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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제 1절

序

論

硏究의 目的

우리 나라는 사회간접자본(social ov erh ead capital; S OC) 1) 시설에 대한 민간부
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1994년

社會間接資本施設에對한民間資本誘致促進

法 (1994.8.3 법률 제4773호로 공포, 같은 해 11.4 시행; 이하

민자유치법 이라

함)을 제정, 시행하였다. 1994년 이후 정부는 43 건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을
民資를 유치하여 개발하기로 고시하였으나, 1999년 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것
은 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 등 6건에 불과하며 그것도 당초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2) 천안- 논산 고속도로 등 나머지 사업들은 공전을 면치 못하
고 있고, 그나마 진행 중인 것도 IMF 위기 이후 일부 사업주가 도산하는 등 많
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민자유치사업이 부
진한 이유로 민간사업자들이 수행하기에는 사업 규모가 너무 크고 자금조달이 어
려울 뿐만 아니라 리스크에 대한 정부의 책임분담이나 適正수익률 보장이 미흡하
다는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3)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당국에서는 종전의 민자유치법을 개정하
여

社會間接資本施設에對한民間投資法 (1998.12.31 법률 제5624호로 공포; 이하

민간투자법 이라 함)을 1999년 4월 1일자로 새로 시행하는 한편 外國人投資를
유치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 사회간접자본(SOC)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도로, 철도, 항만, 통신 등 外部經濟
효과를 가져오고 그 성격상 公共財(public goods )로 분류되는 有形의 시설을 말한다. 김동은,
社會間接資本施設에對한民間資本誘致促進法에 있어서의 事業施行者의 槪念 , 인권과 정
의 , 1996.7, 85면. 본 논문에서는 인프라스트럭쳐(infrastructure) 내지 산업기반시설이라는
말도 SOC와 같은 의미로 쓰기로 한다.
2) 民資 SOC 좌초위기 한국경제신문 1999.12.9자 1면.
3) 大韓商工會議所가 1999년 9월 S OC 민자사업과 관련있는 대기업 7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한 결과 SOC 사업이 부진한 이유를 자금조달이 어렵다 (43.9% ), 收益性이 없
다 (24.2%), 對象事業이 부적절하다 (13.7% ), 위험부담이 크다 (7.7%), 기타(10.5% )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 정부의 제도지원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다 (35.6%)가 만족스럽다 (16.4%)를 크
게 상회하였다. 중앙일보 1999.9.28자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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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國內外 事例를 돌아볼 때 이러한 개선 노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
다 創意的인 접근방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우리 나라가 최
근의 법개정까지 포함하여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의 모든 민자유치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건설 방식을 채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에 있어서도 債券
(S OC b on ds ) 발행, 인프라 펀드(infr astructur e fun d)의 조성 등 거의 모든 것을
망라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선진국에서는 特別法의 제정 없이도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정비·건설이 활기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에서 民
資誘致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건설이 부진한 것은 法制度나 金融支援 방식보다도
말 그대로 소프트 인프라스트럭쳐 (합리적인 제도 운영)가 미비되었기 때문이 아
닌가 여겨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금번 민간투자법에서 새로 허용된, 민자유치 활성
화를 위한 BOT (build - operate- tr an sfer ) 방식을 분석하는 한편 1990년대 들어 영
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P F I (P riv ate F in an ce Initiativ e) 방식
의 國內導入 可能性을 알아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은 PF I를 처음 도입
한 영국에서도 허다한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최근에야 비로소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나라에도 많은 示唆點을 줄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효율적인 민자유치 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未久에 한반도에 닥칠 統一時
代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 통일후 북한 지역의 조속한 경제발전을 위해서
는 교통·운송, 통신·에너지, 상·하수도, 주택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복
구·정비 및 개별 기업의 재건이 필수적인 바, 여기에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규모
의 자금을 모두 국민의 조세부담에 의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外資를
포함한 민자유치에 적합한 BOT 내지 P F I 방식이 획기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방안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2절

硏究의 範圍 및 方法

본 연구에 있어서는 硏究方法論으로 국내외 문헌조사와 사례분석을 통한 기술
적·역사적 접근방법에 주로 의존하였다. 특히 英國과 日本, 국제기구의 자료를
중심으로 이론적인 접근방법을 취하였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국내에서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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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금융(pr oject finan ce)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온 國策銀行의 실무담당자로서 실
제로 프로젝트 금융의 각 단계별로 작업에 참여하였던 경험을 정리, 기술하는 한
편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면접도 병행하였다.
본 연구는 시기적으로 국내에서 프로젝트 금융이 본격화된 1990년대 이후의 사
례에 중점을 두었으나, 해외 문헌 및 인터넷을 통하여 널리 外國의 사례도 인용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대상인 프로젝트 금융은 현금흐름(cash flow )에 대한
財務分析이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는 法規範的인 측면에서 관련사항을 언급하는
것에 그쳤다. 또 대상사업도 석유 등의 천연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는 제외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나 공공 서비스를 민자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
에 국한하였다.
프로젝트 금융시장에서는 통상 내·외국인이 함께 참여한다. 그러나 프로젝트
를 시행하는 주체(사업시행자)는 現地 國籍을 갖고 설립되는 것이 보통인 만큼
건설 서비스 시장에서의 내·외국인 차별을 둘러싼 통상 문제는 대두될 여지가
적으므로 여기에서는 논의를 생략하였다.
일반적으로 민자유치사업이 부진한 것을 논의한다면 정책이나 제도가 잘못되었
는지, 프로젝트 금융의 構造化(stru cturin g ) 내지 約定 체결에 과다한 비용이 수반
되는 탓인지, 재원조달 조건이 얼마나 불리한지, 또 자본시장이 미발달된 탓인지,
국가 신인도가 취약한 때문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4)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제2장에서 민자유치 방식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적용되고
있는 프로젝트 금융의 기본개념 및 각 참가자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본 다음, 그
중심 개념인 현금흐름 분석에 의한 사업성검토를 기술적 타당성 검토와 재무적
타당성 검토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새
로운 정비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BOT 와 P F I 개념을 비교 분석하고, P F I 방식
의 국내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점검하였다.
제4장에서는 民資誘致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관한 東아시아 지역 등 각국의 법
제를 살펴보고, 이와 아울러 BOT 에 관한 法制의 統一에 노력하고 있는 유엔 國
際去來法委員會(United

Nation s

Com m is sion

on

Intern ational

T r ade

Law ;

4) IBRD Infrastructur e W orking Group, "F acilitatin g Private Inv olv em ent in Infr astructure:
An Action Program ", Dev elopm ent Committ ee Meeting in H ong Kong , Sept ember 22,
1997; Endorsed by W orld Bank Ex ecutiv e Dir ectors on August 26,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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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CIT RAL ) 등 국제기구의 활동상황을 소개하였다.
다음 제5장에서는 프로젝트 금융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할 프로젝트 리스크
의 인식 및 그 경감방안, 또 리스크를 프로젝트 참가자들 사이에 분담시키기 위
한 각종 계약구조 및 주요 내용, 특히 금융기관들이 당해 프로젝트에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민자유치 인프라 건설에 있어서 새로운 자금조달 방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債券 발행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금융과 메커니즘이 유사한 資産流動
化(as s et - backed securitization ; ABS ) 기법의 적용가능성, ABS 신용보강 및 법
률대책 등을 검토하였다.
제7장에서는 새로운 민간주도의 프로젝트 금융 기법을 구체적으로 국내에 적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조만간 韓半島에 도래할 통일 시대에 대비하여
이상 논의한 것들을 北韓 지역의 산업 및 인프라 복구·재건에 어떻게 활용할 것
인지 試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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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프로젝트 金融의 槪念

유로 터널, 中國 廣東省 샤지오B (沙角B廠) 화력발전소, 인도네시아 파이톤 발
전소, 永宗島 신공항 고속도로, ⋯.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 사업이라는 것, 민자를 유치하여 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이라는 것, 그리고 각국의 대표적인 프로젝트 금융 사례라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 금융에 참가하는 금융기관(project financier )들은 프로젝트의 事業
性을 토대로 그 관련자산을 담보로 잡고 당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상환
재원으로 하여 자금을 공여하는 것이다. 이때 借主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
주(sponsor )가 아니라 당해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설립된 프로젝트 회사
(project company )이다.

제 1절

意義 및 沿革

1. 意 義
프로젝트 금융은 넓은 의미로는 특정 프로젝트의 소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일
체의 금융방식을 뜻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당해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자산, 사
업주의 신용만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5)을 말한다.
프로젝트 금융의 특징은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나더라도 자금을 공여한 금융기
관은 프로젝트 회사 외에는 원리금을 회수할 대상이 없거나 있더라도 제한되는
非遡求 또는 제한적 遡求金融(non - or limited recour se6) financing )에 해당한다는 점
5) 반기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 한국금융연수원, 1998, 25면.
6) 본래 Recourse 란 어음 背書人과 발행인에 대한 遡求를 뜻한다. 약속어음의 배서인은 제1차
적 지급의무를 지는 발행인의 어음금 지급가능성이 현저히 감소되었을 때 제2차적으로 책임
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프로젝트 금융의 non - or limited r ecourse 란 사업주가 프로젝트 회
사와는 달리 상환의무가 없거나 제한된다는 의미로 쓰인다. 즉 Recourse는 償還 또는 追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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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므로 프로젝트 금융의 차주는 반드시 사업주와는 별개의 사업시행자, 즉
特殊目的機構(special purpose v ehicle; S PV )7)여야 하며, 당해 차입은 사업주의 대
차대조표상에 기재되지 않는 簿外金融(off- balan ce sh eet finan cin g )이 된다.
그러므로 채권보전 수단이 일차적으로는 당해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현금수지의
잉여에 한정되며, 그만큼 사업성검토(feasibility stu dy )가 중요시된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제3자가 직접·간접으로 제공하는 보증 내지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8) 프로젝트 관련자산을 담보로 취득하기도 하지만 그 목적
물은 대부분 사회간접자본 시설들로 換金性이 떨어지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시 사업
주의 프로젝트에 관한 권리를 상실시키고 貸主가 그 대신 프로젝트를 컨트롤하기
위한 협상력(bar gaining pow er ) 강화 차원에서 많이 활용된다.
이와 같이 프로젝트 금융의 담보는 프로젝트 미래 현금흐름의 總和이므로 사업
이 부진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담보자산의 처분 외에는 별다른 채권회수 방법이
없다. 따라서 프로젝트 금융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어디까지나 프로젝트가 창출하
는 현금흐름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현금흐름에 기초한 與信 (cash flow

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Without recour se 는 상환의무를 면제한다는 뜻으로 국제거
래에 있어 사실상의 免責을 의미한다. 非遡求금융에는 프로젝트 금융 외에도 레버리지드 리
스(lev eraged leas e) 금융, 신용장부 수출환어음을 인수하는 포페팅(forfaiting ) 등이 있다.
7)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주체가 法人, 즉 會社의 형태를 띠는 경우에는 SPC(special purpose company )
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컨소시엄(組合), 조인트 벤처 형식을 취하는 경우
도 많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SPV 로 통칭하기로 한다. SPV는 금융거래시에 책임제한 목적
외에도 節稅, 파산으로부터의 절연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자주 이용되고 있다. 자산유동화 실
무연구회, 금융혁명- ABS : 자산유동화의 구조와 실무 , 한국경제신문사, 1999, 87면.
① Limited Recourse F inancing 목적: 프로젝트 금융에 있어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스폰서와는 별개의 독
립된 사업주체(project company )로 설립되며, 스폰서는 SPV의 차입행위에 대하여 직접
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 T ax Lev erage 목적: 리스 금융에 있어서 투자자 및 貸主(inv estor/ lender )로부터의 자금
의 차입, 리스 물건 소유권의 취득 및 이전에 따른 세금 절감을 위해 주로 역외 조세피
난처(offshore tax hav en )에 페이퍼 컴퍼니의 형태로 설립된다.
③ Bankruptcy Rem ote 목적: 자산유동화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산보유자가 破産하더라도 유동화자산이 파산재단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게 증권발행자
는 SPV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8) 프로젝트 금융에 있어서는 대주가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순조로운 工事완
성, 원활한 생산·가동, 안정적인 생산물 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 참가
자들의 각종 보증·보장을 契約 형식으로 추가하게 마련이며, 그 결과 어떠한 프로젝트 금융
도 동일한 방식을 취하기 어렵고, 계약서의 표준양식(standard form )을 정하기도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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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din g )이라고 일컬어진다.9)
프로젝트 금융은 일반 企業金融(corporate financing )에 비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① 一般貸出이 차주의 재정 및 신용상태를 중시하고 대출금의 상환도 이를 근
거로 하는 데 반하여, 프로젝트 금융은 당해 事業 위주로 실시되며 대출금 상환
도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서 충당한다.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차주
에 대한 償還請求權(r ecour se)이 없거나 제한되므로 대주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② 원리금을 상환하는 차주가 프로젝트 금융에 있어서는 스폰서가 아니라 별도
로 설립된 회사이다. 프로젝트 회사의 借入金은 스폰서의 簿外(off- b alance sh eet )
負債로 표시되거나 아예 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스폰서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안 株主들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고, 재무구조나 信用상태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수준보다 많은 자금을 조달(ag gr es siv e lev er age )하는 등 차입한도를 늘
릴 수 있다.
③ 프로젝트 금융은 一般貸出에 비해 자금규모가 큰 경우가 많으며, 소요자금
을 용이하게 조달하고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 借主는 합작투자 또는 컨소시엄
을 구성하고, 貸主는 신디케이트 방식(sy n dicat ed loan )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④ 대주는 일반대출과는 달리 대출금의 회수를 확실히 하기 위해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소재국 정부(host country ) 10), 스폰서, 원자재 공급자, 생산물 구매자 등
제3자로부터 직접·간접의 다양한 보증 내지 보장을 받게 된다. 또 일반대출에
비하여 많은 當事 者가 관여하고 구조가 복잡하므로 그 준비에 장기간 소요되며,
객관성 및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회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보
험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불가피하다.
⑤ 프로젝트 금융은 리스크가 큰 만큼 일반 대출에 비해 金利가 높게(high
risk - high return ) 마련이다. 이 金利는 리스크의 보상 내지 프리미엄을 포함한다.
프로젝트 금융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보상하기 위해 貸主에게 부수적인 금융거래
(외환거래, 보험 등)를 제공하기도 한다.
9) 반기로, 전게서, 30면.
10) 프로젝트 시행 권한을 갖는 현지 정부 또는 地方自治團體( 지자체 )를 말하며 본 논문에서
는 현지 정부 라고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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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企業金融과 프로젝트 金融의 比較

<표 2 - 1 >

전통적 일반대출
차

프로젝트 금융

주 母企業 또는 프로젝트 회사

프로젝트 회사

원 리 금 상 환 모기업의 상환능력

스폰서의 재무비율 유지보장
(부채비율, 채무상환능력비율 등)

담

차주/ 스폰서의 일정범위의 추가부담으로
제한(limited recourse)

보 모기업의 連帶保證
(무한책임)

사 업 성 검 토 경험에 근거한 가정에 의하여
장래의 현금흐름 분석

수익발생 근거의 객관적 검증

기 술 수 준 금융기관 내부검토

외부 전문가에 의한 분석

자 금 관 리 차주가 임의로 관리

支給委託계정(escrow a/ c)에 의한 관리

2. 沿 革
본래 프로젝트 금융은 美國에서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금융기법으로 발전하였는
데, 197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資金이 소요되는 반면 리스크가 크고 적절한 담보설정이 어려워 전
통적 金融方式을 이용할 수 없는 사업에 적합한 금융거래 방식이기 때문이다.
1856년 수에즈 운하 개발사업이 효시라고도 하나, 진정한 의미의 프로젝트 금
융은 1930년대 美 은행들의 석유개발업자(w ildcatter )에 대한 사업자금 融資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미국의 석유개발업자들은 자금도 충분치 않고 차입능력도 취약
하였다. 이때 은행들은 생산물을 담보로 하는 금융(production paym ent financing )
방식을 고안하여, 장차 생산될 석유의 販賣代金을 상환재원으로 매장된 석유를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하였다. 은행은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대출을
하므로 만일 석유채굴에 실패하더라도 개발업자에게 貸出金 상환을 요구하지 않
고[n on - r ecour s e fin an cin g], 사업주는 재무제표에 프로젝트 금융에 따른 負債를
계상하지 않았다[off- b alan ce sh eet fin an cin g].
이러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은 1960～70년대의 北海油田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당시 원유매장량이 큰 만큼 그 개발비용도 엄청나게 늘어나 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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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피트롤리엄(BP )사 등 석유개발회사들은 自社의 신용력을 크게 상회하는 대규
모 자금조달의 필요성에 직면하였다. 더욱이 북해유전은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아
유전개발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BP 사는 원유매장량 리스크, 판매
가격 리스크를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기로 하고, 유전개발자금, 원유판매대금을 미
리 받는 형식의 금융기법을 적용할 수 있었다. 그 결과 BP 사는 대차대조표에도
계상되지 않는(off - balan ce sheet ) 자금차입에 성공하였다. 이와 같이 중소 규모의
유전개발을 위한 자금조달에 사용되던 금융방식이 사업주가 리스크를 전부 부담
하지 않고 대차대조표에도 계상할 필요가 없는 프로젝트 금융으로 발전하였던 것
이다.11) 이와 같은 금융 방식은 제1차 석유파동 이후에는 海外資源개발 사업에
널리 활용되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1978년 公共事業規制政策法 (Public Utility Regulatory P olicies
Act ; 一名 PURPA )이 시행되면서 代替 에너지 자원인 전기·가스 공급시설(qualifying
facilities ; QF s )에 대한 프로젝트 금융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는 P URP A에 의거
하여 각 지역의 전력회사가 일정한 열효율 기준을 달성한 인근 소규모 발전업자
들로부터 의무적으로 전력을 구매(offtake)하여야 했으므로 발전시장 진입의 가장
큰 장애였던 전력판매 리스크가 해소되었고 그에 따라 1980년대부터 民間사업자에
의한 獨立發電所 건설(indepen dent pow er project ; IP P )이 아연 활기를 띠게 되었
다. PURP A에 근거한 電力판매 계약에 따라 발전업자는 안정적인 전력판매 수입
을 바탕으로 자기의 신용력을 크게 능가하는 자금을 차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英國에서도 發電산업에 대한 規制완화 이후 프로젝트 금융이 성행하였다. 1990
년대 이후 아시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간접자본 시설 프로젝트도 국내외
민간부문의 참여를 전제로 한 프로젝트 금융에 의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요컨대 프로젝트의 사업성 내지 현금흐름의 담보가치에 착안하였던 금융기법
이 이제는 사업주의 차입능력을 보존하는 非遡求金融·簿外金融 거래로 발전하면
서 金融의 확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이러한 프로젝트 금융 기법이 석유·가스·광물 등의 자
원개발 사업은 물론 발전소·고속도로·철도·교량·항만 등의 교통시설, 통신시
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건설 사업, 정유공장·석유화학 플랜트 등의 대형설비
11) 第一勸業銀行 國際金融部 編, PFIとプロジェクトファイナンス , 東洋經濟新聞社, 1999, 2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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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종래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대부분 재정사업으로 건설되었으나 예산이 부족한
東南亞 開途國과 中國에서는 앞에서 말한 BOT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이는 정부
측의 자금부족에 대응하여 민간주도로, 민간의 자금·기술·노하우를 도입하여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하는 것이다. 先進國에서는 프로젝트 금융이 정부가 민간부
문으로부터 공공 서비스를 구매하는 P F I 방식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음은 제3장에
서 후술하기로 한다.

<표 2 - 2 >

프로젝트 金融의 發展段階
프로젝트 금융

民資 유치 인프라 파이낸스

▷미국의 유전개발에 Non- recourse 형 ▷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는 정
태의 금융기법을 적용하기 시작함.
부로부터의 양허(concession)를 받는
1930년대
식으로 민자에 의한 상·하수도 등의
건설공사가 일반화됨.

1960～
70년대

▷ 1972년 영국 BP사가 북해유전의 개발 ▷ 미국 등지에서 민자를 유치하여 유료
을 위한 차입금을 특수목적회사
고속도로(turnpike)를 건설하는 것이
(SPV)의 설립을 통하여 Off- Balance
성행함.
Sheet화하여 조달하는 데 성공함.

▷개도국의 累積外債 문제가 대두되면 ▷ 1983년 터키 오자르 정부는 인프라
서 수입대체/ 수출촉진의 효과가 큰
건설에 BOT 방식을 처음 적용함.
공업단지 등의 개발에 프로젝트 금융
1980년대
기법을 적용함.
▷IBRD, ADB, MIGA 등의 국제금융기 ▷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서 BOT 방식에
구가 개도국의 프로젝트 금융에 직·
의한 발전소, 고속도로 건설이 유행
간접으로 참여함.
함.
▷프로젝트 금융에도 파생금융상품이
적극 활용됨.
▷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BOT 외에도
▷프로젝트 금융 시장에 대형 민간상업
BT O, BOO, BLT , ROT 등 다양한
은행, 국제금융기구, 수출신용기구
형태의 기법이 활용됨.
1990년대
(ECA), 인프라 펀드 등이 경쟁적으로
참여함.
▷ 영국에서 민간부문이 직접 공공 서비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파이
스를 제공하는 PFI 방식이 도입됨.
낸스 자본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함.
자료 : 한국산업은행 투자금융부, 선진국의 공공사업 시스템 조사보고 , 1998.10, 22면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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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參加者와 메커니즘

1 . 프로젝트의 참가자
실제로 프로젝트 금융은 프로젝트 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을 피하려는 事業主와,
당해 프로젝트의 예상수입(cash flow ) 외에 가급적 많은 채권보전 수단을 확보하
려는 貸主금융기관들이 서로 타협하는 선에서 그 틀(fr am ew ork )이 결정된다. 따
라서 貸主를 비롯한 프로젝트 참가자들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채권보전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분쟁이 발생할 우려마저 있다
국제적인 프로젝트 금융에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多數의 當事者가 직접·간
접으로 관여하게 되는 바, 이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事業主 (spon sor )는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자로서 스폰서라고
부른다. 예컨대 사업에서 이익을 얻는 프로젝트 생산물의 구매자(예컨대 발전소
프로젝트의 경우 전력회사), 판매업자(송배전업자), 原料공급자(정유회사, 석탄회사)
등이다. 현지 정부가 국영회사를 통하여 참여하기도 한다. 이들은 프로젝트 리스
크가 크고 소요자금이 방대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는 예가 많다.
② 프로젝트 회사 (pr oject com pany )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法的인 主體로서
사업시행자라고도 한다. 스폰서가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운영할 때에는 규모에
따라 法人 형태의 子會社, 컨소시엄 또는 現地資本과의 合作기업(joint v entur e)
형태를 취하게 된다. 프로젝트 회사를 따로 설립하는 이유는 ▷다수의 스폰서가
단일 회사를 통하여 프로젝트에 투자하게 되므로 프로젝트의 資産·負債관리가
용이하고 ▷프로젝트 위험을 분리시킬 수 있으며 ▷현지 정부의 租稅減免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제3자의 참여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開途國에 대한
인프라 투자는 현지 자본과의 조인트 벤처의 형태를 취한다. 이렇게 하면 합작에
따른 금융·세제상의 특전이 따르고 자금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판로 확보나
원재료, 부품의 현지 조달 면에서도 유리한 경우가 많다.
地域開發사업에 있어서는 民·官이 합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기도 한다.12) 이를
12) 民官合同 형태의 사업추진은 政府로서 민간 기업의 사업기획력·경영기법을 도입할 수 있고,
기업으로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토지수용 및 환경규제, 民願을 쉽게 해결할 수 있
는 이점이 있다. 우리 나라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이하 지역균형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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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官合同의 제3 섹터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예컨대 지자체가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민간기업은 해당 시설물을 건축하여 일정 기간 동안 관리·운영하는 방식이다.
③ 貸主 (lender )는 프로젝트 소요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다. 適期의 자금조
달을 지원하는 대주의 선정이야말로 프로젝트 금융의 핵심이 된다. 대주는 프로
젝트의 내용에 따라 輸出금융기관, 國際금융기구, 상업은행 등 여러 타입이 존재
한다.
④ 그밖의 프로젝트 참가자는 직접 프로젝트에 투자하지는 않으나 그 성패에
긴밀한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이다. 예컨대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原資材 공급자,
생산물 구매자 등이다. 또 保證人은 他人資本 의존도가 높아 신용도가 떨어지는
프로젝트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신용이 양호한 母會社가 되는 경우가 많
다. 프로젝트를 소유하는 보증인(ow ner guar antor ), 또는 그와 관련있는 제3의 보
증인(thir d party gu ar ant or ), 단순히 수수료 수입만을 목적으로 하는 商業的 보증
인 등이 있다.
변호사는 각종 프로젝트 관련계약의 다큐멘테이션을 담당하며 당사자간의 권
리·의무와 책임 등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일을 맡는다. 또 프로젝트의 재무
적·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컨설턴트, 엔지니어링 회사의 역할도 중요하다. 프
로젝트 금융은 사업주에게 금융자문을 행하고 단계별로 참가자들을 유치하여 협
상을 벌이는 금융자문기관(fin an cial advisor )의 활동에 성패가 달려있다 해도 과
언이 아니다.
⑤ 현지 정부 (h ost country )는 프로젝트 소재지의 政府 또는 地自體로서 스폰
서가 당해 프로젝트 契約을 체결하는 주무관청이다. 이 때 프로젝트에 관한 권
리·의무관계 및 사업의 범위가 결정된다. 프로젝트에 대한 현지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현지 정부로부터 이에 관한 確約書를 받아두기도 한다.

법 이라 함)에서도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地方公社가 민간투자자와 공동 출자하여 지역
개발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30조). 日本에서는 1980년대의 民活 붐에 힘입어
제3 섹터형 법인이 2,800여개에 이르렀으나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民官합동 사업이 성공하
려면 일본에서의 선례에 비추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경영자와 전문인력의 확보, 민간과 공
공부문 간의 분명한 역할 분담, 예측불가능한 상황 발생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이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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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프로젝트 金融의 메커니즘
프로젝트 금융에는 위와 같이 많은 當事者들이 개입되어 그 구조가 매우 복잡
하다. 貸主가 원칙적으로 프로젝트 완공후의 생산물 판매대금으로부터 원리금을
상환 받는 전형적인 프로젝트 금융에 있어서는 프로젝트 시설 기타 자산을 담보
로 잡을 수 있다 해도 貸主로서는 프로젝트 참가자들로부터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에 관한 확실한 보장을 받아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금융은 출자자
가 사업실패의 책임을 지는 벤처 캐피틀(v entur e capital)과는 구별되므로 그 成
敗와 관계없이 대주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금융의
意義는 스폰서에게 많은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서 나머지 프로젝트 참가자들로 하
여금 직접·간접으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보장하게 하여 대주의 대출금
회수를 확실히 하는 데 있다.

프로젝트 金融의 基本構造

<그림 2 - 1 >

스 폰 서

건설회사

出資
각종
誓約,
보증 및
보장

工事계약

관리
프로젝트 회사

관리운영회사
운영

金融
자문
貸出
계약

擔保權
설정계약

컨세션
계약

구매계약

資材 공급 회사
貸

主

貸主間
합의서

現地 政府

프로젝트 회사의 債權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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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産物판매회사

그러므로 프로젝트 금융에서는 정상적인 현금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사태
가 리스크로 간주된다. 예컨대 發電所 프로젝트의 경우 공사가 지연되어 공사비
용이 증가하고 전력생산이 늦어질 경우 貸主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일어
난다. 따라서 프로젝트 금융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고 회피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이다. 즉 신뢰할 수 있는 건설회사와 확정비용에 의한 턴키 베
이스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정부 또는 전력회사로부터 장기 구매계약 기
타 보장을 받아둔다. 또 스폰서에 대하여는 공사기간중에는 工事完成보증, 完工後
에는 프로젝트 회사에 대한 追加出資 등을 약속하게 한다. 그밖에 관리·운영
(oper ation an d m aint en an ce; O&M )을 담당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 구조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제3절

프로젝트 金融의 추진

1 . 일반적인 推進節次
우리 나라에서는 1995년말 신공항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1조3천억원의 신디케
이트 론이 프로젝트 금융 방식으로 성사된 이래 거액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는 신
디케이션 방식으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1- 2개 금융기관이 감
당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IMF 사태로 민간부문의 투
자의욕을 크게 저상되었음에도 각 은행은 프로젝트 파이낸스 전담부서를 설치하
고 이를 위한 長期財源의 확보에 부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97년 한보철강
과 같은 대단위 공장의 건설이나 기업개선작업(w ork - out ) 중인 기업에 대한 금
융지원에도 프로젝트 금융 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대두되었다.
다수의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금융의 추진절차는 정부측의 행정절차와
그에 대응하는 금융지원절차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일단 政府가 사회간접자본 시
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면, 대형 프로젝트의 추진
경험이 많은 專門금융기관이 유력한 민간사업자들과 협의하여 그중 유망한 프로
젝트에 대하여 효과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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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금융기관은 구체적으로 예상 사업주와 금융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貸出意向書(lett er of int ent ; LOI)를 발급하기도 한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당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직접 금융기관으
로부터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전담회사(SPV )를 설립하고 프로젝트의 사
업성을 바탕으로 SPV가 차주가 되어 자금지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에
서 설명한 것처럼 스폰서, 시공회사, 원재료 공급자, 생산물 구매자, 관리운영회사
등이 여러 가지 契約의 형태(contr actual arrangement s )로 그 원리금 상환을 보장하
는 구조를 취하게 된다.

<표 2 - 3 >

프로젝트 金融의 推進節次

行 政 節 次

金

融

節

次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고시

- 예상 사업주에 대하여 금융지원 방안 제시

사업계획서 접수

- 금융자문 및 협의
- 대출의향서(LOI) 발급 검토 및 업무협약 체결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 조건부 대출확약서 발급
(필요시 예비 신디케이션 구성)

사업시행자 지정

- 맨데이트(mandate letter) 발급
- 신디케이션, 대출약정
· 펌오퍼 발송, 맨데이트 취득
· 사업설명서(PIM) 작성 및 송부, 신디케이트 구성
· 대출약정체결등 조인식

실시계획 승인

2 . 技術的 妥當性 검토
전술한 프로젝트 금융의 特性에 비추어 금융기관이 이 방식으로 지원을 하려면
당해 프로젝트에서 예상되는 수입(cash flow )이 어떠한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프로젝트 금융의 착수 단계에서는 事業性檢討
(fea sibility study )가 그 요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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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검토란 여러 가지 재무분석 기법을 동원하여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
금흐름의 예측, 공사비·관리운영비의 산정, 기타 수입과 지출의 분석을 하는 것
을 말한다. 따라서 프로젝트 금융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각종 재무비율이
나 전문가의 의견을 그에 적합하게 구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13) 事
業性檢討 보고서에는 판단근거가 되는 자료 및 예측치, 外部 전문가 14)의 검토의
견(in depen dent r eview ), 推定 재무제표(fin an cial pr o form a ) 등을 첨부한다. 미래
의 상황은 불확실하게 마련이므로 몇 가지 가정에 입각하여 이를 분석하게 된
다.15)
프로젝트 금융 신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사업성검토 단계에서 이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든지 아니면 外部 전문가에게 위임하든지 프로젝트 리스크를 어디까지 수
용할 것인지 방침을 정해야 한다. 이름 있는 컨설팅 회사라고 그 분석 결과를 액
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출원리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貸主에게 귀착되기 때문이다.16)

3 . 財務的 妥當性 검토
프로젝트에 대한 재무분석은 투자의 內部收益率(int ernal r at e of r eturn ; IRR )
을 산출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3) DC Gardner, "Project F easibility and Credit F actors ", P roj ect F inance (Workbook T hree),
Eurom oney Publications PLC, 1996, pp.2～16.
14) 사업성 검토시 금융기관이 客觀性을 확보하는 방법은 外部 전문가를 활용(outs ourcing )하는
것이다. 예컨대 유료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교통량의 예측, 공사비 산출, 보험액 산정,
환경영향 평가 등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한다. 이들은 스폰서가 작성한 사업
계획에 치명적인 결함은 없는지, 공사계획 및 자본예산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분석한다. 경
우에 따라서는 계약서 및 자금조달 계획까지 검토하기도 한다. 만일 생산물 구매자가 品質
미달 제품의 구매를 거절하는 조건이라면 대출 만기까지 소정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 객
관적인 검증을 요한다.
15) 사업성 검토를 하는 엔지니어는 자신이 오랜 시간을 들여 추진해 온 프로젝트가 성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지불식간에 樂觀的이 되거나, 반대로 실패에 대한 비난을 우려한 나머지
지나치게 消極的이기 쉽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最善(best
case)과 最惡(w orst case), 보통(base case)의 시나리오別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6) 이 경우에도 최종적인 리스크는 스폰서가 부담한다. 왜냐하면 貸主는 채권자로서 辨濟순위
가 스폰서보다 빠르고 프로젝트 運營權을 장악함으로써 이를 직접 추진하거나 제3자에게
인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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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이 12～18%는 되고 3～5년내에 투자금의 회수를 시작할 수 있어야 프로젝트
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17) IRR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 해도 만일 IRR이
10% 미만이라면 스폰서가 다른 원천에서 수익을 보충할 수 없는 한 사업성이 없
다고 판단하게 된다.18)
그 분석기법으로는 대출금액·상환기간·원리금 상환비율·현재가치 비율 등을
간단하게 스크린하는 방법과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가지고 현금흐름을 종합적
으로 분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19) 前者(scr eening m odel)는 간편하고 신속하
게 재무상태를 알아볼 수 있으나 상세한 정보는 파악하기 어렵고, 後者(st an dar d
m odel)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 재무상황을 분석할 수는 있으나 프로그램을 작
성하거나 프로그램의 오류를 진단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IRR 분석 외에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연도별로 원리금 상환비율(debt service
cov er r atio; DS CR )을 측정하여 일정한 기준 이상이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
하다.20) 본고에서 구체적인 實例는 생략하지만, 프로젝트 금융의 스프레드시트21)
는 연도별로 다음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고 투자비, 생산물 가격, 금리, 환율, 물가
상승률 등 각 變數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달라지며 DS CR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
는 敏感度 분석(sen sitivity analy sis )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연도별 생산량(이용량)에 판매단가(price )를 곱한 총수입(gr os s r ev enu e)
② 생산량·가격·운영비(Opex )·부채비율·자본적 지출(Capex )22)·금리 및 환
율의 변동, 물가상승률 등
③ 자금조달과 관련된 각종 수수료·約定수수료·대리인 수수료·기한전상환
17) Gardner , op .cit., p.3.
18)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할 때에는 각종 프로젝트 리스크를 고려하여 기준이 되는 상황에서
현금흐름(base cas e financing cash flow )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폰서가 낙관적인
전망을 하더라도 금융기관은 이에 휩쓸리지 말고 손익분기점 이상의 수입이 확실한지 따져
보아야 한다.
19) Gardner , op , cit., p.4.
20) 여기서 推定 대차대조표나 推定 손익계산서도 유익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21) 대출 계약서에는 프로젝트 금융의 현금흐름을 분석하는 프로그램(Project Electronic Model)
을 첨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생기거나 각종 재무비율을 계산할 때 참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2) Opex와 Capex 는 각각 operating expenditures , capital expen ditur es 의 略語이다. 여기서
Opex는 원재료비·노무비·수선유지비·운송보험료·로열티 등이며, Capex 는 非經常的인
시설의 교체·개량 및 증축 등에 투입된 지출을 말한다. 다만, 減價償却(depreciation and
depletion )은 현금흐름과 무관하므로 재무적 타당성 검토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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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이자율과 마진·외부 전문가에 대한 용역비·변호사 비용 등. 다만,
공사기간중의 지급이자(inter est durin g con stru ction ; capit alized inter est )는
원금에 가산된다.
④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지 여부와 원리금 상환비율(DS CR ), 대출기간 또는
프로젝트 기간중 수입예상액의 純현재가치(n et pr esent v alu e; NP V )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
⑤ 연도별 원리금 상환 적립금, 수선유지 적립금, 자본 적립금의 추이
⑥ 물가상승률을 감안(escalat ed ba sis )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예상 납부액
⑦ 완공지연 기간(月數)에 따른 遲滯補償金

제4 절

프로젝트 金融과 財源調達 23)

1. 槪 觀
아무리 민자유치 사업으로 유망하다 해도 사업성검토에 이어 적절한 자금조달
수단이 확보되기 전에는 사업을 실행에 옮길 수 없다. 예컨대 發電所건설 프로젝
트의 경우 1백만 kW 급 발전소 1基 건설에 10억 달러 정도 소요된다고 가정할
때 電力수요의 증가에 따른 건설비용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P URPA (공공사업규제정책법) 시행 이후 민간업자의 전력생산(IP P )이 활기
를 띠고 있으며, 政府역할도 자금의 공급자에서 프로젝트의 調整者로 바뀌었다.
한편 民間부문에서는 금융기관 대출 외에 다양한 형태의 재원을 조성하여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
프로젝트 소요자금의 조달은 自己資本(equity )과 他人資本(debt )의 두 갈래로
추진할 수 있다. 발전소, 유료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나 정유공장, 화학
플랜트, 송유관과 같이 독자적인 수입이 있는 산업시설은 우선적으로 프로젝트
금융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금융기관이 프로젝트 금융을 통하여 프로젝트 소요

23) 拙著, 國際去來法 , 한국경영법무연구소, 1995, 270～282면에서 부분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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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거쳐 각종 리스크 대책을 마련한 후
통상 신디케이트 방식으로 대출을 하게 된다.
만일 금융기관이 金融자문역을 맡아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한다면 우선 資金동
원능력이 좋은 기업이나 外國의 프로젝트 관련기업을 출자자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프로젝트 금융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借入능력을 보존하고, 金融 리스크를 줄여주며
소액의 자기자본으로 총부채비율(leverage)을 높여주는 이점이 있다. 또 국제적인 인프
라 펀드를 출자자로 유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고 리스크
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레버리지드 리스(leveraged lease)와 같은 고도의 금융기법을 활
용할 수도 있다.
그밖의 프로젝트 자금조달 방법으로는 상업금융기관 대출, 국제금융기관으로부
터의 공공차관, 公募 또는 私募에 의한 채권 발행이 있다. 美國에서는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가에게 債券을 인수시키는 증권거래위원회 규칙(SE C Rule) 144A에
의한 私募 발행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상의 각종 재원조달 방법을 비교하면 < 표 2- 4> 와 같다.
프로젝트 시행자가 소요자금 명세와 함께 프로젝트 금융 대출을 신청해 왔을
때 프로젝트 금융기관은 제시한 소요자금 내역을 同種의 類似 프로젝트와 비교하
거나 이를 독자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개도국에 대한 프로젝트 금융에서는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에 자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선진국의 프로젝트에서도 스폰서가 공사완성 보증을 하면서 건설공사의 관리운
영료 등의 명목으로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여 투자자금의 조기회수를 도모하는
예가 있다. 의심이 갈 경우에는 제3의 엔지니어링 회사에 지급 내역의 검사를 의
뢰하거나 支給委託 계정24) (es cr ow account )을 설치하여 대출자금이 계약자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자금관리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서는 재원조성이 순조로워야 하며 이에 대한
사업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대주의 입장에서 妥當性조사 등 기본적인 사업

24) 프로젝트 금융에 있어서는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이 제일 중요한 상환재원이다. 따
라서 프로젝트 수입금은 일단 중립적인 금융기관에 설치된 계정, 즉 에스크로 계정에 입금
시켜 놓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프로젝트 회사에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보통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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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스폰서의 출자금으로 추진케 하고, 負債상환비율(DS CR )이 소정 비율 이상 유
지되도록 하되 그에 미달할 때에는 出資를 종용하고 대출을 억제하도록 한다. 건
설단계의 工事費 초과분에 대해서도 스폰서가 1차적인 조달책임을 지게 한다.

주요 財源調達方法의 比較

<표 2 - 4 >
재원 조달 방법

요

건

시공회사, 원료 공급자, -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회사일 것
自
己
資
本

코스트
10% 내외

생산물구매자 등의 출자 - 외국 유수기업이 자본참가할 것
금융기관의 자본참가

- 프로젝트의 信認度 제고를 위해 필요하며

15～20%

적절한 시기에 투자분을 회수함
인프라 펀드의 참여

- 프로젝트 主力회사와 共同出資하는 형식

25%

으로 機關투자가들이 자본참가함
公募株 발행

- 투자자들에게 知名度가 높고, 3- 4년간 안

15～20%

정된 收益力이 보장될 것
프로젝트 금융

- 주로 프로젝트 건설비용에 충당하며, 프

15～20%

로젝트 자산을 擔保로 취득함
公共借款 도입

- 事業性검토를 담당하며 商業금융기관들을

10～15%

協調融資 형태로 참여시킴

他
商業借款 도입

- 協調融資 형태로 참여하며 現地정부의 保

15～20%

證을 요함

人
私募債발행(Rule 144A)
資

- 현금흐름이 안정되고 負債상환비율(DSCR)이

12～15%

1.25- 1.6 이상일 것
社債의 公募발행

本

- 債券等級사정 및 유가증권 등록을 요하

9～12%

며, 안정된 收益力이 보장되고 一般투자
자들에게 知名度가 높을 것
後順位債 발행

- 株式인수를 원치 않는 투자자에게 투자

12～20%

제의
자료 : Arthur Ander sen , S OC P roj ect F inance S em inar, April 1995 재정리.
주 : 1. 코스트는 출자자의 內部收益率(intern al r ate of return ; IRR)을 말하며, 他人資本의 코
스트는 현재의 국제금융시장 기준임.
2. DSCR은 프로젝트의 현금흐름(稅後순수입)이 당해 연도의 負債상환액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가 측정하는 재무비율로서 최소한 1.0% 이상 유지되어야 함.

- 20 -

2 . 主要 財源調達方法
가 . 金融機關 貸出
(1) 國際金融機構의 借款 도입
세계은행(IBRD ), 아시아 개발은행(ADB ) 등의 국제금융기구는 전통적으로 개도
국의 에너지·교통·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막대한 금액의 讓許性·非讓許
性 차관을 제공해 왔다. 이들 차관은 장기 저리로 공여되어 對外신인도가 낮은
개도국이 산업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역시 장기 저리 베이스
인 OE CD 각국의 公的 開發援助자금, 시설재 수출과 연계된 수출지원금융도 개
도국의 인프라 건설을 지원해 왔다. OE CD 국가의 수출금융기관들은 自國産 상
품·서비스를 구매하는 해외 수입업자에게 신용을 공여한 수출업체·은행의 대금
회수 위험을 인수하는 보험 서비스도 제공한다. 세계은행의 자회사인 국제금융공
사(IF C )도 해외 민간부문에 의한 인프라 개발사업에 직접 출자를 하거나 借主國
정부의 보증 없이도 융자를 하고 있다.
이들 국제개발금융기구는 金融의 觸媒(cat aly st ) 역할을 중시25)하여 사업성심사,
출자, 대출 등의 일부만 담당하고 소요자금의 대부분은 民間 상업금융기관을 끌
어들여 충당하는 協調融資(co- finan cin g ) 방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 신디케이트 론
프로젝트 금융에 있어서 자금공급은 주로 民間 상업은행(com m ercial b ank )들
이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은 대규모라서 1개 은행
이 단독으로 공급하기에는 자금동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험분산, 자금운용의 효
율화의 견지에서 신디케이트 론이 널리 이용된다. 借主인 프로젝트 회사로서도
여러 은행들과 개별 접촉하여 차입조건을 협의하느니 1개 主幹事(lead m anag er )
은행과 협상을 하는 것이 훨씬 간편할 것이다. 국제금융기구와 협조융자를 하는
25) 세계은행은 1997년 각국의 民資誘致에 의한 S OC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民間주도의 경
제개혁 지원, ▷금융·경제에 대한 자문기능의 강화, ▷IBRD·MIGA 등의 保證 프로그램
제공, ▷지자체 등의 프로젝트(subs ov ereign infr astructure)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知識
經營(kn ow ledge management ) 차원에서 모범사례(best practice)에 대한 정보 제공 등 5개의
액션 프로그램을 제시한 바 있다. IBRD Infrastructure Working Group, "Facilitating Private
Involvement in Infrastructure: An Action Progr am ", Dev elopm ent Committ ee Meetin g in
Hon g Kong , Septem ber 22,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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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민간 상업은행들의 구성은 신디케이트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국제 상업은행들은 대출자산의 부실화, 국제결제은행의 自己資本比率26) 악
화를 우려한 나머지 자금이 장기간 고정되는 프로젝트 금융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27)
貸主은행단(syn dicate )을 구성함에 있어서 차주와 대주은행 어느 편이 이니셔티
브를 갖느냐에 따라 ① 主幹事은행이 借主와 협의하여 간사은행단을 구성하고 광
범위하게 예상 참가은행에게 참가를 권유하는 방법(g en er al sy ndication ) ② 借主
가 직접 업무상 유대가 많은 은행들로 차관단을 구성하고 동일한 금액을 대출받
는 클럽 딜 (club deal) 방식 ③ 양자를 혼합하여 소수의 幹事은행들이 클럽 딜
방식으로 대출 목표액을 인수한 후 이를 다수의 참가은행들에게 매각(s ell- dow n )
하는 방법(cr os s syn dication ) 등이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 금융의 특성에 비추어
금융자문을 수행하는 主幹事은행의 발언권이 클 것이다.
(3) 신디케이트 론의 推進節次
프로젝트 금융에 있어서 신디케이트 론을 추진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프로젝트 스폰서가 프로젝트 소요비용중 차입(debt ) 규모와 조건을 내부적
으로 결정한다.
② 스폰서는 금융자문기관과의 협의하에 차주인 프로젝트 회사를 대리하여 여
러 은행들로부터 貸出確約書(firm offer )를 받아 공개입찰 또는 隨意계약 베이스
로 主幹事은행을 선정한다. 주간사은행은 프로젝트 금융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
하므로 자금력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이 큰 금융기관이
선정되도록 한다.
③ 차주가 주간사은행 앞으로 정식 借款交涉의뢰서(m andate letter )를 발급한다.
④ 차주는 주간사은행과 협의하여 차주와 프로젝트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는
프로젝트 事業說明書(pr oject inform ation m em or andum ; PIM )를 작성한다. P IM은
26)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BIS) 은행감독위원회는 국제적인 영업을 수행
하는 은행들의 건전경영(safe and soun d banking )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험자산(risk
w eighted assets )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이 聯結기준으로 8%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拙
著, 전게서, 320～321면.
27) 우리 나라에서도 1995년부터 S OC 참여기업 등에 대하여 시설재 도입을 위한 商業借款이
허용되었다. 이 경우에도 신디케이트 방식의 차관단이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1991년의
外資導入法 개정으로 貸主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등에 源泉課稅가 됨을 유의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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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은행을 비롯한 투자자들과의 협상에 있어 기초자료가 되므로 다음 사항을 사
실대로 충실히 기재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의 개요: 立地, 생산설비·능력, 원재료 및 주요 설비의 공급자, 생
산물의 구매자 또는 판매시장, 인적 자원, 정부당국의 인·허가 취득상황,
소요자금
- 프로젝트 스폰서 및 출자자: 프로젝트 참여내용, 類似 프로젝트의 수행경험 및
자격
- 프로젝트의 財務的 측면: 재원조달계획, 부채/ 자본 비율, 부채상환비율(DSCR ),
예상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敏感度分析(sen sitivity an aly sis ) 등
- 프로젝트 소재지 국가의 정치·경제상황
⑤ 주간사은행은 이미 차주에게 약속한 대로 최선을 다하여 또는 대출금 전액
을 책임지고 인수키로 하고 貸主은행단을 구성한다.
⑥ 예상 참가은행들에게 P IM을 배포하고 참가(sub scription )를 권유한다.
⑦ 차주와 주간사은행 기타 관련당사자들이 대출계약서 및 債權擔保관련 계약
서를 확정한다.
⑧ 정부당국의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차주와 대주은행들이 대출계약서
에 서명한다.
⑨ 代理은행(ag ent ) 앞으로 각종 수수료 및 비용을 지급하고, 자금인출 先行條
件을 이행한 후 초회 자금을 인출한다.

