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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건설시장 동향 및 전망

I. 2021년 세계경제 전망

정지훈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책임연구원

그림 1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경제성장률) 각 국의 경기 부양책 효과로 '21년 성장률은 '20년 대비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미국, 유럽 등 선진 경제권은 5.1%, 중국, ASEAN-5 등 신흥 경제권은 6.7% 성장 예상

(경기선행지수) 향후 경제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OECD 경기선행지수는 '21. 1월부
터 코로나 이전 수준(99.4)을 상회하며 지속적인 경제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음

출처 IMF, ICAK 정책지원센터

- 백신 접종률 증가는 코로나 충격을 점차 완화하고 경제 회복 속도를 가속화하는 기대 요인
그림 2 OECD 경기선행지수

(부채 리스크) 단, 전 세계 GDP 대비 부채 비중이 '19년말 대비 45% 포인트 급증
함. 이는 신흥국 채무불이행 우려를 높이면서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II. 2021년 국제원유시장 동향 및 유가 전망

출처 OECD, ICAK 정책지원센터

(원유 수요 회복) '21년 경제 정상화 및 원유 수요의 회복세로 '20년에 나타난 공급

그림 3 전 세계 GDP 대비 부채 비중 전망

과잉 현상이 해소되며, 수급 상황이 개선될 전망
- '21년 일일 원유 소비량은 '20년 대비 5.9% 증가한 9,769만배럴, 원유 생산량은 2.6%
증가한 9,672만배 럴로 전망
- '21년 생산량은 1분기부터 지속 증가해 4분기에는 일일 9,961만배럴 수준으로 증가 전
망. 소비량도 점진 적으로 증가해 4분기에는 10,005만배럴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출처 IIF(국제금융협회, ICAK 정책지원센터)

(국제유가 안정화) '21년 2분기 61.9불, 3, 4분기 각각 59.2불 56.5불 수준으로
전망(WTI 기준)

해외 PPP사업의 실시협약에서 불가항력 조항의 위험배분

그림 4 연도별 수급 추이 및 전망 (단위 : 만배럴/일)

출처 EIA, ICAK 정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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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1년 분기별 수급 전망 (단위 : 만배럴/일)

그림 6 ’21, ’22년 국제유가 전망 (단위 : 불/배럴)

출처 EIA, ICAK 정책지원센터

출처 EIA, ICAK 정책지원센터

- 원유 수급과 관련하여 전 세계적인 풍력, 태양광 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패러다임 변환 가
속화, OPEC+ 감산 여부 등을 주목할 필요

III. 2021년 세계건설시장 전망

그림 7 세계건설시장 규모 추이 (단위 : 억불, %)

(세계건설시장 전망) 글로벌시장 조사기업 IHS Markit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역
성장에 빠졌던 세 계건설시장이 회복세에 진입하여, '21년에는 '20년 대비 12.2%
성장한 12조 4,373억불로 전망
- 점진적인 경제 성장, 건설 투자 심리 회복과 함께 각 국의 경기 부양책 및 인프라 투자 활
성화 전망
- 국가별 차이는 있으나, 백신 접종률 확대 효과로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 정상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

출처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표 1 지역별 건설시장규모 전망 (단위 : 억불, %)

- 이에 따라 신규 발주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회복에 따른 기자재·인력
수급 원활화·기존 현장의 정상화 움 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뉴노멀 심화) 단,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저유가, 유럽·신
흥국과의 경쟁 심화, 4차 산업혁 명 관련 업역 파괴 등 다양한 이
슈가 뉴노멀(New-Normal)화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아시아, 중동

(아시아) 세계시장의 51.3%를 차지하는 아시아는 '20년 대비 15.8% 성장한 6조

출처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그림 8 아시아 건설시장 규모 추이 (단위 : 억불, %)

3,782억불로 전망
- 주요 사업 : 정부 최우선 프로젝트인 587억불 규모의 북남고속철도(베트남), 3개의 공항
을 연결하는 70억불 규모의 철도사업(태국), 신수도 이전사업, 25개 신공항사업(인도네
시아), 350MW 수준인 태양광 발전용량 (capacity)을 2030년까지 2GW 수준으로 확
충 전망(싱가포르)

출처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해외
해외 PPP사업의
PPP사업의 실시협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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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각국 정부 홈페이지, 로이터, 블룸버그 등 주요 언론보도, ICAK 정책지원센터

(중동) 세계시장의 4.2%를 차지하는 중동 시장은 '20년 대비 대비 9.9% 성장한

그림 9 중동 건설시장 규모 추이 (단위 : 억불, %)

5,275억불로 전망
- 주요 사업 : 탈석유경제체계 추진 및 경기 부양을 위해 133억불을 토목, 건축, 민생사업
등에 투입할 계획 (사우디아라비아), North Field Expansion (가스전 사업)을 비롯해
2022년 월드컵 추진을 위한 1,500억불 규모의 인프라 사업(카타르), 경기 부양을 위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금융 분야 지원에 343 억불을 투입(UAE)

출처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출처 Gulf Times, 로이터, 블룸버그 등 주요 언론보도 출처, 각국 정부 홈페이지, ICAK 정책지원센터

●

중남미, 아프리카
그림 10 중남미 건설시장 규모 추이(단위 : 억불, %)

(중남미) 세계시장의 3.7%를 차지하는 중남미 시장은 '20년 대비 7.7% 성장한
4,599억불로 전망
- 주요 사업 : 향후 5~6년간 60억불 규모의 철도망 프로젝트 투자(브라질), 정보통신기술
(ICT)을 활용하여 보고타, 칼리, 메데인 등 60개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 중(콜롬비아), 리마 국제공항 확장사업(13억불) 및 살라베리 항구 건설사
업(1억불)(페루)

출처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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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각국 정부 홈페이지, 로이터, 블룸버그 등 주요 언론보도 출처, EMERiCs, ICAK 정책지원센터

(아프리카) 세계시장의 0.9%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시장은 '20년 대비 대비 1.5%

그림 11 아프리카 건설시장 규모 추이(단위 : 억불, %)

성장한 1,108억 불로 전망
- 주요 사업 : 매년 30만호 주택 건설사업, 도로 사업(나이지리아), 향후 10년 동안 25
개 에너지 프로젝트에 182억불, 65개 교통 프로젝트에 198억불 투자 예정(남아공),
VISION 2030 관련한 LAPSSET(Lamu Port- South Sudan-Ethiopia Transport
Corridor Project) 사업과 15억불 규모의 표준궤도철도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케냐)
출처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출처 각국 정부 홈페이지, 로이터, 주요 언론보도 출처, KIEP 세계경제포커스, ICAK 정책지원센터

●

북미·태평양, 유럽

그림 12 북미·태평양 건설시장 규모 추이

(단위 : 억불, %)

(북미·태평양) 세계시장의 16.8%를 차지하는 북미·태평양 시장은 '20년 대비
6.9% 성장한 2조 898억불로 전망
- 주요 사업 : 4년간 2조불을 재생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이며, 기존 도로, 교량, 댐 등의 인
프라를 유지 보수 하는데 2025년까지 1.5조불, 2040년까지 5.0조불이 소요(미국), 37
억불 규모의 토론토 지하철 확장 사업 등 교통 인프라 사업 기회가 증가할 전망(캐나다)

출처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해외 PPP사업의 실시협약에서 불가항력 조항의 위험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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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각국 정부 홈페이지, 로이터, 블룸버그 등 주요 언론보도 출처, EMERiCs, ICAK 정책지원센터

(유럽) 세계시장의 23.1%를 차지하는 유럽 시장은 '20년 대비 대비 10.2% 성장한

그림 13 유럽 건설시장 규모 추이 (단위 : 억불, %)

2조 8,711억불 로 전망
- 주요 사업 : Tri-City 우회도로 PPP사업 및 발트해 연안의 육상풍력발전소(폴란드), 31
억불 규모의 키예프 우회도로, 흐멜니츠키 원자력 발전소 확장사업(우크라이나), 2030
년까지 40여개 신규 병원 건립 사업 등 (영국)

출처 IHS Markit, ICAK 정책지원센터

출처 EU 및 각국 정부 홈페이지, 주요 언론보도 출처, FKCCI, PwC, ICAK 정책지원센터

IV. 주요 과제 및 향후 대응방안

표 2 지역·공종별 국제유가와의 상관계수

상대적으로 저유가 영향이 작은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진출 추진
- 신흥시장의 특수 토목 및 고급 건축 등 공략
- 교통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투자개발형 사업
- 공항(‘40년까지 연평균 4.5% 고성장 전망), 철도(아시아, 선진국 중심 고속철, 메트로 등)

출처 해외건설DB,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2019]
* 기간 : 1980~2019, WTI 기준 / 신흥시장 : 북미·태평
양,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

해외 PPP사업의 실시협약에서 불가항력 조항의 위험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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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자금 공급을 추진 중인 World Bank 등 MDB 사업 위주 진출
- World Bank, 코로나19 관련 120억불 규모 긴급 자금지원 계획 발표(‘20. 3)
- ADB, 인도네시아 인프라 개발 차관 27억불 지원계획(‘20. 3)
- AIIB, 코로나19 위기대응기금(Crisis Recovery Facility, CRF) 활용

전 세계 경기부양책 확대에 따른 발주 증가세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 세계건설시장은 '98년(아시아), '08년(미국), '10년(유럽)등 경제위기 직후 연평균
8%('99-'08), 5%('09-'18)의 고성장
그림 14 세계 경제성장률 및 세계건설시장 규모 추이

출처 IHS Markit, IMF]
* 기간 : 1995~2019 / 시장규모는 명목(Nominal), 경제성장률은 실질(Real) 기준

코로나19로 혼란을 겪고 있는 주요 경쟁사의 공백기를 기회로 활
용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

그림 15 디지털화 수준과 생산성 증가의
상관관계

- 신흥시장의 특수 토목 및 고급 건축 등 공략
- 해외건설산업의 Digital Transformation 추진(IT 융복합 등)
- ODA 사업 활성화를 통한 타당성 조사 지원 및 후속사업 연계
- 스마트시티, 고부가 통합설비등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공종에 대한 경쟁력 확보

출처 Mckinsey Global Institute(2017.2)

표 3 선진기업과의 역량 차이

표 4 주요국의 Digital Transformation
추진 현황

출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프로젝트관리 역량 진단(2018)

(단위 : Gap, %)

출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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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프로젝트금융(PF)
시장 동향

이혜린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연구원

I. 글로벌 PF시장 동향
(목적) 글로벌 PF 시장 데이터 가공·분석 및 분기별 PF 관련 주요 이슈를 수집하
여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건설활동 지원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해
외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1. PF 대출 시장
(5년간 연도별 추이) 글로벌 금융시장조사 기업 Project Finance International
(PFI)에 의하면, 지난 5년 간(’16~’20년) 글로벌 PF 대출 시장규모는 연 평균

그림 1 최근 5년간 연도별 PF(Loan)
금액 현황
(단위 : 억불)

2,646억불 수준으로 나타남
- ’21년 1분기 글로벌 PF 대출 시장규모는 521억불로,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조달 시장
경색 및 건설 부문 투자심리 위축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 (사업 수 또한 198건에서
145건으로 감소)
출처 PFI Financial League Table ('16-1Q '21)

(주간사 별) ’21년 1분기 가장 큰 규모의 금액을 주선한 금융기관은 Sumitomo
Mitsui Financial Grp Inc (SMFG) (45억불, 22건)이며, 한국산업은행은 프로젝
트 3건, 약 6억 달러의 주선 실적을 보이며 세계 19위 차지
- SMFG 외에도 MUFJ, Mizuho 등 일본계 은행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Credit
Agricole, BNP Paribas, Societe Generale 등 프랑스계 은행이 PF시장에 있어 강세
를 보이고 있음

상위 대출 주간사(Mandate Arra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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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프로젝트금융(PF) 시장 동향

상위 대출 인수기관(Bookrunners)

(단위 : 억불)

(단위 : 억불)

순위

은행명

금액

건수

순위

은행명

금액

건수

1

Sumitomo Mitsui Finl Grp Inc

44.5

22

1

Sumitomo Mitsui Finl Grp Inc

28.6

12

2

State Bank of India

44.4

3

2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23.4

17

3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29.9

24

3

Credit Agricole CIB

18.1

6

4

Mizuho Financial Group

28.6

18

4

Mizuho Financial Group

16.7

9

5

Credit Agricole CIB

26.1

17

5

Bank of China

15.9

1

6

BNP Paribas SA

22.7

16

6

Natixis

13.4

9

7

Bank of China Ltd

20.1

6

7

BNP Paribas SA

11.6

4

8

Societe Generale

15.8

21

8

Mega Financial Holding Co

8.2

1
10

9

Natixis

14

10

9

ING

7.6

10

Santander Corp & Invest Bkg

14

13

10

Industrial & Comm Bank China

6.8

2

11

Development Bank of Japan Inc

11.5

2

11

Santander Corp & Invest Bkg

6.5

4

12

ING

11.5

17

12

BBVA

5.6

4

13

Industrial& Comm Bank China

8.7

3

13

Gazprombank

5.4

1

14

BBVA

8.4

6

14

Development Bank of Japan Inc

5.4

1

15

National Australia Bank

7.8

9

15

National Australia Bank

5.2

3

16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7

7

16

Westpac Banking

4.6

1

17

Citi

6.7

3

17

Societe Generale

4.5

7

18

Bank of Bhutan Ltd

6.1

1

18

Citi

4.5

2

19

Korea Development Bank

5.9

3

19

State Bank of India

4.1

1

20

IMI - Intesa Sanpaolo

5.9

10

20

Scotiabank

4

1

21

HSBC Holdings PLC

5.4

5

21

KeyBanc Capital Markets Inc

3.6

7

22

Gazprombank

5.4

1

22

Korea Development Bank

3.6

1

23

CaixaBank SA

5.3

7

23

CaixaBank SA

3.2

3

24

Standard Chartered PLC

5.3

5

24

KfW IPEX-Bank GmbH

3

1

25

Westpac Banking

4.3

4

25

NatWest Markets

2.9

2

출처 PFI Financial League Table (1Q, 2021)

(공종별) 발전 분야가 249억불(48%)로 가장 활발했으며, 오일&가스 61억불
(12%), 상하수도 41억불(8%) 순으로 PF 대출 시장이 형성됨
- 오일&가스(+17%), 상하수도(+164%), 레저&부동산(+174%), 광물자원(+193%) 등의
PF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가장 큰 비중(48%)을 차지하는 발전분야는
-30% 감소
공종별 PF(Loan) 전년 동기 대비 비교
구분
발전
오일&가스
상하수도
교통
레저&부동산
통신
석유화학
광물자원
산업설비
합계

‘20년 1분기
금액(억불)
비중(%)
354
64
52
9
15
3
39
7
14
2
22
4
31
6
7
1
22
4
556

출처 PFI Financial League Table (1Q, 2021)

100

‘21년 1분기
금액(억불)
비중(%)
249
48
61
12
41
8
39
7
38
7
37
7
24
5
20
4
12
2
521

100

금액 증감률(%)
-30↓
+17↑
+164↑
+1↑
+174↑
+64↑
-22↓
+193↑
-45↓
-6↓

해외 프로젝트금융(PF) 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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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발전사업의 PF시장 비중은 꾸준히 40~50%대를 상회했으며, 상하수도 사업
은 ‘16~’20년 시장 비중 1~3%에서 ‘21년 1분기 8%를 기록하며 ’21년 시장 비중 대폭
확대 전망, 교통사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통량 감소 및 통행료 징수 애로로 인해 시
장 비중 축소(18%→8%), 통신사업은 ’17년부터 꾸준히 시장비중 확대 中
공종별 PF(Loan) 5개년 금액 및 비중 추이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1분기

금액(억불)

1,109

1,228

1,376

1,236

1,328

249

비중(%)

46.91

53.48

48.7

41.67

47.84

47.8

443

377

541

627

642

61

18.74

16.42

19.14

21.14

23.17

11.71

34

17

48

87

33

41

1.44

0.74

1.7

2.93

1.19

7.87

구분

발전

오일&가스

금액(억불)
비중(%)
금액(억불)

상하수도

비중(%)

433

424

505

526

341

39

18.32

18.47

17.87

17.73

12.28

7.49

77

-

-

-

44

38

3.26

-

-

-

1.59

7.3

금액(억불)

교통

비중(%)

레저&부동산

금액(억불)
비중(%)
금액(억불)

통신

비중(%)

석유화학

73

130

37

2.46

4.68

7.1

145

21

35

172

52

24

6.13

0.91

0.01

5.8

1.87

4.61

41

40

76

99

63

20

1.73

1.74

2.69

3.34

2.27

3.84

66

72

27

53

106

12

비중(%)

2.8

3.14

0.96

1.79

3.82

2.3

금액(억불)

0.9

0.3

11

0.6

36

-

금액(억불)

폐기물&재활용

74
2.62

비중(%)

비중(%)

산업설비

24
1.05

금액(억불)

금액(억불)

광물자원

0.9
0.04

합계

0.04

0.01

0.39

0.02

1.3

-

2,364

2,296

2,826

2,966

2,776

521

비중(%)

출처
PFI Financial League Table (2016~1Q, 2021)
* PPP(‘17~’19), 농업&산림(‘20) 미포함 및 금액은 천만불, 비중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으로 각 항목의 총합과 합계 사이
오차 존재할 수 있음
** 레저&부동산(‘17~’19) 및 폐기물&재활용(‘21 1분기) 데이터 부재 또는 해당연도 사업 부재로 간주됨

(지역별)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229억불(44%)로 전년 대비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
였으며,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180억불(34%), 미주는 113억불(22%)로 전
년 동기 대비 각각 -4%, -40% 감소
지역별 PF(Loan) 전년 동기 대비 비교
구분

‘20년 1분기
금액(억불)
비중(%)

‘21년 1분기
금액(억불)
비중(%)

금액 증감률(%)

아시아·태평양

182

32

229

44

+26↑

유럽·중동·아프리카

188

34

180

34

-4↓

미주

187

34

113

22

-40↓

합계

557

100

521

100

-6↓

출처 PFI Financial League Table (1Q, 2021)
* 금액은 천만불, 비중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으로 각 항목의 총합과 합계 사이 오차 존재할 수 있음

K-BUILD저널 2021.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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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PF(Loan) 5개년 금액 및 비중 추이
구분
아시아·태평양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1분기

572

804

765

836

636

229

금액(억불)

24

35

27

28

23

44

1,233

848

1,101

1,216

1,256

180

52

37

39

41

45

34

560

644

960

914

883

113

24

28

34

31

32

22

2,364

2,296

2,826

2,966

2,776

521

비중(%)

유럽·중동·아프리카

금액(억불)
비중(%)
금액(억불)

미주

비중(%)

합계

출처 PFI Financial League Table (2016~1Q, 2021)
* 금액은 천만불, 비중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으로 각 항목의 총합과 합계 사이 오차 존재할 수 있음

- (아시아·태평양) 인도 칼레슈와람 관개社(Kaleshwaram Irrigation Corp)가 가

장 큰 규모(29억불)의 수처리 PF사업을 조달하며 아시아 PF시장을 리드했으며,
태평양 지역은 13.8억불 규모의 호주 시드니(Sydney) 병원 건설 사업이 PF시장
주도
사업명
사업 개요
사업주

호주 뉴 풋스크레이(New Footscray) 병원 건설 사업
호주 시드니(Sydney)에 200병상 규모의 병원 건설 (‘24.1月 완공 예정)
Sojitz Corp, Plenary Group Pty Ltd

총사업비

USD 13.8억 (AUD 17.8억)

금융 조달

Mizuho Bank, National Australia Bank Ltd, Westpac Banking Corp,
Nippon Life Insurance Co, Norinchikun Bank, Credit Industriel el
Commercial

사업 형태

PPP (Design-Construct-Manage-Finance, DCMF*)

출처 PFI Financed Projects (‘21.5月 기준)
* Design(설계)-Construct(건설)-Manage(관리)-Finance(금융조달): 민간투자회사가 설계·건설·운영·자금 조달; 모든 서비스에 대
한 실질적인 책임을 민간에게 부담하여 잠재적 규모의 경제 극대화 가능하다는 장점 있음

- (유럽·중동·아프리카) 발전분야는 전년 동기 대비 동일한 금액(116억불)을 기록하며 계
속해서 EMEA지역 PF시장의 큰 비중(64.7%) 차지
- (미주) 광물자원 분야(11억불)는 전년 동기 대비 2,601% 증가하며 두드러진 성장을 기
록 함. 멕시코는 에너지아 코스타 아줄(Energia Costa Azul)이 16억불 규모의 오일&가
스 PF사업을 조달하며 미주 내 유일한 성장세를 이어감
사업명

멕시코 에너지아 코스타 아줄(Energia Costa Azul) LNG 수출사업 1기

사업 개요

멕시코 북서부 바하 칼리포르니아(Baja California)의 엔세나다
(Ensenada)에 3백만톤(연)급 LNG 액화 플랜트 건설 (‘24.1月완공 예정)

사업주
총사업비
시공사

Sempra LNG Corp (41.7%), IEnova (41.7%), Total SA (16.6%)
USD 16억
TechnipFMC PLC, Kiewit Corp

금융 조달

Bank of Nova Scotia, SMBC, BBVA, Citi/Banamex

사업 형태

PPP

출처 PFI Financed Projects (‘21.5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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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F 채권 시장 1, 2
(시장 규모) '21년 1분기 기준 프로젝트 금융 채권 (PF bonds) 발행규모는 약
178억불(25건)로 작년 동기 대비 152% 증가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급락했던 채
권 발행규모 회복 중

1 대출(loan)은 자금을 빌리기 위한 상호간의 ‘계
약’이며, 채권(bond)은 채권시장에서 채권이
라는 금융 ‘상품’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빌리
는 것이기에 발행 후 시장 내에서 거래 가능
2 기업금융 시 회사는 채권시장에 회사채를 발

- (발행 기관별) HSBC Holdings PLC(16억불, 8건), Citi(15억불, 8건), JP Morgan(12

행함으로써 자본을 확보하는 반면, 인프라 금

억불, 7건) 순으로 PF 채권시장이 형성되었으며 기존의 미국·유럽계 글로벌 은행이 계속

을 갖춘 투자자만 참여하는 사모발행(private

해서 상위권 차지

융에서는 완전 공개 시장보다 몇몇 특정 요건
placement)시장에서 채권(note), 즉 사모사
채(project bond)가 발행되는 경우 多 (출처:
엔지니어링 데일리. 2020.11.19. [김재연의

상위 채권 인수기관

(단위 : 억불)

순위

기관명

금액

건수

1

HSBC Holdings PLC

16.1

8

2

Citi

14.9

8

3

JP Morgan

12.4

7

4

Sumitomo Mitsui Finl Grp Inc

12.2

4

5

Santander Corp & Invest Bkg

12.2

4

6

Mizuho Financial Group

12

4

7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9.2

8

8

Credit Suisse

8.9

4

9

Societe Generale

7

4

10

ING

6.9

4

11

BNP Paribas SA

6.7

4

12

Credit Agricole CIB

6.3

3

13

First Abu Dhabi Bank PJSC

5.6

1

14

Morgan Stanley

5.2

3

15

Barclays

4.9

5

16

BofA Securities Inc

4.8

3

17

Natixis

4.8

3

18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2.9

2

19

Deutsche Bank

2.6

3

20

Standard Chartered PLC

2.1

3

21

Goldman Sachs & Co

2.1

2

22

Emirates NBD PJSC

1.6

2

23

PNC Financial Services Group

1.5

1

24

RBC Capital Markets

1.3

2

25

BMO Capital Markets

0.8

1

출처 PFI Financial League Table (1Q, 2021)

건설과 금융] Loan & Bond.)

해외 프로젝트금융(PF) 시장 동향

(공종별) 오일&가스 분야(110억불, 62%) 중심의 채권발행이 이어지고 있으며, 나머지는
발전(30억불, 17%), 교통·석유화학·산업설비 각 10억불(5%) 수준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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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1년 1분기 공종별 PF 채권(Bonds)
(단위 : 억불)
시장 비중

공종별 PF(Bonds) 5개년 금액 및 비중 추이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1분기

금액(억불)

110

255

167

127

165

30

비중(%)

25.23

40.03

36.23

22.01

32.1

16.85

금액(억불)

99

144

83

202

185

110

비중(%)

22.71

22.61

18

35

35.99

61.8

구분
발전
오일&가스
상하수도
교통
레저&부동산
통신
석유화학
광물자원
산업설비
폐기물&재활용

금액(억불)

1

16

11

10

9

-

비중(%)

0.23

2.51

2.39

1.73

1.75

-

금액(억불)

153

178

145

192

87

10

비중(%)

35.09

27.94

31.45

33.28

16.93

5.62

금액(억불)

29

-

16

16

25

-

비중(%)

6.65

-

3.47

2.77

4.86

-

금액(억불)

13

-

2

16

12

-

비중(%)

2.98

-

0.43

2.77

2.33

-

금액(억불)

26

-

-

4

22

10

비중(%)

5.96

-

-

0.69

4.28

5.62

금액(억불)

-

5

24

0.2

-

-

비중(%)

-

0.78

5.21

0.03

-

-

금액(억불)

5

1

14

9

0.6

10

비중(%)

1.15

0.16

3.04

1.56

0.12

5.62

금액(억불)

-

1

-

1

9

-

비중(%)

-

0.16

-

0.17

1.75

-

436

637

461

577

514

178

합계

출처 PFI Financial League Table (2016~1Q, 2021)
** 상하수도(‘21 1분기), 레저&부동산 및 통신(‘17,’21 1분기), 석유화학(‘17~’18), 광물자원(‘16,’20,‘21 1분기), 폐기물&재활용
(’16,‘18,’21‘1분기) 데이터 부재 또는 해당연도 사업 부재로 간주됨
* PPP('17년) 미포함 및 금액은 천만불, 비중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으로 각 항목의 총합과 합계 사이 오차 존재할 수 있음

(지역별) ’21년 1분기 기준 미국(58억불, 9건)을 중심으로 한 미주 PF 채권시장(80억불,
13건)이 가장 활발했으며, 다음으로는 EMEA지역(72억불, 5건), 아·태지역 (26억불, 7건)
순으로 시장이 형성 됨
공종별 PF(Bonds) 5개년 금액 및 비중 추이
구분

‘20년 1분기

‘21년 1분기

증감률(%)

금액(억불)

비중(%)

금액(억불)

비중(%)

아시아·태평양

6

8

26

15

유럽·중동·아프리카

39

55

72

40

+85↑

미주

26

37

80

45

+214↑

합계

71

100

178

100

+152↑

+321↑

출처 PFI Financial League Table (1Q, 2021)
* 금액은 천만불, 비중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으로 각 항목의 총합과 합계 사이 오차 존재할 수 있음

- 최근 5년 간 미주지역 중심으로 PF 채권시장이 형성되었으나,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에 대한 채권 발행규모가 커지며 두 지역 간의 비중 격차 점차 좁혀짐. 반면, 아시아·태평
양 지역은 PF 대출시장에서와는 대조적으로 채권시장에서는 약세

출처 PFI Financial League Table (1Q, 2021)

그림 3 국가별 PF(Bonds) 금액 현황

지역별 PF(Bonds) 5개년 금액 및 비중 추이
구분
아시아·태평양
유럽·중동·아프리카
미주

‘20년

‘21년
1분기

80

52

26

14

10

15

111

220

72

‘16년

‘17년

‘18년

‘19년

금액(억불)

46

67

46

비중(%)

11

11

10

금액(억불)

166

250

119

비중(%)

38

39

26

19

43

40

금액(억불)

224

320

297

388

242

80

비중(%)

51

50

64

67

47

45

436

637

461

577

514

178

합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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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FI Financial League Table (2016~1Q, 2021)
* 금액은 천만불, 비중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으로 각 항목의 총합과 합계 사이 오차 존재할 수 있음
출처 PFI Financial League Table (1Q 2021)

3. 국제개발금융기관 PF 지원 현황
국제개발금융기관(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IDFI)의 PF금융
지원방식은 직접대출(direct lending)과 지급보증(guarantee)방식으로 나뉘며, ’21년 1분
기에는 직접대출 방식이 79%, 지급보증 방식이 21% 차지
- (개도국 대상) 개도국 대상 PF 지원 규모는 총 34억불로 직접대출 23억불, 지급보증이
11억불로 집계되며, JBIC/Nexi(13억불, 4건), IFC/WB/MIGA/IBRD(5억불, 3건),
IDB Invest(2.5억불, 2건), Kexim/K-sure(2.5억불, 1건) 순으로 형성됨
- (선진국 대상) IDFI는 통상 개도국에 대한 지원비중이 더 크지만*, '21년 상반기 개도국
68%(34억불), 선진국 32%(17억불) 지원 비중을 볼 때, 코로나19가 개도국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19년 개도국 91%, 선진국 9% → ‘20년 개도국 64%, 선진국 36%
개도국 대상 기관별 PF 실적

(단위 : 억불)

순위

기관명

직접대출

지급보증

총 규모

건수

1

JBIC/Nexi

7

6.4

13.4

4

2

IFC/WB/MIGA/IBRD

0.6

4.5

5.1

3

3

IDB Invest

2.5

-

2.5

2

4

Kexim/K-sure

2.5

-

2.5

1

5

EBRD

2.3

-

2.3

3
1

6

AIIB

1.5

-

1.5

7

Sinosure

1.4

-

1.4

1

8

ADB

1.1

-

1.1

1

9

OFID

1

-

1

2

10

Proparco

1

-

1

2

11

ICO

0.6

-

0.6

1

12

AfDB

0.5

-

0.5

1

13

EIB

0.5

-

0.5

1

14

DEG

0.5

-

0.5

1

15

FMO

0.4

-

0.4

1

16

China Co-financing Fund

0.4

-

0.4

1

23

11

34

26

합계
출처 PFI Financial League Table (1Q, 2021)

선진국 대상 기관별 PF 실적

(단위 : 억불)

순위 기관명 직접대출 지급보증 총 규모

건수

1

JBIC/
Nexi

10.2

-

10.2

3

2

EIB

4.2

-

4.2

1

1.3
0.7
0.3
17

-

1.3
0.7
0.3
17

1
1
1
7

3
4
5

CEFC
KfW
EBRD
합계

해외 프로젝트금융(PF) 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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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도국 대상 PPP 투자
(투자 규모) 개도국·저개발국들에 대한 PPP투자는 ’12년 1,556억불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19년까지 1,000억불 내외에서 정체 중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년에는 457억
불로 전년 대비 52% 급락하며 ‘04년(313억불) 이후 최저치 기록
연도별 PPP 투자액 및 사업 건수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투자액

1,556

882

994

1,120

685

951

971

854

457

사업 건수

603

404

359

373

326

362

400

386

252

출처 PPP Database, World Bank (‘21.5月 기준)

- ‘20년 하반기 사업 건수는 상반기 대비 4% 올랐으며, 백신 접종 및 봉쇄 조치 완화 등으
로 인해 ’21년 하반기에는 투자규모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공종별) ’20년 기준 총 5개 공종별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에너지 65%, 교통 23%, 수처

그림 4 공종별 개도국 대상 PPP 투자 비중

리 9%, 폐기물관리 2%, ICT 1% 로 구분됨
- (에너지) 298억불 중 229억불(77%)은 발전, 69억불(23%)은 천연가스 사업이 차지하
였고,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 사업 총 투자액(229억불)의 62%(142억불)를 차지하였으
며, 그 중 태양광 사업이 가장 많았음
’20년 상반기 주요 신재생 에너지 PPP사업
국가
모로코
콩고

사업명
누르 미델트(Noor Midelt) 집광형* 태양열 발전소 1기
멘카오(Menkao) 태양광 발전소

투자액 (억불)
8.4
6

베트남

닌투안(Ninh Thuận) 태양광 발전소

5.9

인도

라자스타(Rajasthan) 태양광 발전소

4.2

브라질

사바라(Chafariz) 풍력 발전단지

4

출처 PPP Database, World Bank (‘21. 5月 기준)
* 집광형 태양열 발전: 태양광을 거울로 반사시켜 가운데 집광탑에 집광을 하여 전기 생산

▶ 방글라데시, 브라질, 코트디부아르,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태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한 에너지 투자는 신재생 에너지 중심이었으며, 베트남은 코로나19로 인해 청정 에
너지 공급망·건설이 축소된 가운데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풍력 에너지 사업에 대규모
투자함
▶ 천연가스 부문은 나이지리아 남부에서 중심으로의 천연가스 운송을 위한 1,300km 길
이의 아자오쿠타(Ajaokuta)-카두나(Kaduna)-카토(Kano) 파이프라인 사업 1기(28
억불), 북아메리카의 가장 큰 LNG 시설이 될 멕시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저장·구간
사업(40억불) 등이 있음

출처 PPI 2020 Annual Report, World Bank

해외 프로젝트금융(PF) 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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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최근 10년간 가장 작은 투자규모인 105억불로 ‘19년 대비 78% 하락했으며, 코
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가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 및 통행료 징수에 영향을 주었을 것임
▶ 국가별로는 중국(28억불), 인도(18억불), 콜롬비아(10억불) 순으로 투자규모가 컸으
며, 세부공종별로는 도로 부문(79%)에 대한 투자가 가장 높았음
- (수처리) ‘19년과 비슷한 규모의 투자(40억불)가 이루어졌으며, 중국, 브라질, 코트디부
아르, 우즈벡, 멕시코 국가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 됨
- (폐기물관리) 총 투자금액(9.8억불) 중 폐기물 처리 사업이 79%(7.7억불)였으며, 그 중
7.3억불은 소각(incineration) 및 폐기물 에너지(waste-to-energy) 사업으로 구성되
었고, 불가리아, 중국, 세르비아 국가에서 사업이 진행 됨

(지역별) ’20년 총 6개 지역별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중남미 31%, 남아시아 22%, 동아

그림 5 지역별 개도국 대상 PPP 투자 비중

시아·태평양 21%, 사하라이남아프리카 14%, 유럽·중앙아시아 10%, 중동·북아프리카
2%로 나타남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19년 대비 7% 상승, 63억불) 및 유럽·중앙아시아(’19년 대비
72% 상승, 46억불)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한 투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축되었
으며, 그 중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투자는 ‘19년 대비 75% 하락하며 가장 큰 타
격을 입음

5. 시사점
출처 PPI 2020 Annual Report, World Bank

(신재생 에너지 사업 증가 전망) 주요국 EU·中·日의 탄소 중립 동참 및 美 바이든 대통
령 취임으로 全 세계적으로 기후대응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
로 인한 투자 위축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계속적으로 발전사업의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며 사업 대상국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합의 및 신규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중요할 것
* 개도국 대상 발전PPP사업 중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액 비중 ‘18년(70%)→’19년(62%)→'20년(62%)

(교통 인프라 사업 발주량 증가하며 회복세 예상)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위축*된 경
기 회복을 위해 세계 각국 정부는 각종 인프라 사업 투자계획**을 예고하며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으며, 백신 접종 및 봉쇄 조치 완화 등과 함께 ’21년 하반기 백신접종률이 높은
국가를 시작으로 ‘22년 본격적으로 회복될 전망
* 개도국 대상 PPP사업 투자액은 10년만에 최저치 (105억불) 기록 - 전년 대비 78% 하락
** 인니(200억불 인프라 국부펀드 조성), 인도(4,600km 고속도로 건설), 호주(교통·가스 사업에 3천만불 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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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아·태지역 주요 국가별 PF Issue Focus
1. 아시아·태평양
베트남
(신재생 에너지 전력 출력 제한) 베트남 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는
낮은 전력 수요 대비 발전량 과잉으로 야기된 국가 송전망 과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제한키로 함3
- (이슈) 태국의 전력 회사 B Grimm Power가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21년 1~2
월 베트남 전력공사가 전력 출력을 제한(curtailment)함에 따라, 해당 발전소의 ’21년 1
분기 전력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9.4% 감소
- (시사점) 발전 PF사업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장기적인 수익률 측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
업 준비 단계에서 수익률 변동에 대한 리스크 및 출력제한 시 손실 보상제도에 대한 사전
준비 필요

(남북 종단 고속도로 첫 PPP계약 체결) 손하이 건설(Son Hai Group)과 베트남 교통
부(Ministry of Transport)는 남북 종단 고속도로(North-South Expressway) 사업의 첫
PPP사업으로 나트랑-캄람(Nha Trang-Cam Lam) 구간 건설 계약을 BOT방식으로 진행
하기로 합의 함4
- (배경) 남북 종단 고속도로는 베트남 정부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그동안 정부재정 부족으
로 건설속도를 높이지 못했으며,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PPP 방식을 도입하겠다
고 발표한 바 있음
- (시사점) 베트남 정부는 국가 교통 연결성 강화를 위해 '30년까지 650억불 규모의 인프
라 투자를 제안한 바 도로·철도·수로·공항 등 인프라 PPP사업 기회 확대 전망5

싱가포르

3 PFI Daily News. 2021. 05.12. Vietnam IPP hit by curtailment.

(인프라 건설 자금 조달법 통과) 싱가포르 정부가 국가 인프라 사업 자금을 외부에서 차
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킴6

4 PFI Daily News. 2021.05.10. Vietnam NS expressway BOT deals signed.
5 VN Express International. 2021.4.20.
$65bln master plan proposed for

- (내용) 해당 법안은 ‘정부 인프라 사업 자금 차입법(Significant Infrastructure

Vietnam traffic infrastructure.
6 Today Online. 2021.05.11. Parliament

Government Loan Act)'으로, 앞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인프라 사업에 필요한 자금 중

passes new law to allow Government

최대 673억불(900억 싱가포르 달러)을 외부 차입금으로 조달할 수 있음

projects.

to take loans for major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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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70~80년대 창이(Changi) 공항 및 MRT(Mass Rapid Transit) 시스템 건설 사
업 이후 외부 자금을 차입한 바 없던 싱가포르 정부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대규모 인프
라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법안 추진
- (외부 자금 차입을 위한 요건) 헹 스위 킷(Heng Swee Keat) 싱가포르 부총리(Deputy
Prime Minister) 겸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장관은 정부가 빚으로 사업을 진행하
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내용연수 최소 40년 이상 △사업 총비용 최
소 30억불(40억 싱가포르 달러)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만 외부 차입금 허용

(싱가포르 개발은행, ‘39년까지 석탄화력사업 금융지원 중단 목표) 싱가포르 개발은
행(Development Bank of Singapore, DBS)은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해 ‘39년까지
석탄화력(thermal coal) 사업 금융지원 중단 목표를 발표 함7
*최근 ‘30년까지 싱가포르 사업에 대해 100%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선언함

- (계획) 1) 수입의 25% 이상을 석탄화력에서 얻는 신규 고객에게 금융지원 즉시 중단; 2)
‘26년 1월부터는 수입의 50%이상을 석탄화력에서 얻는 고객에게 금융지원 중단; 3) 매
년 자체 발간하는 Sustainability Report에 DBS의 석탄화력 노출정도를 공개하여 진행
과정 투명하게 공유

인니
(‘50년 탄소중립 달성 계획 공표) 인니 국영 전력회사 PLN(Perusahaan Listrik
Negara)은 바이오매스 혼소(biomass co-firing) 방식을 활용하여 노후 석탄화력 발전시
설을 신재생 에너지 시설로 전환하는 등의 탄소중립 달성 계획 공표8
- (이슈) PLN 사장 줄끼플리 자이니(Zulkifli Zaini)는 “‘15년부터 건설 중인 35GW 규모
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완공된 후, PLN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만 소비할 것”이라 함
- (시사점) 인니 정부는 ‘25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량의 23%를 신재생 에너지로 구축하기
위해 △총 2GW 규모의 디젤 발전시설 2,130개를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전환 △’24년부
터 총 225MW 규모의 200개 석탄 발전시설 전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 수요 증가 전망

(200억불 인프라 국부펀드 조성) 인니 대통령 조코 위도도(Joko Widodo)는 “인프라·
관광·농업 등 전략부문 투자 확대를 위해 200억불 규모의 국부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펀
드 명칭은 ‘인도네시아 투자청(Indonesia Investment Authority, INA)’“이라 함 9

7 PFI Daily News. 2021.05.18. DBS
commits to zero coal by 2039.
8 PFI Daily News. 2021.05.19. PLN to be
carbon neutral by 2050.

