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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워치

ENR 기준 2020년
해외 설계·엔지니어링
실적 분석

조성원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책임연구원

주요 특징
① 우리나라 해외 설계·엔지니어링부문 매출 점유율은 1.0%로 16위
② 아시아(‘19년 2.1%→‘20년 2.8%), 중동(‘19년 1.7%→‘20년 2.1%)지역을 중심
으로 매출 소폭 증가
③ 미국은 점유율 23.3%로 올해에도 세계 1위 차지
* 영국은 5위권 안착(‘19년 3위→‘20년 3위), 중국은 전년과 동일한 6위
④ 삼성ENG이 우리기업 가운데 1위 차지(‘19년 54위→‘20년 51위)

○ 우리나라 매출 점유율은 ‘19년보다 상승한 1.0%로 세계 16위(2019년 17위)
2020 ENR 기준, 해외건설 설계·엔지니어링시장 국가별 순위
(단위: 억불, %, 개사)

구 분

미국

매출액 156.8

캐나다

영국

호주

네덜란드 중국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

한국

113.6

63.6

62.8

52.0

37.9

25.8

25.2

21.6

20.5

......

7.0

기업수

77

4

4

7

4

24

9

2

2

6

......

11

점유율

23.3

16.9

9.5

9.3

7.8

5.7

3.8

3.8

3.2

3.1

......

1.0

* 225대 기업별 데이터, 국적별 분류

○ 한국 매출, 전년 대비 소폭 증가
- 아시아지역 매출 점유율은 ‘19년 2.1%(9위)→‘20년 2.8%(8위), 중동 ‘19년
1.7%(11위)→‘20년 2.1%(10위)

ENR 해외건설기업(설계·엔지니어링사 포함) 매출 분석

- 중남미(‘19년 0.5%, 11위→‘20년 1.4%, 9위)실적은 상승했으나 아프리카(1.1%),
북미(0.1%) 및 유럽(0.3%)은 전년과 유사
○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미국이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2017년 6위였던 영국이 2020년
에도 5위권내 안착
- 2020년 미국의 매출 비중은 북미(32.1%), 유럽(29.5%), 아시아(24.2%), 중동
(7.6%) 및 중남미(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영국은 ‘17년 6위→‘18~‘20년간 3위 기록(중국은 ‘18년 5위→‘19~‘20년 6위)
○ 225대 기업에 한국기업은 총 11개가 포함(’19년 대비 +1개사)
- 100대 기업에는 삼성엔지니어링(51위), 도화엔지니어링(55위), SK 에코플랜트(87위),
한국전력기술(98위) 포함(‘19년 대비 변동 무)
* 전년대비 수성엔지니어링(222위)이 신규로 포함됨

주요 추이
① 200/225대 설계·엔지니어링사 해외 매출비중은 2012년을 정점으로 축소 추세
② 최대 매출 발생지역은 2010년 아시아에서 2014년부터 북미지역으로 이동
③ 최대 매출 공종은 산업/석유화학(플랜트)에서 교통부문(토목)으로 이동
④ 우리기업의 해외 매출비중은 2017년 이후 정체

○ (개황) 200/225대 설계·엔지니어링사 해외 매출비중은 2012년을 정점으로 축소 추세
- 국내외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해 2020년 1,673억불을 기록했으나 해외비중은 약 40%
수준
- 특히 국내 매출액은 2020년 1,000억불을 상회하면서 국내시장으로 복귀 추세
ENR 200/225대 설계·엔지니어링사 국·내외 매출추이
(단위: 억불,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해외 매출액 576.6
(비중)
(49.3)

653.1
(50.0)

717.7
(50.5)

716.3
(49.8)

708.5
(49.1)

654.3
(48.0)

641.2
(44.7)

645.9
(44.8)

718.8
(46.1)

723.1
(44.0)

671.4
(40.1)

국내 매출액 594.0
(비중)
(50.7)

652.4
(50.0)

703.8
(49.5)

723.2
(50.2)

734.8
(50.9)

707.6
(52.0)

793.0
(55.3)

794.7
(55.2)

840.4
(53.9)

919.9 1,001.5
(56.0) (59.9)

○ (지역별) 최대 매출 발생지역은 2010년 아시아에서 2014년부터 북미지역으로 이동
- 유럽지역 매출 비중은 2010년 23.0%에서 점진적으로 낮아져 2015년도는 20.4%까지

트렌드 워치

4

ENR 해외건설기업(설계·엔지니어링사 포함) 매출 분석

감소했다가 2020년 다시 27.6%로 반등

트렌드 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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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엔지니어링 지역별 매출추이(억불)

- 아시아지역은 2010년 23.1%에서 2015년 21.1%에 이어 2020년에 20.7%로 낮아짐
- 북미지역 매출 비중은 2010년 22.6%, 2015년 26.8%에서 2020년도에는 30.8%로
크게 증가
○ (공종별) 최대 매출 공종은 산업/석유화학에서 교통부문으로 이동
- 산업/석유화학 매출 비중은 2010년 38.9%에서 2015년 32.3%에 이어 2020년에는
설계·엔지니어링 지역별 매출비중(%)

23.4%로 큰 폭의 감소세
- 교통부문 매출비중은 2010년 18.5%에 이어 2015년 20.6%에서 2020년에 들어와
26.1% 기록
- 일반건축 매출비중도 꾸준히 증가해 2010년 16.1%, 2015년 19.6%에 이어 2020년
에는 20% 상회
○ (우리기업) 해외 매출비중은 2017년 이후 정체
- 해외 매출비중은 2015년 55.1%를 정점으로 2018년부터 정체된 반면, 국내 매출비중

설계·엔지니어링 부문별 매출추이(억불)

은 최근 3년간 최대치 기록하고 있으나 성장 한계
우리 설계·엔지니어링사 국·내외 매출추이
(단위: 억불,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해외
매출액
(비중)

4.7
(39.5)

7.9
(44.6)

10.3
(39.8)

10.2
(39.2)

13.6
(49.5)

15.8
(55.1)

11.6
(45.0)

12.0
(42.2)

5.6
(27.7)

6.0
(27.5)

7.0
(27.9)

국내
매출액
(비중)

7.2
(60.5)

9.8
(55.4)

15.6
(60.2)

15.8
(60.8)

13.9
(50.5)

12.9
(44.9)

14.2
(55.0)

16.4
(57.8)

14.6
(72.3)

15.7
(72.5)

18.2
(72.1)

○ (시사점) 최근 해외 설계·엔지니어링 매출은 아시아 개도권역에서 선진권역으로 플랜트
부문에서 토건부문으로 이동
-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K자형(개도국보다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양호) 경제성장세의
영향으로 개도국보다 선진국 엔지니어링 수요 증가 추세
- 2020년 전례가 없던 유가 급락에 따른 산업/석유화학부문 매출 비중 축소 및 공공
인프라를 중심으로 매출비중 확대

설계·엔지니어링 부문별 매출비중(%)

ENR 해외건설기업(설계·엔지니어링사 포함) 매출 분석

▶ ENR 주요 순위 (2020년 매출액 기준)
국가별 순위
순위

국가

2018년
기업수 점유율(%)

2019년
기업수 점유율(%)

국가

2020년
기업수 점유율(%)

국가

1

미국

81

25.7

미국

81

20.6

미국

77

23.3

2

캐나다

5

14.5

캐나다

5

15.3

캐나다

4

16.9

3

영국

4

13.1

영국

5

14.4

영국

4

9.5

4

네덜란드

4

7.1

호주

7

9.4

호주

7

9.3

5

중국

23

7.0

네덜란드

4

7.7

네덜란드

4

7.8

6

호주

6

5.9

중국

24

5.9

중국

24

5.7

7

스페인

10

3.6

스페인

9

3.8

스페인

9

3.8

8

스웨덴

2

3.3

스웨덴

2

3.5

스웨덴

2

3.8

9

U.A.E.

4

3.2

덴마크

2

3.3

덴마크

2

3.2

10

덴마크

2

3.1

U.A.E.

4

3.1

프랑스

6

3.1

11

프랑스

5

2.4

프랑스

5

2.5

U.A.E.

4

3.0

12

이태리

11

1.7

이태리

12

1.6

이태리

12

1.5

13

싱가포르

2

1.4

일본

9

1.3

일본

10

1.4

14

일본

9

1.1

인도

3

1.1

싱가포르

2

1.1

15

인도

3

1.0

벨기에

2

1.0

인도

3

1.1

16

벨기에

2

1.0

싱가포르

1

1.0

한국

11

1.0

17

독일

6

0.9

한국

10

0.8

벨기에

2

1.0

18

한국

9

0.8

레바논

2

0.6

독일

6

0.7

19

레바논

2

0.5

독일

4

0.5

레바논

2

0.6

20

이집트

8

0.4

이집트

7

0.4

아일랜드

4

0.6

주요 지역 국가별 순위(점유율)
중동
순위

아시아

2019

2020

국가

점유율(%)

국가

2019

점유율(%)

2020

국가

점유율(%)

국가

점유율(%)

1

스페인

17.6

스페인

17.3

미국

30.2

미국

27.3

2

미국

15.7

미국

15.1

중국

17.3

중국

15.0

3

영국

9.0

호주

8.8

캐나다

9.7

캐나다

10.9

4

호주

6.8

캐나다

7.1

호주

8.6

호주

9.7

5

캐나다

6.5

네덜란드

6.0

영국

8.5

영국

8.4

6

네덜란드

5.5

영국

5.5

네덜란드

5.9

네덜란드

6.2

7

중국

4.1

중국

5.4

일본

2.9

일본

3.6

8

프랑스

3.7

프랑스

4.7

프랑스

2.1

한국

2.8

9

이태리

2.9

이태리

2.7

한국

2.1

프랑스

2.6

10

독일

1.8

한국

2.1

스페인

1.9

스페인

1.9

11

한국

1.7

독일

2.1

이태리

1.1

이태리

1.0

12

일본

0.4

일본

0.7

독일

0.2

독일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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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R 해외건설기업(설계·엔지니어링사 포함) 매출 분석

중남미

아프리카

2019

순위

2020

2019

2020

국가

점유율(%)

국가

점유율(%)

국가

점유율(%)

국가

점유율(%)

영국

28.0

미국

21.6

호주

15.4

중국

17.2

2

미국

20.5

영국

15.3

미국

15.0

호주

14.2

3

스페인

11.1

스페인

12.7

중국

13.1

미국

10.4

4

캐나다

10.6

중국

11.4

영국

9.5

영국

7.1

5

중국

7.0

캐나다

9.8

프랑스

6.4

프랑스

6.3

6

네덜란드

5.9

호주

9.3

캐나다

6.2

캐나다

5.8

7

호주

4.5

네덜란드

5.6

이태리

4.4

이태리

5.3

8

프랑스

3.5

프랑스

4.0

네덜란드

3.8

스페인

3.7

1

9

일본

1.4

한국

1.4

일본

2.4

네덜란드

2.8

10

이태리

0.6

일본

1.0

스페인

1.9

일본

2.2

11

한국

0.5

이태리

0.4

독일

1.4

독일

1.5

12

독일

0.3

독일

0.4

한국

0.9

한국

1.1

※ ENR 원문에서 지역별로 분류된 국가에 한함

(단위: 백만불)

우리기업 순위
2018(225대 기업)
순위

2019(225대 기업)

기업명

매출액

순위

기업명

2020(225대 기업)

매출액

순위

기업명

매출액

57

삼성 ENG

196.8

54

삼성 ENG

210.7

51

삼성 ENG

227.6

88

한국전력기술

89.8

74

도화 ENG

111.0

55

도화 ENG

201.4

93

도화 ENG

78.2

87

SK E&C

86.0

87

SK 에코플랜트

70.6

98

SK E&C

64.3

97

한국전력기술

62.2

98

한국전력기술

59.1

118

삼우종합건축

46.3

111

삼우종합건축

51.9

108 삼우종합건축\

52.3

146

건화

28.2

158

건화

21.9

140

희림종합건축

25.7

158

유신

22.0

167

평화 ENG

18.4

152

평화 ENG

19.0

177

평화 ENG

17.9

184

한국종합기술

13.4

155

건화

18.4

184

한국종합기술

15.9

202

유신

10.3

184

한국종합기술

12.3

205

희림종합건축

10.0

187

유신

12.0

222

수성 ENG

5.9

합계

9

559.4

합계

10

595.8

11

(단위: 억불)

해외 설계·엔지니어링사 지역별 매출액 추이
연도

기업수

전세계

2010

200

576.6

2011

200

653.1

2012

225

717.7

2013

225

716.3

2014

225

708.5

113.5

654.3

중동

704.3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

북미

95.6

133.1

46.5

101.1

168.2

47.2

132.6

38.5

130.0

151.7

53.0

131.7

97.7

180.1

101.3

178.5

52.1

154.6

61.0

172.1

51.2

162.8

56.9

165.2

164.5

48.2

151.4

46.6

184.1

2015

225

120.3

138.2

40.2

133.3

47.0

175.0

2016

225

641.2

120.3

136.8

37.6

152.3

30.9

163.2

2017

225

645.9

106.9

152.6

37.6

168.0

29.1

151.2

2018

225

718.8

101.1

159.2

38.3

190.0

37.7

192.4

2019

225

723.1

93.2

160.5

32.1

186.8

37.0

213.4

2020

225

671.3

78.6

139.0

27.0

185.4

34.6

206.7

트렌드 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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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R 해외건설기업(설계·엔지니어링사 포함) 매출 분석

트렌드 워치

8

(단위: 억불)

해외 설계·엔지니어링사 공종별 매출액 추이
연도

일반빌딩

전력

상수

하폐수

산업/석유화학

교통

유해폐기물

통신

2010

93.4

54.2

31.1

20.8

224.3

107.3

19.6

3.5

2011

99.1

64.7

33.7

23.5

271.0

106.5

22.1

3.3

2012

112.3

68.9

35.3

23.5

308.5

114.8

23.5

3.7

2013

121.3

68.4

36.8

20.0

273.9

122.3

21.7

3.5

2014

130.5

69.6

34.8

21.0

258.5

133.7

25.1

3.5

2015

127.8

67.5

28.2

20.5

211.6

135.3

26.5

3.3

2016

130.8

72.6

31.3

20.4

174.1

150.4

20.1

3.8

2017

134.3

75.3

30.2

22.1

164.4

151.2

21.5

4.9

2018

149.9

76.6

33.6

22.1

201.2

169.5

29.4

5.9

2019

150.8

84.8

28.7

19.2

189.9

174.9

24.4

4.8

2020

134.8

70.8

30.3

19.3

157.4

175.0

23.2

5.0

K-BUILD저널 2021. 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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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딜과 한국
해외건설의 디지털전환

1 한국판 디지털뉴딜 정책이란?

김보민
국토교통부 사무관

그림 1 미국판 뉴딜과 한국판 뉴딜의
차이점
New Deal (1930년대 미국 vs 2020년대 대한민국)

(1) 한국판 뉴딜 정책의 목적
뉴딜(New Deal)은 “‘새 판’을 짠다”는 것이다. 카드 게임에서 새로운 판을 시작할 때에는
카드 한 통을 새 것으로 바꿔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ㅇ 카드 게임의 기본규칙은 카드가 새로운 한 벌로 바뀌고, 새로운 판이 열렸다 해도 달라
지지 않는다. 하지만,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따라 새 판으로 짜인 카드 게임의 결과는
달라진다.
ㅇ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라는 위기 한가운데에서 기존 정책과 재정사업을 재정비하여
새롭게 판을 열어낸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모델이 선진국을 추격하는 모습
이었다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20.7.14) 이후의 한국은 선도국가의 새 판을
펼치고 있다.

(2)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
코로나19 이전에도 전통산업은 쇠퇴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
(Cloud) 등 4차 산업혁명이 확산되는 세계적인 흐름이 있었다. 이 흐름은 코로나19에 이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치면서 경제・사회・산업 전 분야의 디지털화를 가속시켰다.
ㅇ 사회 전반의 디지털전환 흐름에 바탕을 둔 ‘디지털 뉴딜 정책’은 SOC 디지털화 등
4가지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뉴딜 정책은 세계적 우위를 갖고 있는 우리
나라의 디지털 경쟁력을 확고히 하고, 한국판 뉴딜의 다른 축인 그린 뉴딜・휴먼뉴딜・
지역균형 뉴딜을 견인하고 있다.

디지털뉴딜과 한국 해외건설의 디지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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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산업과 디지털 뉴딜 정책
(1) 디지털 뉴딜과 건설산업 진흥 시사점
건설은 디지털화가 가장 저조한 산업이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에 따르면, ICT 산업의
디지털화 지수가 96, 정밀 제조가 30, 광업 15, 농수산업 10인데 비해 건설업의 디지털화
지수는 5에 머무르고 있다.
ㅇ 건설업은 디지털화 예산, 디지털 자산 규모, 거래, 비즈니스 방식, 마케팅, 업무의
디지털화, 인사노무관리의 디지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디지털화가 더딘 편이다.
ㅇ 그러나 건설분야 10대 혁신 기술 대부분은 디지털전환과 연관된 기술이며1, 이중
자동화 시공, 증강현실/가상화, 빅데이터/예측분석, 무선 모니터링/커넥티드 장비,
클라우드/실시간 협업, BIM(또는 디지털트윈)은 디지털 뉴딜 정책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ㅇ 특히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 중에서도 특히 해외건설업계가 주목할 것은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트윈과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다.
ㅇ 디지털트윈이란 가상공간에 현실과 똑같은 쌍둥이를 가시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디지털
트윈을 통한 모의실험으로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한다면 각종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GE나 미국 NASA에서도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제조 혁신을 이루고 있다.
ㅇ 한국판 뉴딜에서도 자율주행차나 드론과 같은 신산업 기반 마련과 안전한 국토관리를
위해 디지털트윈을 구축하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도심지 등 주요지역에 3차원 지도를,
차량 자율주행의 핵심인프라가 되는 국도에는 정밀도로지도를, 지하공간에는 3차원
통합지도와 지능형 지하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1 조성민, 스마트건설과 BIM 활용, 한국도로공
사 스마트건설산업단 자료에서 재인용

디지털뉴딜과 한국 해외건설의 디지털전환

ㅇ 또한 국토부 외에도 과기정통부가 중심이 되어 산업 전반에 디지털트윈을 적용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ㅇ 또한 정부는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과제 추진을 통해 핵심기반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인 재난 예방과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ㅇ 국민에게 안전・편리한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항만 등 국가 SOC 인프라 관리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스마트 시티 스마트 산단 등 도시와 산단 공간을 디지털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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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차세대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은 수도권을 시작으로 ‘25년까지 3만km에 구축해 ’27년
자율주행 상용화를 대비하고 있으며, 철도 전구간에는 ‘22년까지 전기설비 사물인터
넷을 설치하고 있다.
ㅇ 국가 댐 37개소에는 ‘25년까지 드론 기반 안전 점검과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
하고 있으며, 어항과 항만에도 계측 센서와 원격 모니터링 등을 통해 디지털 관리를
확대하고 있다.
ㅇ 이러한 디지털 뉴딜 정책의 디지털트윈과 SOC 디지털화에 대한 추진내용을 살펴
모범사례를 해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

3 향후 방향
세계적으로도 6G 시대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는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ㅇ 미국 바이든 정부는 2조 달러의 인프라 재건 계획(‘21.3)을 발표했고, EU도 ’2030
디지털 컴퍼스(‘21.3)’ 등의 정책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ㅇ 중국도 14차 5개년 계획(‘21~’25) 발표(‘21.3)를 통해 디지털 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9조 위안)로 디지털 중국을 건설하고 있다. 또한 고속철도와 도시궤도열차,
스마트시티와 산업단지 등 신형 SOC 건설 8대 분야를 선정해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ㅇ 우리 건설 업계도 건설산업의 디지털화와 스마트 한국건설기술의 해외진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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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이슈
ENGINEERING 사업의 해외 사례와 시사점
교통 분야와 관련된 5대 글로벌 논의주제
해외 공항사업의 유형 및 인천공항의 사례
스마트시티 경쟁력 평가와 해외수출 강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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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며
1970년대~2000년대의 건설 시장은 대부분 중동의 플랜트 산업 중심으로 많은 수주가
이루어졌고 2015년 이후의 해외 건설 경기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
정이다. 하지만 국내의 건설업체들이 중동에서의 건설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아시아
진출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기반 시설 중심인 토목 분야에서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해외 수
주의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림 1 건설 사업의 계약 현황

출처 해외건설협회

특히, Engineering의 경우 고부가 가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기술 인력을 활용하
여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므로 현재 대부분 유럽, 일본 및 미국의 선진국이 점유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일부 Engineering 분야에서 한국의 업체도 한계를 넘어 기술력
과 경험을 축척하여 비교적 난이도가 적은 토목분야에 해외사업 시장을 진출
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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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사업의 경우 투입 인력, 재재 구입 및 고품질의 건설을
위해서는 사실상 고부가가치 이익을 창출하기는 어렵
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한발 나서기 위해서는 건설 중심의 사업
보다 Engineering 사업의 해외 진출
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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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Engineering의 사업 영역을 살펴보면 상세설계에 고착화되어 있어 부가가치와
고용효과가 큰 기획 및 기본설계 등 분야는 진출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는 국내기업이 내수
시장에서 실적과 역량을 축적할 기회가 부족하여 저부가가치 영역에 고착화되고 있어 수익
성에서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고, 실제 일부 국내외에서 발주되는 중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기획 및 기본설계 등 고부가가치 영역은 아직도 해외 선진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Engineering 업체의 해외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은 물론이거
니와 Engineering 업계의 자체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해외 Engineering 사업의 경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회사들로 하여금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주요 이슈와 고려할 사항을 공유해 미약하나마 도움을 주고, 향후
우리나라 Engineering 분야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제도적 측면의 제안으로 미력하나마
국내의 Engineering 업체가 국내사업의 한계를 넘어 해외사업 진출에 성공하길 바란다.

2. 프로젝트 사례
1) Vietnam, Bhin Loi - Tan Son Nhat 외곽도로
이 사업은 Vietnam의 제2의 수도 Ho Chi Minh 시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순환
도로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Tan Son Nhat 공항에서 Linh Xuan Intersection까지 우선
완료하여 Ho Chi Minh 시내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주변 위성 도시 확장으로 균형개발
을 위해 순환도로의 건설을 위함이다.
그림 2 Vietnam Bhin Loi - Tan Son Nhat 외곽도로 사업 위치도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인 GS 건설이 Vietnam 정부와 MOU를 통해 호치민시 주변의
개발을 위해 Ho Chi Minh시와 가까운 위성도시 Phu My Hung에의 주택단지 개발권을
받고서 Tan Son Nhat-Bhin Loi Outer Ring Road를 건설해 주는 BT(Build-Transfer)
형태의 민간자본 사업이었다. GS건설은 2005년 Ho Chi Minh에 지사를 설립하여 조사

심층이슈 ①

15

Engineering 사업의 해외 사례와 시사점

및 설계를 KCI+TEDI South(현지사)에서 시작하여 2009년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공하여 2012년에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는 Ho Chi Minh Ring 외곽도로이다. 특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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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완공된 Bhin Loi교 전경
(Vietnam 최초 Nilsen Arch 교)

사업의 경우 경관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Ho Chi Minh 시내의 교량으로 Vietnam 최초
Nilsen Arch교 건설로 한국의 선진 기술을 진출시킨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사업의 경우 Vietnam에 한국의 Arch Bridge 기술을 전파함으로써 이후 많은 Arch
교 형식의 교량을 베트남에 수출할 수 있는 교두부가 될 수 있었다. 성공 요인으로는 사업
담당자들이 베트남의 문화 및 사회적 특징을 잘 이해하고 Vietnam인들의 Needs가 무엇
인지를 파악하고 서두르지 않고 점차적으로 베트남의 개발 사업에 접근하였으며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Version을 보고 접근했던 것이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고려사항은 첫째로, 발주처 협의 등의 대관업무의 어려움이었다.
Vietnam은 공산국가의 대표적인 나라로 Committee 회의에서 모든 안건이 만장일치로
결정되는데 이를 위해 기술적, 시간적 측면의 설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Vietnam의 남부 지역은 대부분 연약지반이 분포하고 있었다. 하지만
Vietnam에서 사용되는 연약지반 처리공법은 1m의 표토를 치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있어 포장이 대부분 파괴되어 있었다. 그 당시 Vietnam 남부 지역의 도로를 운전할 때
대부분 침하가 되어 포장이 파괴가 일어난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우리는 연약지반 처리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어 발주처에 Pre-Loading+Sand Pile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공사
비가 현지 연약지반 처리의 7배 이상 고가임으로 설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LCC(Life Cycle Cost)를 설명하여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 되는 논리를 통해 연약지반
처리 제안 공법인 Pre-Loading+Sand Pile을 적용할 수 있었다. 지반 속의 여건인 연약지
반 처리비용에 많은 비용을 들인다는 것에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설득과
한국의 사례 설명을 통해 공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했다.
반면 TBO 사업의 대표적 시설물인 Bhin Loi 교의 경우는 국내 기술의 Nielsen Arch
Bridge는 경관이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시설이므로 비교적 다른 공법들에 비해 쉽게 승인은
받을 수 있었다. 특히 Bhin Loi 교의 경우 한국 업체에서 설계 및 견적을 제공하므로 어렵지
않게 설계를 적용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현지협력업체 문제다. 업무는 현지 업체가 작성도면, 보고서 번역을 통해
우리 기술자가 검토하여 발주처 보고 하는 형식이다. 현지 업체의 경우 시간 개념이 없어
항상 목적물은 제시간 보다 늦은 시간에 마무리 된다. 항상 업무 지시 시 이를 감안해야
하고, 또한 현지 업체와는 원활한 관계 유지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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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을 통해 주요 KSF(Key Success Factor)는 단기적인 결과물보다 장기적인
Version을 제시하는 접근이 성공적인 진출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설계 부분에서 공법을
추진 시 Vietnam People’s Committee 의 승인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서두르지
않고 지속적인 대화로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2) UAE(Abu Dhabi) Hybrid 교차로 개선 사업
이 사업은 Abu Dhabi 시내의 교통개선을 위해 교차로의 형태가 Hybrid(교량과 지하 차
도의 조합)인 경제적이고 경관이 우수한 친환경적 구조물 계획을 통한 교차로 개선사업으
로 Abu Dhabi 시내의 교통 흐름개선 및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13년 아부다비시청
에 제안한 사업이다.
그림 5 Abu Dhabi Hybrid 교차로 계획

이 사업은 H사에서 아부다비 시내 교차로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사업으로 대표
적 실패 사례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로, 시장 및 현지여건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다. Abu Dhabi 시장은 우리보다 선진
Engineering 기술을 보유한 유럽과 미국에서 선점하여 입찰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실정
이다. 비록 영업력으로 입찰의 우선권을 가졌다 해도 지역 실적 및 기술력에서 선진 회사들
과의 경쟁을 극복하기는 어려운 현실이었다. 또한 지형적 측면에서 Abu Dhabi의 경우
대부분 해수의 level이 높아 지하화를 위해 하부 굴착 시 보강 공사비가 과다하여 사업의
경제성 측면에서 제안 사업의 추진은 어려워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충분한 법인의 운영비용이 과다 발생하였다. 법인 운영 요건이 현지인
을 우대하는 법인의 운영 조건으로 사업을 위해 회사의 설립은 법적인 지분율이 현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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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투자자 49%로 현지인에 대한 Sponsor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비교적 비싼 사무
실 임대비 및 인건비는 법인의 운영비용을 과다 발생시켜 결국에는 사업을 어렵게 하였다.
중동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상기의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진출여부를 결정하
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현지 거주하는 한국인 Broker들의 불명확한 정보제공이다. Abu Dhabi 시에
제안을 하는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이 사업을 위해서 법인 설립이 의무화 되었으며 법인
설립 후 프로젝트 제안을 위해 사업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충분한 사전 조사 없이 수행된
사업으로 한국 Broker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
및 법인 운영비의 증가는 회사의 부담을 가중하게 되면서 결국은 법인은 운영을 1년 만에
접게 되었다.
특히 이 사업은 회사에서 별도로 준비하여 Abu Dhabi 시청에 사업 제안을 하였으나
재정문제, Sea Level로 인한 지하공사의 문제점으로 인해 사업으로의 제안이 성공되지 못
하였다. Abu Dhabi 경우 2008년 중동의 Dubai 부흥과 동시에 Oil Money에 대한 환상
으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하였다. 우리의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였으나 유럽
및 선진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시장의 경쟁력 미확보 및 운영비의 과다 발생으로 결국은
지사 운영을 포기한 대표적 사례였다. 우선 이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우선적으로
시장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현지인 우대 기준으로 인한 비용 발생을 충분히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한 후 진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한 시사점은 투자 사업의 진출전에 사전 조사의 중요성이다. 어느 국가에
진출코자 할 때는 시장의 규모, 참여가능성과 경쟁관계 등에 대한 사전조사가 중요하다.
이 지역의 경우 세금이 비교적 적어 외국 회사들이 투자하기 어려움 없어 보이나 이슬람
국가의 법률과 지역민 우선 정책으로 현지인에게 51% 이상의 지분을 줘야 하는 조건 등에서
비용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진출을 희망하는 회사는 이런 제도적 Risk를 반드시
고려해야할 것이다.

3) Algeria, 동서 고속도로-Benisaf Port 연결도로 실시설계
본 과업은 2013년부터 시작되어 진행 중인 사업으로 Ain Temouchent wilaya 및
Sidi Bel Abbes wilaya의 동서축 방면으로 전체연장 약 63km에 걸쳐 건설되는 고속화
개념의 도로로서 알제리의 국가국토개발계획(SNAT 2025)과 국가 도로 기본계획(SDRA
2005~2025)에 의거 알제리의 전반적인 국가경제 및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Benisaf 신산업지구에서 동서 고속도로간의 연결고속도로를 건설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
하게 Benisaf 항구(신산업지구)로부터 동서고속도로까지의 운행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
기 위한 것이다. 알제리 동서 지역 간 빠른 연결을 통하여 전반적인 국가경제 발전과 국토
의 균형 발전 유도하고 Ain Temouchent wilaya의 어업 및 농업, 산업, 관광적인 잠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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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lgeria, 동서 고속도로-Benisaf Port 연결도로 사업 위치도

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Benisaf 신산업지구 개발 촉진으로 생산성 향상, 부와 고용의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한 대처하고 지역 간 이동시간의 최대한 단
축으로 원활한 물류흐름 확보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 단축에 따른 물류비 절감) 및 주변지
역과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연계성 확보, 교통 혼잡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따른 사회 경
제적 비용 감소가 주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업은 현지 정부에서 발주한 재정사업으로 알제리 정부의 Oil Shock 후 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졌고 설계단계에서 사업의 불투명성은 용역비 수금에
어려움으로 실패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첫째로, 계약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 사업의 경우 현지 자금 사정으로 인해
용역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Oil Shock로 인해 사업의 불명확으로 설계용역이
지속적으로 연기되었다. 특히, 계약에서 간과된 부분은 LD(liquidated damages)였다.
이 항목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용역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항목과 5% 초과 시는
발주처에서 모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항목이다. 당시 현지 정부와의 계약에서 계약서가
불어로 되어 있었고 FIDIC이나 계약 전문가가 부재했던 것이 간과한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용역비를 현지사용 분을 한정하는 계약 조건이다. 알제리 사업의 경우 계약
시 기성금의 30%를 현지에서 소비해야 한다는 항목으로 기성금의 30%는 환전, 송금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대부분 국내 인건비가 대부분인 설계용역업은 현지 비용부분에서
30% 의 지출을 외주비용의 증가는 현지 비용의 과다 지출이 발생하게 되었다. 알제리 지역의
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회사들은 계약 시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한 교훈은 계약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을 시작할
때 계약서 검토는 전무가의 도움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참여 기술자들도 계약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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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가지고 업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감리 사업에
Contract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하나 전문 인력이 많지 않아 제3국 인력 투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나라의 계약 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4) Pakistan, Malakand 터널 설계 및 감리
이 사업은 2015년 계약되어 과업이 중지되어 있는 사업으로 Pakistan의 수도
Islamabad 북서쪽 약 150km 지점 Pakistan Malakand 터널 건설 사업으로 국도 N45
노선(Nowshera – Chakdara – Chitral, L=309km) 중 기존 Malakand Pass 구간에 터
널을 건설함으로써 선형불량에 따른 지체해소, 교통사고 위험제거, 물류비용 절감 및 국토
균형발전 도모하여 북부지역 및 중앙아시아로 통하는 관문인 Malakand Pass의 도로기능
을 개선하여 Pakistan 북서부 간선교통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도로이다.
그림 7 파키스탄, Malakand 터널 사업 위치도

이 사업은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로 수출입 은행에
서 2011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시설계 및 감리를 2015년에 Pakistan의
NHA(National Highway Authority)에서 발주하여 유신+동성이 수행하였다. 지금은
실시설계 진행 중 총공사비 증가로 현재까지 과업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총공사비 증
가 이유는 Pakistan의 경우 타당성 조사 당시 터널 공사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공사비의
추정이 어려워 한국의 공사비의 기준에 Pakistan의 물가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하지만
실시설계 시는 Lohali 터널(중국건설사 공사 중)의 단가를 활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한 결과
40% 이상의 터널공사비의 증가로 실시설계 완료 직전에 사업이 중단되었다.
이 사업을 통한 고려사항은 첫 번째, EDCF 사업의 타당성 조사는 수출입은행에서
발주하여 한국의 Engineering 회사에서 수행하는데, Engineering 회사들은 수주를
위한 가격 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원가계산에서 70%에 낙찰되므로 실제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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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수행 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여 실행이 100%를 상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많은
인건비와 현지 조사비는 적자 사업이 불가피하다.
또한, 타당성 조사에서 현지 업체와의 Communication 부족과 조사비의 부족은 공사비
산정의 오류를 발생시키고고, 결국에는 사업의 진행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지연의 주요
이슈로 발생시키게 된다.
두 번째는, 실시설계 및 감리 비용이다. EDCF 사업의 경우 대부분 Tied Loan으로
한국 업체들만 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점은 타당성조사에서 인건비를 너무 적게
책정되어 실질적으로 파견되어 과업 수행 시 적자를 면치 못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라는 것
이다. EDCF 사업의 Tied Loan의 취지는 한국 업체가 해외의 진출을 우선권을 선점함으
로써 해외 진출의 교두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하지만 타당성 조사에서 책정한
Consulting fee는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최근에 낙찰되는
인건비의 경우 대부분 14,000 USD/월 이하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TOR(Terms of Reference)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20년 이상의 경력자로
Engineering사의 임원급이여야만 가능해서 해외수당을 포함하면 14,000 USD/월에
근접하게 된다. 여기에서 간과된 것은 본사에서 지원해 주는 인력(관리부 직원, 해외사업부
직원)의 급여 및 잡비를 고려하여 대부분 15%의 회사 간접비용을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
이다. 이는 고스란히 회사의 손실로 이어지므로 한국 Engineering 회사들은 해외사업에
적극적인 참여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이마저도 규모가 작은 Engineering사는 실적과
인력난으로 참여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주요 이슈는 정부가 EDCF 발주 시 용역비의 책정에 합리적인 비용을 산정하여 영세한
한국의 Engineering 업체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서 Engineering이
해외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5) Nepal, KTFT(Kathmandu-Terai Fast Track)도로 설계 및
감리 사업
이 사업은 Nepal 수도 Kathmandu에서 인도의 국경인 Terai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전체 연장은 72.5km의 왕복 4차로 도로로서 3개의 장대 터널(6.44km)과 80개 이상의
교량(총 10,596m)으로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한국의 경부고속도로와 같이
Nepal의 숙원 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통해 Nepal의 개발에 시동을 걸고자하여 가장 추진
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네팔의 육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체를 10 구간으로 나누어 Fast Track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Consulting 참여사로는 유신+도로공사+평화와 2개의 현지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Consulting 비용만도 24 Mil USD의 대형 Projec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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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Nepal, KTFT(Kathmandu-Terai Fast Tract)도로 사업 위치도

또한 이 사업의 특징은 Nepal의 산악지형을 통과해야 하므로 장대 터널과 장대교량, 특
수교가 많고, 터널과 장대교는 EPC(Engineering - Procurement - Construction) 형
태로 발주, 기타 교량은 Turn-key 사업으로 발주되며, 유신 JV의 주요 임무는 일반구간
의 설계/공사 감리, EPC, Turn-key 구간의 설계 및 공사 감리를 수행하는 PM(Project
Management)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한 애로 사항으로 우리나라의 기술자들의 경력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첫 번째, 발주처에서 요구한 사업을 이끌어갈 Team Leader의 경우 자격 조건을 관련
사업의 경력의 Team Leader로서의 경력을 6년 이상, 고속도로의 설계와 감리의 실적으로
동시에 요구되므로 한국의 기술자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다.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을 졸업하고 Engineering사에 입사 후 설계와 감리를
구분하여 경력 관리를 하고 있다. 이는 설계와 감리의 실적으로 동시에 요구하는 Global
Standard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두 번째로, 같은 맥락으로 참여 Engineers 자격 문제이다. 예를 들어 Highway
Engineer의 경우 석사 조건에 Highway 분야의 석사를 요구하나 국내의 경우 석사는
대부분 Civil로 통용되므로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부득이 도로 기술사를 활용하여 자격을
보완코자 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공신력 있는 한국의 기관에서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였고
사실상 기술사협회, 건설기술인협회, 엔지니어링협회 등에서 공식적으로 상기의 증명서 발
급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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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진 국가 Engineering사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기술자의
경력을 Global Standard에 부합될 수 있게 관리할 수 있게 제도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특히, 설계와 감리의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설계 인력의 현장 경험은 부실
사고 방지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석사 조건에서 실적과 관련하여
국내 엔지니어들이 해외의 자격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기관의 업무가 반드시 필요하다.

3. 프로젝트 사례를 통한 시사점
앞에서 본 5 Cases의 사례는 Engineering분야에서 해외 사업의 성공 및 실패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해외 사업의 성공을 위한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해외진출의 성패의 요인
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글로벌화, 현지 여건에
적응하는 현지화 및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첫 번째로, 우선 제도적 글로벌화이다. 앞에선 언급한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의 발주 방식을 외국 업체와도 경쟁할 수 있게 동일한 조건의 무한 경쟁을
조건을 만들게 되어야 하고, 다양한 인적 Networks 및 기술력의 공유가 가능하고 우리
업체들도 이런 상황에 적응하여 생존할 수 있는 구조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International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 네팔 사업
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술자의 경력 문제는 사업 참여시 항상 어려운 문제인 점을 감안할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설계와 감리의 경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발주방식에
대응해야 하고, 석사 기준의 상세 부분에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의 효율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로, 현지화이다. Engineering 업무 특성상 기준서와 법률 등은 업무 수행 시
무엇보다 중요하게 좌우된다. 따라서 해외사업 수주를 위한 현지 나라의 기준 및 법률에
대한 우선 숙지가 필요하고, 그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또 가능하다면 현지 업체 또는 이전에 현지 국가에 사업 참여중인 회사와의 JV는
신속한 현지화로 경쟁사들보다 빨리 정보 입수가 가능해 입찰 또는 수주의 기회가 더 주어
질 것이다. 또한 먼저 사업 참여 업체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가이드라인을 잡아 간다면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진출에 Risk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충분한 사전 준비이다. 현지의 여건과 인적 Network 형성은 해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어 일부 사전 준비 기간 및 투자비가 소요되
더라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현지화를 위한 최대한 노력을 해야 사업 Risk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 참여시 현지 발주처에서 RFP(Request for Proposal)를 요구하는
경우 정확하게 분석하고 수익성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FIDIC 등의 전문가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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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RFP 및 현지의 법률들을 정확히 분석하여야 해외사업의 실패에 대한 Risk를 최소화
해야만 한다. 해외 사업의 경우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조건의 복합적인 문제에 부딪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무엇보다 자료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회사의 독점 수주 및 경쟁력
차원에서는 자료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일반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Project Risk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Engineers는 언어(특히 영어)에 미숙하여 RFP의 분석 및 현지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는 사실상 해외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의 Engineers를 지속적으로 외국 Engineers과의
Network 형성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앞에서 언급한 글로벌화 및 현지화가 이루어질시
Communication 문제는 서서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4. 마무리하며
국내 건설시장은 축소되고, 이에 따라 경쟁 가속화로 인해 수익구조가 악화될 전망인
반면, Global 건설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 환경에 대비한
Global Engineering 기업들의 전략을 분석하여 우리 Engineering 회사들이 나갈 발향을
제시해야 한다.
국내 Infra의 경우는 포화상태로 건설시장의 위축은 당연한 현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건설시장의 선도적 역할로 세계시장을 선점하느냐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다. 미래의 세계건설 시장은 Concept Design 중심의 Engineering이 주도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이에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Engineering은 법제도 및
Engineering사들의 구조적인 문제는 점점 무한 경쟁에서 도태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 관련자들은 우선적으로 Engineering사들의 무한경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살아남지 못하는 회사들은 구조 조정을 통해 Global Engineering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해외사업에 적합한 글로벌한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Global 인력이란 단지 외국어
실력만 구비한 기술 인력이 아닌 Global Market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Business적인 소양을 갖춘 해외사업 전문 인재를 배양하고 확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Global 네트워크 및 현지화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현지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지화가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지화를 이루면 기업들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기업에 불리한 각종 법률, 세무, 회계분야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초기의 가장 이상적인 진출방안은 현지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다. 향후
전략적 시장이라고 판단되면 신속한 정보수집 및 명확한 판단을 통해 현지기업의 M&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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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여 역량을 보유함으로써 현지화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해외진출시장의 다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현재 동남아시장은 국내시장에서 경쟁하는
것과 같이 국내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국내기업들이 가장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의 경우 1인당 GNP가 ADB(Asia Development Bank)지원 기준치
를 상회하여 2022년부터는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지원이 중단될 예정으로 다른 지역의 차기 주력시장을 모색
해야만 한다. 따라서 일부지역에만 집중되어서는 사업의 지속성이 불분명하므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아프리카나 중남미지역으로의 진출을 시도해야 한다. 비록 아직까지는 생소한
발주제도,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해 진출이 활발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시장에 점차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Engineering 기업의 대형화, 다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건설 Engineering 분야에서 국내기업의 규모는 Global 기업과 비교할 때, 매출이나
국제적 인지도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다. 국내기업의 대형화, 다각화를 유도하려면 정부
의 조치도 병행되어야 한다. 국내기업들은 Engineering 부문 중에서도 노동집약적인
상세설계나 감리에서는 경쟁력이 있으나 부가가치가 높은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ancy) 에서는 Global 기업과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 이는 Global Standard와는
다른 국내 발주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향후 PMC 업무를 민간 기업으로 점차적으로 이관
하여 기업의 대형화, 다각화를 유도시켜 해외시장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K-BUILD저널 2021. 3분기

26

1. 교통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흔히 ‘교통’을 이야기 할 때에는 자동차, 기차, 배, 비행기 등 일상생
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이동수단 또는 도로, 교량과 같은 거대한
인프라시설 등을 떠올리기 쉽다. 이러한 이동수단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람과 물건을 어느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기는 것을 글자 그대로
‘transport’1라고 하지만, 최근에는 공급자적 시각, 하드웨어적 측면보다도
디지털기술 등을 활용한 다양한 교통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transport보
다는 이용자적 시각, 소프트웨어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mobility’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의 영역이
보다 명확히 구분되어 이들이 각각 별도의 존재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이제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영역
들이 결합(combination) 또는 융합(fusion)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교통수단의 연계를 의미하는 intermodalism 또는 multimodalism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교통분야와 관련된 글로벌 논의주제는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1 transport는 ‘..을 건너서’라는 의미의 라틴

어 trans와 ‘들고가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portare가 결합되어 탄생한 단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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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논의 주제

2

1) 정보통신기술과 교통(digitalization)

디지털 기술은 최근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통도 예외가 아니
다. 소위 ‘스마트’라는 개념이 교통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플랫폼의 발달과
도 관계가 깊다. 거의 모든 사람이 모바일폰을 들고 다니는 현실에서 이동과 관련된 실시간
정보와 가장 합리적으로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은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개념이 소위 MaaS(Mobility as a Service)다. 다양한 교통수단을 플
랫폼에서 연결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시키는 서비스시스템으로, 공유경제 개념과도
부합하며 자가용 사용도 억제할 수 있어서 친환경 교통체계 수립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MaaS의 발달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교통서비스 공급자 외에 플랫폼서비스를
공급하는 새로운 사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플랫폼은 교통수단간의
연결뿐 아니라 교통을 의료, 관광, 교육 등 비교통분야와도 연결할 수 있는 확장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초기에 기존의 택시업계와 많은 갈등을 야기하며 사회적 논란거리를 만들어냈던
우버도 현재 많은 나라에서 합법적인 사업자로 자리잡았는데, 이도 결국은 정보통신기술
발달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택시업계도 변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의 다양화로 이어졌다. 우버뿐 아니라 이제 새로운 형태의 교통서비
스가 더욱 빈번히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사업형태가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의
여부는 사업자가 정보통신기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에 대한 정부규제의 문제도 자연
스럽게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한편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와 논의가 계속되었던 자율주행자동차도 여전히 관심의 대상
이긴 하지만 아직 만족스러운 형태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도로인프라가 함께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엄청난 작업이기 때문이다.