나 . 조인트 벤처
(1) 意

義

大型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소요자금 조달, 기술 제공, 생산물 판매를 1개 기업
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여러 스폰서가 결합하면 각각의 長點을 모아
리스크에 대한 사업수행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국제적인 기업이나 現地기
업과의 合作을 모색하게 된다.
프로젝트 회사는 일반적으로 ① 現地法에 의하여 설립된 法人 ② 파트너십 내지
컨소시엄(모두 민법 제703조의 組合에 해당) ③ 法人格 없는 合作회사(unincorporated
joint v entur e; 이하

法人格 없는 J/ V 라 함)의 형태를 이용한다. 우리 나라에서

는 사업준비 단계에서 참여회사들이 컨소시엄을 많이 형성하고 있는데, 미국,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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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지에서는 法人格 없는 J/ V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여기서 컨소시엄(con s ortium )은 일종의 조합으로 共同受注者가 發注者에 대하
여 연대책임28) (상법 57조1항)을 진다는 점에서 조인트 벤처(joint v entur e)와 비슷
하지만, 각 구성원이 자기의 비용과 책임 하에 (즉 持分에 따라) 공사를 하고 손
익을 분배하지 않는 分擔시공 형태인 점에서 J/ V와 다르다. 이에 대하여 J/ V는
이익과 손실을 미리 정한 비율로 나누는 공동시공 형태를 취한다. 다만, 우리 나
라 민간투자법은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法人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동법 2조7호). 따라서 시공회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
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하더라도 주무관청의 사업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이를 法人
으로 전환해야 한다. 주무관청도 법인 설립을 조건으로 당해 법인을 사업시행자
로 지정하게 된다(동법 14조).
(2) 法人格 없는 J/ V의 特徵
프로젝트 금융에 있어서 合作형태는 각 스폰서의 사업참가 목적, 리스크 판단,
수익 예상, 조세공과 납부상황, 자금조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한
다. 法人格 없는 J/ V는 다음과 같은 會計·稅法上의 이점이 있다.
① J/ V 전체로서 매출액 및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구성원 각자의 수익·비용
에 대해 개별적인 손익계산을 하며, 따라서 회사[corpor ate double t ax ation ]와는
달리 세금도 1단계만 납부한다.
② 각 구성원은 감가상각 자산의 지분에 대하여 다른 구성원과 무관하게 자기
에게 가장 유리한 상각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③ 配當率을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④ 各구성원은 持分에 비례하여 개별적인 자금조달책임을 지므로 각자에게 가
장 유리한 자금조달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28) 1995년초 민자유치 대상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가 공식 발표된 이후 대형 건설업체들의 컨
소시엄 구성이 매우 활발하였다. 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 사업은 자금동원 및 시공·운영
능력이 벅찬 데다 收益性이 불투명하여 건설업체들은 컨소시엄의 구성을 서둘렀다. 이에
政府는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上位 3개 출자자의 지분
율의 합이 전체 共同出資지분의 50%를 초과하고, 最上位 출자자의 지분율이 전체의 25%를
넘어야 하며, 사업신청자는 총민간 투자비의 25% 이상을 자본금으로 납입하도록 했다. 이
는 투자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 과도하게 참여기업을 늘리는 결과 事業主體가 모호해지
고 不實공사 등 문제가 생길 경우에 責任소재가 흐려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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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일정 범위에서 생산물 판매수익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각국은 내부
거래를 통한 移轉價格(tr an sfer pricin g )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 의한 엄정 과세를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3) 法人格없는 J/ V의 내용
合作사업의 목적·범위·기간을 정하고, 각 구성원(v entur e)의 持分率(sh ar e)을
결정한다. 아울러 생산물의 인수·판매 및 비용분담에 관하여 합의한다. 法人格 없는
J/ V의 운영을 위하여 구성원의 1인 또는 제3자, 경우에 따라서는 지분율에 따라
별도 설립된 독립회사를 운영회사(operator )로 임명한다. 경영자와 관리운영계약
을 체결하고 위임사항을 정한다. 法人格 없는 J/ V의 의사결정을 위하여는 구성원
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관리위원회(m an ag em ent com m itt ee)를 설립한다.
全員合意를 요하는 중요 사항과 多數決에 의한 결의사항 등을 구분하여 정한다.
자금조달은 당초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충당하며 조업 개시후에 부족한
자금은 지분율에 따라 各구성원이 조달한다. 持分(int er est in J/ V )을 양도할 경우
에는 다른 구성원 全員의 同意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다른 구성원은 優先的 買
受請求權(fir st r efu sal)을 가진다. 지분을 양수하는 자는 구성원 전원의 승낙을 얻
어야 한다. 각 구성원은 소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그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담보권이 실행될 경우 경락인은 담보설정자의 J/ V 계약상의 의무를 승
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각 구성원은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미리 서로 각각의 지분권 위에 서로 교차
하여 담보를 취득(cr os s ch ar g e)한다. 만일 어느 구성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면 그 구성원 대신 채무를 이행한 구성원이 그 부분만큼 지분권을 양수받는 것
으로 하는 것이다.
(4) 法人格 없는 J/ V의 留意事項
앞에서 설명한 대로 法人格 없는 J/ V에서 각 구성원은 지분비율에 따라 독자
적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프로젝트 금융을 추진하는 스폰서는 전액 출자한 子會
社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가 구성원으로서 보유하는 지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을 취한다.
法人格 없는 J/ V에 의한 프로젝트 금융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
의한다.
① 다른 구성원의 자금조달 방법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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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른 구성원의 채무불이행 리스크를 검토하여, 어느 구성원이 채무를 이행
하지 못할 경우 다른 구성원이 그를 대신하여 생산물 거래, 원료공급을 할 수 있
는지, 아니면 제3자를 유치할 수 있는지 각각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러한 리스
크에 대한 대응책으로 貸主는 차주인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지분권 위에 가지
고 있는 상호담보권(cr os s charg e)을 담보로 취득한다.
③ 核心 구성원(스폰서)이 탈퇴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④ 借主인 구성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貸主의 저당
권은 상호담보권에 대하여 후순위이므로 다른 구성원이 그 지분권을 인수하게 되
어 당해 구성원의 지분비율이 저하된다. 이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貸主가
당해 구성원을 대신하여 J/ V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권한을 가진다는 취지의
약정을 맺어둘 필요가 있다.

다. 리

스

(1) 리스의 適合性
프로젝트 금융에 있어서도 리스 방식이 가능하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업주
로서는 처음부터 많은 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필요한 시설을 리스 방식으로 도입
하여 운용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리스료를 지급하는 것이 여러 모로 합
리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많은 나라가 리스에 대하여는 투자촉진의 차원에서
세금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節稅도 가능하다.
프로젝트 금융에 이용되는 리스는 개개의 시설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
에게 프로젝트 일체를 信託的으로 양도하고 이를 다시 리스받는 賣買賃借(sale and
leaseback )의 형식을 취한다. 구체적으로는 金融 리스, 레버리지드 리스, 패스- 쓰
루(pa s s - throu gh ), 더블- 딥(double- dip ) 등 다양한 메커니즘이 구사되고 있다.
일반적인 금융 리스(sin gle inv est or lease) 방식에 있어서 프로젝트 사업주
(pr oject ow n er )는 투자자들로 구성된 트러스트(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수
탁받은 SP V )에 프로젝트를 집합적으로 양도한다. 여기서 트러스트는 참가자들이
출자한 자금(equity contribution )을 가지고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
당하며, 법적으로 프로젝트의 所有權(leg al title)을 취득하게 된다. 트러스트
(ow n er tru st ee)는 프로젝트를 原사업주에게 리스해주고 리스료를 받아 투자한
자금을 회수한다. 트러스트 출자자들은 프로젝트 소유자로서 프로젝트 시설의 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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價償却分에 대한 節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 운영회사(oper at or/ les see)가 투자자들(ow n er tru stee/ les s or )로부터 리
스를 받는 세일- 앤- 리스백은 法上으로나 會計上으로 대출에 따른 담보의 설정이
아니라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이다. 리스료도 상계(set - off ) 없이 전액을 투자자들
에게 지급해야 한다.
(2) 레버리지드 리스
레버리지드 리스란 투자자들이 프로젝트 소요자금의 20% 정도만 출자(equity )
하고 나머지는 차입(debt )하는 리스 방식이다.
出資者들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S PV )를 설립하여 프로젝
트 소유권(ow n er ship )을 신탁한다. 이 S P V (ow n er tru stee; OT )는 貸主들에게 채
무증서(n ot e)를 발행하고, 그 담보관리를 위하여 프로젝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사업운영권, 리스 계약, 신탁계약, 금융계약, 보험증서 기타 담보가능한 자산
(collat er al)을 수탁기관(in dentur e tru stee ; IT )에 담보로 제공한다. IT 는 출자자·
대주들을 위하여 출자금(equity fun d )과 차입금(debt fun d )을 수탁 관리하는 S PV
이다.
OT 는 프로젝트 운영회사와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리스료로서 직접 IT 에 지급하도록 한다. IT 는 우선 대
주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하고 잔액은 OT 에 지급한다. 즉 레버리지드 리스의 투자
자들(equity participant s )은 대주들(n ot e h older s )에 대하여 채권회수 및 담보권
행사에 있어서 後順位(subor din ate )이다.
(3) 特殊한 리스
레버리지드 리스의 변형으로 패스- 쓰루 리스와 더블- 딥 리스가 있다. 前者는
투자자들이 SP V인 패스- 쓰루 트러스트(pa s s - thr ou gh tru st ee; P T T )를 설립하여
P T T 로 하여금 債券을 공모발행하게 하고 그 판매대전으로 프로젝트를 매입하는
것이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그대로 P T T 채권의 소지자들에게 지급한
다. 만일 P T T 가 거액의 인프라 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면 여러 곳에서 수행중인
다수의 프로젝트를 매입할 수 있다. P T T 채권의 투자자들은 少數의 機關투자가
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이므로 다큐멘테이션이 다소 복잡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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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드 리스의 메커니즘

<그림 2 - 2 >

① 出資金(E quity F und )

③물건구입,
대금지급

代表受託기관
(Indenture T rustee)
⑤담보
제공

⑩원리금
상환
⑪
원리금
상환후
리스料
잔액
지급

리스設備 공급회사
④소유권
이전

⑨ 리스料 支給

②대출금
( D e b t
Fund)

貸 主 (Lenders)
⑦채무증서
발행

Owner T rustee

⑥출자증서
발행

⑫ 원리금
상환후리스料
잔액 지급

投 資 者
Equity Participants

⑧리스계약

프로젝트 會社
Project Co./ Lessee

더블- 딥(二重 감가상각) 리스는 美國 세법상의 조세절감 효과를 노려 외국(통
상 大陸法 국가)의 투자가에게 프로젝트를 매각하는 것이다. 외국의 투자가는 프
로젝트의 소유자로서 감가상각 등 조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미국 稅法은
외국 투자가에게 처분한 것을 일종의 금융 리스로서 인식하므로 프로젝트 사업주
는 당해 프로젝트를 OT 에게 양도함으로써 프로젝트를 二重으로 처분할 수 있게
된다.29) 이때 외국 투자가에 대한 양도(미국 세법상으로는 리스)는 미국내 OT 에
대한 양도의 범위내에서 後順位(subject an d sub or din at e)라는 제약을 받는다.

29) 장대홍·권영준·안동규, 리스金融論 , 법문사, 1995, 401～4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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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인프라 펀드
인프라 펀드(infr astructur e fun d)란 도로, 전력, 통신 등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하고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배당하는 投資
基金을 말한다. 조인트 벤처 또는 리스 방식의 프로젝트 금융에 있어서는 최근
성장세를 타고 있는 인프라 펀드가 유력한 民資유치창구가 되고 있다. 최근 개정
된 우리 나라 민간투자법에서는 사회간접자본 투융자회사 30)라고 부르고 있다(동
법 41조 이하).
아시아 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인프라 펀드는 1993년경부터 잇따라 설립되었다.
대부분의 인프라 펀드는 수익관리 차원에서 租稅避難地(t ax hav en )에 설립되며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출자하거나 S EC 규칙 144A에 의하여 私募債를 발
행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조성한다. 그러나 회사형 투자신탁을 통하여 公募를 하
거나 인프라 건설 관련회사가 자금조달용 子會社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인프
라 펀드의 주요 투자자는 미국의 年基金(pen sion fun d ),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가
들이다. AIG 외에 제너럴 일렉트릭의 금융자회사인 GE CC, 유명한 헤지 펀드인
소로스 캐피틀 등도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ADB , 싱가포르 정부
등도 이에 공동출자하거나 투자자문을 하고 있다.
인프라 펀드의 매력은 연율 20～25%의 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다. 미국의 기관투자가들이 인프라 펀드를 선호하는 이유는 이에 투자할 경우 미
국 주식·채권의 가격변동과 상관관계가 낮아 투자위험 분산효과가 크기 때문이
다. 반면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를 수반하게 되며, 프로
젝트 시설로부터 나오는 수입이 예상에 미달하거나 現地 통화가치의 변동, 투자
대상국의 정치불안 등에 따른 위험부담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국제적인 인프라
30) 우리 나라에도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5천억원 규모의
國內 및 域外 인프라 펀드가 설립된다. 기획예산처는 1999년 10월 21일 연내 3천억원(산업
은행 1천억원 출자 포함)과 2억달러(대외경제협력기금 5천만달러 출자 포함) 규모의 국내
및 역외 인프라펀드를 각각 조성하고, 이들 펀드를 통합 관리하는 자본금 70억원의 자산운
용회사(IMC)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國內펀드는 투자자금을 전액 국내 SOC 건설사업에 쓰
는 반면 域外펀드는 국내는 물론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건설사업에 투자하게 된다. 이들
펀드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참가하는 회사 및 컨소시엄에 출자하거나 투·융자하는 방식
으로 재원조달을 도울 예정이다. 2001년부터 인프라 펀드가 본격 가동되면 국내 민간자본
을 통한 SOC 건설이 활발해지고, 역외 펀드를 통한 해외건설 수주가 용이해져 국내 건설업
체의 해외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9.10.2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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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가 잇따라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회간접자본 건설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 개도국에 희소식임에 틀림없다. 이들 개도국들은 인프라 투자의 약
90%는 정부 예산으로 나머지는 IBRD등 국제기관의 융자 및 先進國 원조자금 등
으로 조달해 왔는데, 제3세계 外債問題에 시달려온 선진국 은행들은 개도국의 사
회간접자본 자금수요를 거의 외면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프라
펀드는 이처럼 개발자금이 부족한 아시아 개도국들을 세계자본시장과 연결시켜
주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마 . 債券 발행
채권시장은 투자자층을 넓힐 수 있고 장기 저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
에서 매력적이지만 프로젝트 회사의 지명도가 낮고 그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와
불특정 다수의 채권자들이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챙길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프
로젝트 건설 초기단계부터 공모 발행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31) 그
러나 프로젝트 금융에는 채권 발행을 통한 리파이낸싱(借換) 가능성이 상존해 있
을 뿐만 아니라 제6장에서 설명하는 ABS 기법을 응용하는 등 새로운 금융상
품·금융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1) 私募 발행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공여자(project fin an cier ) 중에는 은행 외에 보험회사와
年基金 등의 기관투자가도 있다. 1980년대 말부터 국제적인 장기 민간자본이 직
접투자 또는 증권투자의 형태로 개도국에 대거 유입되고 있다. 이들 기관투자가
는 미국의 경우 S E C 규칙 144A에 의한 私募債에 투자할 수 있는 適格 투자가
(qu alified in stitution al buy er ; QIB )들이다. 그러므로 프로젝트 금융에 있어서는
S E C 登錄과 채권등급사정(r atin g )을 요하지 않는 私募(priv at e placem ent )에 의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31) 이러한 문제는 신디케이트 론의 에이전트와 흡사한 프로젝트 에이전트(Pr oject A gent )를 둠
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채권자를 대신하여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채권
자로서 권리행사를 하게 하는 등 해결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외부의 신용평가회사
(rating agency )로 하여금 SOC 채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게 함으로써 프로젝트
의 신용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Martin Bartlam , "Adopting a New
Approach t o F inancing Projects through the Bon d Markets ", 120 PFI 43～46 (May 7,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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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年基金 등 기관투자가들이 프로젝트 금융에 적극적인 이유는 ① 거
액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대형 프로젝트에는 銀行들만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고 ② 은행들이 프로젝트 금융에 장기간 자금이 고정되는 것을 회피함
에 따라 代替재원으로서 이들을 적극 유치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③ 기관투자
가들로서도 장기간에 걸쳐 비교적 良質의 고정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이점이 있으므로 이에 응하였다. 그러므로 보험회사 등 프로젝트 금융에 전문화
된 기관투자가들은 자체적인 심사 시스템을 갖추고 유망한 프로젝트의 발굴에 노
력하고 있다.
S E C 규칙 144A는 미국내 債券登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1990년 4월 채택
되었다. 즉 증권을 私募발행할 때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투자가(QIB )에 판매
하는 것에 대하여는 SE C 등록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이다. S E C 심사를 요
하지 않으므로 公募발행에 비하여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상세한 정보의 공시
없이도 기채가 가능하다. 프로젝트 금융 채권은 투자등급 사정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私募발행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다.
(2) 公募 발행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양호하고 知名度가 높은 경우에는 자본시장에서의 公募
발행도 가능할 것이다. 이미 私募 발행을 통하여 기관투자가들로부터 好評을 받
고 있다면 一般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프로젝트 회사의 주식을 上場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S OC 債券을 발행하기 위하여는 일반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채권의 등급평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公募債는 공인된 等級査定기
관으로부터 投資適格32) 판정을 받은 債務證書(inv estm ent grade debt )라야 한다.33)
미국의 양대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M oody ' s Inv est or S erv ice )와 S &P (St an dar d
& P oor ' s )는 발행자의 영업상태, 재무제표 등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하여 채권 원
리금 지급이 부도날 위험이 없는지 多段階로 등급을 사정하고 있다. 투자적격에
미달하는 채권은 투자자 보호의 차원에서 公募가 이루어질 수 없고 이른바 정크
본드(junk bon d)라 하여 투기성 높은 투자자산으로서 취급될 뿐이다.
32) 일반적으로 투자적격으로 인정되는 신용등급(investm ent grade)은 S&P는 BBB- , Moody ' s
는 Baa3 이상이어야 한다.
33) SEC Rule 15c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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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금융의 소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公募債를 발행하는 경우의 신용등
급평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34)
- 프로젝트가 실패하지 않고 원리금이 제때 상환되겠는가.
- 프로젝트 운영비에 충당하고도 원리금 상환에 충분한 수입이 발생하는가.
- 프로젝트 관련자의 誓約(cov enant s )은 원리금 상환을 확보하기에 충분한가.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검토할 때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프로젝트 생산물 구매계약은 적정한가.
- 제품가격은 原材料費를 포함하는가.
- 부채비율이 과다하지 않게 자기자본 비율이 15% 이상 유지되는가.
- 프로젝트의 관리·운영은 적절한가.
일반적으로 화력발전소 건설에 있어서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① 생산전력의 판매계
약 ② 전력생산 코스트 ③ 연료비 ④ 프로젝트 완공후 차질없이 수익을 발생할 수 있
는 프로젝트 구조 ⑤ 기술 위험 ⑥ 電力구매자의 신용 ⑦ 초기 3～5년간의 자금조달
계획과 실적의 차이(채무상환 및 고정비 지출에 충당할 수 있는 현금수입이 있어야
함) 등을 열거하고 있다.
참고로 프로젝트 금융 채권이 投資等級을 받기 위한 조건을 소개한다면 ① 技
術 위험, 立地 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비슷한 장소에서 같은 기술로 건설하였을
때 건설비가 초과되거나 공사가 지연되지 않은 풍부한 실적이 있을 것 ② 건설공
기를 保守的으로 책정하고 건설예산이 공사지연 내지 비용초과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을 것 ③ 턴키 베이스의 공사계약을 맺고 공사에 관한 위험은
건설업자와 판매자에게 이전할 것 ④ 건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에 적합한 능
력을 갖추었을 것. 계약위반시에는 스탠드바이 L/ C 또는 이행보증 본드에 의하여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⑤ 건설업자가 그와 비슷한 프로젝트를 적은
豫算이나 工期를 단축하여 시행한 경험이 있을 것 ⑥ 공사자금을 관리하는 건실
한 제3 受託人이 있을 것. 貸主는 프로젝트에 관하여 독립적인 유능한 엔지니어
를 두고 이를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을 것 ⑦ 현지 정부당국의 인·허가,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인근 住民의 동의를 얻었을 것 ⑧ 海外 프로젝트인 경우에
는 정치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능하면 직접·간접으로 현지 정부가

34) S&P ' s Project Fin ancin g , CR E D I TR E VI E W , October 4,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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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거나 一般歲入으로 이를 보장할 것 등이다.
(3) 債券 流通市場
각국이 프로젝트 금융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의 하나는 프로젝트 관련 상품과
기법이 개발됨으로써 궁극적으로 현지 자본시장을 심화 발전시킬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만일 프로젝트 금융 관련 債券의 발행물량이 늘어난다면 그 유통시장
(secondary m ark et )도 확대될 것이다. 기존 프로젝트 관련 금융기관 대출채권, 출
자금을 증권화(ABS )하여 유통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유통시장이 뒷
받침된다면 流動性을 좋아지고 時勢형성이 촉진되어 프로젝트 관련 債券에 대한
새로운 투자수요가 발생하고 이들 채권이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부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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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民間主導의 프로젝트 金融技法
- BO T와 P F I의 比較 分析

오늘날 선진국·개도국을 막론하고 國民生活의 質(quality of life) 향상을 위한 사
회간접자본의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國家 財政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므
로 많은 나라가 고속도로, 항만, 발전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건설할 때 민간자
본의 유치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중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것이 민간사업
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총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게 한 후
정부·지자체에 기부채납하게 하는 이른바 BOT (build- operate- tr an sfer ) 방식이다.
프로젝트 금융이 SPV를 통하여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여하는 것에 주안을 두는
것이라면 1980년대 이후 동남아 개도국들이 채택한 BOT 방식은 그 중에서 사업주
가 총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장치이다. 최근 들어서는 1992년 영국
정부가 처음 도입한 PF I(Private F inance Initiative; 민간자금조달 정책수법)가 民資
를 활용한 효과적인 S OC 정비 방식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를테면 BOT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S OC 정비에 있어서도 民間主導를 인정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 章에서는 BOT 등 프로젝트 금융 기법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 내용,
성과, 법적 측면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 1절

BO T 方式의 프로젝트 金融

1 . B OT의 意義 및 類型
가. 意

義

BOT 란 민간부문이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설계, 시공, 자금조달을 담당하고, 일
정 기간의 관리운영을 통하여 총사업비를 회수한 다음 운영가능한 상태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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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정부·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조달(pr ocur em ent )
방식을 말한다. 즉 현지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특정 프로젝트를 개발, 관리운영
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con ces sion )35)를 일정 기간 부여하는 프로
젝트 금융의 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BOT 방식은 公的 性格이 강한 프로젝트에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부문 또는
외국 자본을 이용함으로써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주로
개도국이나 국가사업의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
다.36) 종래 공공성 때문에 정부가 전담해온 사회간접자본 건설·운영 분야에 민
간부문의 創意와 效率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BO T의 構造

<그림 3 - 1 >

시공회사

투 자 자
현지 정부
출자
지원약속

관리
관리·운영
회사

프로젝트 회사

장기공급계약

운영

원재료 공급회사
장기구매
계약

대출
금융기관

[지급위탁]
E s cr ow 계정

생산물 구매회사

나 . BO T의 沿革
각국이 BOT 방식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우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사회간접
자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政府 재원은 크게 부족하여 민간부문의 참
여가 불가피해진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개도국들의 경우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35) 각주 56) 참조.
36) 반기로, 전게서, 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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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對外借入에 의존한 결과 外債累積 문제가 심각해지자 그 재원을 민간부문
에서 조달하기 시작한 것도 BOT 방식이 성행하게 된 계기를 만들었다.
BOT 방식의 유래는 일찍이 16세기 프랑스 듀랑에서 론江까지 운하를 건설할
때 민간자본을 이용한 것에서 찾기도 하나, 1983년 터키의 오자르 정부가 인프라
개발을 위하여 처음 시작한 것이 효시이다.37) 그러나 가장 성공적인 BOT 프로젝
트는 中國 深

경제특구의 개발 당시 홍콩의 華僑재벌 고든 우에 의한 발전소

건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든 우의 호프웰 홀딩스(Hopew ell H olding s )社는
심천에 세우는 호텔의 운영에 필요한 전력이 크게 부족한 것을 알고 廣東省에
350M W 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여 10년간 운영한 후 省에 기부할 것을 제안하
였으며, 그후 홍콩- 廣州간 고속도로도 같은 방식으로 건설하였다.38)
BOT 방식에 의한 프로젝트 금융의 요체는 투자 규모가 크고 회임기간도 긴
공공 프로젝트에 민간부문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프로젝트 리스크를 민간부문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경감시키고 리스크에 상응하는 수익을 보장한 점이다. 이
에 따라 1980년대 후반부터 IBRD, ADB 등 국제금융기구의 주선으로 사회간접자
본 건설을 위한 투자재원이 부족한 동남아 개도국과 중국에 BOT 방식의 프로젝
트가 크게 늘어났다. 다시 말해서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폭
발적으로 증가하자 국가 재정이 취약하고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능력도 제한된
나라들이 BOT 방식을 프로젝트 추진기법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다.

다 . BO T 方式의 類型
(1) 프로젝트 構造에 따른 구분
개도국에서 민자유치를 통하여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BOT 방식
외에도 BOOT , BOO, BT O, BLT 등의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경제적 기
능으로 보아 같은 개념에 속하는 것들이다.39)
우선 BOO (build - ow n - oper at e)는 민간사업자가 프로젝트를 완성한 후 일정 기
간 소유권을 보유하다가 컨세션 기간 종료 후에도 프로젝트 시설의 처분권을 갖

37) 상게서, 225면.
38) 존 나이스비트, 홍수원譯, 메가트렌드 아시아 , 한국경제신문사, 1996, 224면.
39) Port V . Ran ganathan & T hillai Rajan A , "Issues of Structure for Project F inancing ", 122
PFI 46- 50 (June 4,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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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계속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BOOT (build - ow n - oper ate - tr an sfer )는 최종적으
로 프로젝트 시설을 공공부문에 양도해야 하는 점에서 BOO와 다르다.
한편 BT O (build- tr an sfer - oper ate)는 프로젝트 시설의 준공 직후 그 소유권이
정부·지자체에 귀속되지만 민간사업자가 일정 기간 이를 無償으로 관리운영하면
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현지의 법제상 민간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적용된다.
그리고 BLT (build - leas e- tran sfer )는 사업시행자가 금융세제상의 특례를 적용받
기 위해 특수목적기구(S PV )40)를 설립하고 SP V를 통하여 구입한 프로젝트 설비
를 사업시행자가 리스 방식으로 빌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프로젝
트 시설의 운영자는 일정 기간 S PV에 리스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다가 컨세션 기
간이 종료한 다음 프로젝트 시설 및 권리를 정부·지자체에 양도하게 된다. 이
방식은 미국의 민간전력사업자(IPP )41)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민간부문에 권리를 많이 부여하는 민영화(priv atization )의
정도를 매겨 본다면 BOT →BLT →BOOT →BOO의 순이 될 것이다.42)

민자유치사업의 民營化 정도와 리스크의 相關關係

<그림 3 - 2 >

高

리스크

低
民營化의 정도
BOT

BLT

BOOT

BOO

자료: Ranganathan & Rajan , "Issues of Structure for Pr oject Financing ", 122 PFI 49.

40) 각주 7) 참조.
41) 제2장 제1절 2. 프로젝트 금융의 沿革 참조.
42) 이들을 B 타입, 또는 Gr een F ield Project 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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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RLT (rehabilitate- lease- transfer ), ROT (rehabilitate- operate- transfer ), ROMM
(r ehabilitat e- operate- m aintain - m an ag e) 등이 있는데 기존 시설물을 인수하여 성
능을 개선·복구한 후 운영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하고 소유자인 공공부문에 반환
해야 하는 점에서 위에서 말한 BOT 와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다.43)
(2) 프로젝트의 主體에 따른 구분
정부 또는 민간부문 중 누가 프로젝트를 주도하느냐에 따라 政府주도의 프로젝
트(solicit ed pr oject )와 民間주도의 프로젝트(un solicit ed pr oject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前者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프로젝트 대상사업을 선정(identify )하고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form ulate)하여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민간부문의 참여
를 유도하는 것이다. 기존 국가 전체의 인프라 체계에 맞출 수 있으며 국제경쟁
입찰에 부칠 경우에는 비용 절감, 건설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政府주도의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추진된다.44)
① 제1단계: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자의 자격기준 공고
주무관청이 관보, 신문광고, 투자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사업
경험, 기술, 재무능력 등 소정 자격요건을 갖춘 예비적 사업시행자들을 모집한다.
② 제2단계: 입찰, 평가, 선정
복수의 사업시행자 후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부쳐 가격, 경제적 신뢰도, 프
로젝트 개발능력, 관리운영경험 등의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 대
상자를 선정하고 프로젝트 意向書(LOI)를 교환한다.
③ 제3단계: 계약 협상
우선협상 대상자가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득하
며,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교통영향 평가 등을 행한다. 주무관청에 사업시행계획
을 제출하여 최종 조건에 합의한 후 프로젝트 관련 제 계약을 체결한다.
한편 民間주도의 프로젝트는 민간부문이 나서서 특정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정
부에 제안하고, 정부가 이에 동의할 경우 프로젝트 제안을 한 민간사업자가 프로
젝트의 개발 및 관리운영권을 우선적으로 갖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
43) 반기로, 전게서, 226～227면. 이러한 R 타입은 Brow n Field Pr oject 라고도 하는데 항상
당해 시설을 정부·지자체에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4) 상게서 2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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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은 개도국에서 정부가 미처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僻地
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민간부문에 이니셔티브를 주기 위하여 활용
되고 있다.45)
民間주도의 프로젝트는 政府주도의 프로젝트와는 다르게 추진된다.
① 제1단계: 민간사업자의 프로젝트 제안
민간사업자가 유망한 프로젝트 및 그 추진방안을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② 제2단계: 정부당국의 심사
제안을 받은 주무관청은 국가적인 경제정책과 부합되는지, 프로젝트의 타당성
은 있는지 심사를 한 후 사업주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③ 제3단계: 프로젝트 공고 및 의향서 발급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프로젝트가 채택된 경우 이 사실을 공표하고 당해 사업주
에 대하여 LOI를 발급한다. 만일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事業計劃이 주무관청의 승
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반 공개입찰에 부칠 수
도 있을 것이다.

2 . B OT 方式의 특징
가 . BO T가 선호되는 이유
인프라 건설은 주로 公共財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금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투
자기간도 통상의 민간투자 사업에 비해 길게 마련이다.46) 민자유치에 있어서는
45) 우리 나라 민간투자법에서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상의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
라 할지라도 민간부문이 창의적인 주도권을 발휘하여 BT O나 BOT , BOO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하고 있다(동법 9조). 마찬가지로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대
하여도 민간부문은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음은 물론
이다(동법 12조).
46) BOT 방식은 민간주도의 인프라 건설에서 대두되는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프
로젝트의 다양한 측면과 리스크를 분석함에 있어 매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인도 뱅갈
로 經營硏究所 (Indian Institute of Managem ent , Bangalore)에서 전세계 개도국에서 실시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를 실증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특정 프로젝트에는 가장
적합한 구조가 있고, 실제로 그것이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Ranganathan
& Rajan , op .cit.,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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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이 관건인 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커 성공가능성이 불투명하고 현금흐름도 시설이 준공된 다음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라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난점이다.
전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민자유치 프로젝트에 있어서 BOT 방식이 선호되
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47)
첫째, 프로젝트 금융은 非遡求金融으로서 프로젝트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원리금을 회수한다는 전제 아래 금융을 공여하는 것이며 프로젝트 스폰
서에 대하여는 상환청구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경우 자금조달
은 특수목적기구(SP V )의 명의로 하게 되므로 사업주는 차주가 아니다. 따라서 사
업주는 당해 프로젝트를 위하여 자신의 신용 이상으로 차입능력(borr ow in g
capacity )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는 일종의 簿外金融이 되므로 自社의 소정 부채
비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소유관계는 대상 시설이 얼마나 公共性을 띠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공공
성이 큰 도로, 철도, 공항인 경우에는 결국 정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민간사업자는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48) 그러나 발전소의 경우 상당히 안
정된 현금흐름의 창출이 가능하여 민간부문이 소유·운영할 수도 있으므로 정부
에 요구하는 인센티브가 많지 않다. 이는 어떤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기보다 사업
시행자의 對政府 협상력(barg ainin g position )에 달려 있다.49) 어느 지역에서 민자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하여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전파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외부경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성공가능한 프로젝트 금융의 구

47) I bid. p.48.
48) BOT 방식은 도로, 철도, 항만 등 공공재 시설을 건설할 때 적합하다. 시설의 소유권은 無
償의 운영기간이 끝난 후 정부·지자체에 귀속된다. 그러므로 BOT 프로젝트의 수행에 있
어서는 토지수용 등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며, 公共性이 강한 만큼 정부는 사업자가 제
공하는 서비스의 조건 등을 통제하는 것이 보통이다. 정부는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융통성
을 발휘할 수 있다. 공공재가 自然獨占(natur al m onopoly ) 상태에 있는 개도국에서는 BOT
방식이 적합하고, 민영화가 가능하고 경쟁적인 프로젝트라면 BOO/ BOOT 방식이 적합할
것이다. < 그림 3- 2> 참조.
49) 政府가 이용료의 조정, 換錢 및 對外送金의 보장 등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약속한
것을 제대로 이행할 것인지는 소규모 사업부터 착수하여 그 성과를 보는 것이 좋을 것이
다. BOT 방식의 경우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시점이 가까워 올수록 관리가 부실
해질 수 있는데 이 문제는 프로젝트 실시협약에 유지보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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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 지역별로, 국가별로 달라진다.
셋째, 효과적인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出資者[equity ]와 投資者[debt ]에 대하여
프로젝트의 리스크와 수익을 합리적으로 배분(optim um allocation )하는 구조여야
한다.50) 사업의 공공성이 강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후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 또는
지자체에 이전하여야 하므로 민간사업자가 프로젝트를 건설·운영할 수 있는 사
업시행(con ces sion ) 기간도 문제가 된다.
그러나 BOT 는 프로젝트에 다수의 당사자들 — 예컨대, 현지 정부와 사업시행
자, 금융기관, 건설회사, 원자재 공급자, 독립투자자, 프로젝트 생산물 구매자, 최
종 소비자 등 — 이 관여하고 각종 보증·보장·보험을 통하여 危險을 회피하거
나 배분하는 만큼 이를 계약으로 구성하는 것이 복잡하고 協商에 많은 시간을 요
한다는 문제가 따른다.

나 . BO T 방식의 特徵
인프라 건설을 BOT 방식으로 추진할 때 민간사업자는 당해 프로젝트를 설
계·시공하고 자금조달 및 준공 후의 운영을 담당할 특수목적기구(SP V )51)를 설
립하여야 한다. SPV는 일반적으로 法人인 프로젝트 회사(project company )52)는 물론
組合(con sortium ), 법인격 없는 조인트 벤처도 될 수 있으며, 시공회사, 원재료 공
급자, 생산물 구매자 등의 국내외 스폰서와 貸主 기타 출자자들이 공동으로 출자
하여 설립한다.
BOT 방식은 일반 海外直接投資(for eign dir ect inv estm ent ; F DI)와 계약구조
50) 민자유치 방식의 인프라 건설이 성공하려면 각종 프로젝트 리스크 분석과 예상수익률에 관
한 경제적 타당성분석, 그리고 현금흐름에 대한 재무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
정에서 금융기관과 현지 정부, 투자자, 시공회사, 원재료 공급자, 산출물 구매자 등 프로젝
트 참여자들의 이해관계, 참가목적을 절충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가 사업을 발주하고 민
간부문은 해당 공사만 수행하든지, 아니면 민간부문이 모든 프로젝트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컨세션 기간중 프로젝트를 관리운영해야 한다. Ranganathan & Rajan , op .cit., p.46.
51) 각주 7) 참조.
52) 우리 나라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法人이어야 한다
(민간투자법 2조7호 및 14조). 지자체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건설하
는 이른바 제3 섹터 방식인 경우에도 별도의 民官合同法人을 설립하지 않으면 안된다(동법
52조; 지역균형개발법 30조에서는 地域開發法人 이라 함). 프로젝트 스폰서는 상환책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므로 무한책임을 지게 되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는 적당치 않고 상법상의 주식회사 내지 유한회사를 설립하게 될 것이다.

- 41 -

및 자금조달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즉 해외 직접투자는 사업주가 직접 해외 프
로젝트를 수행하고 자기자본 내지 자기 신용에 의한 차입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
한다. 그러나 BOT 방식의 경우에는 자기자본 출자가 총소요비용의 20～3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S PV의 명의로 차입하게 되므로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
(lev erag e effect )를 높일 수 있다.53)

다 . BO T 방식과 政府의 지원
BOT 에 있어서는 프로젝트를 인가하고 궁극적으로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政府의 지원책이 긴요하다. 프로젝트의 시장접근 가능성, 각국의 경제적·사
회적·제도적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에 일정한 役割분담이 이
루어져야 한다.54)
BOT 방식에 있어서는 현지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투자자들을 유치하
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민자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전력
과 같은 생산물의 장기 구매계약을 체결 또는 購買保證(offt ak e gu ar ant ee)하는
등 판매수입을 보장하거나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정부는 프로젝트 진
행의 감독에만 그쳐서는 안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젝트를 인수해야 하는 경우
도 생긴다. 장기적인 민간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기 개발계획의
수립, 投資優先順位의 설정, 인프라 관련 稅制의 마련 등 법제도가 정비되고 공
정·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인프라 시설은 공공재로서 정부가 시설의 소유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므로
BOO/ BOOT 프로젝트는 정치적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같은 개도국이라 하더라
도 GNP 규모가 큰 나라는 정치적 리스크가 적으므로 BOO/ BOOT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역할도 민자사업자를 모집하고 사
업시행자를 선정함에 있어 觸媒 역할(cat aly tic support )을 하는 이상의 지원도 크
게 필요 없었다.55) 民資발전소와 같은 BOO/ BOOT 프로젝트는 외국인투자자가
53) 반기로, 전게서, 229면.
54) 대부분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은 土地集約的으로 이루어지므로 土地와 관련된 規制 및 稅制
에 있어 예외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 예컨대 公共시설과 非公共시설의 복합적인 건설을
허용한다거나, 用地의 확보는 정부가 맡고 건설은 민간이 책임지는 방식이 활용되어야 한
다.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世界化時代의 인프라 擴充戰略 , 1994, 42～43면.
55) Ranganathan & Rajan , op .cit.,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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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현지 정부기관, 감독당국의 수
익률 보장, 전력 구매 등의 지원이 행하여지고 있으며 컨세션 기간이 종료하면서
현지 전력회사에 상징적인 가격만 받고 양도되었다. 만일 BOO 방식으로 프로젝
트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와 크게 다를 바 없으나,
非遡求金融의 특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또한 민간부문의 효율을 접목시키고 첨
단기술의 전수도 가능해진다.

라 . BO T 방식의 長點
BOT 의 가장 큰 장점은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에 의하여 市場機能(m ark et
m echam ism )에 따라 인프라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그에 수반하는 각종 금융상
품·금융기법을 통하여 현지 자본시장이 발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BOT 방식은 프로젝트 소재국 정부로서는 과중한 재정부담 없이 필요한 사회간접
자본 시설을 건설할 수 있고 公的인 外債부담을 피할 수 있다. 동시에 공공부문보다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민간부문의 창의와 효율, 경쟁체제를 활용할 수 있고, 外國
의 선진 기술과 자본을 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며 다른 공공시설과의 운영효
율을 비교 측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특히 외국인 사업주인 경우에는 新興市場
(emerging markets )에서의 투자 프로젝트를 확보함으로써 高收益을 얻을 수 있는 기
회가 많아진다. 현지 정부가 조세감면,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無償사용 등 각종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은 투자액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방식은 정부가 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을 보장하는 본래의 프로젝
트 금융와는 달리 사업시행자(S PV )가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프로젝트에 대
한 자금지원은 프로젝트의 예상수입만 보고 행하는 것이며, 정부로서는 재정부문
에서 자금을 끌어다 쓸 필요 없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금융 및 산업 리스크를 민
간부문에 넘기고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부문의 관리·운영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마 . BO T 방식의 短點
BOT 방식은 어떠한 프로젝트에나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프로젝트
완공후 공급되는 제품 및 서비스가 公共性을 지니면서 어느 정도 收益性이 확보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민간사업자가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므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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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이 누출될 우려가 있는 사업은 처음부터 BOT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BOT 방식은 발전소 프로젝트와 같이 장래의 수입(cash flow )을 어느
정도 확실히 예측할 수 있고 시공회사의 완성보증(com pletion gu ar ant ee), 장기
구매계약(offt ak e agr eem ent ), 현지 정부의 지원약속(lett er of support ) 등을 받아
낼 수 있는 사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수익성보다도 公共性이 우선하는
프로젝트는 현지 정부가 財政事業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당해 프로
젝트의 필요성에 비추어 인·허가 및 시공·운영 과정에서 현지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BOT 사업을 지원할 것인지 미리 지원약속(un dertakin g s )의 수준을
가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지 정부로서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외자를 포함한 民資를 유치하여 필요한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는 이점은 있지만, 프로젝트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보장수
익률 내지 코스트가 증가하는 문제가 따른다.
또한 프로젝트 참가자가 다수인 데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해 프
로젝트에 자금을 공여하는 입장에서는 일일이 보증 내지 보장을 받아야 하기 때
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계약서의 구성 및 종류가 복잡해지는 문제도 반드시
고려할 점이다.

3 . B OT 프로젝트의 法律關係
BOT 방식은 일반적인 프로젝트 금융에 비하여 자금의 조달, 현지 정부와 체결
하는 사업실시협약 및 현지 정부의 규제·감독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가 . 財源調達 방안
BOT 프로젝트의 재원조달은 일반 프로젝트 금융에서와 마찬가지로 스폰서와
국제금융기관이 출자참여하고 국제상업은행, 국제금융기구, 수출입은행 등으로부
터의 차입으로 충당한다.
BOT 방식은 프로젝트 회사·스폰서가 계획기간 내에 총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어야 하므로 충분한 경제수명을 갖고 신뢰할 만한 수입을 올릴 수 있어야 한
다. 또 도로, 항만, 통신, 발전소 등 인프라 건설에 있어서는 현지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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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 방식에서는 출자와 차입 양면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프로젝트의 위험 정
도에 따른 적정 수준의 負債/ 資本比率(debt - equity r atio)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
며, 출자자들에 대하여 리스크에 상응하는 投資收益率을 약속하고, 적당한 시기에
현지 자본시장에서 투자지분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현지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자본
시장을 육성해야 하는 부담을 지는 경우도 있다.

나 . 主要 契約書의 검토
BOT 방식이 일반 프로젝트 금융과 다른 점은 프로젝트가 현지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계약서는 정부 당국과 프로젝트
사업주체간에 체결되는 컨세션 계약(con ces sion agreem ent )56)이다. 이 계약서에
는 당해 프로젝트와 관련된 현지 정부로부터의 사업수행의 免許와 特權, 각종 보
장, 지원약속이 규정된다. 따라서 BOT 사업자로서는 현지 정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실히 해놓을 필요가 있다.
- 컨세션을 부여받는 자(concessionaire;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확실히 할 것57)
- 프로젝트의 존속기간중 사업시행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지 정부가
컨세션을 취소 또는 철회하지 아니할 것
- 컨세션의 조건은 되도록 대출조건과 일치시킬 것
- 貸主들의 담보권실행 필요성이 남아 있는 한 컨세션을 종료시키지 아니할 것
- 컨세션이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을 것
- 과도한 遲滯補償金 등 사업시행자가 이행하기 곤란한 조건을 붙이지 않을 것
56) 컨세션 계약은 흔히 事業實施協約 (project im plem entation agreem ent )이라고도 하는데 프
로젝트 실시에 관한 法律關係의 기본이 된다. 현지 정부가 프로젝트 수행의 조건을 정하고
이용요율 및 지급조건을 결정하며 사업시행자가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관리·운영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한다. 그러므로 금융 및 시설공사, 시설의 관리·운영 등 각종 계약
서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지 정부가 일정 프로젝트에 관하여 公法上의
행정처분(authorization )을 하거나 대등한 당사자로서 사업시행자와 契約을 체결하는 바, 전
자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불확실해지므로 통상 契約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제3장
제2절 참조.
57) 사업시행자를 法人으로 제한할 것이냐, 외국인의 참여를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내국인을 우
선할 것이냐, 또 현지 정부도 출자참여할 수 있게 하느냐 등의 문제는 현지의 법제·정책
과 관련된 것이지만(拙稿, BOT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관한 外國의 法制 , 한국산업은행
산업경제 , 1997.1.15, 13～17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차주로서의 법적 지위가 확실
하고 출자자인 스폰서의 책임을 이끌어 내기에 큰 무리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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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변경에 따른 리스크58)는 컨세션을 부여하는 현지 정부가 부담할 것.
예컨대 새로운 환경법령의 시행으로 환경보호 조치가 필요하여 工期가 연장
되는 경우 컨세션 기간도 자동 연장되어야 한다.
- 不可抗力의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컨세션 기간이 연장될 것
- 현지 정부가 컨세션을 종료시키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장래의 프로젝트 수입을 상실한 것(foregone revenue)의 純현재가치(net present
v alu e; NP V )를 기준으로 대주에 대한 원리금 잔액을 상환할 수 있을 정도로
보상할 것

한편 관리·운영 계약서에서는 일정한 시행기준에 맞춰 스폰서가 사업을 관
리·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그리고 다수의 출자자가 존재하므로 이들
사이의 권리·의무관계, 任員의 선임, 株式의 양도, 프로젝트의 지원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한 주주간 합의서(shareholder s ' agr eem ent )가 있어야 한다. 나머지 장기
공급 계약서, 대출계약서, 보험계약의 체결은 일반 프로젝트 금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59)

다 . 政府의 규제·감독
인프라 건설에 민간부문이 참여한다 해도 국민경제에 중요한 사회간접자본 시
설이므로 정부 당국은 프로젝트의 시공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사항
을 중심으로 간섭하게 마련이다.
- 사업주가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
- 사업주가 적정 수준의 운영능력을 유지하고 있는가.
- 최종소비자(en d u s er )가 가격, 품질, 이용 면에서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가.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안전성·공공성이 보장되고 있는가.

58) 대주의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리스크를 신용도가 높은 다른 프로젝트 참가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면 비록 컨세션 조건이 까다롭더라도 이를 수락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법률의 변경
리스크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대주는 이를 좀처럼 수락하지 않을 것이고,
법률의 변경에 따른 비용도 일시에 부담하는지 여러 해에 나누어 부담하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다.
59) 拙著, 전게서, 283～2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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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아울러 정부는 민간부문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부문과
의 경쟁을 피하고 공용수용권 및 稅法上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일정 수준의
판매를 보장하거나 투자자금의 회수가 가능한 사용료를 책정해야 할 것이다. 사회
간접자본 확충에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들이 만족할 만한 투자수익
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60)

제2절

P F I에 의한 公共 서비스의 제공

1. 意 義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불가피하게 재정부담이 늘어
나거나 外債가 누적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지금까지 공공 서비스의 제공이나 사
회간접자본의 확충은 정부의 몫이었다. 그러나 공공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
에서는 그것이 良質의 것이기만 하면 누가 주체가 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든 상관
이 없을 것이다.61)
이에 따라 1980년대 이후 예산상의 제약이 따르고 비효율적인 관료제에 의존하
기보다는 경제효율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입증된 민간부문의 자본과 경영 노하우
를 살려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개발하는 편이 낫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여기에
각종 프로젝트 리스크의 대두, 새로운 금융상품의 등장, 개도국의 누적채무 증가
와 외환위기, 선진국의 산업구조 개편,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코스트 절감 노력으
로 非遡求金融에 속한 전통적인 프로젝트 금융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중 두드러진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이 1990년대 들어 영국을 중심으로 선진 각
국에 채택된 P F I62) 방식이다.
60) 美國에서는 公共事業規制政策法(PURPA )에 의하여 州政府당국이 公共料金을 승인하지 않
아(state utility com mission disallow ance) 민간사업자가 조정된 요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을
프로젝트 수행의 중대한 장애로 본다.
61) 이러한 인식은 중국 鄧小平의 쥐를 잡는 것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상관이 없다 는
黑猫白猫論에서 단적으로 표현되었지만, 實用主義(pr agm atism ) 사상이 뿌리깊은 영미계 국
가에서는 What count s is w hat w orks . 라고 일컬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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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F I란

P riv at e F in an ce Initiativ e 의 약어로 1992년 11월 영국 메이저 정부가

처음 도입한 民資를 활용한 S OC 정비 방법을 말한다. P F I는 이른바 선진국형
BOT 라 일컬어지는 것으로, BOT 와 마찬가지로 본래 정부가 수행해야 할 교통운
송, 상·하수도, 정보통신, 교육, 보건의료 등의 사업을 민간사업자가 설계·건설
하고 자금조달에서 운영(design - build - fin an ce- oper ate ; DBF O)63)까지 일괄하여
수행함으로써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64)
P F I와 BOT 는 民資 방식으로 공공사업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목적이 前者는 선진국에서 재정난을 해소하면서 공공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
공65)한다는 것이고, 後者는 外債부담 없이 필요한 인프라를 건설한다는 점에서,

BO T와 P F I의 比較

<표 3 - 1 >

BOT
목 적

PFI

외채 누적의 해소

재정부담의 억제, 공공사업의 효율화

민간사업자의 역할

SOC 프로젝트의 건설, 운영

SOC 사업의 포괄적 위탁 수행

민간사업자의 자격

프로젝트 수행능력

공공 서비스의 제공능력

프로젝트의 주안점

프로젝트의 수익성[cash flow]

프로젝트의 수익성과 공공성

일반공중

정부·지자체 등 공공부문

서비스의 이용자

비용 및 리스크 부담 민간사업자의 자기책임
정부의 역할

프로젝트의 감독

민간사업자와 정부(경우에 따라 다름)
서비스의 고객

62) Priv ate F inance Initiativ e에 있어서 Initiativ e 란 주도적인 政策手法을 의미한다. 영국은
1979년 대처 정부의 출범 이래 작은 政府 를 지향하여 예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재정정책
(Finance Managem ent Initiativ e, 1982), 정부조달제도의 개혁을 위한 조달정책(Gov ernm ent
Purchasing Initiativ e, 1984) 등 새로운 정책수법을 많이 공표하였다.
63) 교도소 건설·운영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DCMF (design - construct - m anage- fin ance)라 한다.
64) 영국 재무부 PFI 태스크포스 보고서 <http:/ / ww w .treasury - projects - taskforce.gov .uk/ intro/
m ain .htm >
65) 영국 재무부가 1993년 발표한 PF I 제안문서 B reak ing N ew Ground towards a new
p artnership betw een the p ublic and p rivate s ectors 에 의하면 PFI의 동기는 외채누적의
해소가 아니라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절감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금조달을 민간부문
이 책임지도록 하며 재정부담을 늘리지 않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해서
민간의 시장원리, 경쟁원리를 공공부문에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Graham Vinter , P roj ect
F inance : A L eg al Guid e, 2nd Ed. Sw eet & Maxw ell, 1998, pp.23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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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최종 이용자(end - u ser )가 전자는 정부와 지자체이고,
후자는 일반공중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근 유럽 각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는 영국에서의 P F I
성과에 주목하고 작은 政府 하에서 재정부담을 줄이는 한편 공공 서비스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는 P F I 프로젝트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토니 블레어 勞動黨 정부에서도 P F I를 발전시키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장점을 살린

PP P (P ublic P riv at e P artn er ships )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66)

P F I는 현재 도로·교량의 건설, 학교·병원의 개보수·운영, 사회보험등록 시스
템(n ation al in sur an ce r ecor din g sy st em ; NIRS 2)의 운영, 교도소·체육시설의 건
립·운영 등 여러 분야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67)

2 . P F I의 構造와 事例
가 . P F I의 法的 側面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P F I란 BOT 와 같은 공공건설 사업의 한 가지 실행방
식 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법적 성격은 본래 정부·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담당
해야 할 공공 서비스의 제공을 포괄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맡기는 공공사업의
포괄적인 民間委託 이라 할 수 있으며, 자금조달에 있어서는 정부가 별도로 상환
의무를 지지 않는 非遡求金融 의 형태를 취한다.

