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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고속도로 휴게소는 하루 평균 13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공공시설로서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사상의 전파와

정부의 기능은 축소하면서 시장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신공공

관리학의 영향으로 1994년 11월 정부방침에 의하여 민영화 방안이

확정되어 현재까지 20년 이상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민간위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지 여부는 다양한 변수의 영향

을 받는 것이므로 어떠한 조건 하에서 민간위탁의 성과가 높게 나

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이

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의 민영화를 통하여 운영방식과 위탁업체

선정 조건에 따라 운영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증하고자 이 논

문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운영방식(임대휴게소, 민자

휴게소)과 운영업체 매출규모에 따른 성과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소도로 휴게소 민간위탁 운영방식에 따른 성과를 비교

한 결과 운영방식이 임대 형태인 휴게소가 민자 형태인 휴게소 보

다 고객만족도 및 운영서비스 점수 모두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임대휴게소를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운영

의 원칙으로 하고, 공사의 예산사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부

민자휴게소를 병행하여 설치해온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설치운영

정책 방향을 뒷받침한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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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고속도로 임대휴게소 운영업체 매출규모(입찰참가자격)에

따른 성과를 비교한 결과 운영업체 매출규모가 클수록 운영서비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

입찰 시 일정수준 이상의 매출규모를 기본 참가자격 요건으로 규

정하고 매출규모 제한 금액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온 한국도로공

사의 임대입찰 정책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민간위탁은 계약이라는 경쟁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제

거하고 공공부문의 책임성 또한 담보 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행

정수단이다. 그러나 민간위탁에 대한 실증연구들에 따르면 원래의

목표인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논문에서 나타난 분석 결과에 따라 고속

도로 휴게소 민간위탁 운영방식 및 임대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일반원칙을 재정립 하고, 민자휴게소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서

비스 공급과정에서의 지속적인 경쟁유인 마련 등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간위탁 공공시설의 운영성과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위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개발과 함께 지표를 통해 측정

된 민간위탁의 성과를 제도개선 및 향후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주요어 : 고속도로 휴게소, 민간위탁, 운영방식, 매출규모, 고객만족도,

운영서비스 점수

학 번 : 2016-2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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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70년대 후반 정부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신공공관리론

(New Public Management)은 행정에 기업적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정

부의 비효율적 요소를 줄이고 업무성과를 향상시키려는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이념은 전통적으로 정부에 의해 제공되던 공공서비스의 범위에도

영향을 미쳐 기존에 정부의 업무라고 여겨지던 많은 일들이 이제는 민간

에 의해 제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민간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

은 곧 효율성의 확보라는 명제가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러

한 전제하에 정부의 많은 업무가 민영화를 위한 시장성 테스트(market

test)를 받고 있고 민영화의 전 단계로써 혹은 완전한 민영화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시설 또한 신공공관리학의 영향으로 1993

년 김영삼 정부시절 “공기업 민영화 및 기능조정 방안 결정”에 따라 휴

게시설을 관리하던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인 고속도로시설공단의 민영화

방안이 확정되었다(제5차 민영화 추진대책 위원회, 1994.11.28.). 고속도로

휴게시설 민영화의 기본방향은 고속도로 휴게소․주유소의 운영권을 임

대하는 것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모든 고속도로 휴게시설은 민간업

체에 의해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이후 1997년부터 한국도로공사 부지에

민자 투자자가 휴게소를 짓고 운영하는 민자투자 방식이 도입 되었고,

현재까지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를 짓고 운영권을 임대하는 방식과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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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휴게소를 짓고 운영하게 하는 민자 투자방식을 병행하여 휴게소

를 설치․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 직접투자휴게소는 민간이 임대운영을 하면서 운영

업체의 입장에서 투자비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 문제가 크지 않

고 또 수익성이 떨어질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임대료를 그만큼 더 적게

받는 형태이지만, 민간투자 운영 휴게소는 과도한 투자설치 이후 수익성

결여 시 도로공사가 투자비 보전이나 사용료 정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운영부실로 인한 반납 소송 등이 생기는 문제가 일부 노출되어 왔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직접투자휴게소 운영도 결국 임대사업자가 맡게 되

는데 입찰방법은 자격조건을 구비한 사업자는 무조건 참여할 수 있는 공

개경쟁 입찰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은 휴게소 동종업종 연

간 매출규모 50억원 이상의 사업자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는 건실한 사업자 선정과 중소기업 참여 확대라는 정부정책 사이에 균형

을 이루기 위해 입찰참가 매출규모 조건을 제한 없음에서 200억원 까지

수차례 변경하여 왔다. 이에 임대휴게소 운영업체 매출규모와 운영성과

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여 휴게소 운영방식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임대휴

게소 사업자 선정에 있어 운영업체 매출규모 제한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지 정책적 판단의 근거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배경 하에 민간위탁 시 그 목적을 달성하는지 여부는 다양

한 변수의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어떠한 조건 하에서 민간위탁의 성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또한, 민간위탁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이유로 비용절감과 함께

서비스의 질 개선과 같은 효율성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개별

공공시설 사례별로의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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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 하에 이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부대사업 중 고속도로 휴게소가 민간에

위탁운영을 시행한지 20여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그간 민간위탁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없었다는 점이다. 고객만족도 및 운영서비스 점수를 포

함하는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민간위탁의 성과분석을 통해 휴게소

운영체제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민간위탁에 관한 많은 국내외 선행연구가 존재하나 대다수가 지

방자치단체의 시설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성과분석 등에 치우치고 있으며

공기업 또는 개별 공공시설 사례별로의 실질적인 민간위탁 유형 및 운영

능력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분석한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공공시설의 민간위탁 사례를 분석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발굴하고자 한다.

이에 지금까지의 한국도로공사의 누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민간위탁 이

후의 그간의 운영실적을 토대로 성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향후 고속도로 부대사업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과 이와 유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공공기관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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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이 논문에서는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민간위탁 사례에 대한 성과분석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민간

위탁의 이론적 배경과 함께 민간위탁에 대한 성과 차이를 측정하여 검증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이 논문의

분석틀을 구성함으로써 개선방안 도출에 활용코자 한다.

우선 한국도로공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 분석을 위해서 시간적으

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개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 논문에서 핵심요

인으로 삼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민간위탁 유형 중 민자휴게소가 2001

년 최초 개시된 이후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정착화 기간에 들어섰으며,

민간위탁 성과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또한 가능한 기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기간 내 고속도로 휴게소 172개소의 민간위탁 사례를 조사대

상으로 하여 민간위탁 유형 및 운영업체 매출규모에 대한 샘플을 수집하

고 분석을 시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민간위탁 시 고객만족도에 관한

성과에 대해서는 현행 운영체제가 고속도로 이용고객의 욕구에 얼마나

충족시켰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힘들기 때문에 매년 공사에서 자체적

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로 판단하고자 하며,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서비스 점수를 토대로 종합적인 운영관리 성과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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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절 이론적 논의

1. 민간위탁의 개념 및 이론적 배경

1) 민간위탁의 개념

민간위탁(contracting out)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하나의 방식으로

그 개념은 주로 서비스 제공주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avas(1987)는

민간위탁을 ‘정부가 생산하여 공급하던 공공 서비스를 정부대신 민간기

관이 소비주체인 주민에게 공급하는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성우

(1998), 김순양(1998), 김경혜(2000) 등 우리나라 대부분의 민간위탁 초기

연구들은 이러한 Savas의 정의에 기초하고 있다. 특히 박중훈(2000)은

민간위탁(contracting out)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의 사무나 사업

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감독권 등의 행정책임

을 유보한 채 민간의 영리 또는 비영리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재화와 서

비스를 공급하는 행정서비스 전달방식의 하나’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정의를 종합하여 민간위탁은 정부가 제공하던 공공

서비스를 위탁계약을 통해 민간이 대신 제공하는 방식이지만 이에 대한

관리 감독권은 여전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민영화와 외주가 있다. 유사개념인 민영화와 민

간위탁 및 외주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 보면, 민영화는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공공서비스 제고의 책임과 권한을 모두 민간부문에 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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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기능은 정부가 수행하되 생산기능은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방안,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의 민영화라는 개념이 포함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서

비스 제공자로서의 비용부담의 책임은 지면서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전

달기능은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민간위탁은 민영화의 다양한 방법 중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외주는 조직 외부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큰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정부가 민간의 영리 또는 비영리 조직이나 개인

은 물론이고 정부내 다른 조직으로부터 조직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

스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표 2-1> 서비스 공급방식에 있어 민간위탁의 위치

<공공부문> <공+사 영역> <민간부문>
자치단체 직접
공급형

⇨

민간위탁

⇨

•기업화

•공사․공단

•제3섹타

⇨ 민영화•민간대행

•용역계약

•외부자원활용
책임운영기관

자료 : 행정자치부(2006), 민간위탁 실무편람

2). 민간위탁의 유형

행정자치부 민간위탁실무편람(2003)에서는 계약유형을 서비스계약, 경

영계약, 임대계약, 양여계약으로 분류하였고, 유형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비스계약이란 특정한 서비스만을 민간위탁 하는 방식으로 공공

시설․장비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인력용역회사와 계약하고 인건비만

을 지불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시설유지비․공공요금․일

반수용비․기타 경비에 대하여 직영하되 일부 전문분야는 민간에게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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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는 방식을 활용 할 수 있다. 서비스계약 방식은 각 서비스를 담당

하는 전문업체의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지만, 서비

스 공급체제가 이원화되기 때문에 개별적 서비스의 수탁자가 상이하여

서비스의 공급조정이 곤란하다.

