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건설시장 진출 가이드북

2020/2021

주페루대사관

- 목

차 -

제1장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1.1 일반현황과 경제현황 및 전망 ·························································1
1.2 건설시장 환경 ···················································································10

제2장 건설관련 제도

2.1 건설관련 제도 ···················································································59
2.2 현지지사 및 법인 설립 절차 ·························································69
2.3 건설관련 세법 ···················································································76

제3장 외국기업 진출환경 및 동향

3.1 외국인 투자환경 ·············································································83
3.2 외국기업 진출 우대 정책 및 산업별 인센티브 ·······················91
3.3 외국기업 진출 현황 및 동향 ·······················································97

제4장 노동시장

4.1 근로조건 ·························································································105
4.2 일반임금 현황 ···············································································107
4.3 건설근로자 임금 현황 ·································································108
4.4 건설노무자 수당 및 복리후생 ···················································112

제5장 건설사업 관행 및 진출전략

5.1 건설사업 관행 ···············································································118
5.2 진출전략 ·························································································120
: 페루 우리기업 진출현황 ····························································124
: 페루 국가인프라계획(PNIC) - 2019.7.28 ·······························131
: PNIC 긴급 행정명령 - 2019.11.28 ··········································137
: 세금환급 대체공사(OxI) 제도 ···················································139
: 페루 PPP 프로젝트 개요 ···························································145
: 부패사건 연루 양허사업 추진 갈등사례 ································151
: 페루 광업 투자가이드 2020-2021 ············································155
: Las Bambas 광산 사회갈등 사례 ···········································164
: 페루 기술인협회(CIP) 등록절차 ···············································167
: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169
: 스페인어 참고자료 ····································································172

별첨1
별첨2
별첨3
별첨4
별첨5
별첨6
별첨7
별첨8
별첨9
별첨10
별첨11

페루 건설시장 진출 가이드북 2020-2021

1. 건설 시장 현황 및 전망
1.1 일반현황과 경제 현황 및 전망
1.1.1 일반 개황
페루 국기

페루 국기(1825.2.25 시몬 볼리바르 정부 제헌의회가 제정)의
바탕은 동일한 폭의 세 개의 띠로 이루어져 있음. 적색과
백색은 각각 독립영웅들의 피와 평화를 상징
하얀 띠 중앙의 방패 문장은 페루의 대표적인 동물, 식물,
광물로서 국토의 풍요로움을 상징
· 좌측 상부 : 고산지대에 사는 동물인 비꾸냐(Vicuña)
· 우측 상부 : 끼나 나무(Cinchona officinalis, 약품으로
쓰이며 퀴닌 성분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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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동전이 쏟아져 나오는 노란색 원뿔(코르누코피아
: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풍요를 상징하는 장식물)
방패 문장 상부에는 월계관이 있으며, 외곽 좌측의 월계수
잎과 우측의 야자수 잎이 방패 문장을 감싸는 형상

페루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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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명 : 페루 공화국 (República del Perú/Republic of Peru)
ㅇ 위치 : 남미 대륙 (북위 0°01‘48”, 남위 18°21’03”,
동경 68°39‘27“, 서경 81’34.5”)
※ 태평양 연안 국가로 에콰도르, 콜롬비아, 브라질, 볼리비아, 칠레 등
5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ㅇ 면적 : 1,285,216㎢ (한반도의 약 6배, 세계 20위, 남미 3위)
※ 페루의 영토는 해안지대 10%, 안데스산맥 산악지대 27%, 아마존 등
정글지대 63% 분포

ㅇ 인구 : 32,495,510명(男 50.1%, 女 49.9%)
(2019년 통계청(INEI) 추정치)
ㅇ 수도 : 리마 (Lima, 인구 약 1천만명(Callao 포함))
ㅇ 주요 도시 : 아레끼빠 (Arequipa : 남부 고산도시, 인구 91만)
뜨루히요 (Trujillo : 북부 해안도시, 인구 83만)
이끼또스 (Iquitos : 정글지역, 인구 46만)
꾸스꼬 (Cusco : 잉카제국 수도, 인구 45만)
ㅇ 인종 : 인디오(원주민) 45%, 메스티소(혼혈계) 37%, 백인 15%,
흑인 및 동양인 3%
※ 중국계 약 1.3백만, 일본계 약 10만 등 아시아계가 총 페루인의 약
4-5%라는 비공식 통계가 있음

ㅇ 언어 : 스페인어(84%), 께추아어(Quechua, 13%), 아이마라어
(Aymara, 1.7%) 등 3개 공식 언어 외에 아샤닌까어
(Ashaninka) 등 다양한 소수 민족 언어를 일부가 사용
ㅇ 종교 : 가톨릭교 81.3%, 기독교 12.5%, 무교 및 기타 6.2%
ㅇ 국체 :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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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체 : 대통령 중심제(임기 5년), 의회단원제(임기 5년)
- 대 통 령 : Martín Vizcarra (마르띤 비스까라, 2018.3.23. 취임)
* 2016.7.28. 제1부통령 취임
- 제1부통령, 제2부통령 : 공석
- 국무총리 : Vicente Zeballos(빈센트 세바요스, 2019.9.30. 취임)
- 외교장관 : Gustavo MezaCuadra(구스따보 메사꾸아드라, 2019.10.3. 취임)
- 경제재정장관 : María Alva(女, 마리아 알바, 2019.10.4. 취임)
- 교통통신장관 : Carlos Lozada(까를로스 로사다, 2020.2.14. 취임)

ㅇ 독립일 : 1821.7.28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ㅇ 군사력 : 총 병력 121,000명 (육군 : 78,000명, 해군 : 26,000명
(해병대 4,000명 포함), 공군 : 17,000명), 경찰 110,000명
ㅇ 국내총생산(GDP) : 2,290억불 (2019년, IMF 추정)
ㅇ 1인당 GDP : 7,047불 (2019년, IMF 추정)
ㅇ 경제성장률 : 2015년 (3.3%) → 2016년 (4.0%) → 2017년 (2.5%)
→ 2018년 (4.0%) → 2019년 (2.6%) (IMF 추정)
ㅇ 對세계교역 : 수출 470억불, 수입 415억불 (2019년, 한국수출입은행)
ㅇ 외환보유액 : 662억불 (2019년, 한국수출입은행)
ㅇ 총외채잔액 : 784억불 (2019년, 한국수출입은행)
ㅇ 화폐단위 : 솔 (Peruvian Sol), 미화 1불=3.33솔 (2020.2월)
ㅇ 한-페루 교역현황 (2019년, 한국무역협회)
- 대페루 수출 : 7.4억불 (자동차, 합성수지, 의약품 등)
- 대페루 수입 : 23.2억불 (천연가스, 동, 아연, 수산가공품 등)
ㅇ 기후 : 위도상으로 열대와 아열대권으로 구분. 지리적으로
해안지대 (la costa, 사막성 온난 다습), 산악지대(la
sierra, 우기와 건기로 구분), 산림지대(la selva, 열대성
기후) 등 크게 3가지 기후대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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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마 지역 기후 :
- 연평균 기온 22℃ (여름 최고 30℃, 겨울 최저 11℃)
- 편의상 여름(12-5월) 및 겨울(6월-11월)로 구분
- 겨울에는 짙은 안개층에 뒤덮여 햇빛을 볼 수 없으며, 습도가
높음(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평균 85% 정도)

1.1.2 경제 현황 및 전망
ㅇ 페루 경제는 1990년대 후지모리 정부 이래 지속 추진된 대외개방
정책, 외국인 투자유치, 공기업 민영화,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에 힘입어, 2000년 이후 여타 중남미 국가보다 빠르게 성장
- 페루의 경제성장률은 2000-2013년간 평균 5.5% 기록, 2014년 이
후 세계경기 침체, 중국의 자원 수요 감소,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성장률이 2∼4%대로 하락하였으나 여타 중남미 국
가에 비해 높은 성장률 기록
<경제성장률 : 페루 vs. 중남미 평균>

(단위 : %)

연 도 '01-'13
평균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f 2020f
페 루 5.5 2.4 3.3 4.0 2.5 4.0 2.6 3.6
중남미 3.3 1.3 0.3 -0.6 1.2 1.0 0.2 1.8
* 자료 : IMF(Annual percent change)
* COVID-19 여파로 2020년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전망(Moodys, WB 등)

ㅇ 실업률은 2001-2013년 사이 중남미 평균보다 높은 수치였으
나 2014년 이후 중남미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
<실업률 : 페루 vs. 중남미 평균>

(단위 : %)

연 도 '01-'13
평균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f 2020f
페 루 8.4 5.9 6.5 6.7 6.9 6.7 6.7 6.7
중남미 8.3 7.1 7.0 7.2 7.0 7.2 7.6 7.5
자료 : IMF(베네수엘라, 과테말라, 쿠바, 가이아나 제외. 데이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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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페루의 주요 산업은 광산업, 제조업(광물가공업 포함), 무역
업, 건설업, 농업, 숙박 및 요식업 등
<산업별 GDP 비중, 2018년>

구분
Gross Domestic Product
Agriculture, hunting and forestry
Fisheries and aquaculture
Extraction of oil, gas, minerals and related services
Manufacture
Electricity, gas and water
Construction
Trade, maintenance & repair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Transport, storage, postal and courier
Accommodations and restaurants
Telecommunications and other information services
Financial, insurance and pension services
Business services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se
Other services
Import Duties / Taxes

비중(%)
100.0
5.4
0.5
12.5
13.3
1.8
5.9
10.4
5.6
3.1
4.5
4.5
4.9
5.1
13.6
8.9

자료 : 페루 통계청(INEI, Producto Bruto Interno según Actividad
Económica (Nivel 14) 1994 - 2018 (Valores a precios constantes de 2007))

ㅇ 페루의 對세계 수출 및 수입은 각각 2012년, 2014년부터 감소하
였다가 2016년, 2017년부터 증가하였음. 2014년~2015년 일시적
으로 무역수지가 적자였으나 2016년에 흑자로 전환하였음
<對세계 교역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추정)

수출
45,946
↓ 41,871
↓ 38,459
↓ 33,376
36,246
44,237
47,894
↓ 45,978

수입
39,848
41,003
↓ 39,969
↓ 36,041
↓ 34,338
37,829
41,081
↓ 40,180

(단위 : 백만불)

수지

6,098
868
(-) 1,510
(-) 2,665
1,908
6,408
6,813
5,798

자료 : 페루 통계청(INEI 월간 수출입 동향 보고서)

(https://www.inei.gob.pe/biblioteca-virtual/boletines/exportaciones-e-importaci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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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페루의 주요수출국은 중국, 미국, 한국, 일본, 스페인, 캐나다
등이며, 우리나라도 2019년 페루의 6위 수출국, 11위 수입국
- 2011.8.1 발효된 한-페루 FTA에 힘입어, 페루의 대세계 교
역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였음.
FTA 발효 직전 연도(2010년)에는 페루의 11대 수출국, 10
대 수입국 순위를 유지하였으나, 양국간 FTA 발효 이후
전체 교역량이 확대되었음

※ 페루의 10대 수출국(2019년, 한국무역협회) : ① 중국 ② 미국 ③
볼리비아 ④ 캐나다 ⑤스위스 ⑥ 한국 ⑦ 일본 ⑧ 인도 ⑨ 브라
질 ⑩ 네덜란드
※ 페루의 10대 수입국(2019년, 한국무역협회) : ① 중국 ② 미국 ③ 브
라질 ④ 멕시코 ⑤ 아르헨티나 ⑥ 칠레 ⑦ 콜롬비아 ⑧ 에콰도르 ⑨
독일 ⑩ 일본 ⑪ 한국
구분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독일
구분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독일

< 페루의 주요국별 수출비중(%, 한국무역협회, 페루국세청)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8 2.8 2.5 3.7 3.3 3.7 3.2 3.3 3.8 4.8 5.1
11.7 15.1 15.2 15.0 16.9 17.5 18.3 22.1 23.4 26.3 27.8
19.0 17.6 17.0 13.0 13.7 17.6 16.0 15.0 17.2 15.7 16.7
5.8 5.1 5.0 4.7 5.6 5.3 4.1 3.4 3.5 4.2 4.6
3.3 3.9 4.3 4.1 4.0 2.8 3.2 2.7 2.5 2.1 2.4
< 페루의 주요국별 수입비중(%, 한국무역협회, 페루국세청)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6 3.0 3.5 4.0 3.9 3.7 3.3 3.4 3.6 2.6 2.3
13.6 15.0 17.2 16.8 18.5 19.4 21.2 22.8 22.8 22.3 23.3
18.6 19.7 19.4 19.5 18.8 20.3 20.8 21.0 19.6 20.3 21.4
4.3 4.2 4.6 3.5 3.6 3.3 2.6 2.8 2.9 2.6 2.4
2.9 3.3 3.0 3.0 3.2 3.2 3.5 2.9 3.1 2.7 0.0

2019
4.7
28.3
11.9
4.1
2.2
2019
2.3
24.2
21.0
2.5
2.7

- 페루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2.9%로 구리, 납,
아연, 철, 어(漁)분, 수산물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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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페루의 주수출품은 광물(부록 참고)로서 2019년 전체 수출의
59.0%를 차지하였고, 농산물(12.7%), 수산물(10.6%)도 총 수출
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
<주요 수출품 및 수입품, 2019년>

품목
광물
농산물
수산물
석유, 가스
섬유/의류
화학
기타

수출

수입
품목
비중(%)
소비재(자동차,
23.6
TV,
의약품 등)
원자재,
중간재(원유,
46.8
디젤 등)
기타(중장비,
29.5
건설자재
등)

비중(%)
59.0
12.7
10.6
7.5
2.3
3.0
4.9

자료 : 페루 통계청(INEI 월간 수출입 동향 보고서)

- 최근 20년 농산물 수출(포도, 아보카도, 블루베리, 아스파
라거스 등) 증가로 도시에 집중되어 있던 경제활동이 지
방(농촌)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2004년 약
80%였던 빈곤율이 2018년 36%까지 하락하였음
ㅇ 2011년 7월 집권한 우말라 前 대통령은 5월의 근로자의 날 연
설에서 선언한 최저임금 선언 이후인 6월 한차례 인상하였고,
이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750솔을 유지하였으며, 퇴임직전
인 2016년 6월 한차례 더 인상되었음. 페루 경제재정부는 이
후 쿠친스키 대통령 사임직전 2018년 3월 최저임금을 930솔
(약 U$282)로 인상하였음. 최저임금은 경제재정부(MEF)에서
발표하며 2020년 인상 가능성이 있었으나 COVID-19 사태로
인하여 가능성이 높지 않음

연도
금액(솔)

2011
627

<페루 최저임금>

2012
750

자료 : 페루 중앙은행(BC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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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50

2018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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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요 경제 지표>

구 분
국토면적 (1,000㎢)
[World Bank]
인구 (백만명)
GDP (억불)
1인당 GDP (불)
對세계 수출액 (억불)
對세계 수입액 (억불)
외환보유액 (억불)
경상수지 (억불)
경상수지/GDP (%)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율 (%)
실업률 (%)
[IMF, 2019년 추정]
부패인식순위
(180개 국가 중)
글로벌경쟁력순위
(141개 국가 중]
1인당 에너지사용량
(석유로 환산, kg)
인터넷 사용비율(%)
휴대폰 사용자 (100명당)

페루 칠레 콜롬비아 브라질 한국
1,285 756 1,142 8,516 100
32.5 18.7 50.4 210 51.8
2,290 2,942 3,279 18,470 16,295
7,047 15,399 6,508 8,797 31,431
470 746 439 2,229 5,326
415 710 521 1,816 4,568
662 358 497 3,531 3,965
-49 -80 -137 -346 489
-2.1 -2.7 -4.2 -1.9
3.0
2.6
2.5
3.4
0.9
2.0
2.2
2.2
3.6
3.8
0.5
6.7
6.9
9.7 11.8
6.7
105
27
99 105
45
65
33
57
71
13
790 2,006 724 1,496 5,413
53
82
62
67
96
124 134 130
99 130

자료 : 세계국가편람 2020(한국수출입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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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설시장 환경
1.2.1 건설 시장 현황
ㅇ 페루 중앙은행(BCRP)이 발표한 경제지표에 따르면, 2020년 페
루는 3.8% 경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2019년 경제성장률
2.5%, 물가상승률 1.9% 추정 집계) 되었으나, COVID-19로 인
하여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WB, Moody’s, Goldman
Sachs 등)
ㅇ 건설시장은 최근 10년간(2010~2019년) 연평균 4.63% 성장하며
주요 산업인 광업, 수산업과 함께 경제성장을 견인
ㅇ 2019년 건설시장은 인허가 및 지역주민 반발에 의한 광산 프
로젝트 지연, 정치적 불확실성에 의한 인프라 사업 실적부진으
로 2.0% 성장. 2020년은 2019년의 부진한 실적을 만회하고
3.8%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공공투자 집중 예정
- 건설시장 규모는 공공부문의 인프라 투자 지속과 민간부문
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2009~2014년 기간 동안 연평균
9.49%의 성장을 달성하며 2014년에 295억불을 기록했으나,
2015년, 2016년은 전반적인 국내 건설 경기 침체와 복잡한
정치 상황에 따른 투자 위축 등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
장을 기록(각 -5.8%, -3.2% 성장, IHS Markit). 2016~2018년
페드로 쿠친스키 정권, 2018~2019년 마르틴 비스카라 정권
의 친 공공개발 정책에 따라 평균 3%로 회복
-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인프라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
되는 2020년부터는 향후 5년간 연평균 3.5% 성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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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장 규모 및 성장률 추이
(단위 : 억불, %)
구분

‘17

건설시장 규모

'18

'19

'20

'21

'22

273

291

291

293

304

319

2.1

5.4

2.0

2.6

3.8

3.8

건설시장 성장률

* 출처 : IHS Markit(‘19.10) / 시장규모(construction spending)는 명목(nominal), 성장률은 실질(real) 기준

ㅇ 페루 경제재정부(MEF)는 영국정부 및 IDB(미주개발은행)의 도움으
로

경쟁력을

위한

국가인프라계획(PNIC,

Plan

Nacional

de

Infraestructura para la Competitividad)을 수립하고 우선 추진되어
야 할 310억불(약 1,000억솔) 규모의 52건 사업 선정(부록 참고)
- PNIC는 교통통신부(MTC), 주택건설수도부(MVCS) 등의 의견
을 수렴하여 작성되었으며, 리마 메트로 2호선, 리마 공항
확장 등 진행 중인 프로젝트 포함 교통통신 31건(258억불),
상하수도 6건(17억불), 에너지 11건(17억불), 농업 4건(18억
불)으로 분류됨
- 2024년까지 예정 사업규모의 90%이상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52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긴급 행정명령
(Decreto de Urgencia)이 2019년 11월에 발표되어 법률에
규정된 인프라 관련 규제사항들이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변경됨(유적 부존재 확인서 10일이내 발급, 지장물 제거 용
역 수의계약 등)
- 페루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41개국 중 65위(한국 13위)
인프라

부문은

88위(한국

6위)로

중위권에

속함(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세계경제포럼(W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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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9년 9월 국회 해산 이후 2019년 11월 긴급 행정명령을 통
해 2020년 525억불 규모의 국가예산안 통과(1,774억솔, 2019년
대비 5.5% 증가)
- 교통 58억불(15% 인상), 위생 17억불(2% 인상), 주택 8억불
(9% 인상), 통신 5억불(21% 인상) 등 배정
ㅇ 투자청(ProInversion)은 2019년 11월 신임 청장 취임과 함께
2019~2022년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기간 내에 총 90
억불 규모 52건 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부록 참고)
- 2020년 리마 순환도로(20.5억불), Huancayo-Huancavelica 철
도(2.3억불), EsSalud 병원(2.5억불), Ancon 산업단지(5.0억불)
등 총 50억불 규모 28건 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
- 2021~2022년 Cabecera 상수공급(7.2억불), La Sierra 4구역
도로 개선(4.6억불), Lima 군인병원 외 2개(총 4.9억불) 등
총 36억불 규모 20건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계획
ㅇ 페루-영국 G2G 협약을 통해 진행된 판아메리카 게임(Pan
American Game, 2019년 7월)이 성공적인 사례로 기록되어 대
형 인프라 사업을 G2G 형태로 발주하려는 추세
- G2G 형태로 사업 추진 시 국가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성
및 사업 추진력이 보장되어 부정부패, 사업중단 등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해소
ㅇ 건설공사 참여는 크게 일반 도급(재정, 차관)사업과 BOT(PPP)
양허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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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또는 주, 지방 정부재정 발주공사에 입찰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달청(OSCE) 공급자등록부(RNP)에 등록 필요(일
종의 건설업 면허와 유사, 민간재원 발주공사는 해당 없음)
- BOT, PPP 방식의 투자 양허사업은 20~40년 장기간 투자와
사업수행에 따른 리스크가 상존해, PPP 방식에 사업경험과
금융조달 능력이 부족하고 기업 자체 투자여건이 덜 성숙
한 우리 기업은 시장진출에 어려움 상존
- 투자가 동반된 양허 사업은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일부 국내
외 업체가 과점형태로 주도하고 있어 현지 선도 기업에 비해
네트워크가 취약한 우리 기업은 초기 진출 시 애로
- BOT, PPP 방식의 인프라 양허사업 대부분은 민간투자 업
무를 전담하는 투자청(ProInversion)을 통해 입찰을 실시하
고 사업자를 선정
ㅇ 진출 애로사항으로는 원거리이며 언어, 문화적 차이로 시장
동향, 프로젝트 정보 입수가 어렵고, 현지 발주처, 유관기관,
협력업체 등과의 네트워크 부족
ㅇ 프로젝트, 입찰 정보를 비롯해 입찰참가를 위한 구비서류가
모두 스페인어로 작성, 통용되는 상황으로 스페인어와 건설관
련 유관지식을 보유한 적격인력 확보 애로
ㅇ 공사정보 입수를 위해 유관부처 및 발주기관을 접촉하는 경
우, 사업담당자의 업무협조가 소극적이거나 미온적으로 일관
하는 경우가 많고, 정보획득 경로가 제한적이어서 구체적인
정보입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음. 또한, 정부 담당자의
인사이동이 잦아 네트워킹의 어려움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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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자발급을 비롯해 각종 서류발급, 인허가 절차 등에 있어서 행
정처리 속도가 느리고 처리예정일이 빈번히 지연됨에 따라 추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행정창구의 담당자별
로 서류 심사기준의 차이가 있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 사업계
획 수립에 어려움
ㅇ 관료주의, 복잡한 행정절차, 환경규제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
이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입찰과정이 투명하게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부정부패가 상존. 또한, 결재권자는 향
후 발생 가능한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염려하여 결
재절차 지연이 빈번. 단, 브라질 Odebrecht, 건설클럽 담합 등
의 영향으로 부정부패 지수가 낮은 국가의 업체 선호, 공공성
을 극대화한 G2G 계약 선호 등의 분위기로 전환
ㅇ 정치적 불확실성에 의한 프로젝트 추진 동력 확보 의문. 2020
년 1월 임시총선, 2021년 7월 총선 및 대선 결과에 따라 인프
라 개발계획 실행 추진력 확보여부가 결정될 전망. 또한,
COVID-19가 변수로 작용하여 우선추진 사업 변경가능
1.2.2 인프라 현황(항만, 공항, 철도, 도로, 상하수도, 에너지)
ㅇ 항만
- 페루 항만은 전체 해상 물동량의 88%를 처리하고 있는
Callao(중남미
(Matarani),

6위)항을

비롯해

살라베리(Salaverry),

빠이따(Paita),

마따라니

산마르틴(General

San

Martin), 일로(Ilo), 침보떼(Chimbote), 이끼또스(Iquitos) 등 주
요 항만을 포함해 총 90개(2018년, 해안 56개, 내륙 34개) 항
구가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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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남미 주요 항만 물동량>

국가
파나마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항만명
Colon(Evergreen y Panama Port)
Zona portuaria de Santos
Manzanillo
Bahia de Cartagena
Panama Pacifico
El Callao

(단위 : 백만 TEU)

물동량

4.3
3.8
3.1
2.8
2.5
2.3

자료 : Statistical data port activity report, UN ECLAC
https://www.cepal.org/en
https://www.comexperu.org.pe/articulos?page=1&categorias=7

- 90개 항구 중 해안가 항구는 56개, 담수 내륙 항구는 34개
(Puno 호수 3개 포함)로 구분되며, 소유 성격으로 구분하면
공공 50개(양허 17개 포함), 민간 40개 소유
- 페루 물동량의 98%를 처리하는 5개 항만은 양허사업으로 운영

지역

<페루 주요 항만 양허사업자>

항만명
Callao Sur
Callao Callao Norte
Callo Embarque
Piura Paita
Arequipa Matarani

양허사업자
DP World SRL
Transportadora Callao SA
APM Terminals Callao SA
Euroandinos Paita SA
Terminal Intl. Del Sur SA

자료 : https://portal.mtc.gob.pe/estadisticas/transport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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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항만 현황>

자료 : https://portal.mtc.gob.pe/estadisticas/transport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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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항
- 2018년 기준 페루에는 128개의 공항, 비행장, 헬기장이 있으며,
공공에서 운영하는 비행장 48개, 민간 61개, 양허사업자 19개
가 있음. 이중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공항은 Callao(Lima),
Cusco, Arequipa, Piura에 위치한 4개의 국제공항을 포함한 총
30개의 공항임

공항명

위치(주)
운영자
국내 및 국제여객 서비스 제공 공항
LiPartners
ma Airport
Jorge Chávez
Lima
S.R.L.
Cusco - Tnte. FAP
AlAstete
ejandro Velasco Cusco
Corpac S.A.
Aeropuertos
Arequipa - Alfredo Arequipa
Andi
Rodríguez Ballon
S.A. nos del Perú
Chi
claJosé
yo - Abel
Cap.ardo Lambayeque Aeropuertos del
FAP
Perú S.A.
Quiñones Gonzales
국내여객 서비스 제공 공항
Iqui
tossco- Crnl
. FAP Loreto
Aeropuertos
del
Franci
Secada
Perú
S.A.
Vignetta
PiGuiural ermo
- Cap.
FAP Piura
Aeropuertos
del
Concha
Perú
S.A.
Iberico
Tarapoto
-rmo
Cadete
Aeropuertos
del
FAP
Gui
l
e
del
San
Martín
Perú
S.A.
Castil o Paredes
Pucal
lpa -d Cap.
FAP
Davi
Aeropuertos
del
Ucayali
Armando
Abensur
Perú
S.A.
Rengifo
Truj
iol os -Marti
Cap.nez de La Libertad Aeropuertos del
Carl
Perú S.A.
Pinil os
Tacna
-CirCrnl
. Santa
FAP Tacna
Aeropuertos
Carl
o
s
i
a
ni
Andi
Rosa
S.A. nos del Perú
- 17 -

여객수(명)
25,402,742
3,906,169
1,990,820
678,698
1,167,702
1,131,485
905,294
712,014
648,497
478,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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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명
위치(주)
Caj
a.marca
- May. Cajamarca
Gral
FAP
Armando
Revoredo Iglesias

Jul
iaca Capac
- Inca
Puno
Manco
Puerto
donado
Padre AlMaldami
z - Madre de Dios
Talara - Cap. FAP Piura
Victor Montes

운영자
Aeropuertos
Perú S.A. del

Aeropuertos
Andi
S.A. nos del Perú
Aeropuertos
Andi
S.A. nos del Perú

여객수(명)
462,001
461,177
336,763

Aeropuertos del
Perú S.A.

318,985

Corpac S.A.
Aeropuertos
Andi
S.A. nos del Perú
Aeropuertos
Perú S.A. del

283,672

Jauj
Junín
Carlaé Francisco
PiRenán
sco Capi
ElíastánOlFAP
ivera Ica
Huánuco
- Alf. FAP Huánuco
Davi
d
Fi
g
ueroa
Fernandini
Ilo
Moquegua

Corpac S.A.

228,423

Aeropuertos
Perú S.A. del

194,999

Corpac S.A.

48,116

Corpac S.A.

32,622

Tingo María

Corpac S.A.

24,368

Aeropuertos
Perú S.A. del

21,525

Corpac S.A.

17,780

Jaén
Cajamarca
Ayacucho
- Crnl. Ayacucho
FAP
Al
f
redo
Mendivil
Tumbes
- Cap.
FAP
Pedro
Rodríguez Canga Tumbes

Huánuco

Chachapoyas
Amazonas
Yuri
mésaguas
Moi
s
Benzaquén
Loreto
Rengifo

- 18 -

280,652
25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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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명
위치(주)
Huascarán
(Anta Huaraz)
Comandante
FAP Ancash
Germán
Ari
a
s
Graziani
RiSimojaons- Juan
San Martín
Vela

운영자
Aeropuertos
Perú S.A. del

여객수(명)

Corpac S.A.

143

Andahuaylas

Apurímac

Corpac S.A.

86

Rodríguez de
Mendoza

Amazonas

Corpac S.A.

14

Juanjui
Chi
mbote
- A.Tnte.de
FAP
Jai
m
e
Montreuil Morales

San Martín

Corpac S.A.

0

Ancash

Corpac S.A.

