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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들은 국내 전력수요의 성장둔화 및 해외 진출을 

통한 수익창출을 위해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상사 기능을 보유한 대기업과 에너지 기업들은 

사업 자체의 수익성을 확보하고 해외에서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해 움직

이고 있다. 한편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시에는 기자재 제작업체, 엔지

니어링업체 및 건설업체들의 동반진출이 이루어져 수출증대 및 고용창출

효과 등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미얀마는 2011년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서방 국가들의 대 미얀마 제

재 완화 및 중단으로 본격적인 개방과 함께 통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

국은 2016년 아웅산 수치여사 중심의 정부 출범으로 금융거래 제한 완

화, 7개 국영기업 제제대상 제외를 비롯하여 미국 기업의 미얀마 진출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 및 기업들은 미얀

마를 잠재적인 큰 시장으로 보고 선점을 위해 노력중이다. 

미얀마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원활한 에너지 공급, 안정적인 전력계

통 운영은 필수적이다. 특히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발전력 확보가 필요하나, 현재 미얀마의 발전인프라는 자본 및 인력 부

족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위해 미얀마 정부는 해

외 IPP 투자 기업들에게 시장을 개방하고 정부차원에서 법과 제도를 정

비해 나가고 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은 미얀마 진출을 위한 분석과 방안을 수립하여 왔으

나, 이렇다 할 진출실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리스크 관리 및 IPP 사업 개요와 선행사업 리스크관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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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리스크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 즉 AHP 및 

IPA 관련이론을 연구하였다. 제 3장에서는 미얀마의 정치, 경제 및 전

력산업에 대한 내용 및 미얀마 진출기업 및 검토를 시행했던 경험들을 

분석하였다. 제 4장에서는 미얀마 IPP 사업리스크 분석을 통해 진출시 

리스크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얀마에서 전력사업 중 독립민자발전사업(IPP : 

Independent Power Producer)에 특화된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조사

와 전문가 면담을 통해 미얀마 발전사업 리스크를 도출 후, 미얀마 IPP 

사업 리스크의 상대적중요도 및 통제가능성을 다기준 분석방법 중의 하

나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쌍대비교법)와 

IPA(Important Performance Analysis, 이분법)을 활용하여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미얀마 전력사업 참여자를 포함한 해외 IPP 사업 근무경

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결과를 바탕으로 리스크 중요도

와 리스크 통제 가능성을 평가하였으며, IPA 기법을 응용하여 미얀마 

IPP 사업 리스크 매트릭스를 도식화 하였다. X축에는 통제가능성을 Y축

에는 상대적 중요도를 배치하였고, 중심점은 리스크 통제 가능성의 긍정

적 답변 비율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결정하여 각 사분면 별로 리스크 관

리 모델을 제안하였다. 각 사분면별로 각각 리스크 해소를 위해 적극 관

리, 사업 참여보류, 선제적 대응 등을 통한 손실최소화 방안 구축, 제한

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

로 리스크 관리 모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계층적의사결정(AHP), 미얀마, 리스크인자, 리스크 중요도,   

독립민자발전사업(IIPP), 프로젝트 파이낸싱

학  번 : 2018-2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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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국내 전력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급속하게 발전해 왔

으나 현재의 전력시장은 국내 경제성장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제조업의 

축소 및 에너지 효율화 등으로 인해 전력수요 성장의 정체가 전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전을 비롯한 발전공기업1) 및 국내 IPP 사업자2)들

이 국내 전력산업의 성장 둔화로 수익성이 낮아지고 시장 확대가 어려워

짐에 따라 해외 IPP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사업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미얀마 IPP 시장에 대해 리

스크를 평가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해외 IPP 사업은 2~3년간의 개발, 2~6년의 건설기간이 필요하고  

20~30여년(원자력은 60년의 경우도 있음)의 장기간 투자사업으로서 미

래의 불확실성(uncertainty) 하에서 이루어지므로 투자에 대한 미래의 

결과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검토가 필요하고, 이는 과거 사례에 비추어 

특별한 결과가 생길 확률 혹은 가능성이 크던 낮던 간에 위험(risk)의 

조건하에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리스크 분석 

및 대처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2) 포스코에너지(주), 대림에너지(주), GS 에너지(주), 삼성물산, SK 에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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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대상 국가인 미얀마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개도국이다. 미얀

마에는 전력개발을 위한 수력, 천연가스, 석유 등과 같은 자원뿐만 아니

라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과 바이오매스와 같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나라이다. 미얀마는 이렇게 에너지자원 잠재량이 풍부한데도 전력공급이 

낮아 전화율(electrification rate)이 낮으며 총 인구의 30% 정도만 전

력 공급이 되어 아시안 국가 중에 제일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1]

미얀마 전체 발전설치 용량은 2010년 3,413MW에서 2017년 

5,390MW로 증가되어 이 기간 동안 연간 평균 7.62%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  

이에 미얀마 IPP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Project Finance3)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리스크를 도출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리스크 도출을 위해서는 선행사업에서 도출된 리스크를 확인하고 전

문가들의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해 리스크 분석을 시행하여 미얀마 전력시

장 진출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3) 신용도나 담보 대신 사업계획, 수익성 등을 보고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법

이다. 보통 사업자가 금융권에 자금을 대출받거나 보증을 받을 때 이를 프로젝

트 파이낸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개념 (위키피디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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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연구의 범위는 국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미얀마의 인프라 사업 중

에서 IPP 사업(가스복합화력발전 중심)에 대해 사업주(Sponsor)에 특

화된 연구를 진행하였다.

미얀마 IPP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 입장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서 

국가, 경제환경, 발주처, 프로젝트 실행가능성, 수익성, 건설, 연료, 전력

시장 리스크 등으로 연구범위를 제한하였다.

 2. 연구방법

리스크 요인의 식별 및 분류 그리고 관리방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방법은 이론적 고찰을 시행한 후 사례연구, 설문조사, 면담 등을 시

행하기로 하였다.

문헌연구는 미얀마 전력시장 및 미얀마IPP 사업으로 대별하고 리스크 

요인의 식별, 평가, 그리고 관리에 관한 연구문헌으로 구분하여 고찰하

기로 하였다.

사례연구는 대표적인 기업의 해외 IPP 사업 리스크관리 관련 조사연

구와 유경험자 면담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미얀마 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해외 사업 담당자 또는 컨설턴트 등을 대상으로 수행

하기로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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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4개의 주제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미얀마 전력시장의 현황, 잠재성 분석 및 발전시장의 실태에 대

한 파악이다.

둘째, IPP 사업의 리스크요인, 경제성 분석방법, 타당성조사 및 미얀

마 진출사례이다.

셋째, 사업 경험자의 미얀마 진출에 대한 리스크 인식의 파악이다. 이

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법률, 회계, 기술 등), 미얀마 진출기업의 종사자 

및 해외사업 장기 개발업무 종사자(10년 이상)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

하여 리스크요인의 중요도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고 미얀마 진출시에 대

한 의견을 제시토록 추진하며, 이는 발굴된 리스크 항목을 대분류/소분

류로 구분하여 로직트리를 작성하고자 한다.  

넷째, 장기(5년 이상) 해외개발사업 종사자, 전문가를 통해 미얀마 

IPP 사업시 리스크 요인에 대한 AHP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기

로 하였다. 조사결과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명 이상을 응답대상

으로 선정할 것을 계획하였다. (리스크 상대적 가중치 및 리스크 통제 

가능성) 

마지막으로 면담 및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리스크요인의 파악이다. 

AHP의 쌍대비교법과 이분법을 활용하여 IPP 사업 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AHP 기법을 활용하여 리스크 상대적 중요성을 산

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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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연구범위 및 방법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2장)
리스크,  IPP 개요 및 AHP와 IPA 이론 연구검토

조사분석(3장) 미얀마 현황 및 진출사례 연구 분석

미얀마 IPP 사업 

리스크 분석

(4장)

사례분석 리스크 로직트리

작성전문가 면담
↓

AHP 및 IPA 설문지 작성

↓

설문조사 시행

↓

데이터 분석

↓

리스크 매트릭스 및 관리방안 제시

결론(5장) 시사점과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제시

그림 1-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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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이론 및 선행사례 고찰

제 1 절 리스크 관리 및 IPP 사업의 개요  

1. 리스크 관리 일반

 프로젝트관리협회(Project Management Institute, PMI)에서 출판

한 프로젝트관리의 지식체계안내서(A Guide to the 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 “PMBOK” Guide 4th Edition)

에 따르면, 리스크(risk)란 단어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불확실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2가지 요인 즉, 긍정적인 리스크는 ‘기회’로 정의되

고, 부정적인 리스크는 ‘위협’으로 정의된다. 즉, 일반적인 사회통념과 

달리 반드시 리스크는 부정적인 일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단지 불확실성

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4]

김문한[5]은 「리스크와 불확실성의 구분은, 미래에 일어나리라 예상

되는 어떤 상황이나 현금흐름(cash flow)에 대한 확률분포(probability 

distribution)를 알고 있을 때 이를 리스크(risk : 위험)라 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투자결정을 ‘리스크 하에서의 투자결정’(investment 

decision under risk)이라고 한다. 

한편 미래에 일어나리라 예상되는 어떤 상황이나 현금흐름에 대한 확

률분포를 전혀 모르고 있을 때를 불확실성(uncertainty)이라고 하고, 이

와 같은 상황에서의 투자결정을 하는 것을 불확실성하에서의 투자결

정’(investment decision under uncertainty)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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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구분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한데 묶어서 투자결정을 한다.」

리스크 관리란 프로젝트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을 식별 및 분석하여 이에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체계적 프로

세스 이다. 리스크 관리는 긍정적인 사건의 발생 가능성과 파급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사건의 영향력은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6]

또한 PMBOK[4]와 안재성[6]에 따르면, ‘리스크 관리는 리스크관

리 계획, 확인, 분석, 대응 그리고 프로젝트의 통제 및 관리를 수행하는 

프로세스들을 포함한다.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의 목적은 프로젝트에서의 

긍정적인 사건의 임팩트와 그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사건에 대

한 임팩트와 그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리스크 관리는,

① 가치를 창출하며,

② 조직 프로세스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부분이어야 하며,

③ 의사결정의 일부분이어야 하며,

④ 불확실성을 명확하게 다루어야 하며, 

⑤ 체계적이고 구조적이어야 하며,

⑥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들을 기초로 하며,

⑦ 특정한 목적이나 방법에 맞춰야 하며,

⑧ 인적요소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⑨ 명백해야 하며 포괄적이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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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변화에 역동적이고, 반복적이고, 민감해야 하며,

⑪ 끊임없이 개선하고 보강되어야 한다.

이처럼 리스크에 대한 정의와 관리는 단정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관리

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리스크를 기회와 위협

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리스크의 수준과 수익률이 비례 즉, 리스크가 

크거나 많을수록 기대수익률이 높게 요구되는 것이다 이는 수익률이 리

스크와 Trade-off 개념에서 정의될 수 있다.[8]

한동환 외[9]에 따르면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4)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PMBOK에서 언급한 프로세스의 내용과 같다.

리스크 감시 및 통제

리스크 관리

계획수립
⇨ 리스크 식별 ⇨ 리스크 관리

계획수립

⇩
리스크 대응

계획수립
⇦ 정량적 리스크 

분석

그림 2-1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5)

① 리스크 관리계획 수립 : 프로젝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 

주어진 프로젝트에 맞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② 리스크 식별 : 모든 식별된 리스크는 기록되며 각 식별된 리스크

4) 프로세스란 사전에 정해진 제품, 결과 또는 서비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상호 연관된 활동 및 조치들의 모음, 한동환 외[9]

5) 한동환 외[9] 자료 연구자 재편집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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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리스크 담당자가 배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정성적 리스크 분석: 식별된 리스크의 확률과 영향을 파악하여 각 

리스크의 심각성을 파악합니다. 리스크를 우선 순위화 하는 것은 리스크

들을 관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정성적 기법들은 대부분 프로젝트에

서 사용됩니다. 

④ 정량적 리스크 분석 : 식별된 리스크가 프로젝트 목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정량적으로 파악합니다.

⑤ 리스크 감시 및 통제 : 리스크들이 우선 순위화 되고 전반적 리스

크 노출의 정도가 이해된 후에, 최적의 대응방안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

이며 반복적인 프로세스로 적절한 리스크 대응 전략들을 개발합니다. 리

스크 담당자는 평가된 리스크 순위 및 특성에 기반을 두고 각 리스크 별 

적절한 전략을 선정해야 합니다. 리스크 담당자는 이차(Secondary)6) 

리스크를 식별하고 리스크 활동들의 효과성을 결정하기 위해 리스크 활

동들을 감시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들은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야 합니다.

각 단계별 용어는 각기 상이하지만 미국의 건설산업연구원(CII)의 리

스크 평가시스템 IPRA(International Project Risk Assessment)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내외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는 위에서 설명한 

‘계획-식별-평가-분석-대응’(PMI) 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리하

면 아래의 표 2-1과 같다.[10] 

6) 리스크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 새롭게 발생하는 리스크, 한동환 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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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국내외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분 류 프로세스

해외

CII - IPRA
(International Project Risk Assessment)

리스크 식별-평가-분석-대응

PMI -PMBOK
(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

계획수립-식별-분석(정량적/

정성적)-대응-모니터링·통제

CMMA - CMPS
(Construction Management Standards of Practice)

PMI와 유사 (다른 사업관리와 

통합되어 전 생애주기 동안의 관리강조)

ISO - ISO 31000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관리계획

수립-식별-분석-평가-대응-모니터링·리뷰

국내
FIRMS

(Fully Integrated Risk Management System)
식별-분석-평가-대응

2.  IPP 사업 개요

 IPP 사업이라고 하면 실시양허(concession)를 받거나 전력판매 계

약을 체결한 후 관련된 허가를 득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금

융을 조달하여 실시양허 기간 또는 계약 기간 동안 전력을 공급하는 발

전사업을 말한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IPP 사

업은 일반적으로 BOO(Build Own Operate) 또는 BOT(Build Operate 

Transfer)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11][12]

해외 IPP 사업은 해외에서 발전소 건설 및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수주

하여 민간부문이 투자비를 투입(통상 70-80%는 차입, 20~30%는 자

본)하여 발전소를 건설한 후 생산한 전력을 판매한 매출로 투자금을 회

수하고 이익을 얻는 사업이다. 동 사업에 지분에 참여하고 개발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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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회사에게 모든 업무를 이양하는 주체를 사업주(Sponsor)라 한

다.[12]

표 2-2 해외 IPP 사업의 개념7)

정 의 민자 참여(민자 투입)

개 념

수직통합 전력회사의 완전소유 발전소와는 달리 별도

의 독립회사로서 민자(민간자본)가 일부 또는 전부 

투입되어 건설되고 운영되는 발전소

사업형태 건설→(소유)→운영→양도(발주처)

사업기간 20~30년(원자력의 경우 50~60년)

전력판매계약
장기전력판매계약(PPA)에 의거 구입처에 판매 또는 

전력시장에 판매(Merchant)

한편 IPP 사업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분류하면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7) 배인성[11], 이장표[12]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정리



- 12 -

표 2-3 IPP 사업의 분류8)

구 분 내 용 비고

재원조달 
PF (주로 limited recourse) 모회사 보증 제한적

CF 모회사 신용(보증)에 의한 자금

개발형태 
Greenfield 입찰형, 개발(개척)형

Brownfield M&A, pipeline M&A

전원별 원자력, 화력(가스, 석탄 등), 
신재생 등 주로 화력, 신재생분야

투자형태 BOO, BOT, ROMM 주로 BOO 

전력판매

(시장)

PPA 시장 
(FIT, Hedging 등 포함) 안정된 매출 확보

merchant 시장 

 IPP 사업의 금융구조는 아래와 같다.9)

프로젝트 회사 건설시공회사현지정부/
정부기관

수출입은행

상업은행
(차관단)

운영회사

지불신탁계정
(역외은행)

생산품/
서비스구매자

프로젝트사업주 프로젝트사업주

양허약정

원리금상환

자본금

공급자금융약정

보증서(L/G)운영비
지급

건설계약

구매대금

무조건지급약정
(Take or Pay 
Agreement)

상품구매

대출약정

구매자
금융약정

그림 2-2 프로젝트 금융구조

8) 연구자 업무경험을 토대로 분류함

9) 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 교육자료 인용 및 연구자 재편집

Shareholder Ag.

