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환경 인프라 사업의 민관협력 확대 방안 모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1실 | 박시영 연구원

Ⅰ. 들어가며
1.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필요성 대두
가. 국내 환경시장의 포화
국내 환경시장은 정부의 환경산업 육성 지원정책에 힘입어 국내 환경산업은 전반
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98조원, 수출액은
약 8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9.2%, 3.4% 각각 증가했다. 2020년에는 매출액이
140조원 이상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이 환경산업체의 98%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이 양극화 돼 있고
아직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자료 : 환경통계연감, 2015

<그림 1> 국내 환경시장 성장현황

전통적인 환경시설에 대한 국내 건설 및 제조시장은 대부분 포화상태이며, 재활
용, 페자원 에너지화 시설 및 유지관리 등의 분야에서 시장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물 분야는 ‘13년 상수도보급률 98.5%, 하수도 보급률 92.1%로 매우 높고, ’14년
종말처리시설 폐수유입률은 약 46.6%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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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대규모 상하수도 및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추가 수요보다는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 중이다. 대기 분야 매출액의 약 75%는 화력
발전과 철강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유지․보수 중시으로 비용절감을 위
한 고효율 기기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폐기물 발생 증가율은 ‘09~’13년
1.8% 수준으로 낮고, 재활용률은 약 84%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매립은 감소
추세에 있다.
나. 환경산업체의 미래 먹거리 해외 新시장 발굴 요구 확대
최근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환경시설통합관리법,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행 등
新환경규제 및 정책 도입으로 환경컨설팅 시장의 성장이 예상되고, 화관법, 화평법
등 화학물질 관리제도 도입으로 화학안전산업과 시험분석시장 확대가 전망된다.
또한 규정된 용도와 방법만 허용하던 방식에서 기준에 적합한 폐기물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폐기물관리법이 ‘15.7월 개정되어 재활용 기술과 시장을 확대 중으로 국내
환경산업의 신규 수요가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주요 환경기업의 약 10년간 성장추이를 <그림2>에서 분석한 결과, 최근
까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인 바면, ‘12년 기점으로 많은 수의 국내 환경기업들이 수익
적인 측면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예산의 시장영향역이 높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 및 정비
분야(‘15년 기준 약 22조원)을 제외한 전통적인 환경분야에서 공공예산 영향력이
낮아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 : 한국환경산업술원, "환경산업 육성 활성화 방안”, 2015

<그림 2> 환경기업별 성장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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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세에 따라 한국의 환경사업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공격적인 해외 新시장
발굴 및 환경의 미래 유망분야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더 이상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이 아닌 해외시장에서 우리 환경기업들이 세계의 기업들과 경쟁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기업들은 자체적 역량으로 해외 진출을 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
을 겪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어진 유럽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전통
적인 건설시장인 중동국가들의 재정악화로 인해 해외 인프라 시장의 진출 접근방식이
민간투자 개발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세계 건설시장은 2016년까지 연평균
4.6%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과거에 비해 발주재원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동 연구에서는 최근 해외 환경 인프라 시장에 대한 진출의 금융조달 방식
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1) 중 한 방식인
민관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PPP 활용 확대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민관협력의 요구 확대와 국내 기업의 경쟁력
1.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과 활용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다양한 자금조달을 의미하는데,
특정사업의 경제성을 보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선진국형 자금조달 방법으로 특정
사업에 관한 평가와 분석이 중요하다.
일반적인 자금조달을 의미하는 기업금융과는 구별되는 자금조달 기법이며, 프로
젝트 파이낸싱은 소구권의 제한과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을 상환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업금융과 차이를 둔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성을 바탕으로 자금지원을 하고, 프로젝트 자체 수입만을
가지고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프로젝트 사업은 프로젝트의 요건을 요구한다.
최근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일반적인 기업금융에서 벗어나 새로운 금융사언업의 일
환으로 해외 개발금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해외 개발금융은 단순 수주사업에서 투자를 동반한 수주사업으로 변모하고 있으
며,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금융구조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 개발금융으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는 1970년대부터 자원개발, 제조업, 부동산 개발 등 다양한 산업에서
민간부문의 자금조달 기법으로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담보와는 별개로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한 독립회
사가 발생하는 미래의 수익을 상환재원으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농협경제연구소, 해외개발금융의
시장성과 성장과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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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관협력의 필요성
1) 민관협력의 개념과 구성요건
인프라 확충은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필수적이 요소이며,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 정부를 대신하여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형태로 그 개념이 발전하게 되었다.
민관협력은 공공부문이 제공해야 하는 인프라 또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이 대신 제공
해야 하는 경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양자간 어느 정도의 위험을 분담(risk-sharing)
하거나 공공부문으로부터 민간부문으로 위험이 이전(risk transfer)되는 것을 수반하는
요소가 포함된 경우에 필요성이 그 합의점이 도출된다.