0

1,037

자료 : https://portal.mtc.gob.pe/estadisticas/transportes.html
http://www.corpac.gob.pe/Main.asp?T=5551

- 양허사업자가 운영 중인 공항은 19개
· 이용객이 가장 많은 리마(Callao, Lima Jorge Chaves)
국제공항은 LAP(Lima Airport Partners SRL)가 운영

※ 리마공항파트너(LAP 컨소시엄) : 2001년 설립되어 까야오(리
마)에 위치한 Jorge Chávez 국제공항을 30년의 양허기간동안
운영 관리하고 있음(2031년 양허기간 종료). LAP 컨소시엄은
독일, 스페인 자본인 Fraport AG社(지분 70.01%), 공공자본인
세계은행의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19.99%), 민간자
본인 AC Capitales SAFI S.A(10%)의 참여로 이루어져 있음

· 아레키파(Arequipa, Alfredo Rodriguez Ballon), 뿌노
(Puno, Juliaca - Inca Manco Capac)등 5개 공항은
Aeropuertos Andinos del Perú S.A.가 운영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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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디노공항컨소시엄(AAP, Aeropuertos Andinos del Perú) :
AAP는 아르헨티나 자본인 Corporación América과 페루기업
인 Andino Investment Holding의 참여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5개의 공항을 양허받아 운영중에 있음. 양허 기간은
25년이며, 2036년에 종료됨. AAP에 참여한 컨소시엄은
Kuntur Wasi라는 이름으로 Cusco Chinchero 신공항사업
(PPP로 진행될 당시)을 수주한 바 있음(현재는 계약취소)
· 삐우라(Cap. Guillermo Concha Iberico), 뜨루히요(Cap.
Carlos

Martinez

de

Pinillos)

등

12개

공항은

Aeropuertos del Perú S.A.가 운영

※ 페루공항컨소시엄(AP,Aeropuertos del Perú) : 2006년에 설립
된 AP는 페루 북부지역 12개 공항을 운영 관리하는 민간
컨소시엄으로서, Swissport Perú와 GBH Investments의 참여
로 이루어져 있음. 양허기간은 25년이며, 2031년에 종료됨.
현재 12개 공항에 대한 리노베이션과 확장사업이 추진중
(예산 10억불)에 있으며, 1단계로는 Chiclayo, Piura, Trujillo
e Iquitos공항, 2단계로는 Tarapoto y Pucallpa공항을 대상으
로함

- 페루 공항공항공사(CORPAC)가 관리하는 전체 공항 수는
소형비행장을 포함하여 약 29개이며, 그 중 이용객이 가
장 많은 공항은 쿠스코(Cusco Alejandro Velasco Astete)
공항임(Chinchero 신공항 건설 예정)

※ 법령 99호에 의해 1943년에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현재
Cusco, Ica 등 11개의 공항을 비롯한 소형 비행장을 관리.
Corpac은 페루 전체 공항에 대한 항공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으
로서, 자동탐지시스템(Sistema de Vigilancia Dependiente
Automatica)과 페루 전역에 8개의 레이더 시설을 이용해서
95%의 항공교통을 제어하고 있음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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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체로 신공항 건설사업(Aeropuerto Internacional de Chinchero
Cusco, 6억불)
- ‘19.10.24 : 페루 교통통신부(MTC)-KOTRA-한국공항공사(KAC)
3자 PMO 계약체결
- ‘19.11. 1 : 도화ENG+한미글로벌+건원ENG+KAC PMO 착수
- ‘20. 2.17 : Pkg.1(토공사) 시공/감리 PQ 공고
- ‘20. 5. 4 : Pkg.2(본공사) 시공 PQ 공고 예정
- ‘20. 6. 1 : Pkg.2(본공사) 감리 PQ 공고 예정
- 페루는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항공 이용률도 연평균 8.9%(2015년~2019년)씩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2000년 리마국제공항
건설사업, 2006년 북부 12개 공항 현대화 패키지사업을
BOT

방식으로

발주한

바

있으며,

특히

Fraport

AG

Frankfurt Airport Services(독일)-Cosapi S.A(페루)-Bechtel
Enterprises Services, Ltd(미국) 컨소시엄이 수주한 호르헤
차베스 국제공항 프로젝트는 성공적인 민자사업으로 평가
- 공항운영・관리기관 지정 연혁
· 첫번째 공항 그룹 양허(2006.12.11. 12개의 공항에 대한
양허입찰이 진행되어 AP 컨소시엄이 선정)

공항명
Capitán FAP José A. Quiñones 국제공항
FAP Germán Arias Graziani 공항
Chachapoyas 공항
Mayor General FAP Armando Revoredo Iglesias 공항
Capitán FAP Renán Elías Olivera 공항
Capitán FAP Carlos Martínez de Pinillos 국제공항
Coronel FAP Francisco Secada Vignetta 국제공항
Capitán FAP Guillermo Concha Iberico 국제공항
Capitán FAP Víctor Montes Arias 국제공항
Cadete FAP Guillermo del Castillo Paredes 공항
Capitán FAP Pedro Canga Rodríguez 공항
Capitán FAP David Abensur Rengifo 국제공항
- 21 -

위치
Lambayeque
Áncash
Amazonas
Cajamarca
Ica
La Libertad
Loreto
Piura
Piura
San Martín
Tumbes
Ucay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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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공항 그룹 양허(6개 공항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
금융조달 등을 위해 두번째 양허기업인 AAP를 선정. 투
자액은 1.57억불로서 양허기간은 25년임)

공항명
위치
Andahuaylas 공항
Apurímac
Rodríguez Ballón 국제공항
Arequipa
Coronel FAP Alfredo Mendivil Duarte 공항
Ayacucho
Inca Manco Cápac 국제공항
Puno
Puerto Maldonado 국제공항
Madre de Dios
Coronel FAP Carlos Ciriani Santa Rosa 국제공항 Tacna
· 세번째 공항 그룹 양허(Corpac이 관리중인 공항중 8개
공항에 대해서 투자청(Proinversion)은 민간자본에 의한
현대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양허입찰을 추진중에 있
음. 투자금액은 약 6억불이며, 2020년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민관투자사업으로 제안서를 받고 있음)

공항명
Jaén 공항
Francisco Carlé 공항
Alf. FAP David Figueroa Fernandini 공항
Tingo María 공항
Ilo 공항
Moisés Benzaquen Rengifo 공항
Teniente FAP Jaime Montreuil Morales 공항
Juan Simons Vela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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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Cajamarca
Junín
Huánuco
Huánuco
Moquegua
Loreto
Áncash
San Martí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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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공항 현황>

자료 : https://portal.mtc.gob.pe/estadisticas/transport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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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철도
- 철도 시스템은 노후화되어 보수가 필요한 상황
- 가장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남부, 중부, 동남부
철도망이 지난 2000년 8개 업체로 구성된 Ferrocarriles
del Peru 컨소시엄에 낙찰
- Ferrocarriles del Peru는 30년간 양허권을 갖게 되며 정부에
연간 수익의 33.4%를 지불
- 까야오(Callao)-라 오로야(La Oroya)-우안카요(Huancayo)를 연결
하는 총연장 590km의 중앙철도는 안데스 지역의 광물 운반에
주로 이용됨
- 안데스 고지대-푸노(Puno)의 훌리아카(Juliaca, 티티카카 호수
와 쿠스코로 연결되는 지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900km의 남부
철도는 석유제품 등 화물 운송뿐만 아니라 관광지를 연결
- 쿠스코(Cuzco)-마추피추(Machu Picchu)를 연결하는 총연장
120km 남동부 철도는 주로 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운송 담당
- 우안카요(Huancayo) - 우안카벨리카(Huancavelica)를 연결하는
총연장 129km 철도는 관광객 및 화물 운송을 담당하며,
투자청(ProInversion)에서는 PPP형태로 노선 개선사업을 추
진 중(2.3억불, 역사 7개 및 차량 구매 포함, 30년 양허,
Availability Payment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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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철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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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극심한 리마시내 교통정체 문제 해소를 위해 리마메트
로 6개 노선(1호선 완공, 2호선 건설 중) 건설사업을 추진 중

노선
L1
L2
L3
L4
L5
L6

<노선별 사업 구간>

노선별 사업 구간
Villa El Salvador - San Juan de Lurigancho
Municipalidad de Ate - Callao
Benavides(Miraflores) - Universitaria(Comas)
Jorge Chávez(Callao) - La Molina
Chorrillos - Miraflores
Surco - Independencia

- 리마 메트로 1호선(2011년7월~현재 운영중)
․ 사 업 자 : Grana y Motero(페루) + Ferrovias(아르헨)
․ 운영기간 : 30년(3년 공기 별도)
․ 운행거리 : 32.9㎞(지상), 역사 26개
․ 운영구간 : Villa El Salvador - Av. San Juan de Lurigancho
․ 사 업 비 : 11억불(정부재원)
․ 건 설 사 : Odebrecht(브) + Grana y Montero(페)
- 리마 메트로 2호선(2014년12월~건설중)
․ 사 업 자 : Nuevo Metro de Lima(ACS + FCC(이상 스페인) +
Salinia

Impregilo(Webuild) + Ansaldo Breda

+ Ansaldo STS(이상 이태리) + Cosapi(페루))
․ 운영기간 : 35년(2014.12.29 착공식 개최)
․ 운행거리 : 35㎞ 지하터널(35개 역사)
․ 운영구간 : Ate - Cercado del Callao
․ 사 업 비 : 56.58억불
․ 추진방식 : PPP(Co-financing) 양허사업
․ 건 설 사 : ACS + FCC + Salinia Impregilo + Cos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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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업 수주활동
․ 시공실적(TBM) 부족으로 지분참여를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 입
찰참여를 모색했으나 우리기업의 어려운 투자여건 등으로 불참
․ 운영사로서 ICA(멕) + OHL(스) + Acciona(스) 등과 컨소시엄을 구
성, 사업참여를 검토했으나 지분참여 문제로 불참
․ 통신과 차량분야에 참여를 모색했으나 실패
* 리마 메트로 2호선 시공감리용역 참여
․ 도화엔지니어링+부산교통공사는 Cesel(페), FSDI Xian(중) 등과 컨소
시엄을 구성, 1.1억불 규모의 리마전철 2호선 시공감리용역을
수주/수행중
- 리마 메트로 3호선(입찰추진)
․ 운영기간 : 35년(5년 공기)
․ 운행거리 : 24㎞
․ 운영구간 : Benavides(Miraflores) - Universitaria(Comas)
․ 사 업 비 : 약 39억불
․ 추진방식 : 재정 또는 PPP(Co-financing) 양허사업
․ 입찰시기 : 2020년 2분기
․ 사업자선정 : 2020년 하반기

* 국가인프라계획(PNIC)의 52개 우선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재정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방식 변경 가능. 리
마 북부 저소득 인구 밀집지역인 Comas에서 리마 중심부로 이어지는
총연장 24km 지하구간(역사 18개)으로 1호선과 유사한 남-북 노선이
며 ‘20년에 6월 사업방식(정부 재정 또는 PPP) 결정 후 발주 예정
* 리마 메트로 3호선 사전조사(타당성) 용역(2014.8.29 선정)
․ 용 역 비 : 17.5백만불
․ 컨설턴트 : Ingerop Conseil ET(프) + PWC Corporate Finance S.L(미)
+ PWC S.Civilde R.L.(미) + Bustren S.L(스) + Alpha Consult S.A(칠)
+ Metropolitana Milanese S.P.A(이) 등 6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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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업 수주활동(사전조사)
․ Idom Ingenieria y Consultoria(스) + Idom Ingenieria S.A. De
C.V.(스) + Geoconsult S.A Consultores Generales(페) 등과 컨소
시엄으로 입찰 참가했으나 탈락
- 리마 메트로 4호선(입찰추진)
․ 운영기간 : 35년(5년 공기)
․ 운행거리 : 21.5㎞
․ 운영구간 : Jorge Chávez(Callao) - La Molina
․ 사 업 비 : 약 28억불
․ 추진방식 : 재정 또는 PPP(Co-financing) 양허사업
․ 입찰시기 : 2020년 2분기
․ 사업자선정 : 2020년 하반기

* 리마공항과 연결되는 약 18km(4호선 총연장 26km 중 2호선 PKG 사업자
ASC, FCC, Ansaldo 등이 시공 중인 4호선 일부 구간 8km 제외) 지하노
선(역사 17개)으로 2호선과 유사한 동-서 노선이며 ‘20년에 3월 사업방식
(정부 재정 또는 PPP) 결정 후 발주 예정. 2호선 PKG에 포함된 리마 공
항 구간과 연결되는 노선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이용자 수요가 높은 구
간(Av. Javier Prado)임에 따라 3호선보다 우선 발주될 가능성 있음
* 사전조사 컨설턴트 용역 입찰 마감(2015.2.17)
․ 투자청은 201년 2월 17일 마감된 리마전철 4호선 사전조사 컨설턴트
입찰에서 Euroestudios S.L(스페인), Geocontrol Andina S.A.C(페루),
Geocontrol S.A(스페인), Tec-Cuatro S.A - SucursalPeru(스페인), Consultoria
Kapak S.A.C(페루), Logit Engenharia Consultiva LTDA(브라질), Qursor
S.A.C(페루) 등 7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 이
번 입찰에서는 참가한 7개 컨소시엄이 모두 동일하게 1,645.2만불(VAT
포함)을 제시했으나 기술평가에서 84.4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동 컨소시엄이 종합평가에서 94.42점으로 최종 낙찰자로 선정
- 리마 메트로 5호선, 6호선(경전철) : 3, 4호선에 이어 2025
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속 추진(세부 추진 일정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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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마 메트로 1~6호선 노선도>

자료 : https://portal.mtc.gob.pe/estadisticas/transport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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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로
- 세계경제포럼(WEF)이 2019년 10월 발표한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 2019”에 따르면, 페루의 국가 경쟁력은 평가대상
141개국 중 65위로 2018년보다 2단계 하락하였으며,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칠레(33위), 멕시코(48위), 우루과이(54위),
콜롬비아(57위), 코스타리카(62위)에 이어 6위를 차지
- 세계경제포럼은 인프라 발전 수준을 1~7로 수치화해 나타
냈으며, 1은 매우 낙후, 7은 세계 기준 대비 광범위하고 효
율적인

상태를

의미함.

페루

도로

인프라의

수치는

3.2(110위)이며, 이는 인접국 칠레 5.2(25위)보다 2.0 낮음
- 페루 도로망 시스템은 2015년까지 국도 및 지방도가 통합
된 형태였으며 현재는 국도(Nacional, National, 27,109km),
지방도로(Departamental, State, 27,505km), 지방간 연결도
로(Vecinal, Local, 113,857km) 등의 3가지 종류로 분류돼
있음
- 도로망 총 연장은 2005년∼2012년 사이 78,506㎞에서 140,672
㎞로 약 2배 이상 늘어났으며, 2018년 기준 168,473km임
- 2018년 기준 전체 도로포장 비율이 16.0%에 불과함. 도로
종류별 포장비율은 국도 79%, 지방도 13%, 지방 간 연결도
로 1.6%임
- 페루 정부는 국도 도로포장 비율을 2018년 79%(21,434km)에
서 2021년 91%(24,670km)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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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도로포장 추이>

도로
연도 총연장
2005 78,506
2006 79,506
2007 80,325
2008 81,787
2009 84,026
2010 84,245
2011 129,162
2012 140,672
2013 156,792
2014 165,467
2015 165,372
2016 165,905
2017 166,765
2018 168,473

포장
비율
13.7%
13.8%
17.0%
16.7%
16.6%
18.2%
13.3%
13.3%
13.0%
13.2%
14.4%
15.2%
15.6%
16.0%

합계
10,779
10,959
13,640
13,638
13,932
15,313
17,214
18,699
20,357
21,766
23,769
25,293
25,966
26,916

(단위 : km)

포장도로
국도 지방도로 연결도로
8,731 1,106
942
8,911 1,106
942
11,178 1,507
955
11,370 1,478
790
11,500 1,622
810
12,445 1,988
880
13,640 2,090 1,484
14,748 2,340 1,611
15,906 2,518 1,933
17,411 2,430 1,925
18,420 3,459 1,890
19,682 3,696 1,915
20,368 3,714 1,884
21,434 3,623 1,859

자료 : https://portal.mtc.gob.pe/estadisticas/transportes.html
(Red Vial Existente del Sistema Nacional de Carreteras,
según Superficie de Rodadura: 199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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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도로 현황>

자료 : https://portal.mtc.gob.pe/estadisticas/transport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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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통신부 및 산하기관(도로청, 지방도로청)에서 발주되
는 사업은 5천만불 미만의 도로 재건 및 포장사업이 대부
분이며, 대형 사업의 경우 PPP형태로 발주됨
- 페루 도로청 시행 설계, 시공, 감리, 관리, 보수 등 모든
프로젝트는 도로청 웹사이트(www.proviasnac.gob.pe)에서
확인 가능
- 투자청은 2022년까지 약 90억불 규모 52건 사업에 대한
사업자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그 중 도로 사업은 2건임
<투자청 도로 프로젝트>

사업규모 양허기간 계약목표
사업명
(백만불)
Longitudinal de la sierra tramo 4 464
25년 2020Q3
Anillo vial periferico
2,049 30년 2020H2
Autopista del Sur : Ica-Dv.Quilca 472
30년 2021H1
ㅇ 상하수도
- 상하수 분야는 리마 수도권을 담당하는 리마상하수도공사
(Sedapal)을 비롯해 지방에 49개의 상하수 공기업(EPS,
Empresas Prestadoras de Servicios de Saneamiento)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기관인 SUNASS의 관리를 받음
-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 94.9%, 농촌은 75.3%가 상수를 공급
받고 있으나, 46.5%만이 하수처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 하수처리시설이 매우 열악함. 또한, 상수 잔여 염소
성분이 높아 약 50.4%만이 안전한 물을 공급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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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하수처리시설 보급 확대(지방의 경우 하수처리시설
이 존재하지 않는 마을이 대부분임)를 위해 EPS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신규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건설을 적극 추
진 중
- 페루의 총 인구는 약 3,200만명이며 이 중 76%는 수도권에,
24%는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함. 지리적으로는 정글, 산악,
해안 3개 지역으로 구분되며 국토의 63%가 정글 지대, 27%
가 안데스 산악 지대, 10%가 해안 지대임
-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은 태평양, 대서양, 볼리비아와의
국경에 위치한 티티카카 호수이며 안데스산맥 지역은 티
티카카 호수로부터, 해안가는 태평양으로부터, 정글 지역은
아마존 강이 흐르는 대서양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음. 페루
담수의 97%는 아마존 지역으로 흘러가며, 담수의 1.7%만
이 인구의 60% 이상이 거주하는 수도 리마와 그 밖의 해
안 지역으로 흘러들어옴
- 페루는 현재 지리적인 영향으로 물 공급 부족과 더불어
상하수도 인프라 서비스 부족으로 질적·양적 물 부족 현
상을 겪고 있음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수공급 및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사업 발주가 계속될 전망임
- 페루 정부는 2006~2015년 프로젝트물은 생명이다(Agua es
Vida)를 통해 도시 지역의 상수 89%, 하수 84%, 시골 지역
의 상수 70%, 하수 60% 공급 달성을 목표로 한 바 있음

- 34 -

페루 건설시장 진출 가이드북 2020-2021

ㅇ 에너지
- 페루의 발전설비용량은 2018년 기준 15,145MW이며, 화력
9,087MW(60%), 수력 5,301MW(35%), 태양광 454MW(3%),
풍력 303MW(2%) 등 임
․ 페루의 수력발전은 70년대 독일과의 기술협력으로 시작
되었으며, 주요 수자원의 86%는 안데스 산맥의 아틀란
틱 협곡(유역)에서 발생하는 물을 이용하고 있으며, 나
머지는 태평양 협곡 14%, 띠띠까까 호수 유역 1% 등이
며, 발전 잠재력은 60,627MV 수준. 또한, 안데스와 인
접한 계곡을 따라 호수, 냇물, 폭포 등이 형성되어 있
어 소규모 수력발전에도 매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페루의 수력발전 투자 매력도
는 세계 9위 수준(EY,2016)
- 전력은 국가송전망 SEIN(Sistema Electrico Interconectado
Nacional)을 통해 전국에 전력이 공급되며 69kV, 138kV,
220kV, 500kV 등 총 연장 23,031km(2018년) 시설이 확충
되어 있음
․ 500kV 초고압 2,878.7km(9.9%), 220kV(12,902.9km, 44.4%),
138kV(4,855.5km, 16.7%), 69kV 이하(8,394.4km, 28.9%)
- SEIN에 연결된 유효 발전설비용량은 12,581MW이고, 2018년
전력생산량은 50,816GWh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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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SEIN 유효 발전용량/발전량>

구분
수력
가스
디젤
신재생
기타
합계

발전설비용량
MW
%
4,656
37.0
4,197
33.4
2,513
20.0
985
7.8
230
1.8
12,581
100

발전량
GWh
%
28,067
55.2
18,897
37.2
107
0.2
3,674
7.3
71
0.1
50,816
100

자료 : http://www.coes.org.pe/Portal/Publicaciones/Estadisticas/

- SEIN에 의하면 2005년부터 가스화력발전량이 늘어나기 시
작하였고, 2014년~2016년에는 화력발전량이 수력발전량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함
<2000~2018 연료별 발전량 추이>

자료 : http://www.coes.org.pe/Portal/Publicaciones/Estadisticas/

- 페루의 에너지 생산능력이 에너지 소요량보다 높은 에너
지 과공급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음(에너지 생산능
력은 12,581MW이나, 에너지 소요량은 6,861MW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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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수요는 2015년 6,274MW를 기록하면서 2014년 대비
9.4%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는 소폭 상승하며
평균 3.1% 증가율 기록
<전력수요량 추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MW 5,290 5,575 5,737 6,274 6,492 6,595 6,884
증감 +6.6% +5.4% +2.9% +9.4% 3.5% 1.6% 4.4%

자료 : http://www.coes.org.pe/Portal/Publicaciones/Estadisticas/

- 전력시장 유관기관
․ 에너지광업부(MEM, Ministerio de Energia y Minas) : 에
너지, 광업 관련, 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 사업승인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장관 1명과 에너지(전력)담당 차관, 광업
담당 차관을 두고 있음. 국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업무를
총괄하며 중장기 계획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공매입찰
규모를 결정(매 2년마다 8월 격년제로 신재생에너지 프
로젝트 추진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차기 입찰 프로젝트
규모 등을 결정)
․ 에너지광물투자감독청(OSINEGMIN, Organismo Superviosr de
la Inversion en Energia y Mineria) : 에너지(전력, 석유
&가스) 및 광업 관련, 투자, 법규, 기술규정, 요금 등을
감독하는 기관. 신재생에너지 공매입찰 실시와 프로젝
트 관리 등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관련 실무사항
및 기술규정, 요금체계 등을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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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력시스템운영위원회(COES, Comite de Operacion
Economica del Sistema Interconectado Nacional) : 1993
년 설립된 국가송전망 감독기관으로 발전업체, 송배전업
체, 고객 등을 연계하며 국가전력망(SEIN)을 관리, 감독
공정거래·지적재산보호국(INDECOPI, Instituto Nacional de

․

Defensa de la Competencia y de la Proteccion de la
Propiedad Intelectual) : 우리나라의 특허청, 소비자원, 기술
표준원 등과 유사한 기관으로 발전 및 송배전 시장을 분석
․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CONCYTEC, Consejo Nacional
de Ciencia, Tecnologia e Innovacion Tecnologica) : 신
재생에너지 메커니즘 구축 및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실
천계획 작성
- 1992년 전력산업 민영화 이후 외국기업의 투자 및 진출이
활발해졌으며 2018년 기준 SEIN에 연결된 기업 수는 54개
임.

이중

Engie

2,482MW,

Kallpa

1,614MW,

Enel

G

1,400MW, Electroperu 915MW, Samay 708MW가 주도함
- 정부는 경제성장과 함께 인구증가, 도시화 가속화 등으로
향후 매년 5~6% 전력수요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추가의
발전설비 확충과 송전망 확충 계획을 추진 중이며, 신재
생에너지(특히 태양광) 확충에 노력 중
※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현황
- 페루는 에너지광업부(MEM) 및 에너지광물투자감독청
(OSINERGMIN)

2개 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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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운영,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계획 수립 및 입찰
등의 업무를 나누어 담당
- 페루 정부는 2010년 “페루 장기에너지정책(2010년∼
2040년)”을 수립하고 2040년까지 에너지 공급원을 수
력 40%, 가스 40%, 신재생에너지 20%로 대체한다는 목
표로 전력 효율성 증대, 에너지 믹스 다양화, 탄소배출
량 감축, 신재생에너지 개발 장려, 수력발전소 건설 우
선 등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2014년에는 기후변화 UN회의(COP20)에서 “2014-2025
년 국가에너지 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수력에너
지 발전비율을 2배로 높이고, 2018년까지 비전통 신재
생에너지 비율을 5%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
- 페루정부는 공매(subasta) 입찰제도를 이용해 전기 생산
자에게 전기 판매․우선권을 부여하고 계약 기간 동안
수익을 보장
- 매 2년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 및 수급상황 등
을 고려하여 공매(subasta)입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4차례의 공매 입찰을 실시한 바 있음
- 차수별 입찰규모 : 1차 435MW, 2차 210MW, 3차
211MW, 4차 430MW
- 2016년 이후 에너지시장의 과공급 현상이 지속됨에 따
라 현재는 공매입찰 실시가 중단된 상태이며, 태양광
등 개별발전 촉진 및 신재생에너지 장려를 위한 새로운
지원제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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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만 규정하는 별도 법률은 없으며, 전력양허
법(Ley

25844)

및

훈령(Decreto

Supremo

No.

