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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특별기고

글로벌 PPP 시장 진출의 든든한
동반자, KIND
이강훈

사장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2018년에 신설된 이후, 올해 설립 5년차를
맞이했다. KIND는 우리 나라 건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해외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투자 지원체계 일환으로 출범하였다. 그동안 10개국에
걸쳐, 총 16개 사업에 대해 약 2.9억달러의 직접 투자를 결정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EPC 수주 약 36억 달러를 견인했다.

글로벌 건설시장은 10여년 전부터 중국 업체는 중국 정부의 막강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확보한 가격경쟁력으로 공격적인 수주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인도 업체 또한 낮은 원가
구조와 풍부한 노동력으로 단순 도급 시장에서 상당한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건설시장의 후발주자 공세가 거세지면서, EPC 중심의 해외 수주를 해오던 우리
기업의 지속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과거 저가 수주로 인한 해외사업 부실 쇼크를 겪고 나서야 가격
중심의 출혈 경쟁은 결국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임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고부가가치 신사업 개발과 지속성이 있는 O&M사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2010년 해외건설 수주 716억달러 기록을 갱신하려면
아직 넘을 산이 많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신흥국에서는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투자의 확대를 원하지만 각국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재정 공백의 돌파구를 민관협력사업(PPP)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보편화되어
인프라 투자의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정부는 인프라공기업 및 정책금융기관 등과 KIND를 설립하면서 투자개발형 사업의
발굴부터 개발, 금융지원 등 PPP사업의 전(全) 단계에서 우리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여
KIND가 우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였다. KIN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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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PPP 사업정보의 체계적 관리, 주요국 정책분석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 PPP
사업 발굴, 사업타당성조사(F/S) 지원, 사업구조 설계, 외국 정부와의 사업 조건 협상,
우리기업과의 매칭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 주도의 GIF(글로벌인
프라펀드)·PIS(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펀드의 운영·관리하고, 정책펀드와 사업을
주선·연계하여 우리 기업의 재원 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올해 KIND는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파라과이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 수주를 통해
우리나라 1호 철도 수출사업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5번째로 고속철도를 독자적인 기술로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철도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한 실적은 전무했다. 이 사업은 한국이 설계, 차량
및 시스템 공급, 건설·운영을 패키지로 수주하여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첫 사례가 된다는
의미에서 수주에 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와의 한·방글라 조인트 플랫폼을 통해 공동으로 PPP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방글라데시 정부의 승인으로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약 7억 달러 규모의 푸바찰 배전선로 사업을 추가 확정하면서,
방글라데시에서만 도로, 철도, 송전선로, 교량 등에서 총 109억 달러 규모의 우선
사업권을 확보하였다. 향후 G2G협력 모델을 여타 국가로 확대해 우리기업의 수주를
견인할 계획이다.

또한, KIND는 투자회수 기간이 장기라는 인프라 사업의 약점을 보완하고 중단기적
현금흐름(Cash flow) 확보를 위해 브라운필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 12월
남동발전이 운영하는 칠레 PMGD 태양광사업에 대한 수익증권 투자와 미국 시카고에
있는 ‘킴튼 호텔 모나코’에 대한 롯데호텔과의 공동 지분투자사업을 확정한 바 있다. 특히,
미국 시카고 호텔에 대한 투자는 KIND의 첫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점과 K-서비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는 측면에서도 남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끝으로, 기관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미래대비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 법정자본금
한도를 5천억으로 기관이 출범한 이래 활발한 투자활동으로 조만간 한도액을 거의
다 채우게 된다. G2G사업 수요 증가와 국제개발협력(ODA)사업 규모 확대로 투자할
프로젝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법정자본금 부족으로 적기 투자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에 법정자본금을
2조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아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 해외인프라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정부 간 계약
전담기관 지정을 통해 늘어나는 수요를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 수주 누계 1조원 달러 조기 달성 목표를 발표하였다.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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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여러 제약요인은 우리 기업의 사업발굴 능력을 떨어뜨리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해외건설협회, KOTRA 등 유관기관과 힘을 합쳐 우리 기업을 위한
해외사업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해외사업을 견인하는 해외건설협회, KOTRA 등 유관기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KIND와 우리 기업이 함께 해외시장에서 성공하도록 앞으로도
해외사업 및 현지정보 등 협조를 부탁드린다.

KIND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사업 수주를 지원하는 공공디벨로퍼로서의
해외건설 누계 1조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역할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우리 기업들이
KIND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외사업 성공을 위한 동반자로 우리공사를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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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특별기고

신 K-물류 모델로 글로벌
해외사업 확대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지난 2년간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천공항을
포함한 항공산업 전체가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인천공항의 항공화물 물동량은
지난해 연간 333만톤을 돌파하여 국제선 화물처리 기준 전 세계 공항 중 2위를 달성했다.
인천공항은 이와 같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1위 물류허브 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비상을 준비 중이다.

글로벌 트렌드 변화와 인천공항의 노력
항공물류 트렌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국제 전자상거래
항공화물은 연평균 11.5%씩(중량기준) 성장 중이며, 특히 콜드체인 기술발달로 의약품,
농축산물 등 온도민감화물의 경우 전체 물동량의 약 22%를 차지하며 2024년까지
38.2만톤까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신성장·고부가가치 화물은 향후 인천공항의 경쟁력 유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공항은 이와 같은 화물 네트워크 다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를 통한 무중단 운영 등 항공화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공항물류단지 및 화물터미널 등 물류인프라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글로벌
3PL 기업 유치, 동북아 공항 최초의 쿨카고센터(Cool Cargo Center) 구축·운영 등은
인천공항 항공화물의 지속적인 성장의 주요 동인이 되었다.

새로운 20년을 준비해야 될 시점 도래
인천공항이 세계 1위 물류허브 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항공물류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인천공항의 화물터미널은 20년 전에 설계되어
신성장·고부가가치 화물 처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화물터미널 운영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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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가 노후화되고 선호 시간대(17시∼20시) 화물 집중으로 인해 처리 지연 등 운영
비효율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게다가, 화물터미널 운영자인 항공사는 대내·외적인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부와 인천공항공사에 적극적인 항공물류 인프라 개발사업 참여를
요구중이다.

인천공항의 주요 경쟁공항들도 항공화물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은 화종·기능별로 특화된 전용
화물터미널 운영으로 물류흐름의 최적화를 구현중이며, 네덜란드 스키폴공항 역시
Smart Cargo Project의 일환으로 화물처리 모든 과정에 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항공화물 인프라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지난해 3월 비전 2030+을
통해 “미래형 물류 플랫폼 구축”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미래형 스마트 화물터미널
개발사업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국적 항공사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항공화물시장의 스탠다드를 재정립 중이다. 4차 산업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화물처리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이해관계자간 정보공유와 디지털 서비스
전환으로 새로운 미래형 항공물류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화물공항 전문기업을 넘어 K-물류로
인천공항공사는 F.A.S.T(Fast, Automatic, Seamless, Trusty)를 미래형
화물터미널의 핵심가치로 정하고 단순한 항공화물 물동량 창출을 넘어 국가 물류산업의
부흥과 국적 항공사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국민경제 기여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여객터미널 운영 경험을 토대로 화물터미널의 운영 노하우를 습득하고,
수출·입 화물처리와 복합물류 운영서비스를 결합한 미래형 물류 플랫폼을 구현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국내 기업들과 공동으로 해외 물류단지 개발을 모색하고, 미래형
스마트 화물터미널 테스트베드 개발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항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물류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내기업과 함께 ‘팀 코리아’를 구성하여
해외사업 경쟁력을 한 층 더 강화해 명실상부한 세계 1위 물류허브 공항으로의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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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발전시장
분석 및 전망

지영구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책임연구원

1

세계 전력 소비량

코로나19의 영향으로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0년에 전년 대비 1.1%가
감소했으나 2021년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전력 소비량을 회복하여 4.5% 증가할
것으로 예측(IEA)되며 향후 전력 소비량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enerdata

●

세계 전력 소비의 29%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이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며
전력수요를 완전히 회복하면서 ‘20년 전기 소비량이 전년 대비 3.1% 증가했으나 이미
전력수요가 하락하고 있던 일부 선진국(미국 -3.9%, EU -4.3% 등)에서는 코로나19
위기와 함께 전력 소비량이 감소함. 세계 전력 수요 증가분의 50% 가량을 중국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_전 세계 연도별 전력 소비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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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과 규제 완화로 전력소비량이 증가하면서 기존에 중단되었던 발전
프로젝트가 재개되고 신규 발주가 진행되고 있음

●

그러나 원자재 가격 급등이 공사 재개의 위험요소로 부상하고 있고 주요 프로젝트의
비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공급문제가 발전 프로젝트 신규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탈탄소화를 향한 각국의 정책에 기반하여 풍력, 태양열, 원자력과 같은 그린 에너지원을
통한 발전 건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요공급의 불균형, 이상기후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해 치솟는 천연가스, 석탄 가격에 따라 에너지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독립적인 공급망을 개발하여 에너지 자립·안보 확보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초기 사전계획 단계에서 실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발전 프로젝트를 추적한
GlobalData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발전 프로젝트 규모는 ‘22년 2월 기준으로 약 5조
2백억 달러로 예상됨

그림. 2_전 세계 진행단계별 발전 프로젝트 규모

(단위: 백만불)

출처: GlobalData(2022.02)

●

(진행단계별) 실행중(Excution) 29.2%(1조 4,700억 달러), 사전실행중(Pre-Excution,
*Design·Tender·Contract award) 9.9%(4,943억 달러), 계획(Planning) 및 사전
계획(Pre-Planning, *Announced, Under study) 60.9%(3조 500억 달러)로 구분됨

●

(지역별) 동북아시아 1조 200억 달러, 남아시아 7,307억 달러, 서유럽 6,822억 달러,
북미 5,026달러 등이 발전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트렌드 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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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_전 세계 지역별 발전 프로젝트 규모

트렌드 워치

(단위: 백만불)

출처: GlobalData(2022.02)

●

(금융재원별) 정부재정사업 35.5%, 민관합작(PPP) 16.3%, 민간투자 48.2%로
구분됨

●

(분야별) 풍력에너지 28%, 수력 17%, 원자력 16%, 태양광(Solar PV) 11%, 가스
9%, 석탄 8%, 기타 11%로 구성됨

그림. 4_전 세계 금융재원별 발전 프로젝트 규모

그림. 5_전 세계 분야별 발전 프로젝트 규모

출처: GlobalData(2022.02)

출처: GlobalData(2022.02)

11

해외 발전시장 분석 및 전망

각 국에서 계획한 모든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2년에는 4,747억 달러,
2023년에는 7,715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모든 프로젝트가
완료된다면 세계 발전 용량에 4.04TW가 추가되어, 태양광 발전이 1.4TW 이상, 풍력
발전이 1.2TW 이상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6_전 세계 발전 프로젝트 연도별 추진 규모

(단위: 백만불)

출처: GlobalData(2022.02)

전 세계 주요 발전 프로젝트(Top 20)는 아래와 같음

표. 1_전 세계 주요 발전 프로젝트 목록
국가

프로젝트명

단계

금액
(억불)

용량
(MW)

중국

Tibet Yarlung Tsangpo Hydroelectric Power Plant

Planning

545.5

70,000

인도

Jaitapur Nuclear Power Plant 9900 MW

Planning

510.0

9,900

한국

Sinan Offshore Wind Farm 8200 MW

Planning

430.0

8,200

인도

Jaitapur Nuclear Power Plant: Phase II

Planning

340.0

6,600

한국

Ulsan City Offshore Wind Power Complex

Planning

321.0

6,000

한국

Donghae 1 Floating Offshore Wind Farm

Planning

320.0

6,000

영국

Hinkley Point C Nuclear Power Station

Execution

314.8

3,260

이집트

El Dabaa Nuclear Power Plant

Execution

300.0

4,800

멕시코

Oriental Nuclear Power Plant

Pre-Planning

280.0

5,600

영국

Sizewell C Nuclear Power Station

Planning

268.0

3,200

중국

Baihetan Hydroelectric Power Plant

Execution

254.7

16,000

인도

Upper Siang Hydroelectric Power Plant

Planning

221.8

9,750

Pre-Planning

220.0

7,000

ASEAN Power Link

Planning

218.9

42,000

Cadarache ITER Nuclear Fusion Power Plant

Execution

218.4

500

한국

Shin-Kori Nuclear Power Plant

Execution

201.2

7,926

인도

Mahi Banswara Nuclear Power Plant

Planning

200.0

2,800

모로코
호주
프랑스

Morocco-UK Power Project

트렌드 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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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Kovvada Nuclear Power Plant

Planning

200.0

7,248

터키

The Blue Castle Nuclear Power Plant

Execution

200.0

3,000

미국

Akkuyu Nuclear Power Plant

Planning

200.0

4,800

트렌드 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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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GlobalData(2022.02) / Excution: 실행중, Planning: 발표·조사·계획, Pre-Planning: 예비조사

3

지역 및 국가별 발전시장 현황 및 전망

(북미) 북미지역 발전 프로젝트는 총 5,026억 달러 규모로 탄소배출량을 크게 줄이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가 공조하여 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공공투자 및 보조금 증가, 배출량 목표
설정, 고배출 산업에 대한 규제 및 세금인상 등을 추진 중

●

(미국) 약 4,007억 달러로 역내 프로젝트 규모의 80%를 차지,‘35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경제 달성, ‘50년까지 순배출 제로(Net-zero) 달성 계획, 1.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고용법 서명 후 재생에너지 분야에 막대한 투자 중, 재생에너지 사업
및 신규 송전선 건설을 통한 국가 전력망 현대화 사업에 1,080억 달러 할당함(‘21년
11월)

- 주요 사업으로는 유타 주에 200억 달러를 투자하여 ‘23년 1분기에 착공할 예정인
Blue Castle 원자력 발전소가 있음. 유타 주 내 생산되는 전력을 약 50배 증가시켜
역내 폐쇄되는 석탄발전소로 인해 손실된 전력을 대체할 예정임

그림. 7_북미 지역 국가별 발전 프로젝트 규모

(단위: 백만불)

그림. 8_북미 지역 분야별 발전 프로젝트 규모

출처: GlobalData(2022.02)

●

(캐나다) 약 1,019억 달러로 역내 프로젝트 규모의 20%를 차지, ‘Growth Plan
between 2021-2023’에 따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약 20억 달러를 배정하는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공공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분야별) 북미지역 발전 프로젝트는 풍력에너지 33%, 태양광(Solar PV) 26%, 원자력
12%, 수력 10%, 가스 8%, 기타 11%로 구성됨

(단위: %)

해외 발전시장 분석 및 전망

●

북미지역은 민간투자가 전체의 85%로 약 4,710억 달러 규모이며 정부재정사업이
11%, 민관합작(PPP)가 4%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기업
및 발주처는 아래와 같음

표. 2_북미지역 발전사업 참여 주요 기업
Contractors

참여사업 규모

Designers & Consultants

(백만불)**

SNC-Lavalin Group Inc

22,127

참여사업 규모
(백만불)***

Tetra Tech Inc

40,162

Aecon Group Inc

18,897

Hatch Ltd

38,665

M. A. Mortenson Co

17,414

Enterra Holdings Ltd

34,259

Barnard Construction Co Inc

16,205

SNC-Lavalin Group Inc

26,913

F&M Installations Ltd

16,000

Dillon Consulting Ltd

22,665

ATCO Structures & Logistics Ltd

16,000

AECOM

21,408

Kiewit Corp

14,227

Enercon Services Inc

20,000

Semco Maritime AS

12,500

John Wood Group Plc

19,120

Pennecon Ltd

11,060

Kirk & Co Consulting Ltd

16,000

Finast Srl

11,060

LaSalle Consulting Group

16,000

출처: GlobalData(2022.02), ** 회사가 참여한 프로젝트 규모의 총계

표. 3_북미지역 발전사업 주요 발주처
Project Owners

참여사업 규모(백만불)**

Dominion Energy Inc

26,058

Blue Castle Holdings Inc

20,000

Apex Clean Energy Holdings LLC

16,173

BC Hydro

16,000

Emera Inc

15,760

Nalcor Energy Ltd

15,720

Iberdrola SA

13,496

Eversource Energy

13,300

NextEra Energy Resources LLC

12,651

Invenergy LLC

10,628

출처: GlobalData(2022.02), ** 발주처가 발주한 프로젝트 규모의 총계

(중남미) 중남미 지역 발전 프로젝트는 4,356억 달러 규모이며, 이중 1,636억 달러가
브라질에 해당하며 전체의 38%를 차지함. 중남미 발전 프로젝트의 85%(3,720억
달러)가 사전계획 및 초기단계(Planning & Pre-Planning)에 있으며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2년에 399억 달러, ‘23년에 738억 달러, ‘24년에 868억 달러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역내 최대 규모 사업으로는 멕시코의 Oriental Nuclear Power Plant가 있으며, 총
280억 달러를 투입하여 ‘23년 4분기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됨. 멕시코 전력청(CFE)은
Alto Lucero지역에 1,400MW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4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트렌드 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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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중남미에서 가장 큰 전력시장이 형성된 브라질은 전력의 대부분을 수력 발전을
통해 생산하고 있고, 재생 에너지 공급을 지속할 계획이며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독려하여 발전시설의 현대화를 추진코자 함

●

(칠레) 태양열 및 풍력 에너지를 통해 ‘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을
70%까지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 추진 중임

그림. 9_중남미 지역 국가별 발전 프로젝트 규모

(단위: 백만불)

그림.10_중남미 지역 분야별 발전 프로젝트 규모

출처: GlobalData(2022.02)

●

(분야별) 중남미지역 발전 프로젝트는 수력 28%, 풍력에너지 23%, 태양광(Solar PV)
18%, 원자력 16%, 가스 9%, 기타 6%로 구성됨

●

중남미지역은 민간투자 56%, 공공기관 정부재정사업 28%, 민관합작(PPP)이 16%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기업 및 발주처는 아래와 같음

표. 4_중남미지역 발전사업 참여 주요 기업
Contractors

참여사업 규모
(백만불)**

Designers & Consultants

참여사업 규모
(백만불)**

SKAVA Consulting SA

6,096

Instituto Nacional de
Investigaciones Nucleares

56,000

STRABAG SE

12,096

6,096

GEODATA SpA

China Sinogy Electric
Engineering Co Ltd

4,358

AGEA Consultoria e Ingenieria
SpA

9,390

Hidrocuyo SA

4,100

Sigla SA Argentina

7,575

Electroingenieria SA

4,100

WorleyParsons Engenharia SA

7,575

TechnipFMC Plc

3,500

EROC SPA

7,182

Enel SpA

3,082

Norplan AS

6,096

Amberg Engineering AG

3,048

Generalima SA

6,050

Global Energy Services

3,022

SNC-Lavalin International Inc

5,994

Seta Engenharia SA

2,872

CNNC China Zhongyuan
Engineering Corp

5,994

출처: GlobalData(2022.02), ** 회사가 참여한 프로젝트 규모의 총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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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_중남미지역 발전사업 주요 발주처
Project Owners

참여사업 규모
(백만불)**

Comision Federal de Electricidad(CFE)

70,146

Ventos do Atlantico Energia Eolica SA

31,482

Ministry of Energy and Mines, Peru

20,748

Nucleoelectrica Argentina SA

19,894

Bosford Participacoes SA

19,568

Empresa Nacional de Electricidad Bolivia

17,687

Equinor Brasil Energia Ltd

15,586

Enel SpA

12,151

AES Andes SA

10,668

Centrais Eletricas Brasileiras S.A.

7,575

출처: GlobalData(2022.02), ** 발주처가 발주한 프로젝트 규모의 총계

(서유럽) 서유럽 지역 발전 프로젝트는 6,347억 달러 규모이며, 이중 3,115억 달러가
영국에 해당하며 전체의 49%를 차지함. 서유럽 발전 프로젝트의 58%(3,693억 달러)가
사전계획 및 초기단계(Planning & Pre-Planning)에 있으며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2년에 611억 달러, ‘23년에 1,009억 달러, ‘24년에 1,050억 달러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영국) 영국은 지난 10년 동안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크게 강화했으며, 정부는
해상풍력에 3.8억 파운드(약 5.3억 달러) 할당하는 등 현재 10.4GW의 해상풍력
발전 규모를 ‘30년까지 40GW로 늘리고,‘35년까지 청정 에너지원으로 모든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역내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는 영국의 3260MW Hinkley Point C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로 315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고 2020년대 중반에 건설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1_서유럽 국가별 발전 프로젝트 규모

출처: GlobalData(2022.02)

(단위: 백만불)

그림. 12_서유럽 지역 분야별 발전 프로젝트 규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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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서유럽지역 발전 프로젝트는 풍력에너지 59%, 원자력 18%, 태양광(Solar
PV) 6%, 가스 5%, 조력 3%, 기타 6%로 구성됨

●

서유럽지역은 민간투자 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공공기관 정부재정사업 7%,
민관합작(PPP)이 1%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기업 및
발주처는 아래와 같음

표. 6_서유럽지역 발전사업 참여 주요 기업
Contractors

참여사업 규모

참여사업 규모

Designers & Consultants

(백만불)**

(백만불)**

Laing O'Rourke Plc

33,210

RPS Group Plc

Bouygues SA

31,592

Canaway Fleming Architects Ltd

115,829
85,086

Ackermans & Van Haaren NV

27,178

RMJM Architects

85,086

Aibel AS

24,000

Fugro NV

75,733

Orsted AS

22,851

SNC-Lavalin Group Inc

67,404

Ferrovial Construction

22,844

AECOM

56,214

Vinci SA

22,495

Grimshaw Architects

53,600

John Wood Group Plc

21,949

Spring Agency

53,600

NKT AS

8,000

Arup Group Ltd

36,677

Maryland Ltd

7,795

KBR Inc

36,340

출처: GlobalData(2022.02), ** 회사가 참여한 프로젝트 규모의 총계

표. 7_서유럽지역 발전사업 주요 발주처
Project Owners
Electricite de France SA
The Crown Estate

참여사업 규모
(백만불)**

138,501
90,751

China Guangdong Nuclear Wind Power Co Ltd

53,600

China General Nuclear Power Corp

40,486

Equinor UK Ltd

37,137

Iberdrola SA

36,567

Eni SpA

28,000

Orsted UK Ltd

27,911

SSE (Scottish and Southern Energy Plc)

26,983

Government of France

21,946

출처: GlobalData(2022.02), ** 발주처가 발주한 프로젝트 규모의 총계

(동유럽) 동유럽 지역 발전 프로젝트는 2,514억 달러 규모이며, 폴란드가 전체의 22%에
해당하는 548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음. 전체의 약 64%(1,612억 달러)가 사전계획 및
초기단계(Planning & Pre-Planning)에 있으며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2년에 246억
달러, ‘23년에 386억 달러, ‘24년에 502억 달러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폴란드) 폴란드는 제11차 개발계획(2019-2023)을 시행해‘23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8.8%로 높이고 태양열 및 풍력에너지를 통해 25GW의 전력을 생산시킬
계획을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가 2021년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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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함. 폴란드 최대 전력생산회사인 PGE(Polska Grupa Energetyczna)는 전력의
5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역내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는 터키 4,800MW 규모의 Akkuyu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로 20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고 ‘18년에 착공하여 건설 중에 있음.
발전소가 완공되면 터키 전력 수요의 약 10%를 담당하게 되며, BOO(Build, Own,
Operate) 모델로 추진되는 세계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가 됨

그림. 13_동유럽 국가별 발전 프로젝트 규모

(단위: 백만불)

그림. 14_동유럽 지역 분야별 발전 프로젝트 규모

출처: GlobalData(2022.02)

●

(분야별) 동유럽지역 발전 프로젝트는 원자력 41%, 풍력에너지 22%, 수력 13%,
석탄화력 7%, 태양광(Solar PV) 7%, 가스 6%, 기타 4%로 구성됨

●

동유럽지역은 공공기관 정부재정사업 38%, 민간투자 31%, 민관합작(PPP)이 31%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기업 및 발주처는 아래와 같음

표. 8_동유럽지역 발전사업 참여 주요 기업
Contractors

참여사업 규모

Designers & Consultants

(백만불)**

참여사업 규모
(백만불)**

General Electric Co

3,468

DHI India Water &
Environment Pvt Ltd

Augstsprieguma tikls AS

3,000

John Wood Group Plc

7,310

Elering OU

3,000

Empresarios Agrupados

7,000

7,310

Polimex Mostostal SA

2,897

SMDI Advisory Group

5,641

ALSTOM Power Sp zoo

2,800

DHI AS

5,641

Promtekhmontazh OAO

2,500

MMT

5,241

2,300

Pondera Consult BV

3,000

1,910

Hendrikson & Ko

3,000

1,810

Engie SA

2,952

1,480

Skepast & Puhkim OU

2,905

Guangdong Electric Power
Design Institute Co Ltd
Shanghai Electric (Group)
Corporation
China Sinogy Electric
Engineering Co Ltd
Cengiz Insaat

출처: GlobalData(2022.02), ** 회사가 참여한 프로젝트 규모의 총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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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_동유럽지역 발전사업 주요 발주처
Project Owners

참여사업 규모
(백만불)**

Eesti Energia AS

9,292

Polenergia SA

8,241

Equinor ASA

8,241

Nuclear Energy Society of Slovakia, AS

7,389

GEN energija, d.o.o.

7,077

CEZ Group

7,000

Saare Wind Energy OU

6,000

MerweOord BV

6,000

International Company for Water and Power Projects

4,763

Polski Koncern Naftowy Orlen SA

4,628

출처: GlobalData(2022.02), ** 발주처가 발주한 프로젝트 규모의 총계

(중동·북아프리카, MENA) MENA 지역 발전 프로젝트는 2,550억 달러 규모이며,
이집트가 전체의 18%에 해당하는 462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음. 전체의 약
63%(1,599억 달러)가 사전실행 및 실행초기단계(pre-execution & execution)에
있으며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2년에 259억 달러, ‘23년에 392억 달러, ‘24년에 482억
달러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란) MENA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은 편으로 주요
사업 내에 다수의 탄소기반 발전소를 포함하고 있음. 예를 들면 이란은 석유화학 생산
능력을 ‘26년까지 연간 1.33억 톤으로 늘릴 계획이고, ‘23년까지 전국에 총 발전용량
10,000MW 규모의 13개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임

●

(이집트) 이집트는 '2035 Integrated Sustainable Energy Strategy (ISES)’의
일환으로 전체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22년까지 20%로, ‘35년까지 42%로 늘릴
계획으로 탈탄소 에너지 공급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역내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는 이집트 카이로 북서쪽의 엘다바 지역 원자력 발전소
사업으로 지난 2017년 이집트 원자력청(NPPA)이 발주하고, 러시아 국영원전기업
로사톰의 자회사인 JSC ASE(Atom Stroy Export)가 수주한 1200MW급 원전
4개호기를 건설하는 사업임. 총 비용은 33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20년
2분기에 착공했고 현재 2차측 건설사업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해 계약 협상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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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_동유럽 국가별 발전 프로젝트 규모

(단위: 백만불)

그림. 16_동유럽 지역 분야별 발전 프로젝트 규모

출처: GlobalData(2022.02)

●

(분야별) MENA지역 발전 프로젝트는 가스 23%, 태양광(Solar PV) 19%, 원자력
17%, 집광형 태양열발전 9%, 수력 6%, 태양열(Solar energy) 4%, 기타 22%로
구성됨

●

MENA 지역은 공공기관 정부재정사업 47%, 민관합작(PPP)이 36%, 민간투자
17%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기업 및 발주처는 아래와
같음

표. 10_MENA 지역 발전사업 참여 주요 기업
Contractors

ASE Engineering Co

참여사업 규모
(백만불)**

Designers & Consultants

참여사업 규모
(백만불)**

10,000

Worley Ltd

30,600

TSK Group

2,400

UJV Rez AS

30,000

Guangdong Construction
Engineering Group Co Ltd

2,100

Mott MacDonald Group Ltd

10,499

General Electric Co

1,630

ILF Consulting Engineers Ltd

8,000

Power Construction
Corporation of China

1,610

CH2M

6,800

MAPNA Group

1,550

Centro Elettrotecnico
Sperimentale Italiano SpA

6,500

Hyundai Motor Group

1,330

Fichtner GmbH & Co KG

5,030

Korea Development Bank

1,300

Orgenergostroy

5,000

Tml Insaat AS

1,300

Green Of Africa

4,800

1,300

GOPA-International Energy
Consultants GmbH

2,790

Nomadia General Construction
& Electrical Works

출처: GlobalData(2022.02), ** 회사가 참여한 프로젝트 규모의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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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_MENA 지역 발전사업 주요 발주처
Project Owners

참여사업 규모
(백만불)**

ASE Engineering Co

30,635

Xlinks Ltd

22,000

Atomic Energy Organization of Iran

10,400

Moroccan Agency for Solar Energy (Masen)

8,775

General Electricity Company Of Libya

7,079

Harlow International

6,900

Basra Oil Co

6,800

Nur Energie Ltd

6,500

Kuwait Authority for Partnership Projects

5,472

Societe Algerienne de Production de l’Electricite

5,000

출처: GlobalData(2022.02), ** 발주처가 발주한 프로젝트 규모의 총계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발전 프로젝트는 2,132억 달러 규모이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전체의 16%에 해당하는 342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음. 전체의 약
56%(1,188억 달러)가 사전계획 및 초기단계(Planning & Pre-Planning)에 있으며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2년에 232억 달러, ‘23년에 460억 달러, ‘24년에 594억 달러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남아공) 남아공의 국영전력회사인 Eskom은 ‘30년까지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약 1,060억 ZAR(약 66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21년 8월에 발표)이며, ‘30년 탄소배출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5년간 1,373억 ZAR(약 85억 달러)의 자금을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의 국가로부터 조달할 계획임(‘21년 11월 Ramaphosa 대통령 발표)

●

역내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는 콩고민주공화국 11,050MW 규모의 Inga III Basse
Chute 수력 발전소로 약 180억 달러의 비용이 투입되어 ‘23년 3분기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됨. 이 수력발전소는 콩고강의 발전소들과 통합하여 수도 킨샤샤를 통해 잠비아
국경까지 송전선을 확장하여 생산된 전력을 남아프리카로 수송할 것임

그림. 17_아프리카 국가별 발전 프로젝트 규모

출처: GlobalData(2022.02)

(단위: 백만불)

그림. 18_아프리카 지역 분야별 발전 프로젝트 규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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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아프라카 지역 발전 프로젝트는 수력 43%, 가스 15%, 석탄화력 10%,
태양광(Solar PV) 9%, 풍력에너지 5%, 기타 18%로 구성됨

●

아프리카 지역은 민관합작(PPP)이 45%, 공공기관 정부재정사업 30%, 민간투자
25%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기업 및 발주처는 아래와
같음

표. 12_아프리카 지역 발전사업 참여 주요 기업
Contractors

참여사업 규모

Power Construction
Corporation of China
Webuild SpA

Designers & Consultants

(백만불)**

11,001
7,700

참여사업 규모
(백만불)**

Studio Ing. G. Pietrangeli Srl

7,700

B.R.L.Ingenierie

5,000

Daewoo E&C Co Ltd

4,000

Deltares

5,000

General Electric Co

4,000

Int‘l Atomic Energy Agency

4,840

China National Machinery
Industry Corp

2,760

Verkis

4,400

China Sinogy Electric Engineering
Co Ltd

2,557

Mannvit Engineering

4,400

Seabased AB

2,000

SRK Consulting (Global) Ltd

4,278

Mytilineos Holdings SA

1,953

AF Poyry AB

4,000

Runh Power

1,325

Water Works Design and
Supervision Enterprise

3,814

Electricite de France SA

1,200

Water Works Design and
Supervision Enterprise

3,342

출처: GlobalData(2022.02), ** 회사가 참여한 프로젝트 규모의 총계

표. 13_아프리카 지역 발전사업 주요 발주처
Project Owners

Ethiopian Electric Power Corp

참여사업 규모
(백만불)**

15,632

CWP Global

8,000

Chariot Oil & Gas Ltd

7,000

Coega Development Corporation (Pty) Ltd

6,478

Univergy Solar SL

5,900

Rio Tinto

5,700

Iceland Drilling Co

4,400

Reykjavik Geothermal

4,400

Geothermal Development Co

4,236

Berkeley Energy Singapore

4,000

출처: GlobalData(2022.02), ** 발주처가 발주한 프로젝트 규모의 총계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 발전 프로젝트는 4,846억 달러 규모이며, 베트남이 전체의
46%에 해당하는 2,236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음. 전체의 약 64%(3,092억 달러)가
사전계획 및 초기단계(Planning & Pre-Planning)에 있으며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2년에
441억 달러, ‘23년에 732억 달러, ‘24년에 617억 달러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트렌드 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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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의 에너지 전환은 타지역에 비해 느려,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의 대부분이
탄소기반 전력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여전히 석탄과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석탄보다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60년 이전까지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탄소 배출 제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저렴하고 신뢰도가 높은 에너지원인 석탄의
사용량을 큰 폭으로 줄이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 가파른 인구의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공급부족을 채우기 위해 석탄에 의존해왔음. 그러나 베트남도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석탄의 대안으로 천연가스가 부각되면서 석탄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LNG 수입터미널 및 LNG 발전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35년 이후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검토 진행 중

●

역내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는 인도네시아 9,000MW 규모의 Kayan River 수력
발전소로 약 178억 달러의 비용이 투입되어 ‘20년 2분기에 착공하여 건설중임. 이
수력발전소는 Kayan River, Peso, Bulungan Regency 지역에 걸쳐 건설 중이며,
완공시 매년 약 10%씩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그림. 19_동남아시아 국가별 발전 프로젝트 규모

(단위: 백만불)

그림. 20_동남아시아 지역 분야별 발전 프로젝트 규모

출처: GlobalData(2022.02

●

(분야별) 동남아시아 지역 발전 프로젝트는 가스 34%, 수력 22%, 석탄화력 19%,
풍력에너지 14%, 태양광(Solar PV) 6%, 기타 5%로 구성됨

●

동남아시아 지역은 민간투자 57%, 공공기관 정부재정사업 24%, 민관합작(PPP)이
19%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기업 및 발주처는 아래와 같음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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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_동남아시아 지역 발전사업 참여 주요 기업
Contractors

참여사업 규모

China Sinogy Electric Eng Co Ltd

Designers & Consultants

(백만불)**

참여사업 규모
(백만불)**

25,682

Vietsovpetro JVC

40,900

Pelindo IV

17,800

Petroleum Equipment Assembly
and Metal Structure JSC

23,400

PT Adhi Karya (Persero) Tbk

17,800

Dianjian International Co Ltd

17,800

AF Poyry AB

11,579

Phu Xuan C & C JSC

9,060

Pacific Corp

9,060

Black & Veatch Holding Co

8,804

Mitsubishi Group

9,049

PT. Mitra Adi Pranata

8,400

Sumitomo Corp

8,400

AECOM

6,330

China Power Engineering Consulting
Group North China Electric Power
Design Institute Co Ltd

5,600

8,395

Doosan Corporation
Toshiba Corp

8,150

Worley Ltd

5,500

Hyundai Motor Group

7,858

ERM Worldwide Group Ltd

5,000

출처: GlobalData(2022.02), ** 회사가 참여한 프로젝트 규모의 총계

표. 15_동남아시아 지역 발전사업 주요 발주처
Project Owners

참여사업 규모
(백만불)**

T&T Group JSC

56,913

Millennium Petroleum Group LLC

34,700

Orsted AS

27,100

Re Global Solutions Pte Ltd

23,400

Enterprize Energy Pte Ltd

23,400

Vietnam National Oil and Gas Group

21,060

Exxon Mobil Corporation

21,000

Gulf Energy Development PCL

20,206

Vietnam Electricity

20,049

Copenhagen Infrastructure Partners KS

19,000

출처: GlobalData(2022.02), ** 발주처가 발주한 프로젝트 규모의 총계

(동북아시아) 동북아시아 지역 발전 프로젝트는 1조 2천억 달러 규모이며, 중국이 전체의
53%에 해당하는 5,398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음. 전체의 약 46%(약 5,530억 달러)가
사전계획 및 초기단계(Planning & Pre-Planning)에 있으며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2년에 882억 달러, ‘23년에 962억 달러, ‘24년에 1,009억 달러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동북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는 전통적으로 천연가스와 석탄에 크게 의존하는 에너지 순
수입국(한국, 일본 등)이었으나 Cop26 이후 한국이 ‘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중국이 ‘60년까지 탄소중립을 약속하는 등 공공투자의 증가로 재생에너지 분야가 지속
성장하고 있음

●

(중국) 중국은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30년까지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 용량을 1,200GW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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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목표에 따라 100GW 규모의 첫 번째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단지 건설이 ‘21년
4분기에 시작되었음

●

중국의 발전 프로젝트 중 56%가 실행중(Execution)이며, 2018년에는 해상풍력발전
분야 세계 1위인 영국보다도 많은 해상풍력발전을 설치하면서 에너지 믹스 전환에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역내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는 중국 70GW 규모의 Tibet Yarlung Tsangpo 수력 발전소로
약 546억 달러의 비용이 투입되어 ‘25년 3분기에 착공 예정임. 이 수력발전소는 티벳의
Medog 지역 Yarlung Tsangpo 강 유역에 걸쳐 Power Construction Corporation of
China (PowerChina)가 건설할 예정임

그림. 21_동북아시아 국가별 발전 프로젝트 규모

(단위: 백만불)

그림. 22_동북아시아 지역 분야별 발전 프로젝트 규모

출처: GlobalData(2022.02

●

(분야별) 동북아시아 지역 발전 프로젝트는 풍력에너지 46%, 원자력 20%, 수력 16%,
석탄화력 6%, 가스 4%, 기타 8%로 구성됨

●

동북아시아 지역은 공공기관 정부재정사업 50%, 민간투자 39%, 민관합작(PPP)이
11%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기업 및 발주처는 아래와 같음

표. 16_동북아시아 지역 발전사업 참여 주요 기업
Contractors

참여사업 규모
(백만불)**

Designers & Consultants

참여사업 규모
(백만불)**

China Sinogy Electric
Engineering Co Ltd

64,221

Power Construction
Corporation of China

71,193

Sinohydro Engineering Bureau
4 Co Ltd

40,569

China Energy Construction
Group Co Ltd

42,534

Power Construction
Corporation of China

30,592

KEPCO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mpany Inc

32,184

SK Holdings Co Ltd

28,487

ZheJiang Electric Power
Design Institute Co Ltd

24,549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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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General Cangnan
Nuclear Power Co Ltd

24,549

Guangdong Electric Power
Design Institute Co Ltd

24,063

China Nuclear Industry 24th
Construction Co Ltd

20,056

State Power Investment Corp

23,160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Group (Limited)

19,748

Shenzhen CGN Engineering
Design Co Ltd

15,728

Hyundai Motor Group

18,000

Offshore Wind Consultants
Ltd

14,513

GS E&C Corp

18,000

Semco Maritime AS

12,813

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Corp Ltd

15,975

Gavin and Doherty
Geosolutions Ltd

12,813

출처: GlobalData(2022.02), ** 회사가 참여한 프로젝트 규모의 총계

표. 17_ 동북아시아 지역 발전사업 주요 발주처
Project Owners

China General Nuclear Power Corp

참여사업 규모
(백만불)**

167,515

Korea Electric Power Corp

81,769

China Three Gorges Corp

58,729

JERA Co Inc

38,966

Swancor Holding Co Ltd

26,000

Copenhagen Infrastructure Partners KS

21,628

China Power Investment Corp

21,156

Northland Power Inc

20,993

Hunan Nuclear Power Company Ltd (HNPC)

20,500

China Guodian Corporation

20,056

출처: GlobalData(2022.02), ** 발주처가 발주한 프로젝트 규모의 총계

(남아시아) 남아시아 지역 발전 프로젝트는 7,307억 달러 규모이며, 인도가 전체의
65%에 해당하는 4,73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음. 전체의 약 60%(약 4,406억 달러)가
사전계획 및 초기단계(Planning & Pre-Planning)에 있으며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2년에 560억 달러, ‘23년에 900억 달러, ‘24년에 994억 달러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역내에서 파키스탄과 인도는 가장 큰 에너지 소비국으로 급속한 인구 증가와 산업성장이
에너지 시장의 급성장을 주도했고, 저비용 에너지에 대한 수요에 따라 아직까지는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이 많은 비중(21%)을 차지하고 있음

●

(인도) 인도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년 36.7%에서 ‘30년까지 50%로 늘리고 현재
145.2GW 규모인 재생에너지 용량을 ‘30년까지 522GW로 증대할 계획으로 ‘30년까지
탄소집약도를 45% 미만으로 줄이고 ‘70년까지 탄소배출 Net Zero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역내 최대 규모의 사업은 인도 9,900MW 규모의 Jaitapur 원자력 발전소로 약 510억
달러의 비용이 투입되어 ‘23년 3분기에 착공 예정임

트렌드 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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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_남아시아 국가별 발전 프로젝트 규모

(단위: 백만불)