- (이슈) 펀드는 출범 전 미국개발금융공사(U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9 PFI Daily News. 2021.02.24. New
sovereign wealth fund for in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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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ion, USIDFC),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등으로부터 100억불 투자 유치에 성공했으며, 추가적으로 아랍에
미리트(UAE)도 100억불 투자 확정지음10, 11
- (시사점) 다른 펀드와 달리 INA는 해외 펀드와 공동투자(co-investing)를 추구하며, 인니
PF사업 구상 시 외부 펀드와의 공동 투자 방식을 활용한 자금 추가 확보 방안 모색 가능

필리핀
(ADB, 화석연료 부문 차관 중단) 아시아 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에너지 부문 그룹장(Energy sector group chief) 용핑 짜이(Yongping Zhai)는 “회
원국에 대한 △화석연료 개발사업 자금 대출 중단 △오일&가스 부문 사업 자금 대출지원
규모 축소”를 발표 함12
- (이슈) ‘09년 마련된 현 여신정책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합의 및 글로벌 에너지 전환
추세에 더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수용해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21년 4분기
이사회 승인 후 개정된 여신정책 공표 예정

(인프라 교통사업 81건 타당성조사 추진) 필리핀 공공사업도로부(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 DPWH)가 81건의 주요 인프라 교통사업에 필요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해 ‘21년 예산에 2.56억불을 할당 했으며, 현재 사전타당성 및 상세 설계,
경제분석, 기술조사, 교통영향평가 등의 과정에 있다고 밝힘13
- (이슈) 33건의 사업은 루손(Luzon), 19건은 비사야(Visayas), 나머지 29건은 민다나오
(Mindanao)에 위치하며 대부분 우회도로, 지역간 연결도로 및 고속도로 등으로 구성되
어 있음

인도
(新 개발금융기관 출범 법안 통과) 인도 의회는 인프라 사업 투자 촉진을 위해 '21~'22
년 예산안에서 413.6억불 규모의 금액을 신규 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e
14

Institution, DFI) 설립에 할당하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킴

10 Aljazeera. 2021.03.23. UAE to invest
$10bn in Indonesia's new sovereign
wealth fund.
11 PFI Daily News. 2021.04.08. UAE

- (배경) DFI의 공식 명칭은 ‘국가인프라개발금융은행(National Bank for Financing
Infrastructure and Development)’이며 인프라 및 개발 부문에 대한 자금 조달을 전담
하기 위함

injects US$ 10bn into INA SWF.
12 PFI Daily News. 2021.05.19. ADB to
stop coal lending.
13 PFI Daily News. 2021.02.24. Govt
studies 81 infra transport projects.

- (계획) 니르만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인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장관

14 PFI Daily News. 2021.03.24. India
approves new D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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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관 설립 초창기 자본금으로 30억불(2,000억 루피)을 배정하며, 3년 안에 기관 설립
후 680억불 수준의 차관을 목표로 함
- (시사점) 인도 당국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 회복을 위해 7,000건에 달하는 인프라 사
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4년 동안 인프라 사업에 최대 1.5조불15을 지출할 계획을 발
표한 바 인도 PF시장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

(FY'21~'22년 4,600km 고속도로 건설 추진) 인도 고속도로청(National Highways
Authority of India, NHAI)은 현 회계연도(FY‘21~’22년)에 총 4,600km 길이의 고속도
로를 신설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발표함16
- (내용) NHAI는 예산지출, 차입금 및 TOT(Toll-Operate-Transfer)를 통한 자금을 포함
하여 탄탄한 자금 흐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고속도로 건설은 EPC 및 HAM(Hybrid
Annuity Model)* 방식을 통해 실현 가능할 것으로 확신
* HAM은 기존 EPC(설계-조달-시공)방식과 BOT(건설-운영-양도) 방식의 혼합 형태로, 사업비의 40%를
NHAI가 5년간 매년 8% 정률로 부담하는 대신, 나머지 60%는 수주 기업이 우선 부담하되 사업 완료 후 자
산가치에 따라 정부로부터 변동률로 지급받는 형태

-(과거 실적) FY'20~‘21년 4,192km 고속도로 건설 사업 중 길이 132km의 2건은 BOT
방식이었고, 길이 2,609km의 69건은 HAM, 길이 2,047km 나머지 60건의 사업은
EPC 형태로 낙찰됨
* FY'18~’19년 3,380km, FY'19~'20년 3,979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한 바 있음

방글라데시
(ADB, 향후 3년간 111억불 자금 지원 예정) 아시아개발은행 방글라데시 담당 만모
한 파카쉬(Manmohan Parkash)와 방글라데시 총리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는 통
화 중 ‘21년부터 ’23년까지 3년에 걸쳐 방글라데시에 약 111억불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
을 밝힘17
- (이슈) 해당 자금은 △다카(Dhaka) - 실렛(Sylhet) 구간 및 다우라트디아(Daulatdia)
- 파리드푸르(Faridpur) - 바리샬(Barisal) 도로 건설 사업, △락삼(Laksam) - 치타공
(Chittagong) 철도 건설 사업 및 △방글라데시 제생 에너지 사업 등에 투입될 예정

15 CFO, The Economic Times. 2020.04.30.
Govt panel projects Rs111trillion infra
investments next five years..
16 Financial Express. 2021.05.12. Highway
construction: NHAI sets ambitious

(관개시설 효율 개선 사업 추진) 방글라데시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장관 압
두 라자크(Abdur Razzaque)는 ‘30년까지 자국 농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관개시설을 제
공하기 위해 관개 효율성을 현재 38%에서 50%로 증가시키고 지표수 사용량은 30%까지
증대시킬 것이라 밝힘18

target of 4,600km for FY22
17 The Daily Star. 2021.05.21. ADB to give
$11.1b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18The Financial Express. 2021.01.17.
A g r i c u l t u re m i n i s t e r h o p e f u l o f
achieving 50pc irrigation efficiency by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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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방글라데시 당국은 지난 10년간 관개 효율(33%→38%) 및 지표수 사용량
(21%→27%)을 증가시켰으며, 現정부 주도의 각종 농업 친화적 정책들이 효과를 내고
있음
- (시사점) 당국은 운하 굴착, 댐 건설,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수자원 개선을 위한
각종 인프라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 밝힘

(‘21년까지 정부 서비스 90% 이상 디지털화) 우정통신정보기술부(Ministry of
Post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장관 주나이드 아흐메드 팔락
(Zunaid Ahmed Palak)은 ‘21년 말까지 최소 90% 이상의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를 위해
현재 2,800여개에 달하는 공공서비스 디지털화를 추진 중임19
- (시사점) 방글라데시 정부는 6,790개에 달하는 데이터센터를 설립하여 국민들에게
54,085개에 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ICT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으며, 코로나19 확
산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추세에 발맞춰, 방글라데시 외에도 개도국 전자정부
활성화를 위한 교통·보건 데이터센터 설립 등 ICT 인프라 사업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
가할 전망

우즈베키스탄
(PPP 관련 법 개정) 우즈벡 정부는 국제적으로 통용(acceptable)되고 금융이 가능한
(bankable) PPP 법 제도 구축을 위해 ‘19년 5月 제정된 제537조 민관협력에 관한 법률
(Law No. 537 "On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개정한 법률 제669조에 서명20
- (개정 내용)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21: △PPP협정 및 우즈벡 정부와의 투자 협
약 하에 유치된 외국인 투자 사업으로 우즈벡에서 판매되는 상품(노동 및 서비스)에 한해
외화 및 기타 조건부 단위에 가격 고정 허용 △ SPV(Special Purpose Vehicle)가 우선
협상대상자를 대신하여 PPP 협정에 서명할 수 있도록 허용, SPV에 직접 토지 할당 허
용, 분쟁해결 조항 수정 등을 통한 승인 절차 간소화

미얀마
19 Dhaka Tribune. 2021.01.17. 90%

(25억불 규모의 LNG사업 승인) 쿠테타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
미얀마 군부*는 LNG 플랜트 사업(25억불)을 포함한 28억불 규모의 총 15건에 달하는 사
22

업을 승인하며 투자 추진

* 現 미얀마 정권은‘21년 2월 쿠테타를 일으킨 군부가 장악하고 있기에 신규 사업 승인을 내린 주체도 군부

government services to be digitized
within this year: Palak
20 PFI Daily News. 2021.02.03. Uzbekistan
- PPP law updated.
21 Dentons. 2021.02.05. Uzbekistan
enhances public-private partnership
legislation

- (배경) 국제 신용평가가 피치 솔루션(Fitch Solutions)은 ‘21년 미얀마 경제 성장률은 혼

22 PFI Daily News. 2021.05.11. Myanmar
- Govt approves US$2.5bn I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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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스러운 국내 정치상황으로 전년대비 -20%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는 등 군부와 시민 간
내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미얀마 경제도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번 대규모 투자 사업 승
인의 배경에는 경제적 상황을 크게 고려한 것으로 추측 됨

호주
(교통 및 가스 인프라 사업에 예산 집중) 호주 연방정부는 ‘21~’22년도 예산안에서 3
천만불 규모의 투자를 교통 및 가스 분야에 할당하며 국가 가스 인프라 계획(National Gas
Infrastructure Plan, NGIP)에 명시된 사업 진행속도 가속화 예고23
- (배경) 호주는 ‘30년까지 아·태지역의 3대 수소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40년까지 1,580만 톤의 수소 수요가 예상되는 일본·한국·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 나
아가 북미, 유럽으로까지 수소 수출 시장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24
- (가스 부문 사업) NGIP에 제안된 4건의 가스 사업은 △골든비치(Golden Beach) 가
스 저장 사업 △이오나(Iona) 가스 저장 사업 △사우스웨스트 빅토리아(South West
Victoria) 파이프라인 확장 사업 △포트 켐블라(Port Kembla) LNG 수입 터미널 사업이
며, 이 중 켐블라 LNG사업은 가장 앞선 단계에 있음
- (탄소 중립 위한 수소 투자) 정부는 탄소 포획·사용·저장 관련 개발 사업에 약 2억불(2.63
억호주 달러)을, 수소 생산 및 이용이 집중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수소허브(hydrogen
hub)를 구축하는데 2.1억불(2.75억 호주 달러)을 투입 예정
- (교통 부문 사업) 정부는 향후 10년간 호주 전역의 도로·철도 및 지역사회 인프라 사업에
약 118억불(152억 호주 달러)을 투입할 것이며, 이는 850억불(1,100억 호주 달러)규모
의 10개년 인프라 지출 프로그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주요 사업으로는 △멜버른
(Melbourne) 복합물류 터미널(inter-modal terminal) (약 14억불) △ 뉴 사우스 웨일
즈(New South Wales)의 그레이트 웨스턴 고속도로(Great Western Highway) 성능
개선 사업 (약 14.2억불) 등이 있음

23 PFI Daily News. 2021.05.12. Budget
focus on transport and gas.
24 KOTRA뉴스. 2021.05.01. 호주의 수소정책
동향 및 한국과의 협업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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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이슈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시대, 시장변화와 해외건설 수주 전략의 키워드
건설 밸류체인 고도화를 위한 디지털 혁신 방안
(민•관 협력기반의) 국가 시범도시의 성공을 토대로
스마트시티의 해외수출을 가속화하자
그린뉴딜은 한국건설 해외경쟁력 강화의 새로운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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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면 당황하게 된다. 더군다나 발생한 일이라는 게 상상
하지도 못했던 것이라면 받는 충격은 더욱 크다. 그런 사건이 2020년을 뒤덮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코로나 19의 대유행은 인류가 경험했던 과거의 전염병이나 전쟁과는 차원이
다르다. 생명에 대한 위협과 경제 위기라는 두 개의 거대한 파도와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
다. 코로나 19는 수많은 인명피해와 더불어 심각 경제 위기를 초래하면서 국가와 기업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던지고 있다. 본 고에서 필자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달라진 세계
경제 환경과 건설시장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해외건설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수주 전략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1 코로나19 세계 누적 확진자 추이
10억
1억
1000만

1. 경험해보지도 예상하지도 못한 전염병, 코로나19

100만
10만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처음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

1만

19)은 2020년 1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거쳐 3월 110여 개국에서 12만 명에 이

1천

르는 확진자가 발생하자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격상됐다. 2021년 6월 16일 기
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221개국에서 1.77억 명이고 사망자는 380만 명을 넘는다. 국
가별로는 미국이 343만 명, 인도가 296만 명, 브라질에서 175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

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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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째 확진자 이후 경과일
전세계

자료 www.coronaboard.kr(2021년 6월 16일 기준)

생했고,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지금도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전염병으로 평가되는 흑사병, 천연두, 스페인

심층이슈 ①

독감처럼 코로나19는 대유행 전(Before Corona)과 후(After
Corona)를 구분 지을 만큼 세계 경제를 비롯해 인류 생활
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팬데믹이 선언되고 수
요와 공급의 동시 위축이라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 위기가 시작되면서 다수의 경제
학자는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때와
같은 대공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시장변화와
해외건설 수주 전략의 키워드
손태홍
연구위원/공학박사
기술경영연구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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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를 했다. 대표적으로, 미국 경제학자 스티븐 무어는 코로나19 대유행이 통제 불능상태
에 빠지고 적극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 어려우면 대공황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심각한 경제 침체뿐만 아니라 사회 및 문화적으로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
던 대공황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길고 깊었던 경제 위기다. 이와 같은 거대한 영향을 미쳤던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경제 침체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는
감염 확산이 악화 일로를 걷던 시기에는 단순한 의견 이상이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선언되고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는 일제히 하향 조정됐는
데 2020년 4월 27일 기준으로 보면 OECD를 제외한 무디스 등의 기관은 마이너스 성장
을 예측했다. 1년여가 지난 지금 국제통화기금(IMF)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3%로 지난 금융위기 당시 기록한 –0.1%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성장률은 –4.7%로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었으며 중국(2.3%) 등이 포함된 신
흥국가의 성장률은 –2.2%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의 일시 멈춤이라는 결과를 낳은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원자재 가격 폭락을 가
져왔는데 특히 국제유가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가 중국 중심으로 확산할 당시 여행 제한 등의 조치로 인해 중국의 원유 수요가 평균 19만
배럴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제유가의 하방 압력이 급격히 증가했었다. 2020
년 1월 20일 배럴당 65달러였던 국제유가는 2월 10일에는 54달러에도 미치지 못했고, 3
월 30일에는 2002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22.58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텍사스 중질유
(WTI)의 경우 4월 20일에 석유 거래 역사상 전례가 없는 –37.63달러라는 마이너스 가격
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와 같은 유가의 급락을 통해 세계 석유 수요 감소에 대한 잠재된
시장의 우려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할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세계
경제의 급격한 위축에서 건설시장
도 예외일 수 없었다. 왜냐하면,
세계 건설시장의 성장 여부는 세
계 경제 성장과 궤를 같이하기 때
문이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지난 20년 동안 세계 건설시장은

표 1 코로나19 대유행 선언 직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발표기관

OECD

무디스
(G20개국)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IMF

S&P

피치

전망치

2.4%

-0.5%

-2.8%

-3.0%

-2.4%

-3.9%

기존 전망치

2.9%

2.6%

1.1%

3.3%

0.4%

-1.9%

발표일

3.2

3.25

4.8

4.14

4.16

4.22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그림 2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국제유가
추이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약 1~2%
가량의 격차를 두며 성장과 하락
을 같이 해 왔다. 코로나19의 대
유행 이전에 3.4%로 전망됐던 세
계 건설시장의 성장률도 세계 경
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
망되면서 –4.3%로 조정됐다.

자료 Financial Times(20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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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세계 경제 성장률과 건설시장 추이

별로도 중국(3.2%)을 제외한 모든
지역 건설시장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상술한 코로나19 대유행 직후 예
상됐던 세계 경제와 건설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모두 우려가 아닌 현
실이 되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경
제뿐만 아니라 사회와 산업, 기술, 환
경 등 모든 영역의 판을 흔들었다. 영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국의 민간 싱크탱크 네스타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기술, 환경
등의 변화가 발생하면서 인류는 코로나 이전과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한, 다수의 기관은 2009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기업이 두려워하는 블랙스완
이라면, 코로나19는 블랙스완이자 미래 시대의 트렌드를 새롭게 정의하는 새로운 노멀이
되리라 예측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 사회의 탄생,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의 전환, 미지의
위험 또는 예견된 재앙 등 리스크 발생의 일상화, 세계화에 지역화로의 변화, 디지털화의
확산, 국제 질서 재편 등이 주요한 트렌드가 될 것이다. 각각의 트렌드는 기존 트렌드와의
충돌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끊임없이 발생시키고, 그 영향력을 점차 확대할 것이다. 더불
어, 코로나19는 지체되었거나 점진적이었던 사회, 경제, 산업, 기술의 변화를 가속하는 촉
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디지털 기술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모든 영역에서
미래의 일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다.
그림 4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일상 회복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2021년 세계 경제는 강한 회복
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축됐던 소비 회복과 그에 따른 산업 생산 증가 등을 기반
으로 경제 지표 개선이 빨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모럴 헤저드에 가
까운 금융 지원에 대한 테이퍼링 가능성, 인플레이션 등 여러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향후
기회이자 위기로 다가올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자.

(%, YoY)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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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 경제와 건설시장

2021년4월

6.7

7

신흥국

선진국

글로벌

선진국
2022년

신흥국

신흥국

6
3

2021년 하반기 세계 경제는 확장적 경제 정책 기조의 유지와 백신 보급에 따른 본격적

0

인 경제활동의 재개에 힘입어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올해 하반기 이후 미

(3)

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경우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의 회복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

(6)

다. 반면에,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의 경우 코로나19 상황과 정책 등에 따라 차별적인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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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하반기 경제 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의견들에도 불구하고 IMF는 포스트 코로나 시
대에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
음을 경고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은 올해 안으로 이전 수준으로 회복은 어렵고,
신흥국도 백신 차별과 정책 여력의 불균형 등으로 회복세에 있어 차별화가 발생할 가능성
이 크다. 특히, 주요 국가의 재정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와 가계소득 불균형 심
화는 세계 경제 회복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된다. IMF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정부 및 가계 부채 규모가 이전보다 확연히 증가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따르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백신의 효과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

(%)

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전문가들은 백신의 효과에 대해 6개월 이하(18.2%), 6개월 초과~9

40

본 응답자가 2/3에 달함

0

7.8

스크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IMF에 따르면 백신의 광범위한 전 세계 가용 시점은 2022
년 하반기로 예상되는데, 백신 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가 부족할 경우
할 전망이다. Duke Global Health Innovation Center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12월

18.2

10

다. 백신 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 외에도 백신 보급의 격차도 세계 경제 회복에 있어 리

국가 간 경제 회복세가 차별화되면서 일부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경제 상황은 오히려 악화

15.5

(인구대비 %)
250

기준 고소득 국가의 경우 40억 개, 중위소득 국가는 29억 개의 백신을 확보했지만, 저소득

200

국가는 개별 확보물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0

21.6월 말
21.12월 말

7.8
지속기간 확신 불가

18.2

면역효과 지속

20

32.5 1년 내에 현재 백신 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2년 이상

즉, 1년 이내에 백신 접종의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66.2%에 달한

30

9개월 초과~12개월 이하

개월 이하(32.5%), 9개월 초과~12개월 이하(15.5%)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운데) 현재 접종 중인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갈지?

50

6개월 초과~9개월 이하

적인 공급과 더불어 효과 지속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옥스팜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그림 5 백신 효과 설문조사와 백신 확보
현황

6개월 이하

세계 경제 회복의 기본 조건과도 같은 코로나19의 보편적 하향을 위해서는 백신의 균형

(인구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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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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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이상 백신접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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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6

백신 보급의 확대와 각국의 경기 부양정책을 기반으로 세계 경제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50

4

원자재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북미와 유럽 등의 선

0

0

2
G20 중 선진국 G20 중 신흥국

진국 주도의 원자재 수요의 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세계 원유 수요는 코
로나19 이전 수준 회복까지는 장기간 소요될 전망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백신 접종률이 높
은 국가 중심의 경제활동 재개로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산 물량과 종료
시점 등 공급량에 대한 낮은 불확실성과 수요 증가에 따라 국제유가의 점진적 상승은 지속
할 것이다. 하지만, 향후 OPEC+의 감산 종료와 감산 의무에서 면제된 이란과 베네수엘라
리비아 등의 원유 생산 복귀는 국제유가의 하방 압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이다. 특히, 바이든 정부자 이란의 핵합의 복귀를 지지하며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경제 제재 완화에 따른 이란의 원유 생산 확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세계 원유 공급과 수요 상황 그리고 그에 따르는 국제유가의 방향성은 향후 세계 경제 회
복에 있어 기업이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원유의

자료 하나금융투자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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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과 가격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원인 즉, 친환경 정책의 확대에 따른 수요의 구조적 변화

그림 6 세계 휘발유 수요 추이와 미국
연료별 중 추이

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재생에너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원격 근무 증가 등 활동 방식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연료 효율 향상

(mmbd)
27

및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은 원유 수요를 줄이는 영향을 낳고 있다. IEA에 따르면 세계 원유

26

글로벌 가솔린 수요

25

수요는 경제 회복에 따라 2022년까지는 회복세가 유지되겠지만 이미 원유 수요의 정점은

24

2019년에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 정책에 맞춰

23

석유, 석탄 등 화석 에너지 수요는 지속해 감소하는 반면에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의 수요

22
21

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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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료별 소비 비중

(%)
45

영국왕립조사협회(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 RICS)에 따르

석탄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석유

40

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2020년 2분기 기준 세계 건설시장의 활동 지수(Global

35

Construction Activity Index)1는 전 권역에 걸쳐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이

30
25

후 백신 보급 확대와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2021년 1분기에는 2020년 4분기 대비 +3이

20
15

증가한 +4를 기록했다. 권역별로 보면 유럽, 아시아태평양, 미국은 각각 +16, +15, +13

10

을 기록했으며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도 2020년 4분기 대비 +15 증가한 +3을 기록했다.

5

RICS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세계 건설시장의 회복세는 경제 성장과 함께 지속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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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지만, 백신 보급의 상황에 따라 국가별 건설시장의 회복세는 차별화될 전망이다.
2021년과 그 이후의 세계 건설시장에 대한 전망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코로나19

그림 7 세계 건설시장 활동 지수 추이

대유행이 종식될 경우 V자형 반등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옥스퍼드 이

20

코노믹스는 2021년에 선진국이 5.8%, 신흥국 건설시장이 9.2% 성장하며 전 세계적으로

10

7.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IHS Markit은 세계 건설시장이 전년 대비 12.2% 성

0

장한 12.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권역별로 보면, 아시아가 6.3조 달러, 유럽과

-10

북미·태평양이 각각 2.8조 달러와 2.1조 달러를 차지해 전년 대비 6.9%~15.8% 증가할

-20

것으로 분석된다.

-30

Asia Pacific Europe Middle East & Africa

-40
-50

표 2 세계 건설시장 성장률 추이
구분

2014-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2029

미국

2.9

0.0

-2.7

4.4

2.7

2.4

2.2

2.0

유로존

1.4

3.2

-9.1

8.3

4.5

2.4

1.6

1.1

영 국

4.8

1.9

-14.8

18.1

3.8

1.4

1.2

0.9

일 본

1.7

0.8

-3.2

2.2

1.5

1.1

0.6

0.0

이외 선진국

2.2

1.0

-5.8

5.8

3.5

2.4

1.8

1.4

동유럽

2.2

0.0

-4.7

6.5

3.7

3.4

3.4

2.4

브라질

-6.9

1.5

-11.7

6.1

5.4

4.2

3.3

2.1

러시아

-1.6

0.1

-6.1

6.0

2.2

2.4

2.8

1.8

인 도

4.6

3.4

-11.0

11.8

7.0

7.2

7.8

8.6

중 국

6.7

5.7

3.2

11.0

3.0

3.9

3.7

3.2

이외신흥시장

3.9

2.9

-2.9

9.2

4.2

4.3

4.1

3.8

세 계

3.0

2.0

-4.3

7.6

3.8

3.4

3.1

2.7

자료 KOTRA 재인용

Q2 2020

Q3 2020

Q4 2020

Q1 2021

자료 RICS

1 GCAI는 수익성 압력과 현재 및 향후 시장 활
동에 대한 변수를 반영해 산정되는 지수로 지
수가 높을수록 현재 건설시장의 활동성이 높고
향후 시장 성장이 유지됨을 의미하며, 낮을수
록 건설시장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향후
시장 전망도 비관적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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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의 경우, 지난 4월 발표된 2.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America
Jobs Plan)이 실행될 경우 상술한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개 분야로 구성된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계획은 운송 인프라 투자, 주택 공급, 상수
도 개선, 교육 시설 개선 등 건설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직접적인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것
이다. 한편, 국내 건설기업의 주요 수주 시장인 중동 지역은 전년 대비 9.9% 증가한 약
5,20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감산 종료, 탈석유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 확대 등이 시장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1
년 세계 건설시장의 51.3%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은 인프라 투자 확대를 기반으로 성장
세의 지속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Swiss Re 그룹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 수요는 향후 20년 동안 매년 1.7조 달러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하반기 그리고 이후의 세계 건설시장은 경기 회복과 백신 공급 확대 등의 영향
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역별 건설시장의 성장이 경기 부진에 따
른 국가 단위의 경기 부양정책에 근간한다는 점은 해외건설 시장에 진출한 우리나라 건설
기업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이다. 작년 8월 발표된 Engineering News Record
의 해외건설기업 250대 순위 보고서(2019년 해외매출 기준)에서 나타나듯이 자국 내 매
출 증가율은 12.1%로 –2.9%인 해외 매출을 압도하고 있다. 250대 건설기업의 자국 내
매출은 2015년 이후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더
욱 심화할 것이다.
코로나 19는 상술한 바와 같은 세계 경제와 건설시장의 정량적 변화만을 가져온 것이 아
니다. 특히, 건설 분야에는 시장의 확대만 아니라 기술적 변화 즉 건설사업의 생산 방식에
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우선, 전염병 대유행에 따른 단기간 의료시설 확충이라는 수요 대
응 수단으로서의 건설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졌다. 때문에, 빠른 시공이 가능한 모듈러

표 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건설 생산 방식의 변화 방향
구분

분야

내용
원격작업 방식의 증가
BIM과 같은 디지털 협업 도구 활용 증가
●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자재 주문, 자원관리, 현금흐름 관리 증가
●

디지털화 확대

●

탄력성 중심의
공급망 재구축

●

재고 구축, 중요 재료 확보, 대체 공급업체 확보

통합의 강화

●

IT, R&D, 기술 등에 투자 지원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통합 추구 강화

수직적 통합

●

설계 및 실행에 대한 통제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직적 통합 추구 강화

단기

이동제한, 물리적 거리두기로 인해 숙련 인력 부족 심화
4D 시뮬레이션, 실시간 상황 관리, 스케줄 최적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도구 활용 증가
● 디지털화, 자동화 등을 위한 R&D 비용 급증
●

중장기

디지털화를 위한
투자 확대

●

OSC 확산

●

공장 제작과 현장 조립 시스템의 범위 확장 지속

●

에너지 절감과 탄소 저감을 위한 정부 정책 강화
공기질 개선 등 건강한 생활환경을 위한 건설 수요 증가

지속가능성 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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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공장제작 방식의 기술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또한, 현장에서의 작업자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한 시공기술과 원거리에서도 가능한 현장관리 기술도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근로자 안전과 현장의 보건관리는 코로나 19 이전보다 강화되는 추세로, 실내 공기 질 확
보 등과 같은 산업 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건설현장의 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이는 비용 상승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비용의 증가뿐만 아니라 강화된
보건 및 안전조치는 공사 기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산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단기적으로는 디지털 확대와 탄력적인 공급망 재구축을 중심으로, 중장기적으
로는 통합의 강화, 디지털화를 위한 투자 증대, OSC 확산, 지속가능성 추구 중심으로 변화
를 거듭할 것이다.
지금까지 코로나 19의 대유행 직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경제 및 사회적 현상, 대공황과
비교되는 경제 위기, 세계 경제와 궤를 같이하는 건설시장의 동향과 전망 그리고 건설산업
의 생산 환경 변화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다. 종합해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
계 경제와 건설시장은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다. 회복 속에 불안은 지속할 것
이고, 건설시장에서의 혁신은 요구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전략의 재편이 필요한 시
점이다.

3. 해외건설 수주 전략의 키워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해외건설 사업 수주를 위해 필요한 역량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의 경쟁력이다. 기술력이나 사업관리 역
량 등으로 구성된 기업의 경쟁력이 수주에 직접적인 영향 요인이라면, 경제 규모와 외교력
등 복합적이면서 총체적인 요인으로 구성된 국가의 경쟁력은 간접적인 영향 요인이다. 이
두 개의 역량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안전한 경제 환경을 근간으로
하는 해외건설 발주 시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주 전략의 무게 중심을 어
디에 둘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건설시장에 처음 진출한 이후 해외건설촉진법을
비롯해 5년 단위의 진흥기본계획 등 다양한 정부 주도의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밀한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해외건설시장의 환경은 수시로 변화한다. 내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사
회 및 문화적 요인들로 말미암아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복잡한 해외건설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사업 수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비전과 구체
적 목표, 전략 간의 유연성, 참여 주체 간의 협력이 포함된 수주 전략의 수립과 시행이 필
수다.

1) 비전
해외건설 수주 전략에서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비전이다. 해외건설 수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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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의 명확한 비전 정립은 어떤 내용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등을 담
아내기 위한 시작점이다. 일반적으로 비전은 10년에서 길게는 30년 안에 달성 가능한 거
대한 목표, 생생한 목표로 정의된다. 그러다 보니, 글로벌 건설 강국 위상 정립이나 연간 수
주 1,000억 달러 달성 등과 같은 희망을 가득 안은 목표가 비전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비
전은 이와 같은 창대한 목표나 꿈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오히려, 비전은 해외건설시장에 진
출한 이후 국내 건설기업이 현재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도전하고 경쟁할 수 있었던 동기
즉, 소명(calling)이어야 한다. 국내 건설기업이 공유하는 소명은 비전이 되고 이는 목표나
미션보다 우선시 된다. 공유되는 비전이 없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고, 제각각 하게 된
다. 지금의 해외건설시장은 4할 타자보다 2할 6푼의 타자 여러 명이 필요하다.

2) 목표
수주 전략의 목표(strategic goal)는 중장기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중점 방
향이다. 때문에, 해외건설시장에서 국내 건설기업과 우리 정부가 수행해야 할 임무를 가
시화한 목표여야 한다. 1,000억 달러 달성이나 수익성 제고와 같은 수치 기반의 성과목표
(performance goal)가 아니라 체질 전환이나 역량확보 등과 같은 정성적 결과를 의미해
야 정성적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전략의 목표는 시간에 따라 구체성을 기반으로
달라져야 한다. 즉, 전략의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에 따른 실행 기반의 단계별
목표가 필요하다. 단계별 목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원의 배분이 유
기적으로 이뤄질 때 달성이 가능하다.

3) 유연
건설이라는 하나의 산업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이 해외건설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수주를 위한 역량은 정부 주도의 지원 정책이 뒷받침될 때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때문에, 부처별로 추진되는 건설 분야를 포함하는 해외사업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수
립과 시행 및 모니터링 등이 가능한 종합적인 콘트롤 타워의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중심으
로 사업별 또는 시장별로 지원 전략 간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서 유연한 정책의 수립과 시
행이 필요하다. 즉, 산업의 구분에 따라 수립된 정책이라 할지라도 지원의 당위성과 필요성
이 확보된다면 유연한 정책의 시행은 필수적인 요소다.

4) 협력

그림 8 해외건설 수주 전략의 키워드
해외건설 수주지원 전략의
명확한 비전 정립

기간(단기/중기)별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

지원전략 간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유연성 확보

국가 수주 역량의 집결을
위한 민관협력

시장은 한정되어 있다. 성장을 거듭한다고 하더라고 시장에 진출한 기업은 증가하고 매
년 수주를 위한 기업 간 경쟁은 심화할 것이다. 또한, 수주 경쟁은 기업 차원의 수준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이어지고 결국, 해외건설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은 국가의 역량에
따라 차별화될 것이다. 개별 기업이 모든 상품과 시장에서 균일한 경쟁력을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국가의 공공 영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역량 활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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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비전, 목표, 유연, 협력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기반으로 한 해외건설 수주 전략은
기존 주력 시장과 상품에서의 수주 저변 강화, 상품을 계획하고 제안하는 수주 상품개발,
기술과 가격을 기반으로 한 진출 시장의 다변화, 기업 인수 및 제휴를 통한 신상품 및 신시
장 창출 등으로 나뉘는 해외건설시장 진출 체계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전략의
키워드가 시장과 상품에 맞는 진출 체계를 구성하는 데에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맺으며
필자가 원고를 써 내려가는 지금 올해 국내기업의 해외건설 수주는 147억 달러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9%가량 낮은 수준이다. 이런 추세로 이어지면 300억 달성도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2016년부터 시작된 연간 300억 달러 안팎
의 해외건설 수주 규모는 우리의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하지만, 조급할 필요는 없다. 해
외건설시장에 진출해야 할 소명이 여전히 유효하고 시장은 변화할 것이며, 그에 따라 우리
의 전략도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전략의 수립과 시행을 통한 성과를 기대한다면
호흡을 길게 가져가자. 올해만 하고 말 해외건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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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수요와 공급망이 동시에 붕괴되며,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다. 대부분의 산업이 큰 혼란을 겪었으며, 건설산업도 예외는 아
니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건설 현장이 멈춰섰고, 인력과 자재 수급난이 발생하였다. 다
만, 코로나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국내 건설투
자는 전년대비 0.1% 감소한 263조원, 해외건설 수주는 351억불로 대체적으로 선방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진 않았으나, 이미 산업의 양상은 크게 변화하였다. 무엇
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었다. 금융, 쇼핑, 유통은 물론 일반 산업까
지 비대면 온라인 문화가 광범위하게 확산 중이다. 스마트 워크가 자리 잡고 있으며, 생산
공정의 자동화, 무인화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전반이 디지털 경제로 전환
되고 있으며, 그 속도가 이전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건설산업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4차 산업혁명 등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 앞에 코로
나19로 인한 디지털 경제 가속화가 결합하여 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
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반 사업전략과 모델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건설산업 디지털화는 거
스를 수 없는 메가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낮은 생산성, 높은 수작업 비율, 시
공위주의 단순도급 산업이라는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디지털화는 선택
이 아닌 필수이다. 이를 통해 설계, 시공, 유지보수 등 건설 밸류체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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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기술혁신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간 건설산업
은 국가발전의 핵심토대인 각종 인프라시설을 공급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그러
나 환경, 안전, 생산성 측면에서 부정적 평가가 제
기되기도 하였다. 미래 건설산업은 기존의
긍정적 역할을 유지하면서 디지털 기
술기반 산업으로 변모해야 한다.

건설 밸류체인 고도화를 위한
디지털 혁신 방안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실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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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디지털 혁신의 필요성과 미래 모습
을 논의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방안과 기대효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건설산업
밸류체인 고도화와 더불어 산업 경쟁력 강화, 해외시장에서의 수주 확대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디지털 혁신의 개념 및 필요성
2.1. 디지털 혁신의 개념 및 동향
디지털 혁신이란 경제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 생산, 분배, 소비 등 경제
활동을 디지털화하고 네트워크화된 정보와 지식이라는 생산요소에 활용하는 방식을 의미
한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전통적인 프로세스가 새롭게 정의되며, 기존에는 없었던 정보
가 축적되고 활용되는 디지털 전환을 핵심의제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 비대면 산업 육성과 디지털 전환, SOC 디지털
화가 추진되고 있다.
디지털 혁신을 위해 주요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산업정책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미국, 중국, 독일, 일본,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는 경제구조혁신, 일자리 창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건설산업을 포함한 디지털 산업혁신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인공지
능(AI) 및 디지털 혁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설산업과 제조업 등을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디지털 경제를 핵심 의제로 채택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두고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하여 디지털 기반 경제구조 혁신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1 세계 주요국의 디지털 산업혁신 정책 내용

자료 대한건설정책연구원(2020), 디지털경제 가속
화에 따른 건설산업 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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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건설업과 제조업의 생산성 추이

건설산업의 디지털 혁신 필요성은 그간 건설시장 내 문제점으로 제기된 주요 사항을 중
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반 혁신이 요구된다. 건설업 노동생산
성은 제조업과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국제비교에 있어서도 선진국 대비 노

자료 산업은행(2019)

동생산성은 50% 수준으로 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건설업의 생산성이 낮은 것은 디지털화

그림 3 디지털화 수준과 생산성 상관관계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MGI(2017)는 디지털화 지수가 높을수록 산업의 생
산성이 향상됨을 밝히면서 건설업의 디지털화 지수가 여타 산업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임
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건설 기반 기술경쟁력 확보와 제조업화 등으로의 혁신을 통해 생
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공기단축을 통한 공사비 절감, 시공품질 향
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MGI(2017)

다음으로 양질 고용과 산업안전 확보 측면에서도 디지털 혁신은 중요하다. 건설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효과가 큰 편이나,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는 임시직 위주라는 한계에

그림 4 산업별 정규직 상용근로자 비중

봉착해 있다. 실제로 건설업 정규직 상용근로자 비중은 50% 이하로 전체산업 및 제조업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산업재해는 모든 산업 가운데 가장 높다. 전체 산재사고 사
망자 수는 감소 추세이나, 건설업 산재 사망자는 각종 대책에도 불구 감소 효과가 미약하
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개선에 대한 변화가 없을 경우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 등의 신규 유
입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건설산업의 디지털 혁신은 노동집약 중심의 기존 고

자료 통계청

용형태를 기술기반 질적 고용으로 개선할 수 있으며, 스마트 안전시공으로 산업재해 감소

그림 5 산재사고 사망자 추이

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건설산업 디지털 혁신은 새로운 시장 창출과 밸류체인 확대에도 효과적일 것
으로 판단된다. 설계·시공·유지보수 등 건설 밸류체인 전반의 기술혁신을 통해 수주산업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유지관리 등 “스마트
X” 시장 발굴 노력을 통해 건설산업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이 지속된다면

자료 고용노동부

건설수요자 니즈 충족은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정부 역시 건설산업
그림 6 디지털 건설산업의 미래

자료 삼정KPMG 경제연구원(2019), ‘건설산업의 오
픈 이노베이션’의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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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사업」을 착수하였다. 2020년부터 6년간 약
2,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대형 연구개발(R&D) 프로젝트로 향후 스마트 건설기술이
완성되어 건설 현장에 보급·적용될 수 있다면 기술 선진국 진입이 기대된다.
건설산업의 디지털 혁신은 경험 의존적 산업에서 기술 융합산업으로 건설업을 업그레이
드 시킬 수 있다. 업무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및 공기단축, 건설인력의 양질화가 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 건설기술 역시 기존 업역간·단계간 단절이 해소되어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단계가 융합될 것으로 기대된다. BIM과 같은 통합적 기술 적용은 업역간·단계간 단절을
극복하여 건설산업 밸류체인의 고도화를 이끌 것으로 판단된다. 설계·엔지니어링 부문은
분절된 2D 설계에서 디지털 협업을 통해 전 단계가 융합된 3D 설계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시공은 현장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장 제작이 이루어지고, 작업 역
시 지능화·자동화로 변모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과 유지관리 역시 시설물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혁신
은 건설산업의 해외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해외건설에 있어 그간 지적되어온 고
부가가치 분야(엔지니어링, 유지보수 등)의 경쟁력 열위를 일정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밸류체인 고도화를 위한 디지털 혁신 과제
3.1. 디지털 건설기술 규제 개선
건설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는 디지털 건설기술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관련 법령
개선 등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산업간 융‧복합을 위해 ICT, 건설기술, 도로 등과 관련

표 1 규제 샌드박스 승인 성과
합계

된 법령상의 규제 요인을 도출 후 관련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디지털 건설기술의
도입과 빠른 추진을 위해서는 건설 사업자의 신기술 규제 특례 등을 건설기술 전반에 적용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줄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규제 샌드박스」의 설
치·운영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 주는 제도로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국무조정실(2020)에 따르면 2019년 총 19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하여 시행 1년 만에 당초 목표의 2배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설 분야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건설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는 밸류체인 전반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찾아내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3.2. 데이터 기반 설계자동화 기반 구축
건설산업의 디지털화는 데이터 활용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AI 운영을 위한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지역혁신
(과기부) (산업부) (금융위) (중기부)

195건 40건
(100%) (21%)

39건
(20%)

77건
(39%)

39건
(20%)

자료 국무조정실(2020)

표 2 기술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
APP
기반

IoT

빅
데이터

블록
체인

115건 23건 19건 14건
(59%) (12%) (10%) (7%)
자료 국무조정실(2020)

VR

AI

10건
(5%)

5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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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용 BIM 설계 데이터 및 개방형 플랫폼 구축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
디지털 정보의 인지와 교환이 가능한 BIM 설계의 객체 분류 및 속성정보의 표준 구축이 중
요하다. 공공기관의 BIM 성과물을 활용한 AI 설계 데이터 축적과 정보 공유를 위한 클라
우드 기반 개방형 플랫폼 구축사업이 필요하다.
데이터 기반의 설계 자동화 기술과 모델 개발 역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축적된 BIM 설
계 데이터의 인식과 학습에 의한 최적 설계안 도출 기술 개발(Big Data 및 AI 기술)이 이
루어져야 한다. 또한 참여자간 협업이 원활화될 수 있도록 VR·AR, 3D프린팅 기술을 활용
한 설계 시각화와 설계오류 최소화 기술 역시 개발될 필요가 있다.