009-93-EMd 등), 농촌전력화일반법(Ley 28749) 및 훈령
(Decreto Supremo No.025-2007-EM 등), 전력효율이용촉
진법(Ley 27345), 국가계약법(Ley 30225) 등에서 관련 사
항을 규정 (신재생에너지 관련 세부 법령 현황 별첨).
다만, 2008년 지구온난화 및 에너지 공급 다변화, 농촌
지역의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
지원을 이용한 전력생산 투자를 장려하는 투자촉진법령
(El Decreto Legislativo 1002)을 공포함
- 풍력
· 페루는 남북 2,400km(해안선 3,000km)가 태평양에 접
하고, 서부해안에 사막평야 지대가 펼쳐져 있어 풍력
(평균

풍속

8m/초)자원이

풍부하며,

평균

고도

4,000m로 국토를 종단하는 안데스산맥도 고원평야를
이루고 있어 풍력발전에 유리
· 에너지광업부 보고서(Atlas Eolico del Peru)에 따르
면, 페루의 풍력발전 잠재력은 77,000MW에 이르며,
이중 22,000MW가 개발가능한 것으로 추정
· 주요 풍력발전소 : 마르코나 발전소(이카, 32MW 규
모), 탈랄라 발전소(피우라, 31MW), 쿠피스니퀘 발전
소(라 리베르닫, 83MW), 트레스 에르마나스 발전소
(라 리베르닫, 97MW)
- 태양광
· 페루 고산지대 지표면에서의 일일 평균 태양 조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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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5KWh/㎡, 밀림과 해안 지대에서는 4∼5KWh/㎡로
태양열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음
· 태양에너지는 경매를 통한 계통 연계용 및 국경지대,
벽지, 농촌지역에서 전기 보급을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을 위한 독립형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음
· 주요 태양열발전소 : 마헤스 21T 발전소(아레키파,
20MW 규모), 판아메리카나발전소(모케구아, 20MW), 모
케구아 FV 발전소(모케구아, 16MW), 레파르티시온 20T
발전소(아레키파, 20MW), 타크나 발전소(타크나, 20MW)
- 바이오매스
· 삼림, 축산, 농업 폐기물을 직접 활용하거나, 에탄올,
바이오 가스 등의 변형물을 활용한 바이오메스는 전
통적인 탄화수소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 활용을 확대하고 있음
· OSINERGMIN에 보고서(2017)에 따르면, 현재 생산단
가 감소효과는 적은 편이나, 기술개발로 점차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며, 발전 잠재력은 약
450MW이며, 이중 27MW가 활용되고 있음
· 향후 177MW 규모의 바이오매스 발전소와 51MW 규모
의 바이오가스 발전소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주요 바이오메스 발전소 : 우아이콜로로 발전소(리마,
3.4MW 규모), 라 그린가 V발전소(리마, 3.2MW), 파라몬가
발전소(리마, 23MW), 마플레 에탄올 발전소(피우라, 37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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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열
· 페루에는 태평양 불의 고리에 자리잡고 있어 지열
발전 잠재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투자 매력도는 세계 11위 수준임(EY, 2016)
· 지열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6개 지역을 꼽고 있
으며, 이중 남부 화산지대가 전체 발전 잠재력
3,000MW 중 57%인 1597MW의 에너지 생산이 가능
한 것으로 확인됨
· 지열발전 가능성 높은 6개 지역 : ① 카하마르카, 라
리베르닫 지역 ② 카예혼 데 우아일라스 ③ 츄림 ④
중부지역 ⑤ 남부 화산지대 ⑥ 푸노-쿠스코
- 신재생에너지 공매입찰 절차
① 사전 공고(Aviso Previo) : 에너지광업부
· 투자촉진법령(El Decreto Legislativo 1002)에 근거하
여 입찰예정일, 공매규모 및 참가요건 등을 관보를
통해 사전 공고하고 에너지광물투자감독청에 등록할
수 있도록 사전 공지
② 입찰 공고(Aviso de Convocatoria) : 에너지광물투자감독청
· 국내외 언론 매체를 통해 입찰 참가요건과 입찰 일
정 등 공고
③ 자격요건 공지(Publición de Bases) : 에너지광물투자감독청
· 에너지원별 기술요건, 제품스펙 등이 포함된 참가요건
개요를 공지하고 입찰 참가기업으로부터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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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등록(Registro de Participantes) : 에너지광물투자감독청
· 참가희망 기업이 접수기간 내에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
⑤ 최종 입찰 참가요건 공지(Publición de Bases) : 에너지광업부
· 입찰 참가기업 등에서 제안한 기술요건, 제품스펙 등
이 반영된 최종 입찰 요건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⑥ 서류 제출(Presentación de Sobres) : 에너지광물투자감독청
· 입찰 제안 가격이 포함된 서류를 공증받아 지정된
접수처에 제출
⑦ 사업자 선정(Acto de Buena Pro) : 에너지광물투자감독청
· 위원회를 구성, 신재생에너지 원별로 낙찰 예정가에
가장 일치하는 가격을 제시한 기업을 낙찰자를 선정
하고 이의접수 및 계약절차 진행
⑧ 입찰 종료(Cierre de la Subasta) : 에너지광물투자감독청
· 낙찰자 선정결과 최종 발표
- 신재생에너지 전망
· 페루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전력의 안정적 공
급과 인근국가로의 전력수출은 물론 기후변화에 대
비한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태양열, 풍
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에너지 보급을 지속
적으로 확대해 나가길 희망함
· 에너지 공급 체계의 다양화를 통해 전통 에너지원인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율을 낮추고 또한 환경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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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기술력도 축적하고자 그간 4차례에 걸친 신재생
에너지 공매입찰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음
· 최근 전력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과공급상황에서
2017년 이후부터 공매입찰이 중단된 상태이며, 태양
광 등 소규모 개별발전(Generacion Distribuida)에 대
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음
·

페루는 전체적으로는 전력과공급 상태에 있기는 하
지만 송배전 시스템의 낙후로 산악 등 지방지역의
전력공급이 원활하기 않음에 따라, 지역내 송배전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또한, 현재의 경제성장 상황을 감안하면, 2023-2024
년에는 전력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며, 페루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관련 법규정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진행중임
· 특히, 그간 4차례 이루어진 공매입찰과 같이 여러차
례에 걸친 소규모 입찰 보다는 대규모 입찰을 통해
보다 경쟁력있는 전력공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움
직임도 보이고 있음
※ 관련 법령은 부록 참고
ㅇ 도시개발
- 현재, 페루 인구의 78%(2018년, World Bank Rural Population)
가 수도권 및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슬럼 비율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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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슬럼
농촌

<페루 인접국 슬럼지역 거주 비율>

페루 콜롬비아 칠레
34%
14%
9%
22%
19%
12%

자료 :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

멕시코 브라질
11%
22%
20%
13%

- 페루 정부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집행하기 위해 2006년 도시개발 국가계획전국민의
국토, 2006-2011(Territorio para Todos, 2006-2011)을 수립
하고 진행했으나 정부의 국토개발계획 부재로 인해 난개
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급속하고 무계획적인
도시화로 이어지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도시거주지역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신도시 건설정책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교외와
농촌 부지 등에서 공공 및 민간 토지를 무단 점거하는 행
위가 사회적으로 용인하게 되어 소외계층의 집단거주지가
양산되고 있음
- 또한, 이러한 집단 거주 지역에서는 상수도는 물론 하수처리
시설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거주지역의 기본 제반 시설과
서비스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주택은 열악하거나 조잡
한 무허가 건축물임
- 페루는 스마트 시티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스마트
시티 기본계획, 기준, 규정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 스마
트시티 담당 부처가 없으며(통신 : MTC, 주거/수도 : MVCS), 신
도시 개발과 같은 대규모 사업보다는 기존 도시에 스마트 방범
(CCTV), 대중교통 알림, 신호체계 등과 같은 IT기반의 스마트시
티를 입히는데 집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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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건설관련 정부 기관 등 주요 발주처 현황
ㅇ 교통통신부(MTC, Ministerio de Transportes y Comunicaciones)
- 주요업무 : 교통, 통신 정책 수립, 프로젝트 개발, 기획,
추진 및 홍보, 규제 및 관리 감독 총괄
- 주소 : Jirón Zorritos 1203, Lima
- 전화 : (51-1)615-7800/7900
- 이메일 : atencionalciudadano@mtc.gob.pe
- 홈페이지 : https://portal.mtc.gob.pe/nosotros/index.html
https://www.gob.pe/mtc
ㅇ 주택건설수도부(MVCS, Ministerio de Vivienda, Construcción
y Saneamiento)
- 주요업무 : 국가 주택, 건설, 보건 정책 수립 및 관련 사업에
대한 효율성, 이행여부 확인 감독
- 주소 : : Av. República de Panamá 3650, San Isidro, Lima
- 전화 : (51-1)211-7930
- 이메일 : webmaster@vivienda.gob.pe
- 홈페이지 : http://www.vivienda.gob.pe/
https://www.gob.pe/vivienda
ㅇ 경제재정부(MEF, Ministerio de Economia y Finanza)
- 주요업무 :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경제, 금융 정책 수립,
각종 경제 정책에 대한 효율성 및 투명성 평가, 실행
- 주소 : Jirón Junín 319, Lima, Peru
- 전화 : (51-1)311-5930
- 홈페이지 : https://www.mef.gob.pe
https://www.gob.pe/m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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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에너지광업부(MINEM, 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
- 주요업무 : 에너지, 광업 프로젝트 개발, 추진 및 국가 에
너지, 광업 관련 규제 및 관리, 검토 승인
- 주소 : Av. Las Artes Sur 260, San Borja, Lima
- 전화 : (51-1)411-1100
- 이메일 : webmaster@minem.gob.pe
- 홈페이지 : http://www.minem.gob.pe/
https://www.gob.pe/minem
ㅇ 환경부(MINAM, Ministerio de Ambiente)
- 주요업무 : 환경 상태 보존, 보호, 복원 및 생태계와 천연
자원 보호
- 주소 : Av. Javier Prado Oeste 1440, San Isidro, Lima
- 전화 : (51-1)611-6000
- 이메일 : atencion-ciudadania@minam.gob.pe
- 홈페이지 : http://www.minam.gob.pe/convocatorias
https://www.gob.pe/minam
ㅇ 투자청(ProInversion)
- 주요업무 : 주요 민간 자본 인프라 프로젝트(PPP포함)의
입찰 총괄 진행 및 외국 자본 투자 유치를 위
한 홍보 및 대외 활동
- 주소 : Av. Enrique Canaval Moreyra No. 150, Piso 9 San
Isidro, Lima
- 전화 : (51-1)200-1200
- 이메일 : contact@proinversion.gob.pe
- 홈페이지 : https://www.proinversion.gob.pe
https://www.proyectosapp.pe/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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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달청(OSCE, Organismo Supervisor de las Contrataciones del Estado)
- 주요업무 : 경제재정부 산하기관, 국가에서 체결한 공공
프로젝트 계약의 이행여부 관리 감독
- 주소 : Av. Gregorio Escobedo cdra. 7 s/n Jesús María, Lima
- 전화 : (51-1)614-3636 / (51-1)613-5555
- 홈페이지 : http://portal.osce.gob.pe/osce/
https://www.gob.pe/osce
https://portal.osce.gob.pe/osce/view-interes
https://www2.seace.gob.pe/
https://prodapp2.seace.gob.pe/seacebus-uiwd
-pub/buscadorPublico/buscadorPublico.xhtml
ㅇ 리마-까야오 도시교통청(ATU(아뚜), Autoridad de Transporte
Urbano para Lima y Callao)
- 주요업무 : 버스, 메트로, 택시 등 대중교통 총괄 계획, 개
발, 관리 등(2019.10.16. 설립. AATE와 통합)
- 주소 : Avenida Domingo Orué 165, Surquillo, Lima
- 전화 : (51-1) 224-2444
- 이메일 : contacto@atu.gob.pe
- 홈페이지 : www.atu.gob.pe
ㅇ 교통인프라투자감독청(OSITRAN, Organismo Supervisor de la
Inversión en Infraestructura de Transporte)
- 주요업무 : 총리실 산하기관, 대중교통 인프라 관리 감독
- 주소 : Calle Los Negocios 182 Piso 2, Surquillo, Lima
- 전화 : (51-1)500-9330
- 이메일 : info@ositran.gob.pe
- 홈페이지 : https://www.ositran.gob.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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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항만청(APN, Autoridad Portuaria Nacional)
- 주요업무 : 교통통신부 산하기관, 국가 항만 경쟁력 및 지
속성을 위한 항만 시스템 운영과 항만 개발
기획, 추진 및 홍보 활동
- 주소 : Av. Santa Rosa 135, La Perla, Callao
- 전화 : (51-1)630-9600
- 홈페이지 : https://www.apn.gob.pe/site/
ㅇ 도로청(Provias Nacional)
- 주요업무 : 교통통신부 산하기관, 도로의 관리, 운영 및
관련 인프라 사업 준비 및 추진. 고속도로와
교량의 유지, 관리, 안전 관련 활동, 재무관리
- 주소 : Jr. Zorritos 1203, Cercado de Lima, Lima
- 전화 : (51-1)615-7800
- 홈페이지 : https://www.pvn.gob.pe/
https://www.gob.pe/proyecto-especial-de-inf
raestructura-de-transporte-nacional
ㅇ 지방도로청(Provias Descentralizado)
- 주요업무 : 교통통신부 산하기관, 지방과 농촌 지역의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활동 준비, 관리, 경영책임
- 주소 : Jr. Camaná N678(P5, 7, 12), Cercado de Lima, Lima
- 전화 : (51-1)514-5300
- 이메일 : informes@proviasdes.gob.pe
- 홈페이지 : http://www.pvd.gob.pe/
https://www.gob.pe/p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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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자원청(ANA, Autoridad Nacional del Agua)
- 주요업무 : 농업관개부 산하기관,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
로 책임져야 할 수자원의 보존, 보호, 관리
및 지속성 있는 사업 개발
- 주소 : Calle Diecisiete 355, Urb. El Palomar, San Isidro, Lima
- 전화 : (51-1)224-3298
- 이메일 : transparencia@ana.gob.pe
- 홈페이지 : https://www.ana.gob.pe/
https://www.gob.pe/ana
ㅇ 통신부문민간투자감독청(OSIPTEL, Organismo Supervisor de
Inversión Privada en Telecomunicaciones)
- 주요업무 : 총리실 산하기관, 대중 통신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 감독 및 시장 분산에 대한 책임
- 주소 : Calle De La Prosa 136, San Borja, Lima
- 전화 : (51-1)225-1313
- 이메일 : sid@osiptel.gob.pe
- 홈페이지 : http://www.osiptel.gob.pe/
https://www.gob.pe/osiptel
ㅇ 환경감독청(OEFA, Organismo de Evaluación y Fiscalización Ambiental)
- 주요업무 : 환경부 산하기관, 환경 관리, 감독 및 민간 투
자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 파괴 감독 및 보호
- 주소 : Av. Faustino Sánchez Carrión 603, 607 y 615 , Jesús María, Lima
- 전화 : (51-1) 204-9900
- 이메일 : consultas@oefa.gob.pe
- 홈페이지 : http://www.oefa.gob.pe/version-anterior
https://www.gob.pe/o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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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경평가승인청(SENACE, Servicio Nacional de Certificación
Ambiental para las Inversiones Sostenibles)
- 주요업무 : 환경부 산하기관, 공공, 민간, 민관 합작 프로젝트
환경평가서 검토 및 승인
- 주소 : Av. Ernesto Diez Canseco 351, Miraflores, Lima
- 전화 : (51-1)500-0710
- 홈페이지 : https://www.senace.gob.pe/
https://www.gob.pe/senace
ㅇ 위생서비스감독청(SUNASS, Superintendencia Nacional de Servicios
de Saneamiento)
- 주요업무 : 총리실 산하기관, 식수, 하수도 시장 개발에
대한 규제, 감독, 조사
- 주소 : Av. Bernardo Monteagudo 210 - 216, Magdalena
del Mar, Lima
- 전화 : (51-1)614-3200
- 홈페이지 : https://www.sunass.gob.pe/websunass/
https://www.gob.pe/superintendencia-nacional
-de-servicios-de-saneamiento
ㅇ 국가자연보호청(SERNANP, Servicio Nacional de Áreas Naturales
Protegidas por el Estado)
- 주요업무 : 환경부 산하기관. 자연보호구역 보호, 보존,
관리, 보호구역내 생물의 다양성 유지 및 보존에
대한 책임
- 주소 : Calle Diecisiete 355, Urb. El Palomar, San Isidro, Lima
- 전화 : (51-1)717-7500
- 홈페이지 : https://www.sernanp.gob.pe/
https://www.gob.pe/sern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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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간항공총국(DGAC, Dirección General de Aeronáutica Civil)
- 주요업무 : 교통통신부 산하기관, 항공 운송 개발 촉진 및
규제, 관리
- 주소 : Jr. Zorritos 1203, Cercado de Lima, Lima
- 전화 : (51-1)615-7800
- 이메일 : atencionalciudadano@mtc.gob.pe
- 홈페이지 : https://www.gob.pe/8032
ㅇ 위생서비스관리국(OTASS, Organismo tecnico de la administracion
de los servicio de saneamiento)
- 주요업무 : 주택건설위생부 산하기관, 국가 위생서비스 분야
현대화를 추진하는 전문 기술기관
- 주소 : Calle German Schreiber 210 Ofi.101, San Isidro,

Lima

- 전화 : (51-1)500-2090
- 이메일 : otass@otass.gob.pe
- 홈페이지 : http://www.otass.gob.pe/
https://www.gob.pe/organismo-tecnico-de-laadministracion-de-los-servicios-de-saneamie
nto
ㅇ 페루공항공사(CORPAC, Corporación peruana de aeropuertos y
aviación comercial S.A)
- 주요업무 : 교통통신부 산하 공기업, 민간 공항의 운영 및
장비 유지 보수
- 주소 : Av. Elmer Faucett 3400 - Internacional “Jorge
Chávez”, Callao
- 전화 : (51-1)414-1000
- 홈페이지 : http://www.corpac.gob.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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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영기업활동기금(FONAFE, fondo nacional de financiamiento
de la actividad empresarial del estado)
- 주요업무 : 경제재정부 산하 공기업, 정부 지분이 투자된
모든 공기업의 지분 소유 관리 및 주식 소유권의
법, 규정, 예산 등을 승인
- 주소 : Av. Paseo de la República 3121, San Isidro, Lima
- 전화 : (51-1) 440-4222
- 홈페이지 : http://www.fonafe.gob.pe/
https://www.gob.pe/fondo-nacional-de-financia
miento-de-la-actividad-empresarial-del-estado
ㅇ 주택대출기금(FONDO MIVIVIENDA)
- 주요업무 : 주택건설위생부 산하 국영기업, 정부, 부동산,
금융권을 통한 저소득층 상대 주택 매도 대출
담당
- 주소 : Av. Paseo de la República 3121, San Isidro, Lima
- 전화 : (51-1) 211-7373
- 홈페이지 : www.mivivienda.com.pe/PortalWEB/
ㅇ 국토개발투자기금(FIDT, Fondo Invierte para el Desarrollo
Territorial : 2019.1 농촌경제통합기금 FONIE 통폐합)
- 주요업무 : 빈곤률 저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주정부,
지방정부에서 제출한 물, 위생, 전화, 통신, 도
로 부문 프로젝트 사전 투자 조사 및 공공 투
자 프로젝트 자금지원
- 주소 : Jr. Junín 319, Cercado de Lima, Lima
- 전화 : (51-1) 631-8000
- 홈페이지 : https://www.mef.gob.pe/es/fi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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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공공투자시스템(Invierte.pe)
- 주요업무 : 경제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공공 투자
프로젝트의 표준 원칙, 방법, 절차, 기술을 국
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인증하는 시스템
- 주소 : Jr. Lampa 277, Cercado de Lima, Lima
- 전화 : (51-1) 311-5930
- 홈페이지 : https://www.mef.gob.pe/es/acerca-del-invierte-pe
ㅇ 국가도로안전위원회(CNSV, Consejo nacional de seguridad vial)
- 주요업무 : 교통통신부 산하기관, 정부, 민간, 시민단체와
함께 국가 교통안전 환경 개선
- 주소 : Calle Los Halcanes 136, San Isidro, Lima
- 전화 : (51-1)441-1504/422-3824
ㅇ 국가인프라진흥협회(AFIN, Asociación para el Fomento de la
Infraestructura Nacional)
- 주요업무 : 에너지, 교통, 통신, 보건, 위생 부문의 공공인프라
양허사업자를 회원사로 두고 인프라 개발 및 촉진
을 통한 경제 성장기여 및 빈곤 경감. 공공인프라
확충에 있어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
반 마련 및 제안. 부족한 인프라충족과 경쟁력 제
고를 위한 지원활동.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민간투
자 촉진 지원 역할.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국회 차원의 공공인프라 개발 현안사항 제안
- 주소 : Av. Jorge Basadre 310 Ofi 601, San Isidro, Lima
- 전화 : (51-1) 441-1000
- 홈페이지 : http://www.afin.org.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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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금융 환경
ㅇ 현황
- 페루 중앙은행(Banco Central de Reserva del Peru)에 따르
면, 페루 금융산업은 시중은행 15개, 국가금융기관 4개,
지방저축신용은행 27개, 금융회사 25개, 보험회사 20개,
연금관리회사 4개 등 총 96개의 금융기관으로 구성
- 이 중 Banco de Credito(BCP), Banco Continental(BBVA),
Scotiabank Peru, Interbank 등 상위 4개 은행이 전체 금융
시장의 83%를 점유
-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은 1993년 공포된 은행관리법에
의거하여 은행보험연금감독원(SBS, Superintendencia de
Banca, Seguros y AFP)이 관할. 중앙은행에서 공시하는 최
고 금리 내에서 상업은행들이 개별적으로 금리를 결정하
며 SBS는 각 은행의 기업별 여신한도 관리를 통해 은행이
기업에 예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수행
<주요 금융기관명>

은행명
국가금융
기관
보험회사
연금관리
회사

Continental BBVA Perú, Banco de Comercio, Banco de
Credito
(BCP),
Banco Mide Banco,
Pichincha,Banco
BanBifGNB,
, Scotiabank,
Citibank,
Interbank,
Banco
Fal
a
bel
l
a
Peru,
Banco
Santander
Peru,
Banco
Ripl
ey,
Banco Azteca Perú, Banco ICBC,
Banco
Vivienda,de la Nación, COFIDE, Agrobanco, Fondo Mi
AVLA
PERÚ,CRECER
CARDIF,
CHUBB INSUR,
SEGUROS,
COFACE
SEGUROS,
SEGUROS,
INTERSEGURO,
LA
POSITIVA,
LAMAPFRE
POSITIVAPERU
VIDA,VIDA,
LIBERTY
SEGUROS,
MAPFRE
PERU,
OHIO
NATIONAL
VIDA,
PACÍFICO
SEGUROS,
PROTECTA,
QUALITAS,
RIGEL, RÍMAC, SECREX, VIDA CÁMARA
HABITAT, INTEGRA, PRIMA, PROFUTURO

자료 : www.sbs.gob.pe/estadisticas-y-publicaciones/estadisticas-/sistema-financiero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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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기관
- 중앙은행(BCRP, Banco Central de Reserva del Peru)은 통
화량, 금리, 환율 및 외환보유고 조정 등 금융제도 전반에 관
한 업무를 관할하고 있으며 경제정책의 수립과정에도 참
여하여 정부와 함께 여러 가지 경제정책 수립 및 통화정책, 환
율 및 각종 수치, 인플레이션 보고서 등 경제 전반에 대한
경제 지표도 발표
- 은행보험연금감독원(SBS, Superintendencia de Banca, Seguros
y AFP)은 1933년 창설된 기관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권을 갖고 있으며 신용위험, 시장성 위험, 유동성 위험 등을
파악하여 위험 종류에 따라 감독 방식을 구현함. 또한, 법과
연금법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각 금융 기관에 각각의
의무를 부여하며 재정시스템, 보험시스템, 연금기금관리시스
템을 법에 맞게 운영하고 관리함. 이를 위해 일반 금융기업
들이 수행하는 사업 및 법적 행동을 폭넓게 통제
- 기업증권감독위원회(CONASEV)는 분권화된 공공기관으로
경제재정부(MEF)에서 지정한 기관으로, 주요 기능은 상
품시장 및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며 관련 시스템을 구성하는
업체를 적절히 조종하고 주식시장 관련 법규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감독
- 국립은행(Banco de la Nacion)은 정부의 모든 회계처리를
담당하는 은행으로서 세금징수, 정부예산의 지출, 국내외
정부부처의 자금관리, 상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고용신고,
비자 연장 수수료 등 대부분의 국세를 동 국립은행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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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지금융조달
- 단기금융은 다른 중남미 국가와는 달리 페루에 소재하는
국내외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단기금융을 현지에서 조달함.
그 형태로는 어음할인, 당좌대월(1년까지 가능) 약속어음이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금융기관 달러화
예속방지조치에 따라 각 은행이 주로 현지 화폐로 예금을
수취하고 있어 외화표시대출은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실정
- 대출 금리는 각 대출 건별로 은행과 기업 간의 협의에 의
해서 결정됨(2019년 11월 기준 대기업 5.3%, 중견기업
6.7%, 소기업 8.6%). 기준금리는 2020년 2월 기준 2.25%이
며 2017년 4.25%에서 하락 추세
- 최근 중장기금융은 정부 소유기관인 개발금융회사(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 COFIDE)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일반
상업은행은 기업과 COFIDE 간의 중개역할을 담당
․ COFIDE : Latin American Reserve Fund(FLAR) 및 외국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페루 중장기 금융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있는 투자개발은행 성격의 국영은행
- 외국 은행의 페루 법인에 대한 자금 대출은 규제가 없으며
대부분의 신디케이트론에는 외국 은행들이 참여
- 페루의 증권시장은 기업주식감독위원회(The National Supervisory
Commission for Firms and Securities : CONASEV)가 감독을 담당
하고 있으며, 최근 기업 내부자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
편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식거래 수익 세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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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환관리
- 페루 중앙은행이 외환관리의 중심에 있으며 외화의 수급에
의한 자유외환시장 환율 결정을 원칙으로 하나, 환율의 과다
등락방지를 위해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변동환율제(Floating
System)를 운용 중. 1990년 후지모리 정부 출범이래 외환관
리제도가 대폭 자유화되어, 실질적으로 중앙은행이 직접 개
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페루 외환시장은 코카인 거래대금, 외국인 투자자금, 금리변
동에 따른 단기 유입달러, 휴가시즌 등 외환수요 급증시기에
영향을 받고 있으나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침체에도 불구하
고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비교적 건실한 상태를 유지
ㅇ 환율
- 2011년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 지속, 선진국의 양적완화 및
국영기업의 외화채권 발행으로 페루통화(솔, Nuevo Sol) 가치
상승세가 이어져 미달러 대비 환율이 S/.2.5 수준을 기록하는
등 2013년 1월까지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였으나 이후 경제둔
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미화 강세 등 영향으로
반전되면서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2015년 들어 하락세가 심화
되어 현재까지 3.3 수준 유지. 2020년 1분기 코로로 바이러스
확산 영향으로 2.2% 상승(2월1일 3.373 → 2월29일 3.448)
․ 환율추이(1US$=S/ 연평균) : 2.7535(2011) → 2.637(2012)
→

2.701(2013)

→

2.837(2014)

→

3.183(2015)

→

3.373(2016) → 3.259(2017) → 3.285(2018) → 3.335(2019)
※ 자료 : https://estadisticas.bcrp.gob.pe/estadisticas/series/anu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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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관련제도
2.1 건설관련 제도
2.1.1 건설업 면허ㆍ허가제도
ㅇ 민간재원 발주공사의 경우 별도의 건설업 등록은 필요 없으며
페루 정부발주 프로젝트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조달청(OSCE,
Organismo Superior de las Contrataciones del Estado)에서 관
리하는 공급자등록부(RNP, Registro Nacional de Proveedores)
에 등록해야 하는 일종의 건설업 면허와 유사한 성격을 지님.
RNP 등록절차는 거주/비거주 여부로 구분

▪RNP(Registro Nacional de Proveedores) 제도
일종의 벤더 등록으로 정부조달(물품, 서비스, 공사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달청에 등록해야 하며 국세청
에서 발급한 납세번호(RUC

No.)가

있어야 등록할 수 있으

므로 현지에 지사나 법인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외국
기업은 에이전트(개인 또는 법인)를 선정하여 등록
ㅇ 거주자 절차
* 사업자고유번호(RUC) 취득 및 페루 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 STEP 1: 인가된 은행(Scotiabank, BCP, Banco de la
Nacion, BBVA Continental 등)에 등록비 납부
- STEP 2: 등록비 납부 2영업일 후 RNP http://www.rnp.gob.pe/ 접속 →
'Bandeja de Mensajes' 메뉴 클릭 → RUC 및 등록비납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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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 번호 입력 → RNP 비밀번호 취득 RNP 웹사이트 접속 →
Tramites en Linea에서 전자신청서(electronic form) 작성
- STEP 3: 작성 완료 후 'Datos Completos' 클릭한 후 전자신청
서 및 'rotulo de envio(shipping label)' 출력 → 공식절차가이드
TUPA(texto unico de procedimientos administrativos)에서 요구
하는 서류와 함께 OSCE의 Tramite Documentario에 서류 제출
→ Constancia

de

Inscripcion

para ser

participante y

postor(registration certificate to become participant and
bidder)에 접속하면 정보입력 가능
- STEP 4: 서류제출 후 30영업일 내로 평가결과를 통보 →
제출

서류가

승인되면

1영업일

이후

Constancia

de

Inscripcion para ser Participante, Postor y Contratista에 접속
및 정보 입력 가능 → 조달청 등록 완료, 정부발주사업 입
찰참여 및 계약체결 가능
ㅇ 비거주자 절차
* 납세자 고유번호(RUC) 및 등록된 운영사무소 없이 법적 대표자만 존
재할 경우

- STEP 1: 등록희망사업자(공급자)는 법적 대표자 위임장
구비 → 조달청 본사 방문하여 위임장 제출 및 승인획득 후
등록비 납부
- STEP 2: 등록비 납부 2영업일 이후 조달청 본사 재방문 및
RNP 접속하여 고유번호(Non-resident foreign code 및 RNP
password)를 취득 → RNP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Tramites en
Linea'에서 전자신청서(electronic form)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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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이하 상기 거주자 등록절차와 동일
ㅇ 조달청 규정 TUPA(texto unico de procedimientos administrativos, 공
식절차가이드) 구비서류
- 신청서
- 등록비 납부 영수증
- 기술직 직원 학위/경력 증명서 사본
- 기술직 직원이 포함된 급여지급명세(Payroll) 사본
- 급여지급이력이 없는 경우(사업시작 초기단계의 경우) 고용
계약서 사본으로 대체가능
- 등록된 운영사무소가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 대표자는 페
루 등기소(Registros Publicos del Peru)에 등록된

