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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자체 책임성·전문성·자율성 보장하려면
지방전문기관 추가 지정 등 역할 재정립

공공투자사업 관리체계 5년간 성과 진단 후 발전방안 모색할 시점

서울시는공공투자사업을관리하고자재정사업 투자심사를수행하고 있으며,�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민간투자법 등을 통해 관리한다.�특히 2012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를

설립하여 서울시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센터는 지난

5년간 서울시 투자심사를 위해 505건의 타당성검토를 수행하였다.�이 외에 타당성조사,�타당

성검증및 민간투자업무등의 다양한업무를담당하고있다.�센터 개소 이후 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그 성과를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센터의 발전방안도 논의한다.

재정사업 계획단계선 타당성조사·검증,�심사단계선 타당성검토·투자심사

서울시공공투자사업추진절차는계획,�심사,�사후관리단계로구분할수있으며,�각�단계별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계획단계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타당성조사,�타당성검증 등

을수립하고,�심사단계에서는타당성검토,�투자심사등을시행하고,�사후관리단계에서는건설

기술진흥법등각�관련법에따라공공투자사업을관리한다.�서울시 재정사업의 경우는지방재

정법,�심사지침 등에 따라투자심사제도를 운영한다.�투자심사제도는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
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1992년부터 도입

(2005~2016년 서울시 투자심사는 총 2,136건,�사업비 838,863억 원 규모(연평균 약 180건,�

7조 원)로 수행)하였다.�이 과정에서 센터에서는타당성검토를수행하여서울시 투자심사부서

및 투자심사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한편,�자체재원이 아닌 사업이거나 총사업비 40

억 원 이상의 청사및 문화․체육시설등의 사업의 경우에는행정안전부의중앙투자심사를의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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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사위원 80%�이상 “서울시 투자심사 전문·합리적으로 잘 운영”

본 연구에서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체계의 현안을 진단하고 센터에서 수행한 업무의 만족

도등을파악하기위해서울시공무원,�투심위원,�전문가를대상으로온라인설문조사를수행

하였다.�설문 결과 서울시 투자심사가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잘 거

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투자심사위원 80%�이상이 센터 설립 이전과 비교하여 서울시

투자심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LIMAC�외 지방공투센터도 함께 참여해야

재정사업의투자의사결정은복잡한거버넌스구조하에서 진행한다.�그런데지자체는재정사업

타당성분석을수행할수있는역량을갖추지못하고있으며타당성조사의 신뢰성에많은의문

과비판이있었다.�이에따라서울시를비롯한 7개지자체는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를설립하여

타당성조사를수행하였지만,�최근지방재정법개정으로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투자사업관리센

터(LIMAC)만 전문기관으로지정되어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신규사업에대해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있다.�또한중앙정부의투자심사도의존재원이 없는지자체자체재원사업의 경우도

직접 심사하고있다.�이렇게중앙정부가지자체사업까지 최종판단하는경우가지속된다면 지

자체는사업의 최종책임을회피할것이며각자의분석역량도떨어지게될 것이다.�또한 지방재

정법의 원칙인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한 운영과 자율성 보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따라서

LIMAC만 지정되어 있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서울 등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도 함께 참여

할 수 있도록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정책적 고려 필요시 기술검토 위주,�일정규모 이하엔 타당성검증 면제

서울시 재정투자사업 관리체계 발전방안을 타당성조사,�타당성검증,�타당성검토 등의 업무로

구분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타당성조사의 경우 사업부서 역할과 재정담당부서,�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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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사위원회각자의관점에서사업타당성을독립적으로평가하여재정사업효율성을높이

는것이바람직하다.�한편,�지난 2016년 서울시개선방안에따라출연금형태로센터에서과제

선정위원회를 통해 타당성조사를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변화이다.�센터 타당성검증은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결과에 관대화 경향을 효율적으로 통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는 타당성검증 대신에 사업계획 및 기술 검토 위주로 수행하거나

일정규모이하사업은면제하는것도고민할필요가있다.�타당성검토에서센터의 검토의견과

서울시투자심사결과가불일치하는경우가많은데,�투자심사위원회가센터 의견을따라야한

다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경우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투자심사 제도의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안정적 재정관리 위해 민간투자 규모·목표 설정해 관리

서울시민간투자사업의경우는민간투자법,�공유재산법등에따라관리하고있다.�센터는민간

투자사업의주요단계에서타당성분석,�실시협약(안)�검토 등을수행한다.�본 연구에서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을안정적인 추진체계로구축하기 위한방안으로 적정규모관리기준을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다.�즉,�민간투자사업 선진국인 영국에서 시행하는 재정관리 기준을 예산순계

2%�이내로 관리하는 목표를 설정하거나,�총투자 대비 일정비율의 민간투자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등을고민하여 서울시재정관리정책에도입하는것이다.�다음으로세출예산이증가하고

있는 교육,�복지,�공공청사,�노후시설 개량 중심으로 다양한 민간투자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민간투자사업내실화를위한방안으로재정계획심의기능강화,�민간투자자재원조달

관리감독 강화 등을 제시한다.

공투센터,� ‘독립성·전문성·지방재정 자치권 강화’�지속적 노력 필요

센터는 지난 5년간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고,�설문조사에서도 투자심사 위원의 80%가�서울시

투자심사가센터 설립 이전과비교하여 잘운영되고 있고,�97%가�센터가이에영향을끼쳤다

고답변하였다.�또한 센터에서 수행한타당성조사에대한신뢰도와만족도가매우높아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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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통한재정 건전화향상이라는목표를충분히수
행하고있다고평가되었다.�그럼에도향후변화에따라불투명해질수있으므로지속적인독립

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또한,�센터는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있어서

재정투입을 위한 의사결정자와사업계획을위한전문적인 정보제공자중 어떤 역할을할것이

지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지방재정 자치권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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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ㅣ�연구의개요

1_연구의 배경 및 목적

1)�공공투자사업관리는 사업계획,�건설,�운영 등 각�단계에서 목표 달성이 잘

이루어졌는지 관리하는 것

◦ 공공투자사업이란정부또는지자체의자산․자본획득및획득후관리가수반되는�
사업을 말함

‐ 공공투자사업을 재원조달 방법에 따라 재정사업,�민간투자사업으로 구분
‐ 즉,�정부 또는 지방재정으로 지출하는 경우는 재정사업.�투자비 중 일부 민간
자본을 포함한 경우 민간투자사업으로 구분

◦ 우리나라중앙정부는 1990년대부터 재정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총사업비
관리제도(1994),�예비타당성조사제도(1999),�수요예측 재검증을 도입함

◦ 한편민간투자사업추진을위해민자유치촉진법(1995),�민간투자법개정(1999)�등
으로 사업추진부터 운영까지 관리하고 있음

2)�서울시는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

◦ 서울시 재정사업의 경우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자심사를 진행.�투자심사는 지방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의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1992년에 도입된 제도로 사업시행 전 그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서울시 투자심사는 연평균 180건,�7조 원 규모로 수행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은민간투자법및공유재산법등에따라 1995년~2016년까지
총 26건 총사업비 6조 5천억 원 규모로 추진.�또한 민간투자사업을 관리하고자

2007년 4월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

◦ 특히 2012년 5월에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S-PIMs)1)를설립하고 2014년 3월 서울시

1)�S-PIMs:�Seoul�Public� Investment�Management�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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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사업관리에관한조례를제정하여서울시공공투자사업의전문적․효율적관
리를 위해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재정운영의 책임성 제고

3)�지난 5년간은 서울시의 공공투자사업 관리체계 발전기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시점에 그 성과를 진단할 필요성이 제기

◦ 서울시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예산의 절감 및 시민편익의
증진을 목표로 2012년 5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지난 5년간 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검토 505건,�타
당성조사 28건,�타당성검증 53건 및 민간투자 관련 업무 27건 수행

‐ 사업비 규모로는 타당성검토 156,459억 원,�타당성조사 45,530억 원,�타당

성검증 32,604억 원 규모로 과업을 수행

‐ 민간투자 관련 업무는 계획단계 적격성 및 타당성조사,� 협상단계에서는 협

상 및 실시협약 검토 등을 수행

4)�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서울시 공공투자의 두 축인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발전방안도 함께 제시

2_연구의 내용과 방법

1)�연구 질문

◦ 중앙정부및서울시의공공투자사업관리체계현황은어떠한가?�서울시재정사업투자
심사,�중앙투자심사 및 민간투자사업의 수행실적은 어떠한가?

◦ 서울시의투자심사와민간투자사업업무에대해서울시공무원,�투자심사심의위원
및 전문가들의 인식도,�신뢰성,�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 서울시재정사업과민간투자사업의관리체계에문제점이있다면무엇이며,�각�관리
체계에 대한 발전방안은 무엇인가?



4�/�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체계의 발전방안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수행한타당성검토,�타당성조사,�민간투자사업지원업무
등은 서울시�재정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 서울시의재정사업및민간투자사업관리효율성및전문성을높이기위해서울공공
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은 무엇이며 발전방안이 있다면 무엇인가?

2)�주요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 (1)�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체계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 수행현황 분석

◦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공공투자사업 관리체계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고찰

◦ 서울시 재정사업 및 민간투자사업 수행현황 분석

◦ 서울시투자심사제도에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역할을고찰하고서울공공투자
관리센터에서 수행한 사업검토 실적 및 현안을 분석

‐ 투자심사제도상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 중인 업무를 타당성조사,�

타당성검증,�타당성검토로 구분하여 수행실적을 분석

‐ 사업의뢰서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의 경제성분석 결과 분석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실적 및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지난 5년간 수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 수행 실적 조사

◦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체계의 문제점 진단및 현황조사를 위한 설문조사수행
‐ 서울시 공무원,�투자심사 심의위원,�전문가를 대상으로 서울시 투자심사 관

련,�타당성조사 및 타당성검증 관련,�민간투자사업 관련으로 크게 3가지 항

목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 진행

‐ 설문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 투자심사 인식도,�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

성조사 및 타당성검증 등에 대한 만족도 등임

‐ 주요 질의사항은 투자심사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서울공공투자관

리센터가 제시한 타당성검토 의견이 투자심의 시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 및 타당성검증 등에 대한 만족도와 신

뢰도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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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사업 관련 질의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

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전문성 있게 잘하고 있는지?�민간투자사업 추

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임

� (2)�서울시 재정사업 관리체계 및 발전방안

◦ 본장은 서울시 재정사업 관리체계를파악하여 발전방안을제시하는 것을목적으
로 함.�그런데,�재정사업 관리체계에서 투자의사결정의 핵심인 투자심사 거버넌스�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을 다룰 필요가 있음

‐ 또한 서울시 재정사업 의사결정에서 중앙투자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

로 지방정부 재정사업 관리체계를 확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본장은지방정부재정사업관리체계현황을파악하고어떤어려움이있었
는지,�또한투자의사결정에어떤문제점이있는지를파악.�그리고각�지방정부에서

설립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을 확인하고 현재 직면한 문제점을 분석

◦ 다음으로 재정사업 투자심사 거버넌스 구조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재정투자심사
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특히 중앙투자심사 제도를 고찰.�이를 토대로 전문기

관의 역할 재정립과 발전방안에 대해 제시

◦ 마지막으로서울시재정사업관리체계발전방안을타당성조사,�타당성검증,�타당
성검토단계로구분하여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하는지

와 각�단계별로 성과를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

� (3)�서울시 민간투자사업 관리체계 및 발전방안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관리체계발전방안을수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민간투자사업
정책방향,�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의 특징과 추진체계를 분석하고 현안을 진단

◦ 도출된 현안진단 결과를 통해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
해서재정부담관리목표설정방안,�민간투자우선검토제도도입,�대상분야및핵

심사업 발굴 등 몇 가지 발전방안을 제시

� (4)�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체계 발전을 위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 서울시공공투자사업관리체계에서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역할과공정성,�중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발전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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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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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ㅣ�서울시공공투자사업관리체계분석

1_공공투자사업 관리체계 현황

1)�중앙정부 공공투자사업 관리체계

◦ 공공투자사업 추진 절차
‐ 중앙정부 공공투자사업 추진절차는 국가재정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관계

법령과 관련 행정지침에 분산되어 규정됨

‐ 국가재정법은 예산편성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로서 예비타당성조
사와,�재정집행을 위한 절차로서 총사업비관리 차원에서 사업의 단계별 사업

추진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건설기술관리법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선정과 관리차원에서 건설

공사의 시행과정으로 사업의 단계별 추진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사업 단계별 주요내용2)
①�계획단계

‐ 계획단계는 기본구상-예비타당성조사-(본)타당성조사-건설공사 기본계획-공사�

수행방식 결정 단계를 포괄하는 단계

‐ 기본구상은 공사의 필요성,� 규모 및 공사비 등 개략적인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 예비타당성조사3)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을 위해 실시하는 사전평가 절차

‐ 타당성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업의

2)�심상달·박현 외,�2007,� 「공공투자사업관리 개선방안」,�pp.53~56,�한국개발연구원

3)�국가재정법 34조에 의거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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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착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로서 실제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

적인 사업내용을 제시하는 업무

‐ 건설공사 기본계획에서는 공사의 목표와 기본방향,�공사내용,�공사기간,�시

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개별공사별 투자우선순위,�

연차별 공사시행계획,�시설물 유지관리계획,�환경보전계획 등을 제시

‐ 계획단계의 마지막 업무는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사업규모와 성

격에 따라 일괄입찰,�대안입찰 등 적정한 발주방법을 선정·공고함

구 분 예비타당성조사 (본)타당성조사

조사의 개념
타당성조사 이전에 예산 반영
여부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조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후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조사.�실제 사업 착수를 위하여

보다 정밀하고 세부적인
수준으로 조사

조사
내용

•�경제적 분석
�-�수요 및 편익추정
�-�비용추정
�-�경제성및재무성평가
�-�민감도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균형 개발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추진의지 등
•�기술적 타당성 평가
�-�입지 및 공법 분석
�-�현장여건 실사

본격적인 타당성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수준에서 조사

검토대상이 아니며 다만
환경성 등 실제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실시

경제성 분석 이외에 국민
경제적,�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분석

토질조사,�공법 분석 등
다각적인 기술성 검토

검토대상이 아니며 필요시
전문가 자문 등으로 대체

법적근거 국가재정법 34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38조의2

조사주체 기획예산처 사업주관부처

조사비용 5천만 원~1억 원 3~20억 원

조사기간 단기간(6개월 이내) 충분한 시간을 투입

자료:�심상달·박현 외,�2007,� 「공공투자사업관리 개선방안」,�p.55,�한국개발연구원

[표 2-1]�예비타당성조사와 (본)타당성조사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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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설계단계

‐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주요 구조물의 형식,�지반 및 토질,�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작성

‐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토대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한 실시설계의 내용·설계

기간·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에 따라 실시설계를 수행

③�시공단계

‐ 시공단계에서는 시설물 건설에 필요한 용지 구입,�시설물의 건설 및 준공 업
무를 수행

‐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 확보 및 기술수준

의 향상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공상태를 점

검하고 관리

‐ 건설이 완료되면 준공도서,� 품질기록,� 구조계산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

요한 사항,�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 시운전 평가결과서 등을 포

함하여 준공보고서를 작성

④�유지관리단계

‐ 시설물 완공 후 운영이 시작되면 소비자는 시설물의 목적에 따라 이용
‐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계법령에 따

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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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계

근거법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국가재정법

주요업무

총사업비관리
재정
사업
평가

건설
공사의
시행과정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사후평가
총사업비
관리

타당성
재조사

수요예측
재검증

계획

기본구상

•공사의 필요성
•위험요인 예측
•입지조건
•규모 및 공사비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비타당
성조사

•총생애비용 추정
•완공 후 총수익 추정
•비용·편익분석

타당성
조사

•총생애비용 추정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증가 한도액
•타당성조사의 적정성

검토

건설공사
기본계획

•목표 및 기본방향
•기간/시행자/수행계획
•공사비 및 재원조달

계획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재검토(10%↑,�1년차)

공사수행
방식결정

•기술공모방식(법 21조)
•대안입찰방식(국계법)
•일괄입찰방식(국계법)

설계

기본설계
•구조물의 형식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방식
•개요/필요성/효과
•기간/투자계획
•패스트랙 가능

실시설계

시공

용지구입
/시공

•직접보상비와
간접보상비 모두 포함

•감정평가 결과로 보상비
조정

•법령에 의한 보상비조정
•시공상태의 점검관리

준공
•준공검사
•신공법/특수공법평가서
•시운전 평가서

유지
관리

운영/�
유지관리

•유지보수비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관리

•운영조직은 관계기관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

자료:�심상달·박현 외,�2007,� 「공공투자사업관리 개선방안」,�p.52,�한국개발연구원

[표 2-2]�중앙정부 공공투자사업 추진단계별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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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체계 현황

� (1)�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

� �①�개념 및 목적

◦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 및 재원의 효율적·계획적 사용
을 목적으로 공공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

‐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1992년에 도입

‐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은 예산편성 전에,�현물만 출자(투자)되는 사

업은 사업시행 전에 해당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

타당성
조사 등
사업검토

▶
중기

지방재정
계획4)

▶ 투자심사 ▶
국고

보조금 등
재정지원

▶
예산
편성5)

▶
투자사업
추진

▶
사후
관리

자료:�서울연구원,�2014,�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 효율화 방안」

[그림 2-1]�공공투자사업 추진 절차

◦ 국가중장기발전계획,�자치단체중기계획,�사업별 재정투자계획을연계함으로써
한정된 투자재원을 효율적·계획적으로 운용

◦ 지방자치단체주요투자사업의타당성을사전에검증함으로써무분별한중복투자
를 방지하여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②�법적 근거

◦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시행령을 법적 근거로 함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제37조(투자심사),�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4)�지방재정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며(지방재정법 제33조제3항제9호),�투자심사
결과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이 필요함.�다만 사정 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 계획 반영 조건으로 추진 가능

5)�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함(「지방재정법」�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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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심사),�제64조(재정운용에 관한 보고)를 법적 근거로 함

‐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사업 심사기준 등에 필요
한 사항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으로 규정

◦ 행정자치부6)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을 제공
◦ 서울시는상기법규및매뉴얼을서울시상황에맞게적용한 「서울특별시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을 통해 서울특별시

및자치구주요투자사업의타당성,�필요성등을사전심사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

◦ 「서울특별시공공투자사업관리에관한조례」는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관
리를위해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타당성조사및투자심사사전검토등의업무를

의뢰하도록 규정

� (2)�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 �①�기본방향

◦ 건전한 지방재정관리제도로의 정착 운영
‐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 투자 사업은 반드시 투자심사 이행
‐ 투자심사 결과에 의한 합리적 예산편성으로 사업의 계획성과 효율성 제고
◦ 투자심사의 객관성·타당성 확보

‐ 한정된 투자재원을 투자우선순위에 의하여 배분하되 부문별 ․ 연도별 적정배분
‐ 현지 확인심사 강화로 투자심사 실효성 제고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투자심사의 신뢰성 제고
◦ 각종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재정 운영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투자심사분석 실시
‐ 투자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지원 및 예산편성
‐ 국가계획과의 연계운영으로 재정지원효과 극대화
◦ 사후평가 강화를 통한 엄정한 제도 운영

6)�2017년 7월 “행정자치부”가�“행정안전부”로 개편되었으나,�본 연구의 작성시점상 “행정자치부”로 통일하여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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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평가를 통해 심사의 적정성,�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
‐ 투자심사 결과의 사후관리를 통해 제도의 내실화 도모

��②�투자심사 절차

◦ 투자우선순위의 결정은 사업이 속한 회계단위로 부여

◦ 개별상업 투자심사 시 서면심사와 함께 현지심사 병행 실시

◦ 사업비의 재원 및 성격에 따라 자체심사와 시도 및 중앙의뢰 심사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충분한 심사 실시

실 ‧ 본부 ‧ 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투자사업 결정

투자심사 본위원회
�투자심사 주관 및 종합심사
��※�필요시 현지심사 병행실시

투자심사 소위원회
�분야별 사업
우선순위 판단

실무심사 위원회
⑩�투자사업의 타당성
�� �재원 및 우선순위
검토 반려대상 결정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⑨�타당성 검토 투자심사 부서

예산부서

중기재정계획

실 ‧ 본부 ‧ 국
⑤�심사자료 제출

�� � � �우선순위,�재원검토

기술심사,�도시계획
부서

사업부서
①�사업계획 수립

�기초 심사자료 작성

⑦�협의조정
⑧�심사의견

⑥�투자심사 요구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선결

②�투자심사 지침 시달
�심사결과 통보

�� �⑦�계획 반영
�� � � � �여부
�� �확인

�투자심사결과 통보

③�단위사업별
�계획 수립 반영

④�기술심사 및 시설계획과 사전협의 -�기본계획(방침)�결정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타당성조사

자료:�서울특별시,�2017,�「2017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그림 2-2]�서울시 투자심사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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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투자심사 실행단계별 주요내용

◦ 공공투자사업의 실행을 위한 단계는 ‘계획수립단계-심사단계-사후관리단계’로 구
분 가능

‐ 계획수립단계는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타당성조사 시행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단계

‐ 심사단계는 서울시 재정부서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지원과 함께 투자심

사위원회에서 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사업부서에서 심사

의뢰한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

‐ 사후관리단계는 사업 투자결정 이후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로,�사업 준공 후
운영·관리단계를 포함

‐ 대규모 투자사업 등에 대해 당초 심사 후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이후 총

사업비 변경,�사업계획 조정 등이 예상되는 경우 실시설계 이전 또는 계약

체결 이전에 2단계 심사를 실시

�

계획수립단계 심사단계
사후관리단계

투자·집행단계 운영·관리단계

사업계획 수립
사업 타당성조사 등

사업 타당성검토
투자심사

예산 편성·집행
기본·실시설계
착공·준공

운영·관리

사업부서 투자심사위원회 예산담당관/사업부서 사업부서

� �주:�2단계 심사 대상사업의 경우 실시설계 이전 또는 계약체결 이전에 2단계 심사 실시

자료:�박영민·신창호,�2012,� 「서울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심사제도 개선방안」,�p.40,�서울연구원

[그림 2-3]�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실행단계

◦ 계획수립단계에서는사업에대한기본구상및타당성조사등을통해세부계획을
수립하고,�사업추진 결정 시 재정관리담당관에 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

‐ 사업부서는 단위사업별 계획을 수립한 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조

사 및 타당성검증을 수행

‐ 타당성조사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기본구상을 기초로 기본계획을 수립
‐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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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 심사단계에서는 재정관리담당관으로 심사 의뢰된 사업에 대해 서울공공투자관리
센터의타당성검토결과등을반영하여투자심사위원회에서사업의적정여부를판단

‐ 사업부서는 투자심사 의뢰서를 제공된 서식에 따라 충실히 준비·작성하여야

하며,�재정관리담당관은 자료를 확인하고 미비 시 반려 조치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투자심사 의뢰된 사업 중 검토대상 사업에 대해 재

무적·경제적 분석결과를 포함한 검토의견서 제시

‐ 실무심사는 재정관리담당관 주관으로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자심사

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 실무검토의견서를 작성

‐ 안건접수상황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토론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적정,�조건부,�재검토,�심층심사로 결정

‐ 투자심사위원회(본위원회)를 통해 검토 결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며,�투자심

사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투자심사 결과(적정,�조건부추진,� 재검토,�부적

정)를 사업의뢰부서,� 재원지원부서,� 사업계획 승인부서,� 지방채 관련 부서

에 통보하고 예산에 반영토록 조치

구 분 정 의

적정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사업추
진이 가능한 경우

조건부추진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
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재검토
사업의 규모,�시기,�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부적정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자료:�서울특별시,�2017,� 「2017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표 2-3]�투자심사 결과 용어 정의

◦ 사후관리단계는투자결정이후예산반영및사업집행,�준공후운영·관리단계를포함

◦ 투자심사 사후평가 및 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
‐ 서울시 투자자사업심사 규칙 제10조의2,�매년 1회 이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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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단위사업 수행주체 주요내용

기본구상
(사업계획)

사업부서 ․  사업의 기본 개요 작성

▼
(건진법상)
타당성조사

센터 또는
민간위탁기관

․  (필요시)�기술적 측면의 타당성조사

타당성검증 센터 ․  타당성조사 내용 검증
▼

계
획
단
계

기본계획
사업부서 또는
외부전문기관

․  (필요시)�타당성조사(기본구상)를토대
로�기본계획 수립

▼

(재정법상)
타당성조사

행정자치부 고시
전문기관

(지방행정연구원)

․  (필요시)�사업추진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검토․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사업의 경우행
정자치부 고시 전문기관에서 조사 수행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부서 ․  실·국·본부별 투자우선순위 결정

▼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사업부서 ․  기초 심사자료 작성

▼
의뢰서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재정관리담당관 ․  의뢰서 요건 충족 여부 사전 판단

심
사
단
계

▼

타당성검토 센터 ․  재무적·경제적 타당성분석 결과�검증

▼

실무심사위원회 재정관리담당관
․  투자사업의 타당성,�재원 및 우선
순위 검토,�반려 대상 결정

▼
투자심사위원회

(소·본)
재정관리담당관 ․  투자심사 주관 및 종합 심사

▼

투자사업 결정
실·국·본부장

(지방자치단체장)
․  투자사업 결정

▼

사
후
관
리
단
계

예산편성 예산담당관 ․  지출규모 확정

▼

설계 및 시공 사업부서

▼

준공 사업부서

▼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부서

자료:�박영민·이세구,�2014,�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 효율화방안」,�p.19,�서울연구원

[그림 2-4]�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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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공공투자사업 관리체계 비교

◦ 중앙정부는계획,�설계,�시공 및 운영까지 관련법(국가재정법,�건설기술진흥법 등)
에 근거하여 사업관리를 수행

‐ 계획단계:�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수요예측재검증 등
‐ 설계 및 시공단계(건설기술진흥법):�기본 및 실시설계,�설계VE,�법령에 따른

보상비조정,�준공검사,�시운전 평가서 등

‐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안전관리특별법,�운영은 관계기관 관련법 등
◦ 서울시는 상기 중앙정부의 투자사업 단계별 관리와 유사하게 관련법에 근거하여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다만,�국가재정법에 따른 총사업비관리제도의 예비타당성

조사,�타당성재조사,�수요예측재검증 및 재정사업 평가는 수행하지 않음

‐ 대신에 서울시는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제도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또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투자심사에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검토를

통해 사업계획 적정성 및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투자심의

위원회에서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재정담당관,�기술심사담당관,�예산담당

관 및 사업부서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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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국가재정법」�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목적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 경제성,�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 추진 가능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재정투자

여부 및 우선순위 결정 지원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
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주관부처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수행기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총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R&D�
사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수행체계

사업계획서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Ÿ 사업의 배경,�목적,�필요성 및 기대효과
Ÿ 지역현황(자연환경,�사회·경제,�유사시설 현

황 등)
Ÿ 관련 법률 및 계획의 검토
Ÿ 현장실사 결과 및 관계자 면담결과

쟁점 도출 및 조사방향 설정

Ÿ 사업의 특성분석(물리적 요소,�활동 등)
Ÿ 사업의 영향권 설정
Ÿ 이해관계자 및 편익수혜자 규정
Ÿ 쟁점 도출 및 조사방향 설정

사업계획 검토

Ÿ 시설계획 및 기술적 검토
Ÿ 총사업비 추정
Ÿ 수요 추정 및 규모의 적정성 검토
Ÿ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Ÿ 경제적 비용 추정
Ÿ 편익 추정
Ÿ 경제성 분석
�� (비용효과 분석)
Ÿ 민감도 분석

Ÿ 재무적 비용 추
정

Ÿ 수입 추정
Ÿ 재무성분석
�� (운영수지분석)
Ÿ 민감도 분석

Ÿ 법·제도적 부합성
Ÿ 사업의준비정도및추진의지
Ÿ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 검토
Ÿ 사업의 시의성 및 지역발전

측면에서의 부합성
Ÿ 지역사회/주민/이해관계자

수용성
Ÿ 기타 사업별 특수 평가항목

종합/결론

Ÿ 분석기준별 결과 종합
Ÿ 정책제언

기본구상:�사업계획서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Ÿ 사업의 배경,�목적 및 기대효과
Ÿ 지역현황(인문,�지리,�경제 등)
Ÿ 유사시설 사례 분석
Ÿ 공학적 자료조사 및 분석
Ÿ 쟁점 파악 및 대안 검토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Ÿ 수요의 추정
Ÿ 편익의 추정
Ÿ 비용의 추정
Ÿ 비용편익 분석
Ÿ 민감도 분석

Ÿ 정책의 일관성 및 추
진의지

Ÿ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Ÿ 고용효과분석
Ÿ 사업특수평가항목

(선택)

Ÿ 지역낙후도
Ÿ 지역경제 파급효과

종합/결론

Ÿ 사업의 추진 타당성 유무
Ÿ 정책제언
�※�필수 민자 검토대상 사업 중 타당성을 확

보한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적격성을 판단
하여 민간투자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함

의사결정
방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 확보여부(AHP≥0.5)

사후관리 투자사업 이력관리 총사업비 관리제도

자료:�이원희,�2017,� “LIMAC의 발전방향,�역할의 분화,�전문화 그리고 연계협력”,�LIMAC�세미나 자료
재구성

[표 2-4]�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와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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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서울시 재정사업 수행현황 분석

1)�서울시 투자심사 실적

◦ 서울시 투자심사 실적
‐ 2005~2016년 서울시 투자심사는 총 2,136건,�사업비 838,863억 원 규모
��(연평균 약 180건,�7조 원)

‐ 심사건수는 2009년 이후 감소하다 2013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 추세

주:�2005년부터 2016년까지 철회 및 반려를 제외한 실적

[그림 2-5]�서울시 투자심사 실적(2005~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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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투자심사 실적(2012~2016)
‐ 2012~2016년 서울시 투자심사는 총 29회,�817건,�사업비 269,610억 원 규모
��(연평균 6회,�약 160건,�5.5조 원)

‐ 2012년 이후 투자심사 의뢰건수는 대체로 증가 추세

연도 차수 구분 수행 건수 총사업비

2012년

1차 2월 투자심사 2 10,978

2차 3월 투자심사 8 938

3차 5월 투자심사 26 3,178

4차 7월 투자심사 23 11,814�

5차 8월 투자심사 8 6,748�

6차 9월 투자심사 70 18,387�

7차 10월 투자심사 11 4,170�

소계 148 56,213

2013년

1차 3월 투자심사 11 8,260�

2차 5월 투자심사 23 5,118�

3차 8월 투자심사 32 6,775�

4차 10월 투자심사 49 13,968�

5차 10월(수시)�투자심사 12 2,061�

소계 127 36,182�

2014년

1차 3월 투자심사 12 3,931�

2차 5월 투자심사 10 1,818�

3차 8월 투자심사 51 35,647�

4차 9월 투자심사 39 14,200�

5차 10월 투자심사 30 20,820�

소계 142 76,416�

2015년

1차 3월 투자심사 25 8,177�

2차 5월 투자심사 20 5,023�

3차 8월 투자심사 51 13,739�

4차 9월 투자심사 72 11,042�

5차 10월(수시)�투자심사 28 7,208�

6차 11월(수시)�투자심사 1 567�

소계 197 45,757�

2016년

1차 3월 투자심사 30� 9,997�

2차 5월 투자심사 26� 5,254�

3차 7월 투자심사 33� 11,860�

4차 9월 투자심사 68� 19,019�

5차 10월(수시)�투자심사 42� 8,121�

6차 11월(수시)�투자심사 4� 791�

소계 203� 55,043�

총합계 817� 269,610�

주:�서울시 투자심사 중 철회·반려된 사업을 포함

[표 2-5]�서울시 투자심사 의뢰 현황(차수별)
(단위:�건,�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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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분야별 투자심사 의뢰현황
‐ 투자사업의 분야·부문별 분류는 2017년도 서울시 투자심사 지침에 따라 다

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

구분 세부사업 유형

일반공공행정 청사 신·증축,�복합청사(어린이집,�도서관 등),�주민센터 건립 등

공공질서 및 안전 소방서,�소방행정타운,�119안전센터 등

교육 기념 교육관 건립,�대학교 중앙도서관,�청소년문화의집 등

문화 및 관광 도서관,�박물관,�체육센터,�문화센터,�기념관,�한강관광자원화 사업 등

환경보호 자원순환센터,�물재생시설,�유수지사업,�배수지 건설 등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관,�노인복지센터,�보육시설,�

공공주택 건립·공급,�여성·가족·청소년 지원시설 등

보건 보건소,�병원,�의료센터 건립 등

산업·중소기업 산업지원센터,�R&D센터,�전통시장 지원시설 등

수송 및 교통
주차장,�공영차고지,�연결로 설치,�도로확장,�고가차도 철거,�

교통관리시스템 설치,�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공공자전거 운영 등

국토 및 지역개발
주거지 재생사업,�도시재생사업,�지역활성화 사업,�

하천정비 사업,�공원조성사업 등

주:�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 의뢰사업 기준 세부유형 정리

[표 2-6]�서울시 투자심사 사업유형 분류

‐ 2012~2016년 기준 사업분야별 의뢰현황은 총 817건이며,�문화 및 관광(178
건,� 22%),� 수송 및 교통(173건,� 21%)�국토 및 지역개발(173건,� 21%),� 환