EPC Ag.

O&M 
Ag.

Loan 
Ag.

P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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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및 사례 고찰 

1. 건설 및 발전사업 리스크 연구사례

건설 및 발전사업 리스크 연구 논문은 다수 발표되었으며, 연구결과는 

표 2-4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2-4 건설 및 발전사업 리스크 관련 연구10) 

저자 제 목 내 용

김민

(2014)

발전플랜트 해외건설의 리스크 

프로세스 및 관리시스템 

개발[10]

해외 발전플랜트 프로젝트의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리스크 표준 분류체계 제안 

이경수

(2018)

AHP 기법을 활용한 인도 

발전사업 리스크 관리모델에 

관한 연구[13]

인도 발전사업 리스크 요인도출 후 AHP 기법 

사용하여 리스크 매트릭스 작성

김종우

(2015)

중동지역 발전플랜트 EPC 

사업의 리스크 발굴 및 AHP 

분석방법을 통한 우선순위 

도출[14]

중동지역 EPC 발전플랜트 리스크 요인 발굴 후, 

AHP 기법 사용하여 리스크 요인 간 우선순위 

도출

박의승

(2011)

해외 발전플랜트 EPC사업의 

리스크 분석 및 관리방안[15]

발전 EPC 사업 리스크 도출 및 분석을 통한 

관리방안 제시

윤영일

(2012)

개발도상국 민자발전사업 

개발단계 리스크 경감방안[16]

개발도상국 민자발전사업 개발 단계에 발생 

가능한 리스트 분석 및 사례 적용에 따른 

경감방안 도출

이동열

(2013)

건설사업 수행단계별 리스크 

분석 및 관리를 위한 

기법개발[17]

리스크인자의‘인지-정량적분석-대응-감시 및 

조정’의 프로세스 제안, 단계별 리스크 인자 

정의 및 관리 모델 및 기법 제안

한병호

(2013)

건설사업 참여주체  별 

해외건설 공사 국가 리스크 

핵심요인 분석[18]

해외건설사업 참여주체 별 해외 리스크 요인 도출 

및 중요도 평가

현철우

(2016)

남아프리카공화국 

민자발전사업의 EPC 수행 

리스크[19]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민자발전사업 EPC 

수행리스크 도출 및 우선순위화를 통한 대응방안 

도출

10) 이경수[13]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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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10]의 연구결과 표 2-5에서와 같이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대상 및 요인으로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주요 정의 요인으

로는 생애주기, 업무기능 국가 관점이 도출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IPP 

사업 특성상 사업개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국가, 프로젝트 생애주기를 

포함하는 리스크 대분류 체계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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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리스크 분류체계 정의 요인11) 

저자 대상 분류체계 
정의 요인 주제

나성엽 외

(2009)
플랜트

구매조달 단계 

업무 기능

구매조달 단계별 리스크요소 도출 및 

대응방안
Megrab et a1.

(2013)
건설공사

생애주기별 기술 

및 관리 관점

냉간 형성된 강철공사(Cold-Formed 

Steel)에서의 실패요인 분석
장우식 외
(2011)

플랜트
사업관리 및 
설계관리 관점

해외 LNG 플랜트 설계단계의 리스크 
도출 및 평가

Gulsah et al.
(2011)

건설공사 
불가항력요소와 
프로젝트 변경 관점

온톨로지(Ontology)를 이용한 비용 
초과 위험 및 가능성 관리 연구

Michael et al.
(2011)

건설공사 
프로젝트 
생애주기 관점

리스크분류 및 관리체계에 대한 분석

강병태와 
김용수 (2012)

플랜트
프로젝트 
생애주기 관점
(기획 단계 제외)

생애주기별 정성적 위험요인 분류 및 
도출/평가

강현욱 외
(2012)

플랜트
프로젝트 
생애주기 관점
(설계/구매/시공단계)

설계/구매/시공 단계 리스크 요소 도출 
및 평가

홍화욱 외
(2010)

건설공사 국가관점
해외 건설공사의 국가리스크 인자 도출 
및 평가

Daud et al.
(2003)

건설공사
국가 및 
참여자별 관점

건설공기와 관련된 리스크 평가 도구 
개발 (ERIC-S)

유위성 외
(2012)

건설공사
국가 및 
생애주기 관점

리스크 관리모델 개발, 
국가적,사업적,생애주기 별로 리스크 
구분

CII
(2003)

건설공사
국가 및 
생애주기 관점

해외사업의 리스크 
분류/평가/관리도구로 활용
(발주자의 수익률 향상/시공자의 손실 최소화)

Tah & Carr
(2010)

건설공사
국가 및 프로젝트 
업무기능

Work-package 별 리스크 식별 및 
평가

한승헌과 
김두연 (2006)

건설공사
국가 및 프로젝트 
업무기능

프로젝트 계획 및 수주시 활용 가능한 
수익성 예측 모델 개발
(리스크 인자 도출 및 평가에 활용)

이정석 외
(2012)

건설공사
국가 및 프로젝트 
업무기능

해외 투자개발 형 사업의 핵심 리스크 
인자 도출 및 평가

장우식 외
(2009)

플랜트
국가 및 프로젝트 
업무기능

전문가 면담을 통한 리스크 요소 도출

Makarand & 
Aury (2000)

건설공사
국가 및 프로젝트 
업무기능

리스크 관리모델 개발 (ICRAM-1), 
프로젝트 타당성 평가

11) 김민[10] 연구자료 재인용



- 16 -

2. PF(Project Finance) 사업 특성 

일반적으로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업 스스로 금융을 조

달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인데, 재무구조가 탄탄한 민간사업

자의 경우라면 직접 금융을 조달하거나, 차입을 통해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용이하겠지만,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사회간접자본에는 상당한 비용

이 수반되고 장기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직접 금융을 조달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래의 재무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법이 선호되게 되었다.[3] 

이러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법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직접투자로 인한 

재무적 부담을 줄이고, 해당 프로젝트를 전담하는 회사, 즉 

SPC(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하고, 본 회사가 프로젝트의 

금융조달, 설계, 건설, 운영을 전담토록 함으로써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PF에 

있어서는 해당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비소구(Non-Recourse) 방식 

또는 제한적 소구(Limited Recourse)방식으로 금융조달이 이루어지고, 

대주단에서는 해당 특수목적회사(SPC)의 현금흐름(Cash Flow)에 

의존하여 금융을 제공하게 된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대주단도 역시 

일정수준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IPP 사업은 PF 시장에서 가장 사업이 활성화된 분야이다. 1970년대 

후반 미국정부가 재정부담을 축소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익사업 규정 정책법’(PURPA)을 시행하면서 시작되었다. 

민간기업이 발전소를 건설, 전력을 생산하면 국영 전력청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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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으로 인수하는 사업으로 민간기업은 대규모 자금조달과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PF 방식으로 금융을 활용하였다. 

1980년대 후반 개발도상국 정부도 재정수지 악화와 외채누적 문제해결,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IPP 사업을 도입하였다.[3][12]

PF 사업과 CF 사업(Corporate Financing, 기업금융)을 비교하여 요

약하면 아래와 같다.[11][20]

표 2-6 PF 사업과 CF 사업의 비교

구 분 프로젝트 파이낸스(PF) 기업금융(CF)

상환 재원 프로젝트 현금흐름 사업주 자산(Balance Sheet)

위험 
부담 사업주와 대주가 위험을 분담 사업주가 위험을 모두 부담

보 증
사업주의 차입금 상환보증 없음

(프로젝트 현금흐름에 한정)
사업주의 차입금 상환보증 제공

금융기관 
입장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고려
(사업주의 신용도는 일부 고려)

사업주의 신용도 고려 

장
·
단
점

장점
최적 리스크 배분, 객관적 

사업성 검증 
단기간 조달, 조달비용 낮음

단점 장기간 소요, 조달비용 높음
사업주 위험부담 높음 , 사업성 

검증 미흡 

PF는 대규모 산업설비나 사회기반시설, 자원개발프로젝트 등을 대상

으로 기업을 창업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해당 프로젝트사업성을 바탕으

로 조달하는 금융방식이므로 그 자체 성격과 복잡성, 금융기관이 부담하

는 위험을 해결하는 방법 등에서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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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PF 사업의 특성 요약

특 징 내  용

상환청구권의 

제한

사업주나 정부 등 프로젝트 이해당사자는 지원을 확약한 범위 

이외에 대해 원리금 상환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음

위험의 배분 위험은 PF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간 합리적 배분

전문가 실사12) 

필요

타당성조사와 사업타당성 확보를 객관화하기 위한 재무적, 

기술적, 법률·제도적 영향과 이해당사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파악되어 함

복잡한 

계약구조

이해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이해관계를 명확화 및 이해당사자의 

신용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대규모 

장기사업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금융방식이므로 대규모 

프로젝트이면서 최소 5년 이상의 장기거래에 적합

다양한 

자금조달

다양한 종류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게 되어 금융기관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활용분야의 

다양성

자원개발이나 산업설비 프로젝트에서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사업으로 확장되는 추세임

12) 프로젝트 내용과 구조, 사업성 등을 법적/기술적/재무적 측면에서 검토하

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외부 전문가(Independent Advisors Consultants)의 보

고서 및 검토의견에 의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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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사업은 제한적 보증을 제공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다.

표 2-8 해외사업별 모회사(사업주) 주요 보증현황13) 

구 분 A사업 B사업 C사업 D사업 E사업 F사업 G사업

재무적 준공 ● ● × × × × ×

자본금

납입

기본,예비 ○ ○ ○ ○ ○ ○ ○

추가 ● ● × × × × ×

원리금

상환

DSRA ○ ○ ○ ○ ○ ○ ○

기일도래 ● ● × × × × ×

조기상환 ● ● × × × × ×

계약

이행

PPA ○ ○ ○ ○ ○ ○ ○

O&M ○ ○ ○ × ○ ○ ×

신용등급 유지 ● ● × × × ×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21]에 따르면, 해외투자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가장 근본적으로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

다. 수익성이 확보되어야 사업 자체가 존립 가능하고, 자금조달도 가능

하며, 사업위험을 분담할 기초가 제공되기 때문에 투자비와 운영비에 대

한 적절한 예측, 수요·매출에 대한 예측을 기초로 한 사업의 재무성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해외사업은 국내사업과 투자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위험요인이 내포되어 있고,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의 국가신용도, 외국인투자제도, 법인설립, 각종 인·허가제도, 토지제

도, 조세제도 노동시장 관련 법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13) 한국전력공사 알리오 공시 및 재무상태표 주석자료, 내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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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 연구에서는 해외사업에 대한 내용으로서 국내사업과 비교하

면 아래와 같은 다른 특성이 있다.[21]

표 2-9 해외사업과 국내사업의 차이점14)

구 분 해외사업 국내사업

투자비 예산반영 Top-down 방식 Bottom-up 방식

추진형태
개발과 지분매입 

등을 병행
사업개발 위주

제반 사업조건 확정시점
진출국 입찰 참여 

또는 협상과정
사업성 예비 

분석시점

사업 발굴 이후 추진기간 매우 가변적 예측가능

3. PF 사업과 해외 IPP 사업 리스크  

프로젝트 리스크는 공사완공 전·후를 기준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위

험의 성격에 따라 상업위험, 정치위험, 불가항력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프로젝트위험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1]

또한 E.R. Yescombe [22]에 따르면, PF 사업의 리스크를 상업위험

(Commercial Risks), 거시경제적 위험(Macro-economic Risks), 정

치위험(Political Risks)으로 분리하기도 한다. 상업위험은 프로젝트 리

스크라고 불리기도 하며 프로젝트 고유의 한 위험으로서 대표적으로 상

업적인 실행가능성(commercial viability), 준공위험(completion risks)

14)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21] 연구자 편집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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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환경위험(environmental risks), 운영위험(operating risks), 매출 

위험(revenue risks), 연료조달위험(input supply risks), 불가항력

(force majeure), 계약서 불일치(contract mismatch), 사업주지원

(sponsor support) 등이 있으며, 실사(due diligence)를 통해 확인하고 

평가하게 된다. 거시경제적 위험의 경우 물가변동률, 이자율위험, 환율위

험 등이 있으며, 정치적 위험은 정치적 불가항력(태환 및 송금, 몰수, 전

쟁, 소요, 법률변경, 법률위반 등)이 주 내용으로서 국가위험(country 

risks)이라고 알려져 있다. 

PF 사업 중에서 본 연구의 중심이 되는 해외 IPP 사업의 투자와 회

수 구조는 아래와 같다. 한전과 같은 IPP 사업자는 제 3국 또는 현지에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현지 SPC 법인에 투자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나 최

근 국내 세법개정 등으로 손자회사 미설립시 세금효과가 높게 나오는 경

우가 발생하여 중간단계의 지주회사 없이 직접 투자하는 구조를 나타내

기도 한다.

사업주
(sponsors)

제3국 현지

→ equity 투자
→ shareholder 

load 대여
배당 ←

이자 및 원금←

지주회사
(페이퍼 컴퍼니, 

자회사)

→ equity 투자
→ shareholder 

load 대여
배당 ←

이자 및 원금←

SPC 법인
(손자회사)

기술 자문료 등

그림 2-3 해외 IPP 사업의 투자/회수 구조15) 

15) 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 사례집 내부자료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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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IPP 사업자의 다수는 유럽기업으로서 장기간 사업경험을 보유

하고 있으며, 글로벌 Top-tier IPP 사업자로서는 ENGIE(프랑스, 舊 

GDF Suez), Enel(이탈리아), Iberdrola(독일), AES(미국) 등이 있다.

또한 일본의 4대 종합상사들은 뛰어난 정보 수집력, 네트워크, 일본 

자국의 저금리를 활용한 자금조달 능력,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대

규모 자금 지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주요기업들은 세계적으로 활발한 IPP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풍부한 사업경험을 토대로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리스크의 분석은 한번의 분석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 

단계별로 계속 리스크 분석결과를 업데이트 해 가면서 분석의 깊이를 높

여야 한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시간과 노

력의 제한, 분석의 목적이 약간 다르므로 각 단계의 리스크 분석목적에 

적합한 접근방법을 채택함으로써 효율적 분석이 되도록 해야 한다. 