2 국제교통포럼(ITF)은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우선은 제한된 형태로 올림픽 경기장, 건설현장, 공항, 농경지 등 제한된 구역 내에서의

파일 형태로 홈페이지(www.itf-oecd.org)에

자동화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실제로는 고속도로상의 트럭 군집주행(platooning)을 포함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모든 자료는 pdf
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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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실험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자율주행자동차 회사인 Cruise가 ITF의 민간
협의체(Corporate Partnership Board)3에 가입했는데, 이 회사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해서 지역 내 저소득층에게 생필품 등을 제공했다고
한다.

2) 교통의 연결성(connectivity)

교통은 기본적으로 사람, 문화, 사회 등을 연결한다. 교통의 발달과 연결성의 확충은
사실상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 그리고
통치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인류는 단절되어 있는 곳을 찾아 이들을 연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이제 지구는 하나의 마을처럼 좁아졌고, 이로 인해 인적,
물적 교류는 더욱 활발해졌다. 한편으로는 최근 전 세계를 고통에 빠뜨린 Covid-19같은
바이러스도 강화된 연결성 때문에 더욱 빨리 확산되었으며, 생물의 지역간 이동도 쉬워져서
생태계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제 연결성은 목표이자 동시에 관리대상이라 할 수 있다.
교통분야에서 말하는 연결성은 우선 물리적 연결성을 의미한다. 단절된 곳을 찾아서 이를
이어나가는 작업인데 가장 쉬운 예로 도로나 철도의 건설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가 몇
년 전 정책과제로 추진했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나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등도 여기에 포함
된다. 이러한 연결성 제고는 육로에만 국한되지 않고, 하늘길과 바다길도 포함된다. 항만이나
공항을 건설하고, 해운협정 또는 항공협정을 통해 또 다른 연결루트를 확충해 나가는 것도
많은 나라들의 정책 우선과제다. 사방이 육지로만 둘러싸여있는 내륙국이나 바다로만 둘러
싸여있는 섬나라는 고립을 피하기 위해 외부세계와의 연결로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많은 나라들이 지역적 블록을 구성하여 이웃과의 연결성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소련연방 구성원이었던 국가들이 중앙아시아 연결성 확충을
도모하는 것이나, 남미국가들 일부가 협력해서 그들만의 지역협력체를 건설하려는 노력들이
그 예다. 동남아 10개국으로 구성된 ASEAN은 이미 하나의 커뮤니티 개념이 적용될 정도로
서로 가깝게 협력하고 있어 이들에게는 연결성 확충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목표이기도 하다.

3 Airbus, Alstom, Bosch, ExxonMobil,
Michelin, Shell, Total, Toyota, Uber,
Volvo 등 30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

한편, 연결성은 반드시 물리적 측면에만 국한해서 논의되는 개념은 아니다. 한 나라, 한

리나라에서는 인천공항공사, Kakao Mobility,

도시 내에서의 사회적 연결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오지에 사는 주민이 다른 지역과 연결

온실가스감축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

Autocrupt가 참여 중이다. 이 민간협의체는

될 수 있도록 교통망을 마련해주고, 한 도시 내에서 저개발지역과 부유한 지역이 단절되지

고 있으며, 매년 독일에서 개최되는 ITF 장관

않도록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노력 역시 연결성의 확충이라는 목표와 부합한다. 이는 단순히

참여하고 있다.

회의에도 참여하여 정책결정자들과의 토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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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확충뿐 아니라 사회적 융합, 교육 및 문화시설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교통이
다른 영역과 전략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수 있기에 사회적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3) 교통과 기후변화(decarbonization)

2015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4 ) 21 당시 체결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우리의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전세계가 힘을 모아 탄소배출을
줄여서 지구 온난화를 막겠다는 의지로 각국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감축목표(NDC5)를
설정했다. CO2의 약 25%가 교통분야에서 발생한다는 현실을 보면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
변수인지 알 수 있으나, COP회의의 경우 협상주체는 각국의 환경부서와 외교부서이기
때문에 교통부서는 협상테이블에서 직접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제교통
포럼(ITF)도 파리협정 체결 직후부터 Decarbonizing Transport Initiative를 주도하고
있다. 작년 7월에는 각국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정책수단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그 효과와 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으며(TCAD6), 이는 기후변화협약을 담당하고 있는
UN기구인 UNFCCC7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교통분야와 에너지, 환경분야 간의 구체적 협력
강화방안이다. 이제는 교통만 살펴봐서는 교통문제, 나아가서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각기 다른 분야 간의 상호이해와 적극적 협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사실 각기 다르게 보이는 각종 목표들도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
되어 있다. 즉,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일차적으로 이용자의 편익이 증가하지만, 동시에
친환경 교통정책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연결성을 확충하고자 할 때도 친환경 교통수단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다. 즉, 더욱 입체적인 시각이 요구된다.

4 Conference of the Parties
5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6 Transport Climate Action Directory를 의미
하며, 현재 60개 이상의 정책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7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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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안전(safety and security)

교통안전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주제다. 우선은 국제사회가
교통사고에 의한 사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므로 지역, 국가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은 교통정책의 핵심 중 하나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특히 매년 도로에서 사고로 인해 135만 명이 사망하고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에 사망자가 훨씬 많다는 현실을 보면 교통안전 캠페인뿐 아니라
교통안전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술적 보완책에 대한 성공사례를 더욱 활발히
공유함으로써 불행히 삶을 마감하는 사람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통안전은 영어로 safety와 security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safety는 시스템의
내재적 문제로 인한 오작동, 고장 등에 관한 문제인 반면 security는 테러 등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위협에 대한 대응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기계나 네트워크가 100%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백업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며 이런 백업시스템까지 널리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오늘날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이상
상태로부터의 조속한 회복력을 의미하는 리질리언스(resilience)다. 특히 최근 관심을
끄는 것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교통시스템을 방어하는 문제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네트워크와 플랫폼에 의해 다양한 교통시스템이 연결되고 있는데,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연결성을 제고하는 것이 독약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교통분야에서도 블록체인, AI 등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기도 한다.
한편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대중교통의 위생적 측면에서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중교통이 청결해야한다는 정도의 인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단순히 청결한 상태를 넘어 위생적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초기에 기존에 대중교통정책을 지지했던 많은
나라들이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 이용을 권장했던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면 향후 대중교통,
나아가서는 교통전반에 관한 문제를 논의할 때 보건, 공중위생 분야 전문가들도 함께 논의에
참여시킬 필요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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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장을 기초로 하는 교통복지
(universal access)

교통복지는 교통약자를 보호하면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교통약자 중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류는 우선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겪는 장애인, 어르신 등이다. 그리고 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 인근에서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도 교통약자라 할 수
있다. 물론 요즘같이 모바일폰으로 택시 등을 쉽게 호출할 수 있는 현실에서는 교통서비스
에 대한 접근성 문제는 조금 다르게 취급될 수도 있겠지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치루는
경제적 대가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도 하나의 문제라 할 수 있겠다. 흔히 말하는 어포더블
(affordable) 교통서비스라는 개념이 중요한 이유다.
최근 교통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또 다른 이슈는 젠더(gender)에
관한 것이다. 교통분야에서 여성을 심층적으로 조명해보려는 새로운 접근이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널리 퍼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두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이용자로서의 여성이다.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이동패턴을 보이며 위협 등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측면을 특히 대중교통시스템에 반영해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둘째는 의사결정자로서의 여성이다. 전통적으로 교통은 남성중심적 이미지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실제로 교통분야에 있어서는 최종 의사결정집단에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많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남성적 선입견이 교통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고, 인프라와 관련된
구상과 건설 과정에서도 여성에 대한 배려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기
적으로 교통인프라나 교통서비스가 사회적 균형을 가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균형
있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물론 남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 추진방안이나 논의동향은 일률적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젠더에 관한 문제는 깊게 생각해볼 숙제를 제공하고 있다.

3. 향후 과제

8

지금까지 최근 교통분야에서 전세계적으로 논의되는 이슈들을 크게 다섯가지 카테고리
로 구분해서 설명해보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교통을 바라보는 과거의 시각과 현재의 시각

8

K-Build 2017년 1월호에 필자가 기고했던
“교통 분야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언”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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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화의 흐름을 강조하기 위해 약간 과장을 섞어 이를
단순히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의 교통
교통수단별 접근(modal approach)
공급자 중심(transport)
하드웨어
수동적, 아날로그적
교통분야에 초점

현재의 교통
통합적 접근(intermodalism, multimodalism)
수요자 중심(mobility)
소프트웨어
자동화, 스마트
교통과 관련된 다른 영역에도 관심 (에너지, 관광, 무역 등)

교통문제는 이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교통문제의 해결책을 교통분야에서
찾겠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각기 다른 분야가 거미줄처럼 엮여지는 현실에서 이제는
원인치료가 더욱 중요해졌고, 정부와 민간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과거에 비해 많이 해소
됨에 따라 민간의 역량과 전문가의 시각이 더욱 중요해졌다.9 이제는 정말 government
보다 governance에 더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할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전문가들도
에너지, 환경, 무역, 경제, 관광 등 비교통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모두가 스스로 자신이 모든 것을 더 잘 안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마음을 열고 겸허한 마음으로
대화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해외건설의 영역에서는 과거에 우리나라 건설기업들이 주로 플랜트10 건설분야에서
많은 외화를 벌어들였지만, 최근에는 플랜트 외에도 다양한 분야로 활동을 대폭 넓혀가고
있는 만큼, 건설과 교통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버리고 어떻게 이를 효과적으로 결합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미 해외건설촉진법에서도 해외건설업은 매우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 동법 제2조에 의하면 해외건설업은 해외건설공사나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제4호), 해외건설공사란 해외에서 시행되는 토목공사·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와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공사11를 말하며(제2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이란 해외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12을 말한다(제3호).
도로, 교량, 철도 등 교통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은 당연히 해외건설사업에 포함될 수
있으며, 스마트카드 사업이나, 버스정보시스템(BIS) 등도 해외건설촉진법이 해외건설공사로
규정하는 정보통신공사의 하나이므로 해외건설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의 효율적 조정하에 해외건설협회도 ITS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전문 분야의 협회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시너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건설이든 교통이든 현재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는 디지털, 친환경, 사이버

9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의 정보확보 능력이 공
공분야의 능력을 초월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공공분야에서 현재와 같이 전문가보다는 일
반관리자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주가 되고 있
는 상황에서는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해 전
문성 축적에 한계가 있다.

10 흔히 산업설비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11 1.「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

보안 등 분야를 막론하고 중요하게 인식되는 새로운 가치나 공통의 목표들이 늘어나고

공사, 2.「전기공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 통합적인(holistic) 접근이 필요하다.

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 3.「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2호
12 1. 도시 및 지역계획의 수립, 2.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측량·지적·지도제작 및 해양조사
등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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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공항사업의 유형
공항의 개발 및 운영 프로젝트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전통적인 공공(중앙 혹은 지방정부)
주도에서 보다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정부 예산의 절감, 민간의
공항 개발 및 운영 노하우 활용, 공항이 제공하는 항공운송 서비스의 품질 제고 등 복합적인
목적에서 비롯한다.
세계공항협의체의 보고서에 의하면(ACI Policy Brief 2017/01), 2017년 공항 별 연간
처리 여객 실적 기준 전세계 항공 여객의 43%가 민간이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공항에
의해서 처리되었다. 여객 처리량 기준 세계 100대 공항 중 민간 부문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항은 약 51%에 달했다.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민간이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공항에
의해서 처리된 여객이 전체 유럽 공항 처리 여객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각 지역별 또는 해당 국가 및 공항별로 상이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배경과 도입 목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유럽 공항의 높은 민간참여는,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 및 정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민간참여 컨셉을 널리 도입한 영국의 영향이 크다. 반면, 아시아 및
남미의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의 수요에 비해 확보할 수 있는
정부의 재정능력이 부족한 경우의 대안으로서 민간투자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공항사업의 민간참여는, 민간의 참여 범위 및 민간으로의 투자 리스크의 전가 정도에
따라 1) 일부분야 또는 공항 전체 운영의 아웃소싱, 2) 공항 운영 및 개발 권한의
한시적 민간 이전(PPP 등), 3) 본격적인 민영화(IPO, 지분매각 등)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러한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일부 역할이 추가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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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기 거론된 민간 참여방안 중 하나인 민관
협력사업 (PPP: Public - Private - Partnership)은
1990년대 무렵부터 세계 각국의 정부
에 의해 적극적으로 채택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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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정의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어, 광의의 PPP는 광범위한 민관 협업 유형을
일컬으나 협의의 PPP는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공공과 민간
부문 간의 장기 계약을 의미한다. 이러한 협의의 PPP는 PFI(Public Finance Initiative),
LTIC(Long-Term Infrastructure Contract) 및 BOT(Build-Operate-Transfers)와
유사하며 때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 월드뱅크는 PPP를 보다 상위의 보편적
개념으로 언급하고 BOT는 PPP 하위의 계약 방식 중 하나로 설명하고 있지만, PPP라는
용어가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월드뱅크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관에서 민간재원을 활용한
인프라 조달 방안의 대표격으로 BOT를 거론했었다.
최근의 해외공항사업 사례를 민간의 참여 범위 및 민간으로의 투자 리스크 전가 정도에
따라 분류하자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분류

세분류

민간 투자

비고

정부

해당없음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

공기업

해당없음

예시
미국 아틀란타공항

정부가 소유하나 (공기업 주주는 정부)
정부주도

민간과 유사하게 운영 (공기업은 경영

한국 인천공항

자율성 가짐)
위탁운영

해당없음

정부가 소유, 민간은 운영 일부에 참여
민간이 계약기간 동안 소유,

컨세션

100%

기존 시설물 운영권에 대한 초기 투자
자금(선납영업료) 및 계약기간 중의 확
장/개선비용 민간부담

민관협력
(PPP)

민간이 계약기간 동안 소유,

BOT
(Build-OwnTransfer)

100%

JV
(Joint
Venture)

0%
<x<
100%

공항시설물 건설 및 운영 투자자금 민
간부담

쿠웨이트공항 4터미널
사우디아라비아 메디
나공항, 필리핀 막탄
세부공항, 크로아티아
자그레브공항, 터키
이스탄불신공항, 세르
비아 베오그라드공항,
불가리아 소피아공항

공공부문과 민간이 공동으로 시행사

중국 시안공항, 인도

설립, 공동으로 리스크 부담

네시아 바탐공항

지분매각

0%
<x≤
100%

공공보유 지분 중 일부를 민간부문에
매각

말레이시아
공항공사(MAHB), 영
국 에딘버러공항 및
게트윅 공항

주식공개

0%<x<
100%

공공보유 지분을 주식시장에 공개

이탈리아 로마공항
공단, 영국 공항공단
(BAA)

민간
주도

이러한 여러가지 유형들 중 그간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온 해외공항사업의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자면 아래와 같다.

(1) 쿠웨이트공항 제4터미널 O&M 사업 사례
정부가 공항의 소유권을 유지하되 공항 전체의 Operation and Maintenance(O&M)를
아웃소싱 하는 경우로 기본적으로 공항의 개발 및 확장을 위한 민간 재원의 투자는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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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다. O&M Contract 또는 Management Contract가 이에 해당하며 민간 부문은
공항의 운영, 관리에 있어 높은 수준의 경험, 역량, 노하우를 가진 글로벌 Top-tier 공항운
영사가 많으며, 투자 없이 오직 공항 시설의 운영관리 또는 경영관리 과업만 이행한다.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5~10년으로 PPP사업 등과 비교할 때 단기간이며, 항공노선의
확장 마케팅, 여객서비스 품질 제고, 비항공수익 증대 등 사업기간 중에 달성해야 하는
특정한 목표를 동반한다. 그리고 그를 통해 사업의 발주처인 정부 혹은 공공 부문은 경험과
노하우를 습득하고자 한다. 공항 운영을 통해 창출되는 항공수익 및 비항공수익의 경우
민간 부문이 발주처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과업을 수행하나, 실제 수익에 따른 현금흐름은
발주처 명의의 계좌에 적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쿠웨이트민간항공청(DGCA)은 2018년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경험 및 자격요건을 충족
하는 글로벌 공항운영사 7개 업체 중 쿠웨이트국제공항 제4터미널을 5년간 운영할 업체를
선정하고 O&M Contract를 체결하였다. 제4여객터미널은 항공수요가 기존 제1여객터미
널의 처리가능용량인 연 6백만 명을 초과하자, 2500만 명 처리 가능 규모의 제2여객터미
널이 완공되기 전까지 운영하기 위해 건설한 임시 터미널로 별도의 민간투자 없이 정부
국고로 건설된 터미널이다. 입찰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며,
4백만명 처리규모의 T4 터미널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뿐 아니라 매년 125명 이상의
DGCA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과업을 추가로 포함시켜 발주처 직원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2) 필리핀 막탄세부공항 PPP사업 사례
필리핀 정부는 2013년 막탄-세부 공항 개발 및 운영권을 25년간 민간 부문에 양도하는
BOT 계약을 인도 공항회사의 컨소시엄과 체결하였다. 동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는 현 공항의
낮은 서비스 수준 및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공항 처리용량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업 초기 기존 제1여객터미널의 리노베이
션과 신규 제2여객터미널 건설 과업을 계약 조건에 포함하였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민간 부문의 자기자본 투자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조달
되었다. 동 사업의 양허 조건으로 필리핀 정부는 약 3억불(VAT 12% 별도)의 선납영업료
및 매년 일정 수준의 Revenue Share(수익배분)을 요구하였다.
해당 사례에서 보듯, 최근의 개발도상국가에서 추진된 공항PPP의 경우 이처럼 과도한
민간투자자로의 재무리스크 전가가 사용료 인상, 전반적 서비스 수준 저하, 선제적이지 못한
시설확충 등 미래 사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간의 재원조달 방식
특성상 사업주는 자기자본 투자를 최소화하고 사업기간 중 대주단의 약정 이익 및 사업주의
이익을 추가하여 회수하여야 하며, 많은 PFI의 비판에서 찾아볼 수 있듯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이자율은 정부의 재정투입과 비교하여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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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우디아라비아 매디나공항 PPP사업 사례
사우디아라비아의 매디나는 메카와 더불어 전세계 이슬람 순례자들의 주요 목적지이지만
급격히 증가하는 항공 승객을 기존 공항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공항 확장, 현대화, 운영을 위한 PPP 사업에 착수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민간 부문의 전문성을 도입하고 정부를 위한 새로운 안정적인 수익원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14억불에 이르는 투자비를 유치하고자 하였다.
2011년 결과적으로 터키 공항회사,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자,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사
등 3개사로 구성된 TIBAH 컨소시엄이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프로젝트 기간 25년 동안
TIBAH는 공항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한편, 항공기접근관제, 비행장정비 등의 핵심서비스는
정부에서 제공한다. 새로 확장된 공항은 2015년에 운영을 시작했으며 TIBAH는 전체
건설비용을 조달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 또한 앞서 기술한 필리핀의 사례와 같이 상당한 입찰조건으로 가장 높은
Revenue Share(수익배분)을 제안할 것을 요구하였고, 낙찰자는 결과적으로 50%가
넘는 고요율의 수익배분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각에서는 그러한 민간사업자의
수익배분 부담은 결국 사용료 등의 형태로 공항 이용자에게 전가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 인도네시아 바탐공항 PPP사업 사례
인도네시아 바탐섬은 싱가포르에서 페리로 약 45분 거리에 있으며 자유 무역 지대(FTZ)
이자 인도네시아의 초기 경제 특구 중 하나이다. 항나딤공항은 바탐 섬의 관문 공항으로
여객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연간 350만명의 설계용량을 초과하여
약 450만 명의 승객을 처리하였다. 이에 바탐 자유무역청(BIFZA)는 기존 공항(1터미
널)의 개선 및 2터미널의 개발과 운영을 포함하는 Design-Build-Finance-TransferOperate-Maintain(DBFTOM)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2021년 3월 인천공항 컨소시엄이
해당 사업을 수주하였다. 인천공항 컨소시엄은 인도네시아 국영 공항공사(AP1) 및 국영
건설회사(WIKA)로 구성되어,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리스크를 분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2. 공항사업 추진유형과 설계 및 시공 조달방법
설계와 시공에 대한 조달방식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으나, 발주처의 개입 정도와
설계사 또는 시공사의 업무범위에 따라 (1)전통적인 설계 시공 분리계약(Design-BidBuild)와 (2)설계 시공 일괄계약(Design Build), (3)EPC (Engineering-ProcurementConstruction) 일괄계약(또는 Turn-key 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PPP
등 공항사업의 유형은 사업 재원의 조달 방식이며, 각 사업의 유형에 따라 주로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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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의 조달 방식이 달라진다. 특히 PPP 방식으로 민간재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
업에서는, 민간 사업주가 사업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 EPC 일괄계약을 주로 선택하는 경향
이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설계 및 시공 조달 방안을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다.
조달방안

발주자

계약자

장점

단점

실계 시공
분리
(DBB)

설계, 시공을 각각
계약. 대형사업의
경우 여러개의 패
키지로 나누어 다
수의 계약체결

각 계약한 과업에만
책임 있음

발주자의 감독권한
및 전문성 강화. 상
세한 계약관리

조달에 시간이 걸림.
계약관리가 복잡함.
인터페이스 이슈
발생

설계 시공
일괄
(DB)

설계 시공 하나의
계약으로 발주 (디
자인 빌더 선정)

설계와 시공 모두에
책임 있음. 주로 시공
사와 설계사가 컨소
시엄으로 계약체결

계약관리가 용이
함. 설계와 시공의
연계성 강화

결과물이 발주자의
의도를 모두 반영하
지 않을 수 있음 (설
계 요구조건을 상세
하게 설정 필요)

EPC 일괄
계약 (턴키)

설계 시공 뿐 아니
라 모든 관련된 계
약을 책임지는 하
나의 사업자 선정

설계와 시공 뿐 아니
라 기타 엔지니어링
및 기자재조달 등 전
반에 책임 있음

최소한의 계약관
리. 각 단계/과업별
조달 절차생략으로
기간을 단축함

결과물이 발주자의
의도를 모두 반영하
지 않을 수 있음. 계
약자에게 많은 리스
크전가를 함에 따라
비용이 증가함

인천공항은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기본적으로 설계시공분리(Design-Bid-Build) 조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발주자가 주도적으로 설계사를 선정하여 발주자가 의도한 바를
보다 세세하게 반영한 설계를 수립하고, 별도로 시공역량을 갖춘 시공사를 선정하여 설계에
따라 시공하도록 주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전문성
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발주자의 업무 가중, 복잡한 인터페이스, 다양한 사업자
관리의 어려움 등의 단점이 있다. 즉 설계와 시공이 단일계약으로 처리되는(하나의 사업자가
모두 공급하는) 설계 시공 일괄계약(Design Build)이나 EPC일괄계약(턴키계약)보다
계약과정이 길어지고 계약관리 업무가 가중된다. DB방식의 경우 발주자는 설계와 시공을
위한 input 정보를 제시하고, EPC턴키방식에서는 목적물(output)에 대한 기준과 규격
중심으로 제시한다. DBB 방식은 위와 같이 input 또는 output을 정의하는 방식과 비교하여,
input과 output 모두를 발주자 책임하에 세세하게 관리 감독한다.
상기와 같이 인천공항의 경우 설계시공분리(Design-Bid-Build)를 선택하였지만, 인천
공항이 참여해온 해외 공항사업의 경우, 설계 시공 일괄계약(Design Build), EPC일괄
계약 등을 다양하게 채택하고 있다.

(1) 이라크 아르빌 신공항 사례
이라크의 아르빌 신공항 사업의 경우 발주처인 이라크 지방정부는 터키 업체에 EPC
일괄계약 방식으로 공항을 조달하였으며, 이 경우 비교적 소형공항(연간 여객 2백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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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규모)으로 발주자의 사업관리 부담을 경감하며 비교적 짧은 시간안에 (설계/시공 단일
계약 처리 설계변경 등 EPC사업자가 직접 처리) 요구한 목적물(output)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추후 공항을 인도받은 발주자가 해당 시설물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발생시켰다. 이에, 인천공항은
2009년 운영지원 컨설팅을 수주하여 EPC 일괄계약의 단점을 보완하고 발주처에 지식이
전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후 총 5년의 기간 동안 인천공항의 임직원 약 20명이
체류하며 일반 운영지원, 시운전, 기계, 전기, 전력, 통신, 항행, 운항, 이동지역관리, 관제,
BHS, 계류장운영, 항행안전장비 등 전 분야에 걸쳐 노하우를 전수하였다.

(2) 필리핀 팔라완 공항 사례
필리핀 마닐라에서 비행기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섬 팔라완은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관광지
이지만, 팔라완섬의 공항은 매우 낙후되어 시골 버스터미널과 같은 모습이었다.
한국의 대외협력자금(차관)으로 이러한 필리핀 팔라완공항의 확장사업(실질적으로는
신공항의 건설)이 결정되었으나,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한 공항사업을 전문적으로 계획, 발주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주체를 찾기 어려웠다. 이에 인천공항은 발주자인 필리핀 정부를 대신
하여 공항 확장사업의 설계/시공을 발주하고 건설사업관리(CM) 업무를 수행하였다.
짧은 시간 안에 비교적 소형 공항사업의 건설을 완수하기 위하여, 인천공항은 설계 시공
일괄계약(Design Build)을 추천하였으며, 발주자를 대신하여 설계에 필요한 input 요건을
정확하게 제시하였고, CM전문가로서 설계/시공 과정을 세밀하게 감독함으로써, DB과정의
단점을 보완하였다. 그 결과 2017년 계획한대로 무사히 확장사업을 완수하고 신공항을 개
항할 수 있었다.

(3) 터키 이스탄불신공항 사례
이스탄불 신공항은 기존 아타튀르크 공항의 급격한 항공수요 증가(‘14년 5,696만 명
처리)와 공항 시설확장의 제한으로 건설이 추진됐다. 신공항은 세계 최대 규모로 건설될
예정으로, 여객 처리용량은 1단계에 9천만 명, 최종 단계에는 1억 8천만 명에 달해 세계
최대 규모의 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원 발주처인 터키정부는 PPP사업 모델을
택하면서 5개의 터키 자국 내 건설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그간 대형 공항 PPP사업자는 글로벌운영사+건설사+투자사의 combination으로 구성
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러한 경우 PPP사업주는 사업주 컨소시엄 내 CI(건설투자자) 또는
타 시공사와 시공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주로 EPC일괄계약). 그러나 이스탄불 신공항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건설회사만으로 구성됨으로써 PPP계약이 EPC일괄계약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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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EPC일괄계약으로 목적물을 인도받아 원 발주자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 부담은
없으나(PPP사업자가 장기간 운영), 대형공항 운영경험이 전무한(소형공항 운영경험은 있음)
건설사가 사업주인 점을 우려하여, 원 발주처인 터키정부가 대형공항 운영사에게 컨설팅을
받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인천공항이 운영컨설팅 입찰에 참가하여 2015년 최종 수주하게
되었다.
인천공항은 약 65개월 간 운영 전략 수립, 조직 구성과 교육 계획 수립, 공항 시운전,
개항 후 공항 운영 및 상업시설 개발 등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게 되어, 인천공항 1, 2단계
건설을 통해 축적된 공항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PPP사업주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게 되었
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이스탄불 신공항은 2019년 전면 개항하여 순조로이 운영되고 있다.

3. 나가며
상기와 같이 해외공항사업은 점차 공공 주도에서 보다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공항사업에 있어서의 민간참여는, 민간의 참여 범위 및 민간으로의 투자
리스크의 전가 정도에 따라 1)일부분야 또는 공항 전체 운영의 아웃소싱, 2)공항 운영 및
개발 권한의 한시적 민간 이전 (PPP등), 3)본격적인 민영화 (IPO, 지분매각 등)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그 각각의 방안은 특징 및 장단점이 있다. 또한 이처럼 재원조달방안과
관련된 공항사업의 유형과 더불어, 설계 및 시공의 조달방안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공항사업의 재원 및 발주자의 특징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는(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조달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계 시공 분리계약(Design-Bid-Build)을 선택한 경우
발주자의 관리가 강화되고 발주자의 전문성이 확보되나, 계약방식이 길어지고 관리가 복잡
해질 수 있다. 설계 시공 일괄계약(Design Build)이나 EPC 일괄계약의 경우는 계약관리가
보다 단순하여 발주자의 부담을 경감하나 발주자가 의도한 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케이스에서 설명하였듯 하나의 best solution은 없으며, 정부주도인지 민간주도
인지에 의한 공항사업의 전반적 유형 및 발주자/사업주의 역량에 따라, 각 조달방의 장/단점
중 어떠한 부분을 더욱 중요시 할 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각각의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추가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보완
활동을 추가할 수 있다. 상기에서 설명한 DBB, DB, EPC 일괄계약은 그 중 한 가지만
선택해야하는 절대적인 구분이 아니며, 각각의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느 정도 혼합된
형태의 조달방법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 DB와 DBB와 기타 방법의 장단점을
믹스하여 발주자가 외부 전문가팀 (PM, CM용역 등)과 한 팀을 이루어 DB업체를 관리함
으로써 DBB와 같은 품질은 도모하되 전체 개발기간은 단축하고 발주자의 업무부담도
경감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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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의 중요성
도시(city/urban)는 많은 사람들 모여 사는 장소로 정의될 수 있다. 현대적 의미의 도시는
전통적 농업사회가 해체되고 2차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산업혁명시기를 시초로 한다.
따라서 도시는 기본적으로 비농업 기반의 2차, 3차 산업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것은 사람들 간의 정보가 많아지고 교류가 활발
해져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 혁신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주거, 교통, 환경, 에너지, 물 등 인간
활동에 필요한 여러 기반시설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고 급격한 인구 집중과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기반시설 간의 격차는 자연스럽게 여러 도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좁은 공간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 활동함으로써
사람들 간의 소통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재화와 서비스의 배분 효율성이 높아지므로 도시는
기술 혁신과 산업 발달의 핵심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도시의 긍정적 기능으로 인해
도시문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세계인구 68억명의 51 퍼센트인 35억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산정되었고 도시화는 가속화되어 2030년에는 전체 지구 인구 83억명 중 60퍼센
트인 50억명이, 2050년은 70퍼센트의 인구가 도시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UN DESA, 2007). 이러한 도시화는 필연적으로 도시문제를 가속화시킬 수 밖에 없고 특히
아시아와 중남미 등 개발진행국가에서의 도시화는 이러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가 늘어나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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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시티의 확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지역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 가장 기본적인 도시 문제는 사회 기반시설의 부족이라 할 수 있다, 도시 지역의 인구
증가는 그에 상응하는 교통시설, 상/하수도. 에너지, 위생, 교육시설 등 사회 기반시설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수요의 증가에 비해 이러한 시설들의 공급은 대부분 늦게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수요과 공급의 차이에 의해 교통혼잡, 대기오염, 주택부족 등 여러 가지 도시문제
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도시문제들은 기반시설들의 확대
를 통해 풀어나가게 된다. 계획도시를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도시들이 이러한 도시문제 해
결과정을 거치면서 안정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게 된다.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
들도 평가받는 도시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도시의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는
유럽이나 호주, 북미의 도시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도시가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 도시
기반시설의 확장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해법으로 인식되면서 점차 도시 운영의 효율
성을 높이는 해법을 기반시설 확대와 동시에 적용하게 된다. 스마트 시티는 이러한 도시 운
영 효율성 확대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 국토교통진흥원은 스마트시티를 도시운영의 효율
성 및 대중과의 정보 공유를 향상시키고 서비스 품질과 시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보
통신 기술, 비즈니스 모델 및 솔류션을 사용하는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국 스마트시티
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새로운 기술들을 이용하여 도시민들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시티
를 구성하는 것은 도시계획, 교통, 안전, 건물, 교육, 에너지, 의료 등 사실 상 우리 삶의 필
수적인 요소들을 다 포함할 수 밖에 없다. 국내에서 추진 중인 세종 스마트시티의 경우 다
음과 같은 7대 혁신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세종 스마트시티 7대 혁신 요소

자료 : 2018-19 세종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백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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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도시가 스마트해진다는 것은 좀 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이러한 도시 필수요
소들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맥킨지 컨설팅은 스마트시티의 구성을 <그림1>
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통
신망과 기술, 그리고 이를 활용하는 응용프로그램(스마트폰 앱 등)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결국 온전한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구현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그림 2 스마트시티의 구성

자료 : McKinsey & Company, Smart Cities : Digital Solutions for a More Livable Future, 2018

3.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경쟁력과 구축 노력
맥킨지 컨설팅은 동 보고서에서 도시 간의 스마트시티 수준을 평가한 바 있는데 서울의
경우 세 부분에서 다른 도시들에 비해 매우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물론 이러한 비교가 절
대적인 평가 점수는 될 수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수준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정보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의 경우 스마트시티 기술이나 응용수준에 대해서는 상
당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나 기술 인식이나 만족도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는 발달된 기술에도 불구하고 실제 스마트시티의 효과와 혜택을 실제 시민들이 제대로 느
끼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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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도시별 스마트시티 수준 평가
도시

스마트시티기술 수준
(37점 만점)

스마트시티응용 수준
(55점 만점)

기술인식/만족도
(30점 만점)

총점
(122점 만점)

서울

24.3

33.0

16.2

73.5

뉴욕

24.4

34.5

17.9

76.8

샌프란시스코

20.9

32.5

20.7

74.1

싱가포르

25.0

32.0

18.9

75.9

암스테르담

22.3

30.0

12.2

64.5

런던

17.7

34.5

15.0

67.2

베이징

19.6

27.0

24.2

70.8

도쿄

14.8

27.0

3.8

45.6

자료 : McKinsey & Company, Smart Cities : Digital Solutions for a More Livable Future, 2018

하지만 또 다른 스마트시티 평가에서는 한국도시들이 상당히 저조한 결과를 보이
고 있다. 스위스의 IMD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가 Singapore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Design 와 함께 조사한 결과로는 부산이 46위, 서울이
47위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 IMD 평가 Smart City Index 2020 결과

자료 : IMD, Smart City Index 2020

IMD 평가는 기술적인 요소보다 도시 생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한 것으로
서울의 경우 사회기반 환경 측면에서 대기오염과 교통혼잡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얻고 있
다. 이는 스마트시티 시설이나 기술에 대한 평가라기 보다는 ‘살기 좋은 도시’라는 스마트
시티의 최종성과물에 대한 평가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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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정보통신부가 유비쿼터스 시티 사업을 시작했고, 이를
계승한 국토부는 2008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유시티법」)을 제정하
여 유시티 사업추진을 본격화했다. 이는 도시 건설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 기반시
설의 건설을 명시하는 사실상 스마트시티의 기반을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유시티법」은 2018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1월 「스마트시티 추진전략」과 함께,
‘세계 스마트시티’ 선도모델로 국가시범도시 2곳(세종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두 곳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실제 스마트서비스가 구현되고 있는 지역
으로는 서울 마곡지구를 들 수 있다. 서울 마곡지구는 「유시티법」 이 제정된 2008년 이후
에 진행된 도시개발 사업으로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상당히 충실히 이행하고 있
다. 도시개발 단계부터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서비스가 고려되었고
2020년 12월 마곡지구 개발 사업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다. <그림 4>은 마곡지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스마트시티 관련 서비스 내역이다.
그림 4 마곡지구 스마트 서비스

자료 : 서울주택도시공사, Magok City Development Project (사업소개 자료)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곡지구 사업은 「유시티법」에 의해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와는 약간의 괴리가 있다. 많은 연구에서 「유시티
법」의 한계로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관련 기반시설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를 응
용한 스마트 서비스를 실제 시민들이 느끼고 경험하기엔 아쉬움이 많다. 더불어 구축한 기
반시설들의 운영이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실제 스마트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활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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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맥킨지 컨설팅이 제시하고 있는 한국 스마
트시티 수준 평가 중 사용자의 기술 인식 및 만족도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과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경쟁력을 평가하자면 기반시설이나 기술은 상당히 앞
선 수준으로 파악되지만 이러한 시설과 기술과 실제 이용자를 연계시키고 최종목표인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내기엔 부족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세종시와
부산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 사업은 이러한 경험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스마트시티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스마트시티 해외 수출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발전시키고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나름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성과과 경험으로 바탕으로 국내 도시
건설 경험과 지식을 해외로 수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해외도시 사업은 2000년대
중반이후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우리나라의 압축 경제성장과 도시성장을 벤치마킹하면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신도시 건설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는 일들도 많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다수의 공기업들이 해외 사업을 활성화하게 된다. 이는 국내 사업이 성숙기에
도달한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상승과
더불어 여러 개발도상국들의 관련 협조요청 증가와도 맞아 떨어진다. 이에 따라 국내
에서 도시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LH공사를 중심으로 해외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다.
2000년대 중반부터 국가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아제르바이잔 신도시 사업, 알제리 부이난,
하시 메사우드 신도시 사업, 남수단 신도시 개발 사업 등을 시도하게 되었고 한국국제협력
단 (KOICA) 자금을 활용한 다양한 도시개발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2016년 스마트시티를 7대 신산업 중에 하나로 선정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
는 한국형 스마트시티(K-Smart City) 수출 추진단을 구성하여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KIND) 의 K-City Network 사업을 통해 다양한
해외 스마트시티 건설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중이다.