그림. 24_남아시아 지역 분야별 발전 프로젝트 규모

출처: GlobalData(2022.02

●

(분야별) 남아시아 지역 발전 프로젝트는 수력 35%, 석탄화력 21%, 원자력 20%,
태양광(Solar PV) 13%, 가스 4%, 기타 7%로 구성됨

●

남아시아 지역은 공공기관 정부재정사업 68%, 민간투자 17%, 민관합작(PPP)이 15%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기업 및 발주처는 아래와 같음

표. 18_남아시아 지역 발전사업 참여 주요 기업
참여사업 규모

Contractors

(백만불)**

참여사업 규모

Designers & Consultants

(백만불)**

Larsen & Toubro Ltd

11,735

ASE Engineering Co

24,650

Jaiprakash Associates Ltd

10,195

Fichtner GmbH & Co KG

17,390
12,006

Bharat Heavy Electricals Ltd

9,140

RS Envirolink Technologies
Pvt Ltd

Sumitomo Corp

8,676

NESS Pvt Ltd

9,408

China Sinogy Electric
Engineering Co Ltd

8,431

Bharat Heavy Electricals Ltd

9,149

Madhucon Projects Ltd

7,741

Nippon Koei Co Ltd

8,801

Bauer AG

7,741

WAPCOS Ltd

8,727

China National Machinery
Industry Corp

7,429

Tokyo Electric Power Co
Holdings Inc

8,676

China National Machinery
Industry Corp

5,888

Tetra Tech Inc

8,333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Group (Limited)

5,080

Aarvee Associates Architects
Engineers & Consultants Pvt Ltd

7,960

출처: GlobalData(2022.02), ** 회사가 참여한 프로젝트 규모의 총계

표. 19_남아시아 지역 발전사업 주요 발주처
Project Owners

트렌드 워치

참여사업 규모
(백만불)**

Bangladesh Atomic Energy Commission

24,650

State Atomic Energy Corporation Rosatom

24,650

NTPC Ltd

18,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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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ko Energies Pvt Ltd

13,011

Bangladesh Power Development Board

12,362

Department of Electricity Development, Nepal

10,213

Coal Power Generation Company Bangladesh Ltd

8,676

Bhutan Electricity Authority

8,146

Irrigation & CAD Department, Government of Andhra Pradesh

7,741

Jammu and Kashmir State Power Development Corporation Ltd

7,338

트렌드 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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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GlobalData(2022.02), ** 발주처가 발주한 프로젝트 규모의 총계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 지역 발전 프로젝트는 2,398억 달러 규모이며, 호주가 전체의
97%에 해당하는 2,319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음. 전체의 약 76%(약 1,819억 달러)가
사전계획 및 초기단계(Planning & Pre-Planning)에 있으며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2년에
189억 달러, ‘23년에 407억 달러, ‘24년에 526억 달러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호주) 호주는 풍부한 석탄을 보유하고 있어 석탄화력 발전을 활용하여 저렴하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탈탄소 움직임에 참여를 주저했으나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바꿔 나가고 있음

- ‘20년에 재생가능 에너지 구역(Renewable Energy Zones)을 설치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정책을 세워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호주 청정 에너지 위원회(Clean Energy
Council of Australia)에 따르면, ’21년 8월 기준, 109개의 재생에너지 사업과 22개의
배터리 저장 프로젝트가 건설 중임

●

역내 최대 규모의 사업은 호주 4.2GW 규모의 ASEAN Power Link 프로젝트로 약 219억
달러의 비용이 투입되어 ‘23년 4분기에 착공 예정임. 호주 북부의 Tennant Creek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와 배터리 저장 설비 건설되고, 건설 및 운영 등에 총 18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싱가포르에 전력을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완공되면 세계 최대의
태양광 발전 단지로 세계 최장의 해저 송전 케이블이 건설되고, 싱가포르 전력 수요의
20%를 담당하게 됨

그림. 25_ASEAN Power Link
프로젝트

출처: https://www.zureli.com/singaporeregional-solar-energy-hub-might-just-hap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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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오세아니아 지역 발전 프로젝트는 풍력 41%, 태양광(Solar PV) 39%, 수력 8%,
바이오매스 2%, 기타 10%로 구성됨

그림. 26_오세아니아 국가별 발전 프로젝트 규모

(단위: 백만불)

그림. 27_오세아니아 지역 분야별 발전 프로젝트 규모

출처: GlobalData(2022.02

●

오세아니아 지역은 민간투자 92%, 공공기관 정부재정사업 7%, 민관합작(PPP)이 1%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기업 및 발주처는 아래와 같음

표. 20_오세아니아 지역 발전사업 참여 주요 기업
참여사업 규모

Contractors

(백만불)**

참여사업 규모

Designers & Consultants

(백만불)**

Vestas Wind Systems A/S

4,319

Guardian Geomatics Pty Ltd

29,897

Power Construction
Corporation of China

3,270

5B Australia Pty Ltd

29,897

Cantiles XXI SL

3,116

Hatch Ltd

22,392

GE Renewable Energy Australia
Pty Ltd

2,320

Bechtel Group Inc

21,897

Downer EDI Ltd

1,718

AECOM

19,163

Zenviron Pty Ltd

1,689

WSP Global Inc

17,500

Doosan Corporation

1,594

Aurecon Group Pty Ltd

10,347
10,233

Quanta Services Inc

1,550

GHD Group Pty Ltd

Gransolar Construction
Australia Pty Ltd

1,540

Jacobs Engineering Group Inc

9,439

Acciona SA

1,371

MBB Group Pty Ltd

7,275

출처: GlobalData(2022.02), ** 회사가 참여한 프로젝트 규모의 총계

표. 21_오세아니아 지역 발전사업 주요 발주처
Project Owners

참여사업 규모
(백만불)**

Sun Cable Pte Ltd

29,897

Energy Estate Pty Ltd

28,813

Oceanex Energy

26,275

Renewable Energy Systems Holdings Ltd

14,191

BlueFloat Energy LLC

9,000

Mirus Wind Pty Ltd

8,431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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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lis Energy Investments Pty Ltd

8,000

Siemens AG

7,780

Hydrogen Renewables Australia

7,780

Bowen River Utilities Pty Ltd

7,420

출처: GlobalData(2022.02), ** 발주처가 발주한 프로젝트 규모의 총계

4

우리기업 발전사업 진출 현황

▶ 발전분야 수주실적(‘22.3.23 기준)
●

우리기업은 까뮤이앤씨가 ‘69년에 베트남에서 120천 달러 규모의 ’대형 발전기 시설‘
공사를 수주하면서 해외 발전분야에 최초로 진출함

●

‘22. 3. 23까지의 누계액을 살펴보면, 산업설비 공종의 수주액은 해외건설 총액의
57.2%인 5,175.3억 달러이며 산업설비 수주액 중 중동지역이 57.5%인 2,975.8억
달러를 점유하고 있고 이어서 아시아 25%, 중남미 8%, 유럽 4% 순임

●

중동지역의 산업설비 수주액 중 30.2%, 아시아지역 산업설비 수주액 중 38.0%가
발전사업으로, 우리나라 해외건설은 중동지역과 아시아지역을 주력시장으로 산업설비
공종의 발전소 위주로 진출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2006년 이후 약 10년간 지속됐던 고유가 상황에 발맞춰 중동지역의 산업설비
수주가 확대되면서 주력시장이 아시아에서 중동으로 넘어가며 중동지역에서 대규모의
발전설비 수행이 늘어났음

표. 22_우리기업 산업설비 세부공종별 수주현황

(단위: 억 달러, 건)

산업설비
세부공종

발전소

전체 건수

374

117

257

186

1,118

2,052

전체 금액

1,567.1

792.9

732.7

790.4

1,292.2

5,175.3

중동 금액

900.1

498.7

391.3

450.6

735.2

2,975.8

아시아 금액

495.9

153.9

233.6

192.5

229.3

1,305.3

북미 · 태평양 금액

12.8

31.0

8.5

43.0

37.8

133.1

유럽 금액

8.6

8.5

97.4

4.7

69.2

188.5

아프리카 금액

52.3

0.6

0.3

63.0

63.0

179.2

중남미 금액

97.4

100.3

1.6

36.6

157.6

393.4

정유공장

화학공장

출처: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검색일: ‘22.3.23 11:30, 기간: 65년~’22.3.23)

가스시설 및 가
스처리시설

기타

산업설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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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로 보면, 사우디 269.9억 달러, UAE 258.3억 달러, 알제리 67.5억 달러, 이라크
55.1억 달러, 카타르 50.6억 달러 등 MENA 지역을 중심으로 베트남 116.3억 달러,
인도 104.6억 달러, 인니 65.0억 달러 등의 국가의 발전 사업을 수행함

●

분야별로 보면 화력발전소 1,142.4억 달러, 풍력 1.6억 달러, 태양광 1.7억 달러, 원자력
192.9억 달러, 수력 32.6억 달러, 기타 195.9억 달러로 화력발전소 위주로 수행해 왔음

●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전원을 화석에너지에서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등으로
전환하는 세계적인 움직임에 따라, 우리기업들도 탄소저감사업, 원자력, 태양광 및 풍력의
재생에너지, 수소 등 신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발전사업에 대비해야 함

5

발전시장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 친환경·재생에너지로의 전환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배출 저감을 목표로 친환경·재생에너지
투자가 확대되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향후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사업의 급감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 기회의 증가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우리 해외건설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관련 전담부서 및 사업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기술개발에 투자를
증대해야 함

- 태양광, 풍력, 해수담수, 수소발전 등의 친환경사업 위주로 입찰 참여 및 투자 추진,
기술개발 및 제휴, M&A, 업무협약 등을 토대로 점진적으로 친환경 사업 분야로의
진출 확장이 필요함

●

그러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된 유럽 에너지
위기(기존 위기 + EU의 높은 대러 의존도)에 따라 독일과 영국 등 일부국가가 석탄 발전을
재개하고 EU의 석탄수입량이 다시 증가하며 전통적 에너지 부문으로의 투자가 증대 하는
등 에너지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을 통해 상황에 따른 투자 및 진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 ‘22년 2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EU 녹색 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 최종안을
채택하면서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조건부로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함. 이는 에너지 위기 속에 한 발 물러선 결정으로 에너지 위기가 지속될 경우
석탄 등 타 화석연료에 대한 단계적 감축에 대한 재고도 고려될 것으로 예상됨.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하고 전력계통의 안정성 유지에 대한 방안 확보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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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조달 경쟁력 강화 필요
●

발전시장에 대한 투자개발형 사업(IPP, PPP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①
저성장,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각국 정부의 재정이 부족한 상황과 ②상대적으로 타
공종에 비해 PF 등 금융조달이 수월한 구조(전력생산·판매)이기 때문으로 우리기업의
투자개발형 발전 사업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시공자금융주선 방식의 발전 프로젝트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경쟁국 대비 경쟁력있는 금융조건(양적·질적) 제시를 위해 국내 ECA 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가 필요할 것임

그림. 28_복합금융 지원 사례(인도네시아 카리안댐-도수로-정수장 건설)

- (ODA(EDCF)) 인도네시아 카리안 다목적(수력발전·용수공급 등) 댐 건설
- (경협증진자금(EDPF)) 카리안-세르퐁 도수로(53km) 건설
- (수출금융(PPP)) 카리안 정수장 및 송수관로(25km) 건설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자료

●

특히 최근엔 위의 그림과 같이 EDCF 등 ODA자금, 경협증진자금(EDPF), 수출금융(PPP)
등 다양한 금융조달방법을 동원하고 상호 보완한 복합금융방식 지원 사례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건설정책펀드 및 각종 지원자금도 활용해 금융조달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발전분야도 단일공사 수행이 아닌 패키지형 사업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밖에 World Bank 등 다자개발은행(MDBs) 및 녹색기후기금(GCF) 등의 양허성
자금도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국내자금 조달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도 강구해야할 것임

트렌드 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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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진출 대상국의 니즈에 맞는 프로젝트(분야, 재원, 규모 등)를 개발하고 전력을
사용하는 수요자에 맞춘 요금 체계를 설계해야하며 지역공동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사업을 운영해야할 것임

▶ 경쟁국과의 차별화 방안 구축
●

최근 중국이 방대한 외환보유고를 기반으로 공적원조자금을 확대하고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 등 확대를 위해 기업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면서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 개도국 시장에 진출하며 파트너쉽을 강화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능력이 떨어지는 우리나라는 단순 가격경쟁을 피하고 중동, EU
등 자금력이 풍부한 시장을 공략하고, 발전소의 수명, 효율, 독자적인 기술력(Ex.
UAE 바라카 원전) 등을 기반으로 품질로 경쟁해야 함

- 단순히 발전소 건설에 그치지 않고 사업구상에서부터 사업 기획·조정, 자금조달,
기본설계(FEED), EPC Turnkey, 사후관리(운영 & 유지보수, 교육 등), 리스크
관리가 수반된 Total Solution Provider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함

▶ 팀코리아 구성을 통한 진출
●

전력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사업총괄기획, 지분투자 등 Developer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의 EPC 수행능력 등을 결합·협력(Team Korea 구축)하여 발전사업 및 자원연계사업
동반진출을 추진

- 공기업의 국가신용등급 수준의 높은 대외 신인도를 바탕으로 대 발주처 영업활동에
있어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저금리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등 장점을
활용하고 민간의 기술력 및 네트워크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Team Korea 구성을
통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 우리나라 전력 공기업들은 ‘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대신 태양광, 풍력,
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해외진출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아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동반진출 및 일자리 증대 등의 효과를 창출을 위해 노력 중

●

LNG 조달, 인수기지, 파이프라인, 발전소 통합 개발 수요가 증가하는 등 갈수록
대형화되는 사업에 대응하여 전력 공기업과 가스공사 등 공기업 간의 협업 및 민간기업과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하며, 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원전 정책에 따라 우리기업의
원전분야 기술·관리·시공 인력을 확보하고 UAE 바라카 원전에 참여한 기업을 중심으로
Team Korea를 구축하여 원자력 발전분야 진출이 필요함

트렌드 워치

33

2021 해외 프로젝트금융(PF) 시장 동향

트렌드 워치

트렌드 워치

2021
해외 프로젝트금융(PF)
시장 동향
1

글로벌 PF 시장 동향

1. 글로벌 PF(대출 및 채권) 시장
●

2021년 전세계 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및 채권) 시장은 약 3,856억불의 규모를
기록하며 2020년(3,290억불) 대비 17.2% 증가함과 동시에 역사상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던 2019년 3,543억불의 기록을 경신함 (출처: PFI Financial Tables 2021)

●

2021년이 되어 유동성이 늘어나고 시장 참여자들의 높은 수익률 추구가 지속되면서
PF 시장이 활기를 띰. ESG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금융기관들은 지속되는 코로나19 규제 속에서도 거래를 차질없이 수행하는 방법을
터득한 모습을 보임
최근 10년 글로벌 PF 시장 규모 추이

출처: PFI Financial Tables 2012-2021

이수정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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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PF 대출 시장
●

Loans 시장의 규모는 약 3,059억불로 전년(2,776억불) 대비 10% 증가했으며, 건수
기준으로는 901건에서 918건으로 17건 증가함

●

(주간사별) 2021년 대출을 주선한 금융기관 중 1위는 2020년과 동일한 Sumitomo
Mitsui Financial Group(SMBC)이었음

2021년 주간사별 Loans League Table
순위

회사

금액 (억불)

비중

건수

전년도 순위

1

Sumitomo Mitsui Financial Group

159.5

5.2%

160

1

2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142.7

4.7%

149

2

3

Societe Generale

119.3

3.9%

130

3

4

Credit Agricole CIB

101.6

3.3%

123

5

5

Santander Corporate & Investment Banking

101.4

3.3%

125

4

6

Mizuho Financial Group

99.8

3.3%

73

7

7

ING

89.8

2.9%

106

9

8

BNP Paribas

88.0

2.9%

97

6

9

Natixis

83.4

2.7%

77

8

10

CIBC World Markets

58.0

1.9%

59

11

11

Gazprombank

54.9

1.8%

13

37

12

Sberbank CIB

49.7

1.6%

8

174

13

Bank of China Ltd

49.0

1.6%

41

18

14

IMI - Intesa Sanpaolo

42.5

1.4%

50

29

15

Korea Development Bank

41.6

1.4%

28

12

16

Standard Chartered

41.4

1.4%

34

19

17

National Australia Bank

41.1

1.3%

47

23

18

JP Morgan

40.6

1.3%

22

50

19

HSBC Holdings

39.0

1.3%

30

15

20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36.3

1.2%

36

21

출처: PFI Financial Tables 2020, 2021

- 한국산업은행은 약 41.6억불(28건)의 실적을 기록하며 전년(40.8억불, 24건) 대비 더
많은 금액을 주선했고 전체 Loans 시장의 점유율은 1.4%로 전년과 동일했으나 순위는
3계단 하락한 15위에 랭크됨

- 러시아 은행인 Sberbank CIB는 2020년 92.2백만불(3건)을 주선하는 데 그쳤으나
2021년은 북극 LNG 개발사업 등 러시아 대형 프로젝트들의 힘을 받아 대출 주선
규모가 49.7억불(8건)로 50배 이상 커지면서 순위가 174위에서 12위로 대폭 상승함

- 상위 5위권은 미세한 순위 변동만 있을 뿐 전년과 주선 규모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2021 해외 프로젝트금융(PF) 시장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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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EMEA지역이 전년대비 거래 금액이 18% 가까이 증가하며 1,481.6억불로
전체 프로젝트 Loans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미주지역 또한 8.5% 이상의
대출 거래 증가를 보임. 아시아태평양(아태)지역은 거래 규모가 감소하기는 했으나
감소폭이 크지는 않았음. 전반적으로 Loans 시장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2021년 지역별 Loans 전년대비 비교 Table
2021년

2020년

금액(억불)

비중(%)

금액(억불)

비중(%)

금액 증감률
(%)

1,481.6

48.4%

1,256.4

45.3%

17.9↑

미주
(Americas)

959.4

31.4%

883.4

31.8%

8.6↑

아시아·태평양
(Asia Pacific)

617.6

20.2%

636.3

22.9%

-2.9↓

3,058.6

100

2,776.1

100

10.2↑

지역

유럽·중동·아프리카
(EMEA)

합계

출처: PFI Financial Tables 2020, 2021

- (EMEA) 2019년부터 매년 거래 건수는 350건 내외로 비슷한 수준이나 2021년에
유독 대출 금액이 큰 증가를 보인 이유는 사우디 때문임. 사우디에서는 Jazan 정유공장
시설 인수, Sadara 정유공장 리파이낸싱, EIG Pearl 파이프라인 거래 등이 큰 규모로
진행되었음. 앞으로도 사우디에서는 여러 건의 신재생에너지 및 PPP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고, 친환경 신도시 Neom에서 첫 대형 수소 거래 건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EMEA지역 Loans 활황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미주) 계속되는 코로나19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용 연방 세금 인센티브 및 과세
형평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다수 진행됨. 미국에서는
626억불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미국이 2021년 가장 거래가 많았던 단일국가로
기록됨
- (아태) 거래는 약 620억불로 전년대비 3% 감소에 그쳤으나, 코로나19 사태
이전 규모인 800-900억불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수준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장기화되고 있음. 일본이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수요를 많이 보여 아태지역 Loans의 25%
이상을 일본계 은행이 주간하면서 일본이 지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대출을 발생시킴

출처: PFI Financial Tables 2021

2021년 주요 국가별 Project Loans
규모

2021 해외 프로젝트금융(PF) 시장 동향

●

(공종별) 발전이 1,293.8억불(42.3%), 오일&가스가 578.6억불(18.9%),
교통이 411.8억불(13.5%)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으며, 그 외 통신(6.7%),
레저&부동산(5.0%) 등의 규모가 컸음

- 발전 부문 Loans에서 가장 많은 기여를 꾸준히 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해당
부문에서의 비중이 2020년 72.4%에서 2021년 68.3%로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보여줌

- 광섬유 통신망과 디지털센터를 중심으로 한 통신 부문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해지고
있어 향후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2021년 공종별 Project Loans 규모

출처: PFI Financial Tables 2021

2021년 공종별 Project Loans 전년대비 비교 Table
2021년

2020년

금액(억불)

비중(%)

금액(억불)

비중(%)

금액 증감률
(%)

1,293.8

42.3

1,327.6

47.8

-2.5↓

오일&가스

578.6

18.9

642.4

23.1

-9.9↓

교통

411.8

13.5

340.6

12.3

20.9↑

공종

발전

통신

206.3

6.7

130.4

4.7

58.2↑

레저&부동산

153.9

5.0

43.8

1.6

251.4↑

석유화학

143.9

4.7

52.4

1.9

174.6↑

산업설비

142.5

4.7

106.1

3.8

34.3↑

광물자원

69.6

2.3

63.2

2.3

10.1↑

상하수도

54.6

1.8

33.2

1.2

64.5↑

폐기물&재활용

3.7

0.1

35.9

1.3

-89.7↓

농업&임업
합계

-

-

0.5

0.02

-100.0↓

3,058.6

100

2,776.1

100

10.2↑

출처: PFI Financial Tables 20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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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PF 채권 시장
●

Bonds 시장은 798억불로 전년(514억불) 대비 55% 증가함

●

(주간사별) Loans 주선 규모 22.6억불로 35위에 그친 Citi가 98.5억불의 Bonds를
발행하며 1위를 차지함. Loans 부문 상위 5위 안에 포함된 금융기관 중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Societe Generale, Santander Corp & Investment Bkg은 Bonds
부문에서도 상위 5위내 랭크됨

2021년 주간사별 Bonds League Table
순위

회사 (전년도 순위)

금액 (억불)

비중

건수

전년도
순위

1

Citi

98.5

12.3%

48

2

2

JP Morgan

51.3

6.4%

34

4

3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46.1

5.8%

36

1

4

Societe Generale

39.0

4.9%

19

7

5

Santander Corp & Investment Bkg

33.8

4.2%

31

13

6

HSBC Holdings

33.3

4.2%

17

8

7

BofA Securities

33.2

4.2%

19

10

8

BNP Paribas

32.9

4.1%

17

5

9

Sumitomo Mitsui Finl Grp

31.7

4.0%

25

12

10

Credit Agricole CIB

30.9

3.9%

19

3

11

Mizuho Financial Group

29.0

3.6%

19

14

12

Goldman Sachs

24.7

3.1%

18

9

13

Scotiabank

22.6

2.8%

14

11

14

Credit Suisse

21.1

2.6%

14

21

15

CIBC World Markets Inc

19.1

2.4%

10

18

16

RBC Capital Markets

18.3

2.3%

13

6

17

Morgan Stanley

17.9

2.2%

13

15

18

National Australia Bank

13.8

1.7%

10

32

19

ING

13.4

1.7%

11

22

20

Deutsche Bank

13.0

1.6%

9

9

출처: PFI Financial Tables 2020, 2021

●

(지역별) 2021년 미주와 아태지역 Bonds 시장은 전년대비 규모가 대폭 증가했으나,
EMEA지역은 다소 위축되면서 규모가 미주 시장의 50%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2021년 지역별 Bonds 전년대비 비교 Table
지역

2021년
금액(억불)

2020년
비중(%)

금액(억불)

비중(%)

금액 증감률
(%)

EMEA

216.6

27.2

232.6

45.2

미주

473.0

59.3

242.3

47.1

95.2↑

아태

108.0

13.5

39.4

7.7

174.1↑

합계

797.6

100.0

514.3

100.0

55.1↑

출처: PFI Financial Tables 2020, 2021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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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요 국가별 Project Bonds 규모

출처: PFI Financial Tables 2021

- (EMEA) 2020년 232.6억불에서 6.9% 감소하며 216.6억불을 기록함. 이탈리아가
39.8억불로 EMEA지역에서 채권 발행 규모가 가장 컸으며, UAE는 Galaxy
파이프라인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총 39.2억불로 2020년 40억불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함
- (미주) 전년(242.3억불)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473억불을 형성하면서 글로벌 Bonds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특히 미국이 리파이낸싱과 그린본드를 포함한 다수의
채권 발행으로 단일국가로는 가장 큰 규모인 282억불을 기록, 전 세계 시장의 35%를
차지하며 미주 시장의 성장을 견인함
- (아태) 108억불의 규모로 전년(39.4억불) 대비 2.7배 이상 성장하였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Bonds 발행이 적은 편이며, 지역 1위 인도(48.5억불)와 2위 호주(45.8억불)가
아태지역 총 규모의 97% 가까이를 차지했다는 점이 특징적. 인도는 특히 에너지와
인프라 관련 채권 발행이 많았음

●

(공종별) 오일&가스 부문이 꾸준히 전체 Bonds 시장에서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큰 시장 규모를 유지함. 교통 부문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며 198.8억불로 발전
부문(195.6억불)을 근소한 차이로 앞섬

2021년 공종별 Bonds 전년대비 비교 Table
2021년

2020년

공종
비중(%)

금액 증감률
(%)

금액(억불)

비중(%)

금액(억불)

오일&가스

273.6

34.3

185.3

36.0

47.7↑

교통

198.8

24.9

86.7

16.8

129.3↑

발전

195.6

24.5

165.5

32.2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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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70.6

8.9

22.4

4.4

215.2↑

레저&부동산

14.9

1.9

24.8

4.8

-39.9↓

통신

14.6

1.8

11.6

2.3

25.9↑

광물자원

12.6

1.6

-

-

-

산업설비

12.2

1.5

0.6

0.1

1933.3↑

상하수도

4.6

0.6

8.9

1.7

-48.3↓

폐기물&재활용

0.1

0.0

8.6

1.7

-98.8↓

797.6

100.0

514.3

100.0

55.1↑

합계

출처: PFI Financial Tables 2020, 2021

- 발전 부문은 공종별 규모 3위에 랭크되었으나 채권 발행 건수가 60건으로 가장 많았음.
산업설비 부문은 전년 대비 20배 넘게 성장했으나 전체 규모는 여전히 작은 편임
2021년 공종별 Project Bonds 규모

출처: PFI Financial Tables 2021

4. 국제개발금융기관의 PF 지원
●

2021년 국제개발금융기관의 PF 지원방식은 총 209.15억불에 직접대출(direct
lending)이 78%, 지급보증(guarantee)이 22%를 차지함. 2020년
지원금액(303.52억불)에서 30% 이상 감소하면서 코로나19의 타격이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임
- (개도국) 직접대출 115.1억불, 지급보증 44.4억불로 총 159.5억불이 지원됨.
JBIC(일본국제협력은행)/Nexi(일본무역보험)가 러시아의 북극 LNG 사업 등에
참여하며 총 41.4억불로 전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금융지원 금액을 기록함.
Kexim(한국수출입은행)/K-sure(한국무역보험공사)는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사업 등을
포함하여 총 29.5억불의 지원 금액이 집계되며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2위에
랭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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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 선진국 대상 지원은 2020년 총 109.71억불에서 반절 이상 감소한
49.7억불을 기록했으며, JBIC/Nexi가 선진국 지원 금액도 가장 많았으나
EIB(유럽투자은행)가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오름

개도국 대상 기관별 PF 실적
순위

기관명

1
2
3
4
5
6
7
8
9
10

JBIC/Nexi
Kexim/K-sure
China Exim
Sace
World Bank Group
IDB Invest
Chexim
DFC
IADB
EBRD
African
Development Bank
AIIB
Proparco
MIGA
EIB
CAF
ADB
OFID
FMO
AFD
ICO
Sinosure
EAIF
DEG
IsDB
EKF
DBSA
JICA
CDC
AFC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선진국 대상 기관별 PF 실적
직접 대출
(억불)

지급 보증
(억불)

총 규모
(억불)

건수

순위

기관명

직접 대출
(억불)

지급 보증
(억불)

총 규모
(억불)

건수

32.14
9.45
14.14
5.66
5.62
6.18
3.33
3.22
3.14
2.87

9.25
20.00
8.11
4.50
-

41.39
29.45
14.14
13.77
10.12
6.18
3.33
3.22
3.14
2.87

11
3
1
2
9
7
1
4
2
5

1
2
3
4
5
6
7
8
9
10

JBIC/Nexi
EIB
GIEK
CEFC
EKF
KfW
EBRD
Euler Hermes
ICO
AFD

18.46
17.16
6.41
3.50
0.56
0.71
0.62
0.50
0.47
0.32

0.98
-

18.46
17.16
6.41
3.5
1.54
0.71
0.62
0.5
0.47
0.32

6
10
1
8
2
1
3
1
1
1

2.75

-

2.75

5

48.71

0.98

49.69

34

2.73
2.60
2.40
2.33
1.74
1.69
1.66
1.57
1.45
1.38
1.04
0.95
0.75
0.73
0.70
0.65
0.50
0.44

2.51
-

2.73
2.60
2.51
2.40
2.33
1.74
1.69
1.66
1.57
1.45
1.38
1.04
0.95
0.75
0.73
0.70
0.65
0.50
0.44

3
3
1
4
1
3
4
4
1
4
1
3
2
1
1
2
2
1
1

31

China Co-financing fund
for Latin America and
Caribbean

0.36

-

0.36

1

32
33
34

OeEb
KfW
AFD

0.32
0.02
0.58

-

0.32
0.02
0.58

2
1
1

115.09

44.37

159.46

97

합계
출처: PFI Financial Tables 2021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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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

▶ 2021년 PF 시장(대출 및 채권)은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집계됨
- Loans 시장
· 규모는 2020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상위 주간사들은 전통 강자인 일본계, 프랑스계
은행들이 주를 이루었음
· EMEA지역은 사우디가 시장을 주도했고, 미주지역은 미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20%)을 차지했으며, 아태지역은 코로나19 이전 규모(800-900억불)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공종별로는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발전, 오일&가스, 교통 부문이 꾸준히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통신의 향후 성장이 기대됨
- Bonds 시장
· 규모는 2020년 대비 큰 폭(55%)으로 증가했으며, 주간사는 미국 및 유럽계 상업은행이
선두권에 주로 포함됨
· EMEA지역은 채권 발행이 전년에 비해 다소 줄었고, 미주지역은 Loans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시장을 이끌었으며, 아태지역은 인도와 호주가 해당 지역의 약 97%를 차지함
· 공종별로는 교통 부문의 거래가 크게 증가하며 오일&가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Bonds 발행을 기록했고, 발전 부문이 뒤따랐음
- 국제개발금융기관의 PF 지원
·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2020년 지원 규모 대비 30% 이상 감소함
· 개도국 지원은 일본과 한국의 ECA(공적수출신용기관)가 개도국 지원 전체 규모의 45%
가까이를 차지했고, 선진국 지원은 일본의 JBIC/Nexi와 함께 EIB(유럽투자은행)가
지원 규모의 70% 이상을 차지함

▶ ESG에 대한 관심 증대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발주 지속 증가 전망
- 지난해 11월 폐막한 COP26를 전후로 탄소중립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강해지면서
ESG경영을 정착시키고 미래 전략으로 삼는 기업들이 많아짐

- PF 시장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ESG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려는 금융기관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국제 금융기관들뿐만 아니라 소형 지역은행들도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음1

- 특히 주요 신재생에너지 자원으로 정착한 태양광과 풍력 부문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1 PFI. 2022.1.26. 2022 - Robust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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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이외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수소 관련
프로젝트의 비중도 날로 커지고 있음

- 이외에도 지난 2월 EU 집행위원회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포함한 EU Taxonomy(녹색분류체계) 규정안을 발의하면서 EU회원국간 이견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또는 원자력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음.
엄밀한 의미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아니나 탈탄소로 가는 전환기에 ESG 기준을
준수하는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 고려되고 있는 상황임

- 더욱이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나라별로 신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한 움직임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데이터센터에 대한 의존도 증가로 활발한 프로젝트 전개 예상
- 코로나19 이전부터 여러 기업들이 클라우드 활용을 늘리면서 주목을 받던
데이터센터는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락다운을 경험하면서 일반 가구의 의존도도 함께
높아짐

- 실제 통계를 보면, 최근 몇 년간 데이터센터 PF 대출 규모는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었고,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급감한 이후 2021년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전문가들은 이 증가 추세가 향후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2
연도별 데이터센터 PF Loans 규모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규모(억불)

6.8

16.1

41.2

12.5

40.8

출처: PFI

- 기업 활동이 밀집된 곳 가까이 위치해야 하는 데이터센터의 특성상 아직은 미국, 호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글로벌 연결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신흥국에서도
시간차를 두고 데이터센터 구축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건설사들은 ICT업체, 관련 기술 전문가 등과의 업무 협력을 동반하여 수주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데이터 보안,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안정성,
기술적 정교함 등 다방면으로 세심한 주의를 요하기 때문에 진입 허들이 다소 있으나,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데 주요 축이 될 것으로 보임

2

PFI. 2022.3.9. Data centres into infra
main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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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지역 주요 국가별 건설 금융 Issue Focus

1. 프랑스
●

(중국과 17억불의 인프라 프로젝트 7건 협력 합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두 나라의 제3시장 협력 협약에 따라 총 17억불이 넘는 규모의 7개 인프라
프로젝트를 제3국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함3
- (세부내용) 두 나라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앙유럽, 동유럽 지역에서 인프라,
환경보호, 에너지 부문의 건설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
- (시사점) 지원을 받게 될 국가와 각 프로젝트의 규모 등 세부 정보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프랑스와 중국 두 국가의 후속 발표 내용을 확인하며 진입
여부 검토 필요

2. 독일
●

(노르웨이와 연결되는 수소 파이프라인 건설 검토)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독일은 노르웨이와 직접 연결되는 수소 파이프라인의 건설을 검토하고
있음4
- (세부내용) 독일에서 소비되는 천연가스의 절반, 석탄의 절반, 원유의 약 30%는
러시아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상황. 이를 대체하기 위한 작업 중 하나로 노르웨이에서
독일로 그린수소를 운송하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곧 진행될 예정임을 독일
경제부장관과 노르웨이 총리가 회담을 통해 밝힘
- (시사점) 러시아를 대신할 에너지 공급처의 확보와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독일이 더욱 강조하면서 에너지 수입 및 보관 관련 인프라에 대한 신규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3. 영국
●

(벨기에와 에너지협력에 관한 MoU 체결) 두 나라는 해상풍력, 저탄소 수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에 관한 협력을 약속했으며, 현재 양국을 연결하고 있는
해저 전력 인터커넥터 Nemo-Link에 이어 두 번째 인터커넥터를 건설하기로 합의함.
벨기에 에너지장관은 북해에 구축 예정인 인공 에너지섬에 새 인터커넥터가 연결되어
두 나라가 전력을 직접 주고받고, 신규 풍력발전단지의 추가 연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5

3 Global Construction Review. 2022.2.21.
France, China team up on infrastructure
projects worth $1.7bn
4 Bloomberg. 2022.3.17. German weighs
Norway hydrogen pipeline to avoid Russian
energy
5 PFI. 2022.3.9. UK signs energy island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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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영국이 진행 중인 인터커넥터 프로젝트 2건) 영국과 독일이 최초로 연결될
인터커넥터 NeuConnect(1.4GW, 12억유로 규모)는 3월초 이탈리아 케이블회사
Prysmian이 사업을 낙찰받음. 아일랜드와 웨일즈를 연결할 Greenlink(500MW,
6억유로 규모)는 향후 몇 주내 부채차입(debt financing) 세부내용을 확정지을 계획.
두 프로젝트 다 Societe Generale이 금융자문기관 역할을 맡고 있음
- (시사점) 지난겨울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대란을 겪고 러시아 공급을 대체하기 위한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영국 또한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에너지 연결망 구축에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전망됨. 인공 에너지섬과 이를 연결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술력을 갖춘 우리 건설사들도 참여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포르투갈
●

(자국 최초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입찰 개시 예정) 포르투갈 환경·에너지전환부
Fernandes 장관은 2026년 3-4GW 용량 구축을 목표로 올여름 포르투갈이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최초로 경매에 부칠 계획이라고 밝힘6
- (추가내용) Fernandes 장관은 포르투갈이 향후 신재생에너지 주요 수출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상풍력 발전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함
- (EU 해상풍력 현황) EU는 현재 16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용량이 설치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최소 60GW 설치 목표를 갖고 있음
- (시사점) 포르투갈은 현재 전력의 60%를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을 정도로
친환경 발전 비중이 높으며 향후 수출 규모를 더 키우겠다는 비전 또한 갖고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시장 개척이 필요한 지역으로
사료됨

5. 이탈리아
●

(태양광 사업자들의 수익 환수 계획)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시행령을
기반으로 태양광 사업자들의 초과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며, 치솟는 에너지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15억유로 규모의 에너지패키지에 환수된 자금을 사용할 예정7
- (상세내용) 환수조치는 20kW를 초과하는 용량의 태양광 및 일부 풍력·수력·지열발전
플랜트에 적용될 예정. 해당 플랜트들은 현재 에너지대란으로 높은 시장 가격을 누리고

6 Reuters. 2022.3.16. Portugal to auction
3-4GW of floating offshore wind farms in
summer
7 Reuters. 2022.2.5. Italy plans to raise 1.5 bln
euros from green energy claw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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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기존 정부 보조금 혜택도 받고 있음. 조치에 따르면, 에너지가격이 에너지대란
발생 이전의 평균 시장가격을 일정 수준 초과할 시 생산자들은 초과수익을 2022년
말일까지 정부에 납부해야 함8. 단, 의회가 본 시행령을 60일내 승인하지 않을 시
조치의 효력은 상실될 예정
- (시사점) 신재생에너지 생산자들은 본 조치가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고 시장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를 하고 있어 그대로 시행이 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함. 시행이
될 경우, 22GW의 현 태양광 용량을 2030년까지 51GW 이상으로 키우고자 하는
이탈리아의 태양광 발전 시장을 실제로 위축시킬지,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의 태양광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추이 확인 필요

6. 헝가리
●

(METAR* 지원제도 하 6번째 신재생에너지 사업 입찰 개시) 헝가리 에너지
관리공단(MEKH)은 총 864GWh 확보를 목표로 6차 METAR 프로그램 입찰 공고를
게재함9
* METAR: 헝가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정책으로 전력 생산자는 전력을 판매할 수 있으며,
플랜트 규모에 따라 보조금이 달리 지원됨 (2017년 1월 1일 발효)

- (세부내용) MEKH는 20MW-50MW급 플랜트들로부터 총 720GWh를, 5MW20MW급 플랜트들로부터 총 144GWh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입찰기간은 3월 25-28일)
- (추가정보) 1, 2, 3차 입찰을 통해 헝가리는 524MW 규모의 태양광 용량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으나10, 4번째 입찰(135MW의 기 설치된 수력발전 및 바이오매스 시설
지원용)은 11월에 입찰 접수를 받은 뒤 아직 낙찰자가 발표되지 않았으며, 5번째
입찰은 취소되었음
- (시사점) METAR 프로그램의 첫 세 라운드 입찰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입찰은 다소 불분명하게 진행되고 있어 해당 제도의 진행 현황을 지속 확인하며
유의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7. 덴마크
8

●

(그린수소 위한 12억5천만 덴마크 크라운 지원 결정) 덴마크 의회는 2030년까지
6GW의 수전해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12억5천만 덴마크 크라운(약 1.85억불) 규모의
국가지원을 합의함11

PV Tech. 2022.2.3. Italy’s solar profit
clawback to have ‘huge impact’ on
renewables investment, trade bodies warn
9 PFI. 2022.3.8. Hungary - Renewables tender
opened
10 PV Magazine. 2022.3.4. Hungary launches fifth
renewables auction
11 Reuters. 2022.3.15. Denmark takes first
steps towards green hydroge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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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수전해를 통한 그린수소의 생산을 지원하고 그린수소의 상업성을 키우는 데
해당 지원금이 사용될 예정이며, 이르면 2023년에 지원금 활용을 위한 입찰이 진행될
예정12
- (추가내용) 덴마크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그린수소 생산에 필수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추가 건설에 관한 내용은 올해 하반기 예정된 정치권 협의에서 논의될 수
있음을 암시함
- (시사점) EU 전체의 2030년 수전해 용량 목표가 40GW임을 감안할 때 덴마크가
공격적인 목표를 수립했음을 알 수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확충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됨. 특히 덴마크는 해상풍력 강국인 만큼 이 부문의
투자가 더 증대될 것이라 예상되나, 실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신규 진행에 대해서는
덴마크 정부의 추후 발표사항을 지켜보며 대응 필요

8. 그리스
●

(4.25억유로 규모 PPP 사업 승인) 그리스 개발·투자부는 합계 4.25억유로(약
4.65억불)를 4개의 신규 PPP사업 및 1개의 기 승인받은 PPP사업에 투입하기로 함13
- ( 세 부 내 용 ) 이 번 에 승 인 된 신 규 P P P 사 업 은 △ Ko z a n i 기 술 보 급 센 터 및
학교시설(체육시설, 일반건물 등), △Santorini 폐기물처리시스템, △Karditsa
관개시스템, △Messinia 관개시스템이며 자금의 대부분이 여기 사용되고 일부는
Crete대학에 새 원형극장을 짓는 공사의 변경작업에 사용될 예정임
- (시사점) 그리스 정부는 본 사업들 외 다수의 도로 PPP사업 또한 진행 및 준비하고
있음 14. 그리스는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진출이 쉽지 않은 시장이나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PPP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참여 기회는 지속해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됨