경영계약이란 인력관리, 시설유지 등 경영 전반을 민간위탁 하는 것으

로 대단위 시설공사, 기반시설공사 등 소요예산 규모가 큰 것은 지방자

치단체가 직영할 수 있다. 즉 소수의 공무원이 일정한 액수이상이 소요

되는 대형의 계약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총괄적인 지도․감독만 하

고 나머지 경영 제반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하는 것이다. 이는 민간의 기

술을 공공서비스에 많이 흡수한다는 면에서 경영능률의 달성 효과가 크

지만, 민간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 한계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

을 수 있다.

임대계약이란 현재의 자산은 지방자치단체에게 그대로 두고 인력이나

시설관리 전체를 민간업체에 위임하는 방식이다. 임대계약은 예상 수익

을 바탕으로 하여 최고가의 사용료를 제시한 수탁예정자에게 운영권을

임대하는 것으로, 최소의 경비로 관리운영권 일체를 위탁하는 경우로 흑

자운영이 계속되는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액의 보조금을 수탁자에

게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다.

양여계약이란 고정자산은 공공부문의 자산으로 남아있게 되나 양여계약

기간 동안 소유권까지 민간에게 양여 되는 방식이다.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고정자산은 처음의 조건과 동일한 상태로 위탁자에게 이전되어야

하며 이는 민간위탁의 여러 유형 중 민간의 책임과 자율성 수준이 가장

높고 민간 자본의 필요 정도 또한 가장 높다는 특징을 가진 계약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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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의와 유형으로 볼 때 휴게소 중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하고 민

간운영업체가 임대운영하고 있는 일반적인 휴게소는 임대계약 형태의 민

간위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민간 투자 건설운영(BOT) 휴게소는

양여계약형태의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

<표 2-2> 민간위탁 계약의 유형

구분 서비스계약
관리운영
계약

임대계약 양여계약

투자비의
조달

공공부문 공공부문 공공부문 민간부문

운영비의
조달

공공부문 공공부문 민간부문 민간부문

고객과의
계약

공공부문 민간부문 민간부문 민간부문

민간책임과
자율성
수준

낮음 높음

민간자본의
필요정도

낮음 높음

재정적
리스크

낮음 높음

계약기간 1～2년 3～5년 5～10년 20～30년

가격결정
책임

공공부문 공공부문 계약 계약

비용지불
방법

서비스
공급 - 단위
가격의
일괄지급

비용과
생산성
향상에
대한
보너스

기본요율
적용

요율 적용

민간참여
정책목표

운영효율성
증대

운영효율성
증대

운영효율성
증대

민간자본의
활용,
운영 및
유지관리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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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위탁 이론적 배경

(1)신공공관리론

민간위탁은 20세기말 등장한 신자유주의적 행정학 이론인 신공공관리론

에 근거를 두고 있다(류숙원,2013). 신공공관리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으로 작은 정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기능과

역할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던 전통적인 접근방식에서 정부의 역할(role)

은 유지한 채 정부의 규모(size)를 최소화하고 공공서비스에 시장의 경쟁

과 선택을 강조하는 국정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정철현외 2007).

시장 운영원리의 우월성에서 출발하는 신공공관리는 정부 관료와 정부

운영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는 근거로서 베버의 관료제 이론을 비난하는

탈 관료제화를 주장한다(이현우외,2009). 이처럼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에

서 벗어나기 위해 투입된 비용대비 효과성과 같은 경제 원리의 도입, 책

임성을 강조하는 고객위주의 행정, 시장친화성 규제완화, 성과 지향적 체

계 등을 공통적인 내용으로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책임운영기관, 생

산과 공급의 분리, 권한의 지방이전, 시장경쟁, 탈규제, 민영화, 반 지대

추구, 전문화, 성과강조, 공-사 파트너십, 민간위탁 등 다양한 수단을 제

안하고 있다(정철현외 2007). 그러나 신공공관리가 만능은 아니며 IMF

경제위기이후에 기업의 도산과 합병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통폐합과 인력

의 구조조정에 대한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나면서 신공공관리 기법의

도입은 약간 주춤한 상황이다(권오상외, 2014).

(2)공공선택론

공공선택론은 현대정치경제학의 연구에 힘입어 형성된 행정연구의 한

접근 방법이다. 공공선택론은 재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전통적 정부는 시민 개개인의 요구에 충실히 대응하기 어려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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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장치라고 비판한다.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라고 규정하고 소비자

인 주민 개개인의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방안을 제시

하는데, 이것이 시장체제 이다. 또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보다 민간

이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는 관료제의 경직성․

계층성, 정보 비대칭 등의 문제를 갖고 있고 의사전달의 효율성보다는

위계질서에 따른 의사전달을 추구하고 계층적 조직 내에서 업무를 수행

하며 정부를 독점하는 경향이 강하나 이에 비해 민간은 정부보다 경쟁성

이 강하고 이윤추구를 위해 다양한 기법과 수단을 개발하고 있다(김원

재, 2010).이처럼 공공선택론은 관료제의 계층성,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

제로 정부에 의한 서비스 공급이 민간에 의한 서비스 공급보다 비효율적

으로 이루어기기 쉽다는 것으로 경쟁을 전제로 한 민간위탁을 이론적으

로 지지한다(이현우외, 2009).

(3)주인-대리인 이론

민간위탁의 성과와 관련하여 주인-대리인 이론은 민간위탁을 “한 당사

자(위임자)가 다른 당사자(대리인)에게 결정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자신들

을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맺는 계약”이라고 정의한다(김만준외

2013).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행위를 그의

재량으로 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있을 때 성립된다고 한다

(이현우외 2009). 이러한 위임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리인

이 주인보다 특정한 과업에 대하여 더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갖고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주인은 대리인에게 위임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을 부

여하게 되고 대리인은 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활

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되지만, 그 처리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주인에게

귀속하게 된다. 따라서 주인은 능력 있는 대리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

하다(정용덕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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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거래비용이론

거래비용에서 주장하는 비용은 계약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공공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할 때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은 생산비용뿐 아니라 계약을 둘

러싼 여러 가지 비용들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비용은 이외에 추가

적인 계약비용과 감독비용도 거래비용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한다. 이는 정부기관 내부에서 생산할 때 드는 서비스의 거래비용 보다

민간위탁을 통하여 생산하는 서비스의 거래비용이 더 크게 되어 여러 가

지 이유로 공공의 비용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현우

외, 2009). 민간위탁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의 질이 동일한 수준이라는 것을 전제로 비교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

우 서비스 공급환경이 다르고 특히 서비스의 질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 추정이 어렵다(이철주외 2007).

2. 성과평가 및 서비스 모니터링제도의 이론적 배경

민간위탁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경제성과 함께 서비스의 품

질개선 등 효율성에 목적이 있으나 여전히 서비스주체인 정부나 공공기

관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거기에는 행정지도와 더불어 행정

책임 등의 의무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위탁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이 이행하는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성

과수준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김용철,

2005).