경보호(11%),� 일반공공행정(10%),� 사회복지,� 보건,� 산업·중소기업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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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서울시 투자심사 의뢰 현황(2012~2016년,�의뢰건수 기준)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사업비
규모

일반공공행정 8 20 16 13 23 80 24,147�

공공질서 및 안전 3 3 2 1 5 14 7,561�

교육 1 2 1 1 5 1,505�

문화 및 관광 16 22 23 63 54 178 34,649�

환경보호 11 24 19 20 15 89 34,409�

사회복지 20 13 16 18 67 35,003�

보건 1 9 2 7 19 3,211�

산업·중소기업 1 2 3 3 10 19 3,712�

수송 및 교통 39 22 34 44 34 173 73,875�

국토 및 지역개발 48 25 30 34 36 173 51,538�

총합계 148 127 142 197 203 817

사업비 규모 56,213� 36,182� 76,416� 45,757� 55,043� 269,610�

주:�서울시 투자심사 의뢰건수(철회·반려 포함)

[표 2-7]�서울시 투자심사 의뢰 현황(사업분야별)
(단위:�건,�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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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 서울시 재정사업의 투자심사 통과율은 연 평균 69.6%
ㆍ2012년 통과율은 75.6%에서 2016년은 60%�수준으로 하락.�그리고 2015

년 통과율은 77%�수준

‐ 2015년은 적정 비중이 높았지만,� 2016년에는 적정 비중이 낮아지고 조건부

추진 비율이 증가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합계

적정 39 62 56 108 16 281

조건부추진 73 29 36 44 106 288

재검토 20 13 23 21 19 96

반려 9 12 12 8 17 58

철회 7 11 15 16 45 94

총합계 148 127 142 197 203 817

주 1)�서울시 투자심사 의뢰건수(철회·반려 포함)

�� �2)�적정:�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 � � �조건부추진:�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 � � �재검토:�사업의 규모,�시기,�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 � � �부적정:�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 � � � �반려:�투자사업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한 경우

[표 2-8]�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단위:�건)

◦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사업 중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 수행 현황
‐ 서울시 투자심사 과정에서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타당성검토를 수행하여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 의견개진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개소 이후 타당성검토는 총 505건(투심 사업의 65%,�

반려 등을 제외하면 75%�수준)�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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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침에 따라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에서 제외된 사업은 202건,�

철회·반려되어 센터�타당성검토에서 제외된 사업은 74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사업 148 127 142 197 203 817
센터 개소 이전 36 - - - - -

센터 개소 이후(’12년 7월 이후)(A) 112 127 142 197 203 781

센터
타당성검토

�수행건수(B) 59 84 94 133 135 505
센터검토(B)/�
투심의뢰(A)

(53%) (66%) (66%) (68%) (67%) (65%)

지침에 따라 센터 타당성검토
제외

41 37 33 47 44 202

반려·철회로 센터 타당성검토
제외2) 12 6 15 17 24 74

주 1)�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개소 이후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건수(철회·반려 포함)는 781건임

�� �2)�반려·철회되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검토를 하지 않은 사업이 74건이고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검토 의견제시 이후 반려·철회된 사업이 78건임

[표 2-9]�서울시 투자심사 의뢰사업 중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 수행 현황
(단위:�건)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 제외 사유
‐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 사업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에서 제외된

사유를 살펴보면 도시안전과 관련된 사업으로 검토 제외된 사업이 83건,�행

사성 사업으로 검토 제외된 사업이 60건,�장기미집행시설 등 재원조달 가능

성 심사사업이 34건으로 나타남

【�타당성검토 제외 대상사업 】

��⁍�재해 예방 등 도시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
�� � �예)�하수관거 사업,�빗물 펌프장,�저류조 사업
��⁍�사업의 타당성 심사보다 재원 조달 가능성 심사가 필요한 사업
�� � �예)�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행사성 사업(재무성･경제성 분석 불가 사업)
�� � �예)�농수특산물 한마당 장터,�왕궁 수문장 교대의식 등
��⁍�기타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업

자료:�서울특별시,�2017,�「2017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표 2-10]�서울시 투자심사 의뢰사업 중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 제외 대상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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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합계

도시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19 26 15 15 8 83

장기미집행시설 등
재원조달가능성 심사사업

18 5 2 5 4 34

행사성사업 1 5 9 17 28 60

도시재생사업 - - 2 8 - 10

센터 타당성조사 수행 사업 1 1 4 2 - 8

기타 2 - 1 - 4 7

총합계 41 37 33 47 44 202

주:�기타는 노후장비 교체사업,�단순 개보수 사업,�장기간 소요되는 계속사업 등

[표 2-11]�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 제외 사유(사업분야별)
(단위:�건)

2)�서울시 중앙투자심사 현황

� (1)�중앙투자심사:�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사업

◦ 중앙투자심사대상사업은전액자체재원이아닌사업과재원의구성과관계가없
는 사업으로 구분

‐ 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의 경우 시·도의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과 시·군·구의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이 심사대상

에 해당

‐ 재원의 구성과 관계가 없는 사업의 경우 시·도의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인

청사 및 문화·체육 시설 신축사업,�시·도 또는 시·군·구의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외국차관 도입 사업 또는 해외 투자사업,�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인 공

연·축제 등 행사성사업과 홍보관 사업이 심사대상에 해당

� (2)�중앙투자심사 의뢰 현황

◦ 2012~2016년 기준 서울시 중앙투자심사에는 총 79건의 사업이 의뢰되었으며,�사
업비 규모는 62,138억 원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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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투자심사 의뢰사업 건수는 2013년 이전(2005~2012년)�평균 9건,�2013년 이
후(2013~2016년)�평균 18건으로,�최근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도 투자심사 지침 개정(2013년 8월)으로 중앙투자심사 대상 확대
‐ 지침 개정 이전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시·도의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이 해당하였으나,�개정 이후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으로 변경되어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 확대(전액 자체재원이 아닌

사업의 경우)

‐ 분야별 투자심사 의뢰현황 분석 결과 문화 및 관광,�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의 투자심사 의뢰 건수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어,�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등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 증가

‐ 또한 2016년도 투자심사 지침 개정으로 총사업비에 공유재산가격을 포함하

도록 변경됨에 따라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건수 7 5 11 28 28 79

총사업비 14,756 4,475 7,893 22,631 12,383 62,138�

자료:�서울시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내부자료

[표 2-12]�서울시 중앙투자심사 의뢰 현황
(단위:�건,�억 원)

◦ 서울시 분야별 중앙투자심사 의뢰현황 및 심사결과
‐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에서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한 총 79건 중 46

건(약 60%)이 적정·조건부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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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비 의뢰건수 적정 조건부 재검토 반려

일반공공행정 2,552 3 1 2 - -

공공질서 및 안전 439 2 - 2 - -

문화 및 관광 9,310 31 1 13� (41.9%) 17� (54.8%) -

환경보호 2,096 5 2 1 2 -

사회복지 26,9272) 14 3� (21.4%) 9� (64.3%) 1 1

농림해양수산 442 1 - - 1 -

산업·중소기업 930 2 - 1 1 -

수송 및 교통 16,480 16 2� (12.5%) 6� (37.5%) 8� (50%) -

국토 및 지역개발 2,962 5 2 1 2 -

총합계 304,483 79 11� (13.9%) 35� (44.3%) 32� (40.5%) 1

� �주 1)� 「2017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서울시,�2017)의 부문별 투자사업 분류 기준

�� �� �2)�사회복지분야에 기존주택(다세대 등)�매입사업 2건(1조 2,299억 원,�7,608억 원)이 포함됨

�� �� �3)�교육,�보건 분야 중앙심사는 0건

자료:�서울시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내부자료

[표 2-13]�분야별 중앙투자심사 의뢰 현황 및 심사결과
(단위:�억 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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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수행현황 분석

1)�민간투자사업 관리체계

� (1)�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 민간투자사업 개념
‐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으로 건설ㆍ운영하여 온 도로,�항만,� 철도,�학교,� 환경

등의 사회기반시설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시설

을 조기 제공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 근거법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지침)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 사업대상:�16개 분야 53개 시설

◦ 근거규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 시설분야:�도로,�철도,�항만,�공항,�수자원,�정보통신,�에너지,�환경,�유통,�문화관광,�
교육,�국방,�주택,�보건복지,�산림 등

◦ 방식:�BTO(Build-Transfer-Operate),�BTL(Build-Transfer-Lease),�
� � � � � � � �BOT(Build-Operate-Transfer)�등

※�2016년까지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모든 민자사업은 BTO(수익형)�방식임

◦ 사업지정 일반원칙
‐ 수익자 부담능력원칙:�高편익에 상응한 高부담 사용료 부담 가능
‐ 수익성 원칙:�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익률 확보
‐ 사업편익 원칙:�사업완료로 사업편익의 조기 창출효과가 발생하는 사업
‐ 효율성 원칙:� SOC(Social� Overhead� Capital)� 건설․운영의 효율 제고,�서비스

질 제고 등이 기대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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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관리체계

주 1)�PIMAC(공공투자관리센터):�민간투자법에 근거,�기획재정부 산하 KDI에 설립된 국책 전문 연구기관

�� �2)�센터(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市�투자사업의 타당성분석을 총괄하는 서울연구원 산하 전문 연구기관

[그림 2-7]�서울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추진 주요절차

� (2)�공유재산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 공유재산법7)에도민간투자법에의한민간투자사업과같은방식이존재하는데,�기
부채납 후 사용ㆍ수익허가 방식 등과 같은 기부채납 방식이 해당

◦ 공유재산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관련 법령 등은 다음과 같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안전행정부)�
◦ 공유재산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ㆍ수익허가 방식,�대부 후 기부채납 방식,�기부 대 양

7)�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법’이라 약칭하고,�기존연구는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과같은민간투자법 이외의 민간투자사
업의 추진 근거법을 통칭하여 ‘개별법’이라고 하였으나,�개별사업 관련 법률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기타 법률’로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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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방식이 있음

◦ 기타 법률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사업,�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 등이 있음
◦ 서울시의 공유재산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관리체계

주 1)�센터(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市�투자사업의 타당성분석을 총괄하는 서울연구원 산하 전문 연구기관

[그림 2-8]�서울시 공유재산법 및 기타 법률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추진 주요절차

� (3)�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 지원 업무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수행하고있는민간투자사업지원 업무는①�타당성분
석 및 적격성조사와 같은 민간투자사업 추진 전 의사결정 단계에서의 지원 업무,�

②�실시협약 검토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실시협약 지원 등의 민간투자사업

추진단계에서의 지원 업무 등이 있음

◦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관한기본조례」와매년발표하는 「서울특별시민간투
자사업 실무지침」에 근거하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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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시사업 —�타당성분석》

《민간제안사업 —�제안서 사전검토》

자료:�서울특별시,�2015,�「2015년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실무지침」,�p.48� �

[그림 2-9]�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투자사업 지원 업무 수행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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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 (1)�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2016년도 KDI�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
서」(2017.�4)에 따르면 2016년 12월 말까지 협약이 체결되어 추진 중인 민간투자

사업은 총 699개 사업,�총투자비8)는 106조 원임

◦ 추진방식별로살펴보면 BTO방식은 222개 사업,�73.3조 원이고,�BOT․BOO방식은
11개 사업,�1.8조 원이며,�BTL방식은 466개 사업,�30.7조 원임

◦ 대상시설을 총투자비 기준으로 보면,�도로사업이 45.0조 원(42.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철도사업 19.8조 원(18.7%),� 환경사업 14.0조 원

(13.3%),�교육사업 10.0조 원(9.5%),�국방사업 6.3조 원(5.9%)의 순서임

◦ 한편,�서울시의 민간투자사업의 규모는 총 26건으로 파악

사업방식

사업 수(건)
총투자비
(억 원)

평균
투자비
(억 원)계 운영완료 운영 중 시공 중 시공준비 중

수익형 사업
(BTO,�BOT,�BOO)

233 10 173 41 9 751,721 3,226

임대형 사업
(BTL)

466 - 428 32 6 306,991 659

계 699 10 601 73 15 1,022,557 -

자료:�한국개발연구원,�2017.4,� 「2016년도 KDI�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재정리

[표 2-14]�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2016년 12월 말 기준)
(단위：건,�억 원)

8) 총투자비 =�①�건설보조(경상)�+�타인자본(경상)�+�자기자본(경상)

� �②�총사업비 +�물가변동비(본 사업시설의 준공을 위해 소요되는 총사업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추가한 금액)�+�건설이자(건설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대주단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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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현황

◦ ‘2016�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서울시,�2016년 말)’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민
간투자법적용사업은총 22건(총사업비 6조 2,318억 원),�기타개별법(공유재산법

등)�적용사업은 총 4건(총사업비 2,568억 원)으로 집계하고 있음9)

‐ 대상사업 고시 기준으로 현재 검토 중인 동부간선 지하화,�창동아레나 등은 제외

구 분 총 계
민간투자법 사업 기타개별법(공유재산법

등)�적용 사업BTO BTL

건수 26 22 22 - 4

총사업비 64,886 62,318 62,318 - 2,568

자료:�서울특별시,�2017,� 「2016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기준,�추진보류 사업 포함

[표 2-15]�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건,�억 원)

� �①�서울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현황

◦ 서울시에서 민간투자법으로 추진·운영되는사업은총 22건으로 15건이 운영 중이
고 4건은 공사 중,�2건은 협상 중,�1건은 추진보류 상태임

◦ 운영중인사업 15건을살펴보면주차장 11건,�도로 3건(우면산터널,�강남순환도
시고속도로,�용마터널),�철도 1건(도시철도 9호선)으로 대부분 주차장 사업이며,�

운영 이전 사업은 7건으로 공사 중 4건,�협상 중 2건,�추진보류 1건임

◦ 총사업비 규모는 6조 2,318억 원으로 그 중 운영 중인 사업은 2조 197억 원이고
운영 이전 단계인사업은 4조 2,121억 원 규모로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보다앞으

로 진행될 사업의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 운영이전단계사업중공사중인사업은 2조 1,817억 원,�협상중인사업은 1조
8,766억 원,�추진보류 사업은 1,538억 원임

9)�서울시 재정담당관의 협조를 얻어 조사(2017년 2월)하였음(서울시의회 동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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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계 운영 중
운영 이전

소계 공사 중 협상 중 추진보류

건수 22 15 7 4 2 1

총사업비 62,318 20,197 42,121 21,817 18,766 1,538

사업명

·�지하철 9호선
·�우면산 터널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

·�용마터널
·�주차장 11건

·�우이신설 경전철
·�신림선 경전철
·�서부간선지하도로
·�서울제물포터널

·�은평새길
·�동북선 경
전철

·�평창터널

자료:� ‘2016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서울시,�2016년 말)’�기준으로 작성

[표 2-16]�서울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추진단계별 현황
(단위：건,�억 원)

◦ 서울시에서 민간투자법으로 추진된 사업을 추진시기별로 구분하면,�민자유치촉진
법이 제정된 1995년에 반포주차장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음

◦ 이후 1997년에 우면산 터널이 추진되는 등 2015년까지 총 22건이 추진되고 있음

◦ 물론 사업추진이 검토되었던 사업은 다수 있겠으나,�추진과정에서 무산되거나 아
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

연도 1995 1997 1999 2000 2001 2003 2006 2009 2010 2011

사업
개수

1 1 8 3 1 1 1 4 1 1

해당
사업명

반포
주차장

우면산
터널

주차장
(8건)

주차장
(2건),
강남
순환
도로

용마
터널

9호선
우이
신설

도로
(3건)
신림선

동북선
제물포
터널

총사
업비

446 1,402 209 7,973 1,172 8,995 6,465 15,356 15,754 4,546

자료:� ‘2016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서울시,�2016년 말)’�기준으로 작성

[표 2-17]�서울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연도별 추진 현황(고시일 기준)
(단위:�건,�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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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을 시설별로 살펴보면 주차장 11건,�도로 7건,�도시철도 4건
으로 대부분 교통관련시설이 추진됨

◦ 서울시에서추진준비중인 민간투자법적용민간투자사업은총 13건,�총사업비 12
조 4,831억 원으로 현재 운영 중이거나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와 비

교하여 약 2배 규모

◦ 추진준비중인사업을살펴보면도로 3건,�도시철도 7건,�기타 3건이고진행상태는
검토 중 6건,�민간미제안 5건,�사업보류 중 2건

��②�서울시 공유재산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현황

◦ 서울시에서 공유재산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해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은 총 4건

◦ 2016년 말기준대상사업 4건 모두운영중이고시설종류로살펴보면문화체육시
설 3건,�에너지시설 1건

구분 총계 운영 중
운영 이전

소계 공사 중 협상 중 추진보류

건수 4 4 - - - -

총사업비 2,568 2,568 - - - -

사업명 -

·�세빛섬
·�여의도 요트마리나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 공연장
·�탄천물재생센터 지역난방공급

- - - -

자료:� ‘2016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서울시,�2016년 말)’�기준으로 작성

[표 2-18]�서울시 공유재산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건,�억 원)

◦ 사업추진의 근거법률을 살펴보면,�기부채납 관련에서는 공유재산법을 적용하였으
며 공유재산의 장기간 사용ㆍ수익에 대해서는 집단에너지사업법,�하천법,�공유재

산법 등을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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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분야 근거법령 사업방식

세빛섬 문화체육
하천법 제33조
(점용허가)

BTO� (30년)

여의도 요트마리나　 문화체육
공유재산법,�하천법 제33조

(점용허가)
BOT� (20년)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문화체육

공유재산법 제7조
(기부채납)

BTO� (20년)

탄천물재생센터 지역난방공급　 에너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사업허가)
BOT� (15년)

자료:� ‘2016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서울시,�2016년 말)’�기준으로 작성

[표 2-19]�서울시 공유재산법 및 기타법률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근거법령

4_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배경 및 운영 실적

1)�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배경과 주요업무

� �①�설립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증가에 따른 전문적ㆍ효율적 관리 필요성
‐ 투자평가시스템의 혁신 및 재정손실 예방을 위한 독립적 평가기관 설립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투자심사 지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설립목적:�市�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정 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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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센터 업무)
제4조(업무)�①�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

를 위하여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 � � �1.�타당성조사
�� � �2.�재정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의 사전 검토
�� � �3.�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적격성조사 및 업무지원
�� � �4.�타당성조사 및 검토 등과 관련된 연구·교육
�� � �5.�그 밖에 시장이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③�센터의 장은 매년 전년도 운영실적 보고서를 3월 말까지 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연혁

2011.�10� �시장 공약(6-2-1.�독립된 투자평가기관 설립,�투자평가시스템 혁신)
2012.�01� �2012�시정운영계획(희망과제 13.�공공투자 타당성검증 강화)

2012.�03�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운영 계획(시장방침 제88호)
2012.�05�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개소
2014.�03�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공포

2015.�09� �센터 하부조직 확대 운영(3팀 →�4팀)
2016.�07� �민간투자전문기관 지정(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 �③�주요 업무

◦ 재정사업 분야:�투자심사 이전 타당성검토,�타당성조사,�타당성검증
‐ 타당성조사:�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의 추진여부 판단 및 대안 검토를 통하여

공공투자사업의�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행

자료:�서울특별시,�2015,� 「2015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의 계획수립 절차 수정

[그림 2-10]�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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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성검증:� 외부전문기관이 수행한 타당성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사업 추진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

자료:�서울연구원,�2015,�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업무 성과 분석 2012~2015」

[그림 2-11]�타당성검증 수행 체계

‐ 타당성검토:�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투자심사 의뢰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전
문적 검토를 통하여 투자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 민간투자 분야:�계획단계 적격성･타당성조사,�협상단계 실시협약 지원 등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지원 업무는 ①�타

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와 같은 민간투자사업 추진 전 의사결정 단계에서의

지원 업무,�②�실시협약 검토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실시협약 지원 등

의 민간투자사업 추진단계에서의 지원 업무 등이 있음

◦ 연구․교육 분야:�공공투자사업 분석 지침 마련,�기초연구,�관련 실무자 교육

2)�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개소 이후 운영 실적

업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누적합계

재정사업
분야

타당성검토 59 84 94 133 135 505

타당성조사 2 8 6 4 8 28

타당성검증 1 5 7 13 27 53

민간투자사업 업무지원 2 7 8 7 3 27

연구 분야 3 6 3 2 1 15

계 67 110 118 159 174 628

자료:�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내부 자료

[표 2-20]�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실적
(단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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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재정투자사업 지원 업무

� �①�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 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5년간 총 28건,�총사

업비 4조 5,530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수행

‐ 2017년 2월 말 기준 22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6건의 사업 진행 중
‐ 연도별로 살펴보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수행 타당성조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6년부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금

타당성조사를 진행함에 따라 증가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건수 2 8 6 4 8 28

총사업비 890 13,135 4,122 1,590 25,793 45,530

주:�2017년 2월 말까지 미완료된 사업의 총사업비는 사업부서 제시 비용 계상

[표 2-21]�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단위:�건,�억 원)

◦ 사업 분야별 타당성조사

구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수행 건수 1 1 2 2 4

총사업비 516 118 2,827 4,860 2,031

구분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총합계

수행 건수 2 11 5 28

총사업비 888 11,100 23,190 45,530

주 1)� 「2017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서울시,�2017)의 부문별 투자사업 분류 기준

���2)�2017년 2월 말까지 미완료된 사업의 총사업비는 사업부서 제시 비용 계상

[표 2-22]�타당성조사 사업 수행 건수 및 총사업비(사업분야별)
(단위:�건,�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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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규모별 타당성조사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500억 원 미만 1 3 4 3 3 14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1 1 1 1 2 6

1,000억 원 이상 - 4 1 - 3 8

총합계 2 8 6 4 8 28

주 1)�2017년 2월 말까지 미완료된 사업의 총사업비는 사업부서 제시 비용 계상

[표 2-23]�타당성조사 사업 총사업비 규모별 수행 실적(연도별)
(단위:�건)

◦ 타당성조사 결과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타당성조사를 통해 개별사업 기준 36건의 사업에

대하여 경제성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그 중 B/C비율이 1.0�이상으로 경

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15건(42%)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타당성조사 수행 건수 2 21 7 4 2 36

경제적 타당성 확보 사업
(비율)

1 7 2 4 1
15

(42%)

타당성조사 진행 중 - - - - 9 9

총합계 2 21 7 4 11 45

주 1)�개별사업 기준

�� �2)�2013년 3건의 타당성조사에서 16개의 개별시설(11개 주차장 등)을 검토.�개별사업 기준에서는
21건으로 타년도 대비 많아보일 수 있음

[표 2-24]�타당성조사 결과(개별사업 기준,�연도별)
(단위:�건)

� �②�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증 수행 실적

◦ 타당성검증 수행 실적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12년에서 2016년까지 5년간 53건,� 3조 2,604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증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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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수행 건수는 27건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수행한 26건

보다 많은 사업에 대하여 검증을 수행하였음.�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증

수행실적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건수 1 5 7 13 27 53

총사업비 300 3,035 7,961 14,977 6,331� 32,604

건당 평균
사업비

300� 607� 1,137� 1,152� 234� 615�

주:�2016년 12월 말까지 착수한 사업 기준

[표 2-25]�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증 수행 실적
(단위:�건,�억 원)

◦ 사업분야별 타당성검증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증 수행 건수를 사업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 분야,�수송 및 교통 분야를 가장 많이 수행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 수행
건수

총사업비

일반공공행정 - 1� 1� - 3� 5� (9%) 2,983� (9%)

공공질서 및 안전 - - 1� - 1� 2� 1,138�

교육 - - - - 1� 1 158�

문화 및 관광 1� 2� 1� 6� 9� 19� (36%) 8,653� (27%)

환경보호 - 1� 2� 2� 2� 7� (13%) 11,795�(36%)

사회복지 - - - - 1� 1 142

보건 - - - - 1� 1 464�

산업·중소기업 - - - 1� - 1 155

수송 및 교통 - - 2� 3� 8� 13� (25%) 5,779� (18%)

국토 및 지역개발 - 1� - 1� 1� 3� 1,337�

합계 1� 5� 7� 13� 27� 53(100%) 32,603(100%)

총사업비 300 3,035 7,961 14,977 6,331� 합계 32,603

주 1)� 「2017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서울시,�2017)의 부문별 투자사업 분류 기준

�� �2)�2016년 12월 말까지 착수한 사업 기준

[표 2-26]�타당성검증 사업의 연도별 수행 건수(사업분야별)
(단위:�건,�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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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규모를 살펴보면 500억 원 미만 사업은 개별사업 기준 39건(74%)

으로 가장 많았으며,�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사업은 6건(11%),�

1,000억 원 이상 사업은 8건(15%)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500억 원 미만 1 2 2 7 27 39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 2 1 3 - 6

1,000억 원 이상 - 1 4 3 - 8

총합계 1 5 7 13 27 53

주 1)�사업부서가 제시한 총사업비 기준으로 분류

�� �2)�2016년 12월 말까지 착수한 사업 기준

[표 2-27]�타당성검증 사업의 사업비규모별 수행 실적
(단위:�건)

◦ 타당성검증 수행 결과
‐ 사업부서가 제시한 경제성분석에서는 개별사업 기준 40건(69%)의 사업이

B/C�1.0�이상으로 제시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검증결과 8건(14%)의 사업이 B/C�1.0�이상으로 경제

성 확보

구분 1.0≤B/C
0.8≤B/C
<1.0

B/C<0.8
대안별
제시

미제시
총합계

(개별사업 기준)

사업부서 40�(69%) 7 6 -　 5 581)

서울공공투자
관리센터검증

8�(14%) 12 16 2 20 581)

주 1)�개별사업 기준

[표 2-28]�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제시 타당성검증 사업 경제성분석 결과(사업분야별)
(단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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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성검증 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경제성분석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20건이었으며,�미제시 사유를 살펴보면 사업계획 미흡이 6건으로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으로 WTP� 산정 오류,� 편익식별에 대한 의견만 제시,� 기본계획

위주로 제시,�수요가 공급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 순으로 나타났음

경제성분석 미제시 사유 사업 건수

사업계획 미흡 6

WTP�산정 오류 3

편익식별 수정에 대한 의견 3

기본계획 위주 2

수요가 공급에 미치지 못함 2

법적 추진시설 1

입찰방법 평가 의뢰 1

제한적 경제성분석 제시 1

편익산정과정 미제시 1

총합계 20

주 1)�개별사업 기준

[표 2-29]�타당성검증 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경제성분석을 제시하지 않은 사유
(단위:�건)

� �③�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 수행 실적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 수행 실적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개소 이후 총 26회의 투자심사 동안 505건,�총사업
비 15조 6,459억 원 규모의 타당성검토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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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차수 구분 수행 건수 총사업비

2012년

4차 7월 투자심사 13 10,601�
5차 8월 투자심사 4 3,709�
6차 9월 투자심사 32 7,831�
7차 10월 투자심사 10 4,018�
소계 59 26,159�

2013년

1차 3월 투자심사 5 7,423�
2차 5월 투자심사 20 4,694�
3차 8월 투자심사 19 4,599�
4차 10월 투자심사 28 4,562�
5차 10월(수시)�투자심사 12 2,061�
소계 84 23,339�

2014년

1차 3월 투자심사 10 1,556�
2차 5월 투자심사 10 1,818�
3차 8월 투자심사 26 11,893�
4차 9월 투자심사 27 6,735�
5차 10월 투자심사 21 7,415�
소계 94 29,417�

2015년

1차 3월 투자심사 17 7,206�
2차 5월 투자심사 14 3,444�
3차 8월 투자심사 37 10,560�
4차 9월 투자심사 45 7,270�
5차 10월(수시)�투자심사 19 5,989�
6차 11월(수시)�투자심사 1 567�
소계 133 35,037�

2016년

1차 3월 투자심사 25� 6,948�
2차 5월 투자심사 18� 3,164�
3차 7월 투자심사 24� 9,341�
4차 9월 투자심사 36� 15,524�
5차 10월(수시)�투자심사 29� 7,046�
6차 11월(수시)�투자심사 3� 484�
소계 135� 42,506�
총합계 505� 156,459�

주 1)�서울시 투자심사 목록에 철회·반려 사업을 포함

[표 2-30]�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 수행 실적(차수별)
(단위:�건,�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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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건수 59 84 94 133 135 505

총사업비 26,159 23,339 29,417 35,037 42,506� 156,459�

[표 2-31]�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 수행 실적(연간)
(단위:�건,�억 원)

◦ 사업 분야별 타당성검토
‐ 타당성검토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수행건수 기준으로는 문화 및 관광,�

수송 및 교통 순서로 빈도가 높음

‐ 총사업비 기준으로는 수송 및 교통,�문화 및 관광,�국토 및 지역개발 순으

로 사업비 규모가 큼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수행건수
합계

사업비
합계

일반공공행정 5 19 13 10 20 67� (13%) 16,591�(11%)

공공질서 및 안전 1 3 1 1 2 8� (2%) 5,662�(4%)

교육 - - 2 1 1 4� (1%) 1,358�(1%)

문화 및 관광 12 15 15 40 27 109�(22%) 27,628�(18%)

환경보호 6 7 14 15 9 51� (10%) 18,431�(12%)

사회복지 15 - 10 16 17 58� (11%) 20,936�(13%)

보건 1 9 - 2 7 19� (4%) 3,211�(2%)

산업·중소기업 1 2 2 1 5 11� (2%) 2,642�(2%)

수송 및 교통 15 19 16 36 25 111�(22%) 36,688�(23%)

국토및 지역개발 3 10 21 11 22 67� (13%) 23,313�(15%)

수행건수 합계 59 84 94 133 135 505�(100%)

사업비
합계

26,159 23,339 29,417 35,037 42,506�
156,459�
(100%)

주 1)� 「2017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서울시,�2017)의 부문별 투자사업 분류 기준

[표 2-32]�타당성검토 사업 수행 사업 현황(사업분야별)
(단위:�건,�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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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 경제성분석 결과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 결과는 사업계획의 적정성,�경제성분석 등

으로 제시하며,�경제성분석의 실익이 없거나 어려운 경우 검토미흡·한계·불요

를 제시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에서 경제성분석 결과를 제시한 사업은

352건(70%)이며,�경제성분석을 제시한 사업 중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

으로 분석된 사업은 119건(24%)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경제성분석 49 66 49 101 87 352� (70%)

1.0≤B/C 15 26 15 36 27 119� (24%)

0.8≤B/C<1.0 11 19 15 32 21 98� (19%)

0.5≤B/C<0.8 15 16 13 19 24 87� (17%)

B/C<0.5 8 5 6 14 15 48� (10%)

검토불가 10 18 45 32 35

153� (30%)검토불요 - - - - 12

검토한계 - - - - 1

합계 59 84 94 133 135 505� (100%)

주 1)�2016년 이후 타당성검토가 1,�2차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본 표에서는 1차 의뢰서 기준으로 실적
작성

�� �2)�2016년 이후부터 검토불가를 검토불가,�검토불요,�검토한계로 나누어서 표기함

[표 2-33]�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 경제성분석 결과
(단위:�건)

‐ 수행건수 기준으로는 보건,�사회복지,�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경제성이 확

보된 사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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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타당성검토
건수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 결과

1.0≤B/C 0.8≤B/C<1.0 0.5≤B/C<0.8 B/C<0.5 검토불가

일반공공행정 67�(13%) 16 21 14 3 13

공공질서 및 안전 8�(2%) 2 1 2 - 3

교육 4�(1%) - 2 1 - 1

문화 및 관광 109� (22%) 20 26 24 13 26

환경보호 51�(10%) 16 4 5 3 23

사회복지 58�(11%) 24 13 10 1 10

보건 19� (4%) 9 1 4 - 5

산업·중소기업 11� (2%) 1 3 5 2 -

수송 및 교통 111� (22%) 24 24 19 17 27

국토 및 지역개발 67�(13%) 7 3 3 9 45

총합계 505�(100%) 119� (24%) 98� (19%) 87� (17%) 48� (10%) 153� (30%)

주 1)� 「2017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서울시,�2017)의 부문별 투자사업 분류 기준

�� �2)�사업부서 의뢰서에서 경제성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거나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에서
경제성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여 상호 비교 가능한 342건의 사업에 대하여 분석

�� �3)�2016년부터 검토불가를 검토불가,�검토불요,�검토한계로 세분화하였으나 본 표에서는 검토불가로
통합표기

[표 2-34]�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제시한 경제적 타당성 확보 사업(사업분야별)
(단위:�건)

◦ 타당성검토 경제성분석 결과 비교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와 사업부서 경제성 B/C가�여전히 차이가 있지만,�점차�
낮아지는 추세

‐ 그 이유는 사업계획 등이 점차 질적으로 향상되었고,�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를 수행함으로써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이 증대되었기 때

문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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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교가능 사업 수

(건)
사업부서
B/C�평균

센터
B/C�평균

비고
(B/C�증감)

경제성분석
결과

2012년 48 2.69� 0.84� -1.86

2013년 65 2.16� 0.93� -1.23

2014년 46 1.96� 0.87� -1.09

2015년 96 1.64� 0.89� -0.75

2016년 87 1.17� 0.86� -0.31�

2012년 ∼�2016년 342 1.81� 0.88� -0.93�

주 1)�시나리오 제시 시 가장 높은 값 계상

�� �2)�사업부서 의뢰서에서 경제성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거나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에서
경제성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여 상호 비교 가능한 342건의 사업에 대하여 분석