우선 해외 IPP 사업의 리스크분석 단계는 예비조사단계, 사업착수단

계, 최종 의사결정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목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16)

16) 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 사례집 내부자료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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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단계별 리스크분석 요약

추진단계 추진과제 리스크분석 수준 리스크분석 목표

예비조사
단계

사업타당성 
분석

절대리스크와 
통제가능성

사업참여 여부 
결정

사업착수
단계

사업계획 
수립

통제수단과 
실현가능성

리스크 감소

의사결정
단계

전략적 
의사결정

잔여리스크 평가
리스크와 할인율 

연계

프로젝트의 추진단계와 위험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추진은 사업계획안의 발굴, 프로젝트의 기획, 프로젝트의 사업성평가, 기

본설계, 상세설계, 시공건설, 시운전, 정상가동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러

한 단계별 위험의 정도를 보면 그림 2-4 과 같다.[23]

발굴/기획

사업성평가

기초설계/상세설계 시공건설 시운전 정상가동 (년)

(백만불)

위험정도

그림 2-4  프로젝트의 진행단계별 위험 정도

이승교[3], 배인성[11], 이장표[12], 반기로[23] 및 한국전력공사 해

외사업집의 해외 투자사업의 리스크를 종합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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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위험분석과 관리에 대해 아래의 10가지로 정리하였다.

① 사업주 위험은 사업주의 프로젝트 실행능력, 자금조달 능력, 복수 

사업주들간의 협력관계 등에 대해서 검토한다.

② 공사완공 위험은 공사비 초과, 공사지연, 시운전 실패 또는 시운전

비 과다 등으로 예정일에 프로젝트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위험이다. 

이 위험의 점검사항은 설비 시공회사의 시공능력, 공사계약의 타당성, 

설비공사 내용의 타당성 등이다. 이 경우 사업주가 공사완공 보증 또는 

공사비 초과 시 추가출자 및 후순위 대출 등으로 공사완공 위험을 부담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공업체와의 건설계약 시 고정가격부 일괄도급

계약(fixed price lump-sum turnkey contract)을 체결하거나 지체상

금을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의 일정부분을 분산할 수 있다. 또한 초

과공사비 전부를 보상받을 수 없을 것에 대비하여 시공능력이 뛰어난 회

사의 연대보증이나 시공회사로부터 사업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

를 징구할 필요가 있다.

③ 기술위험은 프로젝트에 채택된 생산기술 및 제조공정이 합당한 것

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외부로부터 기술을 제공받은 경우에

는 기술보증서를 받도록 하고, 설비나 기자재 제작자에게도 성능보증서 

및 하자보증서를 징구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을 도모해야 한다. 통상

적으로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기술은 그 생산성과 경제성에 대하여 상업

적으로 입증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원재료 위험은 프로젝트 조업에 필요한 원자재, 부자재, 부품, 에너

지, 운수 서비스 등의 공급의 확실성, 가격변동성 및 공급계약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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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토한다.

⑤ 조업위험은 원료공급 및 판매에 문제가 없음을 전제할 때, 일정수

준 이하의 비용으로 예상품질 및 수량의 계획제품 및 용역을 계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이 위험은 주로 운영비

용의 초과 형태로 나타난다. 조업위험의 요인은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

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부요인으로는 경영진, 기술자, 현지노동자, 설비 

등 기업내부에서 유래하는 요인이다. 외부요인은 소재국 경제의 인플레

이션, 사외간접자본 설비, 현지시장의 침체, 현지인의 외국인투자자․외국

기업에 대한 적대감,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의 발생 등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는 사회적․자연적 요인을 말한다. 따라서 프로젝트 설비가 

완공된 후 원활한 조업가능성을 위하여 조업자(운영자)의 조업(운영)능

력, 양질의 노동력 확보, 자연재해 발생의 가능성 및 그 대책 등을 검토

해야 한다.

⑥ 시장위험은 시장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종제품 및 용역의 판매량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프로젝트의 실제 수익

이 예상수익에 미달하는 위험이다. 원리금 상환재원은 1차적으로는 계획

사업에서 발생되는 현금수익에 한정되므로 그 재원이 되는 판매의 확실

성을 확인하는 일은 위험분석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사항이다. 시장위험 

분석을 위해서는 판매의 확실성, 판매계약의 타당성, 구매자의 신용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⑦ 기타 계약규정에 따른 위험으로는 불가항력 규정의 타당성, 프로젝

트 포기 규정의 타당성, 환차손 보전규정의 유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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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국별 위험 또는 정치적 위험은 프로젝트가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

역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모든 위험을 편의상 국별위험이라 하며, 특정국

의 정치적 여건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정치적 위험이라고 하며 아

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11 국별위험의 형태

투자위험

비상위험

 전쟁위험 전쟁, 혁명, 내란, 폭동

 수용위험 국유화, 몰수, 수용

 송금위험 외환거래 제한, 금지

사업위험

 외부적 
요인

현지정부의 정책과 제도변경

현지경제의 불안정화

시장에서의 경쟁조건 악화

고용조건의 악화

 내부적 
요인

투자계획의 결함

합작 파트너와의 분쟁

경영자 선정 실패

모회사의 경영실패

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착수 전에 정부로부터 최소

한의 지원의향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으며, 이 보증서에 정부의 보장내용

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보장내용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⑨ 법률적 위험은 소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는 

효과적으로 담보를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중대한 프로젝트 위험이 된다.

⑩ 환경위험은 프로젝트의 생산공정 및 운영이 현지국의 환경보호 법



- 27 -

률이나 규제 정책에 위반되어 프로젝트 실패를 야기하는 위험이다. 세계

의 많은 국가들은 엄격한 환경법률을 제정하고 있고 또 범세계적인 차원

에서도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위험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

조되고 있다.

4. PF 사업 이해당사자 및 위험배분

PF 사업을 구성하는 이해당사자는 프로젝트 회사를 중심으로 크게 사

업주(Sponsors), 대주단(Lenders) 그리고 3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으

며, 각각은 별도의 자문사(advisors, 또는 컨설턴트)를 구성하여 활동하

게 된다.

표 2-12 PF 사업의 이해당사자

사업주(Sponsors) 대주단(Lenders) 3자 그룹

·사업주
·금융자문기관
·법률자문기관
·시장/기술/환경/
  보험 컨설턴트

·금융주선기관(MLA) :  
  상업금융기관
·수출신용기관(ECA)
·국제개발금융기관(MDB)
·법률자문기관
·시장/기술/환경/보험
  컨설턴트

·사업소재국 정부
·EPC 기업
·전력구매자(off-taker)
·연료공급자(fuel supplier)
·O&M 기업 
·보험회사 등

앞서 표 2-7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실무적 측

면에서 본다면 ‘프로젝트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을 분산하여 프로젝트 

이해당사자에게 이전시키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는 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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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범위 내에서 프로젝트를 지원하려는 반면, 대주인 금융기관은 

가능한 한 충분한 지원을 요구하므로 양자의 이해가 상충된다. 따라서 

양자 간 적절한 프로젝트 위험분담이나 제3자의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위험감소 방안이 필요하다.[11]

  PF 사업의 이해당사자 간에 위험배분은 다소 복잡하고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를 들어 위험을 어느 한 당사자에 배분하

였다 하더라도 그 영향이 다른 당사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울러 

SPC는 사업초기 재정적으로 상당히 취약한 구조일 뿐만 아니라 운영기

간 중에도 리스크를 충분히 헷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실체가 없는 회

사라 할 수 있다. 즉,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많은 위험을 프로젝트 관련 당사자들에게 배분 또

는 이전(Pass Through)하게 된다.[3]

여기서 금융기관은 금융조건으로 상환기간, 금리, 상환방법을 제시하

며 안정적인 대출금 회수를 위해 리스크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

근묵[24]은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리스크 평가항목을 제

시하였다. 이는 발전 프로젝트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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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리스크 평가 주요항목 사례17)

구 분 주요 내용

재무적 역량
(Financial Strength)

시장상황, DSCR(Debt Service Coverage Ratio), 
스트레스 분석 등

자산의 특성
(Asset Characteristic)

입지, 인허가 상황, 설계 및 건물상태 등

사업주/개발자의 역량
사업주 및 개발자의 신용도, 유사 부동산의 명성 및 
실적 등

채권보전책
(Security Package)

담보권 및 보증인의 성격, 부보범위의 적절성 등

5. PF 사업 주요계약 및 절차

PF를 통한 해외 IPP 사업의 주요 계약서들은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또는 ECA: Energy Conversion 

Agreement), 건설계약(EPC Ag.: 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Agreement), 발전소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

(O&M Ag.: Operation and Maintenance Agreement), 연료공급계약

(FSA: Fuel Supply Agreement), 토지임대차계약, 실시협약(CA: 

Concession Agreement), 사업허가서, 주주간협약, 경영 및 기술자문 

협약서 등이 있다. 

이승교[3], 배인성[11], 이장표[12], 반기로[23] 및 한국전력공사 해

외사업집을 종합하여 주요계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7)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정보”, 제2008-38호, 2008, p14 내용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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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PPA 계약서

  PPA는 프로젝트 자금조달의 기초로서 에너지 요금은 고정비(debt 

service 포함)를 충당하기에 충분해야 하며, 프로젝트 전체 대부기간 동

안 유효해야 한다. 대주는 PPA 조건 중 Termination 규정에 관심이 많

으므로 Off-taker가 Termination right를 행사하기 전에 Default 해결

을 위한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 받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② EPC 계약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턴키방식으로 건설되므로 턴키 계약자에게 가

능한 한 많은 준공관련 Risk를 전가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지체상금 규

정 및 성능보증 수준에 동의함으로써 준공기한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보

증해야 한다. 또한 턴키 공사계약에서 계약자의 업무범위는 PPA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시설의 제공을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일정상의 마

일스톤을 적기 준수하는 보증을 해야 한다.

  실준공은 프로젝트가 전력생산, 열생산, 열효율 수준과 관련된 성능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날에 달성되나, 테스트는 발전소가 적절한 

신뢰도를 가지고 보증된 성능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동시에 실시되

고, 충분한 시간동안 지속되어야 한다. 최종준공은 실준공일 이후 

Follow-up단계 종결 시 달성되며 잔여작업은 계약자가 종결한다.

  지체상금은 일반적으로 목표준공일과 관계되며 목표준공일 미준수

로 인하여 포기한 수익을 대체시키기 위한 것이다. 계약자는 지체가 불

가항력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 지체의무에 대한 구제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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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y-down damage는 계약자의 성능보증과 관계되며, 보증수준은 

실준공에 대한 하나의 조건으로서 시운전 결과 충족되지 못하고, 최종 

준공 이전에 계약자가 보증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한도까지 성능관련 

손해금액이 프로젝트의 실제 성능수준과 보증수준사이의 차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다. 이런 damages는 프로젝트가 성능수준의 결

함으로부터 초래되는 수익 축소분을 고려하여 할부상환금액 의무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금액을 buydown하도록 계획된다.

③ O&M 계약

  프로젝트 운영자(operator)측의 기술 및 명성은 중요한 사항이다. 

O&M계약이 고정가격 구조로 된 경우 운영자측은 운전비에 관계된 리스

크를 떠안게 되고, 실제 비용이 계약가격 이하로 떨어진 만큼만 이익을 

얻을 수 있다. Cost pass-through 구조를 적용하게 되면 운영자측은 

고정비 및 성능보너스를 받고, 운전비는 프로젝트 오너에게 직접 돌리게 

되므로 운영자측은 충분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제3자 책임

이 되는 운영자측의 행위 또는 태만의 경우에는 충분한 구체책이 있어야 

한다. 운영자측은 통상 total contract liability에 상한을 두려고 하며 

프로젝트 회사의 general liability insurance program에는 운영자의 책

임범위를 초과하는 potential liability를 포함해야 한다.

④ 연료공급 및 운송

  연료공급계약의 주요 목적은 가격규정이 PPA 조건과 매치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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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증하기 위함이다. 석탄화력 발전소의 경우 lender는 충분한 석탄

예비량, 장기공급계약 및 탄광으로부터 발전소까지 수송시설의 이용가능

성 확인을 해야 하며,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발전소의 경우, lender는 프

로젝트가 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천연가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보

장을 받으려고 한다. 장기고정연료공급계약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 프

로젝트회사는 복잡하고 혁신적인 연료공급 및 저장전략을 강구해야 한

다. 또한 연료공급자와 연료수송자가 별도의 법인인 경우, 모든 연료위

험이 여러 가지 연료관련 계약에 적합하게 반영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

해 주의해야 한다.

⑤ 부지임차계약

  발전소 및 열병합발전소는 흔히 industrial steam user 또는 

purchasing utility 소유의 plant site의 인접토지에 위치한다. 임대는 

통상 steam, power sales agreement와 함께 하나의 package로서 협

상한다. 대주단은 건설이전의 기간까지 추적할 수 있는 부지오염을 임대

인이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임대인으로부터 환경보증조건을 확보해

야 한다. 대주단은 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계속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부지관련 지역권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주요 계약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계약은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 중요

하고 사업주입장에서는 대주단으로부터 원활한 대출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확정하

는데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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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week) 단위

Project Test/Event/Milestone
1-

4

5-

8

9-

12

13-

16

17-

20

21-

24

25-

28

29-

32

33-

36

37-

40

41-

44

45-

48

49-

52

Sponsors approve project

feasibility study

Appoint project legal counsel

and financial advisor

Appoint other advisors

(e.g. Insurance, environmental)

Agree borrowing structure

Negotiate additional equity

Establish project vehicle

Agree project documents with

contractors/operators/suppliers/

off-takers

Develop financing term sheet

Prepare information

memorandum

Select arrangers/banks

Agree security and other

documentation

Obtain sponsor

board/shareholder approval

Bank's technical adviser to

approve technical aspects of

project

Bank's insurance adviser to

approve project insurances

Agree financial model

Agree legal opinions

Finalize conditions precedent

Signing and financial close

First drawdown

그림 2-5 Programme for Project Financing18) 

18) Neil Cuthbert[20] 내용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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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은 장시간 소요되고 복잡함에도 불구

하고 사업주, 정부(host government)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여러 가

지 이점으로 인해 다수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20]

①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

② 외국의 기술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

③ 프로젝트의 자금을 외국 또는 개별적(private) 유치에 따른 공공

부분의 차입 필요성 감소

④ 우선순위에 포함도지 않은 다른 분야 개발 가능

⑤ 인력의 교육훈련 가능



- 35 -

제 3 절  AHP 기법 연구

1. AHP 기법 개요

  다기준 분석(multi-criteria analysis)이란, 다수의 속성들 

(multi-attributes)을 고려하여 다차원의 목적들(multi-objectives)을 

충족하는 최적대안을 도출하는 의사결정기법이다. [27]

 Khin Maung Zaw[2]에 의하면, 다기준 분석 방법에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Goal Programming, 

MAGIQ(Multi-Attribute Global Inference of Quality), Simple 

Multi-Attribute Rating Technique(SMART), SIMOS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기준 분석방법 중 AHP 기법을 채택하고 연구를 수

행하기로 한다. AHP 기법은 1972년 Satty(1998)에 의해 개발된 다기

준 의사결정(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 MCDM) 기법 중 하나

로 다수의 속성들을 분류하여 각 속성의 중요도를 파악함으로써 최적 대

안을 선택하는 기법을 말한다. AHP는 의사결정의 여러 요소들을 계층 

구조화하고 같은 계층에 있는 요소들에 대한 상대 평가를 통해 각 요소

들이 가지는 중요도(weight)를 산출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의사결정의 

여러 요소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기반으로 최적 대안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AHP 기법은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분해하고 여러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

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도출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 요인은 물론 주관적

인 평가요인도 포함할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은 의사결정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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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HP 기법은 적용방법이 간결하고 의사결정을 쉽게 표현할 수 있

어 시간과 비용 효율성은 물론이고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25][26]

  키노시타 에이조 & 오오야 타카오(2012)[25]는 AHP 기법에 대

해 다음과 같이 4가지 특징을 제시하였다.

