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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특별기고

2022 해외건설협회장 신년사
새로운 K-건설이 이끌 포스트 COVID-19 시대를 기대하며
위대한 해외 건설인, 다시 파이팅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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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특별기고

2022 해외건설협회장 신년사
박선호
해외건설협회장

존경하는 해외건설인 여러분!
2022년 희망찬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발생하면서 글로벌 건설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해외건설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한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신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해외건설 역사를 되돌아보면, 중동 오일 쇼크, 동남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셰일 오일의 등장에 따른 국제 유가 급락 등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저력을 다시 한 번 발휘하여 코로나 팬데믹이 위세를
떨쳤던 지난해에도 306억 달러에 달하는 수주실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해외건설인 여러분!
새해 해외건설시장의 여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발주 감소 및 수주활동 제약이 예상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가치사슬 병목 현상
등도 염려되고 있습니다. 또, 저탄소·친환경 전환 움직임 가속화 등 강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규범에도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산적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해외건설산업은 갑작스런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극복해낼 수 있는 회복 탄력성(resilience)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외건설협회는 새해에 우리 기업이 시장 안팎의 충격 속에서도 수주 확대와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2 해외건설협회장 신년사

협회는 우리 기업이 직면한 주요 이슈와 글로벌 트렌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중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 구축을 완료하여 해외건설 핵심 정보를
체계적·통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수소·폐기물 에너지화·탄소 포집 등 미개척 친환경
에너지 분야 등의 정보도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및 금융기관과 함께 PPP 사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사업 확대, 공기업과의 팀코리아 구성 등 전방위적인
수주지원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적기 적소에 정부의 고위급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의 소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중장기적인 해외건설 미래 전략 수립에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지원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글로벌 탄소중립 체제는 수출 주도형 성장전략을 구사하는 우리나라에 큰 도전이지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패러다임 전환에 해외건설기업이 잘 적응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해외건설인 여러분!
2022년은 해외건설이 수주 누계 9천억 달러를 달성하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동시에,
수주 누계 1조 달러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시권에 두고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새 희망으로 시작하는 임인년에 우리 해외건설이 한국 경제의 도약을 이끄는
대표적인 성장동력으로 다시금 우뚝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해외건설인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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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특별기고

새로운 K-건설이 이끌 포스트
COVID-19 시대를 기대하며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 옥스포드 영어사전은 ‘2021년 올해의 단어’로
‘백스(vax)’를 선정했다. 백스는 ‘vaccine(백신접종)’의 축약어로, 2020년부터 시작된
팬데믹이 여전히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유래 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세계 경제는 위축됐고, 산업계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2022년은
‘코시국(코로나 시국)’ 속 면역력을 키운 대한민국 산업계가 본격적으로 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원년이 되기를 소망한다.

시대 변화가 불러온 위기와 한계
주요 선진국들은 ‘Living with COVID-19’로 접어들었지만 우리 건설 산업은 아직
먹구름이 짙게 끼어있다. 기업들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아직은 성장세를 유지중이지만,
코로나 이후 뚜렷하게 나타난 해외수주 급감은 우리가 맞닥뜨린 변화와 위기를 잘
보여준다. 건설업은 세계 GDP의 13%를 차지하는 최대 산업이면서도 최근 20년간 생산성
향상은 1%도 되지 않고 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건설사와 유수 선진사들 사이에서
기술경쟁에 몸살을 앓는 우리 건설사들의 입지는 차치하더라도, 80년대 오일머니 이후 오랜
기간 안일하게 대처해온 한정된 시장과 포트폴리오가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성과 수익성 저하, 이종산업의 도전 등 냉엄한 현실에 맞닥뜨린 건설업계가 직면한
또 하나의 새로운 과제는 팬데믹 이후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과 ‘에너지’의 대변화다. 사람
중심, 현장 중심의 대표산업으로 불리던 건설업은 ‘언택트’ 경향에 따라 ‘탈현장화(Offsite construction)’와 ICT 융복합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건설이라는 새로운 시험대에
올라섰다. 여기에 기후위기에 대비한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선언 등의
움직임도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측된다. 중동 산유국의 화석연료 플랜트가 수주의
상당부분을 차지해 온 국내 건설사들의 실적을 생각할 때 신재생에너지, 수소,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모듈원전) 등 새로운 에너지 전환 움직임에 따른 대변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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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K-건설이 이끌 포스트 COVID-19 시대를 기대하며

K-건설, 도전과 혁신 DNA를 재장착할 때
이제 대한민국 건설산업은 현실에 부침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도전과 혁신의 DNA를
장착해 비상할 때다. 각자 잘하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핵심기술에 과감히 투자해 미래 성장엔진을 확보해야만 한다.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생산방식을 혁신한다면 EPC 본연의 경쟁력도 강화되고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수익성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업영역을 다각화하는 것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해외시장은 단순도급형에서 개발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양책에 많은 재정을 소진한 각국 정부는 민관협력 형태(PPP) 사업을 급격히
늘리고 있는데 우리 건설업은 여전히 시공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지런히
금융역량을 키우고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을 다각화해 투자개발·운영사업으로까지 건설의
업역을 확장해 나가야한다.

새로운 건설한류를 꿈꾸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멈출 수밖에 없었던 ‘잃어버린 2년’이었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재정비 기회를 얻었다. 여전히 변수는 있으나 다행히 새해에는
백신효과와 유가회복으로 그동안 지연된 가스·석유화학·인프라 등의 발주 물량이 풀리며
시장 성장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중동과 아시아에 편중되어 있던 국내
건설사의 수주가 중남미, 북미, 유럽으로 확장되고 있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물론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 변경 △세계경제의 반등 여부 △ESG 경영확대
△강대국간 무역전쟁 △글로벌 서플라이체인 위기와 불확실성 등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도처에 널려 있다. 때문에 우리가 대비해야할 것은 올해의 수주 환경, 내년의
사업 전망 같은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 오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제 혁신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설의 개념 자체를 바꾸는 ‘변혁적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얼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문화산업계의 축적된 문화적
역량이 디지털화·세계화 흐름에 성공적으로 올라탄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건설업
역시 과거의 하드웨어를 시공하는 개념을 넘어 기획·서비스와 콘텐츠 중심으로 상품을
전환하고, 이종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새로운 방향으로
‘transformation’ 해야 한다. 무한경쟁 시대에 물량 기준 세계 5위 해외건설 산업국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 신기술, 신수종 사업 분야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대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임인년(壬寅年) 호랑이해를 맞이하여,
대한민국 해외건설이 세계 속에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기를
기대해본다.

K-BUILD저널 2021.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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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해외 건설인,
다시 파이팅 합시다!
박승우
도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부회장

이 땅의 100만 건설인과 그 가족 여러분, 검은 호랑이 해인 2022년 임인년(壬寅年)을
맞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0년 초부터 전 세계 지구인을 엄습한 Covid-19으로 수많은 지구촌 시민들이
막대한 고생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약 2억 7천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5백 3십만
명 이상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직간접적인 금전적 피해도 천문학적입니다.
이러한 전대미문의 인류를 위협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꼭 그 원인을 밝히고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혹독한 Pandemic 와중에 우선적으로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는 해외사업에 종사하는 우리 업계의 기술자와 같은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잦은 출입국 제한과 1~3주의 격리조치, 주요
거래 상대국의 Lock down 조치 등으로 해외 영업 및 기존 사업의 진행에 큰 지장을
받았습니다. 또한 발주지연과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투입과 계약상 분쟁 등도
뒤따랐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은 초기에 큰 타격을 입었던 유럽의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 국적의 소재 회사들이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가격 경쟁에 나선 점입니다.
최근 2년 사이의 국제 입찰 결과를 자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사들에 비해 적게는 70% ~
90% 대에 입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아마도 극심한 팬더믹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시장을 잃지 말고 미래를 확보하자는 전략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로컬화에 의한 가격
경쟁력을 미처 갖추지 못한 저희 같은 국내사들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코로나 팬더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수출 6,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대한국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해외 건설
수주는 알려진 바와 같이 2010년 716억 달러를 정점으로 계속 내리막을 타고 있습니다.
2013년에 652억 달러로 잠시 회복하는 듯했으나 이후 계속 줄어들어 이제는 연간 300억
달러를 넘기가 힘듭니다. 특히 2021년은 전년 동기대비 80% 수준(약 250억 달러)에

2022년 임인년(壬寅年)을 맞이하며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은 팬더믹 원년이라 초기에 당황도 많이 하였지만, 각 국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인프라 사업을 집중적으로 많이 발주한 원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조는 올해도 지속되었고 시장도 조금씩 회복되는 터에 이와 같은 저조한 실적은
심히 우려를 낳아내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제 시야를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 건설시장은 그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2021년 ENR 225개 사의 매출 신고 총액이 약 200조
원(1,734억 달러)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때, 연간 약 3천조 원 이상의 건설시장이
있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225개의 엔지니어링사 매출 200조 원 중 약 3%인 6조 원만
PM시장으로 본다면 이들 PM Project가 후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설시장은 약
50 ~ 100조 원 이상이 됩니다. 즉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먼저 치고나가 PM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한층 더 수월하게 해외 건설시장을 넓힐 수 있습니다.
글로벌 PM시장에 도전하려면 우리가 준비하여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실적 확보 및
운영 관리를 위해서 국가와 공기업에서 많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한 비기술자 분야 예를
들어, 이해관계자 소통전문가, 문서관리, 계약관리, 위험관리, 클레임관리, 문화재관리,
용지관리, 홍보 등의 전문가들을 육성하고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2016년 4차 산업 혁명이 처음 거론된 이후 세계의 화두는 기후변화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쪽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해외 건설 산업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플랜트 엔지니어링과 시공에서도 AI, BIM, Iot,
Drone, Robot 등을 이미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2030년이 되면 우리 인간이
일일이 손으로 해오던 기존의 건설산업에 이들로 대체되는 비율이 파격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AI와 Robot을 기반으로 한 설계자동화와 건설자동화에 지금부터 적극
대비하고 준비하여야 선진국을 상대로 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건설엔지니어들이 인류의 번영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합니다. 그리고 세계
건설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기회는 아직 많습니다. 2022년 새해
다시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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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철도시장 전망 및
진출 활성화 방안

정지훈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책임연구원

최근 친환경 교통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는 철도시장을 전망하고, 우리 철도산업의 수출
경쟁력 분석을 통해, 단기·중장기 측면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철도 수출의 필요성 및 배경
●

철도 수송은 교통 수단 중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1.1%로 가장 낮은 친환경 수단으로,
ESG 확산에 따른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 온실가스 배출 비중 : 도로(78.0%) - 해운(13.8%) - 항공(7.2%) - 철도(1.1%)

●

국내 철도시장 규모는 전 세계 대비 8.3% 수준에 불과하므로, 철도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해외 진출 확대는 필수임

2 세계 철도시장규모 전망
●

(총괄) 독일 철도산업컨설팅기관 SCI Verkehr에 따르면, ’22년 세계철도시장규모는
2,376억불로, 5년간 평균성장률은 2.8% 수준임
세계 철도시장규모 전망
지역

2021

2022

비중

평균성장률

아시아

679

689

29.0

서유럽

592

614

25.8

1.4
3.8

북미

376

391

16.5

4.1

CIS

285

288

12.1

1.0

동유럽

148

154

6.5

4.3

아프리카, 중동

109

114

4.8

5.0

중남미

69

70

2.9

0.9

호주, 태평양

53

56

2.4

6.0

2,311

2,376

100.0

2.8

합계

출처 : Worldwide Market for Railway Industries(SCI Verkehr), 1Euro = 1.16USD

(단위: 억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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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규모 기준) Top 3 시장은 아시아(689억불, 비중 29.0%), 서유럽(614억 불, 비중
25.8%), 북미(391억불, 비중 16.5%)임
- (평균 성장률 기준) Top 3 시장은 호주, 태평양(56억불, 성장률 6.0%), 아프리카,
중동(114억불, 성장률 5.0%), 동유럽(154억불, 성장률 4.3%)임
- (국가별) Top 5 시장은 중국, 미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임

●

(차량별) 철도 시장을 차량에 따라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등 3가지로 구분
할 수 있음
- 일반철도 시장은 1,633억불(68.7%)이며, 다음은 도시철도 356억불(15.0%),
고속철도 349억불(14.7%) 순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차량에 따른 분류
구분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차량별 철도시장규모 전망

정의

종류

●

개량 선로에서 200km/h 이상, 신설된
선로에서 250km/h 이상으로 설계된 철도

●

(프)TGV, (독)ICE,
(일)신칸센, (중)CRH1

●

최대주행속도가 200km/h 미만으로 설계된
철도(도시철도 제외)

●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철도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도시교통권역에서 운행하는 철도

●

중량철도, 경량철도,
노면전차 등

(단위: 억불, %)

구분

2021

2022

비중

일반철도

1,587

1,633

68.7

도시철도

347

356

15.0

고속철도

340

349

14.7

기타

37

38

1.6

합계

2,311

2,376

100.0

출처 : Worldwide Market for Railway Industries(SCI Verkehr), 1Euro = 1.16USD

●

(기능별) 철도 시장을 기능에 따라 차량, 인프라, 시스템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가장 큰 시장인 차량 시장은 1,521억불(64.0%)이며, 다음은 인프라 594억불
(25.0%), 시스템 261억불(11.0%) 순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기능에 따른 분류
구분

기능별 철도시장규모 전망

내용

차량

●

선로(線路) 위를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을 설계·제작·유지관리

인프라

●

선로, 역사(驛舍) 등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에 대한 설계·시공·유지관리

●

차량 운영을 최적화 하고, 고장 등 사고 발생시 경제적·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단 시간내 수리 및 사후관리를 하는 체계

시스템

출처 : Worldwide Market for Railway Industries(SCI Verkehr), 1Euro = 1.16USD

●

(궤간별) 국제철도연맹(UIC) 표준궤간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용 중인 표준궤
(1,435mm), 광궤(1,520mm, 1,667mm), 협궤(1,000mm)로 나뉨
궤간에 따른 분류
구분

기준

적용국가
●

국제철도연맹 표준궤간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용
(한국, 중국, 유럽 등)

표준궤

1,435mm

광궤

1,520mm, 1,667mm

●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인도

협궤

1,000mm

●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단위: 억불, %)

구분

2021

2022

차량

1,479

1,521

64.0

인프라

578

594

25.0

시스템

254

261

11.0

2,311

2,376

100.0

합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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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철도 선진국 현황
■ 독일
- (철도 인프라) 철도 총 연장 33,440Km, 전철화율 60.7%
- (차량수) 기관차 3,966대, 동차 16,785대, 객차 18,055대, 화차 80,608대
- (운송 능력) 여객 2,088백만명, 화물 256백만톤
- (대표 사업자) ’94년 민영화를 통해 설립된 독일철도주식회사(Deutsche Bahn, DB)가
철도 및 관련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주주는 독일연방정부임
최근 신기술 개발 동향

◈ (지멘스의 수소기차) 미레오 플러스 H 플랫폼에서 개발되고 있는 수소기차는
비 전기 노선 운행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거리는 800km 수준임. 2023년 중반부터
바이에른 아우크스부르크-휘센 노선에서 시험 운행될 예정
◈ (DB에너지의 수소공급소) 독일철도(DB)의 자회사인 DB에너지가 개발 중으로,
Siemens Mobility가 설계하는 통근 열차와 수소기차 전용으로 설계되었으며,
디젤기차의 주유 시간에 비해 15분 이내에 수소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음
출처 : www.kric.go.kr, www.itrailnews.co.kr,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 프랑스
- (철도 인프라) 철도 총 연장 29,248Km, 전철화율 57.4%
- (차량수) 기관차 1,316대, 동차 3,507대, 객차 18,118대, 화차 12,347대
- (운송 능력) 여객 1,219백만명, 화물 24백만톤
- (대표 사업자) ’38년 설립된 프랑스국영철도(Societe Nationale des Chemins
de fer Francais, SNCF)가 여객 및 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그룹임
최근 동향

◈ (파리 경전철 개통) ’21.4월 파리-오를라시를 연결하는 T9 경전철을 개통했으며,
40km 노선은 19개 역이 있으며, 하루 7만~8만 명의 승객이 탑승할 것으로 예상 됨.
노선을 따라 150m마다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 자전거 이용도 독려
◈ (프랑스 정부, 수소기차 개발 지원) 프랑스 정부는 ’21.1월 1억5천만유로의 보조
금을 통해 수소 동력 기차를 지원할 계획임. 이 보조금은 알스톰이 추진 중인 14대의
수소 기차의 개발에 지원될 예정
◈ (SNCF, 디젤운행 중단 선언) SNCF는 2035년까지 디젤운행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목표를 수립하는 등, 친환경철도 지원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출처 : www.kric.go.kr, www.itrailnews.co.kr,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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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진국 대비 우리 철도 기술의 경쟁력 현황
●

(총괄) 우리 철도 기술의 수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철도 산업 선진국 대비 70~80%
수준이며, 기술격차는 4~5년 뒤처져 있음
- (차량 분야) 도시철도의 기술 수준·기술격차는 선진국 대비 85%·5.0 년로 양호하며,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는 80%·5.2년 정도임
선진국 대비 차량 분야 기술 수준 및 격차
구분

일반철도

고속철도

도시철도

주요 선진국

독일

독일, 프랑스, 일본

독일, 일본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80%

80%

85%

기술격차

5.2년

5.2년

5.0년

출처 : 철도교통 기술수준 상세분석 및 R&D 추진전략수립 연구(2018)

차량제작사 점유율 현황
구분

기업

국적

점유율(%)

1

CRRC

중국

33.3

2

Bombardier

캐나다

9.6

3

Alstom

프랑스

6.7

4

GE

미국

4.3

5

TMH

러시아

4.2

6

Trinity

미국

3.7

7

Siemens

독일

2.5

8

Hyundai rotem

대한민국

2.4

9

Stadler

스위스

1.8

10

Hitachi

일본

1.8

11

Kawasaki

일본

1.5

출처 : 철도교통 기술수준 상세분석 및 R&D 추진전략수립 연구(2018)

●

(인프라 분야) 전철전력의 경우, 선진국 대비 90%·2.9년으로 양호하며, 궤도토목과
신호통신는 83, 86%·4.9, 3.7년임
선진국 대비 인프라 분야 기술 수준 및 격차
구분

궤도토목

전철전력

신호통신

주요 선진국

독일, 일본

독일

독일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86%

90%

83%

기술격차

4.9년

2.9년

3.7년

출처 : 철도교통 기술수준 상세분석 및 R&D 추진전략수립 연구(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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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분야 기술 수준 상세 분석 결과(논문·특허, DB,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등의 정량적
분석, Delphi 조사를 통한 정성적 분석)
- 11개로 분류된 하부 기술의 수준 분석 결과, 일본이 6개, 독일이 4개, 캐나다가 1개의
최고 기술 수준 보유
- 우리나라 기술 중 Top 5 기술은 차량_추진제어, 인프라_전철·전력, 인프라_신호·통신,
시스템_철도환경로 4개임
국가별 기술 수준 상세 분석
구분
차량 시스템

자체· 설비
차
량

주행

제동

추진제어

궤도 토목
인
프
라

전철· 전력

신호· 통신

계획· 운영
시
스
템

철도 안전

철도 환경

1위

2위

독일

일본

100.0% 66.6%
독일

캐나다

100.0% 68.8%
일본

독일

100.0% 96.0%
독일

일본

100.0% 65.0%
일본

중국

100.0% 53.2%
일본

네델란드

100.0% 63.8%
일본

독일

100.0% 80.8%
독일

일본

100.0% 91.4%
일본

영국

100.0% 64.3%
캐나다

독일

100.0% 94.3%
일본

중국

100.0% 68.6%

3위

4위

5위

6위

7위

영국
57.9%

캐나다

중국

스웨덴

55.1%

44.9%

25.9%

중국

영국

일본

60.4%

39.5%

39.4%

중국

네델란드 캐나다

59.0%

49.2%

중국
59.0%

8위

9위

프랑스

한국

네델란드

16.8%

13.2%

10.7%

스웨덴 네델란드
37.2%
한국

49.2%

34.4%

캐나다

영국

네델란드

49.5%

28.0%

24.6%

독일

한국

캐나다

영국

47.3%

43.9%

35.5%

20.3%

37.2%

대만

한국

19.2%

19.0%

프랑스 이탈리아
32.5%

대만

17.6%

12.0%

대만

한국

프랑스

18.3%

16.1%

12.5%

대만

프랑스

스웨덴

15.7%

11.5%

11.1%

독일

중국

캐나다

영국

한국

프랑스

대만

59.6%

51.8%

45.9%

25.3%

24.6%

16.1%

11.3%

중국

캐나다

한국

65.9%

47.6%

34.1%

30.9%

네델란드 이탈리아 캐나다
21.0%

중국

한국

대만

스웨덴

영국

74.9%

66.9%

64.5%

58.5%

58.3%

16.1%

대만
12.9%

캐나다 네델란드
54.8%

8.8%

중국

캐나다

독일

한국

프랑스

대만

스웨덴

64.0%

56.8%

54.8%

40.8%

20.0%

14.3%

13.2%

일본

네델란드

중국

대만

프랑스

스웨덴

한국

88.8%

87.8%

83.4%

35.1%

25.5%

22.1%

19.3%

독일

한국

영국

네델란드

대만

캐나다

프랑스

59.6%

56.7%

55.4%

47.4%

41.1%

37.1%

26.1%

출처 : 철도교통 기술수준 상세분석 및 R&D 추진전략수립 연구(2018)

■ 해외 철도 수주 현황
●

(총괄) 112건, 245.4억불 수주
- (지역별) 아시아 154.1억불(비중 62.8%), 중동 62.9억불(비중 25.6%), 중남미28.5
억불(비중 11.6%)북미·태평양 0.04억불(비중 0.0%)
- (주요 사업) 파나마 메트로 3호선(28.4억불), 사우디 아라비아 리야드메트로(22.2억불),
대만 고속철도 사업(3.9억불), 싱가포르 톰슨 라인(2.3억불) 등

트렌드 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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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국가별 철도 수주 현황
지역

아시아

중동

중남미

북미·태평양
총합

건수

금액

대만

9

13.3

말레이시아

9

0.6

몽골

2

4.4

방글라데시

1

1.5

베트남

7

11.2

싱가포르

46

96.6

인도네시아

1

0.2

인도

4

2.2

일본

2

0.2

카자흐스탄

2

0.5

파키스탄

1

3.3

필리핀

7

14.6

홍콩

3

5.5

합계

94

154.1

사우디아라비아

1

22.2

아랍에미리트

2

1.9

이라크

3

9.6

이란

3

4.3

이집트

1

0.8

카타르

4

22.9

터키

1

1.1

합계

15

62.8

브라질

1

0.05

파나마

1

28.4

합계

2

28.5

미국

1

0.04

-

15

(단위: 건, 억불)

국가

합계

트렌드 워치

1

0.04

112

245.4

출처 : 해외건설협회

5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 단기
●

(전략 공종·국가별 진출) 경전철을 비롯한 도시철도 등 경험 및경쟁력을 보유한 공종·국가
위주로 Team Korea 형태의 수주 확대
- 공기업이 Developer 역할(총괄기획/지분

Team Korea 체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 협의체(해외사업 지원정책 수립 및 지원 총괄

투자) 수행 및 민간의 해외진출 견인(동반진출
플랫폼)
- 철도 사업 중 친환경·저탄소 사업에 대한 기준
마련을 통해 KIND및 수은의 금융지원 확대

KIND
· 사업발굴
· 사업개발
· 금융·투자

해외건설협회
· 시장개척 지원
· 국토교통 ODA
· 정보시스템 운영
· 애로사항 해소

철도 공기업(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엔지니어링사·EPC사(설계, PM, EPC 등)
철도차량제작사, 통신·신호, 전력공급,
운영, 유지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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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공종과의 연계 확대) 도로, 항만, 공항, 산업단지 등 교통·물류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이 큰 프로젝트를 위주로 ODA, F/S, EDCF 등을 활용한 사업 연계 강화

●

(디지털 전환 강화) 현장 유지보수용 드론, 자동용접·운반로봇 등의 현장 적용 확대를 통
한 근로자 안전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중·장기
●

(선진 기술 인증 지원 및 기술개발) 유럽 등 선진 기술 인증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G2G
상호인증제도 및 소요비용 지원 등
- TSIs, EN 규격 등 해외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기술 관련 인증 및 증빙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한 검토 필요
해외 철도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기술적 요구조건
구분
국가 간 운행되는
국제철도 및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

철도사업에 공급되는
기술·제품·소프트웨어

주요 기술적 요구조건
· 유럽연합 철도차량 기술수준(Technical
Specifications for Interoperability, TSIs)

비고
· 유럽 중심의 TSIs는 국가 간 철도사
업을 추진하는 발주국 입장에서 선
호하는 최상위 기술규정임

· 유럽철도규격(EN) 규격
· 동 요구조건 충족을 위한 기술 경험·
· 국제철도연맹 설계기준(UIC leaflets)
습득을 통한 역량 제고, 전문 인력
·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협회(IEC) 양성·유지가 필요
및 동등 수준의 국제표준
· RAMS(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Safety)보증인증서

· 발주국에서 인정하는 수준의 증빙을
제출해야 함

출처 : 한국철도의 해외진출, 함께하는 지피지기의 인내가 필요하다(’20.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그 외 핵심 국가별 기술 수준 분석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활성화 및 상품 다양화
- 더불어 국내 철도시장에서 적용 중인 기준·규격·절차를 해외 시장에서도 적용가능한
체계로 전환하는 안에 대한 필요성 검토 등
●

(전문 인력 양성) 영어, 스페인어 등 외국어 교육과 함께 선진 철도 기술 및 운영, 관리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육성 절실

●

(선진 및 현지 기업과의 협업 확대) 유럽, 중남미 시장 진입을 위해 선진 및 현지 기업과
의 컨소시엄 구성으로 미개척시장 진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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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트램
ㅇ 트램은 노면 위 도로 또는 분리된 전용궤도를 주행하는 경량철도
ㅇ 저상형 트램은 저상형 버스와 같이 바닥높이를 보도 높이(350mm) 맞춰 편리하게 승하차 가능
ㅇ 한국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100% 저상형 트램을 이미 개발하여 해외수출 및 상업운행(국내는 아직 미도입)
ㅇ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 비율은 도로 78%, 철도 1.1%, 해운 13.8%, 항공 7.2% 월등한 낮은 온실가스 배출 비율
ㅇ 에너지 사용량(/1ton,1km)은 철도가 도로의 1/10, 항공기의 1/53으로 친환경 교통수단
□ 수소전기 트램
ㅇ 수소전기차량은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연료전지를 탑재
- 연료전지의 전기효율 40~60%, 열을 포함한 종합효율은 85% 가능
수소전기 트램

출처 : 현대로템 공식블로그

ㅇ 국토부는 2022년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연료전지+ESS) 철도차량 개발 예정
ㅇ 3세대 기관차(3.6MW)는 전철화가 낮은 북한의 철도운행을 위한 남북 경협 과제
ㅇ 철도 선진국인 독일은 2018년부터 수소열차* 상업 운행 시작
* 프랑스 알스톰 제작, 1회 충전에 1,000km 운행

□ 트램-트레인
ㅇ 트램-트레인(tram-train)은 노면전차를 일반철도 노선에서도 운행하는 하이브리드 철도 시스템으로 1992년 독일
에서 처음 실현, 현재는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의 도시에서 도입 운행 중
ㅇ 국토부는 2030 광역교통비전에서 성남 트램 등 GTX 거점역의 연계 교통수단 및 대전 2호선 트랩, 위례 신도시
트램 등 신규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 계획
트램-트레인

출처 : 국가철도망 활용을 위한 트램-트레인 연계방안]

K-BUILD저널 2021.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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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연구원

Ⅰ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2021년 세계는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 백신 보급률, 공급망 대란의 영향을
주요하게 받고 있으며, 2022년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양상과 경제 정책의
효과가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1. IMF
가. 2021년
●

IMF는 10월,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5.9%로 전망
* 지난 7월에 제시한 6.0% 대비 0.1%포인트 하향 조정

●

선진국의 성장률은 5.2%, 미국은 6%, 중국은 8%로 낮아졌으며, 우리나라는 7월
전망치인 4.3%를 그대로 유지함
* 선진국은 0.4%포인트, 미국은 1.0%포인트, 중국은 0.1%포인트 하향 조정

●

선진국은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협 등이 전망치 하향 조정에
반영되었으며, 중동과 신흥국·개발도상국은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악조건과 수출
무역량 증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었음

●

IMF는 전세계 백신 접종률을 높여 백신 접근성 격차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며, 물가
상승 위험이 커지고 있는 국가는 긴축 정책 시행의 필요성을 언급함

나. 2022년
●

IMF는 2022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4.9%, 우리나라는 3.3%로 전망

●

IMF에 따르면 2022년에 물가 상승 압력은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양상과 공급망 병목 현상의 지속 기간에 따라 전망에 변동이 있을 수
있어 불확실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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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2021년 전망

2022년 전망

지역

10월 기준(%)
(7월 대비 변화, %p)

7월 기준
(%)

10월 기준(%)
(7월 대비 변화, %p)

7월 기준
(%)

세계

5.9 (-0.1)

6.0

4.9 (0)

4.9

선진국

5.2 (-0.4)

5.6

4.5 (+0.1)

4.4

우리나라

4.3 (0)

4.3

3.3 (-0.1)

3.4

미국

6.0 (-1.0)

7.0

5.2 (+0.3)

4.9

영국

6.8 (-0.2)

7.0

5.0 (+0.2)

4.8

7.2 (-0.3)

7.5

6.3 (-0.1)

6.4

8.0 (-0.1)

8.1

5.6 (-0.1)

5.7

4.1 (0)

4.1

4.1 (+0.4)

3.7

6.3 (+0.5)

5.8

3.0 (-0.2)

3.2

아시아 신흥국&
개발도상국
중국
중동&
북아프리카(MENA)
중남미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1.10)

2. OECD
가. 2021년
●

OECD는 9월,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5.7%로 전망
* 지난 5월 제시한 5.8% 대비 0.1%포인트 하향 조정

●

G20은 6.1%, 미국은 6.0%로 낮아졌고, 중국은 8.5%로 지난 5월 대비 변동 없으며,
우리나라는 5월 전망치인 3.8%보다 0.2%포인트 상향된 4.0%로 전망
* G20은 0.2%포인트, 미국은 0.9%포인트 하향 조정

●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과 백신 보급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으나, 델타변이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여러 국가의 올해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었음

●

OECD도 IMF와 마찬가지로 전세계 백신 보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며, 도움이
필요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조함
OECD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2021년 전망

2022년 전망

지역

9월 기준(%)
(5월 대비 변화, %p)

5월 기준
(%)

9월 기준(%)
(5월 대비 변화, %p)

5월 기준
(%)

세계

5.7 (-0.1)

5.8

4.5 (+0.1)

4.4

G20

6.1 (-0.2)

6.3

4.8 (+0.1)

4.7

우리나라

4.0 (+0.2)

3.8

2.9 (+0.1)

2.8

미국

6.0 (-0.9)

6.9

3.9 (+0.3)

3.6

영국

6.7 (-0.5)

7.2

5.2 (-0.3)

5.5

중국

8.5 (0)

8.5

5.8 (0)

5.8

출처 :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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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2년
●

OECD는 2022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4.5%, 우리나라는 2.9%로 전망

●

OECD는 현 시점의 둔화된 성장 모멘텀은 2022년 빠른 경기 회복을 통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
- 선진국은 적극적인 경제 정책과 가계 저축의 소비 전환으로 내년 성장세가 확대될
것이며, 아태 지역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와 방역조치의 점진적 완화로 경기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

Ⅱ 세계 경제 주요 변수
대대적인 중국의 전력난 사태로 비롯된 세계적인 공급망 병목 현상과 에너지 가격
상승,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국의 정책 현황까지 해외건설에 영향을 주는 주요 경제
변수들의 흐름을 분석

1. 중국 전력난 사태
●

현황
- 중국 저장·광둥·장쑤성 등 산업기지 밀집 지역이 전력 부족을 겪으며 철강, 화학공업,
시멘트 등 여러 업종의 공장이 조업을 중단함

●

원인
- 글로벌 친환경 정책 흐름에 동참 및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위한 환경 정화를
목표로 중국 정부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전력의 공급을 제한 중
- 호주가 미-중 무역분쟁에서 미국을 지지함과 동시에 지난해 코로나19 중국 기원설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자 중국이 호주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2020년 말부터 호주산
석탄의 수입을 중단. 수입 석탄의 절반을 호주에 의존하던 중국은 수입량 급감에 따라
석탄 가격이 폭등하여 전력 회사들이 생산을 멈춤

●

영향
- 섬유부터 반도체 부품까지 중국에서 생산된 자재를 사용하는 여러 글로벌 회사들의
생산에 차질 발생,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함

2.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 (물류 대란)
●

원인
- 코로나19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동남아시아 공장 셧다운, 전력난으로 인한
중국 공장 가동 중단 등의 문제로 아시아권에 높은 의존도를 갖고 있는 미국·유럽
등의 지역에서 공급 차질 발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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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경제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물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에 대응할
선박이 부족하여 운송이 지연되고 있음
-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본국으로 돌아갔던 항만 종사자, 트럭 운전사 등이 본업으로
복귀하지 않아 인력난 발생

●

영향
- 운송 수단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물류비가 오르고 장비·자재 공급이 지체되면서
단가가 상승함
- 납품 지연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자재를 선주문하는 업체들로 인해 자재 단가
추가 상승 및 추가 공급 지연 발생
-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기업들은 기존 해외 위탁 생산에서 국내 생산 기지
건립에 나서고 있는 추세
- 각국별로 소비자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중

3. 석탄·천연가스·원유 등 에너지 가격 상승
●

원인
- 세계 경제가 회복하면서 올해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겨울과 연말 쇼핑
대목을 앞두고 발전연료 확보가 시급한 상황
-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발전이 올해 기대 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함
- 전세계 공급망 차질로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중
- (유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 추진으로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예년에
미치지 못함, OPEC+는 공급 과잉 우려로 추가 증산 없이 기존 증산 규모를
유지하기로 11월 회의에서 합의

●

주요국 현황
- 중국은 현재 호주 외 다른 국가들로부터 석탄을 수입하고는 있으나 초과수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
- 유럽은 연초대비 천연가스 가격이 4배 가까이 폭등하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탄
사용을 임시적으로 늘리고 있으나 석탄 역시 각국에서 공급 부족을 호소하는 중
- 미국은 천연가스 가격이 6개월 만에 2배 올랐고, 올해 석탄 소비량이 작년 대비 23%
증가하여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음
- 중동지역은 석탄·천연가스의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석유 대체수요로 강세를 보이는
유가의 추세를 지켜보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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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천연가스, 원유 가격 추이

출처 : EIA - Short-Term Energy Outlook (2021.10.13)

●

전망
- 최소 내년 초까지 겨울철 전력·난방 수요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유가 상승세에 특히 더 낙관론을 견지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내년 6월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
-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며 국가 간 여행 제한조치가 해제되면서 석유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

4. 테이퍼링1·금리인상
●

배경
- 코로나19로 비롯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시중에 통화를 푸는 정책을
펼쳤고, 근래 전세계 에너지(원유, 석탄, 천연가스) 가격 급등과 공급망 마비
현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지고 있음

●

미국
-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약 1년 반 동안 매월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매입하며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해왔음
- 11월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은 테이퍼링의 시작을 알렸으며,
11월과 12월 매입 규모를 각각 150억 달러씩 줄이며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
- 연준은 경제 전망에 따라 테이퍼링 속도가 조정될 수 있으며, 본격적 통화긴축 정책인
금리 인상의 근시일내 시행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음

1

자산매입축소.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정
부가 자산(채권) 매입을 통해 시장에 풀었던 통
화(양적 완화)를 점진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것

글로벌 경제 전망 및 변수와 해외건설 관련 시사점

- 현 자산 매입 축소 속도가 유지될 시 내년 6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다수의
글로벌 투자은행(IB)은 내년 말, 일부는 테이퍼링 종료 직후 시점으로 예상되는 7월
금리 인상을 전망

●

유럽
- 유럽중앙은행은 9월 팬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PEPP)의 대응채권 매입 속도를 6개월
만에 낮춘 뒤 같은 속도를 유지 중이며, 매입 규모는 최소 내년 3월 말까지 1조
8500억 유로로 유지하기로 함
- 라가르드 ECB 총재는 유럽 전반에 걸친 물가 상승세에도 불구, 물가상승률이
2%에서 유지되는 상황이 올 때까지 기준 금리는 현행 0%로 유지할 것이라고 발언
미국 연준, ECB 기준금리 추이 -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St.Louis - Economic Research Resources

Ⅲ 시사점
●

미국의 테이퍼링이 예견되면서 미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으로 실제 테이퍼링이 개시되고 금리 인상은 시간을 두고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은 큰 변동 없이 안정된 모습을 보임

●

단, 미국이 2022년 금리인상을 시행할 시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으며,
국가별로 경기 회복 속도에 차이가 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환차손익 등 수익성 변동 시나리오를 수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물류 대란으로 인한 해상 운임 상승과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전세계 시멘트 가격
인상 위협이 커지는 중

●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동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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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발주가 코로나19로 지난해 중단된 이후 서서히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 중동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신규 프로젝트 발주를 대대적으로 재개하기 위해서는 유가
상승세가 앞으로 일정 기간 지속되어야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이 추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원유 선물 등의 투기 억제에 나설 시 유가의
하락 가능성과 미국의 원유재고 및 OPEC+ 회의에서의 증산량 결정에 따라 유가에
변동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미 당국의 정책 방향과 원유 공급량 예의주시 필요

부록 중동 지역 주요 국가별 건설 금융 Issue Focus
1. 아프가니스탄
●

(인프라 재건 사업 수행 위한 국제원조 절실) 탈레반이 집권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국가 자산이 동결되었고 대부분의 국제 원조가 중단됨. 도로
등의 인프라 보수를 진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긴급 자금 투입이 필요한 상황2
- (배경)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의 95억 달러 외환보유고를 동결시켰고 EU는
12억 달러의 개발원조 계획을 보류했으며 IMF·세계은행도 자금 지원을 중단한
상태로, 인도적 차원에서 아프간 주민을 직접 지원하는 선의 제한된 원조만 발표되고
있음
- (내용) 탈레반은 여러 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낙후된 도로의 보수 작업을
시작으로 국가 재건을 수행할 것이라고 공표했으나, 독일 국제방송 DW의 취재에
의하면 해외 원조 자금 없이는 진행이 어려운 상황임
- (시사점) 탈레반 정부가 도로 재건에 적극적 의사를 표명했고 인도적 지원이긴 하나
국제사회의 아프가니스탄 지원 계획이 발표되고 있으므로 차후 개발 목적의 국제
원조가 재개될 시 인프라 건설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2. 이란
●

(이란과 ‘4+1 그룹’ 간 핵합의 11월 29일 재개) 알리 바게리 카니 이란 외무부 차관은
11월 29일 핵 합의(공동행동계획, JCPOA) 복원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힘. 협상은
미국을 제외한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4개국(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및
독일과 진행되던 중 지난 6월 중단됨3
- (미국 입장) 미국은 이란의 거부로 간접 참여중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이 핵 개발
제한에 다시 응할 시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합의에 복귀할 의사를 밝힌 상태
- (배경) 2015년에 체결된 핵 합의는 서방 국가의 지원과 이란의 핵 활동 유예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탈퇴하며 파기를 선언한 이후 이란에

2 DW (Deutsche Welle). 2021.10.18.
Afghanistan: Taliban road construction
projects stall without foreign funding
3

Reuters. 2021.11.4. Talks on reviving
2015 Iran nuclear deal to resume Nov.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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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재를 부과한 상태임. 특히 정부 재정이 오일 판매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이란은
미국의 제재로 해외 원유 판매가 금지되자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음
- (시사점) Fitch Solutions는 미국이 제재를 완화할 시 이란은 활발해진 오일 수출을
바탕으로 위축되었던 정부의 투자가 살아나고, 이란에서 철수했던 해외 기업들의
투자도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 그동안 연기됐었던 다수의 프로젝트들이 다시
이행되면서 이란 정부는 특히 에너지·교통 부문의 인프라 투자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