[표 2-35]�사업의뢰서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의 경제성분석 결과 비교

◦ 사업분야별 타당성검토 경제성분석 결과 비교
‐ 사업부서의 사업분야별 경제성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업별로 편차가 큰 편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분야별 경제성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보건,�환경

보호,�사회복지 분야 순으로 높은 경제성분석 결과가 제시됨.�하지만 가장

높은 보건분야와 가장 낮은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편차가 0.36으로 편차가

크지 않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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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비교가능 사업 수

(건)
사업부서
B/C�평균(A)

센터
B/C�평균(B)

비고
(B-A)

일반공공행정 54 1.51� 0.89� -0.62�

공공질서 및 안전 4 1.76� 0.86� -0.90�

교육 3 1.32� 0.85� -0.47�

문화 및 관광 82 1.50� 0.82� -0.69�

환경보호 27 2.34� 1.04� -1.30�

사회복지 48 1.36� 0.97� -0.39�

보건 13 4.38� 1.07� -3.31�

산업·중소기업 11 1.11� 0.71� -0.41� �

전통시장,�
주차장사업 제외

6 1.26� 0.83� -0.43�

수송 및 교통 79 1.42� 0.84� -0.58�

국토 및 지역개발 21 4.46� 0.83� -3.64�

총합계 342 1.81� 0.88� -0.93�

주 1)� 「2017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서울시,�2017)의 부문별 투자사업 분류 기준

���2)�사업부서 의뢰서에서 경제성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거나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에서
경제성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여 상호 비교 가능한 342건의 사업에 대하여 분석

���3)�서울시 산업·중소기업 사업 중 전통시장,�주차장 지원사업이 5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6건의 산업·중소기업 사업의 경제성분석 결과는 사업부서 1.26,�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0.83임

[표 2-36]�사업의뢰서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의 경제성분석 결과 비교(사업분야별)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B/C�1�미만으로 제시하였으나 통과된 사업 분석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B/C� 1� 미만이었으나 투자심사에서 통과된 사업

은 총 154건

‐ 경제성이 없는 사업의 30%가�투자심사에서 통과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

나,�투심에서는 경제성 외에 정책적 판단도 필요(경제성이 있어도 통과되지

않은 사업은 17건)

‐ 다만,� B/C가�낮아짐에 따라 투심 탈락 비율이 높아지는 것(26→36→48%)

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경제성분석 결과가 투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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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정/조건부추진 재검토/반려/철회 합계

1.0≤B/C 102(86%) 17(14%) 119(100%)

0.8≤B/C<1.0

154

73(74%) 25(26%) 98(100%)

0.5≤B/C<0.8 56(64%) 31(36%) 87(100%)

B/C<0.5 25(52%) 23(48%) 48(100%)

검토불가 96(63%) 57(37%) 153(100%)

총합계 352(70%) 153(30%) 505(100%)

주 1)�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2016년 이후 검토불가를 검토불가,�검토불요,�검토한계로 분류하고
있으나 본 표에서는 검토불가로 표기

�� �2)�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건수 505건을 기준으로 한 비율

[표 2-37]�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 경제성분석에 따른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투심결과별)
(단위:�건)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B/C�1�미만으로 제시하였으나 통과된 사업 분석
‐ B/C� 1� 미만으로 제시하였으나 통과되었다는 것은 경제성이 없음에도 통과

된 것으로 매년 그 비율은 낮아지고 있음

��� �

[그림 2-12]�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경제성분석 결과 B/C＜1.0인데 투자심사에서 통과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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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센터 타당성검토 건수 59 84 94 133 135 505

센터검토 B/C�1.0�
미만인데 적정/조건부

26 25 21 40 32 144

비율 44% 30% 22% 30% 24% 29%

[표 2-38]�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경제성분석 결과 B/C＜1.0인데 투심에서 통과된 비율
(단위:�건)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경제성분석 결과 B/C가�각각�1.0,�0.8�미만일 경우투심
에서 통과되지 않은(재검토/철회/반려)�사업 비율

‐ 전체 비통과 비율보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결과 0.8�미만,� 1.0�미만

일 때 비통과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
주:�검토불가 사업 제외

[그림 2-13]�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B/C가�1.0,�0.8�미만일 경우 투심에서 통과되지 않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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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총합계 49 66 49 101 87 352

재검토/반려/철회 9 21 14 18 34 96

비율 18% 32% 29% 18% 39% 27%

주:�검토불가 사업 제외

[표 2-39]�서울시 투자심사 비통과(재검토/철회/반려)�비율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센터검토 B/C�1.0�미만 34 40 34 65 60 233

재검토/반려/철회 8 15 13 25 28 89

비율 24% 38% 38% 38% 47% 38%

주:�검토불가 사업 제외

[표 2-40]�서울시 투자심사 비통과(재검토/철회/반려)�비율(센터검토 B/C�1.0�미만)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센터검토 B/C�0.8�미만 23 21 19 33 39 135

재검토/반려/철회 6 10 10 14 18 58

비율 26% 48% 53% 42% 46% 43%

주:�검토불가 사업 제외

[표 2-41]�서울시 투자심사 비통과(재검토/철회/반려)�비율(센터검토 B/C�0.8�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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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민간투자사업 지원 업무

� �①�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지정

◦ 2016년 민간투자기본계획 후속조치로 KDI�이외 공공기관,�지방연구원 등을 전문
기관으로지정하여민간투자사업을신속하게추진하고전문적지원을강화하고자함

현행 개정

제2조(정의)
<신설>

19.�전문기관이란 민간투자사업 관련 전문성과 실적이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목의
기관을 의미한다.�다만,�나목 내지 라목의 경우 주무관청의 장이 요청하고 기획재정부장관
이 지정을 한 기관에 한한다.�<신설 2016.4.27.>
�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투자관리센터
�나.�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따라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하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산하 지방 공공투자관리센터

[표 2-42]�2016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내용

①�자금재조달 협상 대행[제30조(자금재조달의 절차)]
②�사업재구조화 협상 대행
�� � [제33조의3(사업 시행조건 조정)]
③�평가,�협상 대행[제49조(주무관청의 업무)]
④�관리이행계획 수립
⑤�수요예측의 재조사
⑥�민자적격성 재조사
⑦�지표금리 조정 시 BTL�재무모델 검토
⑧�분쟁관련 자문

⑨�중앙민투심 미대상사업 RFP�검토 및 실시협약
안 검토

⑩�설계VE
⑪�지자체 추진 BTL사업(1천억 원 이상,�국고보조

지자체사업,�예타대상사업,�복합화시설 제외)�
타당성검토,�RFP검토,�실시협약안 검토

⑫�경쟁적 협의 일괄 위탁(RFP~협상)
� �※BTO�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PIMAC에서만 수

행토록 규정

[표 2-43]�현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 전문기관 역할

◦ 서울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을 포함한 총 14개 기관(공공기관 8개,�지방연구원
6개)이 전문기관으로 지정

��②�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수행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개소 전에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총 47건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개소 이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수행한 민간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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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는 27건,�1999년부터 2011년까지 수행한 업무는 20건으로 서울공공투

자관리센터 개소 후 수행 과업 수가 증가하였음

연도 수행건수 연도 수행건수 연도 수행건수

1999년 1 2005년 - 2011년 2

2000년 2 2006년 2
2012년

(센터설립)
2

2001년 1 2007년 - 2013년 7

2002년 2 2008년 -
2014년

동북선포함
8

2003년 3 2009년 2 2015년 7

2004년 3 2010년 2 2016년 3

합계
1999년 ~�2016년 47

2012년 ~�2016년 27

자료:�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내부 자료

[표 2-44]�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 수행 현황
(단위：건)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설립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서 수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는 총 27건이며,�1건은 과업 진행 중에 있음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합계

과업종료 2 7 7 7 2 25

과업진행 중 - - 11) - 12) 2

총합계 2 7 8 7 3 27

� �주 1)�동북선 경전철 협상은 과업 진행 중에 있음

�� � � �2)�우이~신설 경전철 관련 연구는 2017년 3월 과업 종료함

자료:�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내부 자료

[표 2-45]�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 수행 현황(과업진행 여부)
(단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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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수행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를 시설종류별로 구분해보면
도로 8건,�문화체육시설 7건,�도시철도 6건 순으로수행하였으며,�도로 및 도시철

도 등 교통시설 관련 과업이 14건(52%)으로 절반 이상임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합계

도로 1 - 4 2 1 8

문화체육시설 - 2 3 1 1 7

도시철도 - 1 1 3 1 6

환경시설 - 1 - 1 - 2

주차장 - 1 - - - 1

기타 1 2 - - - 3

총합계 2 7 8 7 3 27

자료:�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내부 자료

[표 2-46]�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 수행현황(시설종류별)
(단위：건)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수행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를 과업형태별로 구분해보면
협약검토가 10건으로 가장많았으며 제안서검토 8건,�최초통행료 검토 2건,�협상

1건,�기타 6건으로 과업을 수행하였음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합계

협약검토 1 4 4 1 - 10

제안서검토 - - 2 5 1 8

최초통행료 검토 - - 1 - 1 2

기타 1 3 11) 1 1 6

총합계 2 7 8 7 3 27

� �주 1)�동북선 경전철 협상은 과업 진행 중에 있음

자료:�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내부 자료

[표 2-47]�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 수행현황(과업형태별)
(단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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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간투자사업 관련 과업수행 당시 해당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추진단계에서 과업을 수행한 사업이 17건이고 사업추진이전단계에

서 과업을 수행한 사업이 10건

연도 업 무 과업종류
연구
진행여부

2012 서울제물포터널 실시협약(안)�및 재무모델 검증 재무모델 검증 종료

2012 신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 실시협약 검토 협약검토 종료

2013
서남하수열 이용 지역냉난방 공급 민간사업 적격성조사 및
제안서검토 용역

적격성조사 및
제안서검토

종료

2013 창동 복합공연장 건립 민자사업 인가신청서 검토
인가신청서

검토
종료

2013 창동 복합공연장 해지시 지급금에 대한 협약 검토 협약검토 종료

2013 남현동 민자주차장 건설 관련 실시협약변경(안)�검토 협약검토 종료

2013 중앙버스전용차로 승차대 운영관리권 양도승낙 요청권 검토
운영관리권
양도승낙

요청권 검토
종료

2013
영등포시장로터리 일대 지하공간개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
시협약(안)�검토

협약검토 종료

2013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부분)�민간투자사업 변경실
시협약(안)�검토

협약검토 종료

2014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검토 협약검토 종료

2014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검토 협약검토 종료

2014 잠실종합운동장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사전검토 제안서검토 종료

2014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블루스퀘어 증축사업 제
안서 검토

제안서검토 종료

2014 용마터널 민간투자사업 최초통행료 산정에 대한 검토
최초통행료

검토
종료

2014 블루스퀘어 민간투자사업 변경협약서(안)�검토 협약검토 종료

2014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안)�검토 협약검토 종료

2014 동북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협상 진행 중

자료:�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내부 자료(2016년 12월 기준)

[표 2-48]�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 수행 사업 분야별,�연도별 분석(2012~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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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업 무 과업종류
연구
진행여부

2015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검토 협약검토 종료

2015
대형공사입찰방식(제물포길 친환경공간 지하차도 시점부 공
사)�검토

(기타)�
입찰방식 검토

종료

2015 서남물재생센터 폐기물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사전검토 제안서검토 종료

2015 면목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문(안)�검토 제안서검토 종료

2015 위례선 경전철(트램)�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사전검토 제안서검토 종료

2015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사전검토 제안서검토 종료

2015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사전검토 제안서검토 종료

2016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최초통행료 산정의 적정성 검토
최초통행료

검토
종료

2016 우이~신설 경전철 민자사업 자금재조달 보고서 검토
(기타)�

의사결정 지원
진행 중

2016
잠실운동장 일대 스포츠·MICE�인프라 건립 민간투자사업 제
안서 사전검토

제안서검토 종료

자료:�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내부 자료(2016년 12월 기준)

[표 2-49]�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 수행 사업 분야별,�연도별 분석(2015~2016)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성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Revenue�Guarantee)�수준 축소 또는 폐지 관련 업무지원

‐ 서울시는 민자터널 및 도시철도사업에 대하여 실시협약 변경 및 사업재구조

화를 통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방식에서 탈피하여 시 재정부담을 낮추

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 이때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우면산터널,�용마터널,�도시철도 9호선 사업의

협약변경(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업무지원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동북선경전철 협상 업무를 2010년에 맡아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시를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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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_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체계 현안진단 설문조사

1)�설문조사 개요

◦ 본설문조사는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설립이후서울시공공투자사업에대한현재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수행 정도를 살펴보고 앞으로 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음

◦ 설문대상은서울시공무원과투심위원,�민간전문가등으로,�각각의대상에해당하는�
설문지를 바탕으로 진행

◦ 설문지는 서울시 투자심사 관련,�타당성조사 및 타당성검증 관련,�민간투자사업
관련으로크게 3가지항목으로구성되어 있으며,�조사기간은 2017년 4월 7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었음

◦ 최종적으로 서울시공무원은 171명,�투심위원 및 민간전문가는 138명이 응답하였
으며,�설문조사 분석을 위한 처리는 질문당 유효표본인 경우에만 수행함

구 분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의견 조사

조사 대상 서울시 공무원 투심위원,�민간전문가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시스템을 이용한 웹서베이

유효 표본 171명 138명

조사 기간 2017년 4월 7일 ~�4월 17일

조사 기관 (주)이노밸류랩

[표 2-50]�설문조사 개요

2)�서울시 투자심사에 대한 설문조사

◦ 서울시 투자심사에 대한 설문조사로 투자심사의 효과,�투자심사의 절차 및 기준
관련사항,�투자심사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며,�자세

한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음



60�/�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체계의 발전방안

� (1)�서울시 투자심사 효과 관련 의견

◦ 서울시�투자심사가무분별한중복투자를방지하고불필요한사업을잘거르고있는
지에대한설문에�공무원·전문가 그룹모두 서울시 투자심사를 잘수행하고 있다

고 답변한 비율이 높았음

‐ 다만,�전문가 그룹이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공무원 그룹에서 일부�
부정적 의견이 나타남

‐ 투심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내실화된 사후평가제도 미흡,�정책결정

권자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다는 인상 등의 답변을 제시하였음

[그림 2-14]�서울시 투자심사 수행에 대한 평가(공무원,�전문가 그룹 비교)

◦ 서울시 투자심사제도가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투자심사 위
원들의 60%�이상이 타 심의와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 투자심사 위원들의 80%�이상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이전(2012년)과

비교하여 서울시 투자심사가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97%가�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함

‐ 한편,� 서울시 투자심사에 대한 당부와 의견으로 정성적 평가 도입에 대한

고민 필요,�사업마다 경제성·시급성 등 중요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각�

가중치를 감안한 심사기준 필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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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서울시 투자심사의 절차와 기준 관련 의견

◦ 서울시투자심사평가기준항목중요도순위에대해공무원·전문가그룹의답변을
비교한결과두그룹모두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경제적 타당성이중요하다고

답변하였음

‐ 그런데,�공무원은 정책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였지만,�전문가는 사업계
획의 구체성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였음

‐ 또한 공무원 그룹에서 사업부서의 추진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답변하였음

[그림 2-15]�서울시 투자심사 평가기준 항목 중요도 순위(공무원,�전문가 그룹 비교)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검증 절차 필요성에 대해 공무원·전문가 그룹의

답변을 비교한 결과 두 그룹 모두 타당성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음

‐ 전문가의 50%�이상은 타당성검증이 매우 필요한 절차라고 했음.�마찬가지

로 공무원도 타당성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일부 부정적인 답변

도 있었음

‐ 답변을 부정적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타당성검증 절차가 사업추진 일정에

차질이 되고 이중으로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답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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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증 절차의 필요성(공무원,�전문가 그룹 비교)

� (3)�서울시 투자심사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 사업부서에서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시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공무원
중 47%는 의뢰서 작성 시 애로가 있다고 답변하였음

‐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경제성분석에 대한 교육과정 및 실무커리큘럼�운영을
요구하였음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투자심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나,�공무원

중 36%만 활용하였고,�21%는 가이드라인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음

[그림 2-17]�사업부서에서 투심 의뢰서 작성 시 애로가 있는지 여부(공무원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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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투자심사개선및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대해아래와같은의견을제시하였음
‐ 사업추진 부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개별 추진사업에 대해 신중한 검토
‐ 투자심사 기준의 사업비 한도를 성격에 따라 차등화 필요
‐ 중규모 사업 투자심사 대상 제외(현 30억 원 이상 ->�50억 원)
‐ 경제성분석보다는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결정 필요
‐ 사업별로 좀더 세분화해서 적합한 심사위원 구성
‐ 투자심사 기간 단축 및 절차의 간소화

3)�서울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에대한설문조사로민간투자사업업무경험,�서울시민간투자
사업의�확대필요성,�민간투자사업관련애로및건의사항등에대한질의를하였으

며 자세한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1)�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업무경험 및 서울시 민간투자 확대의 필요성

◦ 민간투자사업관련 업무경험 및 이해정도에대해서울시공무원을대상으로설문
한 결과,�잘 모른다는응답이 45.1%로 가장높은응답률을보였으며,�대략 알고

있다는응답은 35.2%,�잘알고있다는응답은12.0%,�잘모른다는응답은7.7%로�

나타남

◦ 민간투자사업관련업무경험및이해정도에대해전문가를대상으로설문한결과,�
추진 경험 및 알고 있다는 응답이 45.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대략

알고있다는응답은 20.9%,�잘 알고있다는응답은 8.5%로나타났으며,�잘 모른

다는 응답은 24.8%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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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 경험 및 이해 정도(공무원,�전문가)

◦ 서울시의 민간투자사업 규모나 범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울시 공무원을 대
상으로 설문한 결과,�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3.1%,� 필요 없다는 응답이

21.8%로나타났으며,�단정적으로말하기어렵다는응답이 51.3%,�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8%로 나타났음

◦ 서울시의 민간투자사업 규모나 범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8.3%로 가장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1.2%,�없다는 응답이 10.6%로 나타났음

공무원 전문가

[그림 2-19]�서울시의 민간투자사업 규모나 범위 확대의 필요성(공무원,�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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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의 애로,�제안 및 개선사항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 의견은 아래와 같음
‐ 건설 하드웨어보다 운영중심 소프트웨어 사업에 집중
‐ 서울시 내부적으로 민간투자사업 전문부서 개설
‐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검토
‐ 표준협약서 개정 필요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아래와 같음

‐ KDI에 편중된 권한 분산 및 빠른 추진 절차 필요
‐ 민간투자사업 관련 전문인력 확충
‐ 법률적 기준 내에서 검토 과정과 인허가 과정 간소화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로드맵 수립 필요
‐ 민간투자 사업 자료 아카이브 구축 필요



03
서울시�재정사업� �

관리체계�및�발전방안

1_지방정부 재정사업 관리체계 현황

2_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현황

3_재정사업 투자심사 거버넌스 구조 고찰

4_서울시 재정투자사업 관리체계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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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ㅣ�서울시재정사업관리체계및발전방안

1_지방정부 재정사업 관리체계 현황

1)�지방정부 재정사업 관리의 어려움

◦ 지방정부재정사업투자의사결정은그예산의규모가크다는점에서중요할뿐아
니라,�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임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한 타당성 분석(타당성조사,�타당성 검증,�타당
성 검토)�사업규모만 살펴보더라도 ’12~’16년간 23.84조 원 규모

‐ 서울시 예산이 약 30조인 점을 감안하면 재정사업의 규모는 방대함
‐ 지방정부의 주된 사업들이 문화․복지․생활환경․사회기반시설 등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 자치단체의재정 자주도는 2016년 현재 74.2%이나,�지역 간 격차가크고증가하
는재정수요에대응이 쉽지않기때문에재정사업의효율적관리는지방정부에매

우 중요함

◦ 재정사업의 투자의사결정은 복잡한 거버넌스 구조하에서 진행됨
‐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 편성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필

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심사(지방재정법 제37조)

‐ 일반투자사업,� 행사성 사업,� 채무부담 행위 등 지방의회 의결 요청 사업은

지방재정사업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투자심사는 심사기관에 따라 자치단체의 자체심사,�상위 시도 혹은 중앙정

부에 의뢰하여 수행되는 의뢰심사로 구분되며 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투자심사 수행 주체가 달라짐

◦ 그러나,�지자체는재정사업타당성분석을수행할수있는충분한인력과연구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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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재정사업 의사결정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지자

체가 효율적인 재정사업 관리에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근거로 제

시됐음

‐ 충분한 타당성분석 능력을 갖추지 못한 지자체는 중앙정부와의 협상에서 열
등한 위치에 처해 있음

2)�타당성조사 주체의 복잡성

◦ 지자체는 행정자치부가 제시하는 「재정사업 투자심사규칙」에 따라 소규모사업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중기재정계획에 사업을 반영

‐ 지자체의 사업부서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조사를 수행.�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

‐ 지자체의 지역 연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원에서 수행하기도 했음.�

서울시를 비롯하여 7개의 지자체에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이들이

타당성조사를 담당하기도 함

◦ 총사업비 500억 원이상신규사업의타당성조사는지방재정법개정(2014.�11.)으로
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서 수행

◦ 중앙정부에 의해 지원을 받는 사업 중 500억 이상의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

◦ 총공사비가 500억원이상인사업의경우전문기술용역업체에의해노선측정,�지반
조사 등 기술적 조사를 위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타당성조사가 수행되기도 함

◦ 타당성조사를거친사업은다시시·군·구,�시·도,�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
쳐 투자여부가 결정됨

◦ 위와같은복잡한거버넌스구조하에서 진행되는타당성조사에서 서울공공투자관
리센터와같은지자체의 전문타당성분석 기관의 역할에대한관심이 커지고있음



70�/�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체계의 발전방안

2_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현황

1)�지자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립동기와 현황

◦ 근거기반정책(evidence-based�policy)을 중시하는 현대 정부의 중요한 특징은
정책계획,�의사결정,�집행,�평가 및환류단계에이르는정책과정 전반에해당사업

부서이외에도전문가와외부전문기관이참여한다는점임(McGann�and�Weaver,�

2000;�Rich,�2004)

◦ 우리나라의경우재정사업과관련해한국개발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과
학기술평가원등다양한연구기관들이예비타당성조사와재정사업 평가들을담당

하였으며,�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이 타당성분석을 수행해왔음

◦ 지자체에서도 국비사업,�지방투자심사사업,�민간투자사업 등 다양한 재정사업이
추진되며 전문적인분석정보의필요성이증가하고,�이에대응하기위해전문기관의

지원을 바탕으로 재정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수행하려는 노력이 진행됨

◦ 지자체에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12년부터 설립되기시작함.�2017년 3월 기준으로
전국에 7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가운영되고 있는데,�설립근거,�규모,�그리고주

요 활동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임

‐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근거가 조례에 규정된 3곳(서울,� 부산,� 제주)과

조례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4곳(경남,�울산,�충북,�대구경북)이 있음

‐ 조례상으로는 3곳의 지자체가 동일한 설립목적과 주요업무를 제시하고 있는

데,�이는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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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설립목적 및 근거 설립연도․인력

서울
공공투자
관리센터

○�설립목적:�“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검증 강화를 통한 예산효율성 증대

필요성
��-�타당성조사의 절차 신뢰도 및 수행절차의 내실화를 통한 결과공신

력 제고 요구
��-�재정 및 민자사업의 장래 서울시 재정부담요인 사전저감을 통한

재정건전성 기반 확충

○�주요업무:�1.�타당성조사,�2.�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전 검토,�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적격성 조사 및 그 업무의 지원,�
4.�타당성조사 및 검토 등과관련된 연구ㆍ교육,�5.�그 밖에 시장이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서울특별시조례제5671호,�2014.3.20.,�
� � �제6386호,�2017.1.5.�타법개정)� � �

2012.5

총 22명
소장 1
팀장 4

부연구위원 1�
연구원 15
운영직원 1

부산
공공투자
관리센터

○�설립목적:�서울시와 동일
○�주요업무는 서울시 조례와 동일

※부산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부산광역시 조례-제5274호,�2016.1.1.)

2010.10

총 6명
투자분석위원 2

연구원 4�

제주
공공투자
관리센터

○�설립목적:�서울시와 동일
○�주요업무는 서울시 조례와 동일
○�향후 제주발전연구원이 제주도정을 선도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연구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평가 전담기구 설
치 운영이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제1326호,�2015.8.18.)

2016.10

총 3명
센터장 1

전문연구위원 1
전문연구원 1

[표 3-1]�조례에 규정된 지방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립목적과 근거 및 인력구성

2)�지방의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직면한 문제점

� (1)�연구의 독립성

◦ 조례상에 제시된 주요 업무와 달리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
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예비타당성조사와타당성조사통과를목적으로한지원업

무를 수행하고 있음(송지영,�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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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지자체가추진하는사업에대해중립적인입장에서재정사업분석을수행하기
보다는 지자체의 의도에 맞는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위험이 있음

� (2)�예산 확보의 문제

◦ 조례에의해설립근거를갖추지못한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경우에는운영을위
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음

◦ 지방의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방연구원 내부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신
설조직이며,�규모가 작은 경우 지방연구원 내부에서 예산확보가 어려움

◦ 지방의공공투자관리센터가수행하는사업에대한용역비 형태로예산이지급되는
경우수의계약이어려우므로지방의공공투자관리센터는안정적인예산확보도어

렵고 사업부서에 대한 예산 의존도가 높아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함

� (3)�역할의 모호성

◦ 지방의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재정사업 타당성분석에 전문성을가진 연구기관의 역
할을 기대받고 있음

◦ 그러나,�현실적으로지방의공공투자관리센터가지자체사업부서의계획을보좌하는�
지원기관으로서 기능이 강조되기도 함

‐ 지방의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예비타당성조

사에 대비한 분석이나 지자체의 현안사업 유치,�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역할

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는 지방의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조직일 뿐 아니라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비해 낮은 분석역량을 가진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부서의 보조 혹은 지원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함을 의미

◦ 타당성분석의대상이 되는재정사업의 범위도사회기반시설에국한되는것이아니
라문화,�복지,�교육,�환경등매우다양하며,�경제적타당성분석이외에도정책적

타당성까지 분석을수행해야 되지만 실제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초점을맞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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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설립목적 및 활동 인력현황

경남
공공투자
관리센터

○�공공투자사업에 따른 재정절감 및 국책사업 지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투자수요에 비해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인해 효율적․전문적 예산 집행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증대
��-�재정투자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전검증을 통해 타당성

낮은 사업을 원천 배제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
��-�예비타당성조사에 대비한 전략적 분석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경상남

도의 국책사업 추진가능성을 제고

2014.12

총 6명
센터장 1
연구위원 1
전문연구원 4

울산
공공투자
관리센터

○�현안사업 유치 및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지원
함으로써 지역개발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설립

○�KDI�및 타 시도 공공투자분석센터의 주요 업무로 예비타당성분석,�
SOC분야 재정 및 민간투자 타당성 분석 등 수행

2016.1

총 4명
센터장 1

부연구위원 1
전문위원 2

충북
공공투자
분석센터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지자체 경쟁 심화
○�충청북도의 낮은재정자립도로인해대정부공공투자의존도가높아짐
○�충청북도 국책사업 추진 내실화
○�사업타당성과 지역의 대응

2012.2

총 3명
센터장 1
전문위원 1
전문연구원 1

대구경북
공공투자
평가센터

○�대구시와 경상북도 국비사업의 전문적인 지원 및 지방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대구시와 경상북도 국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인 확보

��-�지방비 사업 및 민자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통해 사업들의 재정적
효율성을 개선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2015.6

총 6명
센터장 1

부연구위원 2
연구원 3

[표 3-2]�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지방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립목적과 인력구성

� (4)�연구인력 확보의 어려움

◦ [표 3-1]에서 살펴볼수있듯,�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제외하고부산이나제주는
조례에 의해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각각�6명,�

3명에 불과함

◦ 조례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4개 지방의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지방연구원 산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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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와 같이 3~6명의 적은 인력으로 구성

◦ 중앙정부의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와 비교해보면 연구 인력이나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

‐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는 1999년 창립한 이래 초기 예비타당성조사 분야

에서 점차 민간투자사업,� 공공투자정책에 이르기까지 그 연구 영역을 확대

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예비타당성조사1팀과 2팀의 인원만도 20명

에 달함

‐ 이와 달리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의 공공투자관리센터

는 연구 인력이 부족하여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타당성분석의 직접 수요자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의존하여

분석 결과의 객관성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 (5)�지방의 공공투자관리센터 문제점 분석 결과의 시사점

◦ 지방의공공투자관리센터를통해재정사업의 전문적·객관적·효율적관리를달성하
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지자체 타당성조사의 위상은 이행 여부만 충족하면 되
는형식적 절차에불과(서울시,�충청북도에서추진 중인 ‘공공투자센터’�역시 마찬

가지일 것임)”라는 감사원의 지적에서 나타나듯이(김난영 ·�조형석,�2012:�47)�지

방의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당시 비관적 입장이 우세했음

◦ 이러한상황에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난 5년 동안 위에서 제시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3)�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특이성

� (1)�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현황 고찰의 필요성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다른 지방의 공공투자관리센터와 비교해서 인력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며 2012년부터 타당성조사,�투자심사,�민간투자사업 업무 등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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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서 많은 경험을 축적해왔음

◦ 이에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립과역할을고찰함은향후지방공공투자관리센
터의 발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또한,�비관적 견해가 제시하듯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활동이 단순히 형식적 절
차만으로운영되는지여부는공공투자관리센터를설립하려는지자체나,�현재작은

규모로 운영 중인 다른 지방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 (2)�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활동 개요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타당성분석대상이 되는재정사업의규모는그총사업비
만을 살펴보더라도 누적금액이 23.84조에 달할 정도로 매우 커서,�서울공공투자

관리센터가 중요 재정사업 투자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재정사업타당성분석관련주된업무는타당성조사,�타당
성검증,�타당성검토가 있음

‐ 타당성조사는 투자심사 의뢰 이전에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대안 등을

검토하는 활동임

‐ 타당성검증은 투자심사 의뢰를 위해 수행한 타당성조사 중 서울공공투자관

리센터 외 타 기관에서 수행한 조사결과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활동임

‐ 타당성검토는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투자심사 의뢰사업에 대한 비용검토

와 수요·공급의 적정성,�경제성·재무성 등의 재분석을 수행함

‐ 절대적 숫자만을 살펴보면 타당성검토 활동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핵심

업무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타당성조사와 타당성검증의 분석 수준이 더 높

음.�이는 타당성검토가 투자심사 위원회의 사업 검토 직전에 제시된 투자심

사의뢰서의 적정성을 개괄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임

ㆍ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 누적사업비는

4조 5,530억 원(28건),�타당성 검증의 누적사업비는 3조 2,604억 원(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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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검토는 15조 6,459억 원(505건)�규모임([표 2-22,�25,�31]�참조)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이 밖에도 [그림 3-1]과 같이 민간투자사업 업무지원 및
고유의 연구사업도 수행하고 있음

‐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연구 사업으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단순히 행

정부의 지원조직이 아닌 연구조직의 역량을 갖추지 않고는 타당성 분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적극적인 연구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연구사업의 수는 크지 않음
‐ 지원 업무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서울공공투자관리센

터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주요 수행업무)

재정사업
(타당성조사･검토･검증)

민자사업
(타당성분석･검증,�업무지원)

연구사업
(각종 지침･규정 개발)

대외업무･인프라 강화
(공무원 교육,�교류･협력)

핵 심 업 무 지 원 업 무

[그림 3-1]�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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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재정사업 투자심사 거버넌스 구조 고찰

1)�재정사업 투자심사 거버넌스 구조 고찰의 필요성

◦ 재정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립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핵심적인 업무는
재정사업 투자의사결정의 핵심인 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 분석 활동임

◦ 재정사업 투자심사의 거버넌스 구조는 매우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지방공공
투자관리센터의 역할 정립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에 의해 도입되어,�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과 투자심사

제도 간 긴장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함

◦ 지방재정법 제1조는 “지방자치단체의재정에관한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
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개입이 상당한 수준임

‐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며(동법 제5조 제2항),�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동법 제5조 제4항)�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음(동법 제5조 제4항)

◦ 중앙정부가지자체의투자심사제도에개입하게된배경에는지자체의역량에대한
비관적 견해가 자리잡고 있음

‐ 1994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정치적 논리에 의해 과잉투자가 발생하고,�전

문성에 근거한 투자심사가 지자체 차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는 주장이 그것임

‐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재정관리 능력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여전히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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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정투자심사제도와 전문기관의 역할

� (1)�재정투자심사제도의 거버넌스:�중앙정부와 서울시를 중심으로

◦ 재정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 및 재원의 효율적·계획적 사용을 목
적으로공공투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임(지방재정법 제37조)

◦ 투자심사기관은이전재원의포함여부,�사업의 주체,�사업의 규모에따라 [표 3-3]
과 같이 상이함

‐ 자치구 사업의 경우 이전재원이 포함된 경우 총사업비가 40~100억 원이면

서울시 투자심사에 의뢰하고,�100억 원 이상이면 중앙 투자심사에 의뢰함

 이전재원이 포함된 경우
�◦�자치구
��� -�총사업비가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자치구 심사 의뢰
��� -�총사업비가 40억 원~100억 원 미만:�서울시 심사 의뢰
���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중앙 심사 의뢰
�◦�서울시
��� -�서울시의 총사업비가 30억~200억 원 미만:�서울시 심사 의뢰
��� -�서울시의 총사업비가 20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중앙 심사 의뢰