3.3. 첨단산업과 융합형 컨소시엄 구성
디지털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주제도의 개선 역시 중요하다. 기존 턴키 등 기술형 입
찰에서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세부 평가기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디지털 건설
기술 보유기업이 우대될 수 있도록 PQ 심사시 스마트 건설기술 보유 상위 업체(3~5개)만
통과하도록 하는 등 기술 변별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첨단기술 보유 업체간의 융합형 컨
소시엄(건설+IT+제조업체)의 건설공사 참여를 위한 건산법·국가계약법·정보통신법·전기
공사업법 등의 개선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건설 기술이 활용된 공사의 발주물량 확대 역시 필수적이다. 가칭 ‘디지털 건설기
술 활용 촉진 지침’의 제정 등을 통하여 디지털 건설기술이 포함된 건설공사로 발주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공공공사 예정금액이 3억엔 이상인 경우 ICT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입찰조건으로 발주하고 있다.
그림 7 디지털 건설 기술 보급 촉진 및 활
성화 전략

자료 대한건설정책연구원(2020), 디지털경제 가속
화에 따른 건설산업 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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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디지털 건설기술 표준 및 시방서 마련
건설산업의 디지털 기술이 활성화될 경우 기존 국가 표준 및 시방서의 새로운 기준이 마
련되어야 한다. 현재 설계기준코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코드의 경우 중앙건설 기술
심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위기술 기준은 정부 소관부서의 지침에 따라 결정되
고 있다. 따라서 건설기준의 정비 추진 위계에 따라 관련 법령과 규정의 제·개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일본은 국토교통성의 ‘i-Construction’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술(ICT기술, 건
설 중장비, 3차원 데이터)을 공공분야 토공사에 적용하기 위해 조사·측량·설계, 시공, 검
사, 적산 등에 대한 新기준을 개정하여, 시공 현장에서 적용 가능토록 운용하고 있다.

3.5. OSC 시범사업 활성화
OSC(Off Site Construction)란 공장에서 대부분의 자재와 구조체 등을 생산하고 현
장으로 운반하여 조립하는 방식의 건축으로 구조재 등을 표준화, 부품화하여 효율성을 높
이고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기술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 OSC의 3대 축인 ‘모듈러
(modular)’, ‘PC(precast concrete)’, ‘패널라이징(panelizing)’이 성공적으로 활성화되
기 위해서는 ‘공장생산’, ‘협력적 작업’, ‘디지털화’ 등 3가지 요소에 대한 전략 수립이 필수
적이다.
OSC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적 측면에서 모듈러 방식 공사 발주가 물품구매 발주가 아닌
건설공사로 발주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OSC 공사 발주시 별도의 공사
비 산정기준이 수립되어야 하며, 건설업체들의 현장생산 기술을 공장생산 기술로 전환하기
위한 지역별/거점별 모듈러 공동생산플랜트 구축 시범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기술적 측
면에서도 OSC에 적용 가능한 특화된 기술기준(설계기준, 시방서, 성능규정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3.6. 다공종 통합 시공 및 다기능 인력 양성
건설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다공종 통합 시공과 다기능 인력 양성 역시 필요하다. 다
공종 시공이 가능한 디지털 건설기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공종이 동시에 시공되도
록 기술의 유사성 및 공정의 연계성에 따라 건설공사 생산방식이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 또
한 디지털화·자동화·기계화 등에 의해 세부 숙련공에 대한 요구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다양한 시공 능력을 갖춘 다기능·저숙련 인력 양성 역시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
된다.

3.7. 디지털 건설기술 보급 지원단 운영
중소건설업체에게 건설산업 디지털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인력양성과 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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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급이 중요하다. 디지털 건설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육기관, 교
육 프로그램, 기존 인력의 직무전환 교육 시스템, 대학·대학원 학제 융합 등의 체계 수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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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일본의 스카트 제조 지원단 운영
체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가칭 ‘디지털 건설기술 보급 지원단’과 같은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대학 등도 미래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IT·제조·건설 등과 관련된 학과
들의 개편을 통해 첨단융합학부와 같은 새로운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4
차 산업혁명 기술을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에 보급하기 위한 ‘스마트 제조 지원단’을 운영
하고 있으며, 여기서 퇴직 IT기술자 재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에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4. 디지털 혁신 기대효과

자료 대한건설정책연구원(2020), 디지털경제 가속
화에 따른 건설산업 혁신방안

4.1. 건설 밸류체인 고도화
건설업 디지털 혁신은 밸류체인 전반의 효율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설계, 시
공, 유지관리 분야는 이전에 개인 경험 기반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단계별 분절로 인해 생산
성이 낮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데이터, 모듈화, 자동화 기반의 디지털 혁신은
전단계의 융복합화를 통해 밸류체인 전반을 고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9 건설산업 밸류체인 고도화를 위한
디지털 혁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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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생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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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디지털화의 생산성 개선효과

건설산업 디지털화는 생산성과 부가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혁신
기술의 적용은 공기단축, 비용절감, 재해감소, 부가가치 증가 등 긍정적 파급효과로 이어
지기 때문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2020)은 건설산업 생산성과 디지털 혁신의 상관관계
를 0.79, 디지털화가 1% 진전될 때 생산성은 0.8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는 건설산업의 디지털 혁신 수준을 제조업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생산성이 25% 증가하는

자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그간 건설업의 낮은 생산성을 감안하면 Catch up effect로 생산성
30% 향상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1 건설주체별 디지털 혁신 방안

4.3. 양질의 일자리 창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디지털화 촉진과 고용의 관계는 다양한 이론과 상충된
견해가 존재하나, 디지털 혁신이 양질의 일자리를 증가시킨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산업의 디지털화는 건설 밸류체인에 있어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3만개
이상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후방 연관산업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
인다. 건설고용의 질이 개선된다면 청년층 등의 신규 유입도 기대할 수 있어 건설산업의 지

자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속가능한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시공분야 등은 현장인력의
자동화, 공장화로 대체되면서 일부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건설
산업 고용창출 목표를 기존 양적 수치 중심에서 질적 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미 건
설산업은 노동집약산업에서 서서히 기술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그 속도
와 방향이 명확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림 12 건설산업 디지털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자료 대한건설정책연구원(2020), 디지털경제 가속
화에 따른 건설산업 혁신방안

5. 결 론
지금까지 건설산업 밸류체인 고도화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디지털 혁신 필요성과 세
부 방안, 기대효과 등을 살펴보았다. 건설산업의 디지털 혁신은 밸류체인 간의 단절, 낮은
생산성, 높은 사고율 등 그간 건설업 내부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한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이는 해외건설 수주경쟁력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시공위주의 단순도
급사업 중심 구조가 디지털 기반의 융복합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되기 때문이다.

건설 밸류체인 고도화를 위한 디지털 혁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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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건설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제도개선, 인력양성 등 많은 노력
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칠 가능성도 상당하다. 또한 기술혁신, 디지털 및 스
마트화가 건설산업 내부로 침투되는 속도가 타 산업에 비해 느릴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그
러나 장기적으로 건설산업의 디지털화는 필연적이다. 한국판 뉴딜의 선도적 역할과 지속가
능한 산업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디지털 기반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무조정실(2020), “2020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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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 로그인하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된다.

그림 1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Ready Player One)

2045년,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암울한 현실과 달리 가상현실 오아시스(OASIS)
에서는 누구든 원하는 캐릭터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상상하는 모든
게 가능하다. 2018년 3월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의 ‘레디 플레이어 원(Ready Player
One)’에 관한 내용이다. 혹자는 게이머가 꼭 봐야 하는 덕후들의 추억소환이라는 테마로
본 영화를 보았겠지만, 영화의 배경이 한국의 국가 시범도시와 유사한 미국 스마트시티 챌
린지의 우승도시인 콜럼버스라는 것에서부터, 공간 개념상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과 메타버스(Metaverse)를 토대로 가상 공간(Cyber)과 현실과 실제
공간(Physical)에서의 우리의 삶을 다뤘다는 것이 모든 이들에게 흥미로울 것이다.
영화에서 처럼 ‘가상현실 속에서가 아닌 실제 현실 속에서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스
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일까?’

1. 스마트시티의 정의와 발전단계
글로벌 리서치기관인 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2010년 무렵, 스마트시티 1.0
시대에는 기술 중심의 인프라 구현과 확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송도가
대표적인 도시로 각광을 받았다. 2010년 이후 2015년까지, 스마트시티 2.0시대에는 유
럽을 중심으로 도시의 비전과 발전 방향성이 먼저 제시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 구현
중심으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며, 바르셀로나와 비엔나 등이 대표적인 도시로 꼽
히게 된다. 2015년 이후 스마트시티 3.0 시대에는 그 중심이 기술도 도시의
거버너(시장 및 소수의 리딩그룹)도 아닌 시민중심(Citizen-Centri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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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발전 협업체계로 빠르게 전환되게 되며, 서울과 암스테르담이
그 대표적인 도시로 손꼽히게 된다.
기술적인 발전단계(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
면 1단계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이
고, 2단계는 교통, 안전, 에너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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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Vertical)분야에서의 진화를 의미하며, 3단계는 이런 개별 분야들이 수평적
(Horizontal)으로 데이터(Data)라는 개념 하에 통합되는 단계이고, 4단계는 데이터기반의
도시 플랫폼(City Platform)으로 묶이는 단계로서 2018년부터 ‘세계선도형 스마트시티
연구개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국가 전략프로젝트 연구개발사업이 바로 이 4단
계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5단계에는 향후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5G기반의 자율주행에
서부터 도시 전체가 유기체라는 개념으로 묶이는 미래도시(Future City)의 개념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림 2 스마트시티의 정의와 발전단계

2. 도시 성장단계별 맞춤형 스마트시티 추진방안
현 정부는 기존 U-City가 신도시 중심의 획일적인 추진이라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명
확히 인식하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에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
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의 성장 단계별(신규개발, 기존운영, 노후/쇠퇴도시) 차별화된 전략
방안을 2018년 1월말 발표한 바 있다. 요약하자면, 신규개발 도시 중 시범도시(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크델타시티)선정과 더불어 거점도시별 특성 있는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나
가며, 기존 도시는 ‘세계선도형 스마트시티 연구개발사업’의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 실
증 도시 2곳을 선정(대구광역시, 시흥시)하고, 지자체별 테마형 스마트시티 전략수립을 지
원하며, 노후/쇠퇴도시에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빠른 속도로 보급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
시키고자 하고 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시범도시, 거점 신도시와 세계선도형 스마트시
티 실증도시 2곳은 데이터기반의 도시플랫폼을 기반으로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산업으로서 스마트시티의 모범이 되게 하며, 대부분의 국토에 해당되는 기존 운영도시와
노후/쇠퇴도시에는 이미 검증된 상용화되고 비용 효율적인 스마트서비스를 도입하여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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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도시혁신과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 및 확산 전략

3. 스마트시티 주요 해외사례 분석
한국 U-City가 50만평 이상의 신도시를 대상으로 5대 공공서비스(교통, 방범, 방재,
시설물, 환경)를 보급하는 유형화된 형태였던데 반해, 해외는 도시의 성장단계와 비전, 시
민참여 등의 내부 여건에 따라 도시별 맞춤형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유형과 도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암스테르담은 지속가능성 목표인 ‘에너지전략 2040’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소통 그리고 공동 혁신의 창구를 설립하고, 개방형
프로세스를 통해 민간 참여를 활성화 하였으며, 규제를 없애 서류심사 없이도 도시 내 여러
곳에서 개별 실증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성공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도시 전체로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14년 ‘Smart Nation Singapore : Many Ideas, One Smart Nation'
비전 하에 민간의 전문가들로 커미티를 구성하고 디지털트윈(Digital Twin)같은 첨단기술
을 도입하여 도시 전체를 가상화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국의 밀턴킨즈는 인구 23만명의 쇠락하는 도시였지만, 도시 전체를 데이터 기반 도시
플랫폼을 도입하고, 시민들의 수요기반형 서비스를 도입/발굴함으로써 영국의 수많은 도
시 중 대표적인 스마트시티로 성장하고 있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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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북쪽 해변가에 있는 산탄데르는 글로벌 리빙랩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이다. 우리
나라의 판교가 이런 규제 프리존을 지향하였지만 현재의 모습은 초기의 기대와는 사뭇 다
른 느낌이다. 예를 들면, 사물인테넷(IoT : Internet of Things)의 글로벌 표준이 발표되
고 이 표준에 기반한 서비스가 전 세계에서 개발되면 이 작은 해변도시의 리빙랩을 기준으
로 디바이스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구현한 뒤에 각자의 나라에 돌아가서 완성된 플랫폼을
배포하는 형식이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콜럼버스는 2016년 미국의 국토교통부가 12개의 비전 요소만 제시
하고 78개의 개별 지자체가 민간기업, 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별 도시의 여건과
비전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발굴하여 제안하는 챌린지(Bottom-Up) 방식으로 선정한 향
후 미국의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후보 도시이다.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선정된 이후에
도 추진계획을 지속적으로 수정/재검토하고 있으며, 현실 상황 및 시민의 수요에 맞춰 예
산 역시 재배정하는 등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가장 선진화되는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채
택하고자 하였다. 다만, 최근 들어 새롭게 도입된 스마트 서비스들의 핵심지표(KPI : Key
Performance Index)를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 미리 셋팅하고 추적하며 지속적으로 개
선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구글의 참여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토론토는 쇠락한 워터프론트 지역을
지자체와 구글이라는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스마트시티 형태로서, 2018년부터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기본구상 진행하였고, 한국의 시범도시인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2,021년 좋은 경쟁상대가 되리라 생각하였으나, 코로
나와 데이터 주권들의 이슈로 2,020년 사업은 중단되었다.

그림 4 해외 주요도시의 유형별 스마트시티 추진사례

심층이슈 ③

46

(민•관 협력기반의) 국가 시범도시의 성공을 토대로 스마트시티의 해외수출을 가속화하자

4. 스마트시티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성공적인 스마트시티의 이해관계자로는 정부와 출연연구소, 지자체와 시민, 공기업 중심
의 시행사 그리고 민간기업을 꼽을 수가 있겠다. 먼저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5년
에서 10년 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하며, 개별 부처가 아닌 범부처 관점에서 출연연구소
들과 함께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고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하며 인증절차를 만들
고, 규제개혁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시민참여를 중심
으로 도시비전을 수립하고 전파하며, 시민수요 기반의 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하고, 민간
기업의 플랫폼에 종속(Lock-In)되지 않도록 플랫폼의 공공공 확보에도 신경써야 한다. 실
제로 지구단위계획을 기반으로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공기업 중심의 시행사들은 지자체
도시의 비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와 연계된 지구별 스마트시티 비전수립에 집중하고 민
간기업과의 협업강화를 위해 구매절차를 개선하고, 민관협력기반의 개발형태 수용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혁신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기업 또한 정부와 함께 글로벌 표준선도를 위한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정부와 지자체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민간투자 기반의 스마트시티
모델발굴에도 집중해야 한다. 대•중•소협력기반의 혁신생태계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유의
미한 규모의 래퍼런스를 신속 확보하여 해외 수출경쟁력 확보를 통한 산업으로서의 스마트
시티 정착에 일조하여야 한다.

5.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핵심논제와 해결방안
첫째, 시민참여기반의 유의미한 스마트서비스 발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동체에서의 소통과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한다. 오늘날
스마트시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시민주도(Citizen-Centric)라는데는 이견이 없을 것
이다.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 시행사들과 지자체로부터 받는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자
발적인 시민참여는 어떻게 시키나요?’ 라는 것이다. 필자는 이에 대해 몇 가지 단계별 접근
법을 제시해오고 있다. 그 하나는 민원분석이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것
이 민원이기 때문에 최근 3~5년정도의 민원을 빅데이터 기법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분
석하는 것이 첫 걸음이다. 이와 더불어 소셜 미디어에 표출된 다양한 의견 역시 빅데이터
로 분석한다면 좋은 기초 수요조사가 되리라 생각한다. 다른 하나는 도시재생에서 시도되
고 있는 인센티브 기반의 시민참여 방안이다. 작은 소셜 커뮤니티기반으로 본인 거주 지
역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6개월에서 1년간 고민해보고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고, 그 중 가장 우수하고 구체화된 지역에 예산을 먼저 배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서울특별시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 하나는 시민들과 함께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여 도시문제
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필요한 방식이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과 애자일(Agile) 방법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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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스마트시티 이해관계자와 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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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현재 설계/시공과 운영이 분리된 도시개발 모델을 어떤 방식으로 혁신할 것인가?
결론은 민•관•공 협력으로 우리 삶과 도시를 바꾸는 스마트시티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
다. 과학기술의 발전속도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에
서의 도시개발 프로세스는 이를 담아내지 못하고 U-City시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U-City시대에는 도시설계와 시공은 공기업 중심의 시행사가 맡고, 실제 구축은 이후
의 운영은 지자체가 맡아 설계, 시공, 운영이 단절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 설계와 시공의 분리는 급변하는 과학기술을 시공에 반영하지 못하는 부작용
을 낳고 있으며, 설계/시공과 운영의 분리는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지 않은 설계/시공으
로 필요한 부분은 결핍되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잉이 발생하는 부작용 낳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2018년 1월 29일 발표된 ‘도시혁신과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
트시티 조성 및 확산 전략’에서 민간기업, 시민, 정부/공기업의 명확한 역할과 협업방안을
제시하였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도시개발의 전 단계에 걸쳐 시
민의 수요에 기반하여 민간기업과 공기업 그리고 지자체가 강력히 협업해야 한다는 것이
다. 시범도시로 선정된 세종 5-1(83만평)과 부산 에코델타(66만평) 지역은 88만평의 여
의도 면적에 해당되는 하나의 타운이자 생활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행정이 독립적인 도시
는 아니다. 만약 9살 세종특별자치시가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성장하길 원한다면
5-1 시범도시 지역은 민•관•공 협력 기반의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공동시행 및 운영까지
를 고려해보고, 더 나아가 기존 도시운영지역과 조치원읍의 도시재생까지를 묶어 큰 그림
을 그리는 것이 필요하다. 글로벌 대중교통혁신의 최고 베스트 프렉티스로 꼽히는 서울시
티머니(T-money) 시스템 역시 지자체인 서울시와 민간기업이 함께 설계, 시공 그리고 운
영한 뒤, 전국확산 및 해외수출로 연계된 바람직한 사례라 할 수 있다.

6.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체크리스크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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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시 스마트시티란? Revolution(혁명, 혁신) Vs.
Evolution(진화)
지금까지 우리는 스마트시티의 정의와 발전단계, 현 정부의 스마트시티 추진방안, 해외
주요 스마트시티의 사례분석, 스마트시티 이해관계자의 역할,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핵심논
제와 해결방안 그리고 성공적인 스마트시티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살펴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스마트시티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돌아가 보고자 한
다. 스마트시트를 구성하는 3대 요소를 굳이 꼽아본다면 도시의 비전과 연계된 인문/
철학(Philosophy), 도시설계(Urban Planning) 그리고 과학기술(ICT :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는 이런 3대 요소로 구성되어진 살아 숨쉬는 유기체(Organ System)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스마트시티는 혁신(Revolution)적인 상품(Product)을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시공-운영‘의 전체 생애주기에서 인문/철학, 도시설계 그리고 과학기술 관
점에서 점진적으로 진화(Evolution)하는 유기체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물론 진화는 도시라는 유기체 속에서 살아 숨쉬는 시민들의 삶을 바꾸고 개선하는 방향으
로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8. 스마트시티 해외시장 선점을 향한 新 한•중•일 대전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사업, 500조원이 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NEOM 프로젝트 등 산
업화, 도시화를 기반으로 하루에도 20만명이 넘는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를

그림 6 스마트시티 글로벌 선진사례 확보를
위한 한중일의 치열한 경쟁

(민•관 협력기반의) 국가 시범도시의 성공을 토대로 스마트시티의 해외수출을 가속화하자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 건설에 대한 수요와 함께 도시 빈민의 脫 슬럼화 해결이라는
요구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미래산업으로서의 스마트시티의 시장 선점을 향한
한•중•일의 각축적은 그 어떤 산업의 경쟁보다 치열하다. 토론토를 대표모델로 만들고자
했던 구글의 꿈이 좌절된 상황에서 현재 한중일은 경쟁이 그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해도 과
언이 아니다.
먼저 중국은 2017년부터 알리바바가 항저우에서 스마트교통을 시작으로 현재 안전,
의료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하며 선진사례를 확보하고 있으며, 알리바바 이외에도 화웨이
(Huawei)는 선전(Shenzhen)의 롱강지구에 300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을 실시간으로 통
합관제하는 플랫폼으로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기반 도시운영 사례 확보에 집중하고 있
다.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정책 하에 ’중국판
마셜플랜‘을 토대로 AIIB를 활용하여 빠른 속도로 해외 도시 인프라 사업에 시장점유율
(Market Share)확대에 나서고 있다.

그림 7 중국의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정책

일본은 2014년 해외교통 및 도시개발지원 기구인 JOIN(Japan Overseas
Infrastructure Investment Corporation for Transport and Urban Development)을
설립하고 All Japan 전략이라고 불리는 민관 일체형 수주전략을 토대로 정부와 종합상사,
분야별 전문기업과 은행이 함께하며 해외시장 개척에 집중하고 있다. 나아가 2020년 도요
타(Toyota)는 후지산 아래 21만평에 3,000명이 상주하는 스마트시티 미래 서비스모델 실
증도시인 우븐시티(Woven City) 추진을 선언하였고, 2021년 착공을 통해 시장 선점을
향해 한 발짝 다가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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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은 2018년 추진을 선언한 국가 시범도시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2020년 실행
하여 현재 세종은 예비사업자 승인을 지나, 2021년 4분기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을 앞두고 있으며, 시민중심 / 데이터 기반/ 지속가능한 진화모델 그
리고 대중소 상생기반의 혁신 생태계 조성과 Team Korea 구성을 통한 해외 확산이라는
지향점 아래 2022년 첫 번째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

그림 8 국가 시범도시 세종 : 소년 세종의 꿈

그림 9 스마트시티 세종 국가시범도시의 지향점

9. 스마트시티 해외 수출전략
스마트시티 해외 수출은 혁신적인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서 사는 시민들의
수요에 기반하여 이를 ’설계-시공-운영‘의 전체 라이프사이클에 반영해야 하는 ’최고 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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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Turn-Key 운영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컨설팅, 설계, 시공(토목/
건축, ICT), 운영 노하우와 금융이 접목되는 ’초대형 융/복합 사업‘이다. 이에 정부와 공기
업은 법/제도의 정비와 글로벌 표준 선도를 위해 선행적으로 노력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은 기술, 가격경쟁력 확보에 집중하여야 하며, 나아가 수출하고자 하는 사업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유의미한 규모의 레퍼런스 확보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스마트시티 수출의 시금석이 될 국가 시범도시의 성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기반의 대형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사업 발굴을 위한 실행력있고 과감한 해외금융지원체
계의 강화가 절실하다.
그림 10 해외 수출을 위한 전제조건과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책임

그림 11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이해와 수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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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국가 시범도시 세종을 상징하는 몇 가지 이미지

K-BUILD저널 2021.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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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이란?1

1 본고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지속가
능 성장을 위한 건설산업의 그린뉴딜 추진과제
(유일한 외, 2020.7)”의 일부 내용을 한국 건

뉴딜 정책의 출범 배경 및 개념

설산업의 해외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보완 및
재구성하여 작성한 원고임.

뉴딜(New Deal)은 사회, 경제 위기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대한 국민과의 새
로운 합의를 뜻한다. 대체로 뉴딜 정책의 1단계는 경제 단기 회복을 추구하며, 2단계는 사
회보장 안정망을 확충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뉴딜은 단순한 경제 회복을 넘어 시스템 개
혁(3R, Relief → Recovery → Reform)을 요구하고 있다. 그린뉴딜도 이러한 개념에서
출발하였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타파, 녹색일자리를 목표로 하는 탈탄소 경제사회로
의 대전환을 추구한다.

그림 1 그린뉴딜의 개념 및 목표

자료 2020 KEI 환경포럼, “한국판 뉴딜의 발전방향:
그린뉴딜”, 2020.5.28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
세계적으로 그린뉴딜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는 가운데, 한국도 2020년 7월 코로
나19 상황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 주축이 되
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본격 출범하게 되었다. 정부는 2020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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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의 포괄적 추진방향을 제시하였
고, 이어 6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한국
판 뉴딜 본격 추진 사항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7월 14
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
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린뉴딜은 한국건설
해외경쟁력 강화의 새로운 기회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래전략연구 실장

그린뉴딜은 한국건설 해외경쟁력 강화의 새로운 기회

이 계획에 따르면 그린뉴딜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73.4조원(국비 42.7조원)을 투자해
일자리를 65.9만개 창출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그린뉴딜은 1) 도시·공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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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판 그린뉴딜의 추진방향 및
과제

활 인프라 녹색 전환, 2)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3)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의 3개
분야에서 모두 8개의 핵심과제를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국토부, 환경부, 산업부 등 정부부
처의 선도적(마중물) 역할이 내포되어 있고, 민간부문에서의 적극적 참여(확산)가 필수적으
로 수반된다. 이와 같이 지난해 출범한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은 2021년 5월말 제2차 P4G

①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와
②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③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녹색 미래 정상회의(제2차)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한국 정상이 발표한 ‘서울 선언문’을 채

①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택함에 따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③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②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①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②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2. 주요 외국의 그린뉴딜 관련 최근 동향
유럽, 미국, 중국의 동향
기후위기 대응의 선도적 역할을 해온 EU는 유럽 그린딜 로드맵 및 10대 핵심과제를 통
해 1조유로(공적투자+민간투자) 규모의 투자 이행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 중이
며, 친환경적 규제 정책을 기반으로 기존 건물 리모델링 등 ‘리노베이션 웨이브’ 정책을 강
조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청정성장전략(Clean Growth Strategy)’을 채택하여 2021년
까지 25억파운드 이상 투자를 추진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 트럼프 정부에서는 미국 의회(민주당) 및 일부 주정부·지자체를 중심으로
미국 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할 대안으로 그린뉴딜에 주목한 바
있다. 2019년 뉴욕주는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후행동협약법’을 제정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에너지 저장시설 프로젝트 20개를 지원하는 등의 투자계획을 발포
한 바 있고, LA시도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도시를 목표로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하였
다. 이러한 미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은 기후위기 대응 측면보다 친환경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정부가 주
도해 천문학적인 에너지 분야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13개 지
자체에 대한 총 34조위안(약 5,800조원) 규모 신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태양광을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202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세계 1위)의 시장과 기술력으로 성장 중이다.

국제기구의 권고 및 활동
유엔환경계획(UNE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 등
국제기구도 친환경과 경제성장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및 투자제안 등의

자료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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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먼저 UNEP는 2009년 3월부터 전 세계 GDP의 약 1%에
달하는 7,500억달러(약 750조원)를 건축물에너지 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등 5개 분야에
투자하는 ‘글로벌 그린뉴딜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후 OECD도 전 세계의 기후친화적인 개발을 위해 2030년까지 연평균 6.9조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2010년 6월 서울에 설립된 GGGI 역시 개도국이 환경
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고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
는 등 녹색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최근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가 제2차 정상회의를 서
울에서 개최(2021.5.31)하고, ‘서울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한국은 이제 기후위기 대응
의 주변국이 아닌 중심국가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이 추진 중인 그린뉴딜 정책 또한
전 세계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건설산업과 그린뉴딜 정책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그린뉴딜 정책 방향
국내 건설산업의 코로나19 영향과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제기되었다. 첫째는 건설현
장의 공기지연 및 자재원가 상승, 인력조달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였고, 둘째는 이
로 인해 건설기업의 재무리스크가 증가하고, 양적 성장의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였
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해외 건설현장의 공기지연 문제 등이 심각해져 공사원가
상승으로 인한 많은 분쟁이 예상되고, 중소기업은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 지속될 것
이라는 우려가 크게 존재하였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은 에너지·물·건물 등 분야를 중
심으로 산업 혁신과 일자리창출을 추구해 코라나19의 위기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겠다는 것
이었다. 국토부는 주요 사업계획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부는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디지털화 등의 주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
시의 경우에도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건축물 및 교통, 에너지에 걸친
종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일부 지자체도 기존에 추진되던 R&D 사업
등과 연계하여 그린뉴딜 사업을 확대 및 강화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관련 시사점과 건설산업 분야 이슈
건설산업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과 이슈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
다. 먼저 앞서 기술한 해외 주요국의 그린뉴딜 정책에서 보는 시사점이다. EU는 공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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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민간투자가 결합된 대규모 그린딜 투자를 선도하고 있으며, 미국은 경제 측면을 고려한
그린뉴딜 정책 제안이 중심을 이룬다. 영국도 청정성장전략 채택으로 투자를 강화하였고,
중국은 정부의 강력한 주도하에 친환경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기후변화
에 대응하는 新성장 동력으로 녹색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공공투자를 하고 있으며,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다음은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이 남긴 제언이다. 지금은 인
터넷 커뮤니티, 신재생에너지, 전기·연료전지차를 각각의 요소로 하는 新산업혁명의 시기
가 도래하였고, 한국은 新산업혁명의 구성요소를 갖춰 보다 적극적인 그린인프라 투자를
통한 그린뉴딜 선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마지막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의 건설정책 이슈에 대한 선제적
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한국 경제의 L자형 장기침체 및 기후변화로 인한 대재앙
지속발생 우려 등으로 건설산업은 그린뉴딜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
기되고 있다. 비대면화(Untact)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가속화로 도시공
간과 건설현경 변화도 빨라지고 있으며, 모듈러주택 등 OSC(현장 외 생산) 및 친환경 건축
도 확산되고 있다. 건설안전과 유지관리 서비스 강화도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
린뉴딜의 적극적 추진은 건설산업과 도시공간의 고품격화를 도모해야 하는 위기이자 기회
인 것이다.

4. 그린뉴딜의 일자리 창출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그린리모델링 사업
그린리모델링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일자리 유발효과가 가장 높은 사업에 해
당한다. 예산 규모로는 5.4%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린리모델링에 의한 일자리는 11.2%
의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2020년 7월에 한국판 뉴

그림 3 그린리모델링의 일자리 창출 목
표 및 확대 방안

딜 정책 발표자료와 외국의 분석모형(글로벌 회계법인 Ernst&Young, 사회단체 ALIGN
모형 등)을 활용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건설업의 직
접고용 일자리 효과가 2020년 2.2만개, 2025년 3.8만개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
기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건설업 연관 간접고용 일자리 효과 또한 2022년 최대 3.8만개,
2025년 최대 6.7만개 정도가 추가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민간부문 및 연관산업과의 협력모델 필요
상기 모형으로 추정해 본 한국판 뉴딜의 그린리모델링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국비에 의
한 공공 및 건설 중심의 일자리가 6만개 이상 수준으로 예상되며, 당초 정부가 2025년까

자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건설산업의 그린뉴딜 추진과제”, 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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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목표로 한 12.4만개의 일자리 목표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사업 확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 투자가 마중물 역할로 기저효과를 발생
시키고, 제도개선과 투자유도를 병행하는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의 개발 및 시행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러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해외건설에서의 그린리모델링 시장 창출과 이를 통한 경쟁력 강화도 기대되고 있다.

5. 그린뉴딜에 이은 ‘서울선언문’ 채택
제2차 P4G 서울 정상회의 개최

그림 4 P4G의 개념, 목적 및 2021 서울
정상회의 개요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5월 30일~31일 이
틀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세계 주요국 정상급 68명이 참석한 ‘P4G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하였다. P4G는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의 약자로서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
한 연대”를 의미하며, 정부기관과 더불어 민간부문인 기업·시민사회 등이 파트너로 참여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달성하려는 글로벌 협의체이다.
P4G는 2015년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하였던 17개의 지
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중 5개 목표(식량·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마지막 목표인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서울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된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로서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논제를 포함한 배경문서를 준
비하였다.
●

2021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 배경문서는 △포스트 COVID-19 녹색회복 관련 정책동
향 분석 △녹색회복 확산의 제약요인 도출 △민관협력을 통한 제약요인 극복 가능성 모
색 △P4G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한 민관협력 방안을 심층 분석하여 ‘포용적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민관연대 형성의 중요성을 설명

●

또한 한국 개최의 의미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중간 리딩 역할을 강
조하였고, 11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의 디딤돌로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격상(상
향 조정)과 향후 10년 간의 이정표 설정을 위해 포용성, 녹색회복, 탄소중립 주제를 중점
논의
자료 2021 P4G Seoul Summit, 2021.6

그린뉴딜은 한국건설 해외경쟁력 강화의 새로운 기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그린뉴딜 확산
2021 P4G 서울 정상회의는 5월 31일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여 코로나19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지원과 파리협정 이행 등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 정
상이 주재한 정상회의 결과 문서로 ‘서울 선언문’을 채택해 △녹색회복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지구온도 상승 1.5도 이내 억제 지향 △탈석탄을 향한 에너지전환 가속화 △해양플
라스틱 대응 △각 나라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등 국제사회의 행동을 제시하
였다.
‘서울 선언문’으로 전 세계 기후위기 극복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높아짐에 따
라 건설산업을 비롯한 전 산업에서 녹색성장과 그린뉴딜 정책 및 사업의 확산이 예상되며,
이는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글로벌 녹색건설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건설산업은 전환적 투자, 기후위기 대응,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린뉴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인프라 분야, 에너지 분야, 녹색산업 분야의 적극적 대응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 확산, 기존 건축물·시설
물의 에너지절약형 유지관리 플랫폼 구축, 녹색지향 발주 및 계약제도 마련 등에서의 정책
적 선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반면 기업은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모듈러 및 OSC 순환경제
생산시스템 구축, 저탄소·친환경 건설현장 구현 등 생산방식과 현장(Site)의 환경혁신이 더
욱 중요해졌다. 특히 한국 주도의 ‘서울 선언문’ 채택으로 기업의 ESG 실천이 더욱 중요하
게 부각됨에 따라 중소·전문건설기업들도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 경영체계 구축이 시
급한 것도 글로벌 녹색건설 강국이 되고자 하는 한국건설의 또 다른 숙제이다.

6. 그린뉴딜 추진과제와 해외경쟁력
3개 분야 9개 전략적 추진과제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적 시행과 건설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
해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인프라 분야, 에너지 분야, 녹색산업 분야로 구분한 3개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이는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 추진과제에 대한 보완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한국건설이 글로벌 녹색건설 강국 5위권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목표를 담고
있는 추진과제이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분야
●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 민간부문 그린리모델링 확산 위한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특
별법」 제정

●

건축물 유지관리 서비스 강화 → 「건축물관리법」 개정 및 스마트 건축물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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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구축
●

기반시설 녹색화 종합대책 마련 → 「기반시설관리법」 및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
획 등에 반영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분야
●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 녹색대출, 녹색성능보증 등 금융지
원 상품 확대

●

제로에너지건축물 구현 확산 → 신축 외 기존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를 위한 사업모델
구축

●

저탄소·친환경 건설현장(Site) 구현 → 건설 특성을 반영한 ‘녹색전문건설기업 인증제
도’ 마련 및 시행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분야
●

모듈러 및 OSC 순환경제 생산시스템 구축 →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건축법」 및 「주
택법」 개정

●

녹색지향 발주 및 계약제도 구축 → 기술형입찰(기술제안입찰 등)의 설계 및 시공 평가
기준 개편

●

건설공사 투입자원의 녹색 전환 → 투입자원 전반의 녹색 전환을 위한 ‘녹색융합건설
지원센터’ 설립

해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사항
상기 그린뉴딜 추진과제들은 건설산업이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려는 취지
에서 경기회복 및 경제재건, 그리고 능동적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를 통한 달성목표는 1) 그린뉴딜 일자리 창출(2025년 2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목표),
2) 건설산업 고품격 化(녹색 인프라·산업 구축과 건설에너지 강국 도약)이다. 또한, 궁극적
그림 5 글로벌 녹색건설 강국 5위권 진
입을 위한 그린뉴딜 추진과제

자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건설산업의 그린뉴딜 추진과제”, 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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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는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의 모범국이자 선도국으로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
표인 건물부문 BAU 대비 32.7%를 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녹색건설 강국 5위권
에 진입하자는 것이다.
본고에서 결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시사점은 한국건설이 그린뉴딜을 해외경쟁력 강
회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면 상기의 9개 추진과제들에 대해 아래와 같은 9가지 측면에서 지
속적으로 노력하고 경쟁력을 확보해나가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라는 위기의 대응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해외건설 시장을 개척하고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① 그린리모델링은 국내 뿐 아니라 아시아를 비롯한 해외에서도 향후 수요가 늘 수 있는
분야이므로 그린뉴딜을 통한 기술 상품화 필요
② 건축물 유지관리 플랫폼 구축과 스마트 유지관리 서비스 기술 강화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저감을 내세운 유지관리 해외사업 수주
③ 기반시설 녹색화 종합대책을 소규모 생활SOC 중심으로 강화해 수출이 가능한 생활
SOC 유형벌 최적(저비용-고효율) 녹색 전환 사업모델 개발
④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보증 등 금융지원 상품을 확대하여 건설관련 공
제조합의 해외 직접진출 및 진출기업의 지원 강화
⑤ 신축과 기존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구현 기술 및 사업모델을 브랜드화 하여 건설기업
과 에너지기업의 소규모 해외 동반진출 모색
⑥ 건설현장의 자재 및 장비, 공법 및 기술의 저탄소·친환경화를 이한 건설업체 특성에
맞는 ‘녹색전문건설기업 인증제도’ 시행으로 국제적 모범사례 전파
⑦ 순환경제 생산시스템에 최적화 된 모듈러 및 OSC 활성화 정책을 기반으로 자재를
수반한 해외사업 수주 및 부가가치 혁신 추진
⑧ 기술제안입찰 평가기준에 CO2 저감, 에너지 혁신, 디지털 관리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평가기준 강화로 발주제도 글로벌화
⑨ 해외건설 중심의 ‘녹색융합건설지원센터’ 설립으로 녹색 자재·장비산업 육성, 글로벌
녹색 인재양성사업 추진 등 프로그램 다양화

K-BUILD저널 2021.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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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설시장 진출 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
조상우
美 DPR건설 아시아대표

I. 서론
지난 3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조달러 규모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국내 기업의 미국 건설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해외건설협회 정책지
원센터가 국내 기업의 미국 건설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한국해외인프
라도시개발지원공사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미국 건설정책과 우리의 방안'을 주제로 하는 세
미나를 개최하는 등 그 관심이 뜨겁다.
사실 한국 건설 업체들의 미국 건설시장 진출에 대한 높은 관심은 이전부터 이어져왔다.
그러나 높은 관심과는 달리, 대부분의 업체들은 미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다
른 업체들의 앞선 진출을 기다리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건설시장에서 건설규모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그 규모가 1
조 3000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매력적인 시장임에 틀림없다. 이에 일본, 독일, 스페인 기
업들은 미국 시장에 진출하여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 기업들은 아직 뚜렷한 계획을 세
우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미국 현지에서 상위 건설회사에 근무하며 쌓은 오랜 경험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보고 느낀 한국 건설업체들의 현실을 바탕으로 미국 건설시장 진출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전하고자 한다.

미국 건설시장 진출 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

쟁점 분석

64

Ⅱ. 미국 건설시장 진출 시 고려사항
1. 건설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
한국 지사장 부임 후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 건설사 본사의 엄청난 규모였다. 미국의
건설사의 경우 본사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한국 건설사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데 이러한 차
이는 어디에 기인한 것일까?
한국은 협력사의 역량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건설사가 시공사, 엔지니어링사, 협력사 등
의 역할을 모두 하려고 한다. 이로 인해 협력사가 수행해야 할 견적, 설계검토, 공정계획 수
립, 공사수행계획 작성, 구매계획, 원가관리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중복
적인 검토, 관리 조직까지 운영하며 조직은 점점 더 비대해지면서 이는 곧 일반관리비의 증
가로 이어져 경쟁력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건설사들이 전문공종의 협력사 및 엔지니어
링사들을 협력사의 개념이 아닌 하도급사 개념으로 관리하다 보니 협력사들 역시 자발적이
고 능동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보다는 지시한 업무를 수동적으로 수행하는데 그친다.
그러나 미국의 건설사들은 스스로를 협력사들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본인들의 전문
성을 극대화하여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플랫폼 사업자라 생각한다. 그들은 협력
사들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하고 목표를 부여하되 그 플랫폼의
규칙을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한다. 이를 오케스트라에 비유한다면 미국의 건설사들은 오
케스트라 지휘자 역할에 집중하여 연주를 리드하는 반면 한국의 건설사들은 지휘자 역할을
하며 그와 동시에 연주자들을 불신하며 직접 바이올린을 켜고 피아노를 치고 플루트를 불
고 있는 것이다.
미국 건설시장 진출 시 고려해야할 사항 중 첫번째는 바로 이러한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
해이다. 한국의 기존 방식을 그대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일반관리비 부분에서 이미
미국 건설사들과 가격 경쟁이 차이가 현저히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체질 개선은 미국 건설
시장에서 요구되는 건설사의 역할에 맞게 조직 및 수행방식을 개편하는 동시에 현재 최저
가로만 협력사를 선정하는 입찰 제도 및 프로세스 역시 함께 변화해야만 가능하다. 목표 공
사비, 공기, 품질을 공정별로 수립하여 수행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을 구축하는 동시에 서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여야만 본사 조직을 최소화하여 미국 시장
에 진출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2. 발주방식의 차이
한국의 공공 및 민간 발주공사의 대부분은 최저가 낙찰제이다. 일반적으로 발주자가 설
계사를 선정해 설계가 완료되면 도면을 기준으로 설계예가에 낙찰가율을 반영하여 건설사
를 최저가로 선정하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주를 위해서 경쟁적으로 낮은 가격을

그림 1 한국 건설사 vs. 미국 건설사 역할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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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할 수밖에 없다. 보통 설계단계에 설계사와 한국형 CM사가 공사 예상금액을 산출하면
발주사의 예산을 초과하는 공사 예상 금액이 산출되는데, 설계사와 CM사는 시공협력사,
자재협력사의 실질적인 금액 및 공법을 원활히 제공받기 어렵고 공사금액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현실성 및 신뢰성이 부족한 공사금액을 산출할 수밖에 없다. 이후 발주사는 목
표 예산내에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최저가 입찰을 통해 목표 예산내에 견적을 제출하는
시공사를 선정하지만 최저가로 선정된 시공사는 설계오류 및 누락, 내역오류, 도면불일치,
현장여건 상이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정산금액을 변경시키는 것이 현
실이다. 이러한 방식은 발주자, 시공사 모두에게 리스크가 큰 방식이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설계예가, 예산변경 리스크, 정산금액 변경 리스크를 가지고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까지 불안정한 상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시간과 정보가 부족
한 상태에서 저가로 낙찰을 받아야 한다. 이 후 건설사는 공사 수행 중 원가를 개선하고 사
전에 검토되거나 제거되지 못한 리스크들을 발주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활동에 주력을 다하
게 되는데 이는 최저가 발주방식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다.
반면 지난 5월 미국 엔지니어링 전문지 ENR(Engineering News Record)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위 20개사의 매출액의 약40%가 CM/GC 발주방식에 해당된다.
물론 한국과 마찬가지고 설계, 시공이 분리되어 최저가 낙찰제로 발주되는 프로젝트들도
다수 있지만 한국과 달리 다양한 발주방식이 채택되며 CM/GC 발주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미국 건설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이러한 발주방식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기본
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한다.
CM/GC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설계단계에서 건설사가 CM 용역사로 참여하여
Preconstruction 기술용역을 수행하며 발주자가 제시한 목표 예산, 공기, 품질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목표 달성시에는 시공사(GC)로 전환되는 계약방식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건설사는 주요 협력사 및 자재/장비업체들을 조기에 참여시켜 실제 시공에 참여할 전문 인
력들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단가를 반영하고 최적의 VE를 도출하며 시공사의 요구사
항과 발주자의 정확한 요구를 설계에 반영하여 이 후 설계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과
정을 통해 최저가 낙찰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정산금액 변동 리스크가 최소화되게 되며
시공사는 Lowest Price가 아닌 기술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Lowest True Price
를 만들며 실질적인 금액과 공법을 반영하므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
한 발주자 입장에서는 CM 용역사로 참여한 건설사가 시공권을 부여 받을 때 총액보증한도
(GMP)로 계약을 하므로 사업비 변경 리스크가 제거되므로 ‘Win-Win’ 구조의 계약방식
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건설사들이 미국 현지에서 미국 건설사들과 단순히 금액 경쟁력만으로 수주를 하기
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단순한 최저가 전략이 아닌 다양한 발주방식들에 맞춘 경쟁력을
사전에 준비하여 접근하는 것이 미국 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 판단된다.