66) 영국 정부는 현재 PF I를 확대하면서 PPP를 개발하고 정형화하는 양면적인 접근법을 취하
고 있다. 1999년 2월 2일 영국 T ransport PFI Conference 에서 정부내 PF I 총책임자인 앨
런 밀번 재무부 부장관은 T he Governm ent w ill pursue a tw in - track appr oach improving
and ext endin g the PF I w hile alongside that dev eloping and definin g other form s of
PPP . 라고 말했다. 그는 또 PF I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축
적되는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공공 서비스에 대한 특별한 수요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PPP
의 형태를 개발할 것 임을 강조했다.<http :// w ww .treasury - projects- taskforce.gov .uk/ releases/
rel19.htm > 현재 PFI와 PPP는 共히 공공시설·서비스 조달방법이지만 전자가 주로 중앙정
부의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반면, 후자는 지자체의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2000년 7월에는 民官 합작형태로 정부의 조달업무를 전담할 Partnerships UK (PUK)가
발족할 예정이다. PUK에 관하여는 제7장 제1절 참조.
67) 古屋邦彦, 21世紀型プロジェクトへの一考察～從來型入札方式チャレンジ～ , 國際商事法務 Vol.27,
No.8 (1999.8), 875～8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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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F I 사업의 所有關係와 리스크 분담

<그림 3 - 3 >

정부의
리스크
부담

政府조달사업

일정 기간후

B OT 방식

정부지급형

합작형

독립채산형

PF I

민영화

정부에 양도

정부의 소유

주 : 1. BOT 방식은 정부가 Letter of Support로써 지원을 약속한 경우임.
2. 정부지급형 PF I 사업의 경우 공공성이 강할수록 정부의 리스크 부담이 증가함.
3. 합작형은 民- 官 합작(joint v enture)형태로 PFI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임.

이러한 P F I의 성격은 정부조달 사업이나 공공사업의 아웃소싱, 민영화와 비교
해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즉 政府調達(public pr ocurem ent ) 사업은 정부가 처음
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배정 받은 후 민간사업자에게 프로젝트를 발주
하고 공사를 감독한다. 그리고 준공 후에는 스스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관리운영
까지 담당하지만, 아웃소싱(out s our cin g ) 내지 위탁경영(deleg at ed m an ag em ent )
은 政府가 여전히 공공시설의 소유권은 보유하면서 일정한 서비스의 제공만 민간
부문에 위탁하는 것이다. 民營化(priv atization )는 공공시설의 소유권과 관리운영
을 전부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며, PF I는 정부가 사양과 품질을 규정한 서비스를
민간부문이 설계 및 건설, 자금조달, 관리운영(DBF O)을 통하여 제공할 때 공공부
문이 구매하는 것이다. 당해 시설의 소유관계는 < 그림 3- 3> 에서 보듯이 P F I의 類
型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이를 공유하거나, 민간사업자가
일정 기간 소유한 후 정부에 양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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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BO T 對比 P F I 계약관계의 특징
P F I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정부·지자체가 고객(P F I에서는

Client 라

함)이 되어 소정 자격요건을 갖춘 民間事業者(P F I에서는 Supplier 라 함)와 계약
을 체결하고 서비스의 사양, 대가의 지급 등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게 된다. 英國
의 경우 P F I 사업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표준화된 계약안(standard contr act
guidan ce )을 마련하고 민간사업자의 다큐멘테이션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68)
앞에서 설명한 BOT 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P F I 계약의 主眼點은 다음과 같
이 확연히 다르다. 클라이언트가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사업 수행의 감독자·후견
인 역할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용자가 되기 때문이다.
BOT 방식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설정하지만, P F I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s ervice
requirem ent ) 對價를 지급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affor dability ) 기간이
계약기간이 된다.
BOT 에서는 공공부문의 표준적인 설계를 요하지만, PF I에서는 대가 지급의
조건으로서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사양과 품질(specification s an d quality )
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 설계안(design ) 및 기타 정보를 미리
제출하여 그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 리스크가 희석되지 않도록 PF I의 클라이언트
는 준공 전에 서비스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준공이 지체되더라도 클라이언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com pen sation
ev ent )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면하고 보상을 받는다. 不可抗力의 경우에
는 사업시행자가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대가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미리 약정한 서
비스를 받고(av ailability ) 소정의 사양대로 일정 지역에 제공(perform an ce )
68) 영국 재무부 PF I 태스크포스는 1998년 9월 PFI 사업계약의 표준화를 위한 지침(T askforce
Guidance on Project A greem ent )에 대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1999년 이를 확정짓
고 PFI 계약서 표준안 (St andar disation of PF I Contract s )을 공표하였다. 영국 감사원
(National Audit Office)에서도 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달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따져묻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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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경우이다. 그에 미달할 때에는 이용료가 감액되며, 계약기간중의 서비
스 이행상황도 엄격하게 모니터링된다. 이는 클라이언트로서 공공조달 행정
에 속하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가 클라이언트에게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이를
서비스 對價에서 상계(set - off )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제공키로 한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ch an g e to s ervice r equir em ent )할 수 있는 권한을 갖
는 경우가 많다.
사업시행자는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클라이언트 일방에 법령 개정권
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법령의 개정(ch an g e in law )으
로 인한 비용의 증가는 클라이언트도 일부 부담(risk sh arin g )하여야 한다.
물가 상승, 시장 코스트의 변동, 자금조달 조건의 변경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指標化(in dex ation ), 가격비교(ben chm arkin g ), 리파이낸스 등
의 방법으로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가를 조정(price v ariation )할 수 있다.
P F I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몰수, 이용료 지급의 장기 연체 등 클라이언트
에게 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client default )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
행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기한전에 종료(early term in ation )시킬 수 있다.

다 . P F I의 成功事例와 政府의 입장
P F I는 민영화, 외부위탁이 가능한 분야로서 본래 민간부문이 담당하기에 적합
하지 않은 국방, 치안 등의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공사업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특별한 法의 근거없이 시행하는 P F I의 契約構造는 BOT 의 경우와 크게 다
르지 않으며, 정부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은 민간사업자(contr actor )는 당해
프로젝트의 설계 및 건설은 물론 자금조달 및 운영(DBF O)을 책임지게 된다.
P F I의 성공적인 케이스로 알려져 있는 몇 가지 事例를 알아보자.69)
英國에서는 교도소까지도 민간부문에 건설 및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데, 1998년
2월 런던에서 북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노팅검 근교에 사상 처음으로 P F I 방식
에 의한 로드햄 그란지 교도소(Low dham Gr an g e P rison )가 문을 열었다. 영국
69) 앞의 두 사례는 일본

Nikkei Busines s , 1998. 6. 22자 34～37면에서, 세 번째 사례는

際商事法務 Vol.27 N o.8 (1999. 8), 876～877면에서 각각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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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

정부는 죄수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의 건설 및 25년간 운영을 민간부문
에 위탁하기로 하였던 바, 미국에서 민간 교도소를 운영해본 실적이 있는 왁켄헛
코렉션즈사(W ack enhut

Corr ection s

Corp .)와

영국의

시설관리회사인

세르코

(S er co)가 S PV를 설립하고 출자금과 은행 대출금을 포함한 32백만 파운드의 사
업비를 들여 BOT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키로 하고 낙찰을 받았다. 실제로 교도소
를 운영하는 것은 두 모회사가 절반씩 출자하여 1992년에 설립한 프리미어 프리
즌 서비스(P r em ier P rison S erv ice )사였다. 이 민자 교도소는 교도소의 구조와 인
력배치, 行刑 서비스를 합리화하여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지출을 10% 이상 절감
하는 데 성공하였다.
민간사업자가 PF I 방식의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쟁사에 비해 건설
및 자금조달, 운영 등 모든 면에서 競爭力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최
종적으로는 정부가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각종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
여 파트너를 선정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경쟁상대도 없고 비용절감의 인센티브도
없이 배정된 예산을 쓰기만 하면 되는 公共事業으로 추진하는 것에 비해 효율적
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두 번째 영국의 PF I 사례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연결하는 M6 고속도로의
60km 구간을 일부 신설·확장하고 향후 30년간 100km 전구간을 유지·보수하는
총사업비 260백만 파운드 규모의 사업이었다. 정부는 1997년 7월의 착공시부터
30년에 걸쳐 도로 이용 차량대수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사용료를 매달 지급하기
로 했다. 사업시행자는 출자금과 유럽투자은행(EIB ) 대출금 외에 이례적으로 125
백만 파운드의 은행 보증부 선순위채와 20백만 파운드의 후순위채를 발행하였다.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발행된 後順位債(sub or din at ed b on d )는 보증이 없는 대
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였다.70)
그 결과 P F I 사업시행자는 기존 도로와 공사 종료구간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도로사용료 수입을 올릴 수 있었으며, 실제 교통량이 예상치를 하회하여 수입이

70) 국제자본시장에서 先順位債와 後順位債로 트랑쉬(tranche)를 나누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발행자가 도산하였을 때의 변제순위에 따라 상환가능성에 차이가 나는 점을 이용하여 표면
금리를 차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순위채는 위험도가 높은 만큼 통상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게 마련이며, 발행자의 신용을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機關投資家들이 주로 인
수한다. 금융기관은 후순위채를 발행함으로써 BIS 비율을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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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경우에도 先順位債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금융기관과 후순위채를 인
수한 기관투자가들이 리스크를 상당 부분 인수한 셈이 되었다. M 6 고속도로는
자금조달 코스트를 경쟁적으로 낮추는 과정에서 금융자문기관이 선순위- 후순위
채권의 발행을 주선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자신도 수수료 수입을 챙길 수 있
었다.
세 번째 美國 시카고 교외에 있는 로빈슨市의 사례는 유능하고 경험 많은 사업
시행자의 선정이 P F I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일깨워준다. 로빈슨시는 인구가 7
천여명에 불과하고 市재정도 넉넉치 못하여 일반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발전시
설을 독자적으로는 건설할 수 없었다. 시 당국은 폐기물 처리의 경험과 능력이
풍부한 포스터 휠러(F oster W heeler )社를 선정하고 프로젝트의 수행 전반을 위탁
하였다. 포스터 휠러사는 엔지니어링 컨트랙터인 동시에 사업시행자로서 P F I 프
로젝트의 전과정을 수행하였는데 S P V를 따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없음
(n on - r ecour se)을 주장할 수 없었다. 시 당국은 처리 폐기물에 대한 양적인 보증
없이 폐기물 수거지역을 시 주변지역으로 확대하는 데 그치고, 포스터 휠러사가
프로젝트 수행 리스크와 자금조달 리스크, 설비가동 리스크를 일체 부담하기로
하고 운영수익도 스스로 책임지기로 하였다. 로빈슨시 당국은 비과세 지방채
(tax - ex em pt r ev enu e b on ds )를 저리로 발행하여 일부 건설비를 지원하였으나 경
험 많은 포스터 휠러사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발전시설을 건설·운영함으로
써 자칫 예산 낭비를 가져올 뻔하였던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렇다면 도로, 발전소와 같은 공공시설을 건설할 때 정부가 직접 財政事業으
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과 민간부문이 이니셔티브를 갖는 PF I 방식은 무엇이
다른가. 전자의 경우 정부·지자체는 입찰 방식으로 시공회사를 선정하고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물론 당해 사업의 리스크는 전적으로 시행기관이 부담하며
실패할 경우에는 모두 납세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PF I 방식에 있어서는 소정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에 당해 공공시설
의 건설·운영에 관한 면허(licen s e, con ces sion )를 부여하고 공사를 수행하게 하
는데, 준공후에도 정부·지자체가 당해 시설을 양도받지 않고 공공 서비스의 제
공을 받는 입장에 서게 된다. 즉 P F I에서는 정부가 무조건 공공시설의 소유하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당해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민간으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
는 이용자가 되는 것이다.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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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F I에서 민간 프로젝트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이 공공성을 띨 뿐만 아니라 거
래의 상대방도 신용이 높은 정부기관이다. 그러므로 잘해야 현지 정부의 지원 약
속을 받거나 장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그치게 마련인 BOT 방식에 비해
P F I는 프로젝트 수행능력 및 성공률에 있어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라 . P F I의 類型과 評價기준
영국의 사례를 보면 P F I는 민간사업자가 공공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회수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獨立採算型 내지 直接收取型 (char ge the public)과 政府支給
型 (ch ar g e the g ov ernm ent )으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 前 2者는 통행료를 받는
유료 고속도로·다리·터널 등과 같이 일반 이용자로부터 직접 요금을 징수하는
사업(fin ancially fr ee - st an din g pr oject )의 형태이며, 후자는 정부가 추정한 예상
교통량에 입각하여 일정 요율(tariffs )에 따라 정부로부터 사용료(이를

S hadow

T oll 이라 함)를 받는 것을 말한다. 그밖에 일반공중의 이용료 부담을 낮추기 위
해 이용료의 일부만 이용자로부터 징수하고, 나머지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거
나 출자를 받는 하이브리드(hybrid )형 또는 조인트 벤처(JV )형 이 있다.
위의 여러 형태 중에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지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
만, 국민들이 통행료의 징수에 반발하거나 유료도로를 피하고 번잡한 우회도로를
선호할 경우에는 섀도우 톨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시설 사용료를 프로젝트 회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정부 예산
으로 당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에 비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PF I 방식에 있어서는 金錢價値 (v alu e for m on ey ; VF M )라는 개
념을 그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VF M이란 정부가 지출하는 稅金에 대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비용 대 효과를 측정하여 표시
한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VF M 측정방법을 보면, 政府가 20년에 걸쳐 섀도우 톨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그 현금흐름을 地代, 총공사비, 운영비, 금융비용 등 각종 파라미터가 반
영된 현재가치(n et pr esent v alu e; NP V )로 환산하여 이를 벤치마크 삼아 정부조
달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의 NP V와 비교 평가하는 것이다. 그 결과 PF I의 NP V
71) 이를 영어로 표현하면

from being ow ners and operators of assets into purchasers of

services from the private s ector 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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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면 민간이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더 경제적인 것이므
로 정부의 조달담당자로서는 당연히 PF I 방식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PF I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차입하는 코스트가 낮게 마련이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리스크를 민간부문에 이전하는 식으로 파라미터를 추가하
게 된다. 이와 같은 다수의 평가 파라미터를 모아놓은 것을 英國에서는

Public

S ect or Com par at or (P S C)라고 부르고 있다.
P F I의 시행 초기에는 예산절감에 중점을 두었으나, 점차

납세자가 납부하는

세금에 상응하는 최고의 가치(v alue for m on ey )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는 이
념을 바탕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P F I는 경제 전체의
효율을 증진시키는 VF M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영국 재무부 P F I 태스크포스
자료에 의하면 공공 서비스의 효율개선 효과가 도로 건설의 경우 15% , 그리고
사회보험등록 시스템(NIRS 2) 60% , 교도소 행정 10% , 내무부 출입국 정보처리
40%에 각각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2)

3 . P F I의 推進
가 . P F I의 추진절차
정부·지자체가 공공시설의 건설을 P F I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우선
입찰공고(publicise/ test m ark et )를 하여야 할 것이다. 주무관청(Client )은 사업시행
자(Supplier )의 자격요건을 사전심사한 후 이들 예비후보를 상위 3～4개사로 압축
한 최종후보 명단(sh ort list )을 작성한다. 후보자 명단에 올라 있는 입찰자(sh ort
list bidder )들만으로 입찰을 행한 후 그중 가장 유력한 조건을 제시한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벌여 계약조건을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영국 재무부의 PF I 가이던스73)에 의하면 정부가 민간사업자로부터 PF I 방식에
의한 공공 서비스를 조달하는 절차(procur em ent pr oces s )는 다음과 같이 14 단계
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72) < http :// w w w .treasury - projects - taskforce.gov .uk/ series_1/ pfp/ intro/ pri_f.htm >
73) < http :// w w w .treasury - projects - taskforce.gov .uk/ series_1/ st ep/ st ep2.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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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 1 단계

클라이언트는 공공 서비스 질의 제고, 운영효율의 개선, 자본의
확충 등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한다.

② 제 2 단계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부 시책, 예산상의 제약 등을
감안하여 목적 달성을 위한 현실성 있는 방안을 비교 평가한
다.

③ 제 3 단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PF I 방식으로 추진할 때(r eference
pr oject )와 정부예산으로 직접 추진할 때[P S C]를 비용, 효과,
리스크

면에서

상호

비교한다. 필요하면

시장검증(m arket

soun din g )을 실시한다.
④ 제 4 단계

정부내 고위급 책임자를 프로젝트 매니저로 임명하고 유경험자
로 팀을 구성하며 주요 의사결정은 운영이사회(project steerin g
b oard )에서, 전문지식은 외부 자문기관의 조력을 받는다.

⑤ 제 5 단계

사업의 규모,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 선정, 업무추진
절차에 관한 최상의 추진전략을 수립한다.

⑥ 제 6 단계

유럽공동체 官報(Official J ourn al of the Eur opean Community ;
OJEC)를 통하여 사업의 개요, P F I 방식에 의한 추진, 사업시행
자의 자격요건, 법적 근거 등을 고시하고 공개 경쟁입찰 방식
으로 희망자를 모집한다.

⑦ 제 7 단계

사업설명서에 관심을 표시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응모자를 대상
으로 후보자 명단(lon g list )을 작성한다. 이 단계에서는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⑧ 제 8 단계

前 단계의 예비후보 선정(pr equ alification )이 일반적인 능력을
심사하는 것이라면 최종후보(sh ort list )의 선정은 실행 및 자금
조달이 가능한 입찰(viable an d affor dable bid )을 응할 수 있는
능력에 입각하여 결정한다. 예비후보 중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서라도 본건 사업을 추진할 의지를 갖고 실현가능한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종후보를 선정한다. 이 단
계에서의 조건제시(pricin g )는 예시적(in dicativ e)일 뿐이며 비밀
은 철저히 보장된다.

⑨ 제 9 단계

최종 후보자 앞으로 입찰안내서(Invitation to t ender )를 발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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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앞서 최신 정보 및 P S C를 토대로 자금조달 가능성
(affor dability ),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 등을 거듭 확인하고 프
로젝트 사양의 변동을 반영하여 회계처리 등 자문내용을 점검
한다.
⑩ 제10 단계

모델 케이스나 PSC를 참고로 제공하는 등 입찰참가자들과의 충분
한 협의를 거쳐 본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선정
을 위한 협상 초청장(입찰안내서)을 최종후보 앞으로 발송한다.

<그림 3 - 4 >
제

1 단계

제 2 단계
제 3 단계
제 4 단계
제 5 단계
제 6 단계
제 7 단계
제 8 단계
제 9 단계
제 10 단계
제 11 단계
제 12 단계
제 13 단계
제 14 단계

英國政府의 P F I 추진절차
E stablish Bu sines s Need
▼
Appr ais e th e Option s
▼
Bu sines s Ca se an d the R efer ence P roject s
▼
Dev eloping the T eam
▼
Decidin g T a ctics
▼
Invit e Ex pr es sion s of Int er est : Publish OJE C N otice
▼
Pr equ alification of Bidder s
▼
S election of the Shortlist
▼
Refine the Appr aisal
▼
T h e Invit ation to Neg otiate
▼
Receipt an d E v alu ation of Bids
▼
S election of the Pr eferr ed Bidder and th e F in al E v alu ation
▼
A w ar d Contr act
▼
Contra ct M an ag em ent

자료: T reasury T askforce, S tep by S tep Guid e to the P F I P rocurem en t P rocess , Apri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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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제1 1 단계 접수된 입찰서가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되는지 심사
한 후 VF M 및 수용가능성을 평가하고 각 입찰자에게 최종적
으로 최선의 청약조건(best an d fin al offer ; BAF O)을 제출하도
록 한다.
⑫ 제12 단계

BAF O를 심사하여 우선협상 대상자(pr eferred bidder )를 선정하
고 금융자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그의 제시조건이 VF M 에 적합
하고 협상을 통하여 수용할 수 있는지, 또 리스크를 고려한 비
용이 P S C와의 비교될 수 있는지 그의 제시조건을 재검토한다.
최종 협상을 통하여 계약서의 세부사항 및 자금공여자의 요구
사항 등의 조건을 확정한다.

⑬ 제13 단계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대주 및 하청업체의 법률고문도 참여하여
상호간의 위험분담을 규정하게 될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한다.
건설계약, 운영계약 등을 확정하고 이와 동시에 대출계약서 등을
통하여 자금조달 조건을 확정(fin ancial clos e)한다. 계약을 체결
하면 이 사실을 OJE C에 공고한다.

⑭ 제14 단계

PF I 사업시행자 선정에 이은 계약관리(contr act m an ag em ent )
단계에서는 새로운 절차와 시스템, 책임관계 하에서 사업시행자
와 주무관청간의 운영관리상의 관계를 정립해 나간다.

나 . P F I 사업의 審査基準
영국에서는 P F I 방식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까지 통상 8～12개월이 소요
되는데, 3개 이상의 숏리스트 입찰자 중에서 가능성이 낮은 응찰자를 계속적으로
탈락시킴으로써 그 절차를 단축하고 응찰자간의 담합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PF I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심사가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채용되는
기준을 보면, ① 시공회사의 설계·건설능력 ② 시설 운영능력 ③ 자금조달 계획
④ 환경기준에의 합치 여부 ⑤ 계획목적에의 부합 여부 ⑥ 리스크의 분담 및 VF M
의 정도 ⑦ 현재가치(NPV ) 환산에 의한 코스트 메리트 ⑧ 준공예정 시기 ⑨ 프로
젝트의 채산성 등이다.74)

74) 古屋邦彦, 전게 논문, 8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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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P F I 프로젝트 실시협약의 표준화
재무부 PF I 태스크포스는 BOT 의 컨세션 계약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실시협약
(project agr eem ent )의 標準化를 모색하고 있다. 왜냐하면 표준화된 계약을 통하
여 주무관청으로서는 각종 다양한 P F I 사업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빠짐없이 검토
하고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에 따른 법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P F I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
들도 개별 사업에 어떠한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지 알 수 있고, 일관성 있는 프로
젝트 접근 및 가격결정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프로젝트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정부·지자체도 민간사업자와 대등한 지
위에 서게 된다. 즉 그 법적 성격은 공법상의 계약이 아닌 사법상의 계약으로 취급
되며,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公法上의 特權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지
자체가 PF I 프로젝트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권한의 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
한 지방정부계약법 (Local Gov ernment (Contract s ) Act )이 1997년 말 제정되었다.
P F I 태스크포스가 1999년에 확정 발표한

P F I 계약서 표준안 (St an dar disation

of P F I Contr act s )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계약 내용을 조정
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와의 개별적인 특약을 배제하는 완전 표준화 조항
(st an dar d dr aftin g )과 일부 또는 전부의 특약이 가능한 부분 표준화 조항(part
standard dr afting ), 참고사항 (n ot es for draftin g ) 등 세 종류로 나누고 있다. 동
가이던스의 목차는 < 표 3- 2> 와 같다.

<표 3 - 2 >

P F I 계약서 표준안
1.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 계약 기간
3. 서비스의 개시
4. 서비스 개시의 지연에 대한 제재 및 인센티브
5. 사업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6. 정보의 확실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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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비스의 요건 및 이용가능성
8. 유지보수
9. 서비스 이행에 대한 감독
10. 가격책정 및 징수의 메커니즘
11. 지급 및 상계
12. 서비스 내용의 변경
13. 법령의 변경
14. 가격의 조정 가능성
15. 하도급업자 및 고용인
16. 사업의 양도
17. 소유권의 변동
18. 계약의 종료
19. 서비스 기간의 종료
20. 기한전 종료
21. 기한전 종료에 따른 정산
22. 종료시의 검토사항
23. 면책사유 및 보증, 담보
24. 보험
25. 정보의 제공 및 비밀유지
26. 지적재산권의 보호
27. 분쟁의 해결방법
28. 이용자(주무관청)의 개입(Authority Step - in )
29. 준거법, 사업의 홍보, 性차별 금지 등
30. 隨意契約(Dir ect A gr eem ent )

4 . P F I의 問題點
앞서 소개한 로드햄 그란지 교도소나 로빈슨市 폐기물처리 발전소 프로젝트와
같이 정부·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공공사업을 민간부문에 위탁하기만 하면 반드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국에서도 공공사업 예산을 축소하기 위하여
P F I 방식을 처음 도입하였지만 수 년이 경과하도록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었다
는 점이 이러한 사실을 잘 설명해준다.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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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F I 방식에 의한 민간부문의 공공사업 참여는 1997년 5월 노동당 정부가 출범하
면서 轉機를 맞았다. 1997년 8월의 PF I 연차총회에서 재무부장관은 정부가 공공시
설의 소유자에서 공공 서비스의 구매자로 바뀐 PF I의 기본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고 역설하고, 새로운 民- 官 파트너십(PP P )을
통하여 공공부문은 질 높은 서비스를 확보하고 민간부문을 새로운 사업기회를 얻
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영국 정부가 P F I 쇄신의 원동력으로 삼은 것은

베이츠 보고서

76)에서

건의한 대로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재무부내에 설치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PF I 방식에 의한 공공사업을 총괄하게 한 것이었다. 재무부의 P F I 태스
크포스는 프로젝트 팀과 정책팀으로 나뉘어 P F I 사업추진 절차를 정형화하는 한
편 일선 공무원들의 의식·자세를 바로잡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심지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사업은, 나중에 노동당 정부에서 철회되었지만, 반드시 PF I 代
案을 검토하도록 의무화(Univ er s al T estin g )하기도 하였다.77)
본래 PF I 방식은 투자비용에 상응하는 金錢價値(VF M )가 있는 서비스를 공공
부문에 제공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상당
부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민간부문이 공공부문보다 효율적으
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은 최소한의
필요한 역할만을 수행하면서 민간사업자로부터 당해 공공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사
업시행을 지원하는 것에 국한된다.
또한 PF I는 경험 많고 실력 있는 사업시행자와 시공회사를 유치하는 것이 긴
요하므로 리스크 분담 및 수익률 보장에 있어 민간사업자에게 상당 부분 양보해
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PF I는 컨트리 리스크, 열악
한 인프라 사정 등 개도국 특유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전술한 BOT 의
문제점을 그대로 내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P F I에 다수 당사자가 참여하는 관

75) 한국산업은행 투자금융부, 전게 자료, 33～37면.
76) 펄(Pearl) 그룹 회장인 말콤 베이츠卿(Sir Malcolm Bates )은 노동당 정부의 위촉을 받고
1997년 6월 PFI의 개선을 위한 29개 권고사항을 담은 Bates Review 를 공표하였다. 베이츠
경은 1999년에는 PF I의 개선방안을 요청받고 만료시한이 다가온 PF I 태스크포스를 永久的
기구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였다. 영국 재무부 PFI 태스크포스 1999.7.22자 보도자료. <http:/ /
w w w .tr easury - projects - t askforce. gov .uk/ releases/ rel25.htm >
77) Vinter , op .cit., p.240; 각주 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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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契約構造가 복잡하고 時間이 많이 걸리며 코스트가 증가하는 문제가 따른
다. 특히 정부가 사업을 발주하고 직접 시행할 때에 비해 자금조달 코스트가 상
승하므로 민간사업자로서는 이익을 내기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이다. 예컨대 英
國의 런던- 도버 고속철도 사업은 30억 파운드라는 PF I 사상 최대규모의 사업비
가 투입되었음에도 당초의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영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 채무
보증 등의 救濟策을 내놓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럼에도 사회·경제적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진 선진국에서는 P F I 방식이 실현가능성 및 성공률 면에서 財政
難을 악화시키지 않고 필요한 공공시설을 효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78)
요컨대 PF I 방식이 成功을 거두려면 ① 무엇보다도 VF M이 보다 합리적이고
철저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② 정부와 민간부문이 책임과 리스크를 적절히 분담
하고, ③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79)
리스크를 민간부문에 과도하게 이전하게 되면 < 그림 3- 5> 에서 보듯이 리스크
부담에 대한 대가로 공공부문이 費用을 부담하게 된다. 리스크 移轉의 최대화보
다는 리스크의 最適分擔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 - 5 >

민간부문에 대한 리스크 이전과 Va lu e f o r M o n e y
VF M
Best
VF M

종전의 조달방식

最善의 방식

리스크의 이전

자료 : T reasury T askforce, P artn ership f or P rosp erity , Nov .1997, p.11.

78) 富士總合硏究所, 英國のPF Iが抱える問題は何か , 富士タイムズ , 1998.7, 8～10면.
79) 古屋邦彦, 전게 논문, 8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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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民間主導 프로젝트 金融의 國內 適用

프로젝트 금융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형적인 非遡求金融으로서 당해 프
로젝트의 사업성 즉 현금흐름만을 토대로 프로젝트 회사(SP V )를 통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므로 차주가 아닌 사업주는 借入能力(b orr ow in g capacity )을 그대
로 보존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사업주인 건설회사가 기업개선작
업(w ork - out ), 법정관리, 화의절차 중에 있더라도 금융기관들이 자산건전성을 해
치지 않고 S P V를 통하여 금융지원을 하는 구조80)로도 이용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들어 주목을 받기 시작한 민간주도형 프로젝트 금융 기법에는
Project Allian ce 라고 하는 프로젝트 提携關係가 있다. 프로젝트 제휴란 발주자
와 시공회사가 발주자- 시공회사- 하청회사의 縱的인 구조를 취하지 않고, 프로젝
트별로 상호 제휴관계를 맺고 일체가 되어 하청회사·공급업체를 컨트롤하고 프
로젝트 전반을 관리하는 橫的인 관계를 말한다. 이를테면 발주자와 시공회사가
일종의 운명공동체로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81)
국제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프로젝트의 경우 발주자와 시공회사는 工期단축 및
공사비 절감을 위한 일종의 공동운명체로서 리스크와 이익을 분담하기로 하는 제
휴약정과 엔지니어링 공사(engin eering , pr ocur em ent an d con stru ction ; EP C ) 계
약을 맺는다. 이러한 제휴관계(allian ce )는 따로 법인격이 없으므로 발주자가 대표
로 하청업체, 공급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제비용은
공사비 목표액(target cost )의 범위내에서

발주자와 시공회사에 의하여 통제되는

바, 당해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여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채권회수 상대방이 마
땅치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일반적인 프로젝트 금융에서는 스폰서에 대하여 제

80) 이러한 구조하에서 SPV는 당해 기업과 會計計定을 분리하여 차입금을 운용하고 수익이 발생해
도 자체적으로 운용한다. 당해 프로젝트의 수익은 참여 금융기관의 원리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금융기관으로서도 회계처리상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이 아니라 새로 설립되는 회사에
대한 대출로 보는 만큼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매일경제신문 1999.7.14자
1, 2면. 그러나 이러한 금융방식은 사업주의 상환의무가 제한되는 본래 의미의 프로젝트 금융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우선 대상 프로젝트가 국내 건설회사가 국내외에서 시공
중인 아파트, 사회간접자본, 플랜트 공사 등에 한정되고, 지원대상도 인건비, 원자재 구입비 기
타 운영자금으로 한정되어 이미 시공중인 건설사업을 조속히 완결짓게 하기 위한 브리지 파이
낸싱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81) 古屋邦彦, 전게 논문, 879～88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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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으로나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시공회사의 책임이 극소화되어 있는 제휴관
계에 있어서는 시공회사에 대해 계약수행상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다.82)
그렇다면 1999년 4월 민간투자법의 시행을 계기로 우리 나라에 새로 도입된
BOT 方式은 어떠한가. 이것도 예상 투자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치고 IMF 체제하
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는 기업이 드물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제여건이 점차 호전되면서 한국내 인프라 투자의 장래성을
내다본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83) 정부측도 사업시행자가 개별
사업의 특성 및 위험도를 고려한 危險報償率(risk pr em ium ), 외국에서 인정된 민
간투자사업의 수익률 수준 등을 바탕으로 사업수익률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협상
이 아연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先進國型 BOT 라고 일컬어지는 P F I에도 관심을

가질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그것은 BOT 방식이 너무 수익성 위주로 흘러 공공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환경대책 등을 소홀히 할 수 있다84)는 점, PF I 사업의
고객(client )이 정부 또는 지자체이므로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유력한 자금조
달 방법만 확보되면 비교적 안정된 수입을 올리는 P F I 방식이 유리하다는 점, 무
82) 금융기관으로서는 공사완성보증도 없이 實費精算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로젝트
제휴관계가 지원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1997년 인도네시아에서 나프타
분해 및 폴리에틸렌 제조를 위한 JV를 설립하면서 EPC 시공회사가 프로젝트 제휴방식으
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대다수의 금융기관들이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통상의 EP C
턴키 방식으로 변경 추진되었다. 그러나 프로젝트 제휴관계가 절대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당해 프로젝트에 금융지원을 하는 은행들이 발주자와 시공회사를
신뢰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문제가 된 공사완성 보
증의 미비는 하청업체, 공급업체에 대하여 납기보증을 하게 하는 식으로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으며, 공사비 절감을 위한 제휴관계에 있어서 예정 기간내에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
이 절대로 중요함을 이해하면 된다. 둘째로 실비정산 방식이라서 비용을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도 공사비 목표액(target cost )의 범위내에서 비용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셋째로 발주자와 시공회사가 손익을 분담(gain/ pain share)하는 것은 발주자의 분
담 예상액(ow ner ' s cost )을 별도 처리함으로써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것도 가능
해진다. 古屋邦彦, 전게 논문, 883면.
83) 1999년 9월 8일 캐나다의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인 아그라(A GRA )사는 仁川국제공항과 송
도 신도시를 연결하는 제2 연륙교 건설에 1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건설교통부에 투자
의향서(LOI)를 제출했다. 아그라사가 한국내 출자 파트너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다면 외국자본으로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건설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9.9.8자.
84) 第一勸業銀行 國際金融部, 전게서. 30～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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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보다도 國家經營의 革新을 모색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부합된다는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國民의 政府 는 출범 초기부터 금융·기업·노사·공공부문 등 4대 부문의 구
조개혁을 내걸고 기획예산위원회(現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公共部門의 改革에
착수하였다. 政府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실물경제의 활력 회복을 선도하기 위
해 公共部門의 비중을 점차 국민총생산(GNP )의 40% 수준까지 낮추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으로 남아있어야 할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문은
과감히 民營化하는 한편 공공사업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비효율성과 누적 적
자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85) 그러나 여기에 그쳐서는 안되고 공공부문에서도
대기업들이 사업부문별로 分社86) (m an ag em ent buy - out ; MBO)를 하고 非核心事
業을 아웃소싱하는 것을 참고하여 민간사업자에게 공공사업의 경영을 위탁87)하거
나 선진국에서와 같이 인프라 건설 및 공공 서비스 분야에 P F I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소 매각 방침을 둘러싼 근로자들의 반발로 발전사업
계혁입법이 보류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 중에서 最適案
을 선택하는 지혜가 요청된다. 현 단계에서 정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와
공공부문에서 고려할 수 있는 民營化, 委託經營, BOT , P F I 등의 제 방안을 비교
해보면 < 표 3- 3> 와 같다.
85) 기획예산위원회·예산청, 한국의 재정 1999 , 매일경제신문사, 1999, 106～108면; 陳稔 기
획예산위원장, 정부구조조정과 국가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 , 서울대 행정대학원 강연 要
旨, 1999.2.25. < http : w w w .mpb .go.kr/ speech .htm )
86) 임직원이 중심이 되어 기업에서 분리되는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것을 말하며, MBO 라고도
한다. 대기업들이 관리, 지원 등 스탭 업무를 중심으로 한계사업을 정리하고 인원을 조정하
기 위해 많이 활용하고 있다. 대기업과 MBO로 분리된 기업은 대기업과 협력업체 관계로
남게 되며, 대기업은 분리된 기업을 아웃소싱 대상으로 선정, 일정 기간 경영이 조기에 정
상화될 수 있도록 유형무형으로 돕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8.7.28자 5면.
87) 1999년 9월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는 한국- 프랑스 정부의 공동후원으로 환경 및 교통 인
프라 부문의 민간위탁경영 (Delegated Managem ent of Public Infrastructures : T he French
Experience) 세미나가 열렸다. 프랑스의 전문가들은 일련의 주제발표를 통하여 서방 선진
국에서 공공 서비스의 質이 높은 것은 정부·지자체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공공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민간 기업에 위탁해왔기 때문 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컨세션(concession )
방식 등을 통한 민자유치의 장점으로 재정에 부담을 지우지 않고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인
프라의 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재원조달을 신속히 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문화일보 1999.9.17자 23면, 프랑스 재정경제산업부 에티엔 코팽 부국장 인터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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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3 >

公共事業을 수행할 수 있는 諸方案의 比較
정부조달사업

위탁경영

BOT

PFI

민영화

정부. 지자체

정부, 지자체

기본설계는
정부

민간

민간

자금조달 및 시공

"

"

민간

민간

"

관리·운영 및 서비
스의 제공

"

민간

"

"

"

소유권의 귀속

"

정부, 지자체

일정기간후
정부에 이전

일정기간후
정부에 이전

"

비용·리스크 부담

"

"

민간

민간, 정부

"

설계 및 공공 서비스
의 성격 규정

다만, 이를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몇 가지 課題가 있다.
첫째, 공공 서비스는 반드시 정부나 지자체가 담당하여야 한다는 사고와 전통
적인 官尊民卑 의식을 오늘날의 문화·풍토에 맞게 개혁하는 일이 시급하다. 둘
째,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공무원들의 雇傭不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민간기업이 사업을 수행하기 쉽도록 각종 行政規
制를 철폐하고 권한과 책임을 하부위임하는 제도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에서는 시행 초기에 실적이 부진하였던 P F I를 제도·관행으로 정착시킴에
있어 공무원이 아닌 民間人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무부 태스크포스를 原動力으로
삼아 VF M의 개선이라는 의식개혁운동 비슷하게 전개88)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참고할 사항이라고 여겨진다.

88) 英國에서도 당초 PF I를 중시한 나머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PFI를 代案으로서 검토하도록 했다(Univ ersal T esting ). 그러나 공무원들의 惰性으로 사업
의 추진만 지연되었지 실제로 PFI 방식이 채택되는 일은 드물었다. 블레어 정부에서는
Bates Review 의 건의에 따라 재무부내에 민간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두고
VF M 개념에 입각하여 공공사업에 대한 PF I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 큰 성과를 거두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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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各國의 BOT 法制와 UNIDO 가이드라인

세계 여러 나라가 민자유치를 통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서두르자 유엔 산하의
國際去來法委員會(UNCIT RAL )에서는 각국의 실태를 조사한 후 이에 관한 立法
準則(leg al fram ew ork )을 작성하였다. 이를 단순한 立法 가이드로 할지, 아니면
모델法으로 할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새로 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령을 개
정할 때 참고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각국의 사례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나라마
다 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민간투자의 촉진
과 아울러 공익의 증진을 목표로 한 것이 특징이다.
같은 유엔 산하의 工業開發機構(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
UNIDO)에서도 1996년
인

89)을

BOT 프로젝트의 개발, 협상 및 계약체결을 위한 가이드라

발간하고 BOT 프로젝트의 실무지침서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편 世界銀行(IBRD )은 개도국의 BOT 방식에 의한 인프라 건설을 적극 지원
하는 한편 지식경영의 일환으로 표준화된 BOT 매뉴얼을 내놓았다. 또 스위스 로
잔느에 본부를 둔 국제기술용역업자연맹(International F ederation of Con sulting
En gin eer s ; F IDIC)에서도 회원사들이 BOT 파이낸스 및 계약에 숙달하도록 노력
하고 있다.

제 1절

U NC IT RA L의 BO T 法制 槪觀

1 . B OT 法制의 필요성
국제거래법의 통일에 노력하고 있는 UNCIT RAL은 BOT 방식에 의한 사회간
접자본 건설이 세계적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음을 주목하고 각국의 BOT 法制에

89) UNIDO, Guidelin es f or I nf ras tructure D ev elop m ent throug h B OT P roj ects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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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1996년 6월 뉴욕에서 개최된 UNCIT RAL 29차 회의
에 상정하였다.90) UNCIT RAL은

BOT 프로젝트의 向後課題 (P os sible F utur e

W ork - Build - Operate- T ran sfer Pr oject s )라는 타이틀의 보고서에서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는 대상으로 하지 않고, 公共財의 성격을 띤 社會間接資本 즉
공공 인프라 시설의 건설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서 공공 인프라(public infr a stru ctur e) 시설이란 일반 공중 또는 정부의 용
도에 사용하기 위한, 발전소, 송·배전망, 통신시설,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시설,
도로·철도·항만·공항과 같은 대중교통시설 등의 物的 設備를 말한다.
UN CIT RAL이 BOT 法制에 주목하게 된 것은 BOT 방식에 있어서 투자자들은
현지 정부에 요구하는 바가 많고 국제적인 인프라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國際的으로 法制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BOT 방식은 주로 大型 프로젝트에 적용되어 왔다. 이에 필요한 자금
은 대부분 상업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조달되었는데, 프로젝트
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오랜 시간을 요하므로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여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현지 정부로부터 장기적인 투자를 촉진하
고 정당한 보상 없이는 사업시설을 몰수하거나 국유화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바라
게 될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政府가 민간인 투자, 투자원리금의 회수에 관한 法制를 완비
하는 것으로 특정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현지 정부와 민간인투자를 보호하고 원
리금회수를 보장한다는 契約을 맺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BOT 프로젝트와 관련된 법규는 다음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첫째 프로젝트
에 출자하거나 자금을 공여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土地 기타 자산의 소유,
투자원리금의 換錢 및 本國 送金을 허용하고 公共購買(public pr ocurem ent )를 보
장하는 것과, 둘째로는 보다 일반적으로 회사설립, 매출채권의 양도, 담보 설정,
對政府거래 및 분쟁해결 절차의 公正性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반론을 떠나 특정 프로젝트의 시행을 위하여 특별법규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특별법규는 BOT 프로젝트의 수행에 관한 정부의 관
심을 나타내는 동시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90) UNCIT RAL T w enty - ninth session , 19 April 1996 A/ CN . 9/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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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B OT 關聯立法
BOT 관련법규의 제정은 나라에 따라 그 방식이 다르다. 일반적인 BOT 프로
젝트의 실시에 관한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데 정부기관이 BOT 관련계약91)을 체
결함에 있어 협상의 조건 및 범위를 정한다. 예컨대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컨세션
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허용하는 사업분야, 자금조달 방식,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전, 사업제안서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라에 따라서는 BOT 프로젝트를 실시할 수 있는 사업, 예컨대 도로·운수·
통신·발전사업 등을 명시하고 BOT 방식으로 건설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의 종
류, 政府지원의 범위, 收益산출(프로젝트 생산물의 가격 산정) 방식 등을 규정하
기도 한다.92)
BOT 프로젝트에 관한 立法은 특정 프로젝트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예컨대 계약상 義務의 범위, 컨세션 기간, 정부지원의
범위, 負債상환 조건 및 投資利益의 회수, 프로젝트 운영 및 정부앞 이양의 조건 등을
명시하는 것이다.
91) BOT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프로젝트 컨소시엄 또는 사업시행자가 현지 정부와 맺는 계약
은 廣義로 BOT 관련계약(BOT contracts , project agreement )이지만 컨세션 계약(concession
agreement)이 중심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부가 당사자가 되는 BOT 관련계약을 모
두 컨세션 계약 으로 부르기로 한다. 컨세션 계약은 프랜차이즈 (franchise) 契約이라고도 하
는 바, 프랜차이즈가 商事法上 타인의 상표 등을 사용하여 그의 지도와 감독 하에 특정 사업
을 배타적으로 영위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처럼 公法上으로는 國家主權에 속하는 권리를 私人
에게 특별히 부여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하는 특권 내지 특허를 말한다. 즉 컨세션과 같은 의
미로 컨세션을 부여받은 자, 즉 사업시행자는 Concessionaire 라고 하는데, 자원개발에 있어
92)

서 자원보유국 정부로부터 자원개발 특권을 부여받는 것과 같은 지위에 있다.
필리핀의 BOT 法(Republic Act No.6957 Authorizing the F inancing , Construction ,
Operation and Mainten ance of Infrastructure Projects by the Priv ate Sector and for
Other Purposes )은 운수·통신·발전·수도·주택 뿐만 아니라 관광단지·쇼핑센터 등 상
업적인 부동산 개발까지 대상으로 하며(Im plem entation Rule 2), 泰國法(Act on P ermitting
the Priv ate Sector to Participate in or Operat e State Busines ses , B.E .2535)은 석유·광물
자원 개발을 제외한 모든 公共事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1992년 法 3조). 그러나 베트남法
은 경제적인 인프라 건설 기타 정부가 허가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였는데(1993년 BOT 令 1
조), 최근 들어 상·하수도, 폐기물처리, 학교, 병원, 쇼핑센터, 주택단지 등의 개발까지 확
대하고 있다(Regulations on Inv esting in the F orm of Build- Oper ate- T ran sfer Contracts
of 1997). 金子由芳, アジア諸國のBOT 法の傾向について , 國際商事法務 V ol.25 No.10
(1997. 10), 10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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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B OT 法制의 槪要93)
가 . 一般 規定
(1) 컨세션
민간에 컨세션이 허용되는 분야는 발전 및 송·배전, 수자원 관리, 대중교통수
단, 장거리통신, 광물개발 등이다. 나라에 따라서는 政府獨占의 원칙을 규정하고
安保의 차원에서 컨세션을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기도 한다.
(2) 政府 施策
BOT 관련법규에는 정부기관이

BOT 사업을 계획·추진할 때 유념하여야 할

원칙을 규정하는 예가 많다. 예를 들어 국내 시장과 산업을 민간부문과 외국인투
자에 개방한다거나 BOT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저축 증대나 기술 이전, 서비
스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3) 主務官廳
BOT 프로젝트를 관할하는 정부기관은 기존 부처에서 담당하거나 새로 설치될
수 있다. 중요한 컨세션 계약의 경우에는 國會나 국무회의 기타 감독기구의 승인
을 받도록 하는 예도 있다.
정부로부터 컨세션을 받았더라도 토지의 이용이나 장치의 가설을 위해서는 특
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사안별로 허가기관이 다르므로 인·허가 절
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컨세션 문서에 인·허가 기관 리스트를 첨부하고, 특별
기구로 하여금 인·허가 절차를 감독하고 인·허가 신청자를 돕게 하거나, 民願
창구를 단일화하거나, 인·허가 처리기간을 명시하게 하고 있다.
(4) 計劃 및 調整
BOT 관련법규는 대부분 BOT 프로젝트가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정부에 대해 컨세션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BOT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기관의 권한과 의무, 지방정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사항,
BOT 사업제안서의 공표, 사업계획 변경시의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93) UNCIT RAL은 BOT 관련법규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24개국을 대상으로 BOT 프로젝트
의 수행시 적용되는 각종 법률 및 규정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UNCIT RAL이 각국 법제의
실태를 조사한 이 보고서에서 항목별로 기술하고 있는 것은 어느 문제에 대한 模範答案이
라기보다 여러 가지 다양한 解決方法중의 하나가 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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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통신 서비스의 경우와 같이 각기 독립된 프로젝트라도 기술적으로 상호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技術的 整合을 이루도록 사업시행자간에 상호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5) 情報의 公示 및 秘密유지
BOT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을 공표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에게 불리하므로 公益
上 均衡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BOT 관련법규는 컨세션이 부여된 사실과 프로
젝트 계약의 특별 조항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秘密을 요하는 사항은
프로젝트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컨세션을 특별 등록부에 기재하고 프로젝트 관련 계약은 그에
등록하여야 效力을 부여하기도 한다. 비밀을 요하는 프로젝트 정보는 政府당국자
도 비밀을 지키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나 . 컨세션의 부여
(1) 컨세션 부여의 條件
프로젝트 수행에는 거액이 소요되고 많은 리스크를 수반하므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총투자액의 일정 비율 이상 自己資本(equity
capital)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예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젝트 컨소시엄
이 전적으로 자금조달 책임을 지게 하고 公共投資는 총투자액의 일정 비율로 제
한하기도 한다.
많은 법규가 컨세션을 부여받는 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外國
人이 출자 참여하는 경우 그 지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국내 투자자
들이 출자하도록 하는 것, 정부부처 공무원, 선거직 공무원이나 그의 친척이 프로
젝트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것, 출자자가 당해 프로젝트와 동일한 사업을 수행
하는 회사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공시하게 하는 것, 지방정부가 출자 참
여하는 경우 의결권이나 신주인수권을 우대하는 것, 출자자가 프로젝트 사업의
決算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 등은 흔히 볼 수 있는 규정들이다.
(2) 國內企業의 優先
컨세션을 부여할 때 많은 경우 국내 기업을 우선적으로 취급하게 된다. 정부
조달기관에 대해 프로젝트와 관계가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하여 특정 프로젝트 및
入札정보를 알려야 할 의무를 지우고, 다수의 응찰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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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을 준다. 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국산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응찰자
를 우대하기도 한다.
또 컨세션을 부여받은 사업시행자는 국산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프로젝트의
일정 수행단계에서 내국인을 고용하게 하고 있다. 다만 국내 기업의 정의에 관하
여는 법제에 따라 내국인 보유지분 또는 설립근거를 기준으로 한다.
(3) 事業施行者의 선정
각국의 법제는 거의 예외 없이 BOT 프로젝트의 사업시행자를 선정함에 있어
정부가 상당한 裁量을 갖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나라에 따라서는 公開入札의
원칙을 선언하고 예외적으로 隨意契約(dir ect negotiation s )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입찰 공고문에는 응찰자들이 제출해야 할 사항 및 낙찰자를 결정하는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프로젝트 준공후의 가격구조, 가격의 인상가능성, 정부보조금의
유무, 사업시행자의 독점적 지위, 컨세션 기간 및 종료, 프로젝트 시설의 정부 이
관 등에 관한 사항이 언급된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제안(un s olicited pr oposal)한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가 사
업제안자와 隨意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정부가 컨세션을 부여하고자 할 때에
는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개입찰을 거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자발적
으로 사업제안을 한 자에 대해 자발적으로 새로운 제안을 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
내지 사업제안서 준비에 따른 보상조로 10% 정도의 가산점을 부여하게 된다.
프로젝트 컨소시엄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法人설립을 못한 경우에
는 컨소시엄에 대해 일정 기한을 정하여 법인을 설립하도록 조건을 붙이고 그 기
한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그의 재량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컨세션
을 부여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등 특정 분야의 경쟁을 제고하기 위
해 제안서 심사 결과 1개 컨소시엄만이 합격했을지라도 複數의 컨소시엄에 컨세
션을 부여하기도 한다.
프로젝트 수행시 현지 회사에 下都給을 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
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에 부칠 때 응찰자들로 하여금 하도급 비율, 하도급자,
컨소시엄과 관계없는 하도급자에 대한 하도급 비율, 競爭방식의 하도급 결정 등
을 표시하도록 한다.
(4) 컨세션 契約書
정부가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컨세션 계약에 규정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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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시행규칙에 명시된다. 즉 컨세션을 부여하는 활동을 확정하고 정부가 제공
하는 보증의 종류와 금액, 사업시행자가 받을 혜택, 사업시행자가 정부에 납부할
컨세션 수수료, 사업시행자가 책정하는 가격산정의 기준 또는 방법, 정부 감독 등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컨세션 계약은 프로젝트 공사의 품질 기준 및 실적 관리, 프로젝트 시설을 사
업시행자가 개선시킨 경우의 보상, 사업시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 및 위약금, 공사지체에 따른 배상금, 컨세션 계약의 변경 및 기한전 종결,
분쟁해결 방법 등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컨세션 계약에 규정되는 예외적인 사항 즉 내국인을 고용하거나 국산 기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의 가산점, 사업시행자의 환경보호 의무,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 준
수 의무도 법에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

