 공적원조자금(Official Development

급 등의 원조 방법 선택, 구체적인 원조 프로그

Assistance, 이하 ODA) 공여국이자 경제대국

램 기획과 집행까지, 해외 원조와 관련된 모든

인 미국의 경제수준에 견주어 볼 때 ‘미국의

업무를 총괄하여 감독하게 될 예정이다.

DFI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전략적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라는 평가가 우
세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외연적
확장과 동시에 정책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일대일로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최근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 역시 야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심차게 추진 중인 ‘일대일로 프로젝트’ 본격화
로 아프리카, 남아시아, 중동·대외 원조 및 개

중국 정부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

발금융 지원이 단기간 내 폭발적으로 증가했

된 공식적인 통계수치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

으며, 이와 더불어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에 분

만, 중국 자본으로 집행되는 건설 관련 투자 집

산되어 있는 해외 원조 업무를 통합한 ‘국제발

행액을 추적하고 있는 American Enterprise

그림 1 ▶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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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AEI) & Heritage Chinese Global

영향력이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얼마나 큰 부담

Investment Tracker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

감으로 작용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터 2017년까지 중국 정부의 건설투자 관련 집
행 추정금액은 약 3,400억 달러(한화 약 402조

이처럼 유럽 주요 국가들을 비롯한 중국의

원)로 추산되고 있다.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

해외 인프라 건설 지원을 통한 전략적 외교정

는 공식적이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연 평

책 노선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게 상당한 압

균 100조 원에 이르는 인프라 투자 집행금액

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측면으로 봤을 때 그 금액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미국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미국
의 대외원조 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지난

또한 지난 4월 27일 폐막한 ‘일대일로 국제

해 OPIC의 활동을 일종의 국익에 무익한 해외

협력 정상포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원조라고 판단하고 기관 폐지까지 검토했던 트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포럼을 통해 640억 달

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공격적인 차관정책

러(한화 약 74조 3,000억 원) 규모의 계약이 체

을 수요국에게 ‘부채 함정(Debt trap)’이라고

결되었고, 더 많은 국가들과 ‘일대일로’ 추진

노골적으로 비판하며 ‘일대일로 정책’에 맞대

에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응할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Vision)’

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구상하는 금융지원

천명과 대외원조 및 개발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규모와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등

정비계획을 밝히며, 미국의 대중 고립정책의

대륙을 불문한 65개에 달하는 다양한 국가들

필요성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한 바 있다.

의 참여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한 중국의

그림 2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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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 입장변화는

국제개발금융공사(USIDFC) 신설을 확정했다.

임기가 채 2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한 것
이라 중국의 해외 인프라 건설 지원을 통한 외

중국의 개발도상국 인프라 건설 지원을 통

교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가 얼마나 시급

한 외교력 확장을 제한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BUILD 법안’은 USIDFC 신설을 통해 저개발
국가나 시장경제로의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의

결국 개발금융에 대한 수요변화, 지원 대상

경제발전을 위해 민간부문의 자본과 기술 참

국에 대한 상업적 영향력 확대의 관점에서 규

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며, 이를 위

모 확대 및 기능통합을 통한 신규기관 설립의

해 기존 OPIC에 부여됐던 금융기능과 배정예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개발금융 수요국이 기존

산을 대폭 확대하고 본격적으로 중국의 ‘일대

의 무상원조 방식보다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

일로’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제발전, 일자리 창출 및 민간자본 유입을 유도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하고, 개발금융을 활용한 저소득 국가의 경제
발전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와 궁극적 국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NYT와의

가안보는 물론 자국기업들의 신규시장 진출에

인터뷰에서 중국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개도국의 인프라 구축 관련 프로젝트에 대규모

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 판단은 ‘BUILD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해

법안’의 최종 승인으로 이어졌다.

7월 1억 1,300만 달러(한화 약 1,260억 원) 규

II. ‘BUILD 법안’ 승인과 USIDFC의
신설
미국 상하 양원은 지난해 2월 27일 미국국

모의 인도-태평양지역 신규투자를 선언할 당
시에도 주요 투자 분야로 언급한 기술·에너지
기간시설은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구상의
핵심 투자분야와 정확히 일치하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의 초기 접근법을 고수 중이다.

제개발금융공사(USIDFC) 신규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BUILD Act(Better Utilization of

더 나아가 CSIS에서 분석한 마이크 폼페이

Investments Leading to Development Act)’,

오 국무장관의 연설내용에 따르면 USIDFC

이른바 ‘더 나은 투자 활용 법안’을 발의했고,

를 통한 미국의 개발도상국 인프라 지원 정

미국 상원은 지난해 10월 3일에 이를 찬성 93

책은 중국의 그것과는 매우 차별화(“Far

표 반대 6표의 초당적인 지지를 보내며 의결했

differentiated from that of Chinese”)될 것이

다. 의회 의결에 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

고, 중국이 지원하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

난해 10월 5일 이 법안에 최종 서명을 완료하

한 금융지원은 물론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도

며 기존 OPIC과 미국 대외원조집행 기관인

국 내 현지 기업들에 대한 지원정책 또한 마련

USAID의 민간부문 기능을 통·폐합하는 미국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중국의 ‘일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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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방안들을 구체

관에게 부여되지 않았던 지분투자 기능이 새

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롭게 추가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기존 OPIC

III. ‘BUILD 법안’에 명시된 USIDFC의
금융기능과 지원정책 개요
향후 USIDFC의 금융지원권한과 정책방
향성 파악을 위해 ‘BUILD 법안’과 지난 3

에서는 융자(Debt financing) 기능만 있었다
면, USIDFC는 지분투자(Equity financing) 또
한 가능하도록 했으며 타당성 조사 및 기술조
사 시행 및 지원 기능까지 추가되며 개발도상
국에 필요한 포괄적인 지원권한을 광범위하게
포함시켰다.

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 상원의회로 보
낸 ‘Reorganization Plan for the United States

특히 기존 OPIC에 부여했던 자금 투자 한도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를 290억 달러에서 USIDFC에는 600억 달러

서한에 담긴 세부 내용을 살펴본다.

(초기 5년간)로 상향 조정했고, 기존 개발도상
국의 에너지, 항만, 수도 등 인프라 사업에만

먼저 ‘BUILD 법안’이 부여한 USIDFC의 금

지원할 수 있었던 제한을 풀어 지분투자를 가

융지원권한들 중 기존 OPIC과 USAID 양 기

능하게 하여 자금 운용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표 2 ▶ 美 USIDFC, OPIC, USAID 금융지원권한 비교
금융지원권한
대출
(Loans)

보증
(Guarantees)

지분투자
(Equity Investments)
보험
(Insurance)

재보험
(Reinsurance)

타당성조사 지원
(Feasibility Studies)

기술지원
(Technical Assistance)
민간기업 펀드 조성
(Enterprise Funds)

USIDFC

OPIC

USAID

O

O

O

O

O

O

O

X

X

O

O

X

O

O

X

O

X

O

O

X

O

O

X

O

출처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on ‘BUILD Ac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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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분투자에 있어 투자 규모를 프로젝
트에 대한 총 투자 금액의 20%, USIDFC의

IV. 맺음말

지분에 대한 익스포저를 전체 포트폴리오의

현재 USIDFC는 ‘BUILD 법안’에 명시된 조

35% 이하로 제한한 점 또한 특징으로 뽑을 수

항들을 기반으로 하여 미국 의회, 국무부 및 상

있다.

무부 등의 유관부처, OPIC, USAID 등 다양
한 기관들의 협업 및 조율을 통해 2019년 말

또한 USAID의 기능 중 민간부문과 관련

경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 의회가 승인한

된 Development Credit Agency(창업 및 중소

FY2019에는 OPIC과 USAID의 예산이 기존

기업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신용보증 기능)와

대로 배정되었으나, FY2020년부터는 OPIC의

Enterprise Fund(민간창업 증진을 위한 펀드),

공식적인 해체와 더불어 USIDFC에 대한 미

그리고 Office of Private Capital and Micro-

정부 예산배정이 개시될 전망이다.

enterprise(민간투자자와의 파트너쉽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 기능)를 USIDFC로 고스란히
이관할 예정에 있다.

현재 우리 정부도 USIDFC 신설과 관련하여
발 빠르게 대응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국토교
통부 해외건설정책과에서 ‘신흥시장 진출 활

한편 표2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성화를 위한 제3국과의 협업 방안 조사’ 연구

USIDFC의 금융지원에 있어 ‘로컬 콘텐츠’, 즉

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며, 미국의 대표 국책연

미국의 금융자금 지원의 대가로 자국 콘텐츠

구기관인 Woodrow Wilson Center와 해외건

를 필수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제한

설 정책지원센터(KRC)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을 두지 않았다는 점 또한 우리가 눈여겨 볼만

기관설립과 관련된 세부정보 수집은 물론 미

한 부분이다. ‘BUILD 법안’내 ‘로컬 콘텐츠’와

국 현지 공관 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해 향후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미국의 콘텐츠를 우

우리기업들을 비롯한 유관기관들과 USIDFC

선적으로 고려(“Preference”)는 하되 필수조건

간 협업 가능한 분야 파악과 선제적 네트워킹

(“Requirement”)으로는 제한하지 않았는데,

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이는 향후 USIDFC가 지원 및 투자를 집행하
는 프로젝트에 우리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최근 우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북방·신남

여지가 많은 대목이기 때문에 추후 이와 관련

방 정책’과 맞물려 추후 USIDFC 금융재원 활

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

용을 통한 우리기업들의 해외 신흥 인프라시

어 보인다.

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업 모델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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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중남미 진출의 새 길
길병우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인프라 자문관

(공학박사, byungwoog@iadb.org)

K-BUILD저널 2019. 6

해외건설의 위기라고 불러도 될까? 최근 10

이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산유국 발주량

년간 해외건설 수주가 2010년 716억 달러로

감소와 대규모 손실을 발생시킨 저가 수주가

최고를 찍은 이후 계속 위축되고 있다.

줄어들면서 발생한 일이다. 작년 유가가 급등
함에 따라 발주 확대를 기대하기도 했지만, 다

올해도 상황은 여의치 않아 보인다. 2월까지
수주액이 약 35억 달러로 전년 대비 33% 감소

시 급락과 반등을 반복하며 여전히 불투명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했다.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텃밭이었던 중동
상황이 나쁜 것이 가장 큰 이유라는데 이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택 등 국내 건설

없을 것이다. 올해 2월 중동지역 수주는 3.7억

시장 냉각과 맞물려 건설업계의 해외 진출은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76%나 감소했다. 연초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도, 베트남 등 경제가 급

라 시간을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전반적인 중

격히 발전하고 있는 동남아는 한국 해외건설

동지역 수주 감소는 부인하기 어렵다.

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정부의 신남방정
책 또한 이러한 변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동남아에서는 국내업체뿐만 아니라 중
국, 일본 등과의 국제적 경쟁 또한 치열하다.
누구에게나 알려졌기에 당연한 결과이다.
이렇듯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하에서 인
구 6억 4,900만 명, GDP 6조 달러에 달하는
중남미는 그 대안으로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
이다.

그림 1 ▶ 해외건설 수주 현황

자료 :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그림 2 ▶ 해외건설 지역별 계약 현황

자료 :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그림 3 ▶ 중남미 총 GDP 및 인구 현황
자료 : 세계은행

19

20

K-BUILD 특집
황금의 땅, 중남미. 기회는 어디에?

하지만 자원부국인 중남미가 해외건설에 있
어서 산유국 중동의 뒤를 이을 기회의 땅이라

‘엘도라도(El Dorado)’, 금칠을 한 사람 또는

는 것은 필자가 처음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

황금향이라는 뜻의 스페인어다. 엘도라도라는

부)에서 일을 시작한 20여 년 전에도 있었던

이름에 걸맞게 막대한 금과 은을 가진 중남미

이야기이다. 그러나 앞의 표에서 보듯이 한국

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

해외건설의 중남미 진출은 미미한 수준에 그

었던 힘의 원천이었다. 중남미 각국의 독립 이

치고 있다. 도대체 그렇게 외치는 기회는 어디

후에도 이러한 자원은 중남미 발전의 중요한

에 있단 말인가. 따라서 중남미 진출을 이야기

토대가 되었다. 변변한 천연자원 없이 사람 하

하기 전에 왜 중남미 진출이 어려운지부터 짚

나로 경제 기적을 이룩한 한국 입장에서 이러

고 넘어가야 한다.

한 풍부한 자원은 부러울 수밖에 없다. 비록 중
남미 여러 나라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회적 문제로 인해
여전히 저개발 상태에 놓여 있지만 말이다.