자료 : 민간투자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안,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김강수

<그림 3> 민간투자의 스팩트럼

1980년대 말부터 민영화 및 경쟁원리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확산되면서
1990년대에 들어서는 민간의 참여에 의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
했다. PPP를 통해서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민간을 통해 충당하고, 민간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에 수반되는 수익에 대한 우려와 위험부담으로 인해 단독으로 시행
하기 어려웠던 프로젝트를 현실화 할 수 있다는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
이다.

3. 개도국의 민간투자 매력 부상
지난 10년간 개도국에 대한 공여국의 ODA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개도국의 급증
하는 개발수요를 공공부문만이 감당하기 어려워진 현실로 인해 개발협력에 있어 민
간의 참여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전 세계 개발 흐름은 이미 민간자금의 비중이 공공자금을 압도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도국들이 인프라 개발을 위한 투자를 국제 상업은행의 대
출을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리스크 증가로 대출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긴 하다. 그럼에도 개도국 및 신흥 개발국들의 인프라 개발 니즈는 더욱 커지고
있고, 해외 인프라 개발 민간투자 사업은 최근 개도국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활발해지
기 시작했다. 2013년 개발도상국에 유입된 전체 개발자금 4,864억 달러 가운데 60%
이상이 민간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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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은 민간의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물적․인적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협력(PPP)사업이
인프라 구축의 중심이 되고 있다. 사실 개도국에 투입되는 ODA의 상당 부분이 민
간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음에도 개도국의 취약한 인프라 환경
과 불안한 정치적 상황,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미비 등으로 인해
민간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4. 글로벌 민관협력 인프라 투자 동향
1) 글로벌 민관협력 투자현황
1990~2013년간 민관협력에 의한 인프라 시장의 투자는 1990년 약 130억 달러
에서 2013년 약 1,500억 달러로 11.5배의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글로벌 PPP
투자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1990년 대비 5.1배 증가했다. 투자
측면에서 최대 투자 실적은 2012년 1,952억달러, 최다 투자 실적은 2011년 427건
이었다.

자료 : 김원태, 글로벌 민관협력 인프라 시장동향과 국내 기업의 참여현황 및 시사점, 한국거설산업연구원

<그림 4> 글로벌 PPP 인프라 투자동향(1990~2013년)

24년간 글로벌 PPP 인프라 투자의 총 투자규모는 약 2조 2천억달러(6,146건)이며,
투자 건수 기준 연평균 8.6%, 투자 금액 기준 연평균 20%의 성장률을 보였다. 권역
별 투자동향을 살펴보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권역이 약 8,500억달러(1,841
건)로 가장 낳은 투자 실적을 보여 전체 투자 금액 대비 383.4%의 비중을 차지한
다. PPP 인프라 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한 권역은 투자 건수 기준으로 연평균 성장률
이 높은 유럽 순으로 및 중앙아시아(15.9%), 남아시아(11.0%), 동아시아 및 태평양
(8.9%)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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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권역별 글로벌 PPP 인프라 투자동향(1990~2013년)
(단위: 백만 달러, %)
투자건수
구분

투자금액

(비중)

연평균 성장률
5.1%
8.9%
11.0%
15.9%
7.4%
3.1%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동아시아 및 태평양
남아시아
유럽 및 중앙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중동 및 북아프리카

1,841
1,779
1,027
849
499
151

(30.0%)
(28.9%)
(16.7%)
(13.8%)
(8.1%)
(2.5%)

합 계

6,146

(100.0%)

(비중)

연평균 성장률

845,156
382,773
373,958
349,793
149,761
97,962

(38.4%)
(17.4%)
(17.0%)
(15.9%)
(6.8%)
(4.5%)