3. 이라크
●

(연 30억 달러 투자 통해 천연가스 발전으로 교체 예정) 이라크는 2025년까지 가스소각
발전을 천연가스 발전으로 전면 교체하기 위해 매년 30억 달러를 집행할 예정4
- (기타 친환경 정책) 2025년까지 10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메탄 배출을 줄이는 방안 강구 중
- (시사점) 이라크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맞춰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
정책을 확대하는 기조로 가는 중으로, 친환경 공법을 활용한 프로젝트 수주 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

●

(중동 최대 규모의 이라크 알 포 신항만 프로젝트 순항 중) 이라크는 국토 면적에 비해
해안선이 짧기 때문에 알 포(Al Faw) 프로젝트는 이라크 정부가 해상 무역로 활성화를
위해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국책 사업임. 대우건설이 1월에 수주한 27억 달러
규모의 1단계 사업 내용 중 5개 교각의 건설을 완료하면서 1단계가 거의 마무리됨5
- (향후 계획) 이후 단계들은 총 43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장차
100개의 선석을 건설함으로써 중동에서 가장 많은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항만을
구축할 예정
- (시사점) 이라크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이후 공사도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철로, 터미널 등의 후속 공사도 대우건설이 수주할 시
우리 건설사들이 이라크에서 사업 영역을 점점 더 확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

●

(Dana Gas 컨소시엄에 미국 국제 개발금융공사 2억5천만 달러 자금 지원 합의)
Crescent Petroleum과 Dana Gas의 컨소시엄인 Pearl Petroleum은 미국 국제
개발금융공사(DFC·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로부터 7년간

4 The National News. 2021.10.26. Iraq

2억5천만 달러 규모의 재원을 조달받기로 했으며, 이는 DFC가 이라크에서 한 가장 큰

to invest $3bn a year to switch from

금액의 자금 지원으로 기록6

liquids to gas-powered generation
5 Global Construction Review. 2021.09.21.
Iraq's Al Faw port to become largest in

- (사업 내용) 자금이 사용될 사업은 이라크에 소재한 Khor Mor 플랜트의 가스 생산량
Capa를 50% 증가시키는 작업으로, 총 비용은 6억3천만 달러이며 2023년 4월 완공

Middle East
6

PFI. 2021.9.8. Dana Gas gets US DFC
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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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Pearl Petroleum은 여러 지역 발전소에 천연가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가스전
개발을 통해 이라크 정부는 해당 지역 연료비를 절감하고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함
- (시사점) DFC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향후에도
중동국가들의 낙후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

4. 사우디아라비아
●

(외국인직접투자 연 1,000억 달성 위한 전략 발표)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왕세자는
원유 수출에 의존적인 재정 수익을 다변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투자 전략(NIS·
National Investment Strategy)을 발표7
- (세부 목표) NIS는 2030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의 연 규모를 3,880억 리얄(1,030억
달러)로, 연 국내 투자 규모를 1.7조 리얄(4,530억 달러)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함
- (추진 계획) 사우디 정부는 제조, 신재생 에너지, 교통·물류, 관광, 디지털
인프라, 보건 등의 부문을 위한 투자 계획을 설계할 예정. 또한 특별 경제 구역을
설립함으로써 주요 공급망을 사우디로 유치하고, 민간 부문에 새로운 자금 조달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
- (시사점) 이전보다 유리한 조건과 완화된 규제 하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해외
민간투자자들에게 마련될 것으로 전망

●

(2025년까지 예정된 PPP 프로젝트 공개) PPP와 자산 매각을 통해 사우디 정부 사업의
민영화 작업을 담당하는 민영화 국립센터(NCP· National Centre for Privatisation)는
8월초 Privatisation Program Manual을 통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입찰 예정인
PPP 프로젝트들을 공개함8
- (세부 내용) 환경·물·농업 부문에는 다수의 담수처리공장, 하수처리공장, 물저장
사업 등을 포함한 31개의 프로젝트가 기재되었으며, 교통(도로, 항만, 공항)은 6개,
대중교통(가교, 버스노선)은 3개, 보건 부문은 17개, 교육은 1개의 프로젝트가
목록에 들었음
- (시사점) 사우디 정부는 정부 지출을 줄이고 해외직접투자를 늘리기 위해 ‘비전
2030’ 계획에 따라 향후 PPP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
건설사들에게 더 유망한 시장이 될 것으로 판단

5. UAE
7 NDT V. 2021.10.12. Saudi Arabia
●

Targets $100 Billion Yearly In Foreign

(경기 부양 위한 자금 투입 예고) UAE 정부는 개방적인 금융·무역 허브로서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국가 경제에 2022년 136억 달러를 투입하고, 2030년까지 총 1,500억
9

달러 사용 계획 발표

Investment
8

PFI. 2021.09.09. Saudi Arabia - New
projects list

9 AP News. 2021.9.6. UAE announces plan
to invest in economy, liberalize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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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계획) 에미레이트 개발 은행의 산업 기술·기술 집약 부문 지원을 위해 배정된
13.6억 달러를 제외한 자금은 세부 사용처가 추후 발표될 예정
- (시사점) 해외 기업들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향후 IT기술·교통 관련 프로젝트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부가 추후 추가로 발표할 세부 사용
계획에 따라 대응 필요

●

(두바이 정부 67.5억 달러 규모의 PPP 사업 계획 발표) 10월 두바이에서 시행된
PPP 회의에서 두바이 정부는 다양한 부문의 29개 사업으로 구성된 총 규모 250억
디르함(약 67.5억 달러)의 PPP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고 재무부 웹사이트에
게시했음10
- (부문별 사업 계획) 해당 계획은 △도로 관련 프로젝트 10건 △보건 사업 7건
△대중교통 사업 4건 △폐기물 관리 사업 4건 △상하수도 사업 3건 △산업설비 사업
1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단계별 현황) 단계별 진행 상황으로는 △전략/컨셉 계획 단계 2건 △타당성조사
단계 7건 △구매조달 준비 단계 9건 △계약 협상 단계 7건 △착공 준비가 완료된
프로젝트가 4건임
- (주요 프로젝트) 규모가 큰 단일 프로젝트로는 160억 디르함(약 43억 달러)에 이르는
Dubai Strategic Sewerage Tunnels*, 40억 디르함(약 11억 달러) 규모의 Dubai
Waste Management Center** 등이 있음
*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펌프를 대체하기 위해 100% 중력 하수도 시스템 구축
** 일일 최소 5,666t의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플랜트

- (시사점) 두바이 정부는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앞으로 두바이에서 여러
PPP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하므로, 해외 투자자들의
협력 기회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

6. 이스라엘
●

(340억 달러 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예정) 리버만(Liberman) 재무부장관은 11월
중순 국가 예산이 통과 되는대로 향후 10년 동안 추진될 1,100억 셰켈(약 340억 달러)
규모의 26개 인프라 프로젝트(교통, 에너지, 수도 등)를 공개하겠다고 밝힘. 대부분
기존에 발표된 프로젝트들이나, 정부가 어떤 사업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예정11
- (세부 내용)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90억 셰켈(약 280억 달러)은 여러 개의
경전철 노선과 새 공항을 포함한 교통 프로젝트에, 150억 셰켈(약 45억 달러)은 대형
발전소와 담수화 시설에, 110억(약 35억 달러)은 관청 건물 건축에 투입되며, 총
예산의 약 절반은 이스라엘 기업들과의 PPP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10 PFI. 2021.10.12. UAE - Dubai launches
mega tunnel
11 The Jerusalem Post. 2021.10.24. Finance
Ministry: NIS 110b. of infrastructure
projects plan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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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이스라엘 현지 기업들과의 적극적 협력 구도 및
컨소시엄 구성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7. 카타르
●

(환경과 기후변화 부처 신설)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인 카타르는 내각 개편을
진행하면서 환경과 기후변화 부처(Ministry of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를 새로 설립했음을 밝힘. 이는 중동지역에서 커지고 있는 친환경 정책에 대한
관심과 10월말부터 스코틀랜드에서 진행되는 유엔 기후변화회의(COP26)에 대응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임12
- (카타르 프로젝트 현황) 2030년까지 세계 최대 LNG 생산국이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진
카타르는 Qatargas가 LNG 생산용량을 연 7700만t에서 1억1천만t으로 늘리기 위해
4개의 LNG mega-trains(액화·정제 시설)를 새로 건설하기 시작13하는 등 가스 관련
프로젝트가 건설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시사점) 신설된 부처의 지휘 아래 LNG 생산 시설에는 탄소포집 기술, 탄소배출
감축 노력 등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 또한 유엔 기후변화회의 이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흐름에 따라 그린 프로젝트가 새로 추진될 수 있으므로 정책의 흐름 예의주시
필요

●

(Barwa Group 카타르 최초 학교 건설 PPP 사업 재원 조달) Barwa Group의 자회사
Dar al Eloum for Real Estate Development는 카타르 내에 첫 학교 건설 PPP
사업을 위해 지역 은행과 1.73억 달러 규모의 22년짜리 PF계약을 체결14
- (세부 내용) Barwa Group은 25년 동안 8개의 학교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정부와 계약되어 있으며, 건설은 2002년 9월 시작하여 2022년 6월 완료될 예정.
건설 완료 후 PPP 계약에 따라 학교들은 정부에 임대해주는 사업 구조로 진행
- (시사점) 학교 건물이 모두 완공된 뒤 운영이 시작되면 주변 상권의 추가 개발을
기대해 볼 수 있음

8. 쿠웨이트

12 Reuters. 2021.10.19. Qatar forms
climate change ministry, appoints

●

finance minister

(대규모 정부부처 조직개편 예정) 쿠웨이트 정부는 향후 4년 간 대대적인 부처 통합,

13 Doha News. 2021.10.18. Qatargas begins

폐지, 신설을 통한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 2022년에는 전력부, 수력부, 석유부가

construction of four new LNG mega-

에너지부라는 명칭 아래 한 부처로 통합되고 경제통상부가 새로 설립될 것이며,
서비스부의 폐지와 함께 IT통신부가 신설될 예정15

trains
14 PFI. 2021.10.27. Qatar - PF for first
schools
15 Arab News. 2021.09.20. Kuwait to

- (경제통상부) 경제 발전 관련 정책, 민영화 전략, 쿠웨이트 민자사업청(KAPP·Kuwait

i m p le m e n t l a rg e st g ove r n m e n t
restructuring in its history as of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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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ity for Partnership Projects) 관리를 책임지고, 2023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진흥청(KDIPA·Kuwait Direct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과 연계하여 경제자유구역 운영과 수출 장려를 위한 전략 개발 업무를
수행할 것
- (IT통신부) 스마트 쿠웨이트 구축을 위한 ICT전략을 추진할 예정
- (참고사항) 이러한 조직개편 로드맵에는 투자법, 외국인 투자자 지분, PPP 등을
리뷰하는 작업도 포함되어 있음
- (시사점) 조직개편이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진행되면서 각 부처별 지도부의 변동과
함께 정책·규제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지 추이를 지켜봐야 함

9. 바레인
●

(부가가치세 2배 인상 예정) 바레인 정부와 의회는 현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VAT)를 기존 5%에서 10%로 2배 인상 예정16
- (배경) 2014~15년 오일 쇼크 이후 바레인은 국가 부채가 지속적으로 쌓였고,
2018년에 주변국들로부터 10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신용 경색을
피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에너지와 관광 부문이 작년에 타격을 입으면서 재정
적자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17
- (시사점) 부가가치세가 인상되면서 해외 현장에서 구매하는 자재와 대여하는 장비
등에 관한 예산이 영향을 받으므로 미리 검토 필요

●

(경전철 PPP 사업 착수 승인) 바레인 정부가 1단계 진행 승인을 한 경전철 PPP
프로젝트가 곧 입찰을 시작할 것이며, 최종 낙찰자는 35년 동안 DBFOMT(DesignBuild-Finance-Operate-Maintain-Transfer) 방식으로 사업 진행 예정18
- (상세 내용) 1단계 프로젝트는 총 109km 중 28.6km의 노선을 구축. 사용료 지급은
성과에 따른 공제와 보상이 포함된 AP(Availability payment)*로 이루어지며,
자본비용의 일부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 전체 109km 노선의 총
자본비용은 10~20억 달러로 추산
* AP: 시설물의 상태나 질적 수준에 따라 정부가 프로젝트 회사에게 일정금액의 사용료를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

- (시사점) 당국은 대대적인 최첨단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본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

16 Saudi Gazette. 2021.10.31. Bahrain
raises VAT to 10% by 2022

10. 오만
●

(디지털 경제 구축 위한 프로그램 발족) 오만 내각은 오만 비전 2040에 기반을 둔

17 Reuters. 2021.09.26. Bahrain could double
value added tax - sources
18 PFI. 2021.09.26. Bahrain - Metro PPP first
phase 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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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 디지털 목표 달성을 위해 디지털 경제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NPDE·National
Programme for Digital Economy)을 시행하기로 함19
- (세부 내용) NPDE는 행정의 디지털화,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경제와 전략 부문
비즈니스의 디지털화를 주요 세 축으로 하고 있음
- (주요 목표) 우선순위는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 전자상거래, 기술 인프라의 개발,
디지털 산업, 사이버보안에 둘 예정. 이를 통해 주요 경제전략 부문에 AI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디지털 컨텐츠 개발, 해외 기술 투자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시사점) 오만 정부는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디지털화할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데이터센터 등의 기반 시설 건립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

19 Times of Oman. 2021.10.21. Oman
launches National Digital Economy
programme

K-BUILD저널 2021.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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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철도공단 소개
국가철도공단은 2004년 과거 철도청의 건설 분야와 한국고속철도공단이 하나로
출범한 국토교통부 산하의 준정부 기관으로 설립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2020년 9월
국가철도공단으로 사명변경을 하였다.
한국철도의 역사는 1899년 노량진과 제물포를 연결하는 경인선 개통을 시작으로
철도운영이 개시되었고, 지난한 역경을 거쳐 105년이 지난 2004년 4월 서울~부산간
고속철도 1단계 완공으로 세계 5번째 고속철도 건설국가로 등극하게 되었다.
국가철도공단은 국내 고속철도, 광역철도, 일반철도 건설을 국토교통부를 대행하여 시행
하는 발주처이며, 국유철도 재산 개발 및 운영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정부출연기관이다.

2. 해외 선진기업과 조우 및 해외사업의 시작
국가철도공단은 1992년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임받아, 해외 고속철도 선진국인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차량 및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노반 건축등 기반 시설의 건설은
미국 벡텔사등의 사업관리(PMC) 자문을 활용하여 국내 건설사들의 토목 기술로 건설을
하였다.
경부고속철도는 수 많은 시행착오와 프랑스, 미국등의 선진국의 기술이전을
통해 어렵게 건설되었지만, 이러한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호남고속철

심층이슈 ①

도와 수도권고속철도는 우리기술로 건설하였으며, 국내 차량 제작
사인 로템에서 KTX 차량 “산천” 자체제작에 성공하여 운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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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은 그간 건설경험을 바탕으로 2005년 중국 수녕∼중경 고속철도 시공감리에
최초 참여하게 되었고 그후 10여년에 거쳐 15건의 중국 고속철도 기술자문 감리에 참여하
게 되었다.

3. 해외 진출시장과 사업 다각화 매진
중국은 북경 올림픽을 전후로 하여 엄청난 물량의 고속철도를 자국에 건설하였으나,
해외선진국 기업들에 의존하던 사업초기가 지나자 점차 자국인 중국업체에 유리하게
발주를 함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해외기업의 중국 철도사업 참여가 어려워졌다.
공단은 그간의 중국 고속철도사업 참여 실적을 바탕으로 2015년 이후 부터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 등 진출시장과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였다.
2015년말 수주한 인도 럭나우시 메트로 PMC사업의 경우 스페인, 인도 굴지
엔지니어링사와 글로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한 경우로서 최초 입찰 시는
공단재직 중인 엔지니어로 참여인력 CV를 구성하여 투입하였고, 그 후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국내 민간엔지니어링사와 인력교류 형태나, 개별적으로 민간 전문가를 직접 채용해
투입함으로서 국내 기술 인력의 인도사업 참여폭을 확대하였다.

심층이슈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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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는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메트로 사업을 발주함에 따라 PMC 사업에 대한
발주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으나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국제 엔지니어의 경력은 최소한 철도
사업 참여경험 20년 이상, 석사이상 학력 요구 등 매우 까다로운 실정이다. 그러나 일단
어떻게든 인도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기술 인력은 향후 지속적으로 인도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고 본다.
2016년말 수주한에 성공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전철 1단계 시스템 패키지
사업(EPC)은 공단이 사업을 발굴하여 주간사로서 국내 민간 시스템업체들과
컨소시엄*으로 사업참여 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 철도공단 + 삼진일렉스 + 대아TI + LG CNS + PT.LEN(우진산전)

심층이슈 ①

34

해외 철도사업의 현황 및 국가철도공단의 사례

심층이슈 ①

35

이를 바탕으로 2단계 구간 PMC(사업관리 및 자문)사업*을 공단이 연계 수주하였으나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현재 추진이 일시 보류된 상태이고 금년 말 재개할 예정이다.
* 철도공단 + 미국 Aecom + PT.Virama Karya(인도네시아)
2단계구간 PMC 사업의 중요성은 향후 공단이 인도네시아 발주처의 시공 구매 자재업체
선정 시 적극적으로 한국기술과 업체를 어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4. 해외 철도사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하여
국가철도공단이 해외사업을 하는 이유는 공단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공단의 국가기관으로서의 대외신인도와 실적을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에
마중물역할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PPP 등 대규모 사업 진출을 위한 플랫폼이 되기
위함이다.
철도건설을 위해 대규모 자본 투하가 전제되며, 용지매수, 노반 토목, 전기, 통신,
신호, 차량 시스템 등 복합공정으로 강력한 사업관리가 필요하고, 운영 시 정부에서 교통
복지차원의 낮은 교통요금 선정하므로 투자비 회수에 매우 장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저탄소 친환경적이며 경제 후방효과가 타 교통수단에 비해 월등히 크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철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차원에서 지난 30년간 고속철도를 비롯하여 철도산업에 투자를
확대하여왔고 선진기술 도입 및 국내기술 개발에 매진한 결과 한국철도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으며
이렇게 축적된 기술과 인력을 활용하여 세계 철도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전통적으로 철도강자인 유럽 엔지니어링사들과 신흥 강자인 중국 철도기관들이 전
세계 철도시장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공단은 철도 PPP사업의 경우 과거 15년간 브라질, 오만, 말레이시아~싱가폴
고속철도 사업등에 민관 합동 사업단을 꾸려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성공사례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철도사업에 국가 재정이 아닌
민간자금으로 건설 및 투자비 회수를 하기 위해서 재무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코리아팀의 해외사업 수주를 위해 그간의 실패경험을 거울삼아 사업모델과 재무모델을
보다 현실적이고 정교하게 가다듬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국가철도 공단
해외사업본부 임직원들은 몽골, 인도네시아, 인도, 페루, 파라과이, 이집트, 터키 등 전
세계를 오가며 열심히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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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가 열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스마트시티의 개념,
구성요소, 그리고 운영방식 등은 여전히 미지수이다. 이것은 마치 산업혁명 이후 도시의
폭발적 성장과 혼란 속에서 근대도시의 여러 개념과 원칙 및 이상들이 논의되었던 시대를
연상하게 한다. 분명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새로운 공간적 상상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한 여러 혁신적 계획안들이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도시를
혁신하며 실험한다는 것은 사실 수많은 비용이 필요하며, 우리의 삶에 이전과는 다른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스마트시티 역시 앞으로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을 것이며, 많은 시행착오와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발전하고 정착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지난한 여정에 도움이 되고자, 오늘날 전세계 최신의 스마트시티 사례라 할 수
있는 사이드워크 토론토(Sidewalk Toronto)와 토요타 우븐시티(Toyota Woven City)를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사이드워크 토론토의 비전과 좌절
사이드워크 토론토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키사이드(Quayside) 및 포트랜드(Port
Lands)에 있으며, 토론토 중심부로부터 동쪽에 위치하고, Cabbagetown, Regent
Park, St. Lawrence, Cork Town 등 토론토의 주요 동네와 인접한다. 사이드워크
토론토는 약 50년간 방치되어있던 809만 3,713㎡ 일대를 재개발하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이다.

심층이슈 ②

사이드워크 토론토의 대상지는 토론토의 대표적인 저개발
지역으로, 과거에 산업 용도로 이용되었다. 이 지역은
1 99 0 년대 초 주 택 을 조 성 하는 개 발사 업 이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새로운
공간의 상상
: 세계 최신의 스마트시티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김충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교수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새로운 공간의 상상

심층이슈 ②

37

추진되었다가 좌초되었으며, 2008년 올림픽 유치를 위해 경마장과 기자촌 등을 짓는
구상이 있었으나 백지화되어 결국 산업 쓰레기 폐기장으로 쓰이면서 방치되었다.
2001년 워터프런트 토론토(Waterfront Toronto)가 설립된 이래, 토론토 워터프런트
중심부 지역에 다양한 개발 계획들을 진행하였지만, 키사이드를 포함한 워터프런트
동쪽 지역은 다운타운과의 높은 근접성 및 뛰어난 수변 풍경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그림 1 사이드워크 토론토의 대상지 및 현황

이러던 중에, 2017년 워터프런트 토론토의 프로젝트 입찰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도시개발회사인 사이드워크 랩스(Sidewalk Labs)가 미래도시 시범 사업 구상으로
낙찰되었다. 사이드워크 랩스는 낙후된 지역에 고층 빌딩과 아파트 및 콘도 시설을 짓는
기존의 도시개발 방식이 아닌, 첨단 기술로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의 워터프런트 토론토와 민간의 사이드워크 랩스의 협업을 통한 파일럿
프로젝트로서 사이드워크 토론토가 추진되었다. 사이드워크 토론토는 워터프런트 개발 및
지속가능한 동네의 실험을 전 세계에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2019년 6월, 사이드워크 토론토는 대상지에 대한 마스터 혁신 및 개발 계획(Master
Innovation and Development Plan, MIDP)을 통해 스마트시티의 세계적 허브 조성을
위한 물리적, 디지털, 사회혁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현대 도시의 여러 문제를 60개의
최첨단 기술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토론토 키사이드 부두 인근 지역을 혁신 가속화 지역(IDEA District,
Innovative Design and Economic Acceleration District)으로 지정하고, 모빌리티,
공공공간, 건물, 주택, 지속가능성, 사회인프라, 디지털혁신 등에 대한 목표 및 실현 계획을
수립하였다.

사이드워크 토론토 위치도(위)
키사이드 및 포틀랜드 개발 부지(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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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키사이드에서 시작된 혁신을 주변 65ha 규모의 5개 동네(Villiers West,
Villiers East, Keating East, McCleary 및 Polson Quay)에 확산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사이드워크 랩스는 직접 개발을 주도하기 보다는, 지역 개발 파트너와 협력하거나,
새로운 구글 캐나다 본사가 경제 클러스터의 촉매로서 부스터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었다.
그림 2 사이드워크 토론토의 배치도 및 조감도

하지만, 사이드워크 랩스의 마스터 혁신 및 개발 계획(MIDP)에 대한 최종 승인 절차를
앞둔 2020년 5월, 사이드워크 랩스는 2년 이상 추진해왔던 사이드워크 토론토 프로젝트를
최종적으로 중단하기로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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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워크 랩스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차원의 전례 없는 경제 불확실성을
사업철회의 이유로 밝혔지만, 프로젝트 초기부터 지속된 개인정보침해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와의 합의 불일치가 부가 요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드워크 토론토는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통한 혁신적 도시개발을
통해 토론토 워터프런트에 장기간 방치되었던 지역을 세계적인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고자
했던 야심찬 비전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와 함께, 사이드워크 토론토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데이터 활용 및 보호 관련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며, 커뮤니티 및 도시 주민의 원활한 사회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교훈
역시 우리에게 시사한다.
그림 3 사이드워크 토론토의 외부공간 모습

토요타 우븐시티의 실험과 기대
토요타 우븐시티는 일본 시즈오카(静岡)현 스소노(裾野)시의 토요타 히가시후지(東富士)
공장 부지에 조성되는 도시로서, 후지산 근교 히가시후지 연구소(東富士研究所) 인근에
위치한다. 토요타 우븐시티는 기존의 노후 공장부지를 자율주행, 로봇, 모빌리티, 인공지능
(AI) 등의 미래기술 실증시설로 재탄생 시키는 토요타의 실험도시 개발 프로젝트이다.
토요타 우븐시티는 2020년 1월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자사 발표회에서
공개되었다. 이 날, 토요타 아키오(豊田章男) 토요타 자동차 사장은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을 집약한 미래형 스마트시티를 기초부터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토요타는 자율주행차, MaaS 등의 신기술이 보편화 되면서 수요 급감으로 인해
제조업만으로는 미래 생존이 어렵다는 위기감에 따라 기술, 공간, 서비스 등을 광범위하게
연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도시개발로 영역을 넓히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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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 우븐시티의 대상지인 시즈오카현 스소노시 히가시후지(東富士) 공장은 1967년
가동을 개시하였으며, 2018년 기준 소형차를 중심으로 신형 택시인 재팬택시 및 최고급
세단 센트리 등을 연간 5만 대 생산하는 공장이었다. 하지만, 기존 공장 시설의 설비
노후화로 인해 폐쇄 및 생산 이관이 결정되게 되었다.
그림 4 토요타 우븐시티의 대상지 및 현황

이 대상지에 대해, 덴마크 출신의 건축가 뱌르케 잉겔스(Bjarke Ingels Group)는
토요타 우븐시티 디자인의 총책임자로서. 토요타의 출발점이 방직회사라는 것에 영감을
받아 과거, 현재, 미래가 엮인 짜여진 거리 형태로 도시 공간을 구상하였다.
토요타 우븐시티는 150×150m의 토지를 1구획(원단위)으로 하며, 지상에 세 가지
유형의 거리를 조성한다. 첫째 거리는 빠른 속도의 차량을 위한 전용도로로서 완전
자율주행의 무배출 시스템 모빌리티만이 주행하는 도로, 둘째 거리는 속도 제한이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도로, 셋째 거리는 오직 보행자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이다.
세 가지 유형의 거리들은 유기적인 격자 구조로 교통과 물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지하에도 물류용 자율주행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거리의 핵심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이팔레트(e-Palette)이며, 이동수단, 호텔, 사무실, 리테일 매장 등으로 활용된다.
또한 도시 내 모든 교통수단은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전기차와 수소차만으로
운행된다.
도시의 건축물은 환경의 조화와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천연 목재를 사용하며, 일본
목공예와 새로운 로봇 생산방식을 결합하여 건축물을 구축한다.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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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을, 지하에는 수소연료 저장 탱크, 정수 시스템, 연료전지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주택은 스마트홈으로서 센서 기반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가정용 로봇 등이
자동으로 냉장고를 채우고 쓰레기를 버리며 건강 상태 등을 체크한다. 이와 함께, 거리의
중심 및 각 블록에는 주민 커뮤니티 형성과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공원과 광장이
조성된다.
그림 5 토요타 우븐시티의 배치도 및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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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토요타 우븐시티는 자동차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실제로 작동하는 도시
실험실에서 구현하고자 한다. 또한, 우븐시티는 사람들의 교류를 촉진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사람들의 연결이 웰빙, 행복, 생산성,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며,
도시의 교통 및 물류 문제의 근본 해결을 모색한다.
토요타 우븐시티는 기술, 공간, 금융 등이 연합된 민간 주도 개발방식으로서 새로운
미래융복합 도시개발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다. 토요타 우븐시티는 도시개발의 테두리를
넘어서, 자율주행 및 인공지능 등의 기술융합을 위한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의 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실증적 도시개발 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토요타는 새로운 업역으로의 확장 뿐만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적
기업의 이미지 역시 제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개발 과정 자체는 향후 기업 및 사회의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토요타 우븐시티는 민간의 혁신적 개발과 이에 대한
공공의 규제 완화 및 지원을 보여주는 혁신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

우리의 K-스마트시티 추진에 주는 교훈
사실 우리는 스마트시티 선진국이다. 아니, 우리는 지금 전 세계를 선도하는 스마트시티
선진국이 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오늘날의 스마트시티가 등장하기 이미 10여 년 전에
이미 유비쿼터스 시티(Ubiquitous City, U-City)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조성하기
위한 관련법 역시 제정하여, 2기 신도시 건설에 활용하였다.
오늘날에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경제과가 스마트시티의 주관부서로서 관련 정책 및
해외협력을 담당하고 있으며, LH와 K-water는 공공시행자로서 각각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 어디에도
공공부문이 이렇게 법, 제도,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국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스마트시티는 오늘날 전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이슈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이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의 스마트시티는 공간적
실험과 장소 마케팅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어찌 보면, 공간적 실험과 장소 마케팅을 하기에는 우리의 도시개발 목표가 너무
원대하고 복잡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우리의 스마트시티는 주택 공급, 부동산 안정, 일자리
제공, 4차 산업 기술 혁신 등 수많은 시대의 아젠다를 이야기한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스마트시티는 특수해이기 보다는 보편해를 지향하며, 다목적으로 인해 고유의 특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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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토요타 우븐시티의 외부공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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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사이드워크 토론토와 토요타 우븐시티는 스마트시티의 성공 사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두 사례 모두 아직은 청사진에 불과하며, 더욱이 사이드워크 토론토는 이미 사업
중단이 선언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례는 미래 도시에 대한 새로운 공간의
상상만으로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우리의 K-스마트시티 역시 이와 같이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새로운 상상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림 7 우리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례

세종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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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이 채택된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최근 탄소중립이라는 흐름으로 귀결되었다. 탄소감축 목표와 관련 규제는 강화되고
전환·산업·수송 등 경제 全부문에서 탄소배출 감축 압박이 가속화 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급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부분의 노력은 재생에너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로의 완전한 전환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더불어 철강, 화학, 시멘트 등 전기화가 어려운 중공업 산업과 선박, 항공 분야 등 전기화가
어려운 수송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탈탄소화 추진이 어렵다.
그림 1 기술별 탄소중립 기여도(에너지 부문)

CCUS는 이러한 상황에 해결책을
제공하는 저탄소 기술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직접적으로 포집하여 제거할
수 있다. 이는 현재 활용되는 인프라에
지속가능성을 제공한다. CCUS는 IEA에서
선정한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로
주요국 정책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네가지 핵심기술
① 재 생 에 너 지 ② 에 너 지 효 율 ③ CC U S
④수소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출처 : IEA(2020),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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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란?
CCUS(Carbon Capture, Utiluzation and Storage)는 이산화탄소를 배출단계에서
포집 후 저장하여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근원지부터 공기 중으로 배출을 차단하는
기술이다. CCUS 기술을 활용할 경우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대량의 온실가스를
직접 제거할 수 있다. CCUS 기술의 가치 사슬은 크게 포집, 운송, 저장 단계로 나누어진다.
포집은 전환부문의 석탄, 가스 화력발전이나 제철공장의 고로와 정유화학과 같이
대규모 산업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분리하여 한곳으로 모으는 과정을
의미한다. 포집은 CCUS 기술의 핵심단계로 CCUS 가치사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운송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압축한 후 이를 파이프라인, 선박, 육상트럭 등을
활용하여 저장이 가능한 장소까지 이동시키는 단계이다. 저장은 운송된 이산화탄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지하구조에 영구 저장하거나 기존 유전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원유회수증진(Enhanced Oil Recovery, EOR)에 활용하여 대기와 격리시키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처럼 CCUS는 화석연료를 온실가스의 배출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CCUS는 재생E와 수소경제가 본격화되기 전 브리지(bridge) 기술로 활용성이 높다.

탄소중립 달성에서 CCUS 역할
그렇다면 CCUS가 탄소중립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중점 역할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 역할은 크게 4가지인 ①좌초자산 방지 ②산업 탄탈소화 ③유연성 생산 ④저탄소
전력시스템 구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2 온실가스 목표 달성을 고려한
설비용량 비중

① 좌초자산 방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발전설비(19년 설비용량 기준 전체
설비의 52%)의 조기퇴출과 설비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IEA 전망에 따르면 온실가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원믹스에서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8%에서
2040년 6%로 감소해야 하며 천연가스 발전도 대부분이 발전을 중단해야 한다.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의 중단은 수조~수십조원 규모의 자산 좌초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림 3 글로벌 석탄발전 운영기간
(18년 기준, GW)

신흥국의 피해는 더 클 것이다. 글로벌 석탄발전 잔여수명을 살펴보면 잔여수명이
20~30년 이상 된 발전소는 주로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아시아 지역 신흥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규모는 1300GW에 달한다. 우리나 또한 약 36GW에 석탄화력 설비가 운영
중이기 떄문에 이들 자산이 좌초화 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CCUS는 화석연료 발전자산의 좌초화를 방지할 수 있는 최적 기술이다. 화석연료
발전설비의 CCUS를 설치하면 온실가스 배출없이 발전이 가능하여 대규모 자산의
좌초화를 방지할 수 있다.

자료 : IEA(2020), The role of CCUS in low carbon
power system & World Energy Outlook을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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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DS* 상 섹터별 CCUS
활용비중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부문의 배출 감소가 필수적이다(국내기준 총
배출량의 35%가 산업부문에서 발생).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은 중공업(철강,
화학, 정유, 시멘트) 부문에서 발생되나 중공업의 경우 전기화가 쉽지 않은 분야이다.
IEA는 2050년 중공업 분야에서 CCUS를 통해 약 18.3억톤의 탄소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중공업 분야 전체 감축량의 41%에 달하는 수치이다.
CCUS를 통해 산업공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처리할 경우 중공업 분야에서도
공정변환이나 연료전환 없이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있다.

그림 5 IEA의 중공업 업종 기술별
감축기여율

③ 저탄소 전력시스템
태양광, 풍력 등 간헐성 재생에너지는 기상상황에 따라 출력 변동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할수록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을 위한 유연성(flexibility)
자원의 필요성 또한 증가한다 (유연성 자원은 급전가능한(dispatchable) 발전원으로
공급자가 원할 시 전력공급이 가능한 자원이다).
현재 유연성 자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석탄·천연가스와 수력발전이 전체의 60% 정도를
차지하며 그 외 국가간 전력망이나 ES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해 화력발전이 퇴출당한다면 유연성 자원 확보를 위해 큰 비용을 소요됨을 시사한다.
수력발전의 경우 지역적 제한이 커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ESS나 국가간 전력망 확충을
통해 유연성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CCUS를 활용할 경우 화석연료 발전의 퇴출 없이도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며
안정적으로 유연성 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 CCUS는 저탄소 전력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림 6 지역별 유연성 자원 현황 (18년 기준)

*자료: IEA(2020), The role of CCUS in low carbon power system & World Energy Outlook을 바탕으로 재구성

자료 : IEA(2020), The role of CCUS in low carbon
power system & World Energy Outlook을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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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블루수소 생산
탄소중립 달성에 새로운 패러다임은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전환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화석연료에서 탈피해 재생에너지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있다. 수소는
재생에너지의 에너지저장 수단이자 에너지 캐리어로,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와 전력화
확대의 보완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그린수소는
생산과정 뿐 아니라 활용 시에도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청정연료이다.
그러나 현재 그린수소는 산업규모에서 활용가능한 대규모 수소를 생산할 수 없다.
현재 수소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석연료 개질(reforming)방식은 기술적으로는
성숙했으나,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 지속가능한 수소 생산방식이 아니다.
CCUS를 활용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블루수소의 생산이 가능하여
그린수소가 상용화되기 전까지 지속가능한 수소생산 체계를 갖출 수 있다(블루수소는
개 질 방 식 으 로 수 소 를 생 산 하 고 이 때 배 출 되 는 온 실 가 스 는 CC U S 로 처 리 하 는
청정수소이다).

