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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Foresight: When contractors become equity

investors

최근 인프라 개발은 PPP의 규모 확대와 자본비용 상승으로

인해 새로운 지분 투자자와 지분구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분투자자는 건설업체로, 최근 많은

건설업체들은 장기 PPP 프로젝트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분 투자는 건설 회사가 자산의 운영, 유지 및

보수까지 책임을 지면서 프로젝트 전체 기간 동안 확정적

권리를가질수있는방법입니다. 최근에는선진 PPP 시장을
중심으로 사회기반시설에서 이러한 접근방식이 많이

사용되고있습니다.

새로운 지분 투자자의 등장은 정부나 발주자, 컨소시엄이
프로젝트를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줄 수도 있지만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위험이 뒤따르며

프로젝트실패로까지이어질수있습니다.

조달기관과 주식투자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선진 PPP 시장에서는

다음과같은세가지원칙을적용하고있습니다.

①주식보유기간: 프로젝트 계약 및 차관 계약을 통해

의무화되며, 모든 투자자는 특정 기간 동안 PPP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참여를 유지해야 함 ②지분 파손 수수료: 지분
보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투자자가 지분을 매각할 경우

공공당국에 지급될 파손수수료를 설정해야 함③독립적인

제3자 자산 운용사: 모든 주주의 이해관계를 양방향으로

대표하는독립적인자산운용사를설정해야함

URL of a PDF file ▶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17/02/foresi
ght-when-contractors-become-equity-investor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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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Foresight: India strengthens its commitment

to infrastructure

2017년 2월 1일 인도 재무장관 아룬 자이틀레이(Arun
Jaitley)가 3차예산안을발표했습니다. 전체자본지출을 25%
증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중 인프라 지출에 6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했습니다.

2017-18 예산안에서 인프라 부문 중 철도가 350억 달러로

배정되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철도 예산안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승객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무인
교차로의확충, 7,000개가넘는철도역의태양광발전소설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른 교통 계획으로는 항구와 고립된

지역을 연결하는 약 2,000km 의 고속도로 개발 관련 예산이

11%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에는 인도가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인을 확보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확보하는 전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특히 예산에는 오디샤 (Odisha)와
라자스탄 (Rajasthan)에 추가로 지하 저장 탱크 2 곳을

건설하는 계획과 글로벌 원유공급 기업을 만드는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인도의 새로운 예산안으로 인해 인도에서의 비즈니스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이틀레이 재무장관은

불필요한 관료적 형식주의를 지양하기 위해 인도의 외국

투자 촉진 위원회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
FIPB)를 폐지하고 투자 승인을 얻기 위한 단계를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

직접투자를활성화시킬것으로보입니다.

URL of a PDF file ▶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xx/pdf/2017/02/foresi
ght-india-strengthens-commitment-to-infrastructure-investment-
2017-budge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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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Reimagine public transport bottlenecks

전세계 주요 대도시에서는 서로 다른 교통수단 간 혹은

지하철 간 환승 분기점에서 교통 병목현상이 자주

일어나며 ,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은 병목지점

이외의 다른 길로 통행자를 유도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전체

교통 네트워크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런던 교통 공사(Transport for London)는 역간 도보 거리에

대한 정보 제공용 메트로맵을 발간하고, 사람들에게 짧은

구간에서 지하철 대신 산책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인프라의 증진없이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혼잡 완화 계획은 시민들 개개인의 이동방향에

따라 특정 시간에 특정 병목현상을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보다 효과적입니다 . 교통 당국은

개개인의 흐름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집계하는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혼잡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대체 경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구글은 크라우드소싱, 위치기반 실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통사고나 병목 현상 등의 도로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소셜 기반 GPS 애플리케이션인 Waze를

인수했습니다. 즉 앱을 활용한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은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는 Data와 Digital Technology를 활용한 도심 교통체증

완화 노력이 새롭고 파괴적인(disruptive)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수도 있고 , mobile connectivity와 data sharing의

새로운 활용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URL of a PDF file ▶ https://home.kpmg.com/content/dam/kpmg/uk/pdf/2017/01/reim
agine-public-transport-bottleneck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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