다 . 事業施行者의 權利와 義務
(1) 컨세션의 性格
컨세션이 公共서비스의 일종으로 국가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이라거나 컨세션
은 公共福利에 부합되게 행사하여야 한다는 법규정을 둔 나라도 많다. 또 정부가
컨세션을 부여하여 사업시행자가 公共재산을 점유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은
여전히 국가 소유에 속한다는 규정을 두기도 한다.
(2) 義

務

컨세션을 부여받은 사업시행자는 프로젝트를 성실히 수행하고 컨세션 계약에
따라 프로젝트에 따른 서비스를 적정한 방법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사업시행
자는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保險에 가입해야 하며, 공사 단계별로 이행을
보증하고 新技術을 이전하며 공공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할 의무를 진다.
(3) 附帶事業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허용하는 경우 收益性을 확보하기 위해 부대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有料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도로 연변의 토지를 개발하여 주유소,
휴게소, 쇼핑센터를 짓거나 택지를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부대사업은 주된 컨세
션 사업에서 충분한 이익을 올릴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보완적인 收入源이다.
정부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증을 해주는 대신 부대사업을 허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BOT 사업시행자는 오직 컨세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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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받은 사업활동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만 전념하도록 요구하는 나라도 있다.
수익성이 좋은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프로젝트의 사업성
및 생산물 가격을 책정하게 될 것이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그의 생산물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부대사업 시설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해서는 아니된다.
(4) 權利의 양도, 下都給 및 擔保의 제공
BOT 관련법규가 허용하는 경우 정부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 양도(as signm ent )할 수 있다. 下都給(sub con ces sion ) 역시 법규에
따라 허용되기도 하고 금지되기도 한다. 또 법이 허용한다면 컨세션의 대상이 된
토지 및 자산을 컨세션 용도로 사용하는 동안 擔保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 . 政府의 義務 및 保障
(1) 金融 인센티브 및 保證
BOT 目的中의 하나가 정부로서 프로젝트에 財政資金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
만 정부가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금융지원을 하는 예가 많다. 현지 정
부가 제공하는 금융지원은 보조금의 지급, 無利子 대출, 인지세 기타 공과금의 면
제, 수입원자재에 대한 關稅의 감면, 보험료의 대납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어느 경우에는 정부가 사업시행자를 위하여 제한된 범위의 보증을 서기도 한
다.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수입을 硬貨로 환전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투자수
입을 本國에 송금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은 기본이다. 프로젝트 생산물의 일정량
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구매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고 예
측하지 못한 사태로 인하여 流動性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短期金融을 주선하기도
한다. 정부는 사업시행자의 차입금 일부에 대하여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거나 정
부가 구매하는 생산물의 최소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사업비에 충당하
고도 적정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나라에 따라서는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금융지원을 일체 명시하지 않
거나 총사업비 또는 사업시행자 자본금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예도 있다.
(2) 政府의 特惠
정부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토지나 도로 기타 公共財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를 부여하고 BOT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基盤施設(연결도로, 터미널 등)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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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건설해 주기도 한다. 컨세션 계약에는 일정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하거나 컨세션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정부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존중하고 컨세션을 되살 경우에는 적정한 報償을
하기로 약속하기도 한다.
(3) 租

稅

BOT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稅法상의 우대를 하는 경우가 많다. 세제상의 특혜
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법인세율의 인하, 프로젝트 단계별 稅率의 차등 적
용, 투자이익의 本國 송금시 세금 감면, 프로젝트 생산물 판매세율의 인하, 관세
의 면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마 . 컨세션 事業의 수행
(1) 價格 결정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는 독점적인 지위에서 프로젝트 시설을 운영하는 만큼 프로
젝트 생산물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政府가 간섭하게 된다. 이러한 가격결정 문제는
BOT 관련법규 또는 컨세션 계약에 규정되어 있다. 흔히 정부 또는 그 감독기구에서
가격을 책정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가격을 결정한다. 프로젝트가 특
정되어 있거나 컨세션의 범위가 제한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적정선에서 가격을 정
할 수 있다.
政府가 가격결정이나 인상에 관여하더라도 BOT 法規에 따라서는 가격이 적
정·타당하여야 한다는 원칙만 세우거나, 보다 상세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총수입이 총사업비와 適正利潤을 포함한 금
액을 초과할 수 없다거나, 초기의 경제적·재무적 균형상태를 재구축할 수 있도
록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거나, 가격을 物價에 연동시킨다거나, 표준화된 IS O 품
질관리 기준에 의하여 성과를 측정한 후 가격을 조정한다는 등의 基準을 정하게
된다. 어느 나라는 가격책정시 社會的 利益을 고려하도록 하고 가격인상의 회수
를 年 1회 이내로 제한하기도 한다.
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프로젝트 생산물의 가격 및 변동 내역을 공표하게 하
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격 및 거래조건에 관하
여 모든 고객들을 同等하게 대우하도록 한다. 만일 政府 정책상 프로젝트 계약상
의 금액을 밑도는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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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BOT 프로젝트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가격결정을 위하여 調整委員會를 설
치하는 경우도 있다.
(2) 工事의 監督
정부가 컨세션을 부여한 프로젝트를 통제·감독하는 경우에도 그 양태는 사안
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가 프로젝트를 감독할 때 각종 장부·기록을 검사하고 사
업시행자의 영업소 및 사업현장을 출입하거나 定期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은 기본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잠정적으로 프로젝트를 직접 운영할 수 있
게 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프로젝트 회사의 黃金株(g olden share )를
보유함으로써 자본금의 변경, 주식의 이전에 관한 회사결정에 拒否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어느 나라에서는 BOT 프로젝트의 감독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있다.
政府는 프로젝트 계획이 미흡하거나 公共福利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의
變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에 대해 사업비의 증가분을 지원하거나 그
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프로젝트 계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바 . 顧客 및 競爭者와의 관계
(1) 顧客의 利益 보호
프로젝트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사용자 그룹을 차
별 대우할 수 없게 하고, 프로젝트 시설의 利用約款 및 이용료를 공시하게 하거나 주
무관청의 승인을 받게 한다. 고객이 청구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고객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내부기구를 설치하고 고객의 불만을 공공기관에서 다툴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2) 競爭者와의 관계
컨세션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자와 동일한 기술표준을 채택하고 기반시설을 공유한다는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사 . 事業施行者에 대한 制裁
(1) 契約의 違反
政府는 사업시행자가 컨세션 계약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違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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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의 지급, 손해배상, 계약의 종결, 保證金의 지급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계약의
위반도 프로젝트 공사단계에서 한 것과 완공후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한 것의 효
과가 다르다.
컨세션 계약의 解止사유는 공사비를 적시에 조달하지 못한 것, 工事개시에 필
요한 기술서면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 공사 수행시 기술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 적시에 투자를 완료하지 못한 것, 소정 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유지하지
못한 것, 政府에 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 契約에서 정한 것보다 고액
의 이용료를 부과한 것 등이며 重大한 違反에 해당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는 그의 활동과 관련하여 야기된 訴訟 기타 분쟁에서 政
府에 책임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事業의 中斷
사업시행자가 그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프로젝트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시행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컨세션 계약을 종결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컨세션 기간을 연장하게 된다. 이 경우 정부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금융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정변경에 따라 프로젝트 계약을 변경하기도 한다.
(3) 컨세션의 終了
컨세션은 컨세션 기간의 경과, 쌍방의 합의, 사업시행자의 사망·해산·파산,
정부의 컨세션 철회, 정부의 프로젝트 시설의 몰수·國有化 조치, 정부정책의 변
경, 國家安保상의 이유, 당사자 일방의 중대한 계약위반 등의 사유로 종료된다.
만일 사업시행자의 支給不能으로 컨세션이 종료된 경우에는 무조건 종료시키지
않고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사업시행자의 債權者)로 하여금 이를 대신 수행하게
하고 있다.
컨세션 기간이 지났음에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면 컨세션 계약에 규
정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정부는 컨세션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다. 이 경우에도 연장해 줄 수 있는 최대기한을 정하는 예가 많다. 나라에 따라서
는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컨세션 기간을 自動延長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
(4) 프로젝트 施設의 政府 귀속
컨세션 기간이 끝나면 사업시행자는 정부에 대해 費用이나 責任을 지우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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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시설의 소유권을 온전히 이용가능한 상태에서 이전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는 정부가 適正한 報償을 하고 프로젝트 시설을 구입하는 절차를 취하기도
한다.
소유권의 이전에 있어서 컨세션 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정부에 귀속되게
하거나 특별한 移轉節次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전대상인 資産도 본래 프로젝
트에 속한 것은 당연히 정부에 귀속되지만, 컨세션 기간중 사업시행자가 프로젝트 시
설의 운영을 위하여 취득한 것은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정부에 매수
를 청구할 수 있다.
또 프로젝트 시설이 國家利益에 합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컨세션 기간 종료후 정부
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을 그의 비용으로 철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아. 기

타

(1) 準據法
컨세션 계약을 비롯한 프로젝트 관련 계약은 컨세션을 부여한 나라의 現地法이
적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컨세션 계약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
를 私法上의 계약으로 볼 경우에는 契約法의 원리에 따르고, 公法上의 계약으로
볼 경우에는 行政法 원리가 적용될 것이다.
구체적인 계약에 있어서는 현지법이 아닌 당사자가 합의한 국가의 법을 선택할 수
도 있으나, 기술이전·회계처리·통계·노사관계·외환관리·수출입승인·거주 및
旅行규제에 관해서는 현지 강행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다툼이 있
는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國際法의 일반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2) 紛爭의 해결
컨세션 계약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현지 관할
법원의 재판을 받거나 양측이 합의한 현지 또는 제3국에서의 仲裁에 의하여 해결
하게

된다.

나라에

따라서는

구속력

있는

분쟁의

해결

前단계로

調停

(con ciliation )을 거치게 하기도 한다.

자 . U N C IT RA L의 BO T 立法展望
BOT 의 效用이 입증됨에 따라 많은 나라가 BOT 프로젝트에 대한 外資를 포함
한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法制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그동안 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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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法制의 統一을 도모해 온 UN CIT RAL에서는 UNIDO, 세계은행, 국제기
술용역업자연맹(F IDIC ) 등 국제기구 단체의 입장과 각국 정부의 현황을 광범위
하게 조사한 후 BOT 立法 가이드(legislativ e guide)에 수록할 내용에 관하여 회
원국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1999년 회의 때 별표와 같은 목차를 정하였다.94) 물론
이것은 아직 UN 차원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며, 각국의 사정에 따라 체제를 달리
하거나 규정을 간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95)
그러나 UNCIT RAL의 모델법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UN에서
정식 채택되더라도 각국이 이를 국내에서 立法化하려면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한
다. 또 이미 BOT 에 관한 법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 UN 모델법을 그대로 수
용할지도 의문이다.

<표 4 - 1 >
U N C IT RA L 민자유치사업 立法 가이드의 目次
서 론

論議의 배경

제 1장

立法時의 일반적인 고려사항

제2장

프로젝트 리스크 및 정부의 지원

제3장

사업시행자(conces sion air e )의 선정

제4장

사업실시협약(pr oject agr eem ent )

제5장

인프라의 개발 및 운영

제6장

사업시행기간의 만료, 연장, 종료

제7장

準據法

제8장

紛爭의 해결

94) UNCIT RAL T hirty - second session (Vienna, 17/ 05- 04/ 06/ 1999), 22 January 1999 A/ CN .
9/ 458 / A dd.2.
95) 1999년 UNCIT RAL 회의에서는 외부 전문가 및 다른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입법
가이드 試案을 놓고 목차가 적정한지, 관련된 이슈를 모두 다루고 있는지, 민간사업자의 수
요를 제대로 반영하였는지, 평가의견은 타당한지 등을 주로 논의하였다. 이와 아울러 민자
유치사업 입법 가이드를 단순한 立法勸告案(legislativ e recom m endations )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모델法案(m odel legislative pr ovisions )을 만들 것인지에 관하여도 토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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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기 소개한 각국의 BOT 에 관한 法規의 내용을 파악해 두는 것도 나
름대로 意義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海外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려
는 국내 기업이나 이들을 금융지원해야 하는 금융기관들로서는 BOT 사업의 원
활한 수행 및 國際比較를 위해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이다.

제2절

東아시아의 BO T 法制

1 . 우리 나라의 民間投資法
1998년 12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개정법률안 이 제

198차 國會(정기회)에서 통과되어 12월 31일자로 공포(법률 제5624호)되었다. 본
래 이 法은 사회간접자본(S OC) 시설에 대한 財政의 한계를 보완하고 民間부문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하기 위하여 1994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特惠 시비를 우려
하여 사업의 수익률을 제한하는 등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바람에 그 성
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형편이었다.
이에 政府는 현행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수익성 제고 등 인센
티브를 제공함으로써 外國資本을 포함한 민간투자를 적극 활성화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경제 활성화, 국가경쟁력 강화,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도모하고자 기획예산
처를 중심으로 법개정을 추진해 왔다.96) 새로 시행된 개정법률은
시설에 대한 民間資本誘致促進法 의 題名을

사회간접자본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民間投資

法 으로 바꾸는 등 사실상 全文을 개정한 것이다.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방식의
다양화,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 민간투자사업의 지원,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법률관계의 명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가 . 民間投資方式의 다양화
민간투자법은 제1, 2종 施設區分을 폐지하고 새로 BOT 등의 방식을 도입하였
96) 동 법률안은 일단 議員立法 형태로 발의되었으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
통과되었으며 공포후 3월이 경과한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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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거 민자유치법에서는 시설의 公共性에 따른 소유권의 國家귀속 여부를 기
준으로 제1종 시설과 제2종 시설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제1종 시설
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총사업비의 범위내에서 無償으로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준공- 이전- 운영(BT O) 방식을 채택하였다.97)
이러한 BT O 방식은 1종, 2종의 구분이 너무 획일적인 데다 비록 민자사업자가
관리운영권을 物權的으로 취득한다 해도 그 성격상98) 투자비를 충분히 회수한다
는 보장이 없었고, 주무관청에서도 재정 및 행정지원이 따르는 제1종 시설은 國
庫사업으로 시행하려는 경우가 많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더욱이
IMF 체제하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인프라 건설계획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자
국제적으로도 널리 통용되고 민자사업자가 일정 기간 시설의 소유권을 갖고 투자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는 BOT 방식을 도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민간투자법은 종전의 1종과 2종 시설의 구분을 폐지하는
대신 제4조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을 國際基準(global stan dar ds )에 맞게
다양화하여 다음 네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①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지자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BT O) 방식
②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준공후 일정 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
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 만료시 시설 소유권이 국가·지자체에 귀속되는(BOT )
방식
③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준공- 소유- 운영 ; build - ow n - oper at e 즉 BOO) 방식
④ 기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BOT 가 변형된 준
공- 임대- 이전(build - lease- tr an sfer ; BLT ), 재건- 운영- 이전(r eh abilitate- oper at etr an sfer ; ROT ) 등의 방식
97)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제32조도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98) BT O 방식의 경우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총민간투자비의 10%를 附加
價値稅로 일시 납부해야 하므로 자금조달 부담이 늘어나고 시설 사용료를 인상시키는 결과
를 가져왔다. BOT 방식의 경우에도 같은 금액을 財産稅로 납부해야 하므로 사정은 비슷하
지만, 정부는 租稅特例制限法도 함께 개정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 등을 감면하였다(동법 78조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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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경우에나 外國人에 대하여 아무런 차별규정이 없으므로 외국인의 참여도
가능하며, 민간투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인투자촉진
법을 따르면 된다(동법 54조 참조. 이하 인용 조문은

민간투자법 임).99)

나 . 民間投資事業의 實效性 제고
(1) 民間投資事業 審議委員會의 설치
국민경제적 견지에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종
래 경제기획원에서 총괄하던 사회간접자본 정책기능을 기획예산처(舊 기획예산위
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5조). 즉 기획예산처에 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정책
수립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심의를 담당하는 會議體 기구를 두고, 민간투
자사업 심의위원회는 사회간접자본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장과 민간투자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이 심의위원장을 맡도록 하였다(6조). 심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자문기구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투자사업 자문위
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2) 民間投資事業 基本計劃의 수립
政府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
모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를 공고하여야 한다(7조1항).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은 그 목적상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관련된 中長期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
며, 民間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7조2항).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8조).
- 사회간접자본의 분야별 민간투자 정책방향
-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 민간투자사업 또는 대상사업의 투자범위·방법·조건에 관한 사항
-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민간투자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99) 정부 당국은 실제 운용에 있어서도 수익률은 市中金利보다 높게 또 시설물의 소유권도 사
업에 따라 최장 50년까지 보장하기로 하는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있어 외국기업의 많은
투자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일보 1999.1.4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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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책사항
민간투자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
에 대한 妥當性分析이 사전에 실시되어야 한다(8조2항). 그동안 타당성 분석이 형
식적으로 흐른 나머지 민간투자사업이 부진했던 점을 감안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본격적인 타당성 분석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100)
(3) 民間投資 施設事業基本計劃의 수립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이 공고된 다음 주무관청은 당해 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
된 후 1년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11조).
- 대상사업의 推定투자금액·건설기간·예정지역 및 규모
- 사용료·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 BT O, BOT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 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
-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중소기업의 참여 권장)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주무관청에 의하여 협상대상자로 지정되면 사업시행 조건에 관한 협상을
마친 다음 주무관청과 實施協約(con ces sion agreem ent )을 체결하게 된다(13조).
사업시행자는 구체적인 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한 후 주
무관청에 이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13조5항),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까지
당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法人(pr oject company )을 설립하여야 한다(14조3항).
(4) 民間부문의 事業提案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創意와 效率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상의 대상사업
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민간부문이 이니셔티브를 발휘하여 BT O나
BOT , BOO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하였다(9조). 마찬
가지로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대하여도 민간부문은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12조).
100) 外國人投資者의 경우 타당성검토의 수준이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國際的 公認機關
의 사업성검토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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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간투자사업 施行者의 지정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토대로 주무관청은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주무관청은 사업시행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자와 實施協約을 체결한다(13조). 이 경우 실시협약에는 총
사업비와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公共부문 외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法人이어야 하므로(2
조7호)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을 조건으로 당해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게
된다(14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일정 기간내에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5조),
한편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사업추진 실적
이 부진한 경우에는 日沒制(sun set clau se)를 적용하여 민간투자사업에서 배제된
다. 이러한 경우 주무관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10조, 50조).

다 . 民間投資사업의 지원
(1)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설치
정부는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선정, 사업 타당성의 분석 및 사업계획의 평가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one- stop serv ice )
하기 위하여 국토개발연구원에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지원센터 를

설치하였다(23조).
국토개발연구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유
관기관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관리·운영
民間投資사업의 추진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일정 기간 無償
사용·수익할 수 있거나[BT O 방식인 경우], 소유·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BOT 방식
의 경우], 그 기간동안 타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하였다(25조).
사업시행자가 종전처럼 BT O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건설한 경우에는
竣工확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으로부터 일정 기간동안 동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설정받게 된다(26조). 이 관리운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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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物權으로 보며 民法중 不動産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자금을 조달할 때 이
를 擔保로 활용할 수 있다.
(3) 産業基盤信用保證基金 관리의 일원화
그동안 한국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3개 기관에서 분산
운영해 온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관리를 신용보증기금으로 일원화하여 基金管
理의 專門性을 제고하도록 하였다(30조).
이에 따라 종전의 민자유치법에 의한 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자산·채
권·채무는 신용보증기금으로 이관되고, 그 권리·의무는 신용보증기금에 포괄적
으로 승계된다(부칙 3조).
(4) 인프라 펀드의 설치
민간투자법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은행
을 비롯한 국내 금융기관과 IF C (국제금융공사)와 같은 국제금융기구가 사회간접
자본 시설에 대한 출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社會間接資本投融資會社(infr astructure
fund )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41～44조). 同 투융자회사(일명

인프라 펀드 )

에 대하여는 그 법적 성격 및 투자자보호를 확실히 하기 위해 뮤추얼 펀드에 관
한 1998년 證券投資會社法 을 적용하고 있다(41조).
인프라 펀드의 자본금은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42조), 그 자산운용은 사회
간접자본 시설사업 시행법인에 대한 출자 및 융자, 채권의 인수 등에 국한된다
(43조). 인프라 펀드는 일반 뮤추얼 펀드와 마찬가지로 株式을 발행하는 형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며, 그 운용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산운용회사와
자산보관회사, 판매회사를 두게 된다.
(5) 社會間接資本 債券의 발행
민간투자법은 또 사업시행자 또는 시행령에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민간
투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財源 조달을 위하여 종래 제1종 시설에만 허용되었던
S OC 채권을 발행 101)할 수 있도록 하였다(58조). 이 경우 S OC 채권에 의하여 조
달된 재원은 민간투자사업의 用途外로 사용할 수 없다.

101) 1999년 5월 28일 仁川국제공항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국내 처음
으로 S OC 債券이 발행되었다. 民資사업시행자인 인천공항 에너지주식회사가 발행한 1천
억원의 10년 만기(거치 5년 포함) 무보증 채권으로 한국산업은행이 주간사, 삼성증권이 공
동주간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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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民間投資사업에 따른 法律關係의 명확화
(1) 附帶事業의 시행
종래 부대업무의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던 점에 비추어 민간투자법
에서는 그 요건과 절차를 명시하였다. 즉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당해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투자비 보전 등을 위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택지개발, 주택건설, 산업단지개발
등의 부대사업을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21조). 다만,
부대사업비의 범위, 사업시행지역 등 부대사업의 시행요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不可抗力 사태의 발생
종전의 민자유치법하에서도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상황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사회간접자본 시설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 주무관청은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
전·제거·원상회복을 명하는 등의 명령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不可抗力으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변동이나 공사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으므로 주무관청이 公共利益을 도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민간투자법은 이상과 같은 公益을 위한 처분요건에
전쟁·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
함시켰다(47조). 이 경우 주무관청은 公益을 위한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사업시행
자에 대하여 정당한 報償(pr oper com pen sation )을 하여야 한다. 만일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土地收用의 例(즉 裁決)에 따른다(47조2
항).
그리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의 발생으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건설 또
는 관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에 당해 사업의
買受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59조). BT O 방식이든 BOT 방식이든
결국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2조3호)의 公共性에 비추어
민간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이를 정부가 인
수하여 사업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매
수를 요청하는 것[請求權]에 불과하므로 국가·지자체가 이를 당연히 매수하여야
하는 것[形成權]은 아니며 매수조건도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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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政府의 監督
사회간접자본 시설 건설을 민간부문에 맡긴다 해도 대상사업이 국민경제에 중
요한 기반시설이므로 주무관청에서 프로젝트의 시공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이를
모니터링하고 감독(surv eillan ce)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45조). 감독기관은 당해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주)가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적정 수준의 經營能力을 유
지하고 있는지, 시설 사용자를 가격 품질

이용 면에서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환경보호·안전성·공공성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독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무관청은 민간부문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판매를 보장하거나 투자자금의 회수가 가능하도록 사용료를 책정하
여야 한다. 과거 민자유치법에서도 준공 당시의 예상판매량·사업비가 사업시행
자 지정 당시의 총민간사업비, 실제 판매량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예컨대 有料고속도로의 운영중 이자율이 급등하거나 실제 교통량이 당초의 교통
영향평가에 비해 큰 차이가 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용 또는 공공
용 시설의 무상사용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다.

마 . 바람직한 BO T 力學關係
아무리 法制가 잘 완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102) BOT 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려면 재원조달이 원활해야 하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리스크 회피, 채권보전 방법이 확실해야 할 것이다.103)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리스
크를 각 참가자들이 公正한 去來(fair deal)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이해관계와 필
요성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BOT 방식으로 추진되는 民資유치사업이 예상과는 달리 失敗할 경우
102) UNCIT RAL의 조사보고서에 비추어 우리 나라 민간투자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民資誘致대
상시설·基本計劃의 수립·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구체적인 사업시행·사업시
행자에 대한 特權의 부여·産業基盤신용보증기금의 지원 등 각종 제도와 절차가 거의 손
색없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보장하고 약속하는 컨세션 계약에 대한 法的 근거가 없어 정부의 역할이 모호하고 심지어
는 프로젝트에서 발을 뺄 여지마저 있다. 또 사업시행자로서는 여전히 財源조달상의 제약
이 따르고 사업전망의 불투명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소해주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103) 拙著, 전게서, 286～2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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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것이다. 국가 재정의 여유가 있는 나라(예: 日本)에서는
정부가 장기 저리의 융자를 통하여 民資사업을 뒷받침하고, 자본시장이 발달한
나라(예: 미국, 영국)에서는 금융기관이나 기관투자가들이 위험을 안고 高收益
(high risk - high r eturn )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사정이 어렵고 국내 재원
도 빈약한 開途國(예: 필리핀)에서는 國內外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장
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있어서 정부가 公共利益과
참가기업·투자자들의 收益性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後見人的인 역할 이 요청된

다고 하겠다.

2 . 日本의 P F I 法
일본의 경우 종전에는 정부·지자체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제3 섹터형 사회간접자본 건설 104)을 많이 행하였으나, 不況을 타개하기 위한 방
안의 일환으로 1998년 5월 通商産業省을 중심으로 日本型 P F I 를 추진키로 하고
民間資金等의 活用에 의한 公共施設等의 整備等의 促進에 관한 法律案 一名 P F I
추진법안 을 국회에 상정하여 마침내 1999년 7월 23일자로 법안이 통과되고 같은
달 30일 공포되었다.
日本 政府는 이미 1998년부터

綜合經濟對策 의 일환으로 경제기획청, 통산성,

건설성 등 관련부처에 P F I 추진연구회 등 對策班을 설치하고 민간자금 및 노하
우를 활용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을 정비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한 동법의 시행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왔다.
日本

P F I 法 의 骨子는 다음과 같다.

□ 目 的 (1조)
민간의 자금, 경영능력 및 기술능력을 활용하여 공공시설 등의 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이에 관한 기획 포함)의 촉진을 도모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을 정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104) 일본에서는 1986년 민간사업자 능력의 활용에 의한 특정시설정비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
치법 (일명 民活法 )을 제정하고 民- 官 합동의 제3섹터형 사업을 많이 벌였으나, 일본 경
제의 거품이 사라지면서 너무 낙관적인 사업전망과 民- 官의 역할분담 및 책임범위가 불분
명한 탓에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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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定 義 (2조)
1. 공공시설 등 :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하천, 공원, 상·하수도, 공업용수도 등의 공공시설
- 청사, 숙사 등의 공용시설
- 공영주택 및 교육문화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갱생
보호시설, 주차장, 지하상가 등의 공익적 시설
- 정보통신시설, 熱공급시설, 新에너지 시설, 자원재활용 시설, 관광시설 및 연
구시설
- 이상에 準하는 기타 시설로서 政令으로 정하는 것
2. 특정사업 :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에 관한 사업으로 민간의 자금, 경영능력,
기술능력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
3.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등 :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인 장관, 소관부처 장관, 지
방공공단체( 지자체 )의 장, 공공법인 등
□ 基本理念 (3조)
1.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에 관한 사업은 국가- 지자체- 민간사업자가 적절한 역
할분담과 재정자금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관점에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
익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민간사업자가 수행하는 것이 적
절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실시를 민간사업자에게 맡긴다.
2. 특정사업은 民官의 책임분담을 명확화하고 수익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저렴
하고 양호한 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한다.
□ 基本方針 (4조)
1. 총리는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민간자금등 활용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사업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을 정한다.
2. 基本方針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 특정사업의 선정은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감축 등 자
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함과 아울러 민간사업자의 자주성을 존중할 것
- 민간사업자의 선정은 공개경쟁에 의하여 선정하되 그 과정의 투명성을 기
하고 민간사업자의 창의와 효율을 존중할 것
- 재정상의 지원은 현행 제도에 의거한 방책을 기본으로 하거나 이에 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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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할 것
□ 實施方針 (5조)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가 특정사업의 선정 및 민간사업자의 선정을 할 때에는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특정사업의 실시에 관한 방침을 정하도록 한다.
□ 特定事業의 선정 (6조)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는 기본방침 및 실시방침에 기하여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인정되는 특정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 民間事業者의 선정 (7조)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는 특정사업을 선정할 때 당해 특정사업을 실시할 민간사
업자를 公募 등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 객관적인 評價 (8조)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는 특정사업의 선정 및 민간사업자의 선정에 있어서 객관
적인 평가(당해 특정사업의 효과 및 효율성에 관한 평가 포함)를 행하고 그 결
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選定事業의 실시 (10조)
1.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가 선정한 특정사업은 기본방침 및 실시방침에 기하여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및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책정한 사업계획 또는 협정에
따라 사업을 실시한다.
2. 선정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한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선정사업자의 책
임이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유의하고, 사업계획 또는 협정에 책임분담을 명기한다.
□ 財政上의 지원 등 (11～16조)
특정사업의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채무부담의 특례, 국유재산의 무상사
용, 정책투자은행(Dev elopm ent Bank of J apan ; DBJ ) 등을 통한 무이자 대출,
자금의 확보 및 지방채에 대한 배려, 토지 취득 등에 대한 배려를 한다.
□ 規制緩和 (17～20조)
특정사업의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완화, 국가·지자체·민간사업자의 상호협

- 91 -

력, 啓發활동 및 기술적 원조, 금융기관 담보부동산의 활용 등에 관한 조치를
강구한다.
□ 민간자금 등 활용사업 추진위원회 (21～22조)
1. 설치 : 총리실에 위원회를 둔다.
2. 기능 : 위원회는 이 법률에 규정된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외에 실시방침의 책정, 특정사업의 선정, 특정사업의 객관적인 평가 기타 민간
자금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의 정비 상황을 조사 심의하며, 민간사업자 등의
의견을 접수하여 총리에게 건의한다.
3. 조직 :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총리가 임명하는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 施行日 (부칙 1조)
공포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政令으로 정하는 날에 시행한다.

3 . 中國의 프로젝트 金融 管理規則
中國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발전소, 고속도로, 통신망 건설 등의 대형 프로젝트
가 해외자금을 차입하거나 외국투자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중국 당국은 外國의 금융기관, 건설회사, 공급자 및 구매자 등이 참여
하는 프로젝트 금융 105)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外資의 도입 및 상환에 있어서
외화가 유용되거나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中國 國家計劃委員會와 國家外換管理局은 1997년 4월 16일

海外 프로젝트 金融

管理規則 을 제정 공포하고 동 일자로 시행하였다.106) 이에 따라 외국에서 자금을 조
달하여 중국내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規則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가 . 프로젝트 金融의 槪念
중국의

海外 프로젝트 金融 管理規則 은 프로젝트 금융의 개념을 실정법상으

로 분명히 정하고 있다. 즉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外資를 들여와 프로젝트를 수
105) 중국에서는 프로젝트 금융을 項目融資 라고 일컫는다.
106) 射手矢好雄, 中國におけるプロジェクト·ファイナンスに關する規則の制定 ,
Vol.25 No.7 (1997.7), 755～7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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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자 하는 경우 채무의 상환은 프로젝트 자체의 장래 수입(cash flow )과 관
련자산만 가지고 해야 하며 또한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조
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對外支給이 허용된다.
따라서 프로젝트 금융의 채권자는 프로젝트 이외의 자산이나 수입에 대하여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중국의 기업들도 프로젝트 이외의 자산이나 수입으로
채무를 상환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프로젝트 금융의 대상은 프로젝트의 운영에서 충분한 자체수입이 예
상되는 발전시설, 고속도로, 교량, 터널, 도시 급수장 및 오수처리장 등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그밖에 투자규모가 크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는 프
로젝트로 제한된다.

나 . 프로젝트 금융의 당사자
프로젝트 금융 관리규칙은 외국 기업이 중국의 기업과 공동으로 프로젝트의 事
業主(spon sor )가 되고 외국의 대주 등에 대하여 대외지급이 필요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은 프로젝트 금융에 관하여 양호한 실
적이 있어야 한다.
프로젝트의 스폰서는 합작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프로젝트 회사(project
company )를 설립하게 된다. 프로젝트 회사는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하여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건설회사와 건설계약을 체결하며, 프로젝트 시설의 관리·운영
을 위하여는 管理運營계약을 체결한다. 프로젝트 참여자 상호간에는 프로젝트 리
스크가 적정하게 분산되어야 하는데, 결국 대주들은 이러한 프로젝트 리스크를 평
가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 . 프로젝트 금융의 節次
중국에서의 프로젝트 금융은 통상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1) 프로젝트의 事業性檢討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하는 투자자 또는 프로젝트 소재지의 지방정부가 중앙
정부의 프로젝트 주무관청에 인가를 신청한다. 예컨대 발전소 프로젝트의 경우에
는 전력공업부, 고속도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교통부가 심사를 맡는다. 그 다음
으로 중앙정부의 경제계획을 담당하는 국가계획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최종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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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가한다. 프로젝트의 규모가 크고 국민경제상으로 중요한 경우에는 국무원
(內閣)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인가신청 단계에서 프로젝트의 구조(stru cturin g ) 및 프로젝트 금융 방
식이 확정되며 해외 대주단의 대출의향서(LOI)가 첨부되어야 한다. 건설계약, 관
리운영계약 등 주요 계약서의 최종안도 프로젝트 인가신청시에 첨부하게 된다.
(2) 프로젝트 會社의 설립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계획위원회의 인가가 나오면 프로젝트 스폰서들은 프로젝
트 회사를 설립한다. 외국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對外貿易經濟合作部 등의 인가가 추가로 필요하다.
(3) 貸出의 승인 및 실행
프로젝트 회사가 설립되면 프로젝트 회사와 대주은행간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다. 대출조건은 國家外換管理局(외환에 관한 규정의 시행 및 외환거래를 감독하
는 중앙행정기관)의 심사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승인후 1년 이내에 대출이 실
행되어야 한다. 외화자금은 國家計劃委員會로부터 인가를 받은 대로 설비와 재료
의 수입대금 등으로 이를 지급한다.
프로젝트 회사는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외환관리규정에 의하여 이를 유보
또는 결산하여야 한다. 여기서 외환의 유보란 외화가득자가 대외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외화의 일정 비율(권한의 한도액)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元利金의 상환
프로젝트 금융의 인가조건에 따라 원칙적으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가지
고 원리금을 상환한다. 프로젝트의 제품가격 또는 서비스 가격은 물가관리당국의 인
가를 받아야 한다. 가격을 설정할 때에는 프로젝트 소재지의 이용자의 구매능력을 고
려하여야 한다.
프로젝트의 수입은 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며, 원리금의 상환을 위해 해외로
송금한다. 해외에 전용계좌를 두는 것은 따로 外換管理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프로젝트 회사는 외환관리부처에 外債등기를 하고, 자금의 사용 및 수입내역, 채
무변제 내역에 대하여 외환관리국의 감독을 받는다.
(5) 擔

保

프로젝트 금융에 제공할 수 있는 담보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입,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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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관련자산에 한한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채권자는 프로젝트의 수입이나 프로젝
트 관련자산 외에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중국에서의 프로젝트 금융에
있어서는 중국 기업은 프로젝트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어떠한 담보도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프로젝트 건설계약, 관리운영계약에 있어서는 정부 관계부처의 인가
를 받아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의 금융기관 역시 이러한 계약에 대하여 보
증 등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문제는 중국에서 프로젝트 금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중국에서의 담보권의
유효성, 집행가능성, 人民幣와 외화의 교환성 등에 대하여 외국 금융기관들이 확
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에서는 1996년 10월 1일자로 擔保
法이 시행되었고, 1997년 1월 1일부터는 競賣法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담
보법에서 債權의 실현을 보장하는 담보권은 保證(guarantee), 抵當權(m ortg age ),
質權(pledg e), 留置權(lien ), 契約保證金(deposit ) 등 5종이다.

제3절

컨세션 契約에 관한 U N IDO 가이드라인

1 . 컨세션 契約의 意義
프로젝트 금융 기법으로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경우 현지 정부는 사업시행
자(프로젝트 회사)에 공사를 수행하고 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
형식으로 부여한다.
무슨 프로젝트 시설을 건설하든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업주나 자금을 공여
하는 금융기관·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현지 정부와 협상을 통하여 결정되는 컨세
션 계약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인 UNIDO가 작성한 가이드라인 107)은 BOT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컨세션 계약 작성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것은 UNIDO
가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이기는 하지만 국제협약을 체결하듯이 여러 나라가 모여
107) UNIDO, T he Project A greem ent , Guid elines f or I nf ras tructure D ev elop m ent throug h
B OT P roj ects , 1996, pp.2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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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해서 정한 것(conv ention )이 아니고 개도국에서 실시되는 프로젝트 수행의
기준이 되는 사항(b est pr actice)을 정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기 소개된 내용은 어느 BOT 사업에나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규범적인 효력
을 갖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별로 정부와 사업시행자간의 協商을 통하여
결정될 것이다.
다음에 간추려 소개하는 UNIDO 가이드라인에서의 컨세션 계약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첫째, 컨세션 계약은 프로젝트에 관한 법률관계의 기본이 되므로 프로젝트 수
행의 조건을 정하고 사용료율 및 지급조건을 결정하며 사업시행자가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관리·운영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基準을 정한 것이다. 또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를 파악하여 이를 정부와 사업자간에 분배하고 정부의 지원
및 보장 내용을 기술하며 컨세션 기간이 끝난 후 당해 시설을 정부에 귀속시키는
조건을 기재하고 있다.
둘째, BOT 사업에는 제3자가 참여하는 경우도 많지만 주된 계약당사자는 어디
까지나 政府와 事業施行者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이나 시공회사, 원재료 공급자,
생산물 구매자, 관리·운영회사 등 다수 당사자가 참여하여 각기 리스크를 분담
하게 마련이므로 컨세션 계약에 이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
당해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컨세션 계약의 조항이 貸
主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108) 프로젝트 리스크를 정부가 민간사업
자에게 모두 전가시키는 것은 곤란하고, 義務의 부담이 균형을 이루고 상호적이
어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흐름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BOT 방식
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民資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 스스
로 프로젝트 리스크를 어느 정도 분담하기도 한다.
셋째, 컨세션 계약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금융 및 시설공사, 시설의 관리·운
영 등 각종 계약서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프로젝트
금융과 관련된 각종 계약관계의 중심이 되어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물론 프로젝트

108) 1995년 프로젝트 금융 법무가이드 를 펴낸 그래함 빈터 변호사는 은행의 지원가능성을
Bankability 로 표현하고, 프로젝트 금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또는 프로젝트 금융의
기초가 되는 프로젝트의 구조 를 말한다고 그 개념을 규정하였다. Graham D. Vint er ,
P roj ect F inance - A L egal Guide, Sw eet & Maxw ell, 1995,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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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시공회사 등 당사자들 위에 위치하는 超國家的 성격
(tr an snation al charact er )을 띠는 경우도 있다.

2 . 컨세션 契約의 法的 性格
BOT 방식으로 인프라를 건설하는 경우 컨세션 계약이 각종 계약 및 법률관계
의 기본이 되는 바, 만일 정부가 行政處分의 형식으로 BOT 프로젝트를 승인한다
면 간단히 관련법규의 근거만 명시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對等
한 당사자로서 사업시행자와 상세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前者는 公法上의 행위로서 정부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승인을 철회하거나 변경
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지위가 불확실해
져 금융지원을 받는 데 다소 문제가 있다.
後者는 정부로서 主權免除를 주장할 수 없고 私法이 적용되는 상업적인 행위
(com m ercial activ ity )이므로 계약서에 규정된 대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 뿐이
다. 이러한 계약 형식은 복잡한 BOT 프로젝트를 조정하고 수행하는 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契約의 형식이 더 선호되고 있다.
따라서 컨세션 계약은 협상 가능한 조건을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사업시행자
로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즉 정부의 조달절차는 효율성 및 공정성, 투
명성을 기하기 위해 競爭入札 방식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협상의 여지가 크
게 줄어들게 된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경쟁입찰 조건에 컨세션 계약의 주요 조건
을 명시하고, 입찰에 응하는 민간사업자들도 이를 토대로 사업성 검토와 리스크
분석을 하는 만큼 일부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협상을 벌일 수 있을 뿐이
다. 정부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사업신청자들을 비교 심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프라 건설을 競爭入札 방식으로 하는 경우 협상 가능성은 극히 제
한된다. 受注경합이 치열하거나 프로젝트의 조기 시행을 원할 경우 입찰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協商의 여지가 거의 없다.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경우에
는 협상을 통하여 상호 원만한 조건을 도출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항을 협상대상
으로 할 수는 없다. 예컨대 전기·통신·환경보호·안전기준·외환관리 등 强行
規定에 속하는 現地法規는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컨세션 계약을 협상하고 기초할 때에는 전에 체결된 비슷한 계약을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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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규정을 원용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일반적으로 계약 조건에 관하여 협
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BOT 사업에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협상을 많이 할
수록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3 . 컨세션 契約의 作成
컨세션 계약은 그 대상인 프로젝트만큼이나 구조나 내용, 용어가 매우 다양하
다. 컨세션 계약은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새로운 경험과 인프라, 법적 전통, 시장
여건이 작용하면서 변화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컨세션 계약은 그 내용이 비슷비슷하다. 아시아나 中
南美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컨세션 계약을 보면 내용을 상세히 포괄적으로 규
정하는 등 英美法의 체제와 작성기술을 본뜬 것이 많다. 이것이 이들 나라의 법
제 전통과는 거리가 있지만 컨세션 기간 중에 필요한 규제와 조치를 취할 수 있
기 때문이다. 그 나라의 法制가 BOT 사업을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컨세션 계약은 모든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상세한 내용을 포함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컨세션 계약은 정부나 정부기관이 주도적으로 작성한다. 컨세션 계
약은 물론 대상사업이나 프로젝트 참가자, 현지 법제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근
들어 標準化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中國에서는 BOT 방식이 적용
되는 산업별로 표준화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利點이 있기 때문이다.109)
- 계약서 작성 등 다큐멘테이션에 소요되는 시간 및 법률비용이 절감된다.
- 같은 조건에 입각하여 사업신청을 하게 되므로 서로 비교 평가하기 용이하다.
- 금융기관들이 컨세션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므로 재원조달이 용이해진다.
- 정부의 입장에서도 BOT 사업에 대한 全國的인 계획·시행·통제·감독이
가능해진다.
- 컨세션 계약의 상세한 내용이 공개되므로 정부와의 협상경험이 많은 사업자
의 獨走를 막을 수 있다.
- 프로젝트와 관련된 공사계약, 대출계약 등의 작성이 간편해진다.

109) UNIDO, op .cit., pp.23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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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별로 시간에 쫒겨 계약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보다 표준화를 통하여 그
내용을 보다 精緻하고 充實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BOT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정이 천차만별이고 프로젝트가
실시되는 지역의 법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정형화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므로 많은 나라들이 대상분야별로 컨세션 계약을 標準化시키는 한편 구체적
인 사업의 특별한 사항은 特約으로 추가시키고 있다. 실제로 UN 유럽 경제위원
회(E conom ic Com m is sion for Eur ope; E CE )가 제정한

수출입용 플랜트·기계장

비의 공급 및 건설에 관한 약관 (Gen er al Con dition s for S upply an d Er ection s
of P lant s and M achin ery for Im port and Ex port )은 대형 플랜트 사업에 큰 무리
없이 적용되고 있다.

4 . U N ID O의 B OT 가이드라인 要約 110)
가. 總

則

(1) 當事者 및 目的의 표시
컨세션을 부여하는 주체 및 사업시행자를 표시하고 컨세션 계약을 체결하는 목
적과 취지를 기술한다.
(2) 用語의 정의
컨세션 계약을 체결하는 법적 근거를 밝히고 당사자간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계약에 사용된 중요한 개념과 용어를 설명한다.
(3) 컨세션의 부여
정부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컨세션을 부여하고 사업시행자는 컨세션의 조건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시설 완공 후에는 일정기간 동안 당해 시설을 관리운
영한다.
(4) 發效條件
컨세션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兩당사자 특히 사업시행자가 적법하
게 설립되어 존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관계당국으로부터 필요
한 인·허가를 취득하고 자금조달 계획이 확실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착공에
110) I bid., pp.22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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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다 갖추어졌을 때 兩 당사자의
확인을 거쳐 컨세션 계약이 발효되는 것이다.

나 . 프로젝트의 實施
(1) 건설공사
(가) 土地의 취득 및 사용
프로젝트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및 사용은 政府가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貸主의 입장에서도 필요
한 擔保의 취득과 관련하여 중요한 포인트이다.
또한 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게 될 부지의 조건을 정하고 현재 및 장래의 障害
는 모두 제거하도록 한다.
(나) 設

計

컨세션 계약에는 사업시행자가 따라야 할 설계 기준을 정하고 당사자들의 당사
자의 설계도면 열람권을 인정한다. 또한 설계의 심사·변경·승인에 관한 절차와
설계의 하자에 대한 책임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설계도면은 정부의 입찰에 응할 때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설계도를 심사하여
승인할 권리를 갖고 있다. 정부가 설계도를 승인하였다고 하여 설계도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다) 施

工

공사비, 공사일정 및 완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그러
므로 공사착수 및 주요 공정, 공사의 품질을 확실히 정하고 또 공사관련 법규 및
표준을 명시해야 한다. 그밖에 공사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및 면허의 취득, 시공
회사의 선정, 장비 및 자재의 공급, 품질보장을 위한 정의, 공사진척보고서의 내
용 및 제출시기, 검사·감독을 위한 현장 출입권, 공사종료후 현장 복구 등에 관
한 규정을 둔다.
대규모 인프라 공사에 있어서는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데 이에 대비하여 설계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정기일에 공
사를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공사도중에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분
쟁의 해결은 일단 보류하고 竣工부터 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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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竣工檢査
공사를 마친 시설이 설계 및 컨세션 계약에서 정한 기준, 관련법규를 준수하였
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검사일시의 통지, 검사절차 및 방법, 준공확인필증
의 교부 등에 관한 규정을 둔다. 준공검사에 통과되었다 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사
의 하자, 지연에 따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 결과 사소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수선이나 再시공을 요구하는 것이 적당
하지 않으면 사용료율의 인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
(마) 竣工의 지연
준공이 예정보다 지연된 경우에는 遲滯補償金을 부과하고 이에 대비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미리 공사이행보증서(perform an ce b on d ; P - bon d )를 제출하게 한다.
그러나 공사의 지연이 불가항력 사태, 정부의 귀책사유 기타 사업시행자에게 책
임 없는 사유로 야기된 경우에는 사업시행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준
공이 늦어진 기간만큼 사업시행자로서는 대출원리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정부가
금융비용의 증가분을 보조해 줄 수도 있다.
만일 공사를 예정기일보다 앞당겨 완성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보너스를 지
급할 수 있으나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기관은 공사완성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된다.
(2) 施設의 관리·운영
프로젝트 시설을 비효율적으로 관리·운영(O&M )할 경우 예상수입을 올릴 수
없고 시설의 노후화를 촉진하게 되므로 경험이 많은 O&M 전담회사에 長期 베이
스로 관리운용을 위임하는 예가 많다. 이 경우 컨세션 계약에는 관리운영회사의
선정, 정부의 동의절차, 관리·운영의 기준 및 목표 등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財務管理
컨세션 계약에도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정한다. 민자유
치에 의한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통행료의 구조, 징수, 통행료 조정의 방법, 支給委託
(escrow ) 계정의 설치, 재무제표의 제출, 회계원칙, 채무불이행시 정부의 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만일 外資를 유치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
화 리스크의 방지, 換錢 보장, 本國送金 절차에 관하여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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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施設의 對政府 양도
컨세션 기간 종료후 정부에 프로젝트 시설을 양도하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다.