9. 리투아니아
●

(첫 해상풍력 발전단지 관련 디벨로퍼 의견 수렴 예정) 리투아니아 에너지부는 자국
최초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잠재 디벨로퍼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예정임을 발표함15
- (세부내용) 컨설팅은 4월 18일에 예정되어 있는 잠재 투자자들과의 협의 및 추후
프로젝트 입찰 준비가 목적이며, 송전망과의 연결 등 기술적 이슈, 시공을 포함한
프로젝트 전체 스케줄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

12

Renewables Now. 2022.3.15. Danish
political agreement reached on up to 6GW
electrolysis target
13 InfraPPP. 2022.3.16. Greece approves four
PPP projects worth EUR425.2million
14 PFI. 2022.1.27. Greece - FA sought for
Greece road PPP
15 Offshore Wind. 2022.3.22. Lithuania to
Start Consultations with Offshore Wind
Developers

2021 해외 프로젝트금융(PF) 시장 동향

트렌드 워치

48

- (프로젝트 정보) 해당 단지는 최대 700MW 총규모에 8-16MW급 풍력터빈이
발트해에 43-87개 설치될 예정. 프로젝트 입찰 공고는 2023년 하반기로 계획되어
있으며, 2030년에 운영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 매년 2.5-3TWh의 전략을 생산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현 리투아니아 전력 수요의 25%에 달하는 수준임16
- (시사점) 리투아니아는 203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의 45%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풍력발전은 현 수준의 2배,
태양광발전은 5배가 증가해야 함17. 이와 관련하여 신규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속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많은 기술적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프로젝트 초기 기획 단계의 기술 컨설팅부터 참여하여 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10. EU
●

(Principal European Data Center Fund 1.55억유로 모집 성료) 글로벌
투자관리회사인 Principal Global Investors는 유럽지역 데이터센터자산 투자에
사용될 Principal European Data Center Fund가 당초 목표를 상회하는
1.55억유로로 최초 결성되었다고 밝힘18
- (세부내용) 해당 펀드는 폐쇄형펀드*로, 자산운용사, 연기금, 보험기금 등 7개
투자자들의 출자를 받아 최대한도인 4.5억유로의 3분의 1이 현재 조성 완료된 상태19.
펀드의 60%는 유럽 주요 데이터센터 시장인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에
사용되고, 나머지 40%는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에 사용될 예정
* 폐쇄형펀드: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어 투자자가 중도 환매청구를 자유로이 할 수 없는 펀드
(개방형펀드의 반대개념)

- (시사점) 코로나19를 겪으며 글로벌 데이터 트래픽이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와 관련된 투자펀드는 매력적인 투자상품으로
눈길을 끌고 있음. 이에 건설사들이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
글로벌 투자회사들과 협업함으로써 디지털 인프라 디벨로퍼로 업무 영역을 확장한다면
미래 성장의 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6
17

18
19

4C Offshore. 2022.3.22. Lithuania opens
consultations with potential developers
Enerdata. 2022.2.16. Lithuania starts
consultations for a 700MW offshore wind
plant in the Baltic Sea
InfraPPP. 2022.3.2. First Close achieved for
Principal European Data Centre Fund
Data Center Dyanmics. 2022.2.23. Principal
Global Investors close €155 million
European data center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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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카자흐·우즈벡)
인프라 및 PPP사업 동향
박재혁

( 보건·의료, (신재생) 에너지, 디지털 분야 중심 )

1

중앙아시아 인프라 현황
◇ CIS국가 전반적으로 열악한 인프라로 인하여 경제성장 약화
◇ 국가별로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 및 주변국 연계 프로젝트 진행

▶ (현 황) 부족한 교통·물류 인프라로 인하여 경제성장에 한계
●

2000년대 초부터 CAREC*은 ADB 주도로 세계은행, EBRD 등과 함께 교통, 에너지,
무역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으로 지속적 개선 중
* 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 `97년 설립된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로서
200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말 208개 프로젝트, 393.4억불 투자(누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물류지수(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 2018)
국가명

종합순위

통관

물류인프라

국제수송

물류역량

물류추적

적시성

카자흐스탄

70

65

81

84

90

83

50

우즈베키스탄

99

140

77

120

88

90

91

키르기스스탄

108

55

103

138

114

99

106

투르크메니스탄

126

111

117

136

120

107

130

타지키스탄

134

150

127

133

116

131

104

출처: World Bank(2018). https://lpi.worldbank.org(전체 160개국 평가)

▶ (동 향) 국가별 인프라 개발 추진 및 주변국과의 물류·에너지망 연결 중
●

(에너지) 주변국과의 가스관, 대규모 국제전력망 연결 프로젝트 추진
* (가스)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TAPI,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 (전력) CASA-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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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도) 중앙아시아~이란, 우즈벡~키르기즈~중국 연결 철도건설 추진 중

●

(도 로) 카자흐 대규모 도로 계획*, 우즈벡~키르기즈~중국 연결망 건설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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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만㎞ 신설, 1만㎞ 개선 계획 중

●

(항 만) 카스피해를 통해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과
러시아·아제르바이잔 연결 해상 물류망 구축 중
* 카자흐 쿠릭 항, 아제르바이잔 바쿠 항 등의 현대식 항만설비 건설 추진 및 계획 중

참고 중앙아시아 지역 인프라 투자사업 현황
▶ 다자개발기구(MDBs)의 주요 프로젝트
●

1991년 구소련 해체 이후 서구의 다자개발기구(MDBs)들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에너지, 교통 인프라와 병원, 교육시설 등의 사회 인프라 건설 추진

●

러시아 주도로 설립된 EDB(유라시아 개발은행)와 중국 주도의 AIIB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도 인프라 사업 지원, 최근 IsDB(이슬람개발은행)가 이슬람권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사업 확대

다자개발기구의 중앙아시아 지역 주요 지원 사업 부문
국가명

특징

주요지원부문

EBRD

시장경제 정착지원(경쟁성, 지배구조, 환경, 포용, 통합 등 측면), 중소
(여성)기업 및 혁신 기업 등 지원, 에너지, 인프라, 농업 등 지원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외경제은행(NBU)’과의 협력 (우즈베키스탄)
- 전력망 개선(타지키스탄)

세계은행

에너지, 교통, 보건 등의 부문에 지원

- CASA-1000(키르기즈, 타지키스탄)
- 누렉 수력발전소(타지키스탄)

ADB

CAREC 프로그램을 통해 인프라, 에너지, 무역원활화 부문 지원

- 악토베~마캇 도로 개선사업(카자흐스탄)
- 전력망 개선(우즈베키스탄)
- 수자원 보호(타지키스탄)

AIIB

교통 인프라,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부문 지원

- 자나타스 100MW 풍력발전소(카자스흐탄)
- 농촌 주거 인프라 구축(우즈베키스탄)

IsDB

혁신기술, 인프라, 교육, 인도적 원조, 여성 등 지원

- 농업 마이크로 금융(카자흐스탄)
- 도로(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EDB

러시아·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지역 경제성장, 교역 증진, 경제통합을
목표로 금융지원

- 알마티 순환도로(카자흐스탄)
- Bogatyr 광산 기술현대화 지원(카자흐스탄)

▶ CAREC 프로젝트 현황
●

CAREC*은 세계은행, EBRD 등의 다자개발기구들과 공동으로 2000년대 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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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의 교통, 에너지, 무역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중

▶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

사업 과정에서 중앙아시아에 에너지·교통 인프라에 집중 투자 중이며, 2011년 40억
달러에서 2019년에는 140억 달러로 크게 증가(카자흐스탄에 50% 집중, 에너지 자원
분야에 최대 투자)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일대일로 사업 성과로 호르고스 물류특구(카자흐스탄), 서유럽서중국 도로(카자흐스탄), 캄칙 터널(우즈베키스탄) 건설이 있으며, 현재 우즈베키스탄키르기즈-신장위구르 간 철도 및 도로, 아스타나 도시 경전철, 4차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사업 등을 추진 중

2

국가 기본정보

▶ 국가개요
항목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수도

누르술탄

타슈켄트

면적

2,724,900㎢
(세계 9번째, 한반도 12배)

448,978㎢
(한반도 약 2배)

인구

1,899만명
(밀도 7명/㎢)

3,508만명
(밀도 60명/㎢)

민족

카자흐인 63%, 러시아인 23% 등

우즈벡 83.8%, 타지크人4.8%, 카자흐족 2.5% 등

종교

이슬람교70.2%, 동방정교회 23.9%

이슬람교 90%(수니70%, 시아 20%), 그리스정교
10%

▶ 투자환경
구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국가신용등급
(S&P)

BBB-

BB-

기업환경
(세계은행, Doing Business)

25위 / 190 (`21)

69위 / 190 (`21)

경제자유지수
(해리티지재단)

34위 / 169 (`21)

108위 / 186 (`21)

부패인식지수
(국제투명성기구)

94위 / 179 (`20)

146위 / 17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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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동향
카자흐스탄

지표

우즈베키스탄

2017

2018

2019

2020

2017

2018

2019

2020

실질성장률
(%)

4.1

4.1

4.5

-2.6

4.5

5.4

5.8

1.6

명목GDP
(십억＄)

166.8

179.3

181.7

169.8

59.0

50.3

57.9

57.7

1인당 GDP
(＄)

10,868

11,166

11,519

11,075

1,810

1,500

1,832

1,916

정부부채
(%of GDP)

19.9

20.3

19.9

23.4

20.23

20.65

23.33

36.80

물가상승률
(%)

7.4

6.0

5.2

6.7

13.8

17.5

15.2

13.8

3

국가별 주요 동향

◇ PPP법 제정 및 담당 기관 설립·운영으로 인프라사업 추진 강화
◇ (카자흐) 교통·사회·주거 분야, (우즈벡)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업 활발
▶ (PPP 제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법 제정 및 조직 설립
●

(카자흐) 에너지,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PPP법 제정('15.10), 경제부는 원활한 PPP
센터(Kazakhstan Public-Private Partnership Center) 설립

●

(우즈벡) 재무부 산하에 민관협력사업개발청(PPPDA, Development Agency of
Uzbekistan) 설립('18.10), 민관협력사업 관련법 제정('19.5)

▶ (정부 정책) 인프라 사업 확대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 및 정책 이행
●

(카자흐) ｢누를리 졸(광명의 길) 발전전략*('14.11)｣ 에 따라 인프라 개발 추진 및 PPP
형태의 사업 장려
* 7대 분야(교통물류, 에너지, 산업인프라, 주택공급, 주거환경개선, 중소기업지원) 국가 인프라 건설
추진을 골자로 하는 카자흐스탄의 경제정책

▶ (우즈벡)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자유시장 경제 체제 도입 강화
- ｢2021~2023 투자프로그램 실현 방안｣ 수립('20.12) 및 투자청 주도로 '21~'23년까지
933.7억불 투자 추진(외국인 투자 375억불 포함)
※ 우즈벡의 FDI 규모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16년, 17억불 ⇒ `19년,
66억불, 우즈벡 통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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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사업 비중 및 독점 축소, 자유시장 경제 도입을 위하여 장기 로드맵 수립 및
이행*, 경쟁법·자연독점법 마련
* 2022∼2026년 개발 전략 로드맵(Roadmap of the Development Strategy for 2022∼2026)

※ `20.3월 기준, 3천여 개의 국영기업이 운영 중이며 GDP의 50%, 조세의 47%
차지(`2020∼2021 경제구조 개혁 로드맵` 등에 따라 국영기업의 70%의
지분매각 추진)

▶ (PPP 분야) 우즈벡-에너지 중심, 카자흐-인프라 전반의 PPP 확대
●

(카자흐) '21년 6월 기준, 811건-1조 2,071억 텡게(28억 달러) 규모의 PPP 사업 진행
중이며, 매년 PPP 사업 계약체결 물량*도 급격히 증가
* `15년 말, 6건 > `17년 말, 189건 > `19년 1월, 615건 > `21년 6월, 811건

카자흐스탄 PPP 사업의 부문별 비중(건수 기준, 19년말 누계)
구분

교육

보건

체육시설

주거시설

교통·통신

농업

건설

PPP 분야

54%

21%

8%

6%

4%

3%

1%

●

(우즈벡) 경제성장·인구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증가*에 대응하여 발전시설(신재생
포함) 확대 및 교통인프라 확충** 등

* 2030년에는 에너지 소비 규모가 2019년의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에너지 생산 규모를
2019년 12.9GW에서 2030년까지 29.3GW로 증대 계획
** ①타슈켄트와 주요 도시(사마르칸드, 안디잔) 간 고속도로, ②지방고속도로(시르다리야 주 27㎞),
③노후공항 현대화(타슈켄트, 부하라, 페르가나, 우르겐치 등의 11개 지방 공항) 등 PPP 사업 추진
계획(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보고서, `21.7)'

참고 카자흐·우즈벡 주요 PPP 프로젝트 성과 및 계획
1) 카자흐스탄 주요 PPP 프로젝트 성과
부문

명칭

금액(백만＄)

내용

도로

알마티 순환도로

585.0

- 66㎞, 총 사업기간 20년(공사기간 50개월, 운영기간 15년 10개월, 7.5억
달러 규모)
※ SK건설, 한국도로공사 컨소시엄이 수주(KIND 투자)

태양광

Nura 태양광 플랜트

158.1

- 북카자흐스탄 아크몰린 주에 100MW 전력생산 태양광발전소 건설(러시아의
Hevel 그룹 수주)
- EDB 자금 지원

풍력

Zhanatas 풍력 발전소

140.0

- 잠빌 주 자나타스 지역에 100MW 전력생산 풍력발전소 건설(중국의 국영
전력공사 수주),
- AIIB 자금 지원(4,670만 달러)

공항

투르케스탄 공항 현대화

-

- 전체 905ha 면적에 1만㎡ 규모의 여객터미널 건설(터키 YDA 그룹 수주)

병원

투르케스탄·페트로파 블롭스크
종합병원 건설

-

- 투르케스탄에 610개의 병상 규모 및 페트로파블 롭스크에 500개의 병상 규
모 병원 건설 (터키 YDA 그룹 수주)

통신

농촌 지역 통신망 구축

-

- 1,249개 농촌 마을에 인터넷 통신망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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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자흐스탄 주요 PPP 프로젝트 계획
부문

내용

도로

- 알마티 우회 철도(73.2㎞, 2.97억 달러, 알마티 시내 화물운송 지체 해결)
- 쉼켄트 우회 도로(48㎞, 6,500만 달러)

병원

- 알마티 대학병원(300개 병상 규모)
- 카라간다(300개 병상 규모, 사업 기간 2021~41년) 종합병원

3) 우즈베키스탄 주요 PPP 프로젝트 성과
부문

명칭

금액(백만＄)

규모

수자원

타슈켄트 수자원 개선

159.73

-

누르 나보이

120.00

100MW

- UAE MASDAR Clean Energy사 수주
(EBRD 6,000만 달러 지원)

사마르칸트

116.00

131MW

- 프랑스 Total Eren사 수주
- EBRD 2,180만유로, EIB 4,370만유로 지원
- Total Eren사는 국영전력회사와 25년 간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무이낙-1

12.00

100MW

- 독일 Graess Energy사 수주

사마르칸트/지작

-

400MW

- UAE의 MASDAR Clean Energy사 수주
(3~4억 달러 규모 추정)

풍력

부하라/나보이

-

1,000MW

- 사우디아라비아 ACWA Power

화력

시르다리야

-

1,500MW

- 복합화력 발전소
- 사우디아라비아 ACWA Power 수주
(12억 달러 규모 추정)

보건

타슈켄트, 카라팔팍스탄, 호레
즈
인공투석 병원 건설

-

-

태양광

특징

- 노후 상하수도 개선

- 인도의 Nephroplus사 수주

4) 우즈베키스탄 주요 PPP 프로젝트 계획
부문

내용

상수도

- 타슈켄트, 호레즘, 사마르칸드, 부하라, 카르시, 나망간 등의 상하수도 건설 및 노후시설 교체 사업

풍력

- 카라칼팍스탄 100MW 풍력발전소

도로

- 타슈켄트-안디잔 고속도로(중국-키르기즈-우즈베키스탄 국제고속도로 구간의 일부, 340㎞,
20억 달러 규모)
- 타슈켄트-사마르칸드 고속도로(10억~20억 달러 규모, EBRD 지원 사업)
- 시르다리야 주의 27㎞ 고속도로

공항

- 타슈켄트, 부하라, 페르가나, 우르겐치 등 공항 현대화(8억 달러 규모)

출처 : 중앙아시아 인프라 개발 및 PPP 사업과 시사점('21.7,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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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동향(1) - 보건·의료

4

◇ (우즈벡) 코로나로 비대면 수요 증가 및 제약산업 활성화, 디지털화 정책 등
◇ (카자흐) 병원시설 노후화 및 병상부족, 코로나로 제약산업 활성화 등

1. 우즈베키스탄
▶ (의료 동향) '20년 사망자수는 175,637명으로 전년대비 13.5%
●

사망원인은 순환기 질환(60%), 종양(8%), 호흡기 질환(7.2%) 순이며, 높은
영아사망률('15년 기준 세계 35위)로 인한 원정출산 비율 高
※ (COVID-19 동향) `22년 1월 21일 기준, 209,578명 확진 및 1,529명
사망(0.73%)

▶ (인프라 현황) 우즈벡 내 병원*은 약 1,000개이며, 약 95%가 국가 운영 중
●

의료기술 미발달로 의료기기의 현지 제조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며,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
※ 보건 진료소, 클리닉 등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은 약 8,300여개로 파악

▶ (수입 시장) 최근 5년간 의료기기 수입은 연평균 약 20%의 성장 기록 중
●

가격 요인에 따라 러시아 및 중국 제품 선호도가 높고, 고정밀·고사양 요구 제품은
한국, 일본, 네덜란드, 독일 등의 수요 高

※ HS Code 9018∼9022 수입액: `12년 51.6백만 달러 → `16년 105.6백만
달러(진단의료기기, 심혈관기기 및 외과장비 등에 대한 수요 高)

▶ (중장기 계획) '헬스케어 시스템 발전에 대한 콘셉트 2019~2025' 발표
●

보건부 주도로 의료검진기록 통합 및 전산화(EHR, Eletronic Health Record), 전자
공공의료원 시스템, 의무공공의료보험 제도 도입 등
※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2022년까지 재건개발펀드와 해외공적원조를
재원으로 시립병원 및 주립병원 의료 장비를 현대화할 것이라고 발표
[ 원격 클리닉 구축 사례 ]

`20년 7월에는 혁신개발부 주도로 카라칼파크스탄에 위치한 도시인 무이나크에
지방도시 최초로 원격 클리닉 개원.(인도 Watchwitz Technologies, 미국 AMD,
이스라엘 기업의 장비와 솔루션 포함) ※ 출처 : 우즈벡 혁신개발부(`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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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산업) '제약 자유경제구역(Pharm-FEZ)' 지정·운영
제약산업 활성화 도모 및 현지 제조 적극장려, 외국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해외

●

의료기기 등록 시 시험 면제 등('21년 6월 대통령령)
우즈베키스탄 제약 자유경제구역(Pharm-FEZ) 지정 현황
구분

조민

코손소이

시르다랴

보이순

부스톤릭

파르켄트

안디잔

지정

`17.5

`17.5

`17.5

`17.5

`17.5

`17.5

`19.6

면적

103ha

36ha

212ha

69ha

41ha

25ha

52ha

위치

중남부지역

동북부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

동북부지역

동북부지역

동부지역

출처 : 우즈베키스탄 투자포털(invest.gov.uz)

2. 카자흐스탄
▶ (정책 방향) 국가차원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장기적 발전전략 수립
●

전국민 무료의상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지속적인 공중보건 강화, 사회의료보험기금(SHIF)
운영('19.1~), 보건인프라 현대화 정책* 진행 중
* 1단계(17∼19) : 종합병원 법적 통합, 2단계(20∼25) : 병원 및 병상통합

KIND,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카자흐스탄의 보건발전센터 및 PPP센터와 4자간
보건 분야 업무협약 체결(`19.4)

▶ (인프라 현황) 국공립 의료기관 중심체계, 병원 노후화 및 병상부족 심각
●

'17년말 기준 886개 병원과 3,463개 외래의료기관 등록, 국공립의료기관 비율이
80%, 30년 이상 노후된 병원이 과반수 이상, 25%는 병상 부족

▶ (의료 동향) 순환계, 호흡기 질환이 최대 발병질환
● 순환계, 호흡기질환, 종양, 부상·사고 및 중독 순으로 사망자 발생

※ (COVID-19 동향) `22년 1월 21일 기준, 총 1,117,160명 확진 및 13,11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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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카자흐·우즈벡 의료 분야 동향
●

의료시설 건립사업 추진 사례
① 카자흐스탄 알마티 Asfendiyafov Kazahk 국립 의과대학 종합병원 건립
- (개요) `Asfendiyarov Kazakh National Medic University`에 연면적 51,775㎡,
300개 병상규모를 갖춘 종합병원 설립
- (총사업비) 약 106백만＄(EBRD PPP Road-show(`20.12) 기준)
- (사업 기간) 2021~2041(사업비는 카자흐스탄가 추정 중)
※ 2020년에 KIND가 타당성 조사(사업제안자 : 현대건설, 한화)를 수행하였으나,
사업 불참
② 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 건립(운영 중)
- (개요) 심장외과, 신경외과, 수술센터, 성형·정형외과, 안과, 내분비내과, 중환자실,
교육센터 등이 구비된 첨단 아동전문종합병원 건설
- (차주) 우즈베키스탄 재무부 / (사업실시기관)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 (사업 규모) 11,315만 달러
· 유상지원(EDCF): 11,000만 달러(병원 3,750만, 의료기기 7,000만, 컨설팅
250만)
· 무상지원(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건립·운영 기술 지원 315만 달러(‘14.7~병원
개원 후 2년)
- (시설 규모) 면적(15,000㎡), 외래(200명/day), 입원(250개 병상)

③ 새천년건설·KMC·건국대병원 컨소시엄과 우즈벡 보건부 간 의료센터 건립(협의 중)
- (위 치)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 수도)
- (명 칭) KMC Medical Center (가칭)
- (시 설) 지상 7층(연면적 7,000㎡), 총 100병상(종합 병원 80, 산후조리원 20)
- (추정사업비) USD 22.1백만＄(약 262억원)
- (건설 기간) 18개월
※ 당초 EPC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우즈벡 정부의 의사결정 지연(보건부
장관 교체 예정)으로 건설사에서 PPP 사업 추진을 위한 현지 투자자 모집 검토 중

●

추진 중인 주요 공공프로젝트
① 의료검진기록 통합 및 전산화(EHR, Electronic Health Record)
- '디지털 타슈켄트 전략'의 일환으로 타슈켄트 내 모든 공공·민간 병원이
입력·관리·조회할 수 있는 환자 개인별 의료기록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22년 말
완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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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자 공공의료원 시스템 (Electronic Polyclinic)
- 타슈켄트 시와 타슈켄트 주를 우선 대상으로 공공의료원의 방문 예약 시스템 구축
중(`23년 말 전국 대상 시행 목표)
※ 향후 의료검진기록 통합 및 전산화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온라인 정보관리 체계
구축 고려

최신 트렌드

●

① IT 의료 프로젝트 전담 특수목적법인 운영
- 보건부는 의료분야에 IT를 접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2월에 특수목적법인
'ITMED'를 설립하여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프로젝트 추진

② 온라인 약국 플랫폼 활성화
-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낮고, 시간·비용 등의 문제로 병원보다 약국 선호.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약국의 온라인 판매, 가격비교 및 재고검색 등의 모바일 서비스 확대

5

분야별 동향(2) - (신재생) 에너지

◇ (우즈벡) 인구증가·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비 증가로 발전인프라 필요
◇ (카자흐) 국제 금융기구의 지원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1. 우즈베키스탄
▶ (전력 현황) 연간 총 발전생산량은 12.9GW 규모
● 전력원 비중은 화력(천연가스, 석탄) 84.9%, 수력 14.1%, 기타 소형 독립발전 1% 순

▶ (주요 정책) ①에너지 효율화, ②전력공급 확대, ③ 탄소중립 강화
●

(①과 관련) '2019~2030 녹색경제로의 전환 정책'에 따라 우즈벡에네르고*의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생산·운송부문 기업 분할 및 민영화 추진
* 40개 자회사를 운영하는 우즈베키스탄의 전력 부문 독점기업

●

(②와 관련) '2020~2030년 우즈베키스탄 전력공급 보장을 위한 컨셉노트'에 따라
'30년까지 전력 생산량을 '19년 대비 약 2.5배 증가*
* 2025년까지 풍력·태양광, 2030년까지 원자력이 신규 전력원으로 추가

●

(③과 관련) 「전력분야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 '30~'50년간 GDP의 약 2%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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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천연가스 매장량 보존, 수소경제 발전 지원 등

발전원별 발전용량 전망

(단위 : MW)

연도

2019

2020

2021

합 계

1,074.1(100%)

1,926.8(100%)

2,280.5(100%)

전통 에너지
재생 에너지

2022

2023~2030

2,801.6(100%) 18,297.8(100%)

1,050.0(97.8%) 1,807.0(93.8%) 1,777.0(81.9%) 2,259.4(80.6%) 10,910.2(59.6%)
24.1(2.2%)

119.8(6.2%)

503.5(18.1%)

542.2(19.3%)

7,387.6(40.4%)

24.1(2.2%)

119.8(6.2%)

204.5(7.3%)

42.2(1.5%)

1,487.6(8.2%)

태양력

-

300.0(10.8%)

400.0(14.3%)

4,300.0(23.5%)

풍 력

-

-

100.0(3.5%)

1,600.0(8.7%)

수 력

출처 : Uzbekistan energy profile(2020.4)

▶ (제도 정비) 전력 계획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이용법' 제정('19.05)
● 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원 다변화, 첨단기술 도입 촉진, 발전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인센티브 제공 등)

2. 카자흐스탄
▶ (전력 현황) 석탄 중심의 화력 발전, 시설 노후화
●

2019년 기준, 카자흐스탄 발전설비는 총 2만1,901MW 규모이며 노후화로 실제가용
용량은 1만8,894MW(89.6%)로 추산
※ `19년 1~7월 기준, 총 생산전력량은 604억2600만kWh이며,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1.7%(10억3220만kWh)

▶ (정책 방향)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정책* 추진
●

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15%로 감축 추진(파리협정), ②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8년 1.3%, '30년 10%, '50년 50%으로 확대
* '17년 아스타나 엑스포 이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추진

▶ (금융 지원)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MDBs 금융지원* 추진 계획
●

아스타나국제금융센터(AIFC) 내 녹색금융센터, 유라시아개발은행(EDB) 등 관계
금융기관들과 협력 중
* (관련사례) AIIB, EBRD, 중국공상은행 등의 금융 지원으로 2020년 카자흐스탄의 남부 잠빌 주에
9,530만 달러 규모의 자나타스 풍력 발전소(100MW) 건설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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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계획) 45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구축 계획 중
●

카자흐스탄이 보유한 풍부한 태양에너지 발전 잠재력*을 고려하여 태양광에너지
인프라 확대에 집중
* 카자흐스탄은 연평균 일조시간이 2,500시간에 달하며, 연 1,500~1,600kWh/㎡의 태양에너지 발전
잠재력 보유

참고 우즈베키스탄 신재생에너지 사업 현황
1) 태양광
- 풍부한 일조량으로 태양광 발전 잠재력을 가진 우즈베키스탄은 2019년부터 세계은행의
Scaling Solar Initiative* 지원 사업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중
< Scaling Solar Initiative >
ㅇ IBRD, IFC, MIGA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 지원 사업으로 국제금융기구가
프로젝트 발굴, 금융지원, 자문 등을 실시하고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치하여 사업 추진
ㅇ 기존에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세네갈, 잠비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을 주로 지원.
2019년에 아프리카 이외의 국가로 유일하게 우즈베키스탄 지원* 시작
* 장기적으로 우즈베키스탄에 1GW 규모에 이르는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중

태양광 발전사업
단계

지역

내용

o 100MW 규모로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1차

나보이

o UAE의 MASDAR Clean Energy사가 `19년 10월 수주
※ 사업비 1억 1천만달러, 2022년 완공 예정
o 사마르칸드 200MW, 지작 200MW 규모의 발전소 건설 추진

2차

사마르칸트,
지작

o PPP 프로젝트로 추진, UAE의 MASDAR사 수주(BOO방식, 운영 25년)
※ KIND·삼성물산·한전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수주실패(UAE의
MASDAR사가 한국 컨소시엄보다 낮은 전력단가 제시)

3차

부하라, 나망간, 호
레즘, 카슈카다리
야, 페르가나 등

o 부하라(250MW), 나망간(150MW), 호레즘(100MW) 등 총 1900MW 규모
의 태양광 발전소 8개소 건설 추진(`22~)
o PPP 프로젝트로 추진 계획(BOO 방식, 운영 25년)

2) 풍력
① 2020년 3월, 우즈벡 정부와 사우디의 ACWA Power간에 나보이와 부하라에 1,000MW급
풍력발전단지 2개를 건설하는 13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약 체결
② 2020년 6월, 우즈벡 국가전력망공사와 UAE의 MASDAR사 간에 나보이 지역에 PPP
방식의 500MW급 풍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6억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24년 완공 목표)
③ 카라칼팍스탄(Karakalpakstan)에 1,700MW 규모의 풍력발전소 건설 예정(우즈벡 에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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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동향(3) - 디지털

6

◇ 디지털·IT 분야에서 국가 주도의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이행
◇ 각국 수도 및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IT 산업단지 조성 등

1. 우즈베키스탄
▶ (중장기 정책) '디지털 우즈베키스탄 전략 2030' 추진
●

디지털 인프라 구축, 각 산업의 디지털 방식 적용을 통한 원자재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 개혁 목표

디지털 우즈베키스탄 전략 2030(`20.5.10. “On the strategy Digital Uzbekistan 2030”)

광대역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국민의 인터넷 이용 증가, 국민의 IT 활용능력 향상,
e-government 서비스 발전, 정부 차원의 공개 데이터 포털 확대, 데이터 센터
확대를 통한 인프라 개선, 도시 인프라 개선을 통한 스마트 도시 설립, 민간통신
사업자 육성 등 추진
※ 각 분야에서 한국을 포함, 총 13개의 주요 ‘디지털 파트너’ 협력국 지정
< 2020~2022년까지의 주요 단기 실행목표 >
내용

ㅇ 인터넷 가능 주거지역 확대(78%→95%), 250만 개의 광역 인터넷망 구축, 2만㎞의 고속통신망
구축, 휴대폰 통신망 발전 등 추진
ㅇ 컴퓨터 프로그래머 58만7천명 양성, 기업의 경영관리 효율화를 위해 280개 정보시스템 개발
ㅇ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초당 10메가바이트 전송 인터넷 보급 등

▶ (단기 시범사업) '디지털 타슈켄트' 추진(~'22)
●

'20년~'22년까지 수도 타슈켄트시의 공공인프라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공공 유틸리티
요금 온라인 납부 시스템(가칭 My Home) 구축 추진
※ 대중교통 요금 징수, 건설 인허가 및 모니터링, 공공 의료정보 등도 포함

▶ IT파크* 설립 추진
●

2022년까지 6개 지역**에 'IT파크' 설립 추진, 중장기적으로 총 14개 설립 추진 및
입주기업 대상 각종 면세 혜택 제공 등
* IT 발전,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개발자 양성을 위해 ’인도 소프트웨어 기술파크(Software
technology park of India)‘와 협력하여 `19년 7월 타슈켄트에 1호 `IT 파크` 설립
** 사마르칸트, 부하라, 나망간, 호레즘, 굴리스탄, 카라칼팍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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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자흐스탄
▶ (중장기 정책) '디지털 카자흐스탄 2018~2022' 정책 추진 중
●

경제 각 부문의 디지털화, 디지털 사회 전환, 디지털 실크로드,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
혁신 생태계 조성 등 5대 과제 추진 중
※ 2016년 '디지털 발전, 혁신 및 항공우주부'를 설립하여 디지털 정책 전담

디지털 카자흐스탄 2018~202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경제의 디지털화

- 농업, 광업, 교통물류, 제조업 등 전통산업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 향
상 도모

디지털 정부

- 정부포털 서비스 개선, 정보 공개 확대 등 대국민, 대기업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

디지털 실크로드

- 인터넷 보급, 사이버 보안 인력 양성 등 초고속·보안 인터넷망 구축

인적자본 개발

- 디지털 문맹 해소, IT 전공자 확대를 통해 지식 기반 경제로 전환

혁신생태계 조성

- IT 스타트업 지원, 수출 지향적 IT 기업 육성을 통해 기술 개발과 혁신에 유
리한 환경 조성

▶ (IT 인프라) ICT 산업 발전을 위하여 '아스타나 허브' 설립('18.11)
●

수도 누르술탄에 혁신 클러스터 조성 및 ICT 기업들 입주 추진, 200개의 기업 입주
중(화웨이, IBM 등 포함)

아스타나 허브의 주요 기능
구분

내용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 창업 초기 단계 스타트업 대상 투자유치, 자료조사, 컨설팅, 홍보 등 엑
셀러레이션으로 도약 지원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 성장한 스타트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트레
이닝, 기업 네트워킹, 사무공간 제공 등 지원

ICT 스타트업 교육

- 아카데믹 플랫폼으로서 첨단 기술 및 ICT 비즈니스와 관련된 다양한 교
육, 행사를 진행

정책 혜택

- 교육, 지원 프로그램 외 입주 기업에게 세제 해택* 및 외국인 근로자 채
용에 있어서도 혜택 제공
* 법인세(입주기업 대상), 소득세(입주기업 직원 대상), 부가세(입주기업의 수입제품 대상), 사회세
면제(입주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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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이슈 ②

1. 오일달러로 넘쳐나는 나라
1930년대, 당시 세계 최강인 대영제국은 자기네들이 식민 통치하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름이 나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오판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사우디아라비아는 1932년에 왕국으로 독립하였으며, 6년이 채 지나지 않아 석유가
발견되었다. 만약 영국의 식민지 하에서 석유가 발견되었다면 지금의 사우디가 아니라
지옥문이 열렸을지도 모른다. 1938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초의 석유가, 1951년에는
세계 최대의 유전이 발견됐지만, 그 혜택을 온전히 받아 부자가 되기까지 20년 이상을
기다려야만 했다.

1960년 석유수출국기구인 오펙(OPEC)이 만들어지면서 세계 석유 공급의 주도권은
미국과 영국에서 중동으로 넘어왔다. 드디어 중동의 이슬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에 입김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동 산유국들의 유전개발 경쟁으로 1960년대의
석유 생산량은 1950년 대비 3배이상이 늘었다. 1960년부터 1973년까지 OPEC은 석유
생산량을 매년 10% 늘리면서 드디어 세계 공급량의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드디어
중동이 세계 유전개발 사업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1973년 석유가 무기화되어 유가가 100% 이상 뛰면서 중동의 큰 형님 격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돈 벼락을 맞게 되었다. 이렇게 사막과 이슬람 성지, 그리고 유목민이
전부였던 절대 왕국이 순식간에 부자 나라로 변해 버렸다. 사우디에는 돈이 흘러
넘치기 시작했다. 세계 각국의 수많은 건설업체들이 사막의 오랜 친구들인
양 사우디 왕국으로 몰려왔다. 한국도 1973년 사우디에서 최초의

심층이슈 ①

도로공사를 수주하면서 그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열사의
나라로 가기 시작했다. 한국 건설업체에 고용된 수많은
근로자들이 지금의 인도인처럼 돈을 벌러 사우디로
갔다.

글로벌 플랜트 시장의 진검
승부처, 사우디아라비아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 오일/가스
플랜트 프로젝트 동향
조성환
플랜트 프로젝트 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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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보유하면서 부자가 된 나라 답게, 사우디아라비아는
건설공사와 더불어 수많은 플랜트 프로젝트를 쏟아냈다. 중동에서 발주되는 오일과 가스의
플랜트 프로젝트 투자비 중 사우디의 비중이 40%에 달한다. 그렇게 사우디아라비아는
전세계의 내노라 하는 모든 업체들에게 엘도라도가 되었다.

2. 한국 EPC업체의 사우디 시장 진출
1997년 말, 한국이 IMF 외환위기 하에서 신음할 때, 오일머니로 풍요로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플랜트 건설공사가 한창이었다. 2000년대 초 사우디에서는 매년
20억~30억 달러 규모의 유전개발, 정유공장, 석유화학 플랜트 프로젝트가 발주되고
있었다. 그곳은 유럽, 미국, 일본 업체들의 무대였지만, 한국 EPC업체의 진격이
시작되었다.

한국이 1973년부터 토목공사로 진출한 사우디아라비아는 해외건설에서 제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건설시장이었다. 그러나 토목, 건축과 같은 단순 건설공사에서
탈피하여 고부가가치의 플랜트 EPC를 수주하기까지 많은 난관을 헤쳐 나가야 했으며
시간이 걸렸다.

삼성엔지니어링이 사우디로 가는 길을 가장 먼저 뚫었다. 정부 소유의
코리아엔지니어링을 1978년에 인수한 삼성엔지니어링은 다른 그룹에 비해 후발
주자였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공략을 시작했다. 드디어 2001년 10월에 삼성엔지니어링이
사우디에서 PDH/PP플랜트를 3.5억 달러에 수주하면서 한국업체로는 최초로 플랜트
EPC분야에 진출했다.

소위 2000년대 초는 내노라 하는 한국 재벌 그룹 산하의 건설회사들이 시공에서 EPC로
전환하면서 중동으로 눈을 돌리게 된 때였다. GS건설은 카타르로, SK건설은 쿠웨이트로
갔다. 삼성엔지니어링의 뒤를 이어 GS건설이 2004년에 카본블랙 플랜트를 5천만 달러에
수주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왔다. 이어 2005년에는 대림산업이, 2006년에는
현대건설이 사우디 플랜트 EPC시장에 상륙했다. 그러나 아직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업체들에게는 낯선 나라였으며 진입 장벽이 높았다.

스페인의 테크니카스 리유니다스가 주력 시장을 중남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바꿔
2003년에 처음으로 상륙했다. 테크니카스 리유니다스는 아람코 정유공장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한국의 최대 경쟁상대가 되었다. 그렇게 후발업체들
모두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미래의 주력시장으로 삼으며 공격을 강화하고 있었다.

심층이슈 ①

65

글로벌 플랜트 시장의 진검 승부처, 사우디아라비아

그래프-1. 사우디 연도별 오일/가스 플랜트 EPC프로젝트 발주 규모

3. 한국 EPC업체의 활약상
역설적으로 2001년의 9.11 테러는 한국에게 기회를 선사했다. 2003년 3월 미국의
승리로 끝난 이라크와의 전쟁 후, 유가는 계속 상승하면서 다시 사우디에는 돈이 흘러
넘쳤다. 그야말로 2005년의 사우디는 사상 최대의 호황 그 자체였다. 그전에는 매년
평균 25억 달러 규모로 발주되었던 사우디의 플랜트 EPC시장이 2005년과 2006년에는
전년도 대비 10배 이상 폭발적으로 뛰면서 플랜트 업계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한국 EPC업체들의 사우디 플랜트 시장을 향한 꾸준한 영업활동은 2005년도에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삼성엔지니어링이 에틸렌 크래커를 포함한
3개의 석유화학 플랜트 프로젝트를 18억 달러에 수주하면서 드디어 포문을 열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테크닙, 사이펨, 테크니카스 리유니다스에 이어 수주 금액 랭킹 4위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EPC플레이어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대림산업도
사하라 PDH/PP플랜트 프로젝트를 3.3억 달러에 수주하면서 초기 진입에 성공했다.

2006년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폭발적인 발주가 이어 나갔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06년에도 17억 달러를 수주하여 기염을 토했으며 현대건설은 쿠라이스 유전개발
프로젝트를 7억 달러에 수주하면서 사우디 땅에 첫발을 디뎠다. 사우디에 진출한
EPC업체들에게 2005년은 전년 대비 10배나 많은 발주 물량으로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한 해였으며, 인력이 부족해 수주를 자제하는 입장이 되었다. 소위 셀러마켓 위주의
골라 먹는 시장으로 변한 것이다. 한국업체들은 영원할 것만 같은 달콤한 유혹에 빠졌다.

드디어 2007년에는 사우디에서 한국 EPC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43%에 이르렀다.
삼성엔지니어링과 대림산업이 사우디의 카얀석유화학 콤플렉스 프로젝트에서 각각 20억
달러 이상의 계약고를 올리면서, 한국업체가 테크닙, 스남프로게티, 테크니몽, 플루어,
JGC 등을 앞지르게 되었다. 2008년 초에는 GS건설이 아람코 마니파 프로젝트를 5억
달러에 따내면서 본격적으로 사우디에 터를 잡았다. 스페인의 테크니카스 리유니다스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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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맞서고 있었다.
그래프-2. 한국 EPC업체의 사우디 플랜트 프로젝트 시장 점유율

그러나 2008년 하반기에 불어 닥친 미국 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산유국 중동을
강타하면서 수많은 대형 프로제트가 연기 혹은 취소되기 시작했다. 이 금융위기는
중동의 건설시장을 순식간에 셀러 마켓에서 바이어 마켓으로 바꿔 놨으며 EPC업체들을
코너로 몰았다. 사우디는 이 기회를 틈타 싼 가격으로 플랜트를 건설하기 위해 초대형
프로젝트들을 더 많이, 더 빠르게 진척시켰다. EPC 가격을 낮추기 위해 입찰 조건을
완화해 주면서 업체간 치열한 경쟁을 유도했다. 한국업체가 주 타겟이었다.