 전액 자체재원인 경우
�◦�자치구의 총사업비가 20억 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자치구 심사 의뢰
�◦�서울시의 총사업비가 3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서울시 심사 의뢰

자료:�서울특별시,�2017,�「2017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표 3-3]�재정사업별 투자심사 기관

◦ 이전재원이 포함된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예산이 크게 투입되기 때
문에 중앙정부에서 투자심사를 수행함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확실치 않음

‐ 물론 과도한 지역행사나 차관도입,�문화·체육시설 건축을 중앙정부 입장에서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중앙정부가 이에 대한 투자심사를 수행하여도 지자체의 특성을 충분
히 고려한 후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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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재원이 포함된 경우
�◦�자치구
��� -�총사업비가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서울시 심사 의뢰
���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중앙 심사 의뢰
�◦�서울시의 총사업비가 40억 원 이상인 모든 사업:�중앙 심사 의뢰

 전액 자체재원인 경우
�◦�자치구의 총사업비가 20억 원 이상인 모든 사업:�서울시 심사 의뢰
�◦�서울시의 총사업비가 40억 원 이상인 모든 사업:�중앙 심사 의뢰

자료:�서울특별시,�2017,�「2017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표 3-4]�청사 신축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투자심사 기관

◦ 특히 2013년 지방재정법개정에따라중앙투자심사대상사업을당초 300억 원 이
상신규사업에서 200억 원 이상사업으로기준을변경하면서 2012년에 215건이던

중앙 투자심사가 2015년에는 446건으로 대폭 증가함

‐ 그 결과 중앙 투자심사가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사업을 심사하게 되는 문

제를 초래함.� 2015년의 경우 각� 투자심사별로 100여 건에 가까운 사업을

심사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발생되고 있음

‐ 실제로 지자체의 재정사업들은 지자체 고유의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중앙 투자심사위원들이 지자체의 현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지만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중앙 투자심사 결과에 대한 지자체의 반론 제기권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함
◦ [표 3-5]의 2015년 중앙투자심의 위원회 결과를보면 전체적으로적정판정을받
은사업은 9%밖에되지않으며대부분은조건부(56%)�혹은재검토(16%)임.�특히

서울의 경우 총 28건의 사업 중에서 재검토 사업(50%)의 비중이 매우 높음

‐ 이것은 중앙 투자심사와 지자체의 큰 판단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지자체

는 중앙 투자심사에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중앙 투자심사 사업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갈
등이 존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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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건)

구분 반려 재검토 적정 조건부 합계

강원 2�(5%) 20� (49%) 3� (7%) 16� (39%) 41� (100%)

경기 3� (4%) 28� (37%) 7� (9%) 37� (49%) 75� (100%)

경남 1� (3%) 18� (46%) 1� (3%) 19� (49%) 39� (100%)

경북 - 10� (26%) 2� (5%) 26� (68%) 38� (100%)

광주 - 3� (20%) 5� (33%) 7� (47%) 15� (100%)

대구 1� (5%) 2� (9%) 3� (14%) 16� (73%) 22� (100%)

대전 1�(17%) 1� (17%) 1� (17%) 3� (50%) 6� (100%)

부산 - 11� (32%) 1� (3%) 22� (65%) 34� (100%)

서울 1� (4%) 14� (50%) 3� (11%) 10� (36%) 28� (100%)

세종 1�(33%) - - 2� (67%) 3� (100%)

울산 1� (6%) 4� (22%) 1� (6%) 12� (67%) 18� (100%)

인천 - 3� (38%) 2� (25%) 3� (38%) 8� (100%)

전남 - 6� (21%) 4� (14%) 18� (64%) 28� (100%)

전북 - 13� (38%) 3� (9%) 18� (53%) 34� (100%)

제주 - 3� (43%) - 4� (57%) 7� (100%)

충남 2� (8%) 4� (16%) - 19� (76%) 25� (100%)

충북 - 5� (20%) 3� (12%) 17� (68%) 25� (100%)

합계 13� (3%) 145� (33%) 39� (9%) 249� (56%) 446� (100%)

자료:�송지영,�2017,� “LIMAC의 역할 및 지방 공공투자관리센터와의 협업방향”,�LIMAC

[표 3-5]�2015년 1~4차 중앙 투자심의위원회 결과

◦ 중앙투자심사는 점차강화되고 미승인율도높아지는 것으로나타나고 있음.�[그
림 3-2]에서처럼 미승인율은 2011년 19.8%에서 2015년 35.6%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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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송지영,�2017,� “LIMAC의 역할 및 지방 공공투자관리센터와의 협업방향”,�LIMAC

[그림 3-2]�최근 5년간 연도별 중앙투자심사 실적

� (2)�현 중앙 투자심사제도의 고찰과 지자체 역량강화의 필요성

◦ 앞서고찰한바와같이중앙투자심사가매우엄격하고서울시투자심사보다적정
판정비율이매우낮으므로지자체로서는중앙투자심사대상사업선정기준이문제

가�될 수밖에 없음

◦ 실제로 2016년부터는공유재산가격이총사업비에포함하도록하였기때문에실제
투자비는 적으나 공유재산 가격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중앙 투자심사의 부담

이 증가함

‐ 서울시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공시지가가 높으므로 중앙 투자심사의 부담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큼

◦ 중앙정부의입장에서국비가지원되는대규모사업에대해중앙정부가투자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나,�재원의 구성과 관계없이 사업 성격에 따라 중앙정부가

직접 투자심사를 진행함이 타당한가는 의문임

‐ 이는 지자체가 자체재원을 이용하여 재정사업을 추진할 때 낭비가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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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중앙정부가 이를 통제해야 하며,�통제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음

‐ 중앙 투심을 통해 42%�정도의 사업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다면 지자체에서 타당성이 높지 않은 사업을 추진할 위험성이 높음을 시사함

‐ 하지만 지자체 자체재원을 이용한 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의회,�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이 최종적 책임을 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원칙에 부합함10)

‐ 따라서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중앙 투자심사는 지방분
권강화 추세에 어긋남

◦ 그 외 중앙 투자심사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은 투자심사 위원 구성의 정당성,�
지나치게 많은 수의 사업을 심의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서울시의 경우 투자심사는 서울시 의회에서 진행하고 있으므로 투자심사 절

차의 주민 대표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이와 달리 중앙 투자심사의 경우

중앙정부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중립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이 필수적이나,�중앙 투자심사위원회가 지

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지는 의문11).�또한 투

자심사위원 수가 고정되어 있고 모든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또한 2015년의 경우 4차에 걸친 중앙 투자심사위원회에서 446건의 사업을

심의하고 있는데 투자심사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100건 이상을 심의하는 구

조임.�심사위원의 전문성을 인정하더라도 이처럼 많은 사업을 심사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이처럼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가진한계에도불구하고심사대상사업을줄이려는
노력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사업 의사결정의 자율성

을 줄이는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

10)�지방재정법 제1조(목적)�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11)�현재 중앙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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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입장에서는 중앙 투자심사위원회 대상 사업에 대한 최종 판단이 중

앙정부에 있으므로 사업 판단에 대한 최종책임을 회피하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자체는중앙투자심사대상사업에대한타당성조사를충실하게수행하여중앙
투자심사위원회를 설득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지자체의 재정사업 타당성 분석 역량강화가 절실한 상황임
‐ 서울시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와 같은 연구기관을 갖고 있지만 지방투자사업
관리센터(LIMAC)12)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타당성조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분석 역량 강화가 쉽지 않은 상황임

‐ 지자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중앙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현재 구조

하에서 지자체의 타당성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의 공공투자분석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앙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사업

분석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이원희,�

2017)13)

◦ 또한서울시는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와의 협업체계구축을통해중앙투자심사위
원회의반려,�재검토,�혹은조건부승인사업에대한분석을통해사업계획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3)�LIMAC과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재정립

◦ 재정사업 심사와관련된 복잡한 거버넌스구조중또다른문제는대규모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기관을 중앙정부가 지정하고 있다는 점임

◦ 현행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에따르면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신규사업은행정
자치부장관고시전문기관으로부터타당성조사를받고그결과를토대로투자심

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12)�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이하 “LIMAC”

13)�이원희,�2017,� “LIMAC의 발전방향,�역할의 분화,�전문화 그리고 연계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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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가� 2014

년 12월 설립되었고 2016년 행정자치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LIMAC이 타당

성조사 전문기관으로 선정됨

‐ 2015년 17건,�2016년 32건이 수행되었으며 LIMAC에 의한 타당성조사 수행
이 증대되고 있음(송지영,�2017)

◦ 이제도는중앙정부가투자심사를하는수준을넘어서타당성조사를수행하는전
문기관을 직접 고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예외적인 현상임

‐ 지자체의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지자체의 권한이 아닌 의무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타당성조사 기관까지도 ‘행정자치부장관의 고시’에 의해 결정

되고 있어서 지자체의 재정 및 정책관리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

◦ 지방재정법제37조 제2항의타당성조사는국가재정법에의해규정되고있는예비
타당성조사와 비교해보면 그 문제점이 잘 드러남

‐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결과 역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또한 대상사업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등 절차와 방법,� 공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 이와 달리 지방재정법상의 타당성조사는 그 절차와 방법,�공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전문기관도 오랜 연구경험이 축적된 기관이

아닌 2014년 12월에 새로 설립된 기관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 물론지자체가대규모사업에대한타당성조사를수행할능력이 없다는중앙정부
의 불신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 현실임

‐ 송지영(2017)이 지적하듯 시·군·구 투자심사의 경우 미통과 비율이 1.8%밖

에 되지 않아 실질적인 투자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타당성조사의

신뢰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

‐ 하지만,�타당성조사를 수행할 능력이 특정한 기관에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실제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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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연구기관,�대학,�민간 등에 의해서 수행되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와 같은

지방 공공투자관리센터도 타당성조사 수행능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기 때문임

‐ 만일 중앙정부가 타당성조사 능력을 갖춘 다양한 연구조직 간에 경쟁을 유도
하지 않고 특정 기관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다면 지자체의 재정사업 기획

및 분석 능력을 기르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임

◦ 물론,�LIMAC에 의한타당성조사는현실적으로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대규모재
정사업에 관한 판단의 정확성을 높여주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하지만,�이러한 순기능은 중앙 투자심사 의뢰사업 중 중요 사업에 대한 타

당성조사를 다양한 전문기관이 수행한 후 이 타당성조사를 LIMAC이 검증

하는 역할을 수행해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

◦ 한편,�계획을위한타당성조사가사업추진여부를위한타당성조사로변질될위험이�
있음

‐ 타당성조사는 재정사업 계획수립 단계의 분석 활동임.�LIMAC�타당성조사가
사업추진여부 판단을 위한 제도로 운영된다면 지자체는 타당성조사를 자체

적으로 수행한 후 다시 LIMAC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됨

‐ 만일 지자체가 자체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LIMAC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게 되면 LIMAC은 지자체가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이를 기대할 수는 없음

‐ 결국,� 서울시 입장에서는 사업부서의 자체 계획 수립,� LIMAC� 타당성조사

의뢰를 위한 타당성조사,� LIMAC의 타당성조사,� 중앙 투자심사위원회의 심

사를 거쳐야 함.�즉,�자체적인 타당성조사와 LIMAC의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중 부담을 갖게 되면 시급한 사업의 경우 사업의 지체가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음

◦ 또다른 문제는 경제성분석 계산에서 지자체의 관점과 정부의 관점이 충돌된다는
점임

‐ KDI에서 수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타당성분석은 사회 전체의 관점에

서 진행됨.�하지만 지자체가 수행하는 타당성분석은 해당 지자체의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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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비용과 편익의 귀속이 되는 대상도 해당 지자체의 주민에게 한정해서 분석

할 필요가 있으며(David,� 1979)14),�중앙정부의 사업지원금은 지자체 입장에

서는 비용의 관점이 아니라 수익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지자체에서 주로 수행하는 재정사업의 규모와 유형이 중앙정부와는 상이하

기 때문에 지방에 적합한 타당성조사 분석지침과 이론이 필요함

‐ 따라서,� LIMAC이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타당성분석을 수행할지,� 지자체 입

장에서 사업을 수행할지에 따라 경제성이나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타당성조사 성격이 달라짐

◦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와 같이 타당성조사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연구기관을 갖추고 있음.�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12~2016년 동안 28

건의 타당성조사사업을수행했으며조사사업수행대상은도로,�산업단지,�주거 및

공공 재생사업,�문화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 이런 상황에서 LIMAC에서 수행하는 타당성조사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
행하는 타당성조사가 실질적으로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임

‐ 지방재정법의 취지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

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타당성조사 기관을 중앙정부가 독

점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오히려 타당성조사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방 공공투자

관리센터가 이를 수행하도록 하고,� 타당성조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

LIMAC과 지방 공공투자관리센터가 타당성조사 지침 개발,�연구사업,�그리고�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협의 과정을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대규모사업에대한타당성조사 기관을 LIMAC으로만 지정하지 말고 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와같은지방전문기관도함께참여할수있도록하고 LIMAC은

타당성조사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14)�David,�E,�(1979),�“Benefit-Cost�Analysis�in�State�and�Local�Investment�Decisions”,�Public�Administration�Review,�39(1):�pp.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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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서울시 재정투자사업 관리체계 발전방안

1)�서울시 타당성조사의 성과와 발전방안

� (1)�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이후의 변화와 개선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설립이전에는사업부서주관으로외부전문기관에의뢰하여�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는데,�경제성 B/C�비율이 대부분 1을 넘는 등 조사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타당성조사 관련 매뉴얼이 부재하였고 관리부족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일관성

등이�문제되었음15)

‐ 또한 부실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가 많았고 정책적 시급성 등을 이유로

미흡한 사업계획을 정당화한 경우도 있었음.� 이러한 이유 등으로 사업부서

는 낙관적으로 사업을 판단하여 경제적 B/C비율에 관대화 경향이 있음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이후타당성조사의 일관성을높이기 위해 2012~2015
년 동안 일반행정․산업,�문화체육,�보건․복지,�도로․주차장,�환경․상하수도,�에너지․
보행시설 등 11개 부문의 경제성분석 가이드라인을 개발

‐ 비용 및 편익 추정의 근거를 구체화하여 일관성 있는 타당성조사 기초 제공
‐ 그러나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투자심사분석의뢰서 작성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

◦ 사업부서의 B/C�비율 관대화 경향의 개선
‐ [그림 3-3]과 같이 2012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후 사업부서가 수행

한 타당성조사의 B/C�값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2012년 투심 대상사

업의 B/C�중위값은 1.6이었으나 2016년에는 1.1로 낮아졌음

‐ 또한,�상자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업 간의 B/C�편차도 상당히 줄어

들어 분석의 일관성이 확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15)�서울시가 타당성조사 지침을 개발하고 제시해야 하지만 사업부서나 재정담당관이 이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았음.�2004년에서
2007년까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매뉴얼」을 11개 사업 분야에 대해 만들었지만 편익 산출 방법 등의 객관적
근거나 타당성 부족.�박영민·신창호,�2012,� 「서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제도 개선방안」,�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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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사업부서의 B/C�연도별 변화

◦ 서울시와의 협업을 통한 지침 개발 및 제도 개선
‐ 서울시는 2016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계획을 수립하며 실제 투

자심사 사례 중심의 별도 매뉴얼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와 협력하여 제정

‐ 이 매뉴얼은 기존 개념 및 원리에 입각한 이론 위주의 지침 대신에 유사사

업의 실례 및 실제 수행했던 B/C�분석 사례를 사업분야 및 유형별로 구체

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사업부서에서 활용 편의를 높임

◦ 사업부서 담당자의 전문성을높이기 위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서울시 사업부
서를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사례중심 경제성 분석 강의 및 토론을 진행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분석을 담당하는 서울시 공무원이 매년

바뀜에 따라 교육 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함

� (2)�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발전방안

◦ 사업부서가외부전문기관에타당성조사수행을의뢰하는관행은여전히지속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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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설립된 이후에도 서울시는 [표 3-6]과 같이

여전히 외부 타당성조사 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센터수행 /�총계약건수 9�/�34 6� /�25 4� /�25

자료:�서울특별시,�2016,�“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계획”

[표 3-6]�서울시(본청)의 타당성조사 발주실적 중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수행 건수
(단위:�건)

◦ 사업부서의외부전문기관에대한의존도가높은현상은사업부서 의도에맞는결
과를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보다 외부 타당성조사 기관이 더 잘 제시하기 때문이

라고 볼 수도 있음

‐ 제도적인 문제도 존재.�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타당성조사 수의계약 체결

이 어려운 문제도 존재함

‐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조례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에 포함되지 않아 서울시와 서울공공투자관리센

터는 타당성조사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그 결과 서울시가 타당성조사를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하고자 하여도

공개입찰을 통해야 했음

◦ 2016년부터는이문제를해결하기 위해일정규모의출연금을서울공공투자관리센
터에 지원하며,�이 출연금으로 타당성조사를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일각에서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와 사업부서에 의뢰받아 수
행하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밀접하게 협력하여 타당성조사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도 제안하였으나 이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이 협업 시스템은 외부 전문기관이 타당성조사를 충실히 수행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렇게 수행된 사업부서의 사업이 투자심사 의뢰가 된다면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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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사업 관리에서 사업부서의 역할과 재정 담당부서,�그리고 투자심사위원회가
각자의관점에서사업타당성을독립적으로평가하여재정사업의효율성을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 다양한 검토 단계를 거치면서 사업계획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으며,�재정

사업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임.�영국의 관문심사(gateway� review)도�

이러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음

‐ 비록 현재 외부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타당성조사의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모든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현재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고려하면 충실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 또한,�외부 전문기관과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간의 경쟁을 통한 타당성조사

의 내실화도 이루어지기 어려움

‐ 따라서 현재와 같이 과제선정협의회의 판단에 따라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및 외부전문기관에서 구분하여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에 외부전문기관의 타

당성조사를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

◦ 한편,�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직접사업부서의 의뢰를받아타당성조사를수행하
는 경우에 사업부서의 관점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위험이 있음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조사의 독립성을 견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부

서 예산을 받아 조사를 수행하는 체제에서는 사업부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음

◦ 따라서 2016년 서울시의개선방안에따라출연금형태로타당성조사비용을반영
하고,�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주도하에 서울시 재정관리 담당관과 기술심사담당

관이타당성조사과제선정위원회를통해타당성조사사업을선정하는것은바람직

한 변화임

‐ 다만,� 현재 출연금 수준으로는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적절한 출연금 규모 협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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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타당성검증의 성과와 발전방안

� (1)�타당성검증의 성과

◦ 사업부서는타당성조사가충실히 진행되지않은상태에서 재정담당관에투자심사
를의뢰하게되는경우가많아,�서울시에서는타당성검증제도를도입하여 서울공

공투자관리센터가 이를 담당하도록 하였음

◦ 타당성검증대상이 되는사업은외부전문기관타당성조사용역수행사업으로투
자심사를 의뢰 전에 수행함.�2016년부터는 타당성검증 대상 사업을 명확히 하여

용역발주부서가자치구·투자기관·출자/출연기관사업중시 재원 비율이큰사업

에 대하여 확대 운영하기 시작하였음

◦ 타당성검증은 외부 전문기관이 수행한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 관대화경향이 지
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임

‐ 실제로 사업부서가 제시한 경제성 분석 결과는 69%의 사업이 경제적 타당

성 확보로 나타나고 있지만,�센터 타당성검증 결과에 따르면 10%의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타당성검증은짧은기간동안적은예산으로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관대화 경향을 효율적으로 통제한다는 점에서는 긍정

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검증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의 관대화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

‐ 그 근거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B/C가� 1보다 낮은 사업 233건 중

66%인 154건이 적정 및 조건부 추진으로 판정되고 있음

‐ 즉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타당성검증 단계에서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한 사
업도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어 통과되는 사례가 있어 사업부서는

경제성분석의 낙관적인 편향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유인을 갖지 않음

‐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성이 낮으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여 추진하

게 된 사업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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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타당성검증 제도 발전방안

◦ 사업부서의타당성조사의낙관편향을방지하기위해서는외부전문기관의타당성
조사용역준공 2~3개월 전에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타당성 검증을받도록하고,�

투자심사의뢰서에타당성검증내용을반영하도록 2016년부터제도를개선하였음

‐ 하지만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정책적 고려를 근거로,�경제적 타당성 혹은 재무
적 타당성을 사업추진 여부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

기 때문에,�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증 노력에도 비경제적인 사업

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현상을 막기는 어려움

◦ 또 하나의 문제는 현재의 타당성조사에서 정책적 고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

‐ 타당성조사는 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집중하고 있

는 실정이며 관련법의 검토,�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지역사회 파급효과,�해

당 지역의 상대적 낙후도와 같은 기본적인 정책적 분석이 부족함

‐ 따라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정책적 분석 수행을 위한 적절한 지침을 타

당성조사 수행 기관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타당성조사 수행주체는 정책적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명확히 사업추진 필요성의 수준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함

◦ 이처럼타당성조사를수행할때경제적․정책적타당성 분석을함께수행하면경제
적 타당성이 낮은 사업이라도 정책적 타당성의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면 재정담당

부서가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객관적이고 투명하게운영할수 있을 것으로사료

◦ 궁극적으로타당성검증은사업부서가외부전문기관에의뢰한타당성조사중일정
규모 이상(예를 들어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사업이나 중앙 투자심사 대상사

업을 중심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또한 정책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는경제성판단보다는사업계획 및기술적 검토위주의타당성검증을수행하는것

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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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타당성검토의 성과와 발전방안

� (1)�타당성검토의 성과

◦ 타당성검토는 투자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합리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 의뢰된 사업에 대해 서울공공투
자관리센터 자체 예산을 가지고 수행함

◦ 타당성검토 의견서는 투자심사위원회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투자심사 회의록을 살펴보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이 잘 드러남
‐ 예를 들어 2015년 10월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사업부서
장의 사업 소개를 마치고 나면 위원장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관계자에게

사업검토 의견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음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주로 경제성 분석을 중심으로 타당성 검토 결과를

투자심사위원회에 설명하며,� 이 외에도 사업의 계획이나 설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사업부서가 제출한 사

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경제성 분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계획서에 구

체적인 경제성 분석 결과가 제시되지 않거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검토불가 의견을 제시함

“센터에서는 비용 부분하고 경제성 부분 검토를 했는데요,�비용은 다른 자전거를

설치하는 것에 비해서는 구축비를 많이 절감하셨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절감노력

을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그것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주신 것 같아서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

실 000사업에 대한 어떤 정량적인 분석방법이 아직 나와 있지를 않아서 주로

CVM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사업부서에서 제출하신 내역은 타 시․도,�
A시나 B시에 있는 자료로 근거가 좀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 경제성 부분은 검토불

가�의견을 냈습니다.”�

자료:�000�운영사업 회의록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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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성검토 의견서는 [그림 3-4]와 같이 사업요약,�사업계획의 적정성 분석,�경제
성분석,�종합의견 및 판단근거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3-4]�타당성검토 의견서 예시

◦ 경제적 타당성의 과대 추정 행태 개선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도입 이후 사업부서에서 자체 산출된 B/C는 [표 3-7]
에서처럼 2.53으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산출 B/C의 약 2.9배에 달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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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사업부서의 경제적 타당성 과대 추정의 행태는 존재함

‐ [그림 3-5]는 2012~2016년 동안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검토된 사업의 사업부

서 산출 B/C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산출 B/C를 나타내었음

‐ 45도선은 사업부서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동일한 값을 산출한 것을 의

미하는데,�많은 사업들이 45도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음

‐ 이것은 체계적으로 사업부서의 B/C가�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B/C보다 높

게 측정되고 있음을 의미함

‐ 이 두 기관의 B/C값의 회귀분석 결과도 이 결과를 뒷받침해줌

[그림 3-5]�사업부서의 B/C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B/C�비교

구분 사업부서 자체 산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분석

B/C� 2.53 0.87

자료:�서울특별시,�2016,�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계획”

[표 3-7]�2012~2015년 투자심사 사업 B/C�평균 비교

◦ 그러나 [그림 3-6]에서나타나듯이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타당성검토가시작된 이
후 사업부서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B/C�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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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값을살펴보면두기관의 B/C�차이가 2012년 0.59였으나 2016년에는 0.15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사업별 B/C�차이는 연도별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그림 3-6]�타당성검증 결과 사업부서와 서울공투의 B/C�차이

� (2)�타당성검토 발전방안

◦ 주목할것은타당성검토의견서에해당사업의 정책적판단에필요한다양한측면
들,�특히 주민들의요구,�사업의시급성,�관련계획과의 연관성,�지역낙후도,�사업추

진 의지,�재원조달계획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

◦ 이것은타당성조사단계에서 정책적 분석을제대로수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발생
하는현상임.�지자체의재정사업관리에있어서다양한정책적판단기준들이존재

할수있으며이에대한분석이필수적임에도불구하고이것이타당성조사,�타당성

검증,�타당성검토 단계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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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사업부서에 타당성조사 수행 시 정책적 분석을 수행하고 서울공공투자관
리센터에서는타당성검토 과정에서 사업부서에서 수행한 정책적 판단을 검토하여

투자심사에 반영하는 단계를 고민할 필요.�그러나,�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정책

적검토를강화하면투자심사위원회 의사결정과충돌되는부분이 있기에서울공공

투자관리센터에서투자심사위원회에정보를제공하는역할(Information�Producer)

을�해야 할지,�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역할(Decision�Maker)을 해야 할지는 심도

있는 고민 필요

◦ 타당성검토에서발생하는또다른문제는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과서
울시 투자심사의 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임

‐ 2012~2016년 서울시 투자심사 사업 중 검토의견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었

던 233건의 사업 중 약 66%가�적정 혹은 조건부 추진 판정을 받았음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연구기관으로서 사업 타당성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역할
을수행할뿐투자심사위원회가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견에법적구속력은없음

◦ 하지만,�투자심사위원회와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의견이불일치하는경우투자심
사위원회에서충분한근거를제시함으로써투자심사제도의책임성을확보할필요

가�있음

‐ 지방재정법에서 투자심사 제도를 도입한 것도 재정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목

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투자심사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투자심사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임

‐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재정

부서에서 정책적 판단기준을 미리 제시하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경

제성분석을 하지 않고 사업계획 검토 위주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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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ㅣ�서울시민간투자사업관리체계및발전방안

1_국내외 민간투자사업 현황

1)�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 실적 및 특징

� (1)�추진실적 및 성과

◦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민간투자법이제정된 이후 2016년 12월 말기준약 106조
원 규모(실시협약체결 기준),�699개 사업을추진해오면서재정을보완하고사회

기반시설 적기 확충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편익 증대에 기여하였음

◦ 한편과도한MRG(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Revenue�Guarantee)�지급,�재
정사업 대비 높은 사용료 등에 대한 비판도 병존함

� (2)�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특징

◦ 경제 인프라 중심 민간투자사업 추진
‐ 대상시설을 총투자비 기준으로 보면,�도로사업이 45.0조 원(42.5%)으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철도사업 19.8조 원(18.7%),� 환경사업

14.0조 원(13.3%),�교육사업 10.0조 원(9.5%),�국방사업 6.3조 원(5.9%)의

순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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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건,�억 원)

구분
합계 비중

사업 수 총투자비 사업 수 총투자비

교육 232 100,706 33.2% 9.5%

환경 185 140,360 26.5% 13.3%

도로 90 449,959 12.9% 42.5%

국방 78 62,765 11.2% 5.9%

문화ㆍ관광 42 18,435 6.0% 1.7%

항만 17 61,588 2.4% 5.8%

복지 15 5,079 2.1% 0.5%

철도 15 197,923 2.1% 18.7%

공항 14 8,151 2.0% 0.8%

유통 6 12,585 0.9% 1.2%

정보통신 4 942 0.6% 0.1%

주택 1 220 0.1% 0.02%

합계 699 1,058,713 100.0% 100.0%

자료:�한국개발연구원,�2017.4,� 「2016년도 KDI�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표 4-1]�섹터별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사업 수> <총투자비>

[그림 4-1]�섹터별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 민간제안사업 방식 위주 사업추진
‐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에서 가장 큰 특징은 민간제안사업 비중이�
높은 것임

ㆍ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하고 국가들의 대부분은 민간제안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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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제안 방식 민간투자사업은 129개 사업 약 45조 규모로 총투자비 기준

으로 42.8%를 차지함

(단위:�건,�억 원)

구분
합계 정부고시사업 민간제안사업

사업 수 총투자비 사업 수 총투자비 사업 수 총투자비

교육 232 100,706 232 100,706 - -

환경 185 140,360 123 79,605 62 60,755

도로 90 449,959 42 141,275 48 308,684

국방 78 62,765 78 62,765 - -

문화ㆍ관광 42 18,435 36 13,109 6 5,326

항만 17 61,588 13 52,933 4 8,655

복지 15 5,079 15 5,079 - -

철도 15 197,923 10 134,728 5 63,195

공항 14 8,151 13 7,649 1 502

유통 6 12,585 4 7,495 2 5,091

정보통신 4 942 3 498 1 444

주택 1 220 1 220 - -

합계 699 1,058,713 570 606,062 129 452,652

자료:�한국개발연구원,�2017.4,� 「2016년도 KDI�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표 4-2]�사업추진방식별 사업추진 실적(1995~2016년)

[그림 4-2]�사업추진방식별 사업추진 실적(1995~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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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유도하고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시킨

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민간제안사업은 사업투자의 우선순위를 민간이 결정하게 된다는 문

제점이 있음

‐ 또한 민간제안사업은 재정사업 및 정부고시 사업 대비 사업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ㆍ민간제안사업은 재정사업 및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과 타당성 분석 절차가

상이

ㆍ민간제안사업은 별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적격성조사 시 예

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한 분석방법으로 민간의 분석내용을 검토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정부고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분석(타당성 판단 +�적격성 판단)

민간제안 적격성조사(타당성 판단 +�적격성 판단)

[그림 4-3]�민간제안사업과 재정사업 및 정부고시사업의 타당성 분석 방법 비교

‐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및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 시 업무부담,�결과에

대한 책임회피 등의 이유로 민간제안사업이 선호된다는 주장도 있음

◦ 정부의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호혜적인 정부지원 제도 운영
‐ 1994년 민간투자법 제정 이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정
책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지원정책을 실시

‐ 이러한 민간투자활성화 정책방향은 1999년 및 2008년 두 차례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다 더 공고해짐

‐ 2005년에는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목표로 경제적 인프라에 대한 사업 수요가
낮아짐에 따라 사회적 인프라로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민간투자

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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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더불어 철도시설 등 경제적 인프라에 대해서도 BTL(Build� Transfer�

Lease)방식을 적용함으로써 BTL방식 민간투자규모 확충 노력

[그림 4-4]�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 패키지

‐ 호혜적인 재정지원으로 민간투자자 및 타인자본공여자 입장에서는 위험 대비
높은 수익률을 시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있음

ㆍ시행 초기 수입 보전적인 최소수입보장(MRG)제도를 통하여 민간투자자의

투자위험 전가를 최소화

ㆍ투자원금 보전적인 해지시지급금제도를 통하여 타인자본제공자의 원리금상

환 위험을 대부분 제거

ㆍ민간투자사업 추진 당시 거시환경 악화로 당시의 높은 금융비용을 기준으

로 설정된 수익률 수준을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하는 노력 미흡으로 민간

투자사업의 수익률이 시장 이자율의 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결과

적으로 투자위험 대비 높은 투자수익률을 시현하였다는 비판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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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개발연구원,�2015,� 「민간투자사업 수익률 연구」

[그림 4-5]�국고채 5년 수익률 대비 민자사업 투자수익률 추이

� (3)�최근 민간투자 정책 방향16)

◦ 우리나라정부는민간투자의필요성을깊이인식하고적극적인민간투자활성화와
정책지원을 실시해옴

◦ 우리나라의민간투자사업정책방향은기획재정부가발표하는민간투자기본계획을
통하여 제시되고 있음

◦ 2017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은 최근저성장시대를맞아민간자금을활용한
경기활성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2017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상 주요정책방향은민간투자활성화를통한경
기회복을 위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유인과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

진을 위한 규제완화 및 행정지원 강화임

16)�기획재정부,�2017,� 「2017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을 중심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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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는 1)�민간투자사업 확충,�2)�사업방식 다양화,�3)�민간투자사업 내실
화,�4)�원활한사업추진을위한행정지원강화,�5)�해외시장진출기반마련을위한

국제협력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함

��①�민간투자사업 확충

◦ 도로․철도 등 전통적 SOC�위주에서 벗어나 복지․문화․안전 등 국민편의시설 분야
적극 발굴

◦ 보육·장애인·아동 등복지시설,�공공청사등 27개 시설을 BTL�민간제안중점추진
분야로 선정

��②�사업방식의 다양화

◦ 새롭게도입된 위험․손익분담방식(BTO-rs/a)�본격 추진등신규사업방식활성화
◦ 안성~세종고속도로,�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등 신규 사업방식으로제안된
대규모 사업의 본격적 추진

��③�민간투자사업 내실화

◦ 기존제기되어온 외부 지적사항및 법체계상보완필요사항을중심으로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민간투자사업 법률체계 공고화

‐ 민간투자법령과 기본계획의 법령 체계 부합 여부 등
◦ 민간제안사업예비타당성제도실시,�민간투자사업심의회강화등검증절차강화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신뢰성 제고