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관이나 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델이 만들어져 있음

② 다수의 목적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음

③ 불확실한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음

④ 의사결정권자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음 

이러한 특징으로 종래의 기법에서 처리 곤란한 의사결정에 적용될 수 

있어 경제·경영 문제를 비롯해, 에너지, 의료와 건강, 프로젝트 선정, 

포트폴리오 선택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13]

 특히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과 유사하게 에너지 관련 의

사결정 지원도구로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다. Pohekar et al.(2004)의 

연구에 따르면 AHP 기법은 신재생에너지 계획, 에너지 자원할당, 에너

지관리체계 마련, 에너지전송 관리, 에너지사업 계획, 전력설비 계획 등

에 널리 적용되어 왔다.[26]

일반적으로 AHP 기법 적용 단계는 AHP 모델 정의, 설문을 통한 관

련 요소간의 쌍대비교 판단(Comparative Judgement), 가중치(중요도)

의 계산, 복합 가중치 계산, 대안 평가 및 분석의 5단계로 구성한

다.[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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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결정요소의 계층구조 및 절차

AHP는 우선, 상위계층에 있는 요소를 기준으로 하위계층에 있는 각 

요소의 가중치를 산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상위계층의 요소 하에서 각 

하위요소가 다른 하위요소에 비하여 우수한 정도를 나타내 주는 수치로 

구성되는 쌍대비교행렬(pairwise method)을 이용하여 각층의 각 레벨

마다 정규화한 우선순위벡터를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계층의 최상위에 

위치한 의사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하위 단계에 있는 

대안들의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나타내 주는 전체 계층에 대한 하나의 복

합 우선순위벡터(priority vector)를 산출하게 된다.[28]

문미경[29]의 연구에서 정리한 일반적인 AHP 계층구조는 그림 2-6

과 같다. 

그림 2-6 AHP 계층구조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21]에 따르면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 타

당성조사 수행 시 AHP 기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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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가대상의 개념화 (conceptualizing)

②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 (structuring)

③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 (weighting)

④ 대안 간 선호도 측정 (scoring)

⑤ 종합점수 산정 (synthesizing)

⑥ 환류과정 (feedback)

⑦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 (concluding)

3. 쌍대비교 척도 및 일관성 측정

의사결정요소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중치 산출이 

필요하게 되며 표 2-14와 같은 척도를 가지고 설문을 통해 답변을 구

하게 된다.

표 2-14 쌍대비교시 중요도의 척도

선택 평가치

절대 중요 9

절대 중요·매우 중요의 중간 8

매우 중요 7

매우 중요-중요의 중간 6

중요 5

중요-약간의 중간 4

약간 중요 3

약간-동등하게의 중간 2

동등하게 선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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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벡터에 의한 설정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 또는 가중치를 측정 

후, 일관성 평가를 하여 일관성 비율 (CR, Consistency Ratio)이 0.1 

이하일 경우, 판단의 일관성을 인정하고, 0.2까지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

로 볼 수 있다.[13] 

일관성 비율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CR(Consistency Ratio) = CI (Consistency Index) / RI (Random Index)

그림 2-7 일관성의 비율 계산19)

일관성 지수 (CI, Consistency Index)는 각 행렬의 곱의 우선순위에 

평가기준 개수를 뺀 값(λmax-N)으로 나눠서 계산되는 값이며, 난수 

지수 (RI, Random Index)는 평가기준 개수(N)에 따라 표 2-15와 같

은 값이 반영된다. 

표 2-15 난수지수20)

N 1 2 3 4 5 6 7 8 9 10

RI 0 0 0.58 0.90 1.12 1.24 1.32 1.41 1.45 1.51

19) 이경수[13] 내용 재인용

20) 이경수[13] 내용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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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HP 기법 적용 연구사례

AHP를 이용하여 발전 및 건설분야에서는 인도 발전사업 리스크 관리

모델에 관한 연구[13],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툴[21], 신

재생에너지 평가항목 연구[26]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표 2-16은 건설 및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연구 및 활용 사례

이다. 

표 2-16 건설 및 발전사업 AHP 활용 연구 

저자 제 목

이경수
(2018)

AHP 기법을 활용한 인도발전사업 리스크 
관리모델에 관한 연구[13]

김종우
(2015)

중동지역발전플랜트 EPC사업의 리스크 발굴 및 
AHP 분석방법을 통한 우선순위 도출[14]

박의승
(2011)

해외 발전플랜트 EPC사업의 리스크 분석 및 
관리방안[15]

윤영일
(2012)

개발도상국 민자발전사업 개발단계 리스크 경감 
방안[16]

한병호
(2013)

건설사업 참여주체별 해외건설 공사 국가 리스크 
핵심요인 분석[18]

현철우
(2016)

남아프리카공화국 민자발전사업의 EPC 수행 
리스크[19]

KDI
(2018)

2018년도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연구보고서[21]

 AHP는 발전 및 건설분야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적용하

고 있으며, 국내 AHP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표 2-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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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AHP 기법 적용 연구  

저자 제 목

권민영 외
(2006)

AHP 기법을 적용한 IT프로젝트 사전타당성 평가항목의 
가중치 산출[27]

김 건
(2010)

AHP를 활용한 호텔기업 직원의 핵심역량 평가개발에 
관한 연구[30]

김의성
(2008)

비철 및 희소금속의 비축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시론적 
연구[31]

김정권
(2008)

AHP를 이용한 기업의 자원배분 우선순위 분석[32]

김정인 외
(2004)

계층분석법을 이용한 환경성과정보지표의 개발[33]

김형준 외
(1995)

계층화 의사결정법에 의한 공공사업 투자안 평가에 관한 
연구[34]

노민호
(2014)

AHP기법을 이용한 민간임대 주택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35]

문미경
(2016)

계층적의사결정법 및 퍼지이론을 이용한 교통약자 
맞춤형 경로탐색기법[29]

이경희
(2011)

원자력발전소 부지재활용 방안 선정에 관한 연구 
- AHP(계층화의사결정법)의 적용[36]

이덕기 외
(2003)

AHP를 이용한 에너지시스템 대안 선정 평가[37]

이종수
(2019)

계층화 의사결정방법을 이용한 가상화폐 보유 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의 분석[38]

장태우 외
(2008)

우편물 통합처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예비타당성 분석 
연구[39]

조현준
(2004)

AHP를 이용한 아파트 주동입면 디자인 요소의 
우선순위 분석에 관한 연구[40]

진경일 외
(2001)

AHP를 이용한 건축 디자인 요소 우선 순위 분석[41]

최병희
(2010)

AHP기법을 이용한 친환경건축 요소의 중요도 분석[42]

홍순옥 외
(1999)

AHP를 이용한 폐수정화공정의 막기술 선정에 관한 
연구[43] 

홍정만
(2011)

AHP 기법을 적용한 민간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평가항목에 대한 연구[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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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IPA 기법 연구

1. IPA 기법 개요

IPA(Important Performance Analysis)기법은 Martilla 와 

James(1997)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소비자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

여 소비자가 어떤 속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지를 조사한 뒤, 이용 전에는 

각 속성의 중요도를 측정하고, 이용 후에는  만족도를 동시에 비교·분

석하는 방법이다.[13]

IPA 방법은 일반적으로 평균값을 통하여 4사분면의 매트릭스를 이용

하여 분석하는 기법이다. 중요도(Importance)와 만족도(Performance) 

평균값을 활용하여 X축과 Y축으로 도식화된 도면은 4사분면으로 표시

된다. 각 4사분면의 위치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한다.[44]

IPA 중심점의 결정방법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되며, 전체 요소의 중요

도 평균값과 만족도 평균값을 접점으로 하는 방법, 중요도와 만족도의 

중앙값을 활용하는 방법, 임의적인 방법, 표준편차에 의한 계산방법이 

있다. 또한 IPA 기법은 중요도와 실행도의 속성별 비교값에 의하여 네

가지 다면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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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방 법

전체
평균값

각 요소의 중요도 및 만족도 값을 통하여 평균값과 
만족도 평균값을 구해 그 값을 중심점 설정

중앙값
평가요소의 전체적인 분포시에 유효한 방법이며 
그래프 척도의 중앙값 중심점 설정

임의적인 방법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중심점을 설정

표준편차
5점 척도에서 표준편차 2보다 큰지, 적은지에 따라 
중앙값 또는 중심점 설정

제 2 사분면 제 1 사분면

High Concentrate here(집중영역)
높은 중요도-낮은 만족도

Keep up the good work(유지영역)
높은 중요도-높은 만족도↑

Average 
Importance

↓

제 3 사분면 제 4 사분면

Low Priority(저순위영역)
낮은 중요도-낮은 만족도

Possible Overkill(과잉영역)
낮은 중요도-높은 만족도Low

Low ← Average Performance → High

표 2-18 IPA 매트릭스 중심점 결정방법

IPA 매트릭스는 각 사분면별로 아래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제 1사분면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영역으로서 지속적으로 유

지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며, 제 2사분면은 중요도는 높은데 만족도는 낮

은 영역으로 집중관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 제 3사분면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영역으로 관리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장 후순위에 있

으며, 제 4사분면은 중요도는 낮은데 만족도는 높은 영역으로 과도한 노

력이 지양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그림 2-8 IPA 매트릭스 도식화21)

21) 권영인[45] 자료를 연구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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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PA 기법 적용 연구사례

이경수[13]는 IPA를 활용하여 인도발전사업 리스크 관리모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경수[13]모델을 응용하여 미얀

마 IPP 사업 리스크 항목별 상대적 중요도와 통제 가능성 간의 연관성

을 리스크 매트릭스로 작성하였다.

IPA 기법이 활용된 국내외 논문은 다수 발표되었으며, 국내 연구결과

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2-19 IPA 기법 적용 연구22)  

저자 제 목

권영인
(2015)

IPA 기법 기반 그린리모델링 중점 강화 업무 도출에 
관한 연구[45]

권혜진
(2018)

IPA 기법을 통한 이천훈련원 운영분석[46]

김진규
(2014)

IPA를 이용한 산학협력 활성화 성공요인 분석[47] 

박미진
(2014)

IPA 기법을 이용한 전통무용공연 관람동기 
중요도-만족도 분석[48]

염태주
(2014)

IPA 기법을 활용한 중학생의 학교 스포츠클럽의 좋은 
수업 인식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분석[49]

유혜양
(2017)

IPA를 활용한 일·가정 양립 정책의 성과분석 : 
한국남동발전(주)를 중심으로[50]

이경수
(2018)

AHP 기법을 활용한 인도발전사업 리스크 관리모델에 
관한 연구[13]

이선미
(2014)

IPA 기법을 적용한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분석[51]

임성근 외
(2017)

IPA 분석을 활용한 정부 3.0‘서비스정부’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 간 인식차이분석[52]

진사총
(2016)

IPA 분석을 통한 중국 산동성지역 민영택배업체 
서비스품질에 관한 연구[53]

22) 이경수[13] 자료를 연구자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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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조사분석

제 1 절  미얀마 현황분석

1. 미얀마 정치체제 및 역사

표 3-1 미얀마 국가개요23) 

구 분 내 용

국 명

미얀마 연방공화국 /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 1989년 버마에서 미얀마(Strong & Fast 의미)로 국명 변경

위 치 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서북부 위치 

면 적 676,577㎢(한반도의 약 3배, 남한의 약 6.7배)

기 후 열대성 몬순기후 (평균 기온 27. 4℃, 강우량 2,500mm) 

수 도 네피도(Nay Pyi Taw) 

인 구 5,148만 명(2015년 5월 정부 발표), 가용 노동인구(3,298만 명)

주요 도시 양곤(舊, 수도) 네피도(現, 수도), 달레이, 빠떼인 

민 족
버마족(70%), 소수족(샨, 카렌, 카친, 몬, 친족 등) 130여 

종족(25%), 기타 (중국계(3%), 인도계(2%))

건국(독립)일  1948년 1월 4일(영국으로부터 독립)

국가 원수 

(실권자)

대통령 : 원민(Mr. Win Myint) 

· 취임일 : 2018년 4월 1일 (임기 5년, 1회 연임 가능) 

국가고문 겸 외교부 장관 : 아웅산 수치 여사(Ms. Aung

San Suu Kyi), 2016년 3월 30일 취임

23) kotra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globalwindow.org/,

http://www.kcc.go.kr/ 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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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는 1960년대 초까지 동남아 최강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

나, 약 반세기에 이르는 장기 군부 독재로 인하여 경제적, 사회적, 정치

적 불안정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등으로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크게 낙

후되었으며, 1989년에는 세계 최빈국임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1962

년 네윈장군의 군사 쿠데타로 인해 25년간 ‘버마식 사회주의’아래 군

사독재 노선을 취하였고, 이후 1988년 딴쉐장군이 다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2011년 3월말까지 24년간 군사독재가 이어졌다. 아웅산 수치 

여사는 3차례에 걸친 가택연금과 석방을 되풀이한 끝에 2010년 11월 

13일 가택연금에서 풀려나게 되었다.24)

임경한 외[54]에 의하면, 2015년 11월 실시된 미얀마 총선은 미얀마

의 개혁‧개방과 민주화를 가속화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고 있다. 비록 총

선에서 압승한 야당의 아웅산 수치 (Aung San Suu Kyi) 민주주의민족

동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대표가 헌법상의 제약으로 대

통령 출마는 불가할지라도 대통령 당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웅산 수치는 가장 최측근인 틴 쩌(Htin Kyaw)

를 대통령으로 내세우고 기존 36개인 정부 부처를 새로운 정부에서는 

23개로 줄이겠다는 신정부 로드맵을 발표하고 53년간 미얀마를 장악한 

군부의 흔적을 줄여나가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2011년 총선이후 미얀마에 새로 들어선 민간정부는 대통령 중심제의 

민주정부로 과거 미얀마연방(The Union of Myanmar)에서 미얀마연방

공화국(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으로 국가명칭을 바

24) http://www.globalwindow.org/, m.penwes.kr 자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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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어 민주국가임을 천명하였다. 민간정부 출범 후 군부가 장악하고 있던 

3권인 입법, 사법, 행정이 22년 만에 분리되었으며,  행정수도인 네피도

에서 종족간의 화합과 단결, 국가경제발전, 해외투자유치, 노동법 개정, 

언론의 자율, 국민의 복지 등을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25) 

또한 미얀마에서는 공식적으로 135개의 서로 다른 민족이 있는데 다

양한 민족그룹이 자치권과 독립을 주장하며 무장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사회적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 미얀마 군부정권은 1988년 민주화 운

동 이후로 무장투쟁을 해오던 민족그룹들과 휴전협정을 맺으며 민족그룹

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역 자치권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버마족을 제외

하고 가장 규모가 큰 카렌족과 샨족은 여전히 군사정권과 군사적 충돌을 

지속하고 있어 여전히 정세가 불안한 상태이다.26)

주 미얀마 한국 대사관에서는 2019년 12월 샨(Shan)주 띠보

(Hispaw) 지역 등을 여행경보 단계를 3단계(황색지역 : 여행자제)로 

추가 하는 등 최근까지도 충돌이 이어지고 있어 일부지역에서는 여전히 

여행을 제한하는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고 있다.27)

2. 미얀마 경제지표 및 동향

미얀마는 주요 경제지표는 표 3-2 및 대외거래 지표 표 3-3과 같

다.