위임

장을 제출(등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위임장은 효력
없음)
- 회사 설립 증명서류(escritura publica de constitucion) 및
최근 자본증식 증명서류
- 최근 5년 시공경험 증명서류
․ 사업계약서
․ 공사규모가 명시된 최종 완공증명서
․ 기타 공사수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음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
․ 부채비율(=자기자본/총부채)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지불(상환)능력(=자기자본/사회자본)
․ 매상 총이익(=영업이익/(자기자본+고정부채))
- 외국에서 발행된 서류는 정부조달규정(Reglamento de la Ley
de Contrataciones del Estado) 255항에 부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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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입찰 제도
ㅇ 정부조달
- WTO 정부조달 협정(GPA) 비회원국인 페루는 신 정부조달
법령(Ley No. 26850, 1998.9.29)을 제정, 조달절차를 개선,
보완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공공조달을 도모
- 정부는 재원이 부족한 가운데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찰자
의 파이낸싱을 요구하는 입찰(Licitaciones con Financiacion)을
선호하며 인프라 프로젝트 입찰시에도 일정 기간 동안(20~30년)
건설, 운영, 유지관리 등에 대한 사업권을 부여하는 양허입찰
(concession)을 추진
ㅇ 공공공사 입찰제도
- 정부 발주공사 입찰참여를 위해서는 조달청(OSCE, Organismo
Supervisor de las Cotrataciones del Estado)에 공급업체로 등록
필요
ㅇ 등록조건
- 국내외 공사실적(실적으로 공사수행 한도액 설정) 증명서
- 해외공사인 경우 원도급 및 하도급 계약서에 대해 영사확인 등
공증절차 필요
- 공사수행 규모는 자본금의 15배 + 평균 공사실적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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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조달절차
ㅇ 입찰정보
- 관보(El Peruano) 및 전국 주요 일간지 신문에 공고되는
입찰광고를 통해 조달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일반적
- 주요 발주기관(주택건설위생부, 교통통신부, 에너지광업부,
수도공사, 미주보건기구, UNOP 등)을 방문하여 향후 입찰
예정공사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으나 조달공고 이
전 특정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는 이유로 정보제공을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
- 외국기업이 참여할만한 규모 있는 인프라 사업의 경우, 대
부분 민간금융이 투입되는 BOT, PPP 양허사업이며 동 프로
젝트 입찰을 담당하고 있는 투자청에서 분야별 사업정보를
게시하고 있어 관련 정보 취득 용이
ㅇ 입찰참가 자격
- 물품 및 서비스 입찰참가 자격
․ 입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품질 및 가격 조건을 충족
시킬 수 있고 납기일을 준수할 수 있는 자연인 및 법인(내
국(인) 및 외국(인) 업체 관계없음)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단, 계약 체결일 전월까지 세금을 미납했거나 주재국 정
부조달에 낙찰되었으나 해당 의무를 불이행한 경력을 갖
고 있는 경우 등 기타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에 입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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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제한하기도 함
ㅇ 건설공사 및 컨설턴트 입찰참가 자격
- 정부계약조달위원회(Consejo Superior de Contrataciones y
Adquisiciones del Estado)에서 관장하는 공공공사기업등록부
(Registro Nacional de Contratista de Obras Publicas) 및 컨
설턴트등록부(Registro Nacional de Consultora)에 등재
- 상기 명부는 등록 후 2년 유효기간이며, 시공업체 및 엔지
니어링업체의 정보 및 시공능력 정보를 제공(자본능력 및
과거 시공실적, 유효 설비 및 장비 보유 대수 등 명시)
- 단, 국제 입찰 시에는 입찰서류에 상기 등록부에 등록된 업체
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는 별도 조건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등록부에 미등록된 외국업체도 입찰 참가 가능
- 공사 입찰 참가업체 심사 시, 공공공사기업등록부에 등재된
자료에 따라 법인체는 설립자본금의 50배에 해당하는 금액
까지 공사수주가 가능한 업체로 보며, 자연인의 경우에는
자기 자본금의 5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까지 수주가 가
능한 업체로 분류
ㅇ 입찰 설명서 및 입찰 참가요령
- 모든 입찰 참가인(업체)는 입찰 참가서를 구매해야 함. 단,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가할 시는 입찰 설명서 1개만 구
입해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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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구매서는 입찰공고 다음날로부터 입찰서류 제출 마감
하루 전까지 구입이 가능하며, 입찰 설명서 가격은 각 입찰
시행 기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입찰 설명
서 복사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고 법으로 명시
ㅇ 입찰서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 입찰 설명서 구입한 후, 설명서 내용에 의문점이 있을시, 관련
입찰담당기관에 문의 및 상담을 할 수 있음
- 입찰서류 내용에 대하여 각기 해석을 달리할 경우에는, 먼저
동 문제를 관련 입찰시행기관에 의뢰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때는 최종적으로 CONSUCODE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입찰서 평가기준을 계약이행능력(기술제안서) 및 가격경쟁력
(가격제안서)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입찰 유형별 기술제안
서 및 가격 제안서상에 포함돼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물품 구매 및 계약
- 기술제안서 : 입찰참가업체 정보(법적 대리인 등), 기술
설명서(품질증명서, 설계도, 브로슈어 등), 서약서(납기
조건, 물품조건 등), 유통망 및 에프터 서비스 설명서
- 가격제안서 : 응찰총액 및 단가, 공급자 금융조건(해당
되는 경우), 입찰이행 보증금
․ 서비스 및 자문용역 계약
- 기술제안서 : 입찰참가업체 관련정보(응찰자 및 참여인
력에 대한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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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제안서 : 응찰총액, 입찰이행 보증금
․ 공사계약
- 기술제안서 : 공사업체등록명부 등록 필증 사본, 입찰참
가업체 관련 정보(법적대리인, 주소, 공사이행 경험, 능력
등), 공사기간, 입찰참가에 하자가 없다는 서약서
- 가격제안서 : 응찰총액, 계약이행 보증금, 파이낸싱 제안
ㅇ 계약의 이행
- 공사 계약서에는 공기, 계약금액 등 일반적인 조항을 포함해
공기연장, 공사 지연에 따른 범칙금, 불가항력, 계약해지, 시
공사 책임, 선수금, 유보금, 기성 지급 등이 계약을 이행하
기 위한 제반사항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ㅇ 기타 입찰 시스템(투자청 입찰)
- 투자청을 통해 입찰 추진되는 인프라 프로젝트는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BOT, PPP 등 일정(통상 20~30년) 기간동안 설계, 건
설, 파이낸싱, 운영,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에 대한 사업권을
부여받는 양허사업으로 사업 추진방식에 따라 입찰절차가
다소 상이(하기 참조)
․ Public Initiative Project(Co-financed, Self-sustaining)
․ Self-sustaining Private Initiative Project
․ Co-financed Private Initiative Project
․ Self-sustaining Unsolicited Proposal Project
․ Co-financed Unsolicited Proposal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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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보증제도
ㅇ 보증제도 일반사항
- 정부발주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현지은행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현지은행은 페루에 지점을 설립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주
체로서, 투자청은 통상 BBVA, BCP, Interbank, Citibank,
Scotiabank, Santander, Deutsche, Mibanco 등의 은행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허용
- 외국은행이 발급한 보증서를 제출할 경우 현지은행에서 복
보증을 필히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지은행이 부과하는
복보증 수수료는 보증액의 0.5%~2.0%에 해당
- 투자청에서 허용하는 외국은행 명단은 페루중앙은행(BCRP,
Lista de Bancos de Primera Categoria, 웹사이트 주소 :
www.bcrp.gob.pe/transparencia/datos-generales/normas-emitid
as/circulares.html)이 Circular형태로 공시하며 2019년 12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
행, NH농협은행, SC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 한국의 13개 은행을 비롯하여, 전
세계 415개의 신용도가 우수한 외국은행 포함
- 민간공사의 경우, 통상 입찰 보증은 2~5%, 계약보증은 10%
이며, 대부분 복보증을 요구하지 않으며 공공공사에 비해
까다롭지 않은 편임. 발주처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보증
사항에 대해 협상을 통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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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증 종류
- 입찰보증
․ 낙찰자로 선정되고 계약서에 서명하기 이전까지 입찰참가
유효성을 보증하는 목적의 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서류에 명시되어 있으나, 통상 입찰
가의 5%, 또는 프로젝트별 일정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
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페루 조달청에서 발주(정부전자입찰제도, www.seace.gob.pe) 하는
서비스, 조달, 공사, 컨설턴트 등에 입찰참가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벤더등록과 같은 RNP 등록과 함께 일정 입찰
참가비를 납부해야만 함
- 계약이행보증
․ 공공공사, 민간공사, 모두 통상 계약금액의 10%이며,
서비스 및 컨설팅용역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이 생략되
기도 함
- 부실방지보증
․ 입찰 예정가 보다 10% 이상 낮은 가격을 제출하여 낙
찰한 경우 부과(저가 물품조달의 경우 요구되지 않음)되
며 계약 만료일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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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사 및 법인 설립 절차
ㅇ 일반사항
- 페루진출은 통상 현지법인 설립이나 지사 및 지점(연락사
무소) 설치를 통하는 경우 대부분이며, 광업, 석유&가스
등 탐사단계에서는 현지업체와 합작투자나 파트너쉽 체결
등을 통해 진출
ㅇ 현지법인 설립
- 현지법인 설립은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두 형태로
구분되나 현존하는 법인 대부분이 주식회사 형태
- 주식회사(S.A)
․ 출자는 주식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출자자가 주주가 되며
각 주주의 책임 한계는 소유주식 금액에 해당
․ 법인명은 희망하는 대로 작명할 수 있으나 주식회사
(Sociedad Anonima)의 약자인 S.A.를 꼭 붙여야 함
(S.A.C.(closed) 와 S.A.A.(opened)의 두 형태가 있음)
․ 자본금은 기명 주식으로 표시되고 각 출자자의 납부금
으로 이루어지며,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개인적으로 책
임을 지지 않음
․ 최소 25% 자본금 납부 증빙, 본사 주소, 주주 성명, 국적,
결혼 여부, 직업 등 기본정보(2% 미만 소액주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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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소유현황, 기업지배구조, 임원 현황 등의 정보 필요
․ 주주 수는 S.A.C.의 경우는 2~20명, S.A.A.는 2명 이상, 최
대한도는 없으며 여러 주주가 동시에 설립하거나, 제3
자의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두 경우 모두 공증인 필요
․ 여러 주주가 동시에 설립(Constitucion Simultanea)
․ 자본금은 페루 국내 은행 구좌에 입금
․ 주주들은 변호사가 작성한 회사 정관에 서명
․ 서명 후 공증받아 해당 지역 상업등기소(SUNARP)에 제
출하여 등록
․ 3자 주주 공모 설립(Constitucion por Oferta a Terceros)
․ 회사설립자는 설립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공증
․ 공증 후 해당지역 상업등기소(SUNARP)에 제출
․ 주주 청약 모집공고 실시
․ 주주청약인의 회의 장소, 일시는 프로그램에 정한 바에
따르거나 모집공고에 표시한 대로 하되 임명된 사람은
회의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설립 공정 증서를
만들어 SUNARP에 등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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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존립기간 : 한정 또는 무한정
․ 주주의 자본금 납입 : 자본금 불입은 자국화폐, 외화,
유형 자산, 무형의 기술 등으로 가능하며 무형자산의
경우는 유형자산의 형태로 표시되어야 하며 가치 평가를
위해 전문 서류, 설명이 필요. 화폐 형태를 띠지 않은
자산은 이사회가 검토하고 승인 필요
- 회사운영
․ 주주 총회 : 주주 모임으로 회사의 최고조직이며, 주주는
소유주식만큼의 발언권을 가지며 모든 결정은 과반수
실시
․ 이사회 : 구성원은 주주 총회에서 선발되며 이사회는 해
당 지역의 등기소에 등기. 회사정관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주주만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니며 국
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도 가능. 이사회의 구성원 수는
정관에 정하되 3명 이상이어야 함
․ 경영자 : 회사정관이 주주총회에서 경영자를 임명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이사회에서 선출 임명. 정관으로 또는
주주총회가 결정하여 복수 경영자 임명 가능. 경영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기간 제한이 없음. 경영
자의 직무는 정관에 정하거나 임명 당시 결정하며 그렇
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보유
․ 배당금 지급 : 회사 경영에서 발생한 이익, 자유로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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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수 있는 적립금(단, 자산이 자본금보다 많아야 함)
성격으로 배당금은 주식액수와 회사에 주주로서 참여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
- 유한책임회사(S.R.L)
․ 성격 : 자본금은 주식이 아닌 동일한 비율로 나눠진 참
가금으로 표시(참가금은 증권이 될 수 없음). 동업자는
20명을 넘을 수 없고 동업자는 회사채무와 개인적으로
무관
․ 명칭 : 회사명 뒤에 S.R.L.(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약자)를 부가
․ 자본금 : 자본참여금은 동업자가 납입한 참가금(계약)의
합계금액으로 표시하며 25% 이상 납입 필요
․ 경영진 : 회사경영에 1명 이상 매니저 임명 가능(꼭 동
업자가 아니어도 됨). 회사 주요조직은 동업자위원회와
경영진으로 구성
․ 동업계약 : 계약으로 법인이 형성되지 않으며 등기소에
등록하지

않으며,

참가에

의한

동업,

컨소시엄

(Consortium) 구성에 의한 동업, 합작투자(Joint Venture)
에 의한 동업이 있음
- 외국인 투자자가 자본금에 납입 하지 않고 서비스나 생산량
등 다른 형태로 회사활동에 참가하더라도 직접투자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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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설립 소요기간(평균)
․ 변호사의 회사정관 초고 작성 : 2일
․ 공증인이 초고에 의거해 정관 작성 : 3일
․ 등기소 정관 등록 : 15일
․ 이사, 매니저, 위임자 등 등기소(www.sunarp.gob.pe) 등록 : 15일
․ 국세청(SUNAT : www.sunat.gob.pe) 사업자등록증(RUC)
발급 : 1일
․ 업종에 따라 필요한 특별허가 : 1-30일
․ 해당 구청 허가 : 20일
․ 회계장부 공증(스페인어, 현지 화폐단위 sol 표기) : 2일
․ 노동부(www.mintra.gob.pe) 직원 급여대장(planilla) 등 : 5일
․ 노동부 사무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판사가 공증
․ 직원 수, 급여, 의무, 권리 등 표시
․ 주주총회 회의록, 주식 등록, 이사회 회의록 등 공증 :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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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사(EIRL)
․ 한 명의 자연인으로 구성되며, 외국 거주자도 페루 현지
대리인을 통하여 설립 가능
ㅇ 현지 지사설립
- 외국기업의 지사설립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이 경우 지사
소재지 관할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증인 사무소에 제출하면 등록에 약 8주일 소요
- 지사등록은 비교적 빠른 편이나 건축물, 폐기물 처리 등 운
영을 위한 기본적인 허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8
개월~1년 정도 소요되고 있음
․ 지사는 영업이익을 본부로 송금하는데 제한 없음
- 설립요건
․ 페루에 주거, 비주거 유무를 떠나 지사 설립시 등기소
(SUNARP, Registry of Corporate Bodies of the National
Superintendency of Public Registry)에 반드시 등록
․ 본사와 독립된 법인으로 존재 불가능
․ 본사 인정 범위 내에서 독립활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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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설립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이사회 결의안, 위
임장
․ 페루는 외국에서 발행한 서류도 동일하게 취급. 따라서
한국에서 발행한 서류도 주재국 내에서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다만, 모든 제출 서류는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절
차를 거쳐야 함. 한-영 번역공증을 해올 경우 주재국 내
에서 영-서 번역을 거쳐야 함
- 지사 설립 정관에 들어갈 내용
․ 본사의 유효 증명, 본사가 외국에 있을 때는 유효 증명
외 본사의 정관에 지사설립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 증명
․ 회사정관에 해당하는 본사 주재국이 발행하는 서류의 사본
․ 본사가 지사 설립에 동의했다는 내용. 다음 사항 포함되
어야 함
․ 지사의 자본금(최소자본금 규정은 없음. 다만 건설업체의
경우 설정자본금에 따라 도급한도가 정해짐)
․ 지사업종이 본사정관에 본사업종으로 등록돼 있다는 진
술서
․ 지사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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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 국내에 거주할 최소 1명의 법적 대표자 임명, 위
임장 필요
․ 지사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무는 페루법에 따른다
는 진술서
2.3 건설 관련 세법
ㅇ 법인세
- 거주 기업
․ 페루에 거주하는 법인, 지사 등의 소득세는 순소득의
29.5% 세율이 적용
․ 손실 이월은 다음 연도부터 연속으로 4년 동안 가능하
거나 아니면 다음 연도의 세액의 50% 이하 수준으로
무기한 이월도 가능
․ 과세연도는 예외 없이 12.31에 만료되며 환급 신청은 그
다음 연도 3.31까지 제출해야 함
․ 1994년부터는 배당금을 비롯하여 기업의 이윤분배에 따라
발생한 여하의 형태의 소득에 대해서는 이를 과세 소득
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음
- 비거주 기업
․ 국내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외국기업에 부과되는 세율은
소득 유형에 따라 다음와 같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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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 비거주 기업 원천소득세율
․ 배당금 및 기타 형태 수입의 분배, 지사에서의 수입 송금 : 4.10%
․ 페루 미거주 기업에 지급되는 이자 : 4.99%
․ 외국계 회사에 지급되는 이자 : 30.00%
․ 페루 내 소득에 영향을 주는 혹은 페루 내 사용되는 기
술적 보조(자문) : 15.00%
․ 로열티 : 30.00%
․ 매각, 상환, 양여 혹은 리마 증권거래소를 통한 유통유
가증권(채권 및 주식 혹은 페루 내 설립된 기업에 의해
발행 된 타 증권) 요청을 통한 자본의 획득 : 5%
․ 매각, 상환, 양여 혹은 리마 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유
통유가증권(채권 및 주식 혹은 페루 내 설립된 기업에 의
해 발행 된 타 증권) 요청을 통한 자본의 획득 : 30.00%
- 순자산특별세
․ 페루 거주 사업체는 이윤을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순자산의
0.5%(종전의 2%→1.5%에서 재차 하향조정)에 해당하는 순
자산특별세(종전의 최저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순자산소득세 납부대상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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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후 1회계연도 이내의 생산업체
․ 청산 중 업체
․ 1998.12.12 이전에 자본 확대를 시도하는 숙박업체
․ 공업식 농장을 제외한 농산물 생산업체, 목축업체 및 임
업 업체
․ 합병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기업합병으로 흡수된 업체
ㅇ 소득세
- 페루 소득세는 개인 및 기업의 국적 또는 소득원과 관계
없이 페루 국내에 거주하는 납세대상자가 연간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지만, 페루
국적의 개인 또는 사업체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
해서도 소득세 부과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제 3자와의 거래를 통해 발생된 이득에
대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업연도 말 계산되는 물가상승에
따른 이득에 대해서도 부과하며, 특히, '94년부터는 배당
금을 비롯하여, 기업이윤 분배에 따라 발생한 여하한 형태
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음
- 페루 정부는 2002년도부터 중간소득자의 소득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소득세를 27 UIT*미만, 27 UIT~54
UIT 미만, 54 UIT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15%, 21%,
30%의 소득세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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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T(Unidad Impositiva Tribuaria) : 조세부과 기본단위로
S/.4,300 (2020년 기준)에 해당
- 거주자
․ 사업체의 경우 순소득에 대해 30%의 세율 적용되며, 그
외에 경비 처리된 금액의 4.1%를 납부(직접소득이 아니
므로 세무조사 비대상)
․ 연간 총소득 규모에 대해 다음의 2가지 세율 적용
․ 총 소득 수준이 54 UIT미 만일 경우 15%, 27UIT~
54UIT : 21%, 54 UIT 이상일 경우 30%
- 비거주자
․ 로열티: 30%
․ 수취배당 : 4.1%
․ 해외 대출이자 : 4.99%
․ 국내금융기관의 외국에서 대출을 받아 발생하는 이자 : 1%
․ 기술협력자문: 15%
․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양도이익은 비과세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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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간접세
- 부가가치세(IGV)
․ 일반 판매세 성격으로 페루 내에서 재화판매, 서비스
공급 및 이용, 건축계약, 건설회사에 의한 최초 부동산
매각, 수입제품 등에 대해 부과(18%(고정 부가가치세
16% + 지방진흥세 2%)
․ 한편, 재화 및 서비스의 구입 및 수입시 또는 건축계약
서에 근거해 지불된 부가가치세는 총 세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비과세

과세

▪물품수출
▪법에 명시된 서비스 수출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
생하는 물품의 이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
및 개인에 의한 중고제품의 이전
▪부동산의 임대 및 양도
▪수입중개 수수료
▪아마존 지역 내 소비를 위해
동일지역에서 물품매매 및 서
비스
▪Loreto, Ucayali, Madre de Dios
지역에 위치한 외사들이 동일지
역 소비를 위해 이루어지는 매출

▪부가가치세, 물품세법 Apprendix
1과 2에 규정된 거래
▪국경지역에 위치한 제조회사
▪Ilo, Matarani, Tacna, Paita의 경
제특구(CETICOS)내에 설립된 회사

- 특별소비세(I.S.C.(Decreto Supremo No. 55-99-FF)
․ 담배, 주류(맥주, 와인 등), 생수, 탄산음료, 광산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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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차, 중고 건설기계, 트럭, 버스 등 대형차량, 석유제품
의 수입, 판매, 카지노 등에서 생산단계와 수입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품목에 따라 0%, 2%, 10%, 17%,
20%, 30%, 125% 등 차등 부과
- 특별소비세를 면제해 주는 경우
․ Loreto, Ucayali, Madre de Dios주 지역 내 소비를 위해
이루어지는 매출, Ilo, Matarani, Tacna, Paita의 경제특구
(CETICOS) 내에 설립된 회사
- 금융거래세(I.T.F.)
․ 금융기관의 각종 거래에 0.005%의 세율을 부과, 납부
세액은 과세소득에서 공제
․ 금융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 동일명의 계좌 간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 급여, 연금, 퇴직금의 입금
․ 외교사절, 국제기관 계좌의 입출금
- 임시자산세(ITAN)
․ 상업, 공업, 그 외 법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소득세 과세
대상자로서 과세연도의 1월 1일 이전에 활동을 시작한
모든 납세자에 해당(납부된 ITAN세는 소득세의 credit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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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용 가능). 아직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과세연
도의 1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납세자, 사립 교육 기
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단체는 면제
- 관광진흥개발세
․ 국가 경제성장 및 관광 진흥 및 개발성장을 위한 연간
특별세를 징수해서 공공 관광서비스 및 민간서비스 부
문에 기여. 페루 외무부가 세금징수 및 관리를 담당하며
관광 관련 교육, 진흥 및 개발을 위한 연간 계획 제안
을 관리하는 특별위원회 기능 담당. 각 도시에서 운행하
는 국제선 항공권 발권 시 1인당 15달러를 부과하고 있
으며 납부액은 관광개발 진흥으로 사용
- 기타 세금
․ 세수증대와 광산이 위치한 지방의 발전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광업세(로열티) 및 초과 이윤세 부과 법령
시행. 광업 특별세(Impuesto Especial a la Minería) : 채
광권 주를 비롯하여 광산개발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모든 기업에 적용. 각 분기별로 손익 정산
후, 순이익 기준으로 2.0~8.4% 차등 부과. 그밖에 재산
세가 있으며 매년 1월 1일 시점,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
로 0.2%, 0.6%, 1.0% 등 3단계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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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기업 진출환경 및 동향
3.1 외국인 투자환경
ㅇ 투자정책
- 페루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국내 투자자와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분야에 외국인 투
자자들의 참여 개방
- 1990년 후지모리 정부 집권 이후 사회 불안요인이었던 좌익
게릴라 세력에 대한 소탕전을 전개하며 정치적, 사회적 안
정을 실현해왔으며, 국영기업의 민영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철폐 등 강력한 경제 자유화 정책 추진을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유리한 투자환경 조성
- 前 가르시아 정부가 민간기업의 인프라 투자 및 PPP 활성
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성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됨
ㅇ 투자여건 및 환경
- 개방적인 외국인투자 환경
․ 1990년 후지모리 대통령 집권 이후 현재까지 줄곧 경제
자유화 정책이 일관되도록 추진하였고, 대외 시장개방,
국영기업 민영화 등 개방적인 투자환경으로 변모했으
며, 법적, 제도적으로 외국인투자에 완전 문호개방

- 83 -

페루 건설시장 진출 가이드북 2020-2021

- 외국인투자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
․ 2018년 외국인직접투자액(FDI)은 64.9억불이며, 약 38.6%
는 광업, 37.6%는 서비스 분야에 투자 되었음. 2018년
GDP(nominal, 2,253억불)의 2.9%, 2018년 공공예산(485억
불)의 13.4% 비중 차지
․ 2019년 FDI는 88.9억불로 전년도 대비 약 37% 증가하였
고, GDP(nominal 추정, 2,701억불)의 약 3.5%, 공공예산
(509억불) 의 17.5% 비중 차지
※ 자료 : 페루중앙은행(BCRP) 2018 연차보고서(Memoria)
및 IMF WEO 2019
- 안정적인 경제성장률
․ 페루 경제는 거시적 경제 정책, 과감한 구조 개혁, 외국인
직접 투자의 영향으로 최근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
으며, 세계 경제의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해 0.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2009년을 제외하고 페루 경제는
2002년에서 2013년 사이 연평균 5.5% 의 성장률을 기록
하였으며, 2014~2019년 연평균 3.13%의 성장률 기록(중
남미 평균 0.57%)
- Doing Business 76위
․ 페루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독려하기 위해 법적 안
정성을 보장하고 있고 정치적 위험도를 포함하는
국가위험도 측면에서 중남미 주요 국가 중 위험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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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음. 비록 비즈
니스

환경(World Bank Group이

발표하는

Doing

Business 2020) 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사유재산권 보장, 국내외 자금 조달 관련 신용 접근
의 자유 및 안정된 조세제도를 유지하여 190개국
중 76위 기록

구분
Chile
Mexico
Colombia
Peru
Panama
Brazil
Argentina
S.Korea
USA
Japan
China

<주요국 비즈니스 환경 순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41
48
57
55
56
59
39
38
47
49
54
60
34
54
53
59
65
67
35
50
54
58
68
76
52
69
70
79
79
86
120 116 123 125 109 124
124 121 116 117 119 126
5
4
5
4
5
5
7
7
8
6
8
6
29
34
34
34
39
29
90
84
78
78
46
31

자료 : 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20

- 국가 경쟁력 지표 순위 65위
․ 세계경제포럼(WEF) 글로벌 경쟁력 지표(Competitiveness
Index 2019)에 의하면 페루는 141개국 중 65위를 기록하
여 칠레, 멕시코, 우루과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에 이
어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6위에 해당
․ 페루의 인프라 환경 중 도로 연결성 102위, 도로 품질
110, 철도 밀도 95위, 교통 효율 92위, 전력 네트워크 94
위 등 인프라가 여전히 열악한 국가로 분류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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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잠재성이 막대함을 의미

구분
1위 국가
Chile
Mexico
Uruguay
Colombia
Costa Rica
Peru

<2019년 중남미 경쟁력 지표 순위>
종합 경제 인프라 노동 시장 금융
순위 안정성
시장 규모 시스템
싱가폴 33개국 싱가폴 싱가폴 중국 홍콩
33
1
42
53
46
21
48
42
54
96
11
64
54
61
65
78
93
77
57
43
81
73
37
54
62
85
63
74
88
70
65
1
88
77
49
67

자료 : WEF,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9

-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 외국인투자진흥법(법률 제662호, 1991.8.21.) : 외국인투자
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1991년에 제정. 안
데안 공동시장(ANCOM) 회원국들이 외국인투자를 적극
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을 채택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시킨 Cartagena 결의안 291호 조
항 대부분을 흡수하고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보장기구
(MIGA)에 의해 설정된 원칙들을 준수. 외국인투자에 대
한 자동승인과 함께 안데안 공동시장 회원국에 적용되
는 우대세율 적용, 세제 및 금융지원, 개발금융수혜자격
부여 등을 포함한 국내기업과의 동등한 대우를 규정. 외
국인투자의 특정 부문에 대한 투자규제장벽을 철폐, 이
익 송금과 자본철수를 자유화하였으며 재투자에 대한
규제 종식. 조세, 외국환, 동일취급제도 등을 안정조항에
포함시키도록 허용하며 동시에 고용관계 판결과 특별한
수출진흥제도에 대하여 자동적 안정 보장. 투자유형, 자
본공여의 방법, 회사의 형태,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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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투자 개방,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및 보장, 외국인
투자 및 기술위원회(CONITE) 등에 대해서도 규정
․ 민간투자기본법(법률 제757호) : 제도 변경으로부터 투자
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조세에 대한 기본조항과 환
경보존과의 조화를 통한 투자진흥을 목적으로 함. 자유경
쟁 체제에 입각한 시장경제체제를 보장하며 수요, 공급에
의한 가격 결정, 경제적 다원주의, 정부의 독점사업 부문
철폐, 사유재산권 보장, 회사설립의 자유, 자유로운 이익
분배의 보장, 외환, 관세 및 환율 등에 대한 정부의 차별
적 대우 금지 등에 대해 규정. 새로운 세금 신설, 수정,
세금감면 등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
하며, 지방정부에 의한 조세부과에도 일정 제한 있음
․ 국영기업에 대한 민간투자진흥법(법률 제674호, 1991.9.25.)
: 정부는 국영기업 민영화를 통한 투자증대 및 효율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16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민영화 추
진. 민간투자진흥위원회(COPRI)를 설립하여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계획 및 실행을 주관하고 있으며, 동 법은
대상기업의 매각, 신규 주식 발행, 합작계약 체결 등에
대해 규정
․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진흥법(법률 제758호) : 도로,
교육 등 정부가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공공설비, 서비스
부문에 대해 민간 투자자에게 일정기간 설비공급 및
관리를 위임하는 Concession 계약에 대한 사항을 규정.
국가에 대한 기부금 지급, 무상, 정부의 co-financing,
여러 방식의 혼합 등 4가지 종류의 concession 계약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약을 규제하는 공공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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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를 관할하는 부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자유
무역지대위원장 및 특별상공구역위원장 등임
․ 광업법 : 페루에 매장된 모든 광물 자원을 국가의 소
유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원을 획득하려는
석유 및 광산회사는 개별협상에 의한 Concession 계약
을 통해 운영권 부여받음
ㅇ 국가신용등급
- 회계감사원은 프로젝트 종료시 기업이 지출한 예산의
타당성 검증은 물론 인프라의 운영, 유지보수 등 사후
관리에 대한 검토 보고서 작성
-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Moody’s는 페루의 국가신용등급
을 기존 ‘Baa3’에서 2012년 8월 'Baa2'로, 2014년 7
월 A3로 상향 조정한 이후 A3가 유지되고 있음. 신용등
급 상향 조정의 배경으로 견고한 경기 성장세 지속과
건전한 재무 상황을 설명했으며, 특히 우말라 전 대통
령이 추진한 사회통합 노력과 재정 및 거시경제 정책,
광산업 발전 지원 등을 높게 평가

구분
외화
현지화

<주요 국제신용평가사 국가신용등급>
Moody
S&P
Fitch
등급 전망 등급 전망 등급 전망
A3
BBB+
BBB+
Stable
Stable
A3
AA- Stable