글로벌 CCUS 현황 및 전망
2020년 말 기준 운영중인 상업용 CCUS 누적설비규모는 연간 4,500 만톤 규모에
달한다. CCUS 설비의 대부분은 에너지부문에서 유전의 생산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EOR이나 천연가스 생산 및 처리과정에서 활용된다. 2030년 신규 건설되는 설비는 연간
7,800만톤으로 기존 누적용량보다 많은 설비가 건설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발전부문에서 활용이 전체의 65%를 차지하는데 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화석연료 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CCUS 프로젝트 증가에 기인한다.
표 1 CCUS 설비 규모 및 활용분야 변화추이
~2000년

2001~2020년

2021~2030년

규모

연간 860 만톤

연간 3,540 만톤

연간 7,800 만톤

운영현황

4개

24개
(2개 일시 운영중단)

37개

활용분야

에너지 부문
(천연가스 처리,EOR)

에너지 부문
(천연가스 처리,EOR)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부문 (98%)
산업 부문 (2%)

에너지 부문 (74%)
산업 부문 (18%)
발전 부문 (8%)

발전 부문 (65%)
산업 부문 (22%)
에너지 부문 (13%)

EOR

EOR

지중 저장

(주요목적)

부문별 비중
(용량기준)

주요
저장방식

* 대규모 CCUS 설비 기준 : 발전연계(연간 80만톤), 산업용 연계(연간 40만톤) 이상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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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에 따르면 2050년 글로벌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연간 최대 56억톤의 CCUS
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의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탄소중립 측면에서 CCUS 프로젝트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그림7 글로벌 CCUS 규모 전망

* ‘20년 운영설비 4,500만톤 + ‘30년 개발 및 건설 설비 7,800만톤 - 수명종료 설비 1,000만톤 = 113백만톤
자료 : IEA(2020)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20, GCCI(2020) Global Status of CCUS 2020

건설부문의 기회
ESG는 최근 국내 건설업계 핵심 화두이다. ESG를 위해서는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사업영역의 구축이 필요하다. CCUS는 ESG 측면에서 건설업계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CCUS 시장 전망에서 살펴봤듯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신규 CCUS 규모는
현재설비에 50~100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CCUS 시장은 탄소중립으로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존 에너지산업과 발전 인프라 시장의 대체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블루오션이다. 시장조사 기관 인더스트리아크에 따르면 CCUS 시장은
2021년부터 연평균 30%씩 성장하여 2026년 25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도 CCUS 관련 산업은 현재 글로벌 건설 및 플랜트 업체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CCUS 시장은 향후 수백조 규모의 신규 거대시장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뚜렷한
시장 지배자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석유화학,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시공경험을 지니고 있는 국내 건설업계에 큰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건설업계가
탄소포집과 관련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관련 시공경험을 축적한다면 CCUS는 탄소중립
시대에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新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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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일반 현황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대륙의 동부 지역에 위치한 국가로 남한의 약 9.5배의 면적의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도는 내륙의 도도마(Dodoma)이나 경제수도라고 일컫는 가장
큰 도시는 인도양 연안의 다레살람(Dar es Salaam)이다.
2021년 기준 약 6,2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높은 인구증가율에 의해 2040년에는 1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자니아(Tanzania)는 1961년에 독립한 본토의 탕가니카(Tanganyika)와 1963년에
독립한 인도양 연안의 섬들로 구성된 잔지바(Zanzibar)가 연합정부를 구성하면서
탄생했으며 공식 국명은 탄자니아 연합공화국(The United Republic of Tanzania)이다.
탄자니아 정부는 1967년 이후 인구조사에서 종교부문을 조사하지 않아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종교, 사회학자들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각각 40% 정도로 비슷한 비율을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는 토속신앙으로 간주한다. 아프리카 대륙 국가 중 남쪽으로 이슬람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며, 특히 잔지바는 인구의 99%가 무슬림이다.
특히 잔지바는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인도양의 경제,
군사패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중국과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미국,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종교적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아랍국가 간의 물밑 경쟁이 치열한
지정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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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 관련 주요 정책
탄자니아 6기 정부 (2021. 03~)는 2000년에 발표된 중장기 개발계획인 탄자니아 개발
비전 2025 (Tanzania Development Vision 2025)를 통해 2025년까지 중소득 국가
(Middle Income Country) 진입을 목표로 하며 특히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 경제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2020년 7월 탄자니아는 하위 중소득국가 (Lower-Middle Income Country) 진입
기준인 1인당 국민소득 1,036달러를 초과하는 1,080달러(2019년 기준)를 기록, 하위
중소득국가 진입을 달성하였다.
2021/2022 회계연도는 제3차 5개년 국가개발계획 (FYDP Ⅲ, Five Year Development
Plan III)이 시행되는 첫 해이며, 향후 5년간 추진될 제3차 5개년 국가개발계획은
총 114.8조 실링 (약 499억 달러) 규모의 예산으로 ‘경제구조변환 및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산업화 증진’을 목표로 주요 인프라 구축 사업 및 국가 경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계획이다.
주요 인프라 구축 사업에는 다레살람에서 므완자까지 연결되는 1,219Km에 달하는
표준궤 철도 사업 (SGR), 2,100MW의 전력생산이 가능한 Julius Nyerere 수력발전소
사업 (JNHPP), 탄자니아 탕가항과 우간다 호이마 유전지대를 잇는 1,443Km의
동아프리카 송유관 건설사업 (EACOP), 약 100억 달러 규모의 바가모요항 건설사업,
인도양 및 빅토리아 호수의 여객선 및 화물선 신조 사업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도로, 교량,
철도, 전력, 주택, 병원, 학교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들이 진행 및 계획 중이며, 이의
방증으로 지난 6월 재정기획부는 2021/22 회계연도 예산안 중 36.7%를 개발 지출에
편성한다고 발표하였다.
코로나 19로 전 세계의 경제 침체에 따라 탄자니아도 다소 침체의 영향은 있으나,
방역을 위한 봉쇄정책을 펼친 타 아프리카 국가보다는 침체가 덜한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마구풀리 전 대통령에 의해 추진된 인프라 및 산업화 집중 정책하에 도도마 행정수도
이전, 표준궤 철도, Julius Nyerere 수력발전 등 대형 인프라 사업들이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사미아 하산 현 대통령 역시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을 통하여 전임 대통령의 주요
국가개발정책과 사업을 지속해서 수행할 것이며, 문제점 개선과 효율성 증진에 노력할
것을 강조한 바, 현 6기 정부에서도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확인되었다.
또한, 잔지바 자치정부의 해양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는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 정책도 다양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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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 산업 현황 및 전망
1) 현황 및 전망
탄자니아의 건설산업 분야는 지난 5년간 지속해서 성장하여 탄자니아 중앙은행 발표에
의하면 2019년 GDP의 약 14.3%를 차지, 2015년 11.1% 대비 약 29% (3.2%P)
성장하였으며, 시장분석기업인 Fitch Solutions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 탄자니아의
건설산업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견인에
힘입어 GDP 비중이 15.1%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었고, 2025년에는 건설산업의 GDP
비중이 20.7%까지 차지하여 연평균 7.4%의 지속적인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탄자니아 건설산업 최근 5년간 GDP 비중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GDP 비중 (%)

11.1

11.3

12.2

13.0

14.3

자료: Bank of Tanzania

탄자니아 건설산업 향후 5년간 GDP 비중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GDP 비중 (%)

15.1

16.4

17.5

18.6

19.8

20.7

자료 : Fitch Solutions (2020 추정치, 2021-2025 전망치)

2) 건설 산업 재원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에는 탄자니아 정부의 자체 재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다양한
원조자금, 개발기금 및 국내외 투자 유치로 대부분의 인프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재원은 세계은행(World Bank),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 한국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일본국제협력단(JICA), 유럽과 중동의 각종 개발기금 등의 MDB, ODA 재원과
중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원조 제공 및 국제적 기업들의 개별 투자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Fitch Solutions BMI 산업보고서 (2021)에 의하면 아프리카 개발은행이
탄자니아 건설 분야 재정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중·일 3개국의 예산 지원이
탄자니아 건설업 전체 재정의 24%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 프랑스, 영국,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들의 지원 규모가 21%에 달한다. 그 중 우리나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은 탄자니아를
중점지원국으로 지정, 2004년부터 현재까지 7.3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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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인프라 현황 및 전망
1) 도로
탄자니아 도로공사 (TANROADS) 자료에 의하면 국도 총연장 33,891Km (간선도로
12,786Km, 지방도로 21,105Km) 중 2018년 기준 포장 구간은 총 9,151Km로 전체의
27%에 불과한 상태이며, 포장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약 7,800Km의
도로가 개보수 및 포장되어야 하며 이는 약 58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자료 : TANROADS Website

2) 철도
탄자니아의 철도 노선은 100여 년 전 식민지 시절에 건설된 중앙선과 50여 년 전
건설된 탄자니아 다레살람에서 잠비아 루사카까지 연결되는 타자라 (TAZARA) 노선이
대표적인 것과 같이 낙후되어 있다.
기존 중앙선의 개보수와 별개로 인도양 연안의 최대도시 다레살람에서 빅토리아 호수
연안의 제3의 도시 므완자까지 연결하는 표준궤 철도 건설 프로젝트가 마구풀리 전
대통령에 의해 몇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탄자니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프라
구축 사업 중 하나이다.
표준궤 철도 노선은 다레살람-모로고로-도도마-타보라-므완자를 연결하는 총연장
1,219Km로서 다레살람에서 도도마까지 연결되는 1, 2공구와 이사카에서 므완자를
연결하는 5공구는 시공사가 각각 터키업체, 중국업체로 결정되어 진행 중이며, 도도마타보라 구간 294Km, 타보라-이사카 구간 130Km는 정부에서 다방면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유럽 등의 건설사 간에 수주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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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외 타보라에서 키고마로 연결되는 411KM의 표준궤 철도 프로젝트는 타당성
조사를 착수한 단계이며, 탄자니아 이사카에서 르완다 키갈리까지 연결되는 521Km의
표준궤 철도 프로젝트 역시 양국 간에 협상이 지속해서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철도공사 및 엔지니어링 업체가 다레살람-므완자 전체 5개 공구의 설계감리용
역을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철도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
가능성이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다.

3) 공항
탄자니아에는 현재 58개의 공항 중 다레살람, 킬리만자로, 잔지바 3곳의 공항만이
국제공항 역할을 하고 있다. 58개의 공항 중 10개만이 활주로 상태가 좋은 편이며, 나머지
48개 공항 중 6개는 활주로가 포장되어 있으나 상태가 좋지 않으며, 42개는 비포장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야간 관제가 가능한 장비를 보유한 공항은 국제공항을
포함하여 5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향후 도도마 음살라토 국제공항이 완공되면 총 4개의
국제공항을 보유하게 된다.

4) 전력
USAID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국가 전력망에 연결이 가능한 인구비율이
32.7%에 불과하며, 2022년 완공예정인 2,100MW급의 Julius Nyerere 수력발전소가
완공되면 전력연결비율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구증가율, 도심 인구 집중률, 산업화 등으로 전력수요는
2040년까지 연평균 11.1%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에너지수자원규
제청 (EWURA)에서 발표하였다.
전력인프라와 관련, 신재생에너지 분야, 태양광, 풍력, 지열발전 등이 진행 및 검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자료 : USAID Website

자료 : Power System
Master Plan
2016 - EW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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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수도
탄자니아 에너지수자원규제청 (EWURA, Energy and Water Utilities Regulatory
Authority)의 도시 및 농촌 지역 수자원 보고서 2019/20에 의하면 도시지역의 경우 상수
수요대비 공급 비율이 2017/18년 68%에서 2018/19년 65%, 2019/20년 59%로
점차 줄고 있으며 감소의 주원인은 도시지역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산업화 및 경제활동에
기인한다고 한다.

자료 : EWURA Report 2019-20

또한, 농촌지역의 상수 수요대비 공급 비율은 상기 동기간 동안 33~35%로 도시지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향후 상수 프로젝트에 대한 시장규모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자료 : EWURA Report 2019-20

6) 하수처리시설
WaterAid의 WASHwatch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전체 인구의 24%만이
‘최소한 기본적인’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그나마도 작동하는
대도시의 하수처리시설 또한 오래된 재래식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구체적인 통계자료도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차관 공여로 조만간 추진될 다레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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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도도마 지역 하수처리시설을 필두로 세계은행, 아프리카 개발은행, 프랑스 등의 원조로
대도시 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이 꾸준히 계획, 진행되고 있어 지속적인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큰 분야 중 하나이다.

자료 : WaterAid WASHwatch

5. 결론
탄자니아 인프라 분야는 향후 2~30년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우리나라 건설 관련
기업의 직간접적인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표준궤 철도, 동아프리카 송유관 프로젝트 등 인접국과 연계된 프로젝트에 주목하여
인접국 인프라 시장에 진출할 기회도 있다.
시공, 설계감리용역 부문뿐만 아니라 중장비, 건자재, 전문기술 분야 등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는 풍부한 편이다. 특히 아직 중국업체들이 시공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출하지 않고 있는 설계감리 분야는 상당히 유망한 분야이며, 실제 우리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이다.
물론, 느리고 비일관적인 행정력, 세금 문제, 낮은 생산성 등 다양한 현지 리스크와 특히
중국업체와의 가격경쟁 등은 극복해야 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나,
우리 정부 기관인 해외건설협회, 대외경제협력기금, 코트라 등의 다양한 정보와 지원을 잘
활용하여 이러한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고 중국업체와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많은 우리
기업들이 탄자니아 시장에 진출하기를 희망한다.

참고자료 및 출처
세계은행, 아프리카 개발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탄자니아 중앙은행, 탄자니아 재정기획부, 탄자니아 도로공사,
EWURA, Fitch Solutions BMI 산업보고서(2021), KOTRA 다레살람 무역관, 국내외 언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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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교통 인프라
ppp진출에 대하여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황성연
해외건설협회 자문위원(CP3P, PMP)

들어가며
‘해외 PPP’란 주제는 오랫동안 건설 업계에서 아주 많이 다뤄지는 주제이고 관심 받는
화두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중동과 동남아 등 해외 건설업이 다시 주목받는 시점과
한국의 민간투자사업이 활발했던 배경에서 해외 PPP 사업 추진 또한 한국의 해외건설
진출의 한 분야로 자리 잡았다. 민간 분야는 설계, 시공 회사는 물론 회계 및 법률자문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해외 PPP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였고, 공공 분야 또한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여러 공기업들이 담당 전문 분야에서 사업을 발굴해왔고 추진했다. 해외
PPP는 한국의 해외 건설업이 예전과 달리 가격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단순 입찰형
사업보다는 투자형 개발 사업을 통한 해외 건설 수주활성화를 도모하기에 좋은 방안으로
대두되었다. 하지만 실상은 많은 사업 발굴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 PPP 사업을 실현
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분야 해외 PPP 진출에
대한 성공담은 더욱 흔하지 않다. 한국의 민간투자사업이 주로 교통분야 인프라 사업에서
두각을 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교통분야 PPP 사업은 한국이 기술적이나 투자력이 경쟁우위에 있다고
접근했지만 아쉽게도 많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해외 교통 인프라 PPP
사업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실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교통 분야 PPP의 도전과제 및 추진 기회를 점검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해외 교통분야 PPP에 대한 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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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교통 인프라 PPP 특징
우선 교통분야 PPP 사업의 속성과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 사업은 정부가 공공의 인프라를 조성하는 조달 방법 중
하나로서 다소 광의적 개념이다. 그 중에 가장 전형적인 방식은 민간이 정부와 체결된
협약(Concession Agreement)에 따라 설계 및 건설, 자금조달, 운영 및 유지관리
DBFOM(Design Build Finance O&M)를 수행하여 공공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칭한다. PPP 프로젝트는 여러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고, PPP 방식을
적용하는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또한 특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표1 분류기준에 따른 PPP Type 및 PPP 추진 프로젝트 구분
분류 기준
User-pays PPP
Source of

주요 특징
사용자로부터 수입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수익형 인프라사업

Funds
Government-pays PPP

Conventional PPP

Owerneship

Institutional PPP

Joint Venture

정부가 수입을 지급하는 방식

비고
BTO, BOT 등
BTL, Availability
Payment 등

민간이 100% 지분 투자로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
공공의 지분 참여 등으로 공공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
민간과 정부(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지분 투자

Infrastructure PPPs

공공인프라 건설 투자 포함 방식

O&M PPPs or Service PPP

운영 유지 및 관리 계약

Conventional PPP

민간이 100% 재원 조달

Scope of
Contract

Financing
Co-financed PPP

정부가 건설보조금을 제공하거나

VGF(Viability Gap

재원조달 지원

Fund) 등

Greenfield project

신규 사업 투자로 건설 및 운영

Brownfield project

기존에 운영 중인 사업에 투자

Project type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거나
Economic Infrastructure

인프라 시설이 수익을 창출 가능한
사업

Business
Model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자체
Social Infrastructure

수익을 창출하는 데 제한이 있는
시설물

참조: APMG PPP Certificate Guide

※ Yellowfield:
기존시설 개량 및 개선

교통, 에너지,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

병원, 학교, 군시설,
교도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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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에서 시행했던 신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프로젝트 특성은 Greenfield project에 해당하고, Toll 요금 징수로 인해 Economic
Infrastructure에 해당된다. 그리고 PPP 방식을 분류하자면 User-pays PPP,
Conventional PPP, Co-financed PPP에 해당된다. 초기의 고속도로 민자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를 제공했기 때문에 Government-pays라고 볼 수도 있지만
투자자가 직접 Toll Fee를 받았기 때문에 User-pays PPP이다. Government-pays
PPP는 한국의 제도에서는 BTL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거의 모든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건설보조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Co-financed PPP 로 볼 수
있다.
여기서 PPP 추진에 있어서 정부와 연관된 국가 부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Government-pays PPP 방식에서 준공 후,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예정 지급금은
확정채무로 인식된다. 운영 품질에 따라서 일부 지급금이 조정되긴 하지만 정부 예정
지급금은 사업 협약에 따라 거의 확정적으로 정해진다. 이와 달리 MRG 방식에서는
수요가 협약에서 정한 수요를 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민간에게 지급해야 방식이기
때문에 협약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MRG에서 정부가 책임지는
지급금은 우발채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MRG방식은 정부가 건설 투자비에 회수에
대해서 보장해 준 면이 크고, 운영 품질 관리 측면을 다소 간과한 면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방식이 되었다.
Government-pays PPP의 대표적인 방식이 AP(Availability Payment)이다. AP를
굳이 풀어서 얘기하자면, 공공 인프라가 사용 가능하게 제공되는 것을 전제로 정부가
지급하겠다는 의미이다. 이 방식의 적용에는 여러 전제 조건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핵심이다. 첫째는 정부 지급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 건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공공 인프라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의 전문성과 통제력이다. 앞서
언급한 확정부채로 인식되는 정부의 예정 지급금은 정부의 행정 부처와 국회 비준이
수반되어야 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사안이다. Government-pays PPP 방식의 적용은
해당 프로젝트의 국가 정책 우선순위와 공공성, 재정 건정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근래에 한국 민간투자사업에서 적용되는 BTO-rs나 BTO-a 방식의 도로, 철도 등
민자사업 경우는 정부가 일정부분 수요 리스크를 보장하는 점에서, User-pays PPP +
Government-pays PPP를 혼용한 Hybrid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BTO-a 의 경우는
정부 보장 비율이 높기 때문에 Government-pays 방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정부
보장 비율에 따라서 조달되는 자금의 이자율이 내려갈 수 있고, 이는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낳는다. 한국에서 이러한 방식이 추진 가능한 배경에는 위에서 언급한
인프라 건설 및 운영유지에 대한 정부기관의 전문성과 통제력이 높아진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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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교통인프라 PPP 사업 분야에서 많이 비교되는 것이 에너지 분야이다. 두 분야가
여러 차이점이 있지만 그 중에 근본적인 두 가지를 제시하면, 첫째 수익창출의 근원이
다르다는 점이다. 에너지분야는 인류에게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현재 사용량 계측과 미래
사용량 예측이 수월하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서 교통 인프라는 여러 가지 교통 수단과
방법, 대체 노선 등 다양한 옵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요 예측의 정확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모터바이크, 소형 차량, 버스, 철도 등 교통 수단이 존재하고 출발지와
목적지간에 보통 2개 이상의 선택 가능한 노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막대한 토지확보 문제이다.
에너지 분야는 보통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일정 구획의 토지를 확보하면 착수할 수
있다. 하지만 교통 인프라는 대부분 넓은 지역에 많은 토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넓은 토지 확보는 막대한 토지보상비를 수반하게 되고, 여러 행정 구역의 인허가를
진행하고 민원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 시일 걸리다는 것이다.
한국이 97년 IMF 위기를 겪고 경기 부양차원에서 민간투자법을 시행하면서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 첫째는 최소수입보장(MRG)으로 수요 예측
리스크를 제거했고 둘째로 토지보상은 정부가 전적으로 보상하고 인허가를 담당한는
것으로 해결하였다. MRG 적용은 사업 추진은 가능케 하였지만, 되려 정부 입장에서
막대한 수입 보장금을 지출해야 하는 수업료를 지불했었다. 교통분야에 있어서 수요
예측이 민자사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되짚는 대목이다.
교통분야 대표적 인프라 시설은 보통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시설이다. 본 내용에서는
항만시설은 주로 국제 물류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본 내용에서는 제외하고 검토하기로
한다. 도로, 철도, 공항 교통 분야 인프라는 모두 수익 창출이 가능한 Economic
Infrastructure에 해당된다. 그래서 비용과 수익 창출 측면에서 예상되는 주요 리스크를
중심으로 각 인프라의 주요 특징을 비교 설명하고자 한다.
표2 해외 교통 인프라 PPP 시설물 특징 비교
예상 리스크

도로

공항

철도

신규

기존

신규

기존

수요 예측

상

하

중

하

상

건설 투자비

상

중

상

중

상

대체 수단 및 노선

상

하

하

하

중

예상 수입

상

하

중

하

상

환차손 위험

상

상

하

하

상

비고

신규 도로 사업이나 철도 사업의 경우 건설 투자비가 높은 반면 예상 수입 리스크가 높은
편이다. 신규 도로 프로젝트의 경우 대체 수단이나 대체 노선의 리스크가 높은 편에 속하고
수요 예측이 어려운 편이다. 메트로를 포함한 신규 철도 분야 또한 대체 수단 리스크가
높은 편이지만 대체 노선의 경우 도로보다는 다소 낮은 편에 속한다. 공항 사업의 경우

쟁점 분석

61

해외 교통 인프라 ppp진출에 대하여

사실 아주 복잡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내선 공항인지 국제선 공항인지 여부에 따라
예상 수입도 달라지고, 환차손 위험도 달라진다. 일반적인 공항 사업의 경우, 거점 간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예상 수입 위험이 도로나 철도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제선의 경우 항공 회사로부터 받는 사용료가 국제통화로 받을 수 있고, 면세점 등 임대료
또한 환율변동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환차손 위험도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 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갱신하는 Brownfield
프로젝트가 예상 수입 등 리스크가 신규 사업보다 낮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통 분야 사업은
Greenfield 보다 Brownfield PPP를 추진하는 것이 수월하다는 점이다.
해외 교통 인프라 PPP 사업의 일반적인 특징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 에너지와 같은 필수불가결한 시설물이 아니라는 점
- 수입 창출이 가능한 수익형 사업 (Economic Infrastructure)
- 막대한 토지보상비와 장기간 토지 사용 인허가 절차 소요
- 신규 사업(Greenfield)보다는 기존 사업(Brownfield) 추진이 유리
- User-pays PPP보다 Government-pays 가 유리
- Government-pays PPP는 피투자국의 재정 확보가 반드시 필요
- 도로나 철도보다는 공항 사업이 수입 리스크가 낮은 편

교통분야 해외 PPP 사례 검토
교통분야 해외 PPP 사업에 대한 개념적 속성과 도로,철도,공항 분야의 일반적인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교통분야 PPP 사업 추진에 있어 주요 도전과제가 실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작동했는지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동시에 그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사업 추진 기회와 방안을 검토해보자.

가. 베트남 팝반 까우제(Phap Van Caugie) 고속도로 BOT 사업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베트남 교통 인프라 PPP 사업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몇 년 전에 베트남은 북남고속도로 PPP 사업을 추진코자 대대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국제 입찰 사전적격심사(PQ) 단계를 거쳤지만, 국내 입찰로 방향을
선회했고 그 또한 현재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는 현지 투자자와 도로 BOT 사업을 수십 건 추진해왔지만,
대부분은 문제가 많은 사업들이다. 토지비 상승 및 인허가 지연 그리고 건설비 과다 책정과
수요 예측 오류가 대표적인 문제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교통분야 PPP 시장은 베트남의 경제성장과 교통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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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 받는 대상이다. 최근 베트남은 자동차
구매력 상승과 세금 인하 등으로 엄청난 차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 사업 중에 성공적인 케이스를 살펴보고 베트남
도로 PPP사업의 추진 기회를 엿볼 필요가 있다.
표3 팝반 까우제 도로 BOT 사업 개요
사업명

Phap Van ~ Cau Gie Road BOT

총투자비: 6,732조 VND(약 3억불)
사업내용

총 연장: 29km
1단계: 4차선 도로 개선
2단계: 6차선 고속도로 확장

주요투자자

Phuong Thanh, Cienco1, Minh Phat

2012년: 일본 Nexco Central 제안
2013년: Nexco Central 우선협상자 지정
추진경과

2013년: 협상 결렬 및 우협 취소
2014년: 베트남 현지 업체 선정 및 착공
2018년: 개통

이 사업은 당초 일본 기업이 제안하였고 우선협상자로 지정되었지만 두 가지 이유로
협상이 결렬되어 결국 베트남 현지 기업이 추진한 사업이다. 베트남 정부와 일본 기업 간의
협상 결렬이 된 주된 이유는 첫째 토지보상비 부담을 민간투자자가 부담하라는 조건을
투자자가 수용하지 않았고, 둘째로 일본 기업이 거의 20%에 가까운 수익률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베트남 교통부 관계자가 밝혔다. 베트남 현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은 당시
11%정도였다. 이후 베트남 현지 투자자를 선정해서 추진했고 현재 이 사업은 베트남 여러
도로 BOT 사업중에 성공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이미 예상 교통량이 포화되어 6차선에서
8~10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준비중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선협상자로 지정되었던 2013년 시점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토지보상비
부담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었음에 분명하다. 아울러 당시 베트남 환율 변동을
감안해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구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 사업이 신규노선이 아니라 기존노선 개량으로써 교통 수요 예측이 다소
수월했고, 하노이시가 급속한 경제성장기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충분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노선으로 현지 투자자는 봤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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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일본 투자자가 진행하지 못한 사업이지만 신규 노선이 아닌 기존 노선
개량이란 사업 추진이 효과적이란 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현지 특성과
관행(Practice)를 고려한 사업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베트남 주요도시의 인구밀도와 차량 증가 그리고 도시 확장성을 감안할 때 여러
노선들이 차선 확장 및 노선 확장이 요구되는 사업들이 많다.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을 발굴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나.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이 프로젝트 SK건설과 한국도로공사가 수주해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Government-pays PPP 방식으로 Availability Payment modality를 적용한
사업이란 점이다. 이 사업방식이 적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역할은 World Bank 산하
IFC가 TA(Transaction Advisor)를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개도국에서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요 리스크가 Open 되어 있는 BOT,BTO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MDB기관의 정책 자문을 통해서 카자흐스탄 정부가 받아들이고 이 사업에
적용했기 때문에 SK건설이 참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민간이 제안해서 이 방식을
적용을 요구했다면 아마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Governemnt-pays PPP 사업에서 정부 예정 지급금은 확정 부채로
인식된다. 즉 국가부채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재정 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PPP 사업의 본연의 가치인 민간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Infrastructure
Gap을 조속히 메울 수 있다는 점을 카자흐스탄 정부 받아들이고 정책결정을 한 점은 높이
사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실 Availability Payment 방식은 도로 사업에 널리 적용되는 방식이고 많은
선진국이 적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방식이다. 건설 및
운영 리스크를 민간에게 모두 전가한다. 그래서 AP방식에서는 정부는 철저한 관리감독
권한으로 운영유지 품질에 따라 지급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지급금이 감액될 경우
투자자는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봐야 한다.
따라서 AP방식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건설 기술력과 운영유지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면, 되려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업 방식이다. 따라서 우수한 시공능력과 운영
기술은 AP 방식 참여에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AP방식이라고 해서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쉽게 접근하면 안되고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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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리랑카 콜롬보 LRT PPP 사업
이 사업은 한국의 엔지니어링 업체가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동시에 PPP 사업구도를
자문해 준 사업이다. 콜롬보는 약 100만명이 사는 도시로 대중교통이 열악한 상황이고,
차량 매연 등으로 공기 오염이 심각한 편이다. 따라서 스리랑카 정부는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적용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스리랑카 정부는 막대한 사업비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외자유치를 위한 PPP
구도로 추진하고자 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PPP 구도를 수익형 BOT 모델로 결정했고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중국 업체 이외에는 다른 나라 투자자의 관심은 끌지 못했다. 이후
사업자 선정에 대해 여러 난관에 봉착했고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이 사업을 AP 방식 적용을 권했지만 스리랑카 정부는 재정 여건상 투자금을 보장해주는
이 방식을 수용할 수 없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추진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순수한
수익형 방식(BOT)으로는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사업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점은 AP 방식 또는 BTL 방식은 피투자국의 재정적
여력(Affordability) 와 재정 책무성(Fiscal Commitment)이 가능한 지 여부이다. 만약
피투자국의 재정적 여력이 너무 낮거나 신규 사업에 대한 재정 확보가 어렵다고 한다면
실현되기 어렵다. 타당성 조사 당시 스리랑카 정부는 실제로 IMF 금융위기를 겪고 있었고
국가부채 비율 또한 높았기 때문에 민간 차입금이든 ODA 차관 모두 수이 적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신규 교통분야 PPP 사업은 순수하게 재정지원 없이 민간투자만으로
수익성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철도 사업의 경우 철도 차량구입, 철도 차량기지
등 보통 도로 사업보다 몇 배 더 투자금이 소요되는 반면 대중 교통이기 때문에 수익성
또한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이다. PPP 사업의 실현에 있어 피투자국의 재정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라. 인도네시아 바탐공항 PPP 사업
인천공항공사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끝에 여러 글로벌 공항 운영사를 제치고 2021년
6천억원 규모의 바탐공항 운영 유지 사업을 수주한 사업은 실로 대단한 성과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015년경부터 바탐경제자유구역청과 본 사업 추진을 협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업의 경우 해외 공항분야 PPP 첫 진출이란 점에서 의의가 크다.
분명한 점은 인천공항공사의 세계적인 운영기술과 운영 노하우가 해외에서
인정받았다고 본인은 평가하고 싶다. 이런 점에서 향후 한국의 해외 공항 사업 진출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
공항 사업의 경우, 도로나 철도 사업에 대비해서 예상 수입의 안정성이 높고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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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투자금 조달이 용이한 사업 모델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가항력 재난 상황이
개선된다면 여러 공항 PPP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지난 몇 십년간 엄청난 교통 인프라 구축을 해온 실적과 함께 인프라 운영
유지를 한 실적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해외 PPP 사업은 점점 건설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투자자를 선호하고 있다. 인프라의 생애주기 측면에서 보면
운영유지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인프라 건설과 함께 운영유지 기술 또한 선진국으로부터 이전
받고 싶은 요구사항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기술난이도가 높은 공항시설, 교량, 터널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인력과 매뉴얼이 부족한 편이다. 그래서 많은 글로벌 인프라
운영회사들이 진출해 있는 실정이다.
교통분야 인프라 시설의 운영 유지관리에 강점을 가진 한국이 이 부분을 사업화하고
추진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통분야 해외 PPP 진출 방안 검토
해외 교통분야 PPP 사업 추진에 검토하고 짚어야 하는 사안은 사실 엄청 많다. 각각의
리스크를 대응하는 방법 또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중요한 것은 모든 리스크를
해소하거나 미리 대응하자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아마 사업 발굴에 저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한국의 경쟁 우위에 있는 면을 극대화해서 어떤 전략으로 가야 하는 가에
무게 중심을 두고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통분야 수요 예측 기술력 적용을 통한 양질의 해외 PPP 사업 발굴이다. 많은
기술력 중에 교통 물류 및 수요에 대한 근본적인 데이터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초기 민간투자사업도 교통수요의 과대 계산 및 오류로 상당한 애를 먹었다. 국가 교통
DB구축과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교통수요 예측이 현실과 유사하게 맞아 떨어졌고 이는
수입보장제도가 없이도 민간투자사업이 효율적으로 실행되는 데 근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예전과 달리 통신기기의 발달로 수요 예측 모델 구성이나 DB 구축이
수월해졌다. 특히 아시아 지역 교통 인프라 시설의 수요 예측을 수행할 때, 오래전에 JICA
자금으로 수행된 교통 네트워크 모델을 업데이트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다소 정확성이 낮고 선도적인 사업발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피투자국의 교통 정책을
파악하고 교통 DB 구축 사업을 통해서 사업발굴을 추진한다면 타 투자자들에 비해 양질의
사업을 먼저 발굴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 ODA자금
지원이나 정책 지원에 있어서도 개별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더불어 교통 DB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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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지원하길 제안한다.
둘째는 인프라 우수한 운영 유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한 사업 참여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인천공항공사의 사례도 있지만, 최근 한국도로공사가 추진 중인 운영 중인 사업의 지분
참여 방안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사실 PPP 사업에서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 유지
분야는 규모도 크고 장기간 참여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 안정적 운영 품질 유지는
오랜 경험과 기술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특히 도로분야는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도
민자사업을 오랜 기간 운영한 실적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을 바탕으로
투자 자금력이 개발도상국의 교통 인프라 사업 참여에 큰 장점이다. 따라서 기존 인프라를
확장하는 사업이거나 철도, 공항과 같이 운영기술이 중요한 사업에 운영 투자자로서
참여를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 동시에 공기업이 민간과 동시에 참여한다면 지속가능한
해외 PPP 진출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적 차원의 교통 분야 정책 자문 활동 강화이다. 교통 분야
PPP 사업에서 투자금 보장이 없거나 토지보상비 부담을 민간에게 전가하는 등 피투자국의
과도한 요구조건 하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AP나 BTL 방식이
개발도상국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 모델이다. 이 방식들은 국가의 확정부채로 인식되는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상당히 거부감을 나타낸다. 사실
개발도상국은 PPP 투자, ODA 지원 그리고 해외 민간투자자 유치라는 원론적으로 다른
재원 소스에 대해서 유사하게 인식을 한다. 그래서 PPP 방식을 추진하면 해외투자 유치가
가능하고,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Government-pays PPP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간의 PPP 정책자문을 통해서 피투자국의 재정여건과 인프라 정책 우선순위 등을
소상히 파악해야 한다.
사실 민간이 영업을 통해서 피투자국의 전반적인 교통 정책을 파악하고 PPP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카자흐스탄 사업처럼
WorldBank가 AP구조로 알마티 순환도로 사업을 기획하고 설계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적용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실상 한국의 ECA기관과 KIND와 같은 투자기관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와 같은 PPP 프로그램 수립의 자문 역할을 국가적 차원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DB나 WB 등 여러 MDB기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TA(Transaction
Advisor)를 통해서 개발도상국에 PPP제도 수립부터 프로젝트 실행 계획까지 자문을
수행해 오고 있다. 피투자국 입장에서 제도적 미비한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정부의 예산 책정과 연계된 사업 추진은 더욱 그
명분과 실효성을 전문가들로부터 객관적으로 파악할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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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국은 오랜 민자사업 경험과 해외 경험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있다. PPP와 관련된
법률, 회계, 금융, 기술 그리고 PPP에 특화된 전문 인력들을 십분 활용해서 피투자국의
정책 결정과 연계되는 상위단계의 자문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책자문을
통해서 피투자국의 최우선적인 프로젝트를 파악하고 해외 투자자가 참여 가능한 구조로
사업을 구조화하고 설계해줘야 한다. 이미 구도가 수립된 정책과 추진 계획은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정책 자문이 중요할 것이다.
해외 PPP 분야는 이제 우리에게 낯선 분야가 아니고 이미 익숙한 사업 참여 분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사업 기회는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 분명 개발도상국은
정부 재정의 한계로 지속적으로 PPP를 통해서 인프라를 조달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위와 같이 접근한다면 지금보다 더 수이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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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쌓는 자는 망할 것이다
역사에서 자국의 황금시대를 구가한 나라들은 다 해외로 진출하였을 때였다. 고대
그리스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고, 영국이 그랬다. 돌궐제국의 부흥을 이끈 명장으로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근교에 위치한 톤유쿠크 장군의 비문에는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새겨져 있다.
실재 K공사는 1993년 해외사업부서 발족 28년째인 2021년 10월 현재 해외사업
은 총 24개국 47개 프로젝트에 약 28GW(지분 용량 9.8GW)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1 이 기간 동안 공기업으로서 국내 유수한 민간 대기업 못지않게 성공적으로
해외사업을 운영 해오고 있다. 이러한 해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1년 현재 6개 처와
아랍에미레이트(UAE)에 해외 본부를 운영하고 있다.2 한전 이외에 한전에서 분리해 나간
6개의 발전회사의 해외사업 부문을 포함하면 57개 사업장에 57GW를 건설 및 운영중에
있으며, 해외사업 부문에 일하는 직원들을 합하면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K공사는 세계 전력사업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선두권에 이르고 있는 좋은 회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장기적인 생존 능력을 자랑하고 고객인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20세기 최고의
경영 구루 피터 드라커는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도 기업에 변하지 않는 기능은 마케팅과

1 K공사 IR Presentation 21년 11월 자료
2 누적 평균 투자수익률은 K공사가 해외법인에

혁신이라 했다.” “이제 진보의 시대는 끝나고 혁명의 시대가 왔다.” 핵심역량 이론으로

출자한 금액(출자 자본금)대비 당기 순이익의

유명한 게리 하멜 교수가 그의 저서 “혁명을 선도하라.”에서 말한 다소 선동적 선언이

년대에는 19%대에서 2000년대의 국제금리

아니더라도 공공기관, 공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 굴지의 대기업들은 스스로 변화에 둔감한

연도별 투자수익률(ROE)의 평균으로 1990
의 지속적 하락으로 최근 투자한 사업은 통상
12% 대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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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변신하지 못하면, 자칫 갈라파고스 증후군에 걸려
천천히 사멸하게 된 사례를 우리는 수 없이 보아 왔다.3

애들아, 너희들의 경쟁자는 곁의 네 친구가 아니라 중국이나 인도
아이들이란다.4
1993년 여름 어느 날 드디어 비행기가 마닐라 상공에 접어들어 발아래를 내려다보자
매연으로 뿌연 마닐라 시가지가 눈에 들어 왔다. 누군가가 마닐라를 가려면 방독면이
필요하다던 다소 과장 섞인 말과 오버랩 되어 김포에서 마닐라로 오는 중 출발전에
사장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H처장, 지금은 K공사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경제 상황을 볼 때 머지않아
성장이 정체되고 또 시장이 개방이 되어 외국기업들이 진입하게 되어 K공사의 독점적
상황이 위협을 받을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우리가 먼저 해외시장에 진출해
외국기업에게 우리 회사의 국제적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필리핀 바탄
원자력발전소(이하 바탄원전) 우리나라 고리원전과 같이 웨스팅하우스사가 제공한 유사
노형으로 필리핀 정부가 수 조원을 투자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1986년 핵연료
장전 직전 마르코스 정권이 퇴진하고 아키노 정권에 의해 마르코스 정권의 대표적인
부패 프로젝트로 규정되어 중단되어 있는데, 이는 필리핀의 전력사정 여건이나 그간
투자한 국민의 혈세를 생각하면 비록 남의 나라 일이지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주기기를 공급한 웨스팅하우스사는 필리핀 정부에 의해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어
바탄원전의 복구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최적임자는 우리
K공사입니다. 이번 필리핀 출장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의 재가동 사업에 대한 전망과
아울러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다른 프로젝트들이 있는지 조사해서 보고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제 K공사도 좁은 땅 한반도에서 일등이 아닌 세계 최우량 전력사를 만들어
K공사의 저력을 보여 주고 또 자랑스런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 봅시다.”
그렇다 세계화 시대 이제 우리의 경쟁자는 국내 시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나 중국
또는 동구권, 또 다른 세계의 경쟁자들일 수밖에 없다.

Bon Voyage
마닐라 도착 후 공항에서 출입국 수숙을 마치고 예약된 호텔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려던
H처장은 같이 동행한 L부처장에게 “지금 우리가 어느 호텔로 예약이 되어 있죠?” 하고
물었다.

3

“혁명을 선도하라(원제 : Leading the
Revolution).”는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예, 우리가 예약한 호텔은 4성급인 마닐라 시내의 M 호텔입니다.” “L 부처장, 사내
해외출장비 기준에 맞춰 호텔을 예약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명색이 수천억의 해외사업을

“꿀벌과 게릴라”라는 번역으로 출간되었음.
4 본 구절은 뉴욕 타임즈 기자인 토마스 프리드
먼이 쓴 “세계는 평평하다.”에 나온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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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저급 호텔에 묵으면서 무슨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개인
부담을 하더라도 필리핀 최고급 호텔에 숙소를 다시 잡도록 합시다.”
갑자기 기존 호텔 예약을 취소하고 당시 마닐라에서 최고 호텔인 S 호텔로 향했다.
그날따라 호텔은 출입구에서 보안 검색이 삼엄했는데 그 사유는 그날 저녁 필리핀 라모스
대통령이 참석하는 불우이웃 돕기 만찬 행사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때 H처장은 “L 부처장, 오늘 저녁 라모스 대통령 만찬에 우리도 참석해 봅시다. 먼저
방에 가서 옷을 정장으로 갈아입고 행사 시작 1시간 전 행사장 입구에서 봅 시다.”
“예? 초청장도 없이요? 그래도 일국 대통령 참석 행사인데 우리가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L 부처장, 일단 시도도 해 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 한다면 우리가
해외사업을 어떻게 하겠소?, 어쩌면 오늘이 우리에게 해외사업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절호의 기회가 될지도 모르지 않겠소?”
행사장 앞에 선 두 사람은 당연히 대통령 경호실 요원의 제지를 받았다. “이 보시오,
경호원 양반, 내가 라모스 대통령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 한국 만찬에 참석하여 인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에서 출장을 왔는데 때 마침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좋은 행사에 외국인인 우리가 참석해서 기부도 좀 하고 하면 오늘 행사가 더 빛나지
않겠소? 일단,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께 연락해서 우리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소 옥신각신 끝에 경호원이 연락을 취한 얼마 후, 행사를 주관하는 담당자가 나타나자,
우리가 K공사에서 왔으며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말하자, 행사 담당자는 필리핀
하원의장인 베네시아 의장이 앉은 테이블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었다.
이 자리에서 하원의장에게 필리핀 전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K공사 임을
부각 시키고, 필리핀이 6.25 한국전 당시 참전해 줌을 감사하고, K공사가 단순히 비즈니스
때문에 온 것만이 아니고 혈맹의 나라임을 인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익일 아침 전날 인사한
하원의장 비서실장에게 인사차 방문하겠다고 전화를 하고 필리핀 하원의장을 찾아,
K공사가 필리핀에서 전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인사를 소개해 줄것을 요청하자, 바로
전화를 라모스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걸어, 비서실장과 만남을 주선해 주었다.
이에 대통령 궁인 말라까낭으로 가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K공사의 방문목적과
계획을 설명하자, 비서실장은 당시 필리핀전력공사(National Power Corp. : NPC)의
델가도 사장에 전화를 걸어 K공사 직원들을 만나보도록 연락 주선해 주었다.
이것이 인연이 돼 해외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 했던 K공사가 필리핀에 진출하게

쟁점 분석

71

해외 발전 PPP사업 개발 마케팅 사례

쟁점 분석

72

된 계기가 되었다. 바탄원전 사업 추진을 계기로 필리핀 정부와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된
K공사는 1994년 5월 필리핀 NPC 측으로부터 65만kW급 발전소이면서도 42만kW
밖에 출력을 내지 못하고 있던 NPC 소유의 중유 연소 발전소인 말라야 화력발전소의
ROMM(설비개선, 보수 및 운영사업) 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받게 되었다.5 이 출장은
K공사 해외사업의 문을 열게 하는 글자 그대로 중요한 Bon Voyage(좋은 여행)가 되었다

정보를 선점하라
말라야 발전소는 마닐라 동남쪽 70km지점에 위치한 중유발전소로서 필리핀
RUZON섬의 주요 전력공급원이며, 75년과 79년에 각각 1, 2호기가 준공되었다. NPC는
이 발전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해당 발전소를 ROMM 형식으로
국제 입찰에 붙였는데, 1994년 당시 세계 최대의 ROMM사업의 하나였다.
필리핀 정부로부터 사업 참여를 요청받고 중유를 사용 하는 말라야 발전소에 전문가들을
파견해 현지 상황을 검토하였는데 당시 K공사가 워낙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측면도
있었으나 방독면을 착용해야 할 정도로 가스가 누출되는 등 문제가 많은 발전소였으며,
당시 그곳을 다녀왔던 전문가들뿐만 아니고, K공사 내부 유관부서에서 모두 사업 참여를
반대했으나 해외사업 부서의 강력한 추진 의지 및 CEO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6 특히, 당시 팀 멤버들은 필리핀 정부가 연료공급과 전력구입을
보장하는 매력적인 말라야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이 발전소는 불과 2년 전 일본
마루베니사가 성능복구공사를 시행해 중요한 부품을 모두 갈아놓은 상태여서 ‘겉은
썩었어도 안은 튼튼한’ 내실 있는 발전소라는 정보를 입수하였기 때문이다.
동 사업은 동 사업을 운영할 특수목적회사(SPC)에 약 1,300억원(당시 환율로 미화 약
1.6억불 상당)을 투자해 말라야 발전소 복구공사를 실시하고 복구기간 4년을 포함 15년간
직접 운영해 전기요금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필리핀 전력공사가
95년 1월 9일 실시한 국제입찰에서 K공사는 5개 해외전력회사와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인
7

끝에 kWh 당 0.01 센트 차이로 1995년 2월 7일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었다.