그림 2 최저가 방식 vs. CM/GC 계약 방식의
단계별 공사금액 변경 그래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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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격 경쟁력 재고
위에서 역할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면 이번에는 한국과 미국 건설사들의 가격 경쟁력에 대한 차이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한국은 발주사가 시공사를 선정 시 세부 항목의 금액구성이나 현장 투입 인력 등에 관
계없이 직접비+일반관리비+이윤을 모두 더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가로 업체를 선정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는 내부 비용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보다는 금액에서 큰 비중
을 차지하는 외주 및 구매 비용을 절감하여 총 금액을 낮추는 원가절감활동에 초점을 맞춘
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Preconstruction 기술용역을 수행하며 목표 공사비를 달성해야지
만 시공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비는 업체별로 큰 차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
량적인 평가요인 중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은 건설사의 현장 투입인력비용 등이 포함되는
GCs(General Conditions)와 일반관리비(Overhead), 이윤(Profit) 등의 간접비 부분이
다. 그래서 미국 건설사들은 현장관리인력을 최소화하고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한다.
필자가 한국건설사와 미국건설사들의 일반관리비+이윤을 비교해보면 한국건설사들은
일반관리비가 대략 4~6% 정도이며 이윤을 포함하면 6~15%까지 올라가는 반면 미국 건
설사들은 일반관리비+이윤이 3~6% 수준에 불과하다.
먼저 일반관리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사 조직운영 방식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미국 건설사들은 본사의 현장 기술 지원 인력의 인건비를 명확히 관리하며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본사 조직은
도태되어 사라진다. 현장에 투입하는 인력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국 건설사들은 다양하고
차별적인 수행방식을 도입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며 근본적으로 현장 투입 인력을 최소화
시키고자 노력한다. 반면 한국의 건설사들은 필요시 계약직 인력들을 채용하면서까지 계속
해서 많은 인력을 현장에 투입한다.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경
쟁력을 갖추기 어려울 뿐더러 프로젝트의 전체 수익률을 저하시키게 된다. 관리 인력의 최
소화는 단순히 인당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미국 건설사들과 같이 수행방식의
변화 및 혁신이 동반되어야 만하며 이는 비단 미국 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경쟁력
재고를 위해서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Ⅲ. 미국 진출전략 제언
1. 사전준비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건설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될 경우, 현실적으
로 큰 실패비용을 지불하게 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성공적인 발
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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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방법은 한국 내에서 미국 업체와 미국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수
행하는 것이다.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얻는 경험을 통해 직, 간접적인 경험을 충분
히 쌓고 이를 내재화시켜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이 후 현지 시장 진출에서 시행착오를 최소
화 할 수 있을 것이다.

2. 진출방식
한국 건설사가 미국에 진출하는 방식에 대해 한국에서 거론되고 있는 몇 가지 방식에 대
해 미국 건설사가 바라보는 시각을 살펴보자.
한국 건설사가 미국 진출을 위해 주로 거론하는 방식은 M&A나 JV를 통한 진출이다. 그
러나 M&A를 통한 미국시장 진출은 초기 자본이 많이 소요되며 현지의 관리/운영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자칫 실패할 확률이 높다. 또한 미국 건설시장의 호황으로 관련 업체들의 가
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어 M&A는 시기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JV를 통한 진출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아 보이나 이 방식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현재 미국 건설시장이 호황인만큼 미국 건설사들은 한국 건설업체와 JV를
맺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을 시기이며, 미국 내에서 한국 건설사들의 수행역량, 영업력, 협
력사 관리역량 등이 검증되지 않아 의구심을 가지기 쉬워 JV를 위해 상호를 검증하고 파악
하는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필자는 현실적인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번째는 공종별로 Design-Build에 참여하는 것이다. 철골 공종을 예로 들자면 한국
내에서 엔지니어링 및 구매, 가공을 수행한 후 미국 현지로 운송하여 현지 설치업체를 계약
하여 시공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미국 내에서의 수행 실적을 쌓을 수 있으며
향후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방식은 한국의 단
가 경쟁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건설사들에게도 매력도가 높다.
두번째로는 자재조달 방식으로 진출하는 것인데 미국 건설사들은 자재 단가의 경쟁력을
위해 중국에서 자재를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국 업체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나 수
행역량에 대한 의구심으로 적극적인 조달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미국 건설사의 이러
한 어려움을 한국 건설사가 중국과 가깝다는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하여 중국 자재에 대해
가공, QC, 납품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미국 건설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만하다.
한국의 종합건설사 및 대형 엔지니어링사 입장에서 미국 프로젝트에 협력사 역할로 진
출한다는 것이 매력적이지 않게 여겨질 수 있으나 필자의 의견으로는 현재 미국 건설시장
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며 이를 통해 실적을 축적해 나간다면 도급사로의 변모를 최단시간에
이룰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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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통한 미국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며
미국 건설시장 진출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이를 위해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미국
건설사의 역할, 발주 및 수행방식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및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미국 시장 진출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체질 개선을 통한 근
본적인 경쟁력 확보라 생각한다. 이를 확보한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어디를 진출하더
라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건설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미국 건설산업 역시 지금의 한국과 유사했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
며 건설산업의 한계를 극복해 현재에 이르렀으며 한국의 건설산업 역시 중요한 변화의 기
로에 서 있다. 지금의 도전을 기회삼아 현재까지의 관행대로 하고자 하는 문화를 탈피하여
혁신을 추구해 해외 선진 건설사들과 대등한 경쟁력을 가지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향후
지속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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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프라 투자계획과
주요 시사점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선임연구위원
(sichoi@cerik.re.kr)

1. 들어가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인프라에 대한 약 2조달러 규모(2조 2,500
억 달러)의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약 20조 달러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고, 도로,
교량, 화물 철도, 항구, 전력망 및 인터넷 제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인프라 구축 시기가 수십년이 훨씬 넘었고, 인프라 노
후화로 인한 각종 문제와 유지보수비용의 증가로 경제적 성과가 저조하다고 평가하고 있
다. 인프라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미국내 많은 엔지니어들은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구
조적 결함뿐만 아니라 공중 보건(식수와 폐수 등) 측면에서도 위험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
다.(McBride 외 2021) 또한, 중국 등 다른 경쟁국과 비교했을때도 인프라 투자가 저조하
여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상술한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배경은 이전 정부인 트럼프 정부와 유사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여기에 COVID 19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자 일환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인프라 투자 계획을 이전 정부에 이어 현정부에서도 유
사한 강도로 진행하는 것을 보면, 이전 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음
을 유추해볼 수도 있겠다. 트럼프 정부는 인프라 투자 계획1을 여러차례 발표하였지만, 재
원 조달방법, 투자 규모 등의 이슈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견으로 입법화에 성공하지 못하

1 2018년 2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재건

였다.(김종혁 외 2021) 따라서 금번 바이든 정부의 대대적 인프라 투자 계획 역시 향후 그

달러 규모의 연방 예산과 1.5조 달러 규모의

이행과 성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build America)을 슬로건으로 2,000억
주정부 및 민간기업 자금을 동원하는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김종혁 외 2021)
Building a Stronger America: President

이러한 미국의 인프라 투자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기회와 시사점은 무엇인지

Donald J. Trump’s American Infrastructure
Initiative, The White Hous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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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두가지가 떠오른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대
대적 인프라 투자 계획의 방향성이 우리나라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점이다. 참
고로 국내 공공 인프라 투자는 정체에 머무르다 최근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관련하여 미
국의 투자와 관련된 문제 인식과 우리의 현 상태를 비교하여 그 적절성을 논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본다. 두 번째는 우리 건설산업의 기회 요인이다. 바로 미국 시장 진출이다. 과거 트
럼프 정부의 투자 계획 발표를 전후해서도 국내 건설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이 꽤 활발히 논
의한 바 있다. 물론, 그 성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 투자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기회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
해서도 다양한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고는 바로 이 두가지 측면에서 미국 인프라
에 대한 투자 확대를 논하고자 한다.

2. 미국 인프라 투자 계획과 평가
(1)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 상세2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는 계획3(American Jobs Plan)상으로 2조 2,5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약 8년간의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관련한 수익 창출을 목적하고 있다. 재원조달방법은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프라 투자계획에서 나타난 부문별 주요 투자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운송 인프라): 총 6,210억 달러를 투자, 전기차 지원, 교량, 철도, 도로 개선, 대중교통
현대화 사업 등으로 총 지출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28%)
- (상수/통신/전력): 총 3,110억 달러를 투자, 상수도관 교체(450억 달러), 상하수도 시스
템 개량 및 현대화(560억 달러), 식수품질관리(100억 달러), 노후한 전력망 현대화, 전
기발전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도 달성, 버려진 유정 및 폐광 복구(160억 달러), 대
기질 개선 및 공중보건 향상 등 1,000억 달러 투자 등
- (주택/학교/병원): 총 3,380억 달러를 투자, 200만채 이상의 가정 및 상업용 건물 건설
및 개보수(2,130억 달러), 저소득층과 중산층 주택 구입자를 위해 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공립학교 시설보수, 미래 직업에 대비할 수 있는 실험실과 기술확보, 커뮤니티 칼
러지에 대한 시설 및 기술 지원(120억 달러) 등 총 1,000억달러 투자 등
- (돌봄시설): 총 4,000억 달러를 투자,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접근성 제고,
간병인 임금 인상을 통한 의료 서비스 질 향상
- (제조업/혁신): 총 5,800억 달러를 투자, 제조업 및 중소기업 재정비를 위해 3,000악
달러 지원4
상술한 투자계획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물적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
라 각종 기금,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소프트 측면의 인프라 투자 계획도 상당수 포함하고 있는

2 김종혁 외, 미국 인프라 투자계획의 주요 내용
과 전망, 세계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Vol. 4, No. 17, 2021, 4.14
3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
겠다는 것으로 해석됨. FACT SHEET: The
American Jobs Plan, The White House,
2021
4 국내 제조업체 자본에 대한 접근성 확대(530억
달러), 반도체 제조와 연구(500억 달러), 청정
에너지 제품에 대한 연방조달 확대(460억 달
러), 중소기업 인큐베이터 및 혁신 허브 국가
네트워크 구축(310억 달러), 유행병으로 인한
일자리 손실 방지(300억 달러), 지역 혁신거점
과 공동체 활성화 기금(200억 달러), 미국표준
기술연구소 지원(140억 달러), 흑인대학 및 소
수민족 봉사기관 지원에 250억 달러, 노동자
들의 직업훈련을 위해 총 1,000억 달러를 지
원하며, 여기에는 실직자 직업교육(400억 달
러), 소외지역 인력개발 기회 확대(120억 달
러),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원보호 시스템 역
량 구축(480억 달러)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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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공공부문은 물적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 부문은 각
종 자금 지원 정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번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정
책은 첫째, 도로, 교량 등 전통적 인프라의 투자 확대, 두 번째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에 필요
한 인프라 등 저탄소 에너지에 초점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로 사회적 인프라인 학교, 병원,
커뮤니티 칼리지 및 연방 건물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에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재원조달은 15년에 걸쳐 2조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Made in America Tax
Plan)이 포함되어 있다.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 국세청 역량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 트럼프 정부가 인하(35%에서 21%)한 법인세를 28%로 인상
-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 소득세 최고 세율을 인상(39.6%)
- 글로벌 무형자산소득에 대한 저율과세의 최저세율을 10.5%에서 21%로 인상하고, 미
국의 다국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해외 자산에 대한 첫 10% 소득 무과세 혜택도 폐지
- 해외 발생 무형자산소득 공제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통해 R&D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
- 장부소득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활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 재무재표상 소득
이 1억 달러 이상일 경우 최소 15%의 세금을 부과
- 화석연료 사용 산업에 대한 보조금 폐지, 특별 외국인 세액 공제 등 세금제도의 허점을
보완, 환경정화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조치
- 국세청의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
재원 조달은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주로 대형 기업과 고소득에 대한 세금 강화
와 기존 세금 혜택의 축소, 사각 지대의 세금 발굴 등을 통한 정부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 투자 계획에 대한 평가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에 대해 공화당은 계획의 큰 틀은 동의하고 있으나 투자 영
역과 증세를 통한 투자재원의 마련 등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증세는 경제 성장
을 저해할 수 있고, 재정 지출 확대로 인한 정부 부채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인프라 투자 계획을 6,150억 달러로 줄이고 도로와 교량과 같은 물적 인프라 투자
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민간 투자를 통한 재원 확보를 지난 정부에 이어 주장하고 있
다.(김종혁 외 2021)
민간 업계의 많은 기업인과 전문가들은 금번 투자 계획의 긍정적인 면을 더 평가하고 있
지만, 공공주도의 투자 계획에 대한 우려도 같이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 재원 중심
의 투자가 자칫 주정부와 하위 지방정부의 주머니만 배불리게 하여 당초 의도와 다른 곳에
자금을 집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공 재원기반의 공공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민관 협력 방식 즉,
민간투자사업은 계약 구조의 복잡성, 이익에 대한 분배, 사용료에 대한 다양한 논란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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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업에 있어 상당한 난황과 제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금도 늦었다고 평가되는 공공 인프라의 재건의 속도가 더 늦어지는 것을 경계
하는 것이다.(McBride 외 2021)
미 브루킹스 연구소(Escobari 외 2021)는 미 토목학회(ASCE)의 미국 인프라에 대한
평가가 C- 에 불과함을 지적하고 있다. C-는 “나쁨 및 위험에 처한”으로 평가되는 것이
다. 또한,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서 미국의 인프라 경쟁력은 13위
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GDP의 2.3%만을 인프라에 지출하는 반면, 유럽은 평균
5%, 중국은 약 8%를 지출하고 있다. 따라서 2025년까지 미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는 2조 달러 이상의 지출이 필요하며, 현 정부의 정책은 이와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하
고 있다.
미국의 대대적 인프라 투자계획의 명칭(Jobs Plan)에서 이해할 수 있듯이 금번 투자는
물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각종 소프트 인프라의 투자 특히, 직업훈련 등에 약
1,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 역시 눈여겨 볼 대목일 것이다. 물적 인프라 투자가 가지는
단기적 한계를 보완하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있어 아직은
균형있는 계획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국내 건설산업에서의 시사점과 방향
(1) 국내 공공 인프라 투자 측면에서의 시사점
2022년 국내 공공 SOC 예산은 전년 대비 1.3조원 증가한 27.8조원이다. 참고로
2018년 기준 19조원(명목가격 기준)으로 국내의 공공 인프라 투자는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2022년 공공 SOC 예산을 2015년 기준 실질가격으로 전환하면
25.8조원 수준으로 여전히 금융위기보다 낮은 수준이다. 회복세에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
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엄근용 2021)
이러한 측면에서 차기 정부는 COVID-19로 인한 경제 침체에 대한 활로 부여와 공공 인
프라를 통한 경제 부양, 그리고 노후 인프라에 대한 질적 개선 등에서 다양한 계획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택/부동산 부문에서의 20~30대 층의 안정된 주거를 위한 투
자 계획 역시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정파에 따라 공공 인프라
투자를 부정적으로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현 정부의 정책 초
기에는 공공 투자의 많은 방향이 복지에 치우쳐 왔다. 하지만 현 정부 역시 공공 인프라의
중요성을 차츰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공 SOC 투자 확대가 그 증거가 되며,
노후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도 관련 법 제정 등을 통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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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는 공공 인프라 투자를 COVID-19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치밀하게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전통적인 관점에서 물적 부문의 공공
인프라 투자만 강조해서는 안될 것이며, 주택, 학교, 민간 영역 등에 걸쳐 다양한 투자계획
을 소프트 측면에서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기능인력을 포함한 기술인
력에 대한 교육 투자 지원은 매우 중요한 부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혁신적 인프라(물적/
인적 부문의 첨단 산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도 적극적으로 견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재원 마련 부문에 있어 미국과 같이 차기 정부의 성향에 따라 방법은 달라질 수 있
다고 판단된다. 즉, 정부 재정에 의한 투자 재원 마련인지, 아니면 민간자본과 연계한 투자
확대인지 등도 이슈가 될 수 있다. 어떠한 방식이든 찬반의 논란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내의 각종 선거 공약은 재원마련방법에 있어 모호한 것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실질성이 확보된 재원마련계획에 따른 투자 계획 등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2) 미국 시장 진출 측면에서의 타당성 검토
과거 트럼프 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 확대 시점에서도 국내 건설산업에서는 미국 건설
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시절이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해외 건설 시
장 진출은 중동과 아시아 등에 편중되어 있어 시장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요구와 맞물려 이
러한 주장은 잠시나마 탄력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의 핵심은 자국 경제 활성화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차이는 투자 재원에 있어 트럼프 정부는 국내와 해외를 가릴 것 없이
투자를 환영한다는 기조였지만, 바이든 정부는 자국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건설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은 실제적
으로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림 1은 과거 트럼프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미국 건설시장 진출에 대한
SWOT 분석을 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민간투자사업 부문만 제외하면 현 상황과 크게 다르
지 않을 것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 시장 진출은 민간투자사업이 상당수 계획되었
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국내 건설기업의 투자가 가능하다는 결론도 있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사업은 재정사업 중심이기 때문에 미국 건설시장에 대한 국내 건설기업
의 직접 진출의 난관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현지 기업을 M&A하는 방식으로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한 바가 있다. 그
리고 향후 미국 인프라 시장 확대에 따른 직간접 수혜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미
국 시장의 건설기업 진출은 유럽과 중국 기업이 그랬듯이 직접진출형태보다 현지 기업의
M&A를 기반으로 한 현지 법인화 혹은 M&A기업에 대한 경영권 확보를 통해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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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트럼프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시절 미국시장 진출 SWOT 분석 사례
강점(Strength)

●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의 풍부한 해외 건설 경험과

약점(Weakness)

●

실적 보유
●

●

국내 기업의 미국 법인 설립 경험은 있지만 실제성과를
이룬 경우가 없음(모범사례가 없음)

P3 사업 경험 측면에서도 국내의 대형 공공기관과

●

미국 기업 M&A의 사례가 극히 저조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험, 실적, 공신력은 장점요인임

●

직접 수행 및 도급을 선호하고 있어 P3사업이 국내

정부차원에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과 자금 등
지원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있어 개별 기업활동에

기업에 매력적으롤 작용할 것인지도 의문
●

유효한 진출모델은 안정적인 중장기적 모델인 반면에
국내기업의 선호 모델은 단기적 성과 모델임

시너지가 창출도리 수 있음

기회(Opportunity)

●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 정책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위협(Threat)

●

자체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성장추세에 있음
●

에너지 정책의 변화로 석유와 쉐일가스 채굴량 확대는

●

건설 투자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
●

인프라 부문의 P3 사업 활성화는 미국 시장 진출의
미국 시장은 선진국 시장→정착할 경우 안정적 수익

특히 P3이외의 건설시장은 여전히 현지기업 인수
이외에 직접 진출방식으로 성공하기 힘듦

●

다른 경로를 제공
●

시장은 확대되었으나 미국 건설시장이 가지고 있는
선진국형 장벽은 해소된 것이 없음

국내 기업이 선호하는 도급중심의 사업 창출 혹은
단기적 성과에 대한 집착은 큰 리스크로 작용

●

매출

중동, 아시아와 달리 미국 시장은 서구화된 문화와
환경이 확고→합리적 시장이라는 외부 판단과 달리
국내기업에 오히려 위협요인이 될 수 있음

자료 최석인 외, 미국 건설시장 동향과 진출 전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7, 10

그리고 현지시장에 대한 경험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 역시 사실이다. 우리나
라에 해외 건설기업의 직접 진출이 용이치 않은 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빠를 것이다.
더욱이 국내 건설시장은 민간 시장으로 중심으로 호황기이기 때문에 대형 건설기업의 관심
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익숙한 중동 및 아시아 시장에 대한 해외 건설 수출도 과거
와 같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직접 진출의 장벽이 높은 미국 시장을 바로 진입하는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의 이러한 투자 확대는 불가피하게 민간 자본과 금융에 있어서는 기회를 분명
히 제공할 수 있다. 인프라 펀드에 참여 혹은 투자하는 것이다. 건설기업보다 금융투자에
대한 간접 영역으로 투자 차원에서 미국 건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2009년의 경
우 미국의 인프라 투자 상품은 9개 정도에 불과하였다. 향후 인프라 시장 혹은 산업이 성장
할 경우 이러한 투자 상품은 매우 많아지고 규모가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지금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건설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은 고민할 필요가 있
다. 미국 건설 부문의 인프라 투자는 향후 8년간 지속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 진
출에 따른 혜택은 폭발적인 매출 증가보다는 안정적인 캐시 카우를 얻는다는 차원에서 접
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만큼 선진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중동과 아시아 지역 시장
진출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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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바이든 정부의 공공 인프라 투자 계획을 둘러싼 배경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도 있고 차
이점도 있다. COVID-19에 따른 경제 침체를 극복하는 차원에서는 유사성을 찾을 수 있
다. 하지만 공공 인프라의 노후화와 투자 확대를 통한 글로벌 인프라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측면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국내 인프라의 노후화를 심각하게 보는 전문가가 있는 반
면에 WEF의 인프라 경쟁력의 상위권에 있는 국내의 경우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보는 전문
가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 인프라 투자가 그동안 저조하여 노후화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그 투자 시점를 실기하여 현재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나라
는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후 인프라의 재정비는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에너지 시설 등
혁신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 계획 역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인프라 투자의 효과는 다른 어떤 경제적 수단보다 그 효과가 가장 높기 때문에 차기정부
의 계획에서는 물적/인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 계획을 핵심적 경제 정책으로 삼아야 할 것
이다. 아울러 미국 시장 진출에 있어서도 단기 혜택 여부에 따른 유불리 판단이 아니라 보
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진출의 전략과 실행을 검토하였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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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건설계약의 쟁점 Variations or Claims?

국제건설계약상 시공사가 추가비용 또는 공기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다양하다.
예를 들면, 현장 인도 지연이나 디자인 승인 지연 등 발주자의 의무 불이행의 경우, 공사를
계약과는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발주자 리스크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천재지변의
경우 등, 이러한 시공사가 비용보상 또는 공기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는 계약상
큰 두 개의 기둥인 공사변경(Variations) 또는 클레임(Claims)의 메커니즘(Mechanism)
을 통해서 시공사에게 구현된다.

1. Variations과 Claims
FIDIC1 13.1항은 감리자(Engineer)가 인수 증명서(Taking-Over Certificate) 발급
전 언제라도 공사 변경을 바로 지시하거나 또는 시공사에게 공사 변경을 위한 프로포잘2을
제출할 것을 요구함으로 공사변경(Variations)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단 공사변경이
지시되면 시공사는 이에 구속되어 그 공사변경을 수행해야만 한다.
13.1 Right to Vary
Variations may be initiated by the Engineer at any time prior to issuing the
Taking-Over Certificate for the Works, either by an instruction or by a request
for the Contractor to submit a proposal.
Common law상에서는, 양측이 실제 합의한 공사를 넘어 추가적으로 수행되는 일
이라는 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발주처가 그 수행되는 일에 대해 지급을 약속한 점,

1 FIDIC Red Book 1999
2 보통 프로포잘 검토 후 발주처측에서 해당 공사
변경 Instruction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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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행될 일에 대해 지시서(Instruction)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자가 이를 발급한 점
이 필요하며, 이들 내용이 충족되면 Variations으로 인정받고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
편, 20.1항에서는 시공사가 계약 조항에 따르거나 계약과 관련하여 완공일 연장 또는 추가
비용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감리자에게 클레임이 되는 사건이나 상황을 기재한 통지
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통지서는 시공사가 그 사건이나 상황을 인
지하였거나 인지했어야 했던 시점 후 실제로 가능한 빨리 제출되어야 한다.
20.1 Contractor’s Claims
If the Contractor considers himself to be entitled to any extension of the Time
for Completion and/or any additional payment, under any Clause of these
Conditions or otherwise in connection with the Contract, the Contractor shall
give notice to the Engineer, describing the event or circumstance giving rise to
the claim.
한가지 주의할 점은 클레임 통보를 규정된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그 클레임에 대한 자
격이 상실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관련 통보 규정에 따른 클레임 통보가 늦은 경우
에는, 이후 시공사가 준비해서 보낸 클레임에 대해서 발주처측이 답변 등 대응을 하지 않아
도 계약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2. Variations과 Claims의 차이점
Variations절차는 계약상 합의된 공사내용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그 권한을
준다. 반면 Claims절차는 시공사의 리스크가 아니라고 합의한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나 상
황이 발생했을 경우 시공사에게 그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좀 더 상세하게 보면, Variation을 위해서는 발주자측에서 발급하는 변경 지시서
(Instruction)가 필요하며, Claim을 위해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발주처측에서 인지하고 경
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공사측의 클레임 통보(Notice)를 요구하는 절차가 필
요하다. 본 Instruction과 Notice는 Variation과 Claim을 작동시키는 출발점이 된다.
여기에서 한가지 확인할 점은 Variation의 경우에는 Notice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
이다. 왜냐하면 발주자측에서 Instruction으로 공사변경이 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시공사
측에서 이를 다시 알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Variation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
는 경우에는 일반 클레임 절차에 따른 Notice가 EOT를 위해서 필요하다.3

3 Variation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이 주된 문제
이므로, EOT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클
레임 통보를 통해서 발주처측에 알리도록 하고

1) Variation을 위한 Instruction

있다. 관련하여 Variation으로 인한 EOT가 인
정되는 경우에도 EOT에 따른 Prolongation
Cost는 보통의 경우 이미 Variation의 해당 비

Variation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Instruction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구두

용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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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의 유효성이 문제되며, 이에 대한 법적 논쟁도 많았다. 하지만 금년 싱가폴의
한 판결4에서는 서면 Instruction으로만 Variation이 가능하도록하는 계약 규정이 있는 경
우에 구두 Instruction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된 점을 반드시 참고해야 할 것 같다. 구두
Instruction을 받고 Variation일을 수행한 입장에서는 이를 보상받기 위해서 Estoppel이
나 Waiver등의 법리를 주장할 수 도 있을 것이지만, 본 사례에서는 Written Instruction
을 계약상 명확하게 합의한 점과 구두 Instruction이 Estoppel이나 Waiver가 되지 않는
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런데 만약 구두 Instruction이 있었고 해당 Variation을 발주자가 받아들인 근거
가 있을 경우는 어떨까? 이런 경우에는 증빙되는 근거에 따라서 Variation을 인정받
을 수도 있을 것이다.5 그렇지만 공사 수행 중 Variation에 대한 구두 Instruction이 있
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반드시 확인해 놓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최선의 길일 것
이다.

2) Claim 을 위한 Notice
예로, FIDIC의 경우에는 20.1항에서는 요구하는 특별한 Notice 형식은 없으나,
Engineer에게 서면 Notice를 하되, 그 Notice의 내용이 사건이나 상황에 의존하고 있으
며, 계약과 관련하여 공기연장이나 추가비용 클레임을 Notice하는 것이 의도 되었다면 클
레임 Notice로 해석된다.6 Notice는 감리자의 이해를 위해서 사건이나 상황을 서술해야
하지만 다르게 간략한 서신도 Notice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얼마의 추가시간과 비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적을 필요는 없다.7 따라서 어떤 서신으로 “우리의 의견으로 모든 돌
파기 작업은 우리에게 공기연장의 자격을 준다고 본다.”라고 언급했다면 이는 20.1항의 클
레임 Notice로 볼 수 있으나, 월별 진행 보고서상 간단하게 “불리한 기후 조건이 공사에 영
향을 주고 있다”고 한 것은 클레임 Notice로 볼 수 없다.8
4 Vim Engineering Pte Ltd v Deluge Fire
Protection (SEA) Pte Ltd [2021] SGHC

3. Variation과 Claim의 교차

63
5 예로, Signing invoices specified by the
contractor as being in respect of variation

Variation은 합의한 공사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이고, 반면 Claim은 합의한 공사 내용을
이행하는 방식과 시간 등의 변경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지하 현장 공사 관련해서 예견불
가능한 조건이 발견되어 추가 공사를 더 해야 하거나 아니면 Level이나 Line 등을 변경 해
야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에는 Variation과 Claim이 교차하며 함께 존재

works; Informally promised to pay the
contractor for additional or different work
and then allowed the work to proceed
6 Obrascon Huarte Lain SA v Her Majesty’s
Attorney General for Gibraltar [2014]
EWHC 1028(TCC)
7 P96 A Contractor’s Guide to the FIDIC

한다.

Conditions of Contract by Michael
Robinson
9

FIDIC 1999 판 4.12항 예견불가능한 물리적 장애(Unforeseeable Physical
Conditions)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8 Obrascon Huarte Lain SA v Her Majesty’s
Attorney General for Gibraltar [2014]
EWHC 1028(TCC)
9 Red Book 및 Yellow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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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시공사가 예견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불리한 물리적 조건에 직면할 경우에 시공
사는 감리자(Engineer)에게 최대한 빨리 통지해야 한다.
If the Contractor encounters adverse physical conditions which he considers
to have been Unforeseeable, the Contractor shall give notice to the Engineer
as soon as practicable.

●

이러한 통지는 그 물리적 조건이 감리자에 의해 검사될 수 있도록 그것을 설명해야 한
다. 그리고 왜 시공사가 그것을 예견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야 한다. 시
공사는 그러한 물리적 조건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어떤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
법’을 사용하면서 공사를 계속해야 하고, 감리자에 의해 주어질 수 있는 지시를 준수해
야 한다. 만약 그 지시가 공사변경이 되는 경우, 13조 (공사변경과 조정)이 적용된다.
This notice shall describe the physical conditions, so that they can be
inspected by the Engineer, and shall set out the reasons why the Contractor
considers them to be Unforeseeable. The Contractor shall continue executing
the Works, using ‘such proper and reasonable measures’ as are appropriate
for the physical conditions, and shall comply with any instructions which
the Engineer may give. If an instruction constitutes a Variation, Clause 13
[Variations and Adjustments] shall apply.

●

시공사는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조건에 직면한 경우 통지를 하고, 이러한 조건 때문
에 공사 지연 또는 비용이 발생되면, 시공사는 20.1항 (시공사의 클레임)에 의거 다음
과 같은 자격을 갖는다.
If and to the extent that the Contractor encounters physical conditions which
are Unforeseeable, gives such a notice, and suffers delay and/or incurs Cost
due to these conditions, the Contractor shall be entitled subject to SubClause 20.1 [Contractor’s Claims] to:

FIDIC의 규정과 유사하게 시공사가 예견 불가능한 불리한 물리적 장애(예로,
Unforeseeable Ground Condition)10를 만났을 경우, 공사변경(Variation) 절차를 통하
거나 아니면 클레임(Claim) 절차를 통해서 관련된 공기연장 및 비용 보상을 받도록 대부분
의 국제건설 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Variation과 Claim이 중복되는 사안일 경
우, 과연 시공사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그 자격을 보호 받을 수 있을까? 위에서 밑줄로 강
조된 ‘어떤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 (such proper and reasonable measures)’ 을 통해
일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측에서 Instruction을 발급한다면 Variations으로 진행될 수
있겠지만, 만약 발주자측에서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Claims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10 지하매장물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 범위는 과
연 어디까지인지? –국제건설 계약법의 이해 (
박기정 저, 자유미디어 2018) 참조

국제건설계약의 쟁점 - Variations or Claims?

해외건설 법률정보

81

4. Variations 또는 Claims의 선택과 통지 관련
최근 판결11
2020년 최종 판결이 나온 본 사례는 원청사인 Maeda사와 Diaphragm wall 공사 하청
사인 Bauer사 사이에서 벌어진 분쟁과 관련한 중재판정에 대한 항소법원과 최종법원의 결
정인데, 위에서 설명한 Variations과 Claims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항소의 주요 쟁점은 계약상 통보의 유효성에 대한 것이었고 이에 관해 다투어 졌다. 예견
불가능한 지하 조건 (Unforeseen ground conditions)의 발견으로 인해 상당한 추가 공
사가 발생되었고, 계약상 시공사는 두 개의 전제조건(Condition precedent)인 사안 발생
에 따른 Notice와 이후 계약적 근거를 포함한 상세 내용 Notice를 Variation 근거 또는 일
반 클레임 근거(Unforeseen ground condition)로 하여 각각 제출 했어야 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Bauer사는 공사 중에 Unforeseen ground conditions
에 직면하고 추가로 많은 Rock을 굴착해야 했다. Bauer사는 관련되는 추가 비용 보상

11 Maeda Corporation and Another v Bauer

에 자격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에 따른 통보 조항에 따라 통보를 했는데, 추가 굴착에 따른

Corporation and Another v Bauer Hong

Variation에 의한 자격과 근거만을 언급하며 통보하였고, Ground conditions에 따른 일
반 Claim에 대한 자격과 근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물론 원청사인 Maeda사
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Hong Kong Ltd [2019] HKCFI 916; Maeda
Kong Ltd [2020] HKCA 830.
12 Para 14 of Maeda Corporation and
Another v Bauer Hong Kong Ltd [2019]
HKCFI 916;HCCT 4/2018
“I consider that both as a matter of
sympathy and as a matter of construction,

1) 중재 판정

the contractual basis of the claim stated
in the Clause 21.2 notice does not have
to be the contractual basis on which

중재 과정에서 Baurer사는 기존 Variation 논쟁에 추가하여 Ground conditions에 근

the party in the end succeeds in an
arbitration. First, to expect a party to

거한 일반 클레임도 급하게 제출하였다. 중재인은 해당 Instruction이 전혀 없었으므로,

finalize its legal case within the relatively

Bauer사는 Variation으로는 추가 비용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신 계약에 따

through to the end of an arbitration is

른 기한 내 통보를 하지는 않았지만 Ground conditions에 의한 Claim은 유효하다고 판

short period and be tied to that case
unrealistic. Secondly, what is importan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Contractor

결하였다. 즉, Bauer사는 그런 지하 조건에 따른 일반 Claim을 위한 계약상 준수해야 하

is to know the factual basis for the claim

는 통보는 보내지 않았으나, 중재인은 해당 이슈와 관련해서 Bauer사가 보낸 관련되는 통

to do.

보와 양측이 사안과 상황에 대한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유효한 통보가 되었
다고 판단하고 클레임을 인정하였다.

so that it can assess it and decide what
Indeed, as can be seen on the facts
here, the JV’s view of the appropriate
legal basis for the claim was that it was a
Clause 38 unforeseen physical conditions
claim as well as a Variation claim, as

중재인은, ‘원청사인 Maeda는 그 클레임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고 이를 평가하

shown in the notices which were then

여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Bauer가 같은 사안을 Variation으로 청

that the fact that Bauer have made

given to the MTRC. It therefore follows

구했고 해당 notices가 있었으므로, 비록 다른 일반 클레임 notices는 없었지만 Bauer가

its claims on the basis of the relevant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배제되지는 않는다’ 라고 판단하였다.12 그리고 그 클레임을 인

Variation does not preclude Bauer from

정한다.

claim being a Variation or Sub-Contract
making the claim on a new legal basis
based on notices given by reference to a
different legal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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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 판결
하지만 항소법원은 계약 규정상 Bauer사가 클레임의 상세 계약적 근거를13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계약과 법에 따른 해석에서 중재인이 잘못 판단하였다고 결정
했다. 다시 말하자면 항소법원은 계약적 근거인 Variation을 언급한 Notice는 일반적인 클
레임인 Unforeseen ground conditions 클레임의 유효한 Notice로 해석될 수 없다고 하
면서, ‘계약서의 적절한 해석에 따르면 하청사는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Notice 제출을 하지
않았으므로 유사한 권리(like rights)를 인정한 중재인은 법 해석을 잘못했다’ 라고 결정했
다.14
2020년 최종 법원도 이를 받아 들였다.

3) 코멘트
상기 사례의 법원 판결은 계약서 규정 해석에 지나치게 구속되어 있어서 시공사의 입
장에서는 상당히 가혹하다고 할 수 있는 판결이다. 하지만 국제건설법에서는 통보 조항의
의무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해당 이슈는 우리 기업들의 주
의가 더욱 필요한 부분이다. 본 사례는 Notice of Claim과 Fully Detailed Claim에서
의 Time bar 적용과 관련하여 Fully Detailed Claim으로 추가된 a statement of the
contractual and/or other legal basis of the Claim 통보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
고 있다. 최근의 FIDIC 2017년판의 20.2항의 클레임 조항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즉 두개
의 Condition precedent15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이를 간략히 적으면 다음과 같다.

13 Clause 21.2. If the Sub-Contractor
wishes to maintain its right to pursue a
claim for additional payment or loss and

Notice of Claim

기한

내용

As soon as practicable
and within 28 days after
becoming aware (or should
have become aware) of the
event or circumstance.
Written description of
event or circumstance.

Fully detailed Claim

Within 84 days after
becoming aware (or should
have become aware) of the
event or circumstance, or as
agreed by the Engineer.
A statement of the
contractual and/or other
legal basis of the Claim.

expense under Clause 21.1, the SubContractor shall as a condition precedent
to any entitlement, within twenty eight
(28) Days after giving of notice under
Clause 21.1, submit in writing to the
Contractor:
21.2.1. the contractual basis together
with full and detailed particulars and the
evaluation of the claim…”
14 Para 33 of Maeda Corporation and
Another v Bauer Hong Kong Ltd [2019]
HKCFI 916;HCCT 4/2018
“I come to the conclusion that on proper
construction of Clause 21 of the SubContract, the Defendant had failed to give
proper notice under Clause 21.2, and
that the Arbitrator’s decision to allow the

5. 맺는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Variation과 Claim은 구분되며 다른 계약적 메커니즘으로 적
용되므로, 특히 Variation과 Claim이 교차는 되는 상황에서 보다 더 신중한 계약 관리의
능력이 우리 시공사들에게 필요할 것이다.