다 . 컨세션 기간중 當事者의 義務
(1) 政府의 의무
정부는 사업시행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法令의 개정·폐지를 하지 않아
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관계당국의 인·허가를 받는 데 협조하고 행정절차를 간
소화할 의무가 있다. 그밖에도 프로젝트 원자재·생산물의 수출입 허가, 세금·관
세상의 특혜, 안전관리 기준의 확보, 프로젝트에 필요한 요원의 취업허가, 전기·
가스·수도의 공급,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보증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시행자가 예상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競爭을 배제하기도 한다.
(2) 事業施行者의 의무
사업시행자는 현지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프로젝트의 설계·공사·운영의
全단계에 걸쳐 환경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사업시행자 및 시공회사는 공사진
행 과정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밖에 사업시행자는 工事安全基準을 준수하고, 각종 인·허가의 취득 및 갱신
을 적시에 하여야 하며, 현지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거나 현지 물자를 조달하기로
약속하기도 한다. 또한 현지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며 필
요한 기술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프로젝트 관련 기술을 이전하여야 한다. 한편 프
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保險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는 대주로서도 담보관리
상 반드시 챙겨야 할 사항이다.
기존 시설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차이를 느끼지 않도록 규격 및 사양
을 일치시키고 사후에도 유지·보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共通義務
당사자가 계약체결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고 회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
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가 연장되거나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예가 많다.
프로젝트 관련 문서·설계도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秘密을 유지하여야 하며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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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義務위반시의 制裁
컨세션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 수행에 지장을 초
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여한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은
償還請求權이 제한된 프로젝트 금융의 특성에 비추어 심각한 재무상의 문제에 봉
착하게 된다.
따라서 컨세션 계약은 당사자 특히 사업시행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여러 가
지 제재방법 및 치유수단을 두고 있다. 예컨대 사업시행자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권리(의무도 포함)를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한편 정부에 대해서도 채무불이행 사태를 치유할 수 있는 기
회를 부여한다.
양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상당 기간 계
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컨세션 계약이 종료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상은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금액이 결정될 것이다. 정부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프로젝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게 된다. 컨세션 계약
을 종결할 경우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도 통지하여야 하며 그에게 일정한 권리
를 부여하기도 한다.
공사 완공 후에는 정부가 프로젝트 시설을 언제든지 買入(buy out )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정부가 프로젝트 시설을 매입함으로 인한 컨
세션 계약의 종료는 미리 규정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 금액은 정부의 귀
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는 금액
과 같다.
계약상의 義務違反에 대하여는 지체보상금(liquidated damages ), 위약금(penalty )
조항이 있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
록 컨세션 계약에 규정을 둔다. 손해배상의 조건,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익이 있으
면 그 내용,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경우, 손해가 커지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
정하고 위반자에게 중대한 책임이 없는 한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con sequ ential
dam ag e)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본다.
(2) 當事者의 責任
프로젝트 시설의 공사 및 운영 중에 근로자나 시설의 이용자가 상해를 입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의 배상은 물론 現地法에 의하여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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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되지만 정부와 사업시행자도 컨세션 계약의 규정에 따라 責任을 지게 된다. 따
라서 컨세션 계약에는 정부를 면책시키는 조항, 환경훼손에 따른 책임, 제3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통지의무, 면책사유 등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이러한 사태
를 예방하기 위해 責任保險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마 . 契約上 地位의 讓渡
사업시행자는 정부의 동의가 없는 한 컨세션 계약상의 지위 또는 중요한 권리
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컨세션 계약의 당사자인 정부기관이
民營化, 조직변경, 해산을 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정부로 하여금 그 승
계자가 종전의 의무를 전부 인계하도록 보장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바. 기

타

국제금융기구가 자금을 공여하는 BOT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準據法을 현지법
이 아닌 中立的인 제3국의 법으로 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訴訟(litig ation )이나 仲裁(arbitration )에 의하여 해결하게 될 것
이다.

- 104 -

제5장

프로젝트 리스크와 法律對策

프로젝트 금융에 있어서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금융자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자금조달 방안을 수립한다. 그리고 프로젝트 시설이 완성되면 프로젝트에서 나오
는 수입금을 가지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한편 총사업비를 회수하게 된다. 그러나 非遡
求金融이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사업주는 프로젝트 회사(SPV)의 뒤에 숨어
버리고 오히려 프로젝트 금융을 공여한 금융기관에게 리스크가 전가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프로젝트 금융의 대상사업은 높은 收入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한 위험(risk )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으로서 주도면밀한
리스크 對策을 세우는 것은 당해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여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
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제 1절

프로젝트 리스크

1 . 리스크의 認識
프로젝트 리스크란 프로젝트에 대출을 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償還財源이 되
는 현금흐름(ca sh flow )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모든 사태, 즉 공사완공의 지연,
생산시설의 성능 미달, 제품 판매의 부진, 금리·환율의 변동, 현지 정부의 공용
수용, 환경문제의 발생 등을 모두 일컫는 111) 것이다.
<그림 5- 1>에서 보듯이 프로젝트 시설에 관한 위험은 공사가 끝나고 시험운전 단계
에서 최고조에 달했다가 점차 해소되지만, 시장 리스크는 조업 단계까지 계속된다. <그
림 5- 2>는 시험운전이 끝나고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될 때 최악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수입은 물론 프로젝트 회사의 자본금, 스폰서의 추가출자를 가지고도 원리금 상환이 어
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111) 프로젝트 금융의 리스크란 損失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 (Gardner , "Risk Analy sis and
Allocation ", P roj ect F inancing , Workbook T w o, p.2) 또는 프로젝트의 失敗를 초래하는
원인 (Nevitt & F abozzi, P roj ect F inancing , p.4)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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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段階別 리스크

<그림 5 - 1 >

費 用

元利金 상환

市場 리스크

期 間
工事 단계

試驗運轉단계

稼 動 단 계

자료 : Nevitt & F abozzi, Project Financing (Sixth Ed.), p.10.

프로젝트 金融과 현금흐름 豫想

<그림 5 - 2 >

費 用
最上의 현금흐름

豫想되는 현금흐름
最惡의 현금흐름
프로젝트의
예상수명
元利金상환액

工事 단계

試驗運轉단계

자료 : 상게서,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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稼 動 단 계

期 間

프로젝트 리스크 및 對應策

<표 5 - 1 >
내

용

完工의 지연
工事完成
리스크
工事費 초과

生産能力의 미달

運營
리스크

관리·운영의 미숙

리스크 부담자

시공회사의 損害賠償
保險 가입
不可抗力 免責규정
固定가격, 턴키 베이스의 공사 계약
- 豫備費의 책정
-

시공회사
보험회사
貸主
프로젝트 회사, 시공
회사
貸主

- 손해배상의 예정
- 시공회사
- 생산물 판매계약의 수정
- 생산물구매업자
- 檢證되지 않은 新技術사용의
불허
- 관리회사의 보증서 징구
- 관리회사

施設의 결함

- 부품·장비 공급자의 보증서 - 보증인, 보험회사
(warranty) 징구
- 시공회사, 공급자

不可抗力

- 保險 가입

- 보험회사

생산물 판매의 부진

- 長期판매계약의 체결
- 生産物구매업자의 購買覺書
- 철저한 시장조사, 진부화될
생산물·생산기법 배제
- 적절한 리스크 헤징

- 貸主

市場
리스크
金利, 換率의 변동

政治的
리스크

리스크 축소방안

- 프로젝트 회사, 貸主

현지정부의 간섭, 收用 - 프로젝트의 수행을 보장하는 - 貸主
法規의 제정
- 保險 가입
- 보험회사
環境문제의 대두
- 현지 환경법규의 준수
- 프로젝트 회사, 貸主,
- 保險 가입
보험회사

자료 : 拙著, 國際去來法 , 288면.

그러므로 채권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프로젝트의 事業性을 충분히 심사한 후
리스크를 극소화하고 債權을 회수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계약 기타 서면으로 확
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자금대출의 조건으로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금조달 기
타 금융수단의 이용가능성을 검토한 후 프로젝트 관련 리스크를 파악하여 이를
프로젝트 참가자들에게 분산(risk allocation )시키는 것이다. 어떠한 리스크가 존재
하는지 파악하고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동시에 참가자들과 리스크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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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리스크는 建設- 시험운전(st art - up )- 본격 조업 등 단계별로 달라지는
데, 工事完成 리스크, 運營 리스크, 市場 리스크, 政治的 리스크로 나누어 리스크
의 축소방안과 최종부담자를 살펴보면 < 표 5- 1> 과 같다.

2 . 리스크別 對應策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유형화된 리스크 項目의 분석·검토만
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케이스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發電所건설 프로젝트를 예
로 든다면 立地의 선정, 연료의 구입에서 생산된 電力을 최종사용자에 판매하는 일까지
플로차트를 그려가며 단계별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리스크別 대응책
은 각종 계약서에 반영시켜야 할 債權保全策(security devices )의 기초가 된다.

가 . 리스크의 最終負擔者
프로젝트의 리스크는 貸主를 포함한 프로젝트 관계자중 누군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리스크의 최종부담자를 정할 때에는 리스크를 컨트롤할 수 있고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는 자, 당해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은 利益을 얻는 자로 하여금 리스
크를 인수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리스크의 분산에 있어서는 借主는 아니지만 프로젝트를 사실상 수행하는 스폰서(事
業主)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스폰서의 신용이 낮은 경우에는 그만큼 貸主
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스폰서의 信用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체크한다.
첫째, 스폰서의 資金力이 충분한지 알아본다. ▷소요자금의 일부는 스폰서가 出
資金 내지 서브- 론 112) 형식으로 프로젝트 회사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112) 서브- 론(subor dinated loan ; 後順位貸出)이란 변제순위가 一般채권보다 후순위인 대출을
말한다. 청산시의 변제순위는 ① 임금 및 세금(w ages an d tax es ), ② 擔保附 채권(secured
loan/ bond), ③ 一般채권(senior loan/ bon d), ④ 後順位채권(subordinated loan/ bond), ⑤ 優
先株(preferred stock ), ⑥ 普通株(comm on stock )의 順이므로 서브- 론은 거의 자본금에 거
의 접근한다. 그 때문에 BIS 룰에 의하면 後順位채무는 기본적(納入) 자본금의 한도내에
서 補完的 자본금으로 인정된다. 원칙적으로 서브- 론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변제가 후순
위(subordinated)라는 약정 외에도 다른 담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만기가 일정
기간(평균 5년) 이상이고 파산·청산절차 이외의 기한전 상환이 제한되어야 한다. 拙著,
전게서, 1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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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자금이 豫想을 초과하면 스폰서가 그 不足分을 충당해야 한다. ▷조업후 일
시적 자금부족이 생긴 때는 스폰서에 대한 배당을 연기하며, ▷공사가 기일내에
완성되지 못하거나 중요한 誓約을 위반한 경우에는 스폰서가 차입금을 변제하거
나 손해를 배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스폰서의 技術能力을 측정해 본다. 프로젝트에 이용되는 기술은 원칙적으
로 스폰서가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적 측면에서 스폰서의 과거 실적을 충
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조업 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리스크는 貸主가 부담
하게 되므로, 만일 스폰서가 이용기술에 관하여 별다른 실적이 없다면 유력한 엔지
니어링 회사로 하여금 기술공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
셋째, 스폰서가 경영능력과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 스폰서의 企業家로서의 資質
을 평가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진이 교체되면 프로젝트의 추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분석한다.
넷째, 스폰서가 당해 사업에 어떠한 투자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자기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지, 즉 스폰서의 핵심 사업인지를
확인한다. 스폰서의 資質을 평가하여 대출을 하였는데 그가 프로젝트에서 빠진다
면 사업전망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또 경영방침이 대폭 바뀔 수도 있으므로
權利의 양도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세워둔다.

나 . 컨트리 리스크 對策
국제적인 프로젝트 금융에 있어서 컨트리 리스크의 분석·평가는 대단히 중요
한 문제이다. 프로젝트 수행도중 현지에서의 내란, 혁명, 전쟁, 국유화 등 政治的
인 리스크 113)에서 對外송금 제한·금지 또는 지급유예(m oratorium ) 조치, 세금·
鑛口 사용료 등의 인상, 설비·원료의 현지조달 의무화, 일정 비율의 현지인 고용
의무화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리스크에 당면하게 된다. 이러한 리스크는 개도국
에서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정책변경, 환경기준의 강화, 외자정책 전환, 세제
의 강화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환경문제를 일으
키기 쉬운 原子力발전, 펄프, 석유화학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주변환경을 조사하는
113) 예컨대 미국의 엔론社가 추진하던 28억달러 규모의 印度 다브홀 가스 화력발전소 건설계
획은 1995년 마하라시트라州에서 민족주의 성향의 野黨이 집권하면서 그해 8월 사업계획
이 취소되었다가 1997년 초에야 가까스로 공사가 재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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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스폰서와 대응방법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해두어야 한다.
컨트리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현지 정부로부터 컴포트 레터(letter of comfort )
를 받아놓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직접적인 리스크 회피수단은 아니지만 정치
적인 리스크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有力한 金融機關, 대기업을 대주
혹은 출자자로 참여시키거나 ▷여러 나라의 일류 은행을 참여시키는 신디케이션
을 구성하고 ▷개도국에서의 프로젝트에는 現地의 有力人士, 銀行들과 제휴하여
정세변화에 따른 국유화, 차별과세, 환경문제 등의 리스크를 낮추기도 한다. ▷해
외투자 보험은 전쟁, 수용, 송금위험 등의 리스크로 인한 투자금 회수불능에 따른
손해를 상당한 정도로 보전해 준다. 다만 現地의 정치·경제상황에 따라 제한적
이거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 생
산물의 판매대금을 제3국의 에스크로 계정(offsh or e es cr ow account )에 입금시키
는 방법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다 . 事業別 리스크 對策 114)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프로젝트 금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스폰서, 금
융기관, 현지 정부, 보험회사, 원재료 공급자, 생산물 구매자 등 프로젝트 참가자
들 사이에 리스크를 적절히 분산하거나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예컨대 有料 高速道路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예정일에 준공되지 못하거
나 공사비가 예상보다 초과지출(cost ov errun )115)될 수 있으며[工事完成 리스크]
통행료가 비싸 교통량이 기대치에 미달하고[市場 리스크] 현지 정부가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 통행료 조정에 소극적 116) [政治的 리스크]일 가능성이 많다.
114) 이하 拙稿,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金融支援可能性의 검토 , 한국산업은행 산은조사월보 ,
제501호 (1997. 8)에서 전재.
115) 1987년 프로젝트 금융 방식으로 건설된 유로터널(Channel T unnel)은 工期가 7년으로 연장
되면서 사업비가 97억파운드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 1995년 9월부터는 이자지금을 중단하
는 등 사실상 破産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유로터널 측은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자자
와 채권은행단의 동의를 받아 부채중 일부(10억파운드)는 출자전환하는 동시에 나머지 80
억파운드는 절반으로 감액하고 이자율도 낮춰주는 리스트럭처링을 단행했다. "Eurotunn el
r estructur es its debt ", 106 PF I 30～31 (October 9, 1996).
116) 제2차 방콕 순환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한 日本의 구마가이구미(熊谷組) 건설회사는 사업시
행자인 방콕 고속도로 주식회사(Ban gkok Ex pressw ay Co.)에 65%의 지분을 갖고 있었지
만 泰國 정부가 주민의 반대 등 이유를 들어 이미 합의한 바 있는 준공후 통행료 인상안
을 거부함에 따라 큰 손해를 무릅쓰고 지분을 처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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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속도로 건설에 있어서 토지의 매입, 최저 교통량의 확보 등은 현지
정부와의 컨세션 계약을 통하여 확실한 보장 내지 약속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또 사업시행자가 소정 기간내 총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통행료 외의 수입원
으로 도로인접 토지에 주유소나 휴게소,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등의 부대사업권을
부여하기도 한다.
공사중의 사고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및 工期연장을 피하기 위해서는 토목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 보험(contr actor ' s all risk in sur an ce; CAR ), 기계·장비·구조물
의 공사에 대하여는 조립공사 보험(er ection all risk in sur ance; EAR )에 들어 복
구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좋다.117) 공사중 제3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는 제3자 보험으로 담보한다. 다만, 보험자가 면책되고 시공회사로서도 책
임질 수 없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의한 시설물의 손실은 현지 정부가 부담
하도록 한다.
發電所 건설에 있어서는 현지 전력회사에 장기 베이스로 전력판매 계약을 체결
[生産物구매자 리스크]하는 것이 프로젝트 成敗의 관건이 되며, 가스 火力發電所
의 경우 검증된 技術을 채택[기술적 리스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건설회
사, 현지 전력회사, 발전소 운영회사 등 프로젝트 참가자들로부터 확실한 보증 내
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가장 理想的인 프로젝트 금융을 시
행할 수 있다. 만일 프로젝트 참가자들과의 계약관계가 확실하고 시장 리스크가
문제되지 않는다면 장기로 금융지원을 할 수 있고 부채비율이 다소 높아도 무방
할 것이다.
그리고 전력산업은 公益사업으로서 政府의 규제가 심한 편이므로[정치적 리스
크] 民營化에 대비한 법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현지 송전설비를 이용
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리 양허를 받아 놓아야 한다. 또한 水力발전소의 경우 118)
에는 수질 보전, 멸종위기의 동식물 보호, 수몰지역 집단이주민을 위한 대책 등
117) 보험사고로 인하여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자면 工期 연장이 불가피하므로 당초 예상된 영
업수익을 확보하려면 保險(adv anced loss of profit ; ALOP )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ALOP
보험은 CAR이나 EAR에 추가하여 가입하는 것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間接損失인 예상이익(gros s profit )의 상실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 즉 ALOP 보험에 의하
여 보상되는 손실은 매출액의 未실현 내지 감소분과 이러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추가비용(損失감소액이 추가비용보다 커야 함)의 합계액이다.
118) 중국 三峽댐(T hree- Gorge Dam ) 건설사업은 20년간 250억달러가 소요되는 세기적인 토목
공사임에도 美 수출입은행은 1996년 5월 중국 당국의 環境對策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들이 요청한 수출금융 지원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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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火力발전소의 경우에는 대기 및 수질, 방사성물질(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등의
오염[環境 리스크]이 문제된다. 이러한 환경 문제는 사업 시행 전에 현지 정부와
주민대표는 물론 民間 환경보호단체(n on - g ov ernm ental or g anization ; NGO)119)와
도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최근 아시아 각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通信網 확충에 있어서도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될 수 있고[공사완성 리스크], 동종업체와의 경쟁 심화, 통신접속률
저하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예상한 만큼 들어오지 않는[市場 리스크] 경우도 대
비해야 할 것이다.
精油공장·石油化學공장은 생산제품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장기
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스폰서로 하여금 판매를 보장하게 한다. 제품 가격의 등락
[미스매치- 마진 리스크]이 예상되므로 원재료 구입 및 판매를 고려하여 일정한 공
식에 의하여 가격을 책정하거나 스폰서로 하여금 높은 비율의 현금출자 및 증자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표 5 - 2 >

分野別 프로젝트 리스크의 程度
교통시설

발전소

석유·가스·
정유공장

광업

수자원·폐기
물처리시설

공사완성 리스크

상

중

중/ 상

상

중

기술적 리스크

중

중/ 상

중/ 상

중/ 상

하/ 중

시장 리스크

상

하

중

상

하

원료 공급자 리스크

하

하

중/ 상

중/ 상

하

생산물 구매자 리스크

하

중/ 상

하

하

중/ 상

금리·환율 리스크

하

상

하/ 중

하

상

관리·운영 리스크

중

하

하/ 중

상

하

정치적 리스크

상

상

중

중

중/ 상

자료 : Banque P aribas , P roj ect F inancing S em inar, March 12, 1997.

119) 1990년대 들어 NGO들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수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저지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적인 연대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집으로 조직적인 시위, 소송 제기 등 프
로젝트 자체를 좌절시킬 수 있는 실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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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對象事業의 適合性
프로젝트 금융은 스폰서가 프로젝트 전담회사(SP V )를 설립하여 프로젝트의 사
업성을 바탕으로 SP V가 차주가 되어 자금지원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스폰서, 시
공회사, 원재료 공급자, 생산물 구매자, 관리운영회사 등이 여러 가지 계약의 형
태(contr actu al arr an g em ent s )로 리스크를 분담하고 원리금 상환을 보장하는 구조
를 취한다.
그러므로 프로젝트 금융은 어떠한 사업에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원칙
적으로 다음 要件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120)
- 프로젝트 금융을 공여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장래의 현금수입을 확실히 예상할
수 있고 자본적 지출(Capex )이나 관리운영비(Opex )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
을 것
- 안정된 수입을 보장하는 장기 구매계약(발전소, 자원개발 등)이나 현지 정부
의 지원약속(교통시설, 통신시설, 송유관 등)이 체결되어 있을 것
- 프로젝트 생산물의 판매가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일 것. 예컨대 생산제품이
너무 기술집약적이거나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것(컴퓨터, 반도체), 판매가 품
질에 좌우되거나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는 것(펄프·제지, 1차 금속), 시장이
너무 넓거나 좁은 것(주택건설, 소매점, 내수용품)은 안정된 현금흐름을 기대
할 수 없으므로 적합하지 않다. 또 프로젝트가 자산가치에 좌우되는 것(항공
기, 부동산 개발)도 곤란하다.
- 내부수익률(IRR )이 원리금 상환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클 것. 프로젝트의
純收入이 당해 연도 원리금 상환액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財務比率(DS CR )이 최소한 1.2 이상이 되어야 한다.121)
- 프로젝트 참가자간에 리스크의 분담이 적정하게(optimum allocation ) 이루어
질 것
120) Banque Paribas , P roj ect F inancing S em inar, March 12, 1997; DC Gardner , "Introduction
and Gloss ary ", P roj ect F inance (W orkbook On e), Eurom oney Publications PLC., 1996,
pp.4～5.
121) DSCR의 목표치는 경기변동에 따른 市場 리스크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조금씩 다르다. 예
컨대, 교통 운송 등 인프라 시설은 1.2～1.3, 발전소는 1.2～1.4, 전기통신은 1.4～1.6, 자원
개발은 1.5～1.6이 되어야 프로젝트 금융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 Gardner , "Pr oject
F easibility an d Cr edit F actor s ", P roj ect F inance, 1996,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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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부채- 자본 비율(debt/ equity ratio; lev er age )을 유지할
것 122)
- 稅金 혜택이 있을 것
- 會計上의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
- 프로젝트 시설재의 공급자가 輸出信用(export credit )을 이용할 수 있을 것 123)
이러한 요건을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다 하더라도 프로젝트 참가자간의 구조를
짜기(stru cturing )에 따라서는 일응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鐵鋼공장이
나 半導體공장을 프로젝트 금융 방식으로 건설할 수 있는가.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아주 不可能하지는 않지만 그리 매력적인 투자대상은 못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장 건설 및 운영에서 파생되는 리스크를 금융기관
과 스폰서 기타 참가자간에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철강
제품은 가격 및 수급사정이 景氣變動을 많이 타고 반도체는 라이프사이클이 매우
짧아 시장 리스크가 매우 높다. 따라서 장기 판매계약(offt ak e contr act )에 의한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한 貸主의 입장에서는 借主와 스폰서에 대해 높은
수준의 출자 및 流動性(high equity an d high liquidity )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
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스폰서로서 총 소요자금의 상당 부분을 자체자금으로
조달하고 완공 후에도 일정 기준 이상의 社內留保 124)을 의무화한다면 프로젝트
금융을 이용하는 메리트가 줄어들 것이다.

122) I bid., p.14. 현금흐름이 안정적이고 市場 리스크가 작은 프로젝트(발전소)는 부채비율이
90% 이상이어도 되지만 일반적인 건설공사는 부채비율이 75% 수준이며, 시장 리스크가
큰 사업(통신, 제조업)은 50～60% 선이다.
123) 프로젝트 시설용으로 조달하는 원자재가 輸出信用機構(export credit agency ; ECA )의 금
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ECA의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받도록 한다. ECA가 프로
젝트에 참여하는 경우 이들이 리스크를 상당 부분 떠안는 만큼 프로젝트 금융의 성공이
보장된다. 예컨대 美 輸銀은 전쟁, 내란, 폭동, 자연재해, 外換부족, 국유화 조치, 사업인가
의 취소 등 정치적 리스크를 준공 전후를 불문하고 100%까지 부담한다. 다만, 시장 리스
크·운영 리스크 등의 商業的 리스크에 대해서는 준공후 가동 단계에서만 이를 부담하고
있다.
124) 원리금 상환재원용으로 일정한 현금수입을 확보하고 일시적인 資金不足에 대처하기 위해
積立金계정(res erv e account )을 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밖에 스폰서에게 지급된 배당금
및 後順位대출 원리금을 반환 받아(recaptur e) 이에 충당하거나, 스폰서에 대하여 追加 신
용한도(st andby cr edit facility )를 설정케 하고 추가출자를 요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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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프로젝트 金融의 法的裝置

1 . 債權의 保全方法
가 . 직접·간접의 擔保取得
프로젝트 금융에 있어서의 담보취득은 일반 기업금융의 경우에 비해 다음과 같
은 점이 다르다. 즉, 채권기관이 상환청구권(r ecour s e)을 제한하여 담보권의 행사
범위를 좁혀놓은 데다 채권회수 방안을 아무리 치밀하게 작성하였더라도 현지에
서 현지 통화로 회수할 수밖에 없으며 외부 환경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점이다.125) 그럼에도 프로젝트 금융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담보는 모두 취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는 채무불이행시에 대주가 사업주의 프로젝트에
관한 권리를 상실시키고 직접 프로젝트를 관리·운영하거나 제3자에게 인수시키
기 위함이다.126)
그렇다고 프로젝트 금융의 성격상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담보를 換
價 처분하는 경우란 흔치 않다. 대주는 먼저 스폰서, 현지 정부와 프로젝트의 재
건에 관하여 협상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미리 충분한 담보를 취득함으로써 貸主
는 다른 관계자에게 담보처분을 명분으로 재건방법에 관한 협상에서 交涉力을 강
화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자산 및 권리 일체를 담보
로 취득한다.
① 抵當權 또는 質權의 취득 : 現地法上 인정되는 모든 담보권을 취득한다. 프
로젝트 소재국이 英美法系의 담보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면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주요 재산에 대하여 抵當權(m ort g ag e)을 설정케 하고, 기타 재산에는 보완적
으로 浮動담보(floatin g charg e)를 설정토록 한다. 제3자에 대한 對抗요건인 등
기·등록을 필해야 함은 물론이다. 外國人의 토지소유를 제한·금지하고 있는 나
125) E. Waide Warner, Jr. and Emily Altman, "Credit Agreements and Collateral Arrangements ",
P roj ect F inancing f rom D om es tic to I nternational - B uild ing I nf ras tructure P roj ect in
D ev elop ing M ark ets , Practising Law Institute, 1995, pp.80～81.
126) I bid.,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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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서는 抵當權 설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② 契約의 讓渡 : 판매, 원료 공급, 시설의 관리·운영, 기술제공, 수송 등 프로
젝트와 관련된 契約上의 권리를 양도받는다. 계약상대방의 승낙을 요하는지에 대
하여 미리 조사할 필요가 있다. 債權양도의 승낙을 얻기가 어려우면 계약 전체의
신뢰성, 프로젝트 자체의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주 권리의 일부만
양도받거나 변제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증권으로 갈음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
③ 事業權·發行株式의 양도 : 스폰서가 보유하는 사업권·발행주식을 담보로
취득하는 것은 당연하다. 만일 프로젝트 담보의 취득, 프로젝트 관련 계약의 양수
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발행주식을 담보로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프로젝
트에 대한 인·허가가 차주 명의로 되어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명의이전이나
株式의 양도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기 쉽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④ 附 保 : 프로젝트 건설·완성·가동중에 발생할 수 있는 事故危險을 담보하
기 위해 가입 가능한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보험금의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대주인 담보권자가 선택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도국에서는 自國 보험회사
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는 예가 많은데, 對外지급정지 등의 사태에 대
비하여 보험금이 域外 에스크로 계정에 입금되도록 한다.
⑤ 支給委託 계정의 설치 : 貸主는 프로젝트의 수입이 올바로 프로젝트 운영에
사용되는지 감시하고 만일의 경우 제3자가 이를 압류하거나 상계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지급위탁 계정(es cr ow account )을 설치한다. 생산물 구매자가 이 계정
에 대금을 납입하면 貸主가 지정하는 은행이 에스크로 에이전시(tru stee)로서 일
정한 조건에 따라 계정을 관리하는 것이다. 대주가 지정한 은행은 그 대리인으로
서 이를 수탁·관리하면서 차입금의 변제기간이 도래하였을 때 대주에 대한 원리
금 상환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판매자에게 지급한다.
미국에서 에스크로 계정에 예탁된 자금은 信託基金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수탁
자인 은행은 예탁금 위에 普通法(common law ) 상의 所有權(legal title)를 취득하며 예
탁자(借主)의 다른 채권자는 그 예치금을 압류할 수 없다. 또한 수탁자는 수익자(貸主)
에 대한 채권이 있더라도 에스크로 계정의 예치금에 대하여 相計할 수 없다.

나 . 스폰서의 確約
이상의 담보취득과 함께 프로젝트 관련회사의 確約(un dert aking agr eem ent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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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보전 방법의 큰 골격을 이룬다. 리스크 분석 결과 대두된 리스크 중에서 아
무도 인수하지 않는 리스크는 어떻게 스폰서 등 관계자에게 떠넘길 수 있는가. 프
로젝트 成敗의 열쇠를 쥐고 있는 스폰서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게 한다.
우선 스폰서로 하여금 保證, 출자금 납입, 프로젝트에 관한 권리양도의 금지,
현금흐름 부족시의 보충 등 필요한 서약을 하게 한다. 스폰서로 하여금 프로젝트
의 採算性 개선, 負債상환비율(DS CR )의 제고, 판매가격 폭락시에 대비한 추가지
원을 약속하게 하려면 그가 프로젝트에서 얻는 여러 가지 이익과 관련시켜 이끌
어내야 한다. 스폰서는 原料공급, 기술제공, 인접 프로젝트의 운영 등을 담보로
한 판매대금·수수료·로얄티 수입을 얻고 있다. 따라서 이자지급·後順位 변제
등을 교섭함으로써 스폰서의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유도한다.

다 . 탄력적인 辨濟條件·辨濟方法의 결정
(1) 資金不足에 대비한 制度裝置
프로젝트 금융은 원칙적으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상환재원이다.
그러므로 그 조건을 설정할 때에는 일시적인 재원 부족에 대처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장치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해 프로젝트의 성격
에 비추어 貸主·스폰서간에 균형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① 積立金계정(r eserv e account )의 설치 :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운영될 때 不測
의 사태에 대비하여 장래 변제를 위한 적립금을 설정하는 것이다.
② 配當金의 返還(r ecaptur e) : 스폰서에게 지급된 자금(배당금 및 後順位 대출
의 원리금)을 반환(claw - b ack )받아 대출 원리금 부족재원에 충당하는 것이다.
③ 追加 信用限度(st an dby facility )의 설정 : 일시적인 변제재원의 부족에 대비
하여 당초의 자금조달 계획중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cr edit line )를 따로 설정
하는 것이다.
④ 辨濟의 遲延(deferral), 償還計劃의 조정 : 貸主가 미리 일정한 조건하에 元
金 상환의 지연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밖에 스폰서의 추가출자, 스폰서에 대한 사
업비용의 후순위 지급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석유화학 플랜트 등 가격변동이 심한 프로젝트는 변제조건 면에서 세심한 배려
가 요구된다. 예컨대 현금흐름에 여유가 있으면 강제로 기한전 상환(m andatory
pr epaym ent )을 시키고, 반대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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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최대한 낮게 책정된 상환 스케줄을 작성한다.
(2) 債務不履行과 債權回收의 메커니즘
借主 또는 스폰서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고 무리없는 貸出金의 회수를 위
하여 대출약정서에 채무불이행 사유(ev ent s of default )를 규정한다. 이러한 사유
가 발생하면 貸主는 당해 프로젝트를 계속하든가, 전체 프로젝트를 제3자앞 양도
하든가 개별적으로 자산을 처분하든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貸主는 다음과 같은
채권회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① 신속한 對應 : 일반적으로 貸主는 계약위반에 대해 즉각 채무불이행을 선언
하지 않고 위반사항이 중대하지 않으면 借主로 하여금 이를 치유하고 貸主와 대
책을 협의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프로젝트 금융에 있어서는 차주 또는 스폰서
가 경각심을 갖도록 채무불이행 사유 중에 貸主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② 여러 貸主가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 국제금융기관, 각국의 금융기관,
상업은행 등이 같은 순위의 대주로서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共同代理人
을 세울 수 없는 관계로 그중 1인이 다른 대주와 사전협의 없이 채무불이행을 선
언하거나, 사업전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독자적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우려가 있다. 프
로젝트 再建을 위한 협의에 있어서도 貸主間의 의견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貸主間
의사결정에 관한 合意書(inter - creditor agreement )를 미리 만들어 둔다.
③ 채무불이행(default ) 선언시기 :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채무불이행
이 있는 경우 貸主의 입장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 프로젝트의 자산가치가 상당할
경우에 재건책을 협의하는 것이 貸主가 교섭력을 확보하는 견지에서 바람직하다.
④ 프로젝트의 포기 또는 追加支援의 결정 : 스폰서는 프로젝트를 포기하더라
도 일응 프로젝트 자산에 한정된 경제적 손실을 입을 뿐이지만 대부분 이를 포기
하지 않고 추가자금의 투입 등 재건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프로
젝트의 포기가 단순히 경제적 손실로 끝나지 않고 국제시장에서 信用의 실추, 나
아가 要注意 기업으로 간주됨으로써 차후 자금조달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라 . 工事監督 및 事後管理의 철저
貸主는 債權保全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감독(pr oject surv eillan ce)
및 사후관리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비슷한 프로젝트 중에 벤치마킹 대상이 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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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을 골라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貸主측에서는 현지 프로젝트 회사에 직원을 파견하여 공사진행 및 프로젝트 가
동상황을 체크하고 자금지출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정기·부정기적으로 보고서
를 제출케 하여 영업활동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지도·자문에도 응해
야 할 것이다. 프로젝트 회사의 영업성적이 우수하고 수익성이 높을 경우에는 대
출금의 상환 스케쥴에도 불구하고 收益의 범위내에서 期限前상환을 유도할 수 있
다. 貸主는 프로젝트 회사 및 스폰서와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이러한
권리를 유보한다는 조항을 대출계약서에 둘 수 있다.

2 . 주요 契約書의 檢討項目 127)
프로젝트 금융에 있어서 계약서는 契約의 증거(evidence) 이상의 의미를 갖는
다. 왜냐하면 계약서가 프로젝트의 범위와 관련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정
하는 데 그치지 않고 非遡求金融인 프로젝트 금융의 債權保全 및 回收 방안을 모
두 담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금융로 자금을 빌려주는 貸主의 입장에서 특별
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차주, 스폰서 기타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誓約 또는 보증·보장을 받을 것
- 擔保목록을 작성하고 담보권의 설정·실행요건을 챙길 것
- 준공후의 생산·판매 리스크,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이상의 문제를 法的으로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準據法에 입각하여 관련계약서
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예컨대 각종 거래조건이 계약서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리스크·책임의 분산이 당사자간에 합의한 바대로 적절한지, 제3자가 프
로젝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不可抗力

사유

및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 의무, 라이선스의 취소 가능성 등은 없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프로젝트 금융에 수반되는 계약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貸出契約書(loan/ facility agr eem ent )
金融諮問契約書(r et ainin g agr eem ent )
컨세션/ 프랜차이즈 계약서(conces sion/ fr an chise agr eem ent )

127) 拙著, 전게서, 292～308면에서 일부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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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정부의 라이선스, 확약서(g ov ernm ent licen s es/ a s sur an ces )
스폰서의 株主間/ 合作 약정서(shareholder s '/ joint venture agreement )
프로젝트 회사의 설립·운영에 관한 定款 등의 문서(project company documents )
工事 계약서(con stru ction contr act s )
新기술 라이선스 계약서(t echn ology/ oper atin g licen ses )
資材供給 계약서(supply/ utility contract s )
프로젝트 生産物販賣 계약서(s ales/ offt ak e/ thr oughput contr act s )
프로젝트 관리·운영/ 기술자문 계약서(project management/ consultancy contract s )
土地所有權 관련 서류(lan d title docum ent s )
擔保權設定 계약서(s ecurity agr eem ent s )
保險 약정서(pr oject in sur an ces )
제3자의 工事完成 보증(b onds an d gu ar ant ees )
追加出資 약정(inv estm ent gu ar ant ee)
貸主間 合意書(int er - cr edit or agreem ent )

가 . 貸出契約書
프로젝트 금융의 대출계약서(facility agr eem ent )는 대주로서 채권회수를 위한
만반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일반 계약서에서 볼 수 없는 특수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① 資金引出 先行條件 : 일반적으로 대주가 차주의 의무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
해 부과하는 자금인출 선행조건(con dition s pr ecedent to dr aw dow n )은 대주로서
프로젝트와 그 스폰서를 장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다. 그러므로 일반 대출의
경우와는 달리 차주로 하여금 다음 서류를 제출하게 한다.
- 현지 정부와의 컨세션 계약 및 관련 정부당국의 인·허가
- 담보관계 서류, 보험증서
- 프로젝트 공정, 공사비 견적, 자금인출계획
- 프로젝트 공사계약, 구매계약, 운영계약 및 채권양도계약
- 上記 사항에 관한 借主側 변호사의 법률의견서
- 자금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대금 청구서 또는 監理회사의 확인서
② 자금지출의 통제 : 공사자금이 유용되지 않도록 시공회사, 자재 공급회사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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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결제되게 한다. 그리고 스폰서의 출자금액과 시기를 고려하여 부채·자본비율이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선에서 자금이 인출되도록 한다. 공사기간 중에는 별도의 프로
젝트 수입이 없으므로 출자금, 대출금 등의 재원에서 금융비용이 지출됨을 유의한다.
③ 자금수입(ca sh flow )의 통제 : 프로젝트 완공후 운영수입을 한 계좌에 입금
시키고 오직 원리금 상환 및 예산범위내의 승인받은 비용의 지출을 위해서만 인
출할 수 있게 한다. 이익배당은 원리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억제하는 것이 좋다.
④ 진술 및 보장 : 차주로 하여금 프로젝트 사업설명서(P IM )에 포함된 사업성
검토에 관한 기술이 정확하고 진실된 것임을 진술·보장(r epr es ent an d w arr ant )
하게 한다. 아울러 차주의 은행구좌 등 재무자료, 채무불이행 사유, 운영수익(예
상), 年間예산 등을 즉시 대주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알리도록 한다.
⑤ 각종 誓約 :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프로젝트 관련 기업은 각종 作爲 또
는 不作爲의 서약(cov en ant )을 하게 된다. 프로젝트 금융은 스폰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스폰서로 하여금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子會社가 그 의무를 충

실히 이행토록 한다 는 서약을 추가로 받아둔다. 대출계약서에 포함되는 중요한
서약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차주로 하여금 일정한 운영자금을 확보토록 하고, 소정의 유동성 비율, 부
채·자본비율, 負債상환비율(DS CR ) 기타 차주의 신용을 유지하고 프로젝
트의 성공적 수행을 보장하는 재무비율을 유지하게 한다. 아울러 건설자금
등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재원, 특히 現地通貨로 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한다.
- 외부의 감리자로 하여금 공사진척 상황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확인하고 보
고서를 제출케 한다. 공사진척 및 비용지출 상황을 프로젝트 계획과 대조
하여 계획(w ork flow s ch edule )대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촉구한다. 만일 공
사비가 초과될 경우에는 스폰서로 하여금 추가 출자시키든지 서브- 론을
제공하게 하여 자체 충당하도록 한다.
- 프로젝트 공사를 계획대로 완성하고 대주의 同意 없이는 공사계획이나 事
業性검토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다.
- 차주로 하여금 프로젝트의 건설, 자재의 공급, 운송, 생산물 구매계약 등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계약변경을 하지 않
고, 이를 변경하더라도 대주 또는 그의 대리인의 승인을 받겠다는 서약을
하게 한다. 예컨대 구매계약의 파기사유는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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購買者의 파기에 대하여는 대처하기 여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자의 계
약파기가 受容가능한 리스크인지 검토를 요한다. 그밖에 구매계약에 포함
된 契約中斷(su spen sion ), 契約條件變更(r eopen er ), 相計(s et - off) 등 프로젝
트 리스크에 버금가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 차주로 하여금 프로젝트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것, 프로젝트 자체를 포기하는 것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⑥ 채무부담 행위의 제한 : 일반 대출계약서에도 차주로 하여금 새로운 차입,
담보제공 등 채무를 부담하지 못하게 하는 네거티브 플레지(negativ e pledg e) 조
항이 있다. 그러나 제한된 프로젝트 자산, 현금흐름을 놓고 채권자들이 경합을 벌
이는 프로젝트 금융에 있어서는 이 조항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
로 債務(debt )의 개념을 폭넓게 규정하여 금전 차입은 물론 구매대금 채무
(pur ch ase m on ey debt ), 리스 채무 기타 특수채무를 망라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
라 保證에 있어서도 운영자금 유지약정, 무조건 지급(t ake - or - pay ) 약정 기타 직
접·간접의 보증 약정이 포함됨을 명시한다.
⑦ 이익배당의 제한 : 준공전의 이익배당은 일체 금지하고, 준공후에도 원리금
상환에 지장이 없거나 아주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이익배당을 하도록 한다. 배당
금액을 제한할 때에는 출자자들로 하여금 차주가 소정의 재무비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출자 또는 서브- 론의 형태로 이를 회사에 반환(claw - b ack )하도록 한
다. 아울러 장래 변제를 위한 積立金 계정을 설치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운영될
때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하게 한다.
⑧ 관계회사와의 거래 제한 : 프로젝트 회사가 출자자, 스폰서 기타 관계회사와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독립된 제3자와 거래하는 것과 같은 거래조건(arm ' s
length ba sis )으로 하도록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特殊關係人들이 차주로부터
사실상의 이익배당을 받는 부당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⑨ 投資의 제한 : 다른 프로젝트의 수행, 子會社의 설립 등 차주의 투자행위는
현금흐름에 변동을 가져오므로 이를 엄격히 제한한다.
⑩ 채무불이행 사유 : 일반 대출계약서와 마찬가지로 元利金 상환의 불이행, 진
술 및 보장의 위반, 서약의 위반, 기타 일정한 사실의 발생은 채무불이행 사유를
구성한다. 그밖에도 다음과 같은 사실의 발생은 차주 및 스폰서에 대하여 채무불
이행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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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完工 예정일까지 프로젝트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것
- 상당기간 공사가 중단되거나, 프로젝트의 가동이 중단되었을 것. 다만, 시
공회사·운영회사를 교체하는 등 치유가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프로젝트의 인·허가, 컨세션이 취소되거나 심각한 제한이 추가되었을 것
- 차주 또는 스폰서에 대한 破産, 和議, 회사정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을 것
- 중요한 자산이 압류 또는 공용수용되었을 것
- 프로젝트의 중요 시설에 全損(t ot al los s )이 발생하였을 것
이처럼 프로젝트 貸出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일반 대출계약에 비하여 훨
씬 복잡하고 광범위한 것은 프로젝트의 원활하고 순조로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방해하는 사태는 모두 채무불이행 사유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사
완성의 지연, 컨세션 계약의 폐지, 정부 인·허가의 취소, 제3자 보장의 해태 등
은 전형적인 채무불이행 사유가 되며 기타 프로젝트 가동상황, 借主의 재무상태
에 관한 각종 誓約 위반도 채무불이행 사유로 간주된다.
채무불이행이 선언되면 차주는 期限의 利益을 상실하게 되므로 각 대주는 未引
出 대출금을 취소하는 외에 전액 상환을 청구하고, 차주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
하거나 에스크로 예치금의 압류 또는 직접 프로젝트의 운영에 나서게 될 것이다.
貸主間 合意書에서는 대주들의 개별 행동을 억제하고 채무불이행도 元金잔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점하는 多數貸主(m ajority len der s )가 합의하지 않는 한 선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⑪ 附保 : 프로젝트의 건설·완공·가동중에 발생할 수 있는 事故危險을 담보
하기 위하여 가입 가능한 일체의 損害保險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공사완성 보
증보험, 손해보험 등 특히 책임보험의 경우 본질적으로 위험한 기술(inh er ently
dang er ou s t echn ology )을 채용한 경우에는 필수적이다. 반드시 자금인출 전에 보
험증서를 제출케 하여 양도담보 형식으로 이를 취득하거나, 대주 자신을 被保險
者로 하는 등 이익을 확보해 둔다. 만일 차주가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대주가 이를 대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 金融諮問約定書
프로젝트 금융에서 1개의 貸主은행 또는 관록있는 투자은행(investm ent bank )이
프로젝트 스폰서의 사업계획 내지 자금조달계획 수립단계부터 金融諮問役(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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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s or )을 맡게 된다. 프로젝트 금융의 금융자문기관은 소정 수수료를 받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서비스의 내용 :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을 위해 금융자문기관
이 스폰서와 프로젝트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프로젝트 회사(借主)의 最適出資 형태 및 출자금액에 관한 조언
- 시장여건, 세제, 법령 등을 고려한 최적 자금조달방안의 제시
- 투자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적 위험을 비롯한 각종 위험(換리스크 포
함)의 분석 및 대응방안의 제시
- 현금흐름 분석 및 敏感度(s en sitivity ) 분석에 관한 자료의 제공
- 사업수행에 필요한 대출 및 출자의 구성, 同 자금공여자의 물색에 관한 조언
- 사업과 관련된 각종 契約체결시 대출 및 출자 등 자금공여자의 이익에 관
한 사항의 조언
- 사업수행에 필요한 대출 및 출자의 주선 및 그 인수·모집에 관한 조언
- 사업과 관련된 차주에 대한 法律·會計 등 專門 서비스의 연계 지원
② 금융자문기관의 權利 : 일반적으로 금융자문기관은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대출 및 출자와 관련하여 차주로부터 우선적으로 자금지원을 요청받을 뿐만 아니
라 그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자금조달에 관하여 제3자와 협의를 할 수
없도록 한다. 그리고 차주가 제3자로부터 파이낸스 제의를 받은 때에도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게 한다.
이와 같이 금융자문기관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자금조달에 있어 優先權(fir st
r efu sal)을 갖는 만큼 금융기관이 자문역을 맡는 경우에는 대출 및 출자에 있어서
가장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다. 금융자문기관이 그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소정
手數料를 청구하기도 한다.
금융자문기관은 그에게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gr os s n eglig en ce)이 없는 한 차
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게 보통이다. 그리고 금융자문과 관련하여 訴訟,
搜査 기타 절차에 연루된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전액 보상받도록 한다.
③ 금융자문 서비스의 終了 : 금융자문기관의 역할은 그의 자문 서비스에 따라
借主에 대한 대출·출자의 이행 또는 그 중요 부분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에서 종
료한다. 그 이후에는 貸主 또는 그의 代理人이 그 역할을 맡게 되기 때문이다. 당
초 금융자문을 의뢰한 스폰서가 별도의 法人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법인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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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는 것으로 본다.

다 . 工事完成保證約定書
프로젝트 금융에 있어서는 사업주가 당해 프로젝트 관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을 보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사업주에게 보증을 서게 하는 것은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리스크를 貸主가 부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준공검사에서 합격할 때까지는 사업주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게 된
다.128)
대주는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완공되어 예상대로 현금흐름이 발생할 수 있도록
사업주로 하여금 계획에 의한 工事의 완성을 보장하게 한다. 그리고 공사가 완성
되는 시점에서 사업주의 프로젝트 지원약정(support arr an g em ent s )이 종료되고
貸主에게 리스크가 이전되는 만큼 그 기준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에 상응하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① 工事完成의 정의 : 공사의 목적인 프로젝트 施設과 그의 완공 예정일을 명
시한다. 공사는 프로젝트 계획 및 설계사양(fun ction al specification s )대로 완성되
어야 한다. 시운전 결과 일정 기간(com pletion t est period ) 동안 소정의 성능·효
율(perform an ce and efficien cy ), 품질 및 원가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完工 여부
는 외부의 중립적인 엔지니어링 회사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정하게 한다.
토목공사용 표준약관인 F IDIC 약관(Condition s of Contr act for W ork s of Civ il
En gin eerin g Con stru ction )에 의하면 시공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공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예외적인 기후조건, 추가공사 등이 있으면 시공회
사에 工期延長權을 부여하고 있는데(동 약관44조), 이 경우에도 엔지니어링 회사
의 公正한 판단을 중요시한다.
② 공사완성의 보장 : 프로젝트 스폰서는 事業性검토서 및 사양서에 입각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완공일을 넘기거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不
可抗力 등 면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회사가 完工지연, 性能미달에 대하여 소정 기
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준공이 지연될 경우 공사완성 리스크를 부담하
는 스폰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이자를 대납(int er est m ake- up agr eem ent )

128) Warner & Altm an , op .cit.,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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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도 있다.
공사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수입 중에서 공사비와 세금, 대출
원리금 등을 지급하고 남은 자금은 적립시키고, 보증서를 제출하게 한다. 설계변
경으로 성능·효율이 저하(degradation )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이를 승인할 수
있는데 변경을 하더라도 차주가 생산물 판매계약, 대출계약 등 프로젝트 관련 계
약상의 義務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③ 工事費의 초과(cost ov errun ) : 공사비가 예상을 초과하여 소요될 경우 追加
財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관하여 追加出資의 시기까지 미리 약정해 두는
것이 좋다. 스폰서가 자체 조달할 때에는 추가출자 또는 서브- 론의 형태를 취하
게 된다.