25) 임경한 외[54], http://www.globalwindow.org/, m.penwes.kr 자료 편집

26) http://www.globalwindow.org/, m.penwes.kr 자료 편집

27) 외교통상부/해외안전여행/최신여행경보단계조정 내용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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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미얀마 경제지표28) 

구 분 내 용

GDP US$ 723억 7,700만 (2017년, IMF)

실질 경제 성장률 6.9% (2018년, 예상치)

1인당 명목 GDP US$ 1,338달러 (2017년)

실업률 4%

물가 상승률 7% (2017년, IMF)

화폐단위 Myanmar Kyat (Kt:짜트)

환율 US$1 = 1,338Kt (2018년 연평균, 예상치)

산업구조 농업(36.1%), 산업(22.3%), 서비스업(41.6%) (2016년, CIA)

 
표 3-3 주요 대외거래 지표29)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f

경  상  수  지

경상수지/GDP

상  품  수  지

      수    출

      수    입

-1,833

-2.8

-1,872

10,026

11,899

-2,450

-3.9

-3,773

9,966

13,739

-2,011

-3.1

-3,717

9,085

12,802

-3,349

-5.1

-5,191

9,801

14,993

-4,153

-5.7

-6,088

10,971

17,059

외 환 보 유 액 4,142 4,477 4,672 4,911 5,511

총 외 채 잔 액

총외채잔액/GDP

D.    S.    R.

8,830

13.3

2.4

9,559

15.3

3.4

9,893

15.3

4.0

7,713

11.6

3.8

8,384

11.9

3.5

28) 참고문헌 [54], [55] 및 EIU Country Report, 미얀마 중앙통계청(CSO), 미얀

마 중앙은행, IMF 등 인용

29) 참고문헌 [56] 및 IMF, EIU, OECD CRAM 등 인용, 참고로 미얀마의 회계

연도는 4/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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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kotra 자료[55]에 따르면, 2011년 개방 이후 연평균 7%의 고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최근 외국인 투자 감소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둔화

되고 있다. 아울러 투자사업에 중요한 요소인 환율은 인플레이션으로 

2018년 5월 1,340짜트던 달러환율이 9월 1,650짜트로 급등하며 달러

화 가치 상승에 따라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미얀마는 수입의존

도가 높아 환율이 상승하면 공산품 가격이 상승하여 물가상승 효과는 크

나, 수출 증가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향후 본 연구에서 

리스크 관리 중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2018년 8월 1일 신회사법 시행에 따라 미얀마 현지기업에 대한 외국

인 지분 취득이 인정되며, 외국인 지분이 35% 이하인 합작기업은 국내

기업으로 취급, 토지 취득·매각, 주식거래 등의 제약이 사라지게 되었

다. 이는 과거 미얀마 회사법이 1914년 영국 식민지배 시절 제정되어 

현대 기업지배구조 및 운용방식과 부합하지 않아 합작 및 투자의 걸림돌

로 작용되던 것이 해소되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지분을 1%라도 보유

하면 외국기업으로 간주하여, 내국기업에 비해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본 연구의 리스크 관리 중 완화요인이라 할 수 있

다.

국제 신인도 측면에서는 경제규모 대비 외채규모가 크지 않고 D.S.R.

도 4% 이내로 외채상환능력이 양호한 편이나, 2013년 1월 파리클럽은 

회원국들에 대한 미얀마의 국가채무 103억 달러 중 56억 달러(54.4%)

를 탕감하고, 43억 달러(41.7%)는 상환기간을 재조정하기로 결정하였

으며, 2018년 3월 기준, 미얀마의 OECD 회원국 ECA 승인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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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5백만 달러(단기 78.6백만 달러, 중장기 1,104.9백만 달러)로, 

단기외채비율은 6.6%에 불과해 외채만기구조가 양호하나, 이 중 연체비

율이 73.9%로 높은 편으로 외채상환태도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56]

이러한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 자료[56]에 따르면 미얀

마는 산림자원이 많고 지질학적 구조상 우라늄이 포함된 페그마타이트

(Pegmatities), 알라스카이트(Alaskite) 등 광물질, 루비, 옥 등 귀금속, 

천연가스, 석유 등 각종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

며 천연가스 2,832억㎥(세계 40위) 매장량과  원유 5천만 배럴(세계 

75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미얀마 투자위원회(MIC)가 발표한 2018년 4월 기준‘미얀마

의 산업별 투자유치 비중’은 석유·가스 부문이 29.5%로 가장 높았으

며, 이어서 전력 27.6%, 제조업 12.6%, 교통·통신 11.9%, 부동산 개

발 6.5% 등이 그 뒤를 이었다.[56] 이는 본 연구에서 에너지분야 특히 

발전분야 진출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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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얀마 전력산업 현황

MOEP

DHPP · 수력 발전 등 계획 DEP
· 발전 시스템 계획 
· 가스화력발전 등 계획

MEPE
· 송변전 설비 개발‧유지‧보수
· 가스화력발전소 유지‧보수

DHPI
· 수력 및 화력 발전 
   설계‧건설 등 YESB · 양곤 내 배전

ESE
· 미얀마(양곤 제외) 내 배전
· 독립전력망 관리
   (수력 및 디젤발전)

HPGE
· 수력발전소 등 
   유지‧보수

그림 3-1 미얀마 전력부 구성과 기능30)

발    전

→

송    전

→

배    전
HPGE

MEPE
YESB

MEPE
ESEIPP

그림 3-2 발전 및 송배전 관련 기관31)

※ MOEP: Ministry of Electric Power

DHPP: Department of Hydropower Planning

DHPI: Department of Hydropower Implementation

HPGE: Hydropower Generation Enterprise

DEP: Department of Electric Power

MEPE: Myanmar Electric Power Enterprise

YESB: Yangon City Electricity Supply Board

ESE: Electricity Supply Enterprise

IPP: Independent Power Provider

30) ADB(2012) 자료 연구자 편집 재인용

31) ADB(2012) 자료 연구자 편집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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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는 군부정권의 장기집권에 따라 1인당 GDP(2013년 기준)는 

915달러로 ASEAN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09년 기준 전력보

급률32)은 13%에 불과하고 1인당 전력 사용량이 110kWh에 머무는 등 

ASEAN 국가 대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57] 

그림 3-3 전력보급률 및 1인당 GDP33) 그림 3-4 1인당 전력사용량34)

전력설비용량 2019년 5월 기준 약 5,300MW, 발전소 수는 약 163

개이며 표 3-4, 표 3-5와 같다.

표 3-4 미얀마 전력설비 관련 현황 35)     

현황내역 설비 규모

발전설비용량 5,284.22MW (2018년)

전력소비량 15,363GWh (2017년)

전력수요 16,716GWh (2018년)

발전소 수 163개

32) 전력 사용 가능 인구비율

33) IMF, World Bank 자료 연구자 편집 재인용

34) World Bank(2011) 자료연구자 편집 재인용

35) Global Data (2019. 5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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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미얀마 발전원별 현황 36) 

구 분 설비용량 (MW)  발전량(GWh)

수 력  3,255 (60.4%) 9,743(54.5%)

가스화력 1,920 (35.6%) 8,052(45.1%)

석탄화력 120 (2.23%) 10(0.05%)

디젤, 기타 94 (1.75%) 61(0.34%)

합 계 5,389 (MW) 17,866 (GWh)

2012년 기준 Ayeyawady(2,063km), Thanlwin(1,660km), 

Chindwin(1,151km) 등 긴 강으로 인해 대규모 수력자원을 활용한 수

력발전 비중이 총 전력생산량의 71.3%이고, 가스발전(26.3%), 석탄발

전(2.5%)이 그 뒤를 잇고 있다.[57]

미얀마 수력자원의 경우, MEP의 조사에 따르면 10MW 이상의 발전

력을 갖춘 92개 사이트(sites), 총 46,099.30MW이며, 10MW 미만의 

경우 약 231.25MW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미얀마는 송배전설비 등이 낙후되고 전력 공급 관리 및 운영의 효율

성이 낮아 전력손실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2011년 전력손실률은 

21.2%로 2007년의 30.6%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주변국과 비교하면 여

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며, 연간 전력생산량은 2012년에 약 

10,835GWh를 기록하였으나 20%대의 전력손실률을 고려하면 사용가능 

전력량은 약 8,000GWh 수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57]

36) 한국전력공사 내부정리 자료



- 54 -

미얀마의 국토면적(677천㎢)는 한반도의 3배인데 주요 발전설비가 

수력이 풍부한 북부지방에 집중되어 있으나, 전력 수요가 높은 양곤은 

남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송전선로 길이가 9,679km에 달한다.[57]

표 3-6 미얀마 송전선로 및 변전소 현황 37) 

전  압
송 전 선 로 변 전 소

개  수 길  이(km) 개  수 용  량(MVA)
230kV 47 3,191 34 3,960
132kV 43 2,482 33 1,754
66kV 149 4,006 120 2,581

총   계 239 9,679 185 8,295

미얀마 정부는 송변전 설비 확충 및 송전전압을 230kV에서 500kV

로 상향함으로써 향후 발전설비 증설 등에 대비하는 한편, 전력손실률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 미얀마 발전시장의 특징

2012년 미얀마는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전력난 해소를 위

해 2022년까지 16,500MW 규모의 발전 설비 건설을 골자로 하는 200

억 달러 규모의 전력설비 확충 계획을 발표하였다. 건기 시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수력 발전량 감소 문제를 고려하여 발전 용량 증설시, 화력발

전소 증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수출입은행 자료[57]에 따르면, 단기적인 발전설비 증설계획은 2016

37) MEPE(2013) 자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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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시행될 예정으로 한국, 중국, 태국, 일본, 싱가포르 등의 개발업

체 및 EPC업체들과 GE, 알스톰 등의 글로벌 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다만, 2013년 기준 신규증설 계약 진행 용량이 약 6,000MW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추가 발주가 기대된다.

표 3-7 2013-2016년 주요 가스 및 열병합발전소 프로젝트 현황38) 

회 사 명
총설비용량 

(MW)

단계별 가동연도

2013 2014 2015 2016

BKBC(한국)* 500 - 166 166 168

Hydro Lancang(중국) 530 - 126 252 152

EGATI(태국) 240 120 120 - -

Toyo Thai(태국) 120 100 20 - -

* Busan Korea Biotechnology Co.

발전소 소유현황을 보면, 현재 IPP 사업은 10% 수준으로 외국인투자

가 저조한 편이다.

표 3-8 발전소 소유 현황39)

구분 국가소유 JV/BOT IPP/BOT IPP/Rent IPP/Rent/Transf.

점유율 60% 18% 12% 8% 2%

38) 미얀마 전력부(Ministry of Electric Power) 및 BMI 자료 인용
39) 미얀마 전력부(Ministry of Electric Power) 및 BMI 자료 인용



- 56 -

제 2 절  사례연구 분석

1. 미얀마 진출 사례 연구40)

수출입은행 조사 결과[57]에 따르면, 미얀마 진출시 아래와 같은 내

용의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미얀마 발전 사업 진행시 제도와 법률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사

전 검토 필요성이다. 이는 민간발전사업자들의 전력 사업 참여를 위한 

입찰과정, 전력구매계약서(PPA)41) 및 BOT42) 계약서 등이 표준화되지 

않고 민간 발전사업자에 불리한 법규 등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미얀마 정부가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중단43)하

기도 하였다. 특히 이미 체결된 다수의 PPA 계약에는 전력 생산량 혹은 

지분 중 일부를 미얀마 전력기관에 무상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데, 무상 제공 비율은 체결 계약 건마다 상이하다는 게 투자자에게 리스

크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체결된 금융계약에서 투자 자산에 대한 

담보권이 설정된 사례가 드물고 미얀마 국내법 상 부동산 담보권 설정이 

허용되지 않아 민간 사업자의 투자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가스화력발전의 경우 일시적인 천연가스 공급 부족 방안 마련

이 필요하다. 2011년 기준 미얀마 천연가스 생산량의 약 51%를 중국, 

태국 등에 장기계약 방식으로 수출하고 있어 가스 화력 발전소 신규 건

40) 인용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연구자의 경험을 반영하여 작성함

41) Power Purchase Agreement

42) Build-Operate-Transfer

43) Dawei 석탄발전소(4,000MW), Myitsone 수력발전소(6,000MW) 등이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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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운용시, 일시적 가스 공급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 등을 통한 진출을 시도해 볼만하

다. 전 국토에 걸친 송전망 건설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미얀

마의 연평균 일사량44)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전기 미공급 지역에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발전차액

제도(Feed in Tariff)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제도가 미비하고 공급가 

대비 낮은 전력요금 등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위와 같은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해결책이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 진행 시, 다자개발은행(MDB)의 참여를 

유도하여 미얀마 정부에 대한 협상력을 키우고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담보권 설정이 어려울 경우, 프로젝트에 대한 

Step-in right45) 조항 삽입이나 정부보증 등의 안전장치 마련이 요구

됨.

둘째, 미얀마의 신규 가스전이 개발되는 여건을 고려하여 공급 부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상업운전 시점으로 설정하거나  타국의 

천연가스 확보 등을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경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재생발전사업은 전기가 미공급되는 곳을 선정하여 사용 중인 

디젤엔진 발전기에 비해 발전단가가 낮고 송변전 설비를 추가로 건설할 

44) 미얀마의 연평균 일사량(수평면 기준)은 1,751kWh/㎡/y로 세계평균 1,608kWh/

㎡/y에 비해 높은 수준임.(한국 1,506kWh/㎡/y)

45) 차주의 지급불능 상황 시 대주가 프로젝트를 직접 경영하여 프로젝트 및

상환스케줄 등의 정상화를 꾀할 수 있는 대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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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없어 경제성이 높게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다.

다음은 실제 사업개발을 추진했던, 한국서부발전 미얀마 양곤 가스복

합 발전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서부발전의 주도하

에 BKB(Busan Korea Biotechnology)(주), 현대건설(주) 및 하나대투

증권(주)을 포함한 한국컨소시엄은 2012년 10월 미얀마 전력부와 ‘미

얀마 양곤 따께따(Thaketa) 500MW 가스복합발전소 건설’관련 합의

각서(MOA: Memorandum Of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이후 장기간

의 협상이 이루어졌으나,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사업을 철수

하게 되었다.