5 ROMM은 (Rehabilitation, Operation,
Management & Maintenance)의 약자로
기존 설비의 개량, 수명연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Brown Field 사업임

이 사업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기술하면 K공사가 94년 5월에 사업정보를 입수하여

6 당시 K공사는 9명의 이사가 있었는데 CEO

사업성에 대한 내부 분석 등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해 K기술주식회사, K중공업(현

적 의견이었는데,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

D중공업, K공사기공 등 관련사와 현장 실사 후, 8월에 사업개발팀 인원 4명과 파견 2명,
지원 3명으로 입찰 준비팀을 구성하였다. 9월에 일본의 마루베니사(Marubeni Corp.),

를 제외한 8명의 이사 모두 해외사업에 부정
는 CEO의 적극적인 설득과 해외사업의 미래
의 성장동력이라는 당위성을 설명하여 무사
히 이사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대만의 툰텍스사(Tuntex Group), 홍콩의 호프웰사(Hopewell Holdings Corp.),

7 통상 PPP형 사업의 입찰은 일반 입찰과 같은

필리핀의 메랄코사 등 15개사와 함께 입찰자격을 취득하여 95년 1월 9일 최종적으로

하는 재화와 용역의 단가로서 전력사업의 경

5개국 5개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도저히 믿기지 않는 0.01센트 차이로 2위

공사비 입찰이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가 산출
우 kWh 즉, 시간당 전력 단가를 입찰하기 때
문에, 후술할 일리한 사업의 예를 들면 실제

마닐라 전력사(메랄코사)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통보를 받았다. 후속 협상을 거쳐,

전력요금 kWh 당 1원 차이는 연간 매출에

드디어 1995.5.17. 필리핀 대통령 궁에서 라모스 대통령 임석 하에 K공사 사장과 필리핀

고려하면 2,000억의 영향을 미침

100억 정도 차이를 만들고 사업기간 2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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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사(NPC) 사장 간에 계약서 서명식을 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해외사업에서는 정보 전쟁에서 앞서야만 이길 수 있다. 입찰에서 필리핀
정부 및 NPC와 K공사와의 짧은 기간 동안 이었지만 정성으로 엮어낸 끈끈한 유대관계가
없이는 사실상 말라야 발전소의 수주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K공사의 현지 파견 직원들은
NPC 관련 직원들 생일까지도 챙겨줄 정도로 세심한 관리를 하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서, 발전소 수리 규모, 발전소 노후화 정보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K공사의 경쟁사들은 건설사,
기기제작자들이였다. 이에 반해 K공사는 NPC와 같은 전력회사로서 타 경쟁사들같이
일시적인 수익보다 발전소의 장기 안정적 운전에 훨씬 많은 신경을 쓰는 동지 의식도
작용하였고, 당시 필리핀 발전시장을 휩쓸고 있는 일본이나 홍콩계 기업 들을 견제하고자
하는 필리핀 관계자들의 심리도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아무튼 동 사업은 K공사 최초의 해외 PPP 사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졌으며 또한 K공사에
투자비 대비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사업으로, 1996년 수주한 일리한 발전사업이 1997년
몰아친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해외 차입이 쉽지 않을 때, 말라야 발전소에서 얻어진 수익
미화 8,200만불을 후순위채로 재투자 해, 재원조달 위기를 극복하고, 10% 금리로 수익을
재 창출 할 수 있는 엄청난 효자 노릇을 하였다.8

전략은 5%이며 실행은 95%다.9 곧바로 실행하라.
한편, 90년대 초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던 필리핀은 아키노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중단시킨 바탄원전을 재가동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 각도로 검토하고 있었다. 이에
K공사는 당시 필리핀 정부의 실세였던 에너지 담당특보 펜손 박사를 초청하여 고리 현장을
방문케 하였다. 고리를 방문한 펜손 박사 일행은 고리 2호기가 값싼 건설비용으로 높은
순이익을 내고 있는 것에 감탄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K공사에 요청했으며, 또
1993년 12월 당시 에스트라다 부통령이 K공사를 방문한 기회를 활용하여 고리원전의
우수성과 필리핀 바탄원전의 재가동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재가동에는 K공사가 최적
회사라는 점을 알리는데 주력하였다. 에스트라다 부통령도 K공사의 설명에 공감하고,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필리핀 내에서 웨스팅하우스사의 뇌물 수수 문제가 계속
정치적 이슈로 제기되고, 타 경쟁사들의 방해 공작 등으로 K공사의 노력은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결국 1980년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수 조원이 투입된 해당 발전소는 2000년대
들어 불과 몇백만불의 고철값에 팔리는 신세가 되었다. K공사 입장에서도 3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면 40억 달러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는 초대형 사업인 바탄원전 재가동 사업에
K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매우 아쉬움을 금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

8

후순위채란 차입금 상환 순위가 후순위인 체
무로 1순위 채무가 변제 완료 되어야, 비로소
회수권리가 있는 채권으로 자본금 보다는 선

말라야발전소 성능개선사업을 수주해 사업이 차근차근 진행될 무렵, 필리핀 정부는
1200MW급 일리한가스발전소의 국제입찰을 실시하게 되고, 여기에 또 다시 K공사가

순위인 대출임.
9

파산일보전의 일본 닛산 자동차를 회생시킨
CEO 카를로스 곤의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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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해 줄것을 요청했다.
“준비에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한다.”라는 말이 있다. 당시 말라야발전소 성능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던 K공사의 입장에서는 K공사 내부의 부정적 기류로 해당 사업을 담당 할
신규 인력 등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리한사업에 참여하기에는 무리였으며, 입찰서
구입비가 미화 5만불에 달하는 등 사업 성공여부와 사업성이 불확실한데 이러한 고가로
입찰서를 구매해 가면서 입찰에 참여할 필요가 있느냐는 내부의 반대 등으로 입찰
참여가 어려웠다. 필리핀 정부의 간곡한 요청 때문에 참여를 하였으나 꼭 수주를 해야
되겠다는 전략적 집중력이 떨어지고, 해외 신규발전소 수주에 따른 위험 부담 때문에 매우
보수적으로 가격을 산정, 입찰에 응하였으나 결과는 총 8개 업체 중 꼴찌로 탈락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응찰가도 타 경쟁사 평균의 배에 가까운 망신에 가까운 금액이 였다.

사냥에 실패한 사자는 분노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도 무엇 보다 해외사업 부서를 힘들게 한 것은 해외사업 자체에 대한
K공사 내부의 부정적 분위기였다. K공사가 국내사업 하기도 힘든데 왜 구태여 막대한
돈이 투자되고 위험도가 높은 해외사업을 하느냐는 것이 한결같은 이유였다. K공사
내 해외사업의 반대파들은 철저하게 비협조적인 자세 및 반대로 일관, 선수가 링 위에
오르기도 전에 준비에 지쳐 정작 본 게임에 참여를 못 할 상황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K공사의 먼 미래를 내다 본 당시 CEO의 결단과 설득으로 입찰에 참여 할 수는 있었으나,
이미 K공사의 경쟁사들은 다른 경쟁력 있는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하고, 실기한 K공사는
불가피하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과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 것도 실패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하늘은 K공사를 버리지 않았는지 이 입찰에서 홍콩
CEPA사와 일본 미쓰비시 컨소시엄이 낙찰을 받았으나 필리핀 정부는 웨스팅하우스의
원천기술을 사용한 미쓰비시의 가스터빈은 사용할 수 없다며 입찰을 무효화 시켰다.
당시 뇌물사건으로 웨스팅하우스와 필리핀 정부가 마찰을 빚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CEPA사도 2위와 2배 이상 차이가 난 입찰가를 부담스러워해 입찰 무효를
수용하였다. 결국 필리핀 정부는 다음 해인 96년 재입찰에 들어갔고, 말라야 사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K공사는 전열을 재정비해 이번 입찰에서는 꼭 승리하겠다는 열의와 오기,
꼭 승리하여 K공사 내 해외사업 반대론자들에게 무언가를 보여 주겠다는 자세로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입찰에서도 K공사는 또 하나의 기적을 일궈내었다. 누구도 당시로선
1,200MW급 세계 최대 가스발전소인 일리한사업을 수주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던
K공사가 말라야 발전소 입찰에서와 마찬가지로 2위 업체와 불과 0.01센트/kWh 차이로
이 사업을 수주하게 되었다.
사냥에 실패한 사자는 분노할 시간이 없다. 곧 바로 다음 사냥을 준비해야 하기위해
분노로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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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을 구해놓은 후에
10
전쟁을 한다(勝兵先勝而後求戰)
이를 모두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1차 사업의 실패를 철저히 분석하고, 마지막에는
다 각도로 사업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치밀하게 분석 순발력 있게 대응했을 뿐만 아니라,
K공사는 다른 경쟁사가 가지지 못한 유사 발전소의 운전 데이터 및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기적과 같은 입찰결과는 K공사에서 운전 하고 있는 모든 가스 발전소의 운전, 원가, 유지
보수 데이터를 분석하여, 어떻게 하면 K공사가 적정 이윤을 내면서도, 최저가로 응찰에
참여 할 수 있는가를 밤·낮으로 고심하여 입찰가격을 산정하고, 각각의 경우의 수를 대비,
수도 없는 시뮬레이션을 했던 당시 실무진들의 피와 땀의 대가였다. 또한 입찰은 올림픽과
달라 2위는 아무 의미가 없기에 1차와는 달리 각 분야의 외부 자문사를 고용하여 입찰서가
가지고 있는 법적, 기술적 문제점과 대응 방안, 해당 조건 하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가능성 등을 제 3자 입장에서 검토하기 위해, 재정자문(financial advisor)로서 미국의 C
투자은행을, 법률자문사(legal advisor)로 홍콩의 S 법무법인을, 기술자문사(technical
advisor)로 미국의 K사를, 보험자문사(insurance advisor)로 영국의 M사와 계약을 하고
자문을 받았고, 조세나 필리핀 현지법의 자문을 받기 위해 또 필리핀 현지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응찰서 준비에 완벽을 다했다.
드디어 입찰 전날 현지 일리한사업 응찰책임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입찰
전날 경쟁사의 분위기 및 동향을 볼 때 당초 본사에서 결재받은 금액과 조건을 기준으로
응찰하게 되면 입찰에 탈락할 수도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어, 그날 밤 현장에서 당초
정한 기준 건설공사비에서 미화 800만불을 더 감액 하기로 결정하고, 직원들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입찰서를 밤새워 수정하여 투찰하게 된다. 바로 이 800만불이 kWh
당 0.01센트의 차이로 낙찰하게 하는 극적인 요인이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인가?
아울러 또 다른 수주의 결정적 요인은 입찰서 상 필리핀 정부가 해당 사업에 완전한
보증을 제공하는 완전보증조건(full undertaking)과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지
않는 부분보증(partial undertaking) 조건이 제시되었는데, 입찰참여 업체 중 유일하게
K공사만이 완전보증 조건부 이외에, 부분보증 조건에도 입찰서를 제출하여 결정적으로

10

손자병법 군형편에 나온 구절로 해당 구절
전체원문과 해석은 다음과 같다. “是故勝兵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이는 단순한 보증의 범위 문제가 아니라 부분보증 조건을 채택했을

先勝而後求戰 敗兵先戰而後求勝. 善用兵
者, 修道而保法, 故能爲勝敗之政” 고로 승

경우 국제금융시장에서 재원조달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였다. 이는 해당 프로젝트가

리하는 군대는 먼저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을

필리핀에서 진행됨으로, 모든 금융은 결국 필리핀의 국가 신용등급과 해당 프로젝트의

구해놓은 후에 전쟁을 한다. 패배하는 군대

사업성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한다. 용병을 잘하는 자는 도를 잘 수양하고

는 먼저 전쟁을 일으키고 이후에 승리를 구
법과 제도를 잘 보전한다. 고로 승패를 다스

당시 필리핀 공기업이 정부의 지급보증이 없이 해외시장에서 차입에 성공한 실적이

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1

당시 필리핀 현장 분위기는 감액금액을 800

없었기 때문에, 필리핀 정부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정부의 국가보증 채무를 줄이고 대외

만불은 위험 하니 아주 안심할 수 있도록

신인도를 높이는 것이 국가 주요 과제의 하나였다. 이런 상황하에 원리금 상환 보증이

출하였으나 결국 800만불 감액으로 결정됨

2,000만불 정도로 감액하자는 등 의견이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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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부분보증에 의한 프로젝트 추진은 정책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당시 해외 금융기관들로부터 K공사가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성공을 안심해도 되기
때문에 비록 이자율은 높아 지겠지만 차입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얻을 수 있어 부분보증에
의한 입찰 참여가 가능했다.12
즉, K공사는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을 구해 놓은 후에 전쟁을
한다.”는 손자병법에 충실하여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 자세에서 얻어진
값진 결과였다.

군대를 한번 더 가라면 갔지 이 일은 더 이상 못 하겠어,
당시 K공사 일리한사업팀은 제 시간에 퇴근하는 것은 엄두도 낼 수도 없었으며, 야근은
기본, 밤샘도 다반사였다. 이렇게 힘들게 획득한 일리한사업이건만 당시 배치된 인력은
필요인력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현지법인 설립, 발전소 건설, 수십
가지의 인허가 취득, 재원조달, NPC와의 사업 협상 및 계약 등 단기간에 마무리해야 할
업무들이 지연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져, 항상 조금이라도 예정 일정에서 지연되거나
문제가 발생 되면 미화 7,000만불에 달하는 지체상금의 부담이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재원조달도 문제였다. 사업수주 직후 서로 자금을 대겠다고 했던 수많은
국제 금융기관들이 1997년 불어 닥친 아시아 외환위기 때문에 등을 돌린 것이다. 결국
K공사는 고심 끝에 1999년 미국의 미란트사, 일본 구주전력 및 미쓰비시에게 지분
49%를 넘기고 계속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때문에 재원조달이 당초 예정된 1998년 말에서 완료되지 못하고 2000년
11월에 종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러한 지체기간 동안에 소요된 자금을 모두
K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도 겪었다.
실제 이기간 동안 K공사는 9번이나 bridge loan을 연장해야 하는 등, IFM 금융위기

12

보증의 이자율 차이는 0.5% 였다. 본 조건은

하에서 K공사 자체 신용에 의한 차입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필리핀에서 프로젝트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시장의 변화로
완전보증 조건부로 1999년 전환되었다. 필

자체의 cash flow에 바탕을 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성공시킨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다.

제 당시 금융기관이 견적한 완전보증과 부분

리핀 정부는 입찰 후 부분보증에 의한 입찰

13

에 성공 했다고 언론에 대대적 선전을 하는
등 매우 의미 있게 받아 들인 사업이었다.

사실 K공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공사 준공 후 해당 지분을 프리미엄을 받고

13 Bridge loan이란 본 사업용 차관이 여러 가
지 사유로 지연 될 경우 일시적으로 본사업
차관까지의 gap을 매우는 단기간(통상 2-3

넘기려고 했는데 아시아를 강타한 외환위기로 인해 프리미엄도 받지 못하고 액면가대로

개월) 차과느오 우리말로는 가교 차관이라
고도 함.

14

넘긴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아픈 일이다.

14

실제 미란트사는 2006.12 동사의 필리핀
내 보유자산(2,203MW)을 일본 동경전력

참고로 해외사업은 국가 리스크(country risk) 관리를 위해 다국적 기업들의 참여가
중요한데, 일리한사업의 경우도 미국의 미란트 사, 일본의 미쓰비시 및 구주전력이

콘소시엄에게 US$ 34.24억에 매각, 당초
미란트 투자비에 약 10배 정도의 프리미엄
을 받고 넘긴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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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명실공히 한·미·일 3국의 협력 프로젝트였다. 재원조달에도 3국의 국가은행인
수출입은행들이 참여함으로서 극단적인 경우에도 외교적 이유로 해당 국가에서 본 사업을
몰수하거나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도록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고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당시 외화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우리 정부는 이 사업을
외국사에 매각할 것을 요구해 왔고, 또 새로 부임한 사장은 K공사가 무슨 해외사업이냐며,
모든 해외사업은 중지 또는 매각하고, 해외사업부서를 해체 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이를 욕심 낸 외국 민간발전사업자(IPP) 들도 직·간접으로 동 사업의 매수를 위해
한국과 필리핀 정부에 로비를 벌리기도 하였다.
다행히도 계약 상 매각이 어려운 사업이었고 K공사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오히려 미화
1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패널티를 필리핀 측에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사업 참여 업체들로부터도 줄소송을 당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였다.
K공사 해외사업부서 내부에서는 신임 사장에게 해외사업 유지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예정에도 없는 보일러 화입식이라는 행사를 마련하고, 신임 사장을 필리핀 사업
현장에 초대해 사업의 진척 사항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하여 해외사업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또, 필리핀 정부로부터 공로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로비를 함으로서, 당시
CEO의 해외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어느 정도 완화 시킬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외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전히 거둔 것이 아니고 결국 해외사업처가
해외사업실로 축소되어 신사업은 추진하지 말고, 기존 수주 사업만 마무리 짓도록 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막 탄력을 받은 해외사업이 발이 묶여 활동 할 수 없었고, 오히려
후퇴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기존 5년간 양성한 해외사업 요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어렵게 모은 자료들은 유실되는 등, 이러한 시대착오적 결정이 후임 사장에 의해
해외사업팀으로 원위치 되었지만, K공사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이렇다 할 신규
해외사업을 수주를 못 하게한 직접적 원인이 되었고, K공사 해외사업에 잃어버린 10년을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다.15
본사에서는 해외사업 부서가 살아남느냐 문을 닫느냐 하는 절대 절명의 시간에도,
필리핀 현장에 파견 나간 직원들은 덥고 습한 현지 기후에, 이름 모를 날 벌레들의
끊임없는 공격을 견뎌내며, 현장과 직원들이 거주하는 바탕가스 시 사이를 연결하는 차 한
대도 비끼기 힘든 비포장도로를 오가며, 한편으로는 태풍 후 산사태라도 나면 통행로가
끊겨, 현장 내 식수가 부족하여 콜라 등 음료수로 식수를 대신할 수 밖에 없었다. 공산
반군의 출몰지 가까이에 현장이 있어 가끔 멀지 않은 곳에서 공산반군과 필리핀 군간

15 지금 회고해 보면, 그당시 발전 PPP시장에
서는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회사들 뿐
이었으나, 지금은 중국, 사우디, 터키업체
들이 경쟁사로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발전

교전의 총성소리를 들으며 항상 긴장 상황에서 일해야 했다. 당시 이 일을 주도 했던

O&M 부문에서는 최근 말레이시아, 방글라

일리한 현지 직원들은 “차라리 군대를 한번 더 가라면 갔지 이 일을 다시 하라고 하면 더

춘추전국 시대에 돌입했다.

데시 업체도 참여하는 등 발전사업 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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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못 하겠다.”라고 회고할 정도로 힘든 사업이었다.

우린 악마의 눈을 보았다.
이 와중에 2001년 11월에 아침에 출근하는 K공사 직원들을 포함한 필리핀인
종업원들이 납치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알지도 못하는 산속에서 찬 이슬을 맞으며,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 속에서 밤을 새운 30시간 동안 총구를 휘두르는 그들의
희번덕거리던 눈은 정말 악마의 눈처럼 보였다고 당시 납치되었던 직원들은 회고했다.
그 와중에서도 필리핀 현지법인은 필리핀 관계기관 및 필리핀 공산 반군과 연줄이 있는
사람들을 수소문 해, 그들을 비공식 협상 사절로 하여 공산 반군들을 설득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민원 해결에 적극 협조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피랍된 전 직원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조치하였다.
이러한 일 이외에도 열악한 현장 여건 때문에 발생한 공기지연, NPC에서 지원하기로 한
시운전 전력을 공급해 줄 송전선로가 공산 반군 점령지를 통과하여, 전력이 적기 공급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미화 7,000만불에 달하는 지체상금의 부담 문제로 NPC와의 갈등,
공정 85% 때 EPC 주 계약자인 미국 Raytheon 사의 파산에 따른 미국법원의 공사
이행면제 판결로 인해 필리핀 정부와 금융기관 및 일리한 법인 간에 체결된 차관계약서
상 cross-default 조항에 저촉되어 사업이 몰수 위기에 처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불굴의 의지와 추진력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16

실패는 성공을 위하여 지불해야 할 수업료(?)
중국은 K공사 해외사업에 많은 아픔을 준 곳이다. 해외사업팀을 발족한 K공사의
입장에서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고 문화적 공통점이 많을 뿐 아니라 경제 발전에
따라 엄청난 전력 수요를 필요로 하는 환상적 시장이어서 일찍부터 선진 전력기기 메이커,
건설업체 들이 눈독을 드리던 곳이었고, K공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먼저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 참여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했는데, 이러한
일환으로 중국의 전력회사들과 기슬협력협정을 체결하고 북경사무소를 개설하였다. 당시
정부의 지원을 얻어 당시 중국의 국가 주석인 장쩌민 주석 등을 비롯한 최고위 관료들은
물론 담당자들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우수기술과 경제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을 경주
하였고, 또 중국 측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수주 확률을 높이고자 당시 중국
최고지도자의 사위를 중국 사업 자문역으로 고용하는 등 나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에는 한국의 기술 기준이 자국과 맞지 않는다는 석연찮은 이유로 최종입찰에서 한국을
배제한 사실 등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준 사례이다.

16

cross default란 어느 일방 당사자가 계약
불이행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관련 당사자
가 계약불이행을 선언하는 것으로, 예를 들
면 수많은 채무 중 어느 하나가 불이행되면

수년 전 필자가 인도 전력부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다른 채무 전체를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 모
든 채무의 상환을 요청하는 계약상 조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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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원조자금인 KOICA나 EDCF 자금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제시했더니, 그들은 곧바로
“우리는 대국(大國)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소국에서 원조자금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답해 적지 않게 당황한 경험이 있었다. 바로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봤다. 우리에게는 기분 나쁜 일이지만, 중국인들의 마음속에서는
한국이 과거 중국의 조공국이었는데 이제 한국이 그들보다 더 잘 살고, 우리 기업 들이
중국을 휩쓸고 다닌다는 일종의 열등의식이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중국에서 또 다른 실패 프로젝트는 길림성 연길시에 건설하고자 했던 연길
열병합사업이었다. 본 사업은 1993년 6월 당시 연길시장인 박모씨가 K공사를 방문,
연길은 주로 항일 독립투사의 후예들이 중국 땅에서 중국인들의 눈치를 보고 사는데, 만약
K공사가 연길에 열병합발전소를 지어주면 중국 조선족들이 중국인 가운데 기를 피며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K공사도 열병합 사업을 통해 충분한 수익을 거둘수 있고 향후 중국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요청하여 시작된 일종의 한민족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필자는 본 프로젝트의 성사를 매우 부정적으로 봤는데, 그 이유는
소련이 붕괴 되고, 중국이 개방되면서 중국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공산당 1당 체제의
유지인데, 그 가운데서도 중국 정부 당국이 55개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 운동을 무엇보다
염려하고 있었다. 한국이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연변 자치주에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이 중국 관료들에게 결코 맘 편하게 보일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었다. 이러한 나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본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현지 출장 갔다 온 직원들은 계속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고, 예비타당성 보고를 위한 중국관계 부서들과 회의 등 열심히
준비하고 일하는 데도, 해당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인·허가 준비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중국측과 각종 협의 등 시간은 흐르는데 실질적인 진척은 이루어지지
않고 연길시와 등과 논의만 무성히 오고 갈 뿐이었다.17

통역의 농간과 펜더 곰의 협상술
그러던 중 말라야 사업 수주 성공을 기회로 해외사업팀이 해외사업처로 확대 개편이
되면서 새로 부임한 해외사업처장은 필자에게 연길사업이 예정대로 추진이 되지 않은
이유를 보고하라 지시했었다. 당시 필자는 프로젝트 금융담당 업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젝트 개발부서를 지원 하는 입장에 있었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을
원천부터 다시 검토하기 위해 중국 측과 사업을 많이 하는 홍콩 금융기관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또 본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중앙정부의 전력부, 외환관리국, 동북전력집단,
길림성전력국 및 길림성 국가기획위원회, 연길시 등을 차례로 돌며 조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중국어를 몰라, 본 연길 프로젝트를 위해 재정자문으로 선정한 홍콩의 P

17 사업 개시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중국식 표
현으로 초보행성조사를 해서 먼저 승인을

투자은행 직원인 캐나다계 중국인을 대동 하면서 “당신은 중국어를 모르는 척 듣기만 하고

받아야 하는데 이는 자국법에 따라 중국 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게 조용히 영어로 말해 주시오 하고” 당부했었다.

참여를 원천 봉쇄함.

지니어링 업체가 해야 한다며 한국기업의

해외 발전 PPP사업 개발 마케팅 사례

쟁점 분석

80

길림성 전력국 및 길림성 국가기획위원회와 K공사측이 길림성 장춘에서 합동회의를
하면서 공식 통역은 연길시 담당 부주임 김모씨가 하였다. 원래 중국어는 매우
함축적이어서 실제 우리말로 통역을 하면 중국어를 5분하면 우리말 통역은 7-8분
가까이 해야 바른 통역이라 생각했는데 그날 통역은 오히려 중국 측이 5분 말하면 통역은
3분 정도에 끝나 미심쩍게 생각하며, 대동한 자문사 직원에게 대화 내용에 대해 들으니
결론적으로 통역이 K공사가 들어 좋은 말은 통역을 해 주고, K공사에 불리한 이야기는
전혀 통역을 해 주지 않았던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중국측이 밝힌 속내는 발전소 건설은
환영하나, 건설입지는 연길시가 아닌 장춘시가 기술적 측면에서 적합하다는 것이었다.18
그날 이후로 K공사의 연길시 프로젝트는 사실상 종결의 길로 가기 시작했다. 그 동안
수많은 회의와 접촉을 통해 알아 낸 것은 연길시는 몸달아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 하지만,
길림성 정부나 중국 중앙정부는 본 사업을 승인해 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당시 황병태 주중대사도 연길사업에 대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했음에도, 그 조언을 크게 귀담아 듣지 않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한 사례가
되었다.
그러나 본 연길사업팀은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외사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전술한 일리한 입찰시 연길사업팀이, 바로 필리핀 일리한입찰팀으로
전환하여 방대한 입찰서를 작성, 성공적인 수주의 핵심 역할을 한 것을 본다면, 연길사업의
추진이 결코 낭비만은 아닌 성공을 위한 수업료였다는 생각이 든다. 중국 사업은 필자가
K공사를 퇴사한 후에도 많은 손해를 끼쳤는데 이와 관련 2011.4.13 파이낸셜 뉴스를
인용 하면 아래와 같다.
“K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 홍콩에 설립한 K공사국제유한공사를 홍콩 허계그룹에
단돈 1달러에 매각하여, 투자금 187억원을 고스란히 날렸다. K공사국제유한공사는
K공사가 중국 허난성 우즈현 유동층 열병합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만든
투자전담법인 지주회사다. 당초 K공사국제유한공사를 활용해 중국 국유 발전회사인 우즈
제1열전창과 합자회사를 설립한 뒤 설비를 준공하였으나, 사업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이를
정리한 것이다.”
“K공사는 또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허난성 구리산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청산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측 투자가와 공동출자한
켑코아시아인터내셔널 청산작업으로 K공사는 약 15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교류 초기 우리는 조선족을 동포라 안쓰럽게 생각하고 대했지만, 그들은 중국과
한국이 경기를 하면 중국을 응원하지 한국을 응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중국인일 뿐이다.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약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으나 중국이 결코

18 이것도 중국측의 속마음은 아니고 상대방의
체면을 상하지 않고 사업을 거절하는 중국
측 협상 방식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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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때로는 밤을 새워 협상(車輪戰略)하여 상대의 진을
빼거나,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뒤통수를 치는 기만 전략(故布疑陳)을 구사하는가 하면,
우리를 칭찬하여 자만심을 돋우는 전략(卑詞厚禮) 등, 우리보다 훨씬 고단수라는 사실을
명심 해야 할 것이다.19 사자도 토끼를 잡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전기를 보따리에 담아 팔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K공사가 해외사업 팀을 구성하자 사내는 물론, 정부 측에서도 K공사의 해외사업 성공

19

중국인 들이 이용하는 협상전략은 다음과
같다.

가능성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K공사의 해외사업 전략이 무엇인지를 요구 했다.

●

꾸뿌이천(故布疑陳)=협상 중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를 누설한다. 문건이나 메모,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하고 해외사업 전략과 Road Map을 만들고자, 1994년 당시

통계자료 등을 상대방이 쉽게 찾을 수 있

2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해외사업팀 내 K공사 해외사업전략을 연구할 별도의 조직을

는 곳에 흘려 착각과 오판을 유도한다.
●

꾸이판추오(故意犯錯)=실수를 가장해 본

만들고 필자가 본 사업의 실무 책임자가 되었다. 처음에는 외주 용역으로 추진하려다

의를 왜곡하는 것으로 자구(字句)를 빼먹

용역 과정에서 외부 기관들과 접촉과 교류하면서 얻어진 자료나 노하우 들이 용역사가

거나 부정확하게 표현하는 전략이다. 설사
발각되더라도 실수라며 이해를 구한다.

보유하지 K공사에게 100% 전달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어, 최종적으로 자체추진 과제로

●

쭈앙마이(裝賣)=상담 중 고의로 화를 내

거나 상식 밖의 행동으로 상대방의 협상

수행하기로 했다. 연구팀은 필자를 포함 총 4명으로 구성하여 K공사보다 먼저 해외에

결심을 뒤흔드는 전략이다. 또는 ‘모른다’

진출한 국내·외 기업에 대한 벤치마크 통해 그들의 해외사업 전략이 무엇이며, 필요

로 일관해 상대의 인내력을 시험하는 동시
에 민감한 문제는 회피한다.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는지, 향후 해외전력시장의 전망은 어떤지 등을 연구하며, 또 참석한

●

어런까오쭈앙(惡人告狀)=상대 협상대표

각종 해외 세미나, 교육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10여부 이상 복사하여 각 개발팀에

에 ‘강적’이 있는 경우 그를 면전에서나 혹

배부하여 번역하여 공부하거나 자체 토론토록 하였다.

략이다.

은 동료들 사이에서 비방해 이간시키는 전
●

이 과정에서 필자는 1994년 9월 프로젝트 파이낸스 업무를 배우기 위해 홍콩 P

부추겨 협상 입장을 약화시킨다.
●

Investment Bank 및 A Law firm, C Engineering Firm에서 2주간 교육을 받았으나,

나 하여 상대방에게 측은한 마음을 불러일
으키는 전략이다.

사업구도가 명확하게 잡히지 않아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교육 마지막 날 프로젝트에 대한

●

이로우커깡(以柔克剛)=상대가 강경할 경

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면서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묻자, 그들은 Case Study가 최선이라며

지구전으로 끌고 가는 전략이다.

홍콩 호프웰(Hopewell)사가 추진한 중국 광동성에 건설한 샤지아오(Shajiao) B와

●

휴회이짠리에(休會戰略)=협상이 대치상

태에 있을 경우 상부의 지침을 받아오겠다

C발전소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을 통해 샤지아오 사업의 전모를 알 수 있는
Project Information Memorandum (PIM)을 입수할 수 있었다.

앙쭈앙커리엔(洋裝可憐)=의도적으로 처

량한 표정을 짓거나 책상에 얼굴을 파묻거

교육 마지막 날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의한 PPP형 해외사업에 대한 방법이나

20

삐츠허우리(卑詞厚禮)=공손한 태도로 상

대방을 칭송하고 선물을 안기며 자만심을

고 하면서 휴회를 제의하여 시간을 버는
한편 상대로 하여금 회의에 대해 다시 한

결과적으로 이러한

번 생각하게 하는 것.

사례연구는 후에 K공사가 해외사업을 추진시 전략적 큰 그림을 그리고, 사업방향을

●

처룬짠리에(車輪戰略)=협상대표를 자주

바꿔 상대방을 피로하게 하는 전략이다.

정하는데 커다란 참고가 되었다.

●

사과짠리에(謝過戰略)=겉으로는 어리숙

하게 보이고 속아주면서 소리 없이 비밀계
획을 세워 기회를 잡아 상대의 양보를 받

필자는 호프웰사의 해외사업 추진전략을 벤치마크 하고 상호 전략적 제휴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다시 홍콩에 가서 호프웰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로 홍콩 호프웰사의 발전사업 참여 동기 및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 내거나 상대방을 역으로 속이는 방법이
다.(출처 : 경향신문)
20

Project Information Memorandum
(PIM)이란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하기위
해, 금융기관에게 해당 사업의 모든 정보

홍콩 호프웰사는 당초 부동산 개발업체였으나 1983년 민자발전 시장에 참여한 이후

알리는 서류로서 해당사업의 경제성, 기술
성, 법적 타당성, 리스크 이외에 해당 국가

1995년 현재 건설중인 발전소가 미화 50억불, 협상중인 발전소가 미화 100억불에 이르는

의 위험도 등 모든 정보를 포함한 중요서

아시아 최대 민자발전 사업자로 부상하였고 이를 위해 호프웰사는 1993년 민자발전 사업을

트로 이루어진 문서임

류로 많게는 10여권의 관련 정보가 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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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할 CEPA사를 설립 홍콩 증시에 상장(IPO)하여 투자자금을 조달 하였다. 21
먼 저 , C E PA 사 의 B OT 형 민 자 발 전 사 업 의 참 여 동 기 및 추 진 경 위 를 보 면
호프웰사(CEPA사의 모기업)가 1983년 중국 광동에 1,200실 규모의 China Hotel을
건설하였으나 전기가 부족하여 정상가격 이외에 1KWh당 2.5센트를 별도 프리미엄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기를 China Light & Power로 부터 우선 공급을 받았으나 전기
품질이 좋지 않아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가 수시로 멈춰 서거나, 전기가 통째로 나가 객실에
촛불을 켜 두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호프웰사는 중국측에 홍콩으로부터 구입한
전력가격에 China Hotel과 같은 BOT 방식으로 발전소를 건설할 것을 광동성 정부에
제안하였다.22
광동성 당국은 BOT사업 종료 후 발전설비의 양도 가격 산정의 문제와 전력요금
기준 책정의 어려움 및 호프웰사가 과도한 이익을 남길까 하는 우려로 계속 거부하다
중국 측과 합작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중국에서 최초의 BOT방식의 발전사업으로
SHAJIAO B 발전소의 건설이 개시되었고, 이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호프웰사는
SHAJIAO C 발전소의 추가 계약에 이어 필리핀의 나보타스(NAVOTAS) 발전소 건설 및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 등 아시아 각국에 본격적인 발전 PPP 사업에 적극 진출 하였다.
그러나 CEPA사는 중국에서 사업 여건이 악화되고 또 인도네시아 및 파키스탄에 진출한
사업의 협상이 예정대로 추진되지는 않고 막대한 자금이 끊임없이 들어가자, 1996. 11월
미국 미란트 사에 호프웰이 보유한 주식 80%를 미화 25억불에 매각하고 발전사업에서
철수하였다.23
전술한 호프웰사의 사례외에 K공사와 같은 전력사로서 오래 전부터 활발하게
해외사업을 추진하여온 프랑스전력공사(EDF)의 해외사업 진출방식과 K공사의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결국 K공사 해외사업 참여 방향은 PPP 사업이란 결론에 도달하였다. 특히
PPP 사업은 적절히 리스크만 관리하면 적정수익이 보장되고, 건설후 운영을 중시하고,
재원조달을 의무화하는 PPP사업의 특성 때문에, K공사가 국내 건설회사와 기자재
제작회사 등 관련사를 선도하여 참여한다면 국내기업의 수출에 크게 도움이 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는 명분도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24
이러한 입찰참여 실전과 연구를 바탕으로 1996년 “전력사업의 해외진출 방안”이라는
해외사업 최초의 전략보고서가 출간 되었고, 이어서 “사업금융(Project Finance) 편람”을
비롯한 “해외전력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리스크 관리방안”, “K공사 해외사업 조직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 등의 연구를 통해 내실 있는 해외사업 진출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21 CEPA사는 Consolidated Electric Power
in Asia의 약자임.
22

BOT(Build, Operate, Transfer)란 민간사
업자가 자기 돈을 투자하여 건설 운영 투자
비를 회수 후 허가권자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 해 주는 PPP사업의 일종임.

23 이때 호프웰이 매각한 주가 홍콩 증시에 거
래되는 시가의 1.6배가 넘는 프리미엄을 받
은 것으로 알려짐.
24 실제 일리한의 경우 국내 건설업체 등이 하

그들에게 무한히 넓은 바다에 대한 동경을 가르쳐라

청으로 참여, 미화 약 2억불 상당의 수출 증
대 효과를 거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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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콜린스의 저서 Good to Great에서 “위대한 기업의 리더들이 전환에 착수하면서 맨
처음 한 일은 적합한 사람들을 버스에 태우고, 부적합한 사람들을 버스에서 내리게 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나서 버스를 어디로 몰고 갈지 생각했다. 비전, 전략, 조직시스템, 전술
등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가 더 중요한 일의 지침이었다. 사람이 중요한 자산이
아니라 적합한 사람이 중요한 자산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K공사 해외사업 성공의 원인은 무엇일까? K공사도 일을 만들기 전에 해외사업에
적합한 우수한 인재들을 버스에 태워서가 아닐까? 때로는 우직한 무소처럼 저돌적으로
마케팅에서 역량을 발휘한 사람, 또 조직 내의 부정적 분위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수시로 유관부서를 찾아다니며 해외사업 당위성을 설명한 사람, 또 모르는 것은 배워가며
자기 업무를 위해서 혼신의 열정을 다해 각자의 일에 매진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자발적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 이 모든 사람들의 열정과 땀의 결과가 오늘날 K공사의
해외사업 성공의 동인(動因)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오늘 여러 회사에서 추진하려는 해외사업도 산업 분야가 다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K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필자의 경험이 향후
해외사업을 추진 하려는 회사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린왕자”의 작가로 알려진 앙트안 드 생텍쥐베리의 다음 글로
마무리를 짓고자 한다.
만약 배를 짓고 싶다면
북을 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목재를 마련하고,
임무를 부여하고,
일을 나누어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한히 넓은 바다에 대한 동경을 가르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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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건설산업의 특성 및 하도급의 필요성
건설산업은 본질적으로 공정이 다양하고 여러 세부 건설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복합산업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데, 이러한 산업적 특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각
공정에 따른 전문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줌으로써 하수급인이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공기의 단축 및 수급인의 인적·물적 조직의 관리 및
유지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하도급을 통한 분업화는 건설산업 분야에서
예외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 아닌 보편적인 관행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원도급과 하도급의 복층적 계약구조로 인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라는 1대1
계약관계가 원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이라는 중층 계약구조 혹은 하나의 수급인을
중심으로 다수의 하수급인들이 관계를 맺게 되는 복수의 병렬적 계약구조로 변경되게
되었다. 이처럼 건설시공 분야에서 하도급의 보편화로 참여자간 계약관계가 복잡해지게
되었는데, 발주자가 특정인을 직접 선택·지정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그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다.