Defendant’s claim of “like rights” was
wrong in law”
15 FIDIC 1999년판 20.1항의 두 번째 문단은 잘
만들어진 전제조건(Condition Precedent) 조
항임. 기한 내에 통보하지 못하면 시공사는 그
클레임과 관련된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K-BUILD저널 2021.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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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량이 많아서 2회로 나누어
II. 12. 계약해지부터는
Part II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2017년 FIDIC 계약조건의
주요 개정 내용

김승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국변호사

Part -Ⅰ*

Ⅰ. 들어가는 말
2017년 12월 FIDIC은 1999년 FIDIC 계약조건 중 Red/Yellow/Silver Book 세 개의
주요 계약조건들(이하 “1999 계약조건”)에 대한 개정판(이하 “2017 계약조건”)을 공표한
바 있는데, 이번 개정은 18년 만의 전면 개정이어서 그 개정 폭이 상당히 큰 편이었다.1
1999 계약조건 공표를 전후로 수년 동안 해외건설전문 학술지2에 1999 계약조건을 소

1 2017 계약조건이 공표되었다고 해서 1999 계

개, 분석 및 평가하는 글들이 무수히 쏟아졌는데 특히 Silver Book과 관련하여서는 국제적

약조건이 바로 해외건설시장에서 사라지지는

인 건설 전문가들 사이에 찬반 격론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99 계약

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많이 있으며, 신

않는다. 기존의 1999 계약조건을 채택하여 현

조건은 해외건설시장에 더 잘 알려지게 되었으며, 실제 프로젝트에서의 사용이 촉진된 측

규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2017 계약조건에 대

면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2017 계약조건이 공표된 지 3년 반이 지났음에도 최근의 해외

히 1999 계약조건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설 경기 침체 탓인지 한국의 해외건설시장 참여자들에게 2017 계약조건이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듯한데, 조만간 2017 계약조건이 활발하게 사용되기 시작할 때를 대
비해 2017 계약조건의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3

해 어느 정도 확실한 파악이 끝날 때까지 여전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해외건설전문 학술지로는 Informa에서 계간
으로 발간하는 International Construction
Law Review가 있고, 영국 Society of
Construction Law에서 부정기적으로 발
간하는 SCL Papers가 대표적이다. 이외에

2018년 현재 1999 계약조건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제건설표준계약조건의 하
나임은 분명하지만, 18년 동안 실제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들
이 발견되었다. 그중 일부 문제점들에 대해서 FIDIC은 2008년 Gold Book이라 불리는
Conditions of Contract for Design Build Operate 공표를 통해 개선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Gold Book은 시공자가 설계, 시공 및 운영 의무까지 부담하는 계약조건

도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이 발간
하는 Construction Law Interna-tional
이 있고, Sweet & Maxwell에서 발간하는
Construction Law Journal도 있다.
3 본 글에서는 지면 관계상 2017 계약조건의 구
체적인 조문의 인용을 하지 않으므로, 2019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출간한 2017 계약조건
의 한글 공식번역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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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실제로 별로 사용되지 못하는 바람에 이러한 개선 사항들이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
2017 계약조건은 1999 계약조건 중 Green Book을 제외한 세 개의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개정판으로서, Gold Book의 개정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전면 개정판이다. 계약 조항
수 자체는 20개에서 21개로 1개가 늘었으나 Yellow Book 기준으로 첨부(Appendix)를
제외한 계약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본문의 면수가 63면에서 109면으로 46면이
늘었다. 1개 조항이 추가된 것은 1999 계약조건 제20조가 클레임, 분쟁 및 중재를 함께
규정하던 것을 2017 계약조건은 제20조에서 클레임만 규정하고 제21조를 신설하여 분쟁
및 중재를 별도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1999 계약조건 제18조가 보험, 제19조가 불
가항력을 규정하던 것을 2017 계약조건에서는 순서를 바꾸어 제18조가 불가항력,4 제19
조가 보험으로 순서를 바꾸었을 뿐이다.
이처럼 2017 계약조건은 1999 계약조건과 거의 동일한 조항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에
도 계약일반조건의 분량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1999 계약조건에서 다소 불명확했던 조항
들을 가능한 한 명확하고 세밀하게 규정하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클레임을
규정하던 1999 계약조건 제20.1조는 2017 계약조건 제20조에서 분량이 2배 이상 늘었
을 뿐 아니라, 제20.2.1조 내지 제20.2.7조와 같이 더 하위 단계의 조항으로 세분하여 규
정하고 있다. 물론, 2017 계약조건에는 1999 계약조건에서 없던 내용을 신설한 조항도
있으나 그 분량은 얼마 되지 않는다.
또한 FIDIC은 2017 계약조건은 1999 계약조건에서 시공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되
던 의무 조항들을 발주자에게도 공히 적용되도록 하는 경우를 확대하였는데, 대표적인 것
이 1999 계약조건 제20.1조에서 시공자가 일정기간 내에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으면 클레
임 권리를 상실하도록 하는 이른바 기간도과 권리상실(time bar) 조항을 발주자에게도 적
용되도록 한 것이다.
이 외에도 기존에 입찰서부록(Appendix to Tender)이라고 불리던 것을, 계약 주요정
보(Contract Data)라고 명칭을 변경하여 이를 계약특수조건 Part A로 구성하고, 계약특
수조건 Part B는 특별조항(Special Provisions)이라고 하여 특별조항을 어떻게 만드는
지에 대한 지침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특별조항(Special Provisions)의 서문에서 계
약 당사자가 특별조항을 준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황금 원칙
(Golden Principles)은 훼손하지 말 것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
원칙 1-모든 계약 참가자들의 의무, 권리, 역할 및 책임은 일반적으로 일반조건에서 묵시
적으로 의도한 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프로젝트 요구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원칙 2-특수조건은 명확하고 애매모호하지 않게 기술되어야 한다.

4 2 0 1 7 계 약 조 건 에 서 는 불 가 항 력 ( Fo rce

원칙 3-특수조건은 일반조건에서 규정된 위험과 보상 배분의 균형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Majeure)이라는 용어 대신 예외적인 사건

원칙 4-계약 참가자들이 계약상 의무 이행을 위해 계약에서 정한 모든 기한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뿐 그 내용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Exceptional Even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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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5-모든 공식적인 분쟁은 일시적인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위해 분쟁방지·재정위원회
(Dispute Avoidance/Adjudication Board, 이하 “DAAB”)에 회부되어야 하며,
이는 중재 회부를 위한 선결조건이다.
FIDIC이 어떠한 맥락에서 이와 같은 황금 원칙을 선언하게 되었는지 알기 어렵지만, 해
외건설 시장에서 과연 FIDIC의 권고대로 이러한 황금 원칙이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이하에서는 2017 계약조건의 주요 개정 사항을 항목별로 소개하고 분석한다.

Ⅱ. 주요 개정 사항
1. 시공자의 설계 관련
1) 시공자의 목적적합성(fitness for purpose) 보장 의무
1999 계약조건 제4.1조에서는 시공자의 설계와 관련하여 목적적합성 보장 의무를 부과
하면서 발주자의 목적이 계약에 서술되도록 하던 것을, 2017 계약조건에서는 발주자 요구
조건서(Employer’s Requirement)에 서술되도록 하고 만약 발주자 요구조건서에 그러한
목적이 서술되어 있지 않으면 통상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다. 1999 계약조
건에서 발주자의 공사목적물에 대한 목적이 계약 어느 곳에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규정
되어 있지 않다면 발주자의 목적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가 불명확하다는 논란이 있었
는데 2017 계약조건에서 이를 명확히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7 계약조건에서는 제17.4조에서 시공자가 공사목적물의 목적적합성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 시공자에게 발주자의 손해에 대한 보전책임(indemnification)을 부
담시키고 있다. 원래 2017 계약조건 제17.4조에서 시공자는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
에게 인적 또는 물적 손해를 야기하였고 그 제3자가 발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발주
자가 손해를 배상해 준 경우, 시공자는 그로 인한 발주자의 손해를 보전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시공자가 목적적합성 보장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추가로
시공자에게 손해보전책임을 부과하였다.
참고로 2017 계약조건 제1.15조 (f)항은 시공자의 손해보전책임이 책임 제한 조항의 예
외 사항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단락만 예외로 하고 있으므로 둘째 단락인 시공자의 의
도된 목적적합성 보장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 제한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시
공자의 의도된 목적적합성 보장의무 위반에 대해서 시공자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 외에 추가로 제17.4조에서 손해보전책임을 묻는 것에 과연 어떤 실익이 있
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건설 법률정보

85

2017년 FIDIC 계약조건의 주요 개정 내용

해외건설 법률정보

86

손해보전책임은 손해배상 책임과 개념상 중복될 수 있는데, 손해보전책임을 묻는 것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보다 시효기간이나 손해액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을 것이다. 시공
자가 도면과 사양서에 따라 적절하게 공사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의무 위반으로
부터 발생하는 클레임, 손해, 손실 또는 비용 등에 대해서 발주자의 손해를 보전하여야 한
다는 계약 조항이 있으면, 계약과 불일치한 시공자의 공사수행에 대해 소송 원인(cause of
action)의 발생 일자, 즉 시효기간의 기산일을 계약을 위반한 날이 아니라, 실제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한 날로 늦출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발주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기성금을 계약에
서 정한 기간 내에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의무 위반으로부터 발생하는
클레임, 손해, 손실 또는 비용 등에 대해 시공자의 손해를 보전하여야 한다는 계약 조항이
있으면, 시공자는 단순한 계약위반으로 청구하기 어려운 금융비용과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를 청구할 수도 있다.5
또한 시공자가 목적적합성 보장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데 대한 손해보전책임은, 2017
계약조건 제19.2.3조 하에서 계약 주요정보(Contract Data)에 정해져 있는 경우, 전문직
업인 배상책임보험(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을 들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목
적적합성 보장 의무는 시공자에게 매우 엄격한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
로 전문가의 과실을 담보하는 전문가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6
목적적합성 보장 의무는 주로 영미법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무
과실 책임을 부과하는 반면, 합리적인 기술 및 주의(Reasonable skill and care) 의무는
채무자에게 과실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목적적합성 보장 의무는 발

5 Atkin Chambers, Hudson’s Building and

주자에게 결과를 초래한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자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

Sweet & Maxwell (2015), para. 10-022

는 것이어서 어떤 면에서는 무과실 책임을 넘어서는 매우 가혹한 책임을 시공자에게 부과
한다.7

Engineering Contracts, 13th edition,
at p. 1111.
6 Joachim Goedel, “The EIC Turnkey
Contract – A Comparison with the FIDIC
Orange Book”, International Construction

FIDIC 계약조건은 국제건설표준계약조건으로 반드시 영미법계 국가의 법이 계약의 준
거법이 되지는 않으며, 대륙법계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17 계약조건이 시공자의 목적적합성 보장 의무를 오히려 강화하는 듯한 방향으로
1999 계약조건을 개정한 점은 다소 유감이다. 대륙법계 국가의 법이 계약의 준거법인 경
우에 시공자의 목적적합성 보장 의무가 어떻게 해석될지는 의문이다.

Law Review (1997), Informa, pp. 4243; Nicholas Henchie,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 Turnkey Projects
– The Silver Book Problem in Store?”,
International Construction Law Review
(2001), Informa, p. 47.
7 시공자에게 목적적합성 보장의무를 인정한 영
미 판례로는 The Steel Company of Canada
Limited v. Willand Management Limited
[1966] R.C.S 746(캐나다 대법원 판례);

2) Yellow Book에서 시공자의 발주자 요구조건서 검토의무

Greater Vancouver Water District v North
American Pipe & Steel Ltd and Moody
International Ltd [2012] B.C.W.L.D

2017 Yellow Book 제5.1조에 의해 시공자는 착공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즉시 발주자

6299, 13 C.L.R. (4th) 176(캐나다 British

요구조건서(설계기준이나 계산을 포함하여)를 상세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시공자가

62930 v Kell & Rigby Holdings Pty Ltd

발주자 요구조건서에서 오류, 과실 또는 기타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1.9조가 적용되는

Columbia 항소법원); Owners Strata Paln
[2010] NSWSC 612 at [325](호주 New
South Wales 대법원); MT Højgaard A/S v

데, 제1.9조에서는 시공자는 착공일로부터 계약 주요정보(Contract Data)에서 정한 기간

E.On Climate and Renewables UK Robin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42일) 내에 발주자 요구조건서의 오류, 과실 또는 결함을 엔지

원) 등이 있다.

Rigg East Ltd [2017] UKSC 59(영국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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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어에게 통지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엔지니어는 제3.7조의 절차에 따라 발주자 요구조건
서에 오류, 과실 또는 결함이 있는지, 경험 많은 시공자라면 입찰서 제출 전 현장과 발주자
요구조건서를 검토할 때, 이러한 오류, 과실 또는 결함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시공
자가 이러한 오류, 과실 또는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들은 무엇인지를 결정
하여야 한다.
만약 시공자가 그 기간 후에 발주자 요구조건서의 오류, 과실 또는 결함을 발견하는 경
우에도 시공자는 여전히 엔지니어에게 발주자 요구조건서의 오류, 과실 또는 결함을 기술
하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는 이러한 오류, 과실 또는 결함이 시공자가 제
5.1조 하에서 경험 많은 시공자라면 발주자 요구조건서를 상세하게 검토할 때 발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9조는 마지막 단락에서 만약 경험 많은 시공자가 이러한 발주자 요구조건서의 오류,
과실 또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 제13.3.1조[지시에 의한 공사변경]가 적용
되며, 오류, 과실 또는 결함의 결과로 시공자에게 공기지연이나 비용이 초래된다면, 시공자
는 제20.2조[지급 및/또는 공기연장에 대한 클레임]의 적용을 전제로 공기연장이나 비용
및 이익(Cost Plus Profit)을 지급받을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발주자의 요구조건서의 오류, 과실 또는 결함이 경험 많은 시공자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시공자는 공기연장이나 비용 및 이익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하
게 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참고로 1999 계약조건 제5.1조 마지막 단락에서는 경험 많
은 시공자가 입찰서 제출 전 현장과 발주자 요구조건서를 검토할 때, 응분의 주의를 기울여
발견할 수 있었던 발주자 요구조건서의 오류, 과실 또는 결함에 대해서는 공기나 계약금액
이 조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7 계약조건에는 이러한 문구가 삭제되었다.
생각건대, 발주자의 요구조건서를 착공후에 일정 기간(계약 주요정보에 규정된 바 없다
면 42일) 내에 상세하게 검토하여 모든 오류, 과실 또는 결함을 발견해 낸다는 것이 현실적
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발주자 요구조건서가 설계기준 및 계산 등 구체적인 설계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시공자가 일정 기간 내에 발주
자 요구조건서의 오류, 과실 또는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공기연장이나 추가공사
비를 받을 권한을 상실한다는 것은 시공자 입장에서 매우 가혹한 일이며, 발주자가 작성한
발주자 요구조건서의 오류, 과실 또는 결함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저자의 해석으로는 2017 계약조건에서는 시공자의 발주자 요구조건서의 상세 검토
의무와 관련하여 ‘기간도과 권리상실’의 문구가 삭제되었으므로, 엔지니어는 경험 많은
시공자가 입찰서 제출 전에 또는 제5.1조 하에서 발주자 요구조건서에 대해 상세 검토를
할 때 그 오류, 과실 또는 결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시공자에게 공기연장 및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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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고, 공기연장이나 추가 공사비를 산정할 때, 시공
자가 발주자 요구조건서의 오류, 과실 또는 결함을 늦게 발견 또는 통지한 것이 공기지연이
나 비용 발생에 영향을 끼친 정도를 참작할 수 있다고 본다.

2. 책임의 제한
책임의 제한 조항은 원래 1999 계약조건 제17.6조에 있던 것을 제1.15조로 옮겼는데,
이는 단지 책임의 제한 조항이 당사자들의 손해보전 의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1999 계약조건 제17.6조는 일실이익 등을 포함한 결과적 손해 등을 당사자들의 손해배
상의 범위에서 제외하는데, 제16.4조 계약해지후 지급금과 제17.1조 손해보전 조항은 예
외로 하였다. 2017 계약조건 제1.15조에서는 그 예외 범위를 확대하여, 제8.8조 지연 손
해배상금, 제13.3.1조 지시에 의한 공사변경, 제15.7조 발주자의 편의에 따른 계약해지후
지급금, 제17.3조 지적 산업재산권 등을 추가하였다.

1) 지연 손해배상금(제8.8조)
제8.8조 지연 손해배상금을 추가한 것은 시공자의 공기지연에 대해서 발주자는 손해배
상의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 공기지연으로 인한 발주자의 일실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는 1999 계약조건 제17.6조에서 발주자
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시공자의 계약해지 시에 계약해지후 지급금 청구에 시공자의 일실
이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2017 계약조건 제8.8조에서 지연 손해배상금은 계약 주요정보에 규정된 상한액
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공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이외에는 제8.8조
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공기지연으로 인한 유일한 발주자의 구제수단임을 규정하
고 있는데, 시공자의 사기, 중과실, 고의적 불이행 또는 무분별한 부정행위로 인한 계약 위
반의 경우에 공기 지연과 관련한 이러한 책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되었
다. 1999 계약조건 제17.6조에서는 시공자의 사기, 중과실, 고의적 불이행 또는 무분별한
부정행위로 인한 계약위반의 경우에, 일실이익을 포함한 결과적 손해 등을 손해배상의 범
위에서 제외하는 것과 총책임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손해배상액의 예
정의 상한액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었으나, 2017 계약조건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상한액도 효력이 없어짐을 분명히 하였다.

2) 지시에 의한 공사변경(Variation)(제13.3.1조)
공사변경의 경우에도 제1.15조의 책임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추가하여 공사변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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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시공자가 비용뿐만 아니라 이윤까지 반영하여 공사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원래 1999 계약조건 제13조 공사변경 조항에서는 다른 시공자
에게 공사를 시키기 위해서 공사를 삭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2017 계약조건에서
이러한 제한은 없어졌다. 따라서 2017 계약조건 하에서는 다른 시공자에게 공사를 시키기
위한 공사삭감도 가능하나, 원래 시공자의 일실이익을 배상해 주어야 한다.

3) 발주자의 편의에 따른 계약해지후 지급금(제15.7조)
1999 계약조건에서는 발주자가 편의에 따른 계약해지를 한 경우에 시공자는 일실이익
을 배상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공자의 계약해지와 발주자의
편의에 따른 계약해지의 선후에 따라 계약해지후 지급금의 정산과 관련하여 미묘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즉, 시공자가 발주자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제16.2조의 시공자의 계약해지권
을 행사하는 경우 그 계약해지후 지급금은 제16.4조 (c)항에 의해 일실이익까지 배상을 받
을 수 있는 반면, 발주자가 먼저 임의해지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제19.6조에 의해 일실이익
을 배상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7 계약조건 하에서는 발주자가 편의로 계약해지를 한 경우에 시공자는 일실
이익 기타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다. 따라서 2017 계약조건 하에서 발주자는 시장 상황 또는 자신의 재정 상태 등을 보다
신중히 고려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4) 지적 산업재산권(제17.3조)
1999 계약조건에서 지적 산업재산권 침해로 인한 시공자의 손해보전책임은 총책임의
상한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일실이익을 포함한 결과적 손해 등
을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의 예외로는 열거되지 않아 일반적인 손해보전책임이
예외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았다. 2017 계약조건은 지적 산업재산권 침해
로 인한 시공자의 손해보전책임도 일실이익을 포함한 결과적 손해 등을 손해배상의 범위에
서 제외하는 것의 예외에 포함되었다.

3. 완공기한의 연장(제8.5조)
2017 계약조건은 제8.5조 (a)항에서 공사변경의 경우에는 제20.2조 통지 요건을 따를
필요가 없음을 규정하여 기간도과 권리상실(time bar) 조항의 엄격 적용에 따르는 불합리
를 어느 정도 완화하였다. 이는 공사변경의 경우 별도의 공사변경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 엔지니어나 발주자도 클레임 발생 상황이나 사건을 잘 안다는 점을 고려한 개정이라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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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항에서 “예외적으로 열악한 기후조건(exceptionally adverse climatic
conditions)”은 “제2.5조[현장자료 및 참조항목(Site Data and Items of Reference)]
하에서 발주자에 의해 제공되는 기후자료 및/또는 현장의 지리적인 위치와 공사국가에서
공표되는 기후 자료를 고려하여 예견불가능한(Unforeseeable)8 현장의 열악한 기후조건
을 의미한다”고 정의를 추가하였다. 예외적으로 열악한 기후조건은 제18조의 예외적 사건
(Exceptional Events)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자에게 공기연장 권
한을 부여하는 것인데, 1999 계약조건에서는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2017 계약조건에서 그 정의를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제18조 예외적 사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시공자에게 공기연장을 부여할 정도
의 예외적으로 열악한 기후조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제8.5조 마지막 단락에서 공기지연이 발주자의 책임인 동시에 시공자에게도 책임이 있
는 이른바 동시지연(concurrent delay)인 경우에 그 처리 규칙과 절차를 계약특수조건
B 특별조항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특별조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모든 관련 상황
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는 FIDIC이 2017 계약조
건이 건설계약에서 가장 어려운 쟁점 중의 하나인 동시지연에 대해서 최초로 규정을 두
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수조건 준비 지침(Guidance)은 당사자들이 Society of
Construction Law Protocol을 적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4. 공정표(제8.3조)
2017 계약조건은 제8.3조에서 공정표를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1999 계약조건
이 시공자에게 상세한 공정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얼마나 상세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2017 계약조건은 (g)항에서 공정표는 “발주자 요구조건서
에 명시된 정도의 상세함으로 모든 공정(activity)을 포함시키되, 그들이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매 공정에 대한 가장 빠른 착수일과 가장 늦은 착수일, 만료일, 그리고 여유
기간(float)과 주경로(critical paths)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
주자로 하여금 발주자 요구조건서에서 공정표 소프트웨어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공
자가 공정표를 전자적으로 한 부 발주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시공자는 엔지니어가 공정표가 계약과 일치하지 않거나 실제 공정률을 반영하지 못하
거나 달리 시공자의 의무와 불일치한다는 통지를 한다면, 이러한 통지를 받은 지 14일 내
에 엔지니어에게 수정된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의할 것은 시공자가 이처럼 수정
된 공정표를 제출한 것이 제20.2조 하에서의 통지로 간주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는 Obrascon Huarte Lain SA v Her Majesty’s Attorney General for Gibraltar
영국 판례9에서 기간도과 권리상실 조항의 엄격함을 완화시키기 위해 법원이 회의록, 공정
보고서나 공정표가 1999 계약조건 제20.1조의 통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는
데, 2017 계약조건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8 제1.1.87조에 “경험 있는 시공자가 기준일까
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이라고 정의
되어 있다.
9 [2014] EWHC 1028 (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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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전 경고(제8.4조)
이는 2017 계약조건에서 신설한 조항으로서 일방 당사자는 시공자 인원의 공사 수행 또
는 완공된 공사목적물의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계약금액을 인상시키며, 공사목
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완공을 지연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또는 다가올 사건들에 대
해 상대방에게 사전 경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엔지니어는 이러한 상황이나 사
건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공자에게 제13.3.2조[제안 요청에 의한 공사변경] 하에서
공사변경 제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조항은 FIDIC 계약조건에 상호 협력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공기 연장 클레임이 표
면화되고, 양측의 입장이 고착화되기 전에 양 당사자들을 상호 협력하게 하자는 의도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New Engineering Contracts (“NEC”) 310 제16.1조는 조기 경
고(Early Warning)라 하여 시공자와 프로젝트 매니저가 총 계약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완공
을 지연시키거나 주요 일정을 지연시키거나 사용 중인 공사목적물의 성능을 저해하는 문제
를 알게 되자마자 상대방에게 조기 경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
한 경우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2017 계약조건 제8.4조는 일방 당사
자가 사전 경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
급이 없으므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는 어렵다.

6. 하자책임
1) 하자통지기간의 연장(제11.3조)
1999 계약조건 제11.3조는 발주자는 공사목적물(Works), 그 부분(Section) 또는 플
랜트의 주요 항목(major item of the Plant)이 하자나 손상에 의해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
할 수 없게 된 정도로 공사목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한 하자통지기간의 연장에 대한 권리
를 가진다고 규정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공사목적물 또는 그 부
분을 단위로 해서만 하자통지기간이 연장되므로, 예를 들어 호텔의 일부 객실이 누수로 인
해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없는 하자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호텔의 객실이 공사목적물의 부분
(Section)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객실에 대해서만 하자통지기간의 연장은 허용

10 NEC 계약은 1993년에 최초로 발간되었으며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하자통지기간의 연장이 시공자에게 책임이 있는 공사목적물,

설계 및 시공계약인데, NEC 제2판은 1995

프로젝트 관리에 중점을 둔 새로운 진보적인

그 부분 또는 플랜트의 주요 항목에 대한 하자나 손상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었

년에, NEC 제3판은 2005년에, NEC 제4판

다는 점이다.

재 시제와 비법률적인 영어로 평이하게 쓰여

은 2017년에 발간되었다. NEC는 첫째, 현
졌으며 둘째, 프로젝트 건설 전반에 걸쳐 당
사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전향적인 프로

2017 계약조건 제11.3조는 공사목적물(Works), 그 부분(Section), 그 일부(Part) 또는

젝트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고, 셋째 계약당

플랜트의 주요 항목(major item of the Plant)이 제11.2조[하자보수비용]의 (a)항 내지

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FIDIC 계약조건

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계약조건들

(d)항에 기인하는 하자나 손상에 의해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정도로 발주자는

과 다르다. NEC 계약에 대한 상세는 David

하자통지기간 연장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그 일부(Part)란 제10.2조 하에

Maxwell(2012) 참조.

Thomas QC, Keating on NEC3, Swe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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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체 공사목적물에 대한 인수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발주자가 그 일부에 대해서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인수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 사용하는 그 일부를 말한다. 따라서 2017
계약조건 제11.3조에 ‘그 일부’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앞서 든 사례에서 호텔 일부 객실이
누수로 일정 기간 사용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일부 객실이 제11.2조에서 말하는 ‘그 일부’
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호텔 일부 객실에 대해서만 하자통지기간의 연장은 여전히 안 된다
고 봐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하자나 손상이 제11.2조의 (a)항 내지 (d)항에 기인하는 것으
로 국한하여, 발주자나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해 초래된 하자나 손상은 제외됨을 분명히 하
였다.

2) 미이행 의무(제11.10조)
1999 계약조건 제11.10조는 하자통지기간의 만료후 이행확인서(Performance
Certificate)가 발급되어도 그 때까지 이행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계약상의 의무가 있으
면 그 당사자는 여전히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많은 대륙법계 법률가들이 이해하
고 있는 것처럼 하자통지기간의 종료로 시공자의 하자 책임은 종료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한다. FIDIC 계약조건의 하자통지기간은 그 기간 동안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하자를 보수하라는 특정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시공자는 자신이 우선적으로 직접 하자를
보수할 권리를 지니는 기간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제11.10조에 의해 하자통지기간이 종료
하더라도 발주자는 여전히 시공자에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이다.
2017 계약조건 제11.10조는 단락을 하나 추가하여 플랜트와 관련하여서는 플랜트의
하자통지기간이 종료한 후 2년이 지나서 발생한 하자나 손상에 대해서 시공자는 책임을 지
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제1.1.66조에서 플랜트는 ‘현장에 있거나 계약에서 달리 정해진
곳에 있건 공사목적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치, 장비, 기계 및 차량’이라고 정의되어 있어
서 공사목적물이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물 내부의 플랜트에 대해서 2년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자통지기간이 종료한 후 2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시
공자는 책임을 져야 하므로, 통지는 2년이 지나서 하더라도 그 하자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2017
계약조건이 플랜트의 하자책임기간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을 두면서 통지가 아니라 발생 시
점으로 청구 기준을 변경한 것에 어떠한 의도가 있는지 알기 어렵지만, 혼란을 피하기 위해
서는 2년 내에 통지한 하자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7. 이행보증
2017 계약조건 제4.2조는 제13조[공사변경과 조정] 하에서 공사변경이나 조정에 의해
계약금액이 승낙된 계약금액(Accepted Contract Amount)의 20% 이상 계약금액의 누
적적 증액이 있을 경우에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시공자는 누적적 증가액에 상응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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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이행보증을 증액시켜야 한다. 이때 시공자에게 비용이 발생한다면 마치 그러한 증가
가 엔지니어에 의해 지시된 것처럼 제13.3.1조[지시에 의한 공사변경]가 적용된다. 계약금
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을 전제로 시공자는 누적적 감액에 상
응하는 비율만큼 이행보증을 감액할 수 있다.

8. 발주자의 재정준비
1999 계약조건 제2.4조에서는 발주자는 시공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후 28일 내에 계약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준비가 되어 있다는 합리적인 증거를 제공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발주자의 합리적 재정준비가 어느 정도로 요구되는지와 관련하여 다소 불명
확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2015년 NH Inter-na-tional (Caribbean) Ltd v National
Insurance Property Development Com-pany Ltd. 사건11에서 이 문제가 다투어졌다.
발주자의 재정준비와 관련한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고자, 2017 계약조건 제2.4조는 발주
자의 재정준비 내역을 계약 주요정보(Contract Data)에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시공자가 발주자의 재정준비 상황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므로, 계약체결 후에 시공자가 이미 계약 주요정보에 기술된 발
주자의 재정준비 사항에 대해서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약 발주자가 자신의 재정 상
황의 변화로 인하여 이러한 재정준비 상황에 중대한 변경을 하거나 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상세한 자료와 함께 시공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승낙된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공사변경 지시를 받거나 누적된 총 공사변경
금액이 승낙된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하거나, 제14.7조[기성지급] 하에서 기성지급을 받
지 못하거나 또는 시공자가 통지를 받지 못한 발주자의 재정준비의 중대한 변경을 알게 된
경우에 시공자는 그 당시 잔존 계약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발주자의 재정준비에 대한 합리
적인 증거를 제공할 것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9. 현장위험과 현장출입
1999 계약조건 제4.10조[현장자료]는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자료이므
로, 조문 체계상 제4조[시공자]보다는 제2조[발주자]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2017 계약조건에서는 제2.5조[현장자료 및 참고항목들]로 이동하였다. 2017 계약조건
제2.5조에서는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제공해야 할 자료로 현장 지형이나 기후 자료를 추가
하였다.
또한 제4.12조[예견하지 못한 물리적 조건]에서 ‘예견하지 못한’을 판단하는 기준 일
자가 1999 계약조건에서는 입찰 제출일이었으나, 2017 계약조건에서는 기준일(Base
Date)12로 바뀌었다.

11 [2015] UKPC 37.
12 입찰 제출일 2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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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계약조건 제4.15조에서는 기준일 이후에 발주자 또는 제3자에 의해 현장출입로
가 변경된 결과 현장출입로가 부적합해지거나 활용되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시공자가
공기지연이나 추가 공사비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 시공자는 공기연장이나 추가공사비를 청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구가 없는 1999 계약조건 제4.15조
하에서 발주자 또는 제3자에 의해 현장출입로가 변경된다면 시공자에게 공기연장 및 추가
공사비를 청구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10. 기성지급
2017 계약조건 제14.6.1조에 의해 엔지니어는 시공자로부터 기성지급신청서와 그
상세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8일 내에 발주자에게 기성지급확인서(Interim Payment
Certificate: IPC)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기성지급확인서에는 엔지니어가 정당하다고 확인
한 금액과 제3.7조[합의 및 결정] 또는 기타 계약 조항에 의해 만기가 도래한 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을 포함하는데, 기성신청 금액과 기성지급확인 금액의 차이에 대해 상세 내역을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4.6.3조에서 시공자가 기성지급확인서가 자신이 권한
이 있는 금액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금액을 다음 기성지급확인서에 포함
시키도록 하고, 엔지니어는 다음 기성지급확인서에서 적절한 수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
지만 시공자가 이러한 기성지급확인서에서 수정된 금액에 대해서 불복한다면 이 문제를 통
지를 통해 엔지니어에게 회부하면 제3.7조[합의 및 결정]가 적용된다.
2017 계약조건 제14.10조의 완공명세서(Statement at Completion)와 제14.11조의
최종명세서(Final Statement)에 시공자의 클레임을 포함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제14.14
조[발주자 책임의 종료]에 의해 최종기성지급확인서 수령일로부터 56일 내에 클레임을 제
기하지 아니하면 클레임 권리를 상실한다.
참고로 2017 계약조건에서는 엔지니어가 기성 산정을 할 때 비용 및 이익(Cost Plus
Profit)을 적용해야 할 경우에 계약 주요정보(Contract Data)에서 이익률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5%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11. 공사변경
13 여기서 공사변경 지시가 반드시 서면에 의해

1) 공사변경 통지의 형식 요건 강화

야 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1999 계약조건
제1.3조[교신(Communications)]에 의하면

1999 계약조건 제13.1조는 공사목적물에 대한 인수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에 언제라도

본 계약조건에서 승인, 확인서, 동의, 결정, 통
지 및 요청을 하거나 발급하는 경우에 이러한

엔지니어가 공사변경을 지시(instruction)하거나 시공자에게 공사변경에 대한 제안을 제

교신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1999 계약조건에 따르면 엔지니어가 공

지가 있으나, 지시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13

사변경 지시를 내릴 때 서면으로 하기만 하면 되었으나, 2017 계약조건 제13조[공사변
경 및 조정]에서 공사변경은 반드시 통지(Notice)14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통지가

있어 지시가 여기에 속하는지 다소 의문의 여
해석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14 영어 원문에 제1.3조의 통지를 Notice 대문
자로 표기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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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는 대문자로 표기되고 있는데 이는 제1.3조[통지와 기타 교신] 하에서의 요건을 갖
춘 통지를 의미한다. 제1.3조에 따르면 통지와 기타 교신은 서면으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
으며, 통지는 계약의 관련 조항을 언급하면서 통지임을 밝혀야 한다. 다시 말해 엔지니어가
어떤 공사변경 지시를 내릴 때 서면으로 이 지시가 공사변경 통지임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서면 통지는 시공자 대표, 엔지니어 또는 발주자의 수권을 받은 대표에 의해 서명
된 종이 원본으로 하거나 그러한 각 대표에 배정된 전자주소에 의해 전자 원본이 전송되는
경우에는 계약 주요정보에 규정된(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엔지니어가 수락하는) 전자 전송
체계로부터 만들어진 전자 원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엔지니어의 공사변경 지시가 제1.3조 하에서의 통지에 의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
는 공사변경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시공자는 엔지니어의 지시가 공사변경에 해당
하므로 제1.3조 하에서의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만 엔지니어는 이를 거부하는 경우 시공자
는 원칙적으로 공사변경에 착수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시공자가 공사를 계속해 나
가기 위해서 공사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 엔지니어가 공사변경의 통지를 거부하면 시공자
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교착상태(impasse)에 빠진다.15 1999 계약조건 하
에서는 공사변경 지시인지 아닌지에 대한 다툼이 있더라도 일단 시공자는 공사를 착수하고
제20.1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클레임 통지를 하는 것을 전제로 추후 분쟁해결 절차에서 이
를 가리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2017 계약조건 하에서 이러한 해결책은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2) 시공자의 공사변경 지시 거부 사유 확대
2017 계약조건은 1999 계약조건에 비해 시공자가 발주자의 공사변경 지시에 대해 거
부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있는데, ① 공사변경이 발주자 요구조건서에 기술된 공사
의 성격이나 범위에 비추어 예견불가능했을 때, ② 공사변경이 제4.8조[건강과 안전 의무]
및/또는 제4.18조[환경의 보전] 하에서 시공자의 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 ③ 공
사변경이 제4.1조[시공자의 일반적 의무] 하에서 공사목적물이 의도된 목적에 적합하도록
공사를 수행해야 할 시공자의 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가 그것들이다.
①의 예견불가능한 경우란 ‘경험 있는 시공자가 기준일까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제1.1.87조). 하지만 공사변경이란 경험 있는 엔지니어의 자문을 받는 발
주자 또한 계약체결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사변경은 이
러한 거부 사유를 충족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문제가 있다.

3) 공사변경 절차 보완
1999 계약조건 제13.3조[공사변경 절차]에서 제안 요청에 의한 공사변경 절차만 규
정하고 있던 것을 2017 계약조건에서는 제13.3.1조[지시에 의한 공사변경]에서 발주자

15 Michael Sergeant & Max Wieliczko,
Construction Contract Variations,
Informa Law (2014),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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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에 의한 공사변경 절차를 규정하고 제13.3.2조[제안 요청에 의한 공사변경 절차]에서
시공자에게 제안 요청을 한 경우의 공사변경 절차를 규정하여 공사변경 절차를 더 상세하
게 규정하고 있다.
제13.3.1조 발주자 지시에 의한 공사변경 절차에서 공사삭감(omission)의 경우에 시공
자가 공사변경 금액을 제안할 때, 일실이익 기타 시공자가 공사삭감으로 인해 입게 되는 손
해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공사변경의 경우에는 일실이익을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의도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1999 계약조건 제13.3조에서 엔지니어가 공사
변경 금액을 산정할 때 합리적인 이윤을 포함하도록 한 점을 감안하다면 그러한 의도는 아
닌 것으로 보이지만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K-BUILD저널 2021.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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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Bar와 클레임

I. 들어가는 말
오래 전 계약서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았으나 최근 자주 클레임에서 인용되고 있는 대표
적인 계약조건 중의 하나가 Time Bar 조건일 것이다. 계약서에 언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무심코 넘어가기 쉽다.
대부분 사안 발생시 발주자에 대한 통지 또는 클레임에 대해서는 초반부터 발주자를 건
드려 비위상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여 통지조차 하지 않고 미루기도한다. 계약, 클레임 업
무를 그간 진행해오면서 경험하고 느낀 것은 계약자가 계약상의 통지를 제때 하지 못할 경
우, 클레임 또는 중재 시 결국 계약자는 불리한 위치에 서고 만다.
발주자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한다고 미룬다고 하지만 정작 사안이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
면 발주자가 계약자의 그러한 순수한 의도를 알아줄 리 없다. 분쟁에 이르면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과 무기가 된다.
이하에서는 건설 관련 분쟁 시 소송/중재에서 판단에 대한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계약조
건에 따른 적시 통지, 즉 Time Bar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Time Bar의 정의
   Time Bar에 대하여 Black’s Law Dictionary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이경석
현대엔지니어링 책임매니저

Time Bar와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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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전들도 동일하게 또는 비슷하게 정의하고 있다).
“A clause in a contract that states a specific time period and deadline for the
parties to bringing legal action or file for arbitration. After the time period
lapses, the parties are barred from bringing suit in a court of law or filing for
arbitration.”1
본래 Time Bar는 분쟁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또는 법률에 정해진 기간 내
에 법원/중재로 회부하지 못할 경우, 해당 당사자는 권한을 상실한다는 조건이며, 건설계
약에도 역무 수행 단계의 Change/Variation 및 Claim까지 폭넓게 확대, 적용되고 있다.

III. 적기 클레임 통지 및 서류제출에 대한
기존의 태도와 변화
(클레임 통지 미통지 또는 추후 통지 = 발주자와 좋은 관계 유지??)
필자는 계약관리 실무자로서 그동안 Time Bar 조건을 간과하여 계약적인 주장과 방어
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심지어는 왜 자
꾸 발주자를 건드리냐면서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계약담당자
를 나무라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이 이전에는 잘 통했는지는 모르나, 그리고 지금도 프로젝트에 다라
서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
졌다. 발주자는 계약자의 의무를 점점 까다롭고 엄격하게 계약서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심지어 향후 동일한 내용으로 클레임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자는 발주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Time Bar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가 나
중에 통지 및 서류제출할 경우, 대부분의 발주자는 계약자의 계약조건 미준수를 주장하여
계약자의 클레임을 거절한다. 심지어 계약서에 Time Bar를 규정하고도, 해당조건을 준수
하는 계약자에 대하여 발주자는 의도적, 전략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한다. 이 같은 경우는 대
부분 서면이 아니라 직접 구두로 앞으로 이런 공문 보내지 말라고 경고(?)하기까지 한다.
때로는 계약자가 Time Bar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몰아간다. 나
중에 계약자가 발주자가 못하게 하지 않았느냐고 하면, 발주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적이 없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자가 끝까지 주장했었어야하는거 아니냐면서 Time
Bar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순전히 계약자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초반에 마치 계
약자 편을 잘 들어줄 것처럼 하면서 어떠한 서면근거도 남기지 않으면서 발주자는 나중에

1 https://dictionary.thelaw.com/time-bar-

의도적으로 뒤로 빠지고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며, 그간의 모든 배경을 다 무시하고 오로지

clause/

계약자의 계약조건 준수 여부를 가려내어 계약자의 위반으로 몰아가 압박하기 시작한다.

Law Dictionary 2nd Ed.)