5. 스마트시티 경쟁력강화 방안
도시는 다양한 기반시설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하나의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동시에 구축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신도시를 건설해본
경험과 기존 도시 운영의 경험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사업에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고민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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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온전한 스마트시티 국내 경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실제 스마트시티 구축
경험은 우리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며 사실상 「유시티법」 에 근거한 신도시 건설 경험을
활용하여 해외 스마트시티 사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다 보니 여전히 많은
해외 스마트시티 사업들이 실제로는 ‘유시티’에 유사한 도시건설 과정을 거쳐 진행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수요국가들인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기본적인 도시 기반시설
이 부족하므로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공급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를 ‘스마트시티’
사업이라고 부르기엔 아쉬운 점이 있다. 이는 곧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국내에서도 구체적이고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온전한 스마트시티를
완성하는 경험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야 한다. 이는 앞에서 맥킨지 컨설팅이나 IMD 평가한
결과와 같이 기반시설과 용용기술, 그리고 최종 사용자에 이르는 스마트시티 생태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살기 좋은 도시’ 라는 스마트시티의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종시와 에코델타시티의 스마
트시티 사업은 새로운 경험 축적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림 5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구성도

자료 : 2018-19 세종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백서, 2019

둘째, 운영 담당 주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기존 스마트시티 기반기술을 제대로 활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주체들의 사업 참여가 필수적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도시
스마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모빌리티 분야나, 물류, 교육 등의 분야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이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이나 공공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국내의 경우 이용자가 직접 경험하는 많은 스마트서비스들이 지자체에 의해 운영되
고 있는데 이들 지자체의 해외사업 참여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스마트시티 사업의
경우 대상지역이 도시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실제 도시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경험과
지식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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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스마트시티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마트시티는 하나
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고 이는 다양한 분야의 시설과 운영이 필요하다. 따라서 완전한 스
마트시티를 완성한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 실제로 국내에서 언급되었
던 해외 거대 신도시 사업들은 규모나 필요 자원, 여러 가지 행정절차로 인해 대부분 사업
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사업자에게 금융조달을 요구하는 현재의 해외건설시장
흐름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가 경제적 효과가 불확실한 거대 해외 신도시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으로 고려한다면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현실
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분
석을 바탕으로 해외 사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도시개발 과정을 살
펴본다면 주택공급과 교통시설, 에너지, 폐기물 처리 등의 도시문제들을 성공적으로 대응
해 왔다. 이러한 경험들을 어떻게 해외 사업과 접목시키고 사업을 형성할 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스마트시티의 효과 분석과 정리가 필요하다. 도시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공급자는 주로 정부나 지자체와 같은 공공이며 수요자는 일반 시민이라 할 수 있다. 스마트
시티의 건설을 담당하는 공공의 경우 ‘보다 나은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스마트시티 기
술의 유용성을 이해할 수는 있으니 실제 건설에 있어서 추가 비용이 투입이 적절한지 고민
할 수 밖에 없다. 선진국들은 여유있는 재원과 기술들을 활용하여 스마트시티에 대한 과감
한 투자가 가능하지만 가용 재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개발 주체들은 사업의 타
당성과 투입 재원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된다. 더구나 실제 이용자들인 시민들
이 이러한 스마트서비스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면 스마트시티에 대한 추가 비용 투입은
여전히 어려운 고민으로 남게 된다. 이는 국내에서 도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보다 활발한 스
마트시티 사업을 위해서는 스마트시티와스마트서비스에 대한 나름의 경제적 효과가 제시
되어야 한다.
다섯째, 스마트시티 건설과 운영의 융합이다. 스마트시티 사업에 있어서 넘어야 할 산 중
의 하나는 현실적인 수익 모델 창출이다. Project Financing 과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가 일반적인 사업 기본이 되고 있는 현재 해외 건설 시장을 고려할 때 기반시
설을 건설해주는 것으로는 수익성이 창출되기 힘들다. 특히 스마트시티의 경우 전통적인
토목/건축분야와 더불어 정보통신시설이 구축되어야 하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장기적
인 사업 모델이 없다면 민간부문의 공동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서비스에 대한 사업 모델들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다양한 플랫폼 사업에
대해 사회적 기여와 이익 창출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오히려 좁은 국내 시장을 벗어나 국내
스마트서비스 사업들이 해외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스마트서비스 모델들이
스마트시티 수출의 필수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새로운 스마트모빌리티 기술의 적극적 도입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도시 모빌리
티의 경우 자율주행차량, 전기자동차 및 UAM (Urban Air Mobility)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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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모빌리티의 도입은 기존 우리 도시의 형태를 완전히 바꿀 것
으로 예측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량은 도심의 주차장 수요를 줄이고 통근에 대한 근본
적인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전기자동차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전
통적 교통에너지 공급체계를 완전히 바꾸어야 할 것이며, UAM의 등장은 공중이동수단과
육상이동수단의 통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시기반시설과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토요타가 만들고 있는 우븐시티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스마트시티
를 디자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림 6 토요타 우븐시티 조감도

자료 : 스마트시티투데이, https://www.smartcitytoday.co.kr/news/articleView.html? idxno=20176

우리가 지금 스마트시티로 수출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이러한 미래 기술 보다는 전통적
인 도시 기반시설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수혜국 관점에서도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
모델은 아니며 이는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확립이라는 목표와 더불어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해외 수출이라는 측면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곱째, 마지막으로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과 스마트시티 사업의 연계이다. 앞에서
IMD 의 smart city index 2020 에서 서울이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대기오염과 교통혼
잡이 주요 요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여전히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량은 줄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로 인한 이상 기후와 이를 줄이기
위한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시기에 스마
트시티와 기후변화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노력과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도시 건설 사업과 스마트시티 사업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더구나 이를 문화와
환경이 다른 국가에 수출한다는 것은 국내 사업 보다 몇 배의 노력괴 비용이 필요하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시티 수출 사업은 단순히 도시기반시설과 기술을 수출하는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도시를 만들고 교류하는 것은 서로 간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계를 확장
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잠재적 시장이 확대되고 활동 영역이 커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세계에 대하 우리의 기여도가 높아지고 새로운 미래를 선도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K-BUILD저널 2021. 3분기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건설업계 영향 진단 및 제언
ESG 확산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
글로벌 ESG 투자 확대에 따른 지속가능한 해외 건설 및 인프라 산업 활성화
원자력과 신재생-ESS 에너지융합만이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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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건설업계 영향 진단 및 제언
정창구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장

지영구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책임연구원

I. 검토 배경
(파리협정과 감축 목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참여하는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여 전지구적 온실
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추진 중임
●

파리협정은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훨씬 아래
(well below)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의 제한을 목표로 함

●

모든 협정 당사국은 2050년까지의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2050 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LEDS)과 자발적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UNFCCC 1에 제출하였으며, 5년마다 각 당사국이 제출한
NDC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

1 유엔기후변화혁약(UN Framework
Convention Climate Change, UNFCCC)

- 캐나다, 멕시코, 미국, EU, 한국 등 30개국이 UNFCCC에 LEDS 및 NDC를 공식

은 온실가스 방출을 제한해 지구 온난화를

제출2한 상태임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동의한 협약이
며, 협약 당사국들은 1995년부터 매년 1회
UNFCCC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당사국
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를

(저탄소 전환 가속화) EU의 ‘유럽 그린딜’ 추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파리협정 재가입,

개최하여 국가 자발적 감축 목표(NDC) 이행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의 2060년 탄소중립 선언 등으로 국제사회의 저탄소 전환이
본격화 됨

점검을 실시
2 2021년 7월 16일 기준으로 제출된 장기전
략은 UNFCCC 웹사이트 (https://unfccc.
int/process/the-paris-agreement/

●

현재 EU, 캐나다, 한국을 포함한 약 50개국이 탄소중립 계획 수립 또는 관련법을
제정3하였으며 총 약 120여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추진 중

long-term-strategies)에 게재됨
3

Net Zero Tracker, https://eciu.net/
netzerotracker (2021년 7월 30일 검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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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은 친환경 비즈니스 전략 수립,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 중단 등 지속가능한 친
환경 경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탈바꿈 중

(EU의 ‘Fit for 55’ 패키지 발표)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며 2050년
까지 역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산업, 수송 등 주요 분야의 정책 추진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일명 ‘탄소국경세’ 도입의 청사진 초안을 담은 핏 포 55(Fit for 55) 입법 패
키지 발표 (‘21.7)

(우리 건설업계 영향)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해외 석탄발전 투자
국가로,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및 투자 관련 제반 여건 악화 및
건설기자재 사용 비용 상승에 대한 대비책 필요
●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2021년 7월까지 57억불(약 6조원, 9,592MW) 이상을 해
외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했으며, 현재 OECD국가 중 일본과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석
탄발전사업에 투자 중
-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 및 베트남 붕앙-2 사업에 대한 투자 결정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석탄 투자국이 될 것으로 예상
- ‘13년 이후 사업 중단 비율도 일본(109.2%), 중국(77%)보다 훨씬 낮은 42.1%에
불과

표 1 세계 및 한·중·일 해외석탄투자 현황 및 전망
세계

중국

일본

한국

현재 투자량(MW)

94,849

53,129
(56%)

21,308
(22.5%)

9,592
(10%)

투자 계획(MW) ('13~)

75,365

56,135
(74.5%)

4,600
(6%)

8,430
(11.2%)

추진 중단(MW) ('13~)

52,996

43,230
(81.6%)

5,023
(9.5%)

3,553
(6.7%)

신규계획 대비 중단 비율(%)

-

77%

109.2%

42.1%

주 : 해외정부 지원의 투자 또는 EPC 사업만 포함되어 있으며 상업은행 또는 대상국 정부 지원으로만 진행된 사업은 제외
자료 : Global Coal Public Finance Tracker (2021)

●

선진국 및 국제금융기관4의 연이은 석탄발전 투자 중단 발표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2021년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으며, 공적 금융 지원을 통해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참여했던 국
내 EPC 기업과 협력사의 향후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

EU의 ‘핏 포 55’ 패키지 도입은 탄소국경세 부과에 따라 철강, 시멘트 등 국산 및 EU역

4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브라질, 덴
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외국 건설 자재의 수입가격을 상승시킬 것으로, 이는 우리 건설기업의 EU 역내국 사업

등 11개국이 해외 석탄발전 공적금융 지원 중

추진 시 원가상승, 부품 수급난 등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관도 석탄발전 투

단을 선언했으며, 세계은행, 유럽투자은행, 아
자 중단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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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
1. 국제 동향
(국제 동향)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
에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97)’ 채택을 시작으로, 선진국·개도국
모두 참여하는 ‘파리 협정(Paris Agreement)(’15)’ 채택 후 포괄적 정책 방향으로’ 탄소
중립 (carbon neutrality)'을 선언 함
●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나머지 배출원은 흡수·제거(산림 사업
및 탄소포집 기술 등을 활용)로 상쇄하여, 배출 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純 배출량 ‘0’(넷제로, net zero)이 달성된 상태를 의미함 5

(파리 협정 목표) 파리 협정의 목표인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훨씬 아래(well below)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제한’을 달성하기 위해
서는 현재보다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수적이며 이에 대응하여 국제사회는 탄소중
립 목표 달성에 주목하고 있음
●

파리 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50년까지의 중장기적 에너지·기후 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저탄소 발전 전략(2050 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LEDS)을 ’20년
까지 UN에 제출함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보고서(2018)6에 의하면,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50년까지 탄소 중립 상태에 도달해야 하며 에너지,
토지, 수송, 건축 등 광범위한 산업 부문의 전환이 필요함

(국제사회 탄소중립 본격화) EU가 ‘유럽 그린딜’을 추진하며 적극적으로 글로벌 친환
경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美바이든 행정부의 파리협정 재가입(‘21.1.20), 세계 최
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의 ’2060년 탄소중립 선언‘ 등으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이 본
격화 됨
●

현재 EU, 캐나다, 한국을 포함한 약 50개국이 탄소중립 계획 수립 또는 관련법을 제
정7 하였으며 총 약 120여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추진 중

●

한국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으며, ‘21년 6월까지 탄소중립 시나리
오(복수안) 마련 후 ’21년 말까지 핵심 정책을 수립하여, ‘22~23년 국가계획 반영
예정

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 2050 탄소
중립. https://www.korea.kr/special/
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81562
6 IPCC. (2018). Special Report: Global Warming
of 1.5℃- Summary for Policymakers.
7 Net Zero Tracker, https://eciu.net/
netzerotracker (2021년 7월 30일 검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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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연합 (EU)
EU 집행위는 ‘19년 12월 발표한 ‘유럽그린딜’을 통해 ’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

▶

표를 세웠으며 6대 중점 분야 실행 로드맵 제안
▶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 탄소누출 위험이 높고 배출량 측정이 용이한 발전부문과 시
멘트·철강 등 에너지 집약 산업 부문에 우선 적용하는 관세 또는 배출권거래 형태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추진

1) 新 EU 집행위,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발표
(배경 및 목표) 新 EU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를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로 규정하
며 ‘새로운 성장전략(New Growth Strategy)’으로 ‘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 목표를
담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발표8
●

‘19년 12월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Ursula Von der Leyan)을 수장으로 한 新EU
집행위원회 공식 출범

●

新 EU 집행위는 6대 중점 정책으로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화 △공정무역환경 조
성 △유럽형 사회시장경제 구축 △유럽통합 확대 △민주주의 제시

●

이 중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순위 분야로 강조하며 이에 대한 개요를 담은 ‘유럽 그
린딜’ 발표 (‘19.12)

(유럽 그린딜 주요 정책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에
너지 △산업육성 및 순환경제 △에너지 효율적 건축 △지속가능한 운송 △친환경 식품시
스템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보존의 6대 분야에서 정책 로드맵 제안
표 2 유럽 그린딜 주요 정책 분야
분야

주요 내용

청정 에너지

해상풍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전략 수립 (‘20.9)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법 개정(‘21 예정)
회원국별 에너지 및 기후변화 계획 개선(‘23년까지)

지속가능한
산업

순환경제로 전환
재활용 가능 물질 및 제품 개발을 통한 관련 시장 규모 확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탄소배출 관련 정보 제공

자원효율적 건축

건물의 에너지 사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회원국별 중장기 전략평가 수립

지속가능한
수송

스마트 수송 전략 (저탄소 차량 전환 및 충전시설 확대)
해양·항공의 탄소배출권거래제 편입

친환경 농식품
관리체계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
친환경 기술·생산·소비 도입 및 촉진
식품분야 환경위험 평가 및 친환경 농식품 소비 촉진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 전략 및 실행계획 제안 (‘21년)
산림 및 어업 분야에서 자연훼손 방지책 마련
산림 조성 및 복원

자료 : European Commission (2019)

8 European Commission. (2020). A European
Green Deal. https://ec.europa.eu/info/
strategy/priorities-2019-2024/europeangreen-deal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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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기존 EU가 설정했던 ‘30년까지 40%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55%로 상향 조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후법(Climate Law)’ 제안(‘20.3),
탄소국경세 도입(’23) 등 적극적 정책 대응을 추진할 계획
* ‘90년 대비 55% 감축,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0 목표

(재원 조달 방안) 유럽 그린딜 추진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마련 수단으로 ‘유럽 그린딜 투
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및 1,000억 유로 규모의 ’공정전환체
계(Just Transition Mechanism, JTM)‘ 발표(’20.1)
●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은 그린딜 전체를 지원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 ‘30년까지 최소
1조 유로(약 1,400조원)를 조성하는 목표 제시

●

반면, 공정전환체계(JTM)는 기후중립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 의존도 높
은 국가 및 탄소배출산업 노동자들의 배재나 소외가 없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새로운 기술 교육 및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청정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투자를
지원

그림 1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

9

자료 : European Commission (2020)

●

공정전환체계(JTM)를 통해 최소 1,000억 유로를 지원하고, 공공 및 민간 투자자들
의 지속적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InvestEU10 적극 활용 예정

●

공정전환체계(JTM)는 총 3개의 재원조달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공정전환기금(Just Transition Fund): 공정전환기금에 EU예산 75억 유로가 투입
되어 총 300~500억 유로의 투자 창출
- InvestEU 프로그램의 공정전환 지원을 통해 최대 450억 유로 투자로 에너지·교통
인프라, 탈탄소 프로젝트 등의 기술에 자금 지원
- 유럽투자은행(EIB)의 공공부문 대출기관을 신설하여 공공부문 대출 우대조건 제공
으로 ‘21~’27년 동안 250~300억 유로 투자 지원

9 European Commission. (2020). A European
Green Deal. https://ec.europa.eu/info/
strategy/priorities-2019-2024/europeangreen-deal_en
10 InvestEU : ‘18년 EU집행위가 제안한 것으로,
InvestEU Fund, InvestEU Advisory Hub,
InvestEU, Portal로 구성된 EU 내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금융프로그램이며, InvestEU에
투입된 EU예산을 담보로 유럽 투자은행(EIB)
그룹과 협력 금융기관이 고위험 사업에 투자함
으로써 유치 가능한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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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억 유로)

EU 예산

InvestEU

회원국 출자
공동재원

ETS자금

공정전환체계

합계

5,030

2,790

1,140

250

1,000

10,210

자료 : European Commission (2020)

２) 유럽 그린딜 일환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추진
(개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란, 탄소
감축 노력으로 국내 산업이 부담하게 된 비용만큼을 수입국경세 부과(+관세), 수출국경세
환급(-탄소세) 등의 세(tax) 조정 또는 수입업자에게 배출권매입·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배
출권조정 조치를 말함11
●

CBAM이 도입되면 무역관세인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를 부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EU로 수입되는 제품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가 생산하는 제품
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임

(배경) 각국이 다른 수준의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발생할 탄소 누출(carbon
leakage)1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리협정 등 국제기후규범 미준수 역외국 제품에 탄소국
경조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level playing field) 조성
●

EU 역내 환경 규제를 강화할수록, 산업·기업은 ① 규제가 느슨한 지역으로 생산기지
이전, 혹은 ② 저탄소 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 등으로 생산 원가가 상승해 역외국
대비 불공정한 상황에 노출 됨13

(적용 방식) ① 탄소세*, ② 탄소관세, ③ EU 배출권거래제도(ETS) 확대 적용 등을 가능
한 옵션으로 검토 중
* 탄소세: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내는 세금이며, ‘90년 핀란드에서 첫 도입 후
스위스, 스웨덴 등 50개국 시행 중

●

하지만, 집행의 용이성, 기업 이중부담 문제(탄소세), WTO규범 불합치 우려(탄소관
세) 등 고려 시 배출권 거래방식이 유력할 전망

11 KOTRA. (2020). 유럽 그린딜 추진동향 및 시
사점.
12 산업·기업이 탄소 배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온
실가스 배출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 느슨한 국

(적용 대상) 탄소누출 위험이 높고 배출량 측정이 용이한 발전부문과 시멘트·철강 등 에
너지 집약 산업 부문에 우선 적용*
* 전기,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21.7,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 발표)

가로 이전함으로써 규제가 강한 국가의 배출량
은 감소하지만, 규제가 약한 국가의 배출량이
증가하여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지 않는
현상
13 KOTRA. (2021). EU 탄소국경조정세 논의동
향과 추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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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탄소국경세 추진 경과
●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EU의 움직임은 매우 신속하여 ‘20년에 도입 영향평가 및 이해
당사자 간 공공협의를 완료했으며, ’21년 내 관련 지침 발의 후 ‘23년 1월부터 본격
도입 예정

●

탄소국경세의 구체적인 실행안은 최종의결권을 보유한 유럽의회가 배출권 거래방식
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의회 보고서를 채택(‘21.3.10)함으로써, 대략적인 추진방향 유
추 가능하며, 입법안 통과 등으로 구체화될 예정임

표 4 EU 탄소국경세 주요 추진경과
시기

추진 주체

'19.12.11

EU집행위

유럽 그린딜 탄소국경세 도입 발표

추진 내용

'20.3.4

EU집행위

초기영향평가보고서 발간

'20.3.4.~4.1

EU집행위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논의방향에 대한 의견 접수

'20.7.22~10.28

EU집행위

이해관계자들과의 공공협의 진행

'20.9.16

EU집행위

집행위원장, ‘21년도 계획으로 탄소국경세 입법제안 발표

'20.10.7

유럽의회

ENVI*, 탄소국경세 보고서 초안 발표

'20.10.19

EU집행위

EU 집행위 ‘21년도 작업계획 발표(2분기 입법 예정)

'21.2.5

유럽의회

ENVI, 탄소국경세 보고서 채택

'21.3.10

유럽의회

의회 표결에 따라 자체 작성 탄소국경세 보고서(수정안) 최종 채택

'21.6.28

유럽의회

유럽 기후법(안) 승인

'21.7.14

EU집행위

12개 법안 패키지 ‘핏 포 55(Fit for 55)' 발표

자료 : KOTRA (2021),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 유럽의회 산하 ‘환경, 공공보건, 식량안전에 관한 위원회(Parliament's Committee on the Environment, Public Health and Food
Safety, ENVI)'

(추진 전망) EU집행위는 ‘21년 상반기 구체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지침
(Directive) 제안, 7월 입법안 발표 후, 유럽 의회 의결을 거쳐 ’23년부터 시행할 예정(3년
의 과도기간 후 ‘26년 본격 시행)

3. 미국
▶

미국의 탈탄소사회 조성은 연방정부의 리더십 부재로 성장에 한계가 있었으나, 바이
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보 가능할 것

▶

EU와 달리, 미국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행정부의 의지만 확인된 상태이
며, 미국 내 적용 중인 탄소세가 없는 상황에서 공화당 반대 및 WTO 불합치 문제
등으로 가까운 시일 내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1)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논의 배경
(국가 기후평가 보고서) 미국은 미국 지구변화 연구 프로그램(US Glob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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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rogram (USGCRP))의 일환으로 국회와 행정부에 ‘국가 기후평가 보고서
(National Climate Assessment)'를 4년 주기로 제출하고 있음14
●

USGCRP는 기후변화 등 지구의 환경변화 및 사회적 영향 등을 연구하는 연방정부
연구 프로그램으로, 13개의 연방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연구 협의체임

●

‘국가 기후평가 보고서’는 기후변화 영향조사·분석 및 예측을 목적으로 하며, ‘00년을
시작으로 ’18년까지 총 네 차례의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다음 보고서는 ‘23년에 출간
될 예정

(오바마 행정부)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에 소극적이던 미국은 美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경기부양법안(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마련, 기업평균연비
기준*(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 강화 발표 등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강조 함15
* 자동차 회사가 판매한 차들의 평균 연비를 제조 회사별로 기준치를 지키도록 하는 규정

●

오바마 정부는 7,872억불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마련하여 에너지 분야에 전체 부
양 규모의 약 8.4%인 총 650억불 투자에 서명

●

또한, ‘25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평균 연비 수준을 갤런 당 54.2마일
(리터당 약 23km)까지 개선하도록 규정(’12)하며 기업 평균연비기준 강화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거의 전
무하였으며, 주(州)·지방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
●

‘20년 4월 기준 총 13개 주가 100% 클린에너지 정책을 시행 중이며, 24개 주 내의
시·카운티 정부가 자체적 환경 기준 마련 함16

●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주는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
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뉴욕 시의 온실가스 저감 장기프로젝트인 80x50*, 캘리포니
아 주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Cap-and-Trade Program, CTP)** 등이 있음17
* 태양광 에너지장비 설치, 전기자동차 교체, ‘친환경건축법’ 제정 등을 통해 ‘50년까지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05년 대비 80%까지 감축하는 방안
** ‘13년 1월부터 의무화 되었으며, ’50년까지 ‘90년 대비 80% 감축을 목표로 하고 거래제 강화를 위해
’30년까지 12억 5천만불 투자 예정

●

탄소제로(carbon zero)를 선언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이슈를 마케팅 수단으
로 적극 활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음18
- 美최대 유통업체 중 하나인 월마트(Walmart)는 ‘2040년까지 글로벌 네트워크 탄
소 중립’ 선언
- 나이키(Nike)는 ‘2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 및 ’30년까지 글로벌 밸류체인
의 탄소배출 30% 저감 약속

14 KIEP. (2021).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
과 시사점
15 제주평화연구원. (20210). 오바마 정부의 기후
변화 정책 평가 및 전망
16 KOTRA. (2020). 미국의 탈탄소사회 계획 및 전
망.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
kotranews/782/globalBbsDataView.
do?setIdx=243&dataIdx=186336
17 KIEP. (2021).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방향
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18 KOTRA. (2020). 미국의 탈탄소사회 계획 및 전
망.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
kotranews/782/globalBbsDataView.
do?setIdx=243&dataIdx=186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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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바이든은 선거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을 발표하
였으며, △그린뉴딜(green new deal) △탄소세 및 탄소국경세 시행 등을 예고하며 ‘50년
까지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 중립을 달성할 계획을 밝힘19
●

‘20년 7월, 당시 민주당 바이든 대선후보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적 건물, 전기차
등에 2조불을 투자하여 ’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취임 100일 내 기후정상회의 개최 약속

●

또한, 대선 당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며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인프라 투자 등
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밝혔으며, 기후·환경의무 목표 미달성 국가에서 생산되는
탄소과다배출 제품에 대해 탄소조정세 혹은 쿼터(quarter)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음

●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으며,
‘21년 4월 22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40개국 정상을 초청한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를 개최하며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 제고를 모색함

2) 바이든 행정부 탄소국경세 도입 동향
(기후변화 대응) 바이든 행정부는 ‘21년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파리협정 복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보건·환경 정책 수립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
했으며, 1월 27일에는 재생에너지·전기차 산업 육성 및 녹색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 보여줌
* 트럼프 행정부 시기 ’19년 탈퇴 신청 후 ‘20년에 공식 탈퇴하였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21.1.20재가입 선언
** 원제: Executive Order on Protecting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and Restoring Science
to Tackle the Climate Crisis
*** 원제: Executive Order on Tackling the Climate Crisis at Home and Abroad

(탄소국경조정세 검토) 美무역대표부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는 ‘21.3月 의회에 제출한 통상정책 연례보고서를 통해, 주요 무역 정책 안건으로서 탄소
국경조정세(carbon border adjustments)를 검토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힘

( 美 도입 쟁점 ①) 미국 정치구도를 고려할 때, 탄소세 및 탄소국경세 도입에 관해 공화
당과 민주당의 의견 조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20
●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한 입법 및 녹색인프라 관련 법안 입
법을 시도하였으나 양당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음

●

양당 소속의원들이 50:50 으로 나뉜 상원의원에서 민주당이 재적 60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상원의 필리버스터링*으로 인해 법안 통과시키기 어려울 수 있음
* 미국 상원에서 법안, 수정안, 결의안 또는 기타 법안이 통과 시 최종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때 사용되는 지연 전술

19 KIEP. (2021).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
20 광장통상연구원. (2021). 미국과 EU의 탄소국경
세 도입 동향과 우리 정부 및 기업의 대응. Issue
Brief Vo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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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도입 쟁점 ②) 미국은 그 자체로 탄소가격이 없으며 탄소 가격을 부과하기 위해 초당
적 의회 지지를 얻어야 함으로 미국 내 탄소세가 시행되지 않는 現상황에서 행정조치로서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면, 해당 행정조치 포함 여러 환경 규제들에 관한 법원 분쟁이 증가
할 것이며, 결국 해당 행정조치 시행금지 또는 지연·무산 될 수 있음

(전망) 하지만, 역사적으로 미국은 위기 시 역외 기업들에 대한 높은 규제를 가함으로 자
국 산업을 회복시켰던 점을 감안하면 시행 시기의 문제이지 도입 여부에 대한 문제는 아닐
것으로 예상 됨

4. 일본
▶

일본은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 선언(‘20.10월) 후 경제산업성 및 관
계부처와 연계하여 ’2050년 탄소중립에 따른 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함(’21.6월)

▶

친환경 혁신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투자 유도, 전환금융 환경 조성 등 금융 지원 측면
에서 전환, 녹색, 혁신의 3대 영역에 대한 자금공급 촉진 계획을 수립함

◍ 일 경제산업성은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20.12.25에 발표한 ’녹색성장전략‘을 더욱 구
체화한 ’2050년 탄소중립에 따른 녹색성장전략‘을 ’21.6.18에 발표함
* 내각관방, 경제산업성, 내각부, 금융청, 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등 참여

(예산) 日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에 10년간 2조엔 녹색혁신기금을 조성
하고 중요 프로젝트에 민관이 협력하여 기술개발, 실증, 상용화까지 지속적인 지원 실시
- 기업 경영자의 참여 유도를 위해 정부의 2조엔 예산을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설비투자 15조엔을 유발
- 축전지, 해상풍력, 차세대 태양전지, 수소 등 탄소중립 중점분야에 대해 녹색성장전략
실행계획과 연동하여 중점분야별로 ‘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규제 및 제도면에서 지원

(세제) 기업에 의한 단·중장기 탈탄소화 관련 모든 투자를 강력 지원하여 10년간 약 1.7조
엔의 민간투자 창출효과를 기대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촉진세제를 마련
- 탈탄소화 효과가 큰 제품 생산 설비를 도입하는 기업에 최대10%의 세액공제 또는
50% 특별상각 조치 등 세제지원 실시

(금융) 금융시장의 규정 제정을 통해, 저탄소화·탈탄소화를 향한 혁신적 기술에 대한 투자
유치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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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본드 발행 지원체제를 정비함과 동시에 국제적 동향 및 발행실적을 바탕으로 가이
드라인을 개정하고 확대할 계획(‘20년 그린본드 발행액 최초로 1조엔 초과)

(규제개혁 표준화) 수소충전에 관한 규제 개혁, 재생가능 에너지가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분야의 운용규칙에 대한 재검토, 전기자동차의 확대를 위한 연비 규제, 이산화탄소 흡수 콘
크리트 등의 공공조달 등에 대해 검토

(국제협력) 국내시장 뿐 아니라 신흥국 등 해외시장 획득으로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직접투자, M&A를 통해 해외자금, 기술, 판로 경영을 도입

◍ 동 전략에 따라 정책적 지원을 총동원하여 지속적 성장과 혁신을 실현하여 ‘50년 탄소
중립사회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일본 정부는 ’50년 탄소중립을 선언(’20.10)하고, ’30년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로서 ’13년부터 46%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나아가 50% 감축을 향해 도전을
지속한다는 새로운 방침을 제시함(’21.4)

●

혁신 촉진을 위해 ①정책수단이나 각 분야 목표실현 내용 구체화 ②탈탄소 효과 외 국
민생활의 이점 제시와 같은 두 가지 관점에 중점을 두고 전략을 구체화함

●

예산, 세제, 금융, 규제개혁 및 표준화, 국제협력 등 주요 정책요소 및 해상풍력·태양
광, 수소, 차세대 열에너지, 반도체 등 14개 주요분야별 실행계획 포함

그림 2 일본 탄소중립에 따른 녹색성장전략, 성장이 기대되는 14개 분야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ICT정책·기술 동향 No.194(‘21.7.9)

●

녹색성장전략에서는 예산, 세제, 규제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으로 약 240조
엔의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빠른 정책효과 달성을 계획

●

또한, 글로벌 시장과 세계의 ESG 투자를 고려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해 세계 환경 관
련 투자금 약 3,000조엔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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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EU의 핏 포 55(Fit for 55) 주요 내용

EU 집행위는 2019년 12월 발표한 ’유럽그린딜‘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

▶

성 목표를 세웠으며 6대 중점 분야 실행 로드맵을 제안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생산제품보다 탄소배

▶

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담은 ‘핏 포
55(Fit for 55)’ 입법 패키지 발표

(CBAM 추진 경과) CBAM 도입을 위한 EU의 움직임은 매우 신속하여 2020년에 도입
영향평가 및 이해당사자 간 공공협의를 완료했으며, 2021년 7월 ‘핏 포 55(Fit for 55)'라
는 입법 패키지로의 구체화 후 현재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
●

(유럽 의회) 자체 작성한 탄소국경세 관련 보고서 결의를 통해 집행위에 입장 전달 및
유럽 기후법 승인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

(핏 포 55 개요)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
이기 위해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및 공공협의를 통해 세부 실행 계획 및 12개 관련 법안을
담은 ‘핏 포 55(Fit for 55)' 입법 패키지 발표(’21.7.14)

(주요 내용) EU의 정책 방향은 크게 1) 온실가스 배출권(ETS) 적용범위 확대, 2) 오염원
에 대한 탄소가격과 세금 부과, 3)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등 세 가지로 나뉨
●

(온실가스 배출권 적용 범위 확대) 육상 운송 교통과 건물 부문에도 별도의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예정이나, 자동차 휘발유 요금 및 건물 난방비 상승이
취약계층 및 생계용 운송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본 내용은 유럽 내
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음

●

(오염원에 대한 탄소가격 및 세금 부과)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등의 수입
품에 대해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고 EU ETS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국가들은 EU의 탄
소가격을 반영하는 ‘탄소 크레딧’을 구입해야하나, 2026년 적용 시까지 세계 각국과
의 무역 마찰이라는 벽을 넘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은 매년 3%
의 건물을 개보수 해야 하며 저탄소 연료 전환, 기기 설비 효율 개선 및 건물 외피 성
능 개선 등 고효율 기술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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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핏 포 55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Emission Trading Scheme (ETS)

- 탄소 감축량 확대 (기존 1990년 대비 40%→55%)
- 항공 부문 점진적 무상할당 비율 축소 후 2027년부터 전부 유상할당
- 해상 운송 ETS 신규 적용
- 육상 운송 및 건물 부문에는 새로운 ETS가 적용될 것

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

- 2030년까지 3.1억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해당하는 천연 흡수원 확보
- 2030년까지 유럽 전역에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

Renewable Energy Directive (RED)

-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확대 (기존 목표 2030년 발전량 기준 32%→40%)
- 바이오 에너지 및 수소 에너지 확대 강조

Energy Efficient Directive (EED)

- 2018년 개정된 에너지 효율 지침을 법적 의무로 만들 계획
- 공공 부문은 매년 3%의 건물을 개조하여 에너지 사용을 절감해야함

Energy Taxation Directive

- 연료와 전기의 에너지 함량과 성과에 기초해 새로운 세율 구조 도입
- 에너지 세율 적용 범위에 더 많은 상품을 포함시키고 현재의 면제 및 감면 대상 축소
(항공 산업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등유와 해양산업에서 사용되는 중유에 대한 EU 내
에너지 과세에서 완전 면제 폐지)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

- EU 지역 생산 제품과 수입품 간의 탄소 가격 공평성 확보 및 탄소 누출 방지를 위함
- 원칙적으로 EU 역외 모든 국가가 해당됨
- 탄소배출량이 많은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등 5대 부문 에 적용하며,
2023년부터 시범 시행해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시점은 2026년으로 계획
- CBAM 적용 품목 수입업체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해당 제품의 수입물량에 맞춰 사전에
'CBAM 인증서'를 구매

Stronger CO2 emissions standards

-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 주요 고속도로에 전기차 충전소 (60km 간격), 수소차 충전소(150km 간격) 설치 의무

자료 :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임팩트온 뉴스(2021.7.16.) 21

IV. 한국 건설업계 영향 분석
▶

건설업계는 국내외 금융기관의 석탄발전 사업 금융지원 금지 조치 등으로 투자개발
형 및 PF 사업 재원조달 문제를 포함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운영 및 투자 관련 제
반 여건이 악화될 전망

▶

한국은 석유화학·철강 등 주요 수출 업계에 직·간접적 영향이 클것으로 예상되며,
EU·미국 등이 모두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면 ‘30년 국내 기업의 해당 국가에 대한
탄소국경세는 1.8조원에 달함

1. 석탄발전 사업 투자여건 악화
22
◍ 석탄발전은 ’17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27% 를 차지하는 온실가스 최대 배

출원으로, 탄소국경세 도입 시 탄소집약도가 높은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운영 및 투
자 관련 제반 여건 악화 예상

21 임팩트온. (2021.07.15). 유럽연합, ‘Fit for 55'
발표 -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 대혁명 시작
하다. https://www.impacton.net/news/
articleView.html?idxno=2151

◍ 핏 포 55 정책이 도입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은 석탄 및 석탄 발전 관련 산업이

22 그린코리아. (2021.5.28). “우리 지역에도 석탄발

며,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로 온실가스 거래가격이 상승하면 석탄발전소의 수익은 하락

greenkorea.org/activity/energy-conversion/

하고 투자 리스크는 상승 할 것으로 예상

전소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http://www.
power/88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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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Post 23의 분석에 따르면 온실가스 1톤당 배출권 가격이 1달러 상승하면 석
탄발전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0.1%로 하락(리스크 없는 경우 연간 석탄 발전소 투자
수익률을 평균 4.3%로 가정)하게 되며, 온실가스 가격이 톤당 3달러 상승할 경우 투
자 수익이 -12.8%까지 하락

◍ EU의 핏 포 55 도입을 대비해 각국 정부의 탈석탄 정책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온
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석탄발전소의 조기퇴출에 따른 기존 사업에 대한
수익률 악화는 불가피 할 것
●

(세계) 2017년 설립된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에 가입
한 국가와 지방정부는 각각 41개국, 39개로 지속 증 가하는 추세임. 우리나라도 7개
(서울, 인천, 제주, 대구, 강원도, 경 기도, 충청남도) 시·도가 가입되어 있음

●

(유럽) 유럽에서 가장 많은 석탄화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독일은 모든 석탄 발전소를
2038년까지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법으로 제정했으며, 영국과 프랑스 모두 탈석탄을
선언

표 6 주요국의 석탄발전 폐쇄 정책 및 금융 규제
금융규제

전기공급에서

국가

탈석탄
연도

남아있는
발전소

탈석탄 선언 후
폐쇄된 발전소

석탄화력 비율

MDB

NDB

영국

2024

4기/6,328MW

8기/14,428MW

8%

O

O

독일

2038

68기/47,430MW 14기/6,218MW

36%

O

O

프랑스

2022

6기/3,240MW

0기/0MW

2%

캐나다

2030

14기/8,695MW

1기/326MW

8%

ECA

O

O
O

주 : MDB(다자개발은행), NDB(국가개발은행), ECA(공적수출신용기관)
자료 : Europe Beyond Coal (2021), 그린피스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 (2021)

●

그림 3 미국의 연도별 석탄화력 폐쇄 용량
비교

(미국) 오바마 행정부 8년간 폐쇄된 석탄 발전 폐쇄 용량은 44.6GW에 달하며, 석
탄발전에 우호적인 트럼프 행정부 시기도 41.3GW의 발전소가 폐쇄됨. 바이든 정부
도 공적금융기관의 해외 석탄금융지원을 전면 금지하는 등 탈석탄 정책 추진 중

◍ 해외 주요국은 자국의 석탄 발전소 조기폐쇄 뿐만 아니라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금융지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으며, 다자개발은행부터 국가개발은행, 개발금융기관,

자료 : 그린피스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 (2021)

수출신용기관, 연기금까지 석탄 투자 규제 움직임이 확대될 것
●

다자개발은행의 탈석탄 행보는 2013년 세계은행(WB)과 유럽투자은행(EBRD)이 특
24

별한 조건 을 제외하고는 석탄 금융지원을 중단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됨

23 Energy Post. (2020). A detailed real-world
cashflow analysis.
24 계속사업,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친환경 고효율인
초임계 기술 등 저탄소 기술이 적용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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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공적금융기관의 석탄금융 중단 선언에 이어 민간금융기관에서도 탈석탄 흐름이
점점 거세지고 있음
●

모건스탠리, 씨티뱅크, 나티시스은행 등 글로벌 금융기관은 2015년에 탈석탄을 선언
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10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사 중 39개 금융사가
탈석탄 정책을 발표함 25

◍ 우리나라도 기존에 허가·건설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외 추가 도입은 없으며, 원칙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허가를 중단했으며 ‘34년까지 30기의 발전소를 폐쇄할 예정임

◍ 삼성물산은 ‘20.10.27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석탄화력발전 관련 사업에 투자, 시공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참여하지 않고 기존 추진 사업은 순차적으로 종료·철수할 계획이며 친
환경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것을 선언함. 또한 주요 건설사들도 속속 탈석탄 및 친환경 경영
정책을 발표·검토하고 있음

◍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사업 포트폴리오 강점 중 하나인 석탄화력발전 분야의 진출
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해외건설산업 경쟁력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탄소저감 등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을 구축하여 친
환경에너지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축에 힘써야할 것임

2. 원가 상승, 건설 자재 수급난 등 경쟁력 하락
◍ 탄소국경세는 자국 기업이 아닌 다국적·수출 기업이 대상인 국제조세이기에 수출 주도
인 한국경제에는 직·간접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

한국은 제조업 부문에서 탄소 순수출국으로 분류되고, EU의 이번 CBAM 입법안에
대상 산업으로 선정된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 분야에 탄소국경세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국회입법조사처26는 탄소국경세 도입과 관련하여 “탄소배출이 많은 한국의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 수출사업의 제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줄
이기 위한 추가 기술·설비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생산 단가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하
락의 우려가 있다”고 밝힘

25 IEEFA(2019). Over 100 Global Financial

(예상 탄소국경세) EY한영에서 발간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주요 수출국인 EU·미국·중국이 모두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면,
‘23년 국내 기업이 해당 국가에 지급해야 할 탄소국경세는 약 6천억원, 탄소세가 강화되는
’30년에는 1.8조원에 달할 것이라 예측

27

Institutions Are Exiting Coal, With More to
Come
26 국회입법조사처. (2020). 2020 미국대선 결과
분석
27 EY한영. (2021).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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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주요 3개국 탄소국경세 전망치

간 단축, 공사기간 증가, 각종 규제의 강화와 함께 자재비 등 건설비용의 증가를 야기함
●

EU의 ‘핏 포 55’ 패키지 도입은 탄소국경세 부과에 따라 철강, 시멘트 등 국산 및 EU
역외국 건설 자재의 수입가격을 상승시킬 것으로, 이는 우리 건설기업의 EU 역내국
사업 추진 시 원가상승, 건설 자재 수급난 등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V.