8.5%
10.5%
29.3%
30.0%
11.4%
30.4%

2,199,404

(100.0%)

20.0%

자료 : 김원태, 글로벌 민관협력 인프라 시장동향과 국내 기업의 참여현황 및 시사점, 한국거설산업연구원

3. 국내 환경산업체의 해외 PPP 경쟁력
1) 글로벌 환경분야 인프라 PPP 투자실적
부문별 PPP 인프라 투자실적은 통신과 에너지가 단연 돋보인다. 투자 건수 기준
으로 에너지 부문이 2,890건으로 전체 투자 건수 대비 47%의 비중을 차지하고,
투자 금액 기준으로는 통신부문의 실적이 9,94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체 투자금액
대비 43.1%를 나타낸다. 건당 투자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통신 부문이 평균 11억
달러로 가장 큰 규모이고, 에너지와 교통부문은 평균 2.6억달러 수준, 상하수 부문
은 가장 적은 규모를 나타낸다.
<표 2> 부문별 글로벌 PPP 인프라 투자동향(1990~2013년)
(단위 : 건, 백만달러)
투자건수

구분

투자금액
비중

비중

건당 투자 금액

에너지 부문

2,890

47.0%

767,179

34.9%

267

교통 부문

1,553

25.3%

408,558

18.6%

263

통신 부문

856

13.9%

949,122

43.1%

1,109

상하수 부문

847

13.8%

74,545

3.4%

88

6,146

100.0%

2.199.404

(100.0%)

358

합계

자료 : 김원태, 글로벌 민관협력 인프라 시장동향과 국내 기업의 참여현황 및 시사점, 한국거설산업연구원

권역별로 부문별 PPP 인프라 투자실적은 권역에 따라서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및 태평양과 남아시아 권역의 경우, 에너지 부문이 가장 높은
투자실적을 보이는 반면, 중동 및 아프리카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통신 부문의 투자실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분야로 고려할 수 있는 상하수 부문은 동아시아 및 태영퍙 권역이 투자 건수

- 6 -

대비 비중과 투자금액대비 비중에서 모두 가장 높은 투자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가 각각 16.6%와 14.6%
로 비슷한 정도의 투자건수 실적을 보이고 있다.
<표 3> 권역별/부문별 글로벌 PPP 인프라 투자동향(1990~2013년)
(단위 : 건, 백만달러)
구분