자료 : 경제재정부(MEF), 2020년 1월(Bloomberg)
https://www.mef.gob.pe/contenidos/rel_invers/calificaciones_de_riesgo_2101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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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감점 요인은 서비스 제공과 인프라구축 프로젝트 발전
에 관련해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도적 결점’이었
고 이외에 낮은 1인당 소득 수준 및 상품 시장 의존, 높은
달러통용화제도, 국내 불안정 감점 요인으로 작용
- Moody's 기준으로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 칠레(Aa3) 다
음으로 멕시코(A3)와 함께 2위에 위치하며 이는 콜롬비아
(Baa2)와 브라질(Ba2)보다 높은 등급

구분
(외화)
페루
칠레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나마
우루과이
니카라과
아르헨
베네수

<남미 주요국 국제신용평가사 국가신용등급>
Moody
S&P
Fitch
등급 전망 등급 전망 등급 전망
A3 Stable BBB+ Stable BBB+ Stable
A1 Stable A+ Stable A Stable
A3 Negative BBB+ Negative BBB+ Stable
Ba2 Stable BB- Positive BB- Stable
Baa2 Stable BBB- Stable BBB Negative
B3 Negative B- Stable B- Stable
Baa1 Stable BBB+ Stable BBB Stable
Baa2 Stable BBB Stable BBB- Negative
B2 Negative B- Stable B- Stable
Caa2 N/A CCC- N/A
CC
N/A
C Stable SD Negative WD
N/A

자료 : 경제재정부(MEF), 2020년 1월(Bloomberg)

- Moody's 기준으로 페루의 신용등급은 한국의 Aa2보다 4
단계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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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외환관리
- 외환관리제도
․ 중앙은행은 외환관리제도를 대폭 자유화하고 있어 국
내 거주 내외국인에 대해 국내 및 해외 외화예금 구좌
개설 허용, 내국인의 외화 송금 및 해외반출의 용도제
한과 금액 한도 폐지, 중앙은행에서 일반은행으로의
외화 송금업무 허가권 이양,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원
금 및 이익금의 100% 허용 등을 시행
․ 해외송금에 제한이 없으나, 이익 배당금 송금 및 자본
의 본국 송환 시 0.005%의 금융거래세(ITF)를 납부해야
함(2007.3월 제정)
․ 외국인 주식소유자 및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의 해외
송금도 허용(10%의 주식 배당세 부과)
․ 외국인투자 및 국가기술자문위원회(CONITE)에 등록된
외국인투자의 경우, 로열티 및 수수료의 지급 허용(로
얄티 지급액에 대해 28%의 로열티세 원천징수)
․ 외국으로부터 차관도입시에는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도입차관의 원리금 상환에는 제약이 없고
금융기관을 통해 시중환율로 이어짐
․ 투자원금의 본국 회수 시에도 외국인투자 및 국가기술
자문위원회(CONITE)에 정식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별다른 어려움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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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외국기업 진출 우대정책 및 산업별 인센티브
ㅇ 외국 기업 진출 우대정책
- 경제 발전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의 동등대우, 외국인 재
산권 보호, 투자이윤 및 원금의 자유로운 송금 등을 보
장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법을 규정하고 있음
- 외국인 투자 관련 기본원칙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기본 원칙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원칙이 있음
․ 외국인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제한은 없으며 외국인
이라는 이유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음
․ WTO 규정에 의해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인 투
자에 대해 선별한다거나 생산성 요건 충족 요구를 할
수 없음
-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본권
․ 내국인에 비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상업과 산업, 수출과 수입의 자유
․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국내에서 창출한 이익, 또는
배당금을 자유로이 해외 송금할 수 있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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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는 권리
․ 이미 투입한 자본을 본국으로 반환할 수 있는 권리(주
식 양도, 자본 감축, 자본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때)
․ 내국인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아무 제한 없이 대
출받을 수 있는 권리
․ 기술 계약과 로열티 송금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권리
․ 내국인 투자자의 소유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자유
․ 투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보험계약을 외국에서 체
결할 수 있는 권리
․ 자신의 투자를 위해 국가와 법적 안정성 보장 협정을
체결할 권리
- 외국인투자 우대 정책
․ 내외국인 투자자 모두에게 동등한 법적 대우(비차별) 부여
․ 대부분의 산업 분야를 외국인투자에 개방
․ 자유로운 자본 송금, 사유재산권, 국내외 자금 조달
관련 신용 접근 자유 보장
․ 다양한 투자협정: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및 다
자간투자보장기구 회원국, OECD 투자위원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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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에서 50km 이내의 부동산 취득, 무기 및 폭발물
산업 투자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중파 라디
오 및 TV 방송, 항공산업 투자에는 내국인과 합작투
자를 하되 내국인의 지분이 다수를 차지해야 함
ㅇ 산업별 인센티브
- 기본 식료품, 필수 의약품, 공업·광업용 기기 등의 분야
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고 있으며, 관광산업 및 관련
서비스 산업의 경우 감세 혜택 부여
- 광업, 원유·가스 산업 또한 특정 사례에 따라 감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에너지·광업부는 2003년 원유에 대한
로열티를 기존의 13.8%에서 5%로 대폭 인하하고, 2004년 2
월에는 천연가스 플랜트 설립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에
게 세금안정(Tax-stability) 계약을 제공하는 법안 통과
- 광산 및 탄화수소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투자자만이
필수설비 구입 시 지불한 판매세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
었으나, 이는 2007년 3월 법 개정을 통해(법률 제973호),
최소 5백만불 이상을 투자하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단,
농업의 경우, 투자사례에 따라 예외 조치)
ㅇ 지역별 인센티브
- 페루는 법률 제779호에 의거, 자유무역지대(Free-trade
zones), 특수구역(Special-treatment areas) 및 개발구역
(Development zones) 세 지역에서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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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지대(Free-trade zones)
․ 자유무역지대 내 모든 기업은 15년 동안 국세, 지방세
등의 세금 면제 혜택(의료보험료는 제외)
․ 자유무역지대 내에서는 국가의 최소 임금이 두 배로 적
용되고 있으나, 비정규직 채용 및 계약 갱신이 무제한
가능하므로 비정규직 비중이 월등한 실정
- 특수지역(Special-treatment areas)
․ 주로 외딴 밀림지역 및 지방지역에서 운영 중인 기업의
경우, 판매세, 물품세 및 특수지역 내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금을 제외하고 기타지역과 동일한 세법 적용
․ 외부에서 특수지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역 내 납세자 간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 개발구역(Development zones)
․ 개발구역은 기업과 정부 간의 개발 계약을 통해 성립되며,
자유무역지대와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고 있음. 페루 정
부는 미개발지역의 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해 특정 개발
구역 지정
ㅇ 수출 품목, 수출 지역별 인센티브
- 가공품, 공예품, 컨설팅, 엔지니어링 등 비전통적(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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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 물품 및 서비스의 수출업자에게는 판매세, 소비
세 및 수입관세에 대한 환급 메커니즘을 사용할 권리 부여
- 기업들은 또한 원자재, 중간재, 포장재 및 부품 수입에 있
어 특수 면세, 수출·수입 지역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ㅇ 세금환급 건설공사 시행제도(Obra por Impuestos)(부록 참고)
- 기업이 보유한 서비스, 재화 등을 활용하여 지방정부에서
지정한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소득과세를 대체(세금환
급)하는 제도
- 단독/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동일한 프로젝트에 참여 가능
․

정부의

공공투자시스템(SNIP,

Sistema

Nacional

de

Inversion Publica)에서 발표하며 수행 우선순위는 교육
기관 의회, 지자체 의회 등에서 심의 결정
- 공립대학, 지방정부가 지정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소
요경비는 법인 소득세로 차년도에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의 최대 수행기간은 10년
- 지방정부, 공공교육기관은 기업으로부터 희망하는 프로젝
트 제안서를 받을 경우, 경제재정부(MEF) 인증과 지방공
공투자인증서(CIPRL,

Certificado

Regional y Local) 발급을 요청
-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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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세법 29230조(제정 2008.5.20), 2012.7.27. 재개정 No.
133-2012호. 중앙정부가 수행하기 어려운 공립대학, 지
방정부 등이 지정한 프로젝트 실행을 민간 법인체(기업)
에 허용하는 세법
․ 기업은 공공세법 29230조를 통해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활성화할 수 있
고 지역사회는 인프라 구축, 고용증대 등의 혜택을 받
을 수 있음(공동세법 29230조 구성)
※ 지방공공투자인증서(CIPRL)
․ CIPRL는 기업이 프로젝트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정
부가 소득세로 인정한다는 증서. CIPRL 인정금액은
SUNAT(국세청)에서 차년도에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
으며 계속사업인 경우 최대 10년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회계감사원(CGR, Contraloria General de la Republica)
․ 회계감사원은 Obra por Impuestos로 신청된 프로젝트
에 대해 수행 가능 여부, 투명성 등을 확인하는 ‘예
비 보고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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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외국기업 진출 현황 및 동향
ㅇ 페루에 진출한 주요 외국 기업
- ABENGOA S.A. Sucursal en Peru
․ 국적: Spain(Abengoa S.A.)
․ 사업분야 : Mining, Water, Environment
․ 주소: Av. Canaval y Moreyra 562, San Isidro
․ 전화: 51-(1) 224-5489
․ Email: abengoaperu@abengoa.com
․ Web: http://www.abengoa.pe/
- Constructores Interamericanos S.A.C.(COINSA)
․ 국적: Spain (Grupo Fierro)
․ 주소: Calle German Schreiber 184, San Isidro
․ 전화: 51-(1) 422-2335
․ Email: ventas@ccoinsa.com.pe
․ Web: www.coinsa.com.pe(http://159.65.177.49/)
- Conalvias Construcciones S.A.S. Sucursal Peru
․ 국적: Colombia (Conalvias Construcciones S.A.S.)
․ 담당자: Sonia Alarcon, Directora Administrativa
․ Email: soniaalarcon@conalvias.com
․ 주소: Cl. Coronel Andres Reyes 437 D. 201-San Isidro
․ 전화: 51-(1) 617-8181
․ Email: contactenos@conalvias.com
․ Web: www.conalvi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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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chtief Solutions AG, Sucursal del Peru
․ 국적: Germany (Hochtief Aktiengesellschaft)
․ 대표자: Nikolaus Graf Von Matuschka
․ 주소: Av. Camino Real 390, Of. 801, San Isidro
․ 전화: 51-(1) 208-8100
․ Web: http://www.hochtief-solutions.com/
- Mota-Engil Peru S.A.
․ 국적: Portugal (Mota-Engil)
․ 대표자: Ricardo Comelo
․ 주소: Av. Nicolas Ayllon 2634, Ate
․ 전화: 51-(1) 414-3665
․ Email: postmaster@mota-engil.pe
․ Web: www.mota-engil.pe
- Overseas BECHTEL Incorp. Sucursal del Peru
․ 국적: United States (Bechtel Group)
․ 주소: Av. El Derby 055, Torre I Of. 901, Surco
․ 전화: 51-(1) 203-5300
․ Web: www.bechtel.com
- Odebrecht Ingenieria y Construccion Internacional - Peru
․ 국적: Brazil (Odebrecht S.A.)
․ 담당자 : Pilar Baella(pbaella@odebrecht.com)
․ 주조: Av. Victor A. Belaunde 280 Of. 302- San Isidro
․ 전화: 51-(1) 217-2800
․ Email: contacto_peru@odebrecht.com
․ Web: www.odebrech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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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ructora Andrade Gutierrez S.A. Sucursal Peru
․ 국적: Brazil (Andrade Gutierrez S.A.)
․ 주소: Av. Juan de Arona, No.151 of 501(T5), San Isidro
․ 전화: 51-(1) 207-5300
․ Web: www.agsa.com.br
- Constructora OAS Ltda. Sucursal del Peru
․ 국적: Brazil (OAS S.A.)
․ 주소: Calle Amador Merino Reyna, 460, San Isidro
․ 전화: 51-(1) 626-1122
․ Web: www.oas.com.br
- Camargo Correa Peru S.A. Ingenieria y Construcciones
․ 국적: Brazil (Camargo Corrêa S.A.)
․ 주소: Lima, Av. Ricardo Palma 341, Miraflores
․ 전화: 51-(1) 201-9090
․ Web: http://www.camargocorrea.com.br/
(https://camargocorreainfra.com/)
- Constructora Queiroz Galvão S.A. Sucursal del Peru
․ 국적: Brazil(Grupo Queiroz Galvão S.A.)
․ Email: aravagli@queirozgalvao.com
․ 주소: Av. Ricardo Rivera Navarrete 501, Int. 502, San Isidro
․ 전화: 51-(1) 204-6363
․ Web: www.queirozgalv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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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int S.A.C.
․ 국적: Italy – Argentina (Techint E&C)
․ 사업분야 : Mining, Oil & Gas, Power
․ 주소: Av. Jorge Chavez 154, Piso 7, Miraflores
․ 전화: 51-(1) 213-5555
․ Email: info@techint.com.pe
․ Web: www.techint-ingenieria.com/en/countries/peru
- Astaldi Sucursal del Peru
․ 국적: Italy(Astaldi S.p.A.)
․ 주소: Calle Chinchòn 1018 Piso 2 Lima27, San Isidro
․ 전화: 51-(1) 206-4300
․ Email: businessdevelopment@astaldi.com
․ Web: www.asta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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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지 주요 건설업 단체
- 페루건설협회(CAPECO, Camara Peruana de la Construccion)
․ 주요업무 : 건설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발전 도모 및 민
간 건설업체 이익 대변
※ 2008.11.20. 리마에서 CAPECO와 해외건설협회간 정
보교환 및 민간건설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MOU) 체결
․ 설립 : 1958. 5. 9
․ 회장 : Guido Valdivia Rodriguez
․ 이메일 : informes@capeco.org
․ 주소 : Av. Victor Belaunde 147, Edificio Real 3 Of. 402, San Isidro Lima
․ 전화 : (51-1)230-2700, 팩스 : (51-1)441-7028
․ 홈페이지 : http://www.capeco.org
․ 참고 : CAPECO에 등록된 주요 건설업체는 129개사
http://www.capeco.org/directorio-de-la-construccion/?c
ateg=5&esp=35

- 국가인프라진흥협회(AFIN, Asociacion para el Fomento de
la Infraestructura Nacional)
․ 주요업무 : 에너지, 교통, 보건, 위생 부문의 공공인프라
양허사업자가 회원사로 공공인프라 확충사
업에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현안사항과 법
적, 제도적 정책 등을 정부에 제안 및 건의
․ 회장 : Leonie Roca
․ 이메일 : comunicaciones@afin.org.pe
․ 주소 : Av. Jorge Basadre N'310 Ofi 601-D, San Isidro
․ 전화 : (51-1)441-1000
․ 홈페이지 : http://www.afin.org.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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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컨설팅협회(APC, Asociacion Peruana de Consultoria)
․ 주요업무 : 엔지니어링 시장 확대 및 컨설턴트 서비
스 향상 도모
․ 회장 : Ing. Jaime Saavedra de Rivero
․ 주소 : Av. Rivera Navarrete 762, piso 11 - San Isidro
․ 전화 : (51-1)441-4182, (51-1)470-3059
․ 이메일 : administracion@apcperu.org
․ 홈페이지 : http://www.apcperu.org
- CIP 페루엔지니어협회(Colegio de Ingenieros del Peru)
․ 주요업무 : 모든 기술 분야의 전문 엔지니어를 대표
하는 기관, 외국 엔지니어의 페루 취업시
기술자 등록 및 자격 인증
․ 회장 : Ing. Carlos Fernando Herrera Descalzi
① Consejo Nacional
․ 이메일 : cip@cip.org.pe
․ 주소 : Av. Arequipa 4947 Miraflores, Lima
․ 전화 : (51-1)445-6540
․ 홈페이지 : http://www.cip.org.pe
② LIMA
․ 이메일 : informes@ciplima.org.pe
․ 주소 : Calle G. Marconi 210, San Isidro, Lima
․ 전화 : (51-1)202-5026 / 202-2015
․ 홈페이지 : http://www.ciplima.org.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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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협회(Asociacion de Desarrollo Inmobiliario, ADI PERU)
․ 주요업무 : 지속가능한 도시 및 주택 개발을 위한 정
책 건의, 부동산 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한
금융시스템 개발
․ 회장 : Marco Del Río Arrieta
․ 이메일 : info@adiperu.pe
․ 주소 : Torre El Pilar, Av. Camino Real 348, Cercado
de Lima 15073
․ 홈페이지 : http://www.adiperu.pe
- 페루건축사협회(Colegio de Arquitectos del Peru)
․ 주요업무 : 건축사 이익단체. 건축물 품질 향상을 위
한 건축설계 시스템 구축 도모
․ 회장 : Arq. Juan Jose Alcazar Flores
․ 이메일 : cap@cap.org.pe
․ 주소 : Av. San Felipe 999 Jesus Maria, Lima 11
․ 전화 : (51-1)265-4098
․ 홈페이지 : http://www.cap.org.pe
- 페루지적협회(Colegio de Topografos del Peru, Consejo
Nacional de los Topografos del Peru)
․ 주요업무 : 지적, 측량조사 등 관련기술자 교육. 도시,
건축물 등 인프라 품질 향상을 위한 효율
적인 지적조사 기술개발 도모
․ 이메일 : consejonacionaldelostopografos@gmail.com
․ 주소 : Jr. Lloqueyupanqui 105, Oficina 02, Wanchaq, Cusco
․ 전화 : (51-84)63-6316
․ 홈페이지 : http://www.colegiodetopografosdelperu.org/
․ SNS : https://www.facebook.com/groups/50189990990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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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지 주요 건설관련 기업

분야

건설

건설
(전기)
건설 및
부동산
부동산

자재

매출 (USD백만)
회사명
2018 2017
GYM Ingenieria y construcción
1,191 1,199
COSAPI
487 476
San Martín Contratistas Generales
341 291
STRACON
295 280
Const. y Admin. Casa contratistas
244 285
Obrainsa
220 209
Mota-Engil Perú
212 220
Ing. Civiles & Contratistas
188 178
Generales - ICCGSA
JJC Contratistas Generales
182 173
Incot Contratistas Generales
73
46
HV Contratistas
52
49
TECSUR
132 125
HAUG
61
62
EOM Grupo
65
64
Los Portales
246 235
Inversiones Centenario
195 157
Quimera Holding
99
94
Inmueble Panamericana
41
39
La Viga
186 176
Tradi
163 145
Tecnologia de Materiales
88
51

- 104 -

웹사이트
www.gym.com.pe
www.cosapi.com.pe
www.sanmartin.pe
www.stracon.com
www.casacontratistas.com
www.obrainsa.com.pe
www.mota-engil.pe
www.icggsa.com
www.jjc.om.pe
www.incot.com.pe
www.hvcontratistas.com.pe
www.tecsur.com.pe
www.haug.com.pe
www.eomgrupo.com
www.losportales.com.pe
www.centenario.com.pe
https://quimerahg.com
www.grupowiese.com
www.laviga.com
www.tradisa.com.pe
http://www.tdm.com.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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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시장
4.1 근로조건
ㅇ 노동법 854조에 따라 법적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8시간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규 노동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서는 평상시 근로 임금의 125~150%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초과
근무 첫 2시간은 25%, 그 이후부터는 35% 이상 지급)
- 고용자는 노동자에 대해 매주 최소 1회 휴일을 제공하고
법정 공휴일에도 휴일을 제공해야 함
-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100% 할증임금(평일 하루 근무수당) 적용
ㅇ 1년 이상 근로자는 근속 2년째부터 30일간의 연차휴가가 제
공되며, 노동자가 휴가를 가지 못했을 경우, 고용자는 이를
보상해야 함
- 고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하에 최대 15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금전으로 보상하고 나머지 연차는 휴가를 실시하기도 함
ㅇ 기타 정규고용(영구근로계약)시 복리후생으로 의료보험(ESSALUD),
연금(AFP), 퇴직적립금(CTS), 보너스(연 2회) 등을 제공
- 의료보험(ESSALUD) : 급여의 9% 매월 공제
- 연금 SNP(국민연금, Sistema Nacional de Pensiones) : 급여의
약13%를 국가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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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 : 동일 회사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급여총액의 최소 1/4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생명보험에 가입
ㅇ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각 1년 마다 1개월분 급여의
150%, 최대 12개월분의 급여를 보상
ㅇ 근무기간보상금(퇴직적립금, CTS: Compensacion por tiempo de
Servicios) : 매년 5월과 11월, 2회 적립(매회 1개월 급여분의
약 60%)
ㅇ 매년 7월과 12월, 각 1개월 급여분을 상여금으로 지불
ㅇ 급여산출표 샘플

(단위 : PEN, 솔)
근로자
고용자
3,000
93
278
-400
400
-96
96
2,597
774

항목
적용
SUELDO BRUTO (A)
월 기본금
ASIGNACION FAMILIAR (B) 최저임금의 10%
ESSALUD
(A+B) x 9%
AFP
(A+B) x 12.95%
RENTA 5TA
8%
TOTAL MENSUAL
월 합계
VACACIONES (1년 후 휴가
(A+B)
3,093
30일 미사용시 지급)
GRATIFICACION
+ (A+B) x 109%
3,371
BONIFICACION (Julio)
GRATIFICACION+BONIFICA (A+B) x 109%
3,371
CION (Diciembre)
{[(A+B)+(A+B)÷6]÷12}
CTS (Mayo)
1,804
x6
{[(A+B)+(A+B)÷6]÷12}
CTS (Noviembre)
1,804
x6
TOTAL AÑO
연 합계
44,607
9,288
53,895
총액
(약 U$16,332)
※ 월 3,000솔 기준임(기준금액 변경시 세금산출 방식이 변경되므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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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일반 임금현황
ㅇ 임금수준은 일반적으로 노동생산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
자가 급여를 많이 받는 고비용 구조
- 소규모 기업의 경우 노동법에서 요구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비정규직 비율이 높음
- 단순 노무자의 임금은 월 300~350불 내외로 낮은 편이며 전
문직종의 급여는 지역, 직장, 경력 등에 따라 2,000~5,000불로
차이가 크며 전반적인 임금현황은 실 소득수준과 낮은 노동
생산성을 감안하면 비교적 높은 편임
- 법정 최저임금은 930솔(약 281불)이나, 실제로는 전체 근로
자의 45%(특히 지방)가 최저임금 수준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추정되며, 대졸 초임 사무직 임금은 평균 600~800불
수준(직종에 따라 차이 있음)
※ 최저임금 추이 : '14년 750솔 → (13% 인상) '16년 850
솔 →

(9% 인상)'18년 930솔 → '20년 인상 추진

- 페루 노동부 2018 Mercado Laboral en Lima Metropolitana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리마시 평균 급여는 2014년부터
1,700솔(약 US$515) 수준에 머물러 있음
※ 평균급여 변경 추이 : '14년 1,782솔 → '15년 1,764솔
→ '16년 1,790솔 → '17년 1,739솔 → '18년 1,741솔
- 외국기업에서 채용할 만한 수준의 사무직 인력의 경우, 대졸
(중상위 대학 졸업, 영어 구사 가능) 초임 월 급여는
3,000~4,000솔(약 US$ 882~1,176) 정도이며, 매니저급(과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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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5,500솔(약 1,617불) 수준이나 직종, 기업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4.3 건설근로자 임금현황
ㅇ 건설시장 고용현황
- 단순 비숙련 건설노무자에서 반숙련 및 숙련 기능공, 전문
기술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등급과 직종의 건설인력을
고용하는데 비교적 어려움이 없는 편이나, 공사현장이 산악,
정글 등 오지로 현지 인력수급 여건이 불안정한 경우, 교통,
숙박, 복리 등 부대비용이 늘어나 노무비가 상승하고 일부
특정분야 필요 인력은 조달에 애로를 겪기도 함
- 공사현장에 필요한 건설노무자 채용은 현장개설과 함께
해당 지역 건설노조를 통해 조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용접 등 특수 기능 인력은 구전을 통해 별도 채용하는 경
우가 많음
- 엔지니어의 경우, 토목, 건축 공종의 일반 기술자는 비교적
국내 수급이 수월한 편이나 특수 토건분야 또는 특정 플
랜트 분야의 고급기술자는 구하기 어렵고 고용하려면 높은
임금(5,000~10,000불)을 지급해야만 하며 국내 수급이 어려운
경우 인근 국가에서 추가비용(외국인 고용에 따른 부대비)을
들여 6개월, 1년 단위의 고용계약을 체결, 필요 인력을 조
달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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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근로자 등급 및 임금
- 건설근로자는 업무성격과 기능 수준에 따라 등급 분류
․ 기능공(Operario) : 미장공, 목공, 철근공, 페인트공, 전공,
설비공, 배관공, 기사, 정비사 및 기타 자격증 취득자
․ 준 기능공(Oficial) : 특정 자격증 없는 준기능 근로자
․ 조공(Peón) : 특정 분류 없이 잡다한 일을 하는 근로자
※ Oficial과 Peón은 대부분 현장에서 직접 테스트 후,
등급과 임금을 결정
< 건설근로자 등급별 임금현황(2019-2020) >
(단위 : 솔, S/)
주급

구분

일급
(수당제외)

총 임금

공제후
순 임금

Operario

70.30

675.08

583.71

Oficial

55.40

535.52

464.39

49.70

485.36

421.55

ó

Pe n

출처 : 페루건설근로자연맹(Federacion de Trabajadores en Construccion Civil Del Pe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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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임금 및 복리후생(2019-2020) (1) >
(2019.6.1 ~ 2020.5.31)

기능공(Op er ari o )
임금
휴일수당

70.30 * 6일
11.72 * 6일

70.30

BUC 32%

22.50 * 6일

134.98

교통비수당

8.00 * 6일

수당

421.80

연차비

일
주간

10.55

7.03

63.27

42.18

보너스
일
월
총액

7월

12월

48.00
-----------

총 임금
ONP 연금공제 13%
CONAF 건설노조세 공제
순 주간 수당

675.08
81.52
2%

9.84
583.71

Ley No.30334에

13.39

18.75

401.71

562.40

2812.00

2812.00

의거 연금과 의료보험은

공제 안함

준기능공(Of i c i al )
임금
휴일수당

55.40 * 6일

332.40

9.23 * 6일

55.40

BUC 30%

16.62 * 6일

99.72

교통비수당

8.00 * 6일

수당
일 수당
주간 수당

연차비

8.31

5.54

49.86

33.24

7월

12월

48.00
-----------

총 임금
ONP 연금공제 13%
CONAF 건설노조세 공제
순 주간 수당

보너스
일
월
총액

535.52
63.38
2%

7.76
464.39

Ley No.30334에

10.55

14.77

316.57

443.20

2216.00

2216.00

의거 연금과 의료보험은

공제 안함

조공(Pe
임금
휴일수당

49.70 * 6일

298.20

8.28 * 6일

49.70

BUC 30%

14.91 * 6일

89.46

교통비수당

8.00 * 6일

ó

n)

수당
일 수당
주간 수당

연차비

7.46

4.97

44.73

29.82

48.00
-----------

총 임금
ONP 연금공제 13%
CONAF 건설노조세 공제
순 주간 수당

보너스
일
월
총액

485.36
56.86
2%

6.96
421.55

Ley No.30334에

7월

12월

9.47

13.25

284.00

397.60

1988.00

1988.00

의거 연금과 의료보험은

공제 안함

자녀수당
일
기능공(Operario)
준기능공(Oficial)
조공(Pe n)

ó

시간외 수당
월

일반

60%

100%

수당

5.86

175.75

8.79

14.06

17.58

1.32

4.62

138.50

6.93

11.08

13.85

1.04

4.14

124.25

6.21

9.94

12.43

0.93

출처 : 건설근로자연맹(www.ftccperu.com/index.php/biblioteca/category/6-tabla-sala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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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임금 및 복리후생(2019-2020) (2) >
(2019.6.1 ~ 2020.5.31)

임금
휴일수당
BUC 32%

교통비수당
특별수당 10%

기능공(Operar i o, d e eq ui p o
70.30 * 6일
421.80
11.72 * 6일
70.30
22.50 * 6일
134.98
8.00 * 6일
48.00
7.03 * 6일
42.18

p es ad o

중장비)
수당

일
주간

연차비

10.55

7.03

63.27

42.18

-----------

총 임금
ONP 연금공제 13%
CONAF 건설노조세 공제
순 주간 수당

보너스
일
월
총액

717.26
87.00
2%

9.84
620.41

Ley No.30334에

7월

12월

13.39

18.75

401.71

562.40

2812.00

2812.00

의거 연금과 의료보험은

공제 안함

임금
휴일수당
BUC 32%

교통비수당
특별수당 15%

기능공(Operar i o, El ec t ro
70.30 * 6일
421.80
11.72 * 6일
70.30
22.50 * 6일
134.98
8.00 * 6일
48.00
10.55 * 6일
63.27

m ec ani c o,

전기)
수당

일
주간

연차비

10.55

7.03

63.27

42.18

-----------

총 임금
ONP 연금공제 13%
CONAF 건설노조세 공제
순 주간 수당

보너스
일
월
총액

738.35
89.74
2%

9.84
638.76

Ley No.30334에

7월

12월

13.39

18.75

401.71

562.40

2812.00

2812.00

의거 연금과 의료보험은

공제 안함

기능공(Op er ari o ,
임금
휴일수당

70.30 * 6일

421.80

11.72 * 6일

70.30

BUC 32%

22.50 * 6일

134.98

8.00 * 6일

48.00

교통비수당
특별수당 9%

6.33 * 6일

To p og rafo ,

측량)
수당
일
주간

연차비

10.55

7.03

63.27

42.18

37.96
-----------

총 임금
ONP 연금공제 13%
CONAF 건설노조세 공제
순 주간 수당

보너스
일
월
총액

713.04
86.45
2%

9.84
616.74

Ley No.30334에

7월

12월

13.39

18.75

401.71

562.40

2812.00

2812.00

의거 연금과 의료보험은

공제 안함

자녀수당
일
기능공(Operario)