중남미 진출이 왜 어려울까?
모든 건설사업이 각종 리스크를 가지고 있
지만, 필자는 IDB에서 중남미 건설 프로젝트

그렇다고 하여 중남미가 절망적인 것은 아

를 직접 개발하고,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한

니다. 그들의 자원은 여전히 그 곳에 있고, 그

국의 해외건설 진출 관점에서 중남미의 특징

만큼 개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건설 시

적인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의 성장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자원개발
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고, 국민
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 또한
시급하다.

1. 높은 정치, 경제적 리스크
중남미에서는 정부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베
네수엘라에서 남미의 유럽이라고 불리며 정

그림 4 ▶ 20여 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중남미에 대한 인식
자료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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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볼리비아의 수자원 민영화 반대 시위
자료 : lapublica�org�bo

치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우루과이까지 다양한

정치가 안정되지 않다 보니, 환율 등 국제적

정치적 상황, 아이티와 같은 최빈국부터 GDP

관점에서의 경제적 리스크는 더욱 높았다. 현

세계 8위의 브라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

지 금융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 신용

규모 등이 상존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등급이 낮아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쉽

타 대륙 국가들에 비해 정치, 경제적 리스크가

지 않다. 이러한 리스크는 각종 금융비용 상승

높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으로 직결된다.

극단적인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언급하지 않
더라도, 지난 20년간 중남미를 휩쓴 핑크타이

2. 비효율적 행정문화

드(온건 사회주의 물결) 속에서 여러 중남미

필자가 출장 시 한국은 공개경쟁 시험을 통

국가들이 외국 업체에 많은 정치적 리스크를

해서 공무원 채용한다고 하면 깜짝 놀라는 중

안긴 것이 사실이다. 볼리비아의 일부 도시에

남미 사람들이 많다. 어떻게 잘 알지도 못하는

서는 미국 및 프랑스 업체에 민영화했던 물 사

사람을 시험으로 채용하느냐는 생각을 갖고

업을 시민 반발 등을 이유로 공공으로 다시 전

있었다. 대부분 중남미 국가들이 공무원 수시

환했고, 1980년대 이전 민자사업에 적극적이

채용을 실시하고, 직업공무원제를 보장하지

던 아르헨티나는 사실상 민자사업을 접었다.

않아 한국의 공채문화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브라질 고속철도 사

문이다. 중남미는 정부가 바뀌면 일부 기술직

업은 중국과 우선 협상까지 갔다가 결국 백지

렬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무원이 교체되며, 이

화되기도 하였다. 최근 관심이 높은 콜롬비아

러한 상황에서 이전 정부의 정책이나 계획은

보고타 지하철 사업의 경우, 1950년대 사업 제

하루아침에 변경되기 일쑤다. 교체기간이 짧

안 이후 60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 이르러서야

다 보니 공무원들의 전문성이나 업무 적극성

1호선 사업에 착수했다.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또한 충분하지 못하다.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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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직접 방문한 중남미 한 국가에서는
한국의 정수처리 업체가 수출한 모듈이 해당
국가의 행정처리 미흡으로 인해 자국 내 관세
청에 압류되었으나, 사업담당 공무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아 2년 이상 장비가 방

익숙하지 않은 한국 입장에서는 큰 장벽이 아
니라고 할 수 없다.

4. 지리적 문제와 정보 부족

치된 경우도 있었다. 공무원 인력 풀이 다양하

중남미는 한국의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다.

지 않아 한 번 맺은 인적 네트워크가 결국 도

따라서 비행기를 이용하더라도 20시간 내외가

움이 되기도 하지만, 안정적이지 못한 행정체

소요되는데 이러한 물리적 거리의 문제 또한

계로 인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주도

중남미 진출 시의 장애 요소이다. 과거 통신이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원활하지 않았던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인터넷

3. 라틴 문화권

이 발달된 현재도 시차 때문에 회의 한 번 하
기가 만만치 않다.

중남미를 라틴아메리카라고 부르는 데서도

이러한 현장 접근의 제약은 각종 사업에 대

알 수 있듯 카리브해를 제외한 대다수의 중남

한 정보부족으로 연결된다. 현지 에이전트를

미 국가들에서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 라틴

활용하더라도 신뢰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더

계 이주민이 사회지배계층을 형성하고 있으

많은 의사결정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좋

며, 브라질 이외에는 스페인어가 사용되고 있

은 비즈니스 환경이 아니다.

다. 스페인어는 한국 업체의 중남미 진출의 최
대 장애 요인 중 하나이다. 중남미 현지에서 영
어로는 사실상 비즈니스가 어렵고, 단순한 생
활용어가 아닌 전문적 영역에서의 한-스페인
어 통역도 구하기 쉽지 않다. 각종 법률 제도가
스페인어로 되어 있다 보니, 비효율적 행정체
계와 맞물려 계약, 공사 등에 있어서 예기치 않
은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중남미 문화권에서는 인간관계를 중시
하다 보니 면전에서 반박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의 경우가 없어, 업무협의 과정 중 오해가 생기
는 경우가 많다. 비록 협의 내용에 만족하지 않
더라도 앞에서는 긍정적 의사를 밝히되 실천
은 하지 않는 식이다. 스페인어와 라틴문화에

표 1 ▶ 중남미 현지시장 진출단계 애로사항
구분

멕시코 칠레 페루 브라질 중미 전체

언어소통

12.2 28.6 21.4 20.0 16.4 16.9

현지의 복잡한 행정체계
투자허가기관, 파트너의
잦은 태도 변화

36.5 0.0 21.4 25.0 23.3 27.5

5.4 0.0 25.0 10.0

8.9 9.5

4.1 0.0 3.6 5.0

2.7 3.1

5.4 14.3 3.6 5.0

7.5 6.8

정보 부족

13.5 28.6 10.7 20.0 16.4 15.3

인프라 부족

21.6 28.6 10.7 15.0 24.0 20.0

공장부지 선정 및 시공의
어려움
현지 협력선 물색 및 선정의
어려움
기타
총계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4 0.0 3.6 0.0

0.7 1.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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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읽고 중남미 진출을 간단히 포기

으로 하는 지역개발은행이다. 아시아 지역의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세상에 쉽기만 한 일이

ADB, 유럽의 EDB, 아프리카 AfDB 등과 유사

어디 있겠는가? 그런 쉬운 시장이라면 그 경

하다고 볼 수 있으며, 자본금 규모가 1,710억

쟁 또한 어떠할 것인지는 자명하다. 다행히도

달러로 여러 지역개발은행 중 가장 크다. 미주

중남미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IDB와 같은 국

28개국과 역외 20개국 등 총 48개국이 회원이

제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중남미 개발의

며, 한국은 2005년 4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

중요한 장애 요인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

였다. 한국을 비롯한 IDB 역외 회원국의 개인

고 있으며,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여 외국 기

또는 기업은 IDB가 발주 또는 지원하는 연간

업의 중남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90억 달러 내외의 사업에 대해 상품 및 용역

있다.

공급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미주개발은행(IDB)을 통한 새로운
진출 전략

CABEI, CAF 등 중남미를 대상으로 한 여러
지역개발기구가 있지만, 가장 규모가 크고 역
사가 오래된 곳이 IDB이다 보니, 중남미에서

IDB는 중남미 국가의 개발 지원을 위해 미

도 IDB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국 주도로 1959년 창설된 국제금융기구이다.

IDB는 중남미 회원국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

개발목적의 공공 및 민간자본 투자 촉진, 회원

는데, 소장은 각국에서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국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융자 및 보증, 개발계

중남미 각국의 입장에서 IDB는 국가 신용의

획의 준비, 차관 등 재원조달 및 실행과정에서

마지막 보루와도 같아, 정치적 이유로 사업을

의 기술원조 제공 등이 주요 업무이다. 세계은

좌지우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IDB 지원을 받

행(WB)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개발금융을 지

는 사업의 경우 정치, 경제적 리스크가 적다고

원하는 기구라면, IDB는 중남미 지역을 대상

볼 수 있다.

그림 6 ▶ IDB의연도별대출승인및집행실적 (단위 : Million USD)

그림 7 ▶ 중남미기업의인프라개발금융조달주요선호창구

자료 : IDB Annual Report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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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IDB에서는 부족한 중남미 국가들의

각국에 상주하는 지역사무소를 통해 IDB는

행정 능력을 고려하여 차관사업 진행 시 무상

중남미 각국의 정보가 모이는 허브(HUB) 역

양여 자금으로 기술협력 및 지원사업을 동시

할도 한다. 지역사무소가 각국 중앙부처와 긴

에 진행하여 행정적 문제점을 보완하는 경우

밀히 협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

가 많다. 조달에서부터 감독까지 각종 제도적,

이외에 드러나지 않는 배경까지도 얻을 수 있

기술적 지원을 실시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해

다. 따라서 IDB와 연계된 중남미 사업 진출 시

역량강화 교육도 진행한다.

IDB를 통해 정보부족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
도 보완할 수 있다.

IDB 근무하는 전문가들 중 상당수가 중남미
출신의 스페인어 사용자로 라틴문화에 대한

이처럼 중남미 진출의 중요한 장애 요인인

이해도가 높아, IDB가 사업을 추진할 시 문화

정치 및 경제적 리스크, 비효율적 행정문화, 라

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나 문제는 사실상 없다

틴문화 이해 및 정보 부족 문제의 경우, IDB

고 볼 수 있다. IDB 내에서 다양한 국적과 배

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관리가 가

경을 가진 이들이 논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

능하기 때문에 IDB와 연계한 해외건설 진출은

고, 오랜 기간 정착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중남미 시장에 접근하는 안전하고도 용이한

국제적 관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착오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에
서 검증을 병행한다.
표 2 ▶ IDB그룹 내 한국 신탁기금
명칭

지식협력기금

빈곤감축기금

재정혁신협력기금

중소기업개발기금

설립년도

2005

2005

2012

2005

기구

IDB

IDB

4천만 달러

IDB Invest

출연액

5천만 달러

중점분야

과학기술, 에너지, 교통,
ICT 등

보건, 사회, 교육 등
사회복지 분야

중앙·지방정부 개혁
예산·국가 통계 등
공공분야

중남미 중소기업
경영진단, 기술지원

사업내용

역내 기술개발 및
과학혁신 관련 지원
수원국의 기술력 향상,
제도개선 및 기관
역량강화 지원

역내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빈곤 감축 및
사회개발 사업 지원

역내 국가 비전수립
세제·예산·재정 분야 등
협력

중남미 개도국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자료 : 기획재정부

5천만 달러

IDB

4천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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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해외건설, 기회는 여기에�
한국 정부는 각종 기술협력사업(Technical

관심 사업이 있다면, 사업 초기비용 부담 없이
리스크를 대폭 줄이면서도 사업개발이 가능한
것이다.

Cooperation)을 위한 무상양여와 협조융자 사
업 자금을 IDB에 지원하고 있다. 2005년 가입

먼저 IDB는 사업기획 단계로서 마스터플랜

이후 Korea Trust Fund, Korea Infrastructure

수립, 타당성조사, 중남미 공무원 초청연수 등

Development Co-financing Facility,

을 추진하는데, 중남미 국가로부터 요청을 받

Knowledge Sharing Program(KSP) Joint

거나 한국 정부나 기업의 수요를 조사하여 진

Consulting을 설치하여 약 500개 사업에 총 3

행한다. 무상 지원 규모는 개별 사업당 적게는

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최근에는 IDB 그룹 내

20만 달러에서 많게는 100만 달러까지도 있는

에서 민간기업 금융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IDB

데, 통상 50만 달러 내외이다. 한국의 기술과

Invest에도 한국의 Korea Co-Financing Fund

경험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보니, 국제경쟁입

를 추가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운영 중이다.

찰임에도 대부분 한국 용역업체 또는 전문기
관, 대학 등의 수주가 가능하며, 개인 컨설턴트

IDB는 단기간 내 높은 경제성장과 기술발전

고용도 가능하다.

을 이룩한 한국 모델이 중남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교통, 에너지, 수자원 및 환

이렇게 기획된 사업 중 중남미가 희망하는

경 등의 인프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한

경우 IDB차관사업을 진행하며, 한국 정부의

국의 기술과 경험을 배우고 도입하기 위한 기

협조융자가 패키지로 제공되기도 하는데, 우

술협력 사업과 협조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

리 정부는 한국 업체 수주 가능성을 함께 고려

다. 따라서 해외건설을 희망하는 기업 또는 기

하여 협조융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원칙적

관에서는 IDB를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이 사

으로 국제경쟁 입찰이기는 하지만 기획단계에

업을 IDB로부터 수주 받아 시행할 수도 있다.