동아시아 및 태평양

유럽 및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투자 건수/비중
에너지 부문

854

48.0%

통신 부문

81

4.6%

아프리카

39.8%

178

110,611

28.9%

1,366

교통 부문

380

21.4%

88,805

23.2%

234

464

26.1%

30,945

8.1%

67

소계

1,779

100.0%

382,774

100.0%

215

에너지 부문

437

51.5%

127,142

36.3%

291

통신 부문

293

34.5%

190,096

54.3%

649

교통 부문

73

8.6%

28,640

8.2%

392

상하수 부문

46

5.4%

3,915

1.1%

85

소계

849

100.0%

349,793

100.0%

412

에너지 부문

865

47.0%

282,177

33.4%

326

통신 부문

152

8.3%

351,857

41.6%

2,315

교통 부문

555

30.1%

176,399

20.9%

318

상하수 부문

269

14.6%

34,724

4.1%

129

소계

1,841

100%

845,157

100.0%

459

에너지 부문

44

29.1%

24,528

25.0%

557

통신 부문

48

31.8%

62,346

63.6%

1,299

교통 부문

34

22.5%

7,124

7.3%

210

상하수 부문

25

16.6%

3,964

4.0%

159

소계

1,027

100.0%

373,958

100.0%

649

에너지 부문

526

51.2%

158,523

42.4%

301

통신 부문

77

7.5%

125,481

33.6%

1,630

교통 부문

409

39.8%

89,349

23.9%

218

상하수 부문

15

1.5%

605

0.2%

40

100.0%

364

에너지 부문

164

32.9%

22,396

15.0%

137

통신 부문

205

41.1%

108,732

72.6%

530

교통 부문

102

20.4%

18,241

12.2%

179

상하수 부문

28

5.6%

392

0.3%

14

499

100.0%

149,761

100.0%

300

소계
합계

건당 투자 금액

상하수 부문

소계

사하라 사막 이남

투자 금액비중
152,413

100.0%

6,146

2,199,404

358

자료 : 김원태, 글로벌 민관협력 인프라 시장동향과 국내 기업의 참여현황 및 시사점, 한국거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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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환경 인프라 프로젝트의 해외 PPP 진출 현황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수주는 2004년 이후 수주규모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
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해외수주는 도급형 사업에 치중되어 있으며, 투자
개발형 PPP사업의 수주는 아주 저조하다.
실제 2009~2013년간 총 수주금액 대비 투자개발형 수주금액의 실적 규모를 비교
하면, 투자개발형 사업의 비중은 2.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주
동향은 앞서 살펴본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PPP 인프라시장에 민첩하게 대응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료 :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서비스

<그림 5> 해외 투자개발형사업 추이

국내에서는 지방정부 발주로 PPP(주로 BOT 형태)로 사업이 추진된 환경사례가 많
지만, 아직 해외에서 성공한 환경분야 PPP사업은 그 사례를 찾기가 힘들다. 환경분
야 해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투자개발형 PPP사업으로 발전 중인 몇가지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실제

환경 인프라사업의

추진과정은 설계와 시공이 포함되는 해외건설사업과 그 성격이 거의 동일하며, 다
른 해외건설과 마찬가지로 그간의 해외수주 실적은 단순 도급형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다.
환경산업체에 대한 우리 금융기관 대출은(한국은행 통계자료, ‘14)은 전체 산업
대출의 0.97%이고, 투자기관의 투자(한국벤처캐피탈협회, ’13.12)는 1.7%에 불과하
여 민간투자자가 외면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환경부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중 금융
조달 어려움으로 인해 포기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 해외 기업들의 예상 수주액은
총 898백만불2) 규모로 나타났다.
2) ’12년 676백만불, ’10년 20백만불, ’09년 107백만불, ’08년 95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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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환경 산업체의 해외진출을 위한 과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국내 환경관련 산업체의 애로사항 및 니즈에 대한 동향
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환경산업체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3) 결과, 환경분야가 타
분야 대비 사업추진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수익성, 초기 투자비 및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도국 내 환경 인프라 사업은 수익성
이 크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환경 인프라 개발사업
또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인한 초기 자본 투자금이 필요한데 해당 투자 자금에
대한 부담과 함께 자금 회수 기간이 길다는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크다는 응답도 주를
이루었다.

자료 : 개도국 환경프로젝트 개발협력사업 모델개발 및 추진방안 수립,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

<그림 6> 환경 인프라 사업 수출금융에 대한 장애요인

이와 함께 환경분야의 해외진출시 수출금융 활용에 있어 국내기업들이 마주하는
애로사항의 최대 요인은 내부역량 열위와 국내외 네트워크 개발 및 개발역량이 부
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기관 전문성 및 경험이 부족하므로 개발역량 제고
가 필요하고, 개도국 사업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는 인식도 수출금융 실패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국내 환경산업체의 개도국 진출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수요발굴과 자금지원 및 사업화 자금 연계방안에 대한 우선
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의 자체적인 사업추진 시에는 사업규모가 작은 환경사업의 경우 사업주의 재무적․
비재무적 역량 및 보증이 요구되며, 파이낸싱 이후에 시공, 준공, 운영과정 등에서
3) 개도국 환경프로젝트 개발협력사업 모델개발 및 추진방안 수립,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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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투자 자금을 부담할 수 있는 공동 투자자와 파트너십 구축 및 역할분담이
요구된다.

Ⅲ. 환경 인프라 건설 분야의 민간투자 확대방안
1. 공적개발원조(ODA) 활용
사업의 경제적 수익률이 높은 사업이 대상이 대상 조건이 되는 민간베이스의 개발
금융(PF)와 달리, 공공적 성격이 강한 환경 인프라 분야는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복합형
PPP 구조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적개발원조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물자를
제공하는 국제적인 협력활동을 일컬으며, 개발 원조를 지원하는 동기는 공여국의
국가목표와 국익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환경분야의 대부분 투자개발형 프로젝트는 경제성이 보장이 된다하더라도 사업
규모와 사업비 환수구조의 복잡성 때문에 타 산업에 비해 경제적 수익률이 높지 않
은 편이다. 따라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발 및 지원에 포함
되는 유상원조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을 고려해 볼만 한다.