2. 발주자 지정 하수급인(Nominated subcontractor)의 문제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신의 일의 완성을 위하여 스스로 하수급인을
물색하고 계약조건을 협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발주자가 특정 부분의

법무법인 정경(MEA Law Firm)
변호사

이덕규
법무법인 정경(MEA Law Firm)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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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수행할 하수급인이나 신뢰성 높은 특정 자재의 공급을 위한 공급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 형태의 하수급인 중 후자의 하수급인을 흔히 발주자 지정
하수급인(nominated sub-contractors, 이하 “지정 하수급인”) 내지 발주자 지정
공급자(nominated suppliers)라 부른다.
이렇게 발주자가 직접 하수급인을 지정하는 목적은 대개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지정함으로써 발주자는 자신이 원하는 전문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하수급인을 자신의 공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가격이나 계약조건, 기술적 사양이나
설계 등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직접 협상하여 반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 발주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수급인을 통함으로써 계약관계로부터 발생
또는 파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문제들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발주자의 지위에서 누릴 수 있는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의 관점에서
발주자 지정 하도급계약을 파악하면, 발주자가 계약의 상대방을 특정인으로 지정하고,
계약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신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적은 상태에서 체결된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발주자의 손해를
모두 수급인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은 수급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하에서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그 준거법으로 빈번하게 채택되는 영국법과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대한민국의 법의 관점에서 지정 하수급인의 문제를 간략히
살펴보고, 법원 판결을 기초로 UAE에서 지정 하수급인의 채무불이행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1

Ⅱ. 한국과 영국의 지정 하수급인 문제에 접근방식
1. 대한민국의 경우
1) 법률의 규율 태도
우리 민법은 도급편에서 따로 하도급을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나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거나 일의 성질상 수급인 자신이 하지 않으면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를 사용하더라도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대로 공사를 이행하는 한 계약을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수급인이 제3자를 이용하여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약정에서 정한 내용대로 그 공사를

1 한편 하도급계약에 따른 당사자는 수급인과 하
수급인임이 분명하지만, 실제 계약 상대방 선

이행하는 한 공사약정을 불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급인이 그의 노력으로

택 및 계약 조건을 결정한 것은 발주자라는 점

제3자와의 사이에 공사에 관한 약속을 한 후 도급인에게 그 약속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

에 주목하여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하더라도 이를 도급인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다36352)”라고

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직접청구권 문

판시하여 당사자 간 약정이나 일의 성질이 불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이나 본고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기로 한다.

제도 지정 하수급인 관련 주요 논점 중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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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을 통하여 일을 완성시켜도 계약의 본지에 쫓은 이행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지정 하수급자의 채무불이행의 문제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도급인과의 관계에서는 수급인의 이행보조자(민법 제391조)로 이해된다. 즉, 하수급인의
고의·과실은 수급인의 고의와 과실이 되고, 이에 따라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귀책사유 없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2) 지정 하수급인의 경우 수급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급인은 도급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는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를 들어 자신의 책임을 면치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지정
하수급인의 경우 수급인의 관여 또는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직접
지정하여 선택하고 계약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정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수급인의
책임범을 면제 또는 제한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민법 제669조는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부정하고 있는데 지정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를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하여 발생한 하자”로 보아 수급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런데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담보책임은 건물의 하자 그 자체
대한 치유 내지 그에 갈음하는 손해를 회복시키는 제도이고, 확대손해는 그 회복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래 아부다비 법원의 판례에서 보듯, 원도급계약의 목적물이
상업용 시설인 호텔이고 공기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 동안 호텔로 영업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이른바 확대손해에 대하여도 위 담보책임 면제 조항을 근거로 수급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한편 2020. 10.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제1항이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발주자 및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하도급공사를 포함한다)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개정되었다. 실무적으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지정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관행을 반영하고, 이른바 계약 갑·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규율하고자 발주자를 강요 행위 금지 주체의 범위로
끌어들인 것이다. 다만 동법에서는 위 강요금지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81조와
제82조에서 각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를 예정하고 있고, 사법상 하도급계약의 효력,
당사자 간의 관계 및 책임의 주체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어 해당 조항을 근거로 수급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을지는 별도의 고찰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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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의 경우
1) Privity of Contract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는 발주자가 아닌 수급인과 하수급인이므로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에 직접적 계약관계가 발생하지는 않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관계의 주체가 실질적으로는 발주자이고 자신은 단순한 계약상
대리인에 불과하여 하수급인의 공기지연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발주자에게 전가하거나 시공자의 책임을 면책해달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같이 발주자와 하수급인은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권리, 의무로
엮이는 직접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영국법상 ‘Privity of Contract’이라 한다.

2) 지정 하수급인 문제의 취급
위 원칙에 따라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행위로 야기된 결과에 대해 발주자에게 직접
책임을 지고, 이 원칙은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지정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사유로 인해 공기가 지연된 경우 비록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자신의 공기지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계약의 내용이나 제반 정황이 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지정하는
절차가 늦게 되어 공기지연이나 공사비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수급인에게 발주자를 상대로 공기연장이나 비용증액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할 수 있다.
영국 건설전문법원(Technology and Construction Court)은 발주자가 지명한
하수급인이 수영장 내 보일러 공사 중 난방 시스템을 설계한 사안에서, 시공자가
발주자를 대신하여 설계 역무를 수행할 지명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설계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Sinclair v Woods of
Winchester Ltd [2006] APP.L.R. 11/22).

Ⅲ. UAE 법제 하에서 하도급 관계의 규율
1. 민사거래법 (Civil Transactions Code)의 태도
도급은 일의 완성에 그 목적을 두는 것으로서 일 자체를 반드시 수급인 자신이 직접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한, 도급인으로부터 위탁 받은 일을 수급인이 스스로 완성하지 아니하고 그 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하수급인)에 맡겨 처리하게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도급인으로부터
맡은 일을 제3자로 하여금 완성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계약을 하도급계약(Subcontract)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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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연방 민사거래법 (Civil Transactions Code, 이라 “민사거래법”) 또한
제890조에서 계약 내용이 하도급을 금지하거나 일의 성질상 수급인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가 아닌 한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2고 규정하여 하도급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동법은 제875조부터
제883조까지는 수급인의 의무를, 제884조부터 제889조까지는 도급인의 의무를, 그리고
제890조부터 제891조까지는 하도급을 규율하고 있다.

2. Dubai Court of Cassation Case No. 266 of 2008
(1) 사실관계
발주자는 두바이에 지하 및 지상 8개층으로 구성된 빌딩을 건축하기 위하여
완공예정일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65일로 하여 수급인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들은 공기지연을 대비하여 완공이 예정일을 도과하는 경우 매일 일정액의
지체상금이 발생하되 그 상한이 총 계약금액의 10%를 넘지 않도록 합의하였다. 한편 본
계약에 따르면 발주자 또는 그의 컨설턴트에게 전체 업무 중 일정한 항목의 공사를 수행할
하수급인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수급인은 발주자의 컨설턴트가 지정한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발주자는 예정되었던 완공일이 도과하자,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수급인에게 지급할 기성 공사대금의 지급을 유보하였다. 이후 양자간 공기지연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자 발주자는 수급인을 상대로 수급인의 사유로
공기지연이 발생했다는 점, 그에 따라 발주자가 지체상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보유할
권원이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소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급인은 공기지연이 지정
하수급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이유로 발주자를 상대로 하여 발주자가 유보하고 있는
대금의 지급 및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을 반소로 청구하였다.

(2) 1심법원의 판결
1심법원은 감정인을 지정하여 공기지연이 있었는지 여부, 만일 그렇다면 그러한 지연에
책임을 부담할 당사자는 누구인지, 정확한 지연일수, 그리고 손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액에 대하여 규명하기를 명하였다. 이에 감정인은 그 보고서에서 공기지연은
지정 하수급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며, 그 결과 발주자는 지체상금을 주장할 근거가 없고,
나아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지체상금을 근거로 그 지급을 유보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성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만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Article 890 (1) A contractor may entrust
the performance of the whole or part of
the work to another contractor, unless

한편 발주자는 공기지연이 하수급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의

he is prevented from so doing by a
condition of the contract, or unless the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감정인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수급인 역시 감정인이

nature of the work requires that he do it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을 판단하지 아니한 점에 이의 제기하였다. 이에 1심

remain liable as towards the employer.

in person. (2) The first contractor 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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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양 당사자의 감정의견에 대한 이의를 포함하여 감정서 전부에 대하여 추가 감정할
것을 명하였는데, 감정인은 보충 보고서에서 기존 감정의견에 오류가 없음을 설명하며
기존 의견을 유지하였고, 다만 수급인이 이의한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액 금액에 대한
의견을 추가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기초로 1심 법원은 공기지연은 지정 하수급인이 야기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발주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아울러 수급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발주자에게
잔여 도급공사 대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다만 증액된 공사비에 대한 소급인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3) 항소심 법원의 판결
발주자는, 비록 하도급계약이 발주자 측 컨설턴트에 의하여 지명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발주자가 아닌 수급인이므로, 하수급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공기지연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할 것이라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아가
발주자는 수급인이 지정 하수급인의 역무 수행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발주자와 하수급인 간 어떠한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들어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였다. 한편 수급인은 1심이 증액된 공사비에 대한 지급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대상으로 항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지정 하수급인의 공기지연은 지연의 발생을 우려한
수급인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차례 발주자의 컨설턴트에게 하수급인의 지명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컨설턴트의 하수급인 지명이 늦어진 데서 기인한다고
판시하면서 발주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수급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발주자에게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의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4) 두바이 대법원 판결
발주자는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급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는 민사거래법 제890조 제2항을 근거로,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의
책임을 부정하고, 수급인에게 공기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법률 적용을 그르친 위법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발주자는
발주자와 지명 하수급인 간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관리·감독하고 있었으므로 공기지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함을 거듭하여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두바이 대법원은, 민사거래법 제890조는 수급인이 스스로 선택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에게 적용되고, 발주자 또는 그의 컨설턴트가 수급인에게
특정 하수급인을 지정하여 하도급계약의 체결에 이른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의 구체적인 문언을 살펴보면 “발주자나 그의
컨설턴트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정해진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된 업무 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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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수급인은 해당 공기지연이 지정 하수급인에 의하여
발생되었고 수급인은 그러한 지연에 귀책이 없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 그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대법원은 발주자의 컨설턴트에 의하여 지정된 하수급인의 귀책으로 손해가
야기된 경우에도 발주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면서 발주자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의 흥미로운 점은 두바이 대법원이 법해석을 통하여 제890조 제2항의
적용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그 예외를 허용하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동 조항은 통상의
하수급인과 지정 하수급인을 구별하여 적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해석을 내린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판결에서 지정 하수급인의 경우 통상의 하수급인과는 달리
동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그 예외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이다.
민사거래법이 통상의 하수급인과 지정 하수급인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점,
제890조 제2항이 스스로 적용의 예외를 설정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정 하수급인이라고 하여 그의 채무불이행을 수급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은
문리해석에 반할 수 있다는 점,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 하수급인의 업무수행을 발주자와
하수급인 간 별도의 계약관계를 창설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연방 고등법원의 판시 등을
종합하면, 지정 하수급인의 사정으로 야기한 공기지연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을 부인한
위 판결을 발주자와 수급인 간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원칙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Abu Dhabi Court of Cassation Case 203, 250 of 2020
(1) 사실관계
대한민국 서울에 본점을, 그리고 UAE 아부다비에 지점을 둔 주식회사 T사 (이하
“수급인” 또는 “T사”)는 2009. 4. 29. 아부다비 현지 발주자 (이하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그 토후국 내 호텔의 건설공사와 신축될 호텔의 유지·보수를 수급인의
의무로 하고, 도급인은 그 대가로 수급인에게 323,904,762디르함을 지급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발주자는 해당 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완성해야 할 일 중 주방 내부 설계 및 시공,
기계·전기 등의 업무에 대하여 특정인을 하수급인으로 지명하여 그로 하여금 해당 업무가
수행되어야 함을 요구하였고, 이에 수급인은 위와 같은 업무의 수행을 그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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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사는 도급인과 체결한 건설도급계약에 따라 2009. 9. 24. 건설허가를 받고,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및 추가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2013. 12. 18. 아부다비
토후국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T사는 2014. 1. 19.
도급인에게 해당 건물을 인도하였고, 하자유지보수 기간이 끝난 이후인 2015. 02. 22.
도급계약상 의무이행을 완료하였다.
한편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주방 설계에 71일, 주방 설치에 150일, 주방 시운전과
테스트를 위해 필요한 수도관 이전에 184일 및 도급인 또한 계약 준비 때문에 143일의
지연 등 총 완공예정일을 548일 도과하였던 바, 발주자는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원인으로 기성 대금의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수급인은 도급인이 지명한 하수급인
때문에 지연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들어 잔여 기성대금의 지급 및 성과보수의 지급을
청구하여 본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2) 소송 진행의 경과
가. 1심 법원의 판단
수급인은 발주자를 피고로 하여 도급계약에서 합의한 공사 및 추가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기성 공사대금 및 총 도급계약 금액의 5%로 약정한
보너스 실제 액수 산정, 도급인의 계약 위반과 불이행으로 인해 공사지연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액을 산정할 감정인 지정을 신청하였다. 나아가 수급인은
감정인의 보고서에 제시될 수급인의 손해액에 대하여, 소제기일부터 완제일까지 연12%
지연이자를 도급인에게 청구하였다 (2015/1950 Commercial Abu Dhabi)3
이에 도급인은 별소를 제기하여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548일 지연하였고, 본건 계약에
따르면 공기지연을 대비하여 지체상금을 예정하였는데 수급인에게 부과할 지체 상금액의
산정과 공기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입은 피해 여부 및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그
손해액의 크기를 산정할 감정인의 지정을 신청하였다(2015/2178 Commercial Abu
Dhabi)4.
한편 위 각 소가 병합된 1심절차에서 해당 재판부는 본건 프로젝트 공기지연의 원인이
되었던 주방설치, 인테리어, 전기·기계 작업의 지연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감정인의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급인에게 공기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다. 아울러 원본 채무액을 한도로 하여 완제일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3 수급인은 발주자와 본건 프로젝트를 위하여
발행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수급인으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National Bank of
Abu Dhabi (NBAD)를 공동피고로 제소하였
으나, 본고의 검토범위를 간명하게 하기 위하
여 해당 부분은 생략하였다.
4 한편 수급인의 예비적 청구 내지 하수급인의
소송참가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어 있으나 논

나. 2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감정인을 새로 선임하여 감정을 명하였는데, 해당 감정인단은 주방
설치, 메인 수도관 이전, 시공 변경으로 인하여 공기지연이 발생하였고, 수급인, 발주자,

의의 주제를 선명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주제
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아울러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별
소를 제기하였으나 해당 별소의 재판 재행 경
과 및 판결은 본고에서는 다루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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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3 당사자 모두 공기지연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감정인은
수급인에 의해 발생한 지연일수는 전체 지연일수 중 발주자의 책임으로 인한 것을 제하고,
하수급인에 의한 부분을 포함한 나머지 전부라는 의견에 기초하여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감정인 보고서에
기초하여, 1심 판결 중 발주자가 책임져야할 공기지연에 대하여도 수급인에게 책임을
부담하라고 판단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5

다. 상고심 법원의 판단

아부다비 대법원은 발주자와 그의 컨설턴트가 각 2011. 11. 14. 및 2011. 12. 11. 서신을
통해 하수급인을 지정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심
사실인정에 기초하여, 2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제3자의 행위로 야기된 책임을 수급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법률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판결이유에서 민사거래법(Civil Transactions Code) 제313조는
“누구도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선택·지정하여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하수급인이 공기의 지연을 야기한
경우, 수급인이 그 지연으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나, 본건은
발주자와 그의 컨설턴트가 하수급인을 선택·지정하였기 때문에 하수급인의 지연은
발주자의 책임이라고 판시하였다. 즉, 수급인이 도급계약상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완공일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주자측이 지명한 하수급인이 자신의 귀책으로 인하여
공기지연을 발생시킨 경우이므로 수급인은 그 납기일 지연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라. 판결의 의미
위 판결을 앞서 살핀 두바이 대법원의 판결과 비교하면, 결론적으로 수급인의 선택권이
없었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수급인에게 돌릴 수 없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연 제313조가 발주자에 대한 수급인 책임의 예외에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발주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을 정한 제890조는 도급계약 관계를 전제로 한
것임에 반하여, 제313조는 미성년자나 무능력자를 감독할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 또는
자신의 지시에 복종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담하는 피감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5 또 하나의 중요 판시 사항 중 하나는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2백만 디르함을 제시하면서 합의
를 시도한 사실이 존재하는데, 발주자는 이와

지정 하수급인의 경우 발주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없는

같은 합의 제안을 수급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
정한 것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한 것이다. 민

상황에서, 대법원이 제313조를 근거로 수급인의 책임을 부인한 것은 그 현실적인

사 및 상사 거래에서 증거에 관한 법률 제51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문의 범위를 넘어가므로 논의하지 아니한다.

조가 다투어진 사안인데 해당 내용은 논 기고

UAE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본 지정 하수급인의 문제

해외건설 법률정보

94

Ⅳ. 결론
이상에서 지정 하수급인 실무관행이 왜 문제되는지, 이에 대한 한국, 영국 및 UAE가 각
해당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개괄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본고에서 주된 관심사로
주목한 아부다비와 두바이 각 토후국 대법원 판결은 발주자가 특정 하수급인을 지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하수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된
경우 수급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와 같은 결론을 지정 하수급인 문제를 다루는 UAE의
원칙적인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이다. 민사거래법 제890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정 하수급인을 별도로 상정하지 않고 발주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인이 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 대륙법계에 속하는 UAE의 경우 판례에 사실상의 구속력이 인정될지언정
법률상 구속력은 부인되는데 예외가 인정된 각 사례의 사실관계가 모두 다르다는 점,
이에 상반되는 판결 역시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하다. 또한 우리와 영국 역시
기본적인 태도 역시 수급인에게 지정 하수급인의 귀책사유에 대하여도 책임을 인정하되
예외적인 경우 이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지정 하수급인의 귀책으로 야기된
발주자와의 분쟁에서 위 판례를 원용하여, 자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며
제890조 적용의 예외를 구해 볼 수 있을 것을 것이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도급계약이 발주자의 지정에 의한 것이라는 점,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 의무
가운데 분쟁 중인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행하였다는 점, 수급인의 관리·감독상
의무이행에 해태가 없었더라도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기지연이나 하자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해야 할 것이다.

K-BUILD저널 2021.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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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의 ESG 관련 정책 및
규제 동향

윤덕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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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 Tamimi & Company는 중동지역
최대의 현지 법무법인으로 한국건설사들의
진출이 활발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GCC 전국가를 포함한 총 9개국에
17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Ⅰ.들어가며
세계적으로 중시되고 있는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모델은
석유, 천연가스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에너지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중동에서도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아직까지 ESG 경영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일부 국가에서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많은 중동 국가들이 파리협약을 비준한
후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1에도 가입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제 각 국가의 경제 및 에너지 등
정책 목표에도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ESG와 관련한 주요 중동국가(UAE, 사우디 아라비아, 카타르, 이집트 등)의
정책 및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UAE

1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
성하기로 결의한 의제로서 지속가능발전의 이
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

1. ESG 관련 정책

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1. 빈곤층 감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 2.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4. 모두를 위한 양질

UAE는 2016년 파리협약을 비준한 바 있으며,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의 교육, 5. 성평등 보장, 6. 건강하고 안전한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 제출한 자발적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9. 산업혁신

온실가스 감축목표(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NDC)에서

물 관리, 7. 에너지와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10. 모든 종류의 불평
등 해소,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12.

2021년까지 총 에너지의 24%까지 청정에너지 비중을 높이기로 하였고, 2020년에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3. 기후변화 대응,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23.5% 감축하기로

16. 인권·정의·평화, 17. 지구촌 협력확대).

14. 해양생태계 보전, 15. 육상생태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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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 있다. 이를 위해 UAE는 에너지 효율 증대, 탄소 포집 및 저장 용량 확대, 지속가능
농업 개발 및 환경친화적인 폐기물 관리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2 또한 UAE 정부는
2015년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에도 가입하여, 풍부한 식량, 양질의 교육 및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등과 함께 청정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강조하고 있다.
그 밖에 비전 2021을 통해 (i) 응집력 있는 사회와 보존된 정체성, (ii) 안전한 공공 및
공정한 사법부, (iii) 경쟁력 있는 지식 경제, (iv) 일류 교육 시스템, (v) 세계적 수준의 의료
및 (vi) 지속 가능한 환경 및 인프라 등 6개 주요 과제를 발표하였으며, 2015년 발표된
UAE 그린 아젠다 2015- 2030에서는 (i) 경쟁력 있는 지식경제, (ii) 사회개발 및 삶의 질,
(iii) 지속 가능한 환경 및 가치 있는 천연자원, (iv) 청정에너지 및 기후행동, (v) 그린라이프
및 지속가능한 자원이용 등 5개의 전략적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2. UAE의 녹색경제3
UAE 정부는 2012년 UAE 녹색 성장 전략(UAE Green Growth Strategy)을 통해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두바이 정부는 청정 및 대체가능 에너지원을
위해 민간 부문 투자를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1,000억 디르함 규모의 두바이 녹색
펀드를 발표하였으며, 2017년 말까지 24억 디르함 (미화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펀드가 추가로 조성되어 녹색 산업과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펀드는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솔라 파크 4단계, 두바이 국제공항 및 이코노믹 존
월드(JAFZA)와 같은 프로젝트에 활용되었다.
2 통합 폐기물 관리법(Federal Law No 12 of

U A E 의 중 앙 은 행 인 퍼 스 트 아 부 다 비 뱅 크 ( FA B ) 는 2 0 1 6 년 1 월 녹 색 채 권
4

원칙(GBP) 에 따라 향후10년 내 환경 및 사회 건전 사업 활동에 총 100억 달러(367억
디르함)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고, 2017년 3월 첫 녹색 채권을 발행했다.

2018 on Integrated Waste Management)
은 폐기물 관리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최적의 기
술 적용을 통한 폐기물의 적정 처리 등을 규율
하고 있다.
3 알타미미 로업데이트(Law Update) 2021년 5월

또한 2019년에는 UAE 최초로 SDG 대출을 단독으로 주선하여 마스다르 시티 소재 에코

호 “Steps Taken By UAE Towards Sustainable

레지던스 장기 임대 자금을 지원했다. 퍼스트 아부다비 뱅크는 2020년 3월 4개의 태양광

( https://www.tamimi.com/law-update-

Development And ESG Compliance) 참조

발전소 프로젝트, 2개의 녹색 건물 프로젝트, 3개의 지역 냉방 프로젝트 등 9개의 UAE

articles/steps-taken-by-uae-towards-

국내 프로젝트를 녹색 채권에 할당하기로 결정하였고, UAE 국외에서는 모로코의 재생

compliance/?utm_source=Newsletter&utm_

에너지 발전소와 프랑스의 녹색 건물 등 2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20년 6월에는 7억 5천만 홍콩 달러의 5년 만기 녹색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한 바
있다.

sustainable-development-and-esgmedium=Email&utm_campaign=LUMay2021 )
4 녹색 채권 발행 방식을 명확히 해 녹색 채권 시
장 발전의 투명성과 공개를 권고하고 청렴성
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 자본 시장 위원회가
제정한 자발적 공정지침이다. 녹색 채권 원칙
(GBP)은 (i) 배당금 사용, (ii) 프로젝트 평가

3. ESG 관련 규제5

및 선정 절차, (iii) 배당금 관리 및 (iv) 보고 등
4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다.
5 알타미미 2021. 4. 12.자 뉴스 “The rise of

UAE는 ESG에 관한 직접적인 규제도 실시하고 있다. UAE 증권상품청(Securities

ESG in the UAE: Mandatory ESG Reporting
for UAE listed companies”(https://www.

and Commodities Authority, SCA)은 상장회사에 대해 ESG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tamimi.com/news/the-rise-of-esg-in-

있는데, 증권상품청의 상장회사 관리 가이드를 위한 시행규칙(Chairman of SCA

uae-listed-companies/) 참조.

the-uae-mandatory-esg-reporting-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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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 Decision No (03.R.M.) of 2020 concerning adopting the Corporate
Governance Guide for Public Joint Stock Companies) 제76조에 따르면, 아부다비
증권거래소(Abu Dhabi Securities Exchange, ADX) 또는 두바이 금융시장(Dubai
Financial Market, DFM)에 상장된 합자회사(public joint stock companies,
PJSC)는 매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증권상품청은 2021년 1월 10일 위
제76조에서 규정한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내용과 연간 발행 의무를
확정한 바 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회사의 장기적 전략과 다음 분야에 대한 영향을
반영해야 한다.

●

환경: 회사의 활동 및 의사결정이 환경 및 주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

사회: 회사의 정책과 활동이 사회 정의, 직원 복지 및 주변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지

●

경제 및 경영구조(governance): 회사가 사회의 경제적 이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및
지역 경제에 회사의 활동이 미치는 영향

상장 합자회사는 2021년부터 매 회계연도 종료 90일 전 또는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증권상품청에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나아가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기구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국제기준과
아부다비 증권거래소 또는 두바이 금융시장에서 발표하는 요건들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Ⅲ. 사우디 아라비아
1. ESG 관련 정책 및 규제
사우디는 중동 최대의 석유 생산국으로서 전력 발전의 상당 부분도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나,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에 가입한 후 ESG 전략을 채택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 결과 ESG에 대한 투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ESG 관련 모델을 도입하는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우디
전기 회사들은 자발적으로 ESG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사우디의 공공 투자
펀드 (Public Investment Fund, PIF)는 5개 국제은행을 ESG 패널로 선정하고 ESG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ESG 프레임워크를 정립 중에 있다.
2016년 4월에 공포된 비전 2030에서 따라 사우디 정부는 2023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9.5 기가 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비전 2030의 일환으로

6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알타미미 로업데이트
(Law Update) 2021년 5월호 “Water

2017년 발표된 국가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 및 국가 변화 프로그램에 따르면 에너지,

Resources in Saudi Arabia” (https://

산업 및 광물자원부(Ministry of Energy, Industry and Mineral Resources, MEIM)의

articles/water-resources-in-saudi-

www.tamimi.com/law-update-

주관 하에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3.45 기가 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arabia/?utm_source=Newsletter&utm_

목표로 한다. 에너지, 산업 및 광물자원부는 그 산하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개발 부서인

campaign=LUMay2021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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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DO(Renewable Energy Project Development Office)를 설치하여 국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6단계의 연간 발주가
계획되어 있으며, 1, 2단계에서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에 집중하고, 3단계부터
6단계까지는 태양광 발전 및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의 비중을 늘리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ESG 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법령이 도입되지는 않아 아직 기업의 ESG
보고서 제출 등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다.

2. 물 관리 정책 및 관련 규제6
사우디는 2020년 11월 G20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회의에서는 최초로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미래 계획에 포함시키고 G20 회원국 간 물 문제에 대한 협력을
제고하는 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물 관리 문제는 사우디가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 따라 설정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INDC)에도 반영된 바 있다.
사우디의 물 관리 정책은 물에 관한 법7과 민영화법(Privatization Law)8의 두 법에 의해
함께 규율된다.
먼저 물에 관한 법은 국가 전체의 물 자원을 보존하고 개발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수의 경우는 환경, 물 및 농업부(Ministry of
Environment Water and Agriculture, MEWA)의 사전 승인 하에 특정 지역의
담수플랜트에 의한 개발 대상이어서 동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동법은 물 관련 사업에
대한 사적 부문의 참여 및 투자, 청정하고 안전한 물 사용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 전략적인
물 저장 계획 등을 내용으로 한다. 특히 물 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 재해 발생시 국가의
긴급사태 선포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이할 만 하다.
한편 동법에 따른 물 관련 정책의 주요 역할은 환경, 물 및 농업부(MEWA)가 담당하며
그 주요 권리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

물 자원 사용 및 단기, 중기 장기 처리의 방법 결정

●

물 사용에 관한 인허가 유보 또는 철회, 인허가의 이전

●

물 사용에 관한 허용량의 축소9

●

물 사용의 합리화 촉진 및 이를 위한 권한 위임

●

인허가권자에 의한 물 소비 측정과 감독 수행

7 Royal Decree M159 of 141H Approving
the Law of Water, 7 July 2020
8 민영화법은 2021. 3. 16. Ministry Decree
no.436에 의해 공포되었고, 2021. 3. 18.
Royal Decree no.63/M에 의해 승인되었다.
9 물 사용량이 특정 기간 내 물 이용에 제한

다음으로 민영화법은 2021년 7월 24일 개정 법안이 발효되었는데, 정부 등 공공기관
및 정부 등 공공기관이 민영화 사업을 목적으로50% 이상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을 가져 오는 경우. 전기 및 열병합 규제청
(Electricity and Cogeneration Regulatory
Authority)와 협력하여 축소 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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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이후 체결한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민영화법은 PPP 개념을 도입하여 민간을 통한
인프라 사업의 시행을 주 목적으로 하며, 따라서 물 관리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물 관련 법에 따른 물 사용 인허가가 사업의 주요 리스크가
되는데, 민영화법은 정부의 인허가를 조정하는 메카니즘을 규율함으로써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동법에 따른 경제개발위원회(Council on Economic
and Development Affairs, CEDA)는 주무관청(Contracting Authority10)이 준비한
보고서에 근거하여 인허가와 관련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규제할 권한을 갖는다. 또한
민영화법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물의 최종사용자에게 직접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민영화법 제28조는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계약 위반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이른바 편의해지)하는
경우,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한 이윤도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사업시행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유의미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실제 PPP 계약 등에
편의해지시 보상 범위가 어떻게 규정될 것인지는 관할관청의 실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폐기물 관리 관련 정책 및 관련 규제11
사우디의 경우 ESG와 관련하여 특히 폐기물 관리 관련 정책 및 규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는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도 자원의 손실과 지구 온난화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UN 개발 프로그램(UN Development Program, UNDP) 및
UN 환경 프로그램(UN Environmental Program, UNEP)에서도 적극적인 폐기물 관리
조치를 독려하고 있다.
먼저 사우디 정부는 폐기물 관리를 위해 2013년 고형폐기물법(Solid Waste Law12)을
제정하여 모든 유형의 폐기물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조치와 정부 및 계약상대자 간 관계에
관하여 규율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폐기물은 이를 처리할 수 있는 특수시설로 이전되어야
하며 다수 인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재활용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법은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규제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의 참여와 라이센스 취득을 촉진하고 있다.

10 민영화법에 따르면 공적 부문은 Approving
Authority와 Contracting Authority로 구

2016년 1월에는 종합 폐기물 전략(Comprehensive Waste Strategy)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양을 감소시키고 폐기물 관리를 위한
최적의 기술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 전략은 부처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해당 부처들의 사업 수행에 있어서는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방식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분되는데, 전자는 민영화 사업의 인가권자를
말하며, 후자는 민영화사업의 사업타당성 조
사, 낙찰자 결정 및 사업시행자와 계약 체결
을 담당하는 부처를 말한다. 편의상 후자를
‘주무관청’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11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알타미미 로업데이트
(Law Update) 2021년 5월호 “Waste
management in the Kingdom of Saudi
Arabia” (https://www.tamimi.com/

한편 2019년 4월에 설치된 국가 폐기물 관리센터(National Waste Management
Centre, NWNC)는 폐기물의 수입, 수출, 수집, 이동, 분류, 저장, 처리 및 최종 처분에
관한 활동들을 규제하고 있다.

law-update-articles/the-saudi-wastespectrum/?utm_source=Newsletter&utm_
medium=Email&utm_campaign=LUMay2021)
참조
12 Royal Decree No: M/48 25th Jul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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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인 2021년 1월 18일 사우디 정부는 새로운 폐기물 관리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의 일환인 폐기물 재활용 및 물질의 산업적 재사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사우디 중공업 밀집 지역의 관할관청인 주바일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
of Jubail and Yanbu)는 왕립위원회 환경 법령(Royal Commission Environmental
Regulations)을 제정하여 환경 보호 및 공공 건강 안전을 위한 국제적 표준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별 활동에 관한 환경적 요구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i)
대기질 요구사항으로서 해당 개발행위가 대기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토지
사용이 오염 수준을 증가시키지 않을 것, (ii) 수질 요구사항으로서 해당 개발행위가 주바일
왕립위원회 내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샘플 채취를 통해 금속
이온, 탄화수소, 살충제, 오일, 유기 및 무기 물질 유무를 분석할 것, (iii) 폐기물 관리
요구사항으로서 개발행위에 의해 생성된 유해 및 비위험 산업 폐기물이 공인 기관의 수집
및 기준에 따른 처리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다.
2021년 3월 27일에는 사우디 왕세자인 모하메드 빈 살만이 ‘사우디 그린
이니셔티브’와 ‘중동 그린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면서 사우디 정부의 탄소 저감과 토지 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고, 최근에는 환경 법령 위반을 감시하기 위한 기관 설립을
발표한 바 있다.

Ⅳ. 카타르
카타르는 파리협약 및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가입국이지만, 아직 관련 법령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2008년에 공포된 카타르
비전 203013에 정의된 정부의 목표에 사회적 및 환경적 발전이 포함되어 있으며, 환경
분야는 카타르의 주요 미래 개발 방향이 환경 보호 및 보존 요건에 부합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카타르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2024년까지 20%까지
올리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러한 카타르 비전 2030에 따라 사회 및 환경 분야에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는 지속가능성과 ESG 전략에 대한 계획을 꾸준히 발표해 오고 있다. 카타르
증권거래소는 지속가능성 플랫폼을 위한 카타르의 ESG 표준(standards)을 개발 중이며,
상장 회사들에게 ESG 전략을 반영한 보고서 발간을 독려하고 있다.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 석유공사(Qatar Petroleum)도 최근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 저감과 사회경제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인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13 인적 개발(Human development), 사회적
개발(Social development), 경제적 개발

2030년까지 연간 70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포획하고 저장하는 계획을 포함한

(Economic development)및 환경적 개발

온실가스(GHG) 배출 감소 목표를 자체적으로 설정하였고, 지속가능경영 모범사례를

표를 골자로 한다.

(Environmental development)의 4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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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전문가를 임원으로 위촉하여
지속가능성발전협의체(Sustainability Development Council)를 구성하기도 하였다.
2017년 설립된 원플래닛 국부펀드 이니셔티브(One Planet Sovereign Wealth Fund
Initiative)는 기후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재정적 의사결정을 위해 카타르 투자청, 카타르
국부 펀드 등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2018년 7월 국부 산업의 기후 재정 목표 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원플래닛 국부펀드 프레임워크(One Planet Sovereign Wealth
Fund Framework)14’를 공포한 바 있다.
한편 카타르는 국가비전 2030의 경제적 개발 및 환경 개발의 일환으로 ESG 경영
모델을 위한 순환 경제(Circular Ecomonay) 모델을 도입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탄소
포집 및 저장 공장을 발주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에서 500만
톤의 탄소를 격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순환 경제 실무를 정착시키기 위한
유인책으로서 이슬람 금융 및 경제 계획의 금융 부문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친환경 건물, 도하 메트로, 2022 월드컵 경기장, 녹지 사업 등에 순환 경제를 위한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카타르는 현재 ESG에 관한 규제를 제도화한 법률이나 규정은 없으나,
정부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조를 강조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ESG 모델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멀지 않은 시점에 관련 규제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Ⅴ. 이집트
이집트는 비전 2030을 통해 지속가능 개발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이집트 정부는
이를 위해 경제 다변화에 집중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에너지 생산량의
32.5%까지 확대키로 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다수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한편, 이집트는 ESG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예정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ESG 규제는 이집트의 2030년 비전인 지속가능성 발전 전략을 반영한 것인데,
금융규제청(Financial Regulatory Authority, FRA)에서 최근 공포한 칙령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이집트 주식 거래소에 상장된 금융회사 중 발행주식이 1억 이집트
파운드 이상인 회사는 매년 재무제표 제출시 ESG 관련 정보도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며,
비금융회사는 발행주식이 5억 이집트 파운드 이상인 상장기업의 경우 ESG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외에 기후 변화의 재정적 영향에 관한 요건을 경영보고서에 공개해야 한다.
해당 칙령에 따르면 ESG 관련 지표는 회사의 환경 보호, 다양성, 차별행위 금지 및
보건안전 등 제반 활동에 대한 50가지 질의사항에 따라 평가되며, 이 내용은 이사회
보고서에 첨부된다.

14 https://www.qia.qa/Resources/
onePlanetswf_A5_V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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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어
이상과 같이 중동 국가들은 ESG 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책들을 실행해 오고 있다.
ESG 관련 보고서 제출 등 직접적인 규제는 아직까지 UAE와 이집트에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기에, 현 단계에서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 관련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법 규제를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ESG 모델을 강조하는 세계적 추세와 중동 국가들의 적극적인 입장을 고려하면
언제 규제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ESG 관련 규제의 추이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K-BUILD저널 2021.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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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지연(Concurrent
Delay)에 대한 영미법계의
논의와 향후 연구 과제

김승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 동시지연의 개념
건설공사에서는 많은 경우 시공자의 이행지체와 발주자의 방해행위가 동시에
작용하여 공기지연이 발생하는데 이를 동시지연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동시지연
상황에서 시공자에게 공기연장이 주어져야 하는지 또 공기연장에 따르는 공기지연
비용(prolongation cost)을 시공자가 청구할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연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청구할 권한이 있는지를 둘러싸고 매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1983년 영국에서 설립된 건설법 협회(Society of Construction Law) 1가
2002년 공표한 Society of Construction Law Delay and Disruption Protocol(이하,
“SCL Protocol”) 2 에서 다루고 있는 동시지연을 소개한다. 주의할 것은 비록 SCL
Protocol이 영국 법원의 Malmaison 사건과 궤를 같이 하지만, 영국이나 호주 법원에

1 영국 건설법 협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s://www.scl.org.uk/을 참조 바란다.
2 영국 건설법 협회에서 2000년에 SCL
Protocol 제정 안건이 발의되어, 이를 위
해 50명의 건설전문가들로 작업 그룹이 구
성되었는데, 1년 6개월 후에 첫 번째 SCL

의해 얼마나 무게가 주어질지 아직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SCL Protocol은 영국

Protocol 협의초안이 성안되었다. 그 후 400

건설법 협회라는 사적인 단체가 만든 하나의 지침일 뿐이므로, 계약에서 특별히 그 적용 및

렴하여 SCL Protocol은 2002년에 공표되었

그에 따른 효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계약의 준거 규범으로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Great Eastern Hotel Company v John Laing Construction
Ltd 사건3에서 동시지연과 관련하여 피고는 인과관계에 관한 계약의 일반 원칙과 함께

여명으로부터 이 초안에 대한 서면 의견을 수
으며 2017년에 SCL Protocol 2판이 발간되
었다. SCL Protocol은 크게 핵심 원리(Core
Principles)와 지침 파트(Guidance Part)
로 나뉘는데, 지침 파트는 Part A는 Delay,
Disruption & Acceleration Concepts,

동시지연이 있는 경우 지연의 계산 방식과 관련하여 SCL Protocol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Part B는 Guidance on Core Principles,

주장한 사례가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지연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고(즉,

을 규정하고 있다. (https://www.scl.org.