서부터 한국의 기술, 경험을 전제로 사업이 개

표 3 ▶ 지역별 민간부문의 인프라 투자 비중 비교
중남미

동아시아/태평앙

유럽/중앙아시아

중동/북부아프리카

1990~2015

1990~2010

2011~2015

17.0

19.5

11.9

39.5

16.8
4.4

37.7

14.8
4.9

43.1

20.9
3.3

남아시아

15.8

16.6

14.0

전세계

100.0

100.0

100.0

사하라이남아프리카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6

6.5

6.8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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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IDB 협조융자협정 서명식
자료 : 연합뉴스

발되는 경우, 한국 기업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IDB는 한국 민간기업의 중남미 사업 진출

것은 자명한 만큼 사업발굴 시점부터 한국 민

기회 확대 및 협력 아이템 발굴을 위해 연중

간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수시로 한-중남미 세미나, 초청연수, 비즈니
스 미팅 등을 개최하고 있어, 한국 기업에서 정

특히, 최근에는 중남미에서 투자개발형 민자

보 수집, 사업상담 등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

사업(PPP)에 대한 관심이 높아 IDB도 중남미

다. 2019년의 경우 해외건설과 관련하여 5월

진출 민간기업에 대한 민간 금융지원을 강화

도시분야, 6월 수자원 및 환경분야 등 중남미

하고 있다. 이를 위해, IDB그룹에서 민간금융

공무원 초청연수 및 기업 미팅이 개최되며, 10

기능을 담당하는 IDB Invest를 통해 대출을 시

월경에는 중남미 100여개 기업 및 발주청을

행하고, 대출규모 확대를 위해 타 금융기관과

한국에 초청하는 비즈니스 미팅이 계획되어

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과는 2018년

있다. 이외에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는 필자가

11월 NH투자증권과 3억 달러 규모의 투자펀

수시로 사업 수요를 접수하고 있으므로, 이메

드 조성 MOU를 맺고, 공통 관심 사업에 대한

일 등을 통해 직접 연락하는 것도 가능하다.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 사업지원
을 위한 기획, 조사 등에도 한국펀드 무상 지원

지금까지 IDB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과

이 가능하므로 한국 업체에서 관심을 가져볼

이를 활용한 해외건설 진출 전략에 대해 살펴

만하다.

보았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

K-BUILD저널 2019. 6

은 상황에서 중국, 일본 등과의 해외건설 경쟁

이 많은데, 효과만큼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또한 심화되고 있다. 기존의 단순 도급방식으

사실을 느꼈다. 앞으로 IDB를 통한 중남미 진

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든 것이 사

출에 많은 관심과 다양한 사업논의가 있기를

실이다. PF, PPP 등 보다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기대한다. 우리 건설기업에 중남미가 그야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IDB에 근

로 황금의 땅이 되기를 희망한다.

무하면서 해외건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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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민관협력사업)의 추진절차/
정부의 역할 및 책임

PPP Processes and Institutional Responsibilities
조 제 우 도화엔지니어링(CP3P) / 김 재 연 대림산업(CP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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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사업 (Public Private Partnership)

인절차를 진행한다. 이와 같이 PPP 프로젝트

은 “민간과 정부간의 장기간의 계약으로, 민

의 Process를 반복적인 평가와 승인이라는 접

간이 공공자산(Infrastructure) 또는 서비스를

근 방식으로 취해야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제공하면서 중요한 위험과 관리책임을 부담

로 구분할 수 있다.

하며, 성과에 연계된 보수를 받는 것이다”라
고 World Bank 가이드북은 정의하고 있다. 하

첫째, 해당 정부의 제도적인 책임 문제 때문

지만, 공교롭게도 OECD나 IMF, European

이다. PPP 프로젝트의 검토 및 승인을 견고히

Commission, S&P, EIB 등과 같은 공신력 있

하지 않았을 경우, 잘못 평가되고 검토된 프로

는 기관에서도 글로벌 PPP에 대한 전 세계적

젝트가 전체 PPP 프로그램을 위태롭게 할 수

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정의는 없다고 가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승인을 위해 감독기관

드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다

을 적시에 참여시키는 제도적인 책임을 부여

양한 형태로 PPP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

할 필요성이 있다.

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World Bank
나 ADB와 같은 다자간개발은행들(MDBs)은

둘째, 성공 가능성이 떨어지는 PPP 프로젝트

글로벌 PPP에 대한 지식체계를 표준화하여

를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자원의 낭비를 줄일

Platform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본 장에서는

수 있다. PPP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은 장기

World Bank PPP Reference에서 가이드 하고

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비용이 많이

있는 PPP Process 및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해야

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검토중인 PPP 프로젝트

할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한다.

가 양질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사업초기에 확인

1. PPP 프로세스

을 잘 하여야 예산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림 1.1] 전형적인 PPP 프로젝트의

전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는 PPP 프로젝트

Process에서 볼 수 있듯이, PPP 프로젝트를 개

를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발하고 이행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우선시되

Process를 마련해 두었는데, 이와 같은 표준화

는 공공 투자 프로젝트를 식별(Identification)

된 PPP 프로세스는 다양한 PPP 프로젝트가 정

하면서 시작된다. PPP는 공공투자 프로젝트

부의 목표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개발되도록

를 추진하는 한 가지 방법이며, 장기간에 걸

체계화할 수 있으며 관련된 다양한 이해 당사

친 PPP 프로젝트의 사양을 "locks in”하는 방

자들간의 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법이다. 그러므로 해당 정부에서 추진하기 위
한 PPP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공공투자계

전형적인 PPP 프로젝트의 Process는 [그림

획 및 프로젝트 선정 프로세스에서 도출된

1-1] 과 같으며, 각각의 PPP 프로젝트를 여러

다. 이 선정 과정에서 Pipeline에 속해 있는

단계에 걸쳐 평가하고 각각 핵심 단계에서 승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일부 또는 전체가 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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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행 될 경우, PPP로 사업을 추진할 시
더 많은 VfM를 제공할지의 여부를 평가하

① “PPP 프로젝트의 구조화 및 평가단계”

공공투자프로젝트 중 우선순위에 있는 프

는 선별(Screening) 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로젝트가 PPP 프로젝트로 분류되고 잠정적으

세부적으로 PPP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실행

로 승인되면, 그 다음 단계는 PPP 프로젝트의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의 절차가 필요

구조화(Structuring) 및 주요 상업조항의 검토

하다.

단계를 거치게 되며 여기에는 계약의 형태, 리

그림 1-1 ▶ 전형적인 PPP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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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 할당 (allocation) 및 지급조건 (Payment
Mechanism) 등을 포함하게 된다.

PPP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예비입찰자
는 입찰참가자격(PQ)과 해당분야의 기술적,
재무적 제안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 해당 정

제안된 PPP 프로젝트의 구조화 및 평가 분

부에 제출한다. 이 제안서는 RFP(제안요청서)

석(Appraisal analysis)은 종종 해당 PPP 프로

에 의해 따라 평가되고 낙찰자가 선정되는데,

젝트가 올바른 투자 결정(Good Investment

종종 2단계 이상의 다단계 프로세스에 따라 진

decision) 인지를 입증하기 위해 유사사업 사

행되기도 한다. 제안서의 평가는 특히 프로젝

례 조사를 통한 프로젝트의 평가를 진행하며,

트 제안비용 및 기술적 준수사항과 같은 기준

이를 토대로 다음 단계로 진행할 지의 여부를

들에 의해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

결정하는 승인(Approval)이 요구되어 진다.

로세스에서는 PPP 프로젝트의 계약 전 준수사

② “PPP 프로젝트의 계약서 구성 단계”

항의 적합여부 및 제안비용에 대해 최종 승인
을 받도록 되어있다.

PPP 프로젝트의 조달을 위해 준비하는 최종
단계는 PPP 프로젝트 계약서(Up-Stream)와

해당정부의 계약기관(Contracting

기타 계약서(Down-Stream)를 작성하는 것이

Authority, 조달기관 등)과 SPV(프로젝트를

다. 이 계약서에는 상업적 원칙(Commerical

수행하기 위해 만든 특수목적회사) 사이에 맺

principle)을 담은 계약 조항, 계약기간 중 변경

는 양허계약(PPP agreement, Up-Stream)에는

사항의 관리 및 계약관리 방식 (분쟁 해결 메

SPV와 제3자 계약자간에 체결된 주요 하위 계

커니즘 등)과 같은 계약 조항이 포함된다. 이

약들(Down-Stream, 즉, 건설 계약 및 운영유

단계에서의 초안 계약서의 작성은 대부분 예

지계약 등)을 포함할 수도 있으며, 최종적으로

비(잠재적) PPP 프로젝트 입찰자와의 협의를

금융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PPP 프로젝트의 계

위해 조달 프로세스(Procurement Process)의

약단계(PPP Transaction)가 완료 된다.

초기단계에서 완료되기도 한다.

③ “PPP 프로젝트 실행 단계”

기술적, 계약적, 재무적으로 PPP 프로젝트의
실행 준비가 마무리되면 해당 정부는 PPP 프

PPP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해당 정부는

로젝트 양허 기간 동안 계약을 관리해야 한다

프로젝트 실행단계에서 PPP 프로젝트를 실행

(Contract management). 즉, 해당 정부는 PPP

할 민간참여자를 선정(Select)하게 되고, 이 절

프로젝트의 계약요구사항을 모니터링 또는 감

차는 보통 경쟁적 조달 프로세스(Competitive

시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각 이해 당사자들과

Procurement process)1)에 의해 실행된다.

프로젝트를 관리해 나간다.

1) 경쟁적 조달 프로세스(Competitive Procurement process)는 주로 Solicited Proposal(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에서 이루어지며,
Unsolicited Proposal(순수 민간제안사업)에서는 최초제안자 외의 제3자 공고를 통한 Third Party 참여를 유도하는 조달프로세스의 형태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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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전 단계 절차를 정부가 수행(Solicited

Draft PPP contract 단계는 앞선 구조화

Proposal)하는 것의 대안으로, 민간이 PPP 프

(Structuring) 단계에서 작성된 내용을 기초로

로젝트를 식별하고 제안할 수도 있는데 이는

해당 PPP 프로젝트의 건설과 운영을 위해 성

순수 민간제안사업(Unsolicited Proposal)이라

능 요구사항 및 상업적 조건들을 계약의 형태

고 하며 몇몇 정부는 이런 프로젝트들도 정부

로 정의하고, 실제 프로젝트의 실행 중에 발생

고시 민간투자 프로젝트들과 동일한 평가 및

되는 각 이해 당사자들간의 계약적 책임 사항

원칙의 적용을 받게 하기 위해서 Unsolicited

을 조정하며, PPP 프로젝트 종료 조건 등을 정

Proposal을 위한 요구사항과 절차를 가지고

의하는 단계이다.

있다.
Manage PPP transaction 단계는 PPP
[그림 1-1]의 전형적인 PPP 프로젝트의

process 중 입찰프로세스로 프로젝트를 위해

Process를 토대로 요약하여 보면, 먼저 Identify

조달 전략을 구상하고 PPP 프로젝트의 공고,

Priority Project 단계는 해당 정부의 공공투자

입찰자의 자격을 평가하는 단계이며, 최종적

계획 Pipeline(우선순위)에 있는 프로젝트 중

으로 Financial close(금융종결)이 되면 일반적

적합한 것을 식별하는 것이다.

으로 PPP 프로젝트 계약의 체결이 완료되었다
고 본다.

Screen as PPP 단계에서는 PPP 프로젝트가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성 등의 목적

마지막으로 Manage PPP contract은 계약

에 적합하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며, 본 사

체결 이후에,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 이후

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에 진행되는 계약적 변경사항 및 프로젝트 진

의 구조인지를 선별하는 프로세스이다.

행사항 등을 관리하는 단계이다.

다음으로 Structure PPP 단계에서는 PPP 프
로젝트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리스
크 할당 (allocation), Payment 메커니즘을 고

표 1-1은 PPP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관련법
규 예시이다.

능성(Economical feasibility), 상업적 실행

2. PPP 프로젝트 개발 및 실행 단계
에서의 정부의 책임

가능성(Financial feasibility, bankability),

PPP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VfM(Value for Money) 그리고 재무적 책임

서는 PPP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투자지원

(Fiscal feasibility)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을

확약(Commitment) 및 해당 프로젝트의 전문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PPP로 조달할지 결정하

성이 필요하며 해당 정부 부처 및 구성원들이

는 단계이다.

해당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려하여 프로젝트를 구조화 하고, Appraise
PPP 단계에서 프로젝트의 경제적 실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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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 PPP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관련법규
구분
칠레

이집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관련법규

Concessions law

(CL 2010b, Chapters II and III, Articles 2-14)
Guide to developing PPPs (EG 200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Public‒Private Partnership Infrastructure Projects
: Case Studies from the Republic of Korea

PPP Guidelines of the Government of Malaysia
(Dobbs et al. 2013, 11)

PPP Law(MX 2012, Articles 14, 21‒25, 38‒51, and 52-59)
Peru’s Legislative Decree No.30167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Philippines
BOT Law (PH 2010, 11‒51 and Annexes)

Puerto Rico, the PPP Act (PR 2009, sections 7‒10)
South Africa PPP Manual (ZA 2004a)

Spain’s Public Procurement Law (ES 2011)

특정 Sector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의 이해,

재하며, 한국에서는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능력, 계약

PIMAC(공공투자센터)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구조화의 전문성, 조달 및 계약 관리의 전문성,

있다.