1) 성과중심관리의 개념

정부를 비롯한 공공분야에 있어서 성과란 일반적으로 조직 및 그 구성

원이 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을 위하여 수행한 업무, 정책 및 활동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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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또는 정도를 의미 하며, 업무수행과정 및 결과와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업무수행과정 및 결과는 “투입, 활동/과정, 산출물,

효과/영향”으로 요약될 수 있다(박중훈, 2003). 일반적으로 경제성 측면

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기업과는 달리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질적인 측

면의 효과성도 매우 중요시 된다.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궁극적으로 의

도하는 바가 얼마나 실현 되었는가 또는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얼마나 해

소 하였는가를 제시하기 위해서 90년대를 전후하여 선진각국에서 이루어

진 행정개혁은 효과성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결과중심의 성과

관리라 칭하고 있다. 즉 결과중심의 성과관리는 성과계약에 기초한 공공

서비스 민간위탁에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효과적인 공공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민간위탁시 단순히 외형적인

측면에서 투입물이나 활동량 또는 산출물 형태에 근거할 경우,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을 무시하게 되어 의도한 효과를 성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

다.

2) 서비스 모니터링 제도

행정서비스는 통상적으로 공공재라고 할 수 있으며 민간재와 구별 되는

말로서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뜻한다

(김동건, 2000). 서비스 질 또는 품질에 관한 연구는 경영학에서 많이 이

루어지고 있다. Parasuraman, Berry, Zeithaml(1991)은 서비스 질

(Service Quality : SERVQUAL) 또는 품질을 신뢰성, 대응성, 능력, 고

객이해, 의사소통, 우대, 신용, 접근성, 안정성, 유형성 등 10개로 제시하

였다. 민간위탁의 모니터링이란 경쟁유치이후 적절한 수탁자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지나 위탁된 서비스의 생산과정에

지도·감독의 과정이다. 지도·감독은 수탁자가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기대

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주요 목표 이다

(김순양외 2004). 또한, 모니터링이란 협의의 의미로는 정책에의 순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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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검사한다든지, 제공된 용역을 추적하는 활동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광의로는 기존사업의 존립의 필요성을 재검토한다든지 사업운영 체계의

변화나 활성화를 제안하는 활동까지를 포함하는 경향을 보인다(김명수,

2002). 모니터링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는 책무성차원에

서 프로그램 관리자와 지시자는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누구이

고, 이들의 무엇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해 답변을 구하려고 한다는 점이

다. 둘째는 영향평가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속물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정

보가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정보는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지속 시키거나 확장 시키고 또 중단시킬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다(한성수외, 2009).

제 2절 선행연구 검토

1. 민간위탁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는

직영방식과 대비하여 민간위탁 방식이 갖는 장단점 등이 있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성과에 대한 비교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고 비용

절감, 수익창출과 같은 경제성을 판단하는 효율성 측면과 공공서비스 측

면에서의 효과성 측면으로 나누어져 있다.

1) 공공성 관점에서의 연구

공공서비스 질의 측정치는 비용절감 등의 효율성 측정치와 더불어 공공

서비스 성과의 주요 측정치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송건섭(2003)도 서

비스의 질을 고객을 돕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의미하

는 대응성, 공무원의 지식과 신뢰감을 야기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보

증성, 물리적 시설과 장비, 공무원의 외모 등을 나타내는 유형성, 고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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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공하는 개별적 관심과 보살핌을 의미하는 공감성, 그리고 약속된

서비스를 믿을 수 있게 정확히 수행하는 능력인 신뢰성을 들고 있다. 많

은 민간위탁 선행논문들의 주제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측정과 관련해

김인(2011)은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는

경우인 노인복지관 서비스의 경우 공정성, 친절성, 유용성, 간편성, 대응

성, 접근성, 쾌적성, 신뢰성 등의 하위 측정치로 측정할 수 있다 하였다.

반면 서비스 전달자가 서비스이용자를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전달자가 지각이나 결석 등의 문제가 중요하므로 성실성이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서비스 활동 자체의 측면이 서비스 질

의 측정치에 많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박순애(2002)의 연

구에서는 서울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연구에서 전문적이고 양질의 서비

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직영체제에 비해

수익성 추구에 더 집착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즉 정부가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민간에 공공서비

스를 맡기는 것이 보다 나은 성과를 만든다는 연구도 존재하지만, 민간

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비효율적일 수 있고 자원 배분의 왜곡을 형

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유미년 외(2008)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수거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했는데, 효과성을 측정

한 고객 만족도에서는 민간위탁과 직영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효율성 관점에서의 연구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의 비용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론과 부정

론으로 양분할 수 있는데 국내 많은 연구에서는 복지서비스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의 성과를 살피려는 시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최병대

(2001)는 서울시 탄천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효과를 분석한 결과 민간 위

탁에 따라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실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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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들은 긍정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에 대해 관리 차

원의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정철현외 2007).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이

들의 기본 논거로 민간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므로 이윤을 서비

스공급 가격에 전가하기 때문에 서비스 생산공급 비용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공공기관과의 계약단계에서 부정의 소지

가 크며 관리 감독에 대한 비용이 추가 되어 사회비용이 그만큼 증가한

다는 것이다(이창균외, 2000). 또한 황혜신(2005)은 지방공사 의료원의

민간위탁 성과를 분석함에 있어 직영 의료원과 민간위탁 의료원의 비교

를 시도한 바 민간위탁 방식이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

으며 정부와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실증자

료를 제시하고 있다(유미년외,2008). 즉 민간위탁의 경우 비용절감 효과

가 별로 없거나 오히려 생산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2. 성과평가 및 서비스 품질 측정 관련 선행연구 검토

노시평(2007)은 민간위탁방식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이 효율적으로 운

영되기 위해서는 수탁자가 그들에게 위임된 정책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

기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고 있는지, 또는 본래 기대하였던 서비

스를 생산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지도․

감독이 수탁자의 업무처리과정에 대한 감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라면

성과평가는 업무처리의 결과를 측정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

가 아무래도 적법성위주로 행해지는데 비해서 후자는 능률성, 효과성, 수

혜자 만족도 등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행해진다(김순양외, 2004). 민간

위탁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은 얼마나 향상되고 수혜자들의 만족도는

얼마 높아졌는지 ,비용절감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등을 민간위탁의 목적

과 결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민간위탁 과정 전반을 개선하는데 활용

하여야 한다(김순양외 2004). 민간위탁이후에도 민간업체에 대한 공공서

비스 생산업무 수행과정의 감독과 성과평가는 민간위탁의 성패를 좌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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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업체를 효과적으로 모니터

링하고 감독하여 서비스 수준과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송운석

외 2001).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에 관한 노시평(2007)의 연구는 자

치단체가 민간위탁과 관련한 지도·감독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성

과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직접 평가하여 그 내용을 다음 년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거나 재계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지

막으로 서비스 질 영향요인 분석에서 고려해야할 통제변수로 기관의 소

재지 도시규모(김인,2007),수탁기관의 유형 및 규모(조연숙, 2001),응답자

의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 등을 들 수 있

으며 서비스 이용기간도 서비스에 대한 익숙해지고 이해의 폭 등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김인, 2010).

3. 민자유치와 임대(재정)사업 비교 관련 선행연구 검토

이규범(2000)은 “민자유치의 경제적 타당성평가와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에서 민자유치사업이 그동안 보여 왔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의 실

효성을 제고 하는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

하고 이에 따라 정부 역할과 그 범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자유치사업은 모든 공공사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경제적 타당성이 엄밀히 분석된 경우에만 ,그리고

기술적으로 시장접근이 가능한 공공사업에만 실시될 수 있는 것이다. 둘

째,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사업허가나 부대사업권

허가, 그리고 무상사용기간의 결정 등 계량화 하기는 어려운 부분에 대

해 정부는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단 이때의 역할은 민자사

업이 원활히 수행되기 위한 윤활유와 같은 기능일 것 이라고 밝혔다.