자료 : 수출입은행

<그림 7> 국내 개발금융 사업구조

1) EDCF의 협조융자(Co-financing) 활용
ODA중에서도 유상원조를 전담하고 있는 EDCF는 1987년 설치된 이후 2011년
말까지 세계 46개 개발도상국의 251개 개발사업에 대해 약 7조 5,388억 원의 원
조자금을 승인한 실적이 있다. EDCF는 상하수도설비, 병원, 교통 등 경제발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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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가 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개발자금차관 이외에도 기자재차
관, 민자사업차관 등 개발도상국 정부 또는 법인에 대한 다양한 차관 지원을 맡고
있다.
단독 지원 이외에도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세계은행(WB) 등
주요 다자개발은행기구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의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에 참
여하는 협조융자(Co-financing) 지원도 하고 있다. 이러한 협조융자사업은 EDCF와
MDB 간 인적 교류 확대 및 각종 세미나 공동 개최 등을 통해 국제원조사회에서의
한국ODA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EDCF는 차관사업의 준비, 실시, 운영관
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수원국이 자금과 노하우 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차관지원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분야는 범분야 이슈에 포함되어 지원되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역량강화
및 지속성장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녹색성장 분야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는 바, 이를
활용한 민간투자 사업의 기반을 닦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최근 개발협력에 있어 민간자본 투자를 위한 ODA의 촉매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
는데, 한국정부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국제개발협력 기
반 확대를 위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국제사회의 수준에 맞추어 개발협력에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포함시켰다.
무역역량 확충(Aid for Trade), 민관협력 방식(PPP) 지원을 통해 교역과 투자 등
의 분야에서 민간자금 유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 그 내용인데, 원조사업
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협력대상국의 민간투자 유치에도 기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
된다.

자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년)

<그림 8> EDCF를 통한 민관협력(PPP) 추진모형

또한 개도국 정부가 사업시행법인(SCP)에 제공하는 국고 보조금, 출자금 등을
EDCF자금으로 지원하거나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일부분을 EDCF 자금으로 지원하
여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부분 참여를 제고하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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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프로젝트에 부수되는 공공사업을 EDCF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지
원한다.

2. 국제 다자개발기구의 활용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민간부문 협력이 진화되고 있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 세계은행과 같은 다자개발은행에서 PPP를 활용하는 주된 이유
와 목적은 인프라 정비를 통한

개도국의 빈곤감소이며, 개도국의 민간부문 개발을

위해 필요한 투자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부족 현
상은 개도국 국민의 기본적인 니즈(needs)의 충족과 개도국 민간부문의 발전, 그리
고 국제사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SDGs 달성에 주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
이다.

자료 : 재인용, “Connecting East Asia: A New Framework for Infrastructure, World Bank, 2005