시사점 및 제언

28

자료 : 서울경제 (2021)

제언: 석탄화력발전 등 기존 에너지 시스템이 발생시키는 환경적 폐해를 극복할 수

▶

있는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심화해 목표를
체계적이고 명료하게 제시. 또한 에너지 전환정책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보완하
기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
적절한 에너지 전환정책 마련을 위해 정부의 대외 협상 추진, 신재생에너지로의 사

▶

업 전환, 저탄소 기술개발 투자확대 및 지원, ESG 경영 실현 등을 고려해야 함

1. 에너지 전환정책 마련 등 정부의 역할
◍ 석탄화력발전 등 기존 에너지 시스템이 발생시키는 환경적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친환
경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심화해 목표를 체계적이고 명료하
게 제시하고, 에너지 전환정책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또한, 적절한 에너지 전환정책 마련을 위해 정부의 대외 협상 추진이 절실함. 예를 들
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누출 방지에 일부 기여
할 수 있으나 EU역외국에 상대적으로 많은 무역비용 부담을 지우고 상품의 경쟁력을 하락
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EU역외국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탄소가격에 각 원산지의
시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우려도 있음
●

이에 대한 EU의 방어논리, WTO 합치성 문제, 주요 이해당사국들의 입장, UNFCCC
등 국제 다자채널의 입장 등을 모니터링하여 우리나라의 입장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
여 탄소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나라에 유리한 상황 유도

●

EU와 탄소국경세 관련 법률적·제도적 측면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하여 탄소국
경조정이 또 다른 통상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신재생 에너지 사업 전환
◍ 세계 주요국은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경기부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도입 및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28 서울경제,. (2021.3.21). “韓 기업, 탄소국경세
도입 땐 2030년 1,8조 내야“ https://www.
sedaily.com/NewsVIew/22JW9CL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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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세계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2019년 26.6%에

표 7 전세계 원별 발전비중 전망

(단위 %)

서 2030년에는 38.2%, 2040년에는 46.9%까지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조적

구분

2019년

2030년

2040년

으로 같은 기간 석탄은 36.6%→28.3%→22.4%로 그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

재생에너지
(수력 제외)

26.6
(10.6)

38.2
(22.7)

46.9
(32.1)

석탄

36.6

28.3

22.4

원자력

10.4

9.4

8.6

로 전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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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재생에너지협회(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에
따르면 ‘18년 대비 ‘50년의 태양광 발전비용은 최대 60%($96/MWh → $38/
MWh), 풍력은 최대 27%($55/MWh →$40/MWh) 감소할 것으로 예상

자료 : IEA, 2020, 산업통상자원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 또한 수소분야(신에너지)는 재생에너지의 저장수단이자, 수송연료·열·원료 등 다방면에
활용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19.1)’을 수립하여 2040년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제시함

그림 5 탄소중립 경로에 따른 2030년까지
주요기술 확대 추이

◍ IRENA는 신재생 에너지의 공격적 보급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전기화 추진이 파
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의 90% 가량을 담당할 수단이라고 언급함

◍ 재생에너지 중 해상풍력 분야는 향후 10년간 국제 시장 규모가 현 수준의 약 10배가량
성장할 전망으로 수출 잠재력이 크며, 수소분야는 아직 초기단계로 시장 선점을 위해 각국
에서 수소생산·공급·저장·활용 등의 원천기술 개발 및 생태계 조성 경쟁에 돌입한 상태임

◍ 우리나라도 ‘20년 7월 그린뉴딜 전략 발표 및 ’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신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장기목표를 제시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친환경 신재
생에너지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29
◍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발표한 보고서 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현재 태양광/풍력 발전 생산량은 ‘20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해야하고 전기차
는 세계 차량판매 비율이 5%에서 60%수준까지 18배 이상 증가해야 하며, 에너지 원단위
(Energy Intensity)30는 매년 4% 이상 감소해야한다고 분석하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
자가 세계 경제성장을 끌어올릴 것으로 2030년 세계 경제규모는 ’20년 대비 40% 커질
것으로 내다봄

◍ 이러한 시대 상황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사업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향후
석탄화력발전 사업의 급격한 감소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기회의 증가에 따라 우리 해외건설
기업들도 신재생에너지 전담팀을 구성하고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기술개발에 투자를 증대

자료 : IEA, Net Zero by 2050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Sector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함
29 IEA, Net Zero by 2050 A Roadmap for the
●

그린뉴딜 G2G 협력사업 추진, 민관협력(PPP)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를 확대하고 국
산 기자재 및 협력업체와 동반진출을 도모해야 하며, 정부의 그린에너지 ODA와 연
계하거나 다자개발은행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Global Energy Sector
30 에너지 원단위(energy intensity), 에너지 소비
량을 GDP로 나눈 값으로 일정 부가가치를 생산
하기 위해 투입된 에너지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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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SG 경영 실현
◍ 최근 코로나19의 발생, 폭염 및 한파, 폭설 등 이상기후 발생 등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
과 책임이 높아지고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과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 및 중요
성이 증가하고 있어 비재무적 3가지 핵심요소 Environment(E, 환경), Social(S, 사회),
Governance(G, 지배구조)가 주목 받고 있음

◍ 주요 기업들이 ESG 경영을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부터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ESG 공시가 의무화되고,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될 예정임

◍ 국내 건설사들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분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건설현장
의 디지털화 및 안전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SK에코플랜트 –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력, 하수·폐수 처리 전문 종합 환경
기업 EMC홀딩스 인수, 미국의 블룸에너지와 합작 법인 설립하여 친환경 연료전지
생산 추진,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

한화건설 – 영암, 제주, 양양 등에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는 등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친환경사업 본격 추진, 육·해상 풍력발전 디벨로퍼 역할에 주력할 예정, 협력업체와
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로 상생경영 추진 등

●

GS건설 – 세계적인 수처리 기업 GS이니마를 필두로 해수담수화사업 및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 유럽 선진 모듈러 업체인 단우드社와 엘리먼츠社를 인수하
며 모듈러 사업 본격화로 건설폐기물과 탄소배출 저감, 2차전지 배터리 재활용 사업
해외 태양광 지분 투자형 사업 등 친환경 사업 추진 등

●

현대건설 – 기술 개발, 구매, 운송, 시공, 철거 및 운영에 이르는 사업 수행 전 과정에
대한 환경에너지경영 관리체계 마련,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플랜트 등 신시장으로 진
출 확대하고 배출권 거래제에 대응하는 등 친환경경영 선도 추진

●

대우건설 –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 수소연료전지 융복합형 발전사업 추진, 이산화탄
소 포집 및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건설소재로 활용하는 기술인 DECO2 개발로 온실
가스 감축 및 재활용을 확대할 계획

●

포스코건설 – 중장기 탄소감축 로드맵 수립, 신규 석탄화력 발전 참여 중단 등 환경과
미래가치 고려한 사업전략 구축, 건설업에 특화된 ESG 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협력사
들의 ESG 경영역량 지원, 저탄소·친환경 자재 등 녹색제품 구매 확대, 스마트 컨스트
럭션 활용 현장안전 강화 등 추진

●

삼성물산 – 북미 지역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진출 모색, 바이오연료 공급 사업 및
전기차 배터리 소재 분야로 사업 확대, 국내 비금융사 최초로 탈석탄 선언 후 액화천
연가스 및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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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ESG 경영 개요

자금지원 및 사업 입찰 참여권을 획득할 수 있고 ESG 경영의 확대를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 정부는 객관적이고 공개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ESG를 평가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
는 ESG 우수기업에게 세제 혜택이나 경영평가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등을
마련하여 기업의 ESG 경영 참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4. 저탄소 기술 개발 투자 확대 및 지원
◍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기술 개발 기업에 보증을 지원하
거나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지원하며, 공공조달에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및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 전 세계 탄소배출량에서 건설에 사용되는 건자재와 건설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은
11%이며, 건설된 건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은 28%에 달해 건설산업에
서 발생되는 탄소배출량의 저감을 위한 저탄소 기술 개발 투자 확대 및 지원이 절실함

+

31

◍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도 마찬가지로, 결국 향후 탄소배출 절감에 성공하거
나 저감기술이 있는 기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
●

일례로, 건설자재 및 건설 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배출을 시각화하고 측정하여 탄소
배출을 관리·저감할 수 있는 EC3(Embodied Carbon in Construction Calculator)
툴을 스칸스카 USA, C Change Labs,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이 공동 개발

※ 기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달성

하여 무료 공개한 바 있음(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건물 리모델링에 최초 적용하

하기 위한 3가지 요소로 주목받고 있음

여 총 탄소배출량 약 30% 저감함) 32

◍ 실적이 부족하여 해외 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신사업 모델에 대해 실증사업을 지원

※ 기업 경영 및 기업 가치 평가의 핵심 가치로
부상하고 있음
자료 : KPMG

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에 대한 해외진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해야 함
●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목표에 협력하여 민간과 정
부가 합동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저탄소 기술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해 나가야 함

31 전 세계 부문별 탄소배출량, Global Alliance for
Buildings and Construction, 2018
32 https://www.dezeen.com/2020/02/21/
embodied-carbon-in-constructioncal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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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확산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서론
최근 최근 공공, 민간을 가리지 않고, ESG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ESG에 대한 기업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로 상반되고 있다.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
는 경영환경 속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로서 받아들이거나, 금융계에서는 새로운 투자의 기
회로서 받아들이기도 한다. 반면, ESG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서 핵심영역인 환경이
나 지배구조 등이 기업 및 산업 활동에 새롭거나 강화된 규제로서 받아들여지기도 하며, 기
업의 생산, 영업활동에 있어 새로운 경쟁요인으로서 등장하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 ‘세계지
속가능투자연합(GSIA)’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ESG 투자 규모는 2020년 상반
기 40조 5,000억달러 규모였으나, 2030년에는 130조달러, 한화로 15경 2,000조원에 이
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최근 ESG에 대한 관심이 단기 유행보다는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이슈임을 잘 보여준다. 또한, ESG에 대해 정부는 물론,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기존
많은 경영이론처럼 일시적인 유행으로 그치지 않고, 국가 간, 기업 간 다양한 측면의 광범위
한 투자 및 규제로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SG는 기업경영의 한 트렌드를 벗어
나 지속가능경영의 구체적인 경영평가요소, 경영기법 혹은 경영활동으로서 자리잡게 될 것
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비재무적 요소로서 고려되었던 가치 평가기준들이 재무적 요소와 더
불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자 도구로서 향후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ESG에 대한 관심은 건설산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
다. ESG를 구성하는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등은 건설산업의 시장 및 생산, 유통 등
전반에 있어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건설기업들이 앞다투어 에너지 및 친
환경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어느 건설기업은 회사의 사명까지 변경해나면서 환경친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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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특히, 건
설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사업내용 및 사업금융조달 등에 있어 ESG가 많은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측되며, 건설기업의 가치에 대한 평가에 있어 ESG는 중요한 가치의 평가기준으로
자리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ESG의 확산으로 우리 건설산업이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서 변모하고, 국가와 사
회가 요구하는 투명성을 갖추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국민을 비롯한 건설산업을 둘러싼
많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어야 과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현안이 되었다. 아울
러, 건설기업은 지금까지 단편적이고, 형식적으로 다루고 있던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의 투명성 등에 대한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고의 의사결정체계로 끌어올리
고, 최우선 경영철학이자 경영원칙으로 정립,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ESG의 개념과 이슈의 등장 배경
(1) ESG의 개념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ESG는 최근 등장하는 경제학, 경영학의 신 용어들이 그러하듯
이 경제, 경영 분야의 새로운 흐름이자 패러다임으로 기업경영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이슈
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경영철학이자 하나의 이론이면서, 구체적인 실천 및 실행을 포함하
는 경영기법으로 정의되고 있다.
ESG란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UNGC(UN Global Compact)가 2004년 발표한
‘Who Cares Win’의 공개보고서이다. 사전적인 개념으로서의 ESG는 Environmental(환
경)의 ‘E’, Social(사회)의 ‘S’ 그리고 Governance(지배구조)의 ‘G’의 약자로서 환경과 사
회 그리고 지배구조에 대한 기업경영 및 산업 차원의 패러다임이자 이러한 영역들에 있어
하나의 기준이자, 구체적인 실천 및 활동으로서 이해된다.
ESG의 ‘환경’과 관련된 이슈에는 기후변화, 탄소 배출, 환경오염 및 유
해물질 배출 그리고 최근 관심인 ‘그린’ 관련 각종 정책 및 제도 등이
포함된다. ‘사회’와 관련해서는 기존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서 다루는 인권, 노동, 고용 평등 및 다
양성, 지역사회 등이 포함된다. ‘지배구조’는 기업윤리, 이사회, 소
비자권리, 임원 도덕성·보수, 공정거래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기업에 있어 수익, 이윤, 비용 등 재무적인 성과
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비재무적인 성과라고 일컬어진다. 결국, ESG
는 기업경영에 있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들에
대응하여 경영목표로 삼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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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SG 이슈의 등장 배경
그렇다면 왜 ESG가 기업은 물론, 산업 더 나아가 경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먼저 많은 경영이론이나 원칙 등이 기업의 경영방식으로 채택되느냐 혹은 되지 않느냐가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ESG는 기업에 있어 구속력을 갖는 규제요
인이자 지속 가능한 경영 및 기업 존속을 위해 넘어야 할 필수적인 경영과제로서 작용한다
는 측면에서 이전 경영이론이나 원칙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이와 함께 산업 차원에서도 이슈이기도 하다. 단순히 기업 단위의 경영 현안이면서도 정
부 차원의 산업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 간의 거
래뿐만 아니라 국가 간 거래,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으로서 한 국가의 산업정책 더 나아가
경제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다른 많은 경영이슈보다 관심이 높은 것은 ESG가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내용적
범위가 다각적이고, 광범위하며 장기적이라는데 있다. ESG의 구성요소인 환경, 사회 그리
고 지배구조의 이슈는 최근 갑작스럽게 등장했다기보다는 과거부터 지속적인 기업경영 및
기업활동의 중요한 고려요소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ESG의 역사는 매우 길다. 환경 이슈만
하더라도 기업의 환경친화적 경영은 오래된 이슈였고, 기업의 생산, 유통 단계에서 직면하
는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응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기업의 사회
적 이슈도 마찬가지다. 90년대 말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등장하기 시작
한 사회적 책임(CSR)의 개념은 노동, 기업 투명성 등의 사회적 이슈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환경, 경제 부문을 통합하며 그 개념적 확장이 지속되고 있다.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도 오
래전부터 ‘기업윤리(Business Ethics)’의 중요한 영역으로서 이사회 등 지배구조의 건전
성 및 투명성, 공정한 거래문화 등 많은 이슈들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ESG의 확산은 사람들의 가치관의 변화라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그 배경에 있다. 즉, 이전보다 자연보호, 생태계 보존, 인권, 평등, 다양성 등 사람들의 가치
가 다양해지고 있고, 이러한 가치를 훼손하는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는 것
이다. 이렇게 다양해지는 가치들이 ESG의 핵심요소들과 직,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3) 국내외 ESG의 발전과정과 동향
전 세계적인 ESG의 확산은 국제연합(UN)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2015
년 9월, UN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함
으로써 기존 국제사회 공동 이행목표였던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대체하고 2030년까지 인류 보편적 문제와 지구 환경문제, 경제사회문
제 해결을 위한 목표를 설정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
가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및 기업의 ESG 관련 의무 강화 및 투자가 확대되고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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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활동 및 경영전략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시대의 도래, 코로나 19
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환경에 대한 관심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서 기업들은 새로운 경
영환경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경영에 목표를 둔 기업들에 있어 ESG
경영이 새로운 경영의 패러다임이자 규칙으로서 자리잡고 있는 양상이다.

유엔 책임투자 6대 원칙
1. 우리는 ESG 이슈들을 투자 분석 및 투자 의사결정 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2. 우리는 투자 철학 및 운용 원칙에 ESG 이슈를 통합하는 적극적인 투자자가 된다.
3. 우리는 투자 대상에서 ESG 이슈들의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4. 우리는 금융 산업의 책임투자원칙 준수와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5. 우리는 금융 산업의 책임투자원칙 이행에 있어서 그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6. 우리는 책임투자원칙 이행에 대한 세부활동과 진행사항을 외부에 보고한다.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과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세계
적으로 많은 금융기관이 ESG 평가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2000년 영국을 시작으로 스웨
덴, 독일,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ESG 정보 공시
의무 제도를 도입했다. UN은 2006년 출범한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을 통해 ESG 이
슈를 고려한 사회책임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상장기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기후 관련 재무 데이터의 의무
공개를 결정했으며, 홍콩도 2025년까지 기후변화가 경영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의 의무공
시를 요구하고 있다. EU에서는 2021년 3월에 유럽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를 세계 최초로 시행,
투자 대상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성차별, 대량살상무기 등 사회적 대응 등 18개 항목을 공
시대상으로 의무화했다. 다소 대응에 늦었던 미국에서도 ESG 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을
최근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ESG 공시 의무화가 도입되며,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
장사로 확대된다고 발표하였다. 2021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K-ESG지표 초안을
최초로 공개하였는데, 국내외의 기관들에서 사용하는 13개 지표를 바탕으로 하여 핵심 문
항을 중심으로 마련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금번 발표된 K-ESG지표를 각계의 충
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2021년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지표를 발표할 방침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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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환경·사회·지배구조 지표 초안
분류
정보공시
(5개 문항)

분류

세부내용

세부내용

정보공시

지속가능경영 정보공
개 방식, 사업장범위,
목표

환경경영
정책

환경정책 및 조직,
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책임
경영정책

사회책임경영 전략 및
목표 등

환경경영
성과

친환경 비즈니스, 폐기물 배출량 등
환경경영 성과, 이해관계자 소통 등

임직원

임직원 다양성, 채용 등

환경경영
검증

협력업체 환경경영 지원 등

법규 준수

환경 법규 위반

환경

사회
(22개 문항

(14개 문항)

인적자원
관리

임직원 교육,
역량 개발 등

근로환경

사업장 안전 관련
사항 등

인권

인권정책, 교육 등

이사회

협력사

공급망, 동반성장
관련 성과 등

주주

지역사회

지역사회 사회공헌
참여 및 활동 등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현황 등

법규준수

사회 부문 법규 위반

지배구조
(20개 문항)

소유구조

이사회 다양성, 활동 등
주주권리, 배당 등
소유구조 등

윤리경영 및
윤리경영 및 반부패, 준법 현황 등
반부패
감사
법규준수

감사기구 관련 등
지배구조 위반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1.4.22.)

(4) ESG에 대응한 국내 주요 산업의 대응 동향
산업계 전반에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확산하는 가운데 2021년 5월 현재, 60개 이상
의 기업이 관련 위원회를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가 경영평가의 주요 지표로 떠오른
데 이어 소비자들의 관심까지 높아지는 상황에 발맞추기 위한 행보로, 이 같은 ‘ESG 열풍’
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SG 확산에 따라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곳은 금융산업이다. UN에서도 ESG,
환경을 언급하면서 금융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금융이 자금을 공급하고 산업구조를 개선하
는 역할을 하고, ESG 실행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제적으로
“녹색 금융”에 대한 다각도의 활성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고, 녹색 금융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한금융지주’에서는 발 빠르게 ESG 경영을 위한
조직 구동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SG 경영을 내재화한 조직체
계를 완성하고 개별 그룹사의 실행 단계를 앞둔 'ESG 3.0' 추진하고 있다. ‘하나은행’도 아
시아계 시중은행 최초로 5억 유로 규모의 외화 ‘소셜커버드본드’를 발행하였고, 2030년
까지 ESG 금융 60조원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NH 농협은행’도 최
근 “NH 농식품그린성장론” 상품을 내놓는 등 ESG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ESG의
영향으로 인하여 다양한 금융상품들에 대한 재평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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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들과 새로운 ESG 금융상품들이 지속적으로 경합하면서, 전반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재평가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중에서도 환경에 깊은 관련이 있는 업종들에 있어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
고 있다. 대형 제조업체들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이에 대비해왔는
데, 최근에 와서는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기업들도 발 빠르게 ESG 경영에 나서고 있다
는 것이다. 시멘트업계의 경우, 최근 들어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친환경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고 있으며, ‘쌍용 C&E’와 같이 사명을 바꾸어 종합환경기업으로 변신
을 꾀하고 있다. ‘한일현대시멘트’, ‘삼표시멘트’ 등도 친환경 사업 분야에 뛰어들고 있다.
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건자재업체, 가구 및 홈인테리어 업체들도 ESG 경영 강화에 매
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LG하우시스’는 친환경성 마루, 벽지 제품을 내놓았고, 가구
업체인 ‘한샘’에서는 유엔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에 동참을 선언하고, 생태환경보호 사회
봉사활동 등 업체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현대리바트가구’에서도 친환경소
재를 활용한 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인 철강업계에서
도 ESG 경영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데, ‘현대제철’은 최근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중장기
ESG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ESG 실무부서를 통하여 중장기과제에 대한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포스코’에서도 지난 2월, ‘ESG 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철강업계
최초로 ESG 전담조직을 설치하였다.
국내의 여러 서비스 기업도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특히 급격하게 줄어
든 관광 수요로 직격탄을 맞은 ‘롯데호텔’은 공유가치창출(CSV·Creating Shared Value)
전담 부서를 설치해 ESG 경영의 성과를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
으며 자체적으로 구축한 탄소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추적
조사하고 있다. IT(정보통신) 업계에도 ESG는 중요한 화두다. ESG위원회를 세우는 것은
물론 ESG 관련 보고서, 선언문 등을 발표하고 있다. 게임회사 ‘엔씨소프트’는 최근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카카오’에서도 지난 1월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 산하 ESG 위원
회를 신설하기로 의결하고, 이 ESG 위원회를 통하여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전략에 대한 성
과와 문제점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네이버’는 2020년 10월, ESG 위원
회를 설립하였고, 12월에는 ESG 전담 조직 구성도 마쳤다. 최근에는 ‘네이버 2020 ESG
보고서’를 발간하고 향후 목표를 밝히고 있다.

3. ESG 확산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향
(1) 최근 건설업계의 ESG 대응 동향
지금까지 나타난 건설기업들의 ESG에 대한 대응은 주로 친환경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시장 확대를 위해 ESG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역량 확보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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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고 있다. ‘삼성물산’은 ESG 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련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우선 업계
최초로 ‘탈석탄’을 선언한데 이어 최근 주주총회에서 ESG 경영의 중요성을 고려해 기존
거버넌스 위원회를 ESG 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
‘한화건설’은 육상·해상 풍력발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최근 ‘풍력사업실’을
신설해 영양과 제주의 풍력 발전단지 등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소
에너지 사업에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GS건설’도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1.86%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사업
장 조성, 환경경영시스템 강화,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을 위한 전략을 세웠다. 또한 배터
리 재활용 사업, 태양광 개발사업, 모듈러 사업 등 신사업부문에 친환경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중견사들도 ESG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도건설은 최근 저탄소 기술개발에 나서며
ESG 경영 강화에 나섰다. 호반건설도 2021년 1월, ‘동반성장실’을 설치하고, ESG 업무
를 준비하고 있다.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ESG 경영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건설사업관리 선도기업인 ‘한미글로벌’은 지난 10일 이사회에 ESG 경영을 총괄할 ESG위
원회를 만들고 ESG 실무협의체를 신설하고,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엔지
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 등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ESG 경영은 ESG의 사업화를 목표로
친환경 신기술 등 신사업 추진역량 강화와 신사업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양상이다.

(2) ESG 확산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ESG의 확산은 타 산업에 비해 건설산업에 있어 더욱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ESG
를 구성하는 요소인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등은 건설시장은 물론, 건설생산 그리고
건설생산요소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직,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1) 건설시장
건설시장 측면에서는 환경과 관련한 새로운 수요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11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함에 따라서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유해물질에 대한 방
재 그리고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 수요 증대 등이 건설산업에 있어서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설물 수요에 있어 새로운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재
생에너지 분야의 시설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 시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수요 증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
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근 보고서1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는 지난 20년간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코로나 판데믹 이후에 더욱

1 IEA, “Fuel report – Renewable Energy
Market Updates 2021”, 2021.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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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 한 해 신재생에너지의 용량은 45%가 증가하여 최고의
성장세를 보였고, 이는 전체 세계 전력부문의 추가용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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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신재생에너지 추가 생산량
(2011~2022)

까지 추가로 늘어나는 신재생에너지 증량은 276GW에 달하여 지난 10년 최대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이 기록적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으로 태양광 시설만 하더라도 전세계적으로 2022년까지 연간 160GW 이상이 추가로
건설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료 : IEA, “Renewable Energy Market Update
2021”, 2021.5

이러한 신규 시설물 증가뿐만 아니라 기존 건설시설물에 있어서도 환경 관련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환경 요소를 고려한 시설물 수요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요는
이전에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녹색 건설’이다. 그러나, 최근의 환경 요소를 고려한
시설물 수요는 녹색 건설의 수요보다는 그 범위와 내용상 휠씬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
녹색 건설의 개념이 녹지 조성면적 확대나 에너지 저감 등의 수준이었다면, 최근 ‘환경’
요소를 고려한 시설물 수요는 보다 적극적인 환경저해 요소에 대한 기능적 대응과 원천적인
시설물의 친환경성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내외 조사에 따르면 건물의
친환경 인증요인은 자산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임대료 역시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물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ESG의 확산과 함께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되며, 건설 투자에 앞서 ESG 요소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요소도 마찬가지다. 공공공사에 있어 사회적 책임 요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주거시설에 있어 단지, 지역 내 커뮤니티 조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3월, 조달청은 일반용역의 적격심사 기준에서 사회적 책임을 높였고, 서울시는 2019년
이후 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잘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동주택 분양에 있어 고급 커뮤니티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중요한 소비자의 선택적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또한, 아파트 단지 혹은 마을 단위의 ‘돌봄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 사업 및 활동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데,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공동체
활동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사회’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 실현’, ‘공유가치 창출’ 등의
개념적 확산은 산업, 주거, 교통 및 문화 등 다양한 시설물 수요에 있어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건설생산
건설생산과정에 있어서 ESG는 다양한 규제로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아직도 ‘개발’은
환경파괴라는 고정관념이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환경 이슈의 부각은 건설생산에 있어서
규제 강화로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이러한 이슈들에 있어 대응
역량이나 대응 활동이 부족했던 건설산업은 최근의 빠른 ESG 확산에 발 빠른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건설산업에는 큰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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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향후 국내외적인 ESG 규제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기업들은 상대적으로 ESG에 대응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ESG 규제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특히, 비용부담과 환경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 발주기관들이 ESG 채권을 발행하는 등
발 빠르게 ESG 경영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들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에
있어 ESG는 필수적인 사업 충족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공공 발주기관
들이 사업을 실행하는 주체들에게는 새로운 도전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국·
공유지 개발 사업에 ‘제로에너지 빌딩’ 건축을 도입하는 등 그린뉴딜을 선도하고,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2020년부터 이미 공공기관 중 총면적
1,000㎡ 이상 신축 건물을 지을 경우,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민간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나타나는 정부의 ESG 확산에의 대응 전략은 당근보다는 채찍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사업 추진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규제로서 작용할 가능성 높일 것이
라고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본격화할 계획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탄소중립위원
회를 통해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한 뒤 11월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2월까지는 제조업에 적용되는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
교통 부문 관련 ‘수송부문 탄소중립 전략’을 잇따라 공개할 예정으로 있다. 따라서 환경오
염적 요소에 대한 규제, ESG 전반에 대한 사업대응계획 요구 등 건설사업의 착수 및 이행
단계에 있어 새로운 법적, 자율적 규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ESG 요소를 건설생산 과정에 내재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건설사업은 하나의
시설물을 완성하는 데까지 많은 협력업체와의 헙력이 필수적인 산업으로서, 건설기업이 고
용이나 환경적 측면의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통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반면, 문제 발생
시 직접적으로 해당 기업에 피해를 가져오는 리스크에 당면하게 된다. 따라서 건설기업은
협력업체의 선정에서부터 협력업체 관리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관행화된 관리요소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즉, 생산과정 전반에 ESG의 요소들이
체화될 수 있도록 하는 생산 혁신이 필수적인 시점이 된 것이다.

3) 생산요소
최근 건설사업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금조달에 있어서 ESG는 중요한 요소로서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건설시장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설부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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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민간건설부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
하는 민간개발사업 등 부동산개발사업에 있어 ESG는 투자자들의 새로운 평가기준으로 작
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투자자들이 평가하는 해당 사업에 대한 ESG 관점의 평가가
사업의 추진에 있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기적인 시간
이 소요되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의 검토단계에서의 다양한 사업추진요소
와 함께 사업 주체는 물론, 사업참여자들의 ESG 경영 추진 여부 등이 사업 추진의 중요한
평가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 유치의 중요한 선제요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다. 2011년 설립된 민간석탄발전회사인 ‘삼척 블루 파워’
는 2024년 가동을 예정으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주주는 P에너지(29%)와 D중공
업(9%), P건설(5%), 재무적 투자자(57%)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 공사비 조달 목
적의 차입금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에 문제가 생겼다. ESG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운용사들이 석탄발전소가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 대표적 사
례다.
이와 함께 자재 및 기계설비, 장비 등 건설생산에 필수적인 요소들에 있어서 ESG 확산
에 따른 환경적인 규제의 영향은 더욱 클 것이다. 자재 및 기계설비, 장비 등의 생산에 있어
서의 다양한 환경 요소의 고려는 물론,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시공을 하는 건설기업에 있어
서는 이러한 친환경 자재, 기계 및 장비 등의 원활한 수급 및 ESG의 요소들을 고려한 새로
운 공법의 개발 및 활용 등의 이슈가 빠르게 등장하게 될 것이다.

(3) ESG 확산의 건설산업 대응 방향
전술한 바와 같이 ESG의 확산은 건설산업에 있어 기회이자 위기이기도 하다. 건설산업
의 생산성 저하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건설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ESG는 큰 위협인 동시에 성장 기회를 포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
나, 이를 위해서는 건설산업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건설산업 내 ESG 경영이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
다. ESG를 일시적인 건설기업의 홍보수단이나 단기적인 대응과제, 새로운 사업 기회로서
만 인식한다면, ESG는 건설산업에 있어 큰 위기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ESG의 건설산업
내 실질적인 정착은 건설산업의 모든 활동에 있어 위협이 될 수 있는 환경, 사회적 리스크
가 관리되어야 하고, 건설사업의 수행과정에 있어 환경, 사회적 가치를 창출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에도 건설기업에는 환경안전부서나 사회공헌조직
등이 구성되어 활동했다. 그러나 이제는 ESG를 통하여 이러한 활동들을 더 상위의 의사결
정체계로 끌어올려야 한다. ESG에 대한 활동을 이사회나 경영진이 건설기업의 경영원칙
이자 철학으로 정립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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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부와 건설기업이 함께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ESG 이슈의 범위를 명확히하
고, 이를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ESG 이슈는 국내 건설산업에만 국한
되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해외건설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바, 진출 국가의 ESG에 대한 관심과 고려대상, 그리고 국제적인 표준으로서의 ESG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산업 차원의 ESG에 대한 명확한 이슈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건설산업이 직, 간접적으로 관여되는 ESG의 요소들을 명확히 파
악하고, 이에 대한 관리체계의 구축에 대하여 정부와 민간 건설기업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
해 나가야 한다.
건설산업의 ESG 기준(예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친환경 기술

건설 고용 관행 개선

부정부패 근절

친환경 건설 소재 및 장비

인권 보호

건설 공정거래 정착

환경유해물질 배출 저감

사회적 가치 중시 주거시설

상생 협력

자연보호 및 에너지 효율

지역사회 발전

투명경영

친환경 개발

건설 안전

건설 윤리문화 정착

셋째, 우리나라 건설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성장 기회로서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ESG가 최근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당
면한 현안이자, 미래 성장의 핵심요소다. 이러한 측면에서 ESG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
인 대응은 또 다른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 건설산업은 현재 대내적으로는 건설산업
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고, 성장한계에 부닥쳐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성장하는 해외건설기업들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이 잠식되는 상황에 있다. 따라
서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는 ESG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우리 건설산업이 대응한다면, 새
로운 성장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SG 관련한 역량 강화 노력을 통하여
ESG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한다면, 해외건설시장에서 ‘건설 한국’의 명성을 되찾고, 국내
적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K-BUILD저널 2021. 3분기

글로벌 ESG 투자 확대에 따른 지속가능한 해외 건설 및 인프라 산업 활성화

쟁점 분석

글로벌 ESG 투자 확대에
따른 지속가능한 해외 건설
및 인프라 산업 활성화
김대용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위원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에 주목하면서 유럽 지
역이 중심이 되는 세계 각 국가들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기업의 독과점 이윤에 대한 사회
환원 등을 기본으로 하는 환경 규제 및 정책,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SV)를 창출하고
자 하는 법·제도 마련 및 정책 방향 제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ESG
관련 논의와 실천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 로드맵」
을 수립한 바 있고,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Net Zero」, RE100 본격 추진은 물론,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법 개정 및 제도 보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공시 의무화를 가속
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코로나 팬데믹 상황 하에서 사업장 폐업이나 중단,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연료 수요 감소, 언택트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적용 등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본질적 변화를 경험하며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의 중요성이나 관심은 더욱 더 부각되고 있다. 이제 ESG는 필수 불가결한 개념 및 방향성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글로벌 ESG 투자의 개념 및 중요성, 최근 동
향이나 변화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글로벌 ESG 투자를 통한 해외 건설 및 인프라 산
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해외 건설
및 인프라 산업의 경쟁력 강화, 해외시장에서의 수주 확대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야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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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SG 투자의 의의 및 추진배경, 중요성
2.1. ESG의 의의 및 추진배경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줄인 약어로, 기
업에 대한 재무적 부분 이외의 성과 및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
이 되고 있다. 여기서 첫째, 환경은 기후변화에 따르는 영향, 기업이 운영 중인 사업장 환경
오염물질 저감, 환경 친화적 제품의 개발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게 되며, 사회의 경우 인적
자원 관리(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제
품 및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공정한 경쟁문화 정착 등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요소들이 있
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G)는 주주의 정당한 권리 회복, 공정하고 투명한 이사회 구성과
활동, 이에 대한 감사제도와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 즉, ESG는 재무지표를 넘어서 환경,
사회적 영향, 투명 경영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사회공헌이나 CSR/CSV,
지속가능경영 등의 개념이 확대·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ESG의 분야별 주요 현안 및 과제
구분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현안/과제

기후변화/탄소배출, 대기 및
수질오염, 생물다양성, 에너
지 효율, 폐기물 관리, 물 부
족, 환경법규 이행/처벌, 환
경 정보공시 체계 등

사회만족, 데이터보호, 성별
다양성, 지역사회 관계, 인권,
노동 기준, 산업안전관리, 고
객 개인정보보호, 지역사회
공헌, 보건 체제 등

이사회 구성/운영, 사외이사
제도 및 독립성 확보, 감사
위원회 구조, 뇌물 및 부패,
임원 보상, 로비, 내부고발
자제도, 윤리경영 사례 등

자료 : 박윤주 외(2021)를 토대로 하여 보완

그림 1 ESG 관련 주요 용어 및 연관관계

자료 : CSES(20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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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투자1는 사업 분석, 타당성조사 및 평가 등과 관련된 투자의사 결정 과정에서 기업
의 재무성과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이나 환경 보호, 동반성장이나 상생 등의 사회적 책임,
공정하고 적정한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다차원적으로 고려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전통적 방식의 투자와 ESG 투자의 큰 차이점은 기존의 투자방식은 신용·시장·운영 리스크
등만을 고려한 반면, 새로운 ESG 방식의 경우 기업의 지배구조나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인한 리스크를 기업 수익성과 연계시키는 투자방식을 채택한다는 점이다. 또한, ESG 투자
는 피투자기관의 분야별로 위험 수준을 산출하고 ESG 프레임워크의 구축 및 작동 여부 등
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투자기관의 자금 조달 과정이나 시스템에 이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2.2. ESG 투자의 중요성 및 파급효과
최근 ESG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환경, 사회, 지배구
조 등의 측면에서 ESG와 관련된 위험요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최초로 발표된 G20 산하「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에 관한 T/
F(TCFD)」 권고안에서는 모든 기업이 기후변화 관련 재무적 리스크 정보를 투명하게 공
개하도록 권장하면서 ESG 리스크를 재무정보 공개 시 반영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하였
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내 ESG를 포함한 비재무정보의 보고기준 단일화 및 전 세계
적인 회계표준화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2018년 발표된 SASB Standards에서는 11
개 산업군, 77개 산업별 ESG 정보공개지표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ESG 정보공개 주제는
지배구조 분야 7개, 사업모델 4개, 환경 자본 7개, 사회 자본 6개, 인적 자본 6개로 구성
된다.
ESG로의 전 세계 투자지형의 재편은 단순히 사회적 규범을 넘어, 사회·환경 등 비재무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기업공시 규제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국제기구, 세계 국가들은 물론,
투자자, 고객 및 규제기관들은 기업들이 ESG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정하고 투명
한 공시를 통해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MSCI(모건스탠리지수), DJSI(다우존스
지속가능지수), KCGS(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유력기관의 ESG 평가 결과는 특정 펀드지
수로 편입되며 기업 주가와 자본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ESG 평가 대응 중요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하에서 세계 시장에서의 대규모 투자 결정시 글로벌 기업들이나 선도 기
업들은 이와 같은 ESG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블랙록
(BlackRock), 뱅가드(Vanguard), UBS 등의 글로벌 투자운용사들은 ESG 성과를 기업투
자 지표로 삼는 투자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1 ESG 투자는 과거 “지속가능투자”, “사회책임투
자”, “윤리투자” 등의 개념과 혼재되어 있었다가

ESG 조직을 신설하거나 ESG 경영원칙 수립을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의 대응전략 수립에

최근 들어 이러한 개념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

고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RE100 캠페인 동참 및

정립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만, 아직은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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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Zero 선언 등에 적극 동참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등에 앞장서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적
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SG 투자는 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도 주목받고 있다. 국내외 건설 및 인프라 기업들 중 다수가 환경 친화적 프로젝트에 투자
할 자금을 이러한 ESG 투자를 통해 조달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대기업뿐만 아
니라 액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탈도 사회적 문제와 환경 이슈에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
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투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지주사와 은행들도 ESG 규
범을 스타트업 투자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글로벌 은행들도 이러한 대열에 동참하면
서 대출, 만기 연장이나 대출이자 산정 시 신청기업의 ESG 지표를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하는 지속가능연계대출 시장이 빠른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3. 글로벌 ESG 투자 동향 및 향후 과제
3.1. 글로벌 ESG 투자의 최근 동향
전 세계 ESG 투자규모는 2020년 40.5조 달러 규모로 2012년 13.3조 달러 대비 3배
가량 증가하였고, 2018년 30조 6,830억 달러(약 3경 7,329조원)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
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ESG 투자 중 유럽과 미국이 전 세계 대비 85% 이상
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이 가장 큰 비중(7%)을 나타냈다. 유럽의 경
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적 자금이나 공공 펀드에 대한 공공재적 성격이 부
각되었고, 스웨덴 제2국가연금펀드(AP2),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네덜란드 연기금
(ABP) 등을 중심으로 한 책임투자가 보편화되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유럽 전체
펀드시장에서 1,480억 유로가 이탈하였지만, ESG펀드에는 약 300억 유로가 유입되었다

그림 3 한국 및 글로벌 ESG 투자자산
규모 추이(2012~2020)

는 분석도 제시되었다. 미국의 경우 ETF 시장을 중심으로 ESG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
었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 하에서도 ESG 관련 ETF로의 자금 순유입이 유지되고 있다.

그림 2 글로벌 ESG 투자 현황 및 분포 (국내 연기금 투자규모 포함)

자료 : GSIA(2018), PwC Korea (2021) 재인용

자료 : CSBS(20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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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G 투자자산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2018년 기준 주
식 51%, 채권 36%, 부동산, 대체투자 등 기타 자산 13% 순으로 배분된다. 투자 주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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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글로벌 ESG 펀드 자산규모 및
채권 발행액 추이(2010~2019)
(단위: 십억달러)

로 살펴보면,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 75%, 일반투자자가 25% 순으로 구
성된다(GSIA, 2018). ESG 펀드는 ESG 등급이 높은 기업의 주식을 사거나, 기업이 ESG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을 사는 직접 운용하는 방식 등이 있다. 또한, 위탁 운용을 통해 ESG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나 ESG 기업에만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도 있다.
글로벌 ESG 펀드는 2019년 9월 기준 8,500억 달러로 불과하였으나, 2021년 1분기 기
준 약 2조 달러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2021년 1분기 글로벌 ESG 펀드 유입액 중 유럽
이 79.2%, 미국이 11.6%를 차지하였는데, 미국의 경우 ESG 펀드 유입액 중 약 70%가
ETF 형태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ESG 펀드는 개별 종목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ESG 채권은 기업과 기관의 CSR 이행과 지속가능성을 고려
한 투자목적 자금을 조달하고자 발행하는데, 녹색채권(Green bond), 사회적채권(Social
bond),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으로 세분화된다. 글로벌 ESG 채권은 국제부
흥개발은행(IBRD),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등 다자기구를 중심으
로 하여 발행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녹색채권의 경우 2018년 1,684억 달러의
발행 규모에서 2020년 1조 달러 이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역시 유럽이 ESG 채권
발행을 이끌어가고 있으나, 중국이 최근 발행규모를 급속도로 확대함에 따라(‘15년 780억
달러 → ’19년 5,900억 달러) 아태 지역의 채권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ESG 펀드의 순자산 구모는 약 4,000억원 수준으로 아직 선진국에 비
해 큰 편은 아니지만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ESG 채권 발행의 경우 2018년 1.3조에서
2020년 63.7조원으로 대폭 증가한 바 있으며, 이 중 ‘사회적채권’이 약 91%를 차지한다.
특히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SRI) 중심으로 ESG 투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
는데, 2018년 국민연금의 ESG 투자 확대에 힘입어 2012년 49억 달러에서 2019년 255
달러로 5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국민연금의 경우 2022년까지 전체 자산 50%의 ESG 기
업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전 세계 기업들은 탄소중립(E) 원칙하에 사회책임(S)이나 거버넌스(G)를 강조하는 ESG
경영 및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림 5 글로벌 및 한국 기업들의 ESG 경영 및 투자 사례

자료 : CSBS(2021b)

자료 :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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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글로벌 ESG 투자의 전망 및 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투자의 대세로 자리 잡을 ESG는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나날이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ESG 관련 영역이나
관심, 정보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형태의 ESG 투자 방식이나 금융상품을 개발
하면서 관련 재원을 마련하거나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부각될
것이라고 평가된다. 당초 사회공헌을 부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한 ESG를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삼는 투자회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늘어나는 한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ESG가 투자의 주류로 급부상
하게 될 전망이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기후변화 투자 및 ESG 금융상품이 점진
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된 바 있고, 글로벌 신용평가사, ESG 평가결과 신용등급
반영을 확대하는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ESG 글로벌 표준
화를 추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며, ESG와 관련된 법·제도적 규범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글로벌 ESG 투자의 중요성이나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는 한편, ESG 투자의 확대 및
발전을 위해 직면한 쟁점이나 개선 과제도 존재한다. ESG 투자에 다양한 참여자와 이해관
계자들이 혼재함에 따라 ESG 투자에 대한 평가와 공시체계 등에 있어서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ESG 평가기관별로 다양한 방법론이나 지표가
사용되고 있으며, 각 기관별로 동일 대상기업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타나는 한계가 존재
한다. 이 경우 ESG 평가기관이 어떠한 지표나 방법론을 활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나 판단
준거가 중요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를 비공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또한, ESG
공시가 법·제도적으로 규범화되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표준이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
되고 있다. 따라서 ESG 투자에 관한 용어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일관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한 평가나 공시가 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4. 글로벌 ESG 투자를 활용한 해외 건설 및 인프라
산업 활성화 방안
전 세계적인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글로벌 ESG 투자는 해외 건설 및 인프라 산업에
있어서 위기 요인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기회이자 효과적인 금융 및 재원 조달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ESG 투자가 작동되게 하는 “ESG 금융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선
행되어야 한다. 즉, ESG 금융생태계 하에서 투자자, 기업 등의 입장을 고려해 보면 글로벌
ESG 투자를 이용한 해외 건설 및 인프라 산업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저탄소사회를 위한 건설 및 인프라 분야 중에서 유망기업에
대한 선도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확대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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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SG 공시 확대를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ESG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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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ESG 금융생태계의 구성 및
연관 관계

의 측정과 공개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식도 필요하다. 단순
히 정량적 성과를 집계하거나 평가기관의 설문에 응답하는
정도의 수준을 뛰어 넘어서 기후변화 대응, 녹색 패러다임
이나 지배구조 개선 등 ESG를 포괄하고 이를 주도할 수 있
는 비즈니스 모델 등 기업 성과와 연계된 비재무적 성과 측
정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경우 국제적 표준이 되고 있는 ESG 분류체계 하에서 금융상품이나 대출 및
자금 투자, 펀드 운용, 녹색채권 발행/유통 등 금융 포트폴리오를 개발하여 관심 투자자의
유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ESG 관련 전문기관 등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ESG 시대의 제반 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을 제시
하고 관련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ESG 기준 강화 및 표준화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영전략 혁신 및
변화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즉 기후변화, 지배구조 개선 등의 ESG 요인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기업의 ESG 정보에 대한 투자자 요
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에 향후 ESG 정보 공시에 적극적인 기업들만이 ESG 요
소를 중시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건설 및 인프라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경우에도 ESG 관련 정보를 공개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ESG 투자 관련
공시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대응 및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ESG에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자연스럽게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액션플랜을 수립 및 실행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상황으로, ESG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합당한 인센티브가 정
립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물론,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는 건설 및 인
프라 기업들이 이러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ESG 관련
제도나 규칙을 설정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이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
으로, 최신 건설 및 인프라 산업 분야 ESG 동향이나 정보를 파악 및 수집하고 관련 기업들
의 ESG 공시데이터를 통해 ESG 리스크 산정 및 관련 이행정도나 성과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플랫폼 개발도 고려해 볼 만 하다.