민간참여자와의 협상력 등 역시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진다.

본 장에서는 PPP 프로젝트의 식별 및 개
발, 실행과 PPP 계약관리로 나누어서 각각의

일반적으로 공공자산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Stage에서 각 해당 정부부처의 역할과 그 구성

위한 PPP 프로젝트의 수행에 대한 책임은 해

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

당 정부 (Ministry, department or agency)에
있으며, PPP 프로젝트의 개발 초기단계에서
상기와 같은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당

2.1 PPP 프로젝트의 식별(Identification)

정부 내 별도의 PPP관련 정부 기관이 참여하

앞서 PPP 프로세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Central PPP Unit이

PPP 프로젝트는 국가 단위의 공공투자 계획

라고 한다. 이런 Central PPP Unit은 선진국(영

및 프로젝트 식별 단계에서 시작한다. 따라

국, 캐나다, 호주 등)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서 공공투자 계획 중 우선순위에 있는 프로젝

(필리핀, 콜롬비아, 남아프리카 등)에서도 존

트 식별의 책임은 해당사업과 관련한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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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정부 부처 (agency)에 있으며 이는 공공

인 조달 방식) 방식으로 할지를 결정할 때, 공

부문의 재무 관리 및 계획(Public Finance

정한 평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management and planing)을 위해 해당정부의

PPP Process 상에서 Appraisal stage에 해당된

재무부의 관리를 받는다.

다. 특히, 지방정부(At sub-national level)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더욱더 기술적

PPP 프로젝트의 식별 단계에서 PPP 프로

제한 및 금융 시장에 제약이 존재하며 상위 정

젝트를 위한 특수한 PPP 조직인 Central PPP

부 기관에 편승(Free riding) 하는 것이 더 매력

Unit 혹은 Dedicated PPP Unit이 참여하기도

적인 상황인 경우에 유의해야한다. 해당정부

하는데, 해당 정부 부처 (agency)에서 PPP 프

의 관습적인 전통적인 조달방식의 적용은 PPP

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방식이 오히려 납세자 및 사용자에게 더 큰 편

못한 경우, 초기단계에 투입되어 Screening(선

익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PPP보다

별)을 지원한다.

전통적인 조달 방식을 유지하려는 경향으로
유도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재정적 부담을 갖고

또한 PPP Unit은 해당 정부 부처(agency)가

있는 해당정부가 PPP 조달방식이 가장 효율적

PPP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

인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PPP를 사용하려

는 상황(예를 들어, PPP에 대한 Negative 인식

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을 가지고 있는 경우)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
거나, 공공투자계획상 우선순위에 없음에도

또한, 몇몇 해당 정부에서는 PPP 조달방식

불구하고 PPP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것을

을 확대하고 담당 공무원의 행동방식을 교정

억제할 수 도 있다. 후자의 경우 프로젝트 승인

하기 위해서 PPP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항상

절차 (Approval process)를 구조화함으로써 극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니다. 이러

복할 수 있다.

한 인센티브는 프로젝트의 조달 의사 결정시

2.2 공평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 vs. 왜곡된 인센티브(Perverse
incentives)
공평한 경쟁의 장이란 프로젝트의 조달을
PPP로 할 것인지 아니면 Non-PPP(전통적

에 왜곡된 편향(Bias)을 불러올 수 있는데 영국
의 PFI credit가 그 예이다.2) 어떤 정부에서는
PPP만을 위한 혹은 Non-PPP만을 위한 예산
을 따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프로
젝트 조달에 관한 의사결정 단계에서 최적화
(optimal) 되지 않은 그릇된 조달 방식을 선정
하게 만들 수 있다.

2) 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로 영국에서 나타난 Government-pays PPP의 한 형태이다. PFI Credits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프로
젝트에 중앙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PFI Grants라고도 불렸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Optimal한
Option이 아님에도 PPP를 선택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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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프로젝트 개발 및 실행

인지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예를 들면
표2-1과 같다.

PPP 형태를 구조화(Structuring)하여 리스크
를 식별 및 할당(allocation) 하고, 계약서를 작

하지만 해당 정부 부처는 초기 단계의 PPP

성(designing Contract)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민간사업자와 민간자본

개발 및 실행, 그리고 입찰을 통해서 민간참여

이 참여하는 PPP 프로젝트를 관리함에 있어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전 단계는 모두 해당 공

필요한 전문성과 지식영역 등 경험이 부족할

공자산(Asset)이나 서비스(Service)를 제공하

수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형태의 방법을 사

는 정부 부처에 책임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용하여 보완한다.

이런 정부 부처를 보통 Contracting

1) Dedicate PPP Unit의 이용 : PPP 사업을

Authority 혹은 Contracting agency라고 지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칭하는데, 이 조직이 PPP 양허 계약상 공공파

축적하는 기관으로 PPP 프로젝트 실행을

트너(Public partner)가 되기 때문이다. 해당

위해서 Contracting authority를 지원한

정부의 PPP 법이나 정책 (Policy)에서 어떤 정

다. 하지만 종종 PPP Unit이 주도적으로

부부처가 PPP 양허계약을 위한 Contracting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데 칠

authority가 될 수 있으며 그들의 책임이 무엇

레의 경우 PPP law에 따라서 Ministry of

표 2-1

국가

필리핀

탄자니아

콜롬비아

법령

BOT law

(PH 2006)

내용
PPP를 발전시키고 실행하는 책임을 정부 부처 등에 위임하는데, 이러한 정부
부처에는 Government Owned, Controlled corporations, Government ﬁnancial
institution, State university and College, Local Government unit 등이다.
이 조직들은 PPP 프로젝트 프로세스를 관리할 Pre-qualiﬁcation, Bidding, Awards
Committee를 구성한다.

PPP Law

Contracting authority는 프로젝트 개발을 할 책임이 있으며, 여기에는 프로젝트 식별,
Feasibility study, 환경영향평가, PPP 계약서 작성 및 실행 등이 포함된다.

Manual for PPP

Contracting authority는 정부 부처나 특정 Sector의 기관, 지방 및 지역 정부기관이
가능하며, 적격성과 VfM분석을 하여 PPP Unit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PPP Unit은 PPP 관련 정책을 실행하고, Contracting authority와 유기적으로 조달
과정을 관리한다.

(TZ 2010)

Procedure

(CO 2014, Chapter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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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work이 각 정부 부처를 대신하여
PPP 사업을 주도한다.
2) Interdepartmental committee 구성 : 역할

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4 PPP 계약 관리

이 서로 다른 다양한 정부 부처를 소집하

프로젝트의 성과 (Performance) 및 계약

여 PPP 프로젝트를 관리하게 하며, 재무

의 관리 책임은 보통의 경우 Contracting

부나 기획부, 법적 대리인 등이 참여한다.

Authority에게 주어진다. 해당정부의 상위 기
관 (Line ministry)이나 정부부처 (agency)는

3) 전문화된 각각의 정부 부처가 PPP 추진

PPP 프로젝트의 모니터링을 위해 충분한 기

단계에 맞추어 참여 : 페루의 경우 PPP 프

술적인 지식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

로젝트 조달시에는 조달청이, PPP 프로젝

이지만, PPP 프로젝트의 각각의 당사자들과

트 계약 관리시에는 규제당국이 참여하여

이해관계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3의 외

PPP 사업을 수행한다.

부 전문 조직(Engineering firm, researching
institution, specialized monitoring activities)

PPP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진 정부라 할지

을 활용하는 국가도 있다. 그 사례로 브라질에

라도 내부적으로 PPP 프로젝트를 수행할 전

서는 PPP performance 점검을 위해서 독립적

문가나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인 검증 업체 (independent verifier)를 고용하

3)

이를 위해 PPIAF와 EPEC 에서는 외부 전문

여 추진하였으며, 프랑스에서는 병원 PPP 프

가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

로젝트의 Performance를 관리하기 위해 별도

며 각각의 외부 전문가들은 그들의 전문 분야

의 Engineering 회사를 활용하여 추진하였다.

(Technical task, feasibility study, drafting PPP
contract)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PPP 계약을 관리함에 있어서 계약기
간 동안 발생하는 불가피한 변화는 계약 관리

개발도상국에서는 비용 등의 문제로 외부전

를 함에 있어 매우 복잡한 형태로 만들 수 있

문가 활용을 꺼려하는데, 충분한 역량을 가진

는데. 이 때 계약 관리 역할을 수행할 특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

조직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단적인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로 민간사업자는 이런 외부 전문가를 영입
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에

1) 영국에서는 재무부(Treasury) 를 대신

게 유리한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협

하여 계약관리를 전담하는 조직(Task

상시에 정부측 입장에서 동등한 수준의 전문

Force) 을 만들었고 이 조직은 점차적으

3) PPIAF : Public-Private Infrastructure Advisory Facility
EPEC : European PPP Experties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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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PPP Unit으로 더욱 발전하였는데 이

PPP가 PPP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직에서 수 많은 PFI 프로젝트의 계약 관

정부 부처의 책임 및 역할을 의미한다면, 하기

리를 지원하고 공공계약을 위한 다양한

의 내용은 PPP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

Guide line을 발표하였다.

한 제3의 승인 역할을 다룬다.

2) 칠레에서는 PPP 계약관리 및 Performance

전 세계 많은 정부에서는 PPP 프로젝트를

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다양한 정부 부

수행하기 위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구를 설

처를 대신하여 Concession Unit of the

치/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PPP가 프로젝트

Ministry of Public work이 그 역할을 수

의 조달의 일종 이므로 국가의 공공투자계획

행한다. 다만 이러한 PPP Unit의 참여는

(Public Infrastructure investment plan)과 목

계약관리상 특수한 상황이나 일반적이지

표에 부합되면서도 PPP의 적합성(Suitability)

못한 상황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

을 의미하는 VfM와 정부의 재무적 능력

에서도 PPP Unit 인 PIMAC(공공투자센

(Fiscal feasibility)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 동시

터)이 프로젝트 Life Cycle 상 가장 민감

에 당장 정부의 예산이 투자되지 않으므로 기

한 시공 단계에서 PPP 프로젝트의 계약을

존 조달방식과는 다른 별도의 관리조직이 필

관리하기도 한다.

요하다. 이러한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국제적으
로는 Gateway라고 지칭한다. 이러한 Gateway

3) 제3의 외부 규제 기관 (regulator)에게 계

는 여러 단계를 두고 설정을 하기도 하지만, 최

약 관리의 책임을 이양하는 것도 가능하

소한 양허계약 (PPP agreement) 체결 시에 반

다. 하지만 Transportation PPP에서 계약

드시 이러한 Gateway는 단계를 두는 것이 일

서상 Fee Collecting에 대한 Mechanism

반적이며, 그 이유는 실제로 민간참여자와 계

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경우 해당정부

약하기 전까지는 본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전

의 규제 당국 (Regulator)과 PPP 계약관

체 비용을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리 기관이 충돌을 할 수도 있으며, 이는
계약 관리기관의 입장에서는 공공의 이익

Gateway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보통 해

을 중시하는 한편 규제 당국에서는 제도

당 정부의 재무부 (MOF)에서 담당을 하는데

화된 내용을 유지하려고하기 때문이다.

해당 조직이 정부의 예산 및 예산의 집행 방향,

3. PPP 프로젝트 추진 과정 검토 및
승인 단계에서의 정부의 책임

재정관리 등을 담당하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
문에 많은 Central PPP Unit이 재무부 산하의
공적인 기구로써 Gateway 역할을 담당한다.
그 외에도 기획담당 부처나 법무부, 혹은 정부

앞서 설명한 PPP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의 Legal advisor 등이 이러한 Gateway의 역

Institutional Responsibility in implementing

할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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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 전형적인 PPP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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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적합성 등을 검토하는 데 유리하나 그만큼

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부족한 경우 이를 보

사업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최종적인 승인은

완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

보통 해당국가의 의회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

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PPP central Unit 혹

는데, 이로써 해당 사업을 PPP의 조달형태로

은 Dedicated PPP Unit 이라고 칭하는데 한국

민간 파트너와 계약을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

에서는 KDI(한국개발연구원) PIMAC(공공투

한다.