동시지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동시지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SCL Protocol이 지연의 계산 방식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하지

Part C는 Other Financial Heads of Claim
uk/sites/default/files/documents/SCL_
Delay_Protocol_2nd_Edition_Final.pdf)
3 (2005) 99 Con LR 45, para.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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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SCL Protocol은 동시지연을 개념적으로 진정한 동시지연(true concurrent
delay)과 보다 통상적인 의미의 동시지연으로 구분한다4.
먼저 진정한 동시지연은 발주자 위험사건(Employer Risk Event)과 시공자
위험사건(Contractor Risk Event)인 두 개 이상의 공지지연 사건(Delay Event)이
동시에 발생하고 그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발주자 위험사건이란
계약 하에서 발주자의 위험과 책임으로 되어 있는 공기지연 또는 생산성 저하의 사건이나
원인을 말하며, 반대로 시공자 위험사건이란 계약 하에서 시공자의 위험과 책임으로
되어 있는 공기지연 또는 생산성 저하의 사건이나 원인을 말한다. SCL Protocol은
이러한 진정한 동시지연은 실제로 매우 드물다고 하면서, 그 예로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현장출입권을 확보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공자는 착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resources)을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를 들고 있다.
보다 통상적인 의미의 동시지연은 두 개 이상의 지연 사유가 다른 시기에 일어났으나, 그
지연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시공자의 완공지연(Contractor
Delay to Completion)이 일어난 후에 발주자의 완공 지연(Employer Delay to
Completion)이 일어나서 시공자의 지연과 함께 계속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를
순차적 동시지연(Sequential Delay)이라고도 하는데, Royal Brompton Hospital
NHS Trust v. Hammond & Ors (No 7) 사건에서 법원은 진정한 동시지연과 순차적
동시지연을 구별하면서, 예를 들어, 시공자가 노동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이미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공자가 지체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공기지연을 초래하였을
관련 사건(Relevant Event)5이 발생하였으나, 실제로는 기존 지연에 의해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시에 작용하는 사건들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록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관련 사건은 완공예정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공사가 정상적으로 공정표의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건이 발생하였고, 둘 중의 어떤 것이라도 단독으로 공기지연을 초래했을
것이며, 이 중 하나가 관련 사건이고 다른 하나가 비관련 사건인데 이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과는 구별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한 동시지연이 존재한다고
판시하였다6.
법률적 관점에서 순차적 동시지연의 경우 발주자의 지연이 완공지연의 유효한 원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두 견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시공자 위험사건이 완공일을 1월

4 SCL Protocol Guidance Part B, paras.
10.3-10.4.
5 관련 사건(Relevant Event)이란 계약상 시공

21일에서 2월 25일로 5주 시공자의 완공지연을 초래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발주자의

자에게 공기연장이 부여될 수 있는 사건을 말

공사변경 지시에 의해 2월 1일에서 2월 14일로 발주자의 완공지연이 초래되었다고

게 공기연장이 부여될 수 없는 사건을 말한다.

가정하자7. 한 견해는 두 사건 모두가 다른 사건이 없었더라면 각각 완공지연을 초래하였을
것이므로,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지연에 대한 유효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보는

한다. 반면, 비관련 사건이란 계약상 시공자에
6 [2001] 76 Con LR 148, 173-174.
7 SCL Protocol Guidance Part B, para.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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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8. 이러한 견해는 완공지연이 발주자와 시공자 양자의 과실 때문이라면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정표상 주경로(critical path) 공정분석이
일반적이지 않았던 시기의 영국 판례에 의해 지지될 수 있다. 그러나 반대 견해는 발주자의
지연은 시공자의 완공 지연으로 인해 이미 더 장기간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완공
지연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유효한 완공지연의 원인은 오직 시공자
위험사건이라는 것이다.9 이러한 두 견해 중 SCL Protocol은 후자의 견해를 지지한다10.
만약, 위 사례에서 발주자의 공사변경 지시에 의한 완공지연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일어났다고 가정한다면, 시공자는 5주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자는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3일에 대한 지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11.
중요한 것은 진정한 동시지연은 지연 사건들이 공정표상 주경로(critical path) 공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발생한다는 점이다. 순차적 동시지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동시지연을 논할 때는 공기지연의 효과가 여유기간(float)이 없는 주경로 공정상에
발생하고, 반드시 완공일 지연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12.

8
9

앞서 말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진정한 동시지연은 매우 드물게 발생한다. 각각 독립적인
시공자 완공지연과 발주자 완공지연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실제로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지연이 존재하는지를 고려할 때, 반드시 공정표 상 어느 특정일에

SCL Protocol Guidance Part B, para.
10.8.
SCL Protocol Guidance Part B, para.
10.9.

10 SCL Protocol Guidance Part B, para.
10.10.
11

Raid Abu-Manneh, Ulrich Helm,
Jonathan Stone and Marcelo Richter,

두 개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것을 엄격히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Concurrent Analysis of Concurrent

한다. 공정표 작성 시, 며칠 내 발생한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본다는 당사자 간의

Delay: the Approach in England, the

합의에 의해, 비록 동일한 날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도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간주된다13.

(2020), Informa, pp.125-127의 Case

UAE, Germany and Brazil”, ICLR
Study도 이와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12 Paul Tobin, “Concurrent and Sequential

2. 동시지연과 방해원칙

Causes of Delay”, ICLR (2007),
Informa, p. 145.

동시지연에 대한 영국의 접근법은 방해원칙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방해원칙은
14

1838년의 Holme v Guppy 사건 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사건에서, 적어도
공기지연이 일부가 발주자에 의해 초래된 상황에서, 발주자가 시공자를 원래의

13 SCL Protocol Guidance Part B, para.
10.11.
14 (1838) 3 M. & W. 387
15 Multiplex Construction (UK) Ltd v
Honeywell Control Systems Ltd

완공예정일을 기준으로 지연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상 옳지 않다는

(No 2) [2007] EWHC 447 (TCC);

결론이 내려졌다. 이러한 방해원칙의 견지에서 사실상 거의 모든 건설계약이 공기연장

Peak Construction (Liverpool) Ltd v

15

[2007] BLR 195; 111 Con LR 78 and
McKinney Foundations Ltd (CA) (1970)

16

조항을 포함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보다 최근의 판례들 에서 확인되어왔다 .

1 BLR 111.
16

Raid Abu-Manneh, Ulrich Helm,

Coulson 판사는 Jerram Falkus Construction Ltd v Fenice Investments Inc (No

Jonathan Stone and Marcelo Richter,

4) 판결17에서 방해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공자는 발주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Delay: the Approach in England, the

정해진 시기에 공사 완공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시공자의 귀책에

“Concurrent Analysis of Concurrent
UAE, Germany and Brazil”, ICLR
(2020), Informa, pp.109-110.

의해 초래된 공기지연 때문에 어차피 공사완공은 정해진 시기에 성취될 수 없었으므로,

17 [2011] EWHC 1935 (TCC), [2011] BLR

동시지연의 경우에는 방해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이후

644, 138 Con LR 21, [2011] CILL

North Midland Building Ltd v Cyden Homes Ltd 사건18에서 다시 확인되었다.

3072, para. [72].
18 [2017] EWHC 2414 (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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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발주자가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시공자가 정해진 시기에 완공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지연 손해배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잘 확립된 원칙이다.
발주자의 방해행위가 시공자의 다른 공기지연과 동시에 발생하였든 아니든, 방해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며19, 해외건설 분야의 저명한 중재인인
John Marrin QC도 이 견해에 동의한다20.
Peak Construction (Liverpool) Ltd v McKinney Foundations Ltd 사건21에서
Salmon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기한 내에 완공을 하지 못한 것이 발주자와 시공자 둘 다의 잘못에 기인하였다면, 내
견해로는 발주자에게 지연 손해배상금에 대한 청구권을 주는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시공자가 계약조건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 부분적으로 발주자 자신의 귀책이라면
발주자가 어떻게 시공자의 계약준수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중략)
계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발주자는 통상적인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즉 발주자가 입증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공자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참고로, 앞서 소개한 North Midland Building Ltd v Cyden Homes Ltd 사건에서는
계약상 동시지연 부분에 대하여 공기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조항이
있었다. 이러한 조항은 위 Salmon 판사의 판시에서 ‘계약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동시지연의 경우에는 방해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방해원칙을 배제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있지 않는 한, 방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방해원칙이 적용되면, 계약 하에서 발주자의 방해행위에 상응하는
공기연장이 주어질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고, 실제 그러한 공기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연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무효가 된다고 볼 것이다.

3. 동시지연에 대한 접근법
1) Malmaison 접근법
동시지연에 대한 영국법의 주류적인 입장은 1999년 Henry Boot Construction (UK)
Ltd. v Malmaison Hotel (Manchester) Ltd 사건22에서 정립되었는데, 이를 통상
Malmaison 접근법이라 부른다. 이 사건의 계약에는 동시지연의 상황에서 공기연장을

19 Atkin Chambers, Hudson’s Building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었으나, 건축사가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fair

and Engineering Contracts, 12th ed.,

and reasonable) 산정하는 공기연장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Dyson 판사 앞에서
심리를 개최하기 전에, 양 당사자는 공기연장에 대한 접근법과 관련한 쟁점들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 자주 인용되는 그 합의 구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Sweet & Maxwell (2010), para. 6-060.
20 John Marrin, “Concurrent Delay
Revisited”, Society of Construction
Law (February 2013), p. 6.
21 (1970) B.L.R. 111.
22 [1999] 70 con. L.R.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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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관련 사건과 비관련 사건, 두 개의 동시지연의 원인이 있다면, 시공자는 비관련
사건의 동시 효과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건에 의해 초래된 지연 기간에 대해 공기연장을
받을 권한이 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만약 예외적인 악천후(관련 사건) 뿐만 아니라
시공자의 부족한 노무 인력 때문에(비관련 사건) 현장에서 일주일 동안 공사를 할 수
없었다면,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공사를 하지 못한 결과 완공일이 일주일 지연되고, 건축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시공자에게 일주일의 공기연장을
주어야 한다. 건축사는 공기지연이 노무 인력 부족으로 어쨌든 발생했을 것이라는 이유로
공기연장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
Malmaison 사건에서 Dyson 판사는 단순히 동시지연 사건과 상관없이 시공자는
공기연장에 대한 권한이 있을 것이라는 당사자들 간의 사전 합의를 따른 것뿐이라는
사실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Malmaison 사건에서 이와 같은 접근법은 진정한
동시지연 상황에서 공기연장을 산정하는 올바른 방법으로 광범한 지지를 받아왔다. John
Marrin QC도 특정한 동시지연의 사례와 관련하여 공기연장과 공기지연 비용에 대한

23

동시지연 상황에서 문제될 수 있는 모순된
교차 청구(inconsistent monetary cross-

권한을 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접근 방식 중 Malmaison 방식을 지지하였다. 특히,

claims)의 가능성이다. 예를 들어, 어떤 공

Malmaison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앞서 언급한 동시지연과 관련된 방해원칙, 그리고

한편으로는 발주자의 공사변경 지시로 인

사의 공기가 1개월 지연되었는데 그 원인이

정반대 문제(the obverse problem) , but-for test 와 관련된 문제들이 비교적 적절히

한 추가 역무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

해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25.

자 보수 때문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

23

24

공자 자신에게 책임 있는 공사목적물의 하
우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지연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고, 시공자는 발주자

반면, 공기지연 비용에 대해서 영국 법원은 단순히 “but for” test를 적용하여,

에게 공기지연 비용(prolongation cost)
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책임 배분을 하

시간과 관련된 비용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지 않는 한 논리적으로 두 개의 청구가 모

공기지연이 없었더라면, 시공자는 손실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성공할 수는 없으며 한 청구가 인용되면

영국 법원은 시공자에게 공기지연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를 정반대 문제

다른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느
(The obverse problem)라고 한다. (John
Marrin, “Concurrent Delay”, Society of

영국 법원은 Walter Lilly & Co Ltd v Mackay and Another 사건26에서 진정한
동시지연에서 공기연장과 관련한 인과관계 문제에 대해 더 확장된 답변을 내놓았다.

Construction Law (February 2002), p. 7.)
24

동시지연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또 다
른 쟁점으로 공기지연에 대한 공기연장 청

Akenhead 판사는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발주자의 지연에 대해 시공자에게 공기연장을

구와 추가 보상 청구의 상호관계 문제가 있
다. 공사 수행 도중에 동시지연이 발생하면

허락하지 않는 것은 법 원칙상 옳지 않다고 하면서,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일정한

발주자는 종종 시공자의 클레임이 But-for

사건들에 의해 초래된 지연에 대해서 공기연장을 하기로 계약에서 합의하였다는 사실에

인과관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였음을 이

의해 더욱 그러하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이러한 합의는 나아가 공기지연에 시공자의

다. 즉 발주자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지연에

유로 시공자의 추가 보상 청구에 대해 다툰

귀책을 포함한 한 개 이상의 유효한 원인이 있더라도 시공자는 공기연장에 대한 권한이

따른 시공자의 손해에 대해 인과관계를 입

있다는 합의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의견을 표명하였다. Malmaison 방식은

연이 없었더라면 시공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증하려면, 발주자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27

Motherwell Bridge Construction Ltd v. Micafil Vakuumtechnik 사건 에서도

시공자는 자신의 귀책으로 이미 적기에 완

적용되었으며, 앞서 소개한 Royal Brompton 사건에서도 적용되었다.

공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25
26

John Marrin (주22), pp. 15-16.
Walter Lilly & Co Ltd v Mackay and
Another (QBD)(TCC) [2012] EWHC
1773 (TCC); [2012] BLR 503.

27 (2002) 81 con LR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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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배분(apportionment) 접근법
동시지연의 원인 별로 중재판정부가 상대적인 인과율을 계산하여 발주자와 시공자 간에
책임을 배분하는 접근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책임배분 접근 방식은 건설계약과 관련한
시공자의 클레임 맥락에서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해 왔다. 이는 어느 정도 영미법계 법원이
인과관계를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의 방식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제정법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 영국 법원은 역사적으로 두 개 이상의
경합하는 원인들 간에 손해를 배분하는 접근 방식을 거절해 왔다28.
하지만 같은 영미법계라도 캐나다 법원은 계약 위반 손해배상 사건에서 책임배분을
허용하는 법리를 정립해 왔으며29, 뉴질랜드 법원30, 홍콩 법원31도 그러하다.
스코틀랜드 법원도 City Inn v Shepherd Construction 사건 32에서 Malmaison
사건과 동일한 표준계약조건 조항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이 먼저
시작되었는지에 상관없이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관련사건과
시공자 지연 사이에 진정한 동시지연이 있는 경우에, 두 개의 원인으로 인한 지연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 간에 배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항소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지지했으며, 하나는 관련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시공자의 책임인 두 개의 원인이 있고 어떤
것도 지배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 법원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연을 배분할
재량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무엇이 공평하고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경합하는 지연
원인들의 인과적 영향력을 기초로 해서 판단되고, 적절히 배분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전부 또는 전무(all or nothing)을 기초로 해서 공기연장을 결정하는 영국 법원의
접근법과 다르다.
28 John Marrin (주22), p. 5.

공기지연 비용과 관련하여서도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지지하며 Ling Management

29

Tompkins Hardware Ltd v North
Western Flying Services Ltd [1982]

v John Doyle 사건을 원용하면서 두 당사자간에 공기지연 비용을 배분하는 것이

139 DLR (3d) 329; Ribic v Weinstein
[1982] 140 DLR (3d) 258; Doiron v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 또한 but for test를 적용하는 영국 법원의 접근법과 다르다.

Caisse Populaire D’Inkerman Ltee
[1985] 17 DLR (4th) 660.

하지만, 책임 배분 접근법의 결점은 방해원칙에 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책임

30

배분 접근법은 발주자의 지연이 손해배상액의 예정 부과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33 또한 Ramsey 판사는 동시지연 사유 각각의 책임의

Day v Mead [1987] 2 NZLR 443, CA;
Mouat v Clark Boyce [1992] 2 NZLR
559, CA.

31

W. Hing Construction Co Ltd v Boost
Investment Ltd [2009] BLR 338.

정도나 인과적 영향력에 기초한 일반적인 책임 배분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은 새로운

32

(CSIH) [2010] CSIH 68; [2010] BLR 473.

불확실성의 요소를 도입하여 실무상 실행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34.

33

JB Kim, “Concurrent Delay: Unliquidated
Damages by Employer and Disruption
Claim by Contractor” Construction
Law International Vol. 15, Issue 4, Dec.

3) 지배적 원인(dominant cause) 접근법

2020, p.37; John Marrin (주22), pp.4-7.
34

경합하는 지연 사건이 있는 경우 이 중 어떤 사건이 더 지배적(dominant)인지를
기준으로 지연의 책임을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Keating on Building Contracts에서

Stephan Furst, Vivian Ramsey and Donald
Keating, Keating on Construction
Contracts, London Sweet & Maxwell,
10th ed. (2017), para 9-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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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된 접근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만약 하나는 피고의 계약적 책임이고 다른 하나는 원고의 계약적 책임인 두 개의
원인이 있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책임이 있는 원인이 유효하고 지배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원고가 승소할 것이다. 어떤 원인이 지배적인지는 사실 판단의 문제로서
단순한 시간 순서가 아니라 상식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될 사항이다35.
지배적 원인 접근 방식이 적용되었다고 언급되는 판례 중의 하나로서, John Doyle
Construction Ltd v Laing management (Scotland) Ltd 사건36에서 MacLean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떤 손실 항목이 다른 사건들이 그 발생에 일부 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건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할 때가 빈번하게 존재한다.
이 경우에 발주자가 책임있는 사건 또는 사건들이 손실 항목의 지배적 원인으로 기술될 수
있다면, 일정 부분 적어도 동시에 발생한 다른 원인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John Doyle 사건이나 City Inn 사건이 정말로 지배적 원인 접근 방식을
지지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처음부터 두 사건들의 사실관계가 동시지연에
해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37.
지배적 원인 접근 방식을 따르게 되면 동시지연의 경우 동일한 인과적 잠재력을 가진
한 개 이상의 지연 원인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의사결정자가 지배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원인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난점으로 거론된다. 또한 지배적 원인 접근
방식은 방해원칙과의 충돌이 발생하는데, 시공자의 귀책이 지배적인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발주자의 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시공자의 공기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38. 지배적 접근 방식은 1980~90년대에 많이 주장되다가
현재는 거의 주장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동시지연 분석과 관련한 추가적인 논점
1) 시공자의 Disruption 클레임

35 Keating on Building Contracts, 5th
edition, Sweet & Maxwell (1991), p.

John Marrin QC는 동시지연의 경우 시공자의 공기지연 비용 청구의 가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배적 접근 원인 방법이나 책임배분 접근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앞의 논의와
마찬가지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 결국 시공자의 공기지연 비용 청구에 대해서는
But-for 시험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결과적으로 SCL Protocol
및 미국의 전통적인 접근 방법에 따른 결론과 유사한 결론에 도달한다고 한다39. 하지만

195.
36

2004 SC 713 (Court of Session, Inner
House), 2004 SCLR 872, [2004] BLR
295.

37 John Marrin (주22), p. 14.
38 John Marrin (주22), p. 14.
39 John Marrin (주18), pp. 17-19.

동시 지연(Concurrent Delay)에 대한 영미법계의 논의와 향후 연구 과제

해외건설 법률정보

110

시공자가 발주자의 지연으로 인해 공기지연 비용은 But-for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청구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발주자를 상대로 발주자의 행위로 인한 생산성 저하에 대해
disruption 클레임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별개의 문제인 것으로 생각된다40.

2) 발주자의 일반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발주자가 방해원칙의 적용에 의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하더라도, 지연으로 인한 일반적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발주자가 시공자의 계약위반으로부터 자신이 입는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러한 손해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41. Rapid Building v Ealing Family Housing 사건42에서
Stephenson 판사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한 청구권이 상실되거나 없어지더라도,
피고는 일반적인 손해배상(unliquidated damages)에 대한 반대 청구(counterclaim)를
할 권한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도 판시하였다.

3) 공정표의 계약적 지위
공정표에 기초해서 공기지연 분석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정표의 계약적 지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공정표가 계약 문서로 편입되지 않는 한, 시공자가 공정표에
따른 순서대로 공사를 수행해야 할 묵시적인 의무는 없다43. GLC v Cleveland Bridge
사건44에서 법원은 시공자는 자신의 공정표에 일치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속도대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Burr는 공정표에 기초한 책임 배분 접근법을
비판했다. 대부분의 표준계약조건에서 시공자는 공정표가 계약 문서로 편입되거나,
시공자가 공사를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사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완공일 전까지 공사 도중에 공사를 지연시킬 권리를 보유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45.
2017년 FIDIC 계약조건 제8.3조[공정표]는 시공자가 착공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8일

40 JB Kim (주31), p.38.

이내에 공사 수행을 위한 최초의 공정표를 엔지니어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 수행 도중

41 JB Kim (주31), p.37.

공정표가 실제 공사 진도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달리 시공자의 의무와 일치하지 않을 때,
실제 공사 진도를 반영하기 위해 수정된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FIDIC 계약조건에서 공정표는 계약 문서로 볼 수 있는가? FIDIC 계약조건의 계약의

42 (1984) 29 BLR 5, 16 and 19.
43

John Uff, Construction Law: Law and
Practice Relating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London Sweet & Maxwell
(2017).

정의 조항46에도 계약합의서 또는 낙찰서에 별도로 계약 구성문서로 기재되지 않는다면,

44 (1986) 34 BLR 50.

공정표는 계약 체결 당시 계약 문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견으로 공사가 시작된 후

45 Keith Pickavance, Delay and Disruption

시공자가 엔지니어에게 제출하는 공정표를 계약적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 문서로 보기는

in Construction Contract 3rd ed.(2005),
London LLP, p.620.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공정표에 기반한 공기지연 분석 방법의 정당화 근거를

46 FIDIC 계약조건 제1.1.9조 “계약이라 함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답은 아직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져

언급된 부록, 본 계약조건, 발주자 요구조건

있는 것 같다.

계약합의서, 낙찰서, 입찰서, 계약 합의서에
서, 계획서, 시공자 제안서, JV약정(해당되
는 경우) 및 계약합의서 또는 낙찰서에 기재
된 추가 문서(만약 있다면)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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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지금까지 동시지연을 둘러싼 영미법계 국가의 논의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같은
영미법계 국가라 하더라도, 영국 법원은 동시지연과 관련하여 전부 또는 전무 방식의
접근법을 취하고 있음에 비해, 캐나다를 비롯한 다른 영미법계 국가들은 책임 배분 방식의
접근법에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느 접근법도 완벽한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각각 이론적인 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할 관련 문제들도 있다.
또한, 한국 건설사들이 해외 프로젝트에서 대륙법계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계약
하에서 공사 수행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륙법계 국가들이 동시지연에 대해 어떠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아직 필자의 연구가 부족하여
가까운 미래의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K-BUILD저널 2021.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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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대만 고속철도사업은 대만 수도 타이베이와 남단에 있는 상업도시 카오슝을 잇는
총 연장 3백45Km의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공사로, 독일과 프랑스의 선로 기술에
일본의 신칸센 차량을 도입하였고, 궤간은 표준궤로 설계되었으며 최고영업속도는
300㎞/h에 이른다.
고속철도 건설은 총 12공구로 나누어 발주되었는데 대부분을 일본과 독일기업들이
나누어 수주하였고 일부 구간을 한국기업이 수주하였다.
고속철도의 전체 완공은2006년에 이루어졌지만 시험운행 중 두 차례의 탈선 사고가
발생해 개통은 차일피일 미루어 지다가, 타이페이 ~ 쭤잉 전구간의 정식운행은 2007년
3월 2일부터 시작되었다. 운행은 열차에 따라 정차역이 다르며, 타이베이- 쭤잉 간 소요
시간은 열차에 따라 1시간 36분~2시간이다.
대만의 고속철도 개통은 대만인들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는데, 당시
경합하던 대만 국내선 항공편은 그야말로 고사했고, 국내선으로 정신없던 숭상공항에는
다시 국제선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필자가 근무했던 국내건설사의 C280구간은 Chiayi ~ Tainan간
총 36.9Km 구간인데, 계약체결 직후 즉각 경험 많은 인력들을
현장에 투입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동시에 Design
Development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발생한 대규모 지진
영향으로 대만 정부가 내진설계를 강화하는 법규 시행 및 이를 반영한
발주자의 Instructions로 시공사는 진행하던 설계를 중단하고 변경된
기준으로 재설계를 하게 되면서 현장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다.
시공사는 법규변경에 따른 발주자 지시에 대해 VO를 통해
공기연장 및 도급금액 증액을 추진하였으나 법규변경의 VO 해당
여부, 설계변경 물량 검증 방법 및 공기연장에 대한 발주자와의
합의가 지연되면서 클레임 단계로 전환되었다.
본인이 참여했던 발주처와의 클레임 협상 및 Conciliation 과정을
통해 지진설계에 대한 법규변경의 영향이 어떠했는지, 협상과
Conciliation 과정에서 부각되었던 쟁점들 및 이후 추진된 SMP
(Special Measures Program) 합의까지의 경험을 본 소고를 통해
공유하는 것이 해외건설에 참여하는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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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프로젝트 소개
1. 공사 개요
C280구간은 Chiayi현과 Tainan현을 연결하는 36.9Km 고속철로 구간으로,
(Pa Chang 및 Chi Shui rivers 관통)
교량구간 36.7km 및 역사 1개소 (빌딩공사는 제외) 포함

2. 프로젝트 관계자
1) 발주자 : THSRC (Taiwan High Speed Rail Corporation)
대만의 태평양그룹과 장영그룹 등 5개사가 합작하여 설립
2) 시공사 : 국내 S사(51%), 국내 D사(29%), 대만 IE&C (20%) J/V
3) 설계사 : CTCI Corporation +벽산 + PBMM (Parsons Brinckerhoff) Merz and
McLellan Ltd. J/V
4) CICE (Contractor’s Independent Checking Engineer): High Point Rendel

3. 시공계약 주요조건
본 공사 시공계약서는 영국의 ICE (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 표준계약서에 대만
현지법과 건설관행을 반영하여 수정되었음 (ICE는 FIDIC의 근간)

●

계약방식 : Design - Build, Lump Sum Price Contract

●

도급액 : USD 5.5억

●

계약공기 : 2000.03.01 ~ 2004. 5. 28 (1550일), (4개의 Milestones, LD 조건부)

●

지불통화 : NTD + USD

●

지체상금 : __ M NTD/day, Max.: 12 %

●

공사보험 : OCIP (Owner Controlled Insurance Policy),
CEAR (Construction and Erection All risk)

●

Design Life : 구조물 100년

●

분쟁 해결 조항
1) 분쟁 발생시 우선 Conciliation을 통해 해결( 3인 Conciliators, 각 사 1인씩 선임
및 대만토목협회에서 1인 선임)
2) Conciliation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ROC 중재 진행(3인 중재인, 타이페이에서
영어로 진행, 단, 공사 완료 후 중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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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 검증 시스템

상기 Diagram은 Framework of the quality control system 로 정부기관, 사업주,
건설본부, 시공사, 설계검토 및 validation조직들 간의 품질관리 절차를 나타내고 있다.
대만정부는 고속철도의 안전운행을 위해 Civil Works의 Design Life 100년을
만족하도록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요구하였는데, 시공사(Design-Builder)의
설계를 CICE (Contractor’s Independent Checking Engineer)가 검토하면 다음
단계로 발주자 RE (Resident Employer) 내부조직 및 ICE/ISE (Independent
Checking Engineer/ Independent Site Engineer)가 추가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IV&V (Independent Validation and verification 컨설턴트)의 validation 및
verification과정을 거쳐 설계가 완성되도록 하였다.
계약은 발주자가 설계도서에 대해 Approval 하는 대신 SONO (Statement of No
Objection)를 발급하도록 하여 설계책임은 여전히 시공사에게 남아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계약서는 SONO가 발급된 설계부분에 대해서만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 9.1지진 영향으로 대만정부가 법규를 변경하여 내진설계기준을 대폭
강화하자 발주자, ICE/ISE 및 IV&V의 설계검토 및 verification 요구가 까다로워져
SONO 획득이 매우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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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시공사와 발주자 간에는 설계수준에 대한 갈등이 자주 발생하였는데,
시공사는 발주자의 설계검토 의견을 모두 반영하면 시공성이 떨어지고 시공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사례를 들어, 발주자의 검토내용이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항의하며,
SONO발급과 무관하게 시공사에게 설계 책임이 남아 있듯이, 시공도 SONO 발급이
없어도 시공사의 책임하에 강행하겠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발주자는 SONO없이 수행된 공사에 대해서는 기성인정을 거부하겠다고
주장하여 계약적 분쟁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1999.9.1대만지진으로
붕괴된 건물 모습

5. 공사 수행 순서 및 적용 공법
Work Sequence
1) Piles -> 2) Foundation ->3) Viaduct -> 4) 상부구조물 -> 5) Track 설치
-> 6) 전기. 통신공사 (By others)
(Piles 은 Cast-In-Place Concrete Piles 적용)

Viaduct Construction Methods
- FSLM (Full span launching Method): 29.2 km 구간
- FCM (Free Cantilever Method): 1.2km 구간
- FSM (Full Staging Method): 6.3km 구간
- Girder 제작은 PSM (Precast Span Method) 공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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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VO (Variation Order) Claim 추진
대만정부가 법규로 변경한 내진설계기준 (9.21 지진 발생 이후 지역별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을 모든 수용할 경우 공사비가 엄청나게 증가되기 때문에 발주자는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내진설계 적용범위를 축소하고 시공사에게 세분화된 설계변경을 지시하게 되었다.
시공사는 발주자의 설계변경지시로 진행 중이던 계약설계를 중단하고 발주자가
지시하는 새로운 설계기준에 따라 새로운 설계에 착수하고, 설계변경을 위해 VO
proposal을 제출하였으나 발주자가 VO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자 Claim 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발주자 지시에 따른 VO 내용
1) VO1/VO1A: 지진설계 기준 변경 (VO 1) 및 기존설계 취소(VO 1A)
2) VO2 : Design ground acceleration 값 증가 (빌딩 구조물 설계에 적용)
3) VO3 : Design Specifications 변경
Normalized Acceleration Response Spectrum Coefficient for Soil Type III
4) VO4 : 토목 구조물 설계기준 변경
Change of factor of safety for pile skin friction resistance for compression
loading under ultimate load conditions
5) C&A : Clarification & Amplification

VO 평가 방법 검토
Design-Build 공사에서 설계관련 법규변경으로 계약설계가 desig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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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중단된 경우, 설계결과물이 없어 계약설계물량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VO설계에 따른 최종 결과물(최종설계물량)과의 차이(VO물량)를 산정할 수 없어,
VO금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었다.
확실한 방법은 추가비용을 투입하여 계약설계를 완료하여 계약설계물량을 산출하는
것인데, VO평가만을 위해 실제 시공에는 쓰이지 않을 가상의 설계 (hypothetical
design)에 수백만불을 지출하는 것이기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아래의 방법만이
수용가능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시공사의 평가 방법
●

VO 금액 = (최종설계물량 x 계약단가) – 계약금액

계약금액은 이미 확정된 금액이며 계약내역서에는 직접비 + 간접비 + O&P형태로
표시되어 있어 계약설계물량을 따로 산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시공사는 공사구간을 Lot 1, 2 &3로 나누어 분담 시공하였는데 (Lot 1은
S사가 설계 및 시공, Lot 2&3은 D사 + IE&C사가 공동 설계 및 시공), 즉 JV의
성격이 Consortium과 JV 특성을 혼합한 형태로 운영되었는데, S사의 경우 Value
Engineering을 통해 Cost Saving을 추진하였고 D사와 IE&C사는 별도의 VE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러한S사의 cost saving 결과를 VO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고민하였으나,
실제 VO평가에서는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S사의 Lot 1의 value engineer을 통한 cost
saving금액을 반영하지는 않았다.
(계약서에는 VE를 언급하고 있으나 VE를 통한 cost saving 귀속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다만 발주자는 시공사의 VE를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VE 설명 : S사는 Lot1 구간에서 입찰설계인
1 Colum 교각 x 30 m span을 4 Column
교각 x 35m span 로 변경하는 value
engineering을 추진하였으나 지진설계
변경 이후 4 column x 35m span구간과
1 column x 35m span구간으로 변경하는
value engineer를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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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 Claim 협상
발주자와의 VO협상이 지지부진하게 되자 현장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 시공사가 제시한
VO 평가방법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는데, 발주자는 끝까지 다른 평가방법의 적용을
주장하였다.

●

발주자의 주장
VO금액 = (최종설계물량 – 계약설계물량) x 계약단가

●

시공사의 반론
발주자가 주장하는 방식은 계약설계물량 도출을 위해 실제 공사에 사용하지 않을
가상의 설계를 완료해야만 얻을 수 있는데, 굳이 수백만불을 지불하며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 만일 발주자가 비용을 지불한다면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VO No.

VO1/1A

Covers the aborted VO1
design works only

Covers aborted design works
including original design and VO1
design

Comparison between the original
design and the VO design after
VO2,3&4

“no objection” status of design

Actual Intended systems i.e. 1c, 35m

development following the Bid

span and 4c, 35m span systems.

design scheme, i.e. 1c, 30m span
system

Ⅳ. Conciliation 진행
발주자와의 VO Claim협상이 해를 넘겨도 해결되지 못하자 시공사는
계약분쟁해결절차에 따라 Conciliation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Conciliation에서의 주요
쟁점은 아래와 같았다.

1) 지진설계는 VO에 해당되는가?
●

발주자 주장
계약에 따르면 시공사는 현지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발주자는 시공사가
현지법규변경에 따라 설계를 진행하도록 지시(Instruction)한 것일 뿐 Variation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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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는 VO조항에 법규변경은 없으며 법규변경으로 공사의 내용이 바뀌고
공사비가 증가되더라도 누구의 부담으로 해야 하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았음
시공사는 ICE 표준계약서 commentary(해설서)를 인용하며, 현지국의 법규변경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시공사가 법규준수를 이유로 계약에 명시된 설계가 아닌
다른 설계를 진행한다면 이는 시공자가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되므로, 발주자는 시공사가
계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VO발급을 통해 계약에 명시된 설계가 변경된 법규와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IC계약 권위자의 해석을 제시하였으며 Conciliators의 동의를 받았다.

2) Valuation of Variations 방법
●

시공사가 주장한 Variation 평가 방법은 최종설계물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공사금액에서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VO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이는 Global
Claim성격으로 conciliation에서 거부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시공사는 그동안
확인된 시공사의 입찰 오류, 누락, 저가입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감액한
Modified total cost claim로 수정하여 제출하였다.

●

반면에 발주자는 설계전문가를 투입하여 시공사의 일부 완성된 설계 (전체 구간
중 약 30% 해당)를 분석하여 설계에 사용된 공식에 변수인 입찰설계 기준 값과
VO설계 기준 값의 차이를 대입하여 VO금액을 평가한 결과물을 Conciliators에게
제출하였다.

●

이에 대해 시공사는 발주자가 검토한 구간은 전체 구간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으며,
특정 구간에서는 지질 상태가 설계 공식이 달라지는 임계치에 걸쳐 있어, 결과값이
크게 달리질 수 있으므로 발주자의 단순화된 산식 적용은 허황된 계산방법이라고
반박하였다.

●

그러나 Conciliators는 시공사의 Modified Total Cost Claim을 거부하고 발주처가
제시한 평가 방식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시공사 청구 금액의 1/3 수준 인정)

Ⅴ. SMP (Special Measures Program)
시공사는 Conciliation 결과에 불복하였으나 분쟁해결 다음단계인 중재를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나 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현장소장을 본사로 복귀시키는 등 다른
방법으로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출하였다.
한편 발주자도 당시 전체 12개 공구가 지진설계 문제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어
고속철도공사 전체의 지연이 우려되었고, 지연된 공기를 만회하고 시공사의 불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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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SMP (Special Measures Program) 시행을
결정하고 시공사에서 추가 보상조건부 돌관공사를 제안하게 되었다.
이에 시공사도 발주자가 제시한 SMP시행을 통해 손실만회를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SMP 협상에 적극 대응하였는데, 시공사가 검토한 SMP Measures방안은 건설장비와
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동시진행 작업조를 늘리는 방법으로, 충분히 지연된 공기를 만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보상금액의 결정은 SMP시행을 위한 추가투입비용을 전체공기지연 일수로 나누어
일간단축비용을 계산하고, EOT entitlement분석을 통해 나온 발주처 귀책기간(=
시공사의 EOT entitlement 기간)에 일간단축비용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시공사가 받을
보상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이었다.
시공사는 성공적인 SMP 시행으로 Conciliation를 통해 회수하지 못한 보상금을
상회하는 상당한 금액을 돌관비로 받게 되어 만족할 수 있었다.

(SMP 관련 조항)
발주자에게 귀책이 있는 사유로 시공사에게 EOT Entitlement가 있더라도, 발주자는
공기연장을 승인하는 대신 시공사와의 합의를 통해 지연된 공기를 “mitigate or
extinguish” 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SMP를 추진할 수 있다.
이 때 발주자는 SMP 시행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시공사에게 지불하며, 만일
시공사가 SMP시행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공기단축에 실패하더라도, 당초 시공사의 EOT
Entitlement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한다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못하며 실제 완공한
날짜까지는 EOT를 발급하여야 한다.

Ⅵ. 나가며
반성과 교훈
대만고속철도사업에서 발주자는 VO협상에서 특정 업체와 선제적으로 협상에 나서는
것을 매우 꺼려했는데, 그 이유는 한 업체와 협상을 타결하게 되면 타 업체들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협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었다. 당시 시공업체마다
타시공업체의 대발주처 협상진행 상황을 상호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시공사도 비록 초기에 경험 많은 인력들을 현장에 투입하였지만, 지진설계변경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상황이 바뀌었을 때 발주자와의 VO 협상 지연 및 설계승인 지연 가능성을
고려하여, 낭비가 없도록 신속하게 인력재배치 등을 통한 현장관리비 저감방안을 강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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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면 현장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비록 시공 주관사는 설계승인지연과 VO 협상이 늦어지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현장소장을 교체하며 상황 개선을 시도했으나, 발주자와의 관계개선을 중요시하는
교체인력들과 VO 클레임을 통해 증가된 공사비와 현장관리비 손실을 만회하려는
기존 인력들 간의 입장차이로 발주자와의 VO 협상과 Conciliation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음이 아쉬웠다.
또한 초기에는 VO평가를 Modified Total Cost Claim 외에는 다른 평가 방식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Conciliation을 진행하면서 Conciliators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현실적인 대안 발굴이 필요함을 인지했지만 여러가지 현장 상황으로 끝내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해외건설공사에서 Global Claim이 그대로 인용된 사례는 별로 없음)

Conciliator 선임 관련
Conciliation은 3인 conciliators로 패널을 구성하는데, 발주자측 1인과 대만토목학회
선임 1인이 현지인으로, 2인의 현지인이 다른 외국인 conciliator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의결로 결정문을 작성하게 되어 외국업체에 불리한 결정이 나오게
되었다.
본 프로젝트에서도 시공사측 선임 외국인 conciliator에 따르면 conciliation
진행과정에서 현지인 conciliators 2인이 다수결로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여 중간에 그만
둘까 고민했다고 한다.
비록 12개의 전체 토목공사 계약서에 동일하게 적용된 분쟁해결조항으로
특정공구에서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결과적으로 시공사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거이다. 통상 국제건설분쟁조정 절차에서
편파적 판결을 방지를 위해서는 의장 conciliator혹은 의장중재인은 분쟁당사자의
국적자가 아닌 제삼국적자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K-BUILD저널 2021.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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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정책과는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한국의 선진 건설기술을
배우러 온 외국 연수학생들의 생생한 한국 체험담을 한영번역으로
국토교통부 가족들과 공유코자 합니다.