(TheLaw.com Law Dictionary & Bl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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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Time Bar조건을 준수하는 계약자에 대하여 불쾌감을 드러내거나 나중에 한꺼
번에 하자고 할 경우, 그러한 발주자의 입장이 상대방을 강압하여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지 않는 이상, 계약자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거나, 해당조건에 대한 수정
합의 시도를 하지 않는 이상 계약자는 결국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발주자와 좋은 관계 유지 = 발주자 귀책 통지 안하고 클레임제기 안하고 막판에 퉁~ 내
밀고~ 퉁 친다”. 아예 잘못되었다고 부인할 수는 없다. 정말 좋은 발주자를 만나면 또는 발
주자가 계약자에 대하여 큰 잘못을 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경
우는 극히 드물며, 그러한 생각 자체는 상당히 위험하다. 이제는 계약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설공사의 특성상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빈도가 다른 사업에 비해
상당히 큰지라 마지막에 퉁퉁치더라도 방어와 공격의 전략이 필요하며 그러한 전략은 계약
을 기반으로 한다. 그만큼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계약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증빙과
논리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갈수록 계약관리에 대해서 서로 신중하고 꼼꼼해지기 시작했
다. 이제는 계약관리가 communication의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IV. 불완전한 Time Bar
통지/서류 제출기한을 명시하고 동 기간 내에 계약자의 의무(‘shall’)를 규정하였으
나, 기간 경과 시 향후 동일 사안으로 클레임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를
필자 임의로 '불완전한 Time Bar'라고 정의해보았다.
기본적으로 발주자는 계약자가 통지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들어 클레임 제기할 수 없다
면서 계약자의 클레임을 무력화 시키려 한다. 이 경우 대부분 계약자는 발주자의 말을 듣고
클레임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완전한 Time Bar의 경우, 발주자는 통
지 기간을 경과했다는 사실만으로 클레임 권리 박탈을 주장할 수 없다. 계약서에는 명시적
으로 클레임 박탈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계약위반에 대해 계약서에
서 정한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을지라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 박탈까지 확대하여 해
석하기엔 상당한 무리가 있다.
필자가 관여한 모 사업에서 계약서에 이러한 소위 ‘불완전한 Time Bar’ 규정이 있었고,
계약자인 당사가 해당 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주자에 클레임을 제기 했었다. 이
때 발주자가 당사가 제출한 클레임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반박한 주요 이유중의 하나가 바
로 당사의 통지 기간 미 준수였고 발주자는 기간이 경과했으므로 클레임은 효력이 없다고
끈질기게 주장했다. 이때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논리를 구상한 뒤 발주자에
다음과 같이 반박 했었다.
“당사가 계약서상의 통지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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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조건 미 준수 사실이 바로 당사의 클레임 권한 상실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 진정
한 Time Bar 조항과 달리 계약자의 권한 상실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
서 당사의 통지조건 미 준수는 계약위반이 될 수 있으나, 당사의 클레임권한 상실이라고 해
석될 수 없다. 만일 당사 통지 지연으로 인해 귀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귀사에 직접적으로
입은 손해를 당사에 입증, 청구하기 바란다. 유감스럽지만 당사의 통지기간 위반으로 귀사
가 입은 손해는 설령있다할지라도 당사가 귀사에 제기하는 클레임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당사의 클레임 권한을 포기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귀사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
발주자는 이에 대해 단 한 줄로 ‘계약자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회신하면서, 계약
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못했고, 이후로 발주자의 직접적인 손실금
액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후 당사의 통지기간 경과사실로 인한 당사의 권리
상실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었다. 물론 모든 발주자가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자신이 입은 손해를 제시하며 맞서는 발주자도 있을 것이며,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미루는
발주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적시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로 발주자
가 손해를 입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정리하면, 불완전 Time Bar 위반 시, 해당조건 위반이 계약위반이 될지언정 이것이 곧
권리상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발주자는 계약자의 해당 조건 위반으로 인해 자신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고 주장할 경우, 계약자는 발주자가 입은 직접적인 손해에 대한 구
체적인 증거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발주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발주자의 직접적 손해가 크지 않고 계약자의 클레임 금액이 훨씬 많을 경우 전략적으로
상황에 따라 계약자의 입장을 강하게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경과 기간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리고 계약서에서 정한 준거법의 해석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항시 계약서상의 통지/서류제출 규정은 반드시 숙지하고 적기에 행동을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V. 완전한 Time Bar 규정과 계속되는 클레임
사안의 경우
앞서 언급한 ‘불완전한 Time Bar’와 달리, ‘완전한 Time Bar’는 통지/서류 제출기한
이 명시되고, 기간 경과 시 향후 동일 사안으로 클레임 할 수 없다는 조건이 명시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조건 위반 시 계약자는 발주자에 대해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
다. 이러한 통지/서류제출 기간 경과는 권리주장에 대한 기회박탈 뿐만 아니라, 계약위반
에 대해 발주자가 직접적으로 입은 손실이 있다면 계약자는 배상책임까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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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계속되는 경우, 즉, 최초 통지 후 사안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통지기간을 명시
하여 일정간격으로 추가 통지와 함께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every month until completion of the outstanding issue), 그리고 여기에 더하
여 매달 정해진 통지/서류제출 기간 미 준수시 클레임 권한 박탈의 조건이 명시된 경우, 만
일 계약자가 최초 통지 후 일정 간격으로 추가 통지/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기간을 경과하였
다면 최초 통지/제출된 사건에 한하여 (또는 중간에 기간을 준수한 사건에 한하여) 클레임
의 대상이 된다. 즉, 최초 Time Bar 규정을 잘 지켜 클레임 했는데 사안이 계속되어 비용
이 증가하고 공기가 연장되는데 추가 통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면 결국 직전 통지가 최
종적이 되고 이후 기간이 경과하여 통지된 사안은 클레임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물
론 여기에서 기간준수를 하지 못한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별도로 증빙을 제출하고 협의를
통해 고려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Time Bar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불완전한 Time Bar보다 그 결과는 클레임할
수 있는 차이가 크다. 즉, 동일한 사건으로 클레임 제기 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게 된
다. 이렇게 계약서에 ‘완전한 Time Bar 조건’이 포함된 경우(특히, 사안이 계속되는 경우
의 중간클레임, 또는 interim claim에도 적용되는 경우) 계약자는 각각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신경을 쓰면서 꼼꼼한 계약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아래 ‘VI’에 이어서 최근
경향 참고).

VI. 최근 계약조건의 경향
최근 발주자가 작성, 제공하는 계약조건은 계약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으로 된 경우가 많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Time Bar 조건이다. 2017
년 12월에 개정된 FIDIC (Red, Yellow, Silver)도 Time Bar 규정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되었다.
FIDIC 뿐 아니라 최근 발주자에서 issue하는 계약조건도 갈수록 이전보다 까다로워지
고 있고 Time Bar 규정도 반영하고 있으며, FIDIC이 절대적인 표준계약은 아니나 많은
발주자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계약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에
게 유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므로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2017 FIDIC Yellow Book

1999 FIDIC Yellow Book

(Plant and Design Build)

(Plant and Design Build)

20.2.1 Notice of Claim

20.1 Contractor's Claims

The claiming Party shall give a Notice
to the Engineer, describing the event
or circumstance giving rise to the
cost, loss, delay or extension of DNP

If the Contractor considers himself to
be entitled to any extension of the
Time for Completion and/or any additional payment, under any Clause

비고
FIDIC 1999와 FIDIC 2017의 Silver Book
(EPC Turnkey), Red Book (Construction) 각 좌측 조건과 동일
2017의 경우, 1999 version에 비해 더 세
부적으로 규정.

Time Bar와 클레임

2017 FIDIC Yellow Book

1999 FIDIC Yellow Book

(Plant and Design Build)

(Plant and Design Build)

for which the Claim is made as soon
as practicable, and no later than 28
days after the claiming Party became aware, or should have become
aware, of the event or circumstance
(the "Notice of Claim" in these Conditions).

of these Conditions or otherwise in
connection with the Contract, the
Contractor shall give notice to the
Engineer, describing the event or
circumstance giving rise to the claim.
The notice shall be given as soon
as practicable, and not later than
28 days after the Contractor became aware, or should have become
aware, of the event or circumstance.

If the claiming Party fails to give a
Notice of Claim within this period of
28 days, the claiming Party shall not
be entitled to any additional payment, the Contract Price shall not be
reduced (in the case of the Employer
as the claiming Party), the Time for
Completion (in the case of the Contractor as the claiming Party) or the
DNP (in the case of the Employer
as the claiming Party) shall not be
extended, and the other Party shall
be discharged from any liability in
connection with the event or circumstance giving rise to the Claim.

If the Contractor fails to give notice
of a claim within such period of 28
days, the Time for Completion shall
not be extended, the Contractor
shall not be entitled to additional
payment, and the Employer shall be
discharged from all liability in connection with the claim. Otherwise,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SubClause shall apply.
(기간 경과 시 클레임 권한 상실조건 명시)

** DNP: Defects Notification Period (
하자보증기간 의미)
(1999 version과 마찬가지로 기간 경과
시 클레임 권한 상실조건을 명시했으나,
보다 세부적으로 기술)

The Contractor shall also submit any
other notices which are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supporting particulars for the claim, all as relevant to
such event or circumstance.

----------- (중간 생략) -----------

The Contractor shall keep such contemporary records as may be necessary to substantiate any claim, either
on the Site or at another location
acceptable to the Engineer. Without
admitting the Employer's liability,
the Engineer may, after receiving
any notice under this Sub-Clause,
monitor the record-keeping and/
or instruct the Contractor to keep
further contemporary records. The
Contractor shall permit the Engineer
to inspect all these records, and shall
(it instructed) submit copies to the
Engineer.

20.2.4 Fully detailed Claim

(fully detailed claim시 기본적으로 갖추
어야 하는 세부 항목 나열하고 이들을 포
함할 것을 요구)
In this Sub-Clause 20.2, "fully detailed Claim" means a submission
which includes:
(a)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event or circumstance giving rise to
the Claim;
(b) a statement of the contractual
and/or other legal basis of the Claim;
(c) all contemporary records on
which the claiming Party relies; and

Within 42 days after the Contractor became aware (or should have
become aware) of the event or c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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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Claim과 Dispute 조건을 각각 Article 20
과 Article 21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
음 (1999 version의 경우 Article 20에
claim조건과 dispute규정을 함께 규정),
Article 20의 경우 claim조항만 세부적으
로 20.1, 20.2.1~20.2.7까지 세부적, 단계
적으로 구성하여 Time Bar 조항을 강화하
였으며,
Claim 제기 당사자를 Contractor 뿐 아
니라 Employer도 claiming party에 포함
시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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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etailed supporting particulars of
the amount of additional payment
claimed (or amount of reduction of
the Contract Price in the case of the
Employer as the claiming Party), and/
or EOT claimed (in the case of the
Contractor) or extension of the DNP
claimed (in the case of the Employer).
Within either:
(i) 84 days after the claiming Party
became aware, or should have become aware, of the event or circumstance giving rise to the Claim, or
(ii) such other period (if any) as may
be proposed by the claiming Party and agreed by the Engineer the
claiming Party shall submit to the Engineer a fully detailed Claim.
If within this time limit the claiming
Party fails to submit the statement
under sub-paragraph (b) above, the
Notice of Claim shall be deemed to
have lapsed, it shall no longer be
considered as a valid Notice, and the
Engineer shall, within 14 days after
this time limit has expired, give a Notice to the claiming Party accordingly.
--------- (이하 생략) ------------

cumstance giving rise to the claim,
or within such other period as may
be proposed by the Contractor and
approved by the Engineer, the Contractor shall send to the Engineer a
fully detailed claim which includes
full supporting particulars of the basis of the claim and of the extension
of time and/or additional payment
claimed. If the event or circumstance
giving rise to the claim has a continuing effect:
(a) this fully detailed claim shall be
considered as interim;
(b) the Contractor shall send further
interim claims at monthly intervals,
giving the accumulated delay and/
or amount claimed, and such further
particulars as the Engineer may reasonably require~ and
(c) the Contractor shall send a final
claim within 28 days after the end of
the effects resulting from the event
or circumstance, or within such other
period as may be proposed by the
Contractor and approved by the Engineer.
Within 42 days after receiving a'
claim or any further particulars supporting a previous claim, or within
such other period as may be proposed by the Engineer and approved
by the Contractor, the Engineer shall
respond with approval, or with disapproval and detailed comments. He
may also request any necessary further particulars, but shall nevertheless give his response on the principles of the claim within such time.

** 처음 Notice 기간 경과 시 권리상실 규
정(Time Bar)이 있으나, 이후 detailed
claim 서류 제출에 대한 Time Bar 규정
없음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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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잠깐 생각을 …
Time Bar 관련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그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있고, 발
주자에 따라 통지 및 클레임 서류 제출기간을 실질적으로 정말 짧은 기간 심지어는 거의 불
가능할 정도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FIDIC 2017에서는 계약자 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계약자에 대한 클레임조건에 Time Bar 조건을 포함하였으나, 발주자는 자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그러한 조건은 명시하지 않는다. 이따금 계약서를 다루는 실무자 입장
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무리하게 계약조건을 내세우고 계약체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
어느 발주자는 협상 시 절대 양보하지 않고, 또 어떤 발주자는 예에 계약에 대해 어떠한
제안을 하지 못하고 계약에 서명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많은 경우가 그렇겠지만) 결국
무리한 조건임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계약체결자유
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이지만 그리고 그동안의 판례도 당
사자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합의에 바탕을 둔 계약이고, 발주자가 제시한 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까다롭게 규정된 Time Bar
의 효력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서로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 합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
도, 실질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가능한 조건과 기간을 두어야 하고, 계약자에게도 충분
한 협상과 검토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Time Bar조건은 기간 미준수로 인한
권리 박탈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정해진 기간 내에 통지, 클레임을 제기하게 함으로써 원
활한 의사소통과 함께, 서로의 업무 흐름 방해하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 취지
에도 불구하고, 건설계약에 있어서 Time Bar 기간 미준수로 인해 클레임의 권리를 박탈하
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을 가져보게 된다(물론 Time Bar를 준수하지 못한 사유가
충분히 합당하면 이에 대해 충분히 발주자가 고려를 해주거나, 분쟁단계에서 입증을 통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법률사전을 통해 Time Bar 정의를 살펴보았는데, 대부분의 법률사전에서도 똑
같이 또는 거의 비슷하게 ‘중재 또는 소송의 경우’를 언급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다
른 의견이 있겠으나) 중재나 소송의 경우, 중재기관과 소송은 분쟁해결을 전담하는 기관으
로 행정적으로 Time Bar를 지키지 못할 경우 행정적으로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며, 그러
한 배경에서 이러한 Time Bar조건이 생겨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그러나, 건설
계약(아니, 반드시 건설계약일 필요는 없으나 일반 계약에 있어서도)의 경우, 계약당사자
간의 클레임에 있어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통지 및 서류제출이 아닌, 단지 클레임을 위
한 Time Bar 조건이 충분하지 않고 상당히 짧은 경우가 있으며, 그러한 Time Bar의 미준
수가 계약자의 클레임 권한을 박탈할 정도까지 발주자의 행정적인 처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사실 의문이다. 또한 많은 경우 클레임이 프로젝트 마지막 시기에 정산개념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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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그리고 계약자가 재정적인 이유로 보상을 위해 협의를 재촉할 때
제기된 클레임 중 일부 또는 기준 날짜를 정해 중간 클레임 정산을 위해 협의 하기도 하는
데 역시 Time Bar 미 준수가 계약자의 클레임권리를 박탈할 정도도로 얼마나 발주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야기하게 될지 한번 의심을 가져볼만 할 것이다. 물론 발주자 입장에서는 제
기된 클레임에 대해 계획도 세우고 추가 비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적기 통지가 중요하
다고할 수 있으나, 해당 클레임이 발주자의 귀책으로 분명한 것이라면 단지 사유 발생일로
부터 충분하지 않은 기간을 정해두고 그때그때마다 통지 및 서류제출권한을 제한하고 경과
시 클레임 권한을 박탈까지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과연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지 생각을 해본다.
한편, 주요 Key Milestone 공정 지연의 경우 금전적으로 계약자에게 LD를 부과하고 이
에 대한 귀책을 두고 서로 다투고 LD금액이 상당히 과하다고 판단될 때는 일종의 벌과금
(penalty) 규정으로 하여 LD규정을 무효화시키거나 실제 손해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기
도 하는데, 이에 비해 Time Bar의 경우는 클레임 제기 지연을 두고 일률적으로 해당 클레
임에 대한 귀책도 다투어보기전에 단지 통지기간, 제출기간 경과로 인해 계약자의 클레임
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상당히 가혹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또한, 발주자의 승인 지연 등에 대해서는 간주승인(deemed approval)이 되면서, 단서
로 간주승인이 계약자의 의무를 waive해주는 것이 아니며, 계약자는 계약적인 의무를 다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건과 관련하여, 기간 경과시 Time Bar조건 미준수를 이유로
계약자의 권한 박탈과 비교할 때, 이 역시 형평성에 있어서 불균형이 느껴지기도 한다.

VIII. 맺는 말
위에서 언급 한바와 같이 갈수록 발주자의 계약조건을 까다로워지고 있고, 이에 따라 발
생하는 관계를 우선시하여 클레임 사항을 나중에 제기하거나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해
결하는 이전의 방식이 이제는 통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계약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는 계약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의미이 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계약관
리의 기초가 되는 것이 Time Bar 준수인 것이다.
사안 발생 시 (쉽지는 않겠지만) 상대방한테 통지를 통해 서로의 위치를 파악해가면서 사
안 해결을 위해 협의하고 협상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신뢰를 쌓아가며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일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성향에 따라 접근을 달리 해
야할 수도 있으나, 계약적인 권한을 기키기 위해 분명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바로 위의 ‘VII.’에서 실무자로서 생각을 보았으나, 실무협상에서 상대방을 설득하
는 논리로 생각해볼 수 있을 수도 있으나, 앞으로 더 많은 판례와 연구를 통해 다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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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소모적인 다툼이전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 속담처럼 사전에 미리 계약조건을 숙지하고 조금만 더 신
경 쓰고,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나중에서야 부
랴부랴 챙기려 하면 그때는 이미 늦었고, 심지어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risk가 있
게 됨을 다시 한번 인지하여 모두가 함께 같이 고민하며 risk를 관리해 나갔으면 바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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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사업의
수주가능성 제고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

윤덕근

변호사

(dg.yun@tamimi.com)
前 법무법인 율촌·Al Tamimi & Company
現 Al Tamimi & Company
건설/중재 및 분쟁해결 전문

이동주

컨설턴트 (KenPro JDA)

(d@kenprojda.com)
前 영국 Deloitte 본사 인프라/에너지 컨설턴트
現 한화큐셀 런던지사 Director
건설/에너지 프로젝트 전문

–VfM의 개념을 중심으로1

I. 들어가며
해외 인프라 사업에서 최근 선호되고 자주 활용되는 사업방식은 주지하다시피 민관협력
(Public-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 방식이다.2 그런데 우리나라의 PPP사업에
대한 경험은 국내의 경우 상대적으로 풍부한 한면, 해외 사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은 상대
적으로 부족한 편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업시행자 및 투자자 입장에서 해외 PPP사업의 성
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수익성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정해진 예상원가 내에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적지 않은 PPP사업들이 자금조달에는 성공하지만 종국적으로 예
상원가가 초과되어 수익성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1 본고는 공저자들이 법과정책연구 제51호
(2018.9.)에 게재한 논문(“민관협력(PPP) 사
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이는 리스크에 대한 분석 및 관리의 소홀로 인해 Value for Money(이하 ‘VfM’이라고
3

한다) 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많은 해외 PPP사업의 발주기관들은
입찰 과정에서 입찰자가 VfM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제시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VfM과 해외 사업의 수주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을 본 잡지의 특성에 맞게 수정, 편
집한 글임을 밝힌다.
2 PPP 방식은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굉장히 선
호되는 방식이다. 영국은 보수당이 집권한 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VfM은 한국 기업의 해외 PPP사업을 수주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

난 10년간 전략적으로 중요한 인프라와 에너지

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VfM의 달성을 위해서 가장

대 힝클리 포인트, 무어사이드와 같은 원자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리스크의 적절한 분배와 해소라 할 것이다.

사업을 민관협력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예컨
사업도 민관협력으로 진행 중인데, 원자력이라
는 굉장히 민감하고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
는 에너지 사업을 민관협력 방식으로 진행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VfM의 의미를 살펴본 후, PPP사업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리스크들의
유형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들을 영국 등 선진국에서의 실무 확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는 것은 영국이 얼마나 민관협력 방식을 선호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3 우리나라에서 VfM은 ‘적격성 조사’와 동일
한 개념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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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VfM (Value for Money)의 개념과 실현 방법
1. VfM의 의의
국내에서는 정부가 재정사업 대신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의 상대적 우월성에 대
한 실무적 검토단계로서 ‘적격성 판단’의 개념으로 VfM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VfM이 정량적 평가(quantitative assessment)의 내용으
로서 재정사업과 비용편익을 비교하는 절차(이른바 Public Sector Comparator, 이하
‘PSC’)를 중심으로 파악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VfM은 적격성 조사 자
체가 아니라 PPP 사업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자체에 해당하므로, ‘적격성 조사에서 활용
되는 VfM 분석’과 ‘VfM의 개념 자체’는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일본의 VfM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VfM을 ‘지불에 대하여 가장 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공
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4 지불에 대한 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쪽을 상대방에
대해 “VfM이 있다”고 하고, 나머지 한쪽을 “VfM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다. 영국 재무부
의 가이드라인은 VfM을 “사회기반시설의 생애비용과 시설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
한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의 최적 조합” 으로 정의하고 있다.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VfM은 (i) PPP사업의 발주기관이 시행자에게 계약 기간 동안
지불해야 하는 총 비용, (ii) 그것에 대응한 양적 질적 서비스, (iii) 그리고 서로에게 할당된
리스크를 종합한 가격 결정 모델(pricing model)이라고 볼 수 있다.6 이처럼 VfM은 프로
젝트가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적격성 조사 단계뿐만 아니라 프로젝
트의 전 과정에 걸쳐서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7

4 ＶＦＭ（Value For Money）に関するガイ
ドライン, 內閣府, 2001, p.2

PPP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VfM
단계

5 또한 민관협력(PPP)에 관한 영국의 바이블인

범위

목적

평가(Appraisal)

사용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VfM 분석

민관협력(PPP) 방식
채택 여부의 결정

구조화(Structuring)

필요할 경우 기존의 VfM 분석 재검토(예컨
대 계약 구조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제안요청서(RFP) 발부
여부의 결정

계약 체결 직후(Following
contract award)

조달 이후 최종 계약을 고려하여 새롭게
VfM 분석

향후의 프로젝트를 위한
피드백

계약관리(Contract
Management)

계약 수정과 검토된 리스크 할당을 고려하
여 새롭게 VfM 분석

사적 부문과
협상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E.R. Yescombe의 저서에 의하면, 민관협력
(PPP)에서의 VfM은 “공적 부문에 무엇이 최
고의 가치(value)를 제공하는지를 결정하기 위
한 기초로서, 리스크의 이전, 생애비용 및 사회
기반시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조합”으로
정의된다(E.R.Yescombe, Public-Private
Partnerships - Principles of Policy and
Finance, Butterworth-Heinenmann,
2010, 제18면).
6 KDI도 “적격성 조사에서 VfM 분석은 특정 프
로젝트를 정부가 수행할 경우와 민간투자사업
으로 수행할 경우를 비교하여 비용 및 서비스
질의 최적 조합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설명
하여, 적격성 조사와는 분명히 구분하여 설명

한편 VfM은 발주자가 인프라 사업에서 PPP 방식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주요 목표이
기 때문에 입찰평가시에도 민간사업자가 VfM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많은 해외 PPP사업의 입찰 절차에서 입찰자가
VfM을 어떻게 달성한 것인지를 평가요소로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하고 있다(심상달 외 7인, 『사회기반시설 민간
투자사업의 위험관리방안』, 한국개발연구원
(KDI), 2007 제22-23면).
7 The APMG PPP Certification Guide,
Wo r l d B a n k P u b l i c a t i o n s , 2 0 1 6 ,
Chapter4.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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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fM의 평가 방법
가.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VfM 분석은 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의 적격성 조사 단계에서 정부실행대안(Public Sector Comparator: PSC)과의 비교분석
을 통해 이루어진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
격성 조사’ 세부요령에 따르면, VfM 분석은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정량적 VfM 분석과 정성적 VfM 분석으로 분류된다. 정량적 분석은 특정 사업에 대해 정
부가 수행할 경우(정부실행대안, PSC)와 민간사업자가 수행할 경우(민간투자사업 대안,
PFI) 건설 및 운영단계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LCC)을 산출하고, 위험조정 등
의 과정을 거쳐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PSC 대안의 LCC가 PFI 대안의 LCC보다 크면 해
당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정성적
평가는 각 대안에서 각각 서비스의 질 향상, 기술혁신, 파급효과 등 정량화가 불가능한 부
분을 정성적으로 산출 비교하는 방식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항목으로 평가를 할 것인
지는 각 사업부문별로 고안된다. 이러한 정량적 VfM 분석 결과와 정성적 VfM 분석 결과
를 종합하여 민간투자대안의 적격성 유무를 최종 판단하며, 이후 실행대안 구축을 위한 재
무분석으로 연결된다.

2. 영국의 경우
영국의 경우 2004년부터 시행 중인 ‘VfM assessment Guidance’에 따르면, VfM 평
가는 (i) 프로그램 단계에서의 평가(Programme Level Assessment), (ii) 프로젝트 단
계에서의 평가(Project Level Assessment), (iii) 조달 단계에서의 평가(Procurement
Level Assessment)로 구분되며, (i)과 (ii)의 경우 정성적 평가(qualitative
assessment)와 정량적 평가(quantitative assessment)로 구성된다.
정량적 평가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PFI8로 추진할 경우의 비용을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가이드라인은 정량적 평가의 목적으로서 ① 프로
그램들 사이에 예산을 배분하는 공무원 및 프로젝트 단계에서 VfM을 결정하는 조달기관에
게 정성적 평가를 통지하는 것, ② 프로젝트가 사적 자본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사적 부문에 리스크를 이전함으로써 얻어지는 이득에 대항하여 명백한 추가 비용을 정당화
시키는 것, ③ 조달을 위한 관련부서가 향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축적하고, 정부 정책
에 있어 결정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8 영국에서는 PPP 대신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개념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

정성적 평가는 실행가능성(Viability), 만족도(Desirability), 성취능력(Achievability)의

다. PFI는 사적 부문의 초기 자본 투입을 개념
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PPP와 다소 차이가

징표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실행가능성은 PFI를 통해 요구되는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

있다(https://www.lexology.com/library/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만족도는 PFI를 통해 어떤 이점과 인센티브가 있는지를, 성취능력은

9c8e-0a5834f9694a) .

detail.aspx?g=cee58336-cfd0-49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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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역량과 능력, 리스크에 대한 입장, 발주처가 복잡한 프로세스를 관리할 충분한 역량
이 있는지 등을 각각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9

3. VfM의 달성 요소
영국의 VfM Assessment Guidance에 따르면, VfM을 달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소
로 ① 다수당사자들 사이에 리스크를 최적 조건으로 할당할 것, ② 프로젝트의 초기비용이
아니라 전체 생애비용에 초점을 맞출 것, ③ 시설 관련 서비스의 계획과 설계를 통합시킬
것, ④ 민간이 성과명세서(output specification)를 확인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비스
의 목적과 내용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허용할 것, ⑤ 리스크의 이전을 철저하게 실행할 것,
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당초 요구조건이나 실행방법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이를 잘 반
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할 것, ⑥ 조달 절차와 프로젝트 계약서 내에 민간에
게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보장할 것, ⑦ 계약 조항을 조달
당국이 조달 중인 서비스의 요구 사항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결정
할 것, ⑧ 민간과 공공 모두 충분한 역량과 전문성을 구비할 것, ⑨ 발주와 규모와 복잡한
특성을 잘 관리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 중에서도 VfM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의 유형에 따른 적
절한 이전(transfer)과 이를 통한 리스크의 효과적인 할당(allocation)이다. 리스크를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당사자가 이를 부담해야 관리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
이다.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의 적절한 이전과 할당은 계약을 통해 비로소 실현된다.

III. PPP사업의 리스크 유형과 할당
1. 리스크(Risk)의 개념 정리
리스크의 유형과 할당에 관한 논의에 앞서 먼저 리스크의 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리스크(risk)는 국내에서 ‘사업위험’ 또는 ‘위험’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으나, 인프라 사업

9 참고로 월드뱅크(World Bank)는 “서비
스에 대한 장기적으로 예상가능한 수요
(needs)”,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능력”, “사적 부문이 리스크를 관
리하고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

에서의 리스크는 보다 다양하게 정의된다. 예컨대 OECD는 리스크를 “실제 결과가 기대된

력”, “프로젝트를 위한 안정적이고 충분

결과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으로 정의하며, 영국의 리스크 관리에 관한 가이드북인 오렌

시장의 존재 여부”등을 적격성의 판단 기

한 정책 및 기관의 존재 여부”, “경쟁입찰

지북(Orange Book)은 “긍정적인 기회 (Opportunity) 또는 부정적인 위협(Threat)을 불

준으로 삼고 있다(World Bank (2013),

문한, 행동과 사건에 따른 결과의 불확실성”으로 정의한다.10

and Challenges : How Governments

“Value-for-Money Analysis Practices
Choose When to Use PPPs to Deliver
Public Infrastructure and

우리나라의 KDI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면서도 “어떤 행위 또는 의사결정의 과
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이상의 개념 정의들에
따르면 손실 또는 손상과 같은 부정적인 내용이 리스크의 필수적인 개념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Services”, Report from World Bank
Global Round Table 28 May 2013,
Washington D.C., p.12.).
10 HM Treasury, The Orange Book,
Management of Risk Principles and
Concepts, 2004,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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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PP사업 리스크의 유형 분류
PPP사업에서 VfM 달성을 위해 리스크를 적절히 배분하기 위해서는 우선 리스크의 유
형과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PPP사업에서의 리스크는 단계
별로 건설 단계의 리스크, 운영 단계의 리스크 그리고 공통적 리스크로 구분된다. 건설 단
계의 리스크는 부지, 시공, 준공 관련 리스크로 다시 크게 구분되며, 운영 단계의 리스크는
운영과 종료 관련 리스크로 구분할 수 있다.공통적 리스크는 법령 변경 등 정치적 리스크와
금리 변동 또는 물가상승의 경제적 리스크를 내용으로 한다.11
이러한 전통적 리스크 분류는 주로 공공인 발주처의 시각에 따른 것인데, 민간사업자 입
장에서 투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차별화된 기준을 설정하기도 한다.실제 해외 PPP사
업에서 민간사업자들은 프로젝트의 성격을 이해하고 수주전략을 효과적으로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로 리스크를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1) 사업성 리스크(Commercial Viability Risk): 발주처에서 내세우는 사업성이 당초 계
획에 못 미칠 수 있는 리스크
2) 투자금 회수 리스크(Affordability Risk): 발주처가 약속한 대금지급과 보증을 받지
못해 투자자가 약속된 대금 회수를 하지 못할 수 있는 리스크
3) 사업 관리 리스크(Manageability Risk): 이상적인 컨소시엄이 구성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예정된 공기와 예산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할 수 있는 리스크
4) VfM 리스크(Value for Money Risk): VfM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는 리스크

3. 리스크의 할당(Allocation)과 이전(Transfer)
리스크의 할당(Allocation)과 이전(Transfer)은 PPP사업의 구조를 짜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여기서 리스크의 이전은 리스크 공유(risk-sharing)와는 구분
되어야 하는데, PPP사업에서 리스크는 일반적으로 특정 리스크의 일부를 발주처(Public
Authority)가, 나머지는 사업시행자(Project Company)가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risksharing)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특정 리스크의 전부가 일방 또는 타방으로 이전되는 방식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리스크 할당과 이전의 기본원칙은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
력을 가진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12 구체적으로 ①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

11 구체적인 내용은 E.R. Yescombe, 전게서,

(likelihood), ② 발생한 리스크가 사업에 미칠 영향(impact)을 보다 성공적으로 통제할

12 심상달 외7인,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수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되, ③ 만일 그 리스크의 발생과 영향이 통제될 수 없다면 가장 낮

위험관리방안, 한국개발연구원(KDI), 2007,

은 비용으로 그 리스크를 흡수할 수 있는 당사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3 리스

p.246. Table 14.1 참고

제13면.
13 정홍식, “해외 민관협력(PPP)의 전반적인 법

크의 할당은 민관협력 계약(PPP contract)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리스

률적·실무적 쟁점”,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

크 할당이 효과적으로 계약서에 반영될 경우 PPP사업의 VfM을 제고시켜 줄 뿐만 아니라,

제35면 참조

제29회 정기세미나(2018. 3. 24.)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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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의 금융지원타당성(bankability)를 높여줄 수 있다.

IV. PPP사업 리스크의 단계별 관리 방안
본 장에서는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실무 사례를 토대로 PPP 사업에서의 리스크 관리와 이
를 통한해외 사업의 수주가능성 제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준비 단계(Preparation Phase)
우선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성공적인 PPP사업의 수주를 위해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
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RFP’) 또는 입찰초청서(Invitation to Tender, ‘ITT’)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부터 미리 사전정보를 발주처로부터 입수하고 그에 따라 신속하고 기민
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해당 국가의 PPP 제도(PPP Framework)의 파악
해외 PPP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우선 개별 사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에 앞서, 해
당 사업이 추진되는 국가의국가의 PPP 제도(PPP Framework)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
다. PPP 제도는 해당 국가의 정부가 PPP사업을 어떻게 결정하고, 이행하며 관리하는지에
관한 절차, 규정 및 기관 책임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PPP사업에 대한 정책방
침(policy), 법령 등 규범체계(legal framework), 예산 등 재정운영 체계, PPP사업의 추
진 절차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PPP 제도를 파악함으로써, 해당 국가에 어떤 PPP사업의 성공
사례가 있는지, PPP사업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 시장에 나오게 되는지, 구상 중인 프로젝트
를 다른 사업방식이 아닌 민관협력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지, 리스크에 대한 보증
(Guarantee)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확보할지, 관련 법령이 민관협력 방식을 효과적으로 규
율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잘 짜여진 PPP 제도는 ① PPP사업을 추진하는 정
부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② 다양한 기관과 사기업들의 서로 다른 목표들을 조화시키는
구조적 방법을 제공하며, ③ 정부의 제반 리스크를 확실하게 통제하고, ④ 경쟁입찰을 통해
시장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⑤ PPP사업 계획의 투명성과 관리를 제고함으로써, VfM 부
족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관협력 체계는 결국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 선결적으로 검토
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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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의 조기 참여(Early Engagement)와 적절한 현지 협력업체의 물색
제안요청서나 입찰초청서가 나오기 전이라도, 성공적인 수주를 위한 잠재적 경쟁
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사업성(feasibility), 리스크, 조달 일정표
(Procurement timeline), 요구사항(Requirement), 그리고 가치동인(Value Driver) 등
주요 정보는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발주처를 미
리 접촉함으로써 사업에 조기 참여(Early Engagement)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의 조기 참여는 해외 PPP사업의 경우 현지 협력업체(Local Partner)
의 도움 없이 하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요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프라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화(Localisation)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현지 협력업체 없이는 애초에 사업 참여 자체
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예컨대 해당 사업의 역무 중 30~40%만 사업시행 컨소시엄에서
수행하고 나머지는 해당 국가의 노동력과 자재 및 시설을 사용할 것이 요구될 수 있다. 따
라서 적정한 현지 협력업체를 구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프로젝트에 대한 수행역량과 경험
이 풍부하더라도 수주에 참여할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할 수 있고, 실제 이런 경우가 다수 있
는 것으로 파악된다.
믿을 만한 적절한 현지 협력업체를 물색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이나
KOTRA와 같은 지원기관을 활용할 수도 있고, 발주처 측에 접촉할 때 해당 기관을 통해 알
아보고 선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현지 업체들의 신용도와 평
판을 조사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컨설팅 업체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현
지 협력업체가 능력 있는 전문가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적정가격에 자재와 시설을 신속하
게 공급해 줄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다. 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 및 분석
사업의 조기 참여 기회를 잡게 되면 본격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주요 정보를 최대한
파악하고 이를 분석해야 한다. 프로젝트에 대한 제반 정보들은 제안요청서나 입찰초청서
가 나오는 시점에 대부분 공개되기는 하지만, 그 전에도 발주처의 사업성 검토(Feasibility
Study)를 통해 정리된 프로젝트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필요하다.
사전 파악해야 하는 사업의 정보로는 자금조달 방식, 민관협력 방식의 채택 여부, 사업의

14 성과(outputs)란 발주처 측의 요구사항을 기

성과명세서(Output Specification), 리스크의 할당 내역 등이 있다. 여기서 성과명세서

이는 그 서비스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의 내

초로 PPP에서 정의된 서비스 요건을 말한다.

(Output Specification)란 해당 사업을 통해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 결과 공공에 어

용과 구별된다. PPP에서 성과명세서(output

떤 이익과 가치를 창출시키는지를 정리한 내용을 말한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성과명세서

떻게 설계하고 재원을 조달하며, 시공 및 운

14

(Output Specification)가 분명하게 확인되면 해당 사업을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진
행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VfM를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수 있다.

specification)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설을 어
영할 것인지는 공공이 아니라 민간이 담당한
다(Yescombe, E.R. 2007. Public-Private
Partnerships : Principles of Policy
and Finance, Oxford: ButterworthHeinenmann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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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중요한 정보는 해당 사업에 대해 발주처가 리스크를 균형 있게 분배하였는지
여부이다. 민간사업자는 리스크를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쪽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지 뿐
만 아니라, 리스크 해소시 주어질 수 있는 보상이 무엇인지도 미리 파악한 후 발주처와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

2. 입찰 단계(Tender Phase)
제안요청서(RFP)나 입찰초청서(ITT)가 나오면 입찰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해당 사업의
리스크를 확인하여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투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
한 리스크의 분석은 국내와 달리 선진국들의 경우 상당히 전문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국
내에서 리스크 분석과 관리에 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이나, 실제
선진국에서 실무를 직접 경험한 전문가들이 적고 이를 국내에 제대로 소개되지는 못한 것
으로 파악된다. 이하의 내용은 영국 등 선진국에서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 리
스크를 계약 체결을 통해 배분하기 위한 전제 과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가. 리스크의 확인(Risk Identification)
앞서 준비단계에서 발주처로부터 확보한 리스크 외에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파악한 리스
크들을 함께 정리하고 분석해야 한다. 즉, 해당 사업의 리스크들을 일별한 후 해당 리스크
들이 현실화될 경우 프로젝트의 비용과 공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를 정성적, 정량
적으로 확인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실무자들이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리스크 개요(Risk
Profile)를 정리하여야 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발주처가 주도를 하여 높은 수준의 리스크
(High level risk)를 위주로 다소 추상적인 내용으로 정리된다.
PPP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서는 다양한 리스크들이 서로 밀접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리스크 파악이 더욱 난해하고, 특히 새로운 유형의 사업인 경우 관련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른바 ‘리스크 워크샵’을 통해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관련자 및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서로가 가진 정보와 지식, 경험을 총동원 하여 광범위하게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
이 중요하다. 이러한 리스크 워크샵을 통한 리스크 확인 및 분석 작업은 입찰 단계뿐만 아
니라, 수주 직후, 건설 및 운영 단계에서도 수 차례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단계로 갈수록
그 분석이 더 구체화된다.15 리스크 워크샵에는 발주처가 사업시행자 측 담당자 외에 외부
리스크 전문가를 섭외하는 경우도 많다.

나. 리스크 순위 설정(Risk Scoring)과 3점 추정(3-Point Estimate)
리스크 확인이 끝나면 각각의 리스크가 실제 발생할 경우 프로젝트에 어느 정도 영향을

15 즉, 입찰 단계의 리스크 워크샵에서는 발주처
가 제공한 리스크 목록을 기반으로 주요 리스

미칠 것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확률 및 영향 평가(Probability/

크(high risk) 위주로만 논의를 하지만, 이후

Impact assessment)’와 ‘3점 추정(3-point estimate)’ 이라는 절차가 활용된다.

된다.

단계에서 리스크는 더욱 다양해지고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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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률 및 영향 평가(Probability/Impact assessment)’ 는 개별 리스크가 발생
할 확률(probability)에 발생시 영향(impact)을 곱하여 리스크의 중요도 점수를 매기는 것
(scoring)을 내용으로 한다. 예를 들어 완공 후 시험가동 중 하자가 발생하여 공사목적물
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리스크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면, 이로 인해 얼마나 공기가 지연되
는지, 어느 정도의 원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 약정에 따른 추가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등을 분석하고, 해당 시점에서 최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용하여 리스크를 정량화한다. 이에 따른 리스크 순위 설정 매트릭스
(Risk Scoring Matrix)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리크스 순위 설정 매트릭스

다음으로 3점 추정(3-point estimate)은 위 리스크 순위 설정을 바탕으로 하여 리스크
가 실제 발생할 경우 영향을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구분한 후 그 중간치를 계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적산사
(Quantity Surveyor, QS), 비용 관리자(Cost Manager), 엔지니어(Engineer), 공사 관
리자(Construction Manager) 등을 통해 수집한 수많은 정보들이 입력된다. 이 정보들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따라 다음 단계의 정량적 리스크 분석(Quantitative Risk Analysis,
QRA)의 결과가 좌우되므로, 최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들이 리스크 워크샵을 통해 축적되어
야 한다.

다. 정량적 리스크 분석(Quantitative Risk Analysis, QRA)
정량적 리스크 분석(QRA)는 앞서 3점 추정에 의한 리스크 분석 내용이 얼마나 정
확한지 또한 어느 정도의 신뢰수준(confidence level)을 보여주는지를 몬테칼로
(Monte Carlo)라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리스크를 공정표 (Project Plan)과 예상원가
(Anticipated Final Cost)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작업이다. 몬테칼로에 리스크 정보를 입
력하면 해당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수 많은 경우의 수를 도출해 내고, 리스크 분석 내용
의 신뢰도와 언제 공정이 완료될지가 표시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표와 예상원가, 리스크 목록이 상당한 수준으로 정확하게 정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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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량적 리스크 분석은 수주 단계뿐만 아니라,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도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 3개월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종국적인 성공과 VfM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리스크에 대한 분석은 앞서 설명한 리스크의 확인, 리스크의 순
위 설정과 3점 추정, 정량적 리스크 분석을 거치면서, 점점 더 구체화되고 세분화된다.