자센터)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PPP
Unit의 역할 및 정부 조직에서 위치는 각 정부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PPP 계약이 정

마다 조금씩 상이하며, 이는 해당 국가의 PPP

부의 중기적 예산 계획(Midterm budget

발전과정과 제약사항, 프로젝트 우선순위 등

plan) 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PPP

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사업의 특성상 정부의 지급 의무(Payment
liability)는 건설 이후부터 계약기간인 20년

PPP Unit 역할은 크게 정책적 가이드라

~30년 사이에 분할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정

인 (Policy guidance), 역량강화 (Capacity

부의 중기적 예산계획 반영에 놓치기 쉬운

building), PPP의 홍보(PPP Promotion), 기술

부분이다. 이러한 내용을 확정채무/우발채

적 지원(Technical support), 의사결정 지원/통

무 (Direct / Contingency fiscal liability) 이

제(Gate-Keeping) 등이 있다.

라고 하는데 PPP Unit에서 이런 부분을 놓치
지 않고 중기적 예산 계획에 같이 검토가 되

Policy guidance and Capacity building은

게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몇몇 정부에서

PPP Unit이 국가차원에서 PPP를 위한 정책의

는 각 부처들을 통합하여 정보를 공유하게 하

방향 및 절차를 정의하고 각 정부부처에서 사

는 Interdepartmental committee를 구성하는

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역할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 참여한 정부 부처들은

을 하는 것이다. 이는 종종 PPP 프로젝트를 위

Gateway에서만 사업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

한 Guide book을 제작하거나 표준화된 문서

라 PPP 프로젝트의 개발 전 과정에 대해 모니

를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터링 하는 것이 좋으나 현실적인 제한이 있어
PPP Unit이 이 역할을 보조하게 한다.

4. 전문화된 PPP Units

PPP Promotion은 정부 부처나 민간 시장에
PPP 조달방식의 효용 및 발전 가능성을 홍보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부
처는 기존의 전통적인 조달 방식 (Traditional

PPP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해

Procurement)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를 더 선

당 정부 (Public agency or Contracting

호하는 편이나 VfM 입장에서 볼 때 PPP 조

Authority)가 PPP 프로젝트의 선정부터 계

달방식이 전통적 조달방식에 비해 더욱 효과

약 종료시까지 성공적으로 PPP 사업을 추진

적일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여 PPP를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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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민간 영역에서 활

위에서 언급한 세르비아의 경우 PPP

동하는 다양한 Player들과 투자자들에게 해

Commission이라는 조직이 PPP Unit으로 활동

당국에서 진행할 PPP프로젝트에 대한 내용

하는데 PPP process 중에서 각 프로젝트들을

을 홍보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말한

평가하고 승인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

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PPP를 민영화

는 Gate keeping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Gate

(Privatization)와 혼돈함으로써 발생하는 해

Keeping 역할을 위해 PPP Unit을 조직할 때에

당정부 국민들의 거부감도 해소시키는 역할을

는 그에 걸 맞는 강제 사항(예를 들어 프로젝

수행하기도 한다.

트 면밀한 조사, 계약서 초안의 검토, 입찰 과
정 지원)과 프로젝트를 위한 자원의 제공 능력

Technical support는 실제로 PPP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 필요한 기술적 역량을 지원

(자금 뿐만 아니라 PPP 조달방식에 대한 전문
지식 등) 이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앞서 본 Implementing PPP에서
언급한 절차의 한 부분에 속하여 지원하는 것

PPP Unit의 정부 구조상 위치는 그 기능과,

을 말한다. 한 가지 사례로 최근 PPP 법을 개정

기존 정부의 구조, PPP에 대한 경험 등에 따라

하고 Single pipeline을 만든 세르비아의 경우

다를 수 있는데, Gate keeping의 역할은 대부

EU 산하의 PPP 전문 기관인 EPEC (European

분 재무부 (MoF, Ministry of Finance) 나 기

PPP Experties Centre)의 기술적인 지원을 받

타 관리 감독기관에, Technical support를 위

아 PPP 법을 개정하고 정부 조직을 보완하는

해서는 별도 조직이나, 조달청 혹은 PPP 프로

한편, 프로젝트 식별(Project identification)

젝트를 다수 추진하고 있는 지방정부에도 존

및 우선순위 선별(Prioritization)을 통해서

재할 수 있다. PPP Promotion의 역할은 대부

Pipeline을 작성하여 민간시장에 공개하였다.

분 투자청 산하에 존재한다.

Gate-keeping은 PPP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

한국의 경우 PIMAC(공공투자센터)은 기획

어서 Go/No-go Decision을 내리는 것을 의미

재정부 소속으로 분류되며 예비타당성 조사

한다. PPP Process에 의해서 프로젝트의 식별

와 같이 공공투자에 대한 검토 및 Go/No-go

부터 계약까지 진행되는 과정 간에 이러한 결

의 의사결정 지원 역할, 즉 Gate keeping 역할

정을 내리게 되는데 올바르지 못한, 즉 VfM를

을 수행한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얻을 수 없는 프로젝트가 아무 통제 장치 없이

나라(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남아프리카, 인

추진이 되었다가 무산이 되면 그간 투자된 비

도,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PPP Unit을 재무부

용과 시간이 매몰비용화(Sunken cost) 되므로

산하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모두 PPP 프

이를 방지하고자 앞단에서 몇 차례에 걸쳐 심

로젝트 조달에 있어 Gate Keeping의 역할에

사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무게를 두기 때문이다. 재무부에 속해있지 않
는 PPP Unit을 두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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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시 재무부 산하의 PPP Unit을 설립하여

Dedicate PPP Unit은 PPP의 Expert 집단

Fiscal liability와 Risk를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

으로 보통 Gateway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

하게 한다.

문에 해당정부의 재무부 산하에 존재하는 것

요약

이 일반적이며 PPP 사업 초기부터 PPP 사업
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 부처 (Public sector,
Contracting authority, agency)에 다양한 분야

앞서 본 내용과 같이 전형적인 PPP Process

(Technical support, feasibility study, Drafting

는 정부의 공공투자계획 (Public Investment

Contract) 등을 지원하여 원활하게 PPP 프로

Plan)으로부터 PPP 프로젝트를 식별 및 분

젝트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류(Identification/Screening), 평가 및 구조화
(Appraisal/Structuring), 계약서 작성 및 계약

Gateway는 일부국가에서는 PPP Unit 외에

(PPP contract drafting and PPP Transaction),

도 재무부나 조달청이 참여하여 개별의 PPP

계약 관리 (Contract management) 로 이루어

프로젝트가 더 많은 자원과 시간을 소비하기

져 있으며 각 단계별로 정부 부처에서 담당해

전에 프로젝트의 추진 가능성과 타당성을 점

야 할 역할과 책임에 대해 알아보았다.

검하는 일종의 관문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적
으로 4단계의 Gateway를 운영하며, 타당성조

정부의 역할 및 책임은 크게 Implementing

사가 완료되어 PPP로 조달 가능한지 판단할

PPP로 PPP 사업을 추진하는 측면과 Approval

때, 공공입찰 입찰서를 발표하기 직전에, 민간

and Review를 진행하여 PPP 프로젝트의 진행

의 입찰서를 받아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계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측면으로 구분하

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PPP 계약 직후의 단

였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각 정부 부처

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의 역할이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작용해야
성공적인 PPP 프로그램이 완성되어지며 이를

PPP Process는 각국의 PPP 법적 체계와 상황

위해서 Interdepartmental committee를 구성

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하거나 Central PPP Unit을 신설/활용하는 사

는 없지만 본 장에서 살펴본 PPP Process 및 정

례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았다.

부의 책임사항을 통해 국내 민간사업자가 향
후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PPP 프로젝트에

특히 Dedicate PPP Unit 또는 Central PPP
Unit이라고 불리는 조직은 PPP 프로젝트를 개
발하는 과정에서 Gateway의 역할을 하고 있
으며, 한국에서는 KDI PIMAC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참여하고자 할 때, 활용하기 위한 가이드가 되
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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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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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mination and Liquidated
Damages

1) 사실 관계
PTT Public Company(이하 ‘PTT’)는 소프

계약 해지(Termination)와 관련하여 수반되

트웨어와 관련되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계약

는 여러 가지 쟁점들 중에 논란이 되는 한 부

을 Triple Point Technology사(이하 ‘Triple

분이 지체보상금(Liquidated Damages1))을 어

Point’)와 체결한다. 계약에는 기성 지급은

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즉, 공사가 지

Milestones에 따라 특정 일자에 지급하는 것으

연되어 지체보상금이 발생되고 결국 계약이

로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계약에 따른 일들

해지되는 경우 지체보상금 부과를 어떻게 처

이 지연되었으나 Triple Point는 정해진 날짜

리하는 지에 대한 문제이다. 최근 Triple Point

에 따른 기성지급을 신청하였다. 물론 PTT는

2)

Technology v PTT Public Company 에서 상

Milestones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성

세히 논의되고 결정되어서 동 판결을 살펴본

지급 신청을 거절한다. 이에 Triple Point가 기

다. 본 판결은 국제건설계약 사례는 아니지만

성 미지급을 근거로 일을 중단(Suspension)하

해당 판결 원칙은 결국 관련 건설계약에도 적

자 PTT는 계약을 해지한다.

용될 것이다.

1) FIDIC에서는 Liquidated Damages를 Delay Damages라고 표현함.
2) Triple Point Technology Inc v PTT Public Company Ltd [2019] EWCA Civ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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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여러가지 논박의 쟁점 중에 과연

살펴보고,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발주자의

PTT는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청구할 수

권리를 계약해지 전에는 지체보상금 그리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해당 계약

계약해지 이후에는 일반 손해(Damages)로 구

규정은 다음과 같다.

분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으로 보이며 맞지 않
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한다.

“the penalty at the rate of 0.1% (zero point
one percent) of undelivered work per day

“It may be more logical and more

of delay from the due date for delivery up

consonant with the parties' bargain to

to the date PTT accepts such work”

assess the employer's total losses flowing
from the abandonment or termination,

본 사안에 대해서 1심법원은 PTT는 지체보
상금을 받은 자격이 있다고 결정한다. 즉, 미완

applying the ordinary rules for assessing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공된 Milestones와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
까지 지체보상금을 받은 자격이 있다고 판결

[계약위반에 따른 일반적인 손해를 평가하

한다. 이에 Triple Point사는 항소를 한다.

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계약 포기나 해지

2) 법원 판결

로부터 발생되는 발주자의 전체 손해들을
평가하기 위한 양측의 협의와 더 일치하며
더 조리에 부합한다.]

항소법원은 원고인 Triple Point의 주장을 받
아들여 1심판결을 뒤집고 계약이 해지된 상황

따라서 미완공의 Milestones에 대한 지체보

에서 미완공 Milestones에 대해서 발생된 지체

상금에 대한 자격은 계약해지가 되면 모두 사

보상금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다. 항소

라지며, 지연에 대한 일반적인 Damages를 주

법원은 본 문제된 건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유

장한 권리로 대체된다는 것이 적합한 해석이

사한 사례에서 모두 각각의 계약 조항의 정확

라고 판결한다.

한 단어와 문장 내용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졌
다고 보고 해당 Authorities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계약해지를 넘어서 인정한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한다.

3) 해설
일반적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계약이 해지되
는 경우에 발주처는 계약해지 전까지는 지체
보상금 규정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부과하고,

법원은 지체보상금은 계약해지 시까지만 적

계약해지 이후에는 일반 손해를 청구한다. 하

용되고 계약해지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만 본 판결은 계약해지 전과 후 모두 일반

입장이 과연 정확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우선

손해를 청구해야 한다는 것인데, 발주처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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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법률정보

제 손해를 청구해야 하므로 일면 시공사에게

These delay damages shall be the only

유리한 판결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판결의 근

damages due from the Contractor for

거는 계약해지의 결과는 계약해지 조항에 따

such default, other than in the event

라야 하며 지체보상금 조항에 따르는 것이 아

of termination under Sub-Clause 15.2

니라는 것이다.