이윤재(2010)는“고속도로 휴게시설 투자방식 결정모델에 관한 연구”에

서 휴게시설의 수익성을 고려한 적정 휴게시설 개발에 관한 기준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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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연구에서 제시된 수익성 분석모형은 휴게시설의 매출액에 영향

을 미치는 인자들을 도출하여 이들과 매출액간의 관계성을 다중 회귀분

석을 통해서 모형을 정립하였다. 인자요소는 본선통과교통량, 혼잡도, 간

격, 규모들이며 이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교통량이고 다

음으로는 혼잡도, 간격, 규모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익성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시설의 개발방식에 대

한 의사결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간 상호 경쟁을

통한 서비스 및 품질수준 향상도모 및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지표구성을

통해 평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제도(2010)를

시행하였다. 이 평가결과에 따라 1～5등급으로 결정된 휴게소별 민간운

영에 따른 계약상 의무 성실이행을 유도하고 서비스 및 품질수준 향상을

도모하였다고 설명한다.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2011)의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비교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에서는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다

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 재정고속도로는 정부 예산으로, 민자고속도로

는 민간자본으로 재원을 조달하며 건설발주 및 운영주체 측면에서는 재

정고속도로는 정부(도공), 민자고속도로는 민간 회사로 나타났다. 재정고

속도로의 수입은 재투자되고 민자고속도로는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것

으로 분석했다. 통행료 산정의 측면에서는 재정고속도로는 통합채산제,

이부요금제이고 공공요금수준을 고려한 인상, 물가, 금리수준 등을 반영

한 투자보수율의 조정을 통해 주행요금으로 통행요금을 조정하며 이용자

경제적 부담이 낮으나 민자고속도로의 경우는 독립채산제, 산술측면에서

는 개별 실시협약에 의하며 매년 물가를 반영된 인상, 약정수익률 수준

의 기준시점 통행요금을 사전에 확정하고 물가만을 반영하여 이용자 경

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사업추진 조

건 측면에서는 재정고속도로는 경제성, 민자고속도로는 수익성으로 나타

났다. 고속도로의 건설효율성, 운영 및 유지 관리효율성은 재정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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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수하지만 수익효율성은 실시협약 이라는 유연한 규범체계의 통제로

인하여 민자고속도로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최근 정부는 재정고속도로

의 사업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민자사업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

하여 실시협약기간을 최소화 하려고 하나 민자사업의 특성상 기간단축에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으며, 재정고속도로는 이부요금제를 적

용하고 있고 민자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실시협약에 근거한 요금책정으로

상이한 요금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정고속도로를 담당하는 한국도로

공사는 물가, 금리수준 등 각종 여건변화에 따라 투자보수율의 조정을

통한 통행요금의 조정이 가능하여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

요금의 격차는 더욱 심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도

로교통연구원의 자료를 볼 때 고속도로 설치방식에 있어서 민간투자와

직접투자(재정투자)는 투자비 계상이나 회수방법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고속도로를 운영 하는 측면

에 있어서 국민에 대한 부담 또는 서비스 문제 등에 차이가 있게 되고

결국 직접투자나 민간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수년 내지 수 십년을 전망하

는 판단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도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과 결부되

어 직접투자와 민간투자 등 투자방식에 따라 설치 후 운영 과정에서 나

타나는 제반 결과에 대한 비교연구는 없었다. 즉 직접투자와 민간투자는

투자비 회수개념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정반대 개념을 가지

고 있으므로 운영상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

나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위와 같은 투자방식 차이로 인해 고

속도로 운영관리상 차이가 나타난 사항을 접목해 볼 때 휴게소 운영에

있어서도 양자간에 운영 하는데 있어서 서비스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논리적 추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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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고속도로 휴게소 현황

1. 고속도로 휴게소 일반현황

1) 휴게소 정의 및 기능

휴게소는 고속도로와 같은 출입이 제한된 도로상에서 장시간의 연속적

인 주행으로 인한 운자의 생리적 욕구 및 피로를 해소시키고 자동차의

주유, 정비,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는 장소로서 주요 기능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시간 운전에 따른 피로와 긴장을 풀어주어 피로

누적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둘째, 차량운

자의 생리적 욕구 해소 및 자동차의 급유와 정비를 돕는다. 셋째, 고속

장거리 운행과정에서 생기는 제반 긴급사태(사고ㆍ발병ㆍ기상악화 등)의

구난처를 제공한다. 넷째, 입지 상 지역특산품 판매 공간ㆍ시설로의 활

용, 지역주민의 근린생활시설, 배후도시의 관광ㆍ컨벤션 기반시설 및 커

뮤니티센터 제공 등 배후지역에 일정한 사회적 역할 수행한다.

〈그림 2-1〉 고속도로 휴게소의 기능

출처 : 고속도로 설계요령 부대시설부문(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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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게소의 유형분류

고속도로 휴게소는 시설집적도 및 주차장 규모, 시설배치, 입지특성 등

크게 3개 분류기준에 따라 유형을 판단한다.

먼저 시설집적도 및 주차장 규모에 따라 종합서비스 중심휴게소, 안전

휴식 중심 휴게소, 임시 주차중심 휴게소로 유형을 구분하며 각각의 특

성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2-3> 시설집적도 및 주차장 규모에 따른 유형

유 형 특 성 비 고

종합서비스 중심
휴게시설

(Service Area)

§ 영업시설을 구비한 휴식지역

§ 비교적 장시간의 휴식을 위한 시설

§ 다양한 상업시설 입점

§ 주차용량 : 100

§ 고속도로 휴게시설
대부분 해당

안전휴식 중심
휴게시설

(Safety Rest Area)

§ 약간의 영업시설 / 단시간의
주차를 위해 설치

§ 주차용량 : 25∼30

§ 과거 간이휴게시
설에 해당

임시주차 중심
휴게시설

(Parking Area)

§ 단시간의 휴식

§ 차량점검용 무인 휴식시설

§ 도로변 간이정류
장에 해당

§ 일반도로에 설치

출처 : 고속도로 설계요령 부대시설부문(한국도로공사)

휴게소의 배치방식에 따라 외향형ㆍ내향형ㆍ중심형ㆍ통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특성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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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휴게소 배치방식에 따른 유형

출처 : 고속도로 설계요령 부대시설부문(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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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입지적 특성에 따른 유형으로 구분하는 경우 평지형ㆍ산지

형ㆍ수변형으로 나누며 각 특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4> 휴게소 입지적 특성에 따른 유형

유 형 특 성 비 고

평지형

§ 휴게시설을 포함한 주변의 지역이

평탄하고 경사가 완만한 곳으로,

우리나라 휴게소의 대부분 해당

§ 죽전・옥산・정읍등 기타
§ 대부분의 유형

산지형

§ 휴게시설이 산지에 입지하여 산악경

관이 지배적인 곳으로, 시설입지를

위해서는 비교적 많은 규모의 지형

성ㆍ절토가필요

§ 단양・추풍령・지리산등

수변형
§ 강・하천・호수・해변과 연접하거나
이들 수변요소를 경관자원으로 보유

§ 섬진강・행담도ㆍ동해등

3) 휴게소 이용특성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과 관련한 가장 유용한 현장자료는 한국도로

공사가 업무용으로 4년마다 실시하는 “고속도로 부대시설 이용실태조사

보고서”이다. 가장 최근의 현장조사는, 2013년 10월 15일에 전 휴게소를

대상으로 24시간 동안 실시하였다.

2000년 이후 4회에 걸친 조사결과를 분석하면, 구간 통행차량들의 휴게

소 이용률은 10여 년간 계속해서 감소해온 것을 알 수 있으며, 차종별로

는 소형차와 화물차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버스만이 다소 일정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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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방식

1) 휴게소 운영체계

1970년 고속도로 휴게소는 고속도로 자체이용률이 저조하여 자금력이

있는 민간업체에 자금투자를 유도하고 설치 후 10～20년간 운영권을 부

여하였다. 이후 1980년대에 고속도로 차량이 늘어나 휴게소 매출도 증가

하면서 도로공사는 자회사인 ㈜고속도로시설공단을 통해 휴게소를 짓고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1995년 정부의 민영화 추진 방침이 정해지며,

도로공사 자회사인 ㈜고속도로시설공단 운영시스템에서 민간업체에 운

권을 임대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 하였다. 이후 1997년부터 도로공사

부지에 민자 투자자가 휴게소를 짓고 운영하는 민자 방식이 도입되었고,

현재까지 도로공사의 건설 후 운영권 임대방식과 민간업체가 휴게소를

짓고 운영하게 하는 민자 방식을 병행하여 휴게소를 설치하고 있다. 운

영방식에 의한 휴게소 관리 개소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5> 휴게소 운영방식에 의한 운영관리 개소 (2015년 기준)

구분 계 임대휴게소 민자휴게소

휴게소수 172 143 29

점유율 100% 83% 17%

출처 :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

2) 임대 휴게소

고속도로는 기본적으로 임대휴게소 방식의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1970년대 고속도로 차량이 없어 민자 유치를 하였지만, 이후 1980년대