한국업체들은 사우디의 이러한 전략에 말려들었다. 2009년의 사우디 주베일 정유공장
프로젝트에서 삼성엔지니어링, 대림산업 및 SK건설이 7개 패키지 중 4개, 금액으로는
전체의 36%에 해당하는 27억 달러를 수주했다. 오일머니를 차지하기 위한 전 세계
EPC업체들의 수주 전쟁에서 승자는 단연 한국이었다. SK건설도 한국의 빅5로서는 가장
늦은 2009년에 주베일 정유공장 프로젝트를 4억 달러에 수주하면서 사우디 판에 뛰어
들었다. 1980년대 사우디 병원공사에 이은, SK건설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악연이 다시
시작되었다.

2011년은 그야말로 한국 업체가 사우디 시장을 완벽히 장악한 해였다. 시장 점유율은
59%에 달했다. 사우디에서 발주되는 프로젝트 10개 중 6개를 한국업체가 수주했다.
사우디 아람코의 와싯 프로젝트(25억 달러)와 샤이바 프로젝트(28억 달러) 입찰에서는
우리끼리의 무모한 출혈 경쟁속에 SK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싹쓸이 수주로 이어졌다.

한국업체의 총 공세로 말미암아, 사우디의 플랜트 EPC마켓은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
SK건설, 대림산업 및 현대건설로 대표되는 빅 5외에 사이펨, 테크니카스 리유니다스,
페트로팩, 테크닙, 맥더모트, JGC, 테크니몽의 7개사가 살아 남아, 총 12개사가 혈투를
벌이는 판으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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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우디에서의 플랜트 EPC업계의 판도는 10년전과는 전혀 다른 구도로
바뀌었다. 코스트플러스에 강하고 럼섬 계약에 약한 미국의 벡텔, 플루어, 포스터휠러,
KBR 등은 PMC와 FEED에서만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독일의 루르기, 우데,
린데 등은 EPC시장에서 물러났고 일부는 기술을 파는 회사로 변했다. 이탈리아의
스남프로게티는 사이펨에 흡수되었으며, 치요다와 도요엔지니어링도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

4. 한국 EPC 업체의 몰락
2013년이 되면서, 그 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저가수주로 인한 손실이 사실로
알려지면서 한국을 들끓게 했다.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 SK건설의 3사가 대규모
손실을 발표하면서 업계에 충격을 주었다. 소문에서 비껴갈 것으로 여겨졌던 대림산업
마저도 2013년 4분기에 사우디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손실이 발생했다. 결국
한국업체들의 대규모 손실이 2013년과 2014년도의 회사 재무제표에 반영되면서 온
세상이 알게 되었다.

그래서 2014년은 한국 EPC업체가 쇠락으로 가는 길을 시작하는 첫 해가 되었다.
그러나 몰락의 징후는 그 이전인 2012년 사우디의 지잔 정유공장 프로젝트 입찰에서
나타났다. 전체 7개 패키지 중 SK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한국의 빅4가 모두 수주에
실패했다. 그렇지만 SK건설은 와싯 프로젝트에서의 대규모 손실로 말미암아 지잔
정유공장 프로젝트를 끝으로 더 이상 사우디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 업체의 사우디 내 시장 점유율은 그 이전의 40%
대에서 10%대로 떨어졌다. 한국 EPC업체의 쇠락기였다. 한국의 빅5는 이제 수주
영업보다는 기존에 따낸 악성 프로젝트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했다. 그래서
입찰을 자제하면, 수주가 적어지고 그러면 백로그가 줄어들면서,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벌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반면에 당시 한국업체와 같이 경쟁했던 테크니카스 리유니다스와
페트로팩은 한국의 빈 자리를 차지하면서 최대 전성기를 구가했다.

5. 사우디 플랜트 시장의 EPC강자들
1970년 대부터 1990년 대까지의 사우디의 플랜트 프로젝트 시장은 우리에게 옛날
이야기에 가깝다. 사우디에서의 가장 큰 발주처인 아람코는 1974년 이전에는 미국계
회사였다가 1980년에 이르러서야 사우디 정부가 주식 100%를 취득하면서 완전
국유화가 되었다. 이 시절, 정유공장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이탈리아의 스남프로게티,
일본의 치요다, 미국의 포스터휠러가 맡았다. 그리고 석유화학 플랜트 프로젝트는 미국의
플루어와 ABB러머스, 이탈리아의 테크니몽, 일본의 도요와 치요다가 지배하고 있었다.
유전개발을 포함한 업스트림 프로젝트는 스남프로게티, 프랑스의 테크닙, 일본의 JG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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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좋게 나눠 먹고 있었다.
표. 1_사우디 내 시기별 상위 글로벌 EPC업체 리스트

2001년 한국업체의 진입에 이어, 2011년에 전성기를 찍고, 쇠락의 길로 가기 직전의
2014년까지 총 14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에겐 애증의 텃밭이었다. 한국업체들은
평균적으로 매년 14억 달러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사우디와 한국을 달궜다.
2001년에서 2014년까지 유럽업체와 한국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유럽에서는
사이펨, TR, 페트로팩, 린데, 테크닙 등의 5개사와 한국의 빅 5(삼성엔지니어링, 대림산업,
SK건설, GS건설, 현대건설)가 맞붙었다. 이 14년 동안 사우디의 격렬한 플랜트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은 유럽 다섯 개나라의 대표주자들과 싸우는 동시에, 아국 업체끼리의 묻지
마 경쟁도 일어났다. 이 시절 사우디에서의 수주 순위 탑 5는 사이펨, 삼성엔지니어링,
대림산업, 테크니카스 리유니다스, SK건설 순이었다.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쇠락의 길을 걸었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한국의 빈 자리를 유럽과 인도, 그리고 주변의 아랍업체들이 차지했다. 이 당시 스페인의
테크니카스 리유니다스가 영예의 1위를 차지하고 맥더모트와 사이펨이 뒤를 이었다.
UAE의 NPCC와 페트로팩, 인도의 L&T, 터키의 테크펜 등이 등장했으며, 한국업체
모두는 자취를 감췄다.

그리고 2019년이 왔다. 사우디에서 경기가 살아났다. 원유와 가스 생산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역사상 가장 최대 규모인 260억 달러가 계약되면서 단숨에 중동 최대의
시장임을 각인시켰다. 13년 전의 최대 호황기에 버금갈 정도였다. 삼성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이 긴 휴지기를 보내고 사우디 문을 다시 두드려 모처럼의 성과를 내고 있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터졌다. 이제부터는 위기에 강한 업체만이 살아남아 과실을 독식하게
되었다. 다시 한번 EPC업계의 재개편이 일어났다.

지난 3년 동안 사이펨이 사우디에서의 업스트림 프로젝트에 92억 달러의 수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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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를 했지만, 큰 손실로 휘청거리고 있다. 사이펨은 2020년에 13억 달러, 2021년에는
26억 달러의 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스페인의 테크니카스 리유니다스는 31억 달러를
수주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1년에 2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 한국과의
경쟁 속에서도 이익을 냈던 테크니카스 리유니다스는 결국 코로나19를 비켜가지는
못했다. 반면에 인도를 대표하는 L&T는 37억 달러를 수주하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다.

코로나19는 사이펨과 테크니카스 리유니다스를 어렵게 했지만, 유럽과 일본의
전통 강호인 테크니몽과 JGC는 아직도 건재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국에서는
삼성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이 37억 달러와 32억 달러를 각각 수주하면서 2강 3약 구도를
만들어 냈다. 한국의 대림산업은 DL이앤씨로, SK건설은 SK에코플랜트로 이름이 바뀌면서
사우디에서의 흔적은 더욱 바래졌다.

6. EPC업체의 춘추 전국시대
EPC는 종합 기술의 결정체라고 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와 통신의 발달로 이제
EPC는 어려운 사업이 아닌 게 되어 버렸다. 이제 중동에서의 EPC 실력은 모두가 다
평준화되었다. 더구나 자국의 산업, 인력, 업체 등에 대한 우대 정책에 따라 현지의 대형
건설업체들이 EPC로 속속 진입하고 있다. 사우디 내에서 EPC업체의 주도권은 먼 옛날
미국과 유럽 업체에서 일본으로, 그리고 2010년에 한국을 거쳐 서서히 인도와 중국
업체로 바뀌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는 현지업체들이 주도할 것이다.

한국이 4년전에 EPC에 눈을 떴듯이, 아라비아 반도를 둘러 싼 주변 업체들이 사우디
플랜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인도의 L&T는 중동에서 발주되는 파이프라인 공사를 거의
도맡아 하면서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가 되었으며, 이제는 프로세스 플랜트의 EPC에
진입하면서 한국업체의 대항마로 자리잡았다. 터키의 테크펜은 1981년에 사우디에
상륙하여 파이프라인과 저장탱크 등의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스의
아키로돈은 1967년부터 사우디 항만 공사에 참여해왔으며 업스트림 분야의 플랜트
프로젝트에서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중동 최대 건설사인 레바논 계의 CCC는 EPC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집트의 국영엔지니어링 및 건설기업인 엔피와 페트로젯은 이미
2000년에 사우디 아람코의 플랜트 분야에 진출한 이후, 꾸준히 프로젝트를 따내고 있다.

GCC 회원국 중에서는 80년 이상의 역사를 지속해온 레바논 계의 CAT그룹과 UAE의
타겟엔지니어링이 사우디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성적을 올리고 있다. 또한 사우디 최대
종합 건설사들인 사우디 오거, 네스마 앤 파트너스, 나세르 알하지르 등이 현지업체 보호
정책에 힘입어 EPC분야로 진입하고 있다. 사우디 수출 석유의 25%이상을 수입하는
중국은 최대 고객으로써 사이노펙, 위손, HQC, CPECC, CPPE, CPPB 등의 플랜트
EPC업체들이 줄줄이 사우디를 공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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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플랜트 시장은 전세계에서 몰려든 모든 EPC 업체의 최대
격전장이 되었다. 유럽, 일본, 한국의 10개 플레이어 외에도 아라비아 반도 주변의 5개
업체, 중동과 사우디의 5개 현지업체, 중국의 6개 업체 등 약 30개 플레이어가 플랜트
EPC시장에 포진되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며,
벤더와 플랜트 서비스 업체, 그리고 기술자들에게는 새로운 고객을 맞는 신세계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7. 그린수소 수출 잠재력 1위의 국가
그린수소는 지구를 온난화에서 구할, 종국적으로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연료다. 세계는
그린수소의 패권을 둘러싸고 두개로 나누어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그린수소를 수출하는
나라와 그린수소를 수입하는 나라다. 그린수소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강한 바람이 부는
바다나 하루 종일 햇볕이 내려 쬐는 사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 중의 하나가 열사의
나라 중동이며, 그 한가운데 축복받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다. 알라는 사막 밑에는 석유를,
위에는 햇빛과 바람을 선사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크기가 180만 평방 킬로미터로 남한 전체의 18배나 되는
사람이 살지 않는 거대한 사막이 있다. 그곳에는 풍부한 태양과 바람의 자원이 있으며,
담수화공장을 건설해 충분한 물공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내수가 작아 그린수소 대부분을
수출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유럽이나 아시아에 수출하기 좋은 지리적 위치에 있다. 그래서
사우디는 세계가 인정하는 그린수소 수출 잠재력 1위의 국가다.
표. 2_그린수소 밸류 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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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사우디는 세계 1위의 수소 생산국이 되고자 목표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시도가 바로 네옴시티에 들어갈 그린수소 및 그린 암모니아 프로젝트다. 4.6GW의
풍력과 태양광의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여 일산 650톤의 수소와 연산 120만 톤의
암모니아 플랜트를 홍해의 네옴 시티에 건설하는 5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다. 2022년
초에 착공에 들어가 2026년 상반기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우디는 이 프로젝트를
표준으로 삼아, 향후 수많은 복사 플랜트를 만들어 그린수소와 그린 암모니아를
수출하고자 한다.

이제 사우디의 드넓은 사막에는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발전단지가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
들어선다. 수전해시설에 물을 공급할 담수공장이 필연적으로 건설되며, 그린 암모니아로
전환하기 위한 공기분리시설도 들어선다, 또한 대용량의 수출을 위해서는 수소를
액화시켜야 하며, LNG의 밸류 체인과 유사한 길을 가게 된다. 앞으로 사우디에서의
그린수소는 이제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산업을 탄생시키는 것이며, 지구 온난화 대응과
한정된 시간으로 플랜트 시장의 블루오션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그린수소를 수입하는 나라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그린수소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기도 하지만, 그린수소 프로젝트를 향한 EPC
헤게모니 싸움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의 시기와 에너지 전환기에는
모두가 출발선 상에 서있다. 그리고 위기와 전환기에는 항상 플랜트 호황 국면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 호황기에서의 과실은 언제나 기회를 노리고 자리를 지킨 업체들의 것이었다.

8. 사우디 플랜트 시장 향후 전망
지난 10년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오일/가스 플랜트 EPC 프로젝트의 연간 평균
발주 규모는 130억 달러 대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기전인 2019년에는 260억
달러가 계약되어 피크를 찍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첫해인 2020년은 전년도 대비
18% 밖에 안되는 47억 달러로 폭삭 주저 앉았다. 코로나19의 두 번째해인 2021년에는
전년도 대비 90%가 넘는 90억 달러가 발주됐으며, 이는 연 평균 발주금액 130억 달러의
70%까지 회복됐다.

코로나19가 오미크론으로 약해지면서 2022년의 사우디는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가고
있다. 벌써 1분기 말 기준으로 83억 달러가 계약되었다. 2022년 전체로 봤을 때 120억
달러, 2023년에는 140억 달러 규모의 발주를 예상하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정상궤도로
돌아가고 있다.

2022년의 가장 큰 육상 가스플랜트인 줄루프 프로젝트를 일본의 JGC가 한국업체의
경쟁을 꺾고 지난 2월 30억 달러에 수주하면서 옛 영광을 되찾았다. 지난 1월 45억
달러에 계약된 줄루프 해상 프로젝트에는 UAE의 NPCC가 22억 달러를 수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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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예의 다크호스로 등장했다. 세계 최초의 그린수소 대형사업인 50억 달러의 네옴
그린수소 프로젝트가 오는 4월에 건설공사를 시작한다.

2023년에는 미국 겐오일이 추진하는 50억 달러 규모의 중질유 업그레이드 콤플렉스가
발주될 예정이다. 또한 아람코가 BOO방식으로 추진하는 20억 달러의 동부유전지대
탈황 프로젝트도 구체화된다. 석유화학 프로젝트로는 아람코와 토탈에너지스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90억 달러 규모의 아미랄 석유화학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다. 아울러 저유가로
잠시 지체되었던 아람코와 사빅이 발주하는 250억 달러의 얀부 정유-석유화학 통합
콤플렉스 프로젝트도 재 평가되면서 2024년에는 가시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메마르지 않는 플랜트 프로젝트
시장이다. 석유 대국인 만큼, 석유 및 가스전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그 다운스트림인 석유화학 분야에도 막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석유 수출을
다변화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사우디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생산되는 대규모
블루수소에 대한 글로벌 공급 업체가 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왕국의 풍부한 태양열과
풍력 자원으로 그린수소 수출 세계 1위에 서기 위해 선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사우디
아람코는 지금의 원유생산을 8% 확대하고, 가스는 50% 이상의 증강을 목표로 함에 따라
플랜트 투자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9. 사우디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2000년대부터 한국 EPC업체들의 플랜트 수주가 급증하며 급기야 2차 사우디 붐이
이어졌다. 10개가 넘는 한국의 EPC업체들이 참여하여 사우디에서 거대한 수주고를
올렸으나 결과는 비참했다. 그래서 사우디는 한국업체의 무덤이라고 했다. 2013년
실적쇼크로 끝난 대부분의 손실 현장은 사우디아라비아였다. 사우디에 진출한 모든 한국
EPC업체가 해당되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었다.

그 이후로 한국 EPC업체의 몰락이 시작되었다. 사우디에서 활동했던 10개의 EPC
업체 중 지금은 두 개만 남아 활동하고 있다. 나머지 업체들은 경험, 실적, 관리능력,
현장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 등의 무형자산을 버리고 다시는 오지 않을 것처럼 떠났다.
코로나19가 닥치면서 더더욱 사우디는 멀어졌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플랜트 건설 시장은 중동이며, 중동에서 가장 큰 시장은
사우디아라비아다. 아직도 수많은 유럽, 미국, 일본의 글로벌기업과 주변 국가에 위치한
이집트, 터키, 그리스, 인도 기업들이 몰려오는 이유다. 더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면서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을 대체할 곳으로 중동이 떠올랐다. 사우디에게 다시
막대한 석유를 공급할 절호의 기회가 다가왔으며, 부를 안겨다 줄 것이다. 탈중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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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말이며, 탈사우디아라비아는 약자들의 변명이다. EPC기업으로 생존하려면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어야 하고,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고자 한다면 중동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것도 다름아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는 과거와 다르게 많이 변했다. 사우디는 한국을 좋아한다.
사우디인들은 세계 첫 한류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1970년대 물결처럼 밀려온 1세대 한국 근로자와 기술자들이 사우디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당시 한국은 가난하고 정치·경제적으로 위태로웠지만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일념으로 그들은 묵묵히 일했다. 사우디인들은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열심히,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일해온 한국인들을 잊지 않는다. 이 프로젝트들이 끝난 지 거의 40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건재하고 품질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사우디에서 보여준
한국 건설업체의 성과에 대해 고마워하고 있다.

그렇다, 세계 플랜트 건설시장에서 사우디만큼 한국과 가까운 나라는 없다. 사우디
왕국의 절대 권력자인 왕세자 모하메드 빈 살만은 1970-80년대를 상기시키면서
성공적인 사우디-한국 파트너쉽 경험을 쌍방의 이익을 위해 다시 살리자고 강조하고
있다. 사우디는 이제 세계 강국의 하나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은 물론 석유 의존도를
타파하고자 산업을 다양화하고 있다. 사우디는 한국을 배우려고 한다. 변변한 천연자원
없이 경제 기적을 일으키며 손꼽히는 선진 산업국가가 된 한국을 사우디 젊은이들은
배우고자 한다. 우리는 그동안 을의 입장에서 수동적이며 아마추어적으로 사우디를 대해
왔다. 사우디 사막에서 흘린 선배들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과거와는 다른 각도와 다른
전략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방위적 사업을 펼쳐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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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는 분명한 사실
산업혁명 이후 지구온난화로 인한 태풍, 폭우, 폭염 등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 현상의
가속화 되었으며, 지구온난화는 화석연료를 연소하는 등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가 원인이라고 한다. 더불어 지금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고 지금처럼 배출한다면 금세기말 지구 평균 온도는 약 5℃의 상승과 더불어 지구상의
생명체 50% 이상이 멸종할 수 있다고 한다. 과연 사실일까? 실제 과거 지구기온의 변화를
살펴보면 최근 100년동안 지구 기온은 0.85℃가 상승하였으며, 점진적으로 온도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평균의 약 2배인 1.5℃가 상승하였다. 그리고
특히 서울의 경우 과거 50년 동안 전 세계 평균의 약 3배인 2.4℃가 상승하였다. 이러한
지구온도 상승은 분명한 사실이며, 기후변화의 대표적 현상인 빙하감소, 태풍 및 폭우,
폭염 등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국제온실가스 감축공조 가속화
이러한 기후변화의 가속화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UN은 약 196개 국가가 참여하는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여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공조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2008년
기후변화협약의 시행령 형태로 합의된 교토의정서를 기반으로 역사적 온실가스를
다 배출한 선진국 중심의 온실가스 의무 감축체제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2021년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파리협정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체제가 도래하였다. 더불어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2050년을 기점으로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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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가단위에서 유럽연합은 선도적으로 EU내로 수입되어 오는 제품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에 기반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무역과 연계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단위에서는 재생에너지로 100%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RE100 제도를 통해서
기업단위 공급체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은 국가와
기업 등 사회 전 부문에서 21세기 가장 큰 이슈로 자리잡았다.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다배출 국가
우리나라는 석탄, 석유 등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중심의 산업체계를 갖추고 있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8위의 이산화탄소배출국가가 되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증가율 또한 OECD국가 중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은 다시말해 우리나라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책임이 작지않음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압력 또한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 12월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UN에 제출하였다. 우리나라는 2030년에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줄인 약 4.3억톤만을 배출할 것임을
국제사회에 공표하였다. 이것은 연간 약

그림. 2_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출처 :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로드맵

2.9억톤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다. 국내 전체 공적 발전사들의
화력발전소 총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2억톤임을 감안할 때 2.9억톤은 국가 입장에서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에 틀림없다. 이에
정부는 2.9억톤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공표하였다. 국내
각 부문에서 최대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약
5억톤은 배출하고 해외감축, CCUS 등을 통해서
7천만톤을 추가적으로 감축함으로써 4.3억톤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외온실가스 감축은 목표달성의 KEY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해외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약 3.4천만톤이다.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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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_ 우리나라의 탄소시장의 배출권가격 출처 : 한국환경공단 탄소시장정보지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약3.8천만톤임을 감안할 때 해외감축목표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목표는 연간의 목표로서 2030년까지 해외감축실적의
누적 목표는 1억톤은 상외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해외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우리나라 정부도 탄소중립기본법 등을
통해서 해외감축사업 확대를 지원하고 추진하려 하고 있다.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는 국내 기업 또는 정부가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사업으로부터 줄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해당국가의 승인을 받아
국내로 가져와서 국가 감축목표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기업의 경우 해외에서
신재생에너지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해당사업에서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국내 탄소시장에서 판매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돈”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해외에서 확보된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국내 탄소시장에서
배출권화 되어 거래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탄소시장은 연간 약 1조원 규모로
배출권이 거래되고 있다. CO2 1톤당 약 3.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다시말해 해외에서
태양광사업을 추진하고 2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보하여 국내로 가져온다면
탄소시장에서 해당 감축실적을 판매하여 7억원의 추가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외에서 온실가스 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증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기업은 추가적인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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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하고, 국가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과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등을 통해서 민간기업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표 우리나라 연차별 배출권가격 동향 출처 : 한국환경공단 탄소시장정보지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최고가격 (원)

12,000

19,300

24,000

28,000

38,350

40,500

35,100

최저가격 (원)

8,409

12,700

20,000

21,600

25,500

19,250

15,800

평균가격 (원)

10,406

17,504

21,475

23,167

30,471

29,604

23,925

에너지, 폐기물 등 다수의 사업이 대상
국제적으로 고효율설비교체, LED조명, 연료전환, 신재생에너지, 폐기물처리, 조림 등
대다수의 사업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해주고 있다.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풍력, 소수력 사업과 고효율설비사업, 조명교체사업,
매립장가스자원화사업 등 이러한 대다수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이에 향후 해외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인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정부는 민간과 더불어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재원을
조성하고 민간과 함께 공동 투자방식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해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 재원을 지원받아 해외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 또한 고려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감축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과정에서
해당 국가와의 감축실적 이전 협의가 있어야 하며, 감축실적 인정제도에 신청하는 등의
정해진 절차를 준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을 추진 한 이후 실적을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이 부분을 고려하고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온실가스 감축은 해외건설사업의 기회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않았을 경우 국가 신뢰도 약화 및 국제적 무역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감축 이슈는 전세계의 최대의
이슈이며 기업간 그리고 국가간 무역으로 연계되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해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함으로써 해외에서 약 3.4천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해외감축실적 확보를 위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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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제정하고 기후변화대응기금을 기반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에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더욱더 활성화 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기업차원에서 해외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등의 기회가 더욱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서 감축실적을 확보하고 국내외 탄소시장에서
판매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측면의 타당성과 전략을 수립하고 재원마련과 감축실적의 판매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해외 사업의 확대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등의 룰과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함에 전문성을 기반하여 사업계획단계에서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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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CA(일본국제협력기구)의
민관협력사업과 PPP
지원현황 및 실적
이상균
전 JICA민간섹터 전문관, AIIB 선임전문관
Sanggyoonlee@hanmail.net / 010-2402-7048

1. JICA 개요
일본의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자이카）는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수행하는 유일한 공적기관으로서
개발도상국에 국제협력을 수행한다. JICA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reducing poverty)
를 위하여 도상국의 과제들을 해결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국의 기술과 인적자원 그리고
자금을 활용한다.

대발도상국 원조（ODA）스킴
JICA는 기술협력, 엔차관, 민간섹터

무상자금협력 ※1

투자금융, 개발도상국 대상 무상원조

2019년도 사업규모
무상：US$26억

지원 외에도 청년해외협력대(JOCV),
2국간원조

시니어 자원봉사단, 재해구호단 등을
파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ODA를 통해 인프라

ＯＤＡ
공적개발원조

기술협력 ※2

기협：US$27억

유상자금협력

유상：US$94억

(엔차관)

개발과 적절한 정책 및 제도 수립을 통해
무역 및 투자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예산 기준)

다국간원조

국제기관에 거출

※1 외교정책 수행상의 필요로 외무성이 지속적으로 스스로 시행하는 금액을 제외함
※2 기술협력 중 국내센터에서 주로 담당하는 업무 :

① 기술연수생 수용사업(1,500개 코스, 1만명)
② 개발도상국 자원봉사(2000명 신규 파견)
③ 풀뿌리 기술 협력(200개 안건, 21억엔)
출처: 2020년판 개발협력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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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단계별 민관협력사업 메뉴
JICA가 민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민관협력의 장점）
●

개발도상국 관련 정보제공（정치·경제개황、개발과제 등）

●

개발도상국 정부·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신뢰관계에 근거한 관계자 소개, 각종 활동

●

개발원조기관, 기타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신뢰관계에 근거한 관계자 소개

●

최적의 JICA 민간 연계 스킴, 기타 ODA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과 관련된 상담 대응

●

현지에서의 비즈니스 전개 관련 상담 대응 등
기업 해외사업 상황에 따라 메뉴를 특정하기 위한 Flow Chart

※

JICA에서는 ODA를 활용하여 기업이 해외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준비되어 있음. 검토단계에 따라서 메뉴가 달라질 수
있음.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춰 화살표를 따라가면 자신에게 맞는 메뉴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든 차트 임.
ＳＴＡＲＴ

YES

진출하려는 나라・
지역이 정해임

YES

개도국 문제해결로 전개
하는 비즈니스를 검토 중
현지정보 수집이 진척됨

NO

NO

NO

YES

개도국
PPP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음

JICA
상담창구
（본부・국내・재외）

해외사업을 계획
중인
중소기업사업계획
책정을 지원

ODA안건화 검토

YES

중앙정부
위탁 사업
（이용 가능한
ODA사업 구성에
관한조사）

ODA안건화

JICA
협력준비조사
(PPP인프라
사업）
개도국 문제해결에
공헌하는 PPP
비즈니스에 대한
준비 조사를 지원

ODA사업
중앙정부
중소기업
중앙정부
풀뿌리 무상
Non-Project
무상
JICA
민간제안형
보급・실증사업

JICA
풀뿌리 기술협력

（비수익사업 한정）

JICA
민간기술보급촉진사업

해외사업 인원이 확보 됨

NO

ODA 사업과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JICA에서 수시로
상담을 받고 있음

YES

도상국 인재 육성지원

JICA
민간연계
봉사단
JICA
봉사단
경험자 채용
JICA

인재정보
（’파트너’）

JICA

을 사용하여 지원
Tool

현지 투자담당 관청에
파견돼 있는 JICA
전문가를 통해 개도국
정부의 비즈니스 환경
정보를 제공.

YES

지원
※JICA

JICA
기초조사
(제안주체는
중소기업)

NO

ODA사업 참가를
하나의 계기로
삼아 해외사업을
전개하고자 함

YES
JICA
JICA전문가로
부터 정보제공

구체적 사업계획이 있음

현지 인재
육성・확보
（’일본센터’）

해외사업 전개
※ JICA 이외에 무역진흥기구（JETRO），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중소기구），정책금융공고，상공회의소，상공회 등 기관이 기업들의
해외사업전개에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

아래와 같은 사업단계별 민관협력사업 메뉴 실시로 민간의 해외사업 전개를 돕는다.

사업단계별 민관협력사업 메뉴
①
사업정보수집
대상국에 영업

②
비즈니스
플랜책정

③
사업실시

④
사업확장

협력준비조사（PPP인프라 사업）
（ODA사업화）
상
담 협력준비조사（BOP비즈니스연계촉진） ・엔차관（주1）（주2）
・해외투융자
/
・무상자금협력（주3）
정 민간기술보급촉진사업
・기술협력
보
제 중소기업해외전개지원사업
ODA사업 출구로서、
공
민간연계봉사단
기업에 의한 사업화 전개
타 기관 스킴 소개
（JETRO、IFC、민간기금 등）
제안형사업
（주1）VGF(Viability Gap Funding) EBF(Equity Back Finance) 신용보완 스탠바이 등
제도개선 있음
（주2）인프라사업（엔차관）이외에、AfDB와의 협조융자에 의한 기업대상융자（서브론）등 있음
（주3）사업운영권 대응형 등 제도개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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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지금 민관협력인가?
3.1 JICA의 비전인 Inclusive and Dynamic Development를
기본으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성장 촉진, 격차 시정
등 역동적인 개발이 필요한 현실 임.
3.2 ODA의 전략적 활용
●

●

환경·에너지 등 자국의 뛰어난 기술·노하우를 개발도상국이 크게 필요로 함.
ODA를 전략적으로 전개하여 민간기업의 기술 및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의 개발과제
해결에 활용하여 Inclusive and Dynamic Development 구현 함.

●

동시에 자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아시아를 포함한 도상국의 성장을 도모하여, 자국
경제의 활성화로 연결을 추구 함.

3.3 배경① 민간기업의 역할과 JICA와의 관계
●

●

이전부터 민간기업과의 협력은 JICA에 있어서 필수불가결 함.
JICA연수생 연수는 메이커나 공장 등에서의 실습, 시찰 등이 이루어졌으며
개발도상국으로의 전문가 파견은 기업, 컨설턴트 등이 기술지도를 시행 해 왔음.

●

무상자금협력은 엔지니어링 컨설턴트가 설계·시공감리를 수행 해 왔으며, 시공사,
제조업체 등은 건설 및 자재 공급을 해 왔음.

●

●

또한 청년해외협력대 (JOCV) 파견에 기업체 직원을 파견해 왔음.
한편 이들은 기본적으로 JICA에서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실시한 것으로 민간기업이
발의한 국제협력은 제한적이었음.

3.4 배경②: 도상국으로의 자금 흐름
3.4.1 급격한 세계인구 증가
●

●

70억 명→90억 명(21세기 중반)
신흥·개발도상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13%(2003)→42% (2017)

●

2010-2017년 사이에 증가하는 세계 GDP
약 31조 달러 중 약59%가 신흥·개발도상국이
기여. 특히 아시아가 세계성장 센터로서 주목.

38조 달러
출처: IMF

63조 달러

94조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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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개발을 위한 혁신적 자금 조달
2006년 이후 60억달러 자금 조달；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음
●

보증
- Advanced Market Commitments (AMC)
- International Finance Facility for Immunization (IFFIm)

●

시장 메커니즘
- EU배출권 거래 시장으로 부터 reallocation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 Fair Climate Fund (FCF)

●

Debt Swap
- Debt2Health
- Debt for Nature
- C2D (debt reduction contract for development)

●

글로벌 활동에 대한 과세
- 항공 연대세
- CO2 배출세

●

시민으로부터
- GAVI Matching Fund

3.4.3 ODA-민간자금 비중 역전
전 세계적으로 민간자금이 ODA 자금을 추월하는 상황임.

초록: 민간자금
파랑: ODA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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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자선활동과 해외송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확실히 증가

출처: Index of Global Philanthropy and Remittances 2012, Hudson Institute

3.5 배경③:민간기업 활동의 변화:CSR
3.5.1 전략적 CSR
기업의 사업 그 자체에 CSR의 생각을 포함시켜, 사회와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전략적으로 실시해 가는 것을 말함.

소니는 가나 깜깜이 농촌에서 월드컵 방영(JICA와 연계)

오카모토는 가나에서 90만개 콘돔을 무상 배포 (NGO,
현지 가족계획협회 등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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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유엔 글로벌 컴팩트
●

기업이 책임 있고 창조적인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사회의 훌륭한 일원으로서
행동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세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말함.

●

인권·노동 기준·환경·부패 방지 등 카테고리의
10개 원칙 실현을 위해 기업이 노력함.

3.5.3 BOP비즈니스

· 당초에 40억 인구에 비즈니스 찬스가 있다는 개념.(이른바 볼륨 존, 스몰 비즈니스)
· 한편, “BOP 2.0”이라고 하는 개념이 근년 보급. 빈곤층을 비즈니스에 참여시켜
빈곤층의 ‘엠파워먼트’를 도모한다는 개념.
· 비즈니스를 통해 빈곤층으로부터의 탈피를 도모.

3.5.3 개발전략의 변화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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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배경④: ODA를 둘러싼 상황
Japan ODA 예산 추이(1978-2020년)

출처: MoF of Japan

JICA 사업의 자금 ODA 예산은 1997년 12,000억엔을 경계로 감소하여 2020년도는
최대 때의 약 반액인 5,610억엔까지 감소 함.
그 대신 개발도상국 비즈니스 환경정비 (인프라, 법제도 등)에 대한 ODA 역할에 대한
기대가 향상 됨.

3.7 배경⑤ 불황하의 기업들의 움직임
해외에 현지법인을 둔 기업수와 상시 종업원수의 추이

출처 : 경제산업성 Japan

●

지속되는 불황에 인구감소에 의한 내수의 쇠퇴를 내다보고, 기업들의 해외진출
동기가 확대됨.

●

개도국(신흥국)에 대해 ODA 대신 기업 독자적 비즈니스를 통한 진출을 검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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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증가함.
●

지속적 엔고로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길 수밖에 없는 기업이 속출함.

3.8 배경⑥：정부시책
●

민간기업의 해외사업을 지원하는 시책을 잇달아 발표함
- 신성장전략, 산업구조비전(2010년 6월)
- 중소기업 등 해외사업 지원 대강(2011년 6월)

＜Liberal Democratic Party 정권 ＞
경제재생본부의 설치 (2013년 1월)
산업경쟁력 회의, 성장전략 책정 검토
경협인프라 전략회의, 인프라시스템 등 해외사업 전략 검토

●

부처간 테두리를 넘은 All Japan 대처를 강조함

●

ODA 실시기관인 JICA에도 개도국지원 경험을 활용한 공헌이 요구되고 있음.

3.9 배경⑦：국제기구·Donor들의 민관협력 증가
●

「경제성장에 있어서 민간섹터의 중요성」등을 근거로 하여 국제기관, 구미 Donor
모두 최근 민간섹터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음

IFC(세계은행그룹), EBRD(유럽)

IDB(미주), ADB(아시아), AfDB(아프리카)

쟁점 분석

88

JICA(일본국제협력기구)의 민관협력사업과 PPP 지원현황 및 실적

USAID DCA*(미국）

DEG 독 , FMO 네덜 , Proparco 불 , CDC 영

주: 단위-IFC, IDB, ADB, USAID는 Million 미국달러. AfDB는 Million UA(Unit of Account : ISO 4217). FMO, EBRD, DEG, Proparco는
Million유로. CDC는 Million Pound.
* 민간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부분 보증 제도 (DCA: Development Credit Authority, 누계 보증 액 23억 달러 이상)

●

[출처 JICA]

각국 원조기관 모두 민간섹터 지원기능을 확충하고 있음:
자국 기업 지원이 아니라 도상국 개발 목적으로 민간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ODA로
계상 하지 않은 것도 다수 있음).

3.10 ODA를 둘러싼 환경 변화
●

ODA 과제
이제까지의 도상국 경제개발에 ODA가 활용되어 왔으나 ODA만으로는 충분한
경제개발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ODA의 성질(프로세스
등)에도 과제가 있다.

●

민간기업 활동의 변화
전략적인 CSR로서 개발도상국에서의 자선 활동에 주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볼륨 존'으로서 마켓의 매력과 국내시장 포화 및 불확실성으로 개발도상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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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의 변화를 일으켰다.
'BOP 비즈니스'에 대한 주목(2009년경~)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주목이 고조 됨.
●

개발전략의 변화
”Inclusive” development 개념이 대두되어 많은 원조기관 들이 2000년대부터
민간 지원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3.11 민간 비즈니스에 대한 기대
●

계속성
민간 기업의 활동은 이윤을 충분히 올린다면 그 만큼 지속성이 기대된다.
또한, 한 거점에서 성공한 것을 다른 곳으로 넓힐 수 있다는 '파급성'에도 기대를 걸
수 있다. 이는 이윤이 충분히 오르는 것이라면, 보다 확실한 '개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스피드
민간기업에게 있어 '스피드'가 생명이며, 보다 유연한 접근으로 신속한 비즈니스 전개
가능하다. 따라서, 그만큼 빨리 빈곤층에 효과 전파 가능하다.

●

이노베이션
비즈니스로서 이윤을 올리기 위해 Seeds*나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노베이션'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노베이션에 의해 지금까지 손이 닿지 않았던 빈곤층에
재화·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주) 연구 개발이나 신규사업 창출을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발명 (기술)이나 능력, 인재, 설비 등을 말함

3.12 개발도상국 진출 시 병목(Bottleneck)
기업이 도상국에 진출할 때의 Bottleneck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

대상국에 관한 정보 결여
진출대상 개발도상국의 시장에 관한 정보나 그 시장의 특성 등을 모르기 때문에,
진출을 할 수 없다. 또한 현지 파트너가 없다.

●

현지 법제도의 복잡성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투자 관련의 법제도가 미발달 되어, 사업과 관련된 법률의
해결이 어렵다(예를 들어 통관관계 등).

●

자금원의 결여
특히 개발도상국 인프라 시장에 진출할 경우 장기·저금리 자금 조달처가 없다.

●

기업 내에서 설득하기 어려움
개발도상국은 리스크가 높다고 간주되기 쉬우며, 기업 내에서 개발도상국 비즈니스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뿌리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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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JICA의 「관」으로서의 강점
JICA의 관으로서의 장점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

정보 소스
JICA는 일상적 업무에서 보다 폭넓은 정보·경험을 축적하였으므로 JICA만이 갖는
도상국에 관련된 정보·경험 등이 있다.

●

상대편 정부와의 대화력
개발도상국일수록 관>민 즉 관이 민보다 강한 나라가 적지 않다.
그리하여 관과 평등하게 대화 하려면 관과 관간의 대화가 필요할 때가 있다.

●

자금면의 지원
민간기업이 자금을 출연하기 어려운 '종자돈 Seed Money'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단, 자금에 대한 책임은 수반 된다.

●

신뢰성
'관'이라는 이른바 빽이 있음으로써 기업 내외의 기업 seeds나 기업 그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된다.

3.14 민간연계의 배경에는 왕성한 수요가 존재 함
여전히 방대한 인프라 정비 수요가 있다. 아시아에서만 2010~2020년 8조달러의
각국 인프라 및 2,900억 달러 광역 인프라 정비 수요가 있다.
아시아의 인프라 투자 수요(2010-2020년) (단위:백만달러)

출처: ”Infrastructure for Seamless Asia” ADB & ADBI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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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PPP 베이스로 정비된 인프라의 수익자도 확실히 늘고 있다
PPP 상수도사업 성약 건수·공급자 인구 추이

출처: ”Public-Private Partnership for Urban Water Utilities” 세계은행

4. JICA 민간 연계 방침
2008년 10월 1일 신 JICA 출범과 함께 민간연계실 (현 민간연계사업부)을 설립하였다.

●

민관협력의 목적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성장·만인을 위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활동의 발전이
불가결 하며, ODA만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ODA와 민간기업과의
연계가 도상국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

●

기본방침
민간기업, 민간비즈니스와 파트너쉽을 강화하고 신속성을 갖고 개발도상국에서
민간기업 활동환경을 정비 지원함으로써 개발도상국, 민간기업, ODA가 win-win의
관계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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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방책

（１）민간연계의 시점 강화
（２）민간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니즈 파악
（３）민관협력 추진의 환경정비
（４）개별 민관협력 사업의 실현 추진
（５）해외투융자 신규지원 검토
（６）홍보에서의 연계

●

2013년 4월 1일 민간연계실에서 민간연계사업부로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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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투융자
5.1 개요
●

개발도상국 개발에 민간기업 등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융자·출자에 의해 지원한다.