라. 리스크 경감 계획의 수립
입찰 단계에서도 리스크의 분석뿐만 아니라, 분석된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어떤 조치
들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개별 리스크에 대
한 경감 조치에 대한 분석까지 있어야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투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용
이해질 뿐만 아니라, 발주처에서 리스크에 대한 경감 계획까지 사업참여자들에게 요구하여
이를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로 고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주의 성공을 위해서
도 매우 중요한 핵심요소이다. 선진국 또는 선진국의 영향을 받은 개발도상국 정부는 리스
크 경감 계획까지도 입찰평가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리스크를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으로 구분할 경우, 전자에 대해서는 이
를 이용(Exploit)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Reject)할 것인지를, 후자에 대해서는 이를 회피
(Avoid)할 것인지 아니면 수용(Accept)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예컨대 환율 변동 리스크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환차익을 얻을 기회와 환차손을 입을 위
협의 두 가지 가능성이 공존하는데, 민간참여사로서는 계약조건에 환율을 특정시점을 기준
으로 고정시킴으로써 환차익의 기회 및 환차손의 위협을 모두 제거할 수 있고, 반대로 환차
익의 기회를 기대하고 환차손에 대한 위협 역시 수용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해당 사업
에 관하여 인근주민 등의 민원이 발생할 리스크가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프로젝트의 이해
관계자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Stakeholder mapping) 각 유형별 이해관계자들의 특성
과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들의 요구에 대한 보상 및 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서비스
에 관한 수요 변동 리스크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타당성 조사에서 해
당 국가의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 변동과 현시점에서 가까운 미래의 공급능력 등을 함께 분
석하고, 이에 따른 발주처의 보증 수단(Guarantee Mechanism)을 확보하여 계약서에 반
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설계 및 시공에 사용되는 원자재의 조달과 관련한 리스크가 있다
면 프로젝트를 초반에 기획할 때 장기적 품목들을 포함하여 해당 국가 밖에서 조달해야 할
품목들을 공정에 최대한 맞추어 주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때 함께 발생하
는 리스크들은 보험이나 계약해제 규정을 통해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마. 투찰 여부의 결정
이상의 리스크 분석 결과 외에 앞서 준비단계에서부터 발주처로부터 파악한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리스크 워크샵을 다시 거친 후, 민간사업자들의 컨소시엄 내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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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Opportunity Review Panel)를 통해 투찰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절차를 거친 후 작성하게 되는 입찰제안서에는 상당한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나, 준비단계에서부터 사업에 조기 참여함으로써 만전을 기한다면 입찰제안서 작성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발주처는 입찰제안서를 받은 후 이를 분석한 후 우선협상자를 정하게 되는데, 이 때 어느
참여자가 가장 좋은 VfM을 제시하는지를 평가한다. 즉, 참여자가 어떤 서비스를 양적, 질
적으로 제공하고, 리스크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책정하
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따라서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적절히 균형을 갖
출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협상 및 계약 체결 단계
민간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우선협상자로 지정되면, 이상과 같은 리스크 분석 결과와
정보를 가지고 발주처와 사업시행자 중 어느 쪽이 각 리스크를 부담하고 관리할지를 협상
하여 결정한 후 이를 계약서에 반영한다.
계약서에 반영되는 리스크 분담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사업시행자의 계약상 의무에 관
한 내용, 예컨대 설계, 시공, 운영, 유지보수 및 재정상 리스크들은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
가 부담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행위에 내재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업시행자
가 이를 분석하여 가격에 반영시키고 관리해야 한다. 반면, 사업시행자의 계약상 의무에 포
함되지 않는 내용들은 발주처 측에서 리스크를 부담한다. 예컨대 교통 서비스가 역무에 포
함되지 않은 교통시설 프로젝트에서의 수요 감소 리스크, 의료 서비스가 역무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 프로젝트에서 병원 이용 수요의 리스크는 발주처가 부담한다.16
이 같은 리스크 할당의 목적은 역시 VfM의 극대화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원칙에도 불
구하고 사업시행자의 계약상 의무에 속하는 범위더라도 가치 창출이나 리스크 관리에 어려
움을 겪는 경우에는 발주처가 리스크를 일부 부담할 수 있고, 계약상 의무에 속하지 않더라
도 공공기물 파손 등 사업시행자가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는 일정한 인센티브 하에
사업시행자가 그 리스크를 부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불가항력 사유나 사정변경, 법령이나
정책 변경 등은 일반적으로는 사업시행자에게 리스크가 이전되지 않는다.17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 이전은 사업시행자가 리스크를 보유하고 관리할 능력이 있는 경우
라야 VfM의 달성에 도움이 된다. 여기서 사업시행자의 리스크 관리 능력은 리스크를 정확
하게 평가할 기술적 능력과 경험, 리스크를 전가할 제3자와 적절한 가격으로 협상할 능력,
리스크의 발생 확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 리스크 발생에 따른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
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

18

16 The APMG PPP Certification Guide,
World Bank Publications, 2016, Chapter
5, p.93~94.
17 The APMG PPP Certification Guide,
World Bank Publications, 2016, Chapter
5, p.95.
18 The APMG PPP Certification Guide,
World Bank Publications, 2016, Chapter
5,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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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계약적 리스크 할당의 관점에서 리스크를 유형화하면, (i) 보상사유
(Compensation Events), (ii) 면책사유(Relief Events), (iii) 불가항력 사유(Force
Majeure)로 구분된다. 보상사유(Compensation Events)는 발주처가 리스크를 부담하
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계약상 책임을 면제받는 동시에 재정적 보상을 받는 사유를, 면
책사유(Relief Events)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것이 적정한 리스크로서 사업시행자의
계약상 책임은 면제되나 재정적 보상은 없는 사유(예컨대 예상치 못한 암반의 발견으로 공
기가 지연된 경우)를, 그리고 불가항력 사유(Force Majeure)는 공공과 민간 어느 쪽의 책
임 영역에 있지는 않지만 계약의 조기 해지권(early termination)을 발생시키는 사유를 말
한다.19 그 밖의 나머지 리스크들은 대부분 재무모델(revenue regime)의 형태로 계약 내
용에 반영되거나, 발주처와 사업시행자간 프로젝트 계약 체결 후 사업시행자가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인 공사계약, 운영계약, 부지 매수계약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재할당 될 수 있다.
리스크 할당을 계약서에 반영함에 있어서는 보상사유와 면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판
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시에는 서비스에 대한 영향
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즉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대금 지급
여부, 대금 지급시 금액 및 계약 해지를 위한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4. 설계 및 시공 단계(Delivery Phase)
계약 체결 이후의 단계는 PPP사업의 수주 및 성공을 위한 고려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해외 PPP사업의 경우 발주처가 입찰참여자 평가 시 사업시행
자의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PPP사업에 조달되는 재원의 상당 부분(8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이
설계 및 시공 단계에 사용되고, 사업시행자의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의 리스크 관리 능력과
운영 능력에 따라 해당 사업의 최종적인 VfM 달성 여부가 정해지므로, 어떻게 보면 PPP
사업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9 HM Treasury, Standardisation of PFI
Contracts, Version 4, 2007. P. 31
20 레이섬 경은 인프라 공사에서 예상원가와 예
정공기가 초과되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분쟁
이 빈발하는 이유로 설계 시공 일괄 계약이 일
반화되면서 발주처와 시공자 간의 의사소통

이와 같은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PPP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VfM

이 부족해지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참여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의 최대한 이른 단계에서 관련 당사자들이 협

가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이섬 경은 프로젝트
력(Collaboration)할 것을 강조하였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
였다.

가. 협력적 관계(collaboration)를 반영한 계약모델의 채택

21 협력적 관계에 기반하여 당사자들에게 협력
의무를 부과하고(10.2조), 리스크가 발생하면
조기에 경보하도록 하며 조기 경보 미팅(Early

영국은 1994년 발표된 마이클 레이섬 경(Sir Michael Latham)의 보고서인
“Constructing the Team” 20 이후로 건설산업에서 협력적 관계를 강화시키는 데 지
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컨대 영국 공공공사에서 활용되는 표준계약서식인

Warning Meeting)을 정기적으로 갖게끔 유
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15조). 특히 NEC
의 내용 중 활동스케쥴(Activity Schedule)
에 기초한 목표금액(Target Cost) 계약방식
(Option C)은 협력적 관계를 기반으로 발주처

NEC(‘New Engineering Contract’)는 리스크 배분과 당사자들의 협력을 위한 법적 책

와 시행사가 함께 VfM을 추구하고 리스크를

임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21

어 준다.

보다 적극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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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년 간 해외건설에서의 분쟁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모든 리스크를 일방에 전가하
는 턴키 계약 모델은 VfM의 달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PPP사업에서 사업
시행자인 SPV와 시공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턴키계약 대신 NEC나 영국의 파트너
링 계약인 PPC2000과 같이 협력적 관계를 반영한 계약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22

나. 프로젝트 내부통제(Project Control) 시스템의 구축
프로젝트 내부통제(Project Controls)는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과 이행성과를 종
합적으로 분석하여 정확한 데이터와 주기적인 보고체제를 기반으로 프로젝트의 상태를 확
인하고 또 앞으로 벌어질 수도 있는 경향을 계산하여 리스크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프로젝
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프로젝트의 중요한 요소”로 정의된다.23 다시 말해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계약 내용을 기반으로 통제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그 프로
세스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향후 계약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
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영국 및 유럽 선진국의 경우 대형 프로젝트 발주시, 주요 건설·엔지니어링 계약
체결 전에 발주처가 직접 프로젝트 관리 컨설턴트(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PMC)를 지명하여 프로젝트 내부통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입찰공고에 이를 포함시키
도록 진행시키고 있다. 영국의 경우 프로젝트 예상원가의 5~8%를 프로젝트 내부통제를
위한 예산에 배정할 정도로 이를 중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프로젝트의 VfM을 최종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리스크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감경시
킬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에 대한 감경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
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앞서 입찰 단계에서 살펴본 리스
크 확인(Risk Identification) 후의 리스크 순위 설정(Risk Scoring), 3점 추정(3-Point
Estimate) 및 정량적 리스크 분석(QRA)의 절차는 리스크 감경 조치(Risk Mitigation) 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22 영국에서는 ‘Performance-based reward’
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협력적 관계를 반
영한 계약모델이 건설·엔지니어링 계약
뿐만 아니라 주요 PPP계약에도 활용되
고 있다(Broome, J, Thomas Telford,
Procurement routes for partnering: a
practical guide, 2002, chapter 5 참조).
23 APM Body of Knowledge, 6th Edition,
APM Planning Specific Interest Group,
2010, p.4 – 15: https://www.apm.org.
uk/body-of-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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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내부통제는 프로젝트의 과업 내용 변경 관리(Scope Change Control 또
는 Variation/Claim management), 일정 관리(Schedule Management), 원가 관
리(Finance/Cost Management), 리스크 관리(Risk/Issue Management), 공정
이행 관리(Performance Management 또는 Earned Value Management)와 보고
(Reporting) 등을 내용으로 하며, “Project Controls Manager” 또는 “Director”라고 불
리는 전문가들이 주된 업무를 책임진다. 이러한 내부통제 부서는 어느 정도 독립적인 지위
에서 프로젝트를 매주 또는 매달 감사하면서, 신속한 조치를 위해 프로젝트 회사의 최고 의
사결정권자에게 직접 보고를 한다. 이 때 작성되는 보고서는 추후 분쟁 발생시 프로젝트 회
사(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

다.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VE) 시스템의 구축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이하 ‘VE’)은 “프로젝트의 VfM을 달성하기 위해 불필요
한 비용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을 말하는데,24 프로젝트의 생애주기 동안 지속적으로 활용
되고 PPP사업 관련 부서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할 때 최선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
다.가치공학 시스템은 예상원가가 초과될 위험이 있기 전에 이른 단계에서부터 도입이 되
어야 하며, 무엇보다 공사목적물의 품질과 기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많은 요소들이 가치공학 시스템을 위해 중요하다. 즉 준비단계에서 언급
한 성과명세서(Output Specification)가 계약서 등에 분명하게 확인될 경우 이는 전문가
들이 미리 유연하게 비용과 공기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가치공학을 보
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공자가 사업의 최대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관여(Early
Contractor Involvement)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 정기적인 프로젝트 감사
프로젝트 내부 또는 외부에서 시행하는 감사도 리스크의 적절한 관리와 VfM의 달성을
위해 중요하다. PPP사업의 경우 해당 발주처나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에서 실시할 수도 있
고, 투자자 측에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 등 유럽국가들은 프로젝트의 건강상태를 주
기적으로 체크하기 위해 외부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2~3주간 감사 용역을 의뢰하기도 한
다. 이러한 감사는 프로젝트 내부의 건강상태를 외부 전문가의 힘을 빌려 독립적이고 객관
적인 관점에서 확인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투자
자나 발주처에게 프로젝트의 관리에 대한 좋은 메시지를 보내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다.

24 영국 인프라 엔지니어링 전문 컨설팅 업체
Faith & Gould의 해석 참조: https://www.
fgould.com/uk-europe/articles/valuemanagement-vs-value-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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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제언
결국 해외 PPP사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VfM을 정확히 이해
한 후 이를 최종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
한 것은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확인, 분석한 후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
을 키우는 것이라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확인된 리스크를 발주처와의 협상을 통해 적절히
할당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계약 체결 후에도 사업 리스크를 주
기적으로 점검하는 내부통제(Project Control)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 또한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이다.
25 세계 각국에서 발주되는 사업들을 이러한 전

아울러 이상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업들 각자가 가진 전문분야에 보

문분야를 기준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구축할 필요도 있다. 내부적인 시스템 구

다 초점을 두고 이를 기반으로 확실한 비전을 우선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전문성이

축이 어렵다면 발주 전 단계에서부터 프로젝

높은 분야일 수록 해당 사업의 리스크를 잘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가능성

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

이 높아짐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25

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외부용역업체
이다.

K-BUILD저널 2021.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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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PPP사업의 실시협약에서
*
불가항력 조항의 위험배분

* 본고는 저자가 국제거래법학회에서
발간하는 “국제거래법연구, 제28집
제2호 (2019)”에 게재한 논문을 수
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장

I. 서론
모든 PPP1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핵심은 적절한 ‘사업의 구조화(structuring)’이다.
PPP 사업의 구조화는 해당 사업에 수반되는 수많은 위험을 파악하여 이를 행정주체와 민
간부문 사이에 적절히 배분하거나 경감하고, 그러한 위험배분 및 경감조치를 관련 계약서
들에 반영하는 것이다.2 성공적인 PPP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사업 구조화
가 필수적이다. 이는 행정주체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및 대주 모두에
게 공통으로 중요하다.
적절한 사업의 구조화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수반될 위험들을 파악하여 정리하는 것이
다. 사업위험에는 대부분의 PPP 사업 부문(sector)에 공통으로 수반되는 것들이 있고, 특
정 사업 부문이나 특정 국가 혹은 지역에만 수반되는 고유한 위험들이 존재한다. 사업이 시

1 PPP(public-private partnership)의 다양한
정의에 대해서는 정홍식, “해외 PPP사업의 전

행되는 국가나 사업 그 자체의 본질 및 제공될 시설 유형에 따라 그 위험의 정도가 다를 수

반적인 법률적·실무적 쟁점”, 국제거래법연구

도 있다. 일단 공통적인 사업위험들은 사업주(투자개발자) 신용위험, 현장위험, 건설위험,

조. 다양한 정의 중 세계은행이 발간한 PPP

원재료공급위험, 운영위험, 수요위험, 인프라위험, 정치적 위험, 환경·사회위험 등이 있다.

제27집 제1호 (2018. 7.), 287면 이하를 참
Reference Guide에 따르면 “PPP란 공공시
설 혹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시행
자와 행정주체 간 맺은 장기계약이고, 그 계약

행정주체가 실시협약상 어떤 위험을 부담할지 먼저 정하게 되면, 그 외 다른 위험은 사

에서 사업시행자는 여러 주요 위험과 관리운영
책임을 부담하여 그에 따른 대가는 사업시행자

업시행자를 포함한 민간부문이 부담하게 된다. 행정주체가 부담하는 위험의 유형들은 대개

의 이행여부에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사업시행자나 다른 민간주체가 그 위험의 발생가능성이나 그 위험발생으로 인해 야기된 영

2 World Bank, Public-Private Partnerships

향을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위험들이다. 투자유치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불가항력

“PPP Reference Guide”라 칭함), p. 140.

Reference Guide, version 3 (2017)(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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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force majeure)이나 법령 제·개정(change in law)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반대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위험의 유형들은 자신이 그 위험의 발생가능성이나 그 위
험발생으로 인해 야기된 영향을 통제할 수 있거나 혹은 적어도 행정주체보다는 더 잘 통제
할 수 있는 위험들이다. 건설위험, 운영위험 등이 그러한 예이다.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위
험들을 하위 계약서, 즉 EPC계약서나 운영관리계약서를 통해 EPC업체나 운영관리업체에
게 백투백(back-to-back)으로 이전한다. 실시협약에서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대표적인 위험 중 하나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이고, 모든 PPP 사업 부문의 실
시협약은 불가항력 사유의 위험배분을 공통으로 다룬다. 불가항력 조항은 대주의 ‘금융지
원타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하기도 하다. 해서 본고에서는 해외 PPP 사업
에서 행정주체가 전부 부담하거나 아니면 일부 사업시행자와 그 위험을 분담(share)하기
도 하는 실시협약상의 불가항력 조항의 위험배분은 어떠해야 하는지 불가항력 조항의 주요
고려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실시협약상 불가항력 조항의 주요 고려사항
해외 PPP 사업의 실시협약이 규율되는 준거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대부분의 실시협약은
명시적인 불가항력 조항을 담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 실시
협약이 장기간의 계약이고, 그 기간 동안 여러 불가항력 사유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
기에 당사자들 사이에 중요한 위험배분 항목이다. 둘째, 실제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의 준거법상 그 효과를 확정함에 있어 여러 가지 불명확성에 따른 당사자들 간 이견
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을 두어 확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셋
째, 명시적인 불가항력 조항은 행정주체를 보호할 뿐 아니라, 대주와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
업의 금융지원타당성을 확보하는데도 중요한 조항이기도 하다.3 이러한 이유로 실시협약상
불가항력 조항이 계약의 준거법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더라도 명
확한 불가항력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불가항력 조항의 목적은 불가항력 사유 발생에 따른 사업지연 위험과 비용증가 위험을
실시협약 당사자인 행정주체와 사업시행자간에 적절히 배분하기 위함이다. 어떤 경우에
는 행정주체가 불가항력의 위험을 전부 인수하거나,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대부분의 불가항
력 위험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특정 불가항력의 위험을 인수하도록 하는 등 합의하는 양태
는 실로 다양하다. 세계은행은 불가항력 위험을 양 당사자들이 서로 분담(share)하도록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다. 그 이유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특히 자연적 불가항력의
경우) 대개 양 당사자 모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고 어느 누구도 그 위험을 다른 당사자보다
더 잘 관리할 수 있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4

3 World Bank, Guidance on PPP Contractual
Provisions, 2019 edition, p. 28.

실시협약상 불가항력 조항 작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쟁점들은 아래와 같다.

4 Guidance on PPP Contractual Provisions,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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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어떠한 사유들을 불가항력으로 정할 것인가?
(ii) 불가항력 사유 발생의 결과로 야기된 비용증가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보상받는다면 어느 정도를 받아야 하는지?
(iii) 불가항력 사유의 결과로서 실시협약상의 주요 마일스톤이 연장되어야 하는지, 연장
된다면 얼마 동안 연장되어야 하는지?
(iv)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사업시행자 혹은 행정주체가 실시협약상 채무를 불이행
하게 되면, 그 책임을 면하는지?
(v)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지속되면 실시협약이 해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시협약 해지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될 해지시지급금
(termination payment)의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각기 쟁점에 대해 양 당사자는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모색해야 하고, 각 쟁점에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불가항력 사유들의 확정
맨 먼저 확인할 부분은 실시협약의 준거법상 불가항력 관련 조문의 존재여부와 그 조문
이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대부분의 보통법계에
서는 불가항력에 관한 당사자 합의에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대륙법계에서는 불가항력의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그 효과를 변경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법제도 있다.5 따라서 실시협약의 준거법상 불가항력에 관한 법조문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불가항력 사유를 규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불가항력 사유를 확정할
때, 채무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모든 사유를 포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그 사유들은 당사
자들이 계약체결 당시 차후 발생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고, 발생결과 적절
한 조치에 의하여도 회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었던 사유에 한하며, 그 사유로 인해 채무자의
이행이 불능하게 되는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6 계약상 예시적인(illustrative) 불가항력
사유들을 제공할 수도 있으나, 제공된 예시 사유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가항
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 반대로 예시되지 않은 다른 사유라도 상기 요건들을 충족하면 불가
항력 사유로 인정되는 방식이다.7 이러한 방식은 보통 대륙법이 실시협약의 준거법으로 사
용되는 경우에 종종 활용된다고 하고,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의 PPP 사업에 적합하다고
5

한다.8

대표적으로 벨기에가 그러하다. Guidance on
PPP Contractual Provisions, p. 31.

다른 방식은 명시적으로 제공되는 불가항력 사유들에 한정하고, 다른 사유들은 불허하
는 것이다. 그 사유들은 크게 정치적 불가항력(political force majeure), 자연적 불가항
력(natural force majeure) 및 방사능 오염과 같은 사유들로 구분되어 유형화할 수 있
다. 이러한 방식은 영국의 PPP 사업모델인 ‘Private Finance(PF) 2 Guidance’와 호주
9

의 ‘Infra Austrailia PPP Guidelines’에서 발견되곤 한다. 세계은행의 권고실시협약조

6 물론 이 두 가지 요건들은 국가의 특유한 상황
마다 달리 규정될 수도 있다.
7 Guidance on PPP Contractual Provisions,
p. 31 (이러한 방식을 open-ended catchall definition이라고 한다).
8 Ibid.
9 Ibid.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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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Guidance on PPP Contractual Provisions)에서는 여기의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들
을 양 당사자들끼리 그 위험을 분담(share)하도록 합의한 경우에 한하고 있다. 반면 행정
주체가 전적으로 그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들은 ‘material adverse
government action(MAGA)’로 따로 분류하여 하기의 해지시지급금 산정에 있어 행정주
체 귀책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사유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권고한다.
MAGA 사유는 행정주체가 (i) 사업시행자의 채무이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함으로써 (ii)
사업시행자에게 중대하고(material) 부정적인 재무적 영향을 미치는, (iii) 행정주체 통제
하에 있는 사유들이거나 행정주체가 상대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사유들이다. 세계은행
은 MAGA를 당사자들 사이에 그 위험을 분담하도록 하는 정치적 불가항력과 구분하고,
MAGA는 그 위험을 전적으로 행정주체가 부담케 하고 있다.10 MAGA 사유들은 일반적으
로 PPP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지연, 행정주체의 실시협약상 중대한 위반, 프로젝트
시설 또는 PPP 사업권 등의 몰수(간접몰수 포함), 전쟁, 내전, 폭동, 방사능 오염, 전국적
또는 사회 전반의 파업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순전히 행정주체에 의한 MAGA 사유의 발생
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예컨대 투자유치국의 투자자를 사업시행자의 컨소시
움에 포함하도록 하거나, 세계은행 산하의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IFC)와
같은 MDB가 대주단을 이끌도록 하는 것은 MAGA 사유의 발생을 억지할 수도 있다.11
MAGA 조항을 별도로 둘지 여부는 PPP 사업소재국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선진국
의 경우 MAGA 사유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일반적인 불가항력 조항과
행정주체 귀책에 따른 채무불이행 조항으로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좀 불안정한 개
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가에서는 MAGA 사유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성공적인 PPP 사업 경
험이 적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MAGA 조항을 별도로 두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한편 어떤 국가에서는 MAGA 조항에 법령 제·개정(change in law)과 행정주체의 채무불
이행 조항까지 같이 포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그러하다고 한다.12
결국 MAGA 조항이 포함될지 여부는 각 국가마다 사정이 다르기에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MAGA로 간주할 사유들이 제대로 정의되어 실시협약에 포함되는지, 그 효과도 사업시행자
에게 수용가능한 정도인지를 잘 확인하여 금융지원타당성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어떤 국가에서는 법령 제·개정(change in law)을 정치적 불가항력에 포함시키기도 한
다. 그 경우는 모든 법령 제·개정이 아니고, ‘당해 사업’ 혹은 ‘당해 사업시행자’에게만 적용
되는 ‘차별적 법령 제·개정’이나,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해당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에만 적용되는 ‘특정적 법령 제·개정’의 경우에 한정할 수 있다고 한다.13

10 Ibid. p. 49.
11 John Dewar et al., International Project
Finance, Law and Practice, 2d Ed. Oxford

한편 어떤 불가항력 사유들은 특정 국가의 상황에 따라 상당한 정도 이상으로 발생하지
않는 한,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기도 한다. 예컨대 홍수나 지진이 빈
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에서는 특정된 기준 이상의 홍수나 지진이어야만 불가항력으로 인정되
는 것이지, 그 기준 미만의 홍수나 지진 발생은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것이다.

University Press, 2015, para. 4.59.
12 Guidance on PPP Contractual Provisions,
Ibid. p. 50.
13 Jeffrey Delmon,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in Infrastructure, Cambridge
Unversity Press (2011),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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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PPP 사업의 유형에 따라 그리고 해당 국가의 고유한 상황이나 축적된 데이터에 따라
불가항력 사유에는 포함되는 영역이지만 이를 제한하기 위한 문구나 방식은 다양하게 고안
될 수 있다.14 이와 유사하게 MAGA 조항에서도 ‘중대한’(material)이라는 요건에 비추어
어느 정도가 중대성의 요건에 충족되는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중대성
이라는 문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15
사업시행자가 특정 정치적 혹은 자연적 불가항력 사유를 보험에 부보하여 그 위험을 관
리할 수 있다면16, 그 사유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하기도 한다. 즉 보험에 부보
하기가 불가능한(uninsurable) 사유들만이 불가항력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에
부보가능한 사유도 불가항력에 포함된다면, 그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만일 실시협약이 해
지되어 피보험자인 사업시행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행정주체가 지급하는 해지
시지급금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해지시지급금의 결정 시 사업시행자가 기 수령
한 보험금을 차감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17

2. 불가항력 사유 발생으로 이행불능에 빠진 사업시행자에게
제공되는 구제
불가항력 사유가 건설단계에서 발생하면 준공이 지연되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및
추가공사비가 발생한다. 불가항력 사유가 운영단계에서 발생하여 사업이 중단되어도 사업
시행자는 여전히 고정비용(특히 원리금상환비용과 인건비 등의 고정운영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비용증가와 매출감소를 겪게 된다. 따라서 어느 단계에서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느
냐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되는 구제가 조금 다를 수 밖에 없고, 사업유형이나 다른 특
별한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
사업시행자에게 제공되는 구제들은 보통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사유로 말미암아
이행불능에 빠진 사업시행자는 그 사유가 지속되는 동안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된
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채무불이행은 그 불가항력 사유로 기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증
명되어야 한다. 만일 건설단계에서 불가항력 사유 발생으로 예정된 상업운전일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상 규정되어 있는 지체상금을 면하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이
를 위해 실시협약상 규정되어 있는 공기연장 조항에 따라 적시에 공기연장 클레임을 구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계약내용은 EPC 계약의 불가항력 조항18과 백투백(back-to-back)

14 Guidance on PPP Contractual Provisions,
pp. 32-33.

으로 잘 연계되어야 한다. 한편 MAGA 조항이 별도로 포함되는 경우, MAGA 사유가 발생

15 Ibid. p. 52.

하면 상기 구제들도 사업시행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보통이다.

16 다만 사업시행자가 보험에 부보할 때 부담하는
보험료는 총 사업비의 일부가 되어 입찰과정에
서 사업시행자가 제안하는 금액에 반영된다.

둘째, 건설단계에서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상업운전일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17 Guidance on PPP Contractual Provisions,

는 지연기간 동안 대출금의 이자와 원리금 상환일정 조정에 따른 비용이 수반된다. 이 비용

18 대표적인 표준건설계약조건인 FIDIC의 불가

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구할 수 있다. 한편 MAGA 조항이 별도로 포함되는 경우, 건설단계

항력 조항에 대해서는 김승현, 국제건설계약의

에서 MAGA 사유가 발생하면 상기 구제들도 사업시행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하를 참조.

pp. 34.

법리와 실무, 제2판 (2019, 박영사), 247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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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운영단계에서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비 회수방식에 따라 사업시
행자가 구할 수 있는 구제는 구분되어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 관련 서비스
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 시설의 이용량에 관계없이 고정된 대가를 지급받는 방식인 소위
‘availability payment’ 방식의 경우,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여도 (i)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간주하여 계속 availability payment를 지급하는 방안, (ii) 사
업시행자가 대출원리금 상환만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상하는 방안, (iii) 아예 보상하지 않
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19
행정주체 입장에서 위의 세 가지 중 어떤 방안을 채택할지 여부는, 불가항력 사유 발
생으로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를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소위 ‘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와 같은 보험상품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즉 해당 보
험상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의 (i)의 방안을, 그렇지 않고 보험상품이 존재하나 보험상
품이 커버하는 손실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ii) 혹은 (iii)의 방안이 채택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MAGA 조항이 별도로 포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i)의 방안이 채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실제 이용자로부터 그
사용료(fee 혹은 tariff)를 직접 징구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경우, 행정주체는 사업시행자
로 하여금 그 사용료의 적절한 인상을 통해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도록
한다.20 그러나 사용료 인상에는 이용자들의 반발과 수요감소를 고려하고, 법령상 인상 한
도 제한 등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MAGA 조항이 별도로 포함되는 경우에도 이 같은
구제는 가능하다.
넷째, 운영단계에서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시 행정주체는 실시협약의 양허기간 연장을
허용해 연장된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징구를 하든 아니면 availability
payment를 지급받아 손실을 보전하도록 한다.21 MAGA 조항이 별도로 포함되는 경우에
도 이 같은 구제는 가능하다.
상기 구제들은 서로 중첩되어 사업시행자들에게 제공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의 불가항력 조항이 제공하는 구제보다 다른 EPC 계약이나 운영관리계약과 같은
프로젝트 계약서의 동일 조항이 제공하는 구제가 더 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
으면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상 행정주체로부터 보상받는 금액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EPC
계약자나 운영관리자에게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22 이렇듯 실시협약의 불가
항력 조항과 다른 프로젝트 계약서의 불가항력 조항이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은 금융종결타당성을 달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프로젝트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은 가급적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 또한 원칙이다. 왜냐하면 대주는 차
주로서의 프로젝트 회사가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여 원리금상환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원
치 않기 때문이다.

19 Guidance on PPP Contractual Provisions,
p. 37.
20 Ibid. p. 38.
21 Ibid.
22 Dewar, para.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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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도 실시협약의 해지
불가항력 사유가 지속되는 동안 행정주체는 실시협약상 허용되는 구제를 사업시행자에
게 제공하나, 그 기간의 제한을 두는데 이를 최대허용기간(prolonged period)이라고 한
다. 만일 불가항력 사유가 최대허용기간(prolonged period)을 넘어 지속하게 되면, 일방
당사자는 실시협약의 중도 해지권(early termination right)을 보유한다. 최대허용기간은
보통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 정도를 둔다. 어느 정도의 기간을 잡느냐는 불가항
력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느냐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즉 금전적 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최대허용기간이 짧을 것이나, 금
전적 보상이 주어진다면 그 기간은 보다 길어질 수 있다.23 또한 행정주체는 해당 사회기반
시설이나 제공되는 서비스 자체의 중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최대허용기간을 정하게 된다.
한편 MAGA 조항이 별도로 포함되는 경우, 이 같은 사항들이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행정주체는 실시협약의 중도 해지 이전에 자신이 개입권(step-in rights)을 행사하려고
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주어진 최대허용기간보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최대허용기간은 좀
더 짧게 정하여 우선적인 중도 해지권을 가지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불가항력 사유발
생에 따른 재난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재난구조대 투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를 위해서이
다.24 한편, 선진국가에서는 불가항력 사유마다 해지권을 차등화하기도 하는데, 예컨대 호
주에서는 보험에 부보되지 않은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 이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5

4. 해지시지급금의 결정
불가항력 사유가 최대허용기간을 도과하여 지속되면 일방당사자에 의한 실시협약
의 중도 해지가 가능한데, 이때 행정주체는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시지급금(termination
payment)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다. 해지시지급금은 실시협약의 중도해지시 행
정주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으로, 해지의 원인이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인 경우
를 포함, 해지사유를 불문하고 일정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6
23 Guidance on PPP Contractual Provisions,
27

해지시지급금은 각각의 해지사유에 따라 그 금액의 규모가 달리 정해진다. PPP 사업
은 민간부문이 사회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선투입하고, 그 후 대상시설의 사용에 따른 대가
(수익)를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실시협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사업

pp. 38-39.
24 Ibid. p. 39.
25 Ibid.
26 황성현, “실시협약(PPP Contract)의 중도해

시행자가 기 투입한 자본을 회수할 수 없게 되므로, 실시협약 해지시 사업시행자에게 투자

지시 대주의 이익보호방안 – 해지시지급금

비를 지급하되 사업시행자 혹은 행정주체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 그리고 건설단계 혹은 운

한 대주의 직접적 권리확보방법을 중심으로”

28

영단계에서의 해지인지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의 산정과 그 범위를 달리 정하는 것이다.

(termination payment) 산정기준 및 이에 대
국제거래법연구 제27집 제2호 (2018), 82면.
27 각각의 사유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의 산정기준
비교는 황성현, 87면 이하를 참조.

불가항력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의 규모는 행정주체가 그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정치적
불가항력이나 MAGA의 경우인지, 아니면 그 밖의 비정치적 불가항력인지에 따라 달리

28 정홍식, “해외 민관협력(PPP)의 주요 법률적·
실무적 쟁점” 정홍식 외, 국제건설에너지법-이
론과 실무, 제2권 (박영사, 2019),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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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정치적 불가항력이나 MAGA의 경우는 행정주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실시협약 해지에서와 동일하게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게 된다. 따라서 세계은행의 권
장실시협약조항에 따르면 ‘대출원리금 보상방식’(debt approach)29에 따라 미상환 선순
위 대출원리금액(outstanding senior debt) 및 프로젝트 회사 직원 퇴직비용, 프로젝트
관련 계약파기 비용(subcontractor breakage costs)을 보상하고, 이에 더하여 지분투자
사업주 및 후순위채권자의 기대수익을 보상한다.30 MAGA 조항이 별도로 포함되는 경우,
MAGA 사유발생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산정은 보통 정치적 불가항력과 동일하게 둔다.
비정치적 불가항력의 경우 세계은행 권장실시협약조항에 따르면 미상환 선순위 대출원
리금액 전부와 기 납입자본금 및 미상환 후순위 대출원리금액의 일정 비율, 프로젝트 회사
직원 퇴직비용, 프로젝트 관련 계약 파기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한다.31 여기에는 정치적
불가항력이나 MAGA의 경우 보장하는 지분투자 사업주 및 후순위채권자의 기대수익은 포
함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비정치적 불가항력의 경우 어느 당사자의 귀책도 아니고 예상
할 수도 없었던 것이기에 그에 따른 재무적 위험은 양측이 분담(share)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렇듯 세계은행은 불가항력 사유에 따라 위험배분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한편 정치적 혹은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중 보험에 부보가능한 경우, 행정주체는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해당 사유(들)을 보험에 부보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그 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면, 그 사유에 대응하는 해지시지급금은 아예 지급되지 않거나 아
니면 수령하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제외한 다음 해지시지급금을 결정하도록 합의할
수도 있다.32 그렇다면 그 해당 사유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는 기한연장 구제만 갖게 되고,
실시협약의 해지권을 보유하지 못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대주의 면
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즉 해당 사유를 커버하는 보험이 존재하는지 및 보험료가 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한다.
대주도 정치적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에 부보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특히

29 대출원리금 보상방식은 중도해지시 미상환 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의 경우에는 정치적 위험에 대한 보험(political risk insurance,

순위 대출원리금액에 기초하는 방식으로, 유

PRI)33의 제시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PRI는 우리나라의 무역보험공사와 같은 ECA, 세

활용된다고 한다. 또한 금융조달이 어려운 개

계은행 산하의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뿐 아니라 일부 민
34

간보험시장에서도 제공한다.

럽에서는 터키, 프랑스, 독일(도로사업) 등에서
발도상국 PPP 사업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식이라고 한다. 황성현, 86면.
30 황성현, 92면.
31 황성현, 90면.

만일 행정주체가 사업시행자에게 구비하도록 요구한 보험상품이 국제보험시장에 존재
하지 않는다든지, 보험상품의 커버리지가 충분하지 않다든지, 또는 보험료가 아주 비싸다

32 Guidance on PPP Contractual Provisions,
p. 40.
33 PRI가 보통 커버하는 범위는 정부의 몰수

든지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서 요구된 보험을 구비하지 못할 수 있다. 그렇

(expropriation) 및 태환의 제한(currency

게 되면 실시협약상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보험을 구비하지 못한데 따른 위험은 사업시

한 손실 정도라 한다. Dewar, para 4.64 이하

35

행자가 부담하게 된다.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그러한 경우를 대비한 조항(uninsurability
provision)을 협의하여 실시협약에 포함해야 한다.

transfer restriction)과 전쟁 및 시민폭동에 의
를 참조.
34 Dewar, para. 4.61.
35 이를 uninsurability risk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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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험이 구비될 수 없는 상황, 즉 uninsurability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는 요구된 유형의 보험상품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황뿐 아니라, 존재한다 하더라
도 보험료가 너무 비싸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 보험상품이 커버할 위험 자체가 전
혀 경감되지 못하는 상황을 포함한다.36 보험이 구비될 수 없다고 판명되는 경우, 그 효과
와 사업시행자에게 제공되는 구제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양 당사
자 사이에 협의를 통해 해당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논의하고, 합의점이 돌출되지
않으면 행정주체가 해당 위험에 대한 종국적인 보험자가 되도록 합의하기도 한다. 종
국적인 보험자란 만일 그 위험이 발생하여 야기되는 비용증가에 대해 행정주체가 책임
을 부담함을 의미한다.37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uninsurability 상황을 야기하지 않았어야 이러한 구제가 가능하다. 만일 사업시행자가
uninsurability를 야기한 것이라면 계약위반에 해당되어 사업시행자 귀책에 따른 행정주
체의 실시협약 해지에 이를 수도 있게 된다.
행정주체가 종국적인 보험자로서 기능하는 상황에서 해당 위험이 발생하면, 행정주체는
실시협약을 해지하거나(불가항력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의 발생) 아니면 사업시행자에게 보
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협약상 이행을 계속하도록 할
수도 있다.

III. 결론
지금까지 해외 PPP 사업의 실시협약에서 공통으로 포함되는 불가항력에 관한 합리적
인 위험배분은 어떠해야 하는지 고찰해 보았다. PPP 사업에서 위험사유가 발생했을 때, 실
시협약이 그에 대한 위험부담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면 그에 따를 일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
을 경우 실시협약의 준거법 소속국의 위험배분 원칙에 따르게 된다. 그러나 위험배분에 관
한 여러 입법례를 살펴보았을 때,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실시협약에서 위험배분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그렇지 않으면 실시협약에서 채무
자의 지위를 가지는 사업시행자가 그 위험사유 발생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보통 20~30년의 계약기간을 두는 실시협약에서는 그 기간 내에 여러 불가항력 사유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위험들이 발생할 경우 실시협약상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사업
시행자가 그에 따른 모든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세부적인 항목별로 행정주체와 위험배분의 원칙을 실시협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 이러한 명시적 위험배분 및 위험분담 규정은 사업시행자
뿐 아니라 금융지원타당성을 확보하여 양질의 외국투자자를 유치해야 하는 행정주체 입장
에서도 아주 중요하다. 물론 대주에게도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사업시행자는 불가항력 조항 협의시 그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할 뿐 아니라, 그에 따라

36 Guidance on PPP Contractual Provisions,
p. 41.
37 Ibid. pp. 41-42.

해외 PPP사업의 실시협약에서 불가항력 조항의 위험배분

해외건설 법률정보

131

구제를 받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또한 불가항력 사유가 최
대허용기간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실시협약의 해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의 산정도 사유별로 구분하여 협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금융
지원타당성 미확보로 인해 대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대주가 참
여하여 금융종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업시행 과정에서 그 사유발생 시 사업시행자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이 불가항력 조항의 중요성에 대해 유념하
고, 불가항력에 관한 합리적인 위험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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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인프라개발정책 역량강화 석사학위과정 후기

해외건설협회(이하 협회)는 국토교통부의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협력국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발전을 이끌어갈 핵심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인프라개발정책 관련 공무담
당자를 국내에 초청하여 한국의 인프라개발정책을 전수하는 ‘인프라개발정책 역량강화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Thorng
CHANDARAVUTH
Ministry of Public Work and
Transport

Sokkhim DIM
Intrepid Cambodia &
New Era Cambodia

A Journey to Seoul Worth a
Thousand Miles
At the commencement of the Master of Infrastructure Planning and Development
(MIPD) program in the academic year 2020-2021, we arrived in Seoul, South Korea
with every curious mind over the development of Korea’s social and economic
infrastructure including smart technology, automated transportation system, public
welfare and clean environment. Now, standing at the end of the program, we still look
back on how overwhelming and inspiring it was to see the successful development
history of Korea and could in no doubt say “this journey worth a thousand miles.”
My name is Sokkhim Dim. I graduated with a bachelor’s degree in English language
and attained a master’s degree in Philosophy in 2011. I began my career in the field of
business administration at a private company. I also worked for Build Bright University
as a chief of academic office where I had a chance to look into the educational
development challenges in Cambodia. Since the late 2013, I have worked at New
Era Cambodia organization as a project manager and a facilitator for education and
hygiene programs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s. Managing such projects
gave me great insight into how significant the infrastructure can transform lives and
society.
I am Thorng Chandaravuth, after attaining a bachelor’s degree in Engineering in 2013,
I became a civil servant at the Ministry of Public Work and Transport. Then I m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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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Department of Public Work and Transport of Takeo province as a duty staff
and became a sub-head technical officer at the laboratory work for infrastructure
material and a provincial transportation safety team member, and was responsible
for provincial infrastructure planning, urban development planning, provincial spatial
planning, and provincial road construction.
Nonetheless of previous experiences, coming from Cambodia, one of the least
developing countries in Southeast Asia, we believed the knowledge and experiences
from the scholarship program will enable us to enhance our works and responsibilities
at our current institutions through improved capacity and contribute toward
sustainable infrastructure developments and growth in the future.