부터는 도로공사가 건설 후 임대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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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는 신설노선에 표준간격으로 설치하는 것과 기존노선 휴게소간 간

격이 먼 위치에 추가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임대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고속도로 설계반영 (표준간격 25km, 최대간격 50km 이내)

② 도로구역변경결정고시(노선 및 휴게소 전체)

③ 해당 토지매입 (공공용지토지보상법)

④ 휴게소 건축

⑤ 휴게소 영업개시 전 임대운영 입찰(3개월～1년 前)

⑥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임대사업자)

⑦ 낙찰자가 휴게소 인테리어 및 집기비품설치 (오픈 전까지)

⑧ 낙찰자가 휴게소 오픈 및 운영 (도로공사의 임대운영규정 준수)

하지만 고속도로 건설로 2015년 기준으로 27조원 이상의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설계기준에 맞는 휴게소를 적기에 건

설하는데 큰 재정적 부담이 있어 1997년도부터 행담도 휴게소를 시작으

로 휴게소 부지만을 도로공사가 보유하고 건물투자는 민간투자자를 선정

하여 일괄 설치 및 운영을 맡기는 방식으로, 민자휴게소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3) 민자 휴게소

도로공사가 투자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휴게소를 건설해야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에서 도입한 것이 민간투자방식으로 민자휴게소는 기본적으로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으로서 민간투자자가 당해 시설의 준

공 후 일정기간동안 시설의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며, 그 기간이 만

료되면 소유권을 도로공사에 귀속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민자휴게소

설치 흐름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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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민자휴게소 설치 흐름도

출처 : 민자휴게시설 설치 프로세스(한국도로공사)

한편 민자휴게소 기본조건을 살펴보면, 사용기간은 도로공사가 받는 토

지사용료와 연계시켜 아래 그림과 같이 상호선택의 관계로 설정하며, 적

정 무상사용 기간은 내부수익률(IRR) 분석을 통해 적정 수익률이 보장

되도록 결정하고 있다.

<표 2-6> 사용료와 사용기간의 조정관계

토지사용료 고정 ⇒ 무상 사용기간 조정

무상 사용기간 고정 ⇒ 토지사용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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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자 휴게소 운영관리 비교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방식의 차이는 휴게소 운영에도 차이를 나타 낸

다. 따라서 양자 휴게소의 특성을 정확히 규명하고 설치방식 차이에서

오는 운영관리 장․단점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휴게소 설치 효율성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임대휴게소는 도로공사의 초기 비용부담이 큰 반면, 매년 운영서

비스평가를 통해 휴게소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고객 서비스를 높이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다. 반면 민자휴게소는 도로공사 입장에서 초기투자비

를 절감할 수 있으며, 적정 투자자가 선정될 경우 투자규모를 극대화 할

수 있으나 장기 운영에 따른 적정 통제장치 등이 없으면 고객 서비스 등

이 등한시 될 우려가 있다. 아래 표에 양자 휴게소의 특성을 비교 요약

하였다.

<표 2-7> 임대 vs 민자휴게소 비교

구 분 민자휴게소 임대휴게소

투자비부담 o 도공 : 용지구입, 기반조성
o 사업자 : 건물건축 도 공

임대보증금 없음 o 24개월 임대료

임대료 5.5%(1～4차 평균) 10.67%(‘02년도 평균)

소유권․운영권 o 계약기간 동안 사업자가 보유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기부채납(BOT)

o 소유권 – 공사보유
o 운영권 - 업체보유

계약기간 10 ～ 35년 5년

사업자선정 o 제안서접수→평가→사용료경쟁입찰
o 낙찰자 : 사용료 최고가 입찰자

o 예정 임대요율 중 상위
3개 요율 평균 직상자

장점 o 도로공사 초기투자비 부담경감
o 운영자 소유로 인한 유지비 절감

o 민자에 비해 높은 사용료
o 관리감독 상대적 용이

단점 o 사업자 선정절차 복잡
o 임대휴게소에 비해 낮은 사용료 o 도로공사 투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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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입찰

1) 휴게소 임대입찰 개요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시설 임대입찰제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휴

게시설 동종업종 등록을 필한자로서, 최근 2년간 연속 동종업종의 연간매

출규모 50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사전이행능력심사(PQ 심사)를 통과한

후 적정 최고 임대요율을 제시함으로 낙찰자1)로 선정되는 제한경쟁입

찰 제도이다.

2) 입찰제도 변천과정

1995년 1월부터 1997년 9월까지 휴게시설의 입찰제도는 매출규모 제한

이 없고 임대보증금기준(예정가격이상 상위 15% 평균액보다 가장 근접

한 가격의 큰 금액)으로 결정하였으나 고액낙찰의 피해가 발생하고 참여

기업의 운영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1997년 9월 이후부터

부찰제(예정가 상․하한 내 평균금액 직상자)를 적용하고 입찰자격을 유

사업종으로 업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부실업체 참가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매출규모 제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으며, 형평성의 문제로 유사업종제한을 폐지하였다. 2010년 1월

이후 업종제한을 재도입하였고, 2012년 1월부터 매출규모 제한은 최대

200억원을 정점으로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100억원으로 축소하였고

현재는 50억원 이상인 사업자 까지 이르고 있다.

1) 복수예비임대요율 15개에서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요율 번

호를 종합하여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5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요율 중 최상위요율

3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임대요율로 하며, 예정임대요율의 직상위 임대요율을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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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휴게소 임대입찰제도 변천과정

구 분 입 찰 자 격 낙 찰 방 법

1995년 1월 중소기업, 매출규모 제한 없음 임대보증금 최고가

1997년 9월 업종제한, 매출규모 제한 없음
예정가 상․하한 내
평균금액 직상자

2001년 12월 업종제한, 매출규모 제한 (3억) 변경 없음

2003년 10월 업종제한폐지, 매출규모 제한 (5억) 변경 없음

2005년 12월 업종제한폐지, 매출규모 제한 (10억) 변경 없음

2007년 1월 업종제한폐지, 매출규모 제한 (20억) 변경 없음

2007년 12월 업종제한폐지, 매출규모 제한 (50억) 변경 없음

2009년 3월 업종제한폐지, 매출규모 제한 (200억) 변경 없음

2010년 1월 업종제한, 매출규모 제한 (200억) 변경 없음

2012년 1월 업종제한, 매출규모 제한 (100억) 변경 없음

현재 업종제한, 매출규모 제한 (50억)
사전이행능력심사(PQ)
적정최고 임대요율

3) 임대입찰 참가자격

휴게시설 임대입찰의 역사를 살펴보면 임대휴게소 사업자 선정에 있어

업종 제한여부 및 낙찰자 결정방법 외에는 매출규모 제한여부와 금액이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였다. 매출규모 제한 없음에서 현재의 50억원 까지

총 9차례나 매출규모 제한 제도가 바뀌어 온 것만으로도 그 고민을 짐작

할 수 있다. 보다 많은 업체가 임대입찰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서 접근성을

확보하느냐 부실업체 참여를 제한하여 운영능력을 확보하느냐가 딜레마

상황이 된다. 따라서 임대입찰 사업자 선정 시 접근성과 운영능력의 우

선순위를 결정하고 조화시키는 매출규모 제한 조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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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소도로 휴게소 서비스 평가제도

1) 휴게소 서비스 평가제도

민간의 휴게소 운영에 따라 관리기관인 도로공사는 휴게소 서비스에 대

한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 따라서 도로공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휴게소

서비스를 평가하고 있다. 개별적․.단편적으로는 각 휴게소 대해 발생한

고객 불편민원, 칭찬의 소리, 언론의 호평 또는 지적, 각종 기관으로 부

터의 지적이나 포상 등이 서비스 평가의 기준이 된다.
.

그러나 단편적인 사안만을 가지고 휴게소 서비스를 평가할 수는 없으므

로 도로공사는 내부적으로는 자체 서비스 평가 제도를 갖추어 놓고 이에

근거한 평가를 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고객의 상시평가, 정부의 평가

제도 등을 휴게소 서비스 평가에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아울러 이 평가

제도에는 앞서 언급된 개별적․.단편적 사실에 근거한 평가들이 모두 포

함되어 있다. 따라서 휴게소에 대한 일반적인 서비스 평가로 크게 도로

공사의 종합적인 운영서비스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가 있다.