세번째 순서로,

AroonrotChoosakun

‘해외건설협회 글로벌 인프라개발정책역량강화(MIPD) 프로그램’에
연수 중인 태국 학생의 기고문을 소개합니다.

Office of Transport and Traffic Policy and
Planning, Ministry of Transport, Thailand.

아룬롯 추사쿤
태국 교통부 산하 교통운송정책기획본부

“MIPD” More Than an Accreditation, A Noteworthy Journey

“MIPD”, 학위과정 그 이상의 의미있는 여정

Basic Korea Face-to-face class
기초한국어 대면수업

In a world driven by digital connection and creativity,

디지털 연결과 창의성에 의해 움직이는 세상인

a comprehensive infrastructure to sustenance

요즘, 가치 창출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

comparative advantage of value creation is stated to

한 포괄적인 인프라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

function as economic driving, especially in developing

며, 이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특히 더 적용되는

countries. An excellent occasion for living in South

말입니다. 그리고 인프라개발정책 역량강화 석

Korea, one of the economic giants in the early 21st

사학위과정(MIPD)은 저에게 21세기 주요 경제

century, was brought to me by the MIPD program.

강국으로 자리잡은 한국에서 지낼 수 있는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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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able and diverse journeys throughout program

한 기회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본 과정에 참여하

participation have formed countless memorable

면서 지난 다채롭고도 귀중한 여정들은 저에게

experiences.

수많은 소중한 경험들을 안겨주었습니다.

My name is AroonrotChoosakun. I graduated with a

제 이름은 아룬롯 추사쿤입니다. 저는 학부과정

Bachelor of Computer Engineering and a Master of

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석사과정에서는 통

Telecommunications Engineering. Though my academic

신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제 학력은 교통운송정

background hardly relates to my current career as

책기획본부 정책기획분석가라는 제 현재 직업과

a Plan and Policy Analyst in the Office Transport and

관련성은 적지만 MIPD과정은 업무 관련 제 지

Traffic Policy and Planning, I anticipate that the program

식과 경험을 더 성장시켜 향후 태국의 인프라가

would advance my knowledge and experience which I

더 많은 기능과 개선된 서비스 품질, 유용성, 그

can further handle them in amending the appropriate

리고 안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프레

framework and project regulations to accommodate the

임워크 및 규제를 개정함에 있어서 제가 더 많은

infrastructure for the future development with more

기여를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capabilities, quality of service, utilization, and safety.
To complete the program within one and a half years,

1년 반 안에 석사과정을 완료하기 위해 필수로

the required academic courses have been elaborated

이수해야 했던 과목들은 통찰력있는 지식의 제

with not only insight knowledge, and experience

공과 전문성 있는 교수님들의 경험 공유뿐만 아

sharing from expert professors, but also interactive

니라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연수생들과의 토론

discussion with colleagues from different points of

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학생들

view. We have an opportunity to seize the meaningful

은 도시 인프라, 건설 사업 관리, 도시 계획 및

and useful comprehension from the lectures such as

개발, 공공사업 투자 관리, 스마트 시티 도시 개

urba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발, 민관합작투자세미나, 국토계획개발, 해외사

Thesis Seminar face-to-face class
논문작성세미나 대면수업

Online interim Thesis Presentation
중간논문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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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public investment

업개발 등의 강의를 통해 값지고 유용한 지식을

management, smart city development, seminar on

얻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강의들은

Public-Private Participation (PPP), national planning

인프라 계획의 다양한 분야들을 연결지어 이해

and development, and global project development.

하고 응용하여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해

Those courses enable us to connect the borders of the

주어 나라들의 지속가능 개발에 대해 생각하게

various convention as well as to enhance the capability

해주었습니다. 게다가 저와 제 동료는 석사과정

of adaptive thinking skills in the field of infrastructure

중 수행한 과제를 구체화시켜 학술지에 기고를

planning to reflex sustainable development for our

할 수 있었고,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처-산학협력

countries. Additionally, my colleague and I could

단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publish a journal, which has been elaborated from the
assignment and receive an award from the University

해외사업개발 수업에서는 현실적인 인프라 사

of Seoul Office Research Affairs/Industry Cooperation

업을 계획해보는 과제가 주어졌었습니다. 다양

Foundation.

한 배경과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한 팀을 구성
해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주어진 지역

A practical infrastructure project initiative has been

의 개발에 적합한 사업을 착수시키는 과제였습

designated in Global Project Development Class. A

니다. 석사과정의 정규 수업과는 별도의 포럼이

group of different backgrounds and countries has

추가적으로 매월 열려 다양한 관점의 전문가분

been formed to unfold our experience and knowledge

들이 특별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관계자들

to initiate proper projects to seek development in a

의 헌신과 협업을 필요로 하는 실무에서의 인프

selected location. Besides the regular coursework

라 개발 기획과 절차를 보여주기 위해 국내외 관

of the program, an additional forum was organized

련 교훈과 모범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이와 관

monthly and presented by experts in a multidimensional

련하여 국토발전전시관과 새만금 투자전시관 같

perspective. A lesson learned and best practice
case related to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vention were brought out
to represent the concept and procedure adaptation
in practice, which requires the contribution among
assorted constituents. With associated of a fascinating
field trip, for instant Korea Territorial Development

Paper Excellence Award
논문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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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of the national development exhibition hall

문화역 서울284 견학

국토발전전시관 견학

Tour of Donuimun History Museum
돈의문 역사박물관 견학

Museum and Saemangeum Investment Exhibition, we

은 곳을 견학하며 우리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

have learned the Korea transformation towards global

춘 국가로의 한국의 성장은 성공적인 인프라 투

competitiveness displayed to highlight a victorious

자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

march of infrastructure investment.

니다.

Furthermore, during a winter vacation, we were

겨울방학 중에는 인턴으로 일할 기회도 주어졌

assigned to participate in an internship program. I

는데, 저는 한국에서, 또 국제적으로도 인프라

had an opportunity to attend two important places of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두 곳에서 일을 했습니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Korea and Internationally.

다. 그 첫 번째 곳은 국제시장에서의 인프라 투

Firstly, I participated in the internship program at

자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의 수출 기관들

the Infrastructure Project Development Department,

과 금융 기관들의 강점을 결합한 공공 부문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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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in Winter Internship at KIND

동계인턴십

동계인턴십

Korea Oversea Infrastructure and Urban Development

간 부문의 가교로 설립된 한국해외인프라도시

Corporation or KIND, which was established as a bridge

개발지원공사 (KIND)였고, 저는 이곳의 인프라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by combining the strengths

사업 개발 부서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이 부서에

of Korean export agenc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서 근무하며 인프라와 도시 개발을 수행하기 위

to induce cooperative investment on infrastructure in

해 PPP와 국제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the global market. I have realized the importance of

되었고, 태국의 인프라 갭을 메우기 위한 PPP제

PPP and global cooperation to perform infrastructure

도의 활용 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을

and urban development. Not only have I gained more

뿐만 아니라 말하는 능력과 네트워킹 기술을 키

understanding of the introduction of the PPP scheme

울 수 있었습니다.

to fill the infrastructure gap in Thailand, but I also
enhanced my speaking skills and made networking.
Another indelible internship experience is Korean

국가철도공단에서 했던 인턴 경험 또한 잊을 수

National Railway or KNR, which has a vital role in

없는 기억입니다. 이 기관은 한국의 철도망 구

Korean railway network construction, railway facilities

축, 철도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를 하는 데 있어

management, maintenance, and facilities management.

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 직원 분

I have also gained a lot of experience, especially in

들께서는 친절하고 따뜻하게 저희를 맞아주셨

construction site visits. KNR staffs were very kindly

고, 관련 정보와 지식을 공유해주셨습니다. 시간

warm welcome, and shared information and knowledge

제약으로 인해 온라인 회의를 해야 했지만, 대

with us. Even we had to have an online meeting because

전과 서울에서 직접 만나서 회의를 할 수 있도

of time conditions, they tried to arrange the schedule to

록 일정 조율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meet face-to-face at both Daejeon and Seoul. It was also

이 인턴십은 또한 한국이 어떻게 철도망을 계획

a remarkable chance to understand how Korea plans

하고 철도 개발을 담당하는 공단 조직을 어떻게

a railway and structures the organization on railway

구성하는지 이해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

development. KNR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다. 국가철도공단은 한국이 여객과 화물 운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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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Korea to have an effective railway network to

제공하는 데 효과적인 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도

serve passengers and freight transportation, promoting

록 개발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전국 곳곳

economic activity and equality to other regions over the

여러 지역들의 경제 활동 및 균형 발전을 촉진했

country. The coverage of railway not only High-speed

습니다.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기존 일반 철도 및

Railway but also conventional and inter-city railway

도시 철도의 넓은 범위와 효과적인 철도서비스

and the effectiveness of services provide convenient

는 편리함과 높은 연결성을 바탕으로 한 기동성

and connectivity mobility. It was a great experience

을 제공합니다. KTX라고 알려진 한국 고속 열

on the Korean Train Express, known as KTX, and an

차를 탑승하고 김포국제공항역에 새로 짓고 있

experience on a new railway station construction site at

는 철도역 건설 현장을 방문하는 좋은 경험도 했

Gimpo International Airport station. Although there was

습니다. 비록 기간은 짧았지만 한국의 근로 문화

a short internship period, it was a great chance to have

를 경험할 수 있는 실제 근무 현장에서 인턴을

an internship at the actual workplace to experience the

한 것은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Korean working culture.
The achievement of fundamental infrastructure

한국의 핵심 인프라 투자는 이 나라를 살기 편하

investment turned out that living in South Korea is

고, 즐겁고,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성과를 이루

comfortable, joyful, and secure. Although some activities

어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부 활동을 하는

are prohibited because of the COVID-19 situation,

데 제약이 있긴 하나,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서도

interesting daily life in Seoul under social distancing

서울에서 즐길 수 있는 일상생활은 숨겨지지 않

principles could not be concealed. In my opinion, the

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접근성이 좋고 편리한

accessible and convenient public transportation is the

대중교통 시스템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지

most impressive. The metro network connects to each

하철 노선들은 서로 잘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

other, and also connects to different transport modes

라 다른 교통 수단과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

systematically. In addition, the management of time

며, 배차 간격 또한 잘 짜여 있어 모든 열차가 정

arrival is well organized. All trains are on time and link

시에 도착하고 다른 노선과의 환승 연결도 잘 되

to other lines. At every train station, Seoul Metropolitan

어있습니다. 서울시는 모든 역마다 근처에 버스

Site Visit at Gimpo Airport Station
인턴십 현장견학(김포공항역)

Meeting with KNR for Internship in Daejeion
인턴십

Meeting whit KNR in Seoul
인턴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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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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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formation for Arriving Bus at
Bus Stops in Busan

서울버스정류장

부산버스정류장

Government assigns the bus stops nearby for

정류장을 배치시켜 연결성을 높였습니다. 지하

connectivity. The arrival time of both metro and bus is

철과 버스의 도착 예정 시간은 전광판 또는 휴대

published via variable message signs or applications on

전화 앱에 표기되어 효율적으로 이동계획을 세

mobile phones resulting in effective trip management.

울 수 있게 해줍니다.

Another influent advancement is environment-friendly

서울의 또 다른 인상적인 발전부분은 친환경적으

development. Seoul is covered and connected by bike

로 도시가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은 자전거

lanes. Public bike service is laid out scatteringly to

전용 도로가 가득하고 연결도 잘 되어 있습니다.

serve affordable eco-friendly mobility. It is one of the

공공 자전거 서비스는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기동

major feeders to the main transportation network in

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 곳곳에 분포되어 있

the urban area. It is not surprising that an adaptive

어, 도시 내 주요 교통망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

technology has been introduced to encourage non-

고 있습니다. 도시 전반에 걸쳐 비동력 교통수단을

A Beautiful Walking along Cheonggyecheon
청계천

A peaceful afternoon in the park nearby the Han River
한강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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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ized transportation in the citywide. The service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렇듯 기술의 응용이 이루어

is a self-operating rental service via website or

진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웹이

mobile. In accordance with the roadside environment

나 모바일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데, 도로 환

and public park design, the safe and wonderful biking

경과 공원의 설계에 맞춰 구축된 자전거 전용 도로

in traveling Seoul is conveniently used anywhere and

를 통해 자전거를 타면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anytime.

서울을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As mentioned above, the heritage and modern, craft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서울은 역사유산과 현

and artificial designs are created to attract exploring an

대적이고 정교한 인공의 디자인이 공존하여 문

experience of cultures and intelligence simultaneously.

화와 정보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곳

Besides famous and well-known places in Seoul such

입니다. 역사유적지, 궁전, 쇼핑공간, 현대 건축

as historical sites, palaces, shopping areas, and modern

물들과 같이 유명하고 잘 알려진 곳들 외에도 서

buildings, urban planning delivers widely a public space

울은 시민들이 가족 및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where people can spend their time relish with families

보낼 수 있는 공공장소가 많이 조성되도록 도시

and friends. These features are not available in Seoul,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뛰어난 특

but you can access the well-performed facilities in other

징들을 지닌 공간들은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도

cities. As my journey to travel in some other areas out of

시들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수

Seoul such as Suwon, Sokcho, Andong, Daejeon, Paju,

원, 속초, 안동, 대전, 파주, 대구, 포항, 부산, 전

Daegu, Pohang, Busan, and Jeonju, I have realized the

주 등의 지역들을 여행하면서 지방분권화, 혁신,

comprehensive national development which expresses

포용 중심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기반으로 한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ies with

종합적인 전국적 발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decentralization, innovation, and inclusion.

Rodeo Street in Sokcho
속초 로데오거리

Travel to Jeonju by KTX
전주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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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MIPD Classmates
3기연수생

A Hiking Trip with Lovely Friends
등산여행

A Morning Badminton Day
배드민턴날

As a matter of fact, I have learned the significant

석사과정을 통해 인프라 발전의 중요성을 배우

evolution of infrastructure; in my opinion, the most

게 되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값진 경험은 국제

pricelessness of the program is globalized networking.

적 네트워킹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

Cooperative relationships and personal networks

니다.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연수생들은 다른 국

with scholars, professionals, and government officials

적의 여러 교수님들, 전문가 분들, 그리고 정부

worldwide are carried out throughout the program.

관료 분들과 협력 관계를 만들고 개인 네트워크

Students have an opportunity to exchange perspectives,

를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각자의 관점, 문화, 그

cultures, and challenges in developing the country's

리고 자국의 인프라를 개발하는 데 겪는 어려움

infrastructure. Within a curriculum by the International

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서울

School of Urban Science (ISUS) community, diverse

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의 교과과정 중

foreign students have interpreted exclusive preference

자국의 개발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수 있

and spread an idea to reach a new option in developing

는 수업을 여러 외국인 학생들이 특히 선호했습

our countries. A unique experience and new worldview

니다. 석사과정에서 얻은 특별한 경험과 새로운

perspective have expanded my understanding

세계관은 시민들에게 효율성, 복합성, 그리고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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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mazing Groupwork
그룹활동

and importance of urban planning towards citizen

등을 알맞게 제공하기 위해 시민 참여에 기반한

participation to deliver appropriateness of efficiency,

도시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더 깨달을 수

complexity, and equality.

있게 해주었습니다.

Lastly,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마지막으로 인프라개발정책 역량강화 석사학위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과정을 함께 제공해주신 국토교통부, 해외건설

(MOLIT), the International Contractors Association of

협회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와, 연수생들이 자

Korea (ICAK), and the University of Seoul (UOS) for

국과 한국에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모두 지원

jointly offering a Master of Infrastructure Planning and

해주신 최고의 코디네이팅 팀관계자 분들께 진

Development(MIPD) including the amazing coordinating

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team in supporting all duties from our countries to

석사과정에서의 여정 전체를 돌아보면, 계획 및

South Korea. When looking at the entire range of my

개발의 어려움과 복잡성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journey, the achievement of this scholarship program

학제적 접근방식과 공공 기관, 민간 부문, 시민

can trace me a transdisciplinary approach as well as a

들간 협력 및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

consciousness of cooperative and integrative functions

었다는 점이 제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

from public authorities, private sectors, and citizens to

합니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효율에 중점

overcome the difficulty and complexity of planning and

을 둔 적응 전략을 검토하여 급변하는 사회경제

development. An adaptive strategy focusing on efficiency

환경에 놓인 국가를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배

to become sustainable has been examined to drive a

우기도 했습니다. 저는 본 과정에서 얻은 모든

country in rapidly changing socio-economic conditions. I

경험과 지식을 제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공유할

certainly believe that all experience and knowledge from

것이며, 현재 트렌드인 집약적이고 파괴적인 혁

the program will be disclosed to my colleagues and

신 사회로 가기 위한 안전, 번영, 지속가능성 목

friends and also conveyed to contribute to Thailand’s

표를 달성하기 위해 태국의 인프라 계획 및 개발

infrastructure planning and deployment to accomplish

에 적용하여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the objectives of security, prosperity, and sustainability
towards the trends of intensive and disruptiv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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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정책과는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한국의 선진 건설기술을
배우러 온 외국 연수학생들의 생생한 한국 체험담을 한영번역으로
국토교통부 가족들과 공유코자 합니다.

DORIS DELICIA REGALADO RAFAEL

네번째 순서로,
‘해외건설협회 글로벌 인프라개발정책역량강화(MIPD) 프로그램’에
연수 중인 페루 학생의 기고문을 소개합니다.

SUPERVISORY BOARD FOR INVESTMENT IN PUBLIC
TRANSPORT INFRASTRUCTURE
TECHNICAL ADVISER

도리스 델리씨아 레갈라도 라파엘
대중교통인프라투자 감독원 기술고문

DESTINY

“인연”

(OSITRAN) Lima’s Metro Line 2 construction site
페루 대중교통인프라투자 감독원 리마 지하철 2호선 현장

In the month of July of 2021, I was part of the team in

2021년 7월, 페루 대중교통인프라투자 감독원

charge of supervising Lima’s Metro Line 2 on account

(OSITRAN)에서 리마 지하철 2호선 건설을 관

of OSITRAN (Organismo Supervisor de la Inversión de

리·감독하는 팀원으로 일하고 있던 저는 대한민

la Infraestructura de Transporte de UsoPúblico), and an

국 대사관으로부터 인프라개발정책 역량강화 석

invitation from the Embassy of Korea to take the Master

사학위과정(MIPD) 참여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Infrastructure, Planning and Development (MIPD)

리고 5개월을 보내고 첫 학기를 마친 오늘, 저는

scholarship arrived. Today, after 5 months and finishing

그 동안의 여정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the first semester, I look back on the adventure so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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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name is Doris Delicia Regalado Rafael, I’m Peruvian,

제 이름은 도리스 델리씨아 레갈라도 라파엘입

I graduated with a Civil Engineering Degree from

니다. 저는 페루 사람이고 페데리코 비야레알 국

Universidad Nacional Federico Villarreal, I took the

립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이후

Maestría de Proyectos de Inversión Master in the

인헤니에라 국립대학교에서 투자프로젝트 석

Universidad Nacional de Ingeniería, and afterwards the

사과정을 졸업했고, 또 퍼시픽 대학교에서 공

Maestría de Regulación de Servicios Públicos y Gestión

공서비스 규제 및 인프라 관리 석사과정을 밟았

de Infraestructuras in the Universidad del Pacífico. I

습니다. 저는 페루 감사원과 같은 국가 기관에

focused on the management of public works working

서 일하면서 공공사업 관리 업무를 주로 맡았

in state institutions like the Contraloría General de

고, 건설 현장의 추가 예산 평가 및 감사 업무

la República, in which I had the chance to visit many

를 하면서 페루의 여러 도시들을 방문할 기회

cities in Peru while working in auditory and additional

가 있었습니다. 그 후 대중교통인프라투자 감독

budget evaluation of constructions. Afterwards I worked

원(OSITRAN)에서 양허계약과 리마 지하철 2

in the Organismo Supervisor de Infraestructura de

호선을 관리·감독하는 팀의 일원으로 일을 하게

Transporte (OSITRAN) as a part of the team in charge of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서울시립대학교의 인프

the supervision of concession contracts and of the Lima

라개발정책 역량강화 석사학위과정(MIPD) 지

Metro Line 2. It was there where the invitation from

원을 권유하는 초대를 대한민국 대사관으로부

the Embassy of Korea arrived to apply to the Master

터 받았습니다. 저는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고,

Infrastructure Planning and Development (MIPD) in the

OSITRAN은 저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었습니

University of Seoul; I decided to apply, and OSITRAN

다. 지원서 요구사항을 단 며칠 안에 모두 준비

gave me support for my application. I recall it was a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곧 면

challenge to fulfill the application the requisites in only

접을 보게 되었고, 저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결

a few days Then came the interview and the time waiting

과를 기다렸습니다.

for the results with many mixed feelings.
Even being in the opposite side of the world, our team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리마 지하철 2호선 관

was fully aware of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s

리·감독 계약 이행을 담당하는 전문가 분들과

available in South Korea thanks to the specialists

석사 과정에서의 공부를 통해 저희 팀은 대한민

from the Lima Metro Line 2 Supervision contract and

국이 이룩한 기술발전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었

due to having master’s studies. The deciding factor to

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끌림,

apply was that said scholarship took place in Korea,

그리고 제가 존경하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여

the country I had the pleasure to visit in 2019 during a

러 친구들의 모국에 대해 더 배우고 싶은 갈망으

vacation trip attracted by the culture and the desire to

로 2019년 휴가 때 한국을 여행하며 즐거운 시

learn more about the nation of several friends whom

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석사과정이

I admired and appreciated so much.That faraway land

진행된다는 점이 제가 지원을 하게 된 결정적인

that for some reason, despite the distance, felt so close.

이유였습니다. 그 머나먼 나라가 어찌된 이유인
지 그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깝게 느껴졌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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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Classes off line of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건설프로젝트관리 첫 대면수업

Another important factor was that the master’s

지원을 하게 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석사과정

curriculum includes courses like Construction Project

에 건설프로젝트관리, 스마트시티, 인프라 파이

Management, Smart City, and Infrastructure financing;

낸싱과 같은 과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었

courses that peaked my interest and that besides being

습니다. 이 과목들은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이

extremely interesting are necessary in the development

고, 또 상당히 흥미롭다는 사실 외에도 큰 규모

of large-scale projects, so I had even more reasons to

의 프로젝트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이기 때

travel to Korea and live that life experience for a year

문에, 1년 반 동안 이 분야들에 대해 배우는 인

and a half.

생 경험을 한다는 것은 제가 더욱 더 한국에 가
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The hardest part was to part ways with my family,

가장 힘들었던 점은 가족과 헤어지는 것이었습

knowing there was the possibility to not see them

니다. 1년 반 동안 가족들을 보지 못하게 될 수

for a year and a half, but seeing them happy for me

도 있다는 사실은 정말 슬펐지만, 저를 위해 함

and encouraging me to move on was and still is very

께 기뻐해주고 제가 더 나아갈 수 있게 가족들이

important to me: their support is invaluable and has

응원해주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굉장히 큰 힘

always been since the beginning. Technology helps a

이 됩니다. 가족의 지지는 이렇듯 처음부터 지금

ton, allowing me to maintain contact with them through

까지 저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매일 가족

daily videocalls.

들과 화상전화를 하며 연락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것은 정말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When I arrived in Seoul, I was very curious about how the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팬데믹 제한 조치 때

entrance to Korea was going to be due to the pandemic

문에 한국 입국이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궁금

restrictions, but the interconnection between institutions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시설간 연결이 워낙 잘

A Journey to Seoul Worth a DESTINY
Thousand“인연”
M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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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so good that there was no issue in following the

되어 있어서 공항에서부터 시립대학교의 안내에

university’s instructions from the airport.

따라 움직이는 데 어떠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Quarantine is a bit harsh, due to the regulated restrictions,

각종 제한 및 규제를 따라야 하고 처음에는 온라

and initially not being able to buy anything online.

인에서 아무것도 구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무

However, there’s always angels, who made sure that I

격리는 좀 힘든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lacked nothing in those moments.

제가 어떠한 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저를 신경 써
주시는 천사 같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Already in the university, I got to know the campus that

의무 격리 기간 동안 들은 입문강의에서 교수님

the professors told us about in the introductory classes

들께서 소개해주신 캠퍼스를 대학에 도착하여

we took during quarantine, that warm and cozy campus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따뜻하고 아늑한 캠

surrounded by natural ambience, bathed in colors, in

퍼스는 자연 환경에 둘러싸여 여러 가지 색깔들

which children and elderly strolled, where one could

로 가득했고, 아이들과 어르신들께서는 산책을

exercise outdoors, and that had its own small hill with a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야외운동을 즐길 수 있는

beautiful sight.

작은 언덕이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 있었습니다.

Field Trip JeonjuHanok Village
Using Hanbok
전주한옥마을 견학

A Journey to Seoul Worth a DEST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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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ally speaking though, the assignments are

학업 부분에 대해 얘기하자면, 교수님들께서 워

demanding, and the professors have extremely notable

낙 대단한 배경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과제들

backgrounds. I consider that a big parts of learning in

은 사실 어렵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에서 배움이

Korean culture are perseverance and discipline, both of

란 인내와 규율이 주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which can be perceived in campus alumni, in the library,

이 두 가지는 모두 학교 동문들, 도서관, 그리고

and especially in our teachers.

특히 스승님들에게서 느낄 수 있습니다.

We are currently finishing our first academic semester;

저희는 현재 첫 학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the adventure is just beginning and we expect to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으며 지정된 교과과

continue with the designated curriculum. We know new

정에 따라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저

challenges are coming our way, like the internship,

희는 인턴십, 더 전문적인 과정, 논문 작성 등 앞

more specialized courses, and the elaboration of a

으로 새로운 도전과제들이 더 주어질 것을 알고

thesis, and we are still both expectant and excited.

있으며, 기대되면서 동시에 신이 납니다.

Field Trip to Saemangeum
새만금 견학

Field trips also represent the opportunity to learn

또한 현장 학습은 견습이라는 수단을 통해 한국

more about Korea through the lens of apprenticeship.

에 대해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Through them we got to know about the existence of

견학에서 저희는 새만금 메가 프로젝트와 같은

leading projects such as the Saemangeum megaproject,

선도적인 프로젝트의 존재에 대해 알 수 있었는

a new and modern city that counts with all the necessary

데, 새만금은 새롭고 현대적인 도시로서 필수 인

infrastructure (such as an airport, port, metro line, large

프라(공항, 항만, 지하철, 대형 운동 시설, 쇼핑

recreational areas, malls), generation of renewable

몰 등)가 구축되어 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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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Trip -Sillim Light Road
신림빛길 견학

energy, and includes a huge area reclaimed from the

갖고 있으며, 바다 간척을 통해 거대한 땅을 확

sea. We also got to know important corporations like

보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LX(한국국

LX (Land and Geospatial Informatrix Corporation) and

토정보공사), 삼성과 같이 중요한 기업들에 대해

Samsung.

배울 기회도 있었습니다.

We went in field trips that included special constructions

저희는 월드컵대교, 서울도시고속도로, 신림빛길

such as the World Cup Bridge, West Seoul Urban

과 같이 특별한 건축물들을 견학하며 모국에 신

Express Way, and Sillim Light Road, that make us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기도 했습니

ponder on the implementation of newer technologies

다. 그리고 국립항공박물관과 같은 건물들을 방

back in our home countries; in addition, visits to

문할 때에는 그곳이 설립되기까지의 역사와 관련

establishments like the National Aviation Museum were

전문 기술의 발전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included that introduced us to the history that gathers
the place, and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s of said
specialty.
Going to the Jeonju Hanok Village city allowed us to walk

전주한옥마을에 갔을 때는 오래된 한국의 거리

through and enjoy ancient Korean streets. The special

를 걸으며 풍경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

moments we used the Hanbook we all came together in

두 다 한복을 직접 입어보면서 현지 문화를 체험

enjoyment of the local culture.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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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Trip – Jeonju Hanok Village
전주한옥마을 견학

The exchange of ideas with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세계 각국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makes this master degree unique, we come from

석사과정은 특별합니다. 학생들은 에티오피아,

11 countries – Ethiopia, Uganda, Ganna, Tanzania,

우간다, 가나, 탄자니아,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

Uzbekistan, Indonesia, Cambodia, Malaysia, Thailand

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그리고 페루를

and Peru- to listen the presentation of my colleagues

포함하여 모두 11개국에서 왔습니다. 동료들이

describing their countries, makes me to understand and

모국에 대해 설명하는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각

want to know more about its culture and diversity.

나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나라별 문
화와 각자의 다양함에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Korea has always presented itself as a friendly helping

한국은 저에게 항상 친절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

hand. During my stay I have had the opportunity to meat

어주는 곳이라고 느낍니다. 저는 이 곳에 지내면

many Korean individuals who have gifted me with their

서 저에게 친밀함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여러 한

friendship and support, people who became endearing

국인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저

and with whom I’m grateful for their backup.

에게 애틋한 존재가 되었으며, 제가 받은 지원에
그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They taught me a new Korean word: 인연 (In-yeon). This

그들은 새로운 한국 단어를 저에게 가르쳐주었는

word doesn’t have a direct translation to Spanish, but

데, 그것은 바로 ‘인연’입니다. 이 단어는 스페인어

its meaning is a mix of destiny and connection. This

로 바로 직역되는 단어가 없는데, 뜻을 풀자면 운

new word perfectly describes the path that brought

명과 연결의 복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e here, since a little more than 5 months ago it was

이 새 단어는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준 길을 완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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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maginable being at the other side of the world living

게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구 반대편에서 불과 5

this experience.

개월여 전에는 이러한 경험을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An aspect I still can’t emphasize enough is the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점은 끝을

unending generosity of Koreans, it’s as if they followed

모르는 한국인들의 사려깊은 마음입니다. 세계

the teachings of King Sejong—creator of the Korean

각지의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의 모국의

alphabet—with the mission to provide special knowledge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식을 제공하

to citizens of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to contribute to

는 임무를 수행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마치 그들

the development of their countries.

이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I believe that my stay in Korea will teach me various

저는 한국에서 지내면서 여러 개의 좋은 교훈을

great lessons. Specifically, academically speaking, the

배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experience of learning from a country with many advances

학업 면에서 말하자면, 코로나19 제한에도 불구

in the technological field, I am extremely grateful to the

하고 여러 다른 나라의 국민들이 기술 분야에서

International School of Urban Sciences, the University of

다양한 발전을 이룬 나라에서 배운 경험을 토대

Seoul,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로 지식을 도입하고 새로운 가르침을 적용하며

(MOLIT), the International Contractors Association of

미래에 일어날 문제들에 맞설 수 있도록 기회를

Korea (ICAK), and to the Korean government that, despite

제공해주신 서울시립대학교와 국제도시과학대

the Covid 19 restrictions, made it possible for citizens of

학원,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협회, 그리고 대한민

different countries to implement the knowledge and apply

국 정부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the new teachings, to face the challenges that will arise in
the future.

Field Trip - World Cup Bridge
월드컵대교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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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프라협력센터 현 지 정 보
주요동향

우즈베키스탄

-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이전과 동일한 14%로 동결하기로 결정(10.21.)
- 미르지요예프 전 대통령 90% 이상 득표로 재선에 성공(10.24.)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16년 처음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이번 재선으로 향후 5년간 대통령직 유지, 집권
이후 카리모프 전 대통령과 달리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방면에서 개방적인 정책 펼쳐왔음.

- 세계은행, 우즈벡 경제성장률 2021년 6.2%, 2022년 5.6%로 전망
* 국내 투자, 무역, 해외 송금 등의 회복으로 경제 성장, 실업률 감축, 빈곤 감소 등을 예상하며 2021년
6.2% 성장 전망, 내년에도 백신접종 확대 및 글로벌 경제 회복 등 영향으로 5.6%의 높은 성장률 유지할
것으로 예측

-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우즈벡의 국가 등급을 ‘BB-‘, 안정적인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발표
* 낮은 공공부채, 높은 경제성장률 등이 반영되었지만, 원자재에 대한 높은 의존도, 높은 인플레이션, 낮은
1인당 GDP 등 취약한 경제 구조로 인해 등급이 낮게 책정되었다고 설명

- 국가부채는 대외 218억달러, 대내 24억달러 총 242억달러로 GDP의 38.5%이며,
3분기 연속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 감소
* 주요 대외부채 제공 기관(금액)은 ADB(50억달러), 세계은행(38억달러), 중국개발은행(22억달러)이며,
주요 사용 분야(금액)는 예산 지원(47억달러), 전력(31억달러), 에너지(27억달러), 교통(25억달러)

- ’21년 1~9월 대외 무역액 282억달러 기록
* 수출 103억달러(제품 85억달러, 서비스 18억달러), 수입 179억달러(제품 167억달러, 서비스 12억달러)

PPP동향
- 국내 인프라·산업 발전을 위해 ’22년~’24년 총 521억 5,000만달러(약 61조
8,029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진행 예정
- 경제혁신프로그램(EIPP)와 연계, 태양광 패널 및 농기계 제조업 공장 건설·운영 PPP
준비
* 한국 ODA 자금 활용하여 우즈벡에서 SPC의 자본으로 출자하고 한국 민간 분야의 투자를 유치하여
제조업 공장 설립 및 운영 계획 중

- ’21년 1~9월 간 건설 공사 총량 76.9조 숨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
* 유형별 비중은 건물 및 구조물 공사 69.8%로 전년 대비 5.3%p 감소, 토목 공사는 18.2%로 3.0%p
증가, 기타 공사는 12.0%로 2.3%p 증가

※자료: 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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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 국가개발기획부, ’60년 Zero 탄소배출 목표 달성하기 위해 매년 1,500억달러 이상
투자 필요할 것으로 전망
- 에너지광물자원부, ’30년 에너지 분야 탄소/온실가스 배출량 3억 1,400만톤~3억
9,800만톤 감축 목표 세우고, 최근 전기 부문 내 탄소배출 총량거래 시스템 개시
* 석탄화력발전소별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 제한하고 기존 상한선 이상 배출하는 업체는 상한선 이하
배출업체로부터 배출허가를 받거나 배출저감증명서를 구입할 의무 있음.

- 인니, 10년 만에 기준석탄가격 최고치 기록
* 에너지광물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 한국, 유럽의 수요 급증에 9월 기준석탄가격은 USD
150.03/톤으로 ’11년 11월 USD 116.65/톤 이후 최고치

- 국영전력공사(PLN), 10개년 국가전력공급계획(RUPTL 2021-30)을 공식 발표,
10년간 총 예상 투자비는 57.4억달러 규모로 추정
* 석탄 34%(13.82GW), 수력 26%(10.39GW), 가스 14%(5.83GW), 태양광 12%(4.68GW), 지열
8%(3.36GW), 기타 신재생 4%(1.48GW) 등

PPP동향
- 국가개발기획부, 신수도 개발 완료까지 15~20년 소요 예상
- 세계은행, 인니 수력발전 개발비 3억 8천만달러 지원
* 수도 자카르타와 반둥 사이의 Cisokan 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인니 최초 양수발전소(1,040MW)를
개발하기 위함

- 올해 건설업 성장률 2.7%, ’22년 8.4% 성장 전망
* 국제 시장연구 분석기관 피치 솔루션 분석에 따름

- ’30년까지 도시 간 철도 9,210km와 도시철도 3,755km 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
약 6천만달러 이상의 예산 소요될 것으로 예측

주요 금융 지수 현황

베트남

(11月 1주차)

구분

내용

환율

1$= 23,140 VND

예금 금리
10년만기 국채Yield

실제, 5% 이하 유지
2.10 %

비고
11월 4일 기준
(베트남 중앙은행)
VietinBank
Trading Economics

- 국채 10년 Yield 최저치 유지, 예금금리 5% 이하 유지
- 정부, ’22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6.5%로 전망하고 경제 성장을 위해 거시경제 안정 및
유연한 통화정책, 투자유치 확대 및 공공투자 지출을 강조
- 3분기 경제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 –6.17% 기록, ’00년 이후 첫 역성장
- 세계은행,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인한 영향으로 ’21년 베트남 경제성장률을
4.8%에서 2%로 수정
- 정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에 2년간 521억달러 지출 계획
* ’21년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104억달러를 지출했으며, 이는 GDP의 2.84% 수준. 향후 ’22년-’2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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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복을 위해 521억달러를 지출해 관광 활성화, 의료인프라 개선 및 인프라 관련 공공투자 지출
가속화 할 계획

- ’21년 10월 수출 273억달러, 수입 262억달러로 11억달러 무역수지 흑자 달성

PPP동향
- 총리,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지연된 공공투자 프로젝트 실행하기 위해 ’21년 4분기
250조 VND (110억달러) 지출 결정
- 산업통상부(MoIT), ’21년-’30년 국가 전력망 확보를 위해 발전시설에 857억달러,
송전망에 143억달러, 총 1,000억달러 필요하다는 내용의 국가전력계획 수정안 제출
- 정부, ’21년-’30년 국가철도망 마스터플랜 승인
* ’30년까지 총연장 2,362km의 9개 철도를 신설해 전국적으로 총연장 4,746km의 16개 철도를 확보할
계획

- 교통부(MOT), ’30년까지 기존 항구를 개선하고 ’50년까지 항구 주변 인프라 건설할
계획 발표
* ’30년까지 현재 물동량(7억톤) 대비 두 배 규모인 14.2억톤으로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30년까지 총
투자액 313조 VND(138억달러)로 민간자본에서 297.4조 VND(131.1억달러), 국가자본에서 15.6조
VND(6.9억달러) 투자할 계획

- 건설부, ’21년-’25년까지 총 세대규모 152,600호 건설 계획, 총 사업비는 220조
VND 예상

주요동향

케 냐

- 9.30. 기준 환율추이, 달러당 110.49 케냐실링으로 마감하며 하락세 기록
- 중앙은행 10.7. 기준, 외환보유고는 93억 6,500만달러를 기록하여 9.6. 기준 96억
2,900만달러 대비 2.7% 감소
- 중앙은행, 9월 물가상승률 6.91% 기록, 전달 6.57% 대비 인상된 것으로
발표(10.1.)
* 연료가격(8월 9.2%→9월 11.1%) 인상이 전체 물가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

- 국제해사기구(IMO), BMP-5을 통해 케냐 해역을 적색 목록에서 제외함을 발표
* 해상운임과 화물에 대한 해상보험료 하락할 전망, 우간다·르완다·브룬디 등 주변국 역시 해상보험 축소
혜택을 통해 제품 경쟁력 강화될 것으로 예상. 몸바사항은 수입량 감소와 승선인력 인건비 절감으로
경쟁력 강화

- ’21년 말까지 전기세 33% 인하 예정(9.29.)
- 에너지석유규제청(EPRA), ’21.9.15-’21.10.14 간 유가인상 발표(9.14)
* 정부보조금 지급 중단, 석유제춤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상(8%→9.98%), 국제통화 대비 실링화 약세
등에 기인
8.15.- 9.14.

9.15.- 10.14.