At first, our motivation for the MIPD scholarship program at the International School
of Urban Sciences, University of Seoul was to learn from a tremendous history,
determination and success that South Korea has achieved over the last 50 years.
Lessons learned from Korea’s competitive economy, advanced high-technology,
and world-class education system which drive its strategic development plans,
working cultures, etc. will provide useful insights for our country to achieve further
economic development. Secondly, in the context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considering that Cambodia is expanding its national infrastructure provision and its
importance increases, there is a shortage in relevant experts and gaining expertise
in infrastructure planning and development is essential at the country context at the
moment. Therefore, we were so honored to be admitted into the MIPD scholarship
program for the academic year 2020.
Upon receiving program admission, we were fully supported by fantastic coordinating
team with their amazing works of constant guidelines from visa application processes
to smooth travel arrangement from my home country. Although the world was facing
the unprecedented health crisis of the COVID-19 pandemic, we felt safe and moti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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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considerate facilitation of the scholarship program and the public health
measures and guidelines of the government of Korea.
The study curriculum of MIPD program offered an opportunity for students to
practically learn and reflect the best examples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smart city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s,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etc.
The special lectures on Urban Infrastructure Forums were organized monthly on a
different theme, which for instance include the following: Korea-ASEAN Partnership
and Smart City Cooperation, Carbon Free Jeju: Pioneering Strategies for Carbon
Neutral Green-Smart City, to meet with expert-professionals, prominent researchers
and scholars, diplomats, and respected professors.
Moreover, this scholarship program is a great opportunity for us to not only
embrace and immerse myself into Korean culture and success story of its economic
development, but also as an important platform to cultivate mutual respect and
dialogue and enhance global citizenship with fellow classmates from many different
countries by sharing diverse cultural background and beliefs.

During the winter holiday, we participated a one-week internship program at a
company called Hanlim Architecture Group in central Seoul as part of the Master
Program to expand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n practical applications of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the private sector. We were assigned at the Project
Design Department and our key tasks were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architectural design work, project reviews, overseas business video conference,
and visiting construction sites. The AI-based architectural design and diverse urban
planning concepts were successfully realized in the project.
Through this internship program, we were able to get a glimpse into the working
culture of a Korean company and were very pleased with the company’s personnel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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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so helpful and supported us on a regular basis. More importantly, we also gained
insightful know-hows from the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which
left us with a sense of hope to benchmark in Cambodia, for instance, encouraging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projects through PPP methods,
adopting smart public transport policy and system, and planning strategically before
implementing.
Studying in Korea, we had the best opportunity to explore the country’s culture,
historical sites, delicious cuisines, and people’s way of life on first-hand experiences.
For instance, experiencing winter snow and spring for the first time was wonderful and
utmost memorial; although, due to Covid-19, many cultural and traditional platforms
was not available.
With great privilege and honor,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sincere gratitude
to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OLIT), the International
Contractors Association of Korea (ICAK), and the International School of Urban
Sciences, University of Seoul for offering this valuable scholarship program with
provision of full financial support for international professionals and government
officials. Upon our return, we are confident and determined to utilize the knowledge
and inputs into our career and share them with colleagues, friends and fellow
generations of Cambodia and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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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프라협력센터 현 지 정 보
주요동향

우즈베키스탄

- 세계 경제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년 경제 성장률은 0.6%이며, '21년과 '22년 경제
성장률은 각각 4.3%, 4.5%에 이를 것으로 기대
- '21년도 우즈벡 국가 예산 216.2조 숨* 확정
* '20년(본예산) 대비 33.2% 증가

- ’21년 예산법에 따르면 올해 공공 부채 상한선은 국내총생산(GDP)의 60%, 공공부채 중
대외 부채 비중(90% 수준)을 감안 할 경우 GDP의 54% 수준이 대외 부채 목표치임
- '21년 신규 공공 부채 상한액은 55억 불로 22억 불은 재정적자 보전용(국고채 5조 숨
포함), 33억 불은 투자 프로젝트 지원용
* ’20년 공공 부채는 GDP 대비 39%인 228억 불로 추산, ‘21년은 GDP 대비 44.9%인 284억 불로 전망

PPP동향
- 공항 현대화 및 운영 효율 개선을 위한 PPP 방식 활성화를 위해 민간 파트너에게 다양
한 인센티브(공항 운영시 공항 자산에 대한 재산세 50% 면제 등)를 제공하기로 결정*
* 「공항 운영에 있어 PPP 방식 개발을 위한 방안」, 대통령령 발표(3.29)

- 지역별·유형별 주요 PPP 프로젝트 진행 현황(‘20.2月 기준)

출처 https://www.linkedin.com/pulse/uzbekistans-ppp-law-updated-deliver-mulbillion-dollar-ud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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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정보

주요동향

인도네시아

- 2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의 집행과 소비자 신뢰 지수의 상향(90.1)이 이뤄지면서 경제
조정부장관, 2분기 경제성장률 7% 달성 전망
* 수출입 증가와 고정자본투자 및 정부지출 증가와 팜유, 고무, 니켈, 구리 및 석탄 등의 원자재 가격 상승
도 각 지역 및 국가 경제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음

- 국가에너지위원회, 2030년까지 LPG 및 화석연료 수입 중단을 발표하였으며, 정유플
랜트 증설 및 고도화, 바이오디젤 전환, 국내산 LPG 증산, 가스네트웍 건설 및 대중교
통용 가스 충전소 인프라 개발 장려 등과 같은 전략 발표
* 조코위 대통령이 국가에너지위원회에 2030년까지 LPG와 화석연료 수입중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
책 마련을 지시

- 국영전력공사(PLN)는 기후 변화 대응을 목표로 하는 파리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2050
년까지 탄소배출 Zero를 선언하였으며, `25년까지 현재 13.4%인 재생에너지발전 비
중을 23%까지 올릴 예정
* `25년까지 현재 13.4%인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23%까지 올릴 예정. 23개소 5.7GW 규모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폐쇄하며, `23년 이후 추가적인 석탄화력발전소 개발은 중단 예정

PPP동향
- COVID-19로 인하여 예산을 재난복구로 편성하여 계획된 사업이나 신규 프로젝트 실
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인니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단순도급사업이나 투자개
발형 사업모델(PPP-BOT) 대신에 투자회수가 보장되는 G2G 차관사업, 시공자 금융
주선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음
- 인니 교통부장관은 5개 도시(발리, 메단, 반둥, 마카사르, 수라바야) MRT 및 LRT 사
업은 정부예산이나 정부차입없이 국부펀드 및 투자기금관리기관(LPI) 자금으로 건설
할 계획임을 표명(3.5)

주요 금융 지수 현황

베트남

(6月 2주차)

구분

내용

환율

1$= 23,104 VND

예금 금리
10년만기 국채Yield

실제, 5% 이하 유지
2.21 %

비고
6월 10일 기준
(베트남 중앙은행)
VietinBank
Trading Economics

- 국채 10년 Yield 최저치 유지, 예금금리 5% 이하 유지
- 중앙 은행은 환율조작국 문제를 해결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 환율 하향 결정
- 베트남 수출은 1,309억 USD로 전년동기대비 30.7% 증가했으며 수입은 1,313억
USD로 36.4% 증가해 3.7억 USD 무역 적자

PPP동향
- 팜민찡 신임 총리는 2030년 비전 달성을 위해 도로사업 중점추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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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사업으로 북남고속도로, 호치민-목바이 고속도로, 동나이 고속도로 하노이 링로드 4, 호치민 링로
드 3, 4 선정, PPP 사업으로 기획하고 있으나, Preliminary F/S 등 검토 필요

- 지난해 베트남 국회는 PPP사업 활성화를 위해 리스크를 정부와 민간투자자가 분담하
는 내용으로 투자법(PPP법)을 제정해 ’21년 1월 1일부터 시행
- PPP법에는 해외 금융기관들이 필수적으로 여겼던 BOT(Build-operate-transfer)사
업의 일부 유리한 조항 삭제
- 베트남 국내법이 계약의 준거법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베트남전력공사
(EVN)과 같은 국영기업의 의무 불이행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음
- 이는 BOT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투자자들에게는 불리한 조건으로 투자를 주저하게 만
드는 요인임
- 개정 투자법은 또한 민자발전사업(IPP) 투자자들에게 있어 정부 보증 및 외화 전환 문
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외에서 자금조달을 기대하기 힘듬

주요동향

케 냐

- 4.29. 기준, 외환보유고 76억 6,400만 불(수입대금 4.71개월분)을 기록, 4.1. 기준,
73억 4,300만 불 (수입대금 4.51개월분) 대비 4.3% 증가
- 4월 물가상승률 5.8% 기록, 전달 5.9% 대비 소폭 하락
* 식품 6.7 → 6.4 / 연료 15.8 → 14.8 / 기타 2.3 → 2.4

- 케냐 투자청은 낮은 외국인직접투자(FDI) 흐름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자금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두 번째 시민권을 부여할
계획
* FDI 흐름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ICT와 같은 자본 집약적이지 않은 혁신적인 투자, 서비스 부문에 진
출하고자 하는 국제 기업에 대해 최소 10만 달러의 외국인 투자 요건을 낮출 계획이며, 케냐 투자 촉진
법 외에도 외국인 투자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둔 이민법, 토지법, 광업법 및 항공법을 개정할 계획

PPP동향
- 케냐 프로젝트 금융 자문 회사 Lean Africa의 최고 경영자 Johnson Mwawasi, 케
냐는 규제, 정책 및 역량 문제가 있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음을 언급
- 지난 7년 동안 정부는 인프라에 투자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빌려, 공공 부채를
2013년 2월 1.77조 실링에서 2020년 12월 7.28조 실링으로 4배 이상 늘림
- 현재 국내 총생산 (GDP)의 최대 65%에 달하는 공공 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추가 인프
라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옵션을 제한

일반동향

페 루

-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실시(6.6)
* 4.11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에 실패하여 1위 Castillo 후보와 2위 Fujimori 후보간 결선투표 실시
* 25백만 유권자 중 74% 참여, 투표일로부터 3주 지났으나 최종 결과 발표 지연. Castillo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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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26%, Fujimori 후보 49.874%로 약 4만표 차이. Fujimori 후보는 20만표 무효화 주장, 양측 팽
팽한 대립
* Control Risk社는 대통령 후보자 2인 모두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 Castillo 후보는 5년 임
기를 채우지 못하고, Fujimori 후보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지속적인 압박이 있을 것으로 전망
* 선거위원회(JNE), 4.11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의석수 확정. Peru Libre(Castillo) 37석, Fuerza
Popular(Fujimori) 24석 등 총 130석

-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달러 대비 솔 환율 3.8~3.9 유지(4.11 선거 이후 솔가치 약 8%
하락). 6.8에는 역대 최고점인 3.985솔로 외환시장 마감
- 외환보유액은 지난 3월 806억불 달성 이후 하락 지속. 6월 현재 729억불.
- 중앙은행, 올해 경제성장률 10.7% 전망
* 기준금리 0.25% 유지했으며, 올해 10.7%, 내년 4.5% 경제 성장 전망

- 2021년 5월 시멘트 소비량 2019년 5월 대비 15% 증가
- 부패척결지수(CCC) 중남미 15개국가 중 페루 4위(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순)
-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 1개월 연장(2020.3.16.~2021.7.31.). 공공기관 재택근무
기조 유지
* 확진자 수는 6월 평균 3천명대로 감소(4월 8천명, 5월 5천명 기록)

인프라동향
- Colliers社, 리마시 사무실 공실률 20.4%, 임대가격은 U$16/m2
*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부동산 기업 Colliers International社에 따르면, 리마시의 사무실 공실률은
2017년 기준 28.2%였으며, 2016~2017년에 약 36만 제곱미터의 사무공간에 공급되면서 2019년 공
실률이 16.0%까지 하락했으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지난해 18.0%, 올해 20.4%(1분기)를 기록 중. 고
용이 줄고, 재택근무가 장기화 되어 넓은 사무공간에 대한 수요가 줄었고, 대통령 선거 결과를 앞두고
있어 많은 국내외 기업이 사무실 임대 계약에 대한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음.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리마시의 평균 임대단가는 U$15~16/m2를 유지

- Properati社, Barranco, Brena, Rimac 부동산 임대 수익률 7% 수준
* Properati社(페루, 부동산 회사)는 리마시의 Brena구(7.87%), Barranco구(6.91%), Rimac구
(6.90%), Chaclacayo구(6.85%), Lince구(6.76%) 등의 순으로 부동산 임대 수익률이 높으며, 부
동산 구입 후 약 14년 후에는 원금 회수가 가능(최초 매입가 기준)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밝혔음.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매입 가격이 낮고, 임대 수요가 많다고 볼 수 있으며, Comas구(4.38%),
Lurigancho구(2.93%), San Borja구(4.51%), San Isidro구(4.78%) 등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음. 리
마시의 평균 임대수익률은 4~5% 수준이며, 원금 회수까지 20~25년이 소요됨

- SBN, 매년 진행하는 공공용지 옥션 약 33% 성공
* 페루 자산감독위원회(SBN)은 매년 주거, 상업, 농업, 관광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용지를 민간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매각하고 있으며, 온라인 옥션 덕분에 1/3 수준의 낙찰률이 유지된 것으로 알려
졌음. SBN 은 지난해부터 팬데믹을 고려하여 공공용지 옥션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옥션 참가를 위해 리마로 방문했어야 하지만 이제는 오지 않아도 되는 장점 덕분에 지난해 옥션 낙찰률
도 1/3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음. 올해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90여건의 매물이 나올 예정이며, 4월에 진
행된 첫번째 옥션에서는 50건 중 10건만 계약이 완료되었고, 매각을 통해 얻은 판매액의 60%는 공공
사업 예산으로 활용될 예정임. 매물이 옥션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수도부(MVCS)의 용지 분석
평가서(시장조사를 통한 적정가격 책정 등)가 필요하며, 해당 평가서의 유효기간이 8개월이다 보니, 올
해 유찰된 40건 중 12건은 매물로 다시 내놓을 수 없는 실정임. 도시 주변의 상당한 면적은 무단점유 후
소유권을 주장하여 획득할 수 있다 보니, 합법적인 토지관리에 어려움(옥션 성공률 저조)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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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마공항파트너스社(LAP), 리마 공항 제2관제탑 마지막 철골구조물 설치 완료
* Jorge Chavez 리마 공항 양허사업자 리마공항파트너스(LAP)는 제2관제탑 마지막 철골구조물 설치
를 완료하였고, 2022년 1분기 내에 준공예정이라고 밝혔음. 제2활주로 포장공사를 6월말 착공 예정임.
제2터미널은 2025-2035 장기비전을 가지고 승객수요전망에 맞추어 확장할 계획이며, 팬데믹 영향으
로 승객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2개의 터미널을 동시에 운영하는 방안으로 제2터미널 설계조건을 수
정(기존 계획 규모보다 30% 축소)하여 Design & Build 방식의 입찰을 진행하고 있음. 입찰결과는 3
분기에 확인될 예정이고, 착공은 12월에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음. LAP는 동 확장공사는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음.

- 쿠스코 주지사, 친체로 신공항 건설 인력 94% 현지고용
* Cusco주 Jean Benavente 주지사는 친체로 신공항 건설 본공사 감리계약이 6월 말에 체결될 예정
이고, Consorcio Chinchero(현대건설 및 HV Contratista)가 수행 중인 토공사(감리 Luis Berger
WSP)는 7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2년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음. Benavente 주지사는 부
지면적 12백만 제곱미터 토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의 81%를 Urubamba군(provincia) 내 Chinchero
구(division)에서, 13%는 군내 다른 구에서 채용될 예정이라고 지역주민을 안심시킨바 있음(지역 주민
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각종 시위 및 무단 점거로 인해 사업 중단 위기 초래)

- 페루-프랑스 도로 G2G PMO 계약
* 페루와 프랑스 정부는 중앙고속도로(115.7억솔) 및 리마시 산타로사 고가도로(8.2억솔) 건설공사를 위
해 G2G PMO 계약을 체결(5.27)하였으며, PMO 용역비가 80백만유로인 것으로 알려졌음. 계약기간
은 6년 3개월

- 투자청, 리마 순환도로 PPP사업 2022년 6월 사업자 선정 예정
* 페루 투자청(ProInversion)은 총연장 34.8km(3차선 터널 4.22km 포함), 약 24억불 규모의 리마 순
환도로(Anillo Vial Periferico) PPP 사업에 대한 양허계약서 초안을 3분기 내에 완료하고 90일간 관심
기업 모집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자는 2022년 6월에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동 사업은 8년
전 공동재정 민간발의형(iniciativa privada cofinanciada, IPC)으로 추진된 사업임. 지난해 10월 발
주한 1.7억불 규모의 페루-에콰도르 연결 500kV Piura Nueva Frontera 송전 PPP 사업(263.7km,
설계, 파이낸싱, 시공, O&M 30년)은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Celeo Redes社(스), Cobra社
(스), Conelsur社(페), Interconexion社(ISA, 콜)가 경합 중

- COES, 올해 전력생산량 2019년 대비 3.7% 성장 전망
* 페루 국가전력시스템운영위원회(COES) Cesar Butron 회장은 광산 개발 및 운영에 힘입어 올해 전
력생산량이 2019년 대비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 올해 1~5월 전력생산량은 2019년 동기 대비 약
1% 증가하였고(광산분야 전력을 제외할 경우 2.7%), 2020년 동기 대비 36% 성장했지만 팬데믹의 영
향이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2년 만의 성장을 의미. 전력생산량 데이터를 분석한 Macroconsult社는
대통령 선거 결과발표가 남아 있으므로 성장전망에 대해 확신하기가 어렵다고 밝힌 바 있음. Butron 회
장은 전력생산설비를 추가로 확충하지 않을 경우 2026년부터는 디젤 발전량이 늘어나면서 발전 효율이
낮아지고 비용이 상승할 것이며, 2032년까지는 전력부족에 의한 정전사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용자
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된다고 강조함

- AFIN, 상하수, 전기 등 필수 인프라 여전히 부족 호소
* 페루 국가인프라진흥협회(AFIN)는 지난 10년간(2010~2020) 정부예산이 평균 4.2% 증가하면서 보
건, 상하수, 교육, 전기 사업예산 또한 평균 5.9% 늘었고, 예산 집행비율도 2010년 63%에서 2020
년 73%로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상하수 및 전기와 같은 필수 인프라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고 호소하
였음. AFIN에 의하면 96%의 의료시설은 의료 장비 및 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적합하지 않으며, 45%의

현지정보

142

교육시설은 붕괴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음. 또한, 340만명은 상수관 미연결, 570만명은 하수관 미
연결, 지방 주민의 14.6%는 전력망 미연결 등 인프라 접근성이 좋지 못한 실정임. AFIN은 정부의 인프
라 확충 노력과 더불어 서비스 공급 방식 개선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모델 수립용역을 Videnza
Consultores社에 의뢰하여 진행한 바 있으며, 전문 운영기업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
다고 강조하였음(인프라 운영사업 발주 확대 도모). AFIN에는 에너지, 교통, 보건, 위생 등의 부문 공공
인프라 양허사업자가 회원사 등록되어 있으며, 공공인프라 확충사업에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현안사항
과 법적/제도적 정책 등을 정부에 제안 및 건의하는 단체임

- Ugaz 前AATE 청장, 리마 메트로 3호선 및 4호선 중요성 및 재정사업방식 적합 강조
* 리마 메트로 사업의 발주처인 리마-까야오 도시교통청(ATU)의 전신 전철청(AATE, 현재 ATU 통폐합)
Carlos Ugaz 前청장(2017.6~2019.8)은 리마 메트로 3호선과 4호선이 잠정 중단된 것에 대해 아쉬움
을 표하였고, 매년 약 170억솔의 공공예산이 불용되기 때문에 370억솔 규모의 메트로 사업 2건을 공공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없어보인다고 강조하였음. 또한, 사업이 착수되면 수많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므로 오
히려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밝혔음. Ugaz 前청장은 PPP방식으로 많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지
만, PPP 방식을 고안한 영국(1992)이 메트로 사업에 해당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사업의 복잡성을
미리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메트로 2호선을 비롯한 후속 메트로 사업을 PPP 방식으로 추진하
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음. Ugaz 前청장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정부가 예산 확보의 어려움
을 근거로 리마 메트로 3호선 및 4호선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있음

- 리마 메트로 2호선, 10월 5km구간 우선 개통 예정. 메트로 1~2호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통합교통카드 Mifare DESfire EV1 사용 확정
- ASMARPE, Chancay 항만 – Callao 항만 연결도로 필요성 강조
* 페루 해운협회(ASMARPE)는 교통통신부(MTC)에게 Chancay 항만과 Callao 항만을 잇는 도로확충
방안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었고, 물류 운송을 위해 적합한 도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음. 연간
230만 TEU(페루 물동량의 88%)를 처리하는 Callao 항만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60km 거리에 위치한
Chancay 항만은 Cosco Shipping社(중국)가 13억불을 투자하여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4
년부터는 연간 100만 TEU를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지만, 현재 기준으로 도로 인프라가 열악하여
Callao 항만까지 편도 3시간이 소요되는 등 물류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ASMARPE는 도로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육상 운송비가 증가하고 Callao 항만의 물동량 분산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
로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주요동향
- UAE 2020년 FDI 유치액은 ADNOC이 송유관 및 부동산 등 비핵심자산을 현금화시

UAE

킨데 힘입어 전년 대비 44% 증가한 199억 달러를 기록
- 아부다비 정부는 외국인의 100% 기업소유를 가능하도록 한 연방상업기업법에 따른
시행방안으로 1,105개 허용목록(adbc.gov.ae에서 확인 가능)을 발표
- 지난 6월 20일 한국수출입은행과 ADNOC이 50억 달러 규모의 중장기 금융 한도 약
정(F/A)*을 위한 금융협력 협약서에 서명
* 수은이 주요 발주처 앞으로 금융 한도 및 지원 조건을 선제적으로 약정해 향후 우리 기업의 사업 수주 계
약 등이 체결되면 신속하게 대출 등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제도

- 4월 6일 ‘한국 수출 1호’ UAE 바라카 원전 1호기 상업운전 개시
* 한국은 1호기를 포함해 자체 개발한 수출형 원전인 APR1400 4기(5천600㎿)를 건설하는 UAE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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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수행 중이며, 향후 4개 호기가 모두 상업운전에 돌입하면 UAE 전력수요의 25%를 담당하는 안
정적인 기저부하 전력원이 될 전망

- 올해 두바이의 에너지 생산능력에 태양광과 Concentrated Solar Power(CSP)
를 활용한 600MW의 청정에너지 용량이 추가되어 Dubai Electricity and Water
Authority(DEWA)의 청정에너지 총 전력 용량이 현재 1,013MW에서 1,613MW로
증가할 전망
- 부동산 컨설턴트 Chestertons에 따르면, 외국인 거주자들의 수요와 더불어 고급 주
택에 대한 해외 매수세의 뚜렷한 증가로 2021년 1분기 두바이의 빌라 평균 가격이
2020년 4분기에 비해 3.9% 상승했으며, 2020년 1분기 평균 가격과 대비해서는
1.1% 상승

프로젝트동향
- China Machinery Engineering Corporation(CMEC)이 아부다비에 있는 세계 최
대 규모의 단일 사이트 태양광(PV) 플랜트인 2GW Al-Dhafra 태양광 독립전력생산
(IPP) 프로젝트의 건설 공사가 시작되었음을 확인
- 아부다비는 Zayed National Museum과 Guggenheim Abu Dhabi 등 신규 박물관
을 포함, 문화 및 창조 산업 분야 개발에 300억 AED(80 억 달러) 이상 투자를 계획 중
- 아부다비에 본사를 둔 Atles Industries는 최근 China Chemical Middle
East(Sinochem)와 총 10억 달러가 투자될 아부다비 Khalifa Industrial
Zone(Kizad) 바이오매스 정제공장의 건설 계약을 체결
- 아부다비에 설립된 민간 소유의 특수프로젝트투자회사(SPV) Helios Industry는 앞
으로 수년 간 파트너들과 함께 AED 36억 7천만(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아부다비
Khalifa Industrial Zone(Kizad)에 녹색 암모니아 시설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발표
- Project Lightning으로 알려진 고전압, 직류(HVDC) 해저 송전 시스템 개발 계약과
관련해 ADNOC의 최종 후보자 발표가 임박
* 동 프로젝트는 BOOT 방식의 추진 가능성이 높으며, 비용은 약 20억 달러로 추정

- 지난 4월 PQ 신청을 접수한 Mirfa 2(M2) 해수역삼투(SWRO) IWP와 관련해 아부다
비 수전력공사(EWEC)는 올해 말까지 financial close, 2024년 1분기 중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

K-BUILD저널 2021.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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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KIND 주요 행사 및
간담회 등 결과

간담회

원 정책을 설명하면서 양국 인프라 건설 분야의 협력관계 확대
를 위해 우크라이나 인프라부(MOI)와 재무부(MOF)의 관심과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대표단 초청 간담회 개최

지원을 당부하였다. 이에 인프라부 아브라모비치 제1차관은 교
통인프라 개발 계획을 소개하면서, 향후 발주 예정인 철도, 도
로, 공항 및 항만 개발사업에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를 요청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는 교통 인프라 개발을 최
우선 과제로 인식하여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대규모 정부
예산 투입과 ODA, MDB 등 차관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하
였다.
우리 협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기업의 우
크라이나를 비롯한 동유럽에 대한 진출 활성화를 위해 현지 정
부기관 등과 다양한 협력 채널을 발굴할 계획이다.

미국 진출 확대 간담회 개최

해외건설협회(회장 이건기)는 3월 19일(금) 우크라이나 인프
라부(MOI) 대표단을 초청하여 한-우크라이나 인프라 협력 간담
회를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방한 중인 아

해외건설협회(회장 이건기) 정책지원센터는 지난 5월 18일

브라모비치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카바 재

미국 건설시장 참여 경험이 많은 국내기업들과 미국 DPR건설

무부 차관과 유리크 국영철도공사 이사장 등이 참여한 우크라이

의 아시아 대표, 김·장 법률사무소 등이 참여한 ‘해외건설정책자

나 대표단과 현대건설, 한미글로벌 등 주요 아국 건설 및 엔지니

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초대

어링사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형 인프라 투자 계획(8년간 2.25조 달러 규모)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신재생·그린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등 친환경 분야

이건기 회장은 우리 정부 및 협회의 해외건설 촉진을 위한 지

의 동향 및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모니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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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건설시장에서

한국플랜트산업협회와 주요 해외건설 기업 대표들이 해외건설

의 수행실적(Track Record) 부족과 노동법에 따른 제3국인 고

관련 각종 현안과 지원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회의이다.

용 애로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DPR건설 조상우 아시아 대표는 미국건
설시장과 한국건설시장의 차이점을 언급하며, 미국건설시장의
건설사업 발주 시스템 및 수행방식 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
며, 수행 단계별로 문서화(Documentation)가 매우 중요하다
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건자재 시장이 포화 상태인 만큼 자재
조달(Procurement) 파트너로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국시
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대
웅 변호사 역시 미국 건설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문서
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현지 법률 자문 서비스 등은 필수적이
라고 조언하면서, 중재 및 소송 발생 시, 권리 주장을 위해서는
명문화된 문서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발언하였다.
KIND 사업총괄실 김소응 실장은 태양광 및 ESS(에너지 저
장 시스템), 데이터센터,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서 PPP방식의 사
업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 각 주
마다 법률 및 제도, 사업 조건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진출기업에
서는 타켓 지역(주, State)을 선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밖에

이번 회의는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과 외교부 아프리카

미국 내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지분 매각(Sell down) 등에 한국

중동국장을 초청하여 정부의 해외건설 지원 정책 및 대응 전

사업자가 참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회의시 참석한 국토교통부

략, 이란 대선 결과에 따른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S&P

관계자는 “미국건설시장은 우리기업이 그동안의 수행방식을 그

Korea 한국 대표를 통하여 기업별 신용도·ESG 솔루션 등에 대

대로 통용하기는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진출에 필요한 수행역

한 설명을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

량부터 갖추고, 미국건설시장 진출기업들과 협력체계(JV 등)를

국장은 금융지원에 초점을 맞춘 해외건설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

구축하는 등의 전략을 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미국건설

며, 이밖에 백신 지원과 격리 면제, G2G 수주 플랫폼 등을 통한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

맞춤형 지원도 강구 중이라며, 국토부는 우리 기업의 고충과 애

각되며, 관계 부처 등과 협력하여 우리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환

로사항을 상시 청취 중이므로 언제든 제안 및 건의 사항을 전달

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 달라고 밝혔다.

2021년 제1차 해외건설 수주플랫폼 회의 개최

고경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은 이란 강경보수파인 라이
시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됨에 따라 어떤 노선을 취할지 주변국

해외건설협회(회장 이건기)는 6월 29일(화) 14:00, 해외건설

에서 예의 주시 중이며, 우리나라는 지난 4월 국무총리의 이란

교육센터에서 2021년 제1차 해외건설 수주플랫폼 회의를 개최

방문 시 형성된 한-이란 간 관계개선 모멘텀의 다양한 활용도

했다. 해외건설 수주플랫폼은 해외건설협회 주도로 정책금융 기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인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 투자사업 지원
기관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유관기관인

권재민 S&P 한국대표는 앞으로 코로나19 대응 성과가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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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차이가 커질 것이며, 해외에서 사업

였다. 올해 해외건설협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외건설 미래

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Country Risk가 신용등급 평가 요소

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비전하에 △ 수주지원 역량 고도화 △ 신

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한다며 ESG가 사회적 이슈로

성장 해외사업 포트폴리오 전환 △ 플랫폼 역할 활성화 △ 중소

대두되면서 향후 기업 의사결정권자의 ESG 경영에 대한 준비가

기업 수주지원 확대 △ 해외건설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 혁신 등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을 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해외건설의 지속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건기 회장은 올해 상반기 우리 해외건설은 코로나로 인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150억불 내외의 수주실적을 기록하며 선
방 중이다고 밝히면서, 하반기에는 해외건설 수주에 영향을 미
치는 대외변수 중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70
불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시장에서 여전히 비교 우
위를 점유하고 있는 플랜트부문의 수주 호조가 예상된다.고 말
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해외 PPP 사업 입찰에서 많은 시행착
오를 겪으며, PPP 수주 역량을 축적한 우리 기업이 가시적인 성
과를 보이면서, 금년 수주 목표액인 300억불 달성을 향해 순항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회의를 통해 우리 기
업의 수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유익한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플랫폼 회의에 참여한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역점사업과 하반기 주요 계획을 설명하고, 기업에 많은 활
용을 바란다고 밝히며, 기업도 각종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개
진하며 정부와 금융기관에 지원사항을 적극 요청하였다.
해외건설협회는 코로나 시대의 탈출구를 찾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기업의 수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정책금융기관·기
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건설 수주지원 플랫폼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내부행사

특히, 올해 해외건설협회는 국토부로부터 ODA 업무를 수탁
함에 따라, 인프라 ODA 관리 및 운영사업을 전담하는 국제개발

제45회 해외건설협회 정기총회 개최

협력센터를 발족하여 ODA 사업의 기획·발굴·시행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선도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해외건설협회(회장 이건기)는 2021년 2월 25일(목) 해외건
설 교육센터에서 제4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건기 해외건설협회 회장은 해외건설의 지속가능하고 중장
기적 발전을 위한 신성장 해외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을 위해 지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 회원현황 △ 2020 회계연도 사업실

역별·공종별·밸류체인별 해외시장 분석 시스템을 강화하고, 스

적 △ 2020 해외건설 수주실적 등 3건을 보고 안건으로 심의하

마트시티·디지털·친환경 인프라 사업 등 신성장 해외사업에 수

였다. 또한, △ 2020 회계연도 결산 △ 2021 회계연도 사업계

주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미래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

획 및 예산 △ 정관개정 △ 회원이사 선출 등 4건을 심의 의결하

갈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해외건설 수주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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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통한 해외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삼성엔지니어링(대

대기업과 함께 건설 산업의 근간을 이르는 중소·중견기업의 역

기업), 구산토건(중견), 신보(중소),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

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해외건설대상 시상식에서 중소 건

사), 코로나-19 대응에 공로가 있는 현대엔지니어링, SK건설

설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건설협회장 상을 수여하는 것은 큰 의미

임직원에 대해 협회장 표창을 수여하였다.

를 지닌다고 밝혔다.

협회장 표창 명단

해외건설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진행되는 특별상에는 플랜트

SK건설 신상연 팀장, 현대엔지니어링 고대수 책임, 삼성엔지니

배관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설비건설 중소기업인 아이더블유아

어링 임명환 프로, 구산토건 이창구 부장, 신보 조장현 부사장,

이가 선정되었다. 이 밖에 대상(국토교통부장관상)에는 현대건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노진형 부사장

설, 부문별 최우수상으로는 DL이앤씨(사회기반시설), GS건설
(토목), 현대엔지니어링(플랜트), 롯데건설(디자인), SK건설(신

2021 해외건설대상 특별상 시상

시장개척), 쌍용건설(건축) 등이 선정되었다. 해외건설협회는 우
리 해외건설 기업이 글로벌 리더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들과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MOU체결
해외건설협회-경복대학교
산학협력 협약 체결

해외건설협회 이건기 회장은 3월 23일(월) 오후 4시 더 플라
자 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2021 해외건설대상 시상식에 참여하
였다. 해외건설대상은 주요 경제지인 머니투데이가 해외건설 발
전에 기여한 우리 건설인을 격려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개
최해오고 있으며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다.
본 시상식 축사에서 이건기 회장은 우리 해외건설이 고부가
가치 엔지니어링 역량 고도화, 생산성 혁신과 함께 시장 다변화,
PPP 프로젝트로의 전환에 대응하는 ESG 경영전략이 요구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건기 회장은 이와 같은 구조적 전환의
기로에서 지속가능한 수주 확대를 위하여 해외건설을 견인하는

해외건설협회(회장 이건기)는 경복대학교(총장직무대행 김경
복)와 협회 대회의실에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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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화) 14시, 해외건설협회 대회의실에서 거행된 협약식에

환경분야의 타당성조사(F/S), 마스터플랜(MP) 등 공동 참여 및

서 양 기관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인적·물적 자

추진 ▲ 주요 해외 발주처 인사 및 전문가 초청을 통한 국내 연

원 등 상호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수 및 교육 훈련 협의 및 공동 개최 ▲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협회는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해외건설

지원과 인재육성 ▲ 건설기술인의 해외경력 관리 및 활용 등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무능력과 전문성을 개발하고 교육과정 운

위해 상호 협력 및 지원하기로 하였다.

영에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기업의 지속적인 해외건설시장 진
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건기 회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해외건설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기업·정부·협회 등 유관기관이 수주 지원 역량 제고

한국기술사회와 MOU 체결

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업무협약을 체
결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며, 우리 기업과 건설기술인이 해외
로 뻗어나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회장은 앞으로 우리 해외건설 발전이 개발금융(PPP)
과 기술(개념설계·기본설계·FEED 등) 역량 확보에 달려있다.며
한국기술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건설산업이 차세대 성
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
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해외건설협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외건설 기업과 건설 기
술인의 해외 진출 지원 및 확대를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
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KIND
KIND LH·KT와 브까시 산업단지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MOU 체결

해외건설협회(회장 이건기)와 한국기술사회(회장 주승호)는
4월 23일(금) 오전, 우리 기업 및 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 시장
진출 활성화와 건설기술인의 해외경력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해외건설협회 이건기 회장

김영수 KIND 투자사업본부장, 이용삼 LH 글로벌사업본부장, 문성욱 KT 글로

과 한국기술사회 주승호 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이 참석

벌사업본부장

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2월 25일 서울시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외 인프라·에너지 및

영등포구 소재 사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회사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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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KT)와 ‘인도네시아 브까시 산업단지 데이터센터 사업 공동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국토교통과학

진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인도네시아 브까시 산업단

기술진흥원(KAIA)과 함께 3월 22일 월요일 「2021년 K-City

지’는 LH가 지난해 12월부터 현지 로컬사업주, 현대엔지니어링

Network」 사업의 온라인 설명회를 유튜브를 통해 개최하였다.

과 공동추진 중인 해외 산업단지 사업으로 산업과 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산업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KIND는 올해 K-City Network 3가지 유형 사업 중(➀스마
트 도시개발형, ➁스마트 솔루션형, ➂스마트 솔루션 해외실증)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서명한 KT-KIND 간 ‘글로벌 사업개발

스마트 도시개발형 사업의 사무국으로서 한국형 스마트시티 개

협력 MOU’의 후속 조치로, 브까시 산업단지에 KT 데이터센터

발을 희망하는 해외 정부·지자체로부터 지원서를 받아 사업을

를 구축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KIND는 사업 구

평가하고 선정하여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타당성 조사 등 기본

조화 및 타당성조사, 금융자문 지원 △LH는 데이터센터 건설부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지와 기반시설 제공 △KT는 데이터센터 설비 구축 및 관리를 각
각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각 기관은 실무협력단을 구성해 기관

설명회는 KIND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별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진행되었고,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 K-City Network 공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모유형별 사업소개 ▲공모절차, 신청방법 및 선정계획 ▲공모유
형별 FAQ에 대한 질의응답 등이 있다.

KIND, '2021년 K-City Network 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ㅇ KIND는 K-City Network 사업 개요와 스마트 도시개발형 사업을 설명하였
고, 공동 사무국인 KAIA가 스마트 솔루션형 2개 사업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KIND, 인도네시아 프로볼링고 신규 물류사
업 합작투자계약 체결
한국해외인프로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주 프로볼링고항 보세창고 건립·운영 등 신규 물류사업 추
진을 위해 부산항만공사(BPA) 및 인도네시아 물류회사 PK 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신규 물류사
업은 BPA가 정부 신남방지역 정책과 연계해 인도네시아에 진
출한 우리기업의 물류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
로, 3社가 설립할 SPC는 보세창고 운영, 내륙운송 및 항만하역

온라인 사업설명회 포스터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 J.S.Seo PK 대표, 허경구 KIND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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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영위하며 향후 냉동 창고, 신규 항만 개발·운영 등으로 사

대표, 박찬우 현대엔지니어링 인프라산업개발본부장, 오성익 국

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계약 체결식은 코로나19를 감

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장, 임한규 KIND 사업개발본부장, 정

안해 BPA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30일 11시,

수동 도화엔지니어링 사장, 조준혁 전 주페루 대한민국 대사, 진

BPA 본사(부산 중앙동) 중회의실에서 대면으로 진행하였고, 물

재영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한국사무소 대표가 참여하였다.

류기업 PK와는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우리기업의 중남미 인프라 시장 진출과
MDB와의 협력’세미나 개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한·중남미협회와
함께 6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우리 기업의 중남미 인프라 시장진출과 다자간개발은행(MDB)
과의 협력’을 주제로 하는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KIND와
한·중남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이
번 세미나는 대면과 화상을 혼합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허경구 KIND 사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부터 코로나로 미뤄졌
던 도로·지하철·친환경 설비 등 대규모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정
상화 단계에 들어설 것이고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대비가 필
요한 실정”이라며 "KIND는 다변화하고 있는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지적·물적 지원 역량과 국제 MDB와의 협조를 강
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세미나 포스터

이번 세미나는 중남미 정치경제 변화에 따른 우리기업의 중남
미 인프라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세션들로 구성되었
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중남미 정치경제 변화가 현지 인프라
개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우리 기업 진출을 위한 제언 (페루
사례 중심) ▲우리기업의 중남미 진출현황 ▲중남미 투자개발형
인프라사업 현황 및 MDB와의 협업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패널
토론을 통해 ▲중남미 인프라 시장의 특성 및 우리기업의 진출
방안 도출 (MDB 협업 등)을 논의하였다.

발표·토론자 기념사진

주제 발표는 조준혁 전 주페루 대한민국 대사, 이승훈 해외건
설협회 미주·유럽실장, Timothy Lee 한·중남미협회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센터장이 맡고, 패널토론의 좌장은 정혁 서울대학
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토론자로는 강석원 중미경제통합
은행(CABEI) 한국신탁기금 담당관(기획재정부 파견), 권기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류지연 국제금융공사(IFC) 한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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