5. 결론
지금까지 글로벌 ESG 투자에 대한 의의 및 중요성은 물론, 최근 동향이나 당면 과제 등
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글로벌 ESG 투자를 활용한 해외 건설 및 인프라 산
업 활성화 방안을 개략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최근 글로벌 ESG 투자의 특징이나 성격,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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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ESG 금융생태계 하에서의 글로벌 ESG 투자가 해
외 건설 및 인프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었다. 특히 건설 및 인프라 분야의 해외 시장 개척 및 진출을 힘들게 하는 요인은 다
양하나, 그 중에서도 재원 및 금융에 관한 요인이 가장 중대하고 심각할 것으로 보이기에
ESG 금융생태계 하에서의 효과적인 재원 마련이나 ESG 투자나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방
안이 적극 검토해 보았다. 따라서 해외 건설 및 인프라 시장 확대 및 투자, 해외진출 활성화
를 위해 글로벌 ESG 투자에 대한 검토 및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
기된다.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협소한 시장을 벗어나 세계 시장으로의 건설 및 인프라 분야
해외 진출 활성화와 관련된 각 국가별 법률, 제도, 정책 수립 및 지원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
하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경우에도 선제적인 중장기 전략 수립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
야 하는데, 이러한 전략이나 방안은 국제적 표준이 되고 있는 ESG 프레임워크 하에서 고
민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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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과 신재생-ESS
에너지융합만이 미래가 있다
최동배
천인바이오 전무

들어가며
대한민국 해외건설의 역사는 개척기(1965~1975), 확장기(1976~1983), 침체기
(1984~1992), 도약기(1993~1997), 조정기(1998~2003), 재도약기(2004~현재)로 구
분된다. 1965년11월 태국 파타니-나라티와트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해외시장에
첫 진출하였고 이후 55년간 해외 건설 6대 강국, 2010년9월 기준 4,000억 달러이던 누
계 수주액이 2012년6월 5,000억 달러, 2013년11월 6,000억불, 2015년6월 7,000억
달러, 2018년9월 8,00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때는 필자도 1984년 현대건설 기
술자로 사우디아라비아 페르시아만 연안 석유공장 건설 Marjan 프로젝트에 2년간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2010년에는 UAE 원전(186억 달러) 수주로 사상 최대인 716억 달러를 달
성하였고, 2011~2014년 동안에도 대한민국 건설 회사들의 눈부신 활약으로 연간 수주액
이 650억 달러 내외의 높은 수주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제 대한민국은 초대형 프로젝트와
플랜트 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세계 최고층 빌딩 중 다수를 우리나라 건설사가
수행하였다.
그러나 2019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발주 감소로 수주 점유율이 중동은 21%로
급감한 반면, 경제 성장에 따른 인프라 등의 발주증가로 아시아는 56%로 크게 증대되었
으며, 연간 수주액은 전년대비 약 30% 감소한 22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2020
년에 들어와 전 세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19년 대비 57% 증가한 351억 달러를 기
록하며 반등하였으나, 2021년9월 현재 166억 달러로 2020년 182억 달러대비 수주금액
–9%, 수주건수 –12%, 진출국가 –9%, 해외 진출업체 –11 % 감소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0~2014년 전성기 대비 약 30% 수주액에 머물고 있다. 해외건설 시장 외 수출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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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월별 수출금액 추이도 수출증가율과 달리 지난해 12월 이후 주춤해졌다. 앞으로도 이
런 추세가 이어질 듯하다. 현재 우리 해외수출은 미국이 큰 대외적자를 용인하거나, 세계적
부채급증(세계경제가 부채로 소비와 복지를 늘릴 때) 기간에 늘었는데 두 부분 모두 여의치
않고, 코로나19로 건설시장의 인력보충과 자재수급의 어려움으로 공정을 맞추지 못해 전
전긍긍하고 있으며, 탈원전 정책으로 유일한 원전건설 추가수주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미국은 트럼프에 이어 바이든도「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한다. 다른 국가도 자국 우
선주의에 대해 비슷한 입장이어서 우리의 수출입지가 여유롭지 않다. 국제결제은행(BIS)
의 주요 44개국 기준으로 볼 때 2020년 세계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채가 무려 44.7%
절반 가량 늘었는데, 그간 부채의 빠른 증가는 통상 1년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에
도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 향후 각국은 부채증가를 통제해야 할 것 같다. 이는 우리 물건
을 살 곳의 형편이 어려워져 건설수주량도 동반하락이 예상된다. 코로나 이후 늘어난 수출
의 상당 부분은 특수라 여겨진다. 특히 세계 경제가 평이했던 2012~2019년 중 우리의 연
평균 수출증가율이「0%」인 점을 고려하면 2020~2021년에 늘어난 수출은 특수 성격이
짙다. 오래전에 수출의 활력이 떨어졌다고 볼 때 코로나 이후의 해외건설 수주량과 수출증
가 기대치를 낮춰 잡아야 할 것이다.

1. 친환경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세계재생에너지기구(IRENA) 통계에 의하면 2020년 전 세계 신규 재생에너지설비가 총
261GW 규모가 추가되었으며, 이 중 태양광이 127GW, 풍력 111GW, 수력 20GW, 바
이오에너지 2GW, 지열에너지는 164MW가 증가했다. 추가설비 중 64%는 아시아에서
증가하였고, 특히 태양광에서 중국(49.4GW), 베트남(11.6GW)이 큰 성장세를 보였다.

1.1 태양광발전 산업 현황 및 문제점
가. 태양광발전 산업의 해외 진출 전략
2020년 우리나라의 태양광 품목수출은 15억1,349만 달러로 이 중 91.3%가 미드스
트림 부문인 전지와 모듈이 차지했다. 2017년까지는 업스트림인 제조기술 확보 지원비중
이 38.4%에 달했으나 중국기업의 가격 경쟁력에 크게 밀리면서 2020년 8.7%로 급감하
였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21년8월5일 발표한「글로벌 태양광 시장 동
향 및 우리기업 진출전략」보고서에서 우리나라 태양광산업 대부분은 미드스트림에 집중돼
있어 인도, 베트남 시장 등 다운스트림 진출을 제안하고 있다. 다운스트림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ㆍ시공ㆍ유지보수, 즉 EPCM 시장으로 이뤄져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강점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되는 건설과 PM 사업분야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안하였다. 태양광 진출
유망 시장으로는 인도, 베트남, 미국, 호주, 폴란드 등이다. 인도는 향후 5년 내 전 세계 태
양광 발전량의 1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베트남은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
힘입어 2045년까지 55.1GW로 확장하는 360조원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 미국, 호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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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가정용 태양전지 및 모듈 수요가 높다. 또한, 인도와 베트남
은 송전망 용량이 태양광 발전량에 미치지 못하므로 국내 그리드 및 ESS 기업과 공동 진출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도시화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스마트그리드 기업 등과 건물일
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BIPV)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미국, 호주 등 태양광 성숙시장에서
는 ESS 기술력을 활용한 모빌리티, 가상발전소(VPP) 등 신사업 진출 및 폐모듈 활용 전략
이 중요하다. 원가 절감에 성공한 중국기업이 글로벌 태양광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나 미국,
인도 등 중국과 갈등을 겪는 국가를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진출여력이 점차 확대될 수 있다.
2020년 글로벌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광의 비중은 전체의 절반을 넘는 54%이며,
규모면에서도 태양광이 글로벌 재생에너지 투자의 44.8%인 1,265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나. 태양광발전 산업의 국내ㆍ외 현황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중인 한화큐셀이 프랑스 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인「RES프랑스」지분 100%를 인수하며, 본격적인 유럽시장의 친환경에너지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RES프랑스의 개발ㆍ건설관리 부문과 약 5GW의
태양광ㆍ풍력발전소 개발사업권(파이프라인) 인수를 위한 계약을 오는 10월까지 완료키로
하였다. LS ELECTRIC은 개발단계부터의 엔지니어링 지원을 통한 EPC 프로젝트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부터 계통연계까지 관련 전력설비 공급사업을 펼치어 일본 태양광발전
및 ESS 시장에서 상당한 실적을 거둬들이고 있다. 일본에서는 2015년 40MW급 미토 태
양광발전소, 2018년 39MW급 홋카이도 치토세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하였다. 또한 2019
년2월에는 18MW급 이시카와현 하나미즈키 태양광발전소도 완공되어 상업운전을 시작하
였다. 일본은 고가의 FIT 시장의 착공시한 종료와 태양광발전 매전금액이 우리나라보다 낮
은 12엔대/kWh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지만, 그리드패리티에 가까워지고 있는 태양광발전
시장에 맞추어 시장다변화를 시작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최
대 38%까지 확대하기로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 초안 및 2030년 전원구성 목표를 지난 7
월21일에 발표하였다. 브라질은 2040년 126GW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2050년까지 약
1,390억 헤알 상당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앙골라 정부주도 6개 주에 370MW 규모의 태
양광 발전시설에 한화큐셀은 모듈을 공급하기로 하였고, 우즈벡은 신규 태양광발전소 건설
(PPP사업)에 대한 RFQ를 공고하였고, 인도네시아는 Pertamina 지역 500MW 규모 태
양광 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다. 태양광발전 산업의 명암
국내에서는 태양광설비 용지확보, 송전망 접속비용 절감, 백업전원 확보, 태양광설비 설
치에 따른 산사태 등 자연재해 리스크에 대한 선결문제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나 수상 태
양광 사업 등이 제강슬래그로 간척한 결과 심각한 갯벌오염과 4대강 주요 댐의 녹조 원인
인 퇴적물 제거작업의 어려움과 수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한국판 뉴딜정책
이 타격을 받고 있다.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 4곳 중 가장 면적이 넓고 중요한
새만금 갯벌이 세계 청소년 잼버리대회 야영장 조성과 수상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해 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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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부은 중금속이 포함된 제강슬래그로 환경재앙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 설치된 태양광
판넬은 새들의 배설물로 발전량 저하에 유지ㆍ보수비용 상승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지난 2009년 경기도 안산에 있는 시화호에서 철새 1,000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원인은
수자원공사가 멀티테크노단지를 개발하며, 시화호 갯벌 매립토로 사용한 순환골재에서 강
알칼리 침출수가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으로 환경부는 물을 만나는 곳에 순환골재
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8개댐의 수상태양
광 사업은 이 시점에서 재검토하여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특수 태양광(로우프형과 레이다형
모듈)으로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1.2 풍력발전 산업 동향
가. 풍력발전 산업의 해외 진출 전략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요르단 정부의 공사중단과 국경폐쇄 등의 어려움 속에서
도 남부발전과 DL에너지가 각각 지분 50%를 투자해 요르단 타필라 지역에 설비용량
51.75MW, 총1,200억원 사업비가 투입되어 2021년7월31일 완공되었다. 대한풍력발전
사업은 준공 후 20년간 요르단전력청(NEPCO)과 전력판매계약을 통해 총 3,600억원의
매출을 창출할 예정이며, 중동ㆍ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6월 핀란드「아담스 73.2MW 육상풍력 발전사업」지분 29.5% 인수로 첫발을 내디
딘 후 1단계 전략 성공을 발판으로 스웨덴「클라우드 241MW」지분 25% 참여를 결정하였
다. 또한 3단계로 스페인「로사 150MW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여 한국판 뉴딜정책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두중은 8MW 대형풍력발전기 및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한국남동발전과 협력하고 있다.

나. 풍력발전 산업의 국내ㆍ외 현황
한국남동발전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0GW, 발전비중 30% 달성 목표로 해상풍력
과 태양광 중심으로 2034년까지 33조4,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지난 8월10일 발표하였
다. 기계연은 해상풍력발전기 고유 진동수를 이용한 구조건전성 감시시스템(SHM)을 개
발하여 시연하였다. 삼성중공업은 9.5MW급 대형 부유식 해상풍력을 독자모델로 개발하
여 DNV 선급인증을 획득하였다. 유니슨은 군산 앞바다 4.2MW 해상풍력터빈 수주 이
후 두 번째로 영광 약수 해상풍력에 4.3MW급 풍력터빈 공급계약을 전남개발공사와 체
결하였다. 네덜란드 해양플랜트 전문업체 Ampelmann과 조선해양플랜트 설계전문업체
C-Job Naval Architects가 대규모 미국 동부해안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에 적용될 설
치선(WTIV)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스페인 전력솔루션 기업 Ditrel Industrial이 풍력과
파력에너지 모두 활용 가능한 다목적 해상플랫폼(Konekta 2)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플랫폼은 Horizon 2020이 자금을 지원하는 Blue Growth Farm 프로젝트의 일환으
로 진행되고 있으며, 자동화된 스마트양식장을 근간으로 10MW 풍력터빈과 파력에너지
발전기까지 접목한 통합된 플랫폼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프로젝트에는 유럽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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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소경제 동맹체의 결성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친환경에너지로 부상한 수소 시장
을 선점하기 위해 적과의 동침도 마다하지 않는 K수소 동맹이 최근 9월8일 결성된 것이다.
특히 2050년이면 약 3,00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계 수소시장은 생산부터
저장, 운송, 충전, 이용 등의 생태계를 한 기업이 장악할 수 없는 만큼 각 기업 간 협력이 필
수적이다.

2.1 수소경제의 생태계
수소는 화학과 철강, 유리, 전자 등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전 세계 수소시장은 현재
1,150억 달러에서 2022년이 되면 1,55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
나 현재 수소생산의 96%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생성되고 있고, 전기분해를 통한 생산은
4%에 불과한 상황이다. 가스를 통해 생산되는 수소가 48%이며, 석유를 통한 생산 30%,
석탄을 통한 생산이 18% 규모이다.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분해로 수소를 생산
하는 것을 확대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배터리를 대체하는 ESS로 활용 잠재성이 높은 기술인 전기분해로 생산된 수소와 수소 연
료전지는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
책으로 가스그리드에 수소를 혼합(수소혼소 발전기술)하거나 재생에너지 수소 인증제, 수
소 연료전지차 보급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수소의 활용에 있어 부생
수소가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의 수소가격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도 수소 연료
전지차 보급 확산의 걸림돌이다.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발
전 건설단가는 USD 1,500/kW 정도이나 송ㆍ배전시설을 포함하면 USD 4,000/kW 정
도로 수소연료전지 발전 건설단가인 USD 5,000/kW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므
로, 설치면적 확보와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결국 수소연료전지 발전이 효율적일
수 있다.

2.2 수소경제의 국내ㆍ외 동향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2040년 신재생에너지발전 비
중을 전체의 30~3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과 함께 수소와 연료전지로 대변되는 신에너
지를 2040년까지 8GW 규모의 발전용 연료전지 설비를 구축하고, 그린수소 공급비율 확
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충남도, 충북도, 전남도, 전북도, 경남도 등 지자체 중심으로 펼
칠 예정이다. 중국으로부터 철수한 기업들은 자구책으로 글로벌 수소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15개사로 구성된 한국판 수소위원회「Korea H2 Business Summit」가 출범하였다. 탄
소중립ㆍ세계시장 진출을 가속화 하고, 경쟁력 있는 수소생태계 구현을 위해 현대자동차그
룹, SK그룹, 포스코그룹, 롯데그룹, 한화그룹, GS그룹, 현대중공업그룹, 두산그룹, 효성그
룹, 코오롱그룹, 이수그룹, 일진, E1, 고려아연, 삼성물산 등이 수소경제 동맹체를 결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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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한전경영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30여개 나라에서 수소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생산, 유통, 소비 등 수소산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228개 이상의 대형 수소 프
로젝트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에 있다. 2030년까지 총 3,000억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전
망된다. 이에 미국 에너지부는 수소경제 전환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여 청정수소 생산비
용 10년 내로 80%까지 절감 목표로 기술개발에 5,250만 달러를 최근 수소경제 연구 및
개발투자에 집중 지원하였다.

3. 에너지융합의 핵심 ESS
우리 생활 주변에 깊숙이 자리잡은 컴퓨터, 스마트폰, 중장비, 전기자동차, 소형 모빌리
티, 의료기기, 드론, AI 로봇, AGV(Auto Guided Vehicle), 군사장비, 항공장비 등 가히
BoT(Battery of Thing)의 세상이다.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메소포타미아, 당시 도
금공방의 한 장면을 유추 해보자.
“여보게 다리우스! 어제 팔찌에 금도금을 입힌 것이 누구인가?
아주 잘 되었구먼...”
“아 주인님! 배터리가 말썽을 피우지 않아서 잘 된 것 같아요!”
그 당시 전기기술자들은 「점토로 만든 용기(직경 8 cm, 높이 14 cm)에 얇은 구리통
을 넣고, 중앙의 전극으로는 철봉을 넣었으며, 전해액으로 밀랍을 사용하고, 하부ㆍ상부
는 아스팔트로 봉한 것」 즉 「바그다드전지」1를 만들어 아라비아의 세공품인 금ㆍ은 세공
과 전해도금에 사용했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많은 세월이 흐른 후, 1880년에 이탈리아
의 생리학자 갈바니(Luigi Galvani)가 우연히 발견한 「동물전기이론」에 자극을 받은 볼타
(Alessandro Volta)가 기전력 1.1V 배터리 원형을 만든 후 1981년 Li-ion 2차 배터리
가 발명되어 오늘날 전기자동차로 상용화 되었다. 그동안 LG에너지솔루션, LS니꼬동제련,
LS전선, 포스코케미컬 등의 휘토류 광물자원 확보로 전기자동차 부문「배터리 선진국」으
로 우뚝 섰으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국제소송, 약 28개소 이상의 화재사
고, 탈원전정책, 태양광-ESS융합 REC지원중단 등으로 인해 ESS산업의 스토리지패리티
(Storage Parity)는 2030년 이후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3.1 국내ㆍ외 ESS산업 동향
가. 태양광발전-ESS 융합발전의 해외 진출 전략
2018년11월 정부에서 발표한 3020계획을 10년 연장한「에너지비전 2040-제3차 에
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가 발표되어 신재생에너지의 장기계획의 토대가 되었
다. ESS는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2012년 1 MWh에서 2016년 225 MWh로 급성장하

1 바그다드전지(Baghdad Battery)는 페르시아(파
르티아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토기로 일반적으

였고, 2017년에는 전년대비 1.7배 성장한 625MWh, 2018년은 3,000 MWh 이상을 기

로 초기 형태의 전지로 추정되고 있다. 1936년

록하였다. 설치규모도 현재 1,000개소 이상이었다. 현재 국내 설치용량은 2013년 기준

라는 작은 마을에서 발견되었다.

에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의 남쪽 후주트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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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MWh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239 MWh로 10배 가까이 수직상승했다. 탄소국경
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ESS 시장은 지금보다 더욱 빠르게 성장할 전망인 가운데 차세대
고효율 전지 개발 등 기술력 향상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시장규모 역시 2016년 3,000억
원 수준에서 2020년 4,400억원 규모로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였지만, 태양광-ESS융
합 REC 지원제도가 2020년 말에 끝나 전기자동차 배터리분야 외는 ESS산업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빨간 불이 켜진 셈이다.

나. 자원확보의 중요성과 RMI협의체
일찍이 LS-니꼬동제련에서 남미에 진출하여 보크사이트 폐광석에서 구리 다음으로 휘
토류 광물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기업들이 알아차리고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페루 등에
자원광산 확보에 나선 결과 오늘날의 ESS산업 선진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 2019년
10월 LG화학은 고위험 광물의 윤리적 구매 등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책임 있는 광물 조달 및 공급망 관리를 위한 연합(RMI)」에 가입하였다. 지난 2008
년 설립된 RMI는 4대 분쟁광물을 비롯해 코발트 등 배터리 원재료의 원산지 추적 조사 및
생산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인증 등을 실시하는 글로벌 협의체이다. RMI 협의체는
가입되어 있는 글로벌 기업들과 공급망 내 사회적, 환경적 이슈 해결을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특히 코발트의 경우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의 필수 원재료로 최
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채굴, 생산과정에서의 아동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 및 환경오염 등
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글로벌 이슈로 부각된 광물이다. 폭스바겐, 르노, 애플 등 글로벌 자
동차 및 IT기업 380여 곳이 회원사로 가입해 있다. LG화학은 2019년 초 코발트 공급망
의 투명성과 추적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미국 IBM, 포드, 중국 화유코발트, 영국
RCS 글로벌 등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시범 도입한 바 있다.

다. 국내ㆍ외 ESS 현황
2030년까지 글로벌 ESS 시장은 164 GWh 규모로 예상되는 가운데, LG화학은 친환
경ㆍ배터리소재ㆍ신약 3대 신성장동력에 2025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이
중 6조원은 양극재 부터 분리막, 음극바인더, 방열접착제, CNT 등 전지소재에 투입하기
로 하였다. LS ELEC -TRIC은 2018년 미국 파카하니핀 EGT사업을 인수해 발족한 LS
에너지솔루션을 통해 올해 1조8,000억원 규모가 예상되는 미국 ESS시장으로 확대하였
고, 2018년9월 삼양그룹과 LS-니꼬동제련, 세아그룹 등 피크 저감용 ESS 프로젝트를 수
주하여 국내 ESS 시장 점유율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에이에너지는 ESS 안전상
태 실시간 파악, 환경적 이슈 실시간 이력관리가 가능한 ESS SMS를 개발 시연하였고, 이
온어스는 정전 등에 긴급 전력지원이 가능한「이동형 ESS」를 상용화 하였다. 2021년3월
에는 효성중공업이 영국 최대 전력투자개발사 다우닝사와 50MW급 ESS 공급계약을 맺
어 유럽시장에 진출하였다. 전 세계 ESS 시장은 2020년 150억 달러에서 2025년 292억
달러로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산업용 ESS 시장은 연간 2~6 GWh 규모로 성장해 2022
년까지 누적 약 45GWh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
국, 유럽, 호주 등에서 ESS 시장이 급성장하며 글로벌 ESS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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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전력시장에서 ESS 공급자는 PCS 등 중전기설비 공급자, ESS 제조사 및 EMS에 기
반을 둔 솔루션 제공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기업들이 전체 시장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후발주자인 지멘스와 AES가 합작회사인 Fluence를 출범하는
등 시장은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3.2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국내ㆍ외 현황
EU, 중국이「탈 내연기관차」를 선언한데 이어 미국 대통령도 전기자동차 전환을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GMㆍ포드ㆍ스텔란티스 미국 완성차 빅3도 공동성명을 통해 2030년까지
신차 절반계획에 동참했다.
우리나라 정부도 2025년까지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133만대 보급을 목표로 총
13조1,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으며, 서울시는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27만대, 충
전기 20만기를 보급하기로 하였다.
표 1 전기자동차 배터리 경쟁력 업체별 순위
순위 연도

2018

2019

2020

2021

비고

1위

CATL(중)

CATL(중)

LG에너지솔

CATL(중)

27.0%

2위

파나소닉(일)

파나소닉(일)

파나소닉(일)

LG에너지솔

26.5%

3위

비야디(중)

LG화학

CATL(중)

파나소닉(일)

16.3%

4위

LG화학

비야디(중)

삼성SDI

비야디(중)

6.7%

5위

AESC(일)

AESC(일)

SK이노베이션

삼성SDI

5.6%

기타

삼성SDI(6위)
SK이노베이션(16위)

삼성SDI(6위)
SK이노베이션(9위)

SK이노베이션(6위)

4.9%

* 각 사 전략·파트너십·생산량·기술력·가격 등 12개 분야 평가(100점 만점)
출처 : 표 Global EVs and Battery Shipment Tracker, SNE리서치

4. 인력지원 및 해외건설 수주지원 해외 진출 전략
4.1 해외건설 지원협의체
가. 한국기술사회
해외건설협회는 2021년 4월 한국기술사회와 MOU를 체결하였다. 이 체결을 계기로 해
외건설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무능력과 전문성을 개발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협력을 강화하
여, 국내 기업의 지속적인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양
기관은 이 협약으로 ①해외 인프라ㆍ에너지 및 환경분야의 타당성조사(F/S), 마스터플랜
(MP) 등 공동참여 및 추진, ②주요 해외 발주처 인사 및 전문가 초청을 통한 국내연수 및
교육훈련 협의 및 공동 개최, ③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과 인재육성, ➃건설기술인의
해외경력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해 상호협력 및 지원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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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기 전회장은 앞으로 우리 해외건설 발전이 개발금융(PPP)과 기술(개념설계ㆍ기본
설계ㆍFEED 등) 역량 확보에 달려있다며 한국기술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건설
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나. RE100 발전소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2014년 영국 런
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된 캠페인이다. 2021년4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총 300여개 기업들이 참여 중이며, 이미 애플, BMW, 구글 등 30개 기업들은
100% 목표를 달성했다. 국내의 경우, 2020년 초까지만 해도 미흡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인해 전무하였으나, SK그룹, 한국수력원자력, 아모레퍼시픽, LG에너지솔루션, 수자원공
사 등이 RE100 참가를 선언했고, 정부 역시 2021년부터 「한국형 RE100」제도를 본격도
입, 이행수단으로서 ①녹색프리미엄 요금제(2021년1월), ②제3자 PPA (2021년6월), ③
자가발전방식을 운영 중이다.

4.2 해외건설 수주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
가. 외환보유액의 적정성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겪었으나 전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단시간 내 위기
를 극복하였다. 1997년12월 한때 38억 달러까지 떨어졌던 외환 보유액이 2021년 8월 현
재 4,639억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 8번째 외환 보유국이 되었다. IMF 기준에 따르면 지난
해 말 우리나라 적정 외환보유액은 4,134억 달러에서 6,202억 달러 사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 준비제도의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 각국의 부채 증가 등 국제 금융환경 변화를 앞두
고 BIS는 9,300억 달러로 늘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단순 외환보유액 규모도 중요하
지만 이를 GDP 대비 비중으로 볼 때 지난해 외환보유액 4,431억 달러는 28%에 그친다.
현재 스위스의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은 143%, 홍콩 125%, 대만 83%, 사우디아라
비아 59% 등에 비해 낮아 부채비율과 함께 적정성을 논하기에는 이르다.

나. 경제성장률 측면과 ESG 경영
경제성장률 측면에서도 1960~1990 년 30년간 꾸준히 8% 이상의 세계적으로 유일하
게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이는 고이승만 대통령의 원전정책과 고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수출장려 및 새마을운동으로 먹고살기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 이후 1991~2021
년 30년간은 [그림.1]에서와 같이 5년 1%P 하락법칙에 따라 이번 정부가 끝나는 시점에
는 0% 가까운 경제성장률 기록이 예상되고 있다.
꺼져가는 경제성장률을 살리기 위해 민주화 정부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재정과
통화량만 늘리는 방식에 치중하다보니 인력자본 가치하락, 혁신부족, 규제과잉 심지어 탈
원전으로 인한 예상 해외건설 수주액이 반감되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ESG(환경ㆍ사

쟁점 분석

97

원자력과 신재생-ESS 에너지융합만이 미래가 있다

회ㆍ지배구조) 관련 법안 97개 법안 244개 조항 중 80.3%가 기업 규제처벌 신설 또는 강
화 법안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지원은 7%에 그치고 있다. 해외 기업의 ESG 대응 성공사
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1) 미국 세븐스 제너레이션, 아마존의 ESG경영(100% 재생에너지로 제조) 참여 강화로
제품 클릭률 60% 이상 상승함
2) 일본 윌스테이지(Willstage), 순환형 육상양식 기술개발에 자금을 사용한다는 조건
으로 시가은행에서 우대금리 대출을 받음
3) 미국 바이탈 팜즈, ESG 투자자금을 스타트업 성장자본으로 활용함
4) 금융권은 ESG 성과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특히 미국 HSBC USA는 온실가스 감축
량, 종업원 다양성 등에 따라 우대 대출금리 제공함
5) 프랑스 BNP Paribas는 ESG 평가결과에 따라 장려분야 우대금리 인센티브, 무기생
산ㆍ석탄화력ㆍ광산채굴 사업은 배제로 대출금지함
그림 1 5년 1%P 하락의 법칙

출처 : 중앙일보 2021.8.30일자

다. 기타 요인
한국판 뉴딜정책은 이제 시작일 뿐 구체적인 정부지원책과 과거 중동에 진출하여 오일달
러를 벌어들여 건설시장을 주도한 성공경험을 창출하기에는 요원하다. 그나마 국내에서는
다른 나라에 없는 유일한 발명품인 전세제도와 최저가 수출대금 보증제도로 버텨왔으나 이
마저도 흔들리고 있다. 실제 기업들은 자구책으로 중국으로부터 철수하여 글로벌 수소경제
를 주도하기 위해 15개사로 구성된「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9월8일 출범하였으며, 이
에 반해 정부는 해외건설수주와는 무관한 북방경제와 개성공단 재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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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해외시장 선택과 집중
스페인,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다음으로 건설 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활력을 잃고, 건
설수주량이 점차 감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이루어온 고도성장의
이면에는 수많은 주름과 그늘도 있다. 경제 각 부분의 과도한 부채 증가, 기업과 업종 간 불
균형, 성장동력의 약화, 계층과 지역 간 갈등, 청년실업의 고착화, 탈원전과 부동산정책의
실패,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ESG 경영의무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PS)과 중국의 유라시아 일대일로 구상(BRI) 전략경쟁 등 극복해야 할 수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2021년7월2일에는 우리나라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설립
후 처음으로 선진국이 되었으며, 1996년 OECD 가입 24년 만에 개도국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격상되어 국제사회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즉, 이는 국제
적인 위상은 높아졌지만, 세계 기후변화 대응과 기아ㆍ빈곤퇴치에 대한 역할 분담으로 경
제에 주름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한국인이 이룩한 위업을 덮어버릴 수는 없
다. 1997년 동아시아 일대를 엄습했던 IMF 위기에서도 대한민국은 굳건하게 버터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창출해 내었다. 김석동의
「한민족 DNA를 찾아서」에는 대한민국이 이뤄낸 놀라운 기적의 원동력은 인력, 기술, 자본
의 결합이었으며, 이는 세계 정상의 교육투자, OECD 국가 최고의 근로시간, 국제기능올
림픽 부동의 1위, 정보통신기술지수(ICT) 세계 1위, 정부 주도의 내ㆍ외자 총동원체제 등
이 말해주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3가지 요소만으로는 기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두 개의 열쇠가 더 있었다. 그 하나가 대외지향형 확장경제와 신산업에 대한 도전으로
요약되는「선택과 집중의 전략」이다. 맨주먹으로 등장한 대한민국은 세계를 무대로 승부를
하겠다는 전략을 택했다. 당시 꿈같은 산업인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중화학공업
을 선택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경제 장기확장 시대와 궤를 같이하면서 기적의 문
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기적의 마지막 요소는 시장ㆍ경쟁 친화적인 문화와 강한 성취동기 및 불굴의 의지로 요
약될 수 있는「한국인의 DNA」이며, 이는 지난 2500년간 유라시아 대초원을 무대로 활약
해온 기마유목민의 DNA에서 찾을 수 있다. 이 DNA가 바로 다른 어느 요소보다 중요한 최
종 열쇠이자 비밀의 열쇠이다. 즉 조선왕조 정신이 아닌 고구려 정신이다.

맺음글
성공적인 에너지융합과 해외건설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원자력을 주 에너지원으로, 신
재생에너지를 보조에너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수소경제 또한 미국ㆍ캐나
다ㆍ유럽ㆍ일본 등 30여개 나라에서 진행하는「수소 로드맵」에 따라 최근 결성된「H2 동맹
체」를 중심으로 탄소중립ㆍ세계 시장 진출을 가속화 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주민수용성 강
화와 국가와 지자체간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는 에너지 분권화가 필요하다. ESS는 에너지
융합의 핵심요소로 작년 말에 정부에서 발표한 투자재원이 불확실하고, 경제성이 왜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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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그린뉴딜 정책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해외원전과 해외건설시
장 확보를 위해 협회와 건설기업 들은 지원정책을 강화하도록 정부에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 건설인의 세계적 위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며,「모방형 인적
자본 체제」하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제도와 산업화정책이 뒷받침 되었고, 베이비부머 세
대의 피나는 노력과 헌신으로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북미, 남미, 호주시장 등에 세계를
무대로 진출한 결과이다.
한국판 뉴딜 2.0정책의 핵심은 탄소중립ㆍ신재생에너지ㆍESSㆍ수소경제ㆍ에너지주권
확보 등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장과 창조적 인적자본을 키우는 효율적
현장형 교육시스템을 갖춘「창조형 자본주의 체제」하에 정부에서 내ㆍ외자(투자재원)에 해
당되는 국내 원자력산업을 부활시켜 세계를 무대로 에너지융합을 성공시키는 전략을 선택
해야 할 것이다.

K-BUILD저널 2021. 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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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급계약상 지체상금 및
관련 쟁점의 이해

강현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I. 들어가며
공사는 시간과 돈의 싸움이다. 돈은 곧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 기기, 인력 등을 의미한
다. 돈이 많이 투입되면 공사기간은 그만큼 짧아지고, 돈이 적게 투입되면 공사기간은 그만
큼 길어진다. 따라서 건설 공사에서 시간은 곧 돈이고 돈은 시간을 의미한다. 건설도급계
약 조건을 보다 보면 이와 같은 진리가 더욱 깊이 와 닿는 조항이 있다. 바로 공사가 준공이
예정일로부터 하루씩 늦을 때마다 일정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하는 Delay Liquidated
Damages, 지체상금( ‘Delay LD’) 조항이다1.
작년 한해 코로나 팬더믹속에서 각종 건설공사가 지연되었다. 이에 국가를 막론하고 건
설인들의 관심이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에 쏟아졌다. 조만간 그동안 차곡차곡 쌓
인 지연일수들에 대한 책임소재를 다투기 위해 본격 지체상금 조항을 둘러싼 공방이 각축
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기고문에서는 건설도급계약에서의 Delay LD의 의미와
그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II. Liquidated Damage (‘LD’)란 무엇인가
LD(Liquidated Damages), 또는 LAD(Liquidated and Ascertained Damages)는
말 그대로 당사자중 일방이 특정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예정액을 의
미한다. 가장 대표적인 Delay LD로 놓고 보면, 공사가 예정일까지 완성되지 않을 경우 지

1 LD는 다양한 계약위반행위에 대하여 약정될

연일수별로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한 것이다. Delay LD는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수 있는데, 공사 지연으로 인한 LD 이외에도

이외에도 공급계약에서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 용역계약에서 완성품의 제출이 늦어지는 경

용 또는 가동률 미달에 대한 Availability LD

우 등 다양한 계약상 납기의 지연에 대해서 부과될 수 한다.

성능 미달로 인한 LD, 도로나 풍력발전기의 사
등이 약정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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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대륙법과 영미법의 시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경우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그 성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있고2, 영국의
Supreme Court 역시 LD와 위약벌(Penalty)의 차이를 논함에 있어 LD를 “실질적인
손해 예정액(genuine pre-estimate of loss)”이라고 보고 있다3.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상
Delay LD 약정이 없는 경우 발주자는 공사가 늦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자신의 손해를 스스로
산정하여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LD 약정을 통해 미리 손해액을 예정해놓음으
로써 공사가 지연되기만 하면 LD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LD
약정은 여러모로 발주자에게 편리한 약정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Delay LD의 금액은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발주자가
입게 되는 손실과 밀접한 영향이 있다. 발전소 공사의 경우 운영지연으로 인한 전력생산량의
손실이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유료도로 공사의 경우 개통지연으로 인한 통행료의 손실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LD 금액은 그 계약위반의 종류에 따라 발주자의 구체적인 예상손실을
바탕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나, 실제로는 예상손해를 정확히 계산하여 산출하기 어렵다보니
어림잡아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예. 계약금액의 0.01%/일) 또는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이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III. Delay LD 조항의 구성
실제로 FIDIC (국제컨설팅 엔지니어 연맹: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Ingénieurs-Conseils) 표준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Delay LD조항을 살펴보면서,
Delay LD가 계약상 어떠한 형태로 반영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FIDIC 표준계약에서는
8.7조 ‘Delay Damages’에서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규정하고 있다.

“8.7 Delay Damages
①If the Contractor fails to comply with Sub-Clause 8.2 [Time for
Completion], the Contractor shall subject to Sub-Clause 2.5 [Employer’s
Claims] pay delay damages to the Employer for this default. ②These delay
damages shall be the sum stated in the Appendix to Tender, which shall
be paid ③for every day which shall elapse between the relevant Time for
Completion and the date stated in the Taking-Over Certificate. ④However,
the total amount due under this Sub-Clause shall not exceed the maximum
amount of delay damages(if any) stated in the Appendix to Tender.
⑤These delay damages shall be the only damages due from the only
damages due from the Contractor for such default, other than in the event
of termination under Sub-Clause 15.2 [Termination by Employer] prior to

2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
3 Cavendish Square Holding BV v El
Makdessi and ParkingEye Ltd v Beavis
[2015] UKSC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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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ion of the Works. ⑥These damages shall not relieve the Contractor
from his obligation to complete the Works, or from any other duties,
obligations or responsibilities which he may have under the Contract.”
위 Delay LD 조항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 문단에는 Delay LD부과
의 ① 요건(시공자가 준공예정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것), ② 금액(Appendix to
Tender에 적힌 금액), ③ 부과 기간(준공예정일부터 Taking-Over Certificate에 기재된
날짜까지, 즉 실제 준공일을 뜻한다), ④ 한도(Appendix to Tender에 기재된 최대금액)
가 명시되어 있다, 두번째 문단에서는 ⑤ Delay LD가 시공사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유일
한 손해배상임이(도급계약 해지 시를 제외) 기재되어 있고, ⑥ Delay LD의 지급에도 불구
하고 시공사는 여전히 도급계약상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①~③까지는 Delay LD를 부과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정한 필수적 조건이라 한다면 ④~
⑥까지는 나름 이유가 있어서 추가된 조건들이다. ④의 경우, Delay LD를 무한정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시공자 입장에서는 공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즉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Delay LD
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대체적으로 계약금액의 10%-20%)을 배상한도로 두고
있다. 반대로 Delay LD의 한도가 충족되는 시점에 발주자에게 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
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⑤의 경우, 공사 지연 시 시공자가 Delay LD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과하고, 발주자가 실
제로는 더 큰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공
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청구 및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는 Delay LD 가 유일함을 명시한
것이다. FIDID 표준도급계약에서는 “only damages”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sole
remedy”, “sole and exclusive remedy”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구가
포함된 Delay LD약정의 경우 발주자는 Delay LD이외에 공사 지연으로 인한 인한 손해배
상을 일체 청구할 수 없다.
반면 ⑥은 시공자가 Delay LD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시공자는 여전히 공사를 완성할
의무를 부담함을 재확인하고 있다. 가끔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다 보면 공사비용이 예상보
다 크게 증가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포기(abandon)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Delay
LD는 시공자의 공사포기로 인한 손해액까지 포함하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공사가 완성된
다는 전제하에서, 순수 지연에 대한 손해액만을 포함한다. 따라서, 시공자의 공사 포기, 또
는 장기간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발주자의 계약해지로 결국 공사가 완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사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추가적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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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Delay LD와 관련된 제 문제
1. Extension of Time, Concurrent Delay, 그리고 Time at Large
Extension of Time과의 상관관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은 일단 도급계약에 정해진 준공예정일보다 공
사가 늦어졌다는 사실만 있으면 발주자는 Delay LD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FIDIC 표준계약조건에서 볼 수 있듯이, Delay LD의 부과조건은 ‘시공자가 준공예정일까
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할 것’과 같이 아주 단순하다. 즉, 발주자는 준공의 지연이 시공자의
귀책으로 인한 것임을 특별히 입증하지 않아도 Delay LD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준공예정일’이라 함은 Delay LD가 부과되는 그 시점의 준공예정일이다. 따라서
만약에 시공자가 공기연장(Extension of Time)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발주자가 준공예
정일을 연장하여 주었다면 연장된 준공예정일을 기준으로 Delay LD가 부과될 것이다. 그
러나 현실적으로 시공자가 공사진행 과정에서 공기연장 클레임을 촘촘히 제출하고, 발주
자가 신속히 이를 반영하여 준공예정일을 연장해주기 보다는, 시공자가 공기연장 신청조차
안 해놓거나, 공기연장 신청은 하였으나 발주자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준공예정일
이 도과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 발주자가 Delay LD를 청구한 이후에야 시공사는 공사가 지연된 원인이 전
적으로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항변하게 된다. 그러나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발주자에게 귀
책이 있는 또는 시공자에게 귀책이 없는 지연일수를 입증해내지 못하면 시공자는 지연일수
전체에 대해 Delay LD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따라서, 시공자는 자신
이 기 제출한 공기연장 클레임 또는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발주자의 귀책이 있는 지연일수
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Delay LD조항 하에서는 발주자의 귀책으로 인한 또는 시공자에
귀책이 없는 지연일수에 대한 입증책임이 시공자에게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항상 통지
(Notice)와 기록(Record)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다. 공사도중 발주자의 귀책으로 공사
가 지연될 때마다 도급계약상 합의된 방식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지를 해놓고, 주기적으로
공정표를 업데이트해서 보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발주자의 귀책사유를 일
일이 기억해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Time Bar에 의해 공기연장 클레임 자체가 어려워
질 수도 있으며, 발주자의 귀책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귀책으로 공사가 어떻게 지연되
었는지 분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따라서, 시공자는 공사 수행기간 내내
항상 지연에 대한 통지와 기록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건설 법률정보

105

건설도급계약상 지체상금 및 관련 쟁점의 이해

해외건설 법률정보

106

Concurrent Delay
그렇다면 발주자의 귀책으로 인한 지연과 시공자의 귀책으로 인한 지연이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러한 경우 겹치는 지연일수를 동시지연(Concurrent
Delay)이라 부른다. 일부 도급계약은 동시지연에 대해서도 시공자가 여전히 지연의 책임
을 묻기로 하는 약정을 포함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는 동시지연일수에 대해서도 Delay LD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도급계약상 이러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동시지연에 대한 보상은 도급계
약의 준거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명시적으로 동시지연을 다룬 판례는
없으나, 지체상금 부과 시 지연일수에서 발주자의 귀책사유 또는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빼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체상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어
4

, 동시지연의 경우에도 시공자가 면책사유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Delay LD에 대한 배

상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경우 다양한 판례를 통해 각기 다른 접근 방
식이 나온바 있으나, 지배적인 의견은 시공자에게 공기연장은 허용하여 주되, 발주자의 공
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지급의무는 면하여 주는 것이다5.