●

민간금융기관 등에 의한 융자가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 개발도상국에서 다수의 실적을
가진 JICA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지원하여 사업을 실현한다는데 큰 의의를 갖는다.
이 헤외투융자 제도는 2001년도에 일시 폐지되었으나 개발사업에서 민간섹터 역할
증대 등을 바탕으로 2012년10월16일 본격 재개되었다 (패키지형 인프라 해외전개
관계장관 회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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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대상분야
5.2.1．인프라·성장 가속화：
예:① 전력,운수(항만,공항,철도,도로 ）
상하수도·폐기물처리장, 공업단지 등의 경제 인프라 사업
② 보건의료·교육 등의 사회 인프라 사업(병원 등)

5.2.2．SDG·빈곤 퇴치：
예:①빈곤층의 금융접근확충에 기여하는 사업 등（마이크로파이낸스 등）

5.2.3．기후 변화 대책
예:①공해대책·에너지절약 등의 기후변화대책 사업 등（신재생 에너지 등）

5.3 조건
5.3.1 융자·출자공통
●

대상국：ODA대상국.

●

사업내용：해당 국가 정부의 개발 정책 등에 따르고 개발 효과가 높은 것.

●

JICA 출융자의 필요성：
- 수익성에 관해 사업달성이 예상되며 기존 금융기관에 의한 대출, 출자로는 사업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 사업 수행국의 컨트리 리스크 경감, 민간자금의 마중물 효과 등 JICA의 출융자에
의한 부가가치가 발휘되는 것이 사업 수행에 불가결하다고 판단될 것.

●

사업계획의 적절성：
- 건설계획, 원료조달계획, 생산·판매계획, 사업운영계획, 자금·손익계획 등이
적절할 것.
- 환경사회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을 것.

●

사업 달성 전망：사업계획의 타당성, 투자환경, 시장성, 파트너의 능력, 해당 국가의
수용 태세 등에서 사업 달성이 전망될 것.

●

투융자 등의 인허가：해당 국가에서의 사업인가, 외화 도입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하고 있을 것.

●

환경사회배려：JICA의 친환경 사회배려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며, 기업정보
비밀유지 의무를 고려한 후 리뷰 결과를 공표 함.

●

모니터링: 사전에 정량적인 개발 효과의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운용·효과 지표를
설정. 사업승인 후에도 지표나 사업에 관한 각종 리스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응을 신속하게 수행 함.

●

사전 및 사후 평가: 사전 평가 및 사후 평가를 사업 별로 실시하고, 기업 정보의
비밀 유지의무를 배려하여 평가 결과를 공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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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융자
●

융자비율：원칙적으로 총 사업비의 70% 이내이며 특수한 예로는 80%까지
인정된다.

●

상환기간：장기 (원칙적으로 20년 이내, 최장 25년), 이 중 거치 기간 (원칙 5년
이내)을 상정 함.

●

통화： 엔화, 달러, 현지 통화 기준（인도네시아 루피아, 필리핀 페소화 등 통화
스와프 시장거래가 가능한 통화）

●

금리
- 엔화기준: 고정금리 (기준금리: 일본 국채금리+리스크 프리미엄）
- 달러 기준: 변동금리 베이스 임 (기준금리：USD LIBOR 6M＋리스크 프리미엄）
- 현지화폐기준： 원칙적으로 엔 베이스 금리 수준을 베이스로, 스와프로 확정
- 리스크 프리미엄은 차입인의 신용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 단, 상환기간을 포함한
ODA 요건인 그랜트 엘리먼트(GE) 25%이상이 되도록 금리를 설정
※대출통화에 관계없이 리스크 프리미엄에 컨트리 리스크 프리미엄은 가미하지
않는다.

●

담보：필요에 따라 JICA가 적격이라고 인정하는 물적 담보 또는 보증을 징구한다.

5.3.3 출자
●

출자 대상: 상업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 혹은 펀드 （예: PPP 인프라
사업회사(SPC), 개별 프로젝트의 스폰서 (일본계 기업/비 일본계 기업, JV 혹은
1개 기업체）

●

출자 비율: 출자액의 25%가 상한. 다만 JICA가 최대주주는 되지 않는다 (Majority
출자는 하지 않음). 우선주로 출자도 가능 함.

●

출구전략: 사전에 출구전략을 설정하여 관계자가 합의한다.

5.3.4 신청~계약 절차
(1) 기업으로부터의 투융자 신청 접수
(2) 환경 카테고리 분류 홈페이지 공개
(3) JICA 내부 사업안건 검토위원회: 관계 부문 간 협의
(4) 환경사회 배려 조언위원회에 설명 (환경사회 배려 카테고리A 사업안건만 해당)
(5) 정부3부처 설명: 사업안건 개요나 심사 방침의 설명
(6) 해외투융자 위원회: 외부 전문가 위원에게 사업안건 개요 및 심사 방침을 설명
(7) 1차 심사 : JICA사업담당부가 심사, 각종 외부 어드바이저를 활용
(8) 2차 심사 : 1차 심사와 병행하여 JICA 신용력 심사담당부가 심사
(9) 3부처 협의: 심사결과를 설명
(10) 해외투융자 위원회： 심사결과를 설명
(11) JICA 이사회: 사업안건 채택 여부를 심의
(12) 계약 체결, 출융자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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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활용신청에 필요한 기초자료
(1) 경위 (F/S의 유무, 사업제안의 경위, 제안자의 사업계획에 있어서의 위치설정 등)
(2) 사업 배경과 필요성(사업 목적, 국가 및 사업 시행지, 해당 섹터의 개황, 본
사업개발의 관점에서 본 의의·필요성 등)
(3) 사업개요·계획:
사업대상·범위 및 기술적 타당성, 초기투자비용과 그 타당성, 사업기간 중
자금계획
⇒ 완납까지 현금 흐름(전자 데이터도 포함 함), 수요 계획·가격 설정과 그
타당성, 서비스 등 제공처의 현황 및 평가, 원자재 조달 계획과 그 타당성,
채무지불·유지관리· 세금· 용지 취득 등에 필요한 비용, 배당 정책, 자금 조달
계획, 사업 실시 체제 (스트럭처, 관련된 계약을 포함 함), 재무 지표 등.
(4) 투융자 희망금액·조건（융자·출자 별 비율, 기간, 금리, 담보, 특약사항 등）
⇒ ·출자인 경우에 융자가 아닌 출자가 필요한 이유
·뱅크론 방식의 경우 중개은행의 개요, 전대(re-lending)조건 등
(5) 투융자처의 개요（출자자 및 그 개요）
⇒ 기존 법인 대상의 경우) 결산서(과거 3~5기분), 비즈니스 플랜·재무 계획 등
(6) 리스크 및 그 대응방침
(7) 정부지원·인허가
(8) 환경사회 배려(환경사회 배려 가이드라인 (2010년 4월 공포)에 따를 것）
⇒ ·환경 스크리닝 양식 (안)
·환경영향평가, 용지 취득·주민이전 계획의 유무 및 개요 등
(9) 향후 실시 스케줄

5.3.6 해외투융자 제도 확충 경위 (2015년 11월)
국가정책 '질 높은 인프라 파트너쉽' 후속조치 공표 (2015년 11월)에 따라 이전의
운용방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1) 해외투융자 대상 확대
융자 사업안건의 [선도성] 요건을 재검토하여 과거에 융자 사업안건의 실적이
있었더라도, 기존 민간 금융기관의 비양허적 융자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융자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다.
(2) 타 기관과의 연계 강화
JICA의 양허적 조건(금리, 기간 또는 채권 순위 등) 면에서의 융자가 기존의 민간
금융기관이 실시하는 자금의 대출 또는 출자를 질적으로 보완하는 경우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조 융자를 가능토록 한다.
⇒ 국제금융기관·현지 금융기관과의 협조융자 외에 새롭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선진국 시중은행 등과의 협조융자도 가능토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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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사례
●

베트남 롱안성 환경 배려형공단 관련사업

【사업 개요】
베트남, 호치민시 서부에 인접한 롱안성에서 산업발전 및 환경보전의 양립을 목적으로
일·베 양국 기업이 합작으로 사업회사를 설립하여, 공업단지용 배수처리시설 등의
유틸리티 서비스, 표류수 (하천)를 이용한 정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실시하는
것이다.
주) 베트남 현지은행(VietinBank)을 경유한 융자는 2013년 1월 30일에 LA 조인

사업회사
배수처리 등의 유틸리티 서비스
● 상수 서비스(3개의 사업회사를 설립)
●

【사업의 의의】
１. 선진기술·노하우 활용
공장폐수로 인한 공해문제 및 공단 집적지역의 지하수 과잉취수로 인한
지반침하가 심화됨.
신뢰 있는 선진기술에 의한 배수처리와 하천수를 통한 물 공급으로 환경배려형
산업개발에 공헌함.
지자체(고베시)가 공사를 통해 처음으로 해외 물 비즈니스에 출자 참여 함.
２. 중소기업 진출거점 정비
베트남 롱안성은 선진기업(중소기업 포함)진출을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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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렌탈 공장, 원스톱·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JICA도 기술협력을 통한
지원을 함.
３. 베트남 상수도 PPP 인프라 시범사업으로 향후 동종사업 보급을 촉진 함.

●

해외투융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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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JICA 해외투융자로 지원하는 PPP인프라사업
(1)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
- 당초에는 국제기관·타국 원조기관과의 협조
사업안건을 상정하였다.
- 스폰서는 일본계 기업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 국제기관 등의 협조 및 융자처의 조건을
참고로 금리(프리미엄)를 결정한다.
- 사업규모가 큰 사업안건을 상정(소규모
사업안건에도 적용 가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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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퍼레이트(법인) 형
- 스폰서는 일본계 기업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 시행주체의 신용력이 일정 이상인 경우에는 일률적인 금리(프리미엄)를
적용한다 (신용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담보, 보증 등으로 커버한다).
- 소규모 사업안건을 상정한 것이다.

5.3.9 PPP 인프라 사업안건의 '사업권'과 '조달'의 입찰에 관한 규칙
다른 원조기관의 사례

6. PPP 인프라사업
PPP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의 제안에 기초하여 해외투융자 또는 엔차관을
활용한 프로젝트 실시를 전제로 PPP인프라 사업의 기본사업 계획을 책정하고 해당
제안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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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준비 조사 (PPP인프라 사업)

대상사

일본 내 등기법인

경비(지원비)

1건당 1.5억엔 (한화 약 16억원)

기간

제한 없음

부담경비

- 출장비·기자재·현지 활동비(현지 하청비용 포함)·외부 인재 활용비용
- 상대국 공무원 등 연수 경비

고지

수시로 응모·수시 채택

실적

과거 16회의 공시로, 합계 74건을 채택

(최대 상한 3억엔: 한화 약 33억원)

6.1 대상사업
- 사업화 단계에서 해외 투융자 등, JICA 지원의 활용 전망이 있을 것.
- 건설 및 운영을 포함한 PPP 인프라 사업이며 제안한 해당 기업이 사업에 대한
투자자로 참여할 의도가 있을 것

6.2 포인트
- 우량 인프라 사업안건 초기단계부터 발굴하여 사업을 형성한다.
- 제안기업·JICA에 의한 민관 일체 조사로 상대국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한다.
- 상하수도,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국내 지자체 노하우를 적극 활용한다.
- F/S 결과를 토대로 해외 투융자 등에 의한 사업화로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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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평가항목
6.3.1. 프로젝트 개요
(1) 법인의 경험·능력
제안 법인의 PPP 사업 경험·사업 실시 능력에 대해 국내외에서 충분한 유사업무
경험이 있는지, 또한 해외(도상국이 바람직함) 업무 경험이 있는지 등의 관점에서
심사를 실시한다. 조사 후 제안기업에 의한 사업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프로젝트 개요
사업실시 배경과 해당국의 개발 수요와의 정합성, 또한 (일본정부의) 국가별 원조
계획, JICA 국가별 사업실시 방침과의 정합성이라는 관점에 따라 심사를 수행함과
더불어, PPP 인프라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나 사업의 기술적, 재무적 타당성, 운영
유지관리 체제에 대해서도 평가 항목으로 삼는다. 기타 사업 리스크, 및 해당국에
있어서의 개발 효과 등도 평가항목 이다.

6.3.2. 조사개요
조사방침·조사 TOR의 타당성 및 조사방법·과업계획의 타당성 관점에 따라 심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조사체제나 인풋(Input)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루어진다.
또한 사업수행책임자(PM)의 경험·능력, 전담참여자 2명의 경험·능력에 대해서도
평가 항목으로 한다.

6.3.3. 선정(낙찰) 포인트
- 조사 후 제안 기업에 의한 사업화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
- PPP 인프라 분야에 관련되어 있을 것（자사 공장 설립 등은 대상 외）
- 상대국 정부의 개발정책에 부합할 것
- 상대국 정부관계자와 사업 시행에 관한 조정이 진행되고 있을 것
- 사업권 취득 전망이 서 있을 것
- 사업 채산성의 전망이 서 있을 것
- 유사한 사업 경험이 있을 것
- 조사체제·계획이 적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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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민관협력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예)

쟁점 분석

105

JICA(일본국제협력기구)의 민관협력사업과 PPP 지원현황 및 실적

7. PPP 인프라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7.1 개발도상국에서 PPP 방식을 활용한 인프라 정비 사업안건의 착실한 형성과 실시
를 촉진하기 위해 포괄적 지원 메뉴를 준비한다. 아울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금융기
관에 대해 JBIC(일본국제협력은행) 융자·보증, NEXI 무역보험, JICA 해외 투융자(출
자·융자)를 활용하여 지원한다.

7.2 Viability Gap Funding （VGF）엔차관
7.2.1. 배경
SOC 사업 중에는, 상수도, 폐기물 사업과 같이 경제 편익은 높지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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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만으로는, 민간 사업자가 참가 가능한 사업 채산성이 전망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하여 개발도상국 정부가 일정한 사업채산성을 확보하기 위해
(Viability Gap Funding VGF)을 하는 경우가 있다.

7.2.2. 목적
본 차관은 도상국 정부가 실시하는 PPP 인프라 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업이
출자하는 경우에 개발도상국 정부가 민간 사업자에게 공여하는 채산 보전(VGF)
출자자금을 대출하여 PPP 인프라 제도 정비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7.3 사업·운영권 대응형 무상자금 협력
개발도상국이 시행하는 인프라 사업 중 상업자금만으로는 파이낸스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 기타 서비스에 필요한 자금을 공여 하는 것이다. 자금은
개발도상국 정부를 통해 사업을 담당하는 특별목적회사 등에 지불 된다.
조사단계에서는, 민간기업의 아이디어를 받아 들여, 사업 컨셉을 형성·심사한다. 사업
시행단계에서는 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설립하는 특별목적회사 등이 사업을
수주하여 중장기에 걸쳐 운영한다.

7.4 '질 높은 인프라 파트너십'(2015년 11월 발표) 후속 조치로
서 다음과 같은 제도 확충함
- 외화 상환형 엔차관을 중진국 이상 국가에 도입함
- 달러 차관 창설함
- 고사양(High-Spec) 차관을 창설. 특히 「질 높은 인프라」를 추진한다고 인정되는
사업안건에 대해 양허성이 높은 차관을 공여함
- 사업운영권 대응형 엔 차관
자국(Japan) 기업이 사업과 운영권을 획득하거나 획득을 검토하고 있는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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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EBF 엔 차관, VGF 엔 차관, PPP 인프라 신용보완 스탠드바이 차관에 의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함과 더불어 외교상 중요하거나 자국의 우수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활용되는 안건에 대해 관심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국가의 거시경제 상황이나 채무 지속가능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정부(Japan)의
관심표명(Pre-Pledge)이나 JICA가 LOI를 발행한다.
- Sub-Sovereign 엔 차관에 대한 새로운 대응.
도 상 국 의 S u b - S o v e re i g n 주 체 ( 지 방 정 부 나 국 영 기 업 ) 에 게 엔 차 관 을
직접 공여함에 있어 상대국 경제의 안정성이나 상대국 정부의 충분한
약속(Commitment) 등 각종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정부 보증의 예외적인
면제를 정부 각료회의에서 Case-by-case로 결정 함.
- '질 높은 인프라' 실현을 위해 발주자에 대한 유상계정 기술지원을 실시함.
고도의 시공 정밀도가 요구되는 유상 차관사업(고속철도 하부구조 등)에서 품질을
보증하고 「질 높은 인프라」를 실현하기 위해 유상계정 기술지원에 의해 발주자에
대한 지원을 시행 함.
- 질 높은 인프라 전개를 위한 실증 테스트 마케팅
자국이 우위를 갖는 시스템 등을 무상 자금이나 유상 계정 기술 지원 등을 통해
공여하고, 그 우수성 등을 상대국에 알려 엔 차관 사업 등 수주나 민간 기업에 의한
비즈니스로 연계시킴.

8. PPP 인프라 사업 구체화 지원
8.1 신흥·도상국의 과제
-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문제의 심화를 들 수 있다.
인구의 과밀집중, 교통체증, 환경오염(폐기물, 오수) 등이 표면화 된다. 또한 자원의
삭감·순환·재이용(3R)에 의한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 도시 인프라 수요 증가
소득수준 상승으로 중산층 증대 및 사회 인프라, 특히 상하수도, 전력(에너지 절약
포함), 도시교통(Mass-Transit), 폐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8.2 인프라 비즈니스의 특징
- 폭넓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이고 기초적 서비스 제공
- 공익성이 높고 요금설정 어려움
- 정책변경, 용지취득 등의 리스크가 있음
- 법제도정비 포함한 투자·비즈니스환경 정비 필요함
재정이 제약되어 있으므로 민간자금·노하우를 활용한 인프라 개발 기법인 PPP(PublicPrivate-Partnership)의 추진은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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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PPP 인프라를 둘러싼 상황
8.3.1. 민간연계의 배경
왕성한 사업안건 형성 및 투자를 들 수 있다.

8.3.2. 민간 비즈니스의 성립 여지 확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사업주체가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시프트 한다.

① 도상국 측 요인
그림. 1_개도국의 PPP 인프라 신규 성립 건수

- 민영화를 통하여 민간에 시장개방
- 도상국의 PFI/PPP법의 정비
- 개발도상국의 경제 수준 향상
⇒컨트리 리스크 감소
⇒외국자본 참여기회 증대

② 선진국 측 요인
- 대체 투자수단의 발달（연금자산 등의 새로운 운용처로서）
- 인프라 펀드의 출현
- 자원고
⇒남아도는 돈
⇒오일머니 투자처
- 국내인프라 관련산업 해외사업전개 활성화 기업은 국내에서 공급력 과잉:인력·자본)

그림. 2_인프라 펀드 조성액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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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전세계적으로 PPP에 의한 방대한 인프라 정비 수요
8.4.1. PPP에 의한 인프라 정비 지역별 자금 동향

출처: 2019 세계은행과 PPIAF、PPI Project Database
https://ppi.worldbank.org/content/dam/PPI/documents/private-participation-infrastructure-annual-2019-report.pdf

8.4.2. PPP에 의한 인프라 정비 연도별 자금동향

(단위: 10억달러)
출처: 2019 세계은행과 PPIAF, PPI Project Database
https://ppi.worldbank.org/content/dam/PPI/documents/private-participation-infrastructure-annual-2019-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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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투자환경 정비
8.5.1. 인도네시아
① 인프라 개혁 섹터 개발 프로그램(IRSDP) 제Ⅰ기~제Ⅲ기(공여완료)
- PPP를 대통령령 공포
- 철도·항만·전력법 등의 개정
- 인프라보증기금 및 인프라기금 설치
② 개발정책 차관(DPL)
제1시리즈(Ⅰ~Ⅳ)(공여완료)
제2시리즈(Ⅳ·Ⅵ)(공여완료),
제3시리즈(Ⅶ~Ⅷ)(지원 중)
- 투자 원스톱·서비스의 도입·강화
- 세무행정의 개선(이전移轉 가격 세제 가이드라인 제정 등)
- 수출입 절차의 일원화
- 민관 협력 협의, 민관 상담의 제도화 등

8.5.2. 베트남
① 빈곤 삭감 지원 차관(PRSC) 제3차~제10차 (공여완료)
- 외국투자가에 대한 장벽제거
- 무역·투자환경 정비 관련법 개선
- 인프라 정비(각 분야의 마스터플랜 책정)
② 제1차 경제운영·경쟁력 강화 차관(EMCC)
- 공평·공정한 경쟁 환경 실현을 위한 경쟁법 개정
- 외자의 지역 상업은행에 대한 출자 규제 완화
- 세무 행정 제도의 개선
- 투자가에게 매력적인 세제 정비(법인세율 인하)

8.5.3. 필리핀
개발정책지원차관(투자환경정비)(DPSP-IC) 공여완료
- 산업 경쟁력 향상
- 인프라 정비 촉진
- VAT 환급 등 세금 제도 개선(현금 환급, 예산 수당) 등

8.5.4. 인도
타밀나두 주 투자 촉진 프로그램 차관
- 도로·전력·상하수도 등 인프라 신속 정비
- 근로자 기능 개선
- 인허가 절차 창구 정리 등 투자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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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제공 개선 등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 등 4개국에 대한 일본 기업 진출 상황

출처: 외무성 HP 및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 HP의 데이터를 기초로 JICA가 작성
(*단, 베트남은 JICA 데이터. 베트남 상공회 ·호치민 상공회(Japanese)의 상공회 등록기업 수 게재)

8.6 PPP형 상수도 프로젝트
8.6.1. 민간부문 : 하천 표류수를 수원으로 한 정수장을 건설·운영 함
8.6.2. 공적부문 : 수원개발, 배수관망 정비, 요금체계 등 제도를 마련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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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PPP 인프라에 관한 JICA의 지원
폐기물 처리）협력 준비 조사(PPP인프라 사업)
8.7.1. PPP형 폐기물 처리 사업

●

폐기물 (쓰레기,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민자로 건설하여 운영한다.

●

상류에서 하류까지를 전체적으로 JICA가 지원한다.

- 엔차관, 해외투융자에 의한 시설정비
- 기술협력을 통한 재활용 및 분리수거 제도 정비, 인재육성 지원
- PPP 사업화를 위한 FS 조사를 지원

8.8 PPP 인프라에 관한 JICA의 지원
도시철도）협력 준비 조사(PPP인프라 사업)
8.8.1 상하분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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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PPP 지자체와 JICA의 전략적 파트너십
심각해지는 아시아 등 신흥국의 도시과제 해결 등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요코하마시-JICA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1년 10월 25일).
도시 행정의 담당자로서 실제로 도시 문제를 극복·해결해 온 자치체의
경험·기술·노하우를 사용하여 아시아 신흥국에 솔루션을 제공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개척으로 이어 간다.

환경도시는 행정·시민·기업·대학 등이 지혜를 결집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한
「브랜드」, 신흥국 사람들의 동경하는 「환경 도시 브랜드」 를 발신한다.

8.10 PPP 협력 준비 조사(PPP인프라 사업)
제1회 공시 （2010년3월）낙찰 사업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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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공시 （2010년11월） 낙찰 사업안건

제3회 공시 （2011년3월) 낙찰 사업안건

제4회 공시 （2011년9월） 낙찰 사업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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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공시 （2012년3월）낙찰 사업안건

제6회 공시 （2012년11월）낙찰 사업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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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공시 （2013년5월）낙찰 사업안건

제8회 공시 （2013년11월）낙찰 사업안건

제9회 공시 （2014년6월）낙찰 사업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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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공시 （2015년3월）낙찰 사업안건

제11회 공시 낙찰 사업안건 （해당없음）
제12회 공시 （2016년4월1일 공시）낙찰 사업안건

제13회 공시 （2017년8월7일 공시）낙찰 사업안건

제14회 공시 （2018년4월）낙찰 사업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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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공시 （2019년4월12일 공시）낙찰 사업안건

제16회 공시 （2020년4월16일 공시）낙찰 사업안건

제17회 공시 （2021년4월）낙찰 사업안건

참고문헌
JICA 웹사이트 (https://www.jica.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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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기본 이해

제재용
해외건설협회 자문위원
충북대학교 토목공학부 PPP 책임연구원
piton0519@gmail.com, totxjy@naver.com

들어가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충북대학교 토목공학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해외
건설 투자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과정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2022년 2월5일에
마지막 3차년도 개강을 하였다. 본 교육과정은 해외사업 개발 이론 및 실무, 해외사업개발
계약 및 절차 운영, 사업발굴 및 개발실습(총220시간)을 통해 해외 투자개발사업(PPP 포
함) 발굴, 기획, 사업타당성분석,사업개발,기술,금융,법률,계약,분쟁해결,회계,세무,재무관
리 등 전 분야를 총괄하고 사업을 최일선에서 이끌어갈 종합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
다. 해외 PPP사업을 추진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기업, 기관 등에 재직 중인 임직원, 건
설/엔지니어링업체/공공기관/투자기관(IB, 정책금융, 연기금, 공제회 등), 스마트시티,
ICT(정보통신기술), 보건의료 종사자, 해외투자사업개발, 사업타당성분석, 해외 대체투자
수행경험 3년 이상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모집공고와 지원, 서류선발 및 면접을 통해 50명
(2022년)을 선발하여 국비로 교육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해외건설관련 업체들에
게 해외투자개발사업을 통한 수주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교육에 참여하는 강
사들은 해외 PPP사업 수행 경험자, 투자기관, 정책금융기관, 국내 유수의 국제로펌 변호
사, 관련 연구원, 해외 건설 및 엔지니어링업체 임직원, 컨설턴트, 해외건설협회 자문위원,
FIDIC 인증강사, 국제입찰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PPP사업에 필요한 이
론과 실무, Case Study를 통해 보다 쉽고 확실하게 PPP사업 실무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
력하고 있다. 한 해를 위해서는 곡식을 심고 10년을 위해서는 나무를 심고 100년을 대비
하려면 교육을 하라는 말이 있듯이 해외건설 발전 100년을 위해,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국내외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우수한 교육과정으로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한다. 본 기고문은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과정에서 발췌하여 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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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처음 접하는 실무자들에게 기본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였다.

1. PPP 정의
세계은행그룹(WBG)산하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가 2017년에 발간한 PPP
Reference Guide(Ver.3)에 의하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민관협력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다고 한다. 본 가이드에서는 PPP를 공공
시설(public asset) 또는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부문(사업시
행자)과 정부부문(주무관청)간 체결되는 장기프로젝트 계약이며, 민간부문이 상당한 리스
크와 관리운영책임을 부담하며 그에 따른 민간부문에 대한 대가는 관리운영 성과에 연동된
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의 PPP 정의는 운영이익을 만들면서 정부부문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부문이 인도하는 서비스(service)로서, 민간부문과 정부부문간 계약
이며 이러한 협력의 효과는 민간부문에게 충분한 리스크 이전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전통적으로 정부부문이 제공했던 인프라 시설과 서비스를 민간부
문이 공급하는 것이 PPP이며, PPP가 높은 품질과 비용효과적인 서비스를 사용자와 정부
부문에 제공하고자한다면 정부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의 적정한 리스크 이전이 핵심적인
필요요건이라고 한다.

그리고,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는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사회
기반시설(Infrastructure)에 대한 금융제공(financing), 건설(construction) 또는 리노베
이션(renovation), 운영관리(management and maintenance) 제공에 목적을 둔 민간
부문과 정부부문간 협력의 형태로 PPP를 정의하고 있다.

크게 보면, 공공시설 또는 공공 서비스를 조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민간부문과
정부부문간의 장기 프로젝트 협력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PPP 특징
(1)장기 프로젝트 계약(Long-term project contract)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 장기 프로젝트 계약이며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의 위임을
말한다. 공공시설 생애기간의 상당한 기간 동안 민간부문으로 효과적인 리스크 이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장기간은 PPP의 자연스런 부분이다. 여기서 공공부문은 정부의 이름
으로 활동할 수도 있는 정부, 주무부처, 주무관청, 그리고 기타기관들이며 국가 또는 주,
지방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와 같은 국가보다 낮은 기관들일 수도 있다.
많은 경우에, 민간부문은 컨소시엄(합작투자 포함)이며 민간부문으로 활동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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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새로운 프로젝트회사, 즉 SPC(Special Purpose Company) 또는 SPV(Special
Purpose Vehicle)를 설립한다.

(2)공공 시설 또는 공공 서비스의 개발 및 운영관리
민간부문 시공자를 관여시킴으로써 공공시설의 개발 및 운영관리를 위한 효율을 추구하
는 것이 PPP 모델의 필수적인 특징이다. 이것은 공공시설의 전 생애기간 동안 적용되
어 PPP 계약은 설계, 건설 및 계속적인 유지관리 와 어떤 경우에는 운영도 포함한다.

(3)새로운 건설 또는 중요한 업그레이드(또는 리노베이션)
PPP 모델은 신규 자본집약적 프로젝트들을 위한 인도(delivery) 옵션과 기존 공공시설
에서의 집약적인 추가투자를 포함한다.

(4)상당한 리스크 이전(significant risk transfer)
리스크는 불확실성의 영역이며 부정적인 결과(위협) 또는 긍정적인 결과(기회)를 가질
수 있다. 리스크 이전은 민간부문에게 리스크의 관리를 이전하는 것과 관련되며, 리스크
를 성공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비용을 초래한다.

(5)상당한 금액의 금융 제공
PPP 모델에서 PPP 프로젝트를 위해 민간부문은 모든 또는 상당한 자금액을 제공한다.
민간부문 시공자의 금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부문을 위한 대가는 PPP 프로젝
트의 성과와 관련된다. 이런 형식의 리스크 이전은 민간부문 시공자가 적정 수준으로
PPP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서비스 수준을 초과하도록 보장하는 강한 동기부여 유인
이 된다.

(6)중요한 관리운영책임
책임과 상당한 리스크를 이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PPP 프로젝트의 성과와 대가
를 연계하는 것이다. 전형적으로 이것은 서비스의 이용과 품질 면에서 서비스 수준을 위
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3. PPP 유형
(1) 투자 패턴별 PPP 유형
Infrastructure의 새로운 건설에 관련되는 투자인 Green-field PPP 와 조달 시기 전
에 이미 존재하거나 투자가 될 때 운영 중에 있는 infrastructure에 투자하는 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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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PPP로 구분할 수도 있다.

(2)업무범위별 PPP 유형
새로운 infrastructure의 개발 및 관리에 민간부문이 책임이 있는 계약에 관련되는
Infrastructure PPP 와 민간부문이 교육, 보건 또는 긴급 서비스와 같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 또는 운영만 하거나 기존 infrastructure의 관리에 책임이 있는 Service PPP가
있다.

(3)대가 지불방법에 의한 PPP 유형
그림. 1_사용자 지급형 과 정부 지급형 PPP
사용자 지급형 PPP(User-pays PPP)

정부지급형 PPP(Government-pays PPP)

출처: IBRD PPP Reference Guide V.3 2017, WB

사용자 지급형 PPP는 사업시행자가 사용자로부터 직접 사용료(user fee)를 징수하
는 방식이며 BOT(Build-Operate-Transfer) 또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또는 RTO(Rehabilitate-TransferOperate)방식이 해당된다.

정부지급형 PPP는 정부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업시행자가 시설성능
과 운영 서비스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시설 이용량과 관계없이 고정 대가를 지급하는 방
식이며 그 반대의 경우 대가를 삭감한다. 여기에는 BTL(Build-Transfer-Lease) 또는
BLT(Build-Lease-Transfer) 와 AP방식(Availability Payment)이 해당된다.

4. PPP 추진 이유
(1) PPP 추진 이유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공할 infrastructure의 난제는 불충분한 자금, 빈약한 프로젝
트 계획과 프로젝트 선정, 비효율적 또는 비효과적인 발주, 그리고 부적당한 유지관
리이다. 이로 인해 낮은 보장, 품질과 신뢰성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면 PPP가 이러한
infrastructure 난제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살펴보자. PPP를 통해 추가적인 금융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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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원을 제공하고 민간부문의 분석과 혁신을 이용하고, 민간부문의 인센티브와 생애주
기 관리, 장기투자관점을 제공하며, 보완적인 효과는 재정자원의 보다 나은 배분, 공공부
문 능력과 지배를 개선한다.
그림. 2_Infrastructure challenges and How PPPs Can Help
INFRASTRUCTURE CHALLENGES

Low coverage
Low quality
Low reliability

HOW PPPS MAY HELP

Insufficient funds

Additional sources of
funding and financing

Poor planning and project
selection

Private sector analysis and
innovation

Inefficient or ineffective
delivery

Private sector incentives
and life cycle management

Inadequate maintenance

Long-term investment
perspecitive

COMPLEMENTARY ACTIONS
Better allocation of fiscal
resources

Improved public sector capacity
and governance

출처: IBRD PPP Reference Guide V.3 2017, WB

(2) PPP 가치 유인(PPP Value Drivers)
PPP 가치 유인은 Infrastructure 제공에 있어 민자사업을 위한 적격성 조사(Value for
Money)를 개선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이러한 PPP 가치 유인들은 다음
을 포함한다.

① 전체 생애주기 비용(Whole-of-life costing)
단일 당사자의 책임하에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운영, 유지관리 및 보수와 함께 선행
설계 및 건설의 완전한 통합은 프로젝트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완전한 통합은 총 비
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프로젝트 단계(설계,건설,운영,
유지관리)를 책임있는 당사자가 완료하는 것을 장려한다.

② 리스크 이전(Risk Transfer)
정부가 인프라를 소유하고 운영유지하는 위험은 일반적으로 상당하고 종종 가치가 없
는 숨겨진 비용을 수반한다.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민간 당사자에게 위험의 일부를 할당
하여 정부에 대한 프로젝트의 전체 비용을 줄이고 납세자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③ 전체 생애주기 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유지관리에 대한 선행투자의 약속
PPP는 공공시설의 생애주기에 걸쳐 적정한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체 생애주기 비용(Whole Life Cylce Cost)에 대하여 민간 운영자에 의한 선행투자
약속을 요구한다. 이 약속은 infrastructure의 생애에 걸쳐 예산 예측가능성을 강화하
고 프로젝트 건설 후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자금부족 리스크를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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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비스 제공에 집중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어 계약기관이 필요할 때 제공될 서비스에 대한 장기계약을 체
결할 수 있다. PPP를 수행하는 SPC는 공공부문의 전형적인 제약 또는 다른 목표를 고
려할 필요 없이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다.

⑤혁신
투입을 규정하기보다 계약에서 성과를 특정하면 민간부문에 의한 더 광범위한 혁신 기
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PPP 계약의 경쟁적인 조달은 PPP 요구조건 충족을 위한 혁신
적인 솔루션을 PPP 입찰자들이 개발하도록 장려한다.

⑥ 시설 활용 최적화
프로젝트의 여러 수익원으로 이어지는 추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활용의 최적화.
예를 들면, 민간 상인을 위해 버스 터미널에 있는 공간 또는 광고를 위해 미사용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⑦ 추가 자금의 동원
사용자에게 서비스 요금을 청구하면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때때로 공공부문보
다 민간부문에 의해 더 쉽게 더 잘 수행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PPP는 정부가 금융제
약에 직면하는 경우, infrastructure를 위한 대체 금융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⑧ 책임
정부 지급은 합의된 품질, 수량과 소요기간에 특정성과를 제공하는 민간 당사자에 조건
부이다. 만약, 성과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민간 당사자에 대한 서비스 대가지급
은 감소한다.

5. PPP Framework
(1) PPP Framework의 정의
PPP 프레임워크는 PPP가 구현되는 방식, 즉, 식별, 평가, 선택, 예산 책정, 조달,
모니터링 및 설명 방법을 함께 정의하는 정책(policy), 절차(procedures), 제도
(institutions) 와 규칙(rules)을 의미한다.

(2)PPP Policy
PPP 정책은 PPP를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동 과정으로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의향
에 대한 보고서와 그 행동 과정에 대한 안내 지침을 의미한다.

- PPP 근거 및 프로그램 목표
- PPP 프로그램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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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원칙 과 지배 약정

(3)PPP Legal Framework
PPP 법적 프레임워크는 PPP 프로젝트 주기를 관장하는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의미한다.

- PPP 법적 프레임워크의 범위 : 공공 계약 과 조달법, 공공 금융관리법, 부문법과 규
제 프레임워크, 계약 및 민간회사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법.
- PPP 법 : PPP 특별법은 인지도를 높이고 PPP 프로그램에 대한 정치적인 약속을 입
증하는데 도움이 됨.
- PPP 절차 및 제도적 책임

6. 정부가 PPP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해야 할 일
(1) 법적 프레임워크와 공공 정책의 안정
- 정부는 명확한 지침과 합리적인 정책을 구축해야 한다.
- 법적 프레임워크 와 공공 정책을 위한 장기 지속가능성을 제공한다.

(2) 신뢰할 수 있는 투자기회의 정보루트
- 투자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프로젝트 공표로부터 낙찰까지 합리적인 시간표
- 인프라 프로젝트를 착수할 때 중단과 진행, 진행과 중단을 피할 것

(3) 현금흐름의 예측가능성 제공
- 장기 투자는 현금흐름에 대한 가시성(visibility)을 요구한다.
- 인플레이션, 법의 변경, 불가항력, 난관 및 기타 위험에 대한 가시성 보장

(4) 경제 및 금융 안정을 위한 금융 규정
- 정부는 규정이 어떻게 장기 투자를 장려할 수 있는지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 금융 규정은 학술적으로 검증된 지수와 같은 견고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세워져야 한다.
- 정부는 금융 시장 실패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7. PPP 산업분야
(1) 운송 : 도로, 터널, 교량, 철도, 대량공중여객 운송시스템, 항구, 공항 등
(2) 물 및 폐기물 : 대량의 수처리 시설, 상수도 공급 및 하수 시스템, 고체 폐기물 관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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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력 : 발전 시설, 송전 또는 배전 시설
(4) 사회 및 정부 인프라 : 교육(학교 시설과 서비스), 보건(병원 및 기타 보건 시설과 서
비스), 교도소, 경찰서, 도시재생 과 사회 주택 프로젝트들

8. PPP 접근 가능 시장
(1) 인프라 수요가 많다고 해서, 시장이 크다고 해서 모두 PPP로 접근 가능한 시장은 아
니다
(2) PPP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과 제도적 장치(Framework)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3) 신흥시장에서 PPP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합리적인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
련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가 않으므로 사업추진이 장기화되거나 사업추진 중 리스크
가 존재한다.
- PPP는 민간의 투자와 금융기관의 파이낸싱이 동반되어야 하므로 사업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관련 행정기관(기획부, 재무부, 건설부 등)의 마인드도
중요한 요소이다
- 국가 신용도가 낮은 국가에서는 법에 의한 보호와 국가의 지급보증이 필수적이지
만 최근에는 국가의 지급보증이 적고 외국 민간업체의 직접투자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신흥시장에서 PPP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투자요소를 잘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이미 법과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있는 선진국은 성숙한 시장이지만 사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이점이 있으므로 오히려 PPP 접근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례1) “밤(BAM) 컨소시엄-SK건설, PPP, 1조5000억원 규모 영국 런던 실버타운
터널공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9년말 착공해 2025년 개통”, 밤 컨소시엄은
Aberdeen(영국), Macquarie(호주), Cintra(스페인), BAM(네덜란드), SK건설로
구성, BOT방식- 건설 및 준공후 25년간 운영(SK건설의 사업투자지분은 10%,
건설지분은 20%), SK건설이 총 공사비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런던 지하터널
공사를 따내며 영국 시장 첫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SK건설은 영국 런던교통공사가 발주한 '실버타운 터널'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
로 선정됐다고 2019년 6월 7일 밝혔다. 실버타운 터널 공사는 런던 남동부 템스강
지하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1.4㎞ 길이 터널과 터널 진입로(0.6㎞)로 구성된다. 공사
비는 약 10억파운드(약 1조5072억원)다. 올해(2019년) 말 착공해 2025년 개통하
는 것이 목표다. 영국 정부는 이번 터널이 생기면 템스강 일대 교통난이 개선되고 경
제 활성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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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교통공사는 이번 프로젝트 관련 금융약정, 실시협약 등을 거친 후 SK건설과 최
종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출처: 조선일보, 매일경제)
그림3. 실버타운터널 조감도

출처: 매일경제, Engi's Conpaper

사례2) “GS건설, 호주 건설시장 진출 수주, 호주 맬버른 North-East Link
프로젝트(PPP, 2조 7천억원 규모), Spark 컨소시엄; Capella, John Laing,
DIF, Pacific Partnership, Webuild, GS건설. 건설컨소시엄; CPB(호주),
Webuild(이탈리아), GS건설, CCC(중국)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21.10.28)
GS건설이 호주 건설 시장에 진출한다. GS건설 컨소시엄은 호주 노스이스트링크
(North East Link Primary PKG) 민관협력사업(PPP) 입찰에 참여해 호주 빅토리
아 주정부 산하 주무관청으로부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2021년 10월 28일 밝
혔다.

GS건설의 계약 금액은 약 31억7526만 호주 달러(약 2조7785억원)로, GS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의 재무투자자는 GS건설과 카펠라, 존레잉(John Laing), DIF 등으
로 구성됐다. 건설 합작법인(JV)에는 GS건설과 CPB, 위빌드(Webuild), 차이나 스
테이트(China State)가 참여했다.