‐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고시사업과의

절차적 일관성 확보

‐ 사업추진 단계에서 사업비 증가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규모를 초

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

◦ 전문기관의 공정성ㆍ책임성 제고
‐ 전문기관이 업무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 요구

��④�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 BTL�사업에 대한 통합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보험운영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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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재정사업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음.�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은 보험

가입을 통하여 민간사업자의 사업 리스크를 경감하여 주는 구조임

‐ 이에 따라 재정사업 대비 보험료 지출은 민간투자사업의 VfM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임

‐ 현재 사업별로 각각�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다수 사업들을 통합하여 단일

보험프로그램 가입 가능

◦ 성과평가ㆍ인식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
‐ 기존 사업들의 MRG�조항에 따른 재정부담,�재정사업 대비 높은 사용료 등

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

‐ 부정적 여론의 원인 분석 및 인식 개선
◦ 현장중심 민간투자사업교육확대,�민원 적기대응을위한상담창구운영등주무
관청의 역량강화(Capacity�Building)를 통한 전문성 제고 지원

��⑤�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 국가별 협력 강화를 위한 기체결 MOU�후속조치 이행과 함께 신규 MOU�체결
확대 추진

‐ 일본(2006.5),� 인도네시아(2007.7),� 몽골(2010.7),� 알제리(2012.5),� 베트남
(2012.8),�브라질(2013.6)

◦ 국제세미나 개최:�아시아 민간투자사업 네트워크 세미나 개최
‐ APN(Asia� PPP� Practioners’� Network):� ASEM� 재무장관회의 시(2008년)�

결성된 우리나라 주축의 아시아 PPP(Public-private�partnership)�포럼

◦ ADB,� IDB�등의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외국 공무원 교육 및 세미나 개최 추진

� (4)�2017년 민간투자 추진계획(안)

◦ 2017년 민간투자사업추진규모는 114건,�총투자비기준 37.8조 원 규모로추진할
계획17)

17)�총투자비는 순수민간투자자금 및 건설보조금을 합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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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기준으로는 79건에 5.2조 원 예정
ㆍ이는 2016년 민간투자비 집행계획인 5.8조 원(86건)(BTO� 4.0,� BTL� 1.8)�

대비 다소 작은 규모임

구 분
총투자비1) 2017년 집행2)

사업 수(개) 규모(조 원) 사업 수(개) 규모(조 원)
합 계 114 37.8� (30.8) 79 5.2� (4.3)

<예상 추진단계별³⁾>
�ㅇ�사업지정ㆍ기본계획 7 0.3� (�0.2) 0 -� (� -)
�ㅇ�실시협약체결 19 7.6� (�4.8) 0 -� (� -)
�ㅇ�실시계획승인 7 4.9� (�4.5) 4 0.2� (0.2)
�ㅇ�신규착공 29 5.6� (�4.5) 24 0.5� (0.4)
�ㅇ�공사중(준공) 52 19.5� (16.8) 51 4.2� (3.6)

<추진방식별>
�ㅇ�수익형 63 30.7� (23.8) 43 3.6� (2.8)
�ㅇ�임대형 51 7.1� (�7.0) 36 1.5� (1.4)

<관리방식별>
�ㅇ�국가관리사업 85 34.7� (28.3) 63 4.8� (3.9)
� � �-�국가사업 53 25.9� (22.2) 39 3.4� (2.9)
� � �-�국고보조지자체 32 8.8� (�6.1) 24 1.4� (1.0)
�ㅇ�지자체관리사업 29 3.1� (�2.5) 16 0.4� (0.4)

� �주 1)�2017년 현재 전체사업기간 총투자비 규모(실시협약,�사업계획서,�제안서 기준)

� �� � �2)�2017년도 총투자비 집행 계획(추정),�(� � � )는 건설보조금을 제외한 민간투자비

��� � �3)�2016년 말 기준의 사업추진 상황을 감안한 2017년도 목표 추진단계

자료:�기획재정부 내부자료

[표 4-3]�우리나라 2017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2)�해외 민간투자사업 사례

� (1)�영국의 민간투자사업 사례

� �①�영국 PPP�정책의 변화:�PFI�→�PF2

◦ 영국 재무성은 2012년 5월 새로운 PPP제도인 PF2를 제정함
‐ 과거 영국의 PPP제도는 PFI라고 명명됨
‐ PF2는 ‘A�New�To�Public�Private�Partnership’으로 명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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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 PPP사업에 대한 정부의 출자 등 정부의 지원 강화 및 주무관청이 보다 잘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의 민간 이전 억제

‐ 일부 운영서비스를 PPP�사업범위에서 제외하고 핵심 운영서비스에 대한 계

약의 유연성(Flexibility)�제고

‐ 신규 사업 대상 프로젝트 운영 및 재무정보의 투명성 강화
‐ 민간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 개선
◦ 이러한제도변화를반영한새로운표준실시협약가이드라인(Standardisation�of�
PF2�Contracts(SoPC),�HM�Treasury,�2012)도 제시됨

��②�새로운접근방법:�사업자귀책에의한해지시지급금산정18)방법을시장가격중심으

로 전환

◦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조기종료에 대한 조항
‐ 우리나라와는 달리 사업자 귀책으로 해지 시 해지시지급금이 상대적으로 낮

기 때문에 동 해지권은 최후의 수단(last� resort)으로 간주

‐ 따라서 해지권 행사는 경미한 사항(relatively� minor� defaults)에 대해서는�

자제하고 위중한 사항(the�severest�defaults)에서만 해지권 행사를 권고

‐ 따라서 사업자 귀책 해지 조건은 우리나라와 개념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
으로 이해됨

◦ 해지시지급금의 적정성
‐ 사업자귀책 사유로 인하여 해지되는 경우에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는 이유

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명시함

ㆍ즉 일반적인 사적계약에서는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보상도

없고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18)�SoPC,�23.2�Termination�On�Contractor�Default�중심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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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따라서 사적계약 기준으로는 사업자 귀책 시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는 것

은 합리적이지 않음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PPP사업에서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SPC의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므로 주무관청이 경미한 사항의 위반을 빌미로

사업자 귀책 해지권 행사로 과도한 이익을 수취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의의가 있음

‐ 이에 따라 주무관청이 지불할 해지시지급금의 적정성(지급금액의 적정성)은

정책적으로 주요 이슈가 됨

◦ 시장가치 원칙(Market�Approach)으로 전환
‐ PF2�이전에는 섹터별,�시기별로 다양한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해지 시 해지
시지급금 산정기준이 다양하였음

ㆍ초기 도로사업의 경우 사업자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전 기간(건설기간 및

운영기간)에 걸쳐 해지시지급금이 없었음

ㆍ교도소 사업의 경우 건설기간에 사업자 귀책사유로 해지 시 해지시지급금

이 없었음

ㆍ학교 및 병원사업의 경우 건설기간의 해지시지급금을 민간투자비에서 주무

관청이 부담할 추가비용을 제한 금액19)으로 산정하였음

ㆍ한편 학교 및 병원사업이 운영기간에 사업자 귀책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

는 이후 운영기간의 미래수익가치의 현가로 산정하였음

ㆍ또한 일부사업의 경우에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선순위채무를 보장함

‐ 해지시지급금 시장가치 접근법은 주무관청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더불어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손실 부담을 방지하고자 새로이 도입된 것임

ㆍ주무관청이 해지권을 통하여 과도한 이익을 수취하는 것의 방지도 고려된 것임 �

19)�Capital�Costs� less� rectification�costs



04�서울시 민간투자사업 관리체계및 발전방안 /�111

‐ 이는 또한 대출기관이 해지시지급금에 의존하지 않고 개입권을 통하여 사업

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장치로서 역할을 함

ㆍ과거 도로 및 교도소 사업의 경우 건설기간에 사업자 귀책사유로 해지 시

해지시지급금이 없었던 이유도 대출기관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음

‐ 한편 미래수익가치로 산정하는 것은 방법의 복잡성과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가 합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ㆍ미래수익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실적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움

ㆍ또한 해지로 인하여 주무관청에게 발생하는 추가부담(비용)� 또는 Life�

Cycle�Cost�측면에서 위험부담비용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음

ㆍ그리고 상기방식으로 인한 해지시지급금이 일반적으로 선순위차입금보다

큰 경우가 많아 대출기관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됨

ㆍ즉 대출기관이 불가피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출중단 선언 등으로 해지가

발생하는 경우20)�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은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음

◦ 대출기관의 개입권
‐ 만일 주무관청이 해지권 행사를 통보하는 경우 대출기관은 개입권을 통하여

Workout�계획(Remedy�Plan)을 추진할 기회가 제공됨

ㆍ개입권은 주무관청과 대출기관의 Direct�Agreement21)를 통하여 이루어짐

‐ 대출기관이 개입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출기관은 사업의 권한 및 책임을 모두�

인수함22)

20)� terminations�which�would�otherwise�have�been�avoidable�

21)�an�agreement�creating�a�direct�contractual�relationship�between�a�subcontractor�of�the�project�company�and�
either� the�awarding�authority�or� the�project's� funders.�The�parties� sometimes�call� the�agreement�between�a�
subcontractor�and� the�awarding�authority�a�collateral�warranty.�Key�sub-subcontractors�enter� into�direct�
agreements�(or�collateral�warranties)�with�the�project�company.�Direct�agreements�include�a�right�to�step�in�to�
the�subcontract(step-in� rights).

22)�본 사업 실시협약 제68조(협약해지 시의 효과 및 일반규정)�①항은 “협약당사자는 매수청구권 실행 또는 협약 중도해지에
앞서 위험의 치유 및 대체사업자 선정 등 사업의 계속 수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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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다만,� 이 경우 대출기관은 주무관청이 해지를 선언하고 동 자산에 대한

유통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23)�동 사업을 제3자에게 매각할

권리를 보유하게 됨

�자료:�Revised�from�WB,�ADB�&� IADB(2014:�51)

[그림 4-6]�전형적인 Direct�Agreement�포함 민간투자사업 구조

◦ 사업 재입찰
‐ 해지요건이 발생하고 대주단이 개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주무관청은 대
체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짐

ㆍ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재입찰은 사업이 건설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유통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재입찰을 추진할 수
있음

ㆍ이는 유통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재입찰가격이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인

정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됨24)

23)� if� there� is�no� liquid�market� for� similar� types�of�PFI/PF2�projects

24)� the�price� that�a�Contractor�will�offer� for� the�Contract� is� reasonably� likely� to� represent�a� fair�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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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시장이 존재여부의 판단(Relevant� Test)� 결과 재입찰이 결정되고 재입

찰을 추진하였는데 응찰자가 하나일 경우 재입찰을 자동적으로 무효로 판

단하는 것은 아님

‐ 만일 주무관청이 유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무관청이

재입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음

ㆍ또한 기존협약의 조건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요구서비스 수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등의 경우에도 주무관청이 재입찰을 하지 않

기로 결정할 수 있음

◦ 해지시지급금 결정
‐ 시장가치 기준 해지시지급금의 산정은 상황에 따라 다름
‐ 원칙적으로 재입찰을 통하여 결정된 가격을 공정가치로 보고 이에 상응하는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함

ㆍ즉 최고입찰가격에서 공제분을 제외한 금액25)이 사업자 귀책 해지시지급

금으로 지급됨

‐ 만일 재입찰 시 입찰 참여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는 0으로

볼 수 있음26)

‐ 만일 유통시장이 없거나 주무관청이 재입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 추정액(Fair�Value)을 산정함

ㆍ공정가치 추정액은 전문가들을 통하여 결정함27)

‐ 공정가치 추정은 일반적으로 경상기준으로 이루어짐
‐ 공정가치 추정 시 적용할 할인율은 추정에 사용되는 현금흐름에 상응하는

할인율이어야 함

25)�adjusted�highest�compliant� tender�price

26)� the�market�value�of� the�Contract� is� less�or�equal� to�zero

27)�expert�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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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일반적으로는 Project� IRR(경상)이 사용됨

자료:�4ps�Guidance,� “Protections�-�Local�Authority�PFI�Procurement�and�Contracts”,�PPP�
Programs

[그림 4-7]�사업자 귀책 해지시지급금 결정절차
(Process� for�determining�Compensation�for�Contractor�Default)

� (2)�호주의 민간투자사업 사례

� �①�현황:� (경)전철 PPP�사업

◦ (경)전철 PPP�사업은리스크가크다고인식되고있으며도로사업과는달리확립된
투자모델(재원조달 모델)이 없었음

◦ 민간투자자는일반적인 DBFO(Design�Build�Finance�Operate)모델로추진되는
(경)전철 PPP�사업에서 수요위험을 부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음28)

28)�호주 DBFO모델은 우리나라 BTO모델에 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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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민간사업자는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추가적인 부대사업29)을 요구하
고 있음

◦ (경)전철 PPP�사업의 문제점
‐ 지금까지 여객용 (경)전철 PPP�사업 중 사업성 측면에서 성공한 사례는 찾

아볼 수 없음

‐ City�To�Airport�Rail�사업,�Adelaide�To�Darwin�Rail�Link�사업들은 파산
하거나 법정관리를 거침

ㆍCity� To� Airport� Rail� 사업은 파산 이후 법정관리를 거쳐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짐

◦ 30억 호주달러의 Adelaide�to�Darwin�rail�link�사업은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로
각광받았으나법정관리를거쳐 2010년 미국기업30)에 334백만호주달러로인수됨

‐ (경)전철 PPP�사업은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요금수준이 낮고 수요위험이 커
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어옴

‐ (경)전철 PPP�사업 자금조달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이용요금수준(화

물 및 여객 포함)이 PPP사업의 높은 자금조달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용

료보다 낮기 때문임

‐ 이에 따라 (경)전철 PPP�사업은 중앙정부나 주정부 입장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비유됨

ㆍ특히 BOOT(Build,�Own,�Operate�And�Transfer)방식 사업의 경우 현금

출납기라고 비판을 받고 있음

��②�PPP�사업 정책방향31)

◦ 호주 정부(주정부)는 막대한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수요를 재정으로 감당하기

29)�development� rights�of� train�stations�and�associated�services

30)�Genesee�&�Wyoming(G&W)

31)� Infrastructure�Finance�and�Funding�Reform,� June�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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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

◦ 금융위기이후침체된 PPP�시장환경에대응하여호주정부는 2012년 민간투자사
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함

‐ 자금조달에서 정부지원의 강화
‐ 민간투자사업의 계획기능 강화
‐ 민간투자사업 시장의 유연성 및 효율성 제고
◦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고 있음

‐ 재원조달 가능성도 중요한 문제지만 자금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보다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음

◦ 일부 주정부는 Co-Funding�Model을 도입하여 (경)전철 PPP사업 추진 시도
‐ Co-Funding� Model을 통하여 중앙정부,�주정부 등 다양한 정부자금이 지

원됨으로써 재원조달가능성을 높이고 재원조달 비용을 낮추는 새로운 재원

조달 구조 모색

��③�새로운 사업방식 도입

◦ 과거 인프라 중심에서 운영과 설비투자 중심으로 변화
‐ 과거 BOOT� 방식의 (경)전철 PPP사업 실패 경험 이후 새로운 사업구조로

사업추진

ㆍ건설계약과 운영계약을 분리하고 Co� Funding� 방식을 통하여 정부의 자

금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Risk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함

‐ 과거 인프라 건설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운영과 설비투자 중심의 사업구조로

변화 추진32)

ㆍ과거 건설투자 중심에서 건설과 운영을 분리한 새로운 방식(Unbundling�

Construction-Based�Models)으로 PPP�추진

32)�A�shift� from�assets� to�efficient�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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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PPP�가이드라인)�위험분담구조를 따르지 않고 사업의 특성을 반영
한 사업 특화된(project�specific)�위험분담 구조를 설계하여 사업 추진

ㆍ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위험을 주무관청 추가 부담

‐ 계약내용에서 대출기관이 가진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유연성을�

포함한 운영조건 제시 등을 통해 사업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

확실성에 대한 대처능력을 제고함

ㆍ일례로 주무관청은 자체 판단을 통하여 운영계약을 사전에 종료할 수 있

는 조건을 실시협약에 포함

ㆍ더불어 무상사용기간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참여 등을 바탕으로 기존 사

업 대비 짧은 기간으로 추진

��④�새로운 사업방식 도입 사례:�North�West�Rail�Link�PPP사업33)�

◦ North�West�Rail�Link�PPP사업 개요
‐ 사업비:�83억 호주달러 →�호주 최대 규모 교통 프로젝트

ㆍ또한 37억 호주달러의 Operations,� Trains� And� Systems(OTS)� 계약은

주무관청 입장에서 최대 규모 PPP�계약임

ㆍ총 민간투자금액은 18억 호주달러

ㆍ최근 Sydney�Metro�Northwest로 노선 명칭 변경

‐ 주무관청:�The�NSW�Government
ㆍReliance�Rail�PPP�Project와 주무관청 동일

ㆍ상기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구조의 사업추진으로 보여짐

‐ 민간사업자:�Northwest�Rapid�Transit(NRT)�컨소시엄
ㆍSPC:�OpCo.

33)�Leighton�O’Brien,�“Case�study:�PPPs�in�Australia�:North�West�Rail�Link”,�North�West�Rail�Link:�Operations,�Trains�
and�Systems�Contract�overview�및 Plenary�Group�Website�등을 중심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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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14년 9월 15일 실시협약 체결

ㆍ운영기간:�15년,�2034년 3월 종료 예정(2019년 1분기 운영개시 예정)

‐ 사업구조 및 범위:�3개의 별도 계약으로 구성
ㆍ2개의 D&C� 계약 및 OTS� PPP� 계약34):� Tunnels� and� Station� Civil�

Works(D&C),� Surface� and� Viaduct� Civil� Works(D&C),� Operations,�

Trains�and�Systems�for�36km�of�rapid� transit� service(PPP)�

ㆍOperations,� Trains� And� Systems(OTS)� PPP� 계약:� 시드니 Chatswood�

~� Rouse� Hill� 구간 36km� (경)전철 운영서비스,� 피크 타임 기준 시간당

15회 운영 계획(4분당 1회)

�자료:�Allens,�2015,� “NSW’'s� rail� future�on� the� fast� track”

[그림 4-8]�North�West�Rail�Link�사업의 사업구조도

34)�우리나라 기준에서 D&C�계약이 포함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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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Funding�Model�
‐ 정부와 민간이 금융부대비 및 금융비용을 포함한 총투자비의 50%씩을 각각�
분담하여 자금조달

ㆍNSW�주정부가 건설보조금 계정을 통하여 건설보조금 지원(State�Construction�

Contribution,�SCC).�건설기간 동안 Monthly�Construction�Payments�지급

ㆍ일반적인 자본금 투입일정보다 지연된 자본금 투입 허용.�단,�타인자본 조

달 애로 시 자본금 조기 투입 조항 포함

‐ 투자회수구조
ㆍD&C� Contracts:� 건설기간 동안 지불되는 Monthly� Construction�

Payments와 잔금으로 회수

ㆍOTS�Contracts:�Availability�Payments�Model

‐ 주무관청의 지원:�조건부 부채인수(Conditional�Debt�Paydown,�CDPD)
ㆍ주무관청은 운영개시 2년 후부터 4년까지 선순위차입금의 50%를 일정 조

건 충족 시 차환(Refinancing)하는 구조를 제시함35)

ㆍ즉 사업의 주요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으로 판단되는 때에 선순위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주무관청이 자금을 투입하는 구조임

ㆍ이를�통해 주무관청은 금융비용 절감을 통해 정부지급금 절감을 꾀할 수 있음

ㆍ이는 타인자본조달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지원모델의 하나로 알려짐

(Supported�Debt�Model)

◦ 사업 추진 구조
‐ 주무관청이 요금 결정 및 재조정 권한 보유
ㆍ요금은 시드니 (경)전철 요금수준을 감안해 결정

35)�The�State�agrees�to�make�a�lump�sum�contribution�equal�to�50%�of�the�senior�debt�between�two�and�four�years�
post-construction,�i.e.�when�the�project�has�been�‘'de-risked’'.�The�State’'s�obligation�to�pay�is�subject�to�certain�
conditions�having�first�been�satisfied�and�the�payment�being�allocated�in�its�entirety�to�prepay�outstanding�senior�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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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위험은 주무관청이 부담
ㆍ�요금 수입은 민간사업자가 아닌 주무관청에 귀속

[그림 4-9]�수요위험분담에 따른 Revenue�흐름도

‐ 운영계약에 페널티 및 인센티브 구조 삽입
ㆍ성과 평가 대상:�차량 정시 운행,�차량 청결도,�역사 청결도 및 안전

ㆍ주요 운영성과지표(Key�Operational�Performance� Indicitor)를 실시협약

에 명기:�정시운행률 98%,�이용가능성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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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서울시 민간투자사업 관리체계 분석

1)�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과 특징

� (1)�추진체계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의사업 수행조직은사업부서와민간투자사업관리계획을수
립하고 추진현황을 관리하는 관리부서로 구분할 수 있음

‐ 사업부서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각�개별사업부서임.�예를 들어 경전철

사업의 경우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과에서 담당

‐ 일부 사업의 경우 한시적인 사업담당조직을 통해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기도

함.�예로,�창동아레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동북권 사업반 서울아레나팀이

한시적으로 조직되어 운영 중에 있음

◦ 한편민간투자관리계획수립부서는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의재정관리담당관(과
장급)�내에 투자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음

◦ 민간투자사업의 계획단계,�건설단계,�운영단계에 따라 담당 사업부서가 변동되거
나 이동되기도 함

‐ 경전철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과정에서 교통정책과의 광역교통팀이 담당
‐ 이후 사업자를 선정하여 협상과정에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과에

서 담당하되,�교통요금 및 재정지원 결정사항이 있으므로 교통수요와 요금

의 경우는 교통정책과가 담당하고 재정지원은 재정관리담당관에서 담당

‐ 공사단계에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도시철도사업부에서 담당
‐ 한편,�사업재구조화나 자금재조달과 같은 사후관리는 광역교통팀이 담당

� (2)�추진실적 및 성과

◦ ‘16�하반기민간투자사업현황(서울시,�2016년 말)’에 따르면서울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은 총 22건,�총사업비 6조 2,318억 원임

‐ 기타 개별법(공유재산법 등)� 적용사업은 총 4건(총사업비 2,568억 원)으로

집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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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은초기 일부사업 진행과정에서다양한문제점을노출하기도
하였으나,�기반시설 적기공급과사업효율성측면에서공공에기여한것으로평가

‐ 민간투자사업 추진 초기 사업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제도 미비로 민간투
자사업 추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

‐ 민간투자사업의 적절한 활용으로 市�정책수단의 융통성을 제고
� (3)�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의 특징

� �①�교통시설 위주의 대형 경제 인프라 사업 중심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을 섹터별로 살펴보면 주차장 11건,�도로 7건,�도시철도 4건
으로 대부분 교통관련시설이 추진됨

◦ 이에따라사업규모도큼.�전체 22개사업의총사업비가 6조 2,318억 원이며,�사업
당 평균은 약 2,833억 원임

◦ 특히 주차장사업 11건을 제외할 경우평균사업비는 5,602억 원으로우리나라민
간투자사업평균사업비 1,521억 원,�BTO사업 평균사업비 325억 원대비상당히

대규모임

◦ 또한현재추진을준비중인민간투자법적용민간투자사업은총 13건,�총사업비는�
12조 4,831억 원임.�평균 사업비는 9,602억 원으로 기존 사업(주차장 사업 제외

기준)�대비 1.9배로서 지속적인 대형사업 위주의 사업추진이 진행

(단위:�건,�억 원)

구분 총계 도로 도시철도 주차장

사업건수 22 7 4 11

총사업비 62,318 24,798 36,820 700

[표 4-4]�서울시 민간투자법 사업 분야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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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평균은 주차장사업 제외 기준

[그림 4-10]�서울시 민간투자법 사업 연도별 추진 현황(고시일 기준)

� �②�민간제안사업 중심 사업추진

◦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은 총 22건 중 2건을 제외하고 모두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됨.�2001년 수도권 9호선 이후에는 정부고시사업 추진실적은 전무함

‐ 기타 개별법(공유재산법 등)�적용사업은 총 4건 중 2건이 민간제안방식으로

추진됨

◦ 이는우리나라민간투자사업민간제안사업비중 43.5%를볼때상대적으로과도
한 쏠림으로 사료됨

◦ 이에따라안정적인 민간투자사업이추진되지못하고연도별민간투자사업규모변
동이 큼

��③�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중심 추진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22건이 BTO�방식으로 추진됨
‐ 기타개별법 민간투자사업도 BTO�또는 BOT�방식으로 추진
‐ BTL(Build�Transfer� Lease)�방식은 市가�직접 수행한 경우는 없고 市교육

청에서 학교 BTL�형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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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 수(건) 총사업비(억 원)

합계 공사중 보류중 운영중 협상중 합계 공사 중 보류 중 운영 중 협상 중

민간투자법 22 4 1 15 2 62,318� 21,817� 1,538� 20,197� 18,766�

BTO 22 4 1 15 2 62,318� 21,817� 1,538� 20,197� 18,766�

기타개별법 4 - - 4 - 2,568� - - 2,568� -

BOT 3 - - 3 - 2,021� - - 2,021� -

BTO 1 - - 1 - 547� - - 547� -

총합계 26 4 1 19 2 64,886� 21,817� 1,538� 22,765� 18,766�

자료:�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 내부자료

[표 4-5]�서울시 사업방식별 민자사업 실적

◦ 이는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 중 BTO�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이 투자비 기준 70%,�
건수기준 34%인 점을감안할때사업방식의다양성이부족한것으로판단.�따라

서 사업방식 다양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BTO�방식 > �<�BTL�방식 >

� �

� �

� �주:�실시협약 체결 기준

자료:�한국개발연구원,�2016.3,� 「2015년도 KDI�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그림 4-11]�우리나라 사업구조별 민간투자 실적(1995~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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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주요 이슈

� (1)�지난 연구에서 제시된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이슈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별 관리
방안 연구36)에서는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주요 이슈를 아래와 같이 제시

‐ 최소운영수입 보장,�사용료 등 민자제도 특성으로 인한 이슈
‐ 사업관리 과정에서 공유재산법으로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표준화된 실시협

약이 없고,�이를 지원하는 전담부서가 없으며 잘 정비된 추진절차가 없다는

점 등의 이슈

ㆍ위 이슈에 대해서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개소 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자문을 수행하고 서울시 내부에 계약심사단 발족 등을 통

해 일부 해소된 것으로 판단

‐ 추가로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의견조사를 진행하였고 민자사업 시행 초기

참조할 수 있는 정보 부족,�전문지식 및 전문가 부족 등의 애로사항을 지적

‐ 기타 2014년 당시 서울시 민자사업의 최근 이슈를 정리하였는데,�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MRG가� 포함된 민자사업의 재구조화(지하철9호선,� 우면산터

널 등),�협상 중인 대규모 민자사업 등으로 제시

� (2)�서울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최근 이슈

◦ 타지자체경전철민자사업의경우는수요부족,�파산및해지요청등각종논란이
끊임없이 야기되는 중에 최근 서울시는 우이신설 경전철을 2017년 9월 개통 예정

으로 향후 수요예측 등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또한,�서울시는서울아레나문화복합시설,�잠실운동장국제교류복합지구,�SETEC�
일대 복합개발,�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음

36)�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별 관리 방안 연구(서울연구원,�201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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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정책방향

� (1)�개관

◦ 상위법령을 기반으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와 매년 발표하
는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실무지침」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업무 수행

◦ 시재정여력이부족한상황이므로민간의자금과창의를활용하기위하여 신규민
간투자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정책방향으로 제시

‐ 다만 경전철,�태양광 등 일부 사업에 한정해 사업 추진
‐ 예산 배정의 제약으로 민간투자가 절실한 사업부서 중심으로 추진
◦ 초기 추진사업의 다양한 현안발생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대한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최근 제도 개선사항

◦ 2007년 4월 17일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제정
◦ 조례개정(2012.1.5)을 통해재정계획 심의 및시의회동의대상을 ‘市�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모든 민간투자사업’으로 확대하여 관리 근거 마련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 검토를 통한 사업 타당성 검증 강화(2012년 5월)
◦ 市�재정부담을수반하는모든민간투자사업은민간투자법상절차에의해추진,�합
리적 계약관계 정립을 위한 계약제도 종합개선 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460호,�

2012.9.12)

◦ 2014년 3월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및 시행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2014.11.28)에 따라 기획재정부 심의 비대상 민
간투자사업에 대해 행정자치부 투자심사 도입

‐ 행정자치부 투자심사 대상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기준
ㆍBTO�사업:�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 2,000억 원 미만이면서 민간자본 외에�

국비 또는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

ㆍBTL�사업:�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이면서 민간자본 외에�

국비 또는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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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7월 서울특별시민간투자사업실무지침을개정ㆍ배포하여민간투자사업추
진절차�개선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개정(2015.7.30)
‐ 민간투자사업 대상범위 확대 (제2조)
‐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4조)
‐ 민간투자사업의 시의회 동의 (제7조)
‐ 준공된 시설에 대해 사용료 최초결정 및 요금인상 전 시의회 의견청취 (제8조)�
:�사용요금 최초결정 시 최초요금 징수 시작 60일 전에 시의회 의견청취 의무화

ㆍ시의회와 협의를 규정화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 민간투자사업의 시의회 보고 (제9조)

4)�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투자사업 지원업무 현황

� (1)�기관 개요

◦ 서울시는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서울공공투
자관리센터를 두어 재정사업 및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소장 이하 기획팀,�조사1팀,�조사2팀,�조사3팀으로 구성
되어 있음

◦ 민간투자를담당하는별도의 전문팀은없음.�조사팀 연구인력들이 민자사업 업무
를 수행하고 있음

‐ 민자사업 업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현안과제가 발생

할 때 수행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기본계획에 의거,�서울공공투자관리
센터는 민간투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주요 업무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전 타당성검토 및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협

상대행,�자금재구조화 검토 등의 업무 지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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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지원 업

무는 ①�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와 같은 민간투자사업 추진 전 의사결정

단계에서의 지원 업무,�②�실시협약 검토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실시협

약 지원 등의 민간투자사업 추진단계에서의 지원 업무 등이 있음

ㆍ2015년에는 제3자 제안공고문(시설사업기본계획 포함)에 대한 서울공공투

자관리센터의 사전검토 업무가 추가됨

◦ 2016년 7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전문기관 지정(민간투자기본계획,�기
획재정부)

‐ 서울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을 포함해 총 14개 기관(공공기관 8개,�지방연

구원 6개)이 전문기관으로 지정

� (2)�민간투자 업무실적 및 성과 평가

◦ 2013년 이후 매년 평균 7건 정도의 민간투자사업 검토 수행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개소 이전 서울연구원 연구부서에서 매년 1~2건의 업

무를 수행한 점에 비추어 민간투자업무 지원 활성화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다양한민간투자사업업무지원을통하여 서울시재정효
율성 및 업무역량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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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서울시 민간투자사업 관리체계 발전방안

1)�서울시 재정운영 측면에서 민간투자사업 관리

� (1)�서울시 재정운영 계획37)

◦ 서울시는계획성있는재정운용을위하여매년 5회계연도이상의재정여건및규모
를 전망하고 분야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함

‐ 서울시는 중기재정계획을 지방재정법상 예산편성·심의,� 투자심사 등 중장기

적으로 전략적·합리적 재원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

‐ 현재 중기재정계획은 2017~2021년을 대상으로 수립되어 있음
◦ 중기재정계획상 서울시 세입의 신장률은 하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경제성장률은 계획기간 중 연평균 3.0%�수준으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주민세(종업원분)의 안정적 신장이 예상되나 조선업 사태,�비관적 장기전망결

과 등을 고려할 때 신장률 하향 전망

‐ 재산세,�취득세,�등록세 세입과 상관관계가 높은 부동산 가격은 단기적으로

상승추세이나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연동한 저신장 예상

◦ 한편,�중기재정계획상 세출은 아래의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소요
‐ 찾아가는 복지 기반의 지역복지공동체 완성으로 시민 누구나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의료 환경 실현

‐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 취약성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선제적이고 종합

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 미래 유망‧특화산업 육성,�상생과 동반성장의 경제 실현 및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확대

‐ 역사문화 유산의 체계적‧효율적 보존과 활용을 통한 역사문화도시 구현
‐ 대기질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시민과 함께하는 생태도시 조성

37)�서울특별시,�2016,� “2017~2021년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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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중심 도로‧교통환경 구축으로 걷고 싶고,�걷기 쉬운 보행친화도시 구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시기 도래에 대비한 재정적 대응
◦ 종합적으로 중기재정 운용방향은 재정건전성 강화 및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
한 것으로 계획

‐ 복지수요 등 지출부담 증가,�성장잠재력 둔화,�세수증가 둔화 등 대내외 재
정여건에 대비하여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

‐ 재정수요의 증가를 적정수준에서 조절하고 불가피한 재원은 기존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 (2)�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필요성

◦ 서울시는민간투자사업을통하여민간의자금과기술력을활용하여재정운용의유
연성(flexibility)을 확보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

◦ 한편,�우리나라민간투자제도는전세계적으로성공적인모델로평가되지만,�지방정
부�차원에서는 투자환경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평가

‐ ADB는 우리나라를 민간투자사업 투자 환경 전체에서 세계 3위로 평가
‐ 그런데,�지방정부 환경은 6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관리체계 보완 필요

