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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공투자사업 엄정한 분석,�업무지침 제시로
전문성·투명성·객관성·재정지출 효율성 향상

서울시,�투자평가시스템 혁신 위해 2012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공투자사업의 타당

성을 심사하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방자치

단체는 시(市) 재정여건이나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전문평가기관이 

없어 심사역량이 부족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투자평가시스템의 혁신을 목표로 한 독립된 투자

평가기관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를 2012년 5월 서울연구원 내에 설립하였다.

[그림 1]�센터 설립목적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립된 센터는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체계

적인 지원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편익을 증진함을 운영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의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객관적·전문적·합리적 평가 및 관리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서울시 

투자관리시스템의 효율성·공정성을 지향하고 개방성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지속

가능한 ‘삶의 질’ 향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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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센터 운영목표

서울공투센터,�재정·민간투자사업 지원,�연구·교육 등 3개 분야 업무수행

센터의 업무는 ⅰ) 재정투자사업 지원분야, ⅱ) 민간투자사업 지원분야, ⅲ) 연구·교육분야 등  

세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재정투자사업 지원 분야에는 타당성조사와 타당성검증, 타당성검토 

등의 업무가 있으며, 민간투자사업 지원 분야에는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협상 지원과 등의 업무가 있다. 또한 센터는 공공투자사업 투자 분석 가이드라인 연구, 제도

개선 및 정책개발 연구 등의 기초연구와 사업부서 실무자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3]�센터 주요 업무

센터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재정투자사업 지원 분야에서 총 416건, 15조 9,822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 지원 분야에서 타당성분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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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조사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 전 의사결정 단계에서의 지원 업무 9건(38%), 실시협약 검토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실시협약 지원 등의 민간투자사업 추진단계에서의 지원 업무 15건

(62%) 등 총 23건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센터는 투자심사 경제성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총 6건과 투자심사제도 개선 연구 총 7건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업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재정투자사업
지원 분야

타당성조사 2 8 6 4 20

타당성검증 1 5 7 13 26

타당성검토 59 84 94 133 370

민간투자사업 지원 분야 2 7 8 7 24

연구 분야 6 3 3 2 14

[표 1]�업무 실적 종합
(단위: 건, 2015.12.31. 기준)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전문적·객관적 투자평가시스템 구축에 ‘전력’

센터는 투자사업에 대한 엄격하고 객관적･전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재정지출 효율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투자사업에 대한 평가기준 및 지침 등을 제시하여 사업계획단계에서의 업무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객관적인 투자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림 4]�센터 주요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