 주상현[58]은 해외진출 사례의 경험적 분석을 통해 아래와 같은 리

스크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해외정부 리스크 요인 즉, 인허가 등 상대정부와의 원활한 협상

을 통해 리스크 요인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사업 성공을 좌우하는 요건

이다. 또한 외국 정부의 리스크를 가져오는 요인 중 하나가 상대정부의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과다한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

체되고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안정적인 연료 공급조건 확보이다. 미얀마 발전사업의 경우 공

급원 구성 및 공급가격 등에 대해 MOA 계약에 명기를 통해 미얀마 전

력부와 연료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협상 초기에는 연료공급의 안정성

을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셋째, 전력판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구매전력량(Take or 

Pay) 조건 계약 등을 통한 전력판매 리스크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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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자금조달과 관련해서는 미얀마 투자의 최대 걸림돌인 미국  유

럽 연합의 경제제재(Sanctions)가 해제되었고, 미얀마 정치 리스크에 대

해 World Bank (세계은행) 산하기관인 MIGA(국제투자보증기구 :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를 통한 보증 및 다자간

은행의 대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각종 사업계약서(PPA,  건설계약 등)의 미비점으로 인한  대

주단 대출을 위한 Bankability 확보에 어려움이다.

KDI에 보고서[59](예타)의 사업위험도 평가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출자자 구성에 대한 신뢰성 확보 문제이다. 자기자본 출자자 가

운데 신용도와 재무능력에 대한 출자능력 파악이 곤란할 경우 불확실성

이 커질 수 있다. 이로 인해 타 출자자의 부실이 야기될 경우 출자보증 

또는 추가출자의 위험을 감수해야한다. 

둘째, 송전선로 연계의 불확실성 등 제반 인프라 구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발전소와 연계할 송전선로의 구성, 건설시기, 건설주체를 

비롯하여 연계되는 변전소의 노후화에 따른 운영 등의 잠재적 리스크를 

확인하여 PPA 등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전력판매대금의 수취의 불확실성이다. 전력판매량의 불확실성, 

PPA 조항에 근거한 대금 미수령시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

을 계약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력판매단가 등의 차이가 발생

시 미얀마 정부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불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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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태환 및 외화송금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미얀마의 개정된 외국

인투자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윤과 소득은 시장 환율로 환전하

여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직까지 미얀마투자위원회(MIC)가 과실 송금 허가서류 발급을 이런저

런 사유를 들어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과실 송금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섯째, MIGA 보험기간과 투자기간의 불일치이다. MIGA 투자보증 

가이드에 따르면 보험기간을 최소 3년(대출에 대한 부보의 경우 1년 초

과), 최대 15년 기간 동안 보험계약 유지가 가능하며, 사업의 특성에 따

라 20년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화력 IPP 사업의 경우 건설기간 2~3

년, 운영기간 30년 내외로 투자기간이 약 32년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

려시 12년 동안 정치적 위험 및 계약위반에 대한 보험을 적용받기 어려

운 상황이다.

미얀마 등 동남아 지역에서 IPP 사업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VDB 분

석[60]에 따르면,  2016년 3월 기준으로 새로운 5개의 IPP 사업에 대

해 송전망회사인 MEPE와 PPA를 체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몇 

가지 리스크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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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PPA 체결 현황 (2016년 3월)

발전소
용량

(MW)
위치 비고

Myingyan
Sembcorp(싱가폴) - 80%
MMID Utilities(미얀마) - 20%

225 Mandalay
CCGT

46)

Minbu Green Earth Power (태국) 300 Magway Solar

Meiktila ACO 300 Mandalay Solar

Kanbauk Andaman Power & Utility (태국) 200 Dawei CCGT

Thaketa UREC Energy (중국) 485 Yagon CCGT

첫째, MEPE는 표준(model) PPA를 채택하고 있으나, 4개의 계약서

가 서로 상이하게 되어 있어 사업별 유불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둘째, MOU/MOA(Concession/Implementation) 당사자는 DEP 또는 

MOEP의 DHP로 되어 있어 일관성 있는 업무 처리 및 계약서 적용시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셋째, 미얀마 정부의 보증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나, 재정 여건상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향후 Bankability 이슈로 인한 사업지

연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미얀마 정부의 최초 입찰 IPP 사업은 2015년 4월 싱가폴 Sembcorp

가 수주한 225MW Myingyan 가스복합사업(CCGT)으로 양곤 북쪽 

500km 위치하며 3km 송전선로 건설이 포함되었다.  이 사업은 22년 

기간 동안 전력을 판매하는 PPA 체결로서 BOT 형태의 Energy 

Conversion Project라 할 수 있다. 미얀마 내 최대 IPP 사업으로 

46) Combined Cycle Gas Tur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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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B, IFC, ADB에서 PF 지원으로 2017년 5월 재원조달(Financial 

Close) 달성과 2018년 1월 상업운전을 하게 되었다. 이 사업에서 주목

할 만한 것은 IFC가 발주처 자문사로 참여하여 Bankable한 표준계약서

(BOT, PPA)를 마련한 것이다.[61] 

2. 미얀마 진출 및 준비기업 면담분석

국내기업의 미얀마 IPP 사업 추진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3-10 국내기업 미얀마 IPP 사업 추진현황47)

사 업 명 회 사 명 용 량

1 양곤 가스복합 발전사업 서부발전 외 500MW

2 Kanbauk 가스복합 발전사업
한전 외 

(Total, Siemens)
1,230MW

3
Ahlone ROMM 사업 
Gas to Power 사업

동서발전 외
154.2MW
1,500MW

4 가스복합 발전사업 포스코에너지

국내기업은 사업개발 초기단계라 할 수 있으나, IPP 사업 이외에 전

력분야 진출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47) 언론보도 자료 및 연구자가 면담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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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1 국내 전력기업 미얀마 진출현황48)

회사명 사업내용 비 고

1
포스코
대우

·쉐(SHWE)가스전 개발사업(2009)
·쉐타옹 발전소 PPA 체결(2018)

14억 달러

2 영인기술
·나카라과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등 
·배전반 및 변압기 공장준공(2017)

3 두산건설
·타웅우-카마나트 500kV 송전선로  
  공사 (2019)

EDCF
(1,046억원)

4 LS전선 ·틸라 경제특구 케이블 공장 (2018) 250억원 투자

5 한국전력
·미얀마 송전망 건설 타당성조사 등
·배전망 컨설팅 계약 (2018)

534만 달러

6 금호이앤지 ·마이크로시스템 구축 (2017)

7 보성파워텍 ·송전철탑 및 아연도금 설비 공장 53억원

48) 언론보도 자료 및 연구자가 면담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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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미얀마 IPP 사업 리스크 분석

제 1 절  연구절차

1. 설문내용 계층구조 및 조사절차

설문내용 계층구조의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AHP 구조를 설정할 때에

는 다음 두 가지 AHP의 공(axioms) 만족하여야 한다. 첫째 동질성 

(homogeneity)의 공리로서 중요도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해진 척도 

에 의하여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종속성(dependency)의 공리로

서 한 계층의 요소들은 인접한 상위계층의 요소에 대하여 종속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상위계층의 모든 요소에 대하여 인접한 하위계층 내의 모

든 요소들 간에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62]

미얀마 IPP 사업의 리스크 도출 및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

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4-1 미얀마 IPP 사업 리스크 분석 절차

미얀마 IPP 사업의 리스크 로직트리(Logic Tree) 도출은 문헌연구,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리스크의 A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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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및 IPA 설문을 통한 연구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표 4-1 AHP (쌍대비교법) 설문조사

기준
항목

평가척도

평가
대상
항목

절
대
중
요

　

매
우
중
요

　
중
요

　

약
간
중
요

　
동
등

　

약
간
중
요

　
중
요

　

매
우
중
요

　

절
대
중
요

9 8 7 6 5 4 3 2 1 0.50 0.33 0.25 0.20 0.17 0.14 0.13 0.11

항목 A 항목 B

표 4-2 IPA (이분법) 설문조사

 

기준항목
평가척도

리스크 통제 
가능 (O)

리스크 통제 
불가능 (X)

대분류 항목
소분류 항목  A
소분류 항목  B
소분류 항목  C

AHP 모형을 통한 리스크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여 개별리스크 간의 

상대적인 크기를 연구하는데 활용하였고, IPA 모형을 활용하여 리스크 

통제가능성의 절댓값을 산출하였다. 설문조사는 IPP 사업, EPC 사업, 

해외 컨설팅 사업의 개발, 운영, 수행 및 자문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

문가를 대상으로 2019년 6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설문 

대상자에게는 일관성 지수 등을 포함한 설문 방법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안내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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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 설문지는 상대적 중요도의 결과를 엑셀(Excel)을 사용하여 일

관성 지수, 평균, 일관성지수(CR) 등을 구하였다.  IPA 분석은 리스크

의 통제 가능성에 대해‘가능’의 응답에 대해 비율을 산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IPA 기법을 응용하여 X축은 통제 가능성, Y축은 리스크 

중요도, 중심점은 산술평균값을 산출하여 미얀마 IPP 사업의 리스크 

매트릭스를 도식화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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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스크 분류 및 정의

제 3 장에서 문헌을 통한 사례연구, 진출기업 면담분석 및 한국 전력

공사와 해외발전사업협의회 내부자료[63],[64]를 활용하여 총 8개의 대

분류와 23개의 소분류 리스크가 도출되었으며 표 4-1과 같다.

표 4-3 미얀마 IPP 사업 리스크 로직 트리

No. 대 분 류 소 분 류

1 국가 리스크

정치환경

세금/관세

사회/문화

현지화 정책

2 경제환경 리스크
물가상승

환 리스크

3 발주처 리스크
선행사업 경험

발주처 역량

4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 리스크

사전사례

SPC 구성

파이낸싱

5 수익성 리스크

사업수익률 달성

환경규제

불가항력

6 건설 리스크

EPC 역량

부지확보

송전망 등 부대설비 

7 연료 리스크

연료공급 주체

연료조달 안정성

연료비 변동

8 전력시장 리스크

PPA 체결 및 안정성

물가연동

환율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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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스크 정의

1) 국가리스크

· 정치환경 : 사법부의 불공정 및 법률체계의 복잡성에 따른 리스크, 

정부정책의 불투명 및 정부의 부패 리스크, 사적재산권 침해 리스크, 정

부 개입 및 통제 등에 따른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말한다.

· 세금 / 관세 : 세금체계의 변경 등에 따른 조세환경 위험 및 법인

설립 용이성 등에 따른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말한다.

· 사회 / 문화 : 테러, 범죄, 치안 위험 및 종교/전통의 차이(내전 포

함) 등에 따른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말한다.

· 현지화정책 : 현지 생산의무화 및 현지인력 고용 의무화 등에 따

른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말한다.

2) 경제환경 리스크

· 물가상승 : 현지국의 inflation 등에 따른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말

한다.

· 환 리스크 : 달러와 현지화에 대한 변동성을 포함한 태환 및 송금 

등에 따른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말한다.

3) 발주처 리스크

· 선행사업 경험 : 선행 IPP 사업의 PF 사례 유무, 사례의 양호성 

등에 따른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말한다.

· 발주처 역량 : 발주처 재무상태 및 정부보증, 인력 및 역량,  유사 

프로젝트 경험 등에 따른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말한다.

4)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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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사례 : 국내기업의 현지국 사업경험 여부 등에 따른 발생 가

능한 리스크를 말한다.

· SPC 구성 : SPC 구성 용이성, 현지 파트너사 확보 및 사업수행능

력 부족 리스크 등에 따른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말한다.

· 파이낸싱 : 대주단의 대출 가능성 및 추가 보증 요구 가능성 등에 

따른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말한다. 

5) 수익성 리스크

· 사업수익률 달성 : 사업 전 기간에 대해서 투자비에 대비 수익달

성 및 수익률의 적절성 리스크로서 주로  IRR을 의미하며, 투자자 입장

에서는 자본수익률(equity IRR) 기준 등에 따른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말한다.

· 환경규제 : 환경규제가 수익성에 미칠 경우 반영여부 및 인허가 

취소 가능성 등에 따른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말한다.　

· 불가항력 : 정치·사회적 불가항력 발생 및 법률변경 시 면책(손

해배상수령) 불가능 등에 따른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말한다.

6) 건설 리스크

· EPC 역량 : EPC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부족 위험 및 현지기업의  

역량 등에 따른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말한다.

· 부지확보 : 건설부지 확보 지연 등에 따른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말한다.

· 송전망 등 부대설비 : 제반요건 확보 지연 위험 (계통연계를 위한 

송전망 구성 용이성 등) 등에 따른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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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료 리스크

· 연료공급 주체 : 연료공급계약 여부 및 신뢰성 확보 등에 따른 발

생 가능한 리스크를 말한다. 

· 연료조달 안정성 : 연료공급 계약 공급 불안정성 및 계약 해지시 

배상청구 불가능 리스크 등에 따른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말한다.

· 연료비 변동 : 연료 단가 변동 가능성 등에 따른 발생 가능한 리

스크를 말한다.

8) 전력시장 리스크

· PPA 체결 및 안정성 : 장기매출계약 미체결 및 전력매출 불안정 

등에 따른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말한다.

· 물가연동 : 판매단가 물가변동 미반영 위험 등에 따른 발생 가능

한 리스크를 말한다.

· 환율연동 : 매출액 통화 환율변동 위험 등에 따른 발생 가능한 리

스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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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 표본 및 특징

미얀마 IPP 사업 리스크 도출을 위해 미얀마에서 발전사업 개발경험

을 보유하거나 검토 경험이 있는 아래 표에 소속된 전문가 10명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표 4-4 설문지 기초자료 조사 면담조사49)

대상회사 내 용 비 고

1 ADB ·미얀마 지원사례 및 계획 등 청취 specialist 

2 한전 ·사업개요, 추진현황, 계획 등 조사

3 동서발전 ·전력산업 자료 입수 등 현황 조사

4 포스코에너지 ·미얀마 진출여건 조사 내역 등 포스코 대우

5 삼정KPMG ·미얀마 진출시 검토사항 등

6 서부발전 ·미얀마 사업 추진시 고려사항 등

7 영인기술 ·미얀마 시장 현황 및 정부기관 동향

이를 통하여 총 33명에게 설문조사를 의뢰하여 22명이 설문응답에 

참여하였으며, 설문응답이 일부 누락된 1명을 제외하고 21명을 분석하

였다.