Time at Large
여기서 한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개념이 있다. 바로 Time at Large이다. Time at
Large는 공기연장(Extension of Time)조항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발주자 귀책으로 인
한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 시공자는 기존의 준공예정일이 아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준
공을 하면 된다는 영국법상의 법리이다. 계약상 공기연장 조항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
우, 또는 있다 하더라도 발주자의 귀책으로 인한 지연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공기연장 조
항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에 주장해 볼 수 있다. 공기연장에 대한 조항이 매우 세부적
으로 합의하는 오늘날의 건설도급계약하에서는 쉽게 인용되는 주장은 아니지만, Time at
Large가 인정된다면 더 이상 발주자는 Delay LD 조항을 주장할 수 없다. 시공자가 ‘합리
적인 기간’ 내에도 준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 손해배상의 법리에 따라 지연으
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 따름이다.
4 정홍식, 비교사법 21(2) 2014. 5, 853쪽,

2. Liquidated Damage와 위약벌(Penalty), 그리고 감액의 가능성

해외건설프로젝트에서 동시발생 공기지연
(Concurrent delay)
5 정홍식, 비교사법 21(2) 2014. 5, 853쪽,

발주자가 Delay LD 청구를 하는 경우, 시공자는 공기연장 클레임을 제출하여 시공자가
공기지연의 귀책이 자신에게 없음을 적극 항변하는 것과 별개로, 도급계약상의 Delay LD

해외건설프로젝트에서 동시발생 공기지연
(Concurrent delay)
6 우리나라의 경우 위약벌을 일반적으로 ‘채무자

약정이 위약벌에 해당함을 주장해볼 수 있다. 영국법상 위약벌의 약정은 무효이므로, Delay

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

LD약정이 위약벌에 해당한다면 발주자는 위 약정에 근거한 LD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며, 선량한 풍

6

이 경우 발주자는 다시 손해배상의 일반법리에 따라 스스로 준공의 지연의 원인이 시공자의
귀책에 있음을 입증하고, 그로 인한 자신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배상과 별도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으로 보
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될 수 있을 뿐이다.

해외건설 법률정보

건설도급계약상 지체상금 및 관련 쟁점의 이해

107

영국 Supreme Court는 위약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두 가지 기준을 고려할 것을 제
시하고 있다7. 첫째는 당사자간의 Delay LD 약정에 의해 적법한 사업이익이 제공 및 보호
되는지(whether any legitimate business interest is served and protected by the
clause)이고, 둘째는 그 사업이익을 위한 약정이 과장되거나, 과도하거나, 터무니없지 않
은지(whether the provision made for that interest is extravagant, exorbitant or
unconscionable)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간의 약정이 적법한 사업이익을 제
공 및 보호하는 것이 아니거나, 과장되거나 과도하거나 터무니 없는 내용이라면 이는 위
약벌에 대한 약정으로 무효로 본다. 따라서 Delay LD 금액이 실제 발주자의 사업이익과
는 무관하게 예상 손해 대비 과장되거나 과도하게 설정되었다면, 위약벌로 볼 가능성이 있
다. 반대로 Delay LD 금액이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발주자의 사업이익을 고려하여 양 당
사자가 협의하여 약정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인 손해 예정액(genuine pre-estimate of
loss)”으로 보아 유효한 LD 약정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한가지 눈 여겨볼 것은 LD 금액에 대한 감액주장의 가능여부인데, 이는 준거법에 따
라 다르므로 미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영미법 국가에서는 LD금액이 과다한 경우 이를
위약벌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과는 별개로 법원에서 LD금액을 적극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륙법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
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8, LD약정의 유효성
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LD금액의 감액의 필요성을 다투어 볼 수 있다. 카타르나 아랍에미레
이트와 경우도 현지 법원에 LD 금액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9.

3. 계약해지와 Liquidated Damage
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Delay LD 조항은 도급계약상 준공 예정일부터 실
제 준공이 달성되는 날까지 Delay LD를 부여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공
사가 지연되었으나 도급계약이 해지되어 시공자가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여
전히 Delay LD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7 Cavendish Square Holding BV v El
Makdessi and ParkingEye Ltd v Beavis

우리 대법원의 경우, 시공자가 완공기한 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완공기한 다음날부터 시공자가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발주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발주자가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10.
영국에서는 Triple Point Technology, Inc v PTT Public Company Ltd 사건에서 본
이슈가 직접적으로 다루어졌고, 올해 7월 Supreme Court에 의해 명확한 입장이 제시되
11

었다 . 본 사건에서 Triple Point Technology는 소프트웨어 업체로 예정일까지 서비스를
구현하지 못하였고 발주자는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시공자를 데려와 용역을 완성할 수
밖에 없었다.

[2015] UKSC 67
8 민법 제398조 제2항, 대법원 2002. 9. 4 선
고 2001다1386판결
9

UAE의 경우 LD 금액을 실제 발주자의 손
해와 유사하게 증액 또는 감액할 것을 신
청할 수 있고, 카타르의 경우 LD 금액이
‘매우 과다한(Grossly Excessive)’ 경우
에 한하여 감액을 신청할 수 있다(http://
constructionblog.practicallaw.com/
adjustment-of-liquidated-damagesf re e d o m - t o - co n t r a c t - v - u n fa i r windfall/).

10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6112 판결
11 Triple Point Technology, Inc v PTT
Public Company Ltd [2021] UKSC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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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항소법원의 판결은, 도급계약상 Delay LD 조항이 공사가 지연되었고 이후 실
제 준공이 된 경우를 상정하여 약정되었으므로, 실제 준공이 되지 못한채 계약이 해지된 경
우에는 Delay LD 조항자체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이례적인 판결을 하여 다소 논란이 있었
다. 그러나 영국 Supreme Court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LD조항의 취지와 현실에 부합하
지 않음을 비판하고, 계약해지시점까지는 Delay LD 조항에 따라 Delay LD를 부과하고,
계약 해지 이후에는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써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법리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V. 제 언
Delay LD는 도급계약상 준공시점, 즉 공사의 말미에 부과되는 것임에도, 건설분쟁의 시
점에서 보면, 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다. Delay LD가 부과됨에 따라 시공자
와 발주자는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분쟁을 준비하기 때문니다. 공사의 완성
과 함께 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발주자는 도급계약상 예정일을 지나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아주 기계적으로 Delay LD
를 부과(또는 최종기성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Delay LD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항상 시
공자가 조금 더 바쁠 수 밖에 없다. 사실적인 측면에서는 공사기간 내 제출한 공기연장 클
레임과 지연분석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누구때문에 전체 공사가 지연되었는지’를 다투고,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도급계약상 Delay LD 조항과 준거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얼마를 얼
마만큼의 기간동안 부과할 수 있는지, 위약벌 주장이 가능한지, 부과한도는 얼마인지, 감
액주장이 가능한지 등을 적극 다투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Delay LD금액은 분쟁을 통해
당사자간의 첨예한 공방끝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분쟁은 공사기간 내
에 통지(Notice)와 기록(Record)을 통해 보다 빨리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승률이 높아진다
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자.

K-BUILD저널 2021. 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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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량이 많아서 2회로 나누어
II. 12. 계약해지부터는
Part II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2017년 FIDIC 계약조건의
주요 개정 내용
Part -ⅠⅠ*

II. 주요 개정 사항
12. 계약해지
1) 발주자의 계약해지(제15.2조)
1999 계약조건 제15.2조 (a)항은 시공자가 시정 통지를 따르지 않으면 발주자는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었으나, 2017 계약조건 제15.2.1조 (a)항은 시공자가 (i)
시정 통지(Notice to Correct), (ii) 제3.7조 하에서의 구속력 있는 합의 또는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 또는 (iii) 제21.4조 하에서 DAAB의 결정(구속력만 있거나,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건 간에)에 따르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한다. 다만, 시공자의 불이행이 계약상 시공자의 의무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여야 한다.
영국 Obrascon 판례는 1999 계약조건 제15.2조 (a)항 하에서 시공자가 발주자의 시정
통지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그러한 시공자의 의무불이행이 건강과 안전 의무불이행, 불
량한 공사수행 또는 심각한 공기지연 등과 같이 사소한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어야 발주자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중대한 계약위반’이라는 명시적인 요건이 없다 하더라
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였는데 2017 계약조건 제15.2.1조 (a)항은 이 점을 분명히 하였다.
2017 계약조건 제15.2.2조는 시공자가 제15.2.1조의 통지를 받고 14일 내에 치유를
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두 번째 통지를 보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계약해지
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김승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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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7 계약조건 제15.2.1조 (c)항은 시공자의 지연 손해배상금이 계약 주요정보에
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이
와 관련하여 계약해지 후에 DAAB와 중재판정부가 시공자가 청구한 공기연장을 인정한 결
과 시공자의 지연 손해배상금이 계약 주요정보에서 정한 상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본 항
에 의한 발주자의 계약해지의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 시공자의 계약해지(제16.2조)
2017 계약조건 제16.2.1조는 시공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1999 계약조건
제16.2조보다 (d)항 발주자가 제3.7조 하에서의 구속력 있는 합의 또는 최종적이고 구속
력 있는 결정 또는 제21.4조 하에서 DAAB의 결정(구속력만 있거나,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건 간에)에 따르지 않는 경우(다만, 발주자의 불이행이 계약상 발주자의 의무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여야 한다) 및 (f)항 시공자가 낙찰서(Letter of Acceptance)를 받은 지 84
일 내에 제8.1조[공사 착공] 하에서 착공일 통지를 받지 못한다면 시공자는 계약해지 의사
를 통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다.
물론, 제16.2.2조에 의해 발주자가 제16.2.1조의 통지를 받고 14일 내에 치유를 하지
않으면 시공자가 두 번째 통지를 보내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3. 발주자와 시공자의 클레임(제20조)과 합의 또는 결정(제3.7조)
2017 계약조건에서 가장 많이 변경된 조항 중의 하나가 바로 제20조[발주자와 시공자
의 클레임]와 제3.7조[합의 또는 결정]이다. 1999 계약조건 조항 중에 실무상 시공자에게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기간도과 권리상실(time bar) 조항인데,
2017 계약조건은 우선 이를 발주자와 시공자에게 공히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기간도과 권리상실 조항의 엄격한 적용을 완화하는 시도를 하는 한편, 클레임 상세 내역 통
지까지 기간도과 권리상실 조항으로 만들어서 이를 강화하기도 한다.

1) 클레임(제20.1조)
2017 계약조건에서 신설한 조항으로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세 가지로 구분하
여 (a) 발주자가 추가 지급 (또는 계약금액 감액) 및/또는 하자통지기간의 연장에 대한 권
한이 있다고 고려하는 경우 (b) 시공자가 발주자로부터 추가 공사비 및/또는 공기연장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고려하는 경우 또는 (c)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기타 권리나 구제
수단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고려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a)항과 (b)항에 대해서만 제20.2조
가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c)항에서 말하는 기타 권한이나 구제수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다소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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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시공자의 공사중단권이나 계약해지권, 발주자의 하자보수청구권이나 계약해지권
등이 이러한 권리나 구제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들에 대해서는
제20.2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엔지니어에게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권리를 상실하
지 않는다. 그러나 제20.1조는 상대방이 일방 당사자의 이러한 권리나 구제수단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바로 DAAB에 분쟁을 회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3.7조 하에
서 엔지니어에게 통지를 하도록 하여 엔지니어의 합의 및 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자의 공사중단권이나 계약해지권, 발주자의 하자보수청구권이나 계약해지권
조항들은 엔지니어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상대방에 통지함으로써 권리행사를 하도록 하
고 있어 (c)항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2) 기간도과 권리상실 조항의 평등 적용(제20.2조)
1999 계약조건 제20.1조에 의하면 시공자는 클레임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을 알았
거나 알았어야만 하는 때로부터 28일 내에 엔지니어에게 통지를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에는 클레임 권리를 상실한다. 하지만 발주자는 제2.5조에 의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통지하도록 요구될 뿐이었고, 발주자가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점에서 시공자의 통지 의무와 발주자의 통지의무 간에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하여 2017 계약조건 제20.2조는 양 당사자 모두 클레임을 발생시키
는 상황이나 사건을 알았거나 알았어야만 하는 때로부터 28일 내에 엔지니어에게 통지하
도록 하고 이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클레임 권리를 상실하도록 하여 이른바 기간도
과 권리상실 조항을 양 당사자에게 공히 적용되도록 개정하였다.

3) 통지의 형식(제1.3조)
1999 계약조건 제20.1조 하에서의 클레임 통지는 제1.3조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하여
야 하는 요건 이외에 특별한 요건은 없었다. 하지만 2017 계약조건 제1.3조에서 모든 통
지는 시공자 대표, 엔지니어 또는 발주자 대표가 서명한 서면으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러한 통지가 통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2017 계약조건 제20.2.1조
[클레임의 통지]에서 클레임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클레임을 발생시키는 상황이나 사건을
알았거나 알았어야만 하는 때로부터 28일 내에 엔지니어에게 클레임을 통지(Notice)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클레임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서면 통지 시에 본 통지가 제
20.2.1조의 통지임을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Obrascon 판례에서 1999
계약조건 제20.1조 하에서 클레임 통지와 관련한 기간도과 권리상실 조항의 엄격함을 완
화하기 위해 회의록, 공정보고서, 또는 이메일 등에 의해서도 클레임 통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 바 있으나 2017 계약조건 제20.2.1조는 클레임 통지의 엄격한 형식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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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간도과 권리상실 조항의 엄격성 완화 시도(제20.2.2조)
2017 계약조건은 공사변경의 경우에는 제20.2조의 통지 요건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것으
로 규정하여, 클레임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주자에 의해 초래된 경우에도 시공자
에게 클레임 권리를 상실시키는 불합리를 어느 정도 완화시켰다(2017 계약조건 제8.5조).
또한 2017 계약조건 제20.2.2조는 엔지니어가 클레임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클레임 통
지를 28일 내에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엔지니어는 클레임 통지를 받은 지 14일 내
에 클레임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그러한 통지를 하여야 하고 엔지니어가 14일 내에 그러한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 클레임 통지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상대방
이 그러한 간주 클레임 통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상대방은 상세한 부동의 내용
을 포함하는 통지를 엔지니어에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제20.2.5조[클레임의 합의 또는
결정]에서 엔지니어는 클레임 합의 또는 결정 시에 그러한 부동의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고 규정한다.
여기서 엔지니어가 28일이 지나서 통지된 클레임에 대해서 14일 내에 통지를 하지 못한
사유가 단순히 엔지니어의 과실 때문이라면 상대방의 부동의는 정당한 것이 될 것이고, 이
경우 엔지니어가 제20.2.5조 하에서 클레임의 합의 또는 결정 과정에서 상대방의 부동의
를 검토할 때 자신의 과실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러한
간주 클레임 통지가 성립하는 것에 대해 부동의 통지를 할 수 있으므로, 엔지니어가 14일
내에 통지를 못했다고 해서 28일 지나서 통지된 클레임의 권리상실 효과가 종국적으로 치
유되지 않는다.
한편, 클레임을 제기한 당사자가 엔지니어로부터 제20.2.2조의 통지를 받고 엔지니어의
통지에 동의하지 않거나, 클레임 통지의 늦은 제출을 정당화할 만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한
다면 제20.2.4조[충분히 상세한 클레임] 하에서 충분히 상세한 클레임을 제출할 때, 그러
한 부동의의 상세한 내용 또는 왜 늦은 제출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
면서 추가로 기간도과 권리상실 조항의 엄격성을 완화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다.

5) 기간도과 권리상실 조항의 추가(제20.2.4조)
1999 계약조건 제20.1조는 시공자가 클레임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을 알았거나
알았어야만 하는 때로부터 42일 내에 공기연장 및 추가 공사비 클레임 근거를 뒷받침하는
상세 내역을 포함하는 완전히 상세한 클레임을 제출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기간도과 권리
상실 조항이 아니었다.
반면, 2017 계약조건 제20.2.4조[충분히 상세한 클레임]는 클레임을 제기하는 당사자
가 클레임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을 알았거나 알았어야만 하는 때로부터 84일 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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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클레임 당사자가 제안하고 엔지니어가 동의하는 다른 기간 내에 충분히 상세한 클레임
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기간 내에 상세
한 클레임을 제출하지 못하면 클레임을 제기한 당사자는 클레임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이는 기간도과 권리상실 조항이다.
(a) 클레임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술
(b) 클레임에 대한 계약적 및/또는 기타 법적 근거에 대한 기술
(c) 클레임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원용하는 모든 당시 기록(all contemporary records)
(d) 추가 공사비 (또는 클레임을 제기하는 당자가가 발주자인 경우에 계약금액의 삭감)
클레임 금액 및/또는 (시공자의 경우) 공기연장 또는 (발주자의 경우) 하자통지기간
의 연장 클레임을 뒷받침하는 상세 내역
클레임을 제기한 당사자가 상기 기간 내에 충분히 상세한 클레임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기간 만료후 14일 내에 클레임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엔지니어가
14일 내에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다시 클레임 통지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물론,
상대방이 그러한 간주 클레임 통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상대방은 상세한 부동
의 내용을 포함하는 통지를 엔지니어에게 할 수 있으며, 제20.2.5조[클레임의 합의 또는
결정]에서 엔지니어는 클레임 합의 또는 결정 시에 그러한 부동의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고 규정한다.
그런데 2017 계약조건이 (b)항 클레임에 대한 계약적 및/또는 기타 법적 근거에 대한
기술을 84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클레임 권리를 상실하도록 규정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 (b)항이 추후 중재절차에서 클레임에 대한 새로운 계약적 및/또
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의문이다. 2017 계약조건 제
21.6조는 당사자들은 중재인은 당사자의 불복 통지(Notice of Dissatisfaction)에서 주
어진 불복 이유 또는 DAAB에 제출된 주장이나 증거에 국한하지 않고 분쟁과 관련한 모든
사항들을 다시 검토하고 이전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중재 절차에서 클레임의 계약적 및/또는 법적 근거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6) 클레임의 합의 또는 결정(제20.2.5조)
엔지니어가 제20.2.2조[엔지니어의 초기 대응] 및/또는 제20.2.4조[충분히 상세한 클
레임] 하에서 통지를 주었다 하더라도, 클레임은 제20.2.5조에 따라 합의 또는 결정되어야
한다. 클레임의 합의 또는 결정 시에 엔지니어는 클레임을 제기한 당사자의 그러한 통지에
대한 부동의가, 또는 왜 지연된 제출이 정당화되는지에 대해 제출된 클레임 상세 내용을 고
려하여야 한다. 이때 고려될 수 있는 상황으로(구속력은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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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당사자가 제출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지, 입는다면 그 정도,

●

제20.2.1조[클레임 통지] 하의 기한의 경우에, 클레임을 제기한 당사자가 클레임을 뒷
받침하는 상세근거자료에서 포함시킨, 상대방이 클레임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상황
을 사전에 알았다는 증거

●

제20.2.4조[충분히 상세한 클레임] 하의 기한의 경우에, 클레임을 제기한 당사자가 클
레임을 뒷받침하는 상세근거자료에서 포함시킨, 상대방이 클레임의 계약적 및/또는
법적 근거를 사전에 알았다는 증거 등을 들고 있다.

2017 계약조건은 제20.2.1조, 제20.2.4조 및 제20.2.5조에 의거하여 1999 계약조건
제20.1조의 클레임 통지 관련 기간도과 권리상실 조항의 엄격성을 완화하기 위해 아주 상
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클레임 통지의 지연된 제출을 정당화하기는 쉽지 않
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7) 클레임의 합의 또는 결정 절차(제3.7조)
1999 계약조건 제20.1조는 엔지니어는 클레임 상세내역을 받은 후 42일 내에 승인 또
는 불승인의 답변을 하여야 하며, 공기 연장 및/또는 추가 공사비 지급에 대한 합의 및 결
정을 위해서는 제3.5조[결정]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엔지니어
가 42일 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의 답변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클레임이 불승인되어야 분쟁으로 전환되고 DAB에 회부할 수 있는데 엔
지니어가 기간 내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클레임 불승인으로 간주된다는 조항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의 클레임 불승인에 대해서 불복하는 시공자가 제3.5조[결정] 하에
서의 엔지니어의 합의 또는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DAB에 분쟁을 회부할 수 있는
지도 분명하지 않았다. 만약 제20.1조 하에서 엔지니어의 승인 또는 불승인의 답변 의무와
제3.5조 하에서의 엔지니어의 합의 또는 결정 의무가 별개의 것이라면 중복의 문제가 발생
한다. 또한 엔지니어가 제20.1조와 제3.5조 하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언제
까지 불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2017 계약조건 제20.2.5조는 클레임의 합의 또는 결정이라고 하여 엔지니어가 클레임
합의 또는 결정 시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절차는 제3.7조에 따르도록 하
여 1999 계약조건에서의 절차 중복 문제를 해결하였다.
2017 계약조건 제3.7.3조에 의해 엔지니어가 42일 또는 엔지니어가 제안하고 양 당사
자가 동의한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엔지니어가 그 클레임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
린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제3.7.5조에 의해 엔지니어의 결정에 대해서 일방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상대방에 ‘불복 통지(Notice of Dissatisfaction)’를 하여야 하며, 엔지니
어에게 불복 통지의 사본을 전달하여야 한다. 이러한 불복 통지는 엔지니어의 결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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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통지임을 서술하여야 하고, 불복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 불복 통지는 제3.7.2조[엔지니어의 결정] 하에서 엔지니어의 결정 통지를 받은 후 28
일 내에 하여야 하고, 그 후에 각 당사자는 제21.4조 하에서의 DAAB에 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 만약 28일 내에 양 당사자가 불복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엔지니어의 결정은 양 당사자
에 의해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고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게 된다. 그리고 일방 당사자가 이
렇게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게 된 엔지니어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상대방은 DAAB와
우호적 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바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2017 계약조건 제3.7조는 1999 계약조건에서 엔지니어의 합의 및 결정과 관련
하여 불분명하던 절차를 상당히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14. 분쟁방지·재정위원회(DAAB)(제21조)
1999 계약조건 조항 중 제20조 DAB만큼 법원 판례가 많이 나온 조항은 없다. 그 말은
그만큼 1999 계약조건 DAB 조항이 불명확하고 불완전한 부분이 많았다는 의미이기도 하
다. FIDIC 계약조건은 DAB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일시적인 구속력을 부여하는데 이 점에
서 영국 주택보조금건설재발전법(Housing Grants, Construction and Regeneration
Act 1996) 하에서 인정되는 법적 재정(Statutory Adjudication)과 유사하며 구속력 없는
권고안을 내리는, 미국에서 유래된 분쟁검토위원회(Dispute Review Board)1와 다르다.
FIDIC 계약조건이 DAB 결정에 일시적인 구속력을 부여하는 바람에 분쟁위원회(Dispute
Board) 제도가 당사자들간의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여 원만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본래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으나,2 2017 계약조건은 DAAB를 황
금 원칙의 하나로서 계약 당사자들이 그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3

1) DAAB의 기능의 강화 및 상설화
원래 1999 계약조건 제20조에서 시공자의 클레임과 함께 DAB를 다루던 것을, 2017

1 분쟁검토위원회에 대한 상세는 Richard A.

년 FIDIC 계약조건에서는 클레임은 제20조에서 다루고, DAAB는 제21조에서 별도로 다

Shadbolt, “Resolution of Construction

루고 있다. 그리고 DAB 명칭도 DAAB로 변경하고, 제21.3조[분쟁방지(Avoidance of

Disputes by Dispute Review Boards”,
ICLR (1999), Informa 참조.

Disputes)]를 신설하여, 분쟁위원회의 분쟁방지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제21.3조는 당사

2 James P Groton, Robert A Rubin and

자들이 공동 서면으로(엔지니어를 참조수신인으로 하여) DAAB가 공사 수행 도중 발생하

Review Boards and Adjudication”, ICLR

는 사안 또는 이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력하거나 비공식적인 논의 및 시도를 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Bettina Quintas, “A Comparison of Dispute
(2001), Informa, p. 291.
3 1999 계약조건을 기초한 Christopher Wade
는 국제건설계약에서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구속
력이 있는 결정을 내리는 DAB가 더 선호되는데

이는 계약당사자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자가 계약 초기에 임명되어 현장을 정기
적으로 방문하여 공사진척도와 잠재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나가면서, 분쟁이 발생하면 초기
단계에서 관여하여 양 당사자에게 만족스러운 분쟁 해결책을 제시하여 가급적 적대적이고

이는 정부부처와 같은 발주자 또는 대주가 동의
하기가 더 쉽고, 시공자는 중간 기성을 지급받기
가 더 쉽게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Christopher
Wade, “The Silver Book: the Reality”, ICLR
(2001), Informa, p.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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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비용소모적인 공식적인 분쟁해결 방법인 중재 또는 소송을 줄이자는 분쟁위원회 도
입의 원래 취지를 살리고자 함이다.
나아가 제21.3조는 DAAB에 대한 이러한 공동 요청은 당사자들 간의 사안이나 이견이
된 대상에 대해 엔지니어가 제3.7조[합의 또는 결정] 하에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으며, DAAB의 비공식적 조력은 어떠한 회의, 현
장 방문 또는 기타 기간 동안에 제공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양 당사자가 그러한 논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비공식적 논의에서 주어
진 조언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며, DAAB 스스로도 후속 분쟁해결 절차나 결정에서 비공
식적 조력 절차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어진 견해나 조언에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후속 DAAB 절차에서 DAAB가 이전에 당사자들에게 제시한 비공식
적인 조언과 동일한 결정을 내린다면 경우에 따라서 자연적 정의 위반의 문제가 대두될 수
도 있을 것이다.
또한 1999 FIDIC Yellow/Silver Book에서는 임시 DAB를 두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는데, 2017 계약조건에서는 Red/Yellow/Silver Book 모두 상설 DAAB를 두는 것
으로 변경하였다. 이 또한 분쟁이 발생한 후에 구성하게 되어 있는 임시 DAB는 분쟁 초기
단계에서 제3자가 개입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 간에 시간과 비용 소모
적인 중재를 줄인다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는 비판4을 FIDIC이 수용한 결과이다.
물론, 상설 DAAB라 하더라도 계약 주요정보(Contract Data)5에 그 구성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그 구성 시기를 늦출 수 있다. 다만, 계약 주요정보에서 이를 별도로 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자가 계약승락서(Letter of Acceptance)를 받은 날로부터 28일
내에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 계약조건 하에서는 일방 당사자의 비협조적인 태도, 당사자들 사이에 재정위원에
대한 합의 불발, 당사자들과 재정위원 간에 DAAB 계약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DAAB가 구성될 수 있도록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DAAB 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약 주요정보에 각 당사자가 미리 재정위원 후
보 3명씩을 열거하게 하고 DAAB 구성 시점에서 각 당사자가 이들 중 한 명씩 지명하고,
양 당사자의 합의로 의장 재정위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명과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주요정보에 지정된 임명권자가(임명권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4 Nicholas Henchie,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 Turnkey Projects―The

FIDIC 의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경우 당사자들과 재정위원들은 DAAB 계

Silver Book Problems in Store?” ICLR

약에 서명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월용역비와 일비는 임명조건에 기술된 대로이며, DAAB

“FIDIC’s 1999 Editions of Conditions

계약의 준거법은 본 계약의 준거법과 동일하다.

(2001), Informa, p. 51; Gordon L Jaynes,
of Contract for “Plant and DesignBuild” and “EPC Turnkey Contract”: Is
the “DAB” still a Star?”, ICLR (2000),

상설 DAB를 규정하고 있던 1999 FIDIC Red Book 하에서 당사자들의 DAB에 대한
이해부족 또는 부주의로 공사가 착공된 후에도 사실상 DAB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가, 실제

Informa, p. 45.
5 계약특수조건(Particular Conditions) Part A―
계약 주요정보(Contrac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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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들이 비로소 DAB를 구성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일방 당사자의 비
협조적인 태도로 DAB가 구성되지 않자, 상대방 당사자가 바로 중재를 신청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때 내려진 중재판정이 DAB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재판정 취소 소송의 대
상이 된 것을 의식하여, 2017 계약조건은 일방 당사자의 협조 없이도 DAAB가 구성될 수
있도록 DAAB 구성 조항을 보완한 것이다.
하지만 임명권자가 재정위원을 임명한 경우에 당사자와 재정위원은 DAAB 계약에 서명
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DAAB의 보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와 재정위원 간에 아무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DAAB 보상 수준을 어떻게 결정
할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상수준이 결정된 DAAB 계약이 효력이 있을 것으
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2) DAAB 종기
2017 계약조건 제21.1조는 DAAB의 종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제
14.12조[채무소멸확인서(Discharge)] 하에서 시공자가 미수금이 더 이상 없음을 확인하
는 최종명세서(Final Statement)를 제출함으로써 채무소멸이 유효하게 되었거나 유효하
게 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그러한 최종명세서가 제출되기 전에 DAAB에 회부된 모든 분쟁
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후 28일이 경과한 날 중 늦게 도래한 날에, DAAB의 임기가 종료한
다고 규정한다. 단, 시공자는 채무소멸확인서(discharge)를 제출할 때, DAAB 또는 중재
가 진행되고 있는 분쟁은 예외로 하거나, 최종기성지급확인서의 금액 및 이행보증을 돌려
받는 것을 효력발생조건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중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DAAB의 임기는 계약해지후 224일 내에서 DAAB
에 회부된 모든 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당사자가 계약해지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최종 합의에 이른 날 중 빨리 도래하는 날이라고 규정한다.
원래 1999 계약조건에서는 DAB의 임기가 종료하는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2017 계약조건에서는 이렇게 DAAB의 임기가 종료하는 시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제
21.8조에서 ‘DAAB 임기의 종료 또는 기타 이유로 DAAB가 현존하지 않는(또는 DAAB
가 구성 중에 있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기준을 분명하게 했다는 의의가 있다.

3) 최종적이지는 않지만 구속력이 있는 DAAB 결정의 집행
1999 계약조건 제20.6조 첫째 단락은 중재판정부에 회부할 수 있는 분쟁은 “DAB의
결정이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지 않은 분쟁”(any dispute in respect of which the
DAB’s decision (if any) has not become final and binding)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DAB의 결정에 대해 불복의 통지를 한 당사자는 제20.6조 하에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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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DAB의 결정은 해당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우호적 해결이 이루어지거나
최종적인 중재판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사자들을 구속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불복의 통
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DAB의 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DAB의
결정에 대해 불복을 통지한 당사자가 DAB의 결정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DAB 결정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중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1999 계약조
건 하에서는 DAB 결정의 이행을 위한 중재신청을 할 때 다시 제20.4조의 DAB 절차와 제
20.5조의 우호적 해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어려운 해석문제가 발생하는데,
싱가포르 Persero 판결이 이 문제를 상세히 다루었다.6
이 문제는 1999 계약조건 제20.7조가 당사자 쌍방이 제20.4조의 DAB의 결정에 대해
28일 내에 불복의 통지를 하지 않아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게 된 DAB의 결정은 제20.4
조[DAB의 결정의 획득] 및 제20.5조[우호적 해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당사자 일방이 불복의 통지를 해서 구속력은 있지만 최종적이지 않은
DAB의 결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다.
2017 계약조건 제21.7조는 일방 당사자가 DAAB의 결정이 구속력만 있거나, 최종적이
고 구속력이 있거나 간에 그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DAAB 절차 및 우
호적 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바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1999 계
약조건 제20.7조의 흠결을 해결하였다.

4) DAAB 결정의 이행을 명하는 중간판정의 집행
2017 계약조건 제21.7조는 중재판정부는 약식 또는 기타 신속절차에 의해 (준거법 하
에서 또는 기타 적절한) 중간 또는 임시조치 혹은 중간 또는 임시판정에 의해 DAAB 결정
의 이행을 명할 권한을 가진다는 문장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DAAB 결정의 이행을 명하는
중재판정부의 중간판정의 집행이 법역에 따라 가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판정 또는 조
치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가장 집행이 잘 될 수 있는 형식의 명령을 내릴 권한을 중재판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또한 DAAB 결정의 이행을 명하는 중재판정부의 중간 또는 임시 조치 혹은 판정에 명령,
손해배상 기타 구제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DAAB 결정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
는 장치를 추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DAAB 결정의 이행을 명하는 중재판정부의 중간 판정 또는
임시 조치 혹은 명령이 모든 법역에서 이행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다.7

6 Persero 판결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김승현,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 – FIDIC 계약조
건을 중심으로』제2판 박영사 (2019), 467면
이하 참조.
7 중간판정의 집행에 대해 상세한 것은 김승현 (주
6), 49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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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AAB 회부와 시효중단의 효과
1999 계약조건 하에서 분쟁을 DAB에 회부해도 시효중단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2017 계약조건 제21.4.1조에서 DAAB에 분쟁을 회부하면,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2017 계약조건 제21.4.1조의 문구가 한국 민법에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
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한다.8 또한 현존하지 않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권리
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9 따라서 준거법이
한국법이라면, 제21.4.1조의 문구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DAAB에 회부하는 것으로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8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 [민법강의 I]」 박영
사 제9판, 444면.

준거법이 영국법인 경우에도 영국 시효법(Limitation Act 1980)상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시효소멸 항변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해야 하는
10

데, 제21.4.1조의 문구가 이러한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9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
결.
10 Granville Oil and Chemicals Ltd v Davis
Turner & Co Ltd [2003] EWCA Civ 570;
Fortisbank SA v Trenwick International Ltd
and others [2005] EWHC 399 (Comm). 영

6) DAAB와 법적 재정(Statutory Adjudication)의 중복 문제

국에서는 당사자들이 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시
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상유지계
약(Standstill Agreement)을 종종 체결하는데,

한편, FIDIC 계약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DAAB는 계약적 재정(contractual
adjudication)임에 비해, 법적 재정(statutory adjudication)이 시행되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데 만약 FIDIC 계약조건을 채택한 프로젝트가 이와 같은 법적 재정 제도를 두고
있는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 국가들에서 수행되는 경우, FIDIC 계약조건에서 규정하고
11

있는 DAAB와 법적 재정이 중복될 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참고로 FIDIC 계약조건의 DAAB가 영국의 HGCRA의 법적 재정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12

HGCRA 제108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를 충족하여야 하는데,

FIDIC 계약조건의 DAAB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HGCRA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재정이 적용된다. 전술하였듯이,
FIDIC 계약조건의 DAB는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우회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고 중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들이 현상유지계약(Standstill Agreement)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시효소멸의
항변을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
어야 한다고 한다.
11 법적 재정과의 중복 문제는 김승현 (주6) 533
면 이하 참조.
12 HGCRA 제108조 제2항은 계약이 다음 사항
들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HGCRA에서 정
하고 있는 재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일방 당사자로 하여금 분쟁을 재정에 회부
하겠다는 의사를 어느 때고 통지할 수 있
게 하여야 하고;
(b) 그러한 통지를 한 지 7일 내에 분쟁을 재정
에 회부하고 재정위원을 임명하기 위한 일
정표를 제공하여야 하고;

전 선결 절차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법적 재정을 두고 있는 국가에서 시공자나 하수급인이

(c) 재정위원은 분쟁이 회부된 지 28일 내 또

법적 재정을 신청해서 이미 잠정적으로 기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FIDIC 계약조건의

는 분쟁이 회부된 후 양 당사자들의 합의

DAAB 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2017 계약조건에서 NEC4 계약조건처럼 법적
재정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적 재정 절차를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에 의해 연장된 기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고;
(d) 분쟁을 회부한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재정
위원이 28일 기간을 14일 연장할 수 있
고;
(e) 재정위원에게 공평하게(impartially) 행동
을 의무를 부과하고; 그리고
(f) 재정위원이 법률과 사실을 파악하는 데 주
도권을 잡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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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종적이지는 않지만 구속력 있는 DAAB 결정의 이행 시
중재판정부의 심사권한
DAAB의 결정에 일방 당사자가 불복하더라도, 그 결정은 당사자들 간의 우호적 해결 또
는 최종 중재판정에 의해 결론이 바뀔 때까지 구속력이 있다. 이러한 DAAB의 결정의 구속
력은 임시 중재판정에 의해 담보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재판정부는 이와 같은 최종적이
지는 않지만 구속력 있는 DAAB의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심사를 하지 못하고 무조
건 집행을 명하는 임시 중재판정을 내려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최종적이지는 않지만 구속력 있는 DAAB의 결정에 잠정적 구속력을 부여한 것이 시공자
의 현금 흐름 문제를 돕고자 하는 취지이고, 본안 중재판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중재판정
부는 당연히 임시 중재판정 단계에서 DAAB 결정의 본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서는 안 될 것
이다. 하지만 법적 재정(statutory adjudi-cation) 제도 하에서 재정인의 결정이 관할권을
유월하였는지 또는 자연적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 점
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최종적이지는 않지만 구속력 있는 DAAB의 결정에 대해서 중재판
정부는 DAAB의 관할권 또는 중대한 절차적 흠결 등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2017 계약조건이 이 점 또한 규정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Ⅲ. 소결
이상으로 2017 계약조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으나, 2017 계약조건에 대해서 아직
어떠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다소 성급할지도 모르지만, 일단 FIDIC이 1999 계약조건이 해
외건설시장에서 사용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이번 개정을 통해 해결하
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특히 저자는, 엔지니어의 합의
및 결정, 공사변경, 클레임, DAAB와 관련 조항들을 더욱 세밀하게 규정함으로써 가능한
한 절차적 공백과 흠결을 줄이려고 노력한 부분과 특히 공사변경 통지에 대해서 기간도과
권리상실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내린다.
하지만 일부 너무 나아간 부분도 보이는데, 예를 들어, 클레임 상세 내역을 84일 내에 제
출하도록 하고 이를 기간도과 권리상실로 규정한 것과 같은 것들이다. 또한 클레임 절차를
너무 세분화하여 규정하다 보니 사용자들이 2017 계약조건에 쉽게 익숙해지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인 것 같다. 런던 세미나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는데
2017 계약조건을 기초한 계약위원회는 향후 해외건설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지켜보
자는 반응이었다.
DAAB 절차는 1999 계약조건에 비추어 상당히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하
지만 아직도 DAAB 회부로 인한 시효중단 문제, 중간판정의 집행 문제, 법적 재정과의 중
복 문제, 최종적이지는 않지만 구속력 있는 DAAB 결정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심사 권한

해외건설 법률정보

120

2017년 FIDIC 계약조건의 주요 개정 내용

해외건설 법률정보

121

문제 등 여러 난제들이 남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FIDIC이 DAAB를 황금 원칙
의 하나로 간주하여 계약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배제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권고하는 태도가
바람직한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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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클레임의
유형과 전략

I. 들어가며
필자는 오랫동안 건설·중공업 관련 회사들의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클레임 자
문을 하였고, 시시때때로 법과 계약에 근거하지 않은 클레임,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클레임을 자문할 때 변호사로서 어떤 자세, 어떤 논리로 접근할 것인지 고
민에 고민을 거듭했었다. 이 글은 그런 고민 끝에 만들어진 필자의 경험과 주관으로 작성하
였고, 물론 필자보다 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독자들도 많으리라고 생각하며 이 글을
가볍게 읽어주길 바란다.

II. 해외건설클레임의 정의
우선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클레임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사람들마
다 의미하는 클레임은 다를 수 있다.
2017년 FIDIC에서는 클레임은 “어떤 계약조항 또는 계약 또는 공사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방당사자에 의해 상대방에게 제기된 합당한 보상 또는 구제수단에 대한 요청 또
는 주장(a request or assertion by one Party to the other Party for an entitlement
or relief under any Clause of these Conditions or otherwise in connection with,
or arising out of, the Contract or the execution of the Works)을 의미한다.
2017년 미국건축가협회의 표준계약서 (AIA Document A201) 15.1.1항에서 클레
임은 계약조건들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이 권리, 금전보상, 공기 변경 또는 다른 구

김필수
GSP컨설팅 컨설턴트
뉴욕주/뉴저지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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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단의 요구 또는 주장(a demand or assertion by one of the parties seeking,
as a matter of right, adjustment or interpretation of Contract terms, payment
of money, extension of time or other relief with respect to the terms of the
Contract.)으로 정의한다. 또한 해당 조항에서 클레임은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또는 계
약과 관련 있는 사업주와 계약자 간의 다른 분쟁 및 논의중인 문제들(other disputes
and matters in question between the Owner and Contractor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e Contract.)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에 상대방이 계약서에 따른 요청 또는 주장을 거절할 경우로 한정해서 협의적으
로 클레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요즘 사업주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만들어 제공
한 계약서(bespoke contract)에는 계약금액 변경, 공기연장 및 다른 계약조건의 변경들
은 Change Order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별도로 Claim에 대한 것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도 많기 때문에, Change Order가 사업주에게 거절된 경우 클레임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클레임이란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에 따라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여 합당한 보상을 찾
는 행위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약상 권리를 주장하는 Change Order도
클레임의 범주에 포함하여 해외건설계약서상 주장할 수 있는 계약자의 클레임들과 대응전
략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III. 해외건설클레임의 유형
대부분의 해외건설프로젝트는 설계, 구매, 시공의 복합적인 프로젝트이며, 다양한 원인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계약자는 공사 중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 영향에 대해 추가 비
용(Additional Costs), 공기 연장(Extension of Time) 또는 성능보장(Performance
Guarantee)의 변경 등 다른 구제수단(Other Relief) 등으로 보상을 청구한다. 반면에 사업
주는 좋은 품질, 빠른 완공으로 인한 목적물의 가동을 통해 사용, 수익하는 것이 일반적이므
로, 공기가 지연될 경우 지연손해,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 등의 클레임이 위주이다. 아래
열거된 유형 이외의 추가적인 클레임 원인이 있을 수 잇지만,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유형들
위주로 기술하였다. 또한 계약기간동안 발생하는 클레임에 대해서 기술하였기 때문에, 일반
적으로 소송이나 중재로 진행되는 계약해지와 같은 경우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1. 발주처 귀책사유로 인한 클레임
(1) 공사 범위/수량/공사절차의 변경에 의한 Change Order
(Changes in Scope / Quantities / Sequence of Works)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하며 사업주에 의한 Change Order는 비교적 분쟁으로 발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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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적은 편이다. 대부분의 분쟁은 사업주가 Change Order형태로 지시하지 않고, 단
순 코멘트 형태로 지시함으로써, Change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생김으로써
시작한다. 이는 계약조항, 명세서(Specification)나 공사범위(Scope of Work) 또는 기타
계약부속서류가 불명확한데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선 담당자들도 해당 내용이 계약에 포함되는 것인지 계약 범위 외 추가 요구사항
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사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발주처의 지시대로 진행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다 나중에 현장의 손실이 발생하여 클레임을 준비하면서 추가
하여 뒤늦게 통지하여 계약상 통지기한(Time Bar)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사업주의 논리를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사업주의 지시가 Change Order 사항인지 불확실하더라도 일선 담당자들이 사업주 담
당자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메일이나 회의록에 Change Order 가능성에 대해 기재해
둔다면 추후 클레임때 근거가 되는 자료가 된다.