그림4. 호주 North East Link
프로젝트 조감도

이 사업은 호주 3대 도시 중 하나인 멜버른시의 인구증가 및 도시 확대에 따라 북동
부의 외곽순환도로와 동부도로 간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인근지역 교통
혼잡도 저감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TBM(Tunnel Boring Machine) 터널 및 개착식 터널 등을 포함한 총 6.5㎞
의 편도 3차로 병렬 터널과 이에 따른 환기시설, 주변 연결도로 시공이 주된 업역이
며, 사업주는 완공 후 25년 간 운영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GS건설은 이 사업이 선진 건설시장에서 한국 건설사의 기술력과 자금조달 능력을
인정받은 좋은 사례라며 세계적 역량을 갖춘 글로벌 업체간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기술혁신 및 안전시공을 통해 목표 이상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Engi's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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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관계자는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다년간 쌓은 기술력과 국내 PPP사업 강자
로서의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호주 등 신시장에서의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의 단순 설계, 시공을 담당하던 영역을 투자,
금융조달, 운영 등을 포함한 사업 전반의 영역으로 확대해 PPP를 포함한 개발사업
분야에서 글로벌 탑 티어(Top Tier)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9. PPP Process
아래 그림5는 PPP 개발 및 실행과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 PPP 개발 및 실행과정을 간
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우선순위 프로젝트 식별
- 여러 프로젝트 중에서 우선순위 프로젝트를 식별
- 프로젝트 선정 또는 종료 프로세스

(2) PPP 선별조사
- PPP 가능성을 위한 우선순위 프로젝트 선별조사
- PPP 초기 개념 구상
- PPP 로 준비 또는 다른 옵션(선택)

(3) PPP 구조화 및 PPP 평가
- 리스크 및 책임의 식별 과 배분
- 프로젝트 사업타당성, 상업적인 실행가능성, 민자사업 적격성, 재정적 책임 평가
- 핵심 상업조건 검토
- PPP로 진행 또는 다른 옵션(선택)

(4) PPP 계약 초안 작성
- 성과 요구조건 정의
- 지불 메커니즘 정의
- 조정 메커니즘 생성
- 분쟁 해결 메커니즘 구축
- 계약해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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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PP 거래 관리
- 조달 전략 결정
- PPP 마켓팅
- 입찰자 적격심사
- 입찰과정 관리
- 금융종결 도달

(6) PPP 계약체결
- PPP 계약 체결 또는 종료 프로세스

(7) PPP 계약 관리
- PPP 계약 관리 구조 설정
- PPP 실행, 인도 및 리스크 모니터링 과 관리
- 변경 관리
그림5. PPP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Process
Identify priority project
SELECT
PROJET

INITIAL CONCEPT

Screen as PPP
PREPARE
AS PPP

KEY COMMERCIAL TERMS

Structure PPP

Appraise PPP

PROCEED
AS PPP

Draft PPP contract

DRAFT PPP CONTRACT

Manage PPP transaction
SIGN
CONTRACT

PPP CONTRACT

Manage PPP contract
(출처, IBRD PPP Reference Guide V.3 2017, WB)

EXIT PROCESS

Screen priority projects for PPP potential

OTHER
OPTIONS
Identify and allocate risks and responsibilities
Appraise project feasibility, commercial
viability, value-for-money, fiscal responsibility
OTHER
OPTIONS
Define performance requirements
Define payment mechanisms
Create adjustment mechanisms
Establish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provide for termination
Decidek the procurement strategy
Market PPP
Qualify bidders
Manage bid process
Reach financial closure
EXIT PROCESS

Set up contract management structures
Monitor and manage PPP delivery and risk
Deal with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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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1 과 그림6. Typical PPP Process는 각각의 PPP Process Phase 와 Task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표. 1_Typical PPP Process
Phase

Tasks

1. 옵션(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프로젝트 솔루션 식별 및 선정
Phase 1 : 프로젝트 식별
및 PPP로 선별조사

2. 프로젝트 범위 지정
3. 프로젝트 경제성 평가
4. 프로젝트를 가능성 있는 PPP로 선별조사
5. 준비과정을 위한 프로젝트 거버넌스(지배구조) 준비
1. 프로젝트 범위 조정 및 사전 설계, 기술적 타당성 테스트
2. 사회경제적 타당성 평가 개선

Phase 2 : 프로젝트 평가
및 준비

3. PPP의 상업적 타당성 평가
4. 민자적격성 같은 기타 재무 평가 개발
5. 리스크평가를 포함하는 실사와 준비
6. PPP 사전 구조화
7. 조달전략 정의 또는 조달계획 설계
1. 재무구조를 포함한 프로젝트 계약의 최종 구조 정의
2. 실사(Due Diligence) 및 준비 마무리

Phase 3 : 구조화, 입찰

3. 경제적, 재무적, 상업적 분석의 재평가

및 계약 초안 작성

4. 참조 설계, 기술적 요구사항, 시방(사양) 마무리
5. 기타 비즈니스 조건과 계약구조문제 정의
6. 적격기준을 포함한 입찰초청서 구성 및 초안 작성
1. 입찰 개시
2. 입찰자 적격심사 및 일부 과정에서 낙찰후보자들 선정
3. 명료화(설명) 발행
4. 대화, 상호작용 또는 계약 협상

Phase 4 : 입찰, 낙찰 및

5. 입찰제안요청서(RFP) 종결 및 제안초대(ITP) 발행

계약체결

6. 제안서 평가
7. 적절하게 제안서 협상
8. 낙찰 및 계약서명 요청
9. 모든 선행조건 확인 및 계약 서명
10. 금융종결

1. 거버넌스(지배구조) 및 계약관리팀 구축
2. 계약관리 수립 및 실행
3. 현장인계, 허가 및 설계의 감독 및 관리
Phase 5 : 계약관리
- 건설 및 시운전

4. 민간 당사자의 규정준수 및 성과 모니터링
5. 지연관리
6. 커뮤니케이션 및 이해관계자 관리
7. 양당사자에 의해 제안된 변경지시로 인한 변경관리
8. 건설 중 지불관리
9. 시운전 및 인수, 운영개시
1. 성과 모니터링

Phase 6 : 계약관리 - 운영,

2. 변경, 클레임 과 분쟁 관리

유지관리 및 시설이전(반환)

3. 시설이전(반환) 준비
4. 시설이전(반환) 및 마무리

쟁점 분석

131

PPP 기본 이해

그림. 6_Typical PPP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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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PP Structure
(1) PPP 사업구조(그림7 참조)
- 민간부문 출자사(Sponsors)는 특수목적회사(SPC 또는 SPV)에 출자하며 SPC는 출
자사로부터 프로젝트를 위한 자기자본을 조달한다. 그리고 필요시, 자기자본 보충을
위한 Sponsor Support Agreement를 체결한다.
- SPC는 공공부문(정부 또는 주무관청)과 실시협약(Concession Agreement 또는
Implementation Agreement)를 체결하고 관리운영권과 시설기부 채납을 교환한다.
- SPC는 대주단(Lenders)로부터 금융약정(Loan Agreement)을 통해 부채금융(대
출, 타인자본)을 조달한다.
- SPC가 불이행(default)의 위험에 처할 때 대주단에게 개입권(Step-in Right)를 부
여하는 3자 계약(Direct Agreement)을 체결하기도 한다. 이러한 3자 계약은 SPC/
대주단/건설사 간 체결하는 것과 SPC/정부당국/대주단 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 SPC 와 대주단은 PPP 프로젝트를 위하여 각각 금융/법률/회계/기술 컨설턴트인 전
문 자문기관의 컨설팅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 대주단 간에는 채권단협약(Inter-creditor Agreement)가 체결된다.
- 출자사들 간에는 주주협약(Shareholders' Agreement)가 체결된다.
- SPC는 건설사와 PPP 시설(자산)을 설계-조달-건설하는 EPC Contract를 체결한다.
- SPC는 PPP시설(자산)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기 위해 운영회사(Operators)와 운영
및 유지관리계약(O&M Service Agreement)를 체결한다.
- SPC, 건설회사, 운영회사는 각각의 요구에 맞게 보험사들과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를 체결한다.
- SPC는 장기간 안정적인 원료구매를 위해 원료공급사와 원료공급/구매계약
(feedstock supply Agreement)를 체결한다.
- SPC는 장기간 안정적인 생산물 판매를 위해 구매자(Offtaker)와 장기공급/판매계약
(Offtake Agreement)를 체결한다.
- SPC가 서비스를 공급하고 사용료를 지급받는 방식에 따라 정부지급형
PPP(Government-Pays PPP)와 사용자지급형 PPP(User-Pays PPP)로 구분된다.

그림7. PPP 사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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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PP 사업참여자별 타당성분석 관점(그림8 참조)
- 사업주(Sponsors)는 사업수익율 분석(Project IRR), 사업기간 자금수지 및 사업 종료시
잉여현금 분석, 일시적 자금부족(Cash shortfall)분석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한다.
- 대주단(Lenders)은 원리금 상환 가능성 분석(DSCR, Debt Service Coverage
Ratio), 복합수익율분석(선순위, 후순위)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한다.
- Equity 투자자(FI,재무투자자 및 SI,전략투자자 등)는 주주 수익율분석(ROE, Return
on Equity), 투자금 회수 가능성 분석(Sensitivity Analysis)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한다.
- 건설사(CI, 건설투자자)는 건설수익율 분석(시공이익), 이익범위 내에서 투자지분 참
여검토, 투자지분회수가능성(Exit plan)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한다.
- 운영사(OI,운영투자자)는 운영수익율 분석(운영이익), 이익범위 내에서 투자지분 참여
검토, 투자지분회수가능성(Exit plan)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한다.
그림. 8_PPP 사업참여자별 타당성분석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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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PP 관련 계약
다음은 PPP 관련 주요 계약을 정리한 것이다.

(1) 사업계약(Project Contract)
계약명

주요 내용

양허계약(실시협약)
Concession Agreement 또는
Implementation Agreement

- 정부로부터 사업권을 양허 받아 장기간 서비스 수익권
(관리운영권)을 보장받는 계약
- 사업권(양허권) 범위,기간,책임,의무,건설,준공,운영,기부
채납,인계
- 수익율(불변), 사용료,인센티브,페널티,정부지원,세제지
원
- 위험배분,보험,불가항력,협약해지,해지시 지급금,분쟁해
결등

장기공급/판매계약
Offtake Agreement

- 프로젝트 생산물을 장기구매자(Offtaker)에게 장기적으
로 판매하는 계약
- 사업주 입장에서 장기간 수익확보 및 대규모 금융 차입
가능하게하는 장치
-Offtaker 입장에서 시장가격 변동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공급물량 확보가능
- Take-or-Pay : 생산물 인수와 관계없이 무조건적 대금
지급조건

장기원료공급/구매계약
Feedstock Supply Agreement

- 프로젝트 생산원료를 장기공급자로부터 장기적으로 구
매하는 계약
- 사업주 입장에서 시장가격 변동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원
료구매물량 확보가능
- 공급자 입장에서 시장가격 변동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원
료공급물량 확보가능
-Supply-or-Pay : 공급량 인수와 관계없이 무조건적 대
금지급조건

건설계약

EPC Contract

설계, 조달, 건설계약

Supply Contract

원자재, 부품, 장비, 설비 등 공급계약

Subcontract

하도급 건설계약

운영계약 O&M Agreement

운영 및 유지관리계약

보험계약 Insurance Contract

공사단계 건설공사보험 등 과 운영단계 운영보험

건설팅계약 Consulting Service
Agreement

전문가 컨설팅계약(법률,금융,기술,회계,세무,재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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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계약
계약명

주요 내용

주주협약
Shareholders'
Agreement

- 주주들간의 투자의무, 후순위 대출, 주식양도, 주식처분
등
- 주주의 권한(건설 출자자, 운영출자자, 재무출자자 등)
- 주주총회, 이사회, 이사선임 등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
조 약정 등

자본보충협약
Sponsor Support
Agreement

- 프로젝트회사(SPC 또는 SPV)의 주주가 건설비용초과나
건설지연을 처리하기 위한 자본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출자자의 협약
- 출자자의 자기자본납입에 대한 신용보강 제공 및 사업
비 증가에 대비한 자본보충약정

Credit Facility
Agreement

- 선순위대출약정(Senior Loan Agreement)
- 최초 인출조건(법인/출자자 서류, 인허가, 주요협약,주주
협약, 담보설정 등)
- 이자율, 수수료, 인출방법, 상환방법(거치기간/상환기간
등), 부채상환적립요구액, 기한이익상실사유 등

Subordinated Loan
Agreement

- 후순위대출약정
- 최초 인출조건(법인/출자자 서류, 인허가, 주요협약,주주
협약, 담보설정 등)
- 이자율, 수수료, 인출방법, 상환방법(거치기간/상환기간
등), 부채상환적립요구액, 기한이익상실사유 등

Fee Letter

금융주선 수수료, 대리은행 수수료 등 수수료 관련 약정서

투자약정

대출계약

Inter-creditor
Agreement

대주간 채권이행 제한 및 협의

Direct Agreement

- SPC 지급불능(default),사업해지 위험시 대주의 개입권
(Step-in Right) 명시한 3자 계약
- 우선치유기간을 가지고 필요시 SPC의 각종 권리와 의무
를 대주단이 인수

Security Documents

- 각종 담보계약서류(보험질권설정계약서,예금질권설정
계약서,주식질권설정계약서,양도담보계약서,일반담보계
약서 등)

참고문헌
IBRD PPP Reference Guide V.3 2017, World Bank
PPP Introduction, 국토부 & 충북대 해외건설 투자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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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y와 Disruption
클레임 개관

1. 들어가며
코로나가 우리 일상에 파고든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삶은 코로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달라졌다.
이러한 코로나 상황은 건설 공사에서 엄청난 부담이 된다. 코로나 때문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한 경우에는 도시
전체가 락다운 되어 공사 자체를 진행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 설령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게 되기도 한다.
각국의 법원이 이러한 코로나 상황을 불가항력(Force Majeure)으로 인정하여 시공사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책임을 면제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코로나로 입게 된 손실을 일부라도 회복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기고문은 이러한 코로나 상황에서 시공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Delay 클레임과
Disruption 클레임을 검토한다.

2. Delay 및 Disruption 개념
Delay(공사 지연)와 Disruption(공사 방해)는 시공사가 건설 공사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전형적인 어려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영국에서는 일찍부터 시공사가 이러한 공사 지연과 공사 방해로 부담한 추가 공사비를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백윤재
이경준
정우석
율촌 해외건설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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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Society of Construction Law(이하 “SCL”)가 발간한 SCL Delay and
Disruption Protocol (이하 “SCL 프로토콜”) 은 공사 지연 및 공사 방해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지침서로 인정받고 있다. SCL Delay and Disruption Protocol은 비록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 지연 및 공사 방해 문제와 관련하여 22개의
대원칙과 합리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다양한 사건에서 인용되고 있다.

SCL 프로토콜은 Delay (to Completion)를 시공사가 공사를 완공하기로 계획한
일자가 늦어지는 것 또는 공사 완공 일자가 늦어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delay to the
date when the contractor planned to complete its works, or a delay to the
contract completion date). 반면 Disruption은 시공사의 통상적인 작업 방식에 대한
방해, 장애, 간섭으로 인하여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으로서 Delay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as distinct from delay, a disturbance, hindrance or interruption to
a contractor’s normal working methods, resulting in lower efficiency).

공사 지연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공사 완공이 늦어지는 상황이라면, 공사 방해는
시공사의 작업에 생산성이 저하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처럼 공사 지연과 공사 방해는
분명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완전히 동 떨어진 개념은 아니고, 그렇다고 양자가 언제나 함께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어떠한 공사에 2명을 투입하여 4일 동안 공사를 진행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처음 2일 동안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시공사가 계획과 같이 2명을 투입하여
완공기한보다 2일 늦게 공사를 완공하였다면, 늘어난 공사 기간 2일은 공사 지연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시공사가 남은 2일 동안 추가 인력을 투입하여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는 하였으나, 2명을 투입하여 4일 동안 진행하는 공사라면 4명을
투입하여 2일 동안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2명×4일 = 4명×2일),
2명이 작업하던 공간에 4명이 작업함으로써 생산성이 떨어지는 바람에 결국 1명을 추가
투입할 수 밖에 없었고 최종적으로 5명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공하였다면 공사 방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시공사의 작업에 생산성이 저하되는 공사 방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공사 완공이
늦어지지는 않았다면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SCL 프로토콜 역시
공사가 방해받는 경우라도 시공사가 공사를 공기 내에 완공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러한
경우 시공사는 공기 연장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생산성 저하로 인한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

같은 맥락에서 Hudson’s Building and Engineering Construction Contracts 역시
공사 지연은 Critical Path(주 공정)상의 작업에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반면,
공사 방해는 Critical Path상의 작업에 지연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공사 지연을

1 It is possible for work to be disrupted and yet
for the works still to be completed by the
contract completion date. In this situation,
the Contractor will not have a claim for an
EOT, but it may have a claim for the cost of
the lost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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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

다시 말해 Critical Path상의 작업에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 방해가 공사 지연을
수반할 수 있지만, Non-Critical Delay나 Sub-Critical Delay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 지연을 수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사 방해를 Non-Critical Delay나
Sub-Critical Delay로 이해하는 입장도 있다.

이처럼 시공사는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작업 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부담한 추가
공사비를 Delay 클레임(Prolongation)으로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공사 방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산성 저하로 부담한 추가 공사비를 Disruption
클레임으로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시공사는 1차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이 공사 지연인지 공사 방해인지 분석한
다음 Delay 클레임을 청구할지 Disruption 클레임을 청구할지, 양자를 모두 청구할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Delay 클레임과 Disruption 클레임 모두 시공사가 이를 입증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는 않지만, 생산성 저하를 입증하여야 하는 Disruption 클레임보다
상대적으로 입증이 용이한 Delay 클레임이 전통적으로는 선호되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에는 Disruption 클레임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직후 도시가 락다운 되어 공사 자체를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은 Delay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후 락다운이 해제되어 표면적으로 공사 진행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각종 제약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상황이라면 Disruption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시공사로서는 Disruption 클레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 Delay 및 Disruption 분석
공사 지연이나 공사 방해로 인한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Delay 분석
또는 Disruption 분석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분석(Analysis)은 시공사가 체감하는 지연이나 방해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건을 원인으로 어떠한 작업이 얼마만큼 지연되거나 방해되었는지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을 말한다.

따라서 어떠한 분석 방식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A-B-C
작업 순서로 어떠한 공사를 진행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각 작업이 2일씩 늦게
시작하여 공사가 총 6일 늦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계획 공정표와 준공 공정표를 단순

2 The distinction between delay and disruption
is important, but rarely articulated, and is
to an extent a matter of definition. Delay
is usually used to mean a delay to the
completion date, which presupposes that
the activity which was delayed was on the
critical path. Disruption to progress may or
may not cause a delay to overall completion,
depending on whether the activity delayed
is on the critical path as explained above, but
will result in additional cost where labour or
plant is under-utilised as a consequence of
the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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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각각의 작업이 당초 일정보다 얼마나 지연되었는지 분석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반면 A 작업에 발생한 지연이 후속 공정인 B 작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다시 C
작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전자를 As-planned v.
As-built Analysis 방식, 후자를 Time Impact Analysis 방식이라고 하는데 총 6일이
늦어졌다는 결과는 동일하지만 A 작업에 대하여 2일, B 작업에 대하여 2일, C 작업에
대하여 2일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분석을 할 수도 있고, 후자는 A 작업에 대하여 2일,
B 작업에 대하여 1일, C 작업에 대하여 3일 지연이 발생한 한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어떠한 Delay 분석 방식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어떠한 사건을 원인으로 어떠한
작업이 얼마만큼 늦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클레임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찬가지로 A-B-C 작업 순서로 어떠한 공사가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작업에 인력을
2명씩 투입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A 작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해가 발생하여
8명을 투입하여 작업을 한 경우, 당초 계획보다 생산성이 25% (2명/8명) 저하된 것으로
분석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분석 방식을 Earned Value 분석 방식이라고
한다. 그러나 후속 공정인 B 작업의 경우에는 아무런 방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4명을
투입하여 작업을 하였다면, 그러한 B 작업과 A 작업을 비교하여 방해가 없었던 경우보다
생산성이 50% (4명/8명) 저하된 것으로 분석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Measured Mile 방식이라고 한다.

위에서 소개한 분석 방식 외에도 공사 지연 및 공사 방해를 분석하는 다양한 분석 방식이
존재하며, 어떠한 분석 방식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시공사는
자신에게 유리한 분석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Delay 분석 및 Disruption 분석은 기술적인 분석과 규범적인
평가가 요구되는 영역으로서 변호사와 건설 전문가(expert)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영역이다. 시공사가 어떠한 분석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예측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각종 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작업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Delay 및 Disruption 사유
발주처를 상대로 공사 지연이나 공사 방해로 인한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공사 지연이나 공사 방해가 발주처에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즉 앞서 살펴본 Delay 분석 또는 Disruption 분석을 통해 어떠한 사건을 원인으로
어떠한 작업이 얼마만큼 지연되거나 방해되었는지 확인이 되었다면 그러한 사건이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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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책임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SCL Protocol은 Delay 사유를 시공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Non-excusable Event)와
시공사에 책임이 없는 사유(Excusable Event)로 구분하고 시공사에 책임이 없는 사유를
다시 발주처가 위험을 부담하여 발주처가 배상할 의무가 있는 사유(Compensable
Event)와 시공사가 위험을 부담하여 발주처가 배상할 의무가 없는 사유(Noncompensable Event)로 구분하고 있다. Excusable Event로 인정되면 발주처로부터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Compensable Event로 인정받지 않는 이상
Prolongation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Compensable Event의 대표적인 예는 발주처가 제공한 설계에 오류가 있거나 공사
부지를 일부만 인도하는 경우와 같이 발주처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이다.
문제는 코로나와 같은 불가항력은 통상적으로 Non-compensable Event로 인정되고
있고, 대부분의 공사계약이 이러한 불가항력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코로나가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발주처에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하여 공사가 일부 지연된 구간이 있더라도 발주처의 후속 조치가 공사
지연을 가속, 심화, 지속시켰다면 발주처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사 방해 사유 역시 발주처에 책임이 있는 사유와 시공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구분해 볼 수 있고, 발주처의 잘못된 지시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전자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Disruption 사유의 경우 Delay 사유보다 조금 복잡한 측면이
있는데 가령 발주처의 잘못된 지시로 1차적으로 생산성이 저하된 상황에서 시공사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 인력을 투입하였으나, 추가 투입된 인력이 연장근무(Overtime),
교대근무(Shift), 과잉투입(Overmanning) 등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 효율이 떨어져
2차적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성 저하의 1차적인
요인과 2차적인 요인을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발생하여 공사가 방해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발주처에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하여 공사가 일부 방해받은 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발주처의 후속 조치가 공사 방해를 가속, 심화, 지속시켰다면 발주처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공사 지연 또는 공사 방해로 인한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사 지연
또는 공사 방해의 원인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클레임이 소송 또는 중재에 회부되는 경우 법원이나 중재판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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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현재 소송이나 중재에 현출된 증거를 토대로 과거에 공사 지연 또는 공사 방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이다.

즉, 발주처에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 지연 또는 공사 방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소송이나 중재에 현출되지 않은 이상 제3자인 법원이나
중재판정부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를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일단 분쟁이 시작되어
소송이나 중재에 회부되게 되면 공사 진행 중에 당사자들 사이에 전혀 다툼이 없던 당연한
사실조차 다툼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 공사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관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록(contemporaneous record)에는 발주처에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
지연 또는 공사 방해가 발생하였다고 발주처에게 발송하는 통지(notice)뿐만 아니라 매일
매일의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 일보(progress report)와 현장 사진(site
photo)을 포함한다.

즉, 공사 지연 또는 공사 방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발주처에 통지하는 것은
물론 공사 일보, 사진 등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변호사와 건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통지, 공사 일보, 현장 사진 등을 잘 종합한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Quantum 검토
발주처에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 지연 또는 공사 방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시공사가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구체적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시공사의 추가 공사비 청구와 발주처의 지체상금 청구는 차이가 있는데
발주처가 지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사 지연으로 실제로 발생한 손해(damage)를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상 Liquidated Damages 규정에 따라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반면, 시공사가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cost)을 입증하여야 한다.

Delay Costs(Prolongation)는 기본적으로 간접비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공사
지연으로 연장된 공사 기간만큼 추가로 부담하게 된 현장 관리 비용, 시설 및 설비 임차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떠한 명목으로 어떠한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평상시 기록 관리를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 기록이 얼마나 뒷받침되어 있느냐에
따라 청구액의 단위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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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Delay Costs의 일종으로 Home Office Overheads(본사 간접비)도 논의되고
있는데, 이러한 Home Office Overheads는 실제 지출한 비용이라기 보다는
손실(기회비용)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입증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의 본사 전체 간접비를 본사 전체 매출로 나눈 매출액당 본사
간접비 비율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Emden 공식과 본사 전체 매출 중 해당 공사에
할당되는 간접비를 계산하여 적용하는 Eichleay 공식이 실무상 이용되고 있는데, 어떠한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지는 변호사와 건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Disruption Costs는 Delay Costs와는 반대로 공사 방해로 추가로 부담하게 된
직접비라고 할 수 있는데, 공사 방해로 추가로 부담하게 된 노무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명목으로 어떠한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방해가 있었던 구간의 생산성과 방해가 없었던
구간의 생산성을 비교하는 Measured Mile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방해가 없었던
구간의 생산성까지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작업 생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관리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한편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용과 공사 지연 또는 공사
방해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 다시 말해 지출한 비용이 공사 지연 또는 공사 방해로
인한 비용(attribution)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출한 모든 비용을 보상 받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reasonable) 내의 비용만 보상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비용의 합리성을 입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변호사와 건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출한 비용이 공사 지연 또는 공사 방해로
인한 비용으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이라는 점을 법원이나 중재판정부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narrative)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6. 마치며
발주처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은 시공사에 여간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까지 불리는 공사 계약 분쟁에서 시공사 입장에서는
발주처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발주처는 현장에서 호흡하면서 공사 진행 상황을 직접 목격한 시공사를 결코
‘디테일’에서 이길 수 없다. 이러한 디테일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평소 공사 진행
상황을 꼼꼼히 기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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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이러한 기록을 잘 꿸 수 있도록
변호사와 건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변호사와 건설 전문가는 각종
기록을 토대로 시공사를 위한 스토리텔링을 준비하여 발주처, 궁극적으로는 법원이나
중재판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니 이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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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최근 “RE100”이라는 단어가 뜨거운 화제가 되어 온 국민의 관심을 산 바가 있다. 이는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2050년까지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약속을 가리킨다. 이미
2021년 말 기준1으로 RE100에 가입한 기업은 315개에 달하며, 많은 member 기업들이
RE100달성을 위한 목표 성취 년도를 2030년으로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만큼,
당분간 “RE100”에 대한 높은 관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실정에서는 과연 어떻게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필요한
전력의 100%를 모두 충당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은 대한민국 내의 상황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상황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최근의 국제 정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변동하며 에너지 시장 자체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에너지 안보 위기로 인해 유럽연합(EU)은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2 최근 한국의 한
증권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EU가 2030년까지 480GW의 풍력발전을 신규 설치할
계획이며 특히 해상 풍력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였고, 또 한국의 새 정부
역시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도입할 것이므로 해상풍력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3
1 RE100 2021 Annual Disclosure Report, page 4

최근 십수년간 풍력발전은 차세대 주요 에너지원으로 각광받으며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지만,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실제 활용이 시작된 시기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 다른
유형의 발전 프로젝트 사례들을 참고하여 막연히 많은 Risk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밖에

2 https://www.reutersevents.com/renewables/
wind/eu-end-reliance-russian-gas-acceleraterenewables-satellite-outage-strikes-turbinesduring
3

https://www.sedaily.com/
NewsView/263IL5MH7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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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인은 본고를 통하여 해상풍력발전이 우리나라보다 좀 더 일찍 도입되어 훨씬
많은 실전 사례가 축적된 영미권의 해상풍력 관련 판례들을 살펴 봄으로써, 해상풍력 건설
관련 Risk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나마 돕고자 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4

2. 해상 풍력 관련 프로젝트 Risk
각 판례를 다루기에 앞서, 해상 풍력발전과 관련된 간단히 Project Risk들의 예시를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 정치환경/규제 관련
- 인허가/민원 관련
- 환경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해저 지반 조건 (Subsea Condition)
- 관련 주요 기자재 계약 관련
- 관련 주요 용선 (vessel) 확보
- 날씨
- 금융 조건/ 건설비용 통제
- 하자보수

이러한 많은 Risk들을 모두 본고에서 다룰 수는 없어 하기의 몇 가지 사례에 한정하여
다루기로 한다.

A.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일반적인 발전소 공사에서도 착공 전에 환경영향평가(“EIA”)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EIA를 받지 못하면 착공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된다. 해상풍력 발전의
경우, 해상풍력발전기 설치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환경적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 지질학적 영향
- 해수질 영향
- 해저 및 조류 생태계 영향
- 해안, 연안 사용권
- 해저 고고학 자원 영향 등

EIA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로는 미국의 판례 PUBLIC EMPLOYEES FOR

4 각 국가별로 법체계 및 그 내용이 상이하므로, 실
제로 우리나라에 이러한 판례들이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 확신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판례들
을 살펴봄으로 이러한 Risk가 발생하는 것을 사
전에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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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RESPONSIBILITY, et al., Appellants Town of Barnstable,
Massachusetts, et al., Appellees v. Abigail Ross HOPPER, Acting Director, U.S.
Bureau of Ocean Energy Management, et al., Appellees, 827 F. 3d 1077 (D.C.
Cir. 2016) 가 있겠다.

The Cape Wind Energy Project는 MA 주의 해안에서 130개의 풍력발전기
(20년 발전 기대수명)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서 MA주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Cape Wind사는 2001년도에 United States Army Corps of
Engineers에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정부허가를 신청하였다.

본 소송의 원고인 Alliance to Protect Nantucket Sound, Public Employees for
Environmental Reasonability and others는 정부(미국 해양 에너지 관리국)가 Cape
Wind 프로젝트를 승인함에 있어서 여러 규제 승인 절차들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2014년 3월 14일 1심 법원은 약식판결을 통해 원고의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 중 Nantucket Sound에서 정부가 “해저 및 지하 위험에 대한 충분한 현장
특정 데이터”를 먼저 얻지 않고 Cape Wind 프로젝트에 대한 lease를 발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다. (참고로, 본고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여러가지 이슈 중 EIA에
대한 내용만 다루기로 한다.)

i)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부가 불충분한 “지구물리학 및 지질학적”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Cape Wind
프로젝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였으므로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 42. U.S.C §4332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NEPA에 따라 해당
정부 기관은 “제안된 조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모든 중요한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고”, 나아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경 문제를 실제로 고려하였음을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법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격한 검토
후 관련 환경 정보를 광범위하게 보급해야 한다” 주장했다. 그러나, 원고는 정부의
2009년도의 Impact statement은 해저 위험을 적절하지 않게 평가하였고, 정부의
내부 guideline에서는 해저 상태가 대형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는지, 중요한 고고학 및
선사시대 특징 등을 보호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함에도 실제로 그 당시 내부 자료
등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Lease를 발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NEPA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ii)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가 “지질학적 및 지구물리학적 환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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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히 검토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법원은 정부가 NEPA를 위반하였음은 인정하였으나 반드시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았고, 해당 프로젝트가 이미 10년 이상 주 및 연방 법원/기관
등을 통해 진행되었으므로 해당 프로젝트의 규제 승인 프로젝트를 다시 실행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법원은 Cape Wind사가 해저 시설을 지탱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기 전에
다시 건설을 허용하는 것 역시 현명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을 무효화하고, Cape Wind사가 건설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적절한 지질
조사로 이를 보완하도록 결정하였으나, NEPA 위반을 근거로 Cape Wind사의 임대
또는 다른 기타 규제 승인 등을 모두 취소하지는 않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진행된 프로젝트가 EIA 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음을 사유로 프로젝트 건설이 중단될 수 있는 실질적 Risk는 상시
존재하며, 이렇게 중간에 멈추게 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결국 전체 프로젝트 지연으로
이어지게 되어 프로젝트 비용 상승으로 연결되게 된다. 따라서, 프로젝트 planning
초기 때부터 인허가, 환경 평가 등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B. 민원 관련 Risk
해상 풍력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Risk는 민원 관련 Risk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던 해상풍력 프로젝트 역시 민원으로 인해서 상당한 난항을 겪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음의 미국 판례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참조할 만하다.
FISHERIES SURVIVAL FUND et al v. JEWELL et al, No. 1:2016cv02409 Document 59 (D.D.C. 2018)

위 사건에서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뉴욕주의 해안에서 800 MW의 해상 풍력발전을
저지하려는 상업어업계의 2번째 시도를 2018년도 9월 30일 결정을 통해 기각하였다.
어업, 산업단체 및 해안지방 자치단체의 컨소시엄은 미국 해양에너지관리국 (BOEM)이
Empire Offshore Wind Farm (Rockaway Peninsula)에게 약 $42Million에 달하는
임대를 결정함으로써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uter Continental Shelf
Lands Act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이러한 연방 정부의 임대 결정은
Equinor의 풍력에너지 지역이 어업계의 이익에 해를 끼칠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과
인과적으로 연결은 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에서는 정부와 Equinor의 임대차 계약 자체는 단순히 부지의 Site
Assessment Plan과 Construction and Operation Plan 등을 독점적으로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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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뿐이고, 규제 기관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풍력발전 단지를 건설할 수 있다는 보장이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어업계 컨소시엄은 2018년도의 결정에 불복하며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며
재심의(Motion to review and alter)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여러 주들이 해상
풍력사업자들과 PPA를 체결하였음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를 볼 때 BOEM이 건설을
취소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PPA의 존재가 BOEM이 향후
Equinor의 건설을 승인할 것인지 여부에 어떠한 법적 구속력 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나아가 기타 신청인이 제기한 (i) 다른 해상 풍력발전사업자들이 “건설을
기대하면서 매우 비싼 가격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 (ii) NYSERDA에서 해당
사이트와 관련하여 해상 풍력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한 점, (iii) BOEM이 해당 지역의
해상풍력 건설이 예상 가능하다고 언급한 점 등에 대해서도 이러한 행위들은 BOEM이
결론적으로 Equinor의 건설 허가를 취소할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2020 년 2월 14일 다시 한 번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FISHERIES
SURVIVAL FUND et al v. JEWELL et al, No. 1:2016cv02409 - Document 73
(D.D.C. 2020)

비록 본 사건은 미국의 사례이기는 하나, 어업계의 소송이 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얼마나 장기간 계속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주요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이와 유사한 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며, 해외에서 진행될 다른 해상 풍력
프로젝트들의 경우에도 해당 프로젝트의 규모, 환경, 그 지역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민원으로 인한 Project Delay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C. Equipment Supply
해상 풍력에는 Foundation, Tower, Wind Turbine Generator, Subsea Cable,
Blade 등 많은 기기들이 포함되고,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도 많은 인력과 설치장비, 다양한
용선 등이 필요하므로 그 확보를 위해 다양한 계약들을 체결하게 된다.

i) 설계 관련 Risk / Fit-For-Purpose
해외건설 판례 중 “Fit-For-Purpose”와 관련하여 잘 알려진 판례로는 MT Højgaard
AS v E.ON Climate and Renewables UK Robin Rigg East Ltd and another
[2018] 1 All ER (Comm) 899 가 있다.

본 사안에서는 대법원이 비록 시공자가 계약서에서 요구된 대로 업계에서 잘
알려진 J101표준을 따랐다 하더라도, 해당 J101의 표준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면
시공자에게는 여전히 Foundation 기초공사를 20년 동안 지속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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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면서 항소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시공사에게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목적
적합성 의무” 조항을 엄격하게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피항소인인 MT Højgaard AS 는 Robin Rigg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2개의
기초구조물을 설계 및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프로젝트 완공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수리하는 데 발생한 비용인 €26.25m 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본
사건의 쟁점이었다.

본 사건의 항소인인 E.ON Group은 2006년도에 입찰 초청서에 기술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제공하였으며, 해당 기술요구사항은 J101 (해상풍력터빈설계에 대한
국제표준)을 따를 것을 요구하였다. MT Højgaard AS는 E.ON의 요구사항과 J101의
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은 제공하는 제품이 “fit-for purpose”, 즉
목적에 부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설계 수명이 20년이 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항소인은 J101에 따라 제품을 설계하여 공급하였으나, monopole 의
Foundation공사와 Transition Pieces간의 grout 연결결함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나중에서야 J101 표준에 오류가 있어 Foundation 기초 구조의
강도가 상당히 과대 평가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항소법원에서는 MT Højgaard AS의 항소를 인용하면서 ‘J101 표준을 따른다고
해서 20년의 설계수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업계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며,
단순히 발주처의 기술요구사항에서 2줄의 설명으로 ‘20년 warranty’가 명시된
것만으로 이러한 보증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J101의 준수가 계약서에서는 “최소 준수사항”으로 작성되어 있었던
만큼, 만약 이와 다르거나 일치하지 않는 표준이 있다면 더 엄격하거나, 까다로운
사항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J101이라는 국제적인 표준을 믿고 그대로
설계하고 따른 계약자였지만, 해당 표준 자체의 하자로 인해서 해상풍력 기초 공사의
하자가 발생하게 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하게 된 것이다.
해당 판례는 계약서에 포함된 목적부합성 조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그 사건의 배경이 된 사실관계를 살펴 보자면, 해상 풍력발전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설계 관련 Risk, 기초 공사관련 Risk 등 다양한 Risk에
관해서도 시사하고 있다. 현재도 많은 프로젝트 계약이 Internationally accepted
standard (ASME 등)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계약자들은 이를 검증할
수 없는 위치에서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International
S t a n d a rd 에 하 자 가 있 다 면 그 러 한 표 준 에 부 합 하 게 시 공 하 더 라 도 공 사 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가 이러한 하자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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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rsement이나, Fit-For-Purpose 등의 계약 조항을 협상 시에는 이러한 Risk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ii) NDE / Welding 하자 – Fit for Purpose
또 다른 “Fit For Purpose”와 관련된 판례로 알려진 Fluor Ltd v Shanghai Zhenhua
Heavy Industry Co Ltd [2016] EWHC 2062 (TCC) (07 October 2016) 역시,
해상 풍력발전과 관련된 판례이다. 이 사건 역시 해상 풍력에서 사용되는 Monopile
(“MP”)과 상부 타워를 연결하는 transition pieces (“TP”)제작과 관련된 사례로서,
Fluor가 Greater Gabbard Offshore Winds Limited (“GGOWL”)과 ngo에
140개의 풍력터빈발전기를 설치하는 EPC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상하이에 위치한 ZPMC에게 MP 및 TP제작을 의뢰하였다.

ZPMC가 중국에서 제조하여 네덜란드로 선적하여 현장에 설치된 MP/TP 중 일부에
용접 결함이 발견된 것이 문제가 되었으며, Fluor 와 ZPMC간의 계약에는 ZPMC가
공급하는 제품은 “fit and sufficient for the purposes for which they are
intended“, 즉 제품이 목적에 부합할 것을 확약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Fluor
가 검사를 하였다고 하여서 ZPMC가 계약 조건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에서
완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다.

계약상 Fluor 는 MP와 TP의 용접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파괴 테스트 (“NDT”)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ZPMC가 수행한 NDT test scanning 방식은 횡단균열이 잘
확인되지 않는 방식이었고, 이에 따라 작업 당시에는 ZPMC의 test를 통과한 많은
용접들이 나중에 다른 방식의 NDT scanning을 통하여 균열이 있는 것으로 감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luor 는 제품들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거나, 추후
fitness for purpose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claim을 할 권한 등을
유보함 없이 제품을 인수 하였다.