49) 미얀마 사업개발 유경험자 또는 용역 수행자를 대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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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5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설문조사 기간 2019. 6월 ~ 8월 

성별
남 여

19명 2명

IPP 사업 경험
10년 초과 5~10년 이하 5년 미만

9 3 9

미얀마 사업 경험 
(사업검토 포함)

유 무

15명 6명

소속회사 업무
개발/투자사 자문사(법률, 보험, 재정, 타당성)

13명 8명

리스크 항목별 상대적 산출을 위하여 AHP 기법을 활용하였는데, 제 

2장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일관성 비율(CR)이 0.1미만이면 합리적인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고, 0.2 미만일 경우 용납할 수 있는 수준

의 일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자별 설문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지 주

의사항에 일관성 지수를 0.1(10%)에 가깝게 나오도록 설문을 안내하고, 

설문지 각 항목에 일관성 지수를 표시하여 설문자가 일관성 비율을 실시

간으로 활용하고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가중치 산정 결과 값의 일

관성 지수의 최대 허용치를 0.15로 보고 0.15를 초과하는 설문응답자가 

나올 경우 환류(Feedback) 과정을 거치려 하였으나[13], 모두 만족할 

만한 설문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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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미얀마 IPP 사업 리스크 분석결과

1. 대분류 리스크 분석결과

미얀마 IPP 사업 리스크를 ‘국가 리스크’, ‘경제환경 리스크’. 

‘발주처 리스크’,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 리스크’, ‘수익성 리스

크’, ‘건설 리스크’, ‘연료 리스크’, ‘전력시장 리스크’의 8개의 

대분류 리스크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AHP 기법을 활용한 리스크 분석 결과는 표 4-6와 같다. 상대적 중

요도에 대한 설문 응답자의 일관성 비율 평균은 약 3.5%이며, 개별 설

문 응답자에 대한 일관성 비율은 15.0% 이내로 허용범위 안에 있었다.

상대적 중요도 측면에서 높게 평가된 항목은 ‘국가 리스크’,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 리스크’가 높게 평가되었고, ‘건설 

리스크’와 ‘전력시장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리스크 통제 가능성 측면에서‘국가 리스크’, ‘경제환경 리스크’가 

낮게 평가되어, 해당 리스크들은 인위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해 크게 노출 

시에는 사업의 실패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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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6 대분류 리스크 항목 분석 결과

No. 대분류
리스크 상대적 중요도 리스크 통제 가능성

(%)Weight (%) 순위

1 국가 리스크 27 1 21.6

2 경제환경 리스크 11 5 27.3

3 발주처 리스크 14 3 54.5

4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 리스크 18 2 81.8

5 수익성 리스크　 12 4 43.9

6 건설 리스크　 6 8 77.3

7 연료 리스크　 9 6 62.1

8 전력시장 리스크　 7 7 63.6

2. 소분류 리스크 분석결과

1) 국가리스크

국가 리스크 항목을 4개의 소분류 리스크 항목, ‘정치환경’, ‘세금

/관세’, ‘사회/문화’, ‘현지화 정책’으로 세분화 하였다. 

AHP 기법을 활용한 리스크 분석 결과는 표 4-7과 같다. 상대적 중

요도에 대한 설문 응답자의 일관성 비율 평균은 약 4.1%이며, 개별 설

문 응답자에 대한 일관성 비율은 15.0% 이내로 허용범위 안에 있었다.

국가리스크에서는 ‘정치환경’이 56%로 가장 중요한 리스크로 평가

되었으며, ‘현지화 정책’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특히, ‘정치

환경’리스크는 통제 가능성이 ‘0’으로 평가되어, 사업 추진시 사업주

가 별도의 조치를 취해도 리스크를 헷징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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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프로젝트 검토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정치환경 리

스크의 정도 및 선행사례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사업 참여여부를 결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7 국가 리스크 분석 결과

No. 소분류 
리스크 상대적 중요도 리스크 통제 가능성

(%)Weight (%) 순위

1 정치환경 56 1 0

2 세금/관세 23 2 31.8

3 사회/문화 11 3 9.1

4 현지화 정책 10 4 45.5

2) 경제환경 리스크

경제환경 리스크 항목을 2개의 소분류 리스크 항목, ‘물가상승’, 

‘환 리스크’로 세분화 하였다. 

AHP 기법을 활용한 리스크 분석 결과는 표 4-8와 같다. 상대적 중

요도에 대한 설문 응답자의 일관성 비율은 2가지 항목으로 산출되지 않

는다.

 
  표 4-8 경제환경 리스크 분석 결과

No. 소분류 
리스크 상대적 중요도 리스크 통제 가능성

(%)Weight (%) 순위

1 물가상승 41 2 18.2

2 환 리스크 59 1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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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리스크에서는 ‘물가상승’이 41%, ‘환 리스크’가 59%

로 비슷한 수준의 리스크로 평가되었다. ‘물가상승’ 리스크는 통제 가

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사업주의 노력으로는 리스크 완화

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업주는 사업제안 단계에서부터 철

저히 검증하여 필요시 발주처와 협상을 통해 물가상승 요인이 계약적으

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3) 발주처 리스크

발주처 리스크 항목을 2개의 소분류 리스크 항목, ‘선행사업 경험’, 

‘발주처 역량’으로 세분화 하였다. 

AHP 기법을 활용한 리스크 분석 결과는 표 4-9와 같다. 상대적 중

요도에 대한 설문 응답자의 일관성 비율은 2가지 항목으로 산출되지 않

는다. 

  표 4-9 발주처 리스크 분석 결과

No. 소분류 
리스크 상대적 중요도 리스크 통제 가능성

(%)Weight (%) 순위

1 선행사업 경험 61 1 50.0

2 발주처 역량 39 2 59.1

발주처 리스크에서는 ‘선행사업 경험’이 61%, ‘발주처 역량’ 

39% 대비 더 중요한 것으로 리스크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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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 리스크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 리스크 항목을 3개의 소분류 리스크 항목, 

‘사전사례’, ‘SPC 구성’, ‘파이낸싱’으로 세분화 하였다. 

AHP 기법을 활용한 리스크 분석 결과는 표 4-10과 같다. 상대적 중

요도에 대한 설문 응답자의 일관성 비율 평균은 약 5.6%이며, 개별 설

문 응답자에 대한 일관성 비율은 15.0% 이내로 허용범위 안에 있었다.

  표 4-10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 리스크 분석 결과

No. 소분류 
리스크 상대적 중요도 리스크 통제 가능성

(%)Weight (%) 순위

1 사전사례 40 1 68.2

2 SPC 구성 26 3 90.9

3 파이낸싱 34 2 86.4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에서는 ‘사전사례’가 40%로 가장 중요한 리

스크로 평가되었으며, ‘SPC 구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SPC 구성’ 리스크는 통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어, 사업주의 노력으

로 리스크 완화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수익성 리스크

수익성 리스크 항목을 3개의 소분류 리스크 항목, ‘사업수익률 달

성’, ‘환경규제’, ‘불가항력’으로 세분화 하였다. 

AHP 기법을 활용한 리스크 분석 결과는 표 4-11과 같다. 상대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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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에 대한 설문 응답자의 일관성 비율 평균은 약 2.0%이며, 개별 설

문 응답자에 대한 일관성 비율은 15.0% 이내로 허용범위 안에 있었다.

  표 4-11 수익성 리스크 분석 결과

No. 소분류 
리스크 상대적 중요도 리스크 통제 가능성

(%)Weight (%) 순위

1 사업수익률 달성 56 1 72.7

2 환경규제 22 2 27.3

3 불가항력 22 2 31.8

수익성 리스크에서는 ‘사업수익률 달성’이 56%로 가장 중요한 리

스크로 평가되었으며, ‘환경규제’와 ‘불가항력’은 동등하게 낮게 평

가되었다. ‘사업수익률 달성’ 리스크는 통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

으나, ‘환경규제’,‘불가항력’은 낮게 평가되었다. 즉, 사업주 입장에

서는 환경규제와 불가항력에 대해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6) 건설 리스크

건설 리스크 항목을 3개의 소분류 리스크 항목, ‘EPC 역량’, ‘부

지확보’, ‘송전망 등 부대설비’로 세분화 하였다. 

AHP 기법을 활용한 리스크 분석 결과는 표 4-12과 같다. 상대적 중

요도에 대한 설문 응답자의 일관성 비율 평균은 약 2.0%이며, 개별 설

문 응답자에 대한 일관성 비율은 15.0% 이내로 허용범위 안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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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건설 리스크 분석 결과

No. 소분류 
리스크 상대적 중요도 리스크 통제 가능성

(%)Weight (%) 순위

1 EPC 역량 63 1 90.9

2 부지확보 20 2 77.3

3 송전망 등 부대설비 17 3 63.6

건설 리스크에서는 ‘EPC 역량’이 63%로 가장 중요한 리스크로 평

가 되었으며, ‘부지확보’와 ‘송전망 등 부대설비’은 비슷한 수준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리스크 통제 가능성 평가에서는 ‘EPC 역량’이 높게 

평가되어, 사업주의 노력으로 리스크 완화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7) 연료 리스크

연료 리스크 항목을 3개의 소분류 리스크 항목, ‘연료공급 주체’, 

‘연료조달 안정성’,‘연료비 변동’으로 세분화 하였다. 

AHP 기법을 활용한 리스크 분석 결과는 표 4-13과 같다. 상대적 중

요도에 대한 설문 응답자의 일관성 비율 평균은 약 0.1%이며, 개별 설

문 응답자에 대한 일관성 비율은 15.0% 이내로 허용범위 안에 있었다.

  표 4-13 연료 리스크 분석 결과

No. 소분류 
리스크 상대적 중요도 리스크 통제 가능성

(%)Weight (%) 순위

1 연료공급 주체 43 1 72.7

2 연료조달 안정성 30 2 68.2

3 연료비 변동 27 3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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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리스크에서는 ‘연료공급 주체’가 43%로 가장 중요한 리스크

로 평가되었으며, ‘연료조달 안정성’와 ‘연료비 변동’은 비슷한 수

준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8) 전력시장 리스크

전력시장 리스크 항목을 3개의 소분류 리스크 항목, ‘PPA 체결 및 

안정성’,‘물가연동’,‘환율연동’으로 세분화 하였다. 

AHP 기법을 활용한 리스크 분석 결과는 표 4-14과 같다. 상대적 중

요도에 대한 설문 응답자의 일관성 비율 평균은 약 0.1%이며, 개별 설

문 응답자에 대한 일관성 비율은 15.0% 이내로 허용범위 안에 있었다.

  표 4-14 전력시장 리스크 분석 결과

No. 소분류 
리스크 상대적 중요도 리스크 통제 가능성

(%)Weight (%) 순위

1 PPA 체결 및 안정성 66 1 59.1

2 물가연동 16 3 68.2

3 환율연동 18 2 63.6

전력시장 리스크에서는 ‘PPA 체결 및 안정성’가 66%로 가장 중요

한 리스크로 평가되었으며, ‘물가연동’와 ‘환율연동’은 비슷한 수준

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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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스크 종합분석

미얀마 IPP 사업 리스크의 대분류, 소분류 항목별로 각각 산출된 리

스크의 상대적 중요도를 종합하면 표 4-15과 같다.

소분류 리스크 항목별 리스크 산출결과 상대적 중요도 1순위는 ‘정

치환경(12%)’이고, 다음으로 ‘선행사업 경험(9%)’으로 나타났다. 

대분류 항목 ‘발주처 리스크’에 포함된 소분류 리스크 항목인 ‘선

행사업 경험’,‘발주처 역량’이 리스크 상대적 중요도에서 각각 9%, 

6%로 높게 차지했다. 해당 리스크는 사업을 발주한 정부의 IPP 사업 

경험과 역량이 프로젝트 성공에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 대분류 ‘전력시장 리스크’에 포함된 리스크 항목인 ‘PPA 

체결 및 안정성’,‘물가연동’,‘환율연동’은 각각 5%, 1%, 1%로 리

스크의 상대적 중요도가 낮게 산출되었다. 이는 미얀마의 전력시장이 개

방되어 있지 않고, 정부의 통제하에 표준화된 PPA를 지향하고 있기 때

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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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5 미얀마 IPP 사업 리스크 종합평가

No. 대분류 (%)
소분
류
No.

소분류 (%)
종합평가 리스크통제

가능성Weight(%) 순위

1
국가 

리스크
27

1 정치환경 56 12 1 0

2 세금/관세 23 5 8 31.8%

3 사회/문화 11 3 18 9.1%

4 현지화 정책 10 2 19 45.5%

2 경제환경 
리스크

11
5 물가상승 41 4 11 18.2%

6 환리스크 59 7 5 36.4%

3
발주처
리스크

14
7 선행사업 경험 61 9 2 50.0%

8 발주처 역량 39 6 7 59.1%

4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 
리스크

18

9 사전사례 40 7 3 68.2%

10 SPC 구성 26 5 10 90.9%

11 파이낸싱 34 6 6 86.4%

5
수익성 
리스크　

12

12 사업수익률 달성 56 7 4 72.7%

13 환경규제 22 3 16 27.3%

14 불가항력 22 3 15 31.8%

6
건설

리스크　
6

15 EPC 역량 63 4 13 90.9%

16 부지확보 20 1 21 77.3%

17 송전망 등 부대설비 17 1 23 63.6%

7
연료

리스크　
9

18 연료공급 주체 43 4 12 72.7%

19 연료조달 안정성 30 3 14 68.2%

20 연료비 변동 27 3 17 45.5%

8
전력시장 
리스크

7

21 PPA 체결 및 안정성 66 5 9 59.1%

22 물가연동 16 1 22 68.2%

23 환율연동 18 1 20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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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스크 매트릭스

미얀마 IPP 사업 리스크 소분류 항목에 대해 AHP 기법에 의해 산출

된 상대적 중요도와 리스크 통제 가능성에 대한 산출결과를 IPA 기법을 

응용 적용하여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4-2 미얀마 IPP 사업 리스크 매트릭스

통제가능성을 X축, 상대적 중요도를 Y축에 배치하고 중심점은 산출결

과에 대한 산술평균을 적용하였으며, 중심점은 상대적 중요도는 4.4%, 

통제 가능성은 53.8%를 적용하였다.

표 4-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1사분면은 상대적 중요도가 높고, 

통제 가능성이 높은 항목, 제 2사분면은 상대적 중요도가 높고, 통제 가

능성이 낮은 항목, 제 3사분면은 상대적 중요도가 낮고, 통제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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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항목, 제 4사분면은 상대적 중요도가 낮고, 통제 가능성이 높은 항

목으로 배치되었다. 서술한 내용을 요약하면 표 4-16과 같다.

  표 4-16 미얀마 IPP 사업 리스크 매트릭스 내용

구분
리스크

주요 리스크 항목
상대적중요도 통제가능성

Ⅰ 높음 높음  발주처 역량, 사전사례, 파이낸싱 등

Ⅱ 높음 낮음  정치환경, 세금/관세, 환리스크 등

Ⅲ 낮음 낮음  사회/문화, 현지화 정책, 물가상승 등

Ⅳ 낮음 높음  EPC 역량, 부지확보, 연료공급 안정성 등

표 4-17은 각 사분면별로 특징과 대응방안에 대해 연구를 통해 제시

하였다.