라 . 擔保權設定契約書
프로젝트 금융에 있어서 대주는 모든 가능한 권리와 자산을 擔保化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고 換價處分이 곤란한 여건 속에
서도 굳이 담보를 잡아야 하는 이유는 일단 차주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
었을 때 담보권을 실행, 프로젝트를 인수하거나 담보자산을 처분하여 대출원리금
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함이다. 둘째로는 방어적인 목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
하여 채권의 優先順位를 확보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의 필요성도 적지 않다.
① 抵當權의 설정 : 프로젝트 소재지의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프로젝트
시설 및 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다. 貸主가 외국기관이라면 事前에 저당
권을 설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② 運營收入의 양도 : 프로젝트 금융에 있어서 대주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주는 차주로 하여금 프로젝트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 외상채권 등을 대주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擔保
로 제공하게 한다. 이를 위해 차주로 하여금 長期供給계약에 의한 프로젝트 생산
물의 판매수입금이 에스크로 계정에 자동 입금시키도록 한다. 또 에스크로 계정
을 차주국 밖(예: 뉴욕, 런던)에 설치하면 차주국의 외환통제 또는 모라토리움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미리 현지 外換當局의 승인을 받아 놓
고 컨세션 계약에도 명시하도록 한다. 債權讓渡에 있어서 채무자에 대한 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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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tification )가 필요하면 소정의 통지절차(對抗要件)를 취하고 위에 말한 에스크
로 계정에 직접 납입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차주가 프로젝트 생산물을 신용장 방식으로 판매한다면 대주는 차
주로 하여금 신용장을 양도하게 함과 아울러 신용장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대주앞 양도하게 한다.
③ 預金의 入質 : 차주가 보유하는 은행 예금을 대주에게 담보로써 제공하게
한다. 각종 예치금을 비롯하여 정기예금, 보통예금 등을 대상으로 質權을 설정함
과 아울러 入質대상 예금을 받는 금융기관도 명시한다.
④ 動産에 대한 담보 :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서는 재고자산, 원자재, 기계·기
구 등의 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 現地 法制가 허용하는 경우
에는 기업자산에 대하여 浮動담보(floatin g ch ar g e)를 설정케 한다. 담보권의 특수
성에 비추어 登記·登錄을 마쳐야 하는데 이에 관한 법제가 완비되지 않은 나라
도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讓渡擔保의 형식
을 취한다.
⑤ 각종 계약, 이행보증의 양도 : 차주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건설공사, 생산물
판매, 원료 공급, 수송, 기술 제공, 하자보수 등 각종 계약상의 권리를 갖는다. 차
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주가 그 賠償金 請求權을 양도받음
으로써 채권에 대한 담보로 할 수 있다. 또 시공회사가 공사이행을 보장하기 위
해 차주에게 이행보증서(perform an ce b on d )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를 담보로 양도
받을 수 있다. 준거법상 계약상대방의 同意를 요하는지 미리 검토해 둔다.
⑥ 株式의 入質 : 스폰서는 공사 完成前 뿐만 아니라 完工後에도 광범한 의무
를 지게 된다.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스폰서의 出資證券 또는 株式을 대주에
게 담보로 제공하게 한다. 株式을 담보로 취득함으로써 貸主는 문제가 생겼을 때 借
主의 경영진을 교체한다든지 차주회사를 처분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컨세션의 擔保 : 현지 정부의 컨세션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에는 컨세션을 담보로 취득한다. 왜냐하면 반쯤 완성된 터널의 담보가치는 거의
없지만 이 터널이 준공된 후 通行料를 징수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은 재산적 가치
가 크기 때문이다. 대주가 담보권을 실행하더라도 컨세션이 취소되지 않게 할 필
요가 있다. 즉 컨세션 계약에 대주가 컨세션을 양도받아 시공회사를 지명하여 프
로젝트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주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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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 수행을 위한 特殊目的會社(SP V )를 설립하여 현지 정부, 시공회사와 직접 약
정을 체결하도록 한다. 따라서 대출계약 또는 컨세션 계약상 채무불이행 기타 현
지 정부가 컨세션을 해지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대주가 대신 하자를 치
유하고, SP V로 하여금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한다. 이 경우 대주가 대출 원리금을
완제받을 때까지 S PV가 컨세션 계약에 따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다. 예컨
대 1994년 완공된 유로터널 프로젝트에서는 영국과 프랑스에 한 개씩 SP V가 설
립되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⑧ 기타 擔保 : 특허권, 상표권 등의 工業所有權에 대하여는 준거법에 따라 차
이는 있지만 質權을 설정케 하거나 또는 權利 자체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게 할
수 있다. 선박, 항공기, 중기에 대하여는 담보권 설정의 방법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예가 많다. 그러므로 담보권 설정과 관련하여 適用法制에 관한 전문변호사
의 확인·자문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특정담보 계약이 적법·유효한가, 담보권은
어떻게 취득하며 어떠한 범위내에서 유효한가, 後取담보는 필요하지 않은가, 담보
취득의 결과 대주는 특별한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들이다.
⑨ 관련 당사자의 同意 : 프로젝트 관련 당사자가 抗辯(defen se)을 제기하거나
계약을 변경할 것에 대비하여 차주로 하여금 그 계약상의 권리를 대주가 양도받
는 것에 동의하게 한다. 아울러 대주가 계약상의 권리를 직접 행사하는 것, 생산
물 판매대금 총액을 反對債權의 相計없이 대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 계약을 종
결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 또 프로젝트 계약상의 의무가 절대적이고 무
조건적이라는 것에 대하여도 동의하게 한다.
⑩ 後順位(sub or din ation ) 약정 : 프로젝트 스폰서 또는 시공회사, 자재 공급회
사 등이 차주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대주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同順位(p ar i
p ass u )의 채권자로서 지위를 누리게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들의 채권을 서브론으로 규정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해 원리금을 완제한 후 이를 변제하도록 한다.
이러한 방안이 準據法上 유효한지 법률자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마 . 長期供給계약
프로젝트 금융의 元利金 상환자금은 일차적으로 생산물 販賣代金으로 충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주로서는 생산물이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長期공급계약이 가장 바람직하다.

- 128 -

(1) T ake- or - P ay 계약과 T hr ough - put 계약
長期공급계약에는 T ak e- or - P ay 계약과 T hr ough - put 계약의 두 가지 類型이
있다.
① T ak e- or - P ay 계약 : Offt ak e 계약 이라고도 하며, 생산물을 인도받을 수 있
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기간중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반면 T ake - an d - P ay 계약은 프로젝트 회사(차주)와 생산물 구매
자(母會社) 간에 체결된 판매계약서에 생산물이 인도되어야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때 購買者는 스폰서인 경우가 많으며 契約가격은 원리금 상환과 操
業費에 충당하고도 남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T ake- or - P ay 계약은 구매자에 의한 貸出원리금 상환의 保證과 실질적으로 동
일하다. 會計上으로 T ake- or - P ay 계약상의 채무는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으
며 簿外負債로 표시된다. 구매자는 T ake- or - P ay 계약에 천재지변이나 政治的 사
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프로젝트 가동이 중단될 경우에는 債務를 면하도록 요구하
는 일이 많다. 그러나 불가항력적 사태를 널리 인정하면 구매자가 면책되는 경우
가 많아져 T ak e- or - P ay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貸主로서는
T ake- or - P ay 계약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한다.
② T hr ou gh - put 계약 : 석유·가스 開發 프로젝트에 많이 이용되는데, 파이프
라인 사용자(shipper )로 하여금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일정량의 석유·가스를 운반
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이다. 만일 有料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에 이 개념을 도입
하면 T ak e- or - P ay 계약과 마찬가지로 통행량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거나 고속도
로의 이용이 중단될 경우에도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電力購買계약의 경우>
여기서는 T ake - or - P ay 계약에 해당하는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의 電力購買계
약(electricity offtake agreem ent )의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 生産物의 供給 : 우선 전력 공급자는 미리 합의한 설비를 갖춘 발전소를 건
설하고 특정일로부터 발전기를 가동시켜야 한다. 공급자는 구매자의 설비를 손상
시키지 않도록 소정 기준에 따른 발전소의 性能을 유지하고 미리 합의한 技術的
특성 및 품질을 가진 전력을 제공한다. 공급자는 구매자의 송·배전시설에 접속
하는 권리를 보유하되, 그 연결장치는 어느 편이 제공할 것인지 명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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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공급자의 의무는 발전소 區域內로 제한되고 있다. 아울러 각종 계측
기기의 설치 및 사양, 테스트에 관한 규정도 두어야 한다.
ⓑ 生産能力 유지의무 : 공급자는 발전소의 성능을 유지함에 있어 그 의무기간,
年間 가동시간, 평균 발전용량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공급자와 구매자
는 발전소 非稼動시간(dow n - tim e period )의 최소화를 전제로 그 보수·유지계획
에 관한 사전합의를 하되 전력 성수기에는 발전소의 가동을 극대화한다.
ⓒ 생산물 需給의 조정 : 공급자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대로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구매자는 長期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입각하여 매일 단위
의 필요 전력량을 공급자에게 통지한다. 공급자도 일정 기간 단위로 구매자에 대
하여 발전가능한 전력량을 미리 통보한다.
ⓓ 販賣代金의 지급 : 전력대금의 지급은 ㉠ 공급된 전력량을 기준으로 하거나
㉡ 발전용량의 제공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의 경우 구매자는 소정 요율로 전
력대금을 지급하되 전력을 소비하지 않아도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연간 최저수요
량을 정하여야 한다. ㉡는 공급자가 최저 발전용량을 유지하는 한 구매자가 고정
된 대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다. 구매자의 요구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하는 전력
은 소정 요율의 대금을 지급한다.
ⓔ 販賣料率의 조정 : 구매자가 지급하는 전력대금은 일정 기간 동안 固定된
요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다음 기준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연료비 등의 物價상승
- 法令의 개폐에 따른 비용의 증가
- 전력 공급자, 투자자 등의 租稅부담 증가
- 不可抗力的인 비용의 증가
- 발전소 건설도중의 예상치 못한 地質學的인 문제의 대두
만일 전력 공급자가 구매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필요한 전력량을 공급하지
못하거나 最低 발전용량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정한 공식에 의하여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전력대금을 감액한다. 그러나 공급자는 전력공급의 부족으로
인하여 구매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계약의 存續期間 : 전력 구매계약은 최소한 대출금 원리금을 상환할 때까지
존속되도록 한다. 구매자가 계약을 파기하거나 종료하는 것은 대주의 사전동의를
받게 하는 등 이를 엄격히 제한한다. 마찬가지로 契約中斷, 契約條件변경, 相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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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사유에 대하여도 상세한 규정을 둔다.
(2) 기타 특수한 대금지급 방법
프로젝트 금융에는 T ak e- or - P ay 또는 T hr ou gh - put 계약 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수한 대금지급 방법이 있다.
① 생산물 先買約定(for w ar d pur ch ase arr ang em ent ) : 주로 鑛山 개발사업에
있어서 투자자(貸主)가 생산예정 鑛物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先金을 지급하는 것
이다.
광물을 인도받은 투자자는 스폰서 또는 구매회사에 이를 처분하고 대출금을 회
수하게 된다. 투자자는 광물이 예상량만큼 생산되지 않더라도 스폰서가 그 차액
을 지급토록 하여 리스크를 스폰서에게 전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② 생산물 支給約定(pr oduction paym ent arr ang em ent ) : 위의 先買약정과 비슷
하지만 투자자가 프로젝트상의 일정한 권리를 양도받는다는 점에서 法律效果가
다르다.
첫째, 차입에 대한 對價로 生産權을 투자자에게 이전하므로 투자자가 리스크를
부담하게 된다. 둘째, 資金공여기간이 프로젝트 가동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셋째,
투자자는 프로젝트의 비용, 채무에 대하여 전혀 무관하다.

바 . 컨세션 契約書
컨세션 계약이란 現地정부가 그의 고유 권한에 속한 사업시행권을 특정 사업주
체에 대하여 부여하고 開發利益을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컨세션 계약
에는 現地 정부가 스폰서에게 부여하는 각종 特許의 범위 및 기간, 스폰서가 지
급할 代價,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등 현지 정부와 스폰서간의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규정된다.
제4장에서는 BOT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의 컨세션 계
약 가이드라인을 소개하였거니와, 여기서는 다소 중복된 감은 있지만 貸主가 주
의해야 할 체크 리스트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貸主들은 컨세션 계약의 當事者가 아니므로 이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나 컨세션 계약의 주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貸主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출조건에 반영시키도록 한다. 별도로 현지 정부에 確約書를
요구할 수도 있다. 프로젝트 금융은 일단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의 프로젝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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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이러한 나라에서도 政策·法律의 변경으로 인한
리스크는 상존하게 마련이다. 프로젝트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현
지 정부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주들에 대하여 특별한 보장을 약속한다.
① 現地政府의 약속(g ov ernm ent support ) : 현지 정부의 지원 약속은 프로젝트
의 성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현지 정부 또는 지자체가 프로젝트 생
산물을 일괄 구매하거나 最低價格을 유지하기로 하는 등 안정된 수입을 확보해주
는 것이다. 유료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에 있어서 현지 정부가 교통량에 관계없
이 通行料수입을 보장해준다면 대주들로서는 안심하고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현지 정부당국은 프로젝트 회사에 대외지급용 外貨換錢을 보장해주고, 競
爭을 배제하여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거나 조세감면(t ax redu ction s ), 源泉稅 비
과세 등 세금혜택을 주기도 한다.129) 대주는 政治的 리스크에 대하여 어느 범위
까지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현지 정부에 요구하든지 따로 保險에 가입하
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치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현지 정부에 保
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프로젝트의 投資收益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法令의 개정을 하지 않을 것.
예컨대 租稅부담을 증가시키는 稅法改正을 하지 않도록 요구(나아가 稅金
優待조치를 촉구)하고, 프로젝트 생산물의 對政府 매각 의무화, 사업성검토
에 반영되지 않은 의무의 부과를 억제하는 것 등이다.
- 프로젝트 관련 계약에 간섭하지 않을 것
- 새로운 外換規制를 가하지 않을 것
- 海外 원자재 도입, 원리금 상환을 위한 외환지급, 환전을 보장할 것
- 프로젝트와 관련된 라이선스, 인·허가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않을 것
- 프로젝트 시설을 國有化 또는 公用收用하지 않을 것
- 프로젝트에 필요한 원자재, 기계·장비의 수입을 허용하고 특혜관세를 적
용할 것
-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요원의 就業許可(w ork perm it )를 보장할 것
129) 우리 나라의 경우 民資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조성한 토지 건물등을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법인세특별부가세 50% 감면, 투자액의 15%를 損費인정해주는 것과 농지 또는 산림의 轉
用부담금, 代替農地조성비, 代替조림비를 50% 감면해주는 것 등이 있다.

- 132 -

② 리스크의 海外分散 : 만일 현지 정부의 컨세션이 미흡하다면 대주는 政治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컨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프로젝트 소재국 밖에 있는 스폰서로부터 보장을 받거나 外國의 회사와 구매계약
을 체결하고, 域外 에스크로 계정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IBRD·ADB 등 국제금
융기구와 協調融資 형태로 참여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프로젝트와 관련, 차주국
이 임의로 정책·법령을 변경하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게 準據法을 차주국 법
률로 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③ BOT 方式의 경우 : BOT 방식으로 프로젝트 금융을 추진하는 경우 프로젝
트 회사·스폰서가 계획기간내에 총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각종
지원이 필수적이다.130) 따라서 그 기간중 준공된 시설을 無償으로 사용·수익하
고 유지·관리하는 특권을 부여한다. BOT 방식의 컨세션 계약서에는 프로젝트의
개발허가 요건(par am et er )의 설정, 위험 할당, 양측의 권리·의무, 換 리스크의 보
장, 생산물 판매 또는 최저 사용료의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된다.

사 . 貸主間 合意書
대규모 프로젝트 금융에 있어서는 貸主間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
다. 이는 대출금 관리 면에서 상이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대주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불협화음이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출계약서의 채무불이행 조항의
운용에 있어서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적인 대형 프로젝트 금융에는 多數의 대주 또는 대주 그룹이 관여하게 되
므로 어느 한 貸主(그룹)의 담보권 실행 내지 訴訟 제기는 다른 대주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대주간에 약정을 체결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담보물
의 압류, 소송 제기, 破産절차의 개시, 은행예금의 상계 등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130) 우리 나라 민간투자법에서도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의제(17조), 他人 토지에의 출
입·일시사용(18조), 토지·물건의 收用·사용권(20조), 택지개발 등 附帶事業 시행권(21
조), 관리운영권의 물권적 효력 인정(27조), 産業基盤信用保證基金에 의한 신용보증(30조
이하) 등의 컨세션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物權的 효력이란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관리운
영권을 주무관청에 등록(26조)하면 이를 일종의 不動産으로 간주하여 抵當權을 설정하거
나 이를 분할·합병·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밖에도 국·공유지 등의 無償사용(19
조), 상업차관 도입(54조), 국가·지자체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長期貸付(53
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56～57조)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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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를 조정한다. 예를 들어 各 貸主의 개별 행동을 억제하고 원금잔액의 일
정 비율 이상을 점하는 多數貸主(m ajority len der s )가 합의하지 않는 한 채무불이
행 선언을 할 수 없게 한다. 대주간 합의서에는 담보물을 처분하는 경우 그 代金
의 배분에 관하여도 규정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
아울러 프로젝트 再建을 위한 협의에 있어서도 대주간 의견조정이 용이하도록
의사결정에 관한 내부규칙을 미리 정해 둔다. 각 대주는 대주간 합의서에 의하지
않고서는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차주가 期限前상환을 한 경우 각 대주가
채권잔액에 대하여 按分比例로 나누어 받도록 한다. 대주간의 사무처리 및 담보
관리 등은 代理人(ag ent )을 정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아 . 기타 法律文書
프로젝트 금융과 관련된 계약은 각 당사자의 國籍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債權
保全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매우 복잡하므로 계약위반시의 처리문제는 국내 계약상
의 분쟁과 같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 채무불이행시의 구제방법(r em edies )도 채권
자가 손해배상 또는 강제이행의 청구에 호소할 수만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담
보권자로서 직접 프로젝트를 운영하든가 제3 인수자를 물색해야 하는 예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관련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가 복잡한 만큼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① 準據法(gov erning law ) :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 금융에 있어서는
법의 저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거법의 지정이 필수적이다. 대출계약, 판매 계
약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당해 거래와 실질적인 관계(sub stantial conn ection )가
있는 貸主國 또는 해석·집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제3국, 예컨대 뉴욕州法이나
英國(잉글런드)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裁判地
의 법정이 반드시 당사자가 합의한 準據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지가 준
거법 국가와 다를 경우 公序良俗(public policy ) 등을 이유로 준거법을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131)
프로젝트 자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담보물 所在
地의 법률이 적용된다. 특히 外國人으로서 프로젝트 관련 토지·건물·설비 등에

131) 拙著, 전게서, 29～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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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불이행시 이를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해야 하므로 현지법
상 얼마나 효과적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지 검토가 있어야 한다.
또한 준거법에 의할 때 不可抗力 사유가 법정되어 있는지, 손해배상액의 예정
이나 모든 종류의 채권에 대한 양도가 가능한지, 매매계약의 체결에 반드시 約因
(con sider ation )을 필요로 하는지 132) 法的인 검토를 요한다. 이와 관련 프로젝트
소재지의 국가, 정부기관에 대하여는 主權免除(s ov er eign im m unity )를 포기하게
하여 분쟁의 해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紛爭의 해결(dispute r es olution ) : 국제적인 프로젝트 금융은 이해관계가 복
잡하게 얽힌 多國籍의 당사자들이 관여하는 만큼 분쟁이 일어날 소지도 많다. 이
경우 프로젝트 회사에 사업주와 프로젝트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oper atin g comm ittee)를 두고 내부적으로 해결을 모색하기도 한다.
이 방법이 효과가 없을 때에는 소송(litig ation )이나 중재(arbitr ation )와 같은 외
부적인 분쟁해결 방법에 의해야 한다. 前者에 의할 경우에는 先例가 많고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보장되는 법원의 裁判管轄(jurisdiction )을 따르도록 하며
대체로 준거법 국가의 법원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법정지에 거주하는 送達
受領人(pr oces s ag ent )을 선임하여야 한다. 당해 법원에서 프로젝트 대출과 관련
하여 담보물권을 실행하라는 판결이 내렸다 하더라도 담보물 소재지의 법률상 이
것을 집행할 수 있는지, 즉 프로젝트 자산의 소재지 국가에서 外國判決에 執行力
을 부여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당사자간에 분쟁해결을 仲裁에 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양측이 합의한 바에
따라 중재 패널이 구성되어 소정 절차에 따라 중재를 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調整 및 仲裁規則(ICC Rules
of Conciliation an d Arbitration )을 따르거나, 세계은행 주도로 제정된 국제투자분
쟁해결협약(Conv ention on the S ettlem ent of Inv estm ent Disputes Bet w 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 1966; 일명 워싱턴 協約)에 의하여 국제투자분
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 ICSID)
의 중재를 받게 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중재는 確定判決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132) 英美法에서는 對價와 같이 당사자간에 교섭(bargained for exchange)을 전제로 한 법적 가
치가 있는 것을 계약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계약위반이 있더라도 이를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unenforceable) 하고 있다. 상게서,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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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일반 소송에 비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외국의 중재판정에 대해
서는 많은 나라들이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유엔 협약 (United Nations
Conv 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 oreign Arbitral Awards, 1958;
일명 뉴욕 協約)에 따라 그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하고 있다.133)
③ 不可抗力(for ce m ajeur e) : 프로젝트 시공 또는 가동 중에 불가항력적인 사
태가 발생하여 예정된 공사진행, 제품의 생산,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각 당
사자는 계약상의 責任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 전쟁, 내란, 지진, 홍수 등의 天災
地變(A ct s of God ), 관계국가의 政策變更(act s of st at e)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러나 계약에 따라서는 도로, 철도 등 수송수단의 완성지연, 인수·수입설비의 불
비, 노동쟁의 등 당사자의 노력에 따라 어느 정도 억제 가능한 사유는 不可抗力
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령 계약상 매도인의 책임으로 하
고 있지 않더라도, 대출계약서에

한 사유는 스폰서의 공사완성보증 요건에

해당한다 는 조항을 삽입하여 스폰서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한다.
④ 損害賠償(dam ag e) : 프로젝트 금융에 있어서 스폰서나 프로젝트 회사가 계
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된 손해는 相當因果關係가 있는 범위(예컨
대 공사완성보증의 경우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서 배상책임이 있
다. 그러나 프로젝트 금융에 있어서는 대출계약을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액을 확정
하는 일이 그리 용이하지 않다. 法制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지체보상금;
liquidated dam ag es )을 違約金이 아닌 罰金(pen alty )이라 하여 이를 무효 134)로 하
거나 감액(우리 民法 398조2항)하는 경우가 있음을 주의한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기타 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損害賠償책임을 지지 않으나 貸出金
상환의무가 발생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⑤ 强制履行(enfor cem ent ) :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계약 위반시에는 法院에 채
무내용에 따른 급부의 실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금융에 있어서는 법률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訴訟 또는 强制執行이 곤란한 경우가
133) 상게서, 438～440면; John J. Beardw w orth, Jr . and Hunton & Williams , "Negotiating Pow er
Purchase A greem ents : F undam entals for Risk Allocation and Dispute Resolution ",
P roj ect F inancing f rom D om es tic to I nternational - B uild ing I nf ras tructure P roj ect in
D evelop ing M ark ets , Practisin g Law In stitut e, 1995, pp.17～21.
134) 미국에는 과다한 지체상금을 약정에 없는 違約罰로 보아 無效임을 선언한 판례(L ak e
R iv er v. Carborundum , 769 F .2d 1284 (7th Cir . 1985))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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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으므로 貸主로서는 우선 강제집행뿐만 아니라 공사의 계속 시행, 자금의 추가
지원, 물건의 인도 등 보다 실효성이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⑥ 法律意見書(leg al opinion ) : 일반적으로 국제금융거래에 있어서 법률의견서
의 제출은 자금인출의 선행조건이다. 차주에 관한 법률의견서는 차입행위의 적법
유효성, 정당한 授權, 집행 가능성, 담보권의 유효한 설정, 조세관계 등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현지 변호사는 차주 또는 보증인이 과연 貸主의 준거법을
받아들이고 재판관할에 복종할 것인지, 당해 계약서가 차주국에서 강제집행이 가
능한지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프로젝트 금융의 각종 계약서는 그에 적용되는 法制가 서로 다르고 법률문제가
서로 복잡하게 얽히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가 이러한 약정이 적법하고
구속력이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프로젝트 관련 대출계약서, 담보 계약서,
생산물 구매계약서 등에도 변호사의 法律意見書가 필요하므로 그만큼 다큐멘테이
션이 복잡해질 것이다.

제3절

金融支援可能性의 검토 135)

1 . 金融支援의 조건
프로젝트 금융은 당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보고 금융지원을 하
는 것이므로 프로젝트의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을 심사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실로 막중하다. 이러한 금융지원의 가능성(bank ability )은 금융기관이 외면하는 프
로젝트는 出資者 모집도 어려울 뿐더러 자본시장에서의 起債도 불가능하다는 점
에서 프로젝트의 成敗를 좌우하게 된다. 프로젝트에 금융기관을 참여시키는 것은
준공후 가동 단계에서 運營資金을 조달하는 데도 유리하다.
금융기관이 프로젝트 금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條件을 갖
추어야 하는가. 물론 프로젝트의 構造나 條件이 금융기관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
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금융지원의 가능성이란 科學的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은
135) 拙稿, 프로젝트파이낸스와 金融支援可能性의 검토 에서 일부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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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고 技術的인 요소가 많다.136) 그리고 시장관행이나 분위기, 자금사정이 바뀌
면 변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서 금융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리스크의 범위와 정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사항은 각종 契約書로 작성되는 만큼 프로젝트 금융을 주도하는
금융기관은 모든 프로젝트 관련 계약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이
프로젝트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最適 포지션(optim um position )을 취할 수 있게
그가 동의·허락(con sent , permit )하는 사항만이 프로젝트 계약내용으로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젝트 금융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法律 및 稅制의 변경으로 인한 리스크는 貸主가 부담하지 않는다.
- 당해 프로젝트가 稅制上의 우대는 받지 못할지라도 차별적인 과세대상이 되
어서는 안된다.
- 프로젝트 금융로 대출된 원리금을 처음 상환하기 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配當
을 하거나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어서는 안된다.
- 프로젝트 참가자간에 善意로써 프로젝트 리스크를 공유하려는 노력(g ood
faith attempt )이 있어야 한다. 스폰서나 현지 정부가 맡지 않으려는 리스크
를 사업시행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리스크를 분산시키
려는 노력이 행해져야 한다.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설립되는 SPV가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 프로젝트 참가자들이 계약상의 의무를 면하는 不可抗力이 광범위하게 규정되
어 금융기관이 많은 리스크를 부담해서는 안된다.

2 . 구체적인 契約書의 검토 137)
프로젝트 금융에 있어서 일반적인 계약서의 체크 포인트는 앞에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금융기관이 당해 프로젝트에 대해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관점
에서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점검해보기로 한다.

가 . 금융기관의 同意
프로젝트 금융을 공여하는 금융기관은 당해 프로젝트에서 예상했던 수입이 들
136) "Bankability is an art form , not a science." Vinter (1995), P roj ect F inance, p.42.
137) I bid., pp.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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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오지 않아 원리금 회수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프로젝트와 직·간접으로 관련
을 맺고 있는 현지 정부, 시공회사, 관리운영회사, 원재료 공급자, 생산물 구매자
등에 대하여 각종 계약상의 보증·보장의무를 지운다. 이 경우 貸主로서 확실히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각종 프로젝트 관련 계약서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
되어 있는지 同意(con sent , auth orization )를 요건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장치를 마련한다.
- 프로젝트가 존속하는 동안 일정 사항에 관하여 貸主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 同意의 조건은 가급적 현지 정부(주무관청)의 것과 일치시킨다.
- 貸主에게 擔保權 실행의 필요가 있는 한 동의의 효력이 종료되어서는 안된
다. 株式을 담보로 취득한 이상 그 주식은 양도가 제한된다
- 貸主의 동의는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다.
금융기관으로서 上記 要件을 완화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나라의 法制 및 관계당국이 프로젝트 금융의 채권자들을 어떻게 대우하
였는지 사례를 조사하여 友好的인 경우에나 응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貸主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특별한 동의를 요하거나 사업승인이 종료되는 것으로
하는 문제는 현지 정부가 컴포트 레터를 발급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나 . 不可抗力 사유
원래 불가항력이란 대출계약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개념이다. 民法 제397조 제2
항을 보면

金錢債務의 채무자는 過失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고 하여, 天災地

變으로 인하여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다는 주장을 봉쇄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젝
트 건설공사가 불가항력으로 중단되어 사업시행자가 원리금 상환재원을 마련할
수 없게 되었다면 貸主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불가항력이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계약 당시에 예견할 수 없었던, 그의

직접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난 어떠한 사태, 행위, 사실 또는 상황으로서 合理的인 注
意를 다하였더라도 이를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 로 파업, 전쟁 또는 적대행위, 해상
봉쇄, 천재지변, 폭발, 방사성·화학적 오염, 법제의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금부족은 어떠한 사유로든지 불가항력이 될 수 없다.
금융기관이 프로젝트 금융을 할 때에는 일단 最惡의 狀況을 가정하므로, 예컨
대 발전소 프로젝트의 경우는 지진으로 인하여 발전기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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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가 총파업으로 송·배전망이 마비되어 전력 송출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을 상정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전력판매 수입이 없음에도 프로젝트 회사는 발전연료를
계속 수령해야 하는지,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원칙적으로 불가항력이란 예상하지 못한 사태의 발생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
행할 수 없게 된 당사자에 대해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송·배전
망이 마비된 케이스에서 石炭화력 발전소의 석탄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고 석탄
창고의 여유가 많은 경우에는 석탄의 수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경우에 책임을 면하고자 한다면 계약서에 상세한
규정을 두는 한편 계약상의 권리의무관계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프로젝트
관련 계약서에서 불가항력의 정의를 單一하게 규정해 놓아야 할 것이다.

다 . 스폰서의 追加出資 약속
금융기관은 프로젝트 금융의 성공을 확보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수
행하는 스폰서에 대해 다음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 스폰서들은 사업 시행 전에 資本金을 전액 출자한다.
- 사업비가 초과(cost ov errun )되는 경우에도 스폰서들이 추가 출자한다.
- 保險으로 담보되지 않는 손실은 스폰서들이 보전한다.
여기서 프로젝트 회사에 출자하는 스폰서는 貸主의 관점에서 신용도가 높아야
하며 만일 信用이 우려된다면 은행의 보증신용장을 받아 놓을 필요가 있다. 프로
젝트 회사가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스폰서가 즉각 출자를 이행할 수 있는
資金動員力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스폰서의 추가출자 의무는 그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배제된 프로젝트 금융의 特
性에 비추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리스크가 확인되지 않은 프로젝트에서는 원칙
이 아니라 例外로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보험회사가 인수를 기피함으로써 保
險으로 담보되지 않는 손실에 대해 스폰서로 하여금 보전하게 하는 것도 협상의
여지가 많다. 貸主는 보험의 갭을 다른 유력한 당사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든가
그것이 문제되지 않도록 법률관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138)

138) 예컨대 LNG 화력발전소에 쓰이는 가스 터빈이 新型이라서 아직 실제 사용된 적이 없다면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가스 터빈의 해상운송시 어느 보험회사도 이 물건의 인수를
기피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스 터빈의 賣買로 법률구성하여 목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는 제작회사가 책임을 지게 하고 프로젝트 회사에게 그 危險이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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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貸出계약서
프로젝트 금융을 공여하는 금융기관이 프로젝트 회사와 체결하는 대출계약서에
는 貸主로서 채권회수를 확실히 하기 위한 여러 조항이 포함된다. 그 중에서 제
일 중요한 것은 예상 수입을 유지·확보하기 위한 각종 財務比率의 유지, 원리금
상환재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각종 계정의 운영, 그리고 프로젝트 금융
의 特性에 따른 채무불이행 사태의 재규정 등이다.
(1) 소정 財務比率(cov er r atios )의 유지
기본적으로 貸主는 프로젝트 소요자금의 상당 부분은 사업시행자의 자체자금으
로 충당할 것을 요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가능한 비율(loan - to- value ratio)을
산출할 때에는 예상 현금흐름의 純현재가치(NP V )를 토대로 한다. 여기서 NP V는
현금흐름에 관한 생산물·원재료의 가격, 운영비, 금리, 환율 등 여러 가지 變數
를 고려하고 일정한 가정(as sum ption s )하에 소정 할인율(discount r ate)을 적용하
여 계산한다.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동안 이들 변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계약서에서 NP V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그 내역을 경신할 수 있
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주와 차주 양측이 합의하여 NPV 산출에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입력수치, 假定 등에 관하여 결정하지만 만일 차주가 이를 정
하는 경우에는 貸主가 그 변경을 요구(ch allen g e)할 수 있도록 한다. 대출계약서
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언급하는 경우 그 變造를 방지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내
용을 출력한 正本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출계약서의 誓約 조항에서 借主가 소정 재무비율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는 경
우 이에 미달하면 차주가 대출금을 받거나 수입금을 인출하는 데 지장이 있을 뿐
만 아니라 적용 이자율의 인상을 초래할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프로젝트
금융의 일반적인 지표로 사용되는 財務比率은 다음과 같다.
(가) P r oject life cov er ratio (P LCR )
특정일 현재 대출금 잔액이 프로젝트 가동기간중에 예상되는 수입의 현재가치
(NP V )에 비해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는 비율이다. 실무상으로는 貸主가 수입
의 안전장치 139)을 만들어 놓아 일정 기간후의 수입은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으
139) 석유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貸主는 石油매장량의 25%를 추후 개발할 예정으로 남겨놓은
날(25% r eserv e dat e)까지의 수입액을 現價환산하여 PLCR을 계산한다. 이날 이후 프로젝
트 마지막 기간의 변동이 심한 수입에 대주로서 더 이상 대출금 회수를 의존하지 않기 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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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그리 중요한 의미는 없다.
(나) Loan life cov er r atio (LLCR )
프로젝트 기간이 아니라 대출금이 완제될 때까지 예상되는 총수입의 현재가치
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貸主로서는 대출 원리금을 완전히 회수할 때까지 프로젝
트의 예상수입이 충분한지 알아볼 수 있는 유용한 지표이다.
(다) Dr aw dow n cov er r atio (DCR )
차입금 인출 당시의 최고금액(peak debt am ount )이 대출 만기까지 예상되는
수입의 현재가치에 비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DCR을 일정
수준 이내로 유지하는 것을 자금인출 선행조건의 하나로 규정할 수 있으며, 자금
관리를 위한 컴퓨터 모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라) Repay m ent cov er r atio (RCR )
대출원금을 상환하는 시점에서 프로젝트 기간중 또는 대출만기까지의 예상수입
의 현재가치가 대출금 잔액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알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대
출계약서에 RCR을 1.75로 설정하였다면 그 미만의 수치는 채무불이행을 강력히
암시(Default cov er r atio)하는 것이다.
(마) Debt s ervice cov er r atio (DS CR )
이상의 비율이 프로젝트 예상수입의 純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DS CR은 실제로 들어온 수입금액(hist oric rev enu es )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DS CR은 1년간의 프로젝트 현금수입이 같은 기간중 원금과 이자 지급액을 충당
하고도 남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DS CR은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입만으
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 프로젝트 금융의 실현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지
표로 널리 사용된다.
(2) 資金管理 계정(contr ol account )의 운용
프로젝트 금융에서는 프로젝트의 현금수입이 원리금 상환을 위한 주요 재원이
되는 만큼 貸主는 여러 단계의 계정을 만들어 놓고 그 인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海外 프로젝트에서는 外換規制가 없는 제3국의 거래은행에 支給委託계정
(offshor e es cr ow account )을 만들기도 한다.
(가) 收入金계정(pr oceeds account )
프로젝트 수입금은 일단 이 계정에 입금시킨다. 예컨대 有料고속도로 프로젝트
의 경우 톨게이트 부근의 貸主은행 점포에 매일 통행료 수입금을 입금시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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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運營계정으로 이체한다.
(나) 運營계정(oper ation or disbur sem ent account )
프로젝트 수입금은 물론 출자금, 대출금 등 모든 수입금을 입금시키고, 공사
비·운영비·원리금 등을 지출 140)하는 계정이다. 원칙적으로 1일 支出예상액만 보
유하고 초과액은 留保계정으로 이체(부족시에는 반대로 유보 계정에서 이체)한다.
현금수입 중에서 프로젝트 시설에 대한 보험금, 보상금 등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은 별도의 報償계정(com pen sation account )으로 관리한다. 보험금을 둘러싸고
貸主는 원금상환을 종용하는 반면 借主는 프로젝트 시설을 대치해야 한다고 주장
할 터이므로 그 인출에 관하여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다) 留保계정(debt service r eserv e account )
비용지출 특히 원리금 상환의 완충 역할을 하는 계정으로 DS CR 유지의무금을
포함한 다음 1개월분 支出예상액을 예치한다. 프로젝트의 가동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잔고부족이 생기면 積立계정에서 이체 받는다.
발전소와 같이 정기적으로 거액의 수선유지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매년 일정
액을 적립하여 이에 대비해야 하므로 별도의 수선충당금 계정(m aintenance reserv e
account )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원리금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수선유지비
적립금을 전용하여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지출의 우선순위는 지
출의 내용 못지 않게 지출의 시기(tim in g )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대주로서는 프로
젝트 수입금으로써 인출금액을 우선적으로 보충하기로 하고 이를 상환재원으로
전용하는 협상을 벌일 수 있을 것이다.
(라) 積立계정(cu shion account )
여유자금은 利子가 붙는 예금 형태로 예치 141)하되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스폰
서에 대한 配當을 제한하고 旣지급 배당금도 환입시킨다. 통상 약정대출 한도액
의 20% 또는 일정 금액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고, 적립액이 대출잔액과 일치할
140) 운영계정에서 자금을 지출하는 우선순위(priority )는 다음과 같다. ①法令에 의한 조세공과
금 ②공사비 등의 사업비 ③인건비·경비 등 日常운영비 ④貸主가 事前에 동의한 유지보
수비 ⑤대주가 事前에 동의한 資本的지출 또는 有形고정자산 투자 ⑥본건 대출금 이자 및
수수료 ⑦본건 대출금 상환원금 ⑧政府의 長期貸出 상환원리금 ⑨출자자의 後順位대출 상
환원리금 ⑩期限前상환 원리금 ⑪출자자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 등.
141)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차주의 이익을 위해 利子가 붙는 저축성 예금이나 信託상품으로 예
치한다. 안전한 방법이면 국채, 금융채, 은행보증부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株式투자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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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이를 유지하게 한다. 또 대출기간중의 배당률 제한 및 부채비율 유지의무
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社外流出을 제한하므로 의무적립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임
의적립금 형태로 적립시킨다.
(마) 擔保계정(collateral account )
借主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 貸主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貸主명의의
계정이다.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위에 열거한 借主명의의 모든 계정의 잔액이 여
기에 이체된다.
(3) 償還請求權 제한(lim ited r ecour se)의 明文化
前述한 바와 같이 프로젝트 금융 원리금의 상환은 당해 프로젝트의 현금수입을
재원으로 하며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스폰서에 대해서는 상환청구를 할 수 없
다. 그러므로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이 점을 대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사업시행자가 스폰서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경우 借主인 사업시행자의 채무
불이행이 交叉채무불이행(cr os s default ) 조항에 따라 스폰서의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로젝트 금융 대출계약서에 프로젝트 원리금
을 지급할 수 있는 현금수입이 발생할 때까지는 그 금액은 변제기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대출계약서의 채무불이행 조항에는 제때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DSCR과 같은 일정 재무비율이 소정 기준에 미달하
는 것도 기한이익의 상실사유로 규정하는 예가 많다.
그러므로 스폰서로서는 자회사가 프로젝트 금융 방식으로 차입하는 것은 크로
스 디폴트 대상에서 제외됨을 대출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즉 프로젝
트 금융 차입이 본건 프로젝트 수행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SP V )에 의
하여 추진됨을 규정하고, 본건 차입이 모회사 및 방계회사의 지원없이 상환청구
권이 제한되는(lim ited r ecour se)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마 . 컨세션 계약
프로젝트 회사가 현지 정부(주무관청)와 체결하는 컨세션 계약은 일응 대주와
는 무관한 것이지만 당해 프로젝트와 관련된 현지 정부로부터의 사업시행 라이선
스와 特權, 각종 보장, 지원약속이 규정되는 만큼 현지 정부에 대하여 다음 사항
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142)
- 컨세션을 부여받는 자(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확실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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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의 존속기간중 사업시행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지 정부가
컨세션을 취소 또는 철회하지 아니한다.
- 컨세션의 조건은 되도록 貸出조건과 일치시킨다.
- 貸主들의 담보권실행 필요성이 남아 있는 한 컨세션이 끝나서는 안된다.
- 컨세션이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어야 한다.
- 과도한 지체보상금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이행하기 곤란한 조건이 붙지 않아야
한다.
- 法律의 변경에 따른 리스크는 컨세션을 부여하는 현지 정부가 부담하여야 한
다. 예컨대 새로운 환경법령의 시행으로 환경보호조치가 필요하여 工期가 연
장되는 경우 컨세션 기간도 자동 연장되도록 한다.
- 不可抗力의 경우에는 컨세션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
- 컨세션을 종료시키는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상은 그가 貸主에 대한 원리
금 잔액을 상환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바 . 建設工事계약
프로젝트 금융의 성공을 위해서는 貸主가 건설공사 계약서의 작성에 있어서도
주도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
- 원칙적으로 건설공사는 턴키 베이스로 하여 시공회사가 설계 및 공사를 완전
히 보증하게 한다.
- 공사비는 固定가격 기준으로 하고 가급적 완공후 일시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한다.
- 일정 기간내에 工事가 반드시 완성되도록 한다.
- 不可抗力 사유는 되도록 제한한다.
142) 貸主의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리스크를 信用度가 높은 다른 프로젝트 참가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면 비록 컨세션 조건이 까다롭더라도 이를 수락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法律의 變
更 리스크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貸主는 이를 좀처럼 수락하지 않을 것이
고, 법률의 변경에 따른 비용도 일시에 부담하는지 여러 해에 나누어 부담하는지 확인하
여야 할 것이다. 不可抗力으로 인하여 컨세션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도 당초의 컨세션 기
간 및 원금상환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컨세션 종료시의 보상금도 장차
프로젝트 수입을 상실한 데 따른 喪失收入(foregone rev enue)의 純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의 歸責사유로 컨세션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보상금 자체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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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예정일까지 완공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보상금을 받도록 하되, 그 금
액은 적어도 프로젝트가 완공될 때까지의 원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프로젝트의 수입에 대한 벌충으로서 지체상금을 받는 것
이라면 공사대금에서 이를 相計하는 조건이 아니라 시공회사가 현금으로 이
를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 시공회사의 책임한도를 가급적 인정하지 않는다.
- 시공회사는 광범한 瑕疵保證을 하되, 그 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기산하여
전기·기계시설은 2년, 토목공사는 5년 등 충분한 기간이 되도록 한다.
사실 이상의 것은 貸主의 희망사항일 뿐 이에 응하는 시공회사는 없을 것이다.
貸主는 프로젝트 공사가 기술자문을 받아가며 설계나 시공이 철저하게 이루어지
고, 시공회사의 책임한도·지체보상금·공사보증 등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
다면 합리적인 建設工事管理(pr oject m an ag em ent ) 기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만족
해야 할 것이다.
공사대금을 완공후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일정한 旣成高에 따
라 단계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실제 공사한 부분의 가치
를 평가하여 지급해야지 시공회사에 공사비를 先給하는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금융기관은 不可抗力이나 다른 예측하지 못한 사태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
우 공기연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불가항력 사유는 가급적 좁게 규정
하고 시공회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하도록 한다. 불가항력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것도 컨세션 계약에서 사업시행자가 불가항력으로 인정받는 기간만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貸主는 지체상금이 준공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시공회사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만큼 기술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책임한도를 낮추는 데 동의할 수
있다. 다만, 프로젝트 공사에 사용되는 技術이 충분히 검증된 경우에는 보증책임
을 보다 엄격히 물어야 할 것이다.

사 . 管理運營계약
프로젝트 시설이 일단 완성되면 貸主나 借主(프로젝트 회사)나 입장이 같아진다.
- 관리운영회사(O&M com pany )는 프로젝트의 收益을 극대화하기 위해 당해
시설을 적절히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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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일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재를 받는다.
- 관리운영회사의 실적이 나쁘면 貸主는 언제든지 이를 해고·해촉할 수 있어야
한다.
관리운영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나 制裁수단은 일반화하기 곤란하고 프로젝트별
로 협상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 貸主의 입장에서는 관리운영회사의 실적
이 나빠 예상 수입에 차질이 생긴 경우 관리운영 계약의 종료 내지 관리운영회사
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貸主는 프로젝트 자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
하기 전에 이러한 통제수단부터 먼저 행사하게 된다.

아 . 原材料供給계약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현금흐름이 예상대로 실현되도록 하려면 貸主
는 그에 소요되는 원재료 공급계약에 있어서도 다음 사항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 원재료의 안정된 공급을 위한 擔保 및 공급이 중단된 경우의 구제수단
- 프로젝트 회사가 부담하는 무조건 지급(tak e- or - pay ) 의무의 정도
貸主로서는 원재료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가급적 그 공급자에게 무거
운 책임을 부과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화력발전소의 경우와 같이 그 연료를
다른 공급자로부터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다면 원재료의 공급이 중단된다든가 공
급량이 부족하더라도 貸主가 원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代替供給을 받는 데 따
른 손해배상에 그친다.
프로젝트 회사가 원재료의 공급에 관계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는(t ak e- or - pay )
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不可抗力 사유가 있으면 이를 면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재료 공급 계약에도 다른 프로젝트 관련 계약서에 규정된 불가항력 사
유와 동일한 규정을 두는 것이 좋다.

자 . 生産物販賣계약
생산물 판매 계약의 상대방, 판매조건에 대하여 貸主가 同意하여야 한다. 예컨
대 프로젝트 생산물을 프로젝트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그는 信用
이 좋아야(cr edit w orthy ) 하고 판매조건도 독립된 市場價格(arm ' s len gth m arket
price)이어야 한다. 따라서 생산물 판매 계약은 다소 복잡한 분석과 검토를 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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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적어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대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자본·에너지 코스트는 구매자에게 모두 전가(full pa s s - throu gh )한다.
- 어떠한 경우에도 프로젝트 회사가 換리스크를 부담해서는 안된다.
- 프로젝트 회사가 불가항력으로 목적물을 생산하지 못하더라도 구매자는 가만
히 있어야 한다. 즉 구매자로 하여금 불가항력의 리스크를 부담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貸主는 코스트 부담의 한도를 설정하고 그 이상은 구매자에게 전가
시키게 된다. 換리스크는 이를 헤징할 수 있는 수단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구매
자가 부담하게 한다. 불가항력으로 생산물을 생산 판매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책임
을 지지 않도록 그 리스크를 구매자에게 전가시킨다.

차 . 擔保權設定계약
프로젝트 금융에 있어서는 참가자들간에 프로젝트 리스크를 적정 분담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貸主는 우선 프로젝트 관련자산을 擔保취득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련 프로젝트 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반영시킨다.
- 채권자로서 현지법상 유효한 擔保를 취득할 것
- 담보권 실행 시점에 주요 계약서가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을 것
이를 위해서는 貸主가 취득하는 담보권이 現地法상 유효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담보물권에 관한 한 일반적으로 목적물 所在地의 法이 준거법(섭외사법 12조 참
조)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프로젝트 금융에 있어서 담보 목적물이 처음부터 換金性이 없는 公共財
인 경우가 많으므로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것보다는 담보물
을 통하여 프로젝트를 統制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담보물을 통하여 계약상
의 지위를 이전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英國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 양도
가 금지(n on - as sign able)되어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담보만으로는 계
약상의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가능한 방법은 계약의 결과인 收益
(pr oceeds of a contr act )을 취득하는 것인데 이는 그 수익을 발생하는 권리까지
양도받는 것은 아니므로 貸主로서는 擔保가치가 불충분함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프로젝트 금융에서 貸主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은 목적물을 환가 처분하는 것
보다 프로젝트의 추진을 둘러싼 협상력(barg ainin g pow er )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가 많다. 이를 위해서는 借主가 지급불능에 빠지더라도 주요 계약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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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in ation )되어서는 안되며 貸主가 담보권을 실행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되어
야 한다. 따라서 차주의 지급불능, 차주의 자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契約종료의
사유로 하는 것은 修正을 요구하거나 계약 당사자로 하여금 대주와 직접 협의하
도록 한다.