법원은 MP가 목적에 적합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횡단균열이 ZPMC가 MP 용접부의
정확한 예열 온도를 유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목적부합성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다만 Fluor의 경우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MP와 TP의
용접 결함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납품 받았으므로
GGOWL에 대한 책임을 ZPMC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본 판례는 MT Højgaard AS v E.ON Climate and Renewables UK Robin Rigg East
Ltd and another [2018] 1 All ER (Comm) 899에 이어서 또 다른 MP와 TP의 설치와
관련된 사례로서, 그 사실관계만으로도 MP, TP 등 해상 풍력발전기에 사용되는 부품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해외건설 법률정보

152

판례로 만나보는 해상풍력 관련 Risk

특히 계약서에서 용접과 관련하여 비파괴검사NDT를 다루는 기술시방서의 경우, 매우
간략하게 검토하고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떠한 NDT 기술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Scanning 방식을 사용하는지 등에 따라 확인 가능한 종류의 균열이 달라질 수
있고, 특히 해저에서는 용접의 종류에 따라 부식에 취약할 수 있는 재질, 용접 방식 등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비파괴 검사 등에 대한 내용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iii) Cancellation Fee / Wind Turbine Generator
해상풍력 발전기에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인 WTG의 경우, Equipment Supply
계약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당사자간 오랜 기간 협상을 통해 최종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상 풍력발전기 기자재 납품 계약의 특징으로는
Advance Payment을 상당히 높게 요구하기도 하고, 발주처가 Special Purpose
Vehicle인 경우, Payment Guarantee Bond 등을 제공할 것을 기자재 납품 업체가
요구하기도 한다. 그리고 제품을 구매하기로 하였다가 취소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록 공개된 판례는 아니나 흥미로운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Outland Renewable Energy, LLC, Appellant, v. Siemens Energy, Inc. f/k/a
Siemens Power Generation, Inc., Respondent. No. A10-1663. 는 2011년도
미네소타 항소법원의 판례로, 단순 계약 위반을 이슈로 한 분쟁이다. Outland
Renewable Energy LLC는 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하는 회사로서, 풍력터빈발전기를
판매하는 Siemens Power Generation, Inc.와 2007년도 여러 풍력발전 단지를
위한 풍력터빈 발전기 구매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2007년 11월 경 87개의 WTG
구매 설치와 관련된 터빈 공급 및 설치 Term Sheet을 서명하였다. 예상 구매 가격은
약 US$321.9M 이고, 2010년 첫 분기에 WTG 선적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양사는
만약 2008년 10월 1일까지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Outland가 Siemens에게
$15.2 Million에 해당하는 Reservation Fee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2008년 10월 1일까지 Outland가 필요한 financing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Outland는 (i) 이러한 Reservation Fee는 집행 불가능한
Penalty이며, (ii) Siemens는 Reservation fee를 유지하게 되면서 부당이익을
얻게 되었으며, (iii) Siemens가 계약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Siemens는 Outland의 주장을 기각할 것을 요청하면서 Term Sheet은 구속력 있는
계약임을 주장하였다. 1심 법원은 Siemens의 주장을 인용하여 약식 판결을 내렸고,
이러한 term sheet상의 Reservation Fee 조항은 alternative contract이거나
아니면 유효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Siemens가
Reservation Fee 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는데, 다만 1심법원의 “alternative
contract” 또는 유효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근거보다는 Term Sheet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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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협상에 따라 이루어진 구속력 있는 합의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비록 2011년도 case이기는 하나, Term Sheet만 체결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15.2 Million의 Reservation Fee를 부담하게 한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WTG Supplier와의 협상에서 Term Sheet 등을 협의할 때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D. Subsea Cable
해상풍력은 풍력터빈과 해상 변전소를 연결하고, 해상 변전소와 육상변전소를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 설치를 동반하게 된다. 해저 케이블 설치와 관련해서는 Gwynt y Môr
OFTO Plc v Gywnt y Môr Offshore Wind Farm Limited and ors [2020] EWHC
850 (Comm) 판례를 살펴 보고자 한다. 본 판례 자체는 매매 계약상 손해배상 조항
(Indemnity)에 대한 내용이나, 사건의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는 해저 케이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20년 4월 8일, 영국의 상업 법원 (Commercial Court)는 영국의 가장 큰
해상풍력단지인 Gywnt-y- Môr의 매매계약 (Sale & Purchase Agreement; 이하
“SPA”) 상의 Article 8.2 “Indemnity 조항”의 적합한 해석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2015년 2월 11일자로 체결된 SPA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청구인에게 Gywnt-y- Môr
와 National Grid 간의 송전망을 소유, 유지, 운영하는 사업을 매도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이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해당 계약에 따르면 4개의 해저 export cables를 포함하고
있었고, 이 거래는 2015년 2월 17일에 완료되었다.

SPA는 “완공 전에 파손되거나 손상된 경우” 피고가 청구인에게 케이블 복원 비용을
보상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담고 있었는데, 2015년 3월 2일 SSEC 1 케이블이 해저에
잠겨 있는 동안 “on-going corrosion”, 즉 계속되는 부식으로 말미암아 고장이 나게
되었고, 두번째 케이블 SSEC 2 역시 비슷한 사유로 2015년 9월 25일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이를 수리함에 따라 약 £15 million의 수리비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피고에게 청구하게 되었다. 한편, SPA에는 이러한 수리비를 청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구 절차가 명시되어 있었다.

피고는 이러한 케이블 수리비 지급을 거부하며 다음을 주장하였다.
- 이러한 손해배상 조항은 해저케이블이 SPA를 서명하고 난 후, 완공 사이에 손상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음
- 계속되는 부식의 경우, 손해배상의 “손해”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SPA의 체결 이전에
이미 발생했었을 수 있고, cable의 경우에는 부식이 완공 이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음
- 신청인은 비용 청구 등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Condition Precedent 절차를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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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만나보는 해상풍력 관련 Risk

위반하였음으로 청구 권한이 없음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i) 법원은 “Prior to Completion”을 해석함에 있어, 피고의 해석을 인용하여 SPA를
서명한 시점부터 Completion까지 사이의 기간을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기간으로
인정 하였다.
(ii) 법원은 “damage”에 대해서는 “명백하고, 발견될 수 있어야 (to be patent, in
the sense of being readily observable and discoverable)”하고, cable의 성능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한편, SPA 서명 후 완공까지의
6일 기간 내의 부식으로 인하여 얼마나 cable들의 성능이나 가치에 영향을 미쳤을 지
의문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iii) 법원은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약정된 청구 절차가 손해배상의 신청과 관련된 선제
조건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례 역시, 판례는 단순한 계약 위반과, 계약 손해배상 조항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주로 다루고 있으나, 그 배경이 된 사실관계에서 해상 풍력에서의 Cable 사고
가능성과 부식 관련 이슈를 이해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상
풍력 기자재, 설비, 설치 기기 등과 관련된 계약서를 검토 시 이러한 기술적인 측면도
Engineering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3. 글을 마치며
육안으로 모든 것이 확인이 가능하고 두 발로 딛고 설 수 있는 육지에서 진행하는
모국어로 진행하는 공사들도 시작부터 끝까지 분쟁 없이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드물다.

하물며 해저라는 미지의 환경에서, 각기 다른 국가별 정치, 규제, 환경적 리스크, 날씨
리스크, 다른 언어로 인한 Risk 속에서 진행되는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프로젝트의 planning 단계부터 마무리 최종 Decommissioning까지 잘 진행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헛된 희망일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신재생 에너지로 석탄 화력을 기저발전을 대신한다고 하면 현실감각이
없다고 비판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로서의 풍력발전, 특히 한국과 같이
토지 면적과 바람이 부는 지역이 한정된 국가라면 해상풍력을, 그리고 수출에너지의
일환으로서의 해상풍력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밖에 없는 때가 왔다.

이 글을 통해 살펴본 판례들이 해상 풍력과 관련된 Risk들을 이해하고 그에 대비하는
데, 혹은 해상 풍력의 Risk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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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공사계약과 보증
On-demand guarantee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며
통상 해외건설계약을 체결할 때 발주자는 시공자에게(내지는 시공자는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bond)을 요구한다. 이러한 보증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시공자가 계약상 명시된 대로 시공할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이행보증(performance bond)의 경우 대부분 별도의 요건 없이 발주자가 즉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unconditional (내지는 on-demand) bond를 요구한다.

이러한 unconditional bond의 가장 큰 특징은 발주자가 별도로 시공자의 계약
위반 내지는 귀책을 입증할 필요 없이 바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요건 내지는 절차 없이 즉시 unconditional bond에 대한 지급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리한 반면,
시공자의 입장에서는 발주자의 부당한 지급 청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아래에서는 보증의 의미로 통용되는 bond와 guarantee의 개념상 차이,
해외건설계약상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보증의 종류 및 conditional bond와 unconditional
bond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다. 나아가 발주자의 부당한 지급 청구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구현양
법무법인 광장(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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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건설계약상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보증의 종류
(1) 보증이 담보하는 내용에 따른 구분
해외건설계약상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보증은 여러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보증을 통해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담보하는 의무의 내용에 따라 (1) 입찰단계에서
시공자가 제공하는 입찰 보증(bidding bond), (2) 시공자의 선급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선급금 보증(advance payment bond), (3) 시공자가 계약상 명시된 대로 시공할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performance bond), (4) 시공자의 유보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유보금보증(retention bond), 및 (5) 시공자의 하자보수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하자보증(defect bond)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청구 조건에 따른 구분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보증은 발주자가 보증을 청구할 때 시공자의 귀책을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조건부 보증(conditional bond)와 무조건부
보증(on-demand 내지는 unconditional bond)으로 나뉜다. 1 즉, 시공자가 조건부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보증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기 위해서 시공자가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시공자가 무조건부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보증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기 위해서 시공자의 계약 위반 내지는 귀책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는 바, 발주자가 지급을 청구할 시 보증인은 무조건 지급을 해야 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2
이하에서는 별도의 표기가 없는 이상 bond를 무조건부 보증을 의미하는 on-demand
내지는 unconditional bond의 의미로 사용하도록 한다.

(3) Bond와 guarantee의 구분
건설 업계에서는 bond와 guarantee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시공자가 계약상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보증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혼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bond와 guarantee는 법률상 다른 개념이다.
Guarantee의 경우 보증신청인(시공자), 보증인(보증을 발행한 은행 내지는 금융기관) 및
수익자(발주자) 간의 3자간 계약을 전제로 하며,4 발주자는 시공자가 시공자와 발주자간에
체결된 공사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bond의 경우
수익자(발주자)는 보증신청인(시공자)의 계약 위반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익자(발주자)의 지급 청구 시 보증인(보증을 발행한 은행 내지는 금융기관)은
지급을 하여야 한다.5 이처럼 시공자가 제공한 보증이 bond인지 또는 guarantee인지에
따라 발주자의 지급 청구 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bond와 guarantee를

1 FIDIC - A Guide to Practitioners, Axel-Volkmar
Jaeger, Springer, 2010 at 377-378
2 만약 은행이 unconditional bond의 지급을 거부
할 경우, 발주자는 은행을 상대로 지급을 청구
하는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
는 이상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인용할 가능
성이 높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달리 보는 국가
들도 있다. 베트남 법원의 경우, 이러한 소송이
제기될 시에 보증신청인인 시공자를 소송 절차
에 참여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시공자가 발주자
와의 건설 계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
고 이에 따라 발주자의 지급 청구의 인용 여부
를 결정한다(Unconditional Bonds, are They
Really “Unconditional”?, Stephen Le Hoang
Chuong, Lexology).
3 The problem and abuse of performance
bon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hmad
Hassan, IOP Publishing, February 2018 at 3
4 The problem and abuse of performance
bon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hmad
Hassan, IOP Publishing, February 2018 at 3
5 The problem and abuse of performance
bon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hmad
Hassan, IOP Publishing, February 2018 at 4

해외건설공사계약과 보증- On-demand guarantee를 중심으로

해외건설 법률정보

158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3. 발주자의 부당 청구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시공자가 guarantee가 아닌 bond를 발행한 경우, 발주자는
보증인(보증을 발행한 은행 내지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시공자의 계약 위반 여부에 대해
별도로 입증할 필요 없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해외건설공사에서 시공자가
제출하는 보증의 90% 이상이 이러한 종류의 bond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7
발주자의 부당 청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곧 시공자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발주자의 부당한 지급 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보증인을 상대로
국내법원에 지급 금지를 위한 임시적 처분(injunctive relief)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이에 대한 인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임시적 처분 절차를 통해 발주자의 부당 청구를 방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8

이에 대한 한 예시로 다음을 들 수 있다. A 건설사(시공자)와 B 하도급업체간에 B
하도급업체의 계약 위반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A 건설사는 B 하도급업체가
제출한 performance bond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B 하도급업체는 A 건설사의 지급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계약상 A 건설사가 bond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며 호주 국내 법원에 지급 금지를 위한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호주 법원은 지급 금지를 위한 임시적 처분 신청의 요건 중에서 긴급성(urgency)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B 하도급업체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9

이 외에도 발주자의 부당한 지급 청구과 관련하여 보증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발주자의 지급 청구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당한 청구라는 점 뿐만 아니라 보증인이 보증금을 지급할 시에 발주자의 이러한
지급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증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또한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10

6 당사자간의 선박계약에 따라 제공된 보증이
guarantee인지 bond인지 다툼이 발생한 사건
에서 영국의 Court of Appeals에서는 해당 보증
이 “payment guarantee”라고 명시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계약 조건 및 제반 사정상 “ondemand bond”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한 바 있다. 특히 Court of Appeals는 ① 다
른 나라의 법제 하의 당사자들끼리 체결된 거래
인 경우, ② 보증을 발행한 기관이 은행인 경우,
③ “on demand”가 있으면 지급을 하도록 명시
된 경우 및 ④ 보증인의 지급 방어를 불가능하
게 하거나 제한하는 문구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
는 “payment guarantee”가 아닌 “on-demand
bond”라고 볼 여지가 높다고 판시하였다
(Wuhan Guoyu Logistic Group Co Ltd and
others v Emporiki Bank of Greece SA [2012]
EWHC 1715 (Comm) 참고).
7 해외건설공사에서 독립보증에 관한 분쟁과 그
대책, 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47권, 최명국,
2010년 8월, 2페이지
8 The problem and abuse of performance
bon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hmad
Hassan, IOP Publishing, February 2018 at 6.
9 Duro Felguera Australia Pty Ltd v Samsung
C&T Corporation [2019] WASC 90

이처럼 발주자가 시공자의 계약 위반 여부에 대해 별도로 입증할 필요 없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별도의 계약상 근거 없이 부당한 지급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시공자로서는 bond를 발급하기
이전에 위와 같은 부당한 지급 청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한다.

10 예외적으로 발주자가 근거 없이 부당하게
performance bond에 대한 지급을 청구한 점과
해당 bond를 발급한 은행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사례로 HLC Engenharia
E Gestao de Projectos S.A. v. ABN Amro
Bank NV & Others [2005] 및 Banque Saudi
Fransi (A Company Incorporated in the
Kingdom of Saudi Arabia) v. Lear Siegler
Services Inc [2007]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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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주자의 부당한 지급 청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많은 건설사들은 앞서 언급한 bond의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해외 건설 공사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performance bond를 포함한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증을 bond의 형태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ond의 법적 성격을 고려할 때 발주자의 부당한 지급
청구에 대해 시공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시공자가 발주자의 부당 지급 청구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1) 계약서 및 보증서 상에 명확한 문언의 사용
대부분의 발주자는 이행 보증 등의 일환으로 시공자의 계약 위반 여부에 대해 별도로
입증할 필요 없이 바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bond를 요구한다. 예외적으로 발주자의
요청 내지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bond가 아닌 guarantee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bond와 guarantee를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혼용하는 업계의 관례로
인하여 계약서 내지는 보증서상에 guarantee가 아닌 bond로 명시함에 따라 지급 청구와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이 종종 발생한다.11

이처럼 당사자들이 보증서 내지는 계약서에 당사자간의 합의와 다른 내용의 문언을
적시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bond 와 guarantee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는 업계의 관행 때문이다. 따라서 시공자들은 bond와 guarantee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계약서 및 보증서상에 정확한 문언이 표기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과거에 수행한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계약서나 보증서를 재차 재활용하여
사용하는 실무가 만연해 있는 바,12 계약서 내지는 보증서의 문언상 당사자의 합의한 바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지급 청구 시에 청구의 근거가 되는 시공자의 계약
위반 사항 등을 명시
발주자가 bond에 대한 지급 청구 시 시공자의 계약 위반 여부에 대해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급 청구 시에 청구의 근거가 되는 시공자의
계약 위반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계약상 내지는
보증서상에 이와 같은 요건을 명시한다고 하더라도 bond의 법적 성격상 여전히 발주자는
시공자의 계약 위반 사항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 없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11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Trafalgar House
Construction 사건을 들 수 있다. 본 사건에서
는 시공자가 제공한 보증의 성격이 bond인지
guarantee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법원은 보증
서 상에 “bond”라고 표기되어 있다고 하더라
도 당사자의 의사 내용을 고려할 때 해당 보증
서가 “guarantee”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Trafalgar House
Construction (Regions) Ltd v General Surety
v Guarantee Co. Ltd (1994) 66 BLR 42 참고)
12 The problem and abuse of performance bon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hmad Hassan,
IOP Publishing, February 2018 a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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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다. 그러나 발주자가 아무런 근거 없이 시공자를 상대로 bond의 지급 청구를
이용하여 압력을 행사하거나, bond 지급 사유와는 무관한 분쟁과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합의를 강요하는 등 발주자가 bond를 부당하게 남용하는
상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제동을 걸 수는 있을 것이다.

(3) 중재 내지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발주자의 지급 청구가 부당
청구로 밝혀지는 경우 시공자에게 관련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
는 조건을 계약에 추가
발주자의 지급 청구에 대한 사후적인 대응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중재 판정
내지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발주자가 별도의 근거 없이 부당하게 지급 청구를 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발주자로 하여금 부당한 지급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공자의 손해를 모두
배상하도록 하는 조건을 계약에 추가하는 것이다.

물론 계약상 위와 같은 조건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발주자는 여전히 시공자의 계약
위반 사항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 없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계약 조건을
추가한다면 발주자로서는 bond에 대한 지급 청구가 부당한 지급 청구에 해당할 경우
추후에 그로 인한 시공자의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급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발주자의 부당 청구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Bond로 인한 리스크를 계약 금액에 반영
앞서 살펴본 세 가지의 방안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위와 같은 사전적 내지는 사후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bond의 법적 성격상 발주자가
시공자의 계약 위반에 대한 별도의 입증 없이 언제든지 지급 청구가 가능하다는 결정적인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이다. 물론 부당 청구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고 발주자에게
부당 청구에 대한 부담을 준다는 차원에서는 그 의의가 있을 것이나, 시공자가 bond를
제출한 이상 부당 청구의 가능성 자체를 방지할 수는 없다. 또 하나의 한계는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협상력의 차이이다. 여러 세계의 유수 건설사들과의 치열한 입찰 경쟁 끝에
대형 해외 공사 프로젝트를 수주해야 하는 시공자로서는 발주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을”의 위치에 있다. 이는 발주자와의 계약 조건 협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앞서 언급한 사전적 내지는 사후적 조치의 일환으로 bond
대신 guarantee를 제공하거나 bond의 지급 청구와 관련된 여러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시공자로서는 bond와 관련된 리스크를 계약 금액에 반영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bond에 대한 리스크를

11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Trafalgar House
Construction 사건을 들 수 있다. 본 사건에서
는 시공자가 제공한 보증의 성격이 bond인지
guarantee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법원은 보증
서 상에 “bond”라고 표기되어 있다고 하더라
도 당사자의 의사 내용을 고려할 때 해당 보증
서가 “guarantee”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Trafalgar House
Construction (Regions) Ltd v General Surety
v Guarantee Co. Ltd (1994) 66 BLR 42 참고)
12 The problem and abuse of performance bon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hmad Hassan,
IOP Publishing, February 2018 a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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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계약금액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를 반영할 것인지, 어떤 비용
항목으로 추가할 것인지 등 실무적인 차원에서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bond로 인한 시공자의 손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해외 건설 공사 계약상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여러 보증의 종류와 그
중에서 bond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및 그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외 건설 공사 계약의 규모를 고려할 때, 시공자가 제출해야 하는 bond의 금액 또한
상당한 액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bond의 부당 청구로 인하여 시공자가 입는
손해의 규모 또한 막대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시공자들은 bond의 리스크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해외 건설 공사 프로젝트에 입찰 및 계약 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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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환

분쟁해결조항에 대한 소고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국제중재팀장

1. 들어가며
지난 해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이하 중재원)는 국제중재실무회에 의뢰하여 건설,
에너지, 무역, 제조 등 국제계약을 다수 체결하는 국내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재조항 활용
실태를 포함한 분쟁해결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1

우선, 해외건설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대기업들 상당수가 분쟁해결에 대한 사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분쟁해결조항 작성에 있어서 사내변호사를 포함한 법무팀이
주도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주목할만 하다. 다만 분쟁해결조항의 사내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이거나 매우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향후 개선의 여지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제계약의 분쟁해결조항의 경우 공사 현장이 있는 현지 법원의
소송 또는 국내 법원의 소송 보다는 국제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비중이 90%가 넘어서
중재가 국제건설계약의 기본 분쟁해결제도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아쉬운 점은, 실제 국제계약서의 중재조항 중,
중재기관, 준거법 그리고 중재지 등 중재합의의 주요 요소와 관련하여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충분한 협상력을 발휘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분쟁해결조항 협상을
이끌어 내는가 하는 것이다. 즉, 다수의 외국기업들의 경우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
중재기관을 자국의 중재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중재지와 심리지를 달리 하는 등 다양한
분쟁해결옵션을 사용하는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상당수는 소위 ‘Back to back’
분쟁해결조항을 큰 고려 없이 수용하거나 기존의 관행대로 무조건 제3국을 중재지 내지
분쟁해결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 중재의 경우, 당사자간에는 소송과 동일한 효력
을 지니므로 중재원을 준사법기관으로 평가하
는 시각도 있지만, 중재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고
려하면 중재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 혹은 이
용했던 고객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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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관행이 생기게 된 이유는 크게 보면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데, 하나는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중재원의 국제중재사건 처리 역량에 대한 인식과 둘째는 소위
Back to back 중재조항의 risk에 대한 인식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아래에서는 이
2가지의 이슈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중재원 중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중재원에 접수되는 중재사건을 산업으로 구분하면 건설중재 사건이 전체의 1/3로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민간기업에서 중재를 선호하고 정부 내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에 익숙치 않아 이의 사용을 주저한다는 얘기도 있었으나,
법원의 판결과 동일하게 양측 모두에게 공정한 중재판정이 지속적으로 내려지고 단심제의
효용을 십분 활용함으로써 이제는 공공과 민간 모두에게 수용가능한 분쟁해결제도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중재원 국제중재에 대해서는 최근의 개선과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재원 국제중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점은 아쉬운 점인
바, 이와 같은 오해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한다.

1) 중재원 중재는 국내중재만 한다?
중재원은 지난 1966년 설립 당시에 우리나라와 주요 교역국간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후 우리나라 내수시장의 성장과 이와 연관된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중재사건에서 국내중재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 80%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확연히 구분하지 않았던 중재원 실무의
경우, 다른 외국중재기관의 국제중재실무와는 조금 다르게 혹은 우리나라 소송 실무와
유사하게 운영된 부분도 있었다. 예를 들면, 중재언어의 경우,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한국어로 정해지고 대신 영어를 병용할 수 있다거나, 중재인 선정의 경우 역시
당사자간 특약이 없으면 중재원 사무국에서 5인 내지 10인의 후보자를 제시하는 방식은
ICC, LCIA 등 기존의 외국중재기관의 실무와는 다른 점이다.

기존의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절차는 우리나라 기업간 분쟁에 있어서는 소송과 절차상
큰 차이가 없음으로 인해 중재를 접하는 데 있어 그리 낯설지 않아 고객들이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고 특히 국내중재사건의 경우 평균 7개월의 짧은 기간 안에 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는 장점 또한 있었으나, 외국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간 주로 접하던 국제중재실무와
조금 다른 점이 있어 이러한 점이 쉽사리 중재원을 중재기관으로 정하는데 주저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에 중재원은 국내중재와 국제중재 모두의 장점을 살리기 위하여
국내중재와 국제중재에 적용되는 2개의 중재규칙, 즉 국내중재규칙과 국제중재규칙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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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규칙의 경우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온 국제적 실무를 반영함과 동시에 ICC,
LCIA SIAC, HKIAC 등 우리나라 기업이 그간 자주 이용했던 중재기관의 규칙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실제 국제중재사건의 절차진행에 있어 다른 외국중재기관의 그것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다 상술하고자 한다.

2) 중재원 중재의 경우, 국제건설분쟁에 정통한 중재인을 찾기 어
렵다?
우리나라의 중재, 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경우 소송과 동일한 내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상당 부분 국내 소송과 전체적인 맥락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중재인 또는 조정인에 대한 수당도 법관의 그것과 마찬가지인데, 법관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중재인이 수당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견해와 함께, 그간 우리나라의
중재인들 대부분이 중재인직만을 수행함으로서 삶을 영위하는 전업 중재인이기 보다는
본인의 기존 직업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였기에 외국중재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중재인 수당이 실제 사건에서
문제된 적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건설분쟁사건의 경우, 공사현장이 외국에 있고, 각종 거래 유형이
국내거래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계약언어, 교신언어 등이 영어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국적 중재인 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 중재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
또한 빈번하다. 그러나 기존 중재규칙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중재인 수당으로 인하여
외국의 여러 전문 중재인 내지 전업 중재인을 국제중재사건에서 선정하기 어려웠고,
국제적 요소가 많은 이와 같은 사건에서 국내 소송 실무에 정통한 중재인을 선정하다 보니
일부 당사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현실감이 부족하거나 업계 실무와는 동떨어진 판정을
받아 중재원의 중재를 멀리하게 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국제중재의 경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규칙을 개정하였고
이는 중재인 수당 역시 마찬가지이다. 즉, 현재 국제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인 수당은 ICC,
SIAC, HKIAC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해외 유명 내지 전업
중재인이 선뜻 사건을 수락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세계 그
어느 곳에서 활동하는 유명 중재인을 중재원 국제중재사건에서 선정할 수 있게 되었다.2

3) 중재원 국제중재는 주로 한국어로 진행한다?
기존 중재규칙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 한국어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었다. 물론 중재의 장점인 당사자 자치를 십분 활용하여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나, 실제 중재사건이 개시되고 나면 양측 모두

2 필자가 직접 경험한 중재원 국제중재 사건의 경
우, 주요 외국중재기관의 기관장, 사무총장 등
으로 수고하신 저명 중재인들이 빈번하게 선정
되었으며 중재사건 종결 후 사건을 대리한 한국
변호사들과 중재원 사무국의 역량에 대하여 깊
은 만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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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 중재절차 개시 후 중재언어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이와 같은 기존 관행으로 인하여 중재원 국제중재의
경우, 주로 한국어로 진행된다는 오해가 많았으나 이는 현재 실무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즉, 현행 국제중재규칙에는 중재언어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만일
이와 같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정한다. 이때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주장과 더불어 계약언어 등을 고려해야 하는 데 주지하는 것처럼 국제건설계약의 경우
대부분이 영문 계약서를 사용하고 이후 실무에서도 교신 등이 영어로 이루어 지는 바,
중재원 국제중재의 경우 중재언어가 영어로 진행되는 비중이 적게는 50% 많게는 약 2/3
이상이다.3

4) 중재원 중재는 모두 대한민국 서울에서?
외국 중재 전문저널에 의하면, 대한민국 서울은 홍콩, 싱가폴과 더불어 아시아에서는
매우 안정적이고 중재친화적인 중재지로 꼽히고 있다. 4 특히 외국 법률 사무소가
적극적으로 서울사무소를 개설하고 있고, 국내 대형 법무법인의 경우 외국 변호사들이
국제중재팀장을 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중재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외국 당사자 입장에서는 중재기관을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중재원으로 정했는데, 중재지 마저도 대한민국 서울로 해야하는 지 또는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중재원이 아닌 곳을 중재기관으로 정했는데 중재지 마저도
그 기관이 속한 곳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재기관과 중재지가 동일하게, 즉 일종의 패키지로 인식되는 것은
과거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ICC 중재의 경우 무조건 프랑스
파리에서, LCIA 중재의 경우 무조건 영국 런던이 중재지가 되고 심리 역시 그곳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그러나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이외의 국가 또는 도시들이 국제중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중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정 및 제정 5 함으로써 이제는 기존의 도시 보다는 다른 도시들이 보다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아시아권에 있는 홍콩, 싱가폴이 각광받는
중재지로서 자리매김하였으며 대한민국 서울은 이중 대륙법계 중재지로서는 제일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이러한 변화가 시사하는 것은, 중재지와 중재기관이 모두 같은 도시에 있어야 한다는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 중재의 협상 당사자들에게 보다 창의적인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ICC를 중재기관으로 선택한 경우에 중재지는 대한민국 서울이 되거나
최소한 당사자 편의 등을 십분 고려하여 실제 사건의 심리진행을 서울에서 할 수 있다는
6

것이고 실제 이러한 사례가 상당히 빈번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중재원을 중재기관으로
선정한 경우에도 중재지는 서울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할 수 있으며 실제 사건에서 당사자 혹은
중재판정부는 중재지를 미국 L.A 또는 홍콩 등으로 결정한 사례가 있다.

3 영어 이외의 경우는 한국어가 중재언어로 채택
되고 있는 데, 1) 양측 당사자 모두 한국 변호사
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한국어를 중재언어로
결정하도록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외국 법인
의 대표이사가 한국 교포라서 한국어 사용에 문
제가 없는 경우 등이 그 이유이다.
4

h t t p : / / d e l o s d r. o r g / w p - c o n t e n t /
uploads/2018/01/Hafez-R-Virjee-ActivatingArbitration-Delos-2017.pdf?pdf=AAArticle-EN

5 우리나라 중재법의 경우 2010년 UNCITRAL 모
델법을 적극 반영하여 2016년 개정하였고, 중
재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2017년 제정되었다.
6

중재원은 2018년 서울국제중재센터(SIDRC)
와 합병하여 기존 시설 대비 2.5배 확장한 시설
을 강남구 삼성동에 마련하여 유지하고 있다.
SIDRC 의 경우 기존 중재원 사건 뿐만 아니라
ICC, SIAC, HKIAC 등 다수의 외국중제사건의
심리진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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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ributory Negligence 관련 중재원 중재
판정사례
이번에 소개할 중재원 판정사례는 우리나라 기업과 유럽에 소재한 기업간 분쟁으로서
중동지역의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사례(이하 이 사건)로서, 특정 쟁점의 해석에 대한
준거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례이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국내외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신청인은 유럽에 소재한
법인으로서 Bypass stacks와 Diverter Dampers(이하 이 사건 제작물)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신청인은 중동의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이 중 Bypass stacks와
Diverter Dampers에 대한 제작 및 인도(이 사건 공사)를 피신청인에게 의뢰하였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주요 일자는 다음과 같다.
2000년 10월7 : 신청인과 발주처는 발전소 건설계약체결
2001년 3월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Purchase Order 및 이에 따른 양식으로
계약체결(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제작물은 동년 12월까지
배송되었어야 함)
2002년 5월 중순 : 이 사건 제작물 인도
2002년 5월 경 : 이 사건 제작물에 대한 결함 발견
2002년 9월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작물의 결함과 관련된 향후 계획 제출
요청 및 이로 인한 계약 해지 가능성 통지
2002년 9월말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작물의 결함에 대한 향후 대책(안) 제출
2002년 10월 : 신청인의 계약 종료 및 중재절차 개시 통지
2003년 4월 : 신청인의 중재신청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제작물에 참여한 중재외 A8의 중재절차 참여 및 책임 귀속 여부,
이 사건 제작물의 결함, 조립실패 그리고 배송지연,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에 대한 판단,

7 당사자 특정 및 절차 비공개 이슈로 인하여 실제
일자와 다른 일자로 기술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 등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었다.

8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실제 인도지연 및 결함
이 있는 제작물 중 일부는 피신청인 본인이 아
닌 중재외 A가 주도하여 공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의 대상은 피신청인이 아닌 중재외 A
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별도로 피신청인과 중재
외 A사 간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중재합
의와 마찬가지로 ‘모든 분쟁은 KCAB 중재규칙
에 따라 해결한다’라고 하는 중재합의가 있었던
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 중재절차에서 중재외 A
를 중재당사자로 추가하려는 검토를 하였으나,
이 사건의 적용규칙인 2011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에는 소위 ‘당사자의 추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러한 신청은 공식적으
로 제출되지 않았다. 이후 2016년 국제중재규
칙에는 ‘당사자의 추가’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 중, 이 사건 제작물의 결함 및 배송지연과 관련한 이슈에 대하여 신청인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경감, 즉 Contributory negligence 혹은 Comparative negligence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양측의 주장과 중재판정부의 판단
신청인은 이 사건 제작물 중 Bypass stacks의 경우는 17주에서 20주 가량, Diverter

분쟁해결조항에 대한 소고

해외건설 법률정보

167

Dampers는 41주에서 48주 가량 인도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기한 연장에 대한 명시적 합의 – 계약조항을 수정할
정도 – 가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원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피신청인은
이와 같은 인도지연에 따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측이 협의하였고 협의과정을 통해
인도기한이 정식으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설사 피신청인의 인도 지연에 따른 신청인의
손해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Contributory negligence에 따라 손해가
전액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의 Contributory negligence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며, 그
정도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 민법 제396조(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사건 신청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책임이 전액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책정에 있어서 일정 부분
고려된다고 보고 있따.

그러나 영미법에 따른 Contributory negligence의 경우, 피신청인이 증명할 수 있다면
본인의 과실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 있는 대단히 유용한 제도이다. 즉, 우리나라 법에 따른
과실상계는, Contributory negligence 라기 보다는 Comparative negliegence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한데, 문제는 해당 법조문에 대한 영문 해석이 ‘Article 396
(Contributory Negligence)’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이 사건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서 9 국문에 따르면 신청인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작되는 수준이지
피신청인의 책임을 전부 면책하는 것이 아니나 해당 조문의 영문 번역이 자칫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었다.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가 조화를 이루어 구성되었는 바, 이 쟁점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있었고 판정문 작성 과정에서 상당한 격론이 있었다고 한다. 다행히
중재판정부에 한국법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조항의 의미와 대한민국 법원 판례
등을 자세히 다른 2명의 중재인에게 설명하여 민법 제396조의 오역을 막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만일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중재조항 - 준거법, 중재기관 그리고 중재지 - 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Back to back’ 으로 발주처와 체결한 계약의
분쟁해결조항을 그대로 이 사건 계약에 포함시켰다고 하면 아마 이 사건의 결과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 예상한다.

이 사례가 단순히 우리나라 기업은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 중재지는 대한민국 서울
그리고 중재기관은 중재원을 고집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법에 능통한 전문가가 사내에 많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비용 지출을

9

중재기관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지는 대한민
국 서울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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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유능한 대한민국 법 전문가를 통해 자문 또는 분쟁대리가 가능할 수 있다. 즉,
분쟁을 예방 및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다 많은 자원(또는 무기)을 가지고 임함에
따라 그만큼 유리한 결과의 도출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해결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기존의 관행에 따라 외국중재기관, 준거법 또한 외국법으로 중재합의를 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외국 국적 중재인으로 하여금 중재판정부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고 평소
자주 접하지 못하는 외국법에 대한 해석 내지 판단을 받음으로써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4. 나가며
분쟁해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필자는 우리의 건강과 비유하고 싶다. 즉,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 커다란 투자를
하는 경우는 드물고 어느 순간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을 때야 허겁지겁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러한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또한 상당하다.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인식 역시 마찬가지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지만 평소
계약을 체결하면서 크게 주의를 기울이기 보다는 관행적인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정작 클레임이 소송이나 중재 등 분쟁으로 비화하게 되면 그때서야
분쟁해결조항을 살펴보게 되는 데 그때는 이미 우리 기업들에게 너무나도 낯선 문구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고 이로 인한 불측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하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혹은 없는 시간이라도 내어서 본인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듯 조금의 수고를 통하여 독자 여러분이 속한 기업의 분쟁예방 및 해결역량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의 분쟁해결조항의 관행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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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프라협력센터 현 지 정 보
주요동향

우즈베키스탄

- 2021년 86억 불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 2020년 대비 9% 증가한 수치(1.5., 투자대외무역 부총리 주재 회의)

- 에너지부, 러시아에 천연가스 수출 재개 계획 없다고 발표
* 천연가스는 금, 면화와 함께 우즈벡의 3대 수출품으로 우즈벡 정부는 천연가스를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가공·판매하기 위해 다양한 플랜트 프로젝트 이행 중

PPP동향
- Melito Utilities Limited, 「나망간 하수 처리장 건설 PPP 프로젝트」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 동 프로젝트의 총 사업 기간은 25년(건설 2년·운영 23년)이며, 낙찰자는 100,000m3/일의 하수 처리
용량을 보유한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7.5km의 하수관거를 건설 후 운영하게 됨

주요동향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환율 및 기준금리 추이
구분

내용

비고

환율

14,463.96 Rp/USD
(전주대비 ▽7.03)

‘22.2.9 기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3.50%

최저치, 연속 동결

- 재무부 위험관리국장, ‘13~22년 샤리아 금융을 통해 인프라사업에 175조 루피아
조달(1.26.)
- 투자조정청(BPKM), ’21년 옴니버스법 시행과 대규모 인프라 개발의 결과로 투자목효
627억 초과 달성 발표(1.27.)
* 전체 투자액 중 외국인 직접투자가 50.4%, 국내 직접투자가 49.6%이며, 5대 외국인 투자는
싱가포르(94억), 홍콩(46억), 중국, 미국, 일본이 차지함

- 철강산업협회(IISIA), 올해 철강 부문 투자 증가 전망
* 작년 철강 분야 투자가 12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올해는 152억 달러로 증가할 것을 전망

- 투자조정부(BKPM), 발리 G20 정상회의를 통해 174억 투자 유치 목표
* 이를 위해 광물ㆍ석탄 등 목표 달성을 유도할 부문을 준비 중이며 인니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업스트림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개발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를 기대함

- 에너지광물자원부, 2월부터 석탄 수출 재개
* 국내 생산 또는 내수용 석탄 우선 공급 의무(DMO)를 이행한 회사를 대상으로 2월부터 수출 재개를 승인함
* DMO는 석탄생산업체의 생산량 중 25%를 국내에 우선 공급해야되는 의무로서, 2009년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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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동향
- 공공사업주택부, ’22년 하반기부터 신수도 건설작업 착수(2.5.)
* ‘24년 완공될 3개 구역은 총 6,671ha를 차지

- 공공사업주택부, 부동산 개발에 민간기업 참여 독려
*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정부예산이 부족하므로, 부동산 부문 민간기업들이 지역사회
주택개발에 참여하도록 독려
* 매년 70~80만 명의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필요한 주택공급은 약 1,250만 가구로 산출됨

- 국영공항운영사(AP II), 수카르노하타 및 끄르따자띠 공항에 물류창고 추진
* 반튼주 수카르노하따 공항 및 서부자바 반둥 지역에 위치한 끄르따자띠 공항에 물류창고 단지를 설립할
예정, 현재 인니투자청(INA)과 입찰 준비 중

주요동향

베트남

베트남 주요 금융 지수 현황(2月 3주차)

구분

내용

환율

1$ = 23,113동

예금 금리
10년만기 국채
Yield

실제, 5% 이하 유지

비고
2월 17일 기준
(베트남 중앙은행)
VietinBank

2.261%

TraEconomics

- 국채 10년 Yield 최저치 유지, 예금금리 5% 이하 유지
-HSBC, 높은 백신 접종률 및 제조업 회복으로 인해 ‘22년 베트남 경제성장률을
6.5%로 예상
* 다만, 관광 관련 부문 회복이 부진해 외국인 입국 개방 시기에 따라, 경제성장률 변동 가능성 존재

- HSBC, ‘22년 베트남 인플레이션 전망을 2.7%에서 3%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는
정부 목표치보다 낮은 수준
* HSBC는 베트남이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아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 있는
리스크로 언급

- ’22년 1월 베트남 수출은 290억불로 작년동기대비 1.6% 증가, 수입은 295억불로
11.5% 증가해 5억불 무역흑자 달성
* 최대 수출 시장은 미국으로 90억불을 기록했으며, 최대 수입 국가는 중국으로 102억불 기록

- 베트남 정부, ‘22년 6%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경기부양책 시행
* 재무부, 상업은행에서 외화 9억불을 현물환 방식으로 매입해 유동성 증가를 통한 경기부양책 시행
* 기업 및 근로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신용 증가 할당량 확대를 추진할 계획

PPP동향
- 교통부(MOT), 비엔화-붕따우 고속도로 공공투자로 전환 제안
* 비엔화-붕따우를 연결하는 총연장 53.7km 4-6 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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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조 VND(7.8억불)

- 교통부(MOT), 칸화-부온마투옷 연결하는 118km 고속도로 공공투자로 건설하기로
결정
* 칸화성 32km, 칸화성-닥락성 37.5km, 닥락성 48.5km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건설하며 총사업비는
17.4조 VND (7.6억불)

- 삼성물산, 년짝 3,4호기 가스화력발전소 수주
* 호치민 엉 깨오 산업단지에 1,600MW급 가스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금액 8.3억불 중
삼성물산의 수주금액은 5억불

-세계은행, 베트남 해상풍력 로드맵 정부에 제출
* ’35년까지 10개 고정 해상풍력발전단지 및 1~2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확보해 총 450개의 대형
풍력터빈을 운영할 것으로 전망

- 베트남공항공사(ACV), 롱탄신공항 1단계 조기 완공하기로 결정
* 1단계 사업은 활주로, 유도로, 주기장 및 연간 2,500만명 승객과 화물 12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리는 사업 조기 완공을 위해 부지정리 가속화를 지시

케 냐

주요동향

주요 경제 지표
해당월/일

전월/일

Reference

환율(1USD)

113.6

113.1

2022 1. 31

인플레이션
(%)
CPI(points)
정부부채비율
(% of GDP)