(2) 사업주의 지시 또는 도면 제공의 지연 또는 계약자가 제출한
도면의 승인 지연
사업주에 의해서 시간이 지연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Change Order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주의 지시 또는 도면 제공의 지연 또는 계약자가 제출한 도면의 승인 지연의 문제는
계약 후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지연한다면 수많은 도면 중 지연된 도면에 따른 지연된 영향
을 계약자가 분석하여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많다.
일반적으로 계약자가 도면 제공 후 사업주가 승인하는 기한을 도면제공 명시한 계약서
라면 클레임 근거가 명백하지만, 많은 계약서에서 해당 기한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기한이 없다면 지연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조차도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우,
계약 전 협상에서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대부분은 갑을관계에서 오
는 협상력의 차이로 인해 반영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이럴 경우 발주
처에 제출하는 프로젝트 수행계획(Project Execution Plan) 등 계약 후 제출하는 서류에
사업주의 승인기한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는다면 클레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3) 사업주의 제공문서의 오류(error) 또는 제공문서들 간의
충돌(conflict) 또는 모순(discrepancy)
제공 문서의 오류나 충돌이 있을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약자는 비용이 가장 저렴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서 간의 우선 순위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분쟁의 시작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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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괄책임을 지는 EPC 계약자는 일반적으로 수주단계에서 사업주 제공문서의 오
류와 충돌을 확인하고 검증했다는 서약을 하는 의무를 지운다. 이때 적용되는 조항이 문서
간의 우선순위를 명시한 조항이나, 이 조항이 없다면, 계약자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에 우선한다라는 논리나 계약자가 근거하는 문서가 사업주가 근거하는 문서
보다 더 최근에 합의되었다는 논리 등이 사용 가능하다.

(4) 사업주의 현장 접근 권한(Right of Access) 제공의 지연
사업주가 공사 현장 인도를 지연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또한 사업주의 다른 계약자의 선행
공정 지연으로 인해 현장 인도를 지연시킨다는 것은 명백히 보상의 대상이다. 하지만, 타현장
과의 같은 도로나 현장의 사용으로 인한 간섭으로 인해 대기 시수가 발생한다면 사업주의 다
른 계약자와 협력한다는 조항을 들어 계약자가 보상을 거절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한다.

(5) 예측할 수 없는 상이한 현장 상황
(Unforeseeable Differing Site Conditions)
사업주의 제공받은 현장 도면이나 땅밑의 상태에 대해 계약 체결 전 현장조사(Site
Survey) 의무를 계약자가 책임진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자가 입찰
자 입장에서 수주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조사하기는 어렵다. 사업주 입찰 전 제
공문서를 믿고 견적을 하였으나 계약 후 제공문서에서 명시된 토질 내용은 틀리지 않았으
나, 토목공사 도중 실질적으로 건설할 자리의 토질 내용이 달라 대규모 클레임으로 발전한
사례도 보았다. 그 사례에서 계약자는 경험있는 계약자(Experienced Contractor)가 사업
주 현장 자료로 토질 상태가 문제없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현
장 자료와 현장 상황이 상이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은 보상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주장하였다.

(6) 사업주에 의한 Test 지연 또는 재실시 또는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추가 Test의 실시
사업주의 사정에 의해서 Test가 연기되거나 추가Test의 경우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미 실시된 Test 결과에 대해 의문을 표하면서 Test를 재실시하
여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Test를 재실시한 결과 문제가 없다면 사업주가 보상
하고, 문제가 있으면 계약자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7) 사업주의 공사중지
사업주가 편의상 공사중지한 경우는 Change Order가 명백하지만, 안전사고 발생 등에
의해서 계약자의 HSE위반에 따른 공사중지의 경우는 보상청구가 불가능하다. 다만, 해당
공사중지 기간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다퉈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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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사대금지급의 지연 – 계약자의 이자부담, 공사중지
사업주의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에 대해 계약상 사업주의 지연이자(Default Interest) 지
급 책임이라든지, 사업주의 대금지급 지연이 장기화됐을 경우 계약자의 공사중지 권한에
의한 공사중지 기간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 공사대금 지급지연 시 계약자의
지연이자를 지급받는 것과 공사중지, 계약해지 같은 계약자의 권리를 명시하지 않은 계약
도 있으니 수주단계에서 확인하여 기재를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9) 상기의 사유들의 결과로 발생한 공사 지연에 따른 계약자의 돌관작업
(Acceleration) 실시
공기연장(Extension of Time)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인정하
지 않으면서 계약공기(Scheduled Completion Date)를 준수하라고 지시하면서 돌관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는 사실상의 돌관작업 지시(Constructive
Acceleration)로 다퉈볼 여지는 있으나, 공기 연장 사유가 그때 그때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들에 따른 지연의 영향과 생산성 감소로 인해서 돌관작업의 투입비
용에 대한 설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2. 사업주의 귀책없이 발생한 클레임
(1) 현장에서 화석 또는 유물의 발견
현장에서 화석 또는 유물이 발견되면 정부 기관에 의해서 공사는 중지되고, 이에 대하여
사업주가 보상하는 조항이 있다. 조항이 없을 경우는 정부행위(Government Act)에 의한
불가항력 조항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다.

(2) 관공서의 인허가(Governmental Permit) 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
관공서의 인허가에 대한 책임이 계약자에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현지 사정으로 인해 불합리하게 인허가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한 지연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보고를 하여 사안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의 귀책사유
가 있다면 Change Order를 청구하고, 사업주에 기인하지 않은 지연일 경우 불가항력 같
은 사유로 공기연장을 주장해 볼 수 있다.

(3)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따른 공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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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 또는 미얀마 사태 같은 소요사태 등 공사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공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경우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중
지되면 계약자는 추가 비용도 함께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계약서에서는 공기연
장만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다.

(4) 법률의 변경 (Change in Law)
법률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제출하여 보상받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법의 개정, 세법의 개
정, Local Contents 규정의 변경 등 발생하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나, 간혹 사업
주가 Change in Law 조항을 기재하지 않고 계약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하는 경우도 있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Change in Law 조항이 없더라도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3.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클레임
(1) 계약자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Delay로 발생한 지연손해에 대해서
사전에 합의한 지체상금 (Liquidated Damages)
계약자가 계약상 공기연장의 사유 없이 공사가 지연될 경우 특정 Milestone이나 최종
계약완공일 기준으로 지연일수 만큼 계약자가 사업주에게 지급하거나 사업주가 계약자에
게 지급해야 할 기성에서 공제한다. 계약자는 Liquidated Damages를 면제받기 위해 공
기연장의 사유를 모아서 클레임을 하고 최종적으로 Liquidated Damages를 면제받도록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2) 목적물의 성능보장조건(Performance Guarantee)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합의한 지체상금 (Liquidated Damages)
사업주는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위해 일정 성능 이상을 만족토록 하여야 하고, 프로젝
트에 따라 최소성능보장조건(Minimum Performance Guarantee)을 정해 성능보장
(Performance Guarantee)과의 차이에 따라 계약자에 Liquidated Damages를 청구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계약자는 Minimum Performance Guarantee를 달성하였
으나 Performance Guarantee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수정을 하여 Performance
Guarantee를 달성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선택권을 계약자가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수정비용과 부담해야하는 Liquidated Damages를 비교하여 계약자가 유리한 방
향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하자클레임
하자는 완공하기 전 하자와 완공 후 하자로 나뉜다. 완공 전 하자는 수리하지 않는다면

해외건설 법률정보

127

해외건설클레임의 유형과 전략

완공증명서(Completion Certificate)을 발급받지 못하고, 하자 수리기간도 공사기간에
포함되어 완공일이 지연될 경우 지연에 대한 Liquidated damages에 부담하여야 한다.
완공 후 하자는 발생 시 하자보수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에 대하여도 문제가 될 수 있다.

IV. 클레임 관리 전략
클레임을 줄이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프로젝트 성공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
요하다. 계약자들의 사내변호사로서 클레임 대응을 하면서 클레임을 줄이거나 효율적인 관
리에 대해 계약자 측면에서 오랜 기간동안 고민하고 생각했던 방법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1. 수주단계에서 사업주 제공문서의 자료검증을 철저히 하고
계약서의 불분명한 부분들을 해소해야 한다
수주단계에서 계약서의 불명확한 조건들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 제공문서들의 자료검증
을 철저히 해서 공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하여야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계약조건들 간 우선순위를 정하여 당사자들이 의존하는 조건들에 따라 해석
이 달라지는 것을 피하는 것이 클레임을 줄이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또한, 견적의 오류로 인한 손실만회를 위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수주단계에서 사업
주 제공 도면 검토나 현지 공사 현장 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현지 세법 등 관련 법률에 대
한 검토 부실로 견적에 누락되는 경우 수행하는 프로젝트팀 입장에서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클레임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수주단계의 부실이 수행단계로 넘어오면 이미
계약상 합의된 것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수행단계에서 클레임을 하여도 보상받기 상당히
어렵다.

2. 모든 일선 프로젝트 담당자들도 계약 내용의 인지해야 한다.
건설프로젝트라는 것이 설계, 구매, 시공 다양한 범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기 때문에 한 프로젝트에 계약자 내에서도 많은 참여자들이 존재한다. 계약서의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일선 담당자들은 도면 출도, 구매계약 및 관리, 시공 등 자신들이 맡은 업무
를 수행하다 보면, Change Order로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나 인식을 했으나 프로젝트
관리팀과의 의사소통이 늦어져서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특히, 일선 설
계, 구매, 시공 담당자들 내부적 회의 과정, 프로젝트관리팀과의 회의 과정 등을 통해 시간
이 상당히 소요되어 계약서에 명시된 통지기한을 도과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히 발생한다.
뒤늦게 손실을 깨닫고 Change Order를 청구하면, 계약서상 통지기한(Time bar)을 도과
한 시점에서는 어려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담당자 개개인마다의 계약서 내용의 충분한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적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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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Order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프로젝트 수주 시
계약자가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일이다.

3.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야 한다.
클레임이 발생하였을 때마다 그때그때 최대한 단기간에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클레임의 원인들이 누적되면 클레임 원인들과 결과들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
다시 말해서 원인들이 겹치면서 생산성 저하 등 여러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공사 결과가 변
화되므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계획 대비 실제 수행 결과를 비교하여 차
이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인과관계가 명확히 설명되지 못한다면 사업주 입장에
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밖에 없으므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시점에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권리평가와 전략수립을 하여야 한다.
클레임을 제기할 때 계약자 자신이 가진 정보와 사업주가 가진 정보를 무엇인지를 정확
히 파악하여야 한다. 관련된 모든 정보들은 사실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어야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올바른 전략
과 목표를 바르게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클레임 협상을 하다 보면 사업주가 계약자가 예상하지도 못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예상하
지 못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계약자는 협상 전 준비한 권리평가와 수
립한 전략과 목표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5. 클레임 제출시 과도한 블러핑(bluffing)은 자제해야 한다.
대부분 협상에 활용하기 위해서 클레임을 제출할 때 자신의 진성 클레임에 보상을 최대
한 확보하고자 어느 정도의 블러핑을 피치못하게 포함하여 제출한다. 사업주에서도 블러핑
이 포함되어 있다고 충분히 예상하고 있지만, 과도한 블러핑은 클레임의 전체적인 신뢰도
를 떨어뜨려 진짜 받아야할 보상도 의심하게 만드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클레임을
할 때는 논리를 철저히 구성하여 블러핑을 찾지못할 정도로 하는 것이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한다.

6. 도의적 클레임이라도 계약적, 법적 근거와 연결지어야 한다.
클레임 유형은 크게 3종류로 나뉜다. (i) 계약서의 명시적인 조항에 근거하는 계약적 클
레임(Contractual Claim), (ii) 계약서에서 명시적인 조건들 이외 법에 근거한 법적 클레임
(Legal Claim), (iii) 계약적이나 법적 근거 없이 계약자의 어려움에 대해 도의적인 사업주
책임을 요구하는 도의적 클레임(Ex Gratia Claim)의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계약적, 법적

해외건설 법률정보

129

해외건설클레임의 유형과 전략

클레임은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도의적 클레임이 되면 사업주 책임자가 어느 정도 보
상을 하고 싶어도 책임문제로 인해 보상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도의적 클레임이라도 계약
적, 법적 근거와 연결하여 논리를 구성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

7. 항상 서면으로 의사소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와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사업주가 구두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믿고 서면
제출 및 승인 없이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상호 우호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추후 클레임을 구성하는데 있어 근거자료가 없어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다. 우
호적인 관계 속에서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간혹 추후에 사업주 내에서 자신의 입지가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
에 사업주 담당자가 서면 작성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서에 명시된 서면의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에 하나 그러지 못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작업 개시 전
MOM 작성 등을 통해 서명을 받거나 사업주 담당자와 미팅 후 확인 메일이라도 송부해두
면 추후 클레임을 진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

8. 클레임은 합리적 이유를 제공하는 행위이다.
클레임이란 계약상대방이 보상을 하게끔 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공하는 행위이
다. 클레임 목적은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가 주장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보상이다. 결
국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상대방이 보상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업주 담당자들도 회사 조직 내 조직원이며, 사업주 회사의 보고체계를 통해
의사결정을 받는다. 따라서, 클레임을 구성할 때 사업주 담당자가 경영진에 보고하고 결재
를 득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한 후 클레임의 논리와 증빙자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업주 담당자의 사업주내 위치도 고려하여 클레임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사업주 담당자 특정인을 공격하는 내용은 삼가해야 한다
사업주 담당자들도 회사의 직원인만큼 회사 내에서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주 담당
자를 곤란하게 하는 내용은 가급적으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는 담당자들을 곤란하게 한다면 담당자들은 더욱 방어적으로 나올 것이고, 클레임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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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는 말
장기간 복합적인 건설프로젝트는 수많은 클레임들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
쳐 완성된다고 말하는 것이 과언이 아니다. 필연적으로 클레임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관리
를 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성공과 직결된다.
따라서, 계약의 중요성 인식의 저변확대와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계약·클레임 관리 매뉴
얼과 시스템 구축하여 수주단계에서 계획했던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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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프로젝트 Clam 추진 및
분쟁해결 사례 1편
Claim Case Study-말련 KLCC Tower 클레임 사례

편영준
FTIConsulting 전무

말련 KLCC Tower 클레임 사례

I. 들어가며
본 프로젝트는 1998년 준공되어 당시 세계 최고층 빌딩으로 유명해진 KLCC Petronas
쌍둥이 빌딩으로 Tower2는 한국업체가 Tower 1은 일본업체가 건설하게 되어 공사 진행
중 일본업체와 비교되는 상황속에서 기술과 속도경쟁을 벌였으며 한국건설사의 우수한 건
설 기술력을 전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고 일본업체보다 먼저 공사를 완성하여 속도경쟁
에서도 승리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단한 자긍심을 심어준 뜻깊은 프로젝트였다.
이 쌍둥이빌딩은 준공 후 2004년까지 줄 곳 세계 1위 초고층빌딩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이후 대만의 Taipei 101 및 두바이 Burj Khalifa 등에 초고층 순위가 밀렸지만, 현재까지
도 말레이시아의 상징으로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해외 여행객들에게는
방문하고 싶은 아름다운 빌딩으로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아름답고 멋진 초고층빌딩을 건설한지 20년이 지났지만 그 공사를 수행하면서
경험했던 클레임 추진 경험 사례를 해외건설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 전파하
는 기회가 별로 없었던 점을 항상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금번에 이 지면을 통해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다.

II. 프로젝트 소개
1. 공사명 : The Construction of the Petronas Twin Towers
(Tower 2)
총 452M 높이의 건물로서 41층과 42층 (지상 160M)에서 Sky Bridge를 연결
시공사는 Tower 2의 Shell & Core와 Sky Bridge 공사 수행
NSC (Nominated Sub-Contractor) 및 NS (Nominated Supplier) 공사:
- Curtain Wall, Marble, Elevator, Fire Alarm System, BMS 등

2. 프로젝트 관계자
1) 발주처: Kuala Lumpur City Centre Berhard (Petronas 및 MAI Holding Group)
2) 감리사: Lehrer Mcgavern (미국)
3) 설계사: Cesar Pelli (이슬람 건축의 기하학적 문양을 가미한 설계)
4) 시공사: SAMSUNG – KUKDONG – JASATERA JV

3. 시공계약 주요조건
본 공사 시공계약서는 영국의 ICE (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 계약 및 NSC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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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등을 원용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FIDIC이나 미국 AIA 계약 조건을 채용한 복합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1) Type of Contract: Construction Contract (Lump Sum Price)
2) 공사기간: 1994. 3. 14 ~ 1996. 6. 16 (27개월)
3) 이행보증: 도급액의 10 %
4) 하자보증기간 : Final Acceptance 후 12개월
5) 유보금: 매 기성의 10% 유보, 단 Max. 5 % (50%는 공사 완료 후, 50%는 FAC 후 해지)
6) 기성지급: Monthly Progress Base
7) 지체상금: Milestone LD, Max 10 %
(총 43개의 Sectional Milestones, RM 17,000/day – RM 46,000/day)
전체공사의 완공 외에 여러 Group zone 별로release 하는 Sectional Milestones
과 Lift, Mechanical Room 등을 완성하는Sectional Milestones을 갖고 있음.
8) 분쟁조정: 싱가폴 중재에 따름

III. 클레임 추진 사례
1. 클레임 추진 배경
본 Project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 Project로서 장기적으로 검토되
었고 공사의 입찰, 계약 및 시공의 전 과정이 미국 Consultant를 통해 주도 면밀한 계획에
의해 준비되었으며 공사 중에 발생하는 Variation에 대해 설계변경이나 공사비 증액, 공기
연장이 허용되는 것을 최소화하여 발주처에게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음. 또한 공사 시
공 중에 발생한 발주처 귀책사유에 대한 완벽한 입증서류와 계약서에 명시된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공기연장이나 공사비 보상은 불가했음.
실제 공사의 진행에 있어서는 공사 초기부터 발생한 현장인도의 지연, 경험이 부족한 발
주처가 Consultant의 도움을 통해 Fast Track, Rolling Wave 등의 기법으로 전체 공정의
Schedule 관리, 불충분한 설계의 보완을 계속하였으며 이외에도 발주처의 대량의 공사변경
으로 시공의 어려움은 심각하였으며 발주처가 지명한 주요 공사 (Curtain Wall/Elevator 등)
NSC 업체 선정과 Schedule의 문제점으로 인한 공기지연 요인이 심각히 발생하였음.
시공사는 당시 세계 최 고층 빌딩 공사를 건설한다는 무궁한 자긍심과 초고층빌딩공사에
서 매우 중요한 수직도를 유지해야 하는 난공사를 차질없이 완벽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의
무감과 할 수 있다는 도전정신으로 무장하고 치밀하게 공사수행계획을 준비했음에도 불구
하고 공사 중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수많은 설계변경 및 공사 장애요인들이 발생하였으
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사수행역량 뿐 아니라 철저한 계약관리 및 클레임 대응이 필
요함을 절감하였으며 이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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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laim Situation Assessment
세계의 관심속에 일본의 Hazama사가 바로 옆에서 시공하고 있는 Tower 1과 경쟁하면
서 현장에서는 공사비 증가로 인한 손실 만회 대책, 공기지연으로 인한 지체보상금 부과 가
능성 및 지명 하도급자의 Claim제기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1995년 초반부터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Claim제출에 대한 제
반 영향 등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 Claim을 제기한다 해도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인 주장
과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한다면 발주처 관계 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Claim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시공사는 Claim 성사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우선 계약적인 사항, 현장이 처한 상황 및
현안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Claim 진행 방향을 결정하기로 하고
클레임 전문가를 통해 현장 Claim situation을 확인하고 계약적 타당성 검토와 공 정지연
분석을 통해 공기연장 권리 입증 자료를 작성하였다.

3. 클레임 주요 내용
1) Claim 1: Wing Effective Access
Wing 부위의 현장 인도 지연에 따른 공기 지연 및 손실 발생으로 공기 연장 및 지연기
간 발생 Overhead Cost 및 Escalation 청구
KLCC와 별도로 계약을 맺은 Bored Pile 업체 (DBF)의 Piling Work이 종료된 후에,
SKJ가 이 위에 Wing Structure를 시공하기로 되어있었으나, Piling Work이 60일 지
연됨.

2) Claim 2: MEP Alternative Manufacturer Claim
전기, 기계장비에 대해 Tower 1 과 Tower 2에 제품 단일화를 위해 Tender에서 지정된
제품이 아닌 Alternative 제품 사용 요구에 따른 증액분 청구
Appendix B to the Articles of Agreement (Alternative Pricing Schedule)에는
purchase options for alternative manufacturers of various MEP (Mechanical,
Electrical and Plumbing) equipment standardization 정책의 일환으로 선정된
manufacturer에 대하여 approval을 하였으나 Appendix B에 따른 계약 금액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를 Claim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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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적 근거: KLCC의 approval이 “written instruction”을 성립시킨 것으로 해석하여
Clause 40에 의거 variation으로 요구.

3) Claim 3: Curtain Wall Works Schedule Conflict
Main Contract의 Milestone보다 늦은 Curtain Wall 지명하도급자 HLN 의
Schedule과 일치시키는 공정계획 변경에 따른 공기 연장 요청 (Sectional Milestones
별도 요청)

4) Claim 4: Verticality
Tower상부층에서 발생한 Verticality 변위에 따른 추가공사비 및 책임 문제의 규명
1995년 5월말경 Tower 1 (하자마 시공) 골조의 vertical alignment에 significant
movement가 보고됨. 이에 KLCC측은 Tower 2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제 발생 가능성
을 우려하여 extra verticality survey를 수행할 것을 요구함.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보
다 추가 요구된 survey 지시를 Variation order로 해석하여 이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증
액을 요구함. 또한 Survey 결과가 허용치 이내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차를 더
욱 줄이도록 요구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을 청구.

5) Claim 5: Added Rebar
Tender시 골조공사의 철근 물량 과소 견적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의 증액 청구
입찰시 SKJ가 calculation error로 rebar의 물량을 실제보다 적게 기입.
KLCC는 이 error를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SKJ에게 그 사실을 notify 하지 않고 계
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SKJ는 rebar물량 2,700 ton에 해당되는 금액을 Variation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KLCC가 계약 체결 전에 SKJ의 calculation error를 알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했다.
* 이는 선의의 과실을 당사자가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주지시키지 않고 일방이 유리하도
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정신에 위배된다는 법 논리에 따른 해석.

6) Claim 6: Tenant Fit-Out Hoisting
계약서의 Tenant Fit-Out 업체들의 공사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Hoist 제공에 대해
15% 사용료 지급 규정에 따른 해당 금액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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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laim 7: Cash Flow Impact
계약에 명시된 NSC 공사계약에 대한 Attendance, Overhead and Profit 및 기성 삭
감 및 Variation Order에 대한 이자 발생분 지급 청구
공사수행 과정에서의 발주처의 action/inaction에 기인하여 SKJ는 cash flow 운영에
additional cost 발생하였음을 주장.

8) Claim 8: Consolidation Claim
전체 공사의 계약 및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총괄적으로 분석하여 공
기 지연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힌 Claim. 구체적으로는 설계, 대량의 E.I.(Engineer’s
Instructions), NSC Schedule, Third Party, Consultant문제점, L/D의 적용,
Acceleration 등이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되었다.
정리하면, KLCC와 consultants의 action와 Instructions (E.I.s)
(1) complete한 design을 제때에 제공 못함
(2) excessive and disruptive Employer’s Instruction (E.I.s)
(3) KLCC와 직접 계약한 NSC의 계약이 Main Contract와 일치하지 않음.
(4) KLCC failed to coordinate several third party contracts which impacted
and delayed SKJ’s work.
(5) KLCC established a contract schedule that was impossible to achieve
given the incomplete design, inconsistent NSC schedules and other KLCC
defaults.
(6) KLCC and its consultants completely abandoned any efforts of cooperation
that were absolutely essential if SKJ was to meet the Contract Price and
Schedule.
KLCC귀책에 따른 SKJ에게 추가로 발생한 costs와 damages
(1) Direct costs for certain additional work
(2) Acceleration and loss of productivity
(3) Increased and extended design and engineering costs
(4) Increased and extended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costs
(5) Time related costs for the delay s in completion
(6) Damages consequential to the increased costs and de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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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 관련 조항
Claim에 대한 시공사의 Contractual Entitlement주장에 적용한 계약 조항들은 다음과
같음.
[Clause 37 Responsibilities of Contractor for Nominated Sub-Contractors
and/or Nominated Suppliers]
In and for the purpose of this Contract, the Contractor shall be fully
responsible to ensure that the Nominated Sub-contractor and/or Nominated
Supplier shall conform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Contract and
comply fully with the provisions of ISO 9000 and the Contractor shall be
fully responsible for the acts, defaults or breach of any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Contract by the Nominated Sub-contractors and/or Nominated
Suppliers on their part in the same way as for his own or those of other
sub-contractors or suppliers engaged by himself and the Contractor shall
not thereby be relieved from any liability or obligations under this Contract.
The employer shall in no circumstances be liable to the Contractor for the
default of any Nominated Sub-contractors or Nominated Suppliers.
[Clause 40 Variations]
The term “Variation” means the alteration or modification of the design,
quality or quantity of the Works and includes the addition, omission or
substitution of any work, the alteration of the kind, standard or any of the
Equipment, materials or goods to be used in the Works, changes in the
sequence, method and timing of construction and the removal from the Site
of any work, Equipment, materials or goods executed or brought thereon by
the Contractor for the purposes of the Works other than work, Equipment,
materials or goods which are not in accordance with this Contract.
The E.R. shall not be bound to give to the valuation of Variations in interim
valuations by adjustment to the Contract Sum unless and until an agreement
in writing as to the valuation thereof, or part thereof, exists between the E.R.
and the Contractor. Such agreements shall be entirely conclusive as to the
effect of any Variation or part referred to therein.
[Clause 42 Delay and Extension of Time]
In respect of each and every delaying event identified in the Contractor’s
notice under this Clause the Contractor shall, in such notice or other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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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writing as soon as possible after such notice but in no event more
the seven (7) days or such longer period as the E.R. may in his absolute
discretion determine, provide to the E.R. written particulars and scheduling
documentation of the effect upon the Works Schedule including the Date
for Completion of the Works or Date for Completion of any Section and
all activities as the case may be, together with the Contractor’s proposals
for reducing or preventing such delay and shall do so by reference to the
planning and scheduling requirements contained in the Contract Documents.
Strict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lause by the Contractor shall
be a condition precedent to his entitlement to an extension of time.
An extension of time granted in respect of one Section shall not of itself
entitle the Contractor to an extension of time for any other Section.
As an alternation to granting an extension of time hereunder the E.R. may
in place of awarding an extension of time order the Contractor in writing to
recover the period of delay specified in such order and the Contractor shall
thereupon comply with and give effect to such order by the implementation
of such measures as the Employer shall approve in writing (such approval
not to be unreasonably withheld). Any such order shall be treated as a
Variation under Clause 40 (Variations) and valued in accordance with Clause
41 (Valuation of Variation)
Float time within the Work Schedule belongs to the Employer and the
E.R. may direct that float time be utilized by the Contractor to advance the
performance of the Works and the Contractor shall forthwith comply with
such direction at his own cost without any right to an extension of time.
[Clause 43 Loss and Expense Caused by Delays]
If the Date for Completion of the Works or any Section thereof has been
materially affected by reason as stated under Clause 42.3(a), (b) or (d)
(Delay and Extension of Time) and no other, and the Contractor considers
he will incur direct loss/or expense or damages for which he would not be
reimbursed by a payment made under any other provision in this Contract,
then the Contractor shall include within his notice under Clause 42.1 (Delay
and Extension of Time) notice in writing to the E.R. of his intention to claim
for such direct loss and/or expense or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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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클레임 협상
1) Claim Meeting 경과
96년 8월말까지 제출된 8건의 Claim 중 4건에 대해 1차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KLCC
측이 해당 Claim에 대한 견해를 밝힌 상태임. KLCC측의 Claim 대응 부서인 Risk
Management Department는 Principal Consultant가 팀을 맡고 있었으며, Senior
Consultant가 Claim에 대한 전반적인 계약 및 법적 검토를 담당하고 있었다. 시공사는
Meeting을 통해 제출된 Claim에 대한 Presentation을 하였고, KLCC측의 질의에 대
해 답변하고 청구 근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Claim 2 ~ Claim 6에 대해서는 KLCC측의 입장을 밝힌 Letter를 접수하였고 이에 대
한 시공사의 반박 Letter가 각각 발송되었다.
1차 Meeting (96. 1. 17)
Claim 제출 방법 및 Negotiation 진행 방법 등 논의
2차 Meeting (96. 3. 28)
Claim 2 MEP Alternative Manufacturer에 대한 논의로 Alternative Price 조항,
Approval 및 Standardization 문제, “No Objection” Letter 해석 문제 등이 논의되
었으며 보완 사항으로 96. 4. 2일자 공문으로 Notice of cost increase, Invoice for
MEP Equipment, Review SKJ records for purchase information에 대한 답변을
발송.
3차 Meeting (96. 4. 3)
Claim 3 Curtain Wall Schedule Conflict에 대한 논의로 Claim presentation을 통
해 NSC업체Schedule과의 불일치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
4차 Meeting (96. 6. 5)
Claim 3 Curtain Wall Schedule Conflict에 대한 시공사의 Revised Baseline
Schedule인 T2AH에 대한 설명으로 Curtain Wall 공사기간이 74 Weeks인
Appendix F의 Milestone 합의 및 NSC계약의 Novation에 대한 문제 논의
5차 Meeting (96. 6. 26)
Claim 2 MEP Alternative Manufacturers선정 및 Claim 3 Curtain Wall Schedule
Conflict에 대한 논의
Claim 2에 대해 KLCC측은 제품 변경에 대한 Approval이 없었으며 Standardizatio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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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로 보상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당사는 “No Objection” Letter는 명확한
Approval이며 Standardization의 책임은 KLCC 측에 있으므로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
Claim 3에 대해 KLCC측은 지명하도급자 HLN과의 하도급계약은 SKJ와 HLN간에
Schedule에 합의하고 계약한 것으로 Schedule 불일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
으나 이에 대해 시공사는 KLCC가 HNL을 NSC로 선정했으며 Schedule 조정의 책임이
있다고 반박.
KLCC측의 주장은 SKJ가 NSC 업체와의 계약서에 Appendix F milestones을 포함하
였으며 이는 SKJ와 NSC업체간의 계약의 일부이므로 conflict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임.
이 Claim은 실제적으로는 확고하나 계약적인 약점이 있음. 이는 claim 담당자 간에는
합의하기 어려우며 senior management meeting에서 합의가 필요했다.
6차 Meeting (96. 8. 8)
Claim 5 Added Rebar에 대한 논의로 KLCC측은 입찰 시 골조공사의 철근 물량 산출
에러를 전혀 알지 못했음을 주장하였고 시공사는 입찰 및 계약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
KLCC측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물량에 대한 보상을 요구.
추후 96. 8.16일자 공문으로 KLCC측은 Tender시 물량 부족에 대한 실수가 쌍방에 있지
않고 차이 금액이 중요할 정도가 아니므로 보상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시공사는 96. 8. 24일자 공문으로 차이가 나는 견적 물량에 대해 발주처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타당함을 주장.
KLCC측은 계약 당시 SKJ의 산출 물량이 적었음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SKJ가 이와
반대되는 주장의 근거가 있다면 제출할 것을 요구.
이 Claim은 사실관계 및 법적으로는 확고하나 SKJ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어려웠다.
7차 Meeting (96. 8. 21)
Claim 6 Tenant Fit-Out Hoisting에 대한 논의로 KLCC측은 Tenant Fit-Out 업체를
위한 Hoist의 추가 설치가 없었으며 15%의 Hoist 용량도 fee로 주는 조건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시공사는 Tender 과정 및 Appendix A에는 15%을 보상하는 조건이며
Tenant Fit-Out 의 발주 지연은 KLCC의 책임이므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
보완사항으로 시공사는 96.8.24일자 공문으로 Tender Meeting 및 계약 과정과 계약
조항에 대한 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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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Claim은 계약서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나 적용된 총액이 일부 자료에 근거하여 사실적
으로 약하였으며, 차후 양보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
Claim 7 Cash Flow Impact Claim은 2회에 걸쳐 논의되었으며 몇몇 issues들은
서면으로 clarified되었다. 이 Claim의 3가지 요소는;
1) 15% overhead and profit on all variations, including NSC/NS subcontractors
implemented by Variation Orders;
2) interest on under valued interim payments; and
3) interest on delayed payments for Variation work.
첫번째 항목은 근본적으로 계약적인 해석에 따른 것이며 논리는 확고하나 각 하도계약의
상황 및 전체적인 내용측면에서는 강도가 다를 수 있다.
두번째 항목은 KLCC에서 강력히 반발한 부분으로 상호간에 개념 차이가 많았으며 KLCC
측은 entitlement의 원칙적 합의 이전에 특정금액에 대한 entitlement증명을 요구.
세번째 항목은 SKJ가 fair하게 요구한 금액에 대해 KLCC측이 damages chart의
정확성을 요구하였으며 SKJ는 이를 보완하여 제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면 청구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았다.

6. 클레임 타결
Claim Negotiation Meetings을 통해 실무진 사이의 이견을 많이 좁혔으며, 96년
11월에 9번째 Claim서류를 준비하던 중 발주처의 연락을 받고 Claim 최종 타결을 위한
Senior Management Meeting을 진행하였다.
이 당시 시공사는 Claim 9 Consolidation Claim (TIA 4 /1996.7.31까지의 지연상황
반영)을 작성하고 있었으며, Claim 10 Consolidation Claim (TIA 5/1995.8.1일 이후
의 지연) 및 Claim 11 Subcontractors Claim 등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KLCC
측은 SKJ의 모든 Claim이 제출되어 최종 금액을 확인한 상태에서 Claim을 타결하겠다고
하였는 바, SKJ는 이 상태에서 클레임 종결을 기대하고 향후 추가 Claim은 제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시공사의 Senior Management의 협상 희망과 계속되는 Claims 제출의 조속 종결을
바라는 발주처 사이의 의견이 일치되어 97년 1월 9일자로 보상금액 USD xx,xxx,xxx
및 8개월의 공기연장 및 LD 부과 없는 조건으로 전체 클레임을 일괄 타결하게 되었다.
시공사는 Claim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도 발주처와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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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발주처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시공사에 대한
신뢰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면서 Claim 타결로 인해 현장 손익율은 개선되었다.
또한 시공사는 본 Project를 통해 세계적인 초고층 Project시공실적을 확보할 수 있었
고, 축적된 초고층 빌딩 시공 기술과 경험은 이후 두바이 Burj Khalifa 빌딩공사(828m)
를 수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도 동남아 및 세계 건설 시장에서 초고층 빌딩공
사 수행 역량을 인정받고 있고 있다.
한편, Tower 1을 시공하고 있던 일본업체도 비슷한 클레임 항목들을 갖고 대발주처 클
레임을 제기하였으나, 입증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매번 거부되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Tower 2를 시공한 한국업체가 먼저 대발주처 클레임을 타결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Tower 2현장을 방문하여 클레임 준비에 대한 자문을 구했으며 한참 후에 대발주처
클레임을 타결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VII. Lessons Learned
본 프로젝트에서 대발주처 클레임을 만족스럽게 타결할 수 있었던 것은 시공사가 초고층
빌딩공사의 예상 리스크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초기부터 현장에 공사관리는 물론이고
계약관리 및 클레임 조직을 설치하고 클레임 사안을 조기에 발굴하고 철저하게 계약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기타 주요 lessons learned 사항들은;
1) 계약공기 부족 및 Baseline Schedule Conflict 발생
본 공사는 초기부터 공기 부족이 예견되었다. 공사 규모에 비해 부족한 공기를 발주처
의 요구를 수용하여 전체 공사 Schedule 단축으로 본 공사 공사기간이 부족했고, 각
Milestones과 합치해야 하는 NSC Schedule이 Main Contract schedule과 불일치
하여 조율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발주처 KLCC는 NSC 계약자 지명에 대한 책임으로, 이들 업체의 Schedule을 Main
Contractor의 Schedule과 일치하도록 조정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Main Contract계
약 이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시공자로서 NSC 공정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시공사는 NSC Subcontract novation 이전에 NSC업체
의 Schedule이 본 공사 Schedule에 일치하는지를 정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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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imely Notification
과거 많은 클레임들이 발생 즉시 통보되지 못해 발주처가 보상을 거부하는 일들이 많았
으나 본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사 초기부터 세심한 준비와 계약에
따라 통보하여 클레임을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음.
공기지연 사유나 추가 비용의 발생을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통보하는 것은 발주처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시가 시공사의 부담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피하는 조치를 미리 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공사의 의무사항이다.

3) Evidence 확보
Claim의 규모가 클수록 발주처가 요구하는 것은 시공사가 실제로 Damage를 입었음을
증명하는 것임. 이에 대비하여 공사의 진행과정에서 Claim과 연관된 항목들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치밀하게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K-BUILD저널 2021. 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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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개발정책 역량강화 석사학위과정 후기

해외건설정책과는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한국의 선진 건설기술을 배우러
온 외국 연수학생들의 생생한 한국 체험담을 한영번역으로 K-BUILD
구독자들과 공유코자 합니다.

Sunarto Kiendy

두 번째 순서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2020년 글로벌
철도과정’에 연수 중인 인도네시아 학생의 기고문을 소개합니다.

(kiendysu@gmail.com)

Ministry of Public Work and Transport, Indonesia

키엔디 수나트로

인도네시아 자산관리공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2020년 글로벌 철도과정 연수기

‘띠띠뽀’1)의 나라, 한국에서 얻은 체험과 영감

Network Conference

Field Trip to Korea National Railway(Central Line1 Railway Construction Site)

네트워크 간담회

국가철도공단 현장학습(중앙선 1공구 철도 건설현장)

First,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우선 2020년 글로벌 철도과정에 선발해 주신

Korean Government for providing the opportunity to be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enrolled in the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Program

저는 인도네시아 자산관리공사의 자카르타 경전

(KGSP) 2020-2021 for Masters’ in Engineering. My name

철 시공·운전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키엔디 수

is Kiendy Sunarto, I work at PT Jakarta Propertindo

나르토입니다. 인도네시아대학교에서 토목을 전

(Perseroda) as a LRT(Light Rail Transit) Jakarta

공하였고 공사에서 자카르타 경전철 사업의 전

Engineering & Commissioning Department. I have my

기·신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연

educational background as Civil Engineering from

히 글로벌 철도과정에 지원 할 기회가 생겼고 감

1) 꼬마버스 타요와 함께 제작된 꼬마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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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Indonesia before I explore more on electrical

사하게도 연수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연수를

& signalling field from LRT Jakarta project. Long story

위해 2020년 9월 15일 코로나가 확산중일 때

short, I had the opportunity to apply for KGSP scholarship,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and thankfully, I was chosen as one of the scholarship

때 모든 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셨고 입국 후 유

recipients. I had arrived at the Incheon International

의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2

Airport on the 15th September 2020, and it was in the

주간의 자가격리 후 다양한 국가에서 온 연수 동

middle of COVID-19 pandemic. Everyone here in Korea

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14일간 타인과의 교

was very friendly and had great ability to clearly guide me

류가 없었던지라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what to do and what not to do upon my arrival. After two

다행히도 첫 만남의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weeks of self-quarantine, I could finally go outside and
met my fellow colleagues from other countries, and this
was one of the most memorable experiences, because
I could not interact with anyone for more than 14 days
because of the self-quarantine measure. Everyone was
happy to meet with each other and I could not sense any
awkward moments on the very first day of the program.
Not everyone could arrive at the same time because of

각국의 코로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같

the different severity of the Covid-19 in each country.

은 일시에 모이지는 못했습니다. 태국, 타지키스

Friends from Thailand, Tajikistan, and Tanzania were

탄, 탄자니아에서 온 동기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people who I first met at the dormitory. They gave me

처음으로 만났는데 학교주변에 대해 친절히 설

good orientation and guidance where to hang out in the

명해주었고 이후 오리엔테이션 주간 동안 저 이

campus. The induction week gave me an opportunity to

외의 인도네시아 학생 등 많은 친구를 만났습니

meet with evern more friends including one Indonesian

다. 다른 학생들과의 친목 도모 활동에도 즐겁게

student from SeoulTech, and I really enjoyed the

참여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온 분들과 친구가

Final Evaluation Workship in Jeju Isalnd
제주도 워크샵 최종강평

SeoulTech Campus
서울과기대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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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that helped ice-breaking with other colleagues.

되었고 모든 분들이 제가 곤란할 때 도움을 주셨

Colleagues were literally from everywhere around the

습니다.

world and all of them were very kind and helpful every
time I face some problems during the program.
I’ve studied Electrical & Signaling Engineering in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철도전기·신호공학을

SeoulTech for a year now and every part of the program

공부한지 1년 정도 지났는데 모든 내용이 흥미

was so fascinating to me. The opportunity to study at

로웠습니다. 다수의 아시아 국가를 비롯하여 유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was

럽, 아프리카, 남미 출신의 학생들과의 만남을

something that broadened my perspective. I felt this

통해 더 큰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연수

mind-broadening feeling because I’ve had a chance

과정은 세계 최고의 교과과정과 한국의 선진철

to meet with so many friends from many different

도사업을 경험할 수 있는 실무기회가 모두 제공

backgrounds; They were from Europe, Africa, South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이론을 배우고 철도

America, and Asia, literally everywhere around the world.

분야의 경험이 많은 연수 동료와도 만날 수 있었

From academic perspective, during my stay at SeoulTech

습니다.

was very helpful in that the whole program was wellorganized with world class education curriculum and welldeveloped educational programs, especially in railway
sector. I could have an opportunity to learn theoretical
concepts in class and to also meet with field experts who
were alumni of SeoulTech.
This program offered a courses that could be taken by

글로벌 철도과정은 전공 외의 과목도 해당 학과

admitted students, and we also could take classes that

교수님의 허락을 받으면 청강이 가능했습니다.

are outside of our majors. The diversity of the course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울까 생각하며 들뜨기도 했

Field Trip to Busan Transportation Corporation
부산교통공사 현장학습

Field Trip to KDB Bank
산업은행 현장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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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Trip to Korea National Railway
(Central Line 8 Railway Construction Site)
국가철도공단 현장학습(중앙선 8공구 철도 건설현장)

programs made me very excited to learn about something
new. Fortunately, professors from each department
allowed me to take all of their classes. The whole learning
processes were also very eye-opening experience for
me, especially sectors including application of Artificial

습니다. 철도산업에서의 인공지능 적용, 콘크리

Intelligence in the railway industry, self-analyze concrete,

트 균열 자동분석, 특별안전시스템 등 놀랄만한

and special developments for learning safety systems.