<그림 7> 국내 개발금융 사업구조

개도국 민간부문 개발을 위한 투자환경의 조성은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개도국의 정책 및 법체계 구축, 민간의 역량개발 및 효율적인 시장형성등으로 구분
할 수 있고, 대규모의 인프라 구축 및 민간기업 직접 지원의 경우는 대부분 차관
(loan)이나 기금(fund)형태로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환경산업체는 해외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수원국 정부의 재정기
반이 약한 경우, 다자개발은행을 활용한 민관협력 형태의 사업추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민간주도의 투자개발사업과 비교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자
개발은행의 요구사항에 따른 사업추진 소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다자개발은행이 참여하는 사업인 경우, 낮은 경제성 때문에 쉽게 투자를 받
기 어려운 상업은행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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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다자개발은행에서 마련한 민간투자개발 사업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은행그룹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 등으로 이뤄져 있다. IDA가
정부 산하 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반면 IFC는 민간 부문을 담당한다. 자본투
자, 전화사채, 프로젝트파이낸싱, 메자닌, 선순위사채, 기업금융 등 기업 활동에 관
한 대부분을 지원한다. 일반 대출, 무역금융 등 상업은행과 관련된 업무도 맡고 있
다. 현지 기업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자문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IFC의 지분 투자가 넘칠 경우 현지 국가의 금융기관이 들어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개발도상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프로
젝트금융의 경우 사업비의 25~30%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또 상업은행 신디케이션
론 등을 통해 추가로 자금을 지원한다. 기업금융의 경우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하지만 PF, 에퀴티 투자의 경우 자금집행이 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IFC의 평균 민간 투자기간은 대략 8년 정도이며, 투자 목적이 주주들과 장기간
관계를 맺고 개도국 지원하는데 장기간 관계를 맺고 개도국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프로젝트 프로젝트금융의 경우 사업비의 25~30%까지 자금을 지원한
다. 또 상업은행 신디케이션론 등을 통해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기업금융
방식은 현지 법인에게 직접 파이낸싱을 해주는 구조다. 에퀴티 또는 론을 직접 지
원한다.
IFC는 또 30여 개국 각 은행에서 현지화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IFC의 경우
심사에서 자금집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인식이 있으나, 세
계은행 관계자들은 실제로는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 심사 단계를 거쳐 실사에
들어가면 약정체결까지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설명한다.
2)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의 가난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PPP사업 형태의 인프라지원, 금융, 물부족 해결 및 도시개발(Urban
Development Project) 에 집중한다는 전략으로 PSOD(Private Sector Operation
Development)라는 민간사업부를 1983년 설립했다.
PSOD의 역할은 ADB 회원국 중 개도국의 인프라 사업에 참여, 민간사업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BOO 또는 BOT 프로젝트의 자금지원 절차 수립, PPP 자문 서비스
제공, Risk Guarantee, 부분적 신용보장 및 B-Loan 및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및
포트폴리오 관리가 있다.
통상 사업비가 최고 1억불 이상이고 친환경 및 인프라 분야(에너지, 교통, 수자원
등) 프로젝트 위주의 지원을 선호하며, 원칙적으로 수익성 및 이행가능성 확보가 가
능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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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정창구, “해외건설 금융지원 제도 소개, 해외건설협회, 2011.12

<그림 8> ADB의 민간사업부 투자 승인절차

Ⅳ. 맺음말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로 많은 건설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플
랜트 공사 위주이며, 심지어 최근에는 경험이 많은 건설기업들은 적지 않은 수업료를
내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럴 때 우리 건설기업이 MDB 민간투자 금융을
활용한다면 장기 저리의 유리한 금융조달로 사업 추진 가능성 및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며 개발도상국 투자개발형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 범위도 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도국 위주의 환경 인프라사업을 추진 희망하는 기업들의 경우, 국가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양국 정부간 협정 또는 지방 정부로부터 사업진행에 대한 보증 등
을 받기위해 PPP형태의 진출 전략이 가장 유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해외진출 경험이 많지 않고 역량이 부족한 국내 환경 산업체들이 다음과 같은 방
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로, ODA PPP사업을 위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
이다. 최근 조사된 건설기업이 단기적으로 갖춰야 할 ODA사업 경쟁력으로는 서류
작성 및 공사의 입찰과정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전문인력, 영문 제안서
작성 능력, 금융구조 설계 능력, 참여기업의 엔지니어링 기술 능력, 그리고 현지 국
리스크에 대한 대처능력으로 분석되었다. 사업수행역량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수
익성 확보 구조나 또 다른 사업으로의 확대 기회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할 것이다.
둘째로, 글로벌 ODA 건설시장에 국내 건설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적으로 우리나라 EDCF 자금을 활용한 PPP 사업 참여를 통하여 사업 노하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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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경험(Track Record)을 축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다자간 개발사업
으로의 진출 실적을 가질 수 있으며, 개도국 정부와의 협상력 및 네트워크 구성, 그
리고 추후 사업수주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적으로는 주요 다자간 개발은행의 PPP 프로젝트 전담기구(Private Sector)인
WB의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와 ADB의 PSOD(Private Sector
Operation Development) 등의 발주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해외 수주 규모 확대 및
신규 시장 진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의 경우는 EPC에 집중하면서 다자개발은행의 상업은행 기능의
활용이 저조했다. 이러한 세계은행의 IFC 금융, 아시아개발은행의 PSOD 금융은 민간
제안형 또는 투자형 사업을 할 때 요긴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앞으로 국내 환경 산업
체들도 이러한 크 부담을 개발자와 운영 노하우를 통해 분산시키면서 민간 개발사업
을 능동적으로 접근하기를 바란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덜고, 다수의 좋은 프로젝
트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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