[Termination by Employer] prior to
completion of the Works……

물론 최근의 판례들은 계약해지 전에는
Liquidated Damages가 적용되고, 계약해지 이

계 약 이 해 지 되 면 Ta k i n g - O v e r

후에는 Unliquidated Damages가 적용된다고

Certificate(TOC)는 없어진다. 그러니 완공

판결하였고, 더 나아가 Liquidated Damages

일(Time for Completion)과 TOC 사이의 지

는 계약해지 이후 발주처나 새로운 시공사

연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본 Delay

에 의해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Damages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

는 판례도 있었다. 이러한 판결의 근거는 시공

다. 또한 15.2항의 발주처에 의한 해지의 경우

사 자신의 귀책의 경우에 시공사를 보상할 수

에는 본 Delay Damages가 적용되지 않는 것

는 없다는 것으로 GPP Big Field v Solar EPC

같다. 발주처가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15.4항

3)

Solutions 판결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

[Payment after Termination]에 따르면 발주처
는 “damages for delay”에 대해서 보상받도록

여기서 해당 내용을 FIDIC 1999년판의 내용

하고 있는데 8.7항의 Delay Damages가 아닌

에 적용해 보자. 8.7항 [Delay Damages]는 다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FIDIC 1999년판

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도 상기 판결과 같은 입장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If the Contractor fails to comply with SubClause 8.2 [Time for Completion], the

그리고 본 판결에 따르면 발주처는 문제

Contractor shall subject to Sub-Clause 2.5

가 심각해 질 수 있다. 17.6항[Limitation of

[Employer’s Claims] pay delay damages

Liability]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to the Employer for this default. These
delay damages shall be the sum stated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to the other

in the Appendix to Tender, which shall

Party for loss of use of any Works, loss

be paid for every day which shall elapse

of profit, loss of any contract or for any

between the relevant Time for Completion

indirect or consequential loss or damage

and the date stated in the Taking-Over

which may be suffered by the other Party

Certificate……
3) GPP Big Field LLP & Anor v Solar EPC Solutions SL [2018] EWHC 2866 (Co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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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nection with the Contract, other

또한 15.4항[Payment after Termination for

than under Sub-Clause 16.4 [Payment

Contractor’s Default]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

on Termination] and Sub-Clause 17.1

확하게 발주처는 Delay Damages를 보상받을

[Indemnities].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발주처는 계약해지의 경우에 loss of

(c) Delay Damages, if the Works or a

use, loss of profit 등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Section have not been taken over under

데 그러면 실제 손해는 어쩌면 아무 것도 없을

Sub-Clause 10.1[Taking Over the Works

수도 있다.

and Sections] and if the date of termination
under Sub-Clause[Termination for

FIDIC 2017년에는 이러한 문제의 소지들을

Contractor’s Default] occurs after the date

배제하는 규정들을 명시하고 있다. 먼저 15.2

corresponding to the Time for Completion

항[Termination for Contractor’s Default]에서

of the Works or Section (as the case may

다음과 같은 경우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be)….

있도록 조항이 추가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판결에 따를 경우, 해당 계약

15.2.1(c) …if there is a maximum amount

에 따라 보통 부과되는 지체보상금은 적용되

of Delay Damages stated in the Contract

지 않고 발주처는 실제 지연의 손해을 증명해

Data, the Contractor’s failure to comply

야만 하므로 발주처에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

with Sub-clause 8.2[Time for Completion]

다. 어째든 본 판결은 항소법원의 판결이므

is such that the Employer would be

로 만약 최고법원으로 상고가 된다면 다른 내

entitled to Delay Damages that exceed this

용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maximum amount: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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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성 필 박사

한·아세안센터 무역투자국 부장

말레이시아의 친중국 회기 조짐과 시사점

마하티르 정권 초기, 나지브 나작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나타났던 반중국 색채가 최근

옅어지면서 그간 중단되었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재개가 결정되는 등 중국과의 협력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말레이시아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결국

돈줄을 쥔 중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말레이시아의 친중국 행보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K-BUILD저널 2019. 6

결국 중국밖에는 없다?

재개된 동해안철도(East Coast Rail
Link) 프로젝트

마하티르 정부는 나지브 나작 정부가 추진
하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재검토하여 추

2017년 4월 나지브 라작 전 수상은 가장 야

진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마하티르 정부는 적

심찬 메가 프로젝트들 중 하나인 동해안철도

폐청산의 일환으로 전 정부가 추진하던 주요

(East Coast Rail Link, ECRL) 프로젝트 착공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연기, 중단, 취소하였는

식을 개최했다. 나지브 라작 전 수상은 착공식

데, 해당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중국과 연관되

에서 동 프로젝트가 “말레이시아의 서부 클랑

어 있어 마치 마하티르 정권이 중국과 거리를

항구에서 출발하여 중부내륙을 관통하고 동

두기 시작한 것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그러나

부의 해안선을 따라 코타바루, 그리고 태국까

결국 말레이시아 정부는 중국 이외에는 대안

지 이어지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주장

이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명분보

했다.

다는 실리를 취하는 전략, 즉, 중국과의 재협상
을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는 방향으
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한편, 2018년 5월 집권한 마하티르 정권은
전 정권이 추진한 주요 프로젝트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들의 취소, 중단, 연

말레이시아의 최근 친중국 회기 행보는

기를 검토했다. 동해안철도 프로젝트도 중단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첫째, 동해안철도

목록에 포함됐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ECRL) 프로젝트 재개, 둘째, 반다르 말레

대외적으로는 중단을 발표했지만, 2018년 7월

이시아(Bandar Malaysia) 프로젝트 재개, 셋

부터 암암리에 중국과 재협상에 착수했다. 마

째, 마하티르 수상의 일대일로 지지 선언, 넷

하티르 수상은 오랜 동지인 전 재무장관 Daim

째, 마하티르 수상의 중국 화웨이 및 센스타임

Zainuddin을 협상대표로 임명했다. 그리고

(SenseTime) 방문, 다섯째, 전 주중국 대사의

2019년 4월 12일, Daim은 말레이시아와 중국

말레이시아투자청(MIDA) 청장 임명, 여섯째,

이 동 프로젝트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

중국의 말레이시아 산 팜유(190만 톤) 추가 구

혔다.

매 계약 체결, 일곱째, 일대일로 서밋/포럼 참
석 이후 마하티르 수상의 FDI 승인 신속화를

마하티르는 동해안철도 프로젝트가 말레이

위한 원스톱센터 설립 추진, 여덟째, 말레이시

시아 동부 해안지역의 경제발전 및 개발을 위

아 내 중국기업의 서민주택 건설 추진, 아홉째,

한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Proton의 중국건설은행으로부터의 18.8억 링

즉, 승객 및 화물 운송 인프라가 개선되어 철도

깃 차관 확보 등이다.

를 따라 투자가 촉진되고 고용기회가 늘어날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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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철도회사(Malaysia Rail Link Sdn Bhd)와

국 산업단지 건설)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예정
이다.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Co.
Ltd.(CCCC)는 2019년 4월 12일, 동해안철도

MIDF Research는 동해안철도 건설 프로젝

프로젝트 재개를 위한 보완계약에 서명했다.

트 수행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순수한 공사비

이로써 철도구간은 당초 688km에서 648km

외에 토지 보상비, 금융비용 등을 포함하면 약

로 축소 수정되었고, 동해안철도 1, 2단계 건

809억 링깃이 될 것이며, 경제의 상호의존성

설비용은 655억 링깃에서 440억 링깃으로 줄

과 연계성을 개선함으로써 말레이시아 경제에

었다. 복선전철로 건설될 새로운 구간은 코타

장기적 낙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

바루(Kota Baru)–멘타캅(Mentakab)–제레

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동해안철도 건설에 소

부(Jelebu)-쿠알라 켈라왕(Kuala Kelawang)

요되는 공사비 440억 링깃은 말레이시아 GDP

–방지/카장(Bangi/Kajang)–푸트라자야

성장(2.7%)에 기여할 것이며, 철도 건설에 필

(Putrajaya)-클랑 항구(Port Klang)이다.

요한 원자재 수입이 3.3%, 고정자본 소비는
2.1%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장기 일

CCCC는 합작투자회사 설립을 통해 동해안

자리 창출, 낙후지역 개발, 해외직접투자 및 대

철도 프로젝트의 운영 및 보수유지에 참여하

외무역 증가, 내수 확대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며, 프로젝트 완공 이후 운영손실을 공동부담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 이익은 중국 80, 말레이시아 20으로 배분)
하는 한편, 기술적 지원도 제공하기로 했다.

반다르 말레이시아(Bandar
Malaysia) 프로젝트 재추진

말레이시아 정부는 공사금액 감축 외에 동
해안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말레이시아

동해안철도 건설 프로젝트 재개 발표에 이

건설업체들의 참여율을 30%에서 40%로 상

어 반다르 말레이시아 프로젝트도 되살아났

향조정하였으며, 이는 2019년 상반기 착공해

다. 마하티르 수상은 2019년 4월 26일, 1,400

2026년 완공될 예정이다.

억 링깃 규모의 반다르 말레이시아 a 프로
젝트를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 프

동해안철도 프로젝트 재개 소식은 말레이시

로젝트는 쿠알라룸푸르의 전 공군기지 부지

아 정계, 업계 및 국민들에게서 열렬한 지지를

(486 에이커)에 쇼핑몰, 운하, 1만 채의 서민

받았다. 특히, 낙후지역인 동부해안에 면한 3

주택, 테마파크, 민속마을, 금융센터, China

개 주는 대대적인 환영의 뜻을 표명하였다. 동

Railway Engineering Corp(CREC) 지역

해안철도 프로젝트는 동부 해안 쪽에서 진행

본사 등을 짓는 말레이시아 사상 최대 규모

되고 있는 2개의 말레이시아-중국 합작투자

의 프로젝트로, 컨소시엄을 결성한 Iskandar

프로젝트(Kuantan 항구 건설, 말레이시아-중

Waterfront Holdings(IWH)와 China Railway

K-BUILD저널 20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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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ar Malaysia 프로젝트 개발도

Engineering Corp(CREC) 간의 불화로 인해

사, 다국적 기업, 포춘 500대 기업, 알리바바,

2017년 5월 중단된 바 있다. 반다르 말레이시

화웨이 등 ICT 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아는 착공이 연기된 싱가포르-쿠알라룸프르

다만 프로젝트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프로젝

고속철도의 종점이자 기차, 지하철, 버스로 갈

트 재개 선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3억 달러

아탈 수 있는 복합 환승센터가 될 예정이었다.

가 예치되어야 한다. 2017년 5월에는 컨소시
엄이 제때 예치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

동 프로젝트는 원래 2011년 말레이시아 국
부펀드인 1MBD가 시작했는데, 말레이시아

젝트가 취소되었는데, 이번에는 지켜질지가
관건이다.

정부가 1MBD 지분을 인수한 이후 지분 60%
를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반다르 말레이시아

프로젝트 1단계는 1만호의 서민주택, 국민

프로젝트의 지분 40%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공원 건설로 시작되는데, 건설과정 중 부미푸

보유하고 있다.

테라(Bumiputera; 말레이인 및 원주민을 의
미)의 참여가 확대되고 말레이시아 산 원부자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에 주요 글로벌 금융

재 사용도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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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X 프로젝트 추진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중국의 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M) Sdn Bhd가

논란의 Tun Razak Exchange(TRX) 프로젝

건설 중인 1,615피트 높이의 Exchange 106

트는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매몰비

Tower가 있다. 이는 쿠알라룸푸르 페트로

용이 너무 크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2009년

나스 트윈타워보다도 133피트 더 높다. The

나지브 라작 전 수상이 시작한 TRX 프로젝트

Exchange 106 Tower는 1-2층 10만 평방피트

는 말레이시아를 Top 20 국가로 진입시키기

의 소매면적, 57층 전망대, 92개 층의 오피스

위한 1천억 달러 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하

로 구성돼 있으며, 2017년 개통된 총연장 31

나로, 400억 링깃을 투입해 쿠알라룸푸르 중

마일의 MRT1 무인지하철과 지하역으로 연

앙비즈니스 지구의 70에이커 부지를 새로운

결된다. 현재 15% 가량이 임차인을 찾은 것으

글로벌 금융센터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호주

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페트로나스 트

의 부동산개발업체인 Lendlease Corp와 TRX

윈타워가 세입자를 찾는데 10년이 걸린 점을

City Sdn Bhd(TRXC) 간의 합작투자(60:40)

감안하면 시간이 꽤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로 진행되고 있다.

나지브 라작 전 수상은 Exchange 106 Tower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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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새로운 금융센터 건립에 애착이 많았다.

2040년 완전한 모습을 드러낼 Forest City

Tun Razak Exchange도 말레이시아의 2대 수

에는 70만 명을 수용하는 주택단지, 공원, 호

상이었던 그의 아버지 Abdul Razak Hussein

텔, 국제학교, 골프장, 상업 및 산업시설 등이

의 이름에서 가져온 것이다. 나지브 라작 전

들어선다. 그런데 2018년 10월, 마하티르 수

수상은 인도네시아의 Mulia Group을 설득하

상이 순항 중이던 Forest City 프로젝트에 제

여 Exchange 106 Tower 건립에 필요한 3.4

동을 걸었는데, 그 이유는 이곳에 지어지고 있

에이커의 토지를 1억6,600만 달러에 구입토

는 콘도의 평방미터당 가격이 인근 말레이시

록 했다. 현재 Exchange 106 Tower는 말레이

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비해 2배 이상

시아 재무부 51%, Mulia Group 49%의 지분

높기 때문이었다. 방 1개짜리 콘도의 평균가격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28억 달러가 소요

이 17만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서

될 17에이커 규모의 라이프 스타일 지구(호텔,

민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인 것도 사실

아파트 6개동, 옥상정원으로 덮인 2백만 평방

이다. 실제로 2013년 선분양을 시작한 이래 단

피트의 쇼핑센터)와 오피스 빌딩들도 건설되

가베이(Danga Bay)에 건설되고 있는 18,000

고 있다. 또한 새로운 철도와 철도역, 항구, 고

가구 1차분 구매자의 70% 정도가 중국인들이

속도로, 석유가스관, 발전소 등도 포함돼 있

고, 20% 정도가 말레이시아인이며, 나머지 구

다. TRX는 2021년에 옥상정원으로 덮인 쇼

매자의 국적은 한국, 인니, 베트남 등 22개국

핑몰을 완성하고, 2022년에는 호텔과 오피스,

으로 구성돼있다.