2) 운영서비스 평가

1) 기본개념

휴게소 운영서비스평가는 1995년 자회사인 ㈜고속도로시설공단을 통해

휴게소를 짓고 운영하던 방식을 전면 민간임대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정부

의『고속국도 휴게소 운영권 민영화 방침 및 운영서비스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마다 휴게소 운영서비스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휴게소 운

영서비스 평가는 휴게소 간 경쟁을 도모함으로써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제고시키고, 시설의 개선을 도모하여 전반적인 수준을 제고시킴

으로써 고품질․고품격 서비스로 고속도로 휴게문화 공간을 창출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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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한다.

따라서 이 평가에는 휴게소 운영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내

용이 반영 되어야 하고,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를 통해 재계약시 근거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부실운영자의 퇴출 근거, 우

수경영자에 대한 향후 수의계약 등 우선 배려 근거를 마련하여 이 제도

에 의해 휴게소 운영사가 이용객을 위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평가제도가 운영 되어야 한다.

2) 평가방법

운영서비스평가가 기본적으로 휴게소 간 상호 경쟁을 통한 품질 및 서비

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므로, 평가대상은 계약기간이 정해져서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고속도로 모든 휴게소가 대상이 되며, 계약기간 없이 잠

정적으로 운영하는 임시시설도 대상에 포함된다. 평가위원 구성은 도로

공사 직원과 외부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하여 객관성

을제고하고 있다.

운영서비스평가 결과 가장 우수한 휴게소를 1등급(90점 이상)으로 하고

가장 저조한 휴게소는 5등급(70점 미만)까지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며,

매년 평가결과 상위 10% 이내에 해당 하는 우수시설은 포상을 하고 재

계약 등 인센티브를 제공 하며, 부진시설은 재계약 배제 또는 중도 계약

해지 조치한다.

<표 2-9> 평가결과에 따른 중도해지 조건

구 분 중도 계약해지 조건

재계약
․종합 4등급 재계약시 : 재계약기간 5등급 1회시 중도해지
․종합 3등급 〃    : 〃     5등급 2회시 중도해지
․종합 1~2등급 〃    : 〃     5등급 2회시 차기 재계약 배제

최초계약 ․계약 2년차부터 5등급 2회시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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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평가내용

재계약 또는 중도계약해지가 평가결과에 의하기 때문에 평가내용도 상

당히 중요하다. 도로공사는 계량지표 5개 항목 100점, 비계량지표 5개 항

목 등 26개 지표 총 200점 만점을 정하고, 여기에 23건의 가감점 지표를

만들어 평가를 하며, 사전에 충분히 공지를 하고 평가내용 상 이의신청

절차까지 두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2-10> 휴게소 운영서비스평가 주요 지표

평 가 지 표
가중치

유형 평가항목 지 표 명

계량

소계 5개 항목, 10개 지표 100

운영관리

◦종업원 급여수준
◦복리후생비 집행실적
◦교육훈련 실적
◦매장 운영의 적정성

7
4
7
7

25

상품 및
매출관리

◦가격인하 11
15◦매출증가율 4

시설투자 ◦건물 증개축 및 시설투자 실적 25 25

고객만족
◦고객 모니터링
◦고객 만족도
◦입점, 납품업체 만족도

10
20
5

35

비 
계량

소계 5개 항목, 16개 지표 100

서비스 및 
운영관리

◦고객욕구 변화 대응 노력
◦고객불편사항 해소 노력
◦고객편의시설 관리 노력

7
7
7

21

위생관리

◦종사원 위생관리
◦주방운영, 식자재 및 음용수 관리
◦화장실 관리
◦매장(즉석 제조매장) 및 자판기 관리

5
9
6
5

25

시설관리
◦건물, 기계설비, 전기, 조경 등 관리
◦오수처리시설 및 환경보전 노력

15
7

22

상거래
질서

◦매출관의 투명성
◦매출 관리 적정성
◦공정한 납품거래 및 상생협력 노력
◦잡화코너(hi-shop) 운영 활성화

5
5
5
5

20

책임경영
◦보고․지시사항 이행 및 대표자 운영 성과
◦매출증대 노력
◦전년도 평가시 미흡사항 조치실적

5
4
3

12

가 감 점 ◦가점 14개 항목, 감점 9개 항목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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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만족도 조사

(1) 기본개념

고속도로 이용객의 서비스 니즈와 불만요인을 발굴 및 개선하고 고객

기대서비스 수요대응을 통한 고객 신뢰를 확보하고자, 고속도로 품질 전

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하는 것이다. 이 고객만족도조사는 휴게소뿐만

아니라 진출입 톨게이트, 노면상태, 교통정보, 터널관리, 주유소 등 7개

분야에 32개 측정지표를 수록한 설문지를 외부 조사 업체가 이용고객으

로부터 설문조사하여 점수 집계를 하는 제도이다.

고객만족도조사는 도로공사가 조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자체고객

만족도조사와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

은 한국능률협회생산성본부)가 조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정부고객

만족도 조사 등 1년에 2회 실시된다. 조사대상 샘플 수, 자료 획득 용이

성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체고객만족도를 활용하였다.

(2) 평가내용 및 결과활용

설문조사 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아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

객만족도조사에서의 휴게소 부문은 직원 친절응대, 휴식공간 관리, 화장

실 관리, 주차장 관리, 음식 메뉴의 다양성, 음식 맛과 가격 등 휴게소

서비스의 모든 부분을 측정하여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발표 하

고 있으며, 여기서 나타난 결과는 휴게소 전체 평가에 일정 부분 반영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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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고객만족도조사 조사항목

구 분 세부항목

진입톨게이트(4)
진입 대기시간, 하이패스차로 구분 용이성, 하이패스차로 이

용 편리성, 하이패스 대비 일반차로 편리성

진출톨게이트(5)
직원친절성, 통행료 신속계산, 진출대기시간, T/G주변 청결성,

이동경로 문의․안내

노면상태(5)
노면 평탄성, 차선선명성, 완만한 커브길, 청소상태, 공사상태

안전관리

교통정보(5) 적시성, 정확성, 정보획득 용이성, 공사정보 사전안내

터널관리(3) 환기상태, 조명상태, 차선․유도표시 등 차로 인식

휴게소(6)
직원 친절응대, 휴식공간관리․비품충실도, 화장실리 상태, 주

차장 이용편리, 음식메뉴 다양성, 음식 맛․가격

주유소(4)
직원 친절응대, 주유원 복장․주변 청결성, 가격 및 신속계산,

주유 신속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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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민

간위탁 성과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휴게소 민간위탁

유형(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하고 임대하여 민간운영업체가 운영 중인 휴

게소 : 이하 임대휴게소, 민간에서 투자하고 건설하여 운영하는 휴게소 :

이하 민자휴게소)과 임대휴게소 운영업체 매출규모이라는 두 가지의 독

립변수를 활용하여 휴게소 고객만족도, 운영서비스 점수 등 두 가지의

성과에 대해서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분석모형Ⅰ

분석유형 (독립변수) 성과 (종속변수)

휴게소 민간위탁 운영방식

[임대휴게소, 민자휴게소]
⇨

고객만족도

운영서비스 점수

분석모형Ⅱ

분석유형 (독립변수) 성과 (종속변수)

임대휴게소 운영업체 매출규모 ⇨
고객만족도

운영서비스 점수

통제변수

(1) (2) (3)
소재지 권역 운영기간 일평균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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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종속변수

민간위탁의 성과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의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변

수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있다. 강성철·김도엽(2007)은 민간위탁의 실시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있으며, 최홍석(2002)은 민간위탁건수를 활용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관련하여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은 제한

적이며 계량화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특수한 경영환경 및 실증분석사례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변

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1) 고객만족도

고객만족도 조사는 고속도로 이용고객의 서비스 니즈와 불만요인 발굴

및 개선으로 고객 기대 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해 실시하는 설문 형태의

측정방법이다. ‘고객경험대상 7개 부문(진입톨게이트, 진출톨게이트, 노

면상태, 교통정보, 터널관리, 휴게소, 주유소)’ 중 휴게소 측정부문은 직

원 친절응대, 휴식공간 관리․비품충실도, 화장실 관리상태, 주차장 이용

편리, 음식메뉴 다양성, 음식 맛․가격 등 6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

공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는 산출의 질에 대한 고객의 주관적 평

가라는 점에서 산출의 실제 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공사부문을

막론하고 고객의 만족도 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서비스의 질적 측면을 구

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조연숙, 2001). 이에 한국도로공사에

서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활

용하여 공공성의 영역인 서비스의 질이라는 성과에 대해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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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서비스 점수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데 있어 사무 및 업무를 위탁한 기관은 수탁기관

에 대해 계약사항, 운영상황 등을 지도 감독하여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

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추승주,2008). 또한, 효율성은 ‘정부조직의

산출이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를 의미하는 공식적인 조직의 목표

달성도이다(조연숙,2001). 즉 목표달성 정도를 의미한다. 현재 한국도로공

사에서는 고객서비스 수준향상 및 대내외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휴게소

간 상호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매년 휴게소를

대상으로 운영서비스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결과 우수휴게소에 대

한 수의계약 등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결과 미흡휴게소는 중도

계약해지 내지 재계약 배제 등 운영서비스평가를 통해 휴게소가 이용자

를 위한 최상의 운영관리 수준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종합적인 운영관리능력의 성과판단 지표

로서 운영서비스 점수를 사용하였다.