제4 절

리스크 對策의 基本精神

프로젝트 금융은 새로운 금융기법으로서 기업은 擔保 위주의 대출관행에서 벗
어나 事業性 중심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금융기관은 금융자문에
서 대출·리스·보증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교적 높
은 收益을 올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각 참가자 간의 합리적 분담을
전제로 효과적인 리스크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프로젝트 금융의 성공을 도모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민간사업자와 금융기관, 주무관청 등 프로젝트 참가자간
에 리스크가 適正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 금융 전문 신용
평가회사, 엔지니어링 회사를 육성하여 각각 과학적인 사업성 분석과 기술지원을
맡게 하고, 프로젝트 금융 전문은행은 다른 금융기관들과 신디케이션이나 협조융
자(co- finan cin g ) 방식으로 자금을 공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先進國의 예에서
보듯이 資本市場을 통하여 사회간접자본 건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렇게 함으로써 금융기관, 기관투자가, 주식 및 채권시장간의 危險분산을 촉진하고
相生의 윈- 윈 게임 으로 자리를 잡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프로젝트 금융이 활성화되려면 우선 사업 자체에 메리트가 있어야 하
고, 민간사업자는 물론 금융기관 및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높은
期待收益이 보장되어야 한다. 기대수익이 높은 분야는 비록 리스크가 크더라도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公共性이 중시되는 분야 또는
대규모 투자를 요하는 분야는 최소한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한 민자참여가 어
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市場機能에 맡기더라도 프로젝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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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금융지원이 가능(bank able)할 정도로 이를 뒷받침할 것이 요망된다. 대주
로서는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프로젝트 수입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예를 들어
정부가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補助金을 지원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위해
제한된 범위의 保證을 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 T O) 체제하에서도
정부가 낙후지역 개발이나 環境 개선을 위해 이러한 지원을 하는 것은 補助金協
約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143)
그러므로 각종 규제의 緩和 내지 위험부담의 衡平을 기하는 견지에서 앞으로
본격 추진될 사회간접자본 건설, 지역개발을 위한 민자유치 사업에 있어서는 정
부·지자체가 後見人的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지속적으로 民資를 유
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公共目的과 참가기업·투자자들의 收
益性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한편 재정자금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v alu e for
m on ey )되도록 하는 정부당국의 의지적인 노력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143) WT O 補助金·상계관세 협약(WT 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
제8조는 特定性이 없는 보조금과 특정성이 있더라도 R&D·지역개발·환경보호를 위한
보조금은 이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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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새로운 財源調達 방안

프로젝트 금융 시장에서는 債券발행이 총액 기준으로 10～25%의 비중을 차지
하고는 있지만, 금융기관의 대출이 압도적이다.144) 전자는 주로 발전소, 사회간접
시설과 같은 제한된 사업분야에서 이용되는 반면, 후자는 통신, 발전소, 석유·가
스, 광업, 인프라, 석유화학 등의 분야에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다. 이는 투자자에
게 정기적으로 원리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권의 경우 현금흐름(ca sh flow )이 비교
적 안정적인 프로젝트라야 채권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章에서는 프로젝트 자금조달 창구를 다변화하기 위하여 장래 안정적인 현금흐
름이 기대되는 프로젝트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지,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資産流動化(ABS ) 技法을 프로젝트
금융에 적용할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프로젝트 금융과 관
련하여 ABS는 대출자산(loan portfolio)을 유동화하는 것과 프로젝트에서 창출되는
일정 부분의 현금흐름(cash flow portion )을 유동화하는 두 가지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 1절

프로젝트 金融과 資産流動化

1 . 일반적인 資金調達方案
프로젝트 금융에 있어서는 우선 資金동원능력이 좋은 기업이나 프로젝트 관련
기업을 출자자로 참여시키고, 1990년대 이후 많이 생겨난 인프라 펀드도 출자자
로 영입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투자자의 유치,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는 출자
144) F inancial T im es , P roj ect F inance, April 3, 1998; Sim on Davies , P roj ect F inance,
Financial T im es , August 10, 1998; 이현섭, 최근 해외 Pr oject F inance 동향 및 주요 자
금조달유형 , 한국수출입은행 수은조사월보 , 1998.9, 65～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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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후순위 대출 145) (sub or din at ed loan ), 레버리지드 리스(lev er ag ed lea se)와 같
은 금융기법이 유력시된다.
프로젝트의 자금조달방안으로는 제2장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 있는 상업금융기관
대출, 수출신용기구(E CA ) 및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借款,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주요 기자재의 제작회사가 제공하는 공급자 신용 146) (supplier ' s cr edit ), 인프라 펀
드·年基金 대출, 公募 또는 私募에 의한 채권발행(S EC Rule 144A에 의한 私募
발행 포함) 등이 있다.

<그림 6 - 1 >

프로젝트 金融과 資金調達

┌ 프로젝트 관련기업 (spon sor ) 출자
│
│
│
┌
자기자본
────────┤
인프라 펀드 출자
│
│
│
│
│
│
(equity )
└ 후순위 대출
│
│
│
│
│
┌ 상업 금융기관 대출
│
│
│
│
│
│
│
┌
간접금융
방식
│
수출신용기구 (ECA) 대출
│
│
│
│
│
│
│
│
│
│
│
│
│
│
│ 국제금융기구 차관
│
│
│
│
│
│
│
│
│ 공급자 신용
│
│
│
│
│
│
│
│
│
│
타인자본
│
└ 인프라 펀드 , 연기금 대출
│
│
│
│
│
│
├
직접금융 방식 ┌
사모채 발행
└ (debt )
│
│
│
│
│
│
│
└ 공모 주식/ 사채 발행
│
│
│
│
┌
레버리지드 리스
│
│
│
│
│
│
└ 物融 방식
─┤
생산물 지급약정 147)
│
│
│
└ 생산물 先買약정 148)

자료 : 반기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 137면.

145) 각주 112) 참조.
146) 프로젝트에 기계 설비 등을 납품하는 공급자로부터 동 구매와 관련하여 비교적 유리한 조
건으로 금융지원을 받는 것을 말한다. 텀론은 물론 할부금융, 리스 등 여러 형태를 취한다.
반기로, 전게서, 137면.
147) Pr oduction paym ent arrangem ent . 투자자가 자금을 공여하는 대가로 프로젝트상의 일정한
권리를 양도받으며 프로젝트 생산물을 지급 받을 수도 있다. 상게서 165～166면.
148) F orw ard purchase arran gem ent . 주로 광산 개발사업에 있어서 투자자(貸主)가 생산예정
광물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상게서, 1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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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資産流動化 技法의 활용
가 . 資産流動化의 가능성
지금까지 대형 프로젝트 금융에 있어서 채권의 公募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
한 사례는 별로 많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프로젝트에는 많은 리스크가 내포
되어 있어 투자자들이 안심할 정도의 안정된 현금흐름이 있는 경우가 드물고, 둘
째, 신용평가기관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投資等級 이상의 신용평가를 내리기 어려
웠기 때문이다. 재무관리 측면에서도 공사 진척도에 따라 그때그때 인출해 쓸 수
있는 은행대출금과는 달리 채권발행 대전(b on d pr oceeds )은 일시에 지급받아 재
투자 운용하는 데 적잖은 비용(n eg ativ e carryin g cost )과 위험이 따르는 문제가
있었다.149) 이에 따라 공모발행은 주로 안정적인 미래의 현금흐름이 있거나 정부
의 지원이 보장되어 있는 프로젝트에 주로 적용되었다.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SE C 규칙 144A에 의한 私募
발행이 보다 일반적이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생산물의 장기 판매계약에 기초한
장래의 外上賣出債權(futur e account r eceiv ables )을 담보로 하는 자금조달 방법은
기본적인 프로젝트 금융의 하나이지만 증권시장의 일반 투자자들이 이 개념에 친
숙하지 않아 아직 시장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150)
그런데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여한 금융기관들이 대출자산을 풀(pool)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사례 151)는 종종 있었다. 바로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
행하는 多段階 대출채권 담보부증권(collat er alized loan oblig ation ; CLO)152)으로
프로젝트에 대출을 한 금융기관이 당해 대출채권을 유동화하는 것이다.

149) Caroline Angoorly , "Financing Downstream Petrochemical and Refining Projects in Asia",
T he 9th Annual Refining Congress - F ocus on A sia, Singapore, October 29, 1996.
150) 반기로, 전게서, 176면.
151) 프로젝트 금융을 담보로 증권이 발행된 것은 1997년 8억달러 규모의 페루의 銅鑛개발 프
로젝트가 처음으로 미래의 구리 수출대금이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 자
산의 풀에 대하여는 1998년 3월 CSFB가 617백만달러의 CLO를 최초로 발행하는 데 성공
하였다. 김승권,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자산의 증권화 동향 , 한국수출입은행 수은조사
월보 , 1998.11, 94면.
152) CLO란 대출채권을 유동화하여 발행하는 증권을 말하며, 대상자산의 滿期構造가 다양하므
로 早期償還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유동화증권 역시 滿期를 여러 단계로 하여 발행하는
것이다. 자산유동화 실무연구회, 전게서, 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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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자금을 장기간 특정 사업에 고정시켜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는 CLO를
발행함으로써 자기자본 이익률(ROE )과 부채비율(debt/ capit al)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프로젝트 금융에 참가한 대출자산을 집합(poolin g )시켜 유동화하
였을 때에는 어느 한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경우에도
여타 프로젝트에서 이익이 난다면 전체로서는 수익성이 확보되는 이점도 있다.
그러나 복수의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채권을 신용평가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시장
성이 있는 풀을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프로젝트가 많지 않다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153)

나 . 資産流動化의 요건
그러나 ABS 기법이 고도화되고 각종 信用補强(cr edit enh an cem ent ) 장치가 고
안되고 있어 앞으로는 채권의 공모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점차 활기를 띨 것으
로 예상된다.154) 어느 프로젝트에 ABS 기법을 적용하자면 우선 ABS 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를 한 후 과연 당해 프로젝트에 적합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資産流動化란 대출채권, 매출채권 기타 자산을 유가증권(유통가능성은 불문하
며 이하 유동화증권 이라 함)의 형태로 전환하는 일련의 행위 155)를 말한다. 그러
므로 자산유동화를 하려면 ▷자산보유자의 선별된 금융자산의 집합을 대상으로
▷충분한 현금흐름(ca sh flow )을 확보한 다음 ▷원리금의 상환과 適時配當을 보
장하는 證券을 발행하되 ▷일정 기준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고 ▷자산보유자가 파
산하더라도 원리금 지급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아야 한다.156)
153) 김승권, 전게 논문, 96～99면.
154) 프로젝트 파이낸스 法律 가이드 를 쓴 영국의 그래함 빈터 변호사는 1995년의 초판에서
프로젝트 증권의 발행을 장래의 과제 (T he F uture)로 서술하였으나, 1998년 全訂版에서는
최신 경향 (Current T rends )으로 다루고 있다. Vinter, P roj ect F inance - A L egal Guide,
2nd Ed., 1998, pp.273～283.
155) ABN AMRO International Securitisation Group, I n ternational S ecuritisation, May 1998,
p.3; 1998년 9월 16일 공포된 資産流動化에關한法律 (이하 자산유동화법 이라 함)은 금
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자산유동화
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의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1조)을 목적으로 하는 바, 이 법에 의한 민법·상법상의 특례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유동화계획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것은 선택적
(optional)인 것이고 강제적인 것은 아니므로 처음부터 海外에 설립한 SPV를 통하여 유동
화증권을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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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産流動化의 메커니즘

<그림 6 - 2 >

진정한 매도(신탁)
자산보유자
(Originator)

자산관리 위탁

(신용정보업자)
자산의
관리·운용·처분

유동화전문회사
(SPV)
유동화
증권
(신탁수익
증권)

신용보강기관
(Credit Enhancer)
신용평가

투자자
(Investors)

이것을 流動化 대상자산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의미가 분명해진다. 즉 ▷유동
화자산의 선별기준이 있을 것 ▷증권원리금의 상환에 있어 자산보유자의 신용보
다도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에 의존할 것 ▷유동화자산은 자산보유자로부터 SP V
에로 소유권을 이전할 것 ▷자산보유자의 신용불안 사유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절연시킬 것 ▷유동화자산 위에 증권투자자를 위한 담보를 설정할 것 ▷유동화자
산은 미리 정한 바에 따라 관리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밖에 ▷信用
補强을 통하여 원리금 지급이 확실해야 하며 ▷유동성 확보를 위한 보완적인 자
금조달 방안이 마련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동화자산의 보충도 가능해야 하며
▷되도록 공인된 기관의 신용평가(cr edit ratin g )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157)

다 . 자산유동화의 長·短點
(1) 有利한 점
이와 같이 절차가 복잡함에도 자산유동화가 널리 활용되는 것은 각 참가주체별
156) 자산유동화 실무연구회, 전게서, 20면 이하에서 재인용; Kenneth P . Morris on , T he
S ecuritization P henom enon, S ecuritization - A n International Guide, p.4; A special
supplement to the Intern ational Fin ancial Law Review , Eurom oney Publication PLC.,
August 1993.
157) John Hender son (ed.), A ss et S ecuritiz ation: Current T echniques and E m erg ing M ark et
A pp lications , Eurom oney Publication s , 1997,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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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음과 같은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① 자금조달 코스트의 절감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자산보유자의 입장에서는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을 자
산보유자 자신의 신용등급보다 높일 수 있으므로 그만큼 조달 코스트(fun din g
cost )를 낮출 수 있고, 자산유동화를 통하여 보유자산의 포트폴리오를 多樣化하거
나 그 위험을 채무자의 계층별·지역별로 분산시킬 수 있다.
S P V는 양도받은 자산을 담보로 유가증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증권의 신용도는
대상자산의 원리금 회수가능성만 따지는 것이지 자산보유자 자신의 信用危險
(cr edit risk )은 문제삼지 않는다. 따라서 유동화증권은 적절한 구조를 갖추면 자
산보유자의 信用等級보다 훨씬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달금리가 크게
낮아진다. 또한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자산보유자의 자체 신용만 가지고는
접근할 수 없었던 자본시장에서의 起債도 가능해진다.158)
이에 따라 유동화증권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자
본시장의 인기 상품으로 자리를 잡았고, 개도국에서도 國家信認度를 뛰어넘는 좋은
조건으로 外資를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비록 자신이 직접 채
권을 발행한다면 投資適格159) 대상이 못되더라도 신용도가 높은 해외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유동화하면 AAA 등급의 높은 신용등급을 받아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償還請求權 없는 금융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상환은 SP V에 양도된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을 일차
재원으로 하므로 그 현금흐름이 증권원리금 상환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자산보유
자로서는 원칙적으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상환청구를 당하지 않아도 된다[non - recour se
fin an cing ].
③ BIS 比率 개선
자산유동화는 자산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므로 자산보유자
로서는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기록할 필요가 없으며, 특히 금융기관은 자산 매각
분을 대차대조표의 자산에서 공제(der ecognition , off- balan ce sheet )할 수 있으므
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BIS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158) ABN AMRO, op .cit., p.4.
159) 각주 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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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契約書의 간소화
법적인 측면에서도 증권투자자들이 일일이 감시·점검하기 어려운 결과 자산보유
자가 직접 은행차입을 하는 경우에 비해 진술·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
및 서약(cov en ant s )의 내용이 훨씬 간결하다는 이점이 있다.160)
⑤ 新規財源의 발굴
자산유동화 기법을 이용하면 지금까지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사회기관(예: 범죄
예방·마약퇴치·모자보건을 위한 사회단체 등)이 많지는 않아도 고정적인 수입
만 있으면 이를 토대로 신규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161)
⑥ 投資者層의 확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신용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수익률도 좋은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산유동화 상품은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높으
면서도 수익률이 좋은 편이므로 이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기관투자가들이 많다.
따라서 이들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재원조달을 다양화하고, 특히 국제적
인 지명도가 낮은 기업의 경우 증권화를 통하여 이러한 투자자들에게 발행회사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2) 不利한 점
이와 같이 자산유동화는 메리트가 많지만 언제든지 이를 실현할 수 있다거나
유리한 것만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① 流動化조건의 복잡성
자산을 유동화하려면 대상자산이 同質的(hom ogeneou s )이어야 하며, 자산관리
의 노하우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신용보강을 위한 추가 비용부담이 불가피하
다. 유동화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상대적으로 금융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결
과가 된다.
② 法的 리스크 부담
자산보유자가 S P V에 자산을 양도하는 것이 담보의 제공으로 비칠 때에는 자산
보유자의 기존 채권자들로부터 담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誓約(n eg ativ e pledg e)
위반이라는 항의를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자산보유자의 無擔保채권자들로서는 良
質의 자산이 유동화의 목적으로 S P V에게 양도되는 결과 자산보유자가 그에 상응
160) Vint er , op .cit., p.273.
161) Am erican Bar As sociation , S tructured F inancing T echniques , 1995, p.6 Not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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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유동성을 획득한다 해도 채권의 담보가 되는 일반 재산이 줄어든다는 이유
로 자산유동화의 非效率性과 분배의 不平等을 문제삼을 수 있다.162)

라 . 프로젝트 금융의 경우
아무리 ABS의 이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이 安定
的이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우선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은 현재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발생할 것이 확실히 되는 것까지도 대
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자산유동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基準을 충족하
여야 한다.
- 매매가 가능하고 자산보유자의 파산시 파산재단에서 분리될 수 있을 것
- 자산의 회수 및 지급이 자산보유자로부터 분리될 수 있을 것
- 유동화자산에 대한 채무자의 신용도가 우수할 것 163)
- 자산의 기존 회수실적/ 현금흐름에 관하여 최근 자료가 있을 것
신용평가기관의 입장에서는 대상자산에 대한 실사를 통하여 기존 채권의 회수
가능성, 현금흐름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신용도를 평가하게 된다. 현금흐름이
다소 불확실하더라도 원리금상환을 담보할 자산가치가 충분히 안정적이고 자산의
처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ABS 에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러한 견지에서 유료 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입, 발전소 건설에 따른 전력판매 수입,
석유화학단지 건설후의 석유화학제품 매출 수입 등이 流動化에 적합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1987년 멕시코 국영전화회사(T elefon os de M ex ico S A ; T ELMEX )가 미국의
162) Lois R. Lupica, A ss et S ecuritiz ation: T he Uns ecured Cred itor 's P ersp ective, 76 T ex as
Law Review 596, 659(1998).
163) 동남아·중남미 등지의 新興市場(em ergin g m arkets )에서는 국가신인도가 낮아 개별 차입
자의 신용도가 떨어지지만 선진국 유수의 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 등의 예상수입을 담보
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사례가 많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1997년말 외환위기가 닥친
이래 정상적인 외자조달의 길은 거의 막혔지만 선진국 상대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ABS
를 통하여 비교적 낮은 코스트로 외자를 들여오고 있다. 실제로 1998년 여름 현대자동차
미국 현지법인은 현지의 자동차할부금융회사인 HMF C의 자동차 할부채권을 담보로 AAA
등급의 증권을 발행해 이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Libor +1%에 3억달러를 조달하는 데 성공
했다. 이러한 경우에 장래의 기대수입을 담보로 하는 것은 그 현금흐름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硬貨표시 채권으로서 그에 대한 채무자는 차입자와는 다른 나라, 주로 선진국에
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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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전화회사에 대한 국제전화 정산료 채권을 담보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처음 성공 164)한 이래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각국에서 ABS 가 성행하
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전략상품, 예컨대 석유, 가스, 銅,
알루미늄, 철강, 펄프, 귀금속, 대두, 소맥 등의 수출 외상대금이 ABS 대상이 되
고 있으며, 심지어 이집트, 터키, 모로코 등지에서는 관광 수입이나 해외파견 근
로자가 국내 송금해 오는 임금채권을 담보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마 . 資産流動化의 메커니즘과 參加者
앞의 < 그림 6- 2> 에서 보는 것처럼 자산유동화에 있어서는 통상 자산보유자가 자
산유동화를 위한 SPV를 설립하고 SPV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하면 이를 담보로 하
여, 필요하다면 신용보강을 받아 증권을 발행하고 자산관리자가 채권을 추심하여
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메커니즘을 취한다. 이러한 ABS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ABS의 구조와 관련당사자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資産保有者(origin at or )
ABS 는 우선 현금흐름이 비교적 확실한 자산의 집합(pool)을 소유한 차입자가
당해 자산의 신용만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물론 발행증권의 신용등급,
표면금리, 차입자의 신용상태, 시장여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은행차입이나 증권시
장에서의 주식발행에 비해 코스트가 적게 든다.
(2) 特殊目的機構(SP V )
S P V란 유동화증권의 발행을 목적으로 특별히 설립되는 회사로서 우리 나라 자
산유동화법에서는 이를 有限會社로 한정(동법 17조)하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회사
형태 외에도 信託이나 組合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외국의 경우 SP V는 節稅
목적상 통상 조세피난지(t ax h av en )에 페이퍼 컴퍼니의 형태로 설립되는 예가 많
다.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받는 별개의 법적 주체로서 자산보유자가 파산
하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자산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여 채권이나 CP ,
신탁수익증권 등을 公募 또는 私募로 발행한다. 증권발행 대전은 자산보유자에게

164) 유동화증권은 발행절차가 복잡하므로 일반 사채를 발행하기가 용이하면 상대적으로 위축
되게 마련이다. 멕시코의 경우 1994년까지만 해도 유동화증권의 발행 실적이 미미하였으
나, 1994년말 페소貨 위기가 발생하자 장래의 석유수출대금 채권 등을 담보로 한 유동화
증권만이 거의 유일한 외자도입 수단이 되었다. ABN AMRO, op .cit.,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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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양수한 대금으로 지급한다.
(3) 信用補强機關(cr edit enh an cer )
신용보강기관이란 증권이 원활하게 소화될 수 있도록 S P V의 신용을 보강해주
는 은행·보험회사·금융보증회사 등의 제3자를 말한다. S P V에의 현금흐름이 중
단되거나 내부유보가 고갈되어 S P V에 의한 원리금 상환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증권소지인에게 원리금 상환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당해 증권은 신용보
강기관의 信用等級으로 발행되어 투자자들에게 판매된다고 볼 수 있다.
(4) 資産管理者(servicer )
S P V는 직원을 둘 수 없는 페이퍼 컴퍼니의 형태로 설립되므로 양도받은 자산
을 관리해주는 자산관리자를 따로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저당채권의 경우
S P V가 각지에 흩어져 있는 담보물건을 직접 관리하고 임대료를 징수하기란 사실
상 불가능하다. 이 경우 자산 관리 및 원리금 회수를 대행하는 자를 서비서라고
하는데, 자산보유자가 기존 고객관리 차원에서 이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다.
(5) 信用評價機關(cr edit r atin g ag en cy )
유동화증권을 공모 또는 사모로 매각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
할 수 있는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S &P , M oody ' s와 같은 신용평가기관은
유동화 대상자산의 현금흐름 또는 청산가치를 파악하여 투자자들에게 판단자료로
서 제공하고 있다. S &P 의 경우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평가 작업이 업무의 태반
을 차지할 정도로 최근 들어 ABS 가 활기를 띠고 있다.

제2절

프로젝트 金融의 信用補强 對策 165)

1. 槪 要
프로젝트 금융에 ABS 기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 전제로서 당해 프로젝트
가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기술적·재무적 타당성 검토 및

165) 자산유동화 실무연구회, 전게서, 157～168면에서 부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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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bank ability )의 전제조건에 관하여는 제2장 및 제5장에서 살펴보았다. 여
기서는 프로젝트 리스크에 대한 對策으로 信用補强(cr edit enhancem ent )의 문제
를 검토하고자 한다.
프로젝트 리스크를 부담할 당사자를 찾았다 하더라도 당해 프로젝트 수입금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을 때 투자자들이 안심할 정도의 信用 리스크가 확
보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투자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166)
그러므로 ABS에 있어서 리스크의 효과적인 분담이 어렵다면 신용보강 기법을
통하여 증권투자자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構造를 만들어야 한다. 요컨대 신용
보강은 ABS 거래구조상 일어날 수 있는 제반 위험을 적절히 분산하여 ABS를 성
공시킴과 동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개별 ABS 구조와 신용보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내부적 신용보
강(intern al cr edit enh an cem ent )과 외부적 신용보강(ex tern al cr edit enh an cem ent )
의 두 가지 기법이 구체적인 프로젝트별로 이용될 수 있다.

2 . 內部的 信用補强
대부분의 자산유동화는 내부적 신용보강을 필요로 한다. 제3자의 보증이 있다
하더라도 내부적 신용보강 기법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제3자의 보
증이 지니고 있는 단점, 즉 보증인의 신용이 떨어질 경우 해당 유동화증권의 신
용이 동반 하락하는 것을 보완하여 궁극적으로 투자자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167) . 프로젝트 금융에 쓰일 수 있는 내부적 신용보강의 기법에는 초과담보,
현금담보, 유보금 등이 있다.

가 . 超過擔保
초과담보(over - collateralization )란 SPV가 양도받은 자산의 가치가 자산유동화를 통
한 예상조달액을 상회하도록 하는 기법이다. 대상자산에서 나오는 현금의 유입(cash
166) Vint er , op .cit., p.275.
167) An and K . Bhattacharya an d Fr ank J . F abozzi (ed.), A ss et- B ack ed S ecurities , F rank J .
F abozzi A ssociates , 1996, p.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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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ow )이 예상 원리금지급액(cash outflow )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ex cess cash
flow )을 SPV (발행자)에 적립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사용토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100 가치의 자산을 SP V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80의 현금을 수취하며,
나머지 20은 S P V의 유동화증권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초과담보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회계처리는 移延수익(deferr ed r ev enu e)으로 인식한다. 초과
금을 賣出할인으로 인식하면 자산보유자의 장부상 이익을 크게 감소시키는 결과
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 기법은 일반적으로 후술하는 모노라인 보험(m on oline in sur an ce)과 함께 사
용된다. 일단 해당 자산의 초과담보 제공으로 최소한 투자적격 등급을 획득하여
모노라인 보증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2차적으로 모노라인 보증으로 더 높은 신
용등급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나 . 現金擔保
현금담보(cash collat er alization )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신용도 높은 은행에
지급위탁 계정(escr ow account )을 설치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예치, 담보
로 설정케 함으로써 투자자의 손실을 줄이는 기법이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수입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社內보다는 외부
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예가 많다. 프로젝트의 현금수입이 원리금 상환을 위한
주요 재원이자 신용의 원천이 되는 만큼 貸主와 증권투자자들은 收入金계정(proceeds
account ), 運營계정(oper ation or disbur s em ent account ), 留保계정(debt s ervice
r es erv e account ), 積立계정(cu shion account ), 擔保계정(collat er al account )과 같
이 복잡한 瀑布(ca scade)형 구조로 여러 단계의 계정을 만들어 놓고 그 인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이다.168) 海外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外換規制가 없는 제3국 은
행에 域外에스크로 계정을 두기도 한다.

다 . 社內留保金
사내유보금(r eserv e funds )이란 ABS 발행금액의 일부를 S PV에 유보함으로써
신용을 보강하는 것이다. 이 기법은 증권발행으로 인하여 프로젝트 회사에 유입

168) 제5장 제3절(金融支援可能性의 검토) 2. 라 (2) 資金管理계정 설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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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자금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나 이러한 단점은 內部유보금
의 규모가 유동화증권의 상환잔액에 일정 비율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원리금 상
환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감소하게 된다.

3 . 外部的 信用補强
이것은 제3자의 신용을 근거로 해당 자산유동화의 신용을 보강하는 기법으로서
내부적 신용보강 기법을 보완한다. 匿名의 신용보강도 가능하므로 외부에 신용정
보 유출을 꺼리는 회사들이 많이 사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스폰서 기타 관계회사의 지급보증, 제3의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보증신용장(st an d - by L/ C), 미국 유수의 보험사들이 취급하는 모노라인 보험,169)
그리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의한 일종의 보증인 멀티라인 보험
(m ultilin e in sur an ce )이 있다.

제3절

資産流動化의 특수한 法律問題

1 . 資産讓渡의 방식
프로젝트 금융에 ABS 를 적용할 경우에는 二重·三重의 SP V 구조를 취하게
된다. 우선 프로젝트 회사 자체가 S PV인 데다가 ABS 증권투자자를 위하여
ABS 증권을 발행하는 주체가 프로젝트 회사의 破産 영향을 받지 않고 또 그와
연결 내지 統合(con solidation )되지 않도록 또 다른 SP V를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法的 측면에서 ABS의 核心은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들이 자산보유자가 破産하더라
도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유동화자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부터 원리금을 상환 받게 하

169) 금융거래와 관련된 보증업무만을 취급하는 미국의 보험회사로는 ▷주로 州정부, 지자치체,
非연방 정부기관의 차입에 따른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AMBA C, Capit al Guaranty , F GIC,
MBIA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보증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CapMA C, F SA ▷재보증 업무
를 수행하는 Connie Lee, Cap Re, Enhance Re 등이 있다.

- 163 -

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破産으로부터의 絶緣 (bankruptcy remote)되었다고 하는데,
자산보유자가 양수인에게 자산을 양도할 때 이를 금전대차에 따른 담보 목적의 양도
라고 하면 파산관재인이 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眞正한 賣買 (true sale)
로 양도하여야 한다.
자산보유자가 破産을 하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유동화자산이 어
떠한 경우에도 破産財團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래야만 투자자들이 ABS
증권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고 당해 증권에 대한 신용등급이 AAA 까지 올라
갈 수 있다. 따라서 증권의 발행주체는 자산보유자로부터 법적으로 절연된 SP V
의 형태를 취해야 하며, 자산보유자가 SP V에게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진정한 매
도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170)
우리 나라 자산유동화법에서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 일정한
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이를 讓渡擔保와 같은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않는다(동
법 13조)고 하여 일종의

S afe H arbor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① 양도가

매매계약에 의한 것일 것, ②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S P V가 가
질 것(SP V가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자산보유자가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fir st refu sal)를 가지는 경우는 제외), ③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
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SP V는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
을 가지지 아니할 것. 다시 말해서 양도받은 자산으로부터 충분한 현금수입이 없
는 경우에도 자산보유자에 대해 상환청구권(r ecour se)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
이다. ④ S P V가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일정기간 자산보유자가
매도인으로서 瑕疵담보책임(채무자의 資力에 대한 담보 포함)을 지는 것은 예외)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산보유자가 파산 또는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그가 양도한 자산이 파
산재단이나 정리회사에 귀속되지 않도록 하려면 담보부 대출(secur ed loan )이 아
닌 진정한 매도로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이를 위하여 변호사가

170) 파산으로부터의 절연 을 위하여 賣買 형식을 취하는 것은 社債權者에 物上擔保權을 제공
하기로 하고 회사가 제공한 재산 위에 수탁회사로 하여금 담보권을 취득하고 이를 보존·
실행하게 하는 擔保附 社債信託 제도와 대비된다. 그러나 같은 信託法理를 응용한 것이지
만 법률관계의 간편성, 사채권자 지위의 확실성 면에서 매매 형식이 탁월하다고 할 수 있
다. 파산자의 재산 위에 別除權을 가진 담보부 채권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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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매도 라는 법률의견서(T rue S ale Opinion )를 작성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171)
- 유동화자산에서 예상수입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S P V가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없을 것. 일반적으로는 자산보유자로 하여금 일정기준 이상의 채권회수를
진술·보장(repr esent an d w arr ant )하게 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에는 소정의
상환의무를 지우고 있다.
- 자산보유자가 일단 자산을 양도한 이상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
- SP V가 양도받은 자산에 대한 관리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 자산보유자에게 유리한 가격결정을 배제할 것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매매로서 처리할 수 있을 것
- 당사자의 의사가 매도임이 분명할 것
- 매매가격을 불공정하게 정함(unfair con sideration )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詐
害行爲(fr audulent conv ey an ce)로서 인정받지 않을 것 172)
미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法理를 우리 나라에서는 실
정법상으로 要件을 규정하고 있는 바,173) 이는 자산유동화 시행 초기의 시행착오
를 방지하고 법률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특별히 자산유동
화에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되는 外國投資者들의 의문을 불식시키고 그들로 하여
금 資産讓渡의 법적 성격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여 자산유동화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 그러므로 법에 규정된 요건은 국내에서 이 法에 따
라 자산유동화를 실시할 경우에 갖추어야 하는 最小限의 要件이며 요건의 구비
여부를 둘러싼 다툼은 최종적으로 法院의 심사를 받게 될 것이다.

171) 池永朝昭, 米國の仕組みファイナンスと資産證券化の論點 [3], [4] , 國際商事法務 Vol.25
Nos .4·5 (1997.4·5); 보다 상세한 내용은 Standard & Poor ' s , L egal I ss ues in R ating
S tructured F inance T ransactions , April 1998, pp.154～156 참조.
172) 이 사항은 진정한 매도인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본건 자산의 양도가 채권자를
해하는 詐害행위가 아니고, 또한 파산관재인의 부인대상인 偏頗행위가 아니라는 변호사의
법률의견서(Fr audulent Conv eyance Opinion , Preference Opinion )가 따로 요구되고 있다.
173) 자산유동화법 제13조 규정은 우리 나라에서는 讓渡擔保가 判例상으로 인정되고 있어 만일
유동화자산의 양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일일이 따져야 한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거래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 Safe H arbor ' 조항으로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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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特殊目的會社와의 統合 여부
ABS 에 있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SP V를 설립하게 되므로 이
것이 子會社로서 財務諸表 聯結(con solidation ) 대상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에 관하여는 법규정이나 회계기준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원칙
(GAAP )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행 기업재무회계원칙상의 연결
기준에 의하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연

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하나, 그렇지 않다면 일단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설립한 SPV를 이용하든가, 아니면
SPV에 자산을 양도한 후 信託관계를 설정하여 유동화자산을 위탁한 다음 오직 ABS
의 목적을 위해 미리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2단계 구조(two- tier structure)를
취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구조를 취하든 간에 ABS 에 있어서는 자산보유자와 SP V와의 실질적인
연결 여부가 회계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자산보유자의 파산 사건을 처리할 때 중요
한 기준이 되는 만큼 S P V가 자산보유자의 단순한 기관(m er e in strum ent ality )이
나 분신(alt er eg o)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림 6 - 3 >

2단계 구조의 特殊目的會社

진정한
매도
자 산
보유자

진정한 매도
담보제공
중간 SPV(Inter
mediate SPV)

증권
판매대금

증권
발행
증권발행 SPV
(Issuing SPV)

증권대금의
매입/ 대여

증 권
투자자
대금
지급

자료 : S&P ' s Rating Services , L egal Iss ues in R ating S tructured F inance T ransactions , April
1998, p.5.

실제로 美國에서는 자산보유자와 SPV가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破産
法院은 파산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두 기관을 동일시하는 형평법상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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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table power )을 행사한다. 따라서 파산법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
지 않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가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법률의견서(Non S ub st antiv e Con s olidation Opinion )를 제출하여야 한다.174)
- 관계회사가 특수목적회사(SP V )의 형태를 취할 것
- S PV의 의사결정이 별개로 이루어질 것
- S PV의 업무가 구분될 것
- S PV가 독자적으로 자산을 소유할 것
- S PV가 자신의 채무를 관리할 것
- S PV의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을 것
- S PV의 재무제표가 분리되어 있을 것
- SPV가 자산보유자와 거래할 때에는 아무 관계없는 獨立企業으로서 취급할 것
- S PV와 자산이 분리되어 있음을 공시할 것
- S PV나 채권자, 계약당사자, 證券소지인 등 제3자와의 관계가 구분될 것
이 원칙은 衡平法에 입각하여 法院의 裁量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상의 기준
은 例示에 지나지 않는다.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과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衡平의 원칙에 입각한 판단을 내리
게 될 것이다.

3 . 向後 展望
프로젝트 금융에서 ABS 技法이 적용된 사례는 별로 없지만, 전세계적으로
ABS 기법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추세에 비추어 안정된 현금흐름이 예상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ABS 방식의 채권이 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175)
日本에서도 금융기관의 不實債權을 ABS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하였거니와,176)
174) ABA , op .cit., pp.33～35; SPV가 자산보유자와 엄격히 분리가 되어 있다는
Orphan Com pany 라고 부르기도 한다.
175) Vint er , op .cit., p.279.
176) 日本에서는 1992년 크레딧 카드·리스 채권을 증권화하는 特定債權 등에
규제에 관한 법률 이 제정(1993.6.1 시행)되었으나, 대상자산을 금융기관이
채권 및 부동산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8년 6월 금융 시스템

의미에서 이를

관계된 사업의
보유하는 부실
개혁법률의 일

환으로 관련법률이 제정되었다. 즉, 特定目的會社에 의한 특정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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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政府의 방침대로 향후 전력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전부문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할 경우에는 발전소 건설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장래의 전력매출채권
을 유동화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177)
장래의 프로젝트 수입을 당장 현금화할 수 있고 投資者層이 두터운 자본시장에
서 비교적 저리의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은 ABS의 큰 메리트가 아닐
수 없다. 다만, 프로젝트 금융을 공여하는 금융기관들도 프로젝트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를 流動化하는 것이 채권금융기관의 이익
을 해함이 없이 당해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통의
인식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채권 금융기관과 프로젝트 유
동화증권 투자자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래구조의 설정이 자산유동화에 의한
프로젝트 금융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고 하겠다.
오랫동안 기대와 관심을 모았던 資産流動化法이 본격적인 시행을 보게 된 지금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프로젝트 금융 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금융기법을 적용하
여 투자자금의 동원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증권을 선보일 필
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및 특정목적회사에 의한 특정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 공
포(모두 1998.9.1 시행)되었다. 이들 법률은 미국의 부동산투자신탁(real estate inv estm ent
trust ; REIT )과 비슷한 제도를 일본에 도입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및 담보부동산의 효
율적으로 유동화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에서 REIT 가 급성장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
난 것처럼 일본의 特定目的會社(SP C)가 부동산 등의 유동화에 성공하면 일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일본은 부동산을 증권화하는
ABS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동산 인덱스를 비롯한 부동산 투자정보의 확충, 부동
산정보의 공시, 손해보험회사의 ABS 보증업무 취급 등 시책을 마련하였다. 國枝繁樹,
特定目的會社による特定資産の流動化に關する法律 およびその關係法律の整備法の槪要 ,
金融法務事情 No.1523 (1998.8.25) 6면.
177) 이 경우 민간발전사업자가 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금융을 추진한다면 한국전력이
생산된 전력을 全量 Offt ake 계약으로 매입할 경우 長期 판매계약상의 매출채권을 유동화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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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새로운 프로젝트 金融技法의 도입
- 統一시대 北韓 지역의 社會間接資本 재건을 위한 한 方案

제3장에서는 PF I 방식을 소개하고 이를 종전의 BOT 방식과 비교하였다. PF I
는 BOT 와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금융의 한 技法이지만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정
비에 있어 유력한 政策手法 178)이 된다는 점에서 注目을 요한다. 그것은 공공부문
도 공공 서비스의 購買者가 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그에 지급하는 金錢의 가치
(v alue for m on ey )를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PF I가 도입 초기에는 이용이
부진하였으나 새로운 轉機를 맞아 活力을 얻고 공공부문에 획기적인 變革을 몰고
왔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章에서는 數次에 걸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민자유치 사업 내지 공공부문의 개혁을 위한 하나의 代案으로
서 PF I를 어떻게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지 英國의 사례를 참고하여 모색해보고
자 한다.
아울러 민간투자법의 시행과 함께 적용할 수 있게 된 BOT 방식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BOT 방식은 전세계적으로 많이 행하여지는
인프라 건설의 자금조달(infra stru cture fin ancin g ) 기법이라는 점에서 外資유치를
통하여 우리 나라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뿐만 아니라
東南亞 각국에 대한 기획제안형 건설수출에도 활용 179)할 수 있는 프로젝트 금융
기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章의 후반에서는 BOT 와 P F I의 노하우를 統一

178) 英國에서 Initiativ e 란 內閣이 政策方針을 천명하는 것을 말하며 특별한 법적 근거없이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PFI의 경우 재무부(T reasury )가 要綱, 指針 등에 의하여 이를 집
행하고 있다. 第一勸業銀行 國際金融部, 전게서, 12～13면.
179) 삼성, 대우, 현대 등 대기업들은 해외 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프로젝트 금융 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예컨대 인도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인 (주)대우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本社 보증 없이 현지 은행으로부터 차입하고 일부는 구매자 신용(buyer ' s credit )
방식으로 조달하였다. 삼성물산도 전담부서를 두고 각국의 컨트리 리스크, 프로젝트별 현
금흐름과 수익성 분석을 통해 대형 투자사업의 초기 검토단계부터 프로젝트 금융 기법을
도입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8.1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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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後의 한반도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실현 가능한 액션 프로그램을
수립해 보았다.

제 1절

英國式 P F I의 敎訓

1 . 작은 정부 의 理念과 P F I의 도입
가 . P F I 導入의 背景
1970년말 대처 정부가 출범할 당시 영국은 고질적인 英國病 의 만연으로 경제
가 장기간 침체되고 재정난이 가중되었다.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의 개·보수가
지연되는가 하면 교육·후생 등의 공공 서비스의 質도 크게 저하되었다. 이에
1979년 대처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경제회생을 최우선 목표로 내걸고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작은 정부 의 정신에 입각하여 대대적인 행정개혁과 재정재건에 착수하
였다.
대처 정부의 구체적인 行政改革 사례로는 브리티시 피트롤리엄(BP ), 브리티시
텔레콤(BT ) 등 48개 국영기업의 민영화,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 온 채산성 없는
제철소·광산의 폐쇄 등을 들 수 있는데, 老大國의 부활을 도모하여 自主自助의
노력과 경제적 자유주의 를 고창한 意識改革 운동도 특기할 만하다. 그와 함께 라
이리卿의 위원회를 통하여 공공 사업에 대한 民間資本의 활용을 촉진하고, 정부
기관의 에이전시(ag en cy )化 180)를 단행하였다.

나 . P F I와 V F M 精神
대처로부터 정권을 인계 받은 메이저 총리 역시 1991년 국민을 行政消費者로서
180) 第一勸業銀行 國際金融部, 전게서, 36～40면. 여기서 대처 정부가 1988년 행정개혁의 일환
으로 추진한 정부기관의 에이전시化 란 정책수립 기능을 제외한 정부의 집행 및 사업부문
을 행정법인 형태로 독립시키고 인사 및 업무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정부조직을 감축
하고 행정효율을 제고한 것을 말한다. 그 결과 교통부의 경우 운전면허청, 고속도로청, 차
량검사국 등이 독립된 행정법인으로 분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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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한다고 하는 市民憲章(Citizen s Chart er )181)을 공표하였다. 메이저 총리의 행
정개혁 구상은 재정자금을 국민을 위하여 최대한 가치있게 활용하자 (Valu e for
M on ey )는 기치를 내걸고 공공부문도 市場에서 민간 기업과 경쟁을 벌여 민간의
서비스가 더 나은 경우에는 이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P F I 방식은 1992년 11월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 민간부문의 자금과 경영상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하고자 영국 정부에
의하여 공식 채택되었다. 당시 라몬트 재무부장관은 ▷민간부문에 의한 독립채산
형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공공부문과의 代替性을 비교할 것 없이 즉각 착수한다
▷정부는 民官 提携에 있어서 민간부문이 이니셔티브를 갖도록 적극 장려한다 ▷
정부는 민간부문과 리스크 이전 계약을 맺고 금전가치(VF M )를 최대로 하는 데
협조한다는 원칙을 제창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전환에는 1992년말 체결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영향도 컸다.
당시 유럽 聯合(EU )의 15개 회원국은 1999년부터 單一通貨를 도입하기로 하고 통
화통합에 따른 경제혼란을 피하기 위해 5개항의 經濟的 收斂(economic convergence)
조건을 설정하였다. 영국 정부는 통화통합에 참가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였지만,
이 기회에 財政再建을 도모하고자 1997년까지 공적 채무를 GDP 의 60% 이내로
축소하고 재정적자를 GDP 의 3%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하에 P F I를 도입하였
다.182)

다 . P F I 實績의 부진
그러나 現實은 장미빛 기대를 따르지 못하였다. 메이저 총리의 보수당 정부에
서 P F I 구조가 비교적 활발하게 적용된 분야는 도로건설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추진 과정에서는 적잖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우선 공무원들의 인식부족으로 정
부내 안건처리가 더디었고, 여러 후보 안건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아 민간기
181) 메이저 정부가 제정한 市民憲章에 의하면, 정부는 公共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복수
의 서비스 공급자들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서비스의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실제의 서비스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보상책도 마련하였다. 이
와 함께 공공 서비스를 자격을 갖춘 민간부문에 위탁하고 정부가 당해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82) 영국은 1995년까지는 경제수렴 조건의 달성이 불가능해 보였으나, 그후 經濟好況이 계속
되어 1998년에는 공적 채무가 GDP 대비 53.4% , 재정적자는 同 1.9%로 무난히 통화통합
기준을 달성하였다. 전게서,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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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많았다. 사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조사하여 리스크 분
담을 명확히 하는 것도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었고, PF I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공무원·민간사업자도 절대 부족한 실정이었다.
1992년 11월 영국 재무부가 공공조달의 일환으로 P F I를 채택하였음에도 공무
원들이나 민간부문의 인식이 덜된 탓으로 실적은 미미하였다. 1993년 民官 합동의
P F I 위원회(P riv ate F inan ce P an el)를 설치한 데 이어 1994년에는 모든 공공사업
에 P F I의 적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게 하는 유니버설 테스팅 (Univ er s al
T esting ) 기법을 도입하기도 했으나 P F I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97년 토니
블레어 勞動黨 정부가 들어선 후였다.

2 . 베이츠 報告書 와 P F I의 定着
가 . 베이츠 委員會의 勸告案
1997년 5월 토니 블레어가 이끄는 勞動黨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자 새 정부는
保守黨 정부에서 추진해 온 기존 경제개혁 정책을 선별적으로 지속하기로 하고
제도의 취지가 좋은 P F I에 대하여는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에 착수하였다.
블레어 총리로부터 P F I의 개선방안을 의뢰받은 말콤 베이츠卿은 P F I 패널의
위원을 역임한 바 있어 그의 자문위원회에서 내놓은 29개 항목의 개선방안
( Bat es Review )은 정부에 의하여 전폭적으로 수용되었다. 베이츠 권고안은 종
래 PF I 대상사업의 선정이 理論에 편중된 것을 바로 잡고 常識에 따라서 PF I 방
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으로 ▷기존 P F I 패널을 폐지하고 대신 재무부내
에 태스크포스를 설치키로 하는 推進體制의 정비, ▷사업계획의 官報(Official
J ourn al) 게재 등 시행 절차의 개선, ▷과거 교훈 및 경험의 충실한 반영, ▷유니
버설 테스팅制의 폐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프로젝트 우선순위
(priority )의 제시, ▷응찰자 數의 4인 이하 제한 및 입찰 코스트의 삭감 등을 골
자로 하였다.183)

183) 상게서 42～43면; Vinter , op .cit., pp.24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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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財務部 태스크포스의 설치
베이츠 권고안에 따라 1997년 9월 재무부 내에 2개 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가 설치되었다. 태스크포스는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別動
隊 184)로서 재무부 主計局長(P aym aster Gen er al)에게 직보하도록 하였는데,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로젝트팀과 정책팀으로 구성되었다.

英國 財務部 태스크포스의 구성

<그림 7 - 1 >

主 計 局 長

< Chief Ex ecutiv e>
프 로 젝 트 팀
(Pr oj ect T eam )

< P erm anent S ecr et ary >
정 책 팀
(P olicy T eam )

프로젝트팀은 2년간 限時的으로 존속하며, 영국계 머천트 뱅크에서 오랜 기간
프로젝트 금융을 담당하였던 몬타규 씨가 책임을 맡고 그 밑에 6～8명의 민간인
전문가들이 중요한 調達 거래의 VF M 달성도, 구입할 서비스의 내용 및 지급방
법, 조건협상·진척상황의 모니터링 및 지원을 담당하였다. 한편 政策팀은 공무원
들이 보직을 받아 PF I 기준의 설정, 프로젝트팀과의 공동작업에 의한 계약서식의
標準化,185) PF I 관련 문헌·자료의 축적 및 비치, P F I 프로세스에 소요되는 시간
184) 베이츠 보고서에서는 재무부 태스크포스의 역할을 汎정부적 PFI 활동의 초점이 되는 것이라고 압
축 표현하였다. A new T reasury T askforce should ⋯ becom e the focal point for all PFI
activities across Gov ernm ent .
185) 정부 부처별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계약서식을 완전히 標準化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재무부 태스크포스에서는 成功的인 PFI 사례(이를 Best Practice
라 함)에서 공통점을 추출하여 模範的인 다큐멘테이션(sets of m odel docum entation ) 사례
를 제시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 T reasury T askforce, P artn ership s f or P rosp erity .
N ov . 1997, p.6. 그 결과 태스크포스는 1999년 7월 PF I 거래의 시간과 법률비용을 절감하
기 위하여 실시협약 표준화 지침 (Contract Standardisation Guidance)을 마련하고 각계
의 의견을 수렴한 후 1999년 이를 PFI 계약 표준안 (Standardisation of PF I Contracts )
으로 확정 공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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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용의 절감 작업을 수행하였다.
재무부 태스크포스는 PF I 개혁이 정착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존속하고 1999
년중 그 작업을 관련부처에 이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998년 11월 영국 정부의
위촉에 따라 PF I 실시상황을 중간평가한 베이츠卿은 그 성과가 기대 이상이었다
고 평가하고 민- 관 파트너십(P PP )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태스크포스를 永久機構
化할 것을 건의하였다. 같은 시기에 중앙정부의 공사발주(civil pr ocur em ent ) 개선
방안을 검토한 거숀 보고서(P et er Ger sh on ' s Rev iew )에서도 이와 비슷한 건의를
하여 영국 정부는 1999년 7월 22일 태스크포스의 프로젝트 팀 기능은 정부와 기
업들이 공동출자한 민간사업기구 파트너십 UK (P artner ships UK )에 이관하여 2000
년 7월부터 업무를 개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태스크포스의 나머지 기능은 새로 신설
되는 정부기구 政府調達廳(Office of Government Com m er ce; OGC )에 포함 186)시켰
는데 OGC는 정부의 조달행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해온
기존 정부기관들(CCT A , PA CE , T BA 등)을 통폐합한 것으로 2000년 1월에 출범
한다.

다 . P F I에서 P P P로
노동당

정부에서는

PF I를

(partn er ship )를 발휘하는

한 단계

발전시켜

民·官이 공고한

협력관계

P P P (P ublic- P riv ate P artn er ship )를 추진하고 있다.