5.86

시간외 수당
월

일반

60%

100%

수당

175.75

8.79

14.06

17.58

1.32

출처 : 건설근로자연맹(www.ftccperu.com/index.php/biblioteca/category/6-tabla-sala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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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건설근로자 수당 및 복리후생
ㅇ 건설수당(BUC: Bonificación Unificada de la Construcción)
- 기본급 이외에 건설근로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으로 근무일
자를 계산하여 지급(의복 및 공구 마모, 급식, 식수, 기사 교
육비 등 포함)
- Operario : 기본급의 32%.
- Oficial 및 Peón : 기본급의 30%
․ 특수 기능공의 경우(용접공, 전기계장공, 제관공 등) 기
본급의 37% 지급
ㅇ 교통수당(Bonificación por Movilidad Acumulada)
- 교통수당은 건설근로자가 집에서 공사현장 간 시내와 시외
이동을 위해 지급 받는 금액으로 6회분 시내 버스비에 해당
- 고용자가 근로자 출퇴근 운송수단을 제공하거나 현장 기
숙사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동 수당 미지급
- 일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는 고용자가 4회분 시내
버스비를 지급
ㅇ 교육(자녀) 수당(Bonificación por Asignación Escolar)
- 초, 중등, 상급학교 및 기술학교에 진학한 21세 이하의 자
녀를 둔 근로자에게 30일에 해당하는 금액(Operario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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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일, Oficial 4.62솔/일, Peon 4.14솔/일) 지급(재학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관계
종료시 공제)
ㅇ 야간근무수당(Bonificación por Turno de Noche)
- 밤 11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 근무 시 모든 건설근로자
에게 야근수당 지급
- 야간에 근무하는 노무자는 자신의 등급별 기본수당의 2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야근수당으로 지급 받음
ㅇ 하수처리수당(Bonificación por Contacto Directo con el Agua o
Aguas Servidas)
- 하수처리수당은 하수 처리와 수거 시, 물 또는 폐수와 직
접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
로 등급별 기본급의 20%를 지급
ㅇ 고도고지수당(Bonificación por Altura y Altitud)
- 지상 4층 또는 10m의 고지에서 수행하는 모든 종류의 비계,
석고, 코팅 작업을 하는 건설노무자에게 기본급의 5%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
- 송전탑 전선 연결작업, 조립식 또는 용접된 철골 설치, 추
락의 위험이 있는 모든 전기계장 작업 근로자에게 지상
5m부터 고도작업 수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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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작업수당은 해안 거주 근로자가 해발 3,000m 이상 고
지대에서 이동 근무를 할 때 지급하는 수당으로 고용인은
0.30솔/일을 수당으로 지급
ㅇ 장례비(Asignación por Defunción)
- 건설노무자 사망 시 고용인은 1UIT(4,300솔)에 해당하는
장례비를 지급(총 공사비가 350UIT 이상인 경우 적용)하
는 것으로 장례비용 지원금 성격
ㅇ 보너스
- 모든 건설노무자는 7월과 12월에 30일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지급 받음. 단, 동일 업체에서 5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
해당되며 기간이 미달될 경우 해당 개월 수에 따라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
ㅇ 시간 외 수당
- 처음 2시간은 시간당 금액의 60%를 적용, 계산하며 3시간
째부터는 시간당 금액의 100%를 계산하여 지급
ㅇ 퇴직적립금(CTS : Compensación por Tiempo de Servicio)
- 모든 건설노무자는 퇴직금 수급권리가 있으며 동일한 업
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받은 기본급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음
-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중단된 일자부터 48시간 내에 지급
해야 하며 퇴직금에는 3%의 이자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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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휴가 및 휴가비
- 모든 건설노무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주당 24시간
유급휴식의 권리를 제공 받음. 즉, 주 48시간 근무 시 24
시간의 유급휴식 권리를 득하지만 법정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는 경우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비율로 계산하여 제공
- 건설노무자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동일 고용업체에서 1년
연속 근무 시 30일 유급휴가 권리 발생
- 1년 이하 근무 시, 부분 휴가 명목으로 근무일과 증빙된
유급 휴가일을 계산하여 기본급의 10%를 지급
ㅇ 공휴일
- 건설노무자는 법정 공휴일에 쉴 권리가 있으며 페루 건
설의 날(10월 25일)은 건설근로자만 쉬는 공휴일
ㅇ 생명보험
- 250UIT 이상 규모의 공사에 근무하는 건설노무자에 대해
고용인은 위험작업에 대한 보험과 정규 의료보험 외에
생명보험(EsSalud + Vida)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ㅇ 장례휴가
- 모든 건설노무자는 부모 또는 배우자가 사망 시 3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발생(증빙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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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출산휴가
- 모든 건설근로자는 배우자 또는 동거녀가 출산 시 가정의
화목과 결속을 위하여 10일간의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음(artículo 2 de la Ley 29409)
- 여성 근로자의 경우 98일(최대 128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 예정일로부터 49일 이전부터 사용가능
(www.gob.pe/291-seguro-social-de-salud-subsidio-por-mat
ernidad-essalud)
ㅇ 건설근로자 고용 시 유의사항
- 현지 건설근로자는 한국 건설인력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적어도 2~3배 정도 차이가 있으며, 채용 근로자가 갑자
기 출근하지 않거나 그만두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수시 채용체계 구축 필요
- 현지 건설근로자 채용 시, 사전에 노동법, 노조관리, 근로자
능력, 보수체계 등 노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습득한 후,
면접, 테스트 등 면밀한 검증을 통한 인력 채용이 바람직
- 건설근로자 고용 시 발생하는 노사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근로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선진국 노무제도를 도입, 모방
하고 있지만 그 운영에 있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발생
-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현장에는 상당수의 근로자가 상주, 노
조가 결성되어 임금인상, 작업여건 및 복리후생 개선 등을 이
유로 자주 파업을 시도하며 시공업체를 압박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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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공사현장 운영의 성패는 노조관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노무관리 및 노조를 상대할 전담반(관련 전문
변호사, 현지인 관리자 등 구성)을 별도로 설치,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우리 기업이 진출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현실
적으로는 대부분 현지 건설업체에게 하도를 주어야 하는
실정으로 공사수행과 노무관리에 유능한 현지 하도급업체
선정 필요
ㅇ 페루 인력관리(인접국 유입 근로자 포함) 애로사항 및 노무관리
- 애로 사항
․ 안일한 작업 태도 / 시간 외 연장근무 기피
․ 책임의식 부족 / 애사심, 소속감 결핍
․ 위계위식 부족 / 제품, 부품 등 절도행위
․ 단체 협동의식 결핍 / 지나친 평등의식
․ 의사소통(언어) 어려움 / 현지 관리인들의 과다한 권리행사
․ 강한 노조 체계에 따른 근로자 권리 행사
- 노무관리
․ 일방적인 한국문화 강요 자제(현지화 필요)
․ 초과근무 강요 자제. 생산성/효율성 확보에 노력
․ 인격을 존중하고 한국인 직원들을 동등하게 대해야 함
․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폭언, 고성 불가
․ 평가 및 보상 제도 명확하고 엄격히 시행
․ 업무지시는 명확해야 함(현지인 중간관리자를 통해서 서면으로)
․ 직원들 간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해야 함
․ 연봉, 근무조건 등 근로계약서 작성 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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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사업 관행 및 진출전략
5.1 건설사업 단계별 유의점
◦ 입찰 준비단계
- 페루 건설시장은 지금까지 스페인 등 유럽기업과 브라질 기
업이 시장을 장악해왔음. 이들은 사업 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여, 본 사업 입찰시 자국 기업에 유리하도록 사업
방향 및 입찰조건을 제시하고 수주하는 방식을 취함. 따라서
우리 기업이 본 입찰정보를 입수하고 사업 참여를 검토할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다반사임
- 또한, 유럽기업과 브라질 기업들은 페루와 동일 문화권이라는
동질감을 이용하여, 발주처 및 정부 고위인사들과의 네트워
크를 수주활동 시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입찰 참여시 사업금액을 과도하게 책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비력을 활용해 최종낙찰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할 시, 낮은 금액을 제시하여 낙
찰된 이후 설계변경 등을 통해 사업금액을 올리는 방식을
자주 취함
- 입찰일이 예정일보다 적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발주처 홈페이지나 언론에 공지된 대로
믿어서는 안 됨
◦ 입찰참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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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서 작성부터 시작하여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공식
언어는 스페인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능숙히
구사하는 직원을 선발하여야 함
- 페루 인프라 관련 발주처들과 면담해 보면, 한국기업들이 페루
인프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기업이나 유럽기업과의
컨소시엄을 적극 제안함. 경험이 많은 현지기업, 유럽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 리스크를 분산하는 장점이 있음. 단,
부정부패에 연루된 기업 또는 이력을 보유한 기업과 협력관
계 체결 시 사업수행 도중 조사 등에 의한 공사지연 유발요
인 발생 가능
- 최종 입찰 단계에서 발주처 또는 주변 지인으로부터 로비 요
구를 받을 수 있는데, Odebrecht 및 Club de la Construcion
사건 이후 부정부패는 매우 심각한 사안임에 따라 비리에 연
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부록 사례 참고)
◦ 사업수행 단계
- 국내 엔지니어 인력 파견 시, 한국에서 페루 문화와 스페인어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게 해야 함. 페루에서 한국식 건설관행
으로 일을 진행하면, 현지 노동자들의 불만이 쌓일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인 발주처와의 갈등도 불거질 소지가 있음
- 페루에서 건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성노조에 대한
대응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함
· 현장 공사 진행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선 강성노조와의
관계 유지가 매우 중요함. 특히 사업수행 중 노조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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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할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 때 한국에서 파견 나온
임직원들이 곧바로 상대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음
· 현지 언어에 능숙하지 않고 노동법, 관습, 습성 등에 익
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원들과 직접 상대 할 경우,
현지 노동법을 잘 아는 노조들의 요구 사항을 모두 들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음. 만약 이들
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찰을 일으킬 경우, 파업
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음
· 노조를 상대할 때는 현지 노동법을 잘 알고 경험이 풍
부한 현지인 변호사와 스페인어, 현지 풍습이나 관습을
잘 아는 한국인을 고용하여, 법에서 정한 규정을 엄격
히 지키면서 진행해야 함. 한국에서 파견된 임직원들은
오로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해야 하며,
현지인들에게 준법성이 강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참고로 일본 건설기업이 수년 전 발전소 건설 공사 중
노조와의 충돌로 인해 공사 진행 30% 만에 공사를 포기
하고 철수한 사례가 있음
5.2 진출전략
◦ 적극적인 현지화 및 현지기업과 전략적 제휴 강화
- 우리 기업이 참여할 만한 규모 있는 사업은 BOT, PPP
방식으로 장기간의 시설운영을 통한 투자비 회수로 리스
크가 발생하고 금융조달 능력이 핵심요소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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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지사 및 법인 설립, 지분참여, M&A 등 적극적인 현
지화 전략과 함께 언어, 입찰관행 등 현지 사업 환경을
잘 알고 있는 선도기업과 전략적 제휴관계 구축을 통해 네
트워크 확보, 리스크 축소, 금융능력 강화 등 수주경쟁력 제
고 필요
- 사업 수주 및 수행을 위한 현지 기업과의 제휴(MOU, Joint
Venture 등) 필요
◦ G2G 사업 참여를 위한 국내 공기업과의 협력
-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G2G(Government to Government)
계약형태를 선호하는 추세임에 따라 페루 정부와 G2G 계
약이 가능한 한국 공기업(도로공사, 공항공사, 수자원공사
등)이 민간기업과의 협력이 필요
- 중장기적인 수익성 제고차원에서 단순 도급보다는 투자를
동반한 개발 사업자로서 시장진출 모색이 필요하며 도로,
전력, 상하수 등 분야 운영 경험이 풍부한 국내 인프라 공
기업과 동반진출을 통해 대외 신뢰도 및 금융조달능력을
제고하고 수주경쟁력 기반을 마련 필요
◦ 엔지니어링 업체 정보 활용을 통한 시공사업 수주 연계
- 도로, 철도, 항만, 수자원관리 등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활
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정보력 및 용역 결과물을 활용
한 후속사업 수주 연계가 필요
◦ MP, F/S 등 조사용역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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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주요 관심 사업에 마
스터플랜(MP), 타당성 조사(F/S) 등 용역비 지원을 통해
프로젝트 선점, 사전 입찰준비 등 보다 적극적인 수주 활
동을 도모하고 사업 참여 가능성을 제고
◦ 현지 지역 전문가 양성 필요
- 시장 동향, 사업정보, 입찰서류 등 모든 서류가 스페인어
로 통용되는 상황으로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본격적
인 진출을 위해 언어능력과 건설 유관지식을 보유한 지
역 전문가 양성 필요
-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전문가 양성이 절실하며 이를 위
해 해외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국내 유관기관
을 통해 국가 차원의 중남미 건설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신설과 운용 필요
- 스페인어 구사, 지역 특성, 입찰 관행 등 시장 진출환경
을 숙지한 분야별(계약, 시공, 용역 등)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스페인어 건설용어집 보급 확대,
활용 가능한 중남미 인력풀 체제 구축도 필요
◦ 성공적 사업 수행과 지속적인 사업 수주를 위해 우리 문
화와 관습을 강요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가톨
릭 문화가 수백 년간 사회 깊숙이 자리 잡은 현지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자세가 필요
◦ 다양한 파이낸싱 소스 활용을 통한 진출 모색
- 민간투자 양허 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인프라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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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펀드(GIVF), 글로벌인프라펀드(GIF), 글로벌 플랜트·건
설·스마트시티펀드(PIS) 등 우리 정부의 정책금융을 활용
하고 역내 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개발은행(CAF)을 비롯
한 다자개발은행(MDB)과 협조금융을 통한 사업 참여방안
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기업들이 해당 사업의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신시
장 개척 차원에서 시장진출이 용이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통한 수주 가능성 제고를 위
해 경쟁력 있는 우리 금융기관도 현지 진출이 필요
◦ 적극적인 프로젝트 참여 및 사업개발 노력 필요
- 일반 재정 도급사업뿐만 아니라 투자청에 공고되는 사업
은 이미 사업자가 내정된 경우가 많은 상황으로 현지 국
내외 유력업체와 지분참여, 기술․실적 공유 등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사업 참여를 적극 모색하고 현지 선도
업체와 제휴를 통해 초기부터 프로젝트를 개발, 선점하려
는 적극적인 수주 활동 노력이 필요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된 적극적인 수주 활동 전개
- 사업 참여 준비 기간과 입찰과정이 오래 걸리고 사업추
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 많은 인내심과 지속적인
수주 활동 노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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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페루 우리기업 진출 현황

□ 진출현황
ㅇ 최초 진출 : ‘05.09, 엄앤드이종합, 파차쿠텍 보건소 건립사업(70천미불)
ㅇ 총 수주액 : 35개사, 64건, 9.0억불
- 주요 진출분야 : 산업설비(7.7억불), 용역(1.3억불) 등

구분
건수
금액

(단위 : 백만불)

합 계 ~‘15 ‘16 ‘17 ‘18 ‘19 ‘20.1
64
19
2
3
9
28
3
900 813
2
6
16
63
4

□ 수주현황
ㅇ 2019년에는 총 28건의 신규 사업을 수주하였고 2018년도와 마찬
가지로 모두 용역 부문임. 괄목할 것은 28건 중 27건이 현지 공
공사업으로 도로, 항만, 수자원관리, 공항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감리, 타당성조사,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등의 용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바, 향후 EPC, 시공, 운영, 유지보수 등
의 후속 계약의 가능성이 있음
ㅇ 2019년 우리 인프라기업이 중남미에서 거둔 수주실적을 보면, 페
루는 수주금액에서는 멕시코 3.6억불에 이어 0.63억불로 2위를
차지했지만, 수주건수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함

(단위 : 건, 백만불)
구분 페루 멕시코 아르헨 니카라과 기타 합계
건수
28
8
1
4
11
52
금액 62.8 358.8 36.3 27.6 16.8 502.3
* 중남미에서 총 12개국, 27개사, 52건, 502백만불의 수주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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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주사업의 성격을 보면, 모든 사업이 엔지니어링과 건설사업
관리(PMO) 용역으로서 앞으로 감리, 시공, 유지관리 분야로의
확장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 특히, 2019년 우리 컨소시엄이 친체로 신공항 건설사업관리
(PMO, Project Management Office) 용역을 스페인, 캐나다, 터
키 등 세계 유수 엔지니어링社를 제치고 수주(약 3천만불, 5년)
한 것은 해외건설 최초 인프라 정부간 계약(G2G) 사업을 수주
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우리 컨소시엄 : 한국공항공사, 도화ENG, 한미글로벌, 건원ENG

ㅇ 수주목록
(단위 : 천미불)

업체명
엄앤드이
종합
삼우CM
건축
현대종합
설계
포스코건설
세일E&C
포스코건설
현대ENG
벽산파워
세일E&C
세종기업

사업명
파차쿠텍 보건소 건립사업
한페루 산타로사 친선병원
2차사업 CM 용역
국립공과대 ICT 교육역량
강화지원사업
Kallpa 복합화력 개조사업
Kallpa 복합화력발전소 보일
러 및 공기냉각기 설치공사
ChilcaUno 복합화력발전소
페루 Belo Horizonte 수력
발전사업 기업실사 및 타
당성 검증 용역
페루 스마트그리드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ChilcaUno 복합화력발전소
(Power Station Add-on)
페루 Kallpa 복합화력발전
소 - 시운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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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Kallpa
원청:
포스코건설
Enersur
한국수력원자력

계약액
70
63
81
290,493
25,739
294,579

계약일
2005/9/27
2007/2/23
2007/3/22
2009/9/14
2010/4/27
2010/5/29

118 2010/11/17

한국수출입은행 287 2010/12/27
원청:
포스코건설 27,240 2011/2/14
원청:
포스코건설 3,157 20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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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포스코ENG
세광종합
기술
혜인이엔씨
대영유비텍
한국도로
공사
한국종합
기술
정림건축
포스코건설
한국종합
기술
유신
평화ENG
수자원공사
평화ENG
교통연구원
삼진전기
도화ENG
부산교통
공사
유신

사업명
페루 Chilca Uno 발전소
수처리 설비
항만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항만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정보
통신 시스템 신규구축 및
유지보수 용역 -페루
페루 통행료징수시스템 구
축 시범사업
찬차마요시 수도시설 개선
사업
중남미지역 건설사업관리
(CM) 용역
페루 모옌도 720MW급 가
스화력발전소
찬찬마요시 산라몬정수장
시설 개선사업-용역
리막강 복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페루 리막강 복원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페루 리막강 복원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페루 리마 및 까야오 대중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페루 리마 및 까야오 대중
교통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푸에르토 브라보 프로젝트
GTG(下: ELEC)
리마 및 까야호 메트로 2호
선 (AV. FAUCETT - AV.
GAMBETTA) 시공감리 용역
리마 및 까야호 메트로 2호
선 (AV. FAUCETT - AV.
GAMBETTA) 시공감리 용역
리마 상수공급사업 입찰설
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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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포스코건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한국정보화
진흥원
페루 도로청
서울특별시
한국국제협력단
SAMAY I S.A.
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원청:
포스코건설
대중교통
인프라투자
감독청
대중교통
인프라투자
감독청
(주)대림산업

계약액
5,826
309
464

계약일
2011/10/3
2013/2/13
2013/2/13

50 2013/4/4
2,028
200
871
188,206
314
294
294
392
278
340
6,961

2013/7/10
2013/8/5
2013/12/24
2014/2/19
2014/5/30
2014/7/4
2014/7/4
2014/7/4
2015/2/25
2015/2/25
2015/3/19

16,598 2015/3/20
16,598 2015/3/20
60 20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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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사업명
페루 찬차마요시
한국종합 2015년
수도시설 개선사업
기술 산라몬
(ODA) PMC 용역
페루 PUERTO BRAVO 가
오르비스 스터빈 시운전 및 정비용
역(下:계측제어설비)
한국파워 페루 Puerto Bravo 가스터
ENG 빈 시운전 및 운전
첨단 ICT 활용 시범교
비진테크 2016
실 구축 운영 지원 2차 사업)
라메르세드 수
서영ENG 찬차마요시
도시설 개선사업
ICT분야 2개사업 사
문ENG 페루
업기획관리(PM) 용역
CAMPANA 수력
도화ENG CERRO
사업 기술분야 검증용역
서영ENG 2017년찬차마요시라메르세드수
도시설개선사업(ODA) PMC 용역
한국종합 2017년찬차마요시라메르세드수
기술 도시설개선사업(ODA) PMC 용역
대한
도화ENG TRASANDINO터널에
타당성조사 용역
Las Delicias, Buenos Aires
도화ENG 및 Huanchaco 해안선 개
선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동명기술 2018년 찬차마요시 피차나키 수
공단 도시설개선사업(ODA) PMC 용역
찬차마요시 피차나키 수
서영ENG 2018년
도시설개선사업(ODA) PMC 용역
한국종합 2018년 찬차마요시 피차나키 수
기술 도시설개선사업(ODA) PMC 용역
도로건설
평화ENG 침보떼~또까체
및 개선사업 기본설계
도화ENG IQUITOS-SARAMIRIZA도로
시공 및 개선 타당성조사
도로건설
평화ENG 꾸반띠아~낌비리
및 개선사업 타당성조사
아레키파 도시교통
트라콤 페루
(ITS 등) 개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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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계약액 계약일
262 2015/7/3

원청:
347 2015/10/19
포스코건설
원청:
182 2015/11/26
포스코건설
원청:케이티
317 2016/5/25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293 2016/6/28
한국국제협력단 1,948 2016/6/29
원청:한수원
415 2016/9/22
서울특별시
288 2017/3/9
서울특별시
236 2017/3/9
MTC
(교통통신부) 4,338 2017/6/22
MTC
853 2017/9/27
(교통통신부)
서울특별시
181 2018/4/13
서울특별시
241 2018/4/13
서울특별시
181 2018/4/13
페루 도로청
425 2018/5/16
페루
지방도로관리청 5,840 2018/5/17
페루 도로청
377 2018/5/21
국토교통부
254 20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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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평화ENG
한국건설
기술
도화ENG
비츠로
씨앤씨
평화ENG
도화ENG
도화ENG
유신
도화ENG
평화ENG
평화ENG
도화ENG
도화ENG
도화ENG
도화ENG
도화ENG
도화ENG
도화ENG

사업명
페루 아레키파 도시교통
(ITS 등) 개발 용역
페루 아레키파 도시교통
(ITS 등) 개발 용역
LORETO지역 여객터미널
타당성조사
페루 리막강 통합수자원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리막강 통합수자원 관리체
계 구축방안 연구용역
SAN JUAN DE MARCONA
항-ANDAHUAYLAS 철도 FS
PLANCHADA 어항 개선
실시설계
Puno City 상하수도시설 확
장 및 개선사업 설계감리
ILO항 및 접근 철로 타당
성조사
Puno지역 Pakage 3 도로
296km/3개구간 개선공사 감리
Junin 지역 꼰셉시온-싸띠
뽀 외 3개구간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감리
ANCON 어항 실시설계
OLMOS강 홍수조절 통합
계획
CHANCAY강-LAMBAYEQUE
홍수조절 통합계획
PAQUETE 1 - 13번 및 14
번 도로 타당성조사
VIRU강 홍수조절 통합계
획
ISLILLA 어항 실시설계
CHICAMA강 홍수조절 통
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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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페루 항만청
환경부
환경부
MTC
(교통통신부)
국립어업개발기
금
페루
주택건설위생부
MTC
(교통통신부)
페루 도로청
페루 도로청
국립어업
개발기금
농업관개부
OLMOS
특별사업부
페루
지방도로관리청
JequetepequeZana Pejeza
특별사업부
국립어업개발기
금
JequetepequeZana Pejeza
특별사업부

계약액
418
75
2,780
292
583
4,226
245
208
1,351
1,883

계약일
2018/6/8
2018/6/8
2018/7/20
2018/10/22
2018/10/22
2018/10/30
2018/10/30
2018/11/23
2018/12/21
2019/1/7

2,194 2019/1/16
266
1,250
1,547
1,412

2019/2/26
2019/2/28
2019/5/22
2019/6/12

1,262 2019/6/13
288 2019/6/14
1,265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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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사업명
pa 항구터미널 개보
도화ENG Pucall
수 실시설계
홍수조절 통합계
도화ENG ZANA강
획
10 - PUNO 도
도화ENG PAQUETE
로 타당성조사
외
평화ENG 아마조나스~까하마르까
3개 노선 도로개선 FS
3개구간 교량복
평화ENG 앙카쉬주
원 실시설계
II 노선 도로개선
평화ENG 쿠스코
타당성조사
평화ENG 까하마르까~라리베르따드
II 외 1개노선 도로개선 FS
11 지방도로 FS: 39
도화ENG 패키지
번, 40번, 41번, 42번 도로
외 2개
평화ENG 리마-우앙까벨리까
노선 도로개선 타당성조사
5 지방 도로 FS: 23
도화ENG 패키지
번, 24번, 25번, 26번, 30번
홍수 방지 사전 타
도화ENG LEON
당성조사
하수처리 시
도화ENG SULLANA시
스템 시공감리
8개 지역 상하
도화ENG TRUJILLO
수도 개선 및 확장 FS
국제공항
건원ENG 쿠스코-친체로
PMO 사업
국제공항
도화ENG 쿠스코-친체로
PMO 사업
한국공항 쿠스코-친체로 국제공항
공사 PMO 사업
신공항 건
한미글로벌 쿠스코-친체로
설 PMO
파나맥스급 및 포스트파나맥스급
도화ENG 선박 제조 관련 시설 구축 및 현
대화를위한분석및전략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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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MTC
(교통통신부)
JequetepequeZana Pejeza
특별사업부
페루
지방도로관리청
페루
지방도로관리청
교통통신부
페루
지방도로관리청
페루
지방도로관리청
페루
지방도로관리청
페루
지방도로관리청
페루
지방도로관리청
라 리베르타드
지방정부
Vic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Sanitation
국가 도시 위생
프로그램
MTC
(교통통신부)
MTC
(교통통신부)
MTC
(교통통신부)
MTC
(교통통신부)
대한무역투자진
흥공사

계약액 계약일
799 2019/6/26
1,419 2019/6/26
1,275
1,421
1,170
1,283
1,386
1,074
1,154
1,590
538

2019/7/10
2019/7/23
2019/7/23
2019/8/6
2019/8/19
2019/8/23
2019/8/23
2019/9/2
2019/10/11

1,571 2019/10/11
1,110
5,744
12,524
5,468
6,458

2019/10/14
2019/10/24
2019/10/24
2019/10/24
2019/10/24

275 201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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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사업명
및 무역투자 정
케이알ENG KSP산업
책자문
6 지방도로 타당성
도화ENG 패키지
조사: 6번, 27번, 29번
9 지방도로 타당성
도화ENG 패키지
조사: 33번, 34번 도로
20개 지역 상
도화ENG AREQUIPA
하수도 개선 및 확장 FS
도로 개선 및 보
도화ENG TUMBES
존 설계감리 및 시공감리
도화ENG CARLOS 교량 실시설계
도화ENG ACOS 도로 실시설계
※ 출처 : 해외건설협회 DB(2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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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대한무역투자진
흥공사
페루
지방도로관리청
페루
지방도로관리청
국가 도시 위생
프로그램
페루
지방도로관리청
페루
지방도로관리청
페루 도로청

계약액
118
1,083
1,061
1,596
1,862
1,140
931

계약일
2019/11/8
2019/11/15
2019/12/2
2019/12/4
2019/12/2
2019/12/13
2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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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페루 국가인프라계획(PNIC) - 2019.7.28

1. 개요
ㅇ 페루 비스카라 대통령은 2019. 7. 28. 제198주년 독립기념일 국
정연설시 국가경쟁력과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인프라 개
발계획을

담은

국가인프라계획(PNIC,

Plan

Nacional

de

Infraestructura para la Competitividad)을 발표함
ㅇ 동 계획은 미주개발은행, 주페루영국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페
루 경제재정부가 관련 부처(교통통신부, 주택건설수도부, 에너
지광업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함
2. 페루 인프라의 현 상황
ㅇ 2017-2018년 글로벌경쟁력지수에 따르면 페루의 인프라는 전
체 137개국 중 85위에 위치한 것으로 평가되어 인프라 투자가
시급한 상황임
ㅇ 동 계획은, 단기적(5년 이내)으로, 기본적인 인프라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가 335억불이 필요하며, 교통, 하수처리, 보건 및 수
력분야의 순으로 투자의 필요성을 언급함