2. 독립변수

1) 민간위탁 운영방식

공공서비스의 위탁이란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의

연결고리를 더 추가하는 것이다. 이 연결고리가 얼마나 잘 설계되고 잘

이행되는가가 공공서비스의 집행의 성과를 좌우할 것이다(황혜신,2005).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방식에 따라 운영성과에 어떠한 차

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하고 임대계약을 통해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임대휴게소”와 민간에서 투자하고 건설하여 운영

하는 “민자휴게소”로 독립변수를 설정하고, 민자휴게소를 기준으로 임대

휴게소와 성과비교를 위해 운영방식별 더미변수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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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휴게소 운영업체 매출규모

휴게소 민간위탁 운영방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임대휴게소 사업

자 선정은 민간위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현

행의 한국도로공사의 임대휴게소 입찰참가자격은 휴게소 동종업종 사업자

로서 최근 2년간 연속으로 연간매출규모 50억원 이상인 업체로 제한하고

있다. 입찰참가자격 매출규모 제한은 부실한 업체의 입찰참여를 막아 건

실한 업체 선정을 유도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일정 매출규모 이하 업체는

입찰참여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접근성을 제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매출

규모 제한 입찰에 대한 검증을 위해 운영업체 매출규모와 고객만족도 및

운영서비스 점수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임대휴게소

운영업체 매출규모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3. 통제변수

1) 휴게소 소재지 권역

휴게소가 위치한 도시의 규모에 따라 이용객의 수와 함께 서비스의 질

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성과를 평가할 때 지리적 변수를 통

제 변수로 설정하게 된다(김인,2007). 이에 휴게소 6개 지역(수도권, 강

원, 충청, 호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기준으로 분류하여 지리적 변수를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2) 휴게소 운영기간 및 일평균 교통량

휴게소의 건물 및 시설물 노후화가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한 건물 사용연수인 운영기간을 변수로 설정하고자 한

다. 또한, 노선별 교통량은 휴게소의 규모 및 매출규모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통제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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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수집 방법

이 논문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민간위탁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한다.

먼저, 독립변수는 한국도로공사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민간위탁 유형

및 임대휴게소 운영업체 매출규모 자료를 수집 하였다. 독립변수 중 민간

위탁 유형은 범주형 변수이어서 다중회귀분석 시에는 이를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종속변수인 고객만족도 및 운영서비스

점수는 매년 전국 휴게시설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내부

자료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인 휴게소 소재지 권역 및 운영

기간도 독립․종속변수와 마찬가지로 휴게소 현황자료인 내부 자료를 이

용하고, 고속도로 일평균 교통량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

는 노선별 일평균 교통량 자료를 활용 하였다.

<표 3-1> 변수별 측정방법 및 자료출처

변 수 측정 및 자료출처

종속

변수

고객만족도
<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
고객만족도(2008～2015년)

운영서비스 점수
<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

운영서비스 점수(2008～2015년)

독립

변수

운영방식

<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방식

• 임대 : 도로공사 건설, 민간운영
• 민자 : 민간업체 건설, 민간운영

운영업체 매출규모
<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

임대휴게소 운영업체 매출규모

통제

변수

소재지 권역
<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

고속도로 휴게소 소재지 권역(6개 지역)

운영기간
<한국도로공사 내부자료>
고속도로 휴게소별 사용연수

일평균 교통량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노선별 일일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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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가설

1. 고속도로 휴게소 민간위탁 운영방식에 따른 성과

고속도로 휴게소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하고 임대하여 민간운영업체

가 운영 중인 임대휴게소와 민간에서 투자하고 건설하여 운영하는 민자

휴게소로 민간위탁 유형이 공사 예산 사정에 따라 이원화 되어 운영되고

있다. 임대휴게소는 임대운영을 하면서 운영업체의 입장에서 투자비가

고려되지 않고 수익성이 떨어질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임대료를 그만큼

더 적게 받는 형태이지만, 민자휴게소는 과도한 투자설치 이후 수익성

결여 시 도로공사가 투자비 보전이나 사용료 정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운영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임대휴게소는 최초 계약기간

(5년)이 짧고 운영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최대 5년) 또는 중도

해지 여부가 결정되는 형태지만, 민자휴게소는 최초 계약기간이 최장 35

년에 이를 정도로 매우 길고 평가결과에 의한 재계약(최대 2년) 또는

중도해지 영향이 적어 민간위탁기간 동안 지속적인 경쟁유인이 상대적으

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연구모형과 관련

하여 휴게소 민간위탁 운영방식 중 민자휴게소를 기준으로 임대휴게소와

성과 비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민간위탁 운영방식 중 임대휴게소는 민자휴게소 보다 운영 성과가

높을 것이다.

(가설 1-1) 민간위탁 운영방식 중 임대휴게소는 민자휴게소 보다 고객

만족도가 우수 할 것이다.

(가설 1-2) 민간위탁 운영방식 중 임대휴게소는 민자휴게소 보다 운영

서비스 점수가 우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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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속도로 임대휴게소 운영업체 매출규모에 따른 성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휴게소 운영관리 방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임대휴게소 사업자 선정 시 건실한 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입찰참가

자격 최소 기준으로 휴게소 동종업종 매출규모 50억원 이상 사업자로 제

한하고 있다. 또한 휴게소 임대입찰 제도 연혁을 살펴보면 입찰참가 자

격요건의 핵심인 입찰참가 운영업체의 매출규모 제한을 ‘제한 없음’에서

최대 200억원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시켰다가 최근에는 중소기업 참

여확대를 사유로 국회 등 요구를 받아들여 일부 제한기준을 완화하는 등

총 9차례나 매출규모 제한금액 변경이 있어왔다. 이는 운영업체 매출규

모가 클수록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운영능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연구모형에서는 임대휴게소 운영업체 매출규모에 따라 어떠한 성과의 차

이를 보였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세웠다.

가설 2. 임대휴게소 운영업체의 매출규모가 클수록 운영성과가 높을 것이다.

(가설 2-1) 임대휴게소 운영업체의 매출규모가 클수록 고객만족도가 우수

할 것이다.

(가설 2-2). 임대휴게소 운영업체의 매출규모가 클수록 운영서비스 점수가

우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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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1. 종속변수

이 논문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종속변수인 고객만족도와 운영서비스 점수

기술통계는 다음과 같다.