2023년에는 시장수요에 맞춰 주거 빌딩을 완
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마하티르 수상은 Forest City가 말
레이시아인들이 아니라 외국인을 위해 지어

Forest City 건설 제동?

지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콘도 구입이 자동적
인 거주허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했

미래형 스마트시티로 조성되고 있는 총 투

다. 집권 초기 마하티르는 중국자본에 과도하

자 규모 1천억 달러의 Forest City 프로젝트

게 의존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공공연히 드

는 2013년 발표됐다. 이는 홍콩증시 상장기

러냈는데, 특히 전임자가 행정적 무능과 부패

업인 광동 소재 Country Garden Holdings

에 따른 부작용을 덮기 위해 중국자본을 끌어

Co Ltd가 말레이시아의 Esplanade Danga 88

들였다고 주장했다. Lim Guan Eng 재무장관

Sdn Bhd와 합작하여 세운 Country Garden

도 “Forest City는 사실상 말레이시아 내에서

Pacificview(CGPV) Sdn Bhd가 싱가포르 접경

거대한 중국인 도시를 짓고 있는 것”이라며 우

지역인 조호르주 소재 4개의 인공섬(총 13.86

려를 표명했다. Interdisciplinary Research &

평방킬로미터)을 조성하고, 그 위에 신도시를

International Strategy(IRIS)의 Syed Ahmad

개발하는 프로젝트이다.

Israa 사장도 “Forest City는 고용을 창출하거
나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 투자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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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투자자를 위한 수익을 창출하고 외국인이

식 출입문, 우편물이 도착하면 주인에게 알려

싱가포르 근처에 부동산을 소유할 기회를 주

주는 지능형 우편함, 중앙보안통제시스템 등

는 투자”라고 지적했다.

첨단 스마트홈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조호르주 주민들도 중국기업들이 개발하고

조호르 주택, 커뮤니케이션 및 멀티미디어

있는 콘도가 주로 외국인을 겨냥하고 있으며,

위원회 회장인 Dzulkefly Ahmad는 준공식에

이와 더불어 환경 피해, 부동산 공급과잉, 매립

참가하여 CGPV가 기술이전은 물론이고 주경

에 따른 어업피해 등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불

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서

만을 표출하고 있다.

민주택 건설에도 IBS 기술을 적용하기를 희망
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여론이 악화되자 CGPV
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서민주택 건설 계획에

CGPV는 Forest City의 랜드마크 건물인

적극 참여할 것이며, 말레이시아 기업들에 대

Carnelian Tower(180m 높이로 사무실, 쇼핑

한 기술이전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

몰, 서비스 아파트, 전시장 등이 포함)를 2019

년 9월까지 CGPV는 150개 말레이시아 기업

년 말까지 완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향

들에게 15억 링깃 상당의 공사를 맡긴 것으로

후 3년은 Forest City가 말레이시아의 인기 관

알려졌다. Country Garden은 말레이시아에

광지로 부상될 수 있도록 호텔, 골프 리조트,

Forest City 이외에도 4개의 프로젝트를 보유

상업 및 산업시설 건설에 주력할 것임을 밝

하고 있으며, 총 200억 링깃을 투자한 말레이

혔다.

시아 최대 외국인투자자 중의 하나이다.

연기, 중단, 취소된 프로젝트들
한편, Forest City에 대한 논란은 최근 들어
급격히 잦아들었다. 중국 측이 대폭 양보하는

350km의 쿠알라룸프르-싱가포르 고속철도

모습을 보인데다가 말레이시아 정부가 중국에

(HSR)는 착공연도를 2020년 5월 31일로 2년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에

연기했다. 이에 따라 개통일자는 2026년 12월

대한 근거 없는 핍박으로 비춰져 국가 이미지

31일에서 2031년 1월1일로 늦춰졌다. HSR은

가 나빠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대일로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말레이
시아 정부는 2019년 1월 31일, 싱가포르와의

Forest City 프로젝트는 이후 순항하고 있다.
최근 Forest City는 IBS(Industrialized Building

계약에 근거해 공사 연기에 따른 보상금조로
1,500만 달러를 싱가포르에 송금하였다.

System)을 사용한 2개의 서비스 아파트를 준
공했다. Starview Bay(7,186가구), Regalia

2016년 7월 승인된 600km의 석유 수송관

Park(3,304 가구)가 그것들로, 이에는 얼굴인

(Multi Product Pipeline) 프로젝트(53.5억 링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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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 City 개발도(4개의 인공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Forest City 인공섬 1의 공사현장(2019년 3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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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와 662km의 가스수송관(Trans-Sabah

행은 지난 3월, 2019년 경제전망치를 4.9%에

Pipeline) 프로젝트(40.6 링깃)도 취소됐다.

서 4.3%~4.8%로 낮추었다.

두 프로젝트는 말레이시아 재무부의 자회사
인 Suria Strategic Energy Resources(SSER)

마하티르 정부가 중국과 다시 손잡기로 한

가 담당했으며, 동사는 2016년 11월 1일 두 프

것은 이러한 경제상황과 떨어지는 인기도를

로젝트의 시공사로 China Petroleum Pipeline

감안한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마

Bureau를 선정했다. 두 프로젝트는 2017년 4

하티르 정부는 겉으로는 중국에 대해 강경노

월 착공된 바 있다. 그런데 마하티르 정부는

선을 펼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중국

2018년 5월 대대적 감사를 진행하여 SSER의

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이미 내리

비위를 포착했다. 즉, SSER이 두 프로젝트의

고 수면 하에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도 그럴

공정률이 13%에 불과한데도 총공사비의 88%

것이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중국

에 해당되는 82.5억 링깃을 중국 업체에 이미

과 얽혀있는데, 동 프로젝트들이 말레이시아

지불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최근 말레이시

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데다가 이미 상당부분

아 법원은 SSER이 말레이시아의 공공 및 경

공사가 진척되어 매몰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제적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로

더욱이 현실적으로 중국 이외에는 마땅한 대

1,800만 링깃의 벌금을 부과했다.

안이 없다.

시사점

마하티르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투자 허가과정 신속화를 위한 원스톱센

독립 여론조사 기관인 Merdeka Center에

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마하티르는 외국인

따르면 2018년 8월 66%에 달했던 마하티르

투자자들이 투자승인 획득을 위해 약 20개의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2019년 3월 39%로 추

부처 및 유관기관을 돌아다녀야 하는 실정을

락했다. 같은 기간 중 마하티르 수상에 대한 인

언급하며, 만약 단일 센터에서 투자승인을 획

기도도 71%에서 46%로 떨어졌다. 더욱 우려

득할 수 있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

되는 것은 말레이시아 인구의 60%를 차지하

했다. 이는 대중국 투자유치를 염두에 둔 포석

는 말레이 무슬림들이 현 정부에 대해 점점 비

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판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은 마하
티르가 중국계를 재무장관으로, 인도계를 법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

무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말레이계에 대한 각종

중국과 합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혹은 진행될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예정인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들에 직, 간접적

경제도 예상보다 부진하여 말레이시아중앙은

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55

56

K-BUILD 이모저모

해외건설협회장,
키르기즈 부총리 면담

해외건설협회 이건기 회장은 4월 25일(목) 중앙아시아 키르기즈 공화국의 라
자콥 제니스 부총리를 면담하고 현지 건설진출 및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해외건설협회는 지난 4월 22일(월)부터 25일(목)까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KIND), 현대엔지니어링, 희림건축, 경북대학교병원 등 8개 기관이 참여한 해외건설 시장개
척단을 키르기즈에 파견한 바 있으며, 부총리 등 고위 관리와의 면담을 통해 현지 진출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 논의했다고 밝혔다.
단장인 이건기 회장은 25일(목) 라자콥 제니스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세계 건설시장에서의 한
국 건설사들의 위상과 해외 인프라 건설 경험을 소개하였다. 이에 라자콥 제니스 부총리는 키
르기즈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개발전략을 설명하고, 관련 프로젝트에 한국기업들이 적극 참여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해외건설협회는 24일(수) 현지에서 키르기즈 교통부, 에너지위원회, 비쉬켁시청, 투자청
과 건설 협력포럼도 개최했다고 덧붙였다.
키르기즈는 금, 석탄, 수력 등의 각종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8~2040 국가개발전략’의
수립을 통해 수력발전소, 도로, 공항 등 낙후된 인프라 개선과 제도개혁 및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외건설협회는 향후 키르기즈 등 진출이 부진한 국가 및 지역의 시장 개척과 수주 경쟁력 강
화를 위해 우리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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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 건설 분쟁해결
세미나 개최

해외건설협회는 4월 26(금) 해외건설 교육센터(서소문동 부영빌딩 1층)에서
「중동지역 건설 분쟁해결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에서는 중동 현지 최대 로펌인 알-타미미의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중동의 법체계,
건설분쟁 및 중재 사례와 주요 쟁점, 그리고 최근 국내외에서 관심이 높은 PPP 및 사우디 원
전 동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알-타미미의 파트너 변호사인 Naief Yahia와 Thomas Snider가 각각 ‘중동의 법체계 개관
및 건설분쟁의 주요 쟁점’과 ‘중동 건설중재의 사례와 주요 쟁점’을 소개했다. 아울러 선임변호
사인 Saeed Kahtani가 ‘사우디 법체계 개관 및 건설분쟁의 주요 고려사항’을, 하지원 변호사
가 ‘중동내 한국기업들을 위한 유의사항’, 윤덕근 변호사가 ‘중동의 PPP 법령 체계와 최근 동
향’, 송형민 변호사가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 및 IKTVA의 최근 동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건설·엔지니어링 기업 등 업계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발표가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어 중동지역의 건설 분쟁에 대한 우리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해외건설협회는 저유가 및 국내외 기업간 경쟁심화로 인해 녹록지 않은 상황에 처해있는 우리
기업이 시공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국내외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우리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지속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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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장, 국무총리 쿠웨이트
경제사절단 참여 및 UAE인프라협력센터 방문

해외건설협회 이건기 회장은 중동지역 해외건설 수주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을 위해 4월 30일(화)~5월 3일(금)간 국무총리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쿠웨
이트를 방문하였다.
이건기 회장은 5월 1일(수) 개최된 중동 최장 해상연륙교 ‘자베르 코즈웨이’(현대건설 시공) 개
통식에 참석하였다. 쿠웨이트 도로교통청이 주관한 이번 개통식에는 쿠웨이트 알-사바 국왕,
자베르 총리, 공공사업부 장관 등과 한국측 이낙연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 등의 주
요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한편, 5월 2일(목)에는 쿠웨이트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한-쿠웨이트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
여 한국과 쿠웨이트간 건설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또한, 수행기업
인 만찬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건설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을 요청하였다.
쿠웨이트를 방문하기에 앞서 4월 29일(월)~30일(화)에는 한-UAE인프라협력센터를 방문하
여 우리기업의 진출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센터가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거점역할을 성
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대해 격려하였다. 아울러, 아부다비 소재 탄소제로도시인 마스다르시티
를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살펴보았다.
해외건설협회는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수주지원
활동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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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아르헨티나 대사 내방

해외건설협회 이건기 회장은 5월 9일(목) 협회를 방문한 알프레도 카를로스
바스쿠우(Alfredo Carlos BASCOU) 주한 아르헨티나 신임 대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알프레도 카를로스 바스쿠우 대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한국이 아르헨티나의 인프라 개선 및 건설에 협력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이
를 위해 해외건설협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아르헨티나의 인프라 사업에 한국 건설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건기 회장은 우리 기업이 아르헨티나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또한, 오는 9월에 개최될 ‘GICC 2019’ 행사에 아르헨티나의 유망
건설·인프라 분야의 기관 등 발주처 참가를 제안하였다.
해외건설협회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양국 간 건설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아르헨티나 건
설 시장 진출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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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도시개발토지부
장관 면담