분야
교통
하수처리
보건
농업관개
상수도

투자액(백만솔)
S/. 35,970
S/. 28,819
S/. 27,545
S/. 12,151
S/. 6,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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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액(백만불)
$ 10,900
$ 8,733
$ 8,347
$ 3,682
$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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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기적(20년 이내)으로,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는 1100억불이 필요하며, 교통, 하수처리, 보건, 상수도 및
통신분야의 순으로 투자의 필요성을 언급함

분야
교통
하수처리
보건
상수도
통신
농업관개
전기
교육

투자액(백만솔)
S/. 160,958
S/. 71,544
S/. 58,727
S/. 24,245
S/. 20,377
S/. 14,625
S/. 7,059
S/. 5,917

투자액(백만불)
$ 48,775
$ 21,680
$ 17,796
$ 7,347
$ 6,175
$ 4,432
$ 2,139
$ 1,793

ㅇ 이러한 투자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페루 국내총생산(GDP)의
4~5% 수준의 투자가 계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투자의
적절한 배분이 필요함
3. 우선순위사업 선정 개요
ㅇ 이번 계획은 아래 4개의 요소를 고려하여, 먼저 경쟁력에 미치
는 영향이 큰 분야, 그리고 세부적으로 우선순위사업 52개를
선정함
① 사업수행으로 인한 효과의 범위
②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
③ 지역사회에 대한 효과
④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
ㅇ 지역적으로는, 인구의 30%와 대외무역의 73%이 집중되어 있는
리마시에서 10건의 사업(금액으로 가장 많은 50%)이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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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북부 1
북부 2
중앙 1
중앙 2
남부 1
남부 2

해당 주
사업 수 투자비중
Tumbes-Pi
ura-Cajamarca-Amazonas-Loreto 10
5%
- San Martín
Lambayeque-La
Libertad- Cajamarca11
9%
Ancash-Huánuco-Ucayali
Lima-Huánuco-Pasco-Junín-Ucayali
8
9%
Lima Metropolitana
10
50%
Ica-Huancavelica-Ayacucho-Apurímac-Cusc
7
16%
o-Madre de Dios
Arequipa-Moquegua-Puno-Tacna
6
11%

ㅇ 분야별로는 교통통신 분야가 가장 많은 건수(31개)와 금액
(83%)을 차지하며, 이는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큼에
도 단기・장기적으로 인프라 격차가 가장 큰 분야이기 때문임

분야
교통통신
농업
상하수도
에너지

프로젝트 수
31
4
6
11

투자액(백만불)
25,054
1,712
1,650
1,644

4. 우선순위사업 52건
ㅇ 페루정부는 교통, 통신, 에너지, 상하수도, 농업의 5개 분야에
서 52건의 우선순위사업을 결정하였으며, 시행방식에 따라서는
29건의 민관투자사업(PPP), 17건의 공공사업(Obra publica) 그
리고 6건의 부분양허사업(Proyectos en Activos)로 구분됨

시행방법
민관투자 순수민간투자
정부지원
사업
공공사업
부분양허사업
총계

사업
건수
18
11
17
6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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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백만불) 비율(%)
6,031
20.1
13,728
45.7
9,319
31.0
980
3.2
30,06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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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관투자사업) 전체 29건의 사업 중에서 15건은 이미 사업이
시행중이며, 2건은 계획단계, 12건*은 입찰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음

* 각 단계별 사업건수 : 사업확정(1건), 사업구조화(4건), 계약단계(7건)
- 입찰 전단계의 14건 사업 중, 5건은 교통통신부, 7건은 에너
지광업부, 2건은 주택건설수도부 사업임

사업비
분야
사업명
진행단계
(백만불) (소관기관)
Longitudinal de la Sierra Tramo 4:
교통통신
Huancayo-Ayacucho-Andahuaylas-Pte.Sa 2,988 (교통통신부)
사업구조화
huintoydv. pisco-Ayacucho
Construcci
o vial
교통통신
사업구조화
la ciudad óden Lidelmaaniy lCal
lao periférico de 2,116 (교통통신부)
Obras de cabecera y conducción para el
상하수도
abastecimiento de agua potable para
785 (주택건설수도부)
사업구조화
Lima
Enlace 500 kilovoltios La Niña - Piura,
에너지
Subestaci
o
nes,
Líneas
y
Ampl
i
a
ciones
148
사업구조화
(에너지광업부)
Asociadas
Si(SITGAS)
stema Integrado de Transporte de Gas
에너지
0 (에너지광업부)
사업확정
교통통신
Tercer grupo de aeropuertos regionales
405 (교통통신부)
계획
Carretera Canta – Huayllay – Unish /
교통통신
175 (교통통신부)
계획
Ramal Dv. Yantac - Paccha
Rehabi
litación integralca del Ferrocarril
교통통신
271 (교통통신부)
계약
Huancayo–Huancaveli
상하수도
PTAR Titicaca
269 (주택건설수도부)
계약
Masificación del Uso de Gas Natural Distribución de Gas Natural por Red
에너지
de
Ductos
en
l
a
s
Regi
o
nes
de
243
계약
(에너지광업부)
Apurímac,
Ayacucho,
Huancavel
i
ca,
Junín, Cusco, Puno y Ucayali
Enl
ace 500ones,kiloLíneas
voltios La
ña -iaciones
Piura,
에너지
Subestaci
y NiAmpl
136 (에너지광업부)
계약
Asociadas
Repotenci
anciónCarabayll
de o,la ChiLínea
tey
에너지
Transmi
s
i
ó
m
bote
71
계약
(에너지광업부)
Trujil o 500 kilovoltios
Enl
Tumbes
kiloavolcetios),Pariñas-Nueva
subestaci
ones (en 220y
ampl
iaciones
asociaTumbes
das y y Ampl
에너지
60 (에너지광업부)
계약
Subestaci
ón Nueva
Líneaiacióden
Transmisión 60 kilovoltios, Nueva
Tumbes-Tumbes
Enl
ace 220 subestaci
kilovolotnes,
ios líneas
Tingoy
에너지
María-Aguaytía,
20 (에너지광업부)
계약
ampliaciones asocia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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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공사업) 전체 17건의 사업 중에서 5건은 이미 사업이 시행
중이며, 1건은 구상단계, 11건*은 입찰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
음

* 각 단계별 사업건수 : 타당성검증(2건), 사업확정(2건), 상세설계(7건)

- 입찰 전단계의 12건 사업 중, 8건은 교통통신부, 2건은 주택
건설수도부, 1건은 국가공기업투자기금(Fonafe), 1건은 아야꾸
초 주정부 사업임

사업비
분야
사업명
진행단계
(백만불) (소관기관)
Mejoramiento y ampliación de los
servici
aguadepotable y alcantarillado
상하수도
556 (주택건설수도부)
상세설계
en lasosciudedades
Puno, Juliaca y Pucallpa
Rehabilitación y mejoramiento de la
carretera
Ruta
NPE-8,
교통통신
500 (교통통신부)
상세설계
EMP.PE-1N(CiudaddeDi
o
s)
y
EMP.
PE-3N Cajamarca
Instal
aciódnad deintegral
Banday Desarroll
Ancha oparaSocilaal
교통통신
conectivi
103 (교통통신부)
상세설계
de la región Cajamarca
Ampl
iación de ladelpresavallAncascocha
y
농업
afianzamiento
e de Yauca
52 (아야꾸초州)
상세설계
(Ayacucho y Arequipa)
에너지
Subtransmisión Piura
52 (FONAFE)
상세설계
Construcción del puente Santa Rosa,
교통통신
accesos,
rotonda
y
paso
a
desnivel
,
43
상세설계
(교통통신부)
Región Callao
Mejoramiento y ampliación de la gestión
ienntegral
de losderesiTumbes
duos sóliy dProvi
os urbanos
상하수도
7
상세설계
la ciudad
ncia de
(환경부)
Sechura
Línea
3 Redde bási
caa, deldepartamento
metro de Limdea, 3,867
교통통신
provi
n
cia
Li
m
사업확정
(교통통신부)
Lima
Programa de infraestructura vial para la 1,913
교통통신
competitividad regional-Proregión
(교통통신부) 사업확정
Creación del Antepuerto del Callao y
교통통신
Mejoramiento de vías de Acceso al
13 (교통통신부)
구상
Puerto y Antepuerto del Callao
Construcción y Mejoramiento de la
Carretera Central, Tramo:
교통통신
725 (교통통신부)
타당성검증
Autopi
s
ta
puente
l
o
s
Ángel
e
s-Ri
c
ardo
Palma
Mejorami
nto de- laLa Carretera
puente
Ricardo ePalma
Oroya: Vari
ante
교통통신
463 (교통통신부)
타당성검증
emp.
PE-022
km.
101+379
(Ri
o
Bl
a
nco)
- emp. ruta PE-3S km. 21+918 (Hu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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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분양허사업) 전체 6건의 사업 중에서 4건은 이미 사업이 시
행중이며, 2건*은 입찰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음

* 각 단계별 사업건수 : 사업구조화(1건), 계약단계(1건)

- 입찰 전단계의 2건 사업 중, 1건은 교통통신부, 1건은 에너지
광업부 사업임

사업명
DiReddeductosenl
stribución de agas
natural
RegiónPi
ura por
Instalación de Banda Ancha para la
conectivi
adintegral
delaregiódnLaLi
bertadyDesarrolloSocial

사업비
분야
진행단계
(백만불)
(소관기관)
에너지
237 (에너지광업부)
사업구조화
교통통신
92 (교통통신부)
계약

5. 기타
ㅇ 그간 인프라 관련 통합계획이 부재하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페
루정부는 이번 국가인프라계획을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52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이를 실행 관리할 전담조직
(Consejo Nacional)을 구성할 계획임
ㅇ 이번 계획을 통해,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페루정부의 의지
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2021년 대선 및 총선
에 의한 정치적 불안정성을 고려할 필요 있음
- 현재 교통통신, 에너지, 상하수도, 농업 분야 사업으로만 구
성된 한계가 있어 앞으로, 산업, 관광 분야 등 다른 분야의
사업이 추가될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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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PNIC 긴급 행정명령 - 2019.11.28

1. 개요
ㅇ 페루 비스카라 대통령은 2019. 7. 28. 제198주년 독립기념일 국
정연설시 발표한 국가인프라계획(PNIC, Plan Nacional de
Infraestructura para la Competitividad)관련 긴급 행정명령
(Decreto de Urgencia 018-2019)을 공포함(11.28)
ㅇ 동
더
라
을

행정명령은 PNIC에 포함된 인프라 관련 52개의 우선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법률에 규정된 인프
관련 규제사항을 3년동안 한시적으로 완화 변경하는 내용
포함하고 있음

※ 긴급 행정명령 내용 중 가장 주목할 것은 사업시행 전단계의 토지수용
등에 있어 법적인 제약사항을 완화하고, 허가기간을 단축하는 등 과도한
관료주의를 지양함으로써 사업시행속도를 더욱 빠르게 한 것임. 특히, 환
경 및 고고유적 관련 인허가로 인해 사업완료가 과도하게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은 주목할 만 함. 다만, 일부 내용은 지
방정부와 지역공동체, 환경 및 문화단체 등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소
지가 있고, 2020년 1분기에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동 명령의 적정성에
대해 다시 논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 폐기하는 경우 논란이 예상됨

2. 긴급 행정명령 주요 내용
ㅇ 페루정부는 경제발전과 정부기능 강화, 공공인프라 격차 해소, 공
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PNIC의 우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한 별도 방안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아래의 주요 사항을 공포함
- (3조) 지방정부가 발급하는 도시개발면허(Licencia de Habilitacion
Urbana) 면제
- (6조) 사업시행기관이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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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의뢰 가능(현행 수용 전담 법원을 통한 감정평가에 비해
기간 단축 효과)
- (7조) 사업시행기관은 지장물의 제거, 이동, 재배치 등을 위
한 사업을 직접 계약 시행할 수 있음(현행 정부계약법에 따
르지 않아도 됨)
- (8조) 지방정부는 52개의 우선사업과 관련된 보조사업을 추
진할 수 있음. 이 행정명령 발효 이후 60일 이내에 행정부
(Poder ejecutivo)는 소관부처 장관과 경제재정부 장관과 함
께 해당사업을 승인함
- (9조) 사업시행기관은 지장물 사업 및 보조사업 시행을 위
한 용역과 공사를 정부계약법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 시
행할 수 있음. 다만, 해당 용역은 380천솔, 해당 공사는 14
백만솔을 넘지 않아야 함.
- (12조) 사업시행기관은 국가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구적이고
강제적인 통행권 설정을 할 수 있음.
- (13조) 환경 소관기관은 법에서 정한 기한내 환경영향평가
를 완료할 수 있도록 초기단계부터 평가에 참여해야 함
- (14조) 호르헤 차베스 공항 등 16개 사업(별첨 3)의 보조사
업 시행 예산 확보를 위해 2020년도에 별도로 13백만솔을
확보함
- (15조) 고고유적 부존재 확인서(Certificado de Inexistencia
de Restos Arqueologicos)는 10일 이내 발급해야 하며, 그렇
지 못한 경우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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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세금환급 대체공사(OxI) 제도

1. 개요
ㅇ 세금대체공사(OxI, Obra por Impuesto) : 민간기업이 자금을 조
달하여 국가 인프라 사업을 시행하고, 소요된 비용을 법인세
감면을 통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
ㅇ 세금대체공사 추진 목적
- 정부측면
·정부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이자없는 민간자본을 우선 활
용 가능
·공공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 가능 : 정부차원의 계약 및
사업시행 절차 간소화
·사업시행시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민간기업과 분담 가능
- 기업측면
·투자자금의 회수가 가능함은 물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
의 이미지 향상 효과 기대
·해당 기업의 사회공헌프로그램 효율성 제고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의 활용처 파악 가능
2. 법적근거
ㅇ 법령 29230호(Ley 29230, 2008년) : 민간영역 참여를 통한 지
방·시정부의 공공투자 촉진 법령
- 규칙(Reglamento) : Decreto Supremo 036-2017-EF, 212-2018-EF,
294-2018-EF, 295-2018-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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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령 30556호(Ley 30556, 2017년) : 중앙정부의 재난 대비 특별
규정 명시법령
- 규칙(Reglamento : Decreto Supremo 003-2019-PCM)
3. 추진절차
ㅇ 민간기업이 세금대체공사에 참여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사업 참여 결정(또는 자체 발굴)*
업체 선정절차에 참여
사업시행 협약서(convenio) 체결
상세설계 작성 및 보완
사업시행
사업준공 및 결과물 이전
세금감면

* 해당 공공기관이 우선 추진코자 하는 OxI 프로젝트를 검토 후 참여 결
정 또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공
공기관은 제안내용을 평가하여 시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함

ㅇ 공공부문의 최초 제안시
- 사업자 선정 방식
·해당 사업담당기관*이 선정하는 경우 : 이 경우 투자청
(Proinversion)은 사업담당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기술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 시정부 및 대학이 세금대체공사 시행
권한이 있음

·투자청(Proinversion)이 선정하는 경우 : 사업담당기관과의
협약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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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별위원회(Comité Especial) 구성 운영
·사업선정기관내에서 3명이 지명되어 참여하게 되며, 선정
절차 개시, 질의 답변 등 절차 진행, 평가 및 우선사업자
선정 등의 역할을 수행함
·사업담당기관과 투자청간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후
25일 이내에 해당 사업을 공고하게 됨
ㅇ 민간부문의 최초 제안시
- 민간부문 제출 서류
·제안기업명(Nombre o razón social del proponente), 납세
자등록번호, 법정 주소 및 대표자 등
·사전투자 적정성 검토 보고서
·사전투자 적정성 검토 보고서 작성 비용을 증빙하는 서
류
- 제안 미수용 사유
·사업의 수요와 편익을 과대 평가한 경우
·사업의 편익이 사업 제안기업에게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 제안이 수용되는 경우, 사전 검토비용은 전체 투자비에 포함됨
·개요 수준의 검토인 경우는 전체 투자비용의 2% 이내
·타당성조사 수준의 검토인 경우는 전체 투자비용의 5%
이내
ㅇ 사업완료 후 비용에 대한 세금 환급
- 경제재정부 채무국고실(Direccion General de Endeudamiento
y Tesoro Publico)은 사업을 시행한 민간기업에 투자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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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및 시정부 투자증명서(CIPRL, Certificado
Inversion Publica Regional y Local)
·중앙정부 투자증명서 발급(CIPGN,
Certificado
Inversion Publica Gobierno Nacional)

de
de

- 투자증명서 발급 조건
·사업담당기관이 준공된 사업의 수령을 승인한 경우
·감독기업이 사업의 품질을 승인한 경우
- 사업추진과정에서의 CIPRL/CIPGN 발급
·협약에
따라,
6개월이
경과한
CIPRL/CIPGN 발급 가능

경우

분기별로

- 세금 환급
·민간기업은 매년 납부하는 법인세(Impuesto a la venta)의
50% 범위내에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음
·CIPRL/CIPGN은 발급후 10년의 유효기간의 가짐
·민간기업은 CIPRL/CIPGN을 다른 기업에 매도할 수 있으
나, 해당 공사를 시행한 시공사에는 매도할 수 없음
4. 추진실적
ㅇ 페루는 2009년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20.1월까지 12
년간 387개 사업 15억불 규모의 사업에 대한 입찰을 추진
- 2017년 69건, 2.78억불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2018년 53건,
전년대비 47% 급락한 1.47억불, 2019년 27건, 전년 대비
16% 증가한 1.71억불을 기록함
- 2019.11월말 기준 8개 중앙정부기관, 15개 지방정부, 153개
시정부, 3개 대학이 세금대체공사 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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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세금대체공사 입찰 건수 및 금액>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입찰건수
2
6
7
19
33
73
42
52
69
53
27
4
387

(단위 : 건, 백만불)

입찰금액

1.8
3.3
87.3
64.5
158.2
203.0
115.2
264.2
277.9
147.0
171.2
9.7
1,503.0

* 출처 : 페루 경제재정부 (2020년 1월까지)

ㅇ 2019.11월 기준으로 동 방식의 사업추진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교통(33%), 교육(25%), 상하수도(16%), 보건(10%), 안전(6%) 등임
ㅇ 사업참여 민간기업
- 법인세 감면을 통해 사업비를 보전받는다는 사업특성으로
인해,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페루경제에 큰 비중을 차
지하면서,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금융, 광산, 통신
분야 기업이 다수를 차지함
·금융기관 : BCP(투자 1위), Interbank(6위) 등
·광산기업 : Antamina(2위), Southern Copper(3위) 등
·통신기업 : Telefonica(4위), Optical Networks(5위) 등
5. 추진예정 사업
ㅇ 2020년 이후 입찰이 예정되어 있는 중앙정부 사업들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교육, 교통 분야이며, 그외 보건, 상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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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에너지, 농목축업 분야도 추진예정임

분야
교육
교통
보건
상하수도
에너지
농목축업
기타
계

< 분야별 향후 추진사업 현황 >

사업건수
17
2
33
22
40
17
19
150

사업금액(백만불)
658
559
524
328
314
118
353
2,857

비율(%)
23 %
20 %
18 %
12 %
11 %
4%
12 %
100 %

* 출처 : 투자청 자료 (2019.11월)

ㅇ 지방정부 사업들에는 총 11개 지방정부와 시정부, 3개 공립대
학이 시행하는 총 사업비 5,239백만솔, 264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9개 시정부가 새로이 256.7백만솔, 47개 사업
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
6 기타
ㅇ 제도 특성상, 페루에 법인세를 충분히 납부하는 현지기업의 경
우, OxI제도를 활용하여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함으로써 사업영역을 보다 확대할 수
있겠으나, 인프라시장 참여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기업의 경우
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
음. 다만, 현지 주요 투자자와 우리기업이 강점을 가진 정보통
신 및 엔지니어링 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의 협력 파트너로 참
여하는 방안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자료 : 페루 경제재정부, 투자청 등
https://www.mef.gob.pe/es/obras-por-impuestos
http://www.proinversion.gob.pe/oxi2020/
https://www.obrasporimpuestos.pe/0/0/modulos/JER/PlantillaStandard.aspx?are=0&
prf=0&jer=279&se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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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5

페루 PPP 프로젝트 개요

1. 민관협력사업의 종류

제안
주체에
따른 구분

관련법

종류
자립형
공동재정형

관련기관
Ø 투자청(PROINVERSION)
Ø 경제재정부(MEF)
국가발의형 Ø DL 1012
Ø 사업관련 정부처(Ministerios)
Ø 관련 규제기관 (해당경우)
Ø 회계감독원 (해당경우)
자립형
Ø 투자청
Ø DL 1012
공동재정형 Ø 경제재정부(해당 경우)
Ø Ley N° 29951
Ø 사업관련 정부처 혹은 공공기
민간발의형 Ø Decreto
관(지자체정부)
Supremo N°
Ø 관련규제기관(서비스
사용요
005-2013-EF
금을 재정기반으로 하는 사업)
2. 민관협력사업 종류별 진행절차
2.1. 국가발의형
ㅇ 민간투자진흥절차 포함
ㅇ 사업진흥계획 승인
ㅇ 입찰조건 공고 및 공모
ㅇ 입찰조건에 대한 질의문답, 계약서에 관한 제안
ㅇ 사전자격조건 평가
ㅇ 기술, 경제 제안서 제출
ㅇ 낙찰자 선정
ㅇ 계약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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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민간발의형
ㅇ 수속절차 승인
ㅇ 평가
ㅇ 관심 선언 (Declaratoria de Interés, 해당 경우)
ㅇ 민간발의사업 홍보, 제3자의 참여를 위한 90일 기간
ㅇ 입찰 혹은 지명계약 (제3자 참여 여부에 따름)
ㅇ 입찰의 경우, 낙찰자 선정
3. 공동재정형 민간발의 민관협력우선사업의 절차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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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민간투자진흥기관 (OPIP)

(출처: DS 127_2014E(대통령령 127호), 2014)

4.1. 정부차원: 투자청 (PROINVERSION)
ㅇ 최고결정기구 : 투자청 이사회
ㅇ 여러 중앙행정부처가 관계한 국가제안의 국가관할범위사업,
총 사업 투자액이 15,000 UIT를 초과하는 사업 혹은 관리, 운
영, 유지만 관여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5,000 UIT를 초과
하는 사업.
ㅇ 자립형 민간발의의 국가관할범위사업
ㅇ 공동재정형 민간발의의 국가관할범위사업
ㅇ 민간투자진흥절차의 관리를 관련 기관이 신청한 사업
4.2. 중앙행정부처 차원 : 투자위원회 (Comité de Inversión)
ㅇ 전 조항(4.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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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방, 지역정부차원 : 주정부협의체 (Consejo Regional)과 구의회
(Concejo Municipal)
ㅇ 지방정부(주정부)의 관할 사업과 1개 이상의 지방을 아우르는
관할사업은 관할 민간투자진흥기관에 지정
ㅇ 지역 정부(시청, 구청 등)는 민간투자 진흥기관으로서 해당 정
부 관할범위의 사업에 지정
5. 투자청 주요 추진 사업
ㅇ 단기(18개월, 2020.1-2021.6월) 추진사업 : 23건, 5,351백만불

구분
입찰 전단계
(Adjudicacion)
13개,
2,344백만불

세부설계
전단계
(Declaracion
de Interes)
10개,
3,006백만불

사업종류
철도사업
통신사업
도로
가스공급사업
전력망구축사업
전력망구축사업
변전소구축사업
변전소구축사업
하수처리사업
병원사업
병원사업
리마상수도공급사업
변전소구축사업
리마외곽순환도로
광산사업
하수처리사업
하수처리사업
하수처리사업
교육(교육시설 설치)
교육(학교 정비)
교육(학교 정비)
교육(학교 정비)
교육(학교 정비)

규모
사업명
(백만불)
Ferrocarril Huancayo-Huancavelica
227
Bandas AWS-3 y 2.3 GHz
291
Longitudinal Tramo 4
464
Masificacion de Gas Natural
200
LT Pto Maldonado -Iberia
24
LT Piura Nueva-Frontera
113
SE Chincha Nueva
30
SE Nazca Nueva
PTAR Pto Maldonado
20
ESSALUD Chimbote
110
ESSALUD Piura
144
Obras de cabecera
720
SE Valle del Chira
Anillo Vial Periferico
2,000
Proyecto Minero Algarrobo
350
PTAR Huancayo
90
PTAR Tarapoto
27
PTAR Chincha
35
COAR Centro
59
CER VMT
72
CER Lima Metropolitana
227
CER Comas y SMP
61
CER Ate y SJL
85

* LT : Linea de transmision
* PTAR : Planta de tratamiento de aguas residuales
* SE : Subestacion
* CER : Colegios de alto rendimiento

- 149 -

페루 건설시장 진출 가이드북 2020-2021

ㅇ 2021년 이후 추진사업 : 21개 사업, 3,205백만불

분야

사업명

Autopista Ica-Quilca
교통 Tercer Grupo de Aeropuertos
(4)
Acceso Aeropuerto y Puerto
Terminal Portuario San Juan de Marcona
SITGAS
에너지 Modernizacion del distribuidor estatal Electronoroeste-ENOSA
(3)
Reque Nueva Carhuaquero
Gestion Integral de Residuos Solidos de los Establecimientos de
de Lima Metropolitana-GIRSE
보건 Salud
Hospital de Huaycan
(3)
Hospital Hipolito Unanue
교육(2) CER Villa el Salvador y San Juan de Miraflores
Desaladora Sur
Desaladora Norte
PTAR Huaraz
상하수도 PTAR Trujillo
(7)
PTAR Cajamarca
PTAR Canete
PTAR Cusco
관광(1) Cerro San Cristobal
통신(1) Red de comunicaciones para Region Loreto
출처 : Proinversion(https://www.proinversion.gob.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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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6

부패사건 연루 양허사업 추진 갈등사례

1. 개요
ㅇ 현재 페루의 수도 리마를 관통하는 Panamerica 고속도로 구간
중 Línea Amarilla 도로의 11개 톨게이트, Ruta de Lima 도로
의 7개 톨게이트를 양허기업인 Vinci Highways(프랑스기업)社
와 Brookfield(캐나다기업)社가 각각 운영・관리하고 있음
ㅇ 현재의 두 양허기업에게 지분을 매각한 브라질 기업 OSA社와
Odebrecht社가 동 사업수주 및 Línea Amarilla 도로의 양허기
간 연장(30년→40년)과 관련해서 이전 리마시장이었던 Susana
Villarán에게 10백만불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Susana 前
시장이 사전구속되었음
- Susana 시장 이외에도 2019년 OSA社와의 계약에 서명한
Luis Castañeda Lossio 前시장도 주재국 공공부(Ministerio
Público)에 의해 조사중에 있음
ㅇ 前시장의 사전구속 이후, 현 Muñoz 시장은 이 두 사업의 양허
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힘