  표 4-17 미얀마 IPP 사업 리스크 매트릭스 특징 및 대응방안 

구분 특 징 대응방안

Ⅰ
사업초기 단계에서 선행사
례 연구 등을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음

·사업주 내부적으로 적극적인 관리 필요
·우선순위를 높게 두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Ⅱ
미얀마 국가 또는 개도국 
진출시 검토 필요한 내용

·사업주 내부적으로 관리 어려움
·사업 개발단계에서부터 프로젝트 참여    
  제한 등 보수적인 접근 필요

Ⅲ
사업개발단계에서 헷징 가
능하나, 불가시에는 통제에 
어려움

·2사분면 대비 상대적 중요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므로 사전에 리스크 도출 및 관리
·비용과 손실을 줄이는 방안 모색

Ⅳ
사업개발 단계에서 헷징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통제 
가능함

·1사분면과 유사하나 상대적 중요도가    
  낮으므로 리스크의 우선순위에서 아래쪽에  
  두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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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은 미얀마 IPP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IPP 사업자를 위해 연

구를 통해 진출 초기 단계 전략으로 제시한다.

표 4-18 미얀마 IPP 사업 진출 전략

구분 초기단계 진출전략 전략 예시

1
초기 단계 미얀마 정부와 원활한 협상 
및 주요 인사들과 교류 확대

·고위 인사 초청 행사
·실무자 초청교육 등
·국내유학과정 인사 교류 등

2
IPP 사업 특성상 장기 투자사업임을 고
려 초기사업은 소수 지분 투자사업 진출

·미얀마 정부에 영향력 있는   
  기업과 공동 진출

3
정치리스크를 고려하여 초기 단계부터  
World Bank 등과 협조 및 자문 필요

·경제제재(Sanctions)를 고려  
  하여 은행 대출 의향 파악

4
PPA 보증사항 (태환 및 송금 포함) 등
에 대해 사업 초기단계부터 확보 노력

·Bankability확보 협상안 제시
·대출은행들과 사전 협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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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미얀마 IPP 사업 추진 중에 발생 가능한 리스크 요

인을 발굴하고, 이를 연구 과정을 거쳐서 미얀마 IPP 사업에 대한 적용 

가능한 리스크 관리 모델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미얀마 IPP 사업 리스크는 대분류 8항목과 소분류 23항목으로 분류

하였고, 각 항목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AHP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상대

적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는 IPP 투자사업 분야에서 AHP 분석기법을 통해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산출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선

행연구는 발전 건설사업 분야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IPP 사업에 연구를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유사국가의 초기사업 진출시에도 리스크의 상대적 

중요도를 활용하여 사업 리스크에 대해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관리 모

델을 제안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미얀마 IPP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미얀마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

지 못해 보다 많은 미얀마 IPP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설문 표본을 확보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리스크 정의 단계에서부터 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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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연구가 되길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미얀마 IPP 사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모델을 

개발 중인 실제 사업에 적용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사업에 

대해 동 모델을 적용하여 실증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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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KEPCO) and its subsidiaries 

are pursuing overseas investment projects based on their 

accumulated technology and experience in order to replace the 

impact of economic slow down of domestic electric power 

demand and generate profit through overseas expansion. In 

addition, large companies and energy companies which already 

holds trading function are starting to spread abroad to secure 



- 96 -

profitability of the business itself and strengthen international 

market dominance. Meanwhile, Korean companies are 

collaborating with Korean equipment manufacturers,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mpanies, contributing to the national economy, 

such as export growth and job creation effects.

With the opening of a new government in 2011 and western 

countries’ decision to relieve or suspend the sanction, Myanmar 

has begun a new era of trade and commerce. For example, since 

the Aung San Suu Kyi administration in 2016,  the United States 

provides convenience for US companies which enter into the 

Myanmar market including easing restrictions on financial 

transactions and excluding sanction treatment for seven of the 

state-owned companies. Likewise, Korean governments and 

companies are trying to preempt Myanmar as a potential big 

market.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Myanmar, stable supply of 

energy as well as stable power system operation are essential.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ecure sufficient power 

generation for stable power system operation. However, at 

present, it is difficult for Myanmar's power generation 

infrastructure to enable sufficient energy supply due to lack of 

capital and manpower. To this end, the Myanmar governmen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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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up markets to foreign IPP investors and refining laws 

and regulations at the government level.

Recently, Korean companies have been tryig to establish an 

analysis and strategy to enter into Myanmar market, but not 

much notable success stories have been released. In this study, 

we conducted an overall analysis on risk management and 

IPP(Independent Power Producer) project overview and 

preceding business risk management, and studied the 

methodologies for analyzing risks: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and IPA (Important Performance Analysis)-related 

theories. Chapter 3 analyzes the content of Myanmar's political, 

economic and power industries, as well as the experiences of 

Myanmar companies and their reviews. Chapter 4 presents risk 

considerations for entry through Myanmar's IPP business risk 

analysis.

In this study, a specialized study was conducted on IPP in the 

Myanmar electric sector. After identifying the Myanmar power 

generation project risks through data surveys and interviews 

with experts, the AHP and IPA, which are two of the multi 

criteria analysis methods, are applied to determine the relative 

importance and controllability of Myanmar IPP project risks. The 

survey was answered by overseas IPP project workers, inclu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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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in the Myanmar power project, to evaluate the 

importance of risk and the possibility of risk control based on 

the results. Controllability on the X-axis and relative importance 

on the Y-axis were indicated, and the center point decided the 

arithmetic average of the positive response rate of risk 

controllability, and risk management model was proposed for 

each quadrant. The study concludes that it is necessary for each 

quadrant business model to establish a method of minimizing loss 

through the intensive business management, in case of 

pre-development stage, withholding participation of business or 

preemptive action as well as efficiently managing  limited 

resources.

Key words: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Myanmar, risk 

factors, risk importance, Independent Power Producer (IPP), 

project financing

Student Number: 2018-2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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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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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설문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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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계층구조 및 리스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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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리스크 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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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리스크 소분류 (1)



- 104 -

부록 1-4 리스크 소분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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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 통제가능성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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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미얀마 발전사업 및 계획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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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1 계획중인 수력발전 사업(MOEP & IPP)

발전소명 위치
용량

(MW)
발전량
(GWh)

준공
(예정)

비고

1 Ann Rakhine 10 44 Suspended

2 Bawgata Bago 160 500 Investigation

3 Upper Bu Magwe 150 On-going

4
Middle

Paunglaung
Mandalay 100 Investigation

5 Belin Mon 280

6 Ngotchaung 16.6 2021 Local IPP

Total 716.6

Source : Ministry of Electric Power, Nay Lin[1] 자료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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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2 계획중인 가스화력발전 사업

발전소명 위치
용량

(MW)
준공

(예정)
비고

1
Hlawga
(Zeya)

Yangon 28.55 2014 Local, FS

2
Hlawga

(Hydro China)
Yangon 243 2014

BOT, 
Investigation

3
Hlawga

(Hydro China)
Yangon 243 2015

BOT, 
Investigation

4 Alone (Aggreko) Yangon 50?
2014 

?

5 Thaketa (BKB) Yangon 167 2015 BOT, FS

6 Thaketa (BKB) Yangon 336 2016 BOT, FS

7 Thaketa (UREC) Yangon 127 2014 BOT, FS

8 Thaketa (UREC) Yangon 386 2016 BOT, FS

9
Mawlamyaing

(ML)
Mon 98 2015 FS

10
Mawlamyaing

(ML)
Mon 132 2016 FS

11 Kyaukphyu Rakhine 50
2014-
2015

MOEP, FS

12 Kyaukphyu Rakhine 3
2013-
2014

13
Kanpouk

(for Dawei)
Taninthari 175 2015 FS

14
Kanpouk

(for Dawei)
Taninthari 350 2016 FS

15
Ayeyarwaddy/Yangon 

(Min Anawyarta)
Ayeyarwaddy

Yangon
500 2021 Investigation

16 Thilawa Yangon 50
2014-
2015

17 Kyauk Se Mandalay 100
2013-
2014

18 Myin Gyan Mandalay 250 2015 Combine Cycle

19 Hlaing Thar Yar Yangon 500 2016 Combine Cycle

Total 3,788.55

Source : Ministry of Electric Power, Nay Lin[1] 자료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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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 계획중인 석탄화력발전 사업(1) 

발전소명 위치
용량

(MW)

미얀마
공급

(MW)
비고

1
Kunchangon
(Virtueland) 

Phase-1
Yangon 300 300 FS

2
Kunchangon
(Virtueland) 

Phase-2
Yangon 600 600 MOU

3
Kunchangon
(Virtueland) 

Phase-3
Yangon 1200 1200 MOU

4

Htantapin 
Industrial

Zone (Hydro 
China) Phase-1

Yangon 350 350 Negotiation

5

Htantapin 
Industrial

Zone (Hydro 
China) Phase-2

Yangon 700 700 Negotiation

6
Htantapin (Htoo)

Phase-1
Yangon 270 270 MOU

7
Htantapin (Htoo)

Phase-2
Yangon 270 270 MOU

8
Thilawa

(Toyo-Thai) 
Phase-1

Yangon 1300 1300 Negotiation

9
Thilawa

(Toyo-Thai) 
Phase-2

Yangon 700 700 MOU

10
Thilawa

(Toyo-Thai) 
Phase-3

Yangon 1000 1000 MOU

11
Boakpyin

(C-wave /24 HrMining)

Phase-1
Tanintharyi 500 250

Myanmar
250MW +

Thai 250MW

12
Boakpyin

(C-wave /24 Hr Mining)

Phase-2
Tanintharyi 500 250

Myanmar
250MW +

Thai 250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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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3 계획중인 석탄화력발전 사업 (2)

발전소명 위치
용량

(MW)

미얀마
공급

(MW)
비고

13
Ngayyukong

(TATA)
Tanintharyi 540 540 Investigation

14

Kalewa
(China Guodian/

Tunthwin) 
Phase-1

Sagaing 270 270 Investigation

15

Kalewa
(China Guodian/

Tunthwin) 
Phase-2

Sagaing 270 270 MOU

16

Kyauktan 
Chaungwa

(Diamond Palace 
/Global Advisors/ 
Orange Power)

Yangon 500 500 MOU

17
Keng Tong 

(Electrum Minning 
)

Shan 25 25 Negotiation

18
Dawei Special
Economic Zone 

Phase-1
Tanintharyi 400 400 Negotiation

19
Dawei Special
Economic Zone 

Phase-2
Tanintharyi 3600 1800

20
Kyauk Phyu

(New Proposal)
Rakhine 500 500

21
Kyauk Phyu

(New Proposal)
Rakhine 750 750

22
Kyauk Phyu

(New Proposal)
Rakhine 750 750

23 Shwe Pyi Tanintharyi 8 8 Off-grid

24 Myeik Tanintharyi 50 50 Off-grid

Total 15,353 13,053

Source : Ministry of Electric Power, Nay Lin[1] 자료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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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4 계획중인 풍력발전 사업 

발전소명 위치
용량

(MW)
발전용량
(GWh)

기간 
미얀마

가능용량

1
Tanintharyi, 
Mon, Kayin 
(Gunkul)

Taninthary
i, Mon, 
Kayin 

28.55
2017-
2021

300MW

2
Shan, Kayar 

(Gunkul) 
Shan, 
Kayar

243
2017-
2021

579MW

3
Chin, Rakhine, 
Ayeyar wady, 

Yangon 

Chin, 
Rakhine, 
Ayeyar 
wady, 

Yangon 

243
2017-
2021

330MW

Total 4,032

부록 2-5 계획중인 태양광발전 사업 

발전소명 위치
용량

(MW)
기간 비 고

1
Minbuu (Green 

Earth
Magwe 50

2017-
2021

Total 50

부록 2-6 계획중인 지열발전 사업 

발전소명 위치
용량

(MW)
기간 비 고

1

Sagine, Magwe, 
Mandalay, Shan, 

Tanintharyi 
(Emerging Pte 

Ltd.) 

Sagine, Magwe, 
Mandalay, Shan, 

Tanintharyi 
200

2017-
2021

Total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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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7 건설중인 FDI 수력발전 사업 

발전소명 위치
용량

(MW)
발전용량
(GWh)

미얀마
가능용량

기간 

1 Chipwe Nge Kachin 99 599 99MW
2012-
2013

2 Manipur Sagine 380 190MW
2017-
2021

Total 479 289

부록 2-8 협상중인 FDI 수력발전 사업 (1) 

발전소명 위치
용량

(MW)

미얀마
공급용량
(MW)

기간 

1 Shwezaye Sagine 660 - Suspended 

2 Thamanthi Sagine 1200 - Suspended 

3 Taninthayi Taninthayi 600 - Suspended 

4 Mawlaik Saging 520 - Suspended 

5 Hutgyi Kayin 1360 680 Investigation 

6 Chipwi Kachin 3400 1700 Investigation 

7 Laza Kachin 1900 950 Investigation 

8 Dapein (2) Kachin 168 84 Investigation 

9 Gawlan Kachin 100 50 Investigation 

10 Wu Zhongze Kachin 60 30 Investigation 

11 Lawngdin Kachin 435 217.5 Investigation 

12 Khan Kawn Kachin 140 70 Investigation 

13 Tongxinqiao Kachin 320 160 Investigation 

14
Uper Thanlwin 

(Kunlon)
Shan 1400 700 Investigation 

15 Shweli (2) Shan 520 260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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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8 협상중인 FDI 수력발전 사업 (2)

발전소명 위치
용량

(MW)

미얀마
가능용량
(MW)

기간 

16 Myitsone Kachin 6000 - Suspended 

17 Sinedin Rakhine 76.5 38.25 Investigation 

18 Ywathit Kayin 4000 2000 Investigation 

19 Wutsok Kachin 1800 900 Investigation 

20 Kaunglanhpu Kachin 2700 1350 Investigation 

21 Yenam Kachin 1200 600 Investigation 

22 Hpizaw Kachin 2000 1000 Investigation 

23 Naopha Kachin 1000 500 Investigation 

24 Mantong Shan 200 100 Investigation 

25 Lemro Rakhine 600 300 Investigation 

26 Lemro (2) Rakhine 90 45 Investigation 

27
Namlwe

(Kengtong) 
Kachin 96 48 Investigation 

28
Namlwe

(Wantipin)
Kachin 25 12.5 Investigation 

29
Namlwe 
(Solue) 

Kachin 165 82.5 Investigation 

30
Namlwe

(Kengyang) 
Kachin 28 14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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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8 협상중인 FDI 수력발전 사업 (3)

발전소명 위치
용량

(MW)

미얀마
가능용량
(MW)

기간 

31
Namlwe
(Hekou) 

Kachin 88 44 Investigation 

32 Namkha Kachin 200 100 Investigation 

33 Nam Tamhpak Kachin 200 100 Investigation 

34 Nam Tamhpak Kayah 180 90 Investigation 

35
Upper Thanlwin

(Mongton) 
Shan 7110 3555 Investigation 

36
Nampawn 
(Htukyan) 

Shan-Kayar 105 52.5 Investigation 

37
Nampawn 
(Hsengna) 

Shan-Kayar 45 22.5 Investigation 

38
Nampawn 

(Thahkwa) 
Shan-Kayar 150 75 Investigation 

39
 Nampawn 
(Palaung) 

Shan-Kayar 105 52.5 Investigation 

40
Nampawn 
(Bawlake) 

Shan-Kayar 180 90 Investigation 

41 Namtu Shan 200 100

42 Mong Young Shan 90 45

43 Dun Ban Shan 260 130

44 Nam Li Shan 330 165

45 Nam Khot 50 25

Total 42,065.5 16,538.25

Source : Ministry of Electric Power, Nay Lin[1] 자료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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