구분 전체 법·제도 시스템 사업경험 투자환경 금융시장 지방정부

점수 71.3 78.1 75.0 68.8 54.2 88.9 50.0

순위 3 3 3 4 5 3 6

� �주:�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참고로 전체 순위 1위 호주,�2위 영국,�4위 일본,�5위 인도 등

자료:�The�Economist� Intelligence�Unit,�2015,�Evaluating�the�environment� for�public-private�
partnerships� in�Asia-Pacific,�The�2014� Infrascope

[표 4-6]�ADB�민간투자자 환경 평가(2012)

◦ 그런데,�서울시의 과거 민간투자실적을 살펴보면 대규모 교통사업을 중심으로 민
간제안방식으로추진되어연도별투자규모가차이가큼.�즉,�재정운용측면에서 민

간투자사업의 안정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서울시 SOC�투자 대비 민간투자 비중은 2014년까지 5%�내외의 비중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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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에는 강남순환도로,� 우이신설경전철의 건설 투자비 투입으로 인해

10.4%로 비중이 급격히 높아짐

(단위:�억 원)

연도 SOC�총투자1) 민간투자2) 민간투자 비중

2010 59,012� 2,583� 4.3%

2011 47,401� 2,583� 5.1%

2012 50,993� 3,157� 5.9%

2013 59,728� 2,445 4.1%

2014 59,132� 2,629 4.4%

2015 53,943� 5,621 10.4%

주 1)�서울특별시,�2010~2015,�“서울시 세입세출 예산총괄표”�세출예산 중 수송 및 교통,�국토 및 지역개발 합계

�� �2)�기획재정부,�2010~2012,�“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서울시 추진실적

[표 4-7]�서울시 SOC�투자 대비 민간투자 비중

◦ 따라서 서울시 재정운영 측면에서 재정여건,�대내외 리스크 확대 등을 감안하여,�
민간 협력을 창출하여 향후에도 민간투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관리할 필요

‐ 경직성 지출의 증가,�다양한 지출 수요 등으로 어려운 재정여건과 변화하는

경제․금융 상황을 감안하여 지속적이고 내실 있게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합리
적 선택

2)�서울시 민간투자사업 관리체계 발전방안

◦ 상기국내외민간투자사업현황분석및정책방안,�해외사례연구및서울시민간투
자사업분석 결과를바탕으로다음과같이서울특별시 민간투자관리체계발전방

안을 도출함

◦ 서울시의 민간투자사업 관리체계 발전방안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체계
구축 및 민간투자사업 내실화 방안을 제시함

� (1)�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체계 구축방안

� �①�적정규모 관리기준 도입

‐ 민간투자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재정관리 측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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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효율성 측면 모두에서 바람직함

ㆍ또한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의

관심 및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됨

ㆍ투자사업을 적기에 시행함으로써 서울시민의 후생 제고 가능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총투자 대비 일정비율을

관리목표로 설정하는 방법과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비율을 관리목표로 설정

하는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1안:�총투자 대비 일정비율을 관리목표로 설정
‐ 과거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 관리방안으로 총투자 대비 민간투자의 기

여도를 관리목표 항목으로 해 성과를 관리함

자료 1)�기획재정부,�각�연도,�“국가재정운용계획”

�� � � �2)�기획재정부,�각�연도,�“민간투자성과평가”

[그림 4-12]�총투자 대비 민간투자 비중 실적

◦ 2안:�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비율을 관리목표로 설정
‐ 민간투자사업은 적정 사용료 수준 유지 및 민간투자자의 투자비 회수를 위

하여 보상비 부담,�건설보조금 지급,�MRG�보전 등 주무관청의 재정소요를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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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민간투자분야 재정부담

관리기준으로 2%�Rule을 설정함

(단위:�조 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BTO�사업 1.4 1.6 1.8 1.9 2.0

BTL�사업 0.9 1.3 1.6 1.8 1.8

합계(A) 2.3 2.9 3.4 3.7 3.8

예산순계(B) 303.2 316.2 333.3 344.2 359.0

A/B1) 0.8% 0.9% 1.0% 1.1% 1.1%

주 1)�예산순계:�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비특별회계

[표 4-8]�국가재정운용계획 민간투자사업 예산 소요 전망

(단위:�조 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BTO�사업 0.9 1.1 1.2 1.3 1.3

BTL�사업 0.1 0.4 0.6 0.7 0.7

합계(A) 1.0 1.5 1.8 2.0 2.0

예산순계(B) 225.9 236.7 251.4 259.9 272.2

A/B1) 0.4% 0.6% 0.7% 0.8% 0.7%

주 1)�예산순계:�중앙정부+지방정부+교육비특별회계

[표 4-9]�국가재정운용계획 민간투자사업 중앙정부 국비 소요 전망

‐ 민간투자사업을 중앙정부·지방정부 세출예산(순계)의 2%를 넘지 않도록 관

리함으로써 장래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최대한 정부재정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제시

ㆍ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A/B)을 예산순계 2%�이내 관리

� � �재정부담(A):�MRG,�건설보조금,�용지비,�BTL정부지급금

�� �예산순계(B):�중앙정부 +�지자체(교육비특별회계 포함)

‐ 2%� Rule은 일종의 Golden� Rule로서 민간투자사업 선진국인 영국의 기준

을 원용한 것임

ㆍ영국의 2%룰 설정 이유는 장래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최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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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정의 유연성을 확보(maximum� flexibility)할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정부세출예산의 2%가�적당하다고 본 결과임

◦ Obviously,�Government�could�have�set�the�level�at�3�or�4%�but�decided�
that�2%�was� the�appropriate� level.

◦ They� represent� very� little� threat� to� the� flexibility� of� Government�
budgets�and�a�small�commitment�of� future�revenue.

◦ Government�decided�on�2%�for�reasons�of�maximum�flexibility.
자료:�Partnership�UK

‐ 따라서 향후 민간투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세

출예산의 일정범위 내에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도록 관리하는 방법임

◦ 적정규모 관리기준 추진체계 구축
‐ 위에서 제시한 총투자 대비 일정비율의 민간투자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과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관리기준을 도입하는 두 가지 접근방법 중 서울시에

적합한 방법 검토

ㆍ재정부담 관리기준을 순세출뿐만 아니라 서울시 재정운용 목표 및 특성을

감안하여 총투자 등 다양한 지표 검토

‐ 수립된 관리방안에 따른 중기 민간투자목표 및 계획을 포함하는 서울시 민

간투자기본계획의 작성

ㆍ기존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실무지침」보다는 보다 전략적인 정책방향

과 추진방향을 제시

ㆍ다만,�기획재정부 민간투자기본계획이 단기계획으로 정책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큰 바,�중기재정운용계획과 동일한 목표기간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방안으로서 사업 발굴 방안 및 정부고시

사업 활성화 방안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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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다양한 사업방식을 도입하고 사업특성에 맞는 위험분담방식의 제시도

적극 검토

��②�민간투자 우선검토제도 확대 시행

‐ 서울시는 현재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법 재2조)의 민간투자사업은 반드시 민

간투자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행정1부시장

방침 제460호,�2012.9.12)

‐ 민간투자 중점추진분야를 선정하고 민간투자사업 우선검토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발굴로 안정적인 민간투자사업 추진

‐ 서울시는 이를 통하여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및 재정운용의 신축성 제

고 가능

◦ 민간투자 우선검토제도 확대 추진체계 구축
‐ 민간투자로 추진이 필요한 우선검토 대상시설을 사전에 선정하고 사업부서

에 고지

ㆍ우선검토 대상시설별로 허용하는 사업추진방식도 제시

‐ 한편,� 사업부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이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민자 가능성 검토를 불필요하게 함으로써 사업 지연과 비효율성을 막는 부

수효과도 있음

ㆍ공공성이 높고 기존 사용료 수준으로는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은 민

간투자방식의 사업추진이 바림직하지 않을 수 있음

ㆍ즉 시민부담의 최소화 및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우선되는 시설의 경

우 민간투자 검토는 사업추진의 지연 유발

‐ 우선검토 대상시설사업은 사업규모 등 특성에 따라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정

량적 또는 정성적 민간투자적격성판단을 실시

ㆍ과도한 업무추가로 인한 비효율성을 감안하여 현재 KDI가�시행하는 민자

적격성 조사와 단순화된 정성적 민자적격성 조사를 사업별로 실시

ㆍ세부추진방안에 대하여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가이드라인 수립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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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대상 분야 확대 및 핵심사업 발굴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은 교통 인프라에 치우쳐 추진되었음
‐ 영국 등 민자 선진국들의 민간투자사업은 교통시설 중심이 아닌 학교·병원·

복지시설 등 생활기반시설 중심으로 다양한 시설에서 활용되고 있음

ㆍ1992~2012년 영국 PFI�투자실적은 약 547억 파운드

ㆍ주무관청별로는 Department�of�Health가�약 116억 파운드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Ministry�of�Defence가�약 91억 파운드의 실적을 보임

ㆍ반면 PFI�프로젝트 추진 건수 측면에서 교통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4%�

수준으로 미미함

주무관청 추진 건수 추진금액(£�million)

Department�of�Health � �118 11,614.30

Ministry�of�Defence � �46 9,131.50

Department� for�Education � �166 7,731.10

Department� for�Transport � �62 7,349.40

Scottish�Government � �85 5,692.80

Department�for�Environment,�Food�and�Rural�Affairs � �28 3,843.80

Department� for�Communities�and�Local�Government � �64 2,240.50

Northern� Ireland�Executive � �39 1,999.80

Department� for�Work�and�Pensions � �4 1,085.70

HM�Revenue�and�Customs ��8 862.1

Home�Office � �25 850.8

Ministry�of� Justice � �23 798.6

Welsh�Assembly � �24 543.4

Department� for�Culture,�Media�and�Sport � �17 348.9

GCHQ ��1 331

HM�Treasury � �1 141

Foreign�and�Commonwealth�Office � �2 91

Department� for�Business,� Innovation�and�Skills � �1 21.8

Crown�Prosecution�Service � �1 18.2

Cabinet�Office � �1 12

Department� for�Energy�and�Climate�Change ��1 4.4

Total 717 54,712.1

자료:�영국 재무부(HM�Treasury),�2013,� “UK�Private�Finance� Initiatives�Projects”

[표 4-10]�영국 주무관청별 PFI�프로젝트 추진 실적(1992~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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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철도 등 전통적 경제 인프라 위주에서 벗어나 향후 세출이 늘고 있는

복지․문화․안전�등 사회적 인프라로 확대하고 해당 분야 사업 적극 발굴 필요
◦ 추진체계 구축

‐ 교육 및 보육·장애인·아동 등의 복지시설,�공공청사 등을 중심으로 중기재정

계획의 세출분석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 중점추진 분야 선정

ㆍ대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시설 확충 중점 추진

ㆍ복지취약 지역 중심으로 공공 복지시설 확충

ㆍ교통중심지에위치한청사를활용하되수익성제고를위해 업무복합시설로추진

‐ 노후시설의 안전보강을 위한 개량사업에 민간투자사업 방식 도입
‐ 새로운 분야의 시설사업 확대에 대응하여 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사

업방식 적극 도입

ㆍ사업방식은 사업의 우선순위·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의 참여도를 감안.�

즉 시급성이 높거나 예산부족 등 사업지연 우려가 있는 분야는 BTL�사업

추진 적극 검토

ㆍ대상사업별 사업방식 결정을 위한 사업방식 선정기준 검토

ㆍ개량사업의 경우 기존의 신규사업 추진방식과 별도의 사업추진방식 도입

‐ 새롭게 도입된 위험․손익 분담방식 및 BTL�방식의 적극적 추진 검토
ㆍ기존 고위험-고수익 방식(BTO사업)과 저위험-저수익 방식((BTL사업)에 추

가하여 중위험-중수익 방식(BTO-rs/a)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외연 확

대38)39)

‐ 다양한사업방식을통하여섹터별,�개별사업별특성에가장적합한사업추진가능

38)�BTO-risk�sharing(위험분담형)은 주무관청과 민간이 사업위험을 분담하여(사업성격에 따라 분담비율 조정)�고수익․고위험
BTO사업을 중수익․중위험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임

39)�BTO-adjusted(손익공유형)는 주무관청이 최소사업운영비(민간투자비의 70%,�민간투자비의 30%�이자,�운영비)만큼 보전하고
초과이익 발생 시 민간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저수익-저위험 방식 BTL사업을 중수익․중위험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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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새로운 사업방식(BTOrs,�BTOa)�투자구조 예시

실시협약 사례 １ 사례 ２

실제운영수입이
'연간시설투자비+운영비‘에

미달 시

실제운영수입이
‘연간시설투자비+운영비’를

초과 시

정부 이익 10
민간 이익 10

실제 수입 120

100

(연간 시설투자비
+�운영비)

※�정부:민간=5:5�
분담 가정

정부 손실 20

민간 손실 20

실제 수입 60�

[그림 4-13]�BTO-rs�실제 운영수입에 따른 정부․민간 부담액 예시

실시협약 사례 １ 사례 2 사례 3

실제운영수입이
‘최소사업운영비’에

미달

실제운영수입이
(최소사업운영비+�
미보장투자원금)에

미달

실제운영수입이
(최소사업운영비+�
미보장 투자원금)을

초과

정부 이익 14

민간 이익 6

실제 수입 120

미보장 투자원금 30�
(민간부담)

민간 손실 30�
민간 손실 20

실제 수입 80

최
소
사
업
운
영
비

최소사업
운영비 70

(정부보전)

정부 손실 10� �

실제 수입 60

[그림 4-14]�BTO-a�실제 운영수입에 따른 정부․민간 부담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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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민간투자사업 내실화 방안

� �①�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재정계획심의위원회)�심의 기능 강화

‐ 현재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제4조에 근거해 재정계획심

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

ㆍ주요 기능으로는 1)� 민간투자사업 대상지정(안)� 및 제3자 공고(안)� 심의,�

2)�실시협약(안)�및 사업시행자 지정(안)�심의,� 3)�기타 민간투자사업 심의

가�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심의 강화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재정부담 최소화 필요

ㆍ부실한 수요 예측 및 사업 운영 등으로 인해 MRG�지급 및 사용료 과다

부담 등 초래

ㆍ서울시 민간투자사업 MRG� 지급금은 우면산터널 660억 원(479억 원 지

급)(노선버스 할인 지원금 포함),�도시철도 9호선 1,790억 원(무임 지원금

포함)임

ㆍ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부처 요구·민원 등에 따라 노선 변경,�정

류장 추가 등 총사업비 증가 사례 빈발

◦ 추진체계 구축
‐ 서울시 민간투자기본계획의 승인
‐ 사업추진 단계에서 사업비 증가 사업 심의 의무화
ㆍ심의결과 필요 시 타당성 재검토 실시 규정 명문화

‐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심의 강화
ㆍ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서울시 대안 심의

ㆍ서울시 대안에는 통행료 인하 등 합리적인 요금체계 검토를 필수 요소로

제시

ㆍ협약 대비 수요 미달사업의 수요 증대 및 수입 확대 방안 심의(운영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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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민간투자사업 재원조달 관리감독 강화

‐ 서울시의 민간투자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때보다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경우(민자적격성 확보)에만 추진

[그림 4-15]�VfM의 산정구조

‐ 민간투자사업의 단점 중 하나는 재정사업 대비 자금조달 비용이 높은 것임
ㆍ이에 따라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재정사업 대신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논쟁 및 비판이 자주 제기되고 있음

ㆍ또한 높은 자금조달비용은 VfM의 크기를 낮춤

‐ 따라서 재정투자사업과 민간투자사업 간 재원조달 효율성 제고가 필요
ㆍ이를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비판에 적극 대응 가능

◦ 추진체계 구축
‐ 사업타당성 검토단계에서부터 자금조달조건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층적인 분석
ㆍ금융비용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조달구조

변경 등 방안 검토

ㆍ필요 시 영국,�호주 등을 벤치마킹하여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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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금조달 구조

민간
투자
금액

타인자본
(80%)

선순위
55~60%

후순위
20~25%

자기자본
(20%)

CI�2%

FI�18%

� �

개선 구조

타인자본
(85%)

SOC채권
35%

선순위
35%

중순위ㆍ후순위 15%
(공공펀드 7.5%)

자기자본
(15%)

공공펀드 7.5%

CI�7.5%

[그림 4-16]�금융비용 인하를 위한 자금조달 구조 변경방안(예시)

�

‐ 창의적인 재원조달 방안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도입을 통하여 자금조달 비용

최소화 유도

‐ 실시계획 승인 시 자금조달조건 등의 검증을 강화하여 사업추진 단계에서

분쟁․소송 유발요인을 사전 제거
‐ 민간투자법으로 추진 시 재원조달에 제약이 있거나 소규모 사업은 민간투자

법이 아닌 공물법 등 타 법률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 추진

ㆍ자금조달 비용 절감 및 조달원 확대를 위한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방식 검토

‐ 경쟁적 협의를 활용한 사전 금융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경쟁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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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Mini-perm�금융

◦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은행의 장기 대출 기피 및 ALM�이슈등으로유
럽의 프로젝트 금융 대출기관들은 대출 기간을 축소함

◦ 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 위해영국,�호주,�벨기에등에서는 PPP�프로젝트자금
조달을 위해 Mini-perm�금융을 통한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함

◦ �Mini-perm�금융은 초기 대출금의 대출기간을 단축하고 만기 도래 시 자금재
조달을 하는 구조임

◦ 일반적으로 대출만기보다 기간이 긴 PPP�프로젝트는 금융위기 이후에 자본에
대한더높은 이자비용을감당해야했는데,�Mini-perm�금융방식은이러한자

금조달 어려움을 극복하는 획기적인 대안이 되었음

‐ 이는 자금공여의 가능성 제고와 일반적인 장단기 금리 구조(Term�

structure�of� interest)에 따른 조달비용 하락의 장점이 있었음

◦ Mini-perm�금융의 경우 Refinancing�Risk의 부담 주체가 주요 이슈임
‐ 즉 Refinancing�Risk를 민간에서 부담할지 아니면 정부가 부담할지 또는

제3의 기관(예,�산업기반신용보증)에서 부담할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나 위험 분담 차원에서 정책 방향 수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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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ㅣ�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역할과발전방안

1_논의 배경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12년 5월에 설립하여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체계에
있어 많은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재정사업 분야에서는 서울시 투자심사 시 타당성검토,�타당성조사,�타당성검

증 등을 수행하고,�민간투자사업 분야에서는 각종 자문 업무를 수행

‐ 또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이후 가이드라인 개발,�지침 개발 및 제도

개선 역할을 수행

◦ 그리고앞장의설문조사,�진단및발전방안에따르면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설립이
후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체계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음

‐ 설문조사에서 서울시 투자심사 제도가 센터 설립 이전과 비교하여 투심위원의
80%가�잘 운영하고 있고,�97%가�센터가 영향을 끼쳤다고 답변

‐ 투자심사에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센터 설립 이후�
사업부서의 타당성조사 B/C비율 관대화 경향이 개선되었으며,�보다 사업계획

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

◦ 이러한 서울시 사업 관리체계 변화 외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잘하고 있는지,�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체계에 어떤 역할과노력을해야하는지도고민할필요

◦ 이를위해서울시공무원,�투심위원,�민간전문가를대상으로인식도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세미나 및 전문가 그룹 인터뷰를 통해 제기되었던 서울공공투자관리

센터의 역할과 발전방안을 본장에서 논의하고자 함

‐ 센터 인식도 조사는 제2장 제5절의 현안진단 설문조사 시 센터 성과를 질의
하는 방식으로 동시에 수행(공무원 171명,�투심위원 및 민간전문가 138명)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5주년 기념세미나 개최(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책임성 향상을 위한 미래 전략,�2017년 5월 19일,�서울시청)



05�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과발전방안 /�145

2_인식도 및 설문조사 결과

1)�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대한 인식

� (1)�서울시 투자심사 타당성검토 관련 인식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시한 타당성검토 의견이 투자심의 시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에대한설문에공무원과투심위원모두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검토의

견이 투자심사 시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하였음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사업의뢰서를 검토하여 투자심사위원회에 의견

서를 제시하고 있으며,�이때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의견이 투자심의 시 영향

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

‐ 두 그룹을 비교하였을 때,� 공무원보다는 투심위원들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의견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1]�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 의견이 투자심의 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공무원 그룹을 대상으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시한 의견서가 사업부서의
사업설계,�운영계획 등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문에 공무원 중 62%는 도움

이 되었다고 답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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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일부는 현실적으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사업

을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전문가가 알아서 검토해야 하는데 오히려 많

은 자료를 요구한다는 등의 부정적 의견도 제시되었음

[그림 5-2]�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의견서가 사업설계,�운영계획 등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공무원 그룹)

� (2)�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조사 관련 인식

◦ 공무원그룹을대상으로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수행한타당성조사에대한만
족도 조사 결과 공무원 응답자의 62.5%가�만족한다고 답변하였음

‐ 서울시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한 타당성조사와 비교하여 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타당성조사가 우월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제시

되었음

‐ 그러나 일부는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하며,�사업부서 의견을 합리

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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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조사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공무원 그룹)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타당성조사신뢰도에대해공무원·전문가그룹에게 설문한
결과,�전문가들의 77.5%가�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타당성조사결과에대해신뢰하

고 있으며,�공무원의 57.9%가�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 신

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4]�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조사 신뢰도(공무원,�전문가 그룹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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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증 관련 인식

◦ 공무원그룹을대상으로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수행한타당성검증에대한만
족도조사결과공무원응답자의 48.9%가�만족한다고답변하였으나,�타당성조사

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 그 이유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검토로 충분하고,�오히려 사업기간
만 연장되어 추진 일정에 차질이 된다는 의견

‐ 따라서 타당성검증을 이중으로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음

[그림 5-5]�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증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공무원 그룹)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입장에서 타당성검증 수행에 대한 명분을 고민할 필요
‐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타당성검증의 기능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

시킬 필요가 있음

‐ 필요할 경우 사업규모가 작은 사업은 검증절차에서 제외하거나 일부 기술적

내용�위주의 타당성조사는 기술적 검토만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

� (4)�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업무 관련 인식

◦ 공무원 그룹을 대상으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민간투자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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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수행하였음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서울시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56.8%가�보통이라고 답변하였음

‐ 또한 민자사업 관련하여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전화 질의나 구두 자문을

한 공무원 중 70%가�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하였음

◦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수행하였음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지원을 하

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60.3%가�그렇다고 답변하였음

‐ 또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과정에서 전문성 있게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72.6%가�긍정적으로 답변하였음

[그림 5-6]�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민자사업 업무 인식도(공무원,�전문가 그룹)

2)�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개선 방안

◦ 해당 설문조사에 참여한 공무원·전문가 그룹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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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서울시 재정사업 분야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중립성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며,�사명감을 갖고�
사업부서에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는 의견

‐ 사업부서의 문의 시 적극적인 답변과 지도를 부탁한다는 의견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재정투자심사 의뢰서 작성부터 도움 필요(컨설팅)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충분한 검토기간 필요
‐ 사업부서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은

최소한의 심사에 머물려야 한다는 의견

‐ 투자심사 자료 작성 관련 교육 필요
� (2)�서울시 민간투자사업 분야

� � (공무원 응답)

‐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기관 역할 기대
‐ 사업제안검토 KDI� 의뢰 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 정부고시사업은 제안서 작성부터 협상까지 연속적으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가�참여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인력 보강
��(전문가 응답)

‐ 객관적인 정량적 분석의 주체
‐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연구기관
‐ 민간투자사업 정책 수립에서 관리까지 지원
‐ 민관의 의견 조정역할(분쟁조정 등)
‐ Leading�Role�담당
‐ 정책방향 수립 및 사업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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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1)�인식도 및 설문조사 결과의 의의

◦ 설문조사 결과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체계에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다수의 서울시 공무원이 사업운영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인식

◦ 또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타당성조사에 대해 공무원 및 전문가의
높은신뢰도를확인할수있었음.�다만,�타당성검증의 경우대체로만족하나사업

부서의 사업수행 일정에 차질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 한편,�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업무의전문성에대해서는인식하고있으나
서울시 민간투자 업무에 좀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었음

2)�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체계의 공정성,�중립성,�전문성 제고 역할을

꾸준히 수행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와 투자평가 시스
템의 혁신 및재정손실예방을위한독립적 평가기관설립이필요하다는것이배경

임.�이에 따라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통한재정 건전화향
상에 목적을 두고 있음

◦ 설문조사에서 볼수 있듯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지난 5년간의수행평가는대
체로높은만족도를가지고있으며당초서울시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관
리를 통한 재정 건전화 향상이라는 목표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

3)�그래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 지난 5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센터의 필요성은당연하다고생각하고 있
으며,�추가로 센터의 독립성 강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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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KDI,�예산정책처 등은국토부등사업추진부서와독립적 거버넌스를확보하고
있어예산절감목적을달성할수있지만,�센터는현재서울시장의 의지로지지되고

있는데 향후 변화에 따라 불투명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

◦ 또한 민간투자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사업이므로 민간 전문성뿐만 아니
라 공공 전문성도 높아져야 상호협력이 가능.�그런데,�서울시는 순환보직 등으로

다수의 사업을 추진함에도 노하우,�전문성 축적이 미흡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전문성이 축적되려면 전문조직이 맡아서 할 필요가
있음.�이런 측면에서 센터가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고 기초연구를 진행하면서 축

적된 전문성을 교육하는 등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4)�서울시에 대해 의사결정자(decision�maker)와 정보제공자(information�

producer)�중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

◦ 설문조사에서 서울시 공무원의 일부는 사업추진에 있어 센터가 주도적인 역할을
희망하였고 일부는 컨설팅 역할을 요구.�즉,�주도적 역할을 위해서는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해야 하며,�컨설팅을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

여야�함

◦ 그런데,�사업추진에있어서두개의 역할이유사하게보이지만실제로는정책의사
결정에 차이가 있으며,�센터에서는 어떤 역할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할 부분

◦ 재정사업에있어서는정보제공자로서역할이있어야할것이며,�민자사업에있어서
는 때로는 협상,�제안서 작성 등에 있어서는 의사결정자로서 역할이 필요

5)�지방재정 자치권 강화를 위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을 기대

◦ 지방재정법제1조는지자체재정의건전하고투명한운용과자율성을보장함을목
적으로하고있으며,�센터는효율적예산활용을위해설립된독립평가기관으로지

방재정 자치권 강화 및 자율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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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긴급재정관리제도도입,�중앙투자심사대상사업확대등최근행정자치부
의움직임은지방자치를약화시키는방향이아닌지우려.�이 경우지자체투자심사

위축 및 실효성 약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또한 앞서 제3장에서 언급했듯이 타당성조사기관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중
앙투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지자체자치권을 약화시키는 것.�이에 센터가 지자

체 재정의 투명한운영과자율성 역량 강화에 모범적인 역할을 보여줄 것을 기대

4_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발전방안

◦ 끝으로본 절에서는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실질적으로어떠한역할을수행해야
할지 세부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센터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실화 발전방안

� (1)�업무부담 증가 문제 해결 및 연구업무 확대 필요

◦ 최근타당성검토 외에타당성검증이 지속적으로증가되고 있어,�깊이 있는 분석이
요구되는타당성조사를모두수행하기가쉽지않음.�또한민간투자업무지원도지

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센터의 업무부담은 상당함

◦ 이에 비해 연구기관의 역량 강화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 사업은 오히려
감소하여 2016년에는 1건밖에 수행하지 못한 것은 고민할 필요

‐ 이렇게 연구 사업이 감소하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중앙의 LIMAC이나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와 비교해서 연구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움

‐ 이러한 이유는 매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투자심사 타당성검토 및

타당성조사에 조직 역량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임

40)�지난 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서울시장은 지방분권 개헌이 논의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지자체 스스로가 지방재정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방재정 자치권 강화를 위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므로 센터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고민하여 서울시 재정투자 평가시스템을 진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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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효율화를 위해 타당성조사,�타당성검증,�타
당성검토 업무의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음

� (2)�다양한 통계 인프라 등 서울시만의 차별화인 연구역량 확충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다른중앙정부의타당성분석 기관과차별화할수있도록
재정사업 타당성분석에 필요한 통계 인프라와 분석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의 각종 공원,�청사,�문화,�복지 등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해 유사

시설에 대한 시설비,�사용자 통계,�운영비용,�수익,�만족도와 같은 자료들을

시스템화하고,�이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평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통계정보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중앙정부의 타당성조사 기관보

다 높은 수준의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중앙정부의 연구기관에서 도서관 사업을 평가한다면 전국 도서관의
평균 건설비나 수요를 이용하여 평가를 하겠지만,�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서울시의 통계정보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면 서울시 지역 도서관의 평균

건설비나 수요를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41)

◦ 현재 비용편익 분석은주로 편익과 비용항목의 단가를산정하여 추정하는방법을
활용하고 있음.�분석에 사용하는 단가가 전국 평균값에 가깝기 때문에 서울시에

적합한 단가 계산 방식에 관한 연구가 필요

� (3)�서울시의 독립적인 평가기관으로서의 사업관리 역량 강화

◦ 현재센터는사업계획 및예산배정단계에서타당성분석에초점을맞추고있으나
이후 단계인 계획,�집행,�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관리를 고민할 필요

◦ 서울시공무원은순환보직체제로재정사업의종합적관리가어려우며 KDI의 경우
는 국가사업의 계획단계뿐만 아니라 사후 평가까지 확대

41)�그러나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타당성검토,�타당성검증 등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해결해야 하며 보다 전문적인
업무에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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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단순히 재정사업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는것이상으로실제서울시가재정사
업관리에필요한정보가무엇인지파악하여정보를제공하는역할을강화해나가

는 것을 고민할 필요

� (4)�기타 신뢰성 확보 방안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검증 업무의 신뢰성을 높일 방안 필요
‐ 센터의 타당성검증 업무는 서울시 공무원의 48.9%가�만족하지만 타 업무에

비해 불만족.�그 이유는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겨 행정력 낭비라 생각

‐ 따라서 센터는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타당성검증의 역할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킬 필요.�그리고 타당성검증의 실효가 없는 경우 제외시키는 방안 강구

◦ 서울시 공무원 대상으로 투자심사 자료 작성 등 교육 서비스 제공 필요

2)�지방재정 자치권 강화를 위한 센터의 역할 발전방안

� (1)�서울시 재정사업의 타당성수행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현재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등에따르면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신규사업타
당성조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LIMAC에서 2015년부터 독점적으로 수행

‐ 지자체의 타당성조사 수행능력의 전문성,�신뢰성 확보측면에서 이해는 되나,�

서울처럼 이미 전문성,�신뢰성이 검증된 전문기관이 있는 지자체의 타당성조

사도 중앙정부에서 수행한다면 지자체의 자체 평가능력은 떨어질 것이며 점

차 의존적으로 변화될 것임

◦ 지자체의자치권강화와자율성을 위해서는서울시공공투자사업관리체계측면에
서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전문기관에 포함시킬 필요

‐ 지방재정법 및 행정자치부 고시 변경사항으로 중앙정부의 정책판단이 필요
‐ 민자사업의 경우 PIMAC�외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도 전문기관으로 지정42)

42)�기획재정부는 2016년 7월에 민간투자 전문기관으로 KDI�PIMAC�외에 지방행정연구원,�서울연구원,�부산발전연구원,�경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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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더불어 의존재원이포함되지않은전액지자체재원인 경우중앙투자심사대
상이어야 하는지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

� (2)�타 연구기관과의 협력과 경쟁

◦ KDI�PIMAC,�지방행정연구원 LIMAC,�각�지방연구원공공투자센터와더불어타당
성조사 방법론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필요

◦ 타당성조사방법론은주로중앙정부의 입장을반영하고 있기 때문에지역의 특수
성을 반영한 방법론을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개발하면서 타당성조사의 정교화

를 이루어나갈 수 있음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향후 축적되는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재정사업
뿐만아니라중앙정부재정사업의타당성조사를수행할수있도록 비전을확대해

나가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3)�민간투자업무 관리체계 구축방안

◦ 현재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민간투자를담당하는별도전문팀부재.�이는민자
업무가지속적으로발생하지않기에사업부서 현안과제가발생할때 업무를수행

하기 때문

◦ 하지만,�향후 관련 업무가 증가되고 보다 전문적인 업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에따라서울시 민간투자사업관리체계의효율성 및 전문성을높이기 위한서울공

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이에 3단계 구축방안을 제시

하고자 함

①�민간투자업무의 유기적인 체계 구축(1단계)�

‐ 서울시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연계체계 구축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내 민간투자 업무체계 구축(정책,� 금융,� 법률,� 기술

원,�경남발전연구원,�대구경북연구원 등의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를 지정하였고,�공공기관 8개(교통연구원,�국토연구원,�해양수
산개발원,�환경공단,�교육개발연구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무공단,�문화관광연구원)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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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분야별 담당자)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문성 보강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체계 구축
②�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지원 기능 확장 및 안정화(2단계)

‐ 민간투자 지원업무를 독립적인 업무분야로 관리
‐ 민간투자 사전계획기능 강화를 위해 매년 지속적인 연구과제 수행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다양한 컨설팅 업무 추가
③�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투자 전담팀 신설(3단계)