기술적용 사례와 그 외에 수많은 이론지식도 배

These were only a small part of the knowledge I gained

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내내 배운

throughout the program.

것들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Apart from academic perspectives, this program
also provided many opportunities to establish good

정규수업과 함께 한국의 철도산업 관계자 분들

relationships with people who work for the railway

과 좋은 관계를 형성할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한

industry in Korea. Of course, as a company employee, this

국의 철도전문가 분들과의 회의에서 한국철도

can help me to know and learn about the best products

부품이 소개되었는데 철도사업 담당자인 저에게

used and offered by the Korean railway industry. Through

는 이후 유용한 업무지식이 될 것 같습니다. 프

many opportunities provided by the program, I could meet

로그램에서 제공된 많은 기회를 통해 철도담당

people from different sub-sectors of railway industry, that

공무원분과 철도시스템 및 차량 등 다양한 분야

is from civil part, system part, to rolling-stock part.

의 철도업체 관계자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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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it was just a short meetings, I learned about

니다. 짧은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생산하는 제품

their philosophy of the product that they are very proud

에 대해 자부심이 담긴 그분들의 철학을 배울 수

of. This sense of what I called “Producer mentality” really

있었습니다. 제가 ‘제작자 정신’이라 부르는 이

hit me hard. This Korean mentality was really something

정신은 나를 크게 일깨웠습니다. 이런 한국의 정

that we must try in Indonesia to make the industry

신이 인도네시아에서 산업을 첨단기술로 더 강

stronger with the cutting-edge technology. And I learned

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that Korean independent and consumer-oriented minds

그리고 저는 한국인의 독자적이고 소비자 중심

were essential to strengthen the whole industry.

마인드가 전체산업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이라는

Workshop in Jeju Island

점을 배웠습니다.

Another interesting point was that I thought this program
was one of the best among other scholarship programs

제가 경험한 글로벌 철도과정의 또 하나의 차별

because we were provided with many field trips that gave

점은 기업방문과 현장시찰을 하는 필드트립 기

us an opportunity to visit private companies and projects

회가 제공되어서 한국의 문화와 유명한 관광명

sites while also enjoying the culture and famous tourist

소를 즐길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기회가

attractions in Korea. These were scenes that I could only

아니었다면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었을 경치였

watch on the YouTube if this opportunity was not given

습니다. 올 한해 연수 동료들과 부산, 강릉, 안

to me. During the program, along with my colleagues,

동, 경주, 단양, 제주 등 한국의 주요 도시를 방

I visited many big cities in South Korea, such as Busan,

문했습니다. 새로운 곳에 한 달간 머물면 그곳

Gangneung, Andong, Gyeongju, Danyang, and Jeju. There

에 대해 책 한권을 쓸 수 있고 한 달 넘게 머물면

is an old saying that if you stay for a month in a new place,

책 한권으로 담기에는 부족하다 라는 말이 있습

you can write a book, if you stay longer, then writing the

니다. 실제 다양한 곳을 방문하며 다양한 관찰을

story in a book is not enough. I felt many different things

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의 바다는 강릉과 제주의

in different place. Beaches in Busan were very different

바다와는 달랐고 안동의 문화는 경주의 문화와

from Gangneung, Jeju, Andong, and Gyungju. I think this

는 달랐습니다. 문화의 ‘풍요로움’이란 이런 거

is what I called “richness” in every aspect in Korea. A

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산은 세계에서 손꼽

piece of topic that I can discuss is about Busan, one of the

히는 항구도시이자 유명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busiest ports in the world, and yet have a lot of tourist

전통문화와 근대적 매력이 조화를 이루고 부산

Field Trip to Busan(International Market)
부산 현장학습 국제시장

Visit Busan station
부산역 역사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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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Trip to Gyeongju(Bulguk Temple)

제주도 워크샵 (우도)

경주 현장학습 불국사

sites to explore, both traditional culture and modern

시만의 독특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글로벌 철도

attraction were well-mixed together, but still have a

과정은 지금까지 제가 알던 연수프로그램 중 단

strong characteristics of its own uniqueness. I think it is

연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 할 정도로

not exaggerated if I said this program is the best I have

좋은 연수과정 이었습니다.

known and experienced so far in my life.
One thing I didn't expect about studying abroad was
how many amazing friends I could make, and how great

큰 기대를 안했던 것과 달리 한국에서의 유학은

experiences I could experience in a foreign country. The

인도네시아에서의 학과과정 이후 더 많은 친구

international environment that I have been exposed to

를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

was very encouraging for me and really allowed me a to

었습니다. 글로벌한 환경에서의 유학이 다양한

broaden my academic and cultural perspectives. Also

학문과 문화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

engaging myself into new cultures really enriched my

주었습니다. 다양한 문화 경험을 통해 세계를 보

understanding of the world. For me, studying in South

다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Korea was something that could allow a learning from the

는 한국에서의 유학이 최고로부터 최상을 배울

best and interacting with people with great specialties. In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언젠가는

near future, I hope I could become the best in my field like

제 자신도 최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hese people I met during the scholarship program.
The program also provided me an opportunity to live in a
vibrant city like Seoul. The visits to museums, historical

서울에서의 연수는 역동적인 도시인 서울에서

sites, old temples in the national park, allowed me to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박물관, 역사유

have better understanding of Seoul City and its culture.

적지, 국립공원 내의 고찰(高刹) 등의 방문을 통

I also learned a lot about myself, especially in terms of

해 서울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교실

philosophical thoughts that were taught by the Professors

밖에서의 교수님의 철학적 조언을 통해 제 자신

‘띠띠뽀’의 나라, 한국에서 얻은 체험과 영감

Workshop in Jeju Island(Seopjikoji Cape)
제주도 워크샵(섭지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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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op in Jeju Island(Hamdeok Seoubong Beach)
제주도 워크샵(함덕해수욕장)

during and after class hours. And I could learn same

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국민

thing through interacting with many Korean people in

과의 교류를 통해 다른 관점에 대해 고찰 할 수

dailylife They really gave me a whole different aspects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수가 더 큰 꿈을 꾸게

of life. Through this academic program, my dreams are

하고 다름에 대해 더 넓은 시각에서 존중하며 바

becoming more and more ambitious. Finally, I feel that

라보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한국어 문화에 대해

I see the world with the different view, more respects to

더 큰 애착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differences and more attachment feeling with the South
Korean language and cultures.
I have often explored Seoul and surrounding cities with

친구와 종종 서울과 인근 도시를 탐험하며 한국

my friends, which was interesting to learn about South

과 한국의 역사를 배울 기회도 틈틈이 있었습니

Korea and its history. Seoul is the capital city of South

다. 서울은 한국의 수도로 훌륭한 바와 볼거리가

Korea and it has great bars and places to travel around.

많았습니다. 수업이 없는 날에는 친구와 서울

K- BUILD저널 2021. 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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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Trip to Gyeongju(Seokguram Grotto)
경주 현장학습 석굴암

Visit of Singyeongju station
신경주역 견학

Outside of lectures, my friends and I liked to travel around

시내 곳곳을 탐험하기도 했습니다. 산책로를 걸

the city sightseeing different areas. We walked along the

어가 보기도 하고 서울시의 주요 산을 등산하거

Seoul City Wall Trail, explored most of the mountains

나 박물관과 공원에도 가보았습니다. 작년 겨울

in Seoul, museums, and many beautiful parks. During

방학에는 더 큰 모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지도

the last winter break, we wanted to do something more

상으로 인천이 서울과 그리 멀리 않다는 걸 보고

adventurous. We looked up on the map and pinpointed

친구와 함께 가보았습니다. 영하 14도 날씨에

a city of Incheon, which seemed not too far from Seoul.

방문해서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혹한의 날씨

Experience in Incheon also made one of the memorable

를 경험한건 그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moments during my stay in Korea. The trip is especially
memorable because we visited Incheon on a day
temperature fell down to -14 degree Celsius. It was my
first time that I felt a severe coldness in my life.
Receiving this scholarship has also inspired and reminded

글로벌 철도과정을 통해 더 큰 세상을 경험하고

me of the broader world. There is always another life

그 세상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going on far beyond my reach, and they are people who

는 제가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그 모

are eager to make this world better and better. It made

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띠띠뽀’의 나라, 한국에서 얻은 체험과 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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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 want to pursue my ambitious career goal of becoming

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 제가

the best expert to create sustainable changes for my

가진 전문지식을 널리 활용해 국제사회에 변화

communities as well.

를 이뤄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My scholarship experience was also memorable because

한국에서의 연수과정은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고

there were a lot of opportunities that led to my personal

성장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연수과정 동안 새로

growth. It helped adapting myself into a new environment,

운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고 앞으로도 연락

and I was also able to make good relational connections

하며 지낼 친구가 생겼습니다. 앞으로의 나아가

with many people that will last forever. My studies gave

야 할 배움의 길도 정할 수 있었습니다. 먼 훗날

me clarity on my educational path. I really believed that

지금을 돌아보며 한국에서의 연수가 최고의 배

when I looked back on my years as a student, this was

움의 기회였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the path that I’ve always wanted to follow. The Program

의 장학 프로그램을 만끽하고 잘 활용함으로써

meant a lot to me and my life. Now that I’m going back

한국에서의 경험은 인도네시아의 많은 다른 동

to Jakarta, I’m very sure that my experiences in Korea

료들에게 큰 성공사례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would be a great success case for many other colleagues
in Indonesia, which is a great reflection of how much I
enjoyed and took advantage of this scholarship program
in Korea.

3rd Network Conference
3차 네트워크 간담회 단체사진

Go Railway! Go Global!
철도로! 세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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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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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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stillo 대통령 취임(7.28)
* ‘20.11월 비스카라 대통령 탄핵* 이후 국회에서 선출한 사가스티 임시 대통령이 국정 운영 중,
’21.4.11일 대선 및 총선 실시 및 6.6일 치러진 대선 2차 결선 투표 결과 자유페루당의 Pedro Castillo

현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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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51세) 당선
* 25백만 유권자 중 74% 참여. 2차 결선 투표 결과, 카스티요가 8,835,579표로 50.1% 득표, 후지모리
는 8,791,521표로 49.9% 득표, 양 후보 간의 표 차이는 4만4천여표(0.25%)의 초박빙의 미세한 차이
로 카스티요가 승리(부정선거 문제제기로 확정자 발표 지연)
* 최근 페루연구소(IEP)가 실시한 여론조사(8.16-19)에 따르면, 카스티요 대통령 집권 첫 달 지지율이
전월 대비 15% 하락(53%→38%)함. 또한, 대통령에 대한 반대(46%)가 지지(38%)를 앞질렀으며, 이
는 페루 역대 대통령 중(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 수치임
* 아울러, 지난 8.27일 18개 부처 내각에 대한 국회 찬반 투표 실시. 찬성 73표, 반대 50표로 가결되었으
나 후보자들에 대한 반대가 많아 변경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내각확정은 9월중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좌파정권 수립에 따른 정치환경 변화 등에 의한 경제 불안 가중
* 외국자본의 유출 및 외환 보유액 감소 추세. 아울러, 환율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 등
* 대선 이후 기준으로 1U$=3.98솔(7.9)에서 최고 4.1솔(8.20)을 기록
* 외환보유액은 지난 3월 806억불 달성 이후 하락 지속. 8월 31일 기준 745억불 기록
* 8월 초 페루 중앙은행은 1년 반 동안 동결했던 금리를 0.50% 인상 실시
* 소비자 물가지수(2021년 6월말 기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동월 대비 3.1% 상승하였
으며, 카드 매출액이 55% 증가한 반면 현금 인출은 11% 감소. 한편, 인터넷 쇼핑의 판매액 비중은
40%(코로나19 팬데믹 이전 20%)로 급상승

-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 추가 연장(2020.3.16.~2021.9.30). 공공기관 재택근무 기
조 유지
* 확진자 수는 8월 일평균 1,246명이며 사망자 수는 61명으로 감소(4월 8천명, 5월 5천명 기록)
* 중남미 변이 바이러스 증가로 인해 페루 내 추가 대유행이 우려 중이나 백신 접종은 원활한 공급으로 큰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음(8월말 기준, 백신 1차 접종 1050만명, 2차 접종 823만명. 1차 접종자 수는
인구수 대비 약 38.0%, 2차 접종자는 30.1% 수준임)

인프라동향
- CAPECO, 하반기 건설시장 위축 전망
* 페루건설협회(CAPECO) Guido Valdivia 전무는 Castillo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하반기 건설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함. Valdivia 전무는 Castillo 후보가 주택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밝히지 않았
으며, 누구든지 부동산이 필요한 경우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비공식적으로 확보한 부동산(등기소
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 및 건축물로 토지 무단 점거 후 건설한 건축물) 거래가 더욱 성행하여 건설관련 종
사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또한, 1차 대통령 선거 이후 5월과 6월 사이 일반주택(저소득층 공
공주택 제외) 거래량이 19.2% 급락하였고, 연말에는 30.3%까지 하락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부
동산 가치 하락에 이은 거래량 감소).

- 리마 메트로 2호선 사업, 7억불 규모 클레임 4년째 진행 중
* 오는 10월 전체 27km구간 중 5km 시범운영을 앞둔 리마 메트로 2호선 사업(56억불, DFBOT 방식,
35년. ACS社 등* 2014년 4월 계약)의 7억불 규모 클레임 문제가 4년째 진행 중으로, 최근 국제투자분
쟁해결기구(ICSID)는 발주처인 교통통신부(MTC)가 계약조건을 위반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밝혀
짐. 양허사업자는 2017년 1월 MTC가 계약조건에 의한 사업부지 양도를 하지 않았고, 실시설계 승인을
지연하여 사업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함에 따라 MTC를 상대로 7억불 규모의 클레임을 ICSID 통해 제기
함. MTC는 사업지연에 의한 사회적/환경적 피해 유발을 근거로 메트로 2호선 양허사업자를 상대로 반
소(counterclaim)한 바 있음.
* Nueva Metro de Lima 컨소시엄 : ACS(스) 25%, FCC(스) 18.25%, Ansaldo(이) 28.5%,
Salini(이) 18.25%, Cosapi(페) 10%

- 감사원, 공공사업 실행 시 병행감독시스템 확대 필요성 강조
* 페루 감사원(Contraloria)은 2018년 기준 중단된 공공사업의 수는 867건이었으나, 현재는 3,0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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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억솔)으로 확인되며, 약 86%(240억솔)가 지방정부 관할 사업이라고 밝힘. 감사원장은 이렇게 많
은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 지역주민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병행감독시스템(modelo de control
concurrente)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 동 시스템은 사후 감사가 아닌 사업실행과 감사를 병행하여 문
제점을 즉시 확인/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팬아메리칸 게임, 엘니뇨 피해 재건사업 등 2017∼
2020년 1,925건의 사업에 적용하여 4.85억솔을 절감한 바 있어 성공 가능성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
음. 감사원은 해당 시스템을 위해 투입한 1솔당 기대효과는 6배에 달하며, 예산 절감, 비리 감축, 사업기
간 준수 등 장점이 많다고 밝힘

- 투자청, 2022년까지 PPP사업 17건(62.7억불) 발주 및 낙찰 예정
* 페루 투자청(ProInversion)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PPP 사업들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계속
이어질 것이며, 2022년까지 총 17건, 62.7억불 규모의 사업을 발주 및 낙찰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중
가장 큰 규모는 민간발의형(IPC) 협조융자 형태로 추진되는 리마 순환도로사업(Anillo Vial Periferico,
19.65억불)이며, 올해 4분기에 관심기업을 모집 후 내년 6월에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임. 이밖에도
Ancon 산업단지 구축사업(7.5억불, 2021년 3분기 낙찰), Sierra 고속도로 4구간 개선공사(7.09억불,
2022년 2분기 낙찰), San Juan de Marcona 항만공사(6.37억불, 2022년 1분기 발주), Cabecera 상
수공급 사업(4.8억불, 2022년 1분기 낙찰), Piura 및 Chimbote 병원공사(3.0억불, 2022년 2분기 낙
찰) 등이 추진중

- 현대건설, 친체로 신국제공항 본공사 계약
* 페루 교통통신부가 발주한 친체로 신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본공사 건설공사로, 지난 7월 27일 현대건설
이 계약. 기존 쿠스코에서 북서쪽으로 15km 떨어진 친체로 시에 연간 570만명 수용이 가능한 공항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공사규모는 약 4억2800만불로 이중 현대건설의 지분은 35%인 약 1.5억불임. 공항
시설은 터미널 빌딩과 관제탑, 활주로 및 계류장 등 최첨단 친환경 공항시설로 시공되며, 공사기간은 47
개월(하자보수 등 포함 총 계약기간 63개월)로 설계디자인과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임

- 해상 운임 최대 300% 인상
* 페루 운송조합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무역 시장 재개 및 글로벌 수요 회복으로 페루와 같
이 교통량이 적은 국가의 해외 무역업 운영 비용이 초과 상승되고 있음. 페루 항만운영자협회(Asppor)
Favio Lecca 회장은 아시아에서 Callao까지 컨테이너(20피트)당 해상 화물 운임이 팬데믹 이전에는
2,500불 수준이었나, 2020년 하반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현재 300%까지 상승한 10,000불 수준
이라고 밝힘. 운송물류협회(GTL)에 따르면, 이러한 컨테이너 부족 현상은 6개월 전부터 감지되기 시작
하였으며, "해상운송이 갑작스럽게 증가하여 화물을 옮길 수 있는 컨테이너가 부족하게 되어 수출업체들
은 화물 판매를 포기하던지, 아니면 매우 높은 요금을 지불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 페루해사협
회(APAM)의 Octavio Chirinos 이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대안을 찾기 위해 사업자들이 컨테이너
화물보다 더 경제적인 루즈화물(Loose Cargo*)로 운송을 선택하고 있다고 밝힘. 하지만 Callao항 북 부
두의 정체 상태로 인하여 이러한 방식의 화물 운임도 연초 35불에서 최근까지 90불로 상승함.
* 컨테이너에 적입되지 않거나 팔레트화 되지 않는 화물 즉, 단위화 되지 않는 화물

- 교통통신부, 주요 사업 동향
* 교통통신부(MTC)는 올해 사업 예산으로 85억 3,400만 솔을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기획재정부(MEF)
관련 포털(Consulta Amigable)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행된 비율은 약 40%에 불과함. 도로 양허계약으
로 지정된 사업들(11억 4,025만 솔) 외 그밖에 올해 주요 예산으로 책정된 사업은 리마와 카야오 간의
메트로 2호선 및 관련 노선 사업(31.1% 이행), 쿠스코 친체로 국제공항의 서비스 개선과 확장 사업이 4
억 31만 솔(18.1% 이행) 및 철도 양허계약으로 3억 8,665만 솔(57.7% 이행) 등이 있음. 민간경쟁위원
회(CPC)의 Camilo Carrillo 수석 경제학자는 언론에 MTC가 6월까지 리마 메트로 2호선, El Sol 고속
도로 및 친체로 공항 사업을 우선시했다고 밝혔으며, 올해 약 1억 9,000만 불이 리마 메트로 2호선 사업
에 집행되었으며, El Sol 고속도로(연안 엘니뇨 현상 피해 지역은 재건 작업 중지)는 도로 1구간과 3구간
에 1억 1,500만 불이 집행되고 있다고 강조함

- 취업 인구 및 실업률 상승 등 경제 동향
* 올해 2분기 페루의 취업자 수는 실업율이 경제활동인구(EAP)의 5.5%(976,300명)를 기록했음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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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52.6% 증가한 1,680만 명인 것으로 밝혀짐. 페루의 노동자 고용율은 2021년에 회복세를 띠고
있지만, 2019년 2분기에 비해 여전히 0.9% 감소한 약 143,800명을 기록하고 있음. 노동시장 지표 성
과 기술보고서에 따르면, 취업 인구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730만 명으로 나타나 11% 감
소세를 기록. 한편, 국립통계정보원(INEI)에 따르면, 미취업 인구는 같은 기간 19% 증가한 100만 명 이
상 늘어났으며, 실업률은 2019년의 3.6%에 비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은 동 기간 대비 9.3%
로 증가함. 페루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리마의 실업률은 2분기에 9.4%(483,600명)를 기록
함. 한편, 리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1,590솔($390)로 증가했지만 이는 2019년에 비해 6.5% 감소
한 수치임. 페루의 6월 경제 성장율은 23.45%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Francke 재정경제부 장관, 2022년도 예산안 발표
* 지난 8.29(일) 재정경제부는 약 1,970억 솔 규모*의 2022년 국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9.2(목) 오전 Francke 재경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발표함. 발표된 예산안
의 주요 내용은 △교육(18.2%), △관리 및 비상예산(14.1%, 3차 백신접종 예산 포함), △공공부채
(11.4%), △보건(11.3%), △교통(9.7%), △사회보장(6.8%), △공공 및 치안(6.7%), △사회보호․
빈곤완화(3.6%), △사법(3.4%), △농목축업(3.1%), △국방(2.6%), △관개(2.1%), △환경(1.7%),
△주택 및 도시개발(1.1%) 등이며, 국가예산안의 5대 과제로는 △보건, △교육, △농목축업, △빈곤완
화 및 사회보호, △고용 및 생산성 증진이라고 전해짐. 특히, 보건, 교육, 농목축 부문 예산이 전년대비
각 5.8%, 7.9%, 10.4% 증액 편성됨
* 2022년도 국가예산은 전년(약 1,830억 솔)대비 7.6% 증가

-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하락 평가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페루의 국가신용등급을 기 ‘A3’에서 한 단계 하락한 ‘Baa1’으로
평가(단, 등급 전망은 ‘안정적’을 유지) 실시함. 이는 새 정부의 정책 명확성 부족, 내각 구성에 대한 불신
및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갈등 등이 반영된 결과일 뿐만 아니라 낮은 소득 수준, 경제적 불평등, 인프라
부족 현상 등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요인도 크게 작용한 것으
로 전해짐. 한편, 이러한 평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페루의 신용등급은 중남미 국가 중 2위를 유지함

- 조달청 공고 주요 사업 https://prodapp2.seace.gob.pe/seacebus-uiwd-pub/buscadorPublico/buscadorPublico.xhtml
* (발주) Huancavelica주정부 Castrovirreyna 보건시설 개선사업 : 코드 LP-SM-2-2021-GOB.REG.
HVCACSO-1. 52백만솔. 6.7게시, 7.8마감.
* (발주) Sullana주 Sullana, Querocotillo, Salitral 및 Marcavelica 상수 공급 프로젝트(Piura) : 1억75
백만솔, 8.12 공고, 9.20 마감, 코드 LP-SM-4-2021-VIVIENDA/PNSU-1
* (발주) Lurigancho구 Ramiro Priale 교량 차량 및 보행자 교통 개선(Lima) : 68.8백만솔, 8.13 공고,
9.23 마감, 코드 LP-SM-12-2021-INVERMET-1
* (발주) San Rafael구 San Rafael 병월 잔여공사 및 설비납품(Huanuco) : 30.1백만솔, 8.12 공고,
9.14 마감, 코드 LP-SM-1-2021-MDSR/CS-1
* (발주) MTC(교통통신부) 분산형 교통 시스템 특별 인프라 프로젝트(Lima) : 6,6백만솔, 8.11 공고,
9.14 마감, 코드 CP-SM-7-2021-MTC/21-1
* (발주) Paucara 자치제 PUCAPAMPA-CCASAPATA-CHUÑUNAPAMPA TINQUERCCASAPADRE RUMI-PAUCARA 고속도로 공사 및 개선(Huancavelica) : 5.7백만솔, 8.13 공고, 9.15 마
감, 코드 CP-SM-4-2021-GOB.REG.HVCA/CS-1
* (발주) Canoas de Punta Sal 자치제 Panamericana norte 고속도로 개선 공사 (TUMBESCONTRALMIRANTE VILLAR-CANOAS DE PUNTA SAL)(Tumbes) : 30,8백만솔, 8.23 공고,
9.3 마감, 코드 PEC-PROC-3-2021-MDCPS-CS-1
* (발주) Parcona구청 Parcona 병원 잔여 공사 및 설비납품(Ica) : 25.9백만솔, 8.20 공고, 9.2 마감, 코
드 PEC-PROC-4-2021-PRONIS-1
* (발주) Caraveli구 철도 레일 개선 컨설팅(Arequipa) : 1.2백만솔, 8.25 공고, 8.27 마감, 코드 CPSM-18-2021-GRA-1
* (발주) San Rafael구 San Rafael 병원 잔여공사 및 설비납품(Ambo-Huanuco) : 1.4백만솔, 8.25 공
고, 8.27 마감, 코드 CP-SM-1-2021-MDSR/CS-1
* (발주) Castilla 구 Tacala 병원 잔여 공사 및 설비납품 (Piura) : 48.2백만솔, 8.26 공고, 9.28 마감,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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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LP-SM-1-2021-GRP-ORA-CS-LP-1 (재공고)
* (발주) Tumbes 주 La cruz어항 개선 공사 (Tumbes) : 32.6백만솔, 8.26 공고, 9.28 마감, 코드 LPSM-4-2021-FONDEPES-1
* (발주) Chulucanas구 Santisima Cruz학교 시설 복구 잔여공사 (Piura) : 17.7백만솔, 8.24 공고, 9.7
마감, 코드 PEC-PROC-21-2021-MPM/CH-CS-1
* (발주) Ignacio escudero군청 Santa sofia학교 시설 복구 잔여공사 (Piura) : 14.1백만솔, 8.31 공고,
9.10 마감, 코드 PEC-PROC-1-2021-MDIE-CS-1
* (발주) Hvca Yauli Pucapampa 고속도로 개선공사 컨설팅 (Ruta HV 112) : 7.3백만솔, 8.27 공고,
9.29 마감, 코드 CP-SM-6-2021-GOB.REG.HVCA/CS-1
* (발주) Putina 고속도로 개선공사 연구 컨설팅 (Ruta HV 112) : 6.7백만솔, 8.27 공고, 9.30 마감, 코
드 CP-SM-43-2021-MTC/20-1
* (발주) Cairani구 Cala cala 관개 용수 시스템 개선 (Tacna) : 32.4백만솔, 9.3 공고, 10.5 마감, 코드
LP-SM-2-2021-GOB.REG.TACNA-1
* (발주) Huanta주 Sivia mayo 및 Quichcapata 하천 홍수 방지 변두리 개선 공사 (Ayacucho) : 15.7
백만솔, 9.8 공고, 10.11 마감, 코드 LP-SM-1-2021-MDS-CS-1
* (발주) Ventanilla구 상하수도 프로젝트 연구 및 기술 고용 (Callao) : 3.7백만솔, 9.6 공고, 10.7 마감,
코드 CP-SM-2-2021-PASLC-1
* (발주) San Clemento구 Evitamiento San Clemente 고속도로 공사 프로젝트 연구 (Ica) : 3.4백만
솔, 9.1 공고, 10.4 마감, 코드 CP-SM-44-2021-MTC/20-1
* (안내) Huanuco주정부 관개시설건설사업 감리 (Rio Conchumayo) : 3.0백만솔, 코드 AS-SM-322021-GRH/GR-1, KAZUKI, HC 컨소시엄 VALEZUELA 수주
* (안내) Cajamarca주 Cutervo군청 Santa Maria 병원 잔여공사 및 설비납품 (Cutervo) : 70.0백만
솔, EOI 표명, 코드 DIRECTA-PROC-1-2021-GR-CAJ-GSRC-1, Sevilla, AJANI S.A.C,
CORPSENSUS S.A. 수주
* (안내) Arequipa군청 교량건설 사업실행계획서 (Bustamante – Umapalca) : 1.5백만솔, 계약
기간 150일. 코드 AS-SM-34-2021-MPA-1(재공고), PYUNGHWA, C & M, JACK LOPEZ
INGENIEROS, GOC S.A. 수주

주요동향

UAE

- 아부다비의 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Enec)과 프랑스 유틸리티 디
벨로퍼이자 투자자인 EDF가 원자력을 이용한 녹색 수소 생산 탐사를 포함하여 원자력
분야의 R&D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6.30)
- UAE 호텔 시장, 두바이 엑스포 2020을 앞두고 신규 호텔 객실 공급 지속으로 부동산
시장 회복에 기여정(F/A)*을 위한 금융협력 협약서에 서명
* 두바이는 2021년 하반기에 12,000개 객실을 추가 예정이며, 신규 공급물량에는 4성급 호텔(49%)과 5
성급 호텔(37%)이 주를 이룸
*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UAE 거주자들의 스테이케이션 증가로 미나 알아랍, 라스 알카이마
등지에서 고급 호텔 및 리조트 건설이 활발히 추진 중

- 두바이 재정부(DoF), PPP 촉진 위해 두바이 엑스포 행사와 연계하여 10월 10일부터
이틀에 걸쳐 PPP 관련 국제행사 개최
* 두바이 수전력청(DEWA), 두바이 도로교통청(RTA), 두바이 자치부(DM), 두바이 보건청(DHA) 등이 참
여하여 주요 PPP사업 소개 예정

- 두바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DEWA 총 발전용량의 10%에 도달
* UAE 부통령 겸 총리이자 두바이 통치자인 Sheikh Mohammed bin Rashid al-Maktoum이 지난 8
월 17일 MBR 태양광 단지의 5단계(900MW) 중 첫 번째 스테이지의 가동 개시를 선언함에 따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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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의 총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1,310MW에 달하게 되었으며, 이는 Dubai Electricity & Water
Authority(DEWA)의 발전 설비용량 약 13,200MW의 9.9%에 해당
* 이 비중은 MBR 태양광 공원 4단계의 태양광 패널과 concentrated solar power(CSP)로부터 약
517MW가 추가되면 연말까지 13%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 ADNOC, Tier-1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8개사 선정
* 아부다비 2030년 에너지 전략에 필수적인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FEED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Tier-1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8개사를 선정했다고 발표
* ADNOC과 엔지니어링 프레임워크 계약을 체결한 8개사는 Amed International, Fluor, McDermott,
Mott MacDonald, SNC-Lavalin International Arabia - Abu Dhabi, Technip Energies, Worley,
J/V of Tecnicas Reunidas and National Petroleum Construction Company 등임

- 2016년 시작된 Hatta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두바이에서 6개의 관광 프로젝트 발표
* 504km의 체어리프트, 해발 1,300m의 두바이 산정(mountain peak) 개발, Hatta 지속 가능한 폭포
개발, 호텔 및 해발 1,300m의 두바이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Jebel Umm al-Nisour로 가는 하이킹
코스 등이 포함되며, Hatta 주민들에 의해 200채의 별장이 지어질 예정

-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 1호기 가동 1년 만에 2호기 가동
- 아부다비의 국부펀드 Mubadala Investment Company의 자회사인 Mubadala
Petroleum, 에너지 전환 분야 협력을 목표로 이탈리아 에너지 회사 Eni와 양해각서
(MOU) 체결

프로젝트동향
- 두바이에 기반을 둔 항만 운영업체인 DP World가 약 1억 달러의 Jebel Ali Rail
Terminal(JART) 시설의 설계 및 건설에 대한 입찰서를 접수했으며, 계약 범위에는 도
로 인프라 및 건축 공사가 포함되고, 인프라 공사는 lumpsum re-measurable 방식
으로 완료 예정
- Borouge 4 프로젝트의 초기 토목공사 및 부지 조성 공사 패키지를 로컬기업 AlAsab General Contracting & Trading Company가 약 7천만불에 수주
- ADNOC 및 Abu Dhabi National Energy Company(Taqa), 한전 컨소시엄과 고압
직류(HVDC) 해저 송전 시스템 개발 계약 체결 임박Zone(Kizad) 바이오매스 정제공
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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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ject Lightning으로 알려진 이 계획은 아부다비의 육상 및 해상 HVDC 변환소와 약 1,000MW 및
600MW인 두 개의 독립 해저 HVDC 전송 링크로 구성되며, 약 20억불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BOOT 방
식으로 추진 예정

- UAE 부통령 겸 총리이자 두바이 통치자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막툼, Hatta
에서 풍력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타당성 조사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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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표
* 이와 관련, 두바이 수전력청(DEWA)이 28MW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적합한 위치를 선정한 것으로 파악됨

- Thyssenkrupp, Helios Industry가 아부다비에서 계획 중인 10억불 상당의 그린 수
소 및 그린 암모니아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연구 계약을 체결
- 에미리츠 수전력공사(EWEC)의 Mirfa 2 IWP에 대한 RFP 발행이 임박했으며, 이 프
로젝트는 최대 150 MIGD의 물을 처리할 수 있는 독립형 그린필드 RO 해수담수화 플
랜트 및 관련 기반 시설의 개발, 자금 조달, 건설, 운영, 유지 관리 및 소유를 포함
- 8.29, Abu Dhabi Polymers Company(Borouge)가 계획하고 있는 아부다비의 네
번째 석유화학 공장(Borouge 4)의 3개 EPC 패키지 입찰에 한국, 이태리, 인도, 중국
등 다양한 국적의 회사들이 상업입찰서를 제출

K- BUILD저널 2021. 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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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저모

해외건설협회,
KIND 주요 행사 및
간담회 등 결과

해외건설협회
파라과이 상원의장 및 MOPC 장관 내방

60주년에 맞추어 첫 삽을 뜰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MOPC의 빈스 장관은 협회가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의 FS단계
부터 사절단의 방한단계까지 아낌없이 지원해준 것에 감사를 표
하였고, 파라과이 건설협회 및 현지기업이 해외건설협회와의 협
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행한 철도공사(FEPASA)의 라우로 라미레스 사장은 경
전철 사업 외에 국가 횡단철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바, 협회와
한국 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박선호 회장은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 달성이 정부, 공공기관, 민
간기업 등이 협력하여 이루어낸 성과이며, 해외 인프라 사업도
마찬가지로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협회는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간의 협력체계를 만드는 역할과 해외
건설 시장조사 기능,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공적업무 수행
등 정부를 대신하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음을
밝히고,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 외에도 여타 사업들이 상호 유익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회가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하
였다.

해외건설협회 박선호 회장은 9월 8일(수) 협회를 방문한 파라과

키르기즈공화국 투자부 장관 내방

이의 오스카 살로몬(Oscar Ruben Salomon Fernandez) 의

해외건설협회 박선호 회장은 9월 16일(목) 협회를 방문한 키르

회 상원의장과 MOPC(공공사업통신부) 아르놀도 빈스(Arnoldo

기즈 투자부 Shykmamatov(쉬크마마토브) 장관 및 주한키르

Wiens Durksen) 장관 등 고위급 인프라 사절단과 면담을 가

기즈 Kemelova(케멜로바) 대사와 면담을 가졌다.

졌다.
쉬크마마토브 장관은 키르기즈 정부는 농업·관광·광산업·에너지
이날 오스카 살로몬 상원의장은 아순시온 경전철(LRT) 사업이

분야 개발을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마리오 아브도 대통령의 관심사업이며 팀 파라과이와 팀 코리

있다고 밝히고, 특히 터널·교량·수력발전소 등 주요 인프라 건설

아의 협력을 통해 사업이 실행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수교

사업에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참여를 요청하였다. 또한, 최

이모저모

근 신규 PPP법 재정 및 헌법 개정을 통해 국제기준에 따라 민간
투자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케멜로바 대사도 한국 건설기업의 키르기즈 인프라 시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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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체결
한·아프리카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확대 및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관 차원에서의 지원과 협조
를 약속했다.
박선호 회장은 신북방정책과 ODA 중점협력국가인 키르기즈와
199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고, 내
년은 양국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 건설·투자 분야의 협력관
계도 더욱 확대되길 희망하였다. 아울러 협회는 유관기관과 협
력 강화, 설명회 개최, 프로젝트 홍보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키
르기즈 건설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키르기즈 공간정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국토정보(LX)공사 관계자도 참석하였다.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와 한·아프리카재단(이사장 여운기)
은 9월 14일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 지원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건설
시장 진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지역 연구 및 정보 수집 △ 보
고서 및 간행물 등의 자료와 전문가 상호 교류 △ 세미나 및 설
명회 공동 개최와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 계기로 양 기관은 축적된 아프리카 지역 연구 자
료와 인적교류 등을 통해 아프리카 시장 정보수집 노하우를 유기
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 기
업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협회는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지원을 위해 협력원을
활용하여 주요 입찰 정보, 건설동향 정보 등을 수집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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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기업과 공유하고 있고, 신흥시장의

김정렬 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초기

었다.

시장개척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최근 3년간(18~20) 아프리카 시장개척자금 지원 현황: 17개국, 29건, 11억원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간정보 분야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공동 개발·지원 ▲ 공간정보 분야 사업타당성

해외건설협회 박선호 회장은 금년이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

조사 공동 수행 ▲ 해외건설 개발·지원을 위한 현지 기본공간정

들과 처음으로 수교를 맺기 시작한지 60주년*인 만큼, 양 기관

보 조사 및 정보 제공 ▲ 해외 로드쇼 공동 개최 등을 통한 민간

정보교류 협력체계 계기로 우리 기업에 실질 정보를 제공함으로

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 및 지원하기로 하였다.

써 아프리카 진출이 활성화되기를 희망 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지원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박선호 회장은 우리 해외건설의 설계·시공·관리 역량이 공간정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보의 디지털 정보와 연계 진출 시 해외건설 양적·질적 수주 확대

* 1961년 첫 수교국인 코트디부아르를 포함, 니제르·베냉·차드·카메룬·콩고공
화국과 수교

라는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히며, 협회의

한국국토정보공사와 MOU 체결

인프라 수주 지원 역량과 더불어 국토교통부의 지원 하에 수행
중인 200억원 규모의 인프라 ODA 관리·운영사업과 한국국토
정보공사의 공간정보 전문성을 접목한다면 양질의 해외사업 발
굴은 물론 민간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교두보 마련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정렬 사장도 양 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접목된다면 새로운
해외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설 산업이 고부
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의 우수한 토지정보화 기술이
전 세계에 널리 전파되기를 희망하며, 향후 해외건설 시장 개척
에 있어 첨병의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해외건설협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외건설 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해외 진출 지원 및 확대를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내부행사
해외건설협회 제19대 회장에 박선호 회장 선출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는
9월 17일(금) 오전, 공간정보 분야의 해외진출 확대와 우리
공간정보 산업계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해외건설협회 박선호 회장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해외건설협회는 2021년 8월 12일(목)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제
19대 상임회장으로 박선호 前국토교통부 차관이 선출됐다고 밝
혔다.
신임 박회장은 1989년 공직에 입문해 국토교통부 대변인, 주택
토지실장, 국토도시실장을 거쳐 해외건설업무까지 총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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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관을 역임한 바 있으며, 공무원 재직기간 중에는 OECD 본부
지역개발국, 미국 연방주택도시부 등에 파견되어 근무하기도 했다.
박회장은 취임수락 인사말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주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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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약과 발주 연기 등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해외건설
산업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시기에, 해외건설협회
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해외건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주 확대 노력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
다.는 포부를 밝히며,
민간과 공공부문이 원팀이 되는 최강의 해외건설 Team Korea
를 통해 우리 해외건설이 다시 한번 국민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동력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촉매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하
였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해외건설 수주 여건이 백신보급 확대
와 국제 유가의 점진적 상승, 각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열릴 새로운 기회 선점을 위해 세심한 준비
가 필요한 시기에 국토교통 전반에 경험이 많고 평소 해외건설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박 신임회장이 협회장을 맡게 되어 우리 해외
건설의 질적인 도약과 수주활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임한규 KIND 사업개발본부장, 한미글로벌 김종훈 회장, TI Capital CEO Ziad
Ghandour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임한규 본부장, 한미글로벌
김종훈 회장과 TI Capital CEO Ziad Ghandour는 7월 20일
(현지시간) 미국 Beverly Hilton Hotel에서 미국 롱비치 여객
선 터미널 프로젝트 공동사업개발 및 투자, 운영 협력을 위합한
MOU를 체결하였다.
롱비치 터미널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남서부 항구도시 롱비치
에 여객선 터미널과 복합시설을 인수 및 운영하는 사업이다. 리
노베이션 착공 시기나 사업비 등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협의·결
정한다. 향후 KIND는 사업정보 분석 및 재무구조화 역량을 제
공하고, 한미글로벌은 PM/CM/엔지니어링 역량, TI Capital은
사업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미 글로벌은 국내 최초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로 다양한 분
야에서 책임형 건설관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TI Capital
은 한국건설업계 협업 경험이 많은 투자, 개발사로 사모펀드, 부
동산, 투자, 금융서비스 및 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다국적
투자기업이다.
KIND는 이번 MOU를 통해 브라운필드 투자를 통한 인프라
복합시설 및 도시개발 분야의 조기성과도출 기반을 마련하고
COVID 회복 및 인프라 투자 확대를 대비하여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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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 - 파라과이 철도공사(FEPASA)
파라과이 이순시온-으빠까라이 경전철 사업
개발 협약서 체결

이 아순시온-으빠까라이 경전철 사업개발 협약서’를 체결하였
으며, 이를 통해 동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제반조건을 구
축했다.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은 파라과이 수도인 아순시온과 외각 으
빠까라이를 잇는 도시철도를 투자개발형(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으로 추진하며 파라과이 정부는 현재 시설이
낙후되어 운영 중지 상태인 아순시온 철도(1861년 건설)의 시
설부지에 현대적인 도시철도인 경전철을 건설·운영하여 아순시
온 일대의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은 물론,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
출을 통해 지속적인 도시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년 8월 우리 민관합동대표단*(수주지원단)은 파라과이

허경구 KIND사장,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파라과이 공공사업 통신부장관,
파라과이 철도공사(FEPASA) 사장

를 방문하여 아순시온 철도사업 개발구상 등 사전검토 업무에
KIND – FEPASA간 상호 협력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 국토교통부, 외교부, KIND, 국가철공단 및 민간 건설기업 등으로 구성

9월 9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파라과이
공공사업 통신부장관의 ”파라과이 인프라 분야 협력 양해각서

KIND는 파라과이 정부기관과 상원 및 하원에 아순시온 경전철

(MOU)를 체결에 이어서 KIND 사장과 FEPASA 사장은 아순

타당성조사 결과를 발표(21년 5월)하고, 원활하고 조속한 사업

시온 철도사업의 세부절차 및 기관별 역할을 규정하는 ‘파라과

추진을 위해 이번 양국 인프라 분야 협력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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