5.39

5.73

2022 1월

118.64

118.27

2022 1월

65.60

62.40

2020 12월

- (‘22년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대선 및 총선 동시선거일 : ‘22. 8. 9
* ‘22. 2. 9로 출마의사 있는 공무원 사직서 제출 및 선거활동 개시하였으며, 인프라 및 도로분야 장관 등
주요 공직자 중에는 사직자 없음 (대통령후보는 기존 정권 부대통령과 제1야당 총수와의 2파전 양상)

- (테러 발생) 소말리아 접경지역 테러, 나이로비 총기 사고 발생
* 2.10 가리사 지역 차량폭탄 4명 사망, 2.19 나이로비 시내 총기 사망

- (코로나 상황)
* (확진자 현황) 1월 기준 총누적 확진자는 31만명, 검사대비 확진율은 27% 수준
* (백신접종 현황) 1월 기준 2차 접종 약 4.4백만명 접종 (1차: 6백만명), 정부는 3차 접종(약 5만명) 독려 중

PPP동향
2021. 12. 7 발효된 새로운 PPP법에 따라 BOO(Build-Own-Operating)
방식을 위주로 도로, 송전, 항구, 주택, 건강, 물 및 위생관련 분야에 45개
프로젝트를 PPP 모델에 따라 시행 또는 계획중이라고 함.
이중에 총 639km, 6개의 도로 프로젝트와 누적 설치 용량 3,034MW인 39개의
발전프로젝트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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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중, 케냐 최초 PPP) 나이로비 고속도로 PPP 사업
* 나이로비 시내 관통 27km, 공사 3년, 운영 27년 (toll: $1~15), 중국회사 CRBC가 자본 및 건설
운영(BOT)

- (준비중, Financing Close 단계) 나이로비 마우서밋 고속도로 PPP 사업
* 나이로비에서 서쪽으로 233km(4차로) *SPV: Rift Valley Highway[Vinci Const.등]: 재원, 설계,
시공, 운영(30년)/BOT
* 투자의사 결정기관 : World Bank USD 180억, AFDB USD 180억 등

- (검토중, FS단계) 몸바사-나이로비 고속도로 PPP 사업
* 동아프리카 대표적 관문 항구인 몸바사를 시작으로 나이로비를 거쳐 아프리카 내륙(우간다 등)으로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도로로 현재 편도 1차로로 총 485km의 고속도로를 4차로 이상으로 확장 또는
신설하는 사업으로 케냐 정부는 인프라 분야로 인한 채무증가를 억제하고자 반드시 PPP 사업으로
잔행하고자 함
* KIND 주관 한국측 용역사 등이 FS 재수행 용역 진행 중이며, 4월중 완료 예정
* 보고서 내용에 따라 참여방안 강구 (다국적 투자사 유치 및 한국 기업 참여방안 검토 예정

- (케냐 정부의 Needs) PPP 청에서 PPP사업관리(SPC와의 계약관리)에 관한
벤치마킹을 위해 한국측의 도움 요청
* 한국(도공, KDI, KIND 등과 공조)의 PPP 수행 관련 경험 및 관리체계를 활용하여 KSP 추진 방안 모색
및 관련 내용들을 근간으로 MOU 추진 방안 검토

- (PPP 사업의 절실함) Standar Bank Group의 케냐 부채에 대한 경고
* 남아공에 본사를 두고 있는 SBG는 케냐는 앙골라, 가나, 에티오피아, 잠비아와 함께 향후 2년간 국가
부채로 인한 큰 어려움을 겪을수 있다고 평가함.
* 이에 대해 각종 언론에서는 인프라 건설을 위해 중국(전체 인프라 공사 중 80%이상 수주) 등에서 막대한
차관을 들여온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일반동향

페 루

- 정치 불안에 따른 인프라 사업 지연 지속
* 지난 11월 25일, 중도우파 정당인 Avanza Pais 소속 국회의원인 Patricia Chirinos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클론’ 확산에 대한 우려와 지난 여름부터 지속된 정치·경제 불안 문제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불안 심리 등을 내세워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 페루 헌법 제132조 2항의 ‘도덕적
불능(incapacidad moral)’ 을 사유로 국회에서 통과됨. 그러나, 12월 7일 실시된 Pedro Castillo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국회 의결은 개표 결과, 찬성 46*, 반대 76, 기권 4로 최종 부결처리됨. 이는
국회 표결 정족수(52표)에 6표가 부족한 것으로, 당초 탄핵안에 대한 가결이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현지 언론들의 전망을 뒤엎는 결과였음
※ 국회법 제89조A 탄핵절차 : 탄핵안 발의(국회의원 20%이상(26명) 서명) → 탄핵 소추, 탄핵안 관련
본회의 논의 여부 표결(의원 40%(52명) 찬성) → 탄핵 투표(국회의원 2/3(87표))
* 아울러, 1월 말에 붉어진 PNP(페루 경찰) 승진 비리 문제 관련, 정부의 초동 조치 미비 문제 및 신임
총리에 대한 가정폭력 의혹 등이 크게 비화되면서 국무총리 이하 다수 부처의 장관이 교체 및 재임되는
등 불안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
· 3차 내각 교체(1.31) : 국무총리, 재정경제부, 외무부, 내무부, 문화부, 농업부, 환경부, 국방부, 여성
및 취약인구부, 에너지광업부
· 4차 내각 교체(2.8) : 국무총리, 법무인권부, 보건부, 농업부, 에너지광업부, 여성취약인구부, 환경부
· 교통통신부 장·차관 교체 및 사임 : 차관 사임(2.18) 및 교체(2.24), 장관 사임(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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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페루의 주요 여론조사 기관인 Ipsos가 지난 2.10~11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및
국회의장 대한 지지율이 과거 정부 등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음
· (대통령 지지율) 33%(1월) → 25%(2월) / (대통령 반대율) 60%(1월) → 69%(2월)
· (국회의장 지지율) 29%(1월) → 21%(2월) / (국회의장 반대율) 52%(1월) → 62%(2월)
* 이에 따라, 페루 인프라 사업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클론의 영향과 정치 불안의 영향으로 기
진행중이었던 주요 대형 사업(메트로 3·4호선 사업, 까야오 북항 확장공사, 중앙고속도로 및 산타로사
고가도로 사업 등)들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짐

-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 유지(2020.3.16~2022.3.31)
* 1월 기준, 중남미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 등의 우려로 남아공 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인접국 국경 폐쇄(콜롬비아, 볼리비아, 브라질), 10개 지역 코로나19 위험 단계를 양호에서 높음으로
상향 조정 실시 등 긴장 상태 유지(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2020.3.16.～2022.3.31) 연장)
* 2월 하루평균 9,163명 확진, 170명 평균 사망, 검사대비 확진율 약 11.7%(1월 대비 확진율 감소 :
11월 2.8%, 12월 4.3%, 1월 24.4%, 2월 11.7%) 기록
* 2월 말 기준, 백신 1차 접종 2,776만명, 2차 접종 2,455만명, 3차 접종 1,055만명 기록. 1차 접종자
수는 인구수 대비 약 84.71%, 2차 접종자는 74.95%, 3차 접종자는 32.24% 수준임
· 보건부는 국적에 관계없이 나이순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며, 11.28부터 18세 이상 백신접종 및
부스터 샷 실시(45세 미만은 Sinopharm, 45세 이상은 Pfizer 백신 투여) 중으로, 외국인의 경우
여권지참시 접종 가능
· 12월 15일부터, 실내 영업장 입장시 이중 마스크 착용 및 백신 완료 증명서 확인 의무화 시행중.
’22.2.28.부터 상점, 백화점, 실내공간 등 수용인원 100% 허용 실시 등

인프라동향
- Energía Renovable del Sur사, 토지 점유권 확보
* 에너지광업부는 Ica 지역의 1억 2,800만 불 규모의 풍력 프로젝트의 토지 사용에 대한 영구적인
점유권을 승인하였음. Energía Renovable del Sur는 Nasca 주의 Marcona 지역에 계획된 131㎿
급의 San Juan 발전소의 개발사임. 에너지광물관리청(Osinergmin)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에 San
Juan 지역에 대한 지질, 지형 및 유압 연구가 진행된 바 있음. 23개 터빈 단지의 건설은 오는 2022년
상반기에 시작될 예정이며, 운영 시작은 2024년 말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한편, Acciona
Energía Global 사는 최근 Energía Renovable del Sur의 지분을 100% 인수한 바 있음. San Juan
프로젝트는 3대 양허 풍력 프로젝트 중 하나로, 다른 2개 프로젝트는 Enel Green Power Perú 사의
108㎿ 급의 Wayra 확장(177㎿로 증설 가능) 프로젝트와 Engie Energía Perú 사의 260㎿ 급의
Punta Lomitas 프로젝트가 있음.

- 원유 생산량 14% 감소, 가스 생산량은 상승
* 페루석유공사(PERUPETRO)에 따르면 11월 페루의 원유 생산량은 평균 37,923b/d를 기록, 14%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음. 아울러, 페루의 주요 원유 생산지인 블록 95의 10월 생산량은 41%가 감소한
7,541b/d를 기록하였음. Amazon의 Loreto 지역의 블록 운영사인 PetroTal은 최근의 사회적
불안정성이 블록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음. 지역 커뮤니티도 Loreto 블록 67에 영향을 끼쳐
생산량이 거의 70% 감소한 656b/d를 기록하였음. 동 지역 커뮤니티는 지난 10월 초, 환경 및 사회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Norperuano 송유관 시설과 주변 지역을
점거한 바 있음. 이러한 영향 등으로 Loreto의 블록 8과 192, 연안 블록 Z-1 및 Z-6에서의 원유 생산이
중단되었음. 현재 페루 정부는 주정부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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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11월 원유 생산량은 블록 X가 12,552b/d을 생산하며 리드하였고, 블록
95가 그 뒤를 이었음. 한편, 천연가스의 11월 생산량은 4%가 증가한 40.4M㎥/d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Camisea 블록 56에서 11.4M㎥/d를 생산, 18%의 증가를 통해 상승을 이끌었음. 블록 56의
생산분은 페루 LNG의 액화 공장을 통해 수출 중으로, 이번 증가분은 올해 초 운영 문제로 기인된 출하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전망됨. 이 외에 11월의 주요 가스 생산업체로는 Camisea 블록
88(22.2M㎥/d)과 인근의 블록 57(5.51M㎥/d)이 있음.

- Acciona, 페루 재생 에너지 진출 확대
* 페루 에너지광업부는 Acciona Energía Perú사에게 La Libertad 북부 지역의 풍력 프로젝트를
위한 임시 양허를 승인하였음. 마드리드에 본사를 둔 동 회사는 지난 9월, 100㎿ 규모의 Malabrigo
단지에 대한 에너지광업부 결의안에 따라 양허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Acciona는 Ascope주의
Rázuri에서 24개월 동안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예정임. 동 임시 양허는 공유재산 사용 및 임시 우선
통행권이 허용되며, 최대 1년 동안 한 번의 추가 연장이 가능함. 또한, 임시 양허권자는 최종 양허를
요청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 됨. 만약 개발사가 기한 내에 연구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에너지광업부는
사업 보증금을 회수하게 됨. 한편, 최근 Acciona는 131㎿급 San Juan 풍력 프로젝트를 개발중인 페루
개발사인 Energía Renovable del Sur를 인수하였음. 참고로, 현재 계획중인 페루의 임시 양허 풍력
발전 사업은 다음과 같음.
· Céfiro(300㎿), Lomitas Plus(200㎿), Los Vientos(350㎿), Piletas(250㎿), Samaca2 (150㎿),
Taita(100㎿), Vientos de Negritos(150㎿), Windica(800㎿, 솔라 하이브리드) 등

- Shougesa사, 풍력발전소 건설 동향
* 페루 화력발전 생산업체인 Shougang Generación Eléctrica(Shougesa)는 Ica 지역의 대규모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연구서를 제출하였음. 환경평가승인청(SENACE, El Servicio Nacional
de Certificaciones para las Inversiones Sostenible)에 따르면, 사업비 2억 8,800만 불인
302.4㎿급의 Shougang 발전소가 Nazca 지방 San Juan de Marcona 해안 지역에 건설될 예정임.
동 풍력발전소는 72개의 터빈과 220/33㎸급 변전소로 구성되며, 22.24㎞의 송전선을 통해 El Hierro
변전소의 국가 그리드에 연결될 예정임. 현재, Shougesa는 San Juan de Marcona에서 63㎿급의
San Nicolás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음. 동 사는 지속적인 국가의 경제 성장 및 민간 투자가
재생에너지 자원을 통해 생산되는 전기의 수요를 증가시켰다고 주장하였음. Shougesa는 동 풍력
프로젝트를 위해 지난 9월, 그리드 관리자인 COES에 사전운영연구서(pre-operational study)를
제출한 바 있음. 사전운영연구서는 제안된 플랜트 및 관련 인프라가 국가 그리드의 확장을 방해하거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제출됨. 참고로, Ica
지역은 Marcona(32㎿), Tres Hermanas(97.2㎿) 및 Wayra(132㎿) 풍력발전소의 중심지이며,
동 풍력발전소들은 페루에서 운영중인 풍력발전소 7기 중 3기에 해당됨. 아울러, 동 지역에서는
Céfiro(300㎿), Piletas(250㎿), San Juan(131㎿), Wayra 증설(177㎿) 및 Windica(800㎿, 태양광
하이브리드) 등 다수의 풍력 프로젝트가 개발중에 있음.

- 202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폭 상승
* 페루 통계청(INEI)은 지난 12월 페루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43%를 기록하며, 과거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음. 이러한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건물 임대료, 전기 요금, 기름값,
식료품, 음료 등의 가격 상승에 기인된 것으로 전해짐. 참고로, 202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0년
대비 세배 이상을 기록한 것이며, 올해 예상 목표치인 3%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임.

- 태양열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 팬데믹
* 페루 에너지광업부는 스페인 그룹인 Continua Energías Positivas(CEP)가 안데스 지역에서 진행중인
두 개의 태양열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연장을 승인하였음. 계획된 300㎿ 급의 Misti 및 60㎿ 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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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hu Pichu 발전소는 특수목적회사인 CSF Continua Misti 및 CSF Continua Pichu Pichu에
속한다. 에너지광업부에 따르면, CEP의 현지 사업부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발생된 태양전지패널 공급
문제로 인한 불가항력에 근거해 추가 사업 기간을 요청하였음. 이에 따라, Misti와 Pichu의 상업
운영일은 기 2021년 12월 23일과 2021년 11월 15일에서 2022년 10월 14일로 각각 연장될 예정임.
한편, 에너지투자감독청(Osinergmin)에 따르면 해당 부처는 100㎿ 급의 Chachani 태양열 프로젝트에
대해 CEP의 사업부인 CSF Continua Chachani가 제출한 불가항력 요청도 검토하고 있음. CEP는
지난 2020년 3개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양허권를 확보하였으며, Osinergmin에 따르면 11월 말의
사업 진행은 0%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음. 참고로, 동 그룹의 페루 사업계획에는 Huarajone 태양열
프로젝트(200㎿)가 포함되어 있음.

- Iquitos 주, 태양열발전소 건설 동향
* 페루 전력업체인 Electro Oriente사는 최근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에너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Iquitos 지역에 태양열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동 발전소 건설은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며, Iquitos 지역 전력 소비량의 40~50% 수준인 시간당 160~200GW의 전력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아울러, 영국의 Aggreko사는 Nauta 지역에, 페루의 Nobu Solar사는
Caballococha, El Estrecho, Tamshiyacu 지역에 전력을 각각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음.

- 1분기 경제 성장률 2.7% 성장 전망
* 리마상공회의소(CCL)는 페루 경제가 올해 1분기 기간 동안 2.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음. 이러한 성장 전망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코로나 방역 완화 조치에 따른 야간
통행금지 해제 및 영업시설 수용인원 확대에 따른 것으로 설명되고 있음. 아울러, 상업 및 서비스 부문은
각각 4.2%, 3.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24년 APEC 의장국 선출 결정
* 2022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인 태국의 Prayut 총리는 2024년 APEC 차기
의장국으로 페루가 선출되었다고 밝혔음. 페루 외교부는 이러한 호재를 통하여 향후 투자 및
관광시장으로 자리매김하여 경제 성장과 코로나 펜데믹 이후 영업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참고로, 지난 2020년 페루 수출 비중의 68%를 APEC 회원국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PEC은 2016~2021년 기간 동안 페루의 건강, 과학 기술, 혁신, 관광 등을 포함한 36개의
프로젝트에 총 280만 불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음.

- 500㎿ 하이브리드 재생 프로젝트 양허 승인
* 페루 에너지광업부는 EGPP(Enel Green Power Perú) 사에 503㎿ 급으로 추정되는 Salinar 풍력 및
태양열 프로젝트에 대한 임시 양허를 승인하였음. 동 사는 지난해 10월에 양허 요청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Ica 지역의 Santiago 지역에서 24개월간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예정임. 임시 양허는 공공재산
사용과 임시 우선통행권(rights-of-way) 취득을 허용하며, 최대 1년까지 1회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양허자는 최종 양허를 요청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됨. 한편, 개발사가 기간 내에 조사연구를 수행하지
못하면 에너지광업부는 프로젝트 보증금을 자금화하게 됨. EGGP의 개발 계획에는 132㎿급 Wayra
I 풍력 발전소의 증설 프로젝트가 포함되며, 동 사는 이미 180㎿ 규모의 Rubí 태양광 단지 및 8개
수력시설을 795㎿ 규모로 운영하고 있음. 참고로, 최근 Fener Perú사는 Ica 지역에 계획된 800㎿급
Windica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환경평가를 환경영향평가승인청(Senace)에 신청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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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UAE

- ADNOC, TotalEnergies와 탄소 포집 협약 체결(‘21.12)
* 이번 협약은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저탄소 수소 및 해당 영역의 인재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양사는 2020년 11월에도 CO2 배출량 감축과 CCUS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 및 활용
파트너십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 140억 달러 규모의 철도 프로그램 착수(‘21.12)
* UAE 지도부는 ‘Projects of the 50’의 일환으로 UAE 전역에 통합 화물 및 여객 운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착수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에는 화물선 확충, UAE 내 11개 도시를 연결하는
여객선 서비스 구축, 스마트 교통 솔루션 통합을 위한 혁신 센터 설립 등이 포함됨

- Masdar와 Engie, 50억 달러 규모의 그린 수소 허브 개발 합의(‘21.12)
* 양사는 2030년까지 UAE에 총 50억 달러를 투자해 최소 2GW 용량의 프로젝트를 개발할 계획이며,
이 파트너십은 Masdar와 Engie의 비즈니스 간, 특히 Engie가 UAE의 수소 시장에서 얼리 무버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시너지 효과와 상호 보완성 도출을 목표로 함

- ADNOC, 1,270억 달러의 5개년 자본지출 예산 발표(‘21.12)
* ADNOC이 연례 이사회를 통해 업스트림 생산 능력과 다운스트림 포트폴리오는 물론 저탄소 연료
사업 및 청정에너지 야망의 확장 계획 실현을 위해 2022-2026년 중 1,270억 달러의 자본 지출을
승인했다고 밝힘

- ENOC, 플라스틱 액화 플랜트 검토 중(‘21.12)
* 두바이의 에미레이트 국영 석유 회사(ENOC) 그룹이 플라스틱 액화(plastic-to-liquid) 생산 플랜트의
설립 및 운영 가능성 연구를 위해 Quantafuel 및 Dubal Holding과 양해각서(MOU)를 체결

- 두바이, ‘22년 인프라 예산으로 14억 달러 배정(‘22.1)
* 전체 인프라 예산 중 42%가 교통 부문에 배정되어 중단됐던 두바이 메트로 그린라인 및 레드라인
익스텐션 프로젝트가 재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두바이 전략 하수터널 프로젝트도 금년 중 PPP 방식로
입찰될 가능성이 점쳐짐

- 아부다비, 건물 개축 프로젝트 시작(‘22.1)
* 아부다비시 지자체, 아부다비 교육지식부, 아부다비 보건부, 아부다비 지역사회개발부, 자이드 장애인
고등기구 등 5개 정부 기관이 아부다비 에너지부(DoE)가 시행 중인 아부다비의 건물 개축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서명함에 따라 에너지 효율 고도화를 위한 39개 건물 개축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

- 2050년까지 수소 수출 1,000억 달러 목표(‘22.1)
*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UAE 에너지 및 인프라부 장관이 두바이 국제 프로젝트 관리 포럼(Dubai
International Project Management Forum)에서 2050년 4,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수소 시장의 25% 점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 UAE, 2023년부터 법인세 부과(‘22.1)
* UAE 재무부가 2023년부터 사업 이익에 대한 연방 법인세 도입을 발표함에 따라 기업들이 202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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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후에 시작되는 첫 회계연도부터 UAE 법인세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표준 법정 세율은 9%이나
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AED375,000의 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임

- 두바이, 200억 달러 폐기물 전략 예산 승인(‘22.2)
* 두바이가 2021년부터 2041년까지의 20년간의 폐기물 관리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745억 AED(200억
달러)의 예산을 지난 2월 1일 승인했는데, 셰이크 함단 빈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두바이 왕세자는
폐기물 관리,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에 있어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이 전략에의 민간 부문 기여가
705억 AED(계획 예산의 약 95%)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 마스다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청정기술 협력 MOU 체결(‘22.2)
* 양 기관이 수소 및 스마트시티 분야를 포함한 청정기술 솔루션의 개발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으며,
마스다르 CEO 모하메드 자밀 알-라마히는 이번 MOU 체결로 특히 수소 개발에 관한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힘

- 아부다비 구겐하임 미술관 공사 시작(‘22.2)
* Belhasa Six Construct(BESIX)와 Trojan General Contracting LLC(Alpha Dhabi Holding)
J/V가 아부다비 문화지구에 위치한 Guggenheim Abu Dhabi(GAD) 프로젝트의 초기 건설공사를
시작했으며, 41,800 평방미터 규모의 이 미술관에는 18,000 평방미터의 전시 공간, 13,000
평방미터의 갤러리 공간, 350석 규모의 극장, 연구 센터, 교실, 보존 연구실, 도서관, 다양한 식음료
판매시설, 소매점 등이 들어설 예정임

- 푸자이라 석유 저장 시설 건설 동향(‘22.2)
* UAE 푸자이라에 SK에코플랜트가 건설 중인 ADNOC의 Mandous Underground Cavern Oil
Storage Facility 공사가 약 70% 완료되었는데, 이 프로젝트는 푸자이라에 세계 최대 원유 저장 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2022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이 시설이 완공되면 지하 깊숙이 위치한 각 1,400만
배럴의 3개 저장고에 총 4,200만 배럴의 원유를 저장함으로써 ADNOC이 푸자이라의 아라비아해 석유
터미널을 통해 보다 유연하게 원유를 수출할 수 있게 됨

- 금년 중 바라카 원전 3호기 운전 허가 예정(‘22.2)
* UAE 연방원자력규제청(FANR)이 2022년 바라카 원전 3호기에 대한 운전 라이선스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이 발전소는 각각의 용량이 1,400MW인 4개의 원자로로 구성되는데, 4호기의 운전 라이선스는
3호기에 대한 운전 라이선스 발행 후 1년 뒤 발행될 전망이고, 1호기는 작년 4월 상업운전에
돌입하였으며, 2호기는 현재 상업운전 준비를 위한 시험을 진행 중임

프로젝트동향
- Borouge 4 석유화학 플랜트 EPC 계약 체결(‘21.12)
* ADNOC과 오스트리아 보레알리스(Borealis)의 60:40 석유화학 합작회사인 Borouge가 아부다비
루와이스의 생산단지 4차 확장 계획(Borouge 4)의 주요 4개 EPC 패키지에 대한 총 40억 달러 상당의
계약을 이탈리아 Technimont, 프랑스 TotalEnergies 및 UAEdml Target Engineering 등과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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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weihat 4 IWP RFQ 발행(‘21.12)
* 에미리트 수전력공사(EWEC)가 제출기한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Shuweihat 4(S4) 역삼투압(RO)
IWP 개발 계약에 대한 RFQ를 발행했으며, 아부다비의 Al-Dhafra 지역에 식수를 공급할 S4 RO의
용량은 70 MIGD이고, 상업운전 목표 날짜는 2025년 중반임

- Sharjah, 공항 입찰 재개(‘21.12)
* Sharjah 민간항공청이 2020년 입찰 중단됐던 약 15억 AED(4억 달러) 규모 국제공항 확장 프로젝트의
메인 공사 패키지 입찰 절차를 재개하고 현지 및 외국 건설사를 PQ에 초청

- EWEC, 아부다비 PV3 금융자문 서비스 입찰서 접수(‘21.12)
* 영국의 Deloitte와 EY, 미국/인도에 본사를 둔 Synergy Consulting 등이 아부다비의 세 번째
주요 태양광 발전(PV) IPP인 1,500MW PV3의 금융자문 서비스 제공 계약 입찰서를 에미리츠
수전력공사(EWEC)에 제출하여 ’22년 초에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PV3 개발 계약에 대한
제안 요청서(RFP)도 ’22년 중 발행될 것으로 예상됨

- 한전, 4.2조원 규모 UAE 해저송전망 건설·운영 사업 수주(‘21.12)
* 한국/큐슈전력(일본)/EDF(프랑스) 컨소시엄이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와
국영에너지회사(TAQA)가 발주한 초고압 직류(HVDC) 해저 송전망 건설 및 운영사업을 수주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ADNOC의 해상유전시설에 지속가능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2개 구간 총 연장 259km에
달하는 해저 송전망을 건설한 후 35년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4조2000억원 규모이며,
해저송전망의 설계와 시공은 삼성물산과 해저 벨기에의 얀데눌(Jan De Nul)이 담당할 예정

- 아부다비, 폐기물 에너지화 프로젝트 입찰 임박(‘22.1)
* 아부다비 최초의 폐기물 에너지화(WTE) IPP 개발 계약과 관련해 발주처인 에미리트
수전력공사(EWEC)의 PQ 통과 업체 대상 제안요청서(RFP) 발행이 임박했으며, 이 플랜트는
연간 600,000~900,000톤의 폐기물 처리를 통해 아부다비 내 22,500가구에 공급 가능한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최대 150만 톤까지 저감할 것으로 예상

- Bab 가스 압축 프로젝트 기술입찰 접수(‘22.1)
* ADNOC Onshore가 기 운영 중인 Bab 가스전의 저장 가스 공급 압력 유지를 위한 Bab 가스 압축
프로젝트 3단계의 EPC 공사 기술입찰서를 지난 1월 27일까지 접수했으며, 상업입찰서 제출 기한은
아직 미정임

- 두바이, 금년 중 2건의 의료시설 PPP 계약 체결 계획(‘22.1)
* 두바이 보건청(DHA)은 두바이 라시드 병원 단지 내 심장우수센터(Cardiac Center of Excellence)
개발 계약 및 알 맘자르 지역의 장기요양센터(LTCC) 개발 계약을 위한 commercial close를 올 상반기
중 계획 중이며, 금년 내 계약을 확정할 계획임
* DEWA(Dubai Electricity & Water Authority)가 개발 중인 132/11kV 변전소 내 132kV 케이블
공사를 위한 입찰서 제출이 2022년 1월 20일 마감됐으며, Lump-sum turnkey 방식의 메인
건설계약이 2022년 1분기에 체결되어 2025년 3분기에 완료될 예정임

- 두바이, 주차장 PPP 프로젝트 계약 임박(‘22.2)
* 두바이 도로교통청(RTA)이 조만간 공사기간 2년, 운영기간 25년의 설계, 건설, 자금조달, 운영 및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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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통해 개발될 도시 내 다층 주차장 PPP 사업 수행사를 확정할 계획이며, 현지 기업이 두바이의
Al-Fahidi 역사 지구 내 Souq al-Kabeer 지역에 들어설 이 주차장 프로젝트의 수행사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됨

- 아부다비, 배수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입찰 예정(‘22.2)
* Abu Dhabi Transmission & Despatch Company(Transco)가 에미리츠 수전력공사(EWEC)의 80
MIGD Mirfa 2 IWP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Liwa의 농장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아부다비 서부지역의
배수(water distribution) 파이프라인 설계 및 건설 계약의 제안 요청서(RFP)를 조만간 발행할 것으로
예상됨

- 두바이 메트로 연장 설계 작업 재개(‘22.2)
* 영국의 Atkins와 Grimshaw, 미국의 Parsons 및 프랑스의 Egis로 구성된 팀이 진행이 중단됐던
두바이 메트로 그린라인 및 레드라인 연장을 위한 설계 작업을 재개했으며, 설계 이후 동 프로젝트의
구체적 시행 방식은 현재까지 미정임

- Taziz 열병합 발전 입찰 준비 중(‘22.2)
* ADNOC이 Ruwais의 Taziz 파생상품 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열병합 발전소 건설 계약 입찰과
관련해 적격심사를 완료했으며, 발주처가 PQ를 통과한 Al-Ghanim International(쿠웨이트),
Elsewedy Electric(이집트), Harbin(중국), Larsen & Toubro Power(인도), Orascom(이집트),
Power China, Sepco 3(중국) 및 한국 기업 4개사를 대상으로 3월 17일까지 입찰에 참여토록 초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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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저모

해외건설협회,
KIND 주요 행사 및
간담회 등 결과

해외건설협회

고조되는 가운데 해당 국가에 진출한 우리 건설기업들의 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간담회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민관합동 긴급 상환반 회의 개최

위해 개최되었다.

국토부의 오성익 해외건설정책과장을 비롯해 KIND와 협회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진출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금융제재
가능성과 정부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특히 MDB
재원의 프로젝트 참여가 많은 엔지니어링사의 경우 향후 제재
상황에서의 WB, EBRD 등의 대응여부 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사태에 보다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 이날
국토교통부와 함께 민관합동대응 T/F를 발족하고, 해외현장의
우리국민 안전과 원활한 사업 활동 수행을 위해 정부·협회
공동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방글라데시 PPPA 청장 방한단 면담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는 3월 3일(목) 협회를
방 문 한 방 글 라 데 시 술 타 나 아 프 로 즈 ( S u l t a n a A f ro z )
민관협력청(PPPA) 청장 등 방한단과 면담을 가졌다.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으로

술타나 아프로즈 청장은 제4차 한국-방글라데시 투자개발사업

인해 급변하고 있는 동유럽 정세를 파악하고 향후 이에 대한

공동개발협의체(3.2)* 참석을 통한 주요 PPP사업 소개,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23(수) 14:00, 협회

우선사업협상권 선언 등 방한목적을 설명하고 PPPA 소개와

대회의실에서 「민관합동 긴급 상황반 회의」를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양국간 PPP 등 인프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병행하여 개최했다.

* Joint PPP Platform(한 KIND - 방 PPPA)

이번 간담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충돌 위험이

박선호 회장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방글라데시 PPP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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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 이번에 우선사업협상권*을
선언한 사업을 비롯해 양국간 PPP 협력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협회도 방글라데시 경제발전과 인프라
개발사업에 우리기업이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푸바찰 신도시 배전선로 건설·운영사업

이날 면담에는 방글라데시 PPPA 청장 및 부청장,
다카수도개발청장, 다카배전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PPPA와 방글라데시 PPP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임원 등 관계자도
참석하였다.

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진출 기업들
이 유의할 사항을,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이근욱 교수가 러
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국제정치적 상황의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서 C2S 컨설팅 최승신 대표가 러시아의 우

미국 등의 대러 제재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웨비나 개최

크라이나 침공이 국제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국제 제재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는 법무법인(유) 율촌(대표 강석훈)과

된 제2세션에서는 사전에 취합한 질의사항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

공동으로 3월 7일(월) 오후 2시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

졌다.

한 미국 등의 대러 제재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웨비

* 발표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의 공지사항에 게재(No 3210 참조)

전문 신동찬 변호사는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를 주제로 설명했다. 종합토론으로 진행

나를 개최했다.
해외건설협회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대러 제재 등으로 우리 기
이번 웨비나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데 대한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업들이 직면한 법률 이슈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토

제재가 생각보다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긴급하게 우리 기업들에

교통부, 법무법인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게 국제정치 상황과 영향 그리고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
련되었다.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와 컨설팅·연구원·금융기관 등의
관계자 1,000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

제1세션에서는 먼저 법무법인 율촌의 조은진 외국 변호사가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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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체결
CI Guarantee(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업무제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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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관계자는 “해외보증시장의 새로운 공급선으로
기계설비조합이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확인하게 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된다.”며, “해외건설시장에 새롭게 진출하고자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보증문제와 정확한 정보입수일 것이므로,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협회의 해외진출지원 정보 및 전문성을
활용한다면 새로운 강소기업 육성뿐 아니라 국내 대기업이
수주한 프로젝트에 대한 낙수효과를 기계설비건설업체들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4대 회계법인과 해외건설 지원을 위한
세무컨설팅 업무협약 체결

왼쪽부터 권지원 안진회계법인 본부장, 윤석진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박선호
해외건설협회장, 이중현 삼일회계법인 본부장, 오상범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이상미 해외건설정책과 담당관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는 CI Guarantee(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는 3.29일(화) 삼일·삼정·안진·한영

이하 기계설비조합, 이사장 이용규)와 기계설비건설업체의

등 4개 회계법인과 해외건설기업 지원을 위한 세무컨설팅

해외진출 활성화 및 해외건설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문 인력과 자본력

2월 8일에 체결하였다.

및 정보자산 부족의 현실적 문제로 해외건설 사업 수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건설협회의 각종 수주 및 발주

마련됐다.

정보 등을 바탕으로 기계설비조합 조합원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지원 및 해외 보증시장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본 협약을 통해 협회와 4대 회계법인은 프로젝트 종료 후
예기치 않은 세금 부과와 같이 중소·중견기업이 현지 국가에서

특히, 해외건설협회의 사업성평가를 이용하여 해외로 진출하는

부딪힐 수 있는 세무 문제 해결을 돕는 컨설팅 제공을 위해 상호

기계설비조합 조합원의 해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협력하기로 했다.

예정이며,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공동보증제도에도 기계설비조합이 참여하여 중소 조합원의

박선호 해외건설협회 회장은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세무컨설팅

해외보증사업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계법인과 함께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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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으로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세무, 회계

법률사무소 이대웅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박상순 변호사,

부문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열악한 대외환경

율촌 이경준 변호사, 태평양 김우재 변호사 등이 참석해

속에서 우리기업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건설기업의 법률문제 대응에
공동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회계법인은 해외 여러 국가에서 세법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나 정확한 진단과 점검을 통한 사업기획이 어려운

2020년부터 협회가 시행해온 해외건설 법률컨설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기업활동을 도울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해외건설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이슈

소감과 함께 해외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대처에 한계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문제 해결 창구로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무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요건은 해외건설업신고를

특히 지난해에는 해외건설 현안, 리비아 재진출시 고려할 법적

완료한 중소·중견기업으로 4월 초부터 해외건설협회

쟁점, 입찰 성공을 위한 노하우 등 특정 주제로 6회의 웨비나를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에 신청서 제출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개최하여 심도 있는 법률 자문을 접할 수 있었으며, 실제 법률

받을 수 있다.

컨설팅 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기업들이 해외사업

* (문의처)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률 이슈를 참고할 수 있도록

02-3406-1033, 1080

4대 로펌과 해외건설 법률문제 컨설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하였다.

김영태 해외건설협회 부회장은 우리기업의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한 로펌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표하였고, 앞으로도
기업의 해외 수주활동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로펌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해외사업 특성상 전혀 다른 법률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 건설기업 지원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해외건설산업
발전의 마중물이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외건설 법률컨설팅 지원사업은 4월 초부터 본격 시행할
왼쪽부터 법무법인 태평양 김우재 변호사, 율촌 이경준 변호사, 해외건설협회
김영태 부회장, 대륙아주 박상순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대웅

예정으로 해외건설업을 신고한 중소·중견기업은 협회

미국변호사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를 통해서 신청 할 수 있다.
* (문의처)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에서 추진 중인 해외건설 법률컨설팅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대 로펌과 해외건설 기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은 3월 31일 해외건설협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김영태 해외건설협회 부회장과 김앤장

02-3406-1033,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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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제 46회 정기총회 개최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외건설협회는 자체 운영 중인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와
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정보망을 통합·연계하기 위해 구축 중인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의
효율적 구축·운영과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지원팀과 회원지원팀으로 지원조직을 개편하고 회원사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도 세분화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박선호 해외건설협회 회장은 “올해도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어서 수주활동에 제약이 예상되고, 글로벌 경제
질서의 재편과 공급망 애로, 국제정세 불안 등의 이슈로
해외건설시장의 여건이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해외건설기업들이 해외건설 이슈와 트렌드에 잘 대비하고
나아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해외건설 수주확대를 통한 해외건설산업 발전과
ESG에 공로가 큰 삼성물산, 현대건설(대기업), 동아지질(중견기업),
도보즈, 제이스코리아(중소기업), 도화엔지니어링(설계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유관기관) 임직원에 대해 협회장
표창을 수여하였다.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는 2022년 2월 22일(화) 해외건설

제9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 개최

교육센터에서 제4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가 한-아세안센터와 공동으로 제9차
정기총회에서는 △ 회원현황 △ 2021 회계연도 사업실적 △

아세안 연계성 포럼을 1.18일(화)~20일(목)간 개최하였다.

2021 해외건설 수주실적 등 3건을 보고 안건으로 심의하였다.
또한, △ 2021 회계연도 결산 △ 2022 회계연도 사업계획

아세안(ASEAN) 10개국의 연계성 강화 청사진인 마스터플랜

및 예산 △ 정관개정 △ 회원이사 및 감사 선출 등 4건을 심의

2025의 5대 주요 전략 가운데 지속 가능한 인프라와 디지털

의결하였다.

혁신을 통한 한국과 아세안 간 연계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 이번
포럼에는 민·관 그리고 학계 관계자가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올해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 수주 누계 1조 달러 조기 달성을

교환하였다.

위한 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비전하에 △ 수주 지원체계
고도화 △ 해외건설 전문기관 위상 제고 △ 해외수주 활력 제고

첫째 날에는 아세안 연계성 강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 및

△ 고부가사업 해외진출 지원 △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기여 방안(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코로나19 기간

및 서비스 혁신 △ 해외건설 기반 역량 강화 등을 추진 과제로

중 아세안 연계성 추진 현황과 도전과제(Yeap Samnang

선정하여 해외건설의 성장과 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아세안연계성조정위원회 의장)의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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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날에는 한-아세안 협력사업팀이 기금 활용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아세안 각국의 정부 관계자가 교통(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에너지(라오스, 말레이시아,

KIND
KIND-터키투자청과 MOU 체결

미얀마), 스마트시티(브루나이, 태국) 분야의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마지막 날에는 민·관 그리고 학계가
참석하여 아세안 지역 관련 협력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 협회는 한-아세안센터와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우리 해외건설기업들의 아세안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강훈 KIND 사장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이강훈 사장과 터키투자청
부락 다을루올루(Burak Daglioglu) 청장은 12월 28일 온라인
동시 체결 방식으로 공동 사업 개발 및 사업내용 공유 등 양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온라인 업무협약(MOU) 체결식에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이강훈 사장, 임한규 사업개발본부장, 터키투자청 부락
다을루올루(Burak Daglioglu) 청장, 타하 야신 사란(Taha Yasin Sran)
서울지부장 등 양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터키투자청은 터키 대통령실 직속의 정부기관으로, 터키의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을 전세계에 홍보하고 해외 기업의 터키
진출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2007년 설립돼 우리나라 서울
사무소를 포함해 전세계 11개국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공통 관심분야를 촉진하는
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 계획과 이행에 관한 정보 공유 ▲
해외사업 기회 발굴을 위한 사업 타당성조사 및 마스터플랜
개발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KIND는 이번 MOU를 기반으로 터키 사업정보를 선제적으로
입수하고 우리기업의 터키 인프라 사업 참여가능성을
확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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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현장 사진

한-방글라데시 제4차 공동협의체
(Joint Platform) 개최

양 기관장 기념 사진

왼쪽부터 이강훈 KIND 사장,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술타나 아프로즈(Sultana
Afroz), 방글라데시 민관협력청(PPPA)장, 델와르 호세인(Delwar Hossain)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는 3월 2일
방글라데시 민관협력청(PPPA)과 양국 간 인프라 개발을
위한 제4차 PPP

공동협의체(Joint Platform)를 열고

방글라데시 푸바찰 신도시 내 배전선로 건설·운영 사업에 대한
우선사업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체 참석자 기념사진
이는 KIND가 팀코리아를 구성하여 우리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 성과로, 방글라데시의 인프라 개발 수요를
고려하여 향후에도 우리 측이 우선사업권을 갖는 양국 간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 협의체에는 방글라데시 주요 인사들이 방한하여
양국 간 협력의지를 재확인해 주었으며, 우리 측은 윤성원
국토교통부 차관, 이강훈 KIND 사장, 방글라데시 측은 술타나
아프로즈(Sultana Afroz) 민관협력청(PPPA)장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이강훈 KIND 사장은 ”코로나로 해외 인프라사업 수주가
침체되고 있는 시점에 대면·비대면 방식의 공동협의체 행사
개최로 신규사업 발굴 및 추가 우선사업권 획득하여 우리기업의
안정적 수주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공사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