‐ 서울시에 특화된 정책 및 사후관리 기능 담당:�KDI�등을 벤치마킹하여 민간
투자사업을 전담하는 팀 신설

‐ 정책,� 법률,� 기술,� 금융 등 분야별 전문 인력 보강:�요구되는 책임성 등을

감안한 인력 및 예산 관리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 고려(supporter� vs� facilitator).�

즉,�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의 행정적 기능을 지원하는 역할에서 전문적 역량을

발휘하여 선도하는 역할로의 재정립을 고민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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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_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의견조사�결과

1)�서울시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체계,�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음

※�응답자 기본정보(공무원)

◦ 소속부서
‐ 본청 소속 응답자가 55.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치구 소속 응답

자가 24.6%,�본부 및 사업소 소속 응답자가 19.9%로 나타남

구분 응답건수 비율

1.�본청 95건 55.6%

2.�본부,�사업소 34건 19.9%

3.�자치구 42건 24.6%

합계 171건 100.0%

[부록 표 1]�응답자 소속부서

◦ 직위직급
‐ 설문대상자 중 6급 공무원이 47.5%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7급 공무

원 22.0%,�5급 공무원 21.4%,�4급 공무원 3.5%�순

‐ 3급 공무원과 8급 공무원은 각각�2.9%로 비율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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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건수 비율

1.�3급 5건 2.9%

2.�4급 6건 3.5%

3.�5급 37건 21.4%

4.�6급 82건 47.5%

5.�7급 38건 22.0%

6.�8급 3건 2.9%

합계 171건 100.0%

[부록 표 2]�설문대상 직급

◦ 공무원 근무경력
‐ 공무원 근무경력은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30.4%로 나타남

‐ 10년 미만 근무자가 11.1%로 가장 낮았으며,�이에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근무경력을 가진 공무원들의 응답이 다수임을 알 수 있음

구분 응답건수 비율

1.�10년 미만 19건 11.1%

2.�10년 이상 20년 미만 52건 30.4%

3.�20년 이상 30년 미만 76건 44.4%

4.�30년 이상 24건 14.0%

합계 171건 100.0%

[부록 표 3]�공무원 근무경력

� (1)�서울시 투자심사 관련 설문 결과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인지도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42.7%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잘 알고 있다는 응

답이 33.3%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10.5%만이 모른다고 응답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대해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알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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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건수 비율

1.�잘 알고 있다 57건 33.3%

2.�알고 있다 73건 42.7%

3.�들어본 적 있다 23건 13.5%

4.�모른다 18건 10.5%

합계 171건 100.0%

[부록 표 4]�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인지도

◦ 서울시 투자심사 절차 인지도(투자심사 유경험자 대상)
‐ 서울시 투자심사 관련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질문
‐ 잘 알고 있다 40.9%,�개략적으로 알고 있다 46.8%
‐ 잘 모른다는 응답은 12.3%

구분 응답건수 비율

1.�잘 알고 있다 70건 40.9%

2.�개략적으로 알고 있다 80건 46.8%

3.�잘 모른다 21건 12.3%

합계 171건 100.0%

[부록 표 5]�서울시 투자심사 절차에 대한 인지도

◦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중복투자 방지 및 불필요한 사업 관리가 잘 되는지 여부
‐ 서울시 투자심사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투자사업에 대해 무분
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사업들을 잘 거르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

‐ 매우 그렇다가 50.7%로 가장 높음,�보통이다 30.0%,�매우 아니다 2.0%�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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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건수 비율

1.�매우 그렇다 13건 8.7%

2.�그렇다 76건 50.7%

3.�보통이다 45건 30.0%

4.�아니다 9건 6.0%

5.�매우 아니다 3건 2.0%

6.�모르겠다 4건 2.7%

합계 150건 100.0%

[부록 표 6]�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중복투자 방지 및 불필요한 사업 관리가 잘 되는지 여부

◦ 서울시 투자심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부정응답자 답변)
‐ 사전평가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수단인 사후평가제도가 없음
‐ 공공정책사업은 수익성목적이 아니기에 근본적인 이유로 제도적 문제 존재
‐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어 결정되는 인상을 받음

◦ 서울시 투자심사의 평가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36.4%로 가장 높았고,�다음으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 28.7%,�정책적 판단 13.1%,�사업계획의 구체성 여부 10.6%�순

‐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사업부서의 추진의지는 각각�5.3%
‐ 투자심사의 종합적 평가,� 분석,�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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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건수 비율

1.�경제적 타당성 확보 92건 28.7%

2.�사업계획의 구체성 34건 10.6%

3.�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117건 36.4%

4.�정책적 판단 42건 13.1%

5.�상위계획과의 연계성 17건 5.3%

6.�사업부서의 추진의지 17건 5.3%

7.�기타 2건 0.6%

합계 321건 100.0%

[부록 표 7]�서울시 투자심사 평가기준 항목의 중요도

◦ 투자심사과정 중 재검토,�반려 및 철회 경험 유무
‐ 46.7%의 응답자가 재검토 및 반려/철회된 경험이 없었음
‐ 재검토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도 30.7%로 상당수 있는 것으로 검토됨
‐ 철회 및 반려의 경험은 2.7%,�6.0%로 각각�나타남

구분 응답건수 비율

1.�재검토 있었음 46건 30.7%

2.�반려 있었음 9건 6.0%

3.�철회 있었음 4건 2.7%

4.�없었음 70건 46.7%

5.�담당 아니어서 잘 모름 21건 14.0%

합계 150건 100.0%

[부록 표 8]�투자심사과정 중 재검토,�반려 및 철회 경험 유무

◦ 투자심사과정 중 재검토,�반려 및 철회 사유
‐ 이어서 담당했던 사업이 재검토,�반려 및 철회된 사유로는 경제성 등 타당성
부족이 4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업계획 미흡이 23.7%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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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건수 비율

1.�사업계획 미흡 14건 23.7%

2.�경제성 등 타당성 부족 25건 42.4%

3.�사전이행절차 미비 7건 11.9%

4.�중기재정계획 미반영 4건 6.8%

5.�기타 9건 15.3%

합계 59건 100.0%

[부록 표 9]�투자심사과정 중 재검토,�반려 및 철회 사유

◦ 투자심사의뢰서 작성 시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여부
‐ 사업부서에서 투자심의를 받기 위해서 사업의뢰서를 재정담당관에 제출하여

야 하는데 사업의뢰서 작성 시 애로사항 유무를 알아보고자하는 문항

‐ 매우그렇다 13.5%,�그렇다 33.1%�등 응답자 절반이 애로사항이 있었다고응답

구분 응답건수 비율

1.�매우 그렇다 20건 13.5%

2.�그렇다 49건 33.1%

3.�보통이다 47건 31.8%

4.�아니다 16건 10.8%

5.�매우 아니다 0건 0.0%

6..�모르겠다 16건 10.8%

합계 148건 100.0%

[부록 표 10]�투자심사의뢰서 작성 시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여부

◦ 투자심사의뢰서 작성 시 어려운 점 및 개선사항
‐ (애로사항)�일반 행정직 수준에서 경제성분석 관련 등의 전문적인 분석 작업

의 어려움,�사전 컨설팅 비용효과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등

‐ (해결방안 및 개선사항)� 경제성분석에 대한 교육과정 및 실무 커리큘럼 운

영,�절차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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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의견이 투자심의 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 투자심의 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의견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항
‐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63.4%로 가장 많았고,�미치지 않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2.1%로 동일하게 확인되었으며,�매우 아니다라는 응답은 없었음

구분 응답건수 비율

1.�매우 그렇다 26건 17.9%

2.�그렇다 92건 63.4%

3.�보통이다 21건 14.5%

4.�아니다 3건 2.1%

5.�매우 아니다 0건 0.0%

6.�모르겠다 3건 2.1%

합계 145건 100.0%

[부록 표 11]�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의견이 투자심의 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 사업설계,�운영계획,�예산 결정 등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의견서의 도움 정도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시한 의견서가 사업부서의 사업설계,� 운영계획,�

예산결정 등의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고자하는 문항

‐ 사업설계,�운영계획,�예산 결정 등의 과정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62%(매

우 그렇다 10.3%,�그렇다 51.7%)

‐ 도움에 부정적인 답변으로 아니다 2.1%,�매우 아니다 2.8%
구분 응답건수 비율

1.�매우 그렇다 15건 10.3%

2.�그렇다 75건 51.7%

3.�보통이다 43건 29.7%

4.�아니다 3건 2.1%

5.�매우 아니다 4건 2.8%

6.�모르겠다 5건 3.4%

합계 145건 100.0%

[부록 표 12]�사업설계,�운영계획,�예산 결정 등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의견서의 도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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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견서가도움이된측면(도움이되었다는응답자대상조사,�
90건)

‐ B/C�분석 등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할 경우 많은 도움
‐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시 도움
‐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한 공신력 제공
‐ 사업 추진의 필요성,�방향성 등을 사업 검토 시 활용가능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의견서가도움이 되지않은이유(부정적응답자대상조사,�
7건)

‐ 공공성이 배제되어 투자사업 개념으로만 인식됨
‐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감각을 가진 실무자의 부재
‐ 사업의 필요성,�시급성보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 결정됨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재산출된 경제성 B/C비율이 투자심의에 미치는 영향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필요할 경우 재산출하는 경제성 B/C비율이 투자

심의 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항

‐ 그렇다가 62.0%,�매우 그렇다가 12.0%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 소수의 응답자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변(아니다 2.8%,�모르겠다 6.3%)

구분 응답건수 비율

1.�매우 그렇다 17건 12.0%

2.�그렇다 88건 62.0%

3.�보통이다 24건 16.9%

4.�아니다 4건 2.8%

5.�매우 아니다 0건 0.0%

6.�모르겠다 9건 6.3%

합계 142건 100.0%

[부록 표 13]�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재산출된 경제성 B/C가�투자심의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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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재산출 B/C가�투자심의 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부정
응답자)

‐ 사업의 필요성을 우선시하기 때문
‐ 사업의 성격상 이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님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발간 ‘경제성 가이드라인’�활용 경험 유무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을 지원하고자 발간한 ‘경제

적 타당성 분석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

‐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43.0%로 나타남
‐ 반면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35.9%,�가이드라인을 모르는 응답자는 21.1%

로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경험이 없거나 모르는 응답자가 더 많음

구분 응답건수 비율

1.�있다 61건 43.0%

2.�없다 51건 35.9%

3.�가이드라인을 모름 30건 21.1%

합계 142건 100.0%

[부록 표 14]�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발간 ‘경제성 가이드라인’�활용 경험 유무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경제성 가이드라인의 도움 여부(활용경험자 대상)
‐ 이어서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이

도움이 되었는지 알아보고자한 질문

‐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65.5%(그렇다 55.7%,�매우 그렇다 9.8%)
‐ 응답 중 아니다,� 매우 아니다,� 모르겠다의 부정적인 답변은 한 건도 없어

가이드라인의 도움 여부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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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건수 비율

1.�매우 그렇다 6건 9.8%

2.�그렇다 34건 55.7%

3.�보통이다 21건 34.4%

4.�아니다 0건 0.0%

5.�매우 아니다 0건 0.0%

6.�모르겠다 0건 0.0%

합계 61건 100.0%

[부록 표 15]�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경제성 가이드라인’의 도움 여부(활용경험자 대상)

◦ 투자심사의뢰서 작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의 필요성
‐ 투자심사의뢰서 작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
‐ 매우 그렇다 44.3%,�그렇다 44.3%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대부분

으로 나타나,�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분석됨

구분 응답건수 비율

1.�매우 그렇다 27건 44.3%

2.�그렇다 27건 44.3%

3.�보통이다 4건 6.6%

4.�아니다 3건 4.9%

5.�매우 아니다 0건 0.0%

6.�모르겠다 0건 0.0%

합계 61건 100.0%

[부록 표 16]�투자심사의뢰서 작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의 필요성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이전 서울시 투자심사업무 참여 경험 유무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설립되기 이전(2012년 5월)�서울시 투자심사 업무에
직간접적인 참여 경험에 대한 질문

‐ 61.3%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이전 서울시 투자심사 업무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8.7%만이 참여한 경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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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있었다 없었다 합계

비율(%) 38.7% 61.3% 100.0%

응답건수 55건 87건 142건

[부록 표 17]�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이전 서울시 투자심사업무 참여 경험 유무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이전 대비 서울시 투자심사 업무의 전문화 및 합리적
운영 여부(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이전의 투자심사 경험이 있는응답자대상)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이전의 투심 업무 대비 최근 서울시 투자심사 업
무가 한층 전문화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하는

문항

‐ 긍정적인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매우 그렇다 11.1%,�그렇다 57.4%)
‐ 부정적인 답변으로 아니다 1.9%,�매우 아니다 1.9%로 각각�확인됨
‐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이전 대비 서울

시 투자심사 업무 운영의 전문성이 갖추어져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

고 있음을 보여줌

구분 응답건수 비율

1.�매우 그렇다 6건 11.1%

2.�그렇다 31건 57.4%

3.�보통이다 14건 25.9%

4.�아니다 1건 1.9%

5.�매우 아니다 1건 1.9%

6.�모르겠다 1건 1.9%

합계 54건 100.0%

[부록 표 18]�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이전 대비 서울시 투자심사업무의 전문화 및 합리적 운영 여부

◦ 예전에 비해 투자심사 통과가 어려운지 여부(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이전의
투자심사 경험이 있는 응답자 대상)

‐ 예전에 비해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사업이 투자심사에 통과하기가 어려운지

에 대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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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그렇다 18.5%,�그렇다 61.1%,�보통이다 14.8%
‐ 반면 아니다는 1.9%의 낮은 응답률로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예전 대비 투자
심사 통과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응답건수 비율

1.�매우 그렇다 10건 18.5%

2.�그렇다 33건 61.1%

3.�보통이다 8건 14.8%

4.�아니다 1건 1.9%

5.�매우 아니다 0건 0.0%

6.�모르겠다 2건 3.7%

합계 54건 100.0%

[부록 표 19]�예전에 비해 투자심사 통과가 어려운지 여부

◦ 서울시 투자심사의 전문화 및 합리적 운영에 센터의 기여 정도
‐ 서울시 투자심사 업무가 전문화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게 된 것에 서울공공

투자관리센터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대한 문항

‐ 과반수의 응답자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서울시 투자심사 업무의 전문성

및 합리적 운영에 기여했다고 응답

‐ 기여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은 아니다 2.1%,�매우 아니다 1.4%로 가

장 낮게 나타남

구분 응답건수 비율

1.�매우 그렇다 14건 10.0%

2.�그렇다 76건 54.3%

3.�보통이다 32건 22.9%

4.�아니다 3건 2.1%

5.�매우 아니다 2건 1.4%

6.�모르겠다 13건 9.3%

합계 140건 100.0%

[부록 표 20]�서울시 투자심사의 전문화 및 합리적 운영에 센터의 기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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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투자심사관련애로사항,�제안,�개선사항,�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관련조언등
‐ 기타 투자심사 관련 애로사항,�제안,�개선사항 또는 투자심사 과정에서 서

울공공투자관리센터 관련하여 조언이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 � � � � � � (투자심사에 대한 의견)�

‐ 사업추진 부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개별 추진사업에 대해 신중한 검토

필요

‐ 투자심사 기준의 사업비 한도를 성격에 따라 차등화 필요
‐ 중규모 사업 투자심사 대상 제외 (현 30억 이상 →�50억 원)
‐ 경제성분석보다는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결정 필요
‐ 사업별로 좀더 세분화해서 적합한 심사위원 구성
‐ 투자심사 기간 단축 및 절차의 간소화

��� � � � � � �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대한 조언)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중립성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 사명감을 갖고

사업부서에 도움을 주었으면 함.�문의사항 시 적극적인 답변과 지도 부탁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재정투자심사 의뢰서 작성부터 도움 필요(컨설팅)
‐ 센터의 충분한 검토기간 필요
‐ 사업추진에 어려움.�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은 최소한의 심사에 머물러야 함
‐ 투자심사 자료 작성관련 교육 필요

� (2)�타당성조사 및 타당성검증 관련 설문결과

◦ 타당성조사 절차에 대한 인지도
‐ 개략적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이 43.9%,�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31.8%로

긍정적인 답변이 과반수로 확인됨

‐ 잘 모른다는 응답은 24.2%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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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건수 비율

1.�잘 알고 있다 50건 31.8%

2.�개략적으로 알고 있다 69건 43.9%

3.�잘 모른다 38건 24.2%

합계 157건 100.0%

[부록 표 21]�타당성조사 절차에 대한 인지도

�

�①�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조사 관련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의 타당성조사 수행 경험 유무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의 타당성조사 수행 및 진행 경험에 대한 문항
‐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6.4%로 나타났고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3.6%로 낮게 나타남

구분 있다 없다 합계

비율(%) 33.6% 66.4% 100.0%

응답건수 40건 79건 119건

[부록 표 22]�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의 타당성조사 수행 경험 유무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조사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조사 경험이 있는 응답자)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타당성조사 결과물의 항목별 의견을 조사
‐ “타당성조사를 객관적으로 수행하였다”,� “기술 수요 추정 등의 전문적 분석

으로 제시하였다”,� “정책제언,� 대안검토 등 의견이 활용할만하다”,� “기본구

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 “사업부서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

하였다”,� “타당성조사 결과물을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각�항목에 과반수

가�긍정적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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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합계

1.�타당성조사를 객
관적으로 수행하였다

8건
(20.5%)

22건
(56.4%)

6건
(15.4%)

1건
(2.6%)

2건
(5.1%)

39건
(100.0%)

2.�기술,�수요추정 등
의 전문적 분석으로
제시하였다

4건
(10.3%)

25건
(64.1%)

6건
(15.4%)

2건
(5.1%)

2건
(5.1%)

39건
(100.0%)

3.�정책제언,�대안검
토 등 의견이 활용할
만하다

5건
(12.8%)

17건
(43.6%)

14건
(35.9%)

2건
(5.1%)

1건
(2.6%)

39건
(100.0%)

4.�기본구상의 미흡
한점을보완해줄수
있다

7건
(17.9%)

16건
(41.0%)

12건
(30.8%)

3건
(7.7%)

1건
(2.6%)

39건
(100.0%)

5.�사업부서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
였다

3건
(7.7%)

19건
(48.7%)

10건
(25.6%)

4건
(10.3%)

3건
(7.7%)

39건
(100.0%)

6.�타당성조사 결과
물을 전체적으로 만
족한다

4건
(10.0%)

21건
(52.5%)

12건
(30.0%)

1건
(2.5%)

2건
(5.0%)

40건
(100.0%)

합계
31건

(13.2%)
120건
(51.1%)

60건
(25.5%)

13건
(5.5%)

11건
(4.7%)

235건
(100.0%)

[부록 표 23]�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조사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조사가전체적으로불만족인이유(부정적응답자대
상 조사)

‐ 담당자의 전문적 지식 부족(공공분야)
‐ 지침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 정책적 추진 사업에 투자심사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②�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외 전문기관 타당성조사 관련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외 전문기관에서의 타당성조사 수행 경험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외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거나 진행한

경험에 대한 문항

‐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65.5%,� 진행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34.5%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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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있다 없다 합계

비율(%) 34.5% 65.5% 100.0%

응답건수 41건 78건 119건

[부록 표 24]�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외 전문기관에서의 타당성조사 수행 경험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외 전문기관타당성조사의뢰 시수행기관유형(센터 외 전
문기관 타당성조사 수행 경험이 있는 응답자 대상)

‐ 외부위탁업체(31.4%)�및 정부출연기관(42.9%)을 통한 경험이 많음
구분 응답건수 비율

1.�대학교 5건 14.3%

2.�외부위탁업체 11건 31.4%

3.�정부출연연구원 15건 42.9%

4.�기타 4건 11.4%

합계 35건 100.0%

[부록 표 25]�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외 전문기관 타당성조사 의뢰 시 수행기관 유형

‐ 한편,�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외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 진행 시 수행기간

은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진행한 사업이 다수임이 확인됨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현재

합계

1.�6개월 미만 - 5건 2건 - 7건

2.�6개월 이상∼1년 미만 1건 - 4건 4건 9건

3.�1년 이상∼2년 미만 1건 2건 10건 6건 19건

합계 2건 7건 16건 10건 35건

[부록 표 26]�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외 전문기관 타당성조사 수행기간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외 전문기관 타당성조사 수행 시 기본계획 포함 여부(센터
외 전문기관 타당성조사 수행 경험이 있는 응답자 대상)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외 전문기관 타당성조사 시 기본계획 포함여부에 대

한 문항

‐ 63.6%가�포함으로 나타났으며 미포함 응답은 36.4%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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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포함 미포함 합계

비율(%) 63.6% 36.4% 100.0%

응답건수 21건 12건 35건

[부록 표 27]�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외 전문기관 타당성조사 수행 시 기본계획 포함 여부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외전문기관타당성조사수행시경제성 B/C�결과(서울공공
투자관리센터�외 전문기관 타당성조사 수행 경험이 있는 응답자 대상)

‐ 1.0�이상~1.5�미만의 경우 59.1%,� 1.5�이상은 31.7%의 응답률로 1.0�이상
이 90%�이상을 차지

‐ 0.5�이상~1.0�미만의 경우 9.1%로 낮은 응답률
구분 응답건수 비율(%)

1.�0.5�이상~1.0�미만 2건 9.1%

2.�1.0�이상~1.5�미만 13건 59.1%

3.�1.5�이상 7건 31.8%

합계 22건 100%

[부록 표 28]�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외 전문기관 타당성조사 수행 시 경제성 B/C�결과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외 전문기관 타당성조사 결과물의 만족도(서울공공투자관
리센터 외 전문기관 타당성조사 수행 경험이 있는 응답자 대상)

‐ “타당성조사를 객관적으로 수행하였다”,� “기술 수요 추정 등의 전문적 분석

으로 제시하였다”,� “정책제언,� 대안검토 등 의견이 활용할만하다”,� “기본구

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 “사업부서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

하였다”,� “타당성조사 결과물을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라는 각각의 문항에

부정적인 응답은 한 건도 확인되지 않음

‐ 대부분 결과에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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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합계

1.�타당성조사를 객관
적으로 수행하였다

6건
(16.7%)

13건
(36.1%)

16건
(44.4%)

1건
(2.8%)

0건
(0.0%)

36건
(100.0%)

2.�기술,�수요추정 등
의 전문적 분석으로
제시하였다

5건
(14.3%)

13건
(37.1%)

15건
(42.9%)

2건
(5.7%)

0건
(0.0%)

35건
(100.0%)

3.�정책제언,�대안검
토 등 의견이 활용할
만하다

5건
(13.9%)

16건
(44.4%)

14건
(38.9%)

1건
(2.8%)

0건
(0.0%)

36건
(100.0%)

4.�기본구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

5건
(13.9%)

15건
(41.7%)

14건
(38.9%)

2건
(5.6%)

0건
(0.0%)

36건
(100.0%)

5.� 사업부서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
였다

6건
(17.1%)

19건
(54.3%)

9건
(25.7%)

1건
(2.9%)

0건
(0.0%)

35건
(100.0%)

6.�타당성조사 결과물
을 전체적으로 만족
한다

2건
(5.6%)

16건
(44.4%)

15건
(41.7%)

3건
(8.3%)

0건
(0.0%)

36건
(100.0%)

합계
29건

(13.6%)
92건

(43.0%)
83건

(38.7%)
10건
(4.7%)

0건
(0.0%)

214건
(100.0%)

[부록 표 29]�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외 전문기관 타당성조사 결과물의 만족도

◦ 외부 전문기관에서 수행한 타당성조사에 전체적으로 불만족해 하는 이유(서울공
공투자관리센터 외 전문기관 타당성조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 공공사업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연구원의 개인성향이 반영되는 경향이 있음
‐ 연구내용이 미흡함
◦ 타당성조사의 경제성분석 결과가 서울시 투자심사에 미치는 영향

‐ 타당성조사의 경제성분석 결과가 서울시 투자심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항
‐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타당성조사의 경제성분석결과가 심사에 영향

을 미친다는 반응이 66.7%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매우 영향을 미친다

15.8%,�보통이다 15.8%를 차지

‐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0.9%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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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건수 비율

1.�매우 그렇다 18건 15.8%

2.�그렇다 76건 66.7%

3.�보통이다 18건 15.8%

4.�아니다 1건 0.9%

5.�매우 아니다 0건 0.0%

6.�모르겠다 1건 0.9%

합계 114건 100.0%

[부록 표 30]�타당성조사의 경제성분석 결과가 서울시 투자심사에 미치는 영향

�③�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증 관련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여 수행한 경험 유무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타당성검증을 의뢰하여 수행한 경험에 대한 문항
‐ 수행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6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이에 수행한 적
이�있다는 응답은 24.8%,�앞으로 할 예정이라는 응답은 15.0%로 낮게 나

타남

구분 응답건수 비율

1.�수행한 적이 있다 28건 24.8%

2.�수행한 적이 없다 68건 60.2%

3.�앞으로 할 예정이다 17건 15.0%

합계 113건 100.0%

[부록 표 31]�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여 수행한 경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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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성검증 대상사업의 사업비 규모(타당성검증 경험자 대상 조사)
‐ 사업규모 100억 미만,�500억 이상이 28.6%로 동일하게 나타남
‐ 300억 이상 400억 미만이 25.0%,� 100억 이상 200억 미만이 10.7%순으로

나타났고,�200억 이상 300억 미만은 7.1%로 가장 낮게 확인됨

구분 응답건수 비율

1.�100억 미만 8건 28.6%

2.�100억 이상 200억 미만 3건 10.7%

3.�200억 이상 300억 미만 2건 7.1%

4.�300억 이상 400억 미만 7건 25.0%

5.�500억 이상 8건 28.6%

합계 28건 100.0%

[부록 표 32]�타당성검증 대상사업의 사업비 규모

◦ 타당성검증 대상사업의 시설분야(타당성검증 경험자 대상 조사)
‐ 도시개발,�교통(주차장),�문화체육시설이 동일하게 17.9%로 나타남
‐ 복지시설 10.7%,�행정시설 7.1%,�공원시설 3.6%,�환경시설 3.6%로 확인됨

구분 응답건수 비율

1.�문화체육 5건 17.9%

2.�복지 3건 10.7%

3.�교통(주차장) 5건 17.9%

4.�행정 2건 7.1%

5.�공원 1건 3.6%

6.�환경 1건 3.6%

7.�도시개발 5건 17.9%

8.�기타(구체적으로 명시) 6건 21.4%

합계 28건 100.0%

[부록 표 33]�타당성검증 대상사업의 시설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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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타당성검증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
‐ “타당성조사를 객관적으로 수행하였다”,� “기술/수요추정 등의 전문적 분석으
로 제시하였다”,� “정책제언,�대안검토 등 의견이 활용할만하다”,� “기존 타당

성조사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주었다”,� “센터 타당성검증을 할 필요가 있었

다고 생각한다”,� “센터 타당성검증 결과물을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라는 질

문에 긍정적인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함

항 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합계

1.�타당성조사를 객관적으로 수행
하였다

2건
(7.1%)

12건
(42.9%)

10건
(35.7%)

2건
(7.1%)

2건
(7.1%)

28건
(100.0%)

2.�기술,�수요추정 등 전문적 분석
으로 제시하였다

3건
(10.7%)

12건
(42.9%)

9건
(32.1%)

1건
(3.6%)

3건
(10.7%)

28건
(100.0%)

3.�정책제언,�대안검토 등 의견이
활용할만하다

2건
(7.1%)

10건
(35.7%)

11건
(39.3%)

3건
(10.7%)

2건
(7.1%)

28건
(100.0%)

4.�기존 타당성조사의 미흡한 점
을 보완해주었다

2건
(7.1%)

11건
(39.3%)

12건
(42.9%)

2건
(7.1%)

1건
(3.6%)

28건
(100.0%)

5.�센터 타당성검증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3건
(10.7%)

12건
(42.9%)

8건
(28.6%)

2건
(7.1%)

3건
(10.7%)

28건
(100.0%)

6.�센터 타당성검증 결과물을 전
체적으로 만족한다

3건
(10.7%)

10건
(35.7%)

10건
(35.7%)

3건
(10.7%)

2건
(7.1%)

28건
(100.0%)

합계
15건
(8.9%)

67건
(40.0%)

60건
(35.7%)

13건
(7.7%)

13건
(7.7%)

168건
(100.0%)

[부록 표 34]�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타당성검증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수행한타당성검증결과물에불만족해하는이유(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증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자 대상)

‐ 담당자의 사업이해도 부족
‐ 타당성 검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 비효율적인 운영지침
‐ 타당성 검증 후 용역수행 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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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용역기관에서 수행한 타당성조사에 대한 검증 절차의 필요성
‐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6.7%,�그 다음이 보통 26.7%
‐ 검증절차가 필요 없다는 응답이 6.7%,�전혀 필요 없다는 응답은 8.9%
‐ 약 60%의 응답자(매우 그렇다 11.1%,�그렇다 46.7%)가�검증절차의 필요성
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

구분 응답건수 비율

1.�매우 그렇다 5건 11.1%

2.�그렇다 21건 46.7%

3.�보통이다 12건 26.7%

4.�아니다 3건 6.7%

5.�매우 아니다 4건 8.9%

합계 45건 100.0%

[부록 표 35]�외부용역기관에서 수행한 타당성조사에 대한 검증 절차의 필요성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증이 필요하지 않다고생각하는 이유(검증 필요성
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

‐ 투자심사 의뢰 시 타당성검토로 충분,�오히려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추진 일

정에 차질

‐ 타당성검증을 이중으로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
◦ 그 외 타당성조사 및 타당성검증 관련 정책제안,�제도 개선사항

‐ 지원부분에 대한 홍보 필요
‐ 검증 시 경제성 측면뿐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 부분도 포함되어야 함
‐ 현실성 있는 검토가 필요함
‐ 타당성 검증기간 단축
‐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마련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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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민간투자사업 관련 설문결과

◦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 경험 및 이해 정도
‐ 알고 있다는 응답이 잘 알고 있다 12.0%,�개략적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이

35.2%로 나타남

‐ 이에 반해 잘 모른다는 응답이 45.1%로 확인되어 민간 투자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과 모르는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임

구분 응답건수 비율

1.�추진경험 및 알고 있다 11건 7.7%

2.�잘 알고 있다 17건 12.0%

3.�개략적으로 알고 있다 50건 35.2%

4.�잘 모른다 64건 45.1%

합계 142건 100.0%

[부록 표 36]�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 경험 및 이해 정도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규모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
‐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51.3%로 가장 높음
‐ 필요하다(23.1%)는 응답과 필요없다(21.8%)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남

구분 응답건수 비율

1.�있다 18건 23.1%

2.�없다 17건 21.8%

3.�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40건 51.3%

4.�잘 모르겠다 3건 3.8%

합계 78건 100.0%

[부록 표 37]�서울시의 민간투자사업 규모나 범위 확대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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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나범위를확대할필요가있다는응답자에게어떤시설을추진해야하는지조사
‐ 생활체육시설,�도로 및 도시철도,� 20억 이상 공공사업,�지역기반 일자리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분야,�물재생센터 시설개선,�복합역사 및 주차장시설,�건

강지원시설 등

◦ 규모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자의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시민부담 가중,�SOC시설은 재정사업으로 진행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서울시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지원을하고 있는지
여부

‐ 보통이다는 응답이 56.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35.1%로 나타남

구분 응답건수 비율

1.�매우 그렇다 3건 4.1%

2.�그렇다 26건 35.1%

3.�보통이다 42건 56.7%

4.�아니다 3건 4.1%

5.�매우 아니다 0건 0.0%

합계 74건 100.0%

[부록 표 38]�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서울시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지 여부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간투자사업 관련 자문이나 검토를 의뢰한 경험 유무
‐ 민간투자사업 관련하여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협약 및 제안검토,�사업재구
조화 검토 등의 자문이나 검토를 의뢰한 경험에 대한 문항

‐ 의뢰 등을 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78.4%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의뢰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1.6%에 불과함



부록 /�185

구분 있다 없다 합계

비율(%) 21.6% 78.4% 100.0%

응답건수 16건 58건 97건

[부록 표 39]�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간투자사업 관련 자문이나 검토를 의뢰한 경험 유무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민간투자사업 관련자문이나검토를의뢰한분야(자문이
나 검토를 의뢰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대상으로 조사)

‐ 사업제안 검토가 29.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자금 재조달(재구조화)�
검토가 20.8%,� 실시협약·법률검토가 16.7%,�재무모델,� 협상,� 수요,� 통행료

검토 항목이 각각�4.2%로 확인됨

구분 응답건수 비율

1.�실시협약,�법률검토 4건 16.7%

2.�사업제안 검토 7건 29.2%
3.�자금 재조달(재구조화)�검토 5건 20.8%

4.�통행료 검토 1건 4.20%
5.�수요 검토 1건 4.20%

6.�재무모델 검토 1건 4.20%
7.�협상 1건 4.20%

8.�기타 4건 16.7%

합계 24건 100.0%

[부록 표 40]�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간투자사업 관련 자문이나 검토를 의뢰한 분야(중복 응답 가능)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자문이나 검토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견은 전문적이다”,� “서울시 정책을 잘 이해하

고 추진하고 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의견을 활용�

할만하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결과물은 합리적이다”,� “서울공공투자관

리센터�업무 수행은 제3자(민간전문가,�사업자,�시의회 등)가�보기에 신뢰할

만하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사업 업무에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설문문항에 그렇다는 의견과 보통이다는 의견이 동일하게 나타남