P P P가 P F I와 다른 점은 保守黨 정부에서는 공공사업을 가급적이면 민간부문에
넘기려고 한 반면, 勞動黨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보다 중시하여 公共性
이 강한 사업부문은 남겨놓고 민간부문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게 프로젝트를 추
진한다는 점이다.
현재 교육, 보건·의료, 주택건설·레저 등의 地域事業에 있어서는 P P P 방식이
선호되고 있으며, 지자체들마다 공공성과 수익성이 비교적 양호하면서도 반복 가
능한(r eplicable) 선도적인 프로젝트(pathfin der pr oject s )의 발굴에 힘을 쏟고 있
다.187)

186) 영국 환경·교통·지역부(UK DET R )의 Public/ Priv at e Partnerships and the Priv at e
Fin ance Initiativ e 보고서, 1999.3.17. < http :/ / w w w .detr .gov .uk/ ppp/ 1.htm >
187) T reasury T askforce, P artnership s f or P rosp erity . N ov . 1997,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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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英國 事例의 示唆點
제3장 말미에서 우리 나라가 英國의 P F I 방식을 그대로 도입할 경우에는 기존
공무원조직을 뒤흔들 우려가 있으므로 P F I와 같은 민간주도의 인프라 정비를 추
진하기 위해서는 官尊民卑 의식의 개혁, 공무원 雇傭不安의 해소, 각종 行政規制
의 철폐가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上記한 英國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그것은 아무리 제도 취지가 훌륭하더라도 이것이 行政 시스템에 뿌
리를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요한다는 점, 이 문제는 민간인 전문가들로 소
그룹 팀 188)을 구성하게 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개혁의 주체가 성공사
례를 집적하여 다른 부처 조직에서 본받을 수 있도록 이를 標準化하고 문서화
(docum ent ation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구체적인 케이스 연구를 통하여 성
공한 것과 실패한 사례를 비교 평가하는 한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공의 要諦
를 전파(dis sem in ation of best pr actice)하고 부단히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점 등이라고 하겠다. 영국 정부는 1997년 5월의 베이츠 보고서에서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함에 따라 다양한 현장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들(PF I
pr actition er s )로 하여금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하도록 했다.189)
마지막에 지적한 敎訓은 근자에 세계은행 등이 역점을 두고 있는 知識經營
(knowledge m an agem ent )과 그 脈을 같이 하는 것이다.190) P F I나 BOT 방식이 생
소한 만큼 그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共有하는 것은 비용을 줄이고 신규 參入者로
하여금 쉽사리 노하우를 터득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전문가들이 성공사례의 공통점 및 요인을 추출하여 민간부문이 공공사업에 참
여할 때의 도구(toolkit )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컨대 민간사업자가 선택할
188) 재무부 태스크포스의 프로젝트팀은 公務員 조직에 民間人 전문가를 개별적으로 채용한 것
이 아니라 팀원 全員을 민간인들로 구성하고 업무의 대강 및 결과에 대해서만 재무부 상
급책임자의 지휘 감독을 받게 한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직업공무원 사회에서의
소외감을 불식시키고 일사분란한 팀워크를 발휘하게 할 수 있었다.
189) 영국 재무부는 1998년 4월 PFI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해 온 프라이스 워터하우스(후에
Pricewaterhouse Coopers로 개칭)와 심도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
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연수를 위탁하였다. < http :/ / w w w .treasury - projects - taskforce.
gov .uk/ r eleases/ rel10.htm >
190) IBRD Infrastructure W orking Group, op .cit., p.8.

- 175 -

수 있는 옵션, 同 옵션을 적용하였을 때 설계 및 시공상의 차이점, 이와 관련된
이슈들을 계약서에 반영시키는 방법 등을 자세히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또한 각
국의 민자유치 사업 사례를 집적하여 장·단점을 비교하고 統計化하는 것은 물론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는 것도 비용을 절감하고 인프
라 금융시장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민간사업자들이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성
공한 경험을 쌓게 하는 것과, 전문기관이 계속적으로 관련 담당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하는 것이다. 일례로 세계은행 그룹이

전기·가스 사업에 관한 규제의 국제

적 통일 및 협력을 위한 심포지엄 (Intern ation al F orum for Utility Regulation )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공공사업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더 널리 전
파하기 위함이다.191)

제2절

統一시대 北韓 社會間接資本 재건에의 응용

1 . 南北韓 경제교류·협력
1998년 鄭周永 현대 그룹 명예회장의 소몰이 訪北과 북한 당국의 금강산 관광
개발 허용을 계기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192)사업이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되
고 있다. 비록 북한 정권이 정치·군사적으로는 西方세계와 대립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당면한 經濟難을 타개하기 위하여 나진·선봉 지역에 대한 外資유치, 한
국과의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 등 경제협력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와 관련하여

국민의 정부 는 북한의 核, 미사일 문제 등이 돌출하기도 했으나

191) I bid., p.8.
192) 南北交流協力에關한法律 (이하 남북교류협력법 이라 함)에 의하면 경제교류협력은 남북
한간 물품의 반출입, 즉 물자교역을 의미하는 經濟交流 와, 경제면에서 남북한간 공동 투
자협력을 가리키는 經濟協力 으로 나뉘는데(동법 제2조), 후자는 남·북한 지역 또는 제3
국에 남·북한이 공동투자하고, 사업수행 결과 발생하는 이윤을 투자비율이나 투자조건에
따라 분배하거나 투자원본을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줄여서 경협 이라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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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이래 일관되게 북한을 포용하는 햇볕 정책 을 펴고 있으며, 韓半島 에너지
機構(KEDO)의 경수로 건설사업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남·북한 관
계가 정상화된다면 계획단계에 있는 많은 經協 프로젝트들이 본격 추진될 터이고
이 문제는 경협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對北投資 사업은 남북한간 同質性을 회복하고 경제적 補完效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다음과 같은 견지에서 일반 투자사업과는 다
른 특성을 갖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해 있는 상황에서 경협 사업의 산출물이 군
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한 문제는 한반도 주변정세, 특히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의 태
도변화에 따라 양상이 급변할 수 있다.
셋째, 북한 사회의 폐쇄성으로 경협 추진을 위한 자본, 인력, 물자의 자유로운
교류 이동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대북 투자사업은 순수 經濟논리가 아닌 政治논리에 더 많이 좌우될
수 있음에도 본 연구에서는 韓半島 정세가 급격히 변화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對北 경협 사업 및 효과적인 추진방안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統一 前단계와 平和的인 統一 後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 유망시되는 南北經協 事業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KEDO를 주체로 신포 지구에 輕水爐 건설사업이 진행되
고 있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1998년 11월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 193)이 본격
화된 이래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남·북한 당사자 사이에 구체화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금강산 관광사업에 고무되어 백두산과 묘향산 등을 觀光特區로 개
발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니와 이러한 관광사업은 이북 실향민과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현금흐름이 양호한 사업으로서 그 자체 상당한 타당성을
193) 1998년 11월 18일을 기해 그동안 가늘게 유지되어 온 남북경협의 물꼬가 큰 물줄기로 바
뀌었다. 이날 978명의 민간인 관광객을 태운 현대금강호 가 금강산 관광길에 나서고, 현대
그룹(현대상선, 현대건설, 금강개발산업)이 금강산개발 사업권과 개발시설의 장기이용권에 대한
대가(consideration )로 북한에 지급키로 한 906백만달러중 1차분 25백만달러가 북한측에 송
금되었다. 한국일보 1998.11.3자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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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현대 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西海工團 개발사업도
한국 및 외자 기업들을 대거 유치할 수만 있다면 성공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라
고 생각된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정도 현금흐름이 예상되더라도 사업 수행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제조업 부문의 투자사업 194)이나 공업단지·발전소·교통·운수 등의 인
프라 195) 건설에 있어서 과연 남·북한 당국의 사업승인을 얻을 수 있으며, 그에
소요되는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3 . 對北投資事業의 財源調達 방안 196)
가 . 製造業 투자의 경우
북한에 제조업 생산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협사업자는 정부 당국의 승인을
얻어 투자금액의 범위내에서 생산 라인을 설치하고 운영자금을 투입하여 물건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초기 단계에는 북한의 투자여건이 미비된 만큼 투자위험도
가 높겠지만, 국내 기업이 對北投資를 하더라도 투자손실의 파급효가 적은 사업
을 중심으로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의 외국인투자 장려업종 197)을
선정하는 것도 유리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 산업의 발전단계, 남북한 산업의 相互補完效果 제고 등의 관점
에서 韓國産業銀行이 설정한 모델에 의하면, 短期的으로는 소규모 경공업 → 中
期的으로는 기술집약적 경공업 또는 부분적 중공업 → 長期的으로는 기술·자본

194) 최근 홍콩의 新東北亞(株)는 단독투자 형태로 주류, 청량음료 생산공장을 짓고 있고, 조총
련계 수재봉 수출합작회사는 수산물 가공공장을 추진하고 있다. 또 현대그룹은 평양 근교
에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195) 현대 그룹은 정주영 회장을 비롯한 고위간부들의 數次에 걸친 訪北을 통하여 평양 근교의
화력발전소 건설, 서해공단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의 협력 가능성을 북한 당국에 타진해
왔다. 그밖에 북한측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는 도로·철도·항만·공항·상수도·통신시설
등 북한의 낙후되어 있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말한다.
196) 拙稿, 대북투자에 있어서 효과적인 외자유치 방안 , 통일경제 , 현대경제연구원, 1999.5.
197) 北韓의 외국인투자 장려, 금지, 제한 부문에 대하여는 전홍택·오강수, 북한의 외국인투자
제도와 대북투자 추진방안 , 한국개발연구원, 1995, 114면 참조. 우리 정부도 1998년 4월
30일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에서 전략산업, 방산물자관련 산업, 북한 전력증강에 이용될
수 있는 산업을 투자제한업종으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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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약적 중공업 위주로 진출하는 것이 유망할 것으로 본다.
정부와 재계는 최근 金大中 대통령이 북한 등지에 국내 중소기업의 遊休設備를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적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198) 사실 우리 나라도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는 외국의 유휴설비를 이전 받
아 생산공장을 건설한 바 있으나, 북한 당국은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199)
그러나 통일된 후에는 북한 기업의 私有化(priv atization ) 추진과 직결되는 문제
이므로 사유화의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 금융지원 방식도 결정될 것이다.200)

나 . 사회간접자본 시설 건설의 경우
현시점에서 對北經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투자규모나 투자의 위험성에 비
추어 자체 자금만 가지고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경협 사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또는 외자도입에 눈을 돌리게 된다. 물
론 외자도입은 사업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그 조달가능성(av ailability ) 및 조건
이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막대한 자금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회간접자
본 건설의 경우를 예로 들어 효과적인 外資調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관련하여 외자조달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북한의 사회간

198) 1999년 3월 31일 열린 국정개혁 보고회의 에서 金大中 대통령은 臺灣은 中國에 수천 개
의 유휴설비를 이전해 양쪽 모두 경제적 이익을 거두고 있다 고 소개하고, 국내 유휴설비
를 북한이나 중국에 이전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관계부처와 민간경제단체에 촉구하였
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의 극심한 경기침체와 신용경색에
따른 부도, 수주감소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들의 가동이 중단된 기계설비가 약 31조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1999.4.1자 및 경향신문 1999.3.17자.
199) 지금까지 北韓에 생산설비를 이전한 사례는 전자조합이 1997년부터 북한 대동강공장과 전
자부품 임가공 계약을 맺고 압착기 공구, 컨베이어 벨트, 계측기 등을 무상으로 이전 반출
한 것이 있다. 기계공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산하의 10개 조합에서도
1998년 12월 조합대표자들이 북한을 방문하고 146건의 설비이전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한겨레신문 1999.4.1자.
200) 구체적인 사유화의 방법은 사안에 따라 競爭入札이나 隨意契約 중에서 선택하게 되겠지만,
國有기업·재산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기여도를 감안하면 폴란드, 체코 등지에서 실시하
였던 바우처(v oucher ) 방식으로 無償분배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바우처는
금융거래시 담보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그 유통거래를 허용할 경우에는 증권거래소의 설
립을 요한다. 拙稿, 私有化와 關聯法制의 정비 , 統一後 北韓企業의 私有化 方案 , 한국
산업은행 보고서, 1998.12, 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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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자본 시설이 현재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는 데다 향후 南北經協이 순조롭게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로·철도·발전소 건설201) 등 사회간접자본의
복구·재건이 가장 시급하고, 외국 기업의 입장에서도 중국의 예에 비추어 리스
크만 적절히 보호된다면 투자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다 . 가능한 財源調達 방안
현시점에서의 對北投資 사업을 하는 경우 프로젝트 금융을 통한 재원조달이 가
장 유력시되며, 이는 일반 프로젝트 금융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
각된다. 다만, 북한 지역의 特殊性을 감안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사업주체를 국내 기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合營法에 따라 북한
현지에 合作投資 형태로 설립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투자자로서는 국내 기업
에 투융자하는 것이 안심이 되겠지만 프로젝트 회사(SP V )는 現地에 설립하는 것
이 원칙이다.
둘째,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북한 당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협력 내지 보장
(con ces sion )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
을 위해서는 현지 정부의 지원약속이 긴요한 바, 작금의 국제정세하에서는 북한
당국의 컨세션 계약 이전에 政權의 安定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셋째, 프로젝트 금융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리스크는 누가 부담하며 어
느 정도 금융지원이 가능한지 분명히 하여야 한다. 특히 북한 지역에서의 프로젝
트 금융은 현금흐름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에 따른 리스크를 국가 또는 국제개발
기구에서 상당 부분 부담해주지 않는 한 금융기관의 참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201) 최근 韓國電力公社는 北韓 고위층의 부탁을 받은 현대그룹의 요청에 따라 평양 근처에 10
만kW급 화력발전소를 설립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한전은 또 현대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황해도 해주공단 건설계획이 북한측과 합의되는 대로 자가발전소 건립이나 汶山- 海州간
(150km ) 송전망 건설 계획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서울경제신문 1999.4.3자 1,2면; 다만,
이 일은 한국전력이 統一部 등 관계당국과 남북협력사업 승인신청을 위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북한내 발전소 건설은 ▷남한의 전력산업 민
영화 계획에 따른 民間발전사업자(IPP )의 등장과 어떠한 관련을 맺을지, ▷발전소 민영화
에 관심을 보이는 외국자본들이 남·북한 전력산업에 어떠한 형태로 동반진출을 모색할
것인지, ▷경수로 건설이 본격화된 터에 일반 화력발전소의 軍事的 이용가능성은 어느 정
도로 판단할 것인지 등과 관련하여 주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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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상된다.202)
넷째, 수익성 판단을 위하여 투자의 과실을 硬貨(h ar d currencies )로 환전하여
송금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求償貿易(counter trade)의 형태로 회수하게 되는지
분명히 하도록 한다. 북한의 경우 만성적인 外換不足으로 북한산 다른 물품을 받
아오거나(對應購買; in dir ect com pen sation ),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물품을 일정 비
율 이상 반입(還買; buyb ack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203)
다섯째, 1999년 9월 北·美 미사일 협상 결과 미 정부는 對北 경제조치204)를 완화했음
에도 구체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對北投資가 언제부터 可視化될 것인지는 불투명한 실정
이다.205)
끝으로, 南韓 주민의 조세부담 증가를 가져오게 될 統一費用을 가능한 한 최소
화하면서 産業聯關效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투자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성격상 북한 당국의 호의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일단 국
내 기업이 주체가 되어 외국인투자자의 출자를 받거나 금융기관의 대출 또는 債
券인수의 형태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정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대북
202) 프로젝트 금융을 공여하는 금융기관은 당해 프로젝트에서 어느 정도 확실한 현금수입을
예상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리스크가 적절히 분산·통제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要件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차주와 스폰서가 충분한 수준의 출자 및 流動性
(high equity - high liquidity )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203) 拙著, 전게서, 98～104면; 남·북한교역에 있어서도 淸算계정(clearing account )을 통한 求
償貿易(counter trade)이 검토되고 있지만, 북한측의 대응물품이 다양하지 못한 데다 가격
결정과정에서 제품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남·북한간에 교역량과 교역금액의
합의가 여의치 못한 실정이다. 윤기관, 남북한 대금결제방식의 새로운 모색 , 한국경제학
회 정기학술대회자료, 1995.2.15.
204) 미국은 1950년 12월 敵性國交易法 에 의거한 해외자산통제규정 을 제정하여 미국내 북
한 자산을 동결하는 한편, 무역·금융·외환 등 모든 분야에서의 대북 경제교류를 금지하
였다. 그후에도 국제무기거래규정 , 대외원조법 , 통상법 , 수출관리법 , 수출입은행
법 등을 통하여 미국 기업은 물론 다른 서방국가의 기업들이 북한과 거래할 수 있는 품
목을 더욱 제한하였다. 김국신, 한반도 통일문제와 한·미 관계 , 입법조사연구 , 제246
호(1997.8).
205) 中國이 양자강 三狹댐(T hree Gorges ) 건설을 추진할 때 중국의 인권문제에 비판적이던 美
國은 이 프로젝트의 최대 금융제공자로 주목되었던 미 수출입은행을 통한 수출금융 지원
을 거절했다. 1996년 5월 美 輸銀이 거론한 환경문제는 수질보전, 환경보호, 멸종위기의
동식물 보존, 집단이주민을 위한 사회경제적 대책, 문화재의 보호 등이었다. 미 은행과 기
업들의 불참은 향후 20년간 250억달러 이상 소요될 세기적 토목공사의 성공 여부를 불투
명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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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업은 자금동원 능력이 좋은 기업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되, 당해 사업과 직
접·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국내외 기업·투자자를 출자자로 참여시키는 것이 좋
을 것이다. 여기에는 제2장 제5절에서 설명한 인프라 펀드도 출자자로 영입하고,
새로운 합작 파트너의 유치(joint v entur e), 리스크 분산을 위해 출자자의 후순위
대출(subor din ated loan ), 레버리지드 리스(lev er ag ed lea se) 같은 다양한 금융기법
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 . P F I 및 A BS 방안의 적극 검토
통일이 된 후에는 북한 지역에서의 사회간접자본 재건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
아야 한다. 프로젝트 금융 기법을 적용할 때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부담을 기피한
다면 제3장에서 설명한 BOT 방식보다는 P F I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
다. 왜냐하면 민간사업자가 일단 총사업비를 지출하더라도 前者는 예상수입이 불
투명하지만, 後者는 정부가 공공 서비스의 購買者가 되어 컨세션 기간동안 민간
사업자에게 시설이용료를 지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P F I 방식대로 정부는 북한 지역내 사회간접자본 再建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민간사업자들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요청되는 사회간접자
본 시설의 설계·시공에서 자금조달, 관리운영(design - build - fin an ce- oper ate )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게 하면 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일시에
폭발적으로 일어날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수반되는 자금수요를 10～30년간
移延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므로 그만큼 통일한국의 재정부담 나아가 국민들의 조
세부담을 줄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밖에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資産流動化(ABS ) 기법에
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북한 지역에서의 프로젝트에 자산유동화 방식을
적용한다면 ① 금융기관의 貸出債權을 유동화하는 방안과, ② 프로젝트 관련 담
보의 취득 및 처분에 있어서 다른 채권 금융기관의 양보를 받을 수 있는 경우206)
에는 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이를 위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S PV )에
양도(tru e sale)하고 證券을 발행하게 하는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06) 資産流動化에 있어서는 SPV가 자산보유자의 破産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bankruptcy
rem ote) 유동화대상 자산을 SPV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 결과 다른 채권자들로서는 자산
보유자가 그에 상응하는 流動性을 획득한다 해도 채권의 담보가 되는 일반 재산이 줄어들
거나 後順位 담보권자로 격하되는 일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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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자산유동화 제도의 시행이 일천하고 자본시장에서의 금리
체계가 온갖 형태의 유동화증권을 소화하기에 벅찬 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자산
유동화는 非遡求金融의 하나로 ▷자금조달 코스트의 절감 및 ▷신용위험의 광범한
분산, ▷막대한 對北투자 익스포저에 따른 대출참여 금융기관의 BIS 비율 기타 재
무구조의 개선, ▷외국인투자자를 비롯한 투자자층의 저변 확대를 꾀할 수 있는 첨
단 금융기법이라는 점에서 향후 검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라 . 재원조달 방안의 段階的 選擇
이상 북한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재건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대출에서부터 채권
발행, 자산유동화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재원조달 방안을 살펴 보았다. 현 시점
에서 수익성이나 사업성 면에서 유망하다고 여겨지는 프로젝트를 예시하면 다음
과 같다.
① 자원개발 사업 : 매장량이 비교적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석탄, 철광, 금, 석
회석, 구리 및 발해만의 석유 개발 등
② 교통, 운수, 통신 사업 : 고속도로, 철도, 항만, 유·무선 통신, 송유관, 가스
관 건설 등
③ 플랜트 공장 : 발전소,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등
④ 관광 서비스 산업 : 금강산·묘향산·백두산 관광단지 개발 등
그러나 統一 前에는 프로젝트가 아무리 유망하다 할지라도 國內法의 효력이 미
치지 아니하는 북한 지역에서 수행되므로 채권자 또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원리
금 내지 투자원본의 회수를 북한 당국이 확실히 보장해주거나 아예 개입할 여지
가 없는 쪽을 원할 것이다. 따라서 外資를 효과적으로 유치하려면 현금흐름의 원
천이 국내에 속한 프로젝트, 예를 들면 북한 지역에 국내 기업들이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것, 이러한 공단에 소요되는 전력을 생산·공급
하는 것 등이 유망시된다.
그 다음 단계로 북한측에 투자신뢰도가 쌓이면 북한의 현지 통화를 받는 현지
기업·주민 상대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총
사업비를 회수할 때까지 프로젝트 시설을 관리·운영(BOT )하는 조건으로 발전
소, 유료도로·철도, 항만 등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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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투자 마인드가 정착된다면 북한 지역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을 토대로 資産流動化를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4 . 統一시대에 대한 準備
對北經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한반도 및 주변정세가 평화롭게 조성
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개발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한간에 相生(W in - W in ) 효과를 가져오는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도 간과되
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협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등 금융지원 방식을 검토할 때 외자도
입 내지 외국인투자의 길이 항시 열려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북한 사회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개방화, 국제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국내 자금동원에는 한계가 있
는 데다 장차 統一에 대비하여 외자유치의 가능한 방법과 절차의 점검을 마쳐야 하
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북한은 ▷양질의 저임금 勞動力이 풍부
하여 약간의 투자만으로도 노동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 ▷북한
의 철, 석탄, 아연 등 풍부한 자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북한에 생산거점
을 확보하여 對中國 진출의 전초기지로 삼을 수 있다는 점,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한반도 統一特需에 대비하여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크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外資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할 때 대두되는 문제점은 현재 이에 관한 법제
면의 인프라스트럭쳐207)와 남·북한 투자보장협정, 二重課稅 방지, 산업재산권 보
호, 수출보험제도가 미비208)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 지역의 담보제도에 관

207) KEDO의 경수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북한 당국과 통행 및 통신, 특권·면제 및 영사보
호, 채무불이행시의 조치, 출입국절차 등의 의정서가 체결되었지만 이러한 의정서가 다른
經協사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08) 政府는 유휴설비의 북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남한의 유휴설비를 활용해 운영되는 북한
내 시범공단의 조성을 중소기업협동중앙회와 같은 민간단체의 주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 투자보장협정 등 法的·制度的 基盤이 마련될 때까지 기업의 투
자 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해 수출보험공사에 南北산업협력보험 을 신설토록 했다. 한국경제
신문 1999.4.2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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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는 대책이 전무209)한 상태이다. 폴란드 등 체제전환국들이 市場經濟로 전환
하면서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西歐式 담보제도의 도입210)이었다고 할 때 이 문
제는 한반도에도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한다.
통일이 되었을 때 전통적인 금융기관 대출에서부터 자산유동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나, 우선 제도 면의 인프라스트럭쳐가
정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南北經協의 확대를 도모하면서 장차 통
일시대에 대비한 금융지원 방안, 금융거래제도, 담보제도, 사유화 추진방안 등의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인 조사·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09) 통일후 북한 지역에도 한국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하였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것중의 하나가
담보제도이다. 북한 기업이나 주민들은 담보제도에 생소할 뿐만 아니라 절대다수의 주민
들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不動産 등 재산의 소유가 금지되어 왔다. 그런데 우리 民法상
동산을 담보로 취득하는 방법에는 ▷담보물의 인도를 받는 質權의 설정과 ▷목적물의 소
유권만 취득하고 점유는 채무자에게 맡겨놓는 讓渡擔保가 고작이다. 북한 주민의 은행거
래를 돕기 위해서는 담보의 목적인 動産을 채무자가 계속 점유·사용하는 가운데 채권자
로서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210) 中國이 외자유치를 통한 프로젝트 금융을 추진하면서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은 서구식 담보
법의 제정이었다. 폴란드의 경우에도 세계은행과 IMF 의 권고와 기술지원차관을 받아들여
미국식 動産擔保제도(s ecured transaction s )를 도입하였다. 1995년 6월 제정·공포된 폴란
드 擔保法은 법률자문을 해준 미국 법률가들의 영향을 받아 動産 및 證書에 대한 담보권
설정 위주로 하되 담보등록을 위한 登記所의 설치와 美國式 電算 시스템의 도입, 그리고
저렴하고 효율적인 강제집행 방법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東歐의 경제·금융환경 변화와 국내 금융기관의 진출방안 , 1995.11, 103면; 그밖에 체제전
환국의 법제정비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폴란드의 私法改革을 중심으로 Bogudar Kordasiewicz
& Marek Wierzbow ski, "P olish Civil and Comm ercial Law ", L egal R ef orm in P os tCom m un is t E urop e - T he V iew f rom W ithin , pp.163～209, E dited by Stanislaw
Fr ankow ski & Paul B. Stephan III,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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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要約 및 結論

프로젝트 금융이란 넓은 의미로는 특정 프로젝트의 소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일체의 금융방식을 뜻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당해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자산,
사업주의 신용만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그러므로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자금을 공여한 금융기관은 프로젝트 회사(SP V ) 및 프로젝트 관련
자산 외에는 원리금을 회수할 대상이 없거나 있더라도 제한되는 非遡求 내지 제
한적 遡求金融(n on - or lim ited r ecour se fin an cing )인 점이 특징이다.
프로젝트 금융은 투자기간이 장기이고 거액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각종 리스크
가 현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대출에 비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여
기서 리스크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豫想收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모든 사태
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리스크를 통제하거나 부담할 수 있고 당해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은 利益을 얻는 자가 이를 부담하기로 하고 스폰서·貸主·보험회사·공
급자·구매자 등 프로젝트 참가자들 사이에 리스크가 적절히 분산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금융 기법은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열쇠라 할
수 있다. 금융기관으로서도 대규모 사업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공여할 것이 아니
라 프로젝트 금융 방식에 의하여 사업 전반의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한 후 프로젝트 참가자들과 리스크를 분담하기로 하고, 신디케이션 방식으로
각 참가은행들에 자금공여액을 안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젝트 금융은 프로젝트 수입만 가지고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사업에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장래의 현금흐름을
확실히 예상하고 費用지출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생산물 판매가 景氣의 영
향을 받아서는 안되며 안정된 수입을 보장하는 장기 구매계약, 현지정부의 지원
약속이 있고, 내부수익률(IRR ) 및 부채상환비율(DS CR )이 원리금 상환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稅金 혜택이나 會計上의 이점도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1990년대 들어 전통적인 프로젝트 금융은 각종 프로젝트 리스크의 대두, 새로
운 금융상품의 등장, 개도국의 누적채무 증가와 외환위기, 선진국의 산업구조 개
편,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코스트 절감 노력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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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로, 발전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건설할 때 민간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관
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총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게 하는 BOT 방식이 일반화되었
다.
둘째는 1992년 英國이 도입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PF I 방식이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는 고객(Client )이 되어 소정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사업자(Supplier )
로 하여금 공공시설 또는 서비스를 설계·건설하고 자금조달에서 운영까지 책임
지고 수행(design - build - fin an ce - oper at e)하게 하는 것이다.
P F I를 BOT 와 비교하여 볼 때 BOT 는 정부가 민간사업자가 투자비를 회수할
때까지 당해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관리·운영을 보장하는 데 그치지만, PF I에서
는 정부가 당해 시설의 이용료를 지급하게 되므로 현재 민자사업자들이 요구하는
적정 수익을 보장해줄 수 있다. 그 대신 영국에서는 PF I 방식을 통하여 납세자의
세금이 最高의 價値(Value for M on ey )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통제장치
를 설정해두고 있다.
오늘날 프로젝트 금융은 선진국 개도국을 막론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건설
하고 정비하는 일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UNCIT RAL 등 국제기구에서는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BOT 방식을 국제적으로 통일된 형태로 적용하기 위하여 立法
準則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1999년 4월부터 시행 중인 민간투자법을 통하여 금융기
관 대출과 같은 기존 프로젝트 금융기법 외에도 사회간접자본 시설사업에 대한
신용보증, S OC 채권은 물론 인프라 펀드까지 망라하는 거의 모든 자금조달 방식
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를 포함한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국제
적으로 인정된 거의 모든 제도와 장치를 도입한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1998년에
법이 제정되어 새로운 자금조달기법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자산유동화(ABS )
기법도 그 기본구조의 유사성 및 신규재원 마련의 필요성에 비춰 프로젝트 금융
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우리 나라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민자유치 사업은 새로운 접근 내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이제 우리 나라는 日本의 P F I 法 제정에서 보듯이 BOT 방식은 물론
P F I 방식에도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되었다. 한국 경제가 IMF 위기를
극복하고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으나 정부는 失機하지 말고 변화와 성장의 성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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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권을 민간부문(市場)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211) 이러한
관점에서 PF I 프로젝트는 민자사업의 획기적인 개선은 물론 전반적인 공공부문
의 개혁에 있어서도 유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政府만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식을 불식하
고 공무원들의 고용불안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민간기업이 사업을 수행하
기 쉽도록 각종 행정규제를 철폐하고 권한과 책임을 하부 위임하는 제도개혁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英國에서 민간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재무부
내에 설치하는 한편 P F I 개혁의 原動力으로 삼고 공무원에 대한 심도 있는 교
육·훈련을 통하여 의식개혁 캠페인을 병행한 사실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P F I가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지금은 새로운 차원의 민
- 관 협력사업(P riv ate P ublic P artn er ship )으로 발전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에 비추
어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이것이 行政 시스템에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
일을 요한다는 점, 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전문가들로 변혁의 주체(ch an g e
ag ent )를 삼아야 한다는 점, 성공사례를 집적하여 다른 부처 조직에서 본받을 수
있도록 이를 지속적으로 標準化하고 文書化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구체적
인 사례연구를 통해 성공과 실패 사례를 비교 평가하는 한편 知識經營의 일환으
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 성공의 요체를 전파하고 부단히 교육·훈련을 실시해
야 하는 점 등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BOT 와 P F I 방식은 未久에 한반도에 닥칠 統一時代에 대비하여 北韓지역의 사
회간접자본 시설을 복구·재건하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임을 예상할
때 하루 속히 국내 정착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그것은 BOT 와 P F I 방
식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익숙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자사업자 간에 위험부담
및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고 절차의 공정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용이하기 때문이
다. 이제는 선진 제도와 기법을 우리 나라의 풍토에 맞게 적용하여 민간주도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는 등 그 運營의 妙를 모색할 단계가
되었다고 본다.

211) 민간이 변화·성장 주체 돼야 , 데이비드 립튼 前 美재무부차관의 KBS 1T V 1999.11.24
대담; 한국경제신문 IMF 2돌 평가와 과제

1999.1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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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商事法務

<부록 1>

略語 및 用語 해설

A B S (as s et - backed s ecurities/ securitization ) 자산담보부 증권 또는 자산유동화
A D B (A sian Dev elopm ent Bank ) 아시아 개발은행
A L OP (adv an ced los s of profit in sur an ce) 예상수익 보험
B A F O (best an d fin al offer )

경쟁입찰에 있어서 각 입찰자가 최종적으로 제출

하는 최선의 응찰조건
B an k ru pt c y re m ot e

파산으로부터 절연된 상태. 자산유동화에 있어서 자산보유

자로부터 진정한 양도를 받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자산보유자가 파산하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B OO (build - ow n - oper at e)

민자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

고 이를 운영하는 방식
B OT (build - oper at e- tr an sfer )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민자사업자가 건설, 운영한

후 정부에 기부채납하는 방식
CA R (contr act or ' s all risk in sur an ce) 건설공사 보험
보통법. 영미법 국가에서의 판례법을 가리킨다.

Com m on la w
Con c e s s ion

양허, 컨세션

Con c e s s ion aire

정부로부터 컨세션을 부여받은 자, 즉 사업시행자

Cape x (capit al ex pen ditur e) 자본적 지출
CL O/ CB O (collater alized loan/ bon d oblig ation )

만기를 서로 달리 하는 다단계

貸出債權/ 債券 담보부 증권
Corporat e f in an cin g

일반 기업금융

Cre dit e n h an c em en t/ e n h an c er

상대방의 신용위험을 인수함으로써 신용도를

높여주는 신용보강/ 신용보강기관
D B F O (design - build - fin ance- oper ate)

영국의 P F I를 달리 일컫는 말이다. 교도

소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DCMF (design - con stru ct - m an ag e- fin an ce)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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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開發銀行(JDB )이 1999년 10월 北海島

D B J (Dev elopm ent Bank of J apan )

東北開發公庫를 합병하여 새로 발족한 일본 정책투자은행
D S CR (debt s ervice cov er r atio)

부채상환비율. 당해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

입으로 원리금을 얼마나 상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재무비율을 말한다.
E A R (er ection all risk in sur an ce) 조립공사 보험
E CA (ex port cr edit ag en cy )

수출신용기구. 미국의 Ex port - Im port Bank , 영국

의 E CGD, 독일의 Herm es , 프랑스 COF A CE 등이 이에 해당한다.
E CE (E con omic Com m is sion for Europe) 유럽 경제위원회
E IB (Eur opean Inv estm ent Bank ) 유럽투자은행
E P C (engineerin g , procurement and con struction ) 엔지니어링, 조달 및 건설공사
E s c row a c c ou n t

지급위탁계좌. 프로젝트 금융에 있어서는 프로젝트에서 창출

되는 수입을 원리금 상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3의 은행에 개설된다.
E U (Eur opean Union ) 유럽연합
F D I (for eign dir ect inv estm ent ) 외국인의 직접투자
F ID IC (Int ern ation al F eder ation of Con sulting En gin eer s ) 국제기술용역업자 연
맹. 스위스 로잔느에 본부를 두고 각종 건설공사 계약서의 표준화에 노력하고
있다.
F in an c ial a dv i s or

금융자문기관

GA A P (g en er ally accepted accountin g prin ciple)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
H o s t c ou n try
In f ra s t ru c tu re

프로젝트가 실시되고 있는 소재국의 현지 정부
산업기반시설, 경제의 하부구조

IB RD (Int ernation al Bank for Recon stru ction an d Dev elopm ent )

국제부흥개발

은행, 일명 세계은행(W orld Bank )
ICC (Int ern ation al Ch am ber of Com m er ce ) 국제상업회의소
ICS ID (Int ernation al Center for the S ettlem ent of Inv estm ent Disput es )

국제

투자분쟁해결센터
IM F (Intern ation al M on etary F un d ) 국제통화기금
IP P (indepen dent pow er pr oject/ pr ov ider )
전회사
IR R (int ernal r ate of r eturn ) 내부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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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간 발전사업 또는 민간 발

JV (joint v entur e)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 또는 그 실체
K E D O (Kor ean P enin sula En er gy Dev elopm ent Or g anization ) 한반도 에너지개
발기구. 북한 신포 지역에 경수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
제적인 합작법인.
L ev era g e

국제금융의 지렛대 효과를 얻기 위하여 자기자본은 20- 30%만 출자하

고 나머지는 타인자본으로 조달하는 것
지체보상금.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말한다.

L iqu idat e d dam ag e s

L L CR (loan life cov er r atio)

프로젝트 금융 대출금 잔액이 대출만기까지 예상

되는 프로젝트 수입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중
L OI (letter of int ent )

정식 계약 체결전의 의향서. 일반적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다.
M B O (m an ag em ent buy - out )

임직원이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分社를 할 때

많이 이용된다.
M IGA (Multilateral Inv estm ent Gu ar antee A g en cy ) 국제투자보증기구
N GO (n on - gov ernm ent al or ganization ) 시민단체
N P V (n et pr es ent v alu e) 프로젝트에서 창출되는 수입의 순현재가치
OE CD (Or g anization for E con omic Cooper ation an d Dev elopm ent )

경제협력개

발기구
Off - b alan c e s h e e t

簿外처리. 회계처리상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이다.

OJE C (Official J ourn al of th e Eur opean Com munity ) 유럽 공동체 관보
O &M (operation an d m aint en an ce) 프로젝트 시설의 관리·운영
Ope x (oper atin g ex pen ditur e) 운영비
Orig in at or

자산을 유동화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자산보유자

P - B on d (perform an ce b on d ) 공사이행보증서
P F I (P riv ate F in an ce Initiativ e)

영국에서 처음 실시된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

의 설계에서 건설, 자금조달, 운영까지 일괄하여 수행한 후 정부에 이전하는
방식
P IM (pr oject inform ation m em oran dum ) 프로젝트 사업설명서
P L CR (pr oject life cov er r atio)

프로젝트 금융 대출금 잔액이 프로젝트 가동기

간중의 예상수입에 대해 차지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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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A (pow er pur ch ase agr eem ent ) 전력구매계약
P P P (P riv ate P ublic P artn er ship ) 민- 관 협력관계 또는 민- 관 협력사업
P roj e c t c om p an y
P roj e c t f in an c e

프로젝트 회사. 프로젝트 금융의 차주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프로젝트 금융.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원리금을

회수하기로 하고 프로젝트 회사에 대하여 자금을 공여하는 것
P S C (public s ect or com par at or )

영국의 P F I에 있어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비교하기 위한 기준
P U R P A (P ublic Utility Regulatory P olicies A ct ) 미국의 공공사업규제정책법
QIB (qualified in stitution al buy er )

미국에서 사모채를 자기책임하에 인수할 수

있는 적격 기관투자가
R e c ou rs e

상환청구권. 실질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R OA (r eturn on as s et s ) 총자산 이익률
R OE (r eturn on equity ) 자기자본 이익률
S E C (S ecurities Ex chang e Com mis sion ) Rule 144A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규칙으로 미국내 유가증권의 사모발행시에 적용된다.
S OC (social ov erh ead capit al) 도로, 철도, 항만, 공항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S P C/ S P V (special purpose com pany/ v ehicle)

특수목적회사/ 기구. 자산유동화

또는 프로젝트 금융에 있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는 법 형식상의 기
구 내지 페이퍼 컴퍼니
S p on s or

프로젝트 회사의 출자자로서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주

S u b ordin at e d b on d/ lo an

변제순위가 후순위인 채권/ 대출

U N CIT RA L (United Nation s Com m is sion on Intern ation al T r ade Law )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
U N ID O (United N ation s In du strial Dev elopm ent Or g anization )

오스트리아 비

엔나에 본부를 둔 유엔 공업개발기구
V F M (V alu e for M on ey )

영국의 PF I에 있어서 국민의 세금이 최대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금전가치의 척도
W T O (W orld T r ade Or g anization ) 세계무역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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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프로젝트 金融의 체크 리스트
프로젝트 금융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각 단계별로, 참가자별로 프로젝트 리스
크가 현재화할 가능성은 없는지 다음 사항을 체크해 보도록 한다.

○ 스폰서(spon s or )
□ 스폰서로서 사업추진의 의욕과 열의가 충분한가
□ 스폰서가 유사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 스폰서가 여럿인 경우 내부 의견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 사업성 검토(feasibility stu dy )
□ 매장량 또는 예상통과량이 확실하고 최소한의 수입이 보장되는가
□ 토지 구입비, 건설·개발비가 추가로 소요될 가능성은 없는가
□ 전기료·통신료·수도료·운송비 등의 서비스 가격은 적정한가
□ 현지 정부의 인·허가 취득이 확실하며, 현지 법규에 저촉될 가능성은 없는가
□ 현지 정부의 각종 讓許(con ces sion ) 사항은 충분한가
□ 재원조달 방안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가
□ 유력한 출자자 및 금융기관이 참여할 예정인가
- 현지 기업과의 조인트 벤처
- 현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자
- IBRD, ADB 등 국제금융기구의 차관 또는 출자
- 수출신용기구(E CA )의 수출금융
□ 부채/ 자본 비율은 적정한가
□ 현금흐름에 따라 최선·최악의 시나리오별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가
□ 스폰서의 자금조달 능력은 충분한가
□ 원리금 상환비율(DS CR/ LLCR *)은 충분한가
□ 금리변동, 환 리스크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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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개발, 부산물 판매 등의 부대사업에 수익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 DS CR (debt service cover ratio) : 당해연도의 純수입에 대한 원리금 상환비율
* LLCR (loan life cov erage ration ) : 대출 만기까지의 純수입에 대한 원리금 상환비율

○ 시공회사(con stru ction & t echn ology )
□ 시공회사가 유사한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 엔지니어링 회사가 유사한 공사경험을 갖고 있는가
□ 공사에 채용되는 기술은 이미 검증된 것인가
□ 공사기간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 공사비는 어떠한 조건으로 지급되는가
- 일시불(lum p - sum )
- 고정가격(fix ed price)
- 턴키(turn - k ey ) 베이스
- 실비보상(cost an d fee) 조건
□ 불가항력(for ce m ajeur e)의 경우 시공회사가 면책되는가
□ 준공검사의 절차·방법 및 기준은
□ 준공의 지연에 대비한 공사이행보증(P - bon d ), 지체보상 조건은
□ 공사를 조기완성한 경우의 보너스는
□ 공사비가 예상을 초과(cost ov errun )한 경우의 대책은
□ 준공에 대한 보증(com pletion gu ar ant ee)은 있는가

○ 관리 및 운영(O&M )
□ 전문회사에 관리·운영을 위탁하였는가
□ 관리·운영회사에 대한 예산 및 비용의 통제가 가능한가
□ 관리·운영 계약의 종료 및 불가항력 조항은
□ 이행보증 및 지체보상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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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재료의 구매
□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가
□ 품질·수량 면에서 원재료의 장기 안정적인 조달이 가능한가
□ 가격 및 구매조건은 합리적인가
□ 계약의 해제 및 불가항력 조항은
□ 유사시 원재료의 대체조달 방안은
○ 프로젝트 생산물의 판매
□ 장기 베이스의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가
□ 가격 및 판매조건은 합리적인가
□ 계약의 해제 및 불가항력 조항은
□ 유사시 생산물의 대체판매 방안은
○ 자원 및 인프라스트럭쳐
□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가
□ 도로, 철도, 항만, 전력, 상하수도, 정화시설 등의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은 쉽게 고용할 수 있는가
○ 보 험
□ 프로젝트에 적합한 보험의 형태는
- 공사기간중
- 준공후 가동 단계
□ 附保 이유는 목적시설의 대체용인가, 채무 상환용인가
○ 현지 투자환경
□ 국가신인도(country risk )는
□ 국별 여신한도(country lim it )는 여유가 있는가
□ 정부의 기능이나 관료의 수준, 행정의 투명성은
□ 현지 정부의 환경에 대한 규제의 정도는
□ 환경 문제로 인한 다툼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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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문제
□ 설정가능한 담보는 무엇인가
□ 사업시행자가 진술 및 보장(r epr es entation an d w arr anty )하는 사항은
□ 사업시행자의 작위 및 부작위의 서약(cov enant ) 조건은
□ 스폰서가 약속(undert akin g )하는 사항은
□ 채무불이행(기한이익상실) 사유는 무엇인가
□ 기한전 상환이 가능한가
□ 지급위탁 계정(escr ow a/ c)은 설치되어 있는가
- 자금지출의 순서와 조건은
□ 어떠한 유보 계정(r eserv e a/ c )이 마련되어 있는가
□ 주권면제(sov ereign imm unity ) 특권은 포기되었는가
□ 준거법 및 재판관할은 어느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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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 ra c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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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n ot a sin gle day pa s ses w ithout the m ention of pr oject fin an ce,
w hich r efer s t o the fin an cin g of a particular pr oject in w hich a lender is
s atisfied to look initially to the cash flow s and earnin g s of the pr oject as th e
s our ce of fun ds for the r epaym ent of the loan s . S o th e project fin an cier is
r estricted to recour se t o sh ar eh older s of th e pr oject com pany in the ev ent th at
th e pr oject fails to g en er at e sufficient r ev enues .
A s th e lender u su ally takes a lar ge part of th e risk of the succes s or
failur e of that pr oject w hich dem ands a hug e sum of m on ey w ith a lon g
m aturity , it is im portant to allocate th e risk s thr ou gh th e v ariou s pr ovision s of
th e pr oject related contr act s t o oth er parties m ost w illing t o participat e in th e
pr oject an d to accept th e risk s . T herefor e, a cr edit agr eem ent should r eflect
th e len der ' s position w ith r espect to the identification an d m itig ation of pr oject
risk s .
W h en a propos ed pr oject pr ov es t o be feasible in t echnical an d fin ancial
t erm s , the len der look s t o the stru ctur e of th e pr oject t o see if it is con duciv e
t o th e pr eserv ation of it s leg al right s an d th e r epay m ent of th e loan an d,
accor din gly , acceptable t o th e len der . T his m ean s b ankability , a deal- specific
con cept . F or ex am ple, if b ank s sh ould t ak e the risk of a chang e in law , or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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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 sor s might ex tr act distribution s prior t o the fir st r epaym ent date, that
pr oject turn s out t o b e unbank able to th e len der s .
In Kor ea, the A ct on P riv ate Inv estm ent in S ocial Ov erh ead Capit al
F acilities

cam e int o for ce a s fr om

April 1, 1999. T h e n ew ly

am en ded

Infra stru cture Law ha s intr odu ced a BOT (build - operate- tr an sfer ) appr oach in
buildin g up infr a stru ctur e in Kor ea . In fact , th e BOT s ch em e is v ery u seful
for Korean contr act or s t o prov ide S OC facilities an d to su cceed in biddin g for
lar ge - scale ov er seas contract s .
On the other hand, the United Kingdom intr oduced a PF I (Priv ate F inance
Initiativ e )

sch em e

in

th e

early

1990s . Under

th e

PFI

m ech anism , th e

g ov ernm ent b ecom es a client r eady to pay t olls t o qu alified priv ate supplier s
w h o design , build, fin an ce and oper ate the public infr astructur e an d s ervices .
In th at sen se, th e P F I m ight en sur e a r eas on able pr ofitability to th e priv at e
pr ov ider s of public facilities and s ervices .
In July

1999, J apan established it s ow n P F I A ct t o inv ig or ate it s

slug gish econ om y . In order t o break thr ou gh th e curr ent doldrum s in priv at ely
fin an ced S OC buildups in Korea, w e h av e to pay m or e attention t o n ew
appr oach es lik e BOT and P F I. In particular , the P F I arran gem ent w ill be an
efficient in strum ent t o reform th e public sector of th e n ation .
In this r eg ar d, it is im portant t o discard th e st er eotyped w ay of thinkin g
th at only the public sector sh all pr ovide public g oods an d serv ices to the
public . An effectiv e solution h as to b e sought to alleviate civil serv ant s '
s en sitivities to job s ecurity . At th e sam e tim e, far - r eachin g der egulation
should be im plem ented t o facilitate an d augm ent th e m an ag erial initiativ es an d
cr eativ e skills of th e priv ate s ect or . W e should learn th e les son s from th e
Unit ed Kin g dom , in w hich priv ate specialist s w er e allow ed t o form a P F I
t askfor ce in th e g ov ernm ent an d becom e a prim e m ov er of public s ect or
r eform ation thr ou gh in - depth edu cation an d tr ainin g t o public em ploy ees .
T his dis sertation ex am in es the curr ent st atu s of infra stru cture fin an cin g
in Kor ea and sug g est s s om e u seful solution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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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present s the scope and m ethod of study . Chapter 2 explain s the
g en er al definition of project fin an ce an d th e r espectiv e role of it s participant s .
Chapt er 3 com par es the n ew ly intr oduced BOT an d P F I m eth ods an d studies
th e pr obability of adoptin g su ch arr an g em ent s to the Kor ean situ ation .
Chapt er 4 conv ey s th e UNCIT RAL surv ey on th e BOT

r egulation s

ar oun d th e w orld, an d deals w ith th e particular s of th e infr astru ctur e law s
an d r egulation s of th e F ar E astern countries - Kor ea , J apan an d Chin a .
Chapt er 5 discu s s es the identification , allocation an d m itigation of project
risk s , an d m ajor checkpoint s of v ariou s project - r elat ed agr eem ent s t o en sur e
th e so- called b ankability . Ch apter 6 intr oduces a n ew fin an cin g tool, i.e.,
a s set - b ack ed

securitization

in

th e

contex t

of pr oject

fin an cin g . If

som e

r ev enu es fr om a pr oject ar e set a side t o as set - back ed s ecurities h older s , this
s ch em e secur es a n ew sour ce of fun d in project finan cin g .
F in ally , Chaper 7 pr ovides ab ov e- m ention ed BOT and P F I m eth ods can
b e applied t o im pr ov e th e qu ality of infr a stru ctur e in Korea, in particular , in
th e unification er a . In th e lon g run , by w ay of BOT an d P F I, w e w ill be
pr epar ed to r ehabilitat e an d r en ov at e the ill- con dition ed infr astru ctur e of N orth
Kor ea aft er th e tw o Koreas h av e been unified . T hes e n ew m eth ods can b e
ex pected t o curt ail the unification cost s to a controllable lim 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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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 文 초 록

프로젝트 금융(pr oject finan ce)이란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
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프로젝트 회사(S P V )가 차
주가 되며, 대출금의 상환은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재원으로 하므로 프
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대주의 상환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이 특징이다. 프로젝트
금융은 투자기간이 장기이고 거액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각종 리스크가 현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주와 대주·보험회사·공급자·구매자 등 프로젝트 참가자
들 사이에 리스크가 적절히 분산되어야 한다.
금융기관이 프로젝트 금융에 참여하려면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좋아야 함은 물
론 관련 계약서들이 대주의 채권보전 및 회수에 용이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민
자유치에 의한 인프라 건설에 많이 이용되는 BOT 방식은 우리 나라의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민자로 확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천문학적인 규모
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지역의 인프라 복구·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특히 1992년에 영국이 도입한 PF I 방식은 정부가 고객(Client )이 되어 소정 자
격요건을 갖춘 민간사업자(S upplier )로 하여금 공공시설·서비스를 설계·건설하
고 자금조달에서 운영까지 책임지고 수행한다는 점에서 현재 민자사업자들이 요
구하는 적정 수익의 확보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나라는 일본의 PF I 법 제정에서 보듯이 BOT 방식은 물론 P F I 방식
에도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때가 되었다. 특히 P F I 방식은 민자사업의 획기
적인 개선은 물론 전반적인 공공부문의 개혁에 있어서도 유력한 수단이 될 것으
로 여겨진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만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
식을 불식하고 공무원들의 고용불안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민간기업이 사
업을 수행하기 쉽도록 각종 행정규제를 철폐하고 권한과 책임을 하부위임하는 제
도개혁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에서 민간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정부내에 설치하는 한편 PF I 개혁의 원동력으로 삼고 공무원들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훈련을 통하여 의식개혁 캠페인을 병행한 사실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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