<양허사업 2건 개요>

투자금 기간 요금 공사진행
계약 (백만불)
관할연장
상황
2009.11.12 480
5.7솔
기존도로16km
Línea
(Luis
40년 (자동차별, 99.3% 신설도로 9km
Amaril a Castañeda (세금
제외)
축별)
Bella Union 교량
시장 재임)
판아메리카 북부
2013.1.9. 498
5.5솔
Ruta de (Susana (세금 30년 (자동차별, 47.6% 31.5km, 남부54.1km,
Lima Vil arán 제외)
Ramiro Priale 도로
축별)
시장 재임)
29km
* 출처 : Gestion, 2019.5.21./ El Comercio, 2019.5.19.
사업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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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경과
ㅇ Muñoz 시장은 2019.5.15. San Juan de Lurigancho지역의 공식
활동 중에 “부패로 얼룩진 어떤 톨게이트도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다음주 월요일(5.20) 이를 논의하기 위한 시의회 특별
위원회 개최를 요청함
ㅇ 이에 대해, Rutas de Lima 도로를 운영・관리하는 Brookfield社
는 2016년 이 도로의 지분 57%를 취득했으며, 이는 정당한 절
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당초 입찰과정과는 별개라고 주장
함
- 동 사는 5.19.(일) El Comercio紙에 전면광고를 게재하여, 동
사가 시행한 주요 도로공사와 서비스 내용 등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 반박활동 개시
※ 동 사는 115km(판아메리카 북부도로 31.5km, 남부도로
54.1km, Ramiro Priale 고속도로 29km)의 Rutas de Lima
도로 양허기업으로서, 처음 5년간 65건의 공사를 시행하
여 23개 지역의 160만명의 사용자에게 현대적 도로서비
스를 제공해 왔음. 특히, 도로유지・운영기업으로서,
156,000번의 긴급상황 대응, 215,000톤의 쓰레기 제거, 50
개 이상의 안전카메라 및 관제센터 운영 등을 통해 서비
스 제공. 2013년부터 2019년 4월까지, 554백만솔을 유
지・운영에 투자했으며, 이는 30년의 양허기간 동안 약
5000백만솔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함
ㅇ 또한, 2016년부터 Línea Amarilla 도로를 운영・관리하는 Vinci
Highways社는 현재 유효한 계약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
고, 과거에 일어났을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한 조사에 적극 협조
하겠다는 의견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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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계 의견
ㅇ 변호사 Andres Calderón은 리마시청이 이 양허사업을 끝내기
위해서는 2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하나는
배상금을 지불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하는 것. 다른 하나는 합의를 취소하기 위한 사유가 존재한다
는 것을 밝히는 것임 (El Comercio, 5.16)
- 행정절차법(Ley del Procedimiento Administrativo General
(27444))에 따르면, 법원 판결을 전제로 부패와 같은 잘못이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Villarán이 유죄판결을 받는다 하더라고, 계약은 유
효할 수 있으므로, 계약 자체가 부패행위로 인해 악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힘
ㅇ 인프라진흥협회(AFIN, Asociación para el Fomento de la
Infraestructura) Leonie Roca 회장은 이 두개 양허사업에 대한
계약을 깨는 것은 10,000백만솔의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함 (Gestion, 5.17)
- 이미, 두 양허사업에 5,000백만솔이 투자가 되었고, 여기에
중재를 위해 추가 소요되는 5,000백만솔을 더해 10,000백만
솔의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고 주장. 이 구간을 대체하는 도
로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는 시 정부의 책임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톨게이트에 가서 불만을 토
로할 게 아니라, 시청으로 향해야 할 것이라고 함. 아울러,
정부와 양허기업은 계약을 통해 양허기업이 1,000백만솔을
투자하고, 동시에 이를 어떻게 보상받을지를 결정한 것이라
고 하면서, 양허기업이 어느날 갑자기 톨게이트 갯수와 위
치를 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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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반면, Vizcarra 대통령은 두 양허사업 취소가능성에 대해, 이는
시 정부의 권한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이 톨게이
트 사업의 그간 경위를 검토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찬성입장을 밝힘 (Gestion, 5.17)
4. 시의회 특별위원회 개최(2019.5.20.(월)) 이후 동향
ㅇ 리마 시의회는 특별위원회 회의결과, 리마시장의 의견을 지지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재정적·경제적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양허기업과 재협상 추진을 권고함
ㅇ 그러나, 리마시는 두 양허사업의 전면 취소를 검토중이라고 함
- 리마시 감찰관(Procuradora) Mariela Gonzalez Espitalino는
Ruta de Lima社가 Chillón 톨게이트 취소 관련 국제재판소
(Tribunal Internacional)심판을 제기했고, 리마시도 톨게이트
협약은 물론 전체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한 바
있음을 밝힘. 그는 계약이 페루법령에 규정된 법적인 절차
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하고, 이는 감사원 보고서가 언급한
경제재정부(MEF)의 의견을 받지 않은 점을 지적함. Línea
Amarilla 도로의 경우는 양허기업에 의해 프랑스 파리 법정
에서 중재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밝히고, 이 경우도 경제
재정부(MEF)의 의견을 받지 않은 점을 지적함
ㅇ 현재, 두 양허기업인 Vinci Highways社와 Brookfield社는 언제
든 리마시와의 협의에 참여하여 리마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안을 찾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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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7

페루 광업 투자가이드 2020-2021

1. 개요
ㅇ 페루는 세계 10대 광물 보유 및 생산 국가임. 광업분야는
페루 GDP의 10%, 수출의 58.9%를 차지하는 등 페루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2018년말 기준)
- 광업 주요 수출국 : 중국(67.6%), 일본(7.2%), 한국(6.7%)
ㅇ 1990년대 외국인 투자가 자유화된 이후, Glencore, Rio Tinto,
Freeport-McMoRan, Anglo American, MMG, Teck, Chinalco y
Barrick 등 세계의 주요 광업회사의 활발한 광업투자가 이루
어지고 있음
ㅇ 최근 페루의 광업분야는 광업탐사 투자가 줄어드는 등 전망이
어둡다는 데이터와 의견이 계속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광업탐
사를 통해서 광물자원의 채굴여부를 조사한 후 투자유치를 진
행하는 방식이 투자 장애요인으로 작용 됨. 또한, 프로젝트 시
행을 위한 승인과정이 50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7~9개월이 걸리는 점, 광업탐사를 위한 제안 건수 중 승인되는
건수가 현저히 낮은 점 등 행정절차가 더딘 편임
ㅇ 2018년 페루의 광물생산량은 2017년과 비교해서 다소 감소했
는데, 이는 2014년부터 이어온 상승기조가 무너진 것으로서,
이는 미-중 무역전쟁 등 광물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됨
ㅇ 현재 페루에는 200여개의 광산이 운영되고 있고, 578억불
규모의 사업추진이 계획되어 있음. 현재 가장 많은 광업투
자를 시행하는 나라는 영국이며,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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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물 생산
ㅇ 광물 생산 순위
- 페루에서 생산되는 광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구리와 은
으로서, 전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음

< 광물 종류별, 생산량의 세계 순위 >

광물명 2013
구리
3
은
3
아연
3
납
4
몰리브덴 4
주석
3
금
5

2014
3
3
3
4
4
4
7

2015
3
3
3
4
4
4
6

2016
2
2
2
4
4
5
6

2017
2
2
2
4
4
5
6

2018
2
2
2
3
4
4
6

* 자료 : Peru’s Mining & Metals Investment Guide 2020/2021, Ernest Young

ㅇ 주요 광물 생산량
- 2019년의 경우, 납, 철, 주석, 몰리브덴의 경우, 생산량이
6% 이상 증가한 반면, 주요 광물인 구리는 단지 0.76%의
증가에 그침. 금, 아연, 은은 생산량이 –4.75%∼-8.41%까지
다소 감소함

< 페루 광물생산량, 2015∼2019년 기준 >

광물명 단위 2015

구리
금
아연
은
납
철
주석
몰리브덴

2016

2017

2018

2019

변동

TM 1,700,814 2,353,859 2,445,585 2,437,035 2,455,440 0.76%
gr. 146,822,907 153,005,897 151,103,938 140,210,984 128,413,463 -8.41%
TM 1,421,513 1,337,081 1,473,073 1,474,383 1,404,382 -4.75%
Kg 4,101,568 4,375,337 4,303,541 4,160,162 3,860,306 -7.21%
TM
315,784 314,422 306,794 289,123 308,116 6.57%
TM 7,320,807 7,663,124 8,806,452 9,533,871 10,120,007 6.15%
TM
19,511
18,789
17,790
18,601
19,853 6.73%
TM
20,153
25,757
28,141
28,034
30,441 8.59%

* 자료 : Peru’s Mining & Metals Investment Guide 2020/2021, Ernest Young

ㅇ 주요 광물 생산기업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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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 주요 생산기업
·Sociedad Minera Cerro Verde S.A.A. (전체의 19.3% 생산)
·Minera Antamina S.A. (18.7%)
·Southern Peru Copper Corporation (16.9%)
- 주요 생산지역
·아레키파(19.5%), 앙카시(19.0%), 아푸리막(15.6%)
(금)
- 주요 생산기업
·Minera Yanacocha S.R.L. (전체의 12.7% 생산)
·Minera Poderosa S.A. (7.3%)
·Minera Ares S.A.C. (5.2%)
- 주요 생산지역
·카하마르카(25%)
(아연)
- 주요 생산기업
·Minera Antamina S.A. (전체의 26.0% 생산)
·Volcan Compañía Minera S.A.A.(10.3%)
·Nexa Resources Peru S.A.A.(9.4%)
- 주요 생산지역
·앙카시(30.2%), 후닌(19.7%), 파스코(17.2%)
(은)
- 주요 생산기업
·Minera Antamina S.A. (전체의 12.8% 생산)
·Minas Buenaventura S.A.A. (12.1%)
·Minera Ares S.A.C. (10.8%)
- 주요 생산지역
·후닌(17.4%), 파스코(17.1%), 앙카시(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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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 주요 생산기업
·Minas Buenaventura S.A.A. (전체의 8.9% 생산)
·Sociedad Minera El Brocal S.A.A.(8.8%)
·Minera Chungar S.A.C. (7.7%)
- 주요 생산지역
·파스코(32.6%), 리마(16.9%), 후닌(14.7%)
(주석)
- 주요 생산기업
·Minsur S.A (전체의 100% 생산)
- 주요 생산지역
·푸노(100%)
(철)
- 주요 생산기업
·Shougang Hierro Perú S.A.A. (전체의 95.5% 생산)
·Minera Shouxin Perú S.A. (4.5%)
- 주요 생산지역
·이카(100%)
(몰리브덴)
- 주요 생산기업
·Minera Cerro Verde S.A.A. (전체의 42.7% 생산)
·Southern Peru Copper Corpotation (34.7%)
·Minera Antamina S.A. (11.6%)
- 주요 생산지역
·아레키파(42.7%), 타크나(23.9%), 앙카시(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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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
구리
금
아연
납
은
철
주석
몰리브덴

< 2019년 광물별 주요 생산기업 및 생산량 >

주요 생산 기업(2019년)
생산량 단위
SOCIEDAD MINERA CERRO VERDE S.A.A 473,980 TMF
MINERA YANACOCHA S.R.L
16,285,718 Gramos
COMPAÑIA MINERA ANTAMINA S.A
365,752 TMF
COMPAÑÍA DE MINAS BUENAVENTURA S.A.A 27,356 TMF
COMPAÑIA MINERA ANTAMINA S.A
492,969 Kg
SHOUGANG HIERRO PERU S.A.A.
9,666,412 TMF
MINSUR S.A
19,853 TMF
SOCIEDAD MINERA CERRO VERDE S.A.A
13,007 TMF

* 자료 : Peru’s Mining & Metals Investment Guide 2020/2021, Ernest Young

3. 광물 부존량
ㅇ 광물 부존량 순위
- 페루는 광물매장 측면에서 가능성이 매우 큰 나라로 인식
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전체 국토의 0.3% 정도만 탐사가
이루어 졌으며, 그 중 1.28%만 현재 개발중에 있음. 앞으로
광물생산이 더욱 증가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음을 의미함

광물명
은
몰리브덴
아연
구리
납
금
주석

< 광물별 보존량 순위 >

전세계 순위
2
4
2
2
3
6
4

중남미 순위
2
2
1
2
1
1
1

부존량 비율
21.4%
16.1%
7.6%
10%
7%
4.2%
2.3%

* 자료 : Peru’s Mining & Metals Investment Guide 2020/2021, Ernest Young
Servicio Geológico de los Estados Unidos

ㅇ 광물별 생산 가능량
- 아래 광물별 부존량은 현재까지 탐사에 의해 채굴이 가능
한 것으로 추정된 물량이므로 향후 탐사진행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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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양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됨

< 광물별 부존량 순위(2018년) >
광물명 구리 아연
납
생산
가능량 83,000천 21,000천 6,000천

(단위 : Metric Tons)
은
주석
금 몰리브덴
110천 110천 2.6천 2.4천

* 자료 : Peru’s Mining & Metals Investment Guide 2020/2021, Ernest Young

4. 광물탐사 투자
ㅇ 2019년 광물탐사 투자금액은 356백만불로서, 2018년의 412백
만불에 비해 약 13.5%가 감소하였으며, 2014년 이후 추세를
보면 투자금액이 지속적으로 하향하고 있음
- 이에, 페루의 광업・석유・에너지협회((SNMPE, Sociedad
Nacional de Minería, Petróleo y Energía)는 광업탐사 투
자전 사전 행정 및 승인절차가 페루의 광업분야 경쟁력을
해치고 있으므로 간소화를 지속 요청 중

* 자료 : Peru’s Mining & Metals Investment Guide 2020/2021, Ernest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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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업 투자
ㅇ 최근 페루의 광업투자는 2016년 3,334백만불의 저점을 찍고,
2018년 4,947백만불로 회복세에 있음. 2019년 광업분야 전체
투자액은 전년대비 24.5% 증가함. 광업장비(57.7%), 추출야금
시설(51.3%), 인프라(21.4%)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

<광업투자 추이(백만불)>

ㅇ 총 투자액은 6,157백만불로서, 당초 페루정부가 목표로 한
6,000백만불을 상회하였으며, 이는 Quellaveco, Mina justa 광
산, Toromocho 광산 확장 등 구리 광산에 대한 투자가 활발
했던 것이 요인임

구분
채굴플랜트
광업장비
광업탐사
추출야금시설
인프라
기타
총합

< 광업부문별 투자금액 추이 >

2015
2016
2017
2018
2019
Var.%
446,220,610 238,198,426 286,720,393 1,411,676,115 1,512,994,358 7.2%
654,233,735 386,908,382 491,197,398 656,606,475 1,035,404,125 57.7%
527,197,097 377,053,519 484,395,158 412,524,042 356,571,548 -13.6%
374,972,373 349,690,539 388,481,559 761,288,310 1,151,532,751 51.3%
1,227,816,025 1,079,320,196 1,556,537,971 1,084,149,410 1,316,174,401 21.4%
3,594,184,486 902,392,511 720,684,303 621,190,528 784,454,904 26.3%
6,824,624,326 3,333,563,573 3,928,016,782 4,947,434,879 6,157,132,087 24.5%

* 자료 : Peru’s Mining & Metals Investment Guide 2020/2021, Ernest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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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굴플랜트 : Chinalco Perú S.A.(후닌주 Toromocho 광산
확장, 33백만불), Anglo American Quellaveco S.A.(모케구
아주, Quellaveco 광산, 75백만불)
- 광업장비 : Marcobre S.A.C, Anglo American Quellaveco
S.A.(1,035백만불)
- 광업탐사 : Minera Poderosa S.A.(41백만불), Minera Chungar
S.A.C. (28백만불), Minera Zafranal S.A.C. (26백만불)
- 추출야금시설 : Mina Justa, Yanacocha S.R.L.(570백만불)
- 인프라 부문 : Antapaccay S.A, Marcobre S.A.C. (631백만불)
ㅇ 광업탐사분야 외국인투자는 감소 추세. 이러한 추세는 전 세
계의 광물탐사투자가 2016년 저점(7300백만불)을 찍은 이후,
계속 상승하는 상황(2018년 9620백만불)과 비교해서도 매우 반
대되는 상황임

< 광업탐사 투자금액(백만불) >
< 페루 >

< 전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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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페루에서 광물탐사투자가 지속하락하고 있는 것은 최근 2018년
새로운 환경관련 기준이 강화된 것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지
만, 이는 2014년 이후 지속된 하락추세를 설명하지는 못함에 따
라, 사회적 갈등이 주요원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ㅇ 2019.5.13일 페루 일간지 El Comercio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
르면, 광물탐사 프로젝트의 지연사유로 사회적 갈등(21%), 기
술문제(20%), 프로젝트 금융조달 문제(19%), 절차(18%), 기대치
보다 낮은 광물가격(10%), 예상보다 높은 투자금액(8%), 환경문
제(4%)를 그 이유로 듬
6. 광업분야 세금구조
ㅇ 페루의 광업분야 세금제도는 회사의 경제상황, 운영규모, 이
윤 등을 감안하여 유연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즉, 수익성
이 일정기준을 넘는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소득세
배당세금
독점권 사용료
광업특별세
일반판매세
노동자기여세
지역특별기부세

< 광업분야 세금구조 >

운영, 금융경비를 제외한 수익 기준으로 29.50%
주주 배당금의 5%
세금납부전 수익 기준으로 1% ∼ 12%
세금납부전 수익 기준으로 2% ∼ 8.4%
판매금액의 18%
세금납부후 수익 기준으로 8% (근무일수, 급여 등
감안하여 지급)
3U$/ha 기준으로 납부. 광업활동으로 영향받는 지역
에서 사용됨

* 자료 : Peru’s Mining & Metals Investment Guide 2020/2021, Ernest Young

* 참고자료 : Peru’s Mining & Metals Investment Guide 2020/2021, 2020.1월,
Ernest Young

- 163 -

페루 건설시장 진출 가이드북 2020-2021

참고8

Las Bambas 광산 사회갈등 사례

1. 개요
ㅇ Las Bambas 광산은 Apurimac 지역, Cotabambas주, Challhuahuacho
시에 위치하고 있음. 페루에서 가장 큰 구리광산 중의 하나로서
2018년 38.5만톤의 구리를 생산했으며, 2019년 1월에는 4.16톤을 생
산함
ㅇ 이 광산은 스위스 기업인 Xstrata Glencore사 소요였으나, 2013
년 중국기업 MMG 컨소시엄에 58.5억불에 매각했음
ㅇ Apurimac 지역의 39개 이상의 지역사회가 현재 소요가 벌어지
고 있는 Las Bambas 광산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들은 올해 2
월 4일부터 약 두달여 동안 광산에서 생산된 구리를 Arequipa
의 Matarani항으로 운송하는 길을 봉쇄하고 있음
ㅇ 현재, Las Bambas 광산은 생산된 광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
음에 따라 약 3억불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이 광산에서의 생산량은 페루 전체 구리생산량의 16%, 전 세
계의 2%를 차지하는 규모임. 만약 봉쇄가 계속된다면, 이 회사
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임. 이 광산의 비축가능량
이 60일이어서 소요가 계속된다면 생산을 중단해야 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매우 클것으로 전망됨
ㅇ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페루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지역사회와의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함. 이와 동시에, 공공
부(Ministerio de Publico)는 익명의 제보자의 제보를 통해
hermanos Jorge와 Frank Chavez Sotelo 등 변호사 두명을 체
포하였는데, 이들은 소요와 충돌을 중지시키기 위해 광산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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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돈을 지불해 줄 것을 강요한 대화가 공개된 것이 그 이유
이며, 이는 변호사 역할에 있어서 법을 위반한 것임
2. 충돌의 원인
ㅇ Las Bambas에서의 사회적 충돌은 그 기원이 오래되었으나, 현
재 주요 쟁점사항은 목초지를 가로지르는 12km의 도로에 대한
사용료 지급 문제이며, 이 도로는 Fuerabamba 지역을 가로지
르고 있으며, 쿠친스키 전 대통령과 현 비스카라 대통령은 이
에 대해 약속한 바 있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5.23. Las Bambas의 광산도로는 공공
도로, 즉, 지역의 국가도로로 지정됐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
와의 충돌이 다시 불거지게 되었음. 그 이유는 공공도로 지정
으로 인해 도로통행에 대한 토지사용료 지불을 광산회사에 요
청할 권한이 사라지게 된 것임
ㅇ 38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광산도로 사용료는 3200만불(1억솔)
에 이름. 광산회사 MMG Limited는 매년 600백만솔에 100만솔
을 더해 2022년까지 지불할 의사를 확인함
ㅇ 지역사회가 사용료 지불을 요청하는 근거로는 광물을 수송하
는 동안 먼지 등으로 인해 많은 환경오염을 야기한다는 것인
데, 광산기업은 환경영향평가에 규정된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
며, 아울러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에 2억솔 이상을 투자
하고 있다고 강조함
ㅇ 충돌의 또 다른 이유로는, 비스카라 대통령이 2016년도 11월말
에 교통통신부장관으로서 한 약속으로서, 그는 이 지역 38여개
에 20억솔의 투자 패키지를 약속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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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상상황
ㅇ 3월말 정부 관련부처 대표단이 현지에 파견되었으나, 지역사회
로부터 폭력적인 방식으로 쫓겨난 바 있으며, 3.28.에는 대통령
실의 대표단은 Chumbivilcas 지역주민들에게 받아 들여지긴 했
으나, 전체 지역사회에 의해서는 거부되고 있는 상황임
ㅇ 지역사회는 대화지속을 위한 전제조건 제시
- 지역사회와 광산회사가 맺은 협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 감사 실시
- 이전 소유회사인 Xtrata Glencore가 동 광산 매각시 납부했
었어야 할 세금 15억불 지불 요청(이 세금은 지역사회를 위
해 사용될 예정)
- 계약조건에 따른 적정한 광산사용료 납부 요청
- 비스카라 대통령이 약속했던 20억솔의 공사시행 추진 요청
- 비상사태 중단 요청
- 의회에 대통령실, 교통통신부, 광업에너지부에 대한 대정부
질의 요청
4. 민간영역의 반응
ㅇ 기업측에서는 사회적 갈등에 따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
- 국가 광업・석유・에너지협회(SNMPE) Manuel Fumagalli 협회
장은 이번 충돌은 환경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라고 규정. 그
는 이번 충돌이 왜곡되어 있으며, 모든 지역사회 출입이 봉쇄
되고, 근로자가 볼모로 잡혀있는 등 매우 공격적이라고 지적
ㅇ 기업측은 이번 소요사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페루의 다른 지
역에서의 충돌도 더욱 심각하게 만들 우려가 있으며, 특히 Tia
Maria 광산과 같은 프로젝트의 추진을 어렵게 만들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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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9

페루 기술인협회(CIP) 등록절차

1. 라이센스 종류
1) 일반(Ordinary) 라이센스 : 페루 내 교육기관 또는 대학 엔지
니어 학위를 취득한 자
2) 임시(Temporary) 라이센스 : 해외에서 학위를 마친 국외 엔
지니어
2. 라이센스
ㅇ 라이센스를 취득한 엔지니어는 자격증(Certificate)을 부여받게
되며, 페루 기술인협회(CIP)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3. 임시(Temporary) 라이센스 취득을 위한 구비서류
ㅇ 각 국가 교육담당부처에서 인정한 학위수여 기관(페루 : SUNEDU)
에서 발급한 엔지니어 학위(또는 엔지니어 타이틀)
ㅇ 엔지니어 커리큘럼 이수 증빙을 위한 성적 및 졸업 증명서
ㅇ 모국에서의 엔지니어 기술인관련 자격증
ㅇ 계약조건, 고용 기간 및 해당직무 등이 표기된 고용계약서
ㅇ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Carnet de Extranjeria), 사진
ㅇ 비용 : S/. 4,000(매년 갱신)

※ 서류번역 시 “Grado de Ingeniero/a de”, 토목의 경우 “Civil” 용어사용 필수

4. 최종절차
ㅇ 인터뷰 및 구술평가 통과: 해당 전문분야의 페루 기술인협회
분과위원회에서 인터뷰자로 나와 후보자의 경력, 윤리행동,
엔지니어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해력, 공공안전 및 환
경, 엔지니어링 규율에 대한 법적 준수 등에 대한 인터뷰에
통과해야함
ㅇ 페루 기술인협회의 윤리행동강령 코드를 준수하겠다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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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절차 (http://www.cip.org.pe/colegiate/)
ㅇ 절차도

ㅇ 라이센스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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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0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 국가계약법

Leyes Ámbito General
Ley Nº

30225 - Ley de Contrataciones del Estado

Ley que
regula los procesos de contratación con el estado para proveedores de
bienes y servicios.

□ 전력 분야 관련법

Leyes del Sector Eléctrico
Decreto Ley N° 25844
Ley de

Concesiones Eléctricas. Establece los criterios para que el estado otorgue en

concesión el servicio publico de suministro de electricidad.
Decreto Supremo N° 009-93-EM
Reglamento
requisitos

de la Ley de Concesiones Eléctricas. Norma técnica que explica los
y procesos para las concesiones.

Ley N° 26876
Ley

Antimonopolio y Anti oligopolio del Sector Eléctrico. Ley que prohíbe la

participación de empresas en los tres negocios del sector energético.
Decreto Supremo N° 017-98-ITINCI
Reglamento

de la Ley Antimonopolio y Anti oligopolio del Sector Eléctrico.

Ley N° 27345
Ley de

Promoción del Uso Eficiente de la Energía

Ley N° 28832
Ley

Para Asegurar el Desarrollo Eficiente de la Generación Eléctrica.

Decreto Supremo Nº 069-2006-EM
Reglamento

del Mecanismo de Compensación para Sistemas Aisla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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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지역 전력화 법률

Ley de electrificación rural
Ley N° 28749
Ley

General de Electrificación Rural. Establece como prioridad lograr la

cobertura

eléctrica en las zonas rurales del país.
Decreto Supremo N° 025-2007-EM
Reglamento

de la Ley de Electrificación Rural.

Decreto Legislativo N° 1001
Decreto

Legislativo que regula la inversión en Sistemas Eléctricos Rurales (SER)

ubicados en zonas de concesión.
Resolución Directoral Nº
Norma

016-2008-EM/DGE

técnica de calidad de los servicios eléctricos rurales (NTCSER) .

Decreto Supremo N° 029-2008-EM
Normas

Reglamentarias y Complementarias al Decreto Legislativo Nº 1001.

Resolución Ministerial Nº
Fijan
a

523-2010-MEM/DM

Factores de Adecuación de los Parámetros de Aplicación del FOSE aplicables
los Usuarios de Sistemas Rurales Aislados atendidos exclusivamente con

Sistemas Fotovoltaicos
Resolución Directoral Nº
Aprueban

090-2011-EM/DGE

Procedimiento para la Calificación de los Sistemas Eléctricos Rur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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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률

Leyes de Energía Renovable
Decreto

Legislativo Nº 1002

Decreto

Legislativo Nº 1002, de promoción de la inversión para la generación de

electricidad con el uso de energías renovables.
Decreto Supremo
Nuevo

N° 012-2011-EM

Reglamento de la Generación de Electricidad con Energías Renovables.

Decreto Supremo
Modifican

N° 031-2012-EM

los artículos del Decreto Supremo N° 009-93-EM y del Decreto Supremo

N° 012-2011-EM,
concesiones

relativos al marco regulatorio que regula el otorgamiento de las

de generación hidráulica RER

Decreto Supremo
Aprueban

Nº 020-2013-EM

Reglamento para la Promoción de la Inversión en Áreas no Conectadas a

Red.
Decreto de

Urgencia 019-2008

Declaran

de interés nacional la implementación y aplicación de la tecnología

alternativa de calefacción “Sistema pasivo de recolección de energía solar de

forma

indirecta” denominada “Muro Trombe”.
Decreto Supremo
Disponen

Nº 056-2009-EM

adecuar competencia de los Gobiernos Regionales para el otorgamiento de

concesiones definitivas de generación con recursos energéticos renovables.
Ley Nº 26848
Ley

Orgánica de Recursos Geotérmicos.

Decreto Supremo Nº 019-2010-EM
Aprueban

nuevo reglamento de la Ley N° 26848, Ley Orgánica de Recursos

Geotérmicos.
Decreto Supremo
Modifican
de

N° 024-2013-EM

el Reglamento de la Ley de Promoción de la Inversión para la Generación

Electricidad con el uso de Energías Renovables y el Reglamento de la Ley de

Concesiones Eléctri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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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1

스페인어 참고자료

스페인어

영어

한국어

diseño
perfil reforzado
estudio de factibilidad
estudio de
pre-factibilidad
estudio definitivo
plan maestro
plano
corte longitudinal
corte transversal
fachada
estudio Basico
contracto base
garantía de fiel
cumplimineto

design
basic design
feasibility study

설계
기본설계
타당성 조사

pre-feasibility study

예비 타당성 조사

detailed design
master plan
plan(drawing)
longitudinal drawing
cross-section drawing
façade
Basic Study
base(original) contract

상세설계
마스터 플랜
도면
종단면도
횡단면도
입면
기본 계획
최초 계약서

performance guaranty

이행보증서

garantía por adelanto

advance payment
guaranty
guaranty
bond/guaranty
Evaluation of technical
offers
Evaluation of economic
offers
down payment
advance payment
official document
aggregate
slump

선수금 보증

sewage, water drainage

하수도

taxiways
central water treatment
plant

유도로

concecionario

concessionaire

concesion

concession

concreto armado
construccion fraudulenta
contraloria

reinforced concrete
fraudulent construction
comptroller(audit)

양수인, 피양도인, 이권
소유자
1.위양, 양도 2.권리,
이권 3.채굴권, 개발권
철근 콘크리트
부실시공
회계 감사원

garantías
carta fianza
evaluación de las ofertas
técnicas
evaluación de las ofertas
económicas
valor referencial
pago por adelantado
acta
agregado
asentamiento
alcantarillado, drenaje de
aguas
calles de rodaje
central planta de
tratamiento de ag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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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보증서
기술 제안서 평가
가격 제안서 평가
계약금
선수금
증서, 공증증서
골재
슬럼프

중앙 수처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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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
costo (precio) de
ejecución
curado
densidad poblacional
desmonte
diseño de mezcla
entidad Convocante
entidad ejecutora
equipamiento/equipo
Estimacion cuantitativa /
usta de partidas
evaluación de las ofertas
factor de seguridad
filtracion
formalizacion
formulacion
fotografía aérea
hormigón/concreto
hormigón proyectado
hormigón simple
hormigón solado
irregularidad
lechada (de cemento)
normativa
Pavimento
perímetro
Pista
planta de concreto
postor
predio/propiedad
presentacion
propiedad del Estado
propiedad privada
puesta en marcha
sanción
sistema de contratación
subestacion electrica
suministro de agua
terminos de referencia
viabilidad

영어

한국어

execution cost

실행 단가

cure
population density
soil clearance
mix design
client
executing agency
equipment

양생
인구 밀도
절토, 흙깍기
배합
발주처
수행기관
기자재

bill of quantity

산출내역서

bid evaluation
security factor
filtration
formalization
formulation(in detail)
aerial photography
concrete
shotcrete
plain concrete
lean concrete
irregularity(corruption)
grout
regulation
pavement
perimeter
runway
concrete batch plant
bidder
property
submission
state property
private property
testing & commissioning
penalty
contract method
substation
water supply
terms of reference
viability

제안서 평가
안전율
누수
공식화
구체화
항공 사진
콘크리트
숏크리트
무근 콘크리트
버림 콘크리트
비리
그라우팅
규정
포장
경계선, 둘레, 주위
활주로
배처플랜트
입찰자
용지
제출
국유지
사유지
시운전
징계, 제재, 처벌
계약 시스템
변전소
상수도
과업 지시서
실현성

- 173 -

페루 건설시장 진출 가이드북 2020-2021

-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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