‐ 만족도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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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합계

1.�센터 검토의견은
전문적이다

0건
(0.0%)

9건
(56.3%)

7건
(43.8%)

0건
(0.0%)

0건
(0.0%)

16건
(100.0%)

2.�서울시 정책을
잘 이해하고 추진하
고 있다

0건
(0.0%)

8건
(50.0%)

8건
(50.0%)

0건
(0.0%)

0건
(0.0%)

16건
(100.0%)

3.�사업추진 과정에
서 센터의견을 활용
할만하다

1건
(6.3%)

7건
(43.8%)

8건
(50.0%)

0건
(0.0%)

0건
(0.0%)

16건
(100.0%)

4.�센터 결과물은
합리적이다

1건
(6.3%)

7건
(43.8%)

8건
(50.0%)

0건
(0.0%)

0건
(0.0%)

16건
(100.0%)

5.�센터 업무 수행
은 제3자(민간전문
가,�사업자,�시의회
등)가�보기에 신뢰
할만하다

0건
(0.0%)

9건
(56.3%)

7건
(43.8%)

0건
(0.0%)

0건
(0.0%)

16건
(100.0%)

6.�센터의 민자 사
업 업무에 전체적으
로 만족한다

0건
(0.0%)

7건
(43.8%)

9건
(56.3%)

0건
(0.0%)

0건
(0.0%)

16건
(100.0%)

합계
2건

(2.0%)
47건

(49.0%)
47건

(49.0%)
0건

(0.0%)
0건

(0.0%)
96건

(100.0%)

[부록 표 41]�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자문이나 검토에 대한 항목별 의견

◦ 민자사업 관련해 전화·면담 등을통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간단한 질의 또는
자문한 경험

‐ 그 외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전화 또는 면담 등을 통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

터에 간단한 질의 또는 자문한 경험에 대하여 조사

‐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71.6%로 가장 높았고 질의 또는 자문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8.4%로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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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있다 없다 합계

비율(%) 28.4% 71.6% 100.0%

응답건수 21건 53건 74건

[부록 표 42]�민자사업 관련해 전화·면담 등을 통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간단한 질의 또는 자문한 경험

◦ 민자사업 관련해 전화·면담 등을통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한 질의나구두자
문이사업추진에도움이 되었는지여부(질의 및 구두자문경험이있는응답자대상

조사)

‐ 전화 또는 면담 등으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 사업에 대한 질의나

구두자문을 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자문경험이 사업추진에 도움

이 되었는지 조사

‐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60%로 가장 높았으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부정

적인 응답은 10%에 불과함

구분 응답건수 비율

1.�매우 그렇다 2건 10.0%

2.�그렇다 12건 60.0%

3.�보통이다 4건 20.0%

4.�아니다 2건 10.0%

5.�매우 아니다 0건 0.0%

6.�모르겠다 0건 0.0%

합계 20건 100.0%

[부록 표 43]�전화·면담 등을 통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한 민자사업 질의나 구두자문이 사업추진에
도움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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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있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수행했으면 하는 역할
‐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기관 역할을 기대
‐ 사업제안 내용에 대해 경제성분석 등으로 상세히 검토하여 KDI�의뢰 시 서

울공공투자관리센터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

록 조치

‐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제안서 작성 및 검토,�평가기준 마련,�평가부터 협상까
지 연속성 있게 센터에서 참여 필요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인력 보강
◦ 마지막으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애로사항,�제안,�개선사항 등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별도 실무 교육과정 개설
‐ 건설,�토목 등 하드웨어보다는 운영중심의 소프트웨어 투자사업에 집중
‐ 서울시 내부적으로 민간투자사업 전문부서 개설
‐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검토
‐ 표준협약서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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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투자심사위원 및 민간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체계,�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투자심사위원 및 민간전문가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음

※�응답자 기본정보(투심위원,�민간전문가)

◦ 소속
‐ 응답자의 소속은 엔지니어링이 2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은 대학교수와 출연 및 민간연구원이 20.3%로 나타남

‐ 기타는 15.9%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상당수는 건설과 관련된 곳으로 나타남

구분 응답건수 비율

1.�대학교수 28건 20.3%

2.�엔지니어링 30건 21.7%

3.�출연 및 민간연구원 28건 20.3%

4.�회계,�법무법인 8건 5.8%

5.�공사 및 공공기관 11건 8.0%

6.�컨설팅 11건 8.0%

7.�기타 22건 15.9%

합계 138건 100.0%

[부록 표 44]�응답자의 소속

◦ 전문분야
‐ 건설 관련 분야(13.0%)와 교통 관련 분야(13.0%)가�가장 많았으며,�다음으
로 경영·경제(8.7%),�민간투자 관련 분야(8.0%)�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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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건수 비율

SOC 2건 1.4%

건설 18건 13.0%

경영·경제 12건 8.7%

관광 및 문화 6건 4.3%

교통 18건 13.0%

회계,�재무 6건 4.3%

도시 4건 2.9%

민간투자 11건 8.0%

환경 8건 5.8%

법률 2건 1.4%

토목 7건 5.1%

부동산 4건 2.9%

비용 3건 2.2%

상하수도 4건 2.9%

지방 4건 2.9%

철도 5건 3.6%

타당성 5건 3.6%

기술 8건 5.8%

행정 7건 5.1%

기타 4건 2.9%

합계 138건 100.0%

[부록 표 45]�응답자의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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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경력
‐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응답자들이 38.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37.0%로 나타남

구분 응답건수 비율

1.�10년 미만 13건 9.4%

2.�10년 이상 20년 미만 53건 38.4%

3.�20년 이상 30년 미만 51건 37.0%

4.�30년 이상 21건 15.2%

합계 138건 100.0%

[부록 표 46]�응답자의 업무경력

� (1)�서울시 투자심사 관련 설문결과

◦ 서울시투자심사심의위원또는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전문가검토회의참여경험
‐ 서울시 투자심사 심의위원 또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문가검토회의에

참여한 적 있는지에 대한 질문

‐ 투자심사 심의위원과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문가검토회의에 둘 다 참여

한 적 없다는 응답이 38.4%로 가장 많았으며,�다음으로 서울공공투자관리

센터의 전문가 검토회의에 참여하였다는 응답이 34.1%로 나타남

구분 응답건수 비율

1.�서울시 투심위원회에 참여하였다 23건 16.7%

2.�센터의 전문가검토회의에 참여하였다 47건 34.1%

3.�둘 다 참여하였다 15건 10.9%

4.�둘 다 참여한 적 없다 53건 38.4%

합계 138건 100.0%

[부록 표 47]�서울시 투자심사 심의위원 또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문가검토회의 참여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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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중복투자 방지 및 불필요한 사업 관리가 잘 되는지 여부
‐ 서울시 투자심사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
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사업들을 잘 거르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

‐ 긍정적인 응답이 81.2%로 높은 응답률.�부정적인 응답은 3.5%로 미미

구분 응답건수 비율

1.�매우 그렇다 25건 29.4%

2.�그렇다 44건 51.8%

3.�보통이다 12건 14.1%

4.�아니다 3건 3.5%

5.�매우 아니다 0건 0.0%

6.�모르겠다 1건 1.2%

합계 82건 100.0%

[부록 표 48]�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중복투자 방지 및 불필요한 사업 관리가 잘 되는지 여부

◦ 서울시 투자심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부정응답자 답변)
‐ 객관적 평가 체계가 미비하고,�심사 시 심사위원장의 주관적 의견이 강조되는 경
향 있음

‐ 투자사업이 단순히 구별로 배분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사업추진부서의 의지와 현재 시장의 중점 사업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많

으며,�투자심사 체계에서 모든 것을 걸러내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음

◦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34.4%로 가장 높은 응답률.� 다음으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30.8%

‐ 사업부서의 추진의지가 4.1%로 가장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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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건수 비율

1.�경제적 타당성 확보 60건 30.8%

2.�사업계획의 구체성 여부 32건 16.4%

3.�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67건 34.4%

4.�정책적 판단 14건 7.2%

5.�상위계획과의 연계성 14건 7.2%

6.�사업부서의 추진의지 8건 4.1%

7.�기타 0건 0.0%

합계 195건 100.0%

[부록 표 49]�서울시 투자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중복 응답 가능)

�①�서울시 투심위원으로 참석한 응답자 대상 설문

◦ 서울시 투심위원으로 참석 경험 여부
‐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0.0%로 나타났으며,�나머지 60.0%는 서울시 투심위
원 참석 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구분 있다 없다 합계

비율(%) 40.0% 60.0% 100.0%

응답건수 34건 51건 85건

[부록 표 50]�서울시 투심위원으로 참석 경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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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검토 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의견이 도움이 되는지 여부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업의뢰서를 검토하여 투자심사위원회에 의견서

를 제시하는데,�사업 검토 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시한 의견이 도움

이 됐는지 질문

‐ 88.3%가�도움을 받았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보통이다는 11.8%
‐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혀 나오지 않음

구분 응답건수 비율

1.�매우 그렇다 11건 32.4%

2.�그렇다 19건 55.9%

3.�보통이다 4건 11.8%

4.�아니다 0건 0.0%

5.�매우 아니다 0건 0.0%

6.�모르겠다 0건 0.0%

합계 34건 100.0%

[부록 표 51]�사업 검토 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의견이 도움이 되는지 여부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의견서가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전혀 없었기 때문

에,�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를 물은 문항에 대한 응답은 없음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의견이 서울시 투자심의 시 미치는 영향 여부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의견이 서울시 투자심의 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항
‐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85.3%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보통이다는

11.8%,�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은 2.9%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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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건수 비율
1.�매우 그렇다 10건 29.4%
2.�그렇다 19건 55.9%
3.�보통이다 4건 11.8%
4.�아니다 0건 0.0%
5.�매우 아니다 1건 2.9%
6.�모르겠다 0건 0.0%

합계 34건 100.0%

[부록 표 52]�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의견이 서울시 투자심의 시 미치는 영향 여부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의견이투자심의에서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대답한이유
‐ 타당성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재무적 측면만을 검토하

는데 치중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재산출한 B/C가�투자심의 시 미치는 영향 여부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필요시 경제성 B/C비율을 재산출하고 있는데,�

이때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재산출한 경제적 B/C가�투자심의 시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

‐ 재산출한 B/C가�투자심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79.4%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는 의견이 20.6%,�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은 전혀 없었음

구분 응답건수 비율
1.�매우 그렇다 6건 17.6%
2.�그렇다 21건 61.8%
3.�보통이다 7건 20.6%
4.�아니다 0건 0.0%
5.�매우 아니다 0건 0.0%
6.�모르겠다 0건 0.0%

합계 34건 100.0%

[부록 표 53]�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재산출한 B/C가�투자심의 시 미치는 영향 여부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재산출한 경제적 B/C가�투자심의 시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는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없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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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투심 외에 유사한 투자심의에 참여한 경험
‐ 다음은 서울시 투심 외에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이와 유사한

투자심의에 참여한 경험을 묻는 질문

‐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52.9%,�참여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47.1%

로 나타남

구분 있다 없다 합계

비율(%) 52.9% 47.1% 100.0%

응답건수 18건 16건 34건

[부록 표 54]�서울시 투심 외에 유사한 투자심의에 참여한 경험

◦ 타 심의와 비교하여 서울시 투자심사가 전문적,�합리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 타 심의에 참여하신 적이 있다면 그곳과 비교하여 서울시 투자심사가 보다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

‐ 보다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이 61.1%,� 비슷하다는

의견이 33.3%로 나타남

구분 응답건수 비율

1.�매우 그렇다 2건 11.1%

2.�그렇다 9건 50.0%

3.�비슷하다 6건 33.3%

4.�아니다 1건 5.6%

5.�매우 아니다 0건 0.0%

6.�모르겠다 0건 0.0%

합계 18건 100.0%

[부록 표 55]�타 심의와 비교하여 서울시 투자심사가 전문적,�합리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부록 /�197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이전 서울시 투자심사 참석 경험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이전(2012년)에 서울시 투자심사에 참여한 경험

을 묻는 질문

‐ 서울시 투자심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9.4%,�참여한 경험이 없

다는 응답이 70.6%로 나타남

구분 있다 없다 합계

비율 29.4% 70.6% 100.0%

응답건수 10건 24건 34건

[부록 표 56]�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이전 서울시 투자심사 참석 경험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설립 이전과비교하여투자심사가전문적,�합리적으로운영
되는지 여부(센터 설립 이전 투자심사 참여자 대상으로 조사)

‐ 서울시에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도입함으로써 센터 설립 이전에 비해 점
차 투자심사의 전문성,�합리성 등이 강화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

‐ 투자심사의 전문성 및 합리성이 강화되어가고 있다는 응답이 90.0%(매우

그렇다 30%,�그렇다 60%)이며,�비슷하다는 의견이 10.0%

‐ 강화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은 전혀 없었음

구분 응답건수 비율

1.�매우 그렇다 3건 30.0%

2.�그렇다 6건 60.0%

3.�비슷하다 1건 10.0%

4.�아니다 0건 0.0%

5.�매우 아니다 0건 0.0%

6.�모르겠다 0건 0.0%

합계 10건 100.0%

[부록 표 57]�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설립 이전과 비교하여 투자심사가 전문적,�합리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198�/�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체계의 발전방안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도입함으로써점차투자심사의 전문성,�합리성 등이강화
되고 있는지 여부

‐ 서울시에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도입함으로써 점차 투자심사의 전문성,

합리성 등이 강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 전문성,� 합리성 등이 강화되고 있다는 응답이 96.9%(매우 그렇다 24.2%,�

그렇다 72.7%)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

구분 응답건수 비율

1.�매우 그렇다 8건 24.2%

2.�그렇다 24건 72.7%

3.�비슷하다 1건 3.0%

4.�아니다 0건 0.0%

5.�매우 아니다 0건 0.0%

6.�모르겠다 0건 0.0%

합계 33건 100.0%

[부록 표 58]�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도입함으로써점차투자심사의 전문성,�합리성등이강화되고있는지여부

◦ 서울시 투자심의 및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견서 등에 대한 생각 및 의견
‐ 경제적 타당성,�필요성 및 시급성 등은 사업별 중요도가 상이할 수 있기에

각각의 사업 특성을 반영한 가중치를 평가인자로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

‐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심의 결과에 대한 영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보완 필요
‐ 대규모 비용 소요가 예상되는 사업에 발만 들여넣기식 제안서를 사전에 잘

걸러줬으면 함

‐ 민간부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며,�공공부문의 시설과 서비스를 추가

하였을 때 주변의 민간상권이 침체되어서는 안 됨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업을 심층 분석한 후 제시한 분석결과는 판단

을 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됨

‐ 정성적 평가 기준 도입이 필요
‐ 충분한 시간을 갖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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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심의 대상 중 일부는 경제성이 결여됨에도 불구하고,�사업 재정을 자체

적으로 확보하였다고 하여 사업 시행을 승인하는 경우가 있는데,�투자심의

에서 이를 제재할 방법이 필요함

‐ 해당사업의 기본계획이 부실한 경우가 많아 해당부서의 타당성조사 용역발

주과정에 적합한 전문집단으로 발주하는 것이 중요

‐ 해당사업의 진행과정과 다른 상위 정책,� 사업과의 연계성 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위원 입장에서는 파악하기 어렵고 투심회의 제출 서류만을 검토

하여 판단하게 되어 있는 것이 문제임

�②�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투자심사 검토회의에 참석한 응답자 대상 설문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투자심사 검토회의 참석 경험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투자심사 검토회의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

‐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0.7%로 과반수의 응답률을 보였으며,�나머

지 참여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39.3%로 나타남

구분 있다 없다 합계

비율(%) 60.7% 39.3% 100.0%

응답건수 51건 33건 84건

[부록 표 59]�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투자심사 검토회의 참석 경험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투자심사 타당성검토 의견서가 전문적,�객관적으로 의견을
서술하는지 여부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투자심사 타당성검토 의견서가 전문적이
고 객관적으로 의견을 서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 타당성검토 의견서가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의견을 서술하고 있다는 응답

이 88.5%(매우 그렇다 30.8%,�그렇다 57.7%)

‐ 전문적이고 객관적이지 않다는 의견은 1.9%로 가장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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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건수 비율

1.�매우 그렇다 16건 30.8%

2.�그렇다 30건 57.7%

3.�보통이다 5건 9.6%

4.�아니다 1건 1.9%

5.�매우 아니다 0건 0.0%

6.�모르겠다 0건 0.0%

합계 52건 100.0%

[부록 표 60]�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투자심사 타당성검토 의견서가 전문적,�객관적으로 의견을 서술하는지�여부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투자심사 타당성검토 의견서가 전문적,�객관적이지 않다면
그 이유

‐ 위촉연구원이 주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있었음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타당성검토 의견서에서 경제성 분석이 적절히 수행됐는지
여부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검토 의견서에서 분석한 경제성분석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

‐ 적절히�수행되고 있다는 의견이 76.9%로 나타났으며,�보통은 21.2%로 응답
‐ 적절히 수행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은 1.9%로 미미한 응답률을 보임

구분 응답건수 비율

1.�매우 그렇다 14건 26.9%

2.�그렇다 26건 50.0%

3.�보통이다 11건 21.2%

4.�아니다 1건 1.9%

5.�매우 아니다 0건 0.0%

6.�모르겠다 0건 0.0%

합계 52건 100.0%

[부록 표 61]�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타당성검토 의견서에서 경제성 분석이 적절히 수행됐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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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타당성검토 의견서의 경제성 분석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
한 이유

‐ 발생가능한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타당성검토 의견서의 시기별,�업무 담당자별 일관성 여부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검토 의견서가 시기별,�업무 담당자별 일관성

있게 제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

‐ 시기별,�업무 담당자별 일관성이 있다는 응답이 78.0%로 나타났으며,�보통

이다는 의견은 18.0%

‐ 일관성이 없다와 모르겠다는 응답이 각각�2.0%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임

구분 응답건수 비율

1.�매우 그렇다 14건 28.0%

2.�그렇다 25건 50.0%

3.�보통이다 9건 18.0%

4.�아니다 1건 2.0%

5.�매우 아니다 0건 0.0%

6.�모르겠다 1건 2.0%

합계 50건 100.0%

[부록 표 62]�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타당성검토 의견서의 시기별,�업무 담당자별 일관성 여부

◦ 투자심사에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타당성검토 의견서의 필요성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 의견서가 서울시 투자심사에 반드시 필요

한지에 대한 질문

‐ 필요하다는 의견이 94.0%로 아주 높은 응답률,�보통이다는 의견이 4.0%�
‐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2.0%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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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건수 비율

1.�매우 그렇다 34건 68.0%

2.�그렇다 13건 26.0%

3.�보통이다 2건 4.0%

4.�아니다 1건 2.0%

5.�매우 아니다 0건 0.0%

6.�모르겠다 0건 0.0%

합계 50건 100.0%

[부록 표 63]�투자심사에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타당성검토 의견서의 필요성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타당성검토 과정에서 기타 조언이나 의견
‐ 공공부문 투자임을 감안할 때 경제성 분석 결과 위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항상 옳지 않음을 반영해야 함

‐ 다양한 분야의 타당성검토의 독립,�연계성 및 일관성을 이룰 수 있도록 지

속적인 방법론 연구 및 개선연구가 필요

‐ 분야별로 지침을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 있음
‐ 사전검토 시 검토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분야별 전문가의 확보가 필요
‐ 서울시 투자심사대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별 맞춤형 검토 프로세
스 개발이 필요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모든 타당성 검토 분야를 알 수 없으니,�해당 전

문가와의 협업이 바람직함

◦ 기타 투자심사 관련 애로사항,�제안,�개선사항 등
‐ 서울시 공공사업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설명할 수 있는 투자심사를 위한 다

양한 평가항목 및 지표 개발이 필요

‐ 서울시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게이트키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 선정 및 타당성결과의 인용과 권한을 100%�부여해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투자 심사제도 운용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됨

‐ 서울시 투자심사 과정에서 외부 투자심사 심의위원들은 사업에 대한 치밀한

검토 없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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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하여 투자심사 심의위원들이 해당 분석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뒤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

‐ 투자심사 의뢰서와 의견서를 공개하여 다른 지자체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타당성조사 및 타당성검증 관련 설문결과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타당성조사,�타당성검증 연구진 또는 자문 참여 경험(중복
응답 가능)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 타당성검증 수행과정에서 연구진 또는

자문으로 참여한 경험 유무에 대해 질문

‐ 연구진 또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30.7%,�서울공공투

자관리센터�타당성조사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3.1%

‐ PIMAC,�LIMAC�등 타 연구기관 타당성조사 연구진 참여경험 22.6%�등
구분 응답건수 비율

1.�센터 타당성조사 연구진 30건 15.1%

2.�센터 타당성조사 자문 46건 23.1%

3.�센터 타당성검증 연구진 17건 8.5%

4.�PIMAC,�LIMAC�등타연구기관타당성조사연구진으로참여 45건 22.6%

5.�없음 61건 30.7%

합계 199건 100.0%

[부록 표 64]�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타당성조사,�타당성검증 연구진 또는 자문 참여 경험(중복 응답 가능)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타당성조사,�타당성검증 연구진 또는 자문 참여 분야(중복
응답 가능)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타당성조사 관련하여 연구진 또는 자문위

원으로 참석한 분야에 대해 물음

‐ 수송교통,�주차장이라는 응답이 27.2%로 가장 많았으며,�다음으로 문화관

광이 24.3%,�공원(삭도)이 10.7%�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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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건수 비율

1.�문화관광 25 24.3%

2.�사회복지 10 9.7%

3.�산업 10 9.7%

4.�수송교통,�주차장 28 27.2%

5.�공원(삭도) 11 10.7%

6.�환경 10 9.7%

7.�기타 9 8.7%

합계 103 100.0%

[부록 표 65]�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타당성조사,�타당성검증 연구진 또는 자문 참여 분야(중복 응답 가능)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타당성조사 관련 항목별 의견
‐ 전반적인 응답을 살펴보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타당성조사에

대하여 69.5%의 응답자들은 긍정적인 반응

‐ 6.3%만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타당성조사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임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합계

1.�타당성조사를 충분
한 기간과 비용으로 실
시한다

8건
(11.3%)

16건
(22.5%)

24건
(33.8%)

17건
(23.9%)

6건
(8.5%)

71건
(100.0%)

2.�표준화된 기준으로
일관성있게 조사한다

17건
(23.9%)

32건
(45.1%)

22건
(31.0%)

0건
(0.0%)

0건
(0.0%)

71건
(100.0%)

3.�수요추정 등 과학적
으로 엄밀히 분석한다

17건
(23.9%)

41건
(57.7%)

11건
(15.5%)

2건
(2.8%)

0건
(0.0%)

71건
(100.0%)

4.�타당성조사 수행에
독립성이 확보되어있다

19건
(26.8%)

37건
(52.1%)

13건
(18.3%)

2건
(2.8%)

0건
(0.0%)

71건
(100.0%)

5.�합리적인 결과를 도
출한다

22건
(31.0%)

32건
(45.1%)

17건
(23.9%)

0건
(0.0%)

0건
(0.0%)

71건
(100.0%)

6.�타당성조사 결과를
전반적으로 신뢰한다

21건
(29.6%)

34건
(47.9%)

16건
(22.5%)

0건
(0.0%)

0건
(0.0%)

71건
(100.0%)

합계
104건
(24.4%)

192건
(45.1%)

103건
(24.2%)

21건
(4.9%)

6건
(1.4%)

426건
(100.0%)

[부록 표 66]�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타당성조사 관련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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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용역기관에서 수행한 타당성조사 검증 절차의 필요성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사업부서가 외부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한�타

당성조사에 대해 검증을 하고 있는데,�이 절차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

‐ 필요하다는 응답이 91.5%로 매우 높게 나타남
‐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4%로 상당히 낮음

구분 응답건수 비율

1.�매우 그렇다 37건 52.1%

2.�그렇다 28건 39.4%

3.�보통이다 5건 7.0%

4.�아니다 0건 0.0%

5.�매우 아니다 1건 1.4%

합계 50건 100.0%

[부록 표 67]�외부용역기관에서 수행한 타당성조사 검증 절차의 필요성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는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 독립적으로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 재검증을 하는 것은 타당성조사의 취지나

목적을 오히려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그 외 타당성조사 및 타당성검증 관련 정책제안,�제도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
‐ 전문성을 제고해야 하며,�타 유관기관과의 관련 정보 교환이 필요
‐ PIMAC의 기준안을 모방하여 수행하기보다는 서울시 사업만의 특성에 맞는

기준안 마련이 필요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충분한 인력 보강이 절실
‐ 전문가 의견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전문가 Pool�관리와 사업부서 및 이해당

사자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

‐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예산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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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관리제도와 동일한 제도 시행 필요
‐ 서울시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개략적인 사업개요를 가지고 사업타당성을 검

증하고 있어 향후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단계의 사업범위 변경과 사

업비의 증감 등이 발생될 경우 사업타당성 분석의 의미가 없는 경우가 발생

될 것으로 판단되며,�각�분야의 기본계획 수립 완료,�기본설계 완료,�실시설

계 완료 시에 사업성 분석 및 타당성 검증이 필요

‐ 타당성조사의 경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서울시의 모든 사업 중에서

시급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업부터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며,�그

외의 사업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추진하며,�궁극적으로 종합

판단은 AHP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타당성검증도 마찬가지

로 종합판단은 최종적으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AHP분석을 통해 이루

어지는 것이 바람직

� (3)�민간투자사업 관련 설문결과

◦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 경험 및 이해 정도
‐ 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 경험이 있거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
‐ 추진 경험 및 알고 있다는 응답이 45.7%로 가장 높은 응답률
‐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8.5%,�개략적으로알고 있다는응답이 20.9%로�나타남
‐ 잘 모른다는 응답은 24.8%�

구분 응답건수 비율

1.�추진경험 및 알고 있다 59건 45.7%

2.�잘 알고 있다 11건 8.5%

3.�개략적으로 알고 있다 27건 20.9%

4.�잘 모른다 32건 24.8%

합계 129건 100.0%

[부록 표 68]�민간투자사업 관련 업무 경험 및 이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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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민간투자사업 규모나 범위 확대의 필요성
‐ 서울시의 민간투자사업 규모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
‐ 필요가 있다 68.3%,�잘 모르겠다 21.2%,�필요가 없다 10.6%�순

구분 응답건수 비율

1.�있다 71건 68.3%

2.�없다 11건 10.6%

3.�잘 모르겠다 22건 21.2%

합계 104건 100.0%

[부록 표 69]�서울시의 민간투자사업 규모나 범위 확대의 필요성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규모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어떤 시설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자 대상 조사)

‐ 공공성이 강한 시설물,�상습정체 도로와 같은 교통시설,�도시철도
‐ 문화 및 관광시설,�복지시설 및 편의시설,�상하수도,�주거시설
‐ 재개발 및 도시계획 시설(공공주택 등),�노후 시설물 및 안전시설물 등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규모나범위를확대할필요가없다면그이유(확대할필요가
없다는 응답자 대상 조사)

‐ 서울의 경우 여백과 여유가 없는 도시이기 때문
‐ 민간투자는 필연적으로 수익성과 연관되며 현재도 충분하다고 판단
‐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사용료 받는 방식은 지양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서울시민자사업추진과정에서많은지원을하고있는지여부

‐ 긍정적 답변 60.3%(매우 그렇다 17.8%,�그렇다 42.5%),�보통 34.2%
‐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은 5.5%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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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건수 비율

1.�매우 그렇다 13건 17.8%

2.�그렇다 31건 42.5%

3.�보통이다 25건 34.2%

4.�아니다 3건 4.1%

5.�매우 아니다 1건 1.4%

합계 73건 100.0%

[부록 표 70]�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 중 지원 여부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서울시민간투자사업과정에서전문성있게수행하는지여부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서울시 만자사업 과정에서 전문성 있게 잘하고 있

는지에 대한 물음

‐ 긍정적인 응답은 72.6%로 높게 나타났으며,�보통이다는 의견이 23.3%
‐ 전문성 있게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은 4.1%로 낮은 응답률

구분 응답건수 비율

1.�매우 그렇다 18건 24.7%

2.�그렇다 35건 47.9%

3.�보통이다 17건 23.3%

4.�아니다 3건 4.1%

5.�매우 아니다 0건 0.0%

합계 73건 100.0%

[부록 표 71]�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과정에서 전문성 있게 수행하는지 여부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수행한민간투자사업관련 연구진또는자문으로참석
한 분야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하여 연구진 또는 자문

으로 참석한 분야에 대한 물음

‐ 사업제안 검토가 31.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다음으로 기타 응
답이 17.2%,�수요 검토가 12.9%,�협상이 11.2%�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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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건수 비율

1.�실시협약,�법률 검토 10건 8.6%

2.�사업제안 검토 36건 31.0%

3.�자금재조달(재구조화)�검토 8건 6.9%

4.�통행료 검토 5건 4.3%

5.�수요 검토 15건 12.9%

6.�재무모델 검토 9건 7.8%

7.�협상 13건 11.2%

8.�기타 20건 17.2%

합계 116건 100.0%

[부록 표 72]�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민간투자사업 관련 연구진 또는 자문으로 참석한 분야(중복 응답 가능)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항목별 의견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항목별 의견을 조사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민간투자 전문인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물음에 보통이

다는 의견이 51.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나머지 항목에서는 70%�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나타났으며,� 전반적

인 응답 또한 67.3%로 긍정적 의견이 과반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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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합계

1.�센터 검토의견은 전문
적이다

19건
(26.0%)

39건
(53.4%)

12건
(16.4%)

2건
(2.7%)

1건
(1.4%)

73건
(100.0%)

2.�서울시정책을 잘 이해
하고 수행하고 있다

18건
(25.0%)

38건
(52.8%)

15건
(20.8%)

1건
(1.4%)

0건
(0.0%)

72건
(100.0%)

3.�민간투자제도를 잘 이
해하고 있다

29건
(40.3%)

28건
(38.9%)

14건
(19.4%)

1건
(1.4%)

0건
(0.0%)

72건
(100.0%)

4.�센터 업무수행은 제3자
(민간전문가,�사업자,�시
의회 등)가�보기에 신뢰할
만하다

20건
(27.8%)

32건
(44.4%)

19건
(26.4%)

1건
(1.4%)

0건
(0.0%)

72건
(100.0%)

5.�센터 민간투자 전문인
력은 충분하다

5건
(6.9%)

15건
(20.8%)

37건
(51.4%)

15건
(20.8%)

0건
(0.0%)

72건
(100.0%)

합 계
91건

(25.2%)
152건
(42.1%)

97건
(26.9%)

20건
(5.5%)

1건
(0.3%)

361건
(100.0%)

[부록 표 73]�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항목별 의견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있어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에 대한 의견
‐ PIMAC의 역할
‐ 객관적인 정량적 분석의 주체
‐ 계획적이며,�장기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연구 기관
‐ 공공사업 관리를 위한 정책적 판단
‐ 민간투자사업 정책수립에서 관리 분야까지 정책지원기관으로서 중심역할 수

행 견지

‐ 민관의 의견 조정역할(분쟁조정 등)
‐ Leading�Role�담당
‐ 정책 방향성 수립 및 사업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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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민간투자사업 관련 애로사항,�제안,�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
‐ KDI에 편중된 권한이 분산되고,�빠른 절차 추진이 필요
‐ 소신있는 의견개진 및 민자사업이 장기적으로 제대로 실행되도록 균형잡힌

자문이 필요

‐ 민간투자사업 관련 전문가 확충 필요
‐ 법률적 기준 내에서 검토 과정과 인허가 과정 간소화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의 로드맵 수립
‐ 정성적인 사업 기대효과에 대한 전문인력 보강 및 자료 아카이브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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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서울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의견조사�설문지

1)�서울시 공무원 대상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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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투심위원,�전문가 대상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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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f�Development�Plan�for�the�Management�System�of�

Public�Investment�Projects�of�Seoul

Joo,�Jae-HongㆍYoun,�Hyung-HoㆍWoo,�Sang-MiㆍBan,�Dong-Inㆍ

Kim,�Byung-SuㆍSim,�Hyo-Sub

The�Seoul�Metro�Government�is�trying�to�build�and�improve�the�public�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In� particular,� the� investment�

appraisal�system�was�introduced�in�1992�for�local�government,�and�it�

is�conducting�assessment�and�feasibility�of�project�necessity�before�

developing�a�budget.�In�addition,�S-PIMs43)�was�established�in�2012�and�

has�taken�a�role�of�investment�advise,�feasibility�studies,�the�others�

feasibility’s�validation,�also�about�PFI� (Private�Finance� Investment)�

projects�same�as�well.

The�purpose�of�this�study�is�to�diagnose�performance�and�problems�

of�Seoul’s�public�investment�management�system�over�the�past�five�

years�and�to�suggest�future�development�plans.�This�study�can�be�

divided�into�three�parts.�The�first�part�examines�issues�and�problems�

of�the�public�investment�management�system�of�Seoul�by�means�of�

statistics,� surveys,� literature� review,�etc.� The� second�part,� studies�

performance�and�problems�after�being�divided� into� fiscal� finance�

investment� and� private� finance� investment� of� public� investments.�

Finally,�we�suggest�each�development�plan�based�on�the�study�results�

of�performance�and�problems,�including�thoughts�about�development�

of�S-PIMs.

43)�S-PIMs:�Seoul�Public� Investment�Management�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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