휘발유

127.14 실링 (약 1.15 USD)

134.72 실링 (약 1.22 USD)

경유

107.66 실링 (약 0.98 USD)

115.60 실링 (약 1.05 USD)

등유

97.85 실링 (약 0.89 USD)

110.82 실링 (약 1.01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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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동향
-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도입하기 위한 174억실링 대출 승인
* 케냐 재무부, 한국 정부로부터 174억실링의 차관에 서명,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2061.1.29.까지의
장기대출 제공받게 됨

- 320억실링 인프라 부채 청산을 위해 자금조달 중
* 10년 만기 도로 채권, 도로연금기금 및 PPP 모델 기반 인프라 재원 마련 및 320억 실링 규모의
계류법안 처리 위함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자금조달 위해 한국 정부로부터 64억실링 차입
* 도시 대중교통 네트워크 개선하기 위해 나이로비에 6개의 BRT 회랑을 건설할 계획으로, 최대 950대의
대용량 버스가 정차하여 이동 시간과 비용을 최대 70%까지 절감할 것으로 예상

- ’13년-’17년, 마감일 전 완료되는 중국 프로젝트 중에서 케냐가 세계 1위 기록
* William & Mary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케냐타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철도 운행 프로젝트 구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케냐가 중국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속도가 빨랐음

일반동향

페 루

- 정치·경제 불안과 대형 인프라 사업 지연
* 페루 인프라 사업은 지난 해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과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정부 내 혼선으로
기존에 발주된 대형 사업(메트로 3·4호선 사업, 까야오 북항 확장공사, 중앙고속도로 및 산타로사
고가도로 사업, Chilca 담수플랜트 건설공사 등)들이 중단 상태임
* 지난 7월, Pedro Castillo 대통령 당선 및 Guido Bellido 총리 이하 1차 내각(18개 부처)이
구성되었으나, 신설된 내각의 역량 부족과 각종 스캔들의 영향 등으로 총리 및 8개 부처 장관(외교부,
내무부, 교육부, 노동부, 생산부, 에너지광업부, 문화부, 국방부)이 경질되는 등 불안한 정권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음
* 아울러,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좌파적 정책(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전략산업 국유화, 교육 및 의료 등에 대한 빈부격차 해소, 주요 국책사업의 중단 및 재검토 시행 등)
방향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외국자본 유출 및 환율 불안정 등 경제 불안이 지속
* 이러한 정치·경제 불안의 영향으로 형성된 신임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율 현상과 기존 내각에 대한
불심임 등으로 기 진행중이었던 주요 대형 사업들의 진행이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짐

-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 유지(2020.3.16~2021.11.30)
* 공공기관 재택근무 시행 유지 및 확진자 수는 11월 14일 기준, 일평균 942명이며 사망자 수는
28명으로 전월 대비 증가 추세(10월 일평균 803명, 사망자 28명 기록)
* 중남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상존 중, 백신 접종은 원활한 공급으로 큰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 중남미 국가중 칠레와 함께 한국입국시 격리(10일간) 실시 중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격리 면제 신청 가능
* 17세 이하 청소년 백신 접종 및 60세 이상 제3차 접종(부스터샷) 실시
*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예방접종 촉진 방안으로 오는 12월 15일부터, 밀폐된 공간 입장시 2중 마스크
착용 및 백신접종 증명서 지참 의무화함. 아울러, 근로자의 대면 업무, 운전 및 배달업종 종사자의 경우
백신접종자에 한해 정상 운영 허용, 지방으로 여행시 백신접종 증명서 지참 의무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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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동향
- 쿠스코 친체로 국제공항 공사 순행
* 교통통신부(MTC)는 Cusco에 위치하는 Chinchero 국제공항 건설을 진행중임. 친체로 국제공항
프로젝트는 Cusco의 전문 협회, 기관 및 쿠스코 시민 사회의 큰 지지를 받고 있음. 지난 7월 말, MTC는
이 프로젝트의 주요 작업에 대한 시행 및 관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Natividad de Chinchero
컨소시엄이 활주로, 관제탑 및 여객터미널의 시행을 담당하고 AICC 컨소시엄은 동 프로젝트 관리
책임을 각각 맡고 있음. 현재 본공사를 위한 토공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7월 말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목표를 초과한 8.32%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어 순조롭게 진행중임. 사업 완료후, 동 공항 여객터미널은
Miami, Mexico, Panama, Santiago, Buenos Aires, Sao Paulo, Bogotá, La Paz 및 Quito로
부터 연간 500만 명 이상의 항공 승객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기존 Cusco 공항의 8배인
여객터미널 건설을 포함하는 동 공항의 건설액은 총 4억 2,700만 불이며, 공사 기간은 약 47개월임.
한편, 주요 공사는 현대건설 및 Constructio CO, SinoHydro Corporation, ICA Constructora 및 HV
Contractor로 구성된 Consorcio Natividad de Chinchero가 수행중임

- 인플레이션, 중앙 은행 목표 범위 초과
* 8월 수도 리마의 물가상승률은 0.98% 증가하여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1∼8월 동안의 누적분이 4.2%로 중앙은행이 국가 통화 정책 지침으로 사용하는 3% 한도를 훨씬
웃돌았음. 이는 환율 상승, 국제 기본재 가격 상승 및 좌파 성향의 페드로 카스티요 집권에 대한 경제
관리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 등이 원인이 되었음. 국립통계정보원(INEI)은 주택 임대 및 연료·전기
7.9%, 식음료 5.7%, 운송 및 통신 4.5% 등이 1∼8월 평균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했다고 강조. FX
시장의 인플레이션 방지 대책은 상승폭을 억제하였으나, 정부 교체 이전 수준으로 금리를 끌어 올리지는
못하였음. 한편, 환율 상승은 페루가 국제 유가와 파생상품의 순수입국이기 때문에 전기 요금과 운송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침. 이에 반하여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보고서에서 칠레 페소가 4% 하락한
것에 비해 페루 솔은 0.3%에 그쳤다고 밝혔으며, 8월 중순의 별도 보고서에서 최근 인플레이션은
과도기적이며, 국제 유가 및 일부 식품 품목의 가격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공급의 역전으로 인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함. 또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국제수지의 안정적 상황을 고려할 때 환율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전망 및 이러한 요소들이 향후 12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을 1∼3%의 목표 범위로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아울러,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기준 금리를
0.25%에서 0.5%로 인상 조치 실시.

- 투자청, 위생시설 프로젝트 진행 계획
* 페루 투자청(ProInversión)은 향후 16개월 내 PPP 사업을 포함한 7억9,900만 불 규모의 위생시설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임. 국가 인프라 계획에 따르면 페루 내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5년간 약
288억 솔(76억7000만 불)이 필요. 지난 2019년 7월 승인된 4개의 위생시설 프로젝트 중 6억3천만 솔
규모의 Titicaca 폐수 처리장만 입찰이 진행되었으며, 완공 후 Titicaca 호수로의 하수 배출 문제가 해결될
전망임. 한편, 경제재정부에 따르면 동 플랜트 건설은 지난 4월에 시작되었으며, Fypasa Construcciones
컨소시엄과 Operadora de Ecosistemas에 의해 진행중으로, ProInversión 한 소식통은 1단계에서
2억 솔이 필요하다고 밝힘. 아울러, ProInversión은 4분기에 Puerto Maldonado 폐수 처리장을 낙찰할
계획으로, 동 플랜트는 Tambopata 주의 Puerto Maldonado 시와 그 주변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주로부터 5,500만 불의 공동 자금 지원으로 진행 예정임. 또한, 리마 내 4억8천만 불 규모의
청정수 프로젝트도 국가에서 전액 자금을 지원하는 인프라 시설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 ProInversión은
최초 계약서 초안을 작성중으로 낙찰일을 검토중으로, 낙찰은 22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음. 한편, Junín
지역의 Huancayo, El Tambo 및 Chilca에 1억7,200만 불 규모의 폐수 처리장을 입찰할 예정이나, 이는
인프라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인프라 계획에는 없지만 입찰 예정인 네 번째 프로젝트는 Ica
지역의 Chincha에 9,200만 불 규모의 폐수 처리장 사업이 있음. 2개 프로젝트는 민간 공동 출자 방식에
의해 진행되며 공식화 단계에 있으며, 프로젝트에 대한 공고는 2022년 1분기로 예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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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mont, 5억 불 투자 계획
* 광업 회사인 Newmont는 Yanacocha Sulfides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2022년 말까지 페루에 최소
5억 불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힘. 한 소식통은 현지 언론을 통해 이번 투자가 상세 엔지니어링, 토공 작업
등의 준비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팬데믹에 의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Cajamarca 북부
지역에서 개발될 프로젝트의 전체 자금 지원에 대한 결정은 2022년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한편, 페루 경제재정부(MEF) 장관인 Pedro Francke는 Yanacocha Sulfides에 대한 투자가 국내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할 대규모 프로젝트 중 하나이며, ‘Multiannual Macroeconomic Framework
2022∼2025(MMM)’ 전망을 통해 검토중이라고 강조함. 한편, MEF는 Yanacocha Sulfides의 21억
불 투자를 통하여 Yanacocha 노천 금광 운영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힘. MEF에 따르면, 동 프로젝트는
금과 구리 생산을 위한 황화광물 가공을 가능하게 하며, 광산의 수명이 2040년 이상으로 연장되어 연간
50만 온스의 금을 추가 생산할 수 있게 되며, 2025년까지 금 생산 수준이 15% 이상 증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페루의 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해짐. 아울러, MMM 전망에 따르면 페루 경제는
경기 활성화와 코로나19 방역 통제 및 국가적 백신 접종 실시 등이 민간 경기 및 수출 상승으로 이어져
2022년에 4.8%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됨.

- 전력 프로젝트 입찰 동향
* 페루 전력 회사인 Empresa de Generación Eléctrica de Arequipa(Egasa)는 21.5㎿
규모의 Charcani VII 수력 프로젝트 및 국가 전력망 상호 연결 업데이트 사업을 입찰 실시. 동
프로젝트의 계약사는 Agua Energía y Minería Ingenieros Consultores로, 입찰은 지난 6월에
진행되었으며 7개의 컨설팅 회사가 참여함. 한편, 에너지광업부의 지방전력청 사업인 220kV 규모의
Moyobamba∼Iquitos 송전선로의 프로파일링 및 기초 공학 연구의 초안 작업에 최소 두 개사가
관심을 표명. 입찰 참여사는 Proyectos Especiales Pacifico와 Dessau S&Z 임. 동 프로젝트 입찰은
7월에 시작되었으며 신규 제안서 제출 마감일은 9월 28일이었음. 580km 연장의 동 송전선로는
Amazon 지역인 San Martin과 Loreto에 걸쳐 있으며, Iquitos 시와 지방 지역 사회를 국가 전력망에
연결하게 됨.

- 에너지광업부, 송전 프로젝트 발표
* 페루 에너지광업부는 국익과 공공 전력 수요를 위한 송전 프로젝트인 Chincha Nueva 및 Nazca
Nueva를 발표. 지난 3월 에너지광업부와 Consorcio Transmantaro는 Ica 지역의 전송망을 개선하기
위해 220/60㎸ 변전소에 대한 30년간의 양허 계약에 서명하였음. 에너지광업부는 “변전소 신설의
우선순위와 속도”를 부여해 달라는 Transmantaro의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으며, 신설되는 동 인프라가
“변전 용량 증대 필요성과 관련된 문제를 완화시킬 것” 이라고 덧붙임. 한편, COES(power grid
coordinator)에 따르면 9월 최대 전력 수요는 6,904㎿로 전년 대비 4.5%, 2019년 9월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밝혀짐. 아울러, COES은 최근 중기 전망에서 2022년 용량 수요는 6.5% 증가한
7,84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최근 투자촉진기관인 ProInversión은 220㎸ Reque∼Nueva
Carhuaquero 라인 및 관련 변전소, 60㎸ Nueva Tumbes∼Tumbes 라인 및 220/60㎸, 75MVA
Nueva Tumbes 변전소에 대한 입찰을 발표함. ProInversión이 진행중인 또 다른 입찰 프로젝트에는
500㎸ 급의 Piura Nueva∼Frontera 라인이 있음.

- 8억 불 비료 공장 건설 계획
* 페루 제2의 농업개혁 목표는 Bayóvar 지역의 인산염을 바탕으로 신규 비료 공장을 건설하여
농민들을 지원하는 것임. 동 비료 공장 건설에는 8억 불이 소요될 전망으로 농민들에게 높은 기대를
불러일으켰으며, Conveagro 농업협회 Clímaco Cárdenas 회장은 동 계획이 1∼9월 비료 가격이
100% 인상된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밝힘. 이러한 페루 비료 생산에 대한 관심은 7월에 취임한 현
정부하에서 본격화되었음. Pedro Castillo 대통령은 지난 10월 3일 농업개혁에 착수하면서 이 공장이
비료 수입 의존을 종식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아울러, Cárdenas 회장은 동 공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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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 시장 공급 및 해외 수출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임. 한편,
2010년부터 Bayóvar 인산염 광산을 사용해 온 사업시행사 Miski Mayo와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Miski Mayo의 Alan Lulf 대표이사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Bayóvar의 생산량은 주로 미국,
오세아니아 및 브라질로 수출된다고 밝혔으며, 매장량이 최대 25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함.
참고로, 에너지광업부에 따르면 Miski Mayo는 페루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비금속 광산 제품인 인산염의
99.8%를 생산하는 것으로 밝혀짐. 지난 1∼8월 인산염 생산량은 720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2%
증가함. Miski Mayo는 금년 상반기 수출액이 1억 2,500만 불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8.5%
증가했다고 밝혔으나, 2020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17.6% 감소한 1억 9,900만 불을 기록했었다고
밝힘. 농림부에 따르면 1∼7월 화학비료 수입량은 65만 8,193톤으로 18.3% 감소한 것으로 전해짐.

- Repsol, 정유 공장에 3천만 불 투자 계획
* 스페인 기업인 Repsol이 리마에 위치한 La Pampilla 정유소에 3천만 불을 투자하여 Euro 6 기준에
부합하는 유황 함량 10ppm 이하의 고품질 휘발유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힘. 동 휘발유 생산은 페루의
연료 수입을 감소시키고 페루 내 정유소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 외에도, 환경친화적인 최신 차량들에게
공급이 될 전망임. Repsol은 지난 25년 동안 페루 내에서 활동하며 36억불 이상을 투자해 왔으며, 이번
La Pampilla 정유소 확장 프로젝트는 저유황 연료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 정유소는
2024년 1분기에 가동될 예정임. 지난 2016년부터 Repsol은 La Pampilla에 디젤처리장치(Diesel
Tratment Unit)를 주문한 바 있으며, 2018년에는 7억 5천만 불을 투자하여 휘발유 처리 시설을
주문함. 아울러, Repsol은 2019년부터 페루와 스페인 양쪽에서 해양 선박 등에 사용될 저유황 연료유
생산을 시작해왔으며, 같은 해 Repsol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약속하여, 해당 분야의 경쟁사들이
유사한 계획을 세우는 데 영향을 미침.

- 국가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프로젝트 영향
* 최근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만연한 페루의 신규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지난 달 Fitch는 페루 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페루의 외화 등급은 'BBB+'에서 'BBB'로 하향 조정한 반면, S&P는 등급은 'BBB+'로 동일하게
유지했지만 전망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 실시함. 이에 앞서 무디스는 페루의 장기 부채 위험
등급을 'A3'에서 'Baa1'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음. 한편, 2022년 경제
성장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Credicorp Capital은 2022년 성장율을 2.0%, Scotiabank는
2.6%로 예상하고 있으며, 경제재정부는 4.8%, 중앙은행은 3.4%로 각각 전망치를 발표. 아울러, 지난
4월 2차 투표를 통해 대통령에 최종 당선된 Pedro Castillo 좌파 후보의 등장으로 시작된 투자 환경
악화는 환율 상승 및 증권거래소가 일부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상태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국가 신용등급이 변경되기 전, Fitch는 정부가 Camisea 가스 재협상 결정으로 인해 관련사인 Hunt
Oil의 등급을 부정적으로 매긴 바 있는데, 이는 페루 최대 가스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컨소시엄 지분
25.2%를 보유하며, 가스 수출을 이끌고 있는 Hunt Oil이 정부 결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참고로, Fitch는 국가 신용등급 변동에 따라 리마 지하철 1, 2호선 등
특정 사업의 신용등급을 조정해 왔으며, 현재 리마 지하철 1, 2호선은 안정적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등급은 'BBBsf'에서 'BBB-sf'로 하향 조정함.

- 전문가 의구심에도 불구, G2G 방식 선호 증가
* 전문가들의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올해 페루의 G2G 인프라 방식에 관심을 표명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음. G2G 방식에 대한 관심을 일으킨 것은 브라질이지만, 페루 건설업계에 큰 영향을 미친 Lava
Jato 부패 스캔들을 계기로 이 방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게 됨. 동 방식은 2019 팬아메리칸
게임 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처음 도입되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으며, ‘변화를 통한
재건위원회(ARCC, Autoridad para la reconstrucción con cambios)’에 의해 사용됨. 지난
2017년에 설립되어 2019년에 재출범한 ARCC는 256억 솔(67억 불) 규모의 예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동 프로그램은 지난 2022년 4월 만료 예정이었지만, 미르따 바스케스 총리의 첫 의회 발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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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말까지 지원이 연장됨. 참고로, 지난 2019년 한국과 24억 솔 규모의 친체로 공항 건설 자문을
위한 G2G 계약이 체결된 바 있음. 또 다른 주요 G2G 계약은 2021년 5월, 페루 중부의 가장 중요한
동맥인 119억 솔 규모의 중앙 고속도로 건설 자문 계약이 프랑스와 체결된 바 있음. 그러나 컨설팅사인
Cesel의 Raúl Delgado 사장은 최근 한 컨퍼런스에서 G2G 계약 방식을 비판하였음. 이는 주정부
계약 시스템에서 제외되는 페루 기업 및 엔지니어의 설계 및 작업 수행 능력과 관련이 있음. 이에 대해
전 건설회의소의 Guido Valdivia 전무는 "신기술이 필요한 복잡한 프로젝트에 G2G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공립학교나 보건소 건설에는 이러한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용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함. 한편, 최근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ARCC의 Amalia Moreno 전무는 약 1,000건의
재건축 계약이 교육, 보건뿐만 아니라 저수 및 배수 공사와 같은 인프라 시설 재건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총 74개 학교, 15개 보건 시설 및 기타 다양한 공사가 G2G 모델로 7개 강의 주변
지역에 건설될 예정임. 이와 관련, 지난 예산위원회에서 감사원 참석자는 ARCC의 학교 건설에 대한
고비용 문제와 인건비 상승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주요동향

UAE

- UAE, 11월 스코틀랜드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
26)에서 전 세계 메탄 감축 서약에 동참하며 2030년 말까지 2020년 대비 30%의
메탄 배출 감소 계획 발표
* 강력한 온실 가스인 메탄은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기후 변화에 기여하는 두 번째 요인이며, 농업, 폐기물
처리 및 화석 연료 생산이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의 60%를 차지

- ADNOC, 영국과 UAE 양국에 최소 2GW 규모의 청정 수소 허브 개발을 위해 9월
중순 BP 및 Masdar와 수소 협약 체결
* 2030년까지 5GW의 저탄소 수소를 달성하겠다는 영국의 최근 공약 및 203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23.5% 줄이겠다는 UAE의 목표 실현 노력의 일환

- ADNOC, Gastech 2021 개막 연설에서 천연가스가 향후 50년 동안 UAE의 경제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거의 4분의 1을 제공하고
있는 가스 경제의 역할 강조(9.21)
- 두바이, 내년부터 20년간 시행될 650억 디르함 주택 프로그램 발표(9.22)
- 아부다비 문화관광부, 구겐하임 아부다비 2025년 완공 계획
* 동 박물관은 Saadiyat 문화지구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루브르 아부다비, NYU 아부다비, Manarat
Al Saadiyat 및 Cultural Foundation 등과 함께 성장하는 아부다비 문화기관 네트워크의 일부가 될
예정이며, 이 외에도 자이드 국립 박물관(Zayed National Museum),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 등이
Saadiyat 문화지구에 합류 예정

- Virgin Hyperloop가 2020 두바이 엑스포에서 하이퍼루프 기술 공개
* DP World의 ’Flow‘ 파빌리온에서 실물 크기의 하이퍼루프 화물 포드(pod, 유선형 vehicle) 및 여객
포드의 복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9월 27일 발표
* 2020년 12월 Virgin Hyperloop와 Abu Dhabi Advanced Technology Research Council(ATRC)
간에 교통시스템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상업용 하이퍼루프 개발을 추진 중

- 두바이 재무부, 두바이 국제 PPP 컨퍼런스에서 70억 달러 PPP 프로젝트 계획
발표(10.10)
* 동 계획은 226억 AED에 달하는 7개의 도시 개발 프로젝트, 24억 AED 상당의 14개의 도로 및 운송
프로젝트 및 5억 AED 규모의 8개 의료 프로젝트 등으로 구성

- UAE, 158억 달러 규모의 2022년 연방 예산 승인(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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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9억 3100만 AED의 2022년 연방 예산은 전년도 예산 580억 AED과 유사한 규모로, 교육 16.3%,
사회개발 6%, 보건 8.4%, 연금 8.2%, 기타 서비스 2.6% 등 총 41.2%를 개발 및 사회복지 부문에, 약
3.8%를 인프라 및 금융재원 부문에 배정

프로젝트동향
- UAE원자력공사(ENEC)가 바라카 원전 3호기를 완공했다고 자료를 통해 발표(11.4)
* 3호기는 완전 가동 중인 1호기, UAE 그리드에 연결되어 발전량을 높이면서 테스트를 진행 중인
2호기에 이어 2023년부터 청정 전력 공급을 시작할 예정
* 전체 바라카 발전소의 개발은 현재 96% 이상 완료되었으며, 완전 가동 시 향후 60년 이상 동안 탄소
배출 없이 5.6GW의 전기를 생산할 예정

- 아부다비 수전력공사(EWEC), 70 MIGD 용량의 Shuweihat S4 RO IWP 개발에
대한 EoI 접수
* 2022년 말까지 금융종결, 2025년 중반 상업운영 개시 목표

- ADNOC, Mirfa 해수 PPP 프로젝트 입찰 초청
* ‘프로젝트 웨이브’로도 알려진 최초의 해수 처리 플랜트 및 송수 파이프라인 개발 계약과 관련해 내년
3월 18일까지 입찰하도록 기업들을 초청
* BOOT 방식으로 시행되는 동 프로젝트와 관련해 ADNOC은 선정된 개발자 또는 개발자 컨소시엄과
내년 8월까지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1월까지 금융종결, 2025년 1분기 상업운전 개시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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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NOC, 최대 2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한 개념설계 및 FEED를 제공할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프레임워크 계약 풀(Tier 2) 확정
* ADNOC은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사업 전반에 걸쳐 프로젝트에 대한 개념설계, 타당성
조사(Pre-FEED), 상세설계 및 FEED 작업을 풀에 포함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입찰할 계획
* Tier 1은 2억불 이상, Tier 2는 2억불 이하 프로젝트에 대한 개념설계 및 FEED를 제공
* Tier 1 구성 업체는 Amec International (영국), Fluor (미국), McDermott (미국), Mott MacDonald
(영국), SNC-Lavalin International Arabia – Abu Dhabi (UAE), Technip Energies (프랑스),
Worley (호주), Tecnicas Reunidas/National Petroleum Construction Company J/V (스페인/
UAE) 등이며, Tier 2에는 한국의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을 비롯해 Bilfinger Tebodin (네덜란드),
China Petroleum Pipeline Engineering (중국), Engineers India Limited (인도), ILF Consulting
Engineers (호주), Mott MacDonald (영국), Penspen (영국), Rejlers (스웨덴), Saipem (이태리),
SNC-Lavalin (UAE), Technip Energies (프랑스), Técnicas Reunidas (스페인), Wood Group
(영국), Worley (호주) 등이 포함

- ADNOC, 장기 정유 능력 확대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Ruwais 그린필드 정유 단지
건설 계획 중단 결정
* 정제 능력 60만 b/d 증대를 목표로 했던 동 계획이 타당성조사 완료 후 중단됨에 따라 ADNOC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할 예정

- ADNOC, 해상 생산 시설과 아부다비의 육상 전력망을 연결하는 HVDC(HighVoltage, Direct Current) 해저 송전 시스템 개발 계약 체결 임박
* 최저가를 제출한 한국전력 컨소시엄 및 엘리아 그룹(벨기에) 컨소시엄과 계약 체결 관련 논의 진행 중

K- BUILD저널 2021. 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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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1월 제출받은 입찰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9월말 만료됨에 따라 조만간 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이 사업은 아부다비의 육상 및 해상 HVDC 컨버터 스테이션과 함께 약 1,000MW 및 600MW 규모의
독립 해저 HVDC 전송 링크 두 개로 구성되며, BOOT 방식으로 30억불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 2025년
상업운전 계획

- ADNOC, Hail and Ghasha 해상 사워 가스전 개발 메가 프로젝트의 신규 FEED
작업에 대한 기술 입찰서 접수(10.4)
* 지난 7월 25일 ADNOC은 최대 15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던 Hail and Ghasha 프로젝트와 관련해
복수의 오일&가스 컨설팅 회사에 FEED 수정을 위한 신규 입찰서 발행 계획을 통보했고, 8월에 FEED
입찰서를 발행

- ADNOC, 14억 달러로 추정되는 Dalma 해상 사워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의 해상 및
육상 패키지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아부다비의 NPCC(National Petroleum Construction Company)가 해상 패키지(Pkg A)를, 스페인
Técnicas Reunidas가 육상 패키지(Pkg B)를 수주할 유력 후보로 떠올랐으며, NPCC와 Técnicas
Reunidas가 각각 ADNOC이 제시한 약 5억 달러, 9억 달러의 가격 수락에 합의한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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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KIND 주요 행사 및
간담회 등 결과

해외건설협회

이번 회의는 박선호 회장이 8월 취임이래 경제협력 외교를

간담회

더욱 공고히 함은 물론, 코로나19로 새로운 대응 전략을 모색

외교부 제 2차관 간담회 개최

총괄하는 외교부 2차관과의 첫 번째 간담회로 양 기관간 관계를
중인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진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해외건설기업 CEO 간담회 개최
해외건설협회 박선호 회장은 9월 8일(수)부터 10월 26일(화)
까지 주요 해외건설기업 CEO와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박 회장은 8월 중순 회장으로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외건설 시장의
일선에서 프로젝트 수주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대기업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를 위한 행보를 CEO 간담회로 시작하였다.
해외건설협회 박선호 회장은 10월 7일(목) 외교부 최종문
제2차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선호 회장은

모임은 9월 8일(수) 삼성엔지니어링(최성안 사장), 쌍용건설

최근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동향과 리비아, 이라크 등

(김석준 회장)을 시작으로, 10일(금) 두산중공업(정연인 사장),

중동지역과 동남아, 중남미 등의 주요국에 대한 맞춤형 수주

현대엔지니어링(김창학 사장), 13일(월) GS건설(임병용

활동에 민관의 협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지원

부회장), 한화건설(최광호 부회장), 16일(목) 대우건설(김형

방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사장), 27일(월) 한진중공업(홍문기 사장), 동일토건(고동현
사장)에 이어 10월 26일(화) 현대건설(윤영준 사장)의 일정으로

이와 함께, 박 회장은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

개최되었다.

마련을 위하여, 주요 핵심 국가에 대한 고위급 수주 지원 외교,
과도한 현지화 정책, 부당 과세에 대한 외교적 지원 등 우리

이 자리에서 주요 기업 CEO들은 자사의 해외 영업 및 수주

기업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전달하였다.

현황과 함께 ESG 경영과 미래 사업 전략을 설명했으며, 52시간
근무제와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외현장 적용 완화, 해외근무

이에 최종문 제2차관은 공관의 해외건설 수주지원 활동이 보다

기피현상 해소를 적극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건설 주요 사업에 대한
핵심 이슈를 정리하여 공관에 배포할 것이라 설명하며, 이에

아울러, 자가격리 면제 제외국가 지정 완화 및 해외 근무자

대한 협회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백신접종 지원, 공기업들의 디벨로퍼 역할 확대, 예외적

이모저모

153

여권사용 허가 및 초고위험국 특별계정 활용 확대 등의 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다.
박선호 회장은 CEO들의 귀중한 의견 반영을 위해
단기적으로 협회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외교부 등 정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추가 대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스페인건설협회(SEOPAN)는 인프라 개발 및 PPP 촉진을 통한 스페인 경제
성장 도모를 위해 1957년 설립

프라 협력 활성화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국토교통부 및 스페
인 산업무역관광부(MINCOTUR) 국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포럼에는 한국 측은 삼성물산(주) 등 4개사가, 스페인 측에서는
Dragados(ACS 그룹), Ferrovial 등 5개사가 참가하였다.
박선호 회장은 이번 포럼에 참가한 양국의 기업*은 美 ENR지가
발표한 세계 250대 기업에 속한 회사로 한국 기업의 다양한 건
설시공 능력과 스페인 기업의 해외 양허 및 PPP사업 개발 능력
이 합해지면 제3국에서 높은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

제 6차 한-스페인 건설협력포럼 개최

라고 밝혔다.
* 美 ENR지는 해외 매출자료를 근거로 2020년 순위를 발표(21.8월)했으며,
삼성물산 34위, GS건설 50위, 대우건설 52위, 디엘이앤씨 83위, Acciona

해외건설협회(박선호 회장)와 스페인건설협회(Julian Nunez

30위(2019년), ACS 그룹(Dragados) 1위, Ferrovial 10위, OHLA 40위,

회장)*는 12월 1일(수) 제6차 한-스페인 건설협력포럼을 비대

Grupo San Jose 128위임

면 회의로 양국 건설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행사에서 참여 기업들은 먼저 각 사의 실적과 장점을 소개하였
이번 포럼은 2014년 이후 양국 협회가 연례적으로 개최한 행사

고 이후 기업별 비대면 1:1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실질적인 기

로 금년에는 특히 지난 6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건설 인

업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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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기업은 1980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국왕 집무실 건설공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사(6,186만 달러)를 협력 수행한 이래 현재까지 26개국에서 68
건의 건설 프로젝트(176억 달러)*에 대해 스페인 및 제3국에서

손태락 원장도 한국은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부동산 관련 제도와

협력하고 있다.

통계 및 정책을 발전시킨 경험이 있어, 이를 베트남, 라오스,

* 한·스페인 기업은 합작사, 원청사, 하청사, 설계사, 감리사 등의 방식으로 협력

우즈베키스탄 등 개발도상국에 전수할 경우 해당국 부동산 산업
발전은 물론, 우리 엔지니어링 및 건설기업의 부동산분야 진출

MOU체결
한국부동산원과의 MOU 체결

확대라는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어 향후 10년간 아시아와 북미 지역
등을 중심으로 3조불 이상의 새로운 인프라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외건설협회는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행 사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GICC 2021 개최

11월 12일(금) 오전, 부동산 분야의 해외진출 확대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해외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주최)와 외교부(후원)가 지원한
“GICC(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 해외건설 개발·지원을

2021” 행사를 11월 15일부터 2일간 서울 신라호텔(장충동)에서

위한 부동산 정책·제도 및 정보 공유 ▲ 부동산 분야 ODA 사업

개최했다.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및 공동 수행 ▲ 건설 및 부동산 분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민간기업 지원 ▲ 교육·연수와 관련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라인으로 개최했던 지난 해와 달리

정보 교환 및 지원 등에 대한 폭넓은 교류와 실질적 협력을

위드코로나 정책의 시행으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한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올해 행사에 국내 인사들은 현장 참석이 가능했고, 외국 발주처
인사들은 온라인을 통해 참가했다.

박선호 회장은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 저성장과
유가·환율·금리 변동성 및 글로벌 공급망 이슈 대두 등과

개막식 행사는 박선호 해외건설협회장의 개회사와 노형욱

대내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성장 모델 전환 과도기

국토부장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교통부

속에서, 기업·정부·협회 등 유관기관이 해외건설의 미래 성장

장관과 이라크 교통부 장관, 폴란드 인프라부 차관(신공항

동력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회의 인프라

특명전권대표)의 영상 축사가 있었으며, 이어서 진행된

수주 지원 역량과 국토교통부의 지원 하에 수행 중인 200억원

기조연설은 우리 건설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글로벌 건설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관리·운영사업과 한국부동산원의

트렌드 및 방향을 공유하고 또한 사업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부동산 분야 전문성을 접목한다면 양질의 부동산 해외사업

될 수 있도록 IHS Markit 및 BIM, ESG 등의 분야별 전문가들로

발굴은 물론 민간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교두보 마련이

구성하였다.

이모저모

화상회의로 실시한 고위급 양자 면담은 국토교통부 13건[장관
3건(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 케냐 교통인프라주택부 장관,
사우디 주택부 장관), 1차관 5건(페루 쿠스코 주지사, 방글라데시
민관협력청장, 인도네시아 발리 주정부지사, 이라크 교통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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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 이강훈 사장, 허태수 상임감사 취임

폴란드 인프라부 공항특명전권대표(신공항사 사장)), 2차관
3건(베트남 호치민 도시교통청장, 탄자니아 철도공사 사장, UAE
아부다비자치교통부 의장), 건설국장(이라크 전력부 기획부국장),
공항정책관(베트남 공항공사 부사장)] 및 해외건설협회
3건(우즈베키스탄 투자대외무역부, 스리랑카 국립건설협회,
터키건설협회) 등 총 16건을 진행하여 상호 협력 및 진출기업
지원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또한 발주처 인사들이 참가하는 프로젝트 설명회에는 라오스
기획투자부, 스리랑카 도로개발청 등의 26개국 48개 기관
관계자가 참가하여 49건의 영상을 통해 사업 추진 및 계획을
소개했으며, 네트웍 구축과 사업참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온라인 상담회는 16개국의 30개 발주처 인사들과 우리
기업 26개사 관계자 간 84건이 진행되었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개최된 PPP 및 MDB 세미나와 ESG
포럼에는 총 300여명이 현장 참여했으며, 온라인 스트리밍(누적
3,810회)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가 활발히 공유되었다.
이번 행사의 프로젝트 설명회 및 개막식 관련 자료는 GICC
홈페이지(www.gicc.kr)와 유튜브(youtu.be/RFeqiyENR14)를
통해 시청 가능하며, 추가사항은 해외건설협회(아시아실)에
문의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KIND 임한규 사업개발본부장, 이강훈 신임 사장, 허태수 신임 상임감사,
김영수 투자사업본부장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9월 29일(수) 본사
대회의실에서 온택트(Ontact) 방식으로 제2대 사장·상임감사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이강훈 신임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해외를 상대로 일을
하는 KIND는 뉴노멀 시대에 적합한 대책을 세우고 Team
Korea 구성원들과 세밀하고 정교한 협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하며 ①최적의 공사 업무 정체성
확립, ②해외투자개발사업 플랫폼 혁신, ③ESG 경영 도입,
④능동적인 조직문화 구축, ⑤’청렴’과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기관의 존립 당위성과 지속가능한 혁신기반 확보를 중점
추진사항으로 밝혔다.
더불어 허태수 신임 상임감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
강화’와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조직문화 개선’을 강조하며,
“투명성과 경영성과를 향상시키면서도 공직자로서
사회로부터의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감사활동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강훈 신임 사장은 경북 봉화 출신으로, 1988년
한국도로공사에 입사한 후 해외사업팀장, 해외사업처장,
사업개발처장 등 주요보직을 거쳐 2019년 부사장으로
재임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의 해외사업 중장기 추진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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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해외사업 진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해외사업 및 교류협력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은 수도 아순시온과 외곽 도시인 으빠까

분야에서 다양한 현장 경험과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라이를 잇는 43km 구간의 도시철도로, 투자개발형(PPP) 방식
으로 추진되는 총 5억불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이다.

허태수 신임 상임감사는 경남 김해 출신으로, 1988년
입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KIND는 파라과이 정부 요청으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여

재임하면서 법률 및 예·결산 분야의 전문지식과 교섭력을

성공적으로 보고회를 맞췄고 지난 9월에는 상원의장 및 발주처

쌓았으며,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직접판매공제조합

장관 등 주요 인사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외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양국 협력 관계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국토부와 발주처
공공사업통신부(MOPC)는 인프라 협력 양해각서(MOU)를

파라과이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
‘팀코리아’ 출범

체 결 하 고 , K I N D 와 F E PA S A ( 파 라 과 이 철 도 공 사 ) 는
사업개발협약서를 체결하여 철도사업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양국이 합의한 일정에 따라, 팀코리아는 금년 중 파라과이
정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파라과이 정부는 이를
검토하여 연내 국회 승인을 마무리한다는 도전적인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KIND 이강훈 사장은 “코로나로 해외 인프라사업 수주가
침체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철도 인프라가 해외에 수출됨으로써
한국과 파라과이 양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공사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김원호 계룡건설 해외사업본부장, 임한규 KIND 사업개발본부장,
박찬우 현대엔지니어링 인프라투자개발사업본부장, 이종찬 LS일렉트릭
철도인프라사업부장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국토교통부와 국내 철도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2021
PPP 세미나 개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9월 30일(목) KIND 대회의실에서
파라과이 아순시온 ~ 으빠라까이 경전철 사업수주를 위한
‘팀코리아’출범식을 개최하였다.
팀코리아는 대한민국 철도 분야에서 우수한 수행실적 및 기술을
보유한 현대엔지니어링, 계룡건설 및 LS일렉트릭이 KIND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본 사업 수주전에 참여하게 된다.
팀코리아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주관하게 되며 각사별로
전문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협업하여 파라과이 철도사업이
대한민국이 수주하는 최초의 민관협력사업(PPP)으로 성공
신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K- BUILD저널 2021. 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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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11월 15일(월) 오후 서울

총 5명이 온라인을 통해 현지에서 패널발표에 참석했다. 각국

신라호텔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가 주관하는

패널들은 자국 PPP의 현황과 사업 전망을 소개했다.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2021’의 첫 순서로 PPP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는 5개 중점협력국(인도네시아,

한국은 용세중 KIND 국제협력팀장이 KIND의 우수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케냐, 방글라데시)의 PPP 제도를

PPP지원 능력과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했다. KIND의

설명하고 국가별 관심 사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PPP 사업의

PPP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5단계로 나뉜 해외투자개발사업

활성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생애주기(기획, 사업개발, 재원조달, 계약, 낙찰)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날 행사는 이강훈 KIND 사장과 오성익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장의 환영사와 축사를 시작으로 Sri Guritno

이어 진행한 패널토론 시간에는 5개국 패널발표자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Bappenas PPP 국장, Vu Quynh Le 베트남

한국 정책금융기관의 고중열 한국수출입은행 인프라금융부

기획재정부 공공조달처 부국장, Nodirjon Nuritdinov

인프라산업팀장과 강성훈 한국무역보험공사 플랜트금융부

우즈베키스탄 PPPDA 부청장, Christopher Kirigua 케냐

PF3팀장이 참석하여 우리기업으로부터 사전 접수한 질의에

PPP 청장, Najmus Sayadat 방글라데시 PPPA 사업개발국장,

대한 답변 및 토론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현장 사진

KIND 사장 개회사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장 축사

패널발표 – 5개국 PPP 기관

패널발표 – KIND
패널토론- 좌장

패널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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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IFEZ-iH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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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3년 설립되어 높은 투자유치 실적을
바탕으로 글로벌 도시화와 혁신 성장을 위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iH)는 같은 해 설립되어 도시개발 외에도
주거복지,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왔다.
이 두 기 관 은 최 근 K I N D 가 시 행 한 K - C i t y N e t wo r k
프로그램에 필리핀, 몽골 등 국가의 도시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도시개발 진출 초석 마련에
힘써온 바, 2018년 설립 이래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온 KIND와 협력에 합의해 본 협약을
추진했다.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KIND 이강훈 신임 사장, IFEZ 이원재 청장, iH 이승우 사장
기념 촬영

협약은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형 스마트시티 및 도시개발

지난 12월 1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구축하기 위해 맺어졌다. 구체적으로 △KIND는 해외 유망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그리고 인천도시공사(iH) 총 3개

스마트시티 및 도시개발사업 발굴·사업화 및 금융지원

기관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도시개발 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IFEZ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 경험 공유 △iH는

손을 잡았다.

도시개발사업 시행 노하우 및 전문 인력 지원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에 대한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해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관련 협력을 각각 맡는다.
이들 세 기관은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해외 도시개발
지원에 관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강훈 KIND 사장은 “KIND가 보유한 K-City Network, EIPP

이강훈 KIND 사장,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이승우

등 해외도시개발 지원책과 금융역량, 인천경제자유구역청,

iH사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천도시공사의 선진적 도시개발 및 운영 노하우를 서로
연계하여 해외도시개발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들을 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