해외건설협회 이건기 회장은 5월 15일(수) 협회에서 자와드 페이카(Jawad Peikar)
아프가니스탄 도시개발토지부 장관을 포함한 아프간 고위급 사절단과 면담을 가졌다.
페이카 장관은 한국 도시개발 및 인프라 시찰을 통해 지리정치적 역사, 제도 등 여러 분야에서 공통점
을 발견하였으며, 앞서가는 한국의 인프라 민관기업의 기술과 저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페이카 장관은 아프간 내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글로벌 금융기관 및 개발사와 추진 중인
총 21개 도시 및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정부 및 인프라 민관기업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건기 회장은 아프간 사절단이 이번 방문을 통해 경험한 한국의 주요 도시개발, 교통인프라 건설·개
발 및 재원조달 노하우 등이 아프간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건기 회장은 조속히 치안이 안정되어 동성, 수성, 유신 등 아프간에 진출한 한국의 우수한 엔지
니어링사 외에도 더 많은 한국 해외건설업체가 아프간에 진출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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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주우즈베키스탄대사 초청
간담회 개최

해외건설협회는 5월 21일(화) 협회 대회의실에서 신임 주우즈베키스탄 강재
권 대사를 초청하여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우즈베키스탄 건설시장에 대한 발표에 이어 GS건설, SK건설, 대림산업, 도화
ENG, 삼성ENG, 평화ENG, 현대건설, 현대ENG, 희림건축 등 9개사 임원들이 현재 추진 중
인 프로젝트 현황과 향후 계획 및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업계는 프로젝트
수주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관 차원의 각별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 자리에서 강재권 신임대사는 기업들이 전달한 현안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밝히며, 애
로사항 개선 및 우리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해외건설협회도 현지공관과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우리기업의 수주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건설시장에 대한 진출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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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통계
법적 근거: 해외건설촉진법 제13조, 동 법 시행령 제17조, 동 법 시행규칙 제13조

4월 수주 실적
‘19. 4.30 기준 해외건설 수주액은 총 71.2억불
* (신규) 77건, 20.6억불, (변경) 53건, 1.8억불

연도별 수주현황

* 수주액은 변경ㆍ신규 포함, 수주건수는 신규만 반영
구 분

14

660
�708건�

1년간�억불�

279
�223건�

1.1�4.30�억불�

15

461
�697건�

220
�211건�

16

282
�607건�

124
�217건�

17

290
�624건�

122
�252건�

18

최근 5년 평균

123
�208건�

174
�222건�

321
�662건�

700
600

403
�660건�

아시아
68�3%

400
300
200
100
0

토목
21�8%

71
2014

2015

2016

2017

1년간(억불)

2018

1�1�4�30(억불)

플랜트
35�5%

2019

49
�130건�
71
�207건�
유럽
7�4%

중동
12�8%

500

19

건축
38�2%

※ (지난달 수주현황) 인니, 자와 9&10 화력발전소 프로젝트(두산중공업, 14.6억불) 등 130건, 22.4억불

세부항목별 수주액

ㅇ 지역별 : 아시아 68.3%(48.6억불, 1위), 중동 12.8%(9.1억불, 2위),유럽 7.4%(5.3억불, 3위)
ㅇ 국가별 : 중국 26.6%(18.9억불, 1위), 인니 20.6%(14.7억불, 2위), 싱가포르 9.7%(6.9억불, 3위)
ㅇ 공종별 : 건축 38.2%(27.3억불, 1위), 플랜트 35.5%(25.3억불, 2위), 토목 21.8%(15.5억불, 3위)
지역별

�65�

�19년

국가별

�65�

�19년

공종별

�65�

�19년

아시아

32.4%

68.3%

중

국

2.5%

26.6%

건

축

19.3%

38.2%

유 럽

2.9%

7.4%

싱가포르

5.2%

9.7%

토

목

18.5%

21.8%

중 동

53.0%

12.8%

인

니

2.3%

20.6%

플랜트

57.7%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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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대비 수주현황(지역 � 공종 � 국가)
지역별
지역
계

아시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

북미·태평양
중남미

공종별
공종
계

건 축
플랜트

토 목

용 역

전 기

통 신

2019.4.30
건수
금액
207
7,123,715
�100.0�
�100.0�
128
4,860,196
�61.9�
�68.3�
24
909,758
�11.6�
�12.8�
19
526,967
�9.2�
�7.4�
15
330,874
�7.2�
�4.6�
9
309,674
�4.3�
�4.3�
12
186,246
�5.8�
�2.6�

2018.4.30
건수
금액
208
12,290,478
�100.0�
�100.0�
130
7,405,597
�62.5�
�60.3�
16
3,685,752
�7.7�
�30.0�
20
92,159
�9.6�
�0.7�
15
236,113
�7.2�
�1.9�
15
194,362
�7.2�
�1.6�
12
676,495
�5.8�
�5.5�

1965.1.1~2019.4.30
누계건수
누계금액
13,199
818,677,177
�100.0�
�100.0�
7,132
265,178,929
�54.1�
�32.4�
3,655
433,558,110
�27.7�
�53.0�
544
23,657,780
�4.1�
�2.9�
727
24,851,781
�5.5�
�3.0�
689
31,770,278
�5.2�
�3.9�
452
39,660,299
�3.4�
�4.8�

2019.4.30
건수
금액
207
7,123,715
�100.0�
�100.0�
65
2,731,392
�31.4�
�38.2�
22
2,525,779
�10.6�
�35.5�
18
1,549,781
�8.7�
�21.8�
73
185,989
�35.3�
�2.6�
29
126,195
�14.0�
�1.8�
0
4,579
�0.0�
�0.1�

2018.4.30
건수
금액
208
12,290,478
�100.0�
�100.0�
96
3,066,953
�46.1�
�25.0�
12
5,992,414
�5.8�
�48.8�
14
2,991,519
�6.7�
�24.3�
65
164,258
�31.3�
�1.3�
18
61,324
�8.7�
�0.5�
3
14,010
�1.4�
�0.1�

1965.1.1~2019.4.30
누계건수
누계금액
13,199
818,677,177
�100.0�
�100.0�
4,296
158,254,166
�32.5�
�19.3�
1,896
471,756,635
�14.4�
�57.7�
2,256
151,546,809
�17.1�
�18.5�
3,631
16,668,938
�27.5�
�2.0�
950
17,139,573
�7.2�
�2.1�
170
3,311,056
�1.3�
�0.4�

2019.4.30
건수
금액
207
7,123,715
�100.0�
�100.0�
25
1,891,636
�12.1�
�26.6�
4
1,470,659
�1.9�
�20.6�
7
687,986
�3.4�
�9.7�

2018.4.30
건수
금액
208
12,290,478
�100.0�
�100.0�
25
760,668
�12.0�
�6.2�
9
634,331
�4.3�
�5.2�
4
1,060,811
�1.9�
�8.6�

1965.1.1~2019.4.30
누계건수
누계금액
13,199
818,677,177
�100.0�
�100.0�
1,309
20,385,184
�9.9�
�2.5�
554
18,937,929
�4.2�
�2.3�
362
42,474,204
�2.7�
�5.2�

국가별(주요 3개국)
공종
계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단위: 건, 천불, %�

증감율
(금액)
�42.0

�34.4

�75.3

471.8
40.1

59.3

�72.5

�단위: 건, 천불, %�

증감율
(금액)
�42.0

�10.9

�57.9

�48.2

13.2

105.8

�67.3

�단위: 건, 천불, %�

증감율
(금액)
�42.0

148.7

131.8
�35.1

63

64

해외건설 통계
지난달 신규 수주공사 내역 (2019. 4. 1�30)
국가

업체

공 사 명

계
인

니

중

국

발주처

총 4건

두
산
중공업
삼
물

성
산

자와 9&10 화력발전소 프로젝트

피티 인도 라야
테나가

삼성반도체 X2�PJT 신축공사

�단위: 천미불�

기간금액

계약일자

비고

1,924,210

�

�

1,461,464

2019�03�20 신규

삼성�중국�반도체유한공사

189,885

2017�09�01 증액

미얀마

GS건설

우정의 다리

건설부

147,496

2019�03�12 신규

이라크

대
건

알 파우 서쪽 방파제 공사

이라크항만공사

125,365

2013�11�25 증액

우
설

※ 1억불 이상 주요 신규 공사

최근 5년간 동기대비 수주현황(지역)
지역별

지역
계
중동
아시아
북미·
태평양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2015.1.1~4.30

건수

금액

211

12,388,347

21

3,752,723

132

5,825,116

7

1,120,053

17

496

�100.0�
�10.0�
�62.5�

�3.3�
�8.1�

�67.9�

�9.0�

�2.0�

�0.0�

�6.7�

�3.2�

�5.6�

�10.4�

�6.3�

1,120,053

10

496

�0.0�

�4.6�

�3.2�

�8.3�

�10.4�

�4.6�

1,288,512

�47.1�

12

�5.5�

252 12,191,291

�11.5�

5,825,116

�9.0�

금액

�30.3�

141

�65.0�

건수

�100.0�

3,752,723

�47.1�

2017.1.1~4.30

�100.0�

26

�12.0�

19

금액

217 12,388,347

�30.3�

401,447

�9.0�

건수

�100.0� �100.0�

15

�7.1�

2016.1.1~4.30

18

401,447

10

1,288,512

2018.1.1~4.30

건수

208 12,290,478

�100.0� �100.0�

29

8,336,649

171

3,198,587

5

71,059

17

278,332

14

129,185

16

177,479

금액

3,685,752

130

7,405,597

15

194,362

20

92,159

15

236,113

12

676,495

�7.7�

�26.1�

�62.5�

�0.6�

�7.2�

�2.3�

�9.6�

�1.1�

�7.2�

�1.5�

�5.8�

2019.1.1~4.30

건수

금액

207

7,123,715

24

909,758

128

4,860,196

9

309,674

19

526,967

15

330,874

12

186,246

�100.0� �100.0�

16

�68.4�

�단위: 건, 천불, %�

�30.0�

�11.6�

�60.3�

�61.9�

�1.6�

�4.3�

�0.7�

�9.2�

�1.9�

�7.2�

�5.5�

�5.8�

�100.0�
�12.8�

�68.3�
�4.3�

�7.4�

�4.6�
�2.6�

2019년도 제7차

해외 인프라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
국토교통부의 지원으로 해외건설협회가 운영 중인 『2019년도 해외 인프라 시장
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외건설 기업의 많은 관심
과 활용 바랍니다.

사업목적
해외 인프라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리스크 부담이 큰 新시장 개척 시 투입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정부 보
조금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시장다변화 및 수주확대 실현

사업기간
신청일 ∼ 2019. 10. 31

시행일정
●

신청서 접수 : 수시 접수(매월말 당월 접수마감, 예산소진 시 접수종료)
※ 6차 접수마감: 2019. 6. 28(금) 15:00 까지

●

신청서 평가 : 전월 접수된 신청 사업에 대해 매월 평가, 선정 및 지원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증빙서류 제출하여 수시 정산

지원내용
●

수주교섭 : 사업기간 내 소요되는 국외활동, 발주처 초청 비용 등

●

프로젝트 조사·분석 등(정책지원, EDCF연계 포함) : 사업기간 내 소요되는 국외활동, 발주처 초청, 현지
조사, 외주 비용 등

●

국제현상공모 및 경쟁입찰(Design-Build 방식) 참여 : 사업기간 내 소요되는 국외활동, 입찰제안서 및 관
련자료 작성비, 인건비 등
※ 계약체결 전까지 비용 지원(수주교섭은 입찰공고일 이후에도 신청 가능)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

지원금액 : 각 개별사업 최대 2억원 이내(프로젝트 조사·분석사업 등은 3억원 이내)

●

지원비율(보조금 비율)

- 중소기업 : 총 사업소요비용의 70%
- 중견기업 : 총 사업소요비용의 50%
- 대·공기업 : 총 사업소요비용의 30%

신청가능 국가
●

미진출 국가

●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4억불 미만인 국가

●

토목, 건축, 용역분야 각각 최근 5년간 수주실적 2억불 미만 또는 10건 미만인 국가

●

플랜트 분야 최근 5년간 수주실적 5억불 미만 또는 10건 미만인 국가

●

토목 내 도로, 상수도, 하수도, 댐, 항만, 공항, 운동장, 조경, 철도공사, 단지조성, 기타토목 세부공
종별로 각각 최근 5년간 수주실적 1억불 미만 또는 5건 미만인 국가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략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

신청자격
●

지원가능 국가에서 발주하는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공사

●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해당 공종에 한함)

●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 신청한 경우
- 대기업·공기업이 미주, 유럽,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하는 경우 단독 신청 가능

●

제외되는 경우
- 국내기업 하도급 사업, 타기관 지원사업과 중복 사업 등
- 직전년도 지원기업의 지원예산 집행률이 60% 이하인 경우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요약서 1부 및 사업계획서 3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최근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 등
- 중견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
※ 제출서류는 한글 워드프로세서(hwp) 및 스캔본(pdf)으로 USB 별도 제출

신청서 접수 및 문의

066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방문접수)

●

이메일 : gimp@icak.or.kr

●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13층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

전 화 : 02-3406-1026, 1141, 1103

066

K- BUILD저널

2019. 6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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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