〈표 4-1〉 고객만족도 및 운영서비스 점수 기술통계

구 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고객만족도 1201 63.89 100.00 93.53 6.42

운영서비스
점수

1125 112.20 186.76 161.11 12.04

연도별 고객만족도는 고속도로 휴게소 노점상 대대적 정리, 호텔수준의

화장실 수준 유지, Ex-Oil로 대변되는 국내 최저가 유가정책 도입, 시중

유명브랜드 제품판매 활성화 등 혁신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

해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휴게소 운영서비스 점수도

2010년을 기점으로 연도별 높고 낮음을 반복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고객만족도처럼 상승을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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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연도별 추세현황

고객만족도(점) 운영서비스 점수(점)

위와 같은 기초통계를 기본으로 이 논문의 관심변수인 민간위탁 운영방

식에 따른 고객만족도와 운영서비스 점수의 성과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운영방식별 임대 휴게소와 민자 휴게소의 성과에 대한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표 4-2〉 운영방식별 통계량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고객만족도

임대 1030 93.75 6.28 0.20

민자 221 92.47 6.94 0.48

운영서비스
점수

임대 1030 163.63 9.66 0.32

민자 221 150.43 14.93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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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우선 첫 번째 독립변수인 민간위탁 운영방식에 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

를 살펴보면 운영방식의 경우 임대휴게소가 전체의 8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자휴게소는 17.7%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로 민자휴게소는

2013년 및 2014년에 각 1개소씩 총 2개소가 소폭 증가 하였고, 반면에

임대휴게소는 2008년 대비 2015년까지 총 36개소가 증가되어 33.6%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임대휴게소의 비율이 민자휴게소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표 4-3〉 운영방식별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N %

임대 107 108 119 131 138 141 143 143 1030 82.3

민자 27 27 27 27 27 28 29 29 221 17.7

합계 134 135 146 158 165 169 172 172 1251 100.0

두 번째 독립변수인 임대휴게소 운영업체 매출규모에 대한 기술통계량

은 다음과 같다.

〈표 4-4〉 임대휴게소 운영업체 매출규모 기술통계

구 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운영업체 매출규모
(백만원)

1023 1785 68536 18738.78 1431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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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운영업체 평균 매출규모는 주5일제 근무 정착화 및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여행이나 레저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

나는 등 연평균 7.7%의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2〉연도별 운영업체 매출규모 추세현황

운영업체 매출규모(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운영업체
매출규모
(백만원)

14,187 14,525 15,538 17,011 18,878 21,465 21,760 2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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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휴게소 운영방식 및 운영업체 매출규모에 따른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영향을 주는 제3의 요인을 통제하고자 한다. 우선 휴게소 소재지 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충청권이 27.34%로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었고, 호남권

이 19,10%로 두 번째 많은 휴게소가 위치하고 있었다. 반면 산악지형이

많고 교통량이 적은 강원권은 10.79%로 휴게소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휴게소 소재지 지역 빈도표

구분 민자 임대 전체 비중(%)

강원권 - 135 135 10.79%

대구경북 56 178 234 18.71%

부산경남 16 131 147 11.75%

수도권 10 144 154 12.31%

충청권 107 235 342 27.34%

호남권 32 207 239 19.10%

그 외 환경변수와 관련한 통제변수로 휴게소 설립이후 사용연수 및 고

속도로 노선별 이용 일평균 교통량의 기술통계는 다음과 같다

〈표 4-6〉 운영기간 및 노선별 일평균 교통량 기술통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운영기간(년) 1 37 10.98 6.890

일평균교통량(대) 13585 1295328 460864.64 35587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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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민간위탁 성과 분석

1. 회귀모형식

이 논문에서는 민간위탁 휴게소의 어떠한 요인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투입한 다중회

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모형 및 변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표 4-7〉다중 회귀모형식

구분 회귀모형식

운영방식에 따른
성과 (n=1,251)

  β0 + β1(운영방식더미i) + β2(시간더미i) + β3(지역더미i)
+ β4(운영기간i) + β5(일평균교통량i) + εi

운영업체 매출규모에
따른 성과 (n=1,023)

  β0 + β1(운영업체 매출규모i) + β2(시간더미i) + β3(지역더미i)
+ β4(운영기간i) + β5(일평균교통량i) + εi

〈표 4-8〉변수설명

변수 종류 및 내용

종속
변수

고객만족도 연속형 변수

운영서비스 점수 연속형 변수

독립
변수

운영방식 더미변수(임대휴게소, 민자휴게소*)

운영업체 매출규모 연속형 변수

통제
변수

시간 고정효과
더미변수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휴게소 소재지 지역
더미변수

(수도권*, 강원, 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 호남)

휴게소 운영기간 연속형 변수

노선별 일평균 교통량 연속형 변수

주) * : 더미변수의 기준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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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게소 운영방식이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휴게소 운영방식이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휴게소

운영방식 1,251개 샘플 중 고객만족도는 1,201개를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회귀식은 Y = 95.666 + 1.152(임대휴게소)이다. 개별 독립변수의 종

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운영방식이 임대

휴게소인 경우 회귀계수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민자휴게소를 기준으로 임대휴게소는 1.152만큼 고객만족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공차한계가 0.1

이하거나 VIF는 10이 넘지 않으므로 상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모형Ⅰ과 관련한 가설 1-12))은 채

택되었다.

〈표 4-9〉고객만족도 회귀분석(n=1,201)

구 분
비표준계수 표준계수

t 유의수준
공선성통계

B 표준오차 베타 허용오차 VIF

(상수) 95.666 .758 126.234 0.000

운영더미 임대 1.152 .407 .069 2.830 .005 .889 1.124

연도더미1 2008 -10.131 .616 -.475 -16.434 .000 .625 1.601

연도더미2 2009 -9.727 .603 -.469 -16.142 .000 .618 1.619

연도더미3 2010 -7.554 .586 -.380 -12.899 .000 .602 1.662

연도더미4 2011 -3.906 .581 -.199 -6.724 .000 .597 1.676

연도더미5 2012 -2.284 .562 -.122 -4.066 .000 .578 1.730

연도더미6 2013 -1.279 .558 -.069 -2.291 .022 .579 1.727

연도더미7 2014 .330 .558 .018 .591 .554 .581 1.721

2) (가설 1-1) 민간위탁 운영방식 중 임대휴게소는 민자휴게소 보다 고객만족도가

우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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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표준계수 표준계수

t 유의수준
공선성통계

B 표준오차 베타 허용오차 VIF

권역더미1 강원 -.268 .636 -.013 -.421 .674 .586 1.706

권역더미2 대경 1.872 .548 .114 3.419 .001 .473 2.114

권역더미3 부경 .151 .601 .008 .252 .801 .564 1.772

권역더미4 충청 1.221 .515 .085 2.368 .018 .403 2.480

권역더미5 호남 1.461 .564 .090 2.589 .010 .435 2.300

운영기간 -.015 .024 -.016 -.645 .519 .804 1.244

일평균교통량 -1.003 .000 -.001 -.022 .983 .791 1.264

(F통계량 : 48.608, R제곱 : 0.381)

고객만족도 성과 측면에서 휴게소 운영방식을 분석해본 결과 임대휴게소

가 민자휴게소에 비해 약간 앞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임대휴게소는

임대운영을 하면서 운영업체의 입장에서 투자비가 고려되지 않고 수익성

이 떨어질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임대료를 그만큼 더 적게 받는 형태이지

만, 민자휴게소는 과도한 투자설치 이후 수익성 결여 시 도로공사가 투

자비 보전이나 사용료 정정을 해주지 않는 운영체계의 차이가 주요 원인

으로 보여 진다. 즉, 민자휴게소는 투자비 회수를 위해 매출향상과 비용

절감 등 수익성 위주로 휴게소 운영 방향의 중점을 두게 되고 이에 따라

공익시설 관리자로서의 공공서비스 측면에서는 임대휴게소에 비해 취약

점을 드러낸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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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게소 운영방식이 운영서비스 점수에 미치는 영향

휴게소 운영방식이 운영서비스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휴

게소 운영방식 1,251개 샘플 중 운영서비스 점수는 1,125개를 분석하였다.

회귀분석결과 회귀식은 Y = 152.408 + 12.272(임대휴게소)이다. 개별 독

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운영방

식이 임대휴게소인 경우 회귀계수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 즉 민자휴게소를 기준으로 임대휴게소는 12.272만큼 운영서비스 점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공차한계가 0.1이하거나 VIF는 10이 넘지 않으므로 상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모형 Ⅰ과 관련한 가

설 1-23))은 채택되었다.

〈표 4-10〉 운영서비스 점수 회귀분석(n=1,125)

구 분
비표준계수 표준계수

t 유의수준
공선성통계

B 표준오차 베타 허용오차 VIF

(상수) 152.408 1.445 105.445 0.000

운영더미 임대 12.272 .768 .401 15.983 .000 .879 1.138

연도더미1 2008 -8.769 1.212 -.213 -7.234 .000 .639 1.566

연도더미2 2009 -10.372 1.194 -.256 -8.684 .000 .637 1.571

연도더미3 2010 -11.159 1.140 -.296 -9.786 .000 .603 1.659

연도더미4 2011 -1.533 1.115 -.042 -1.375 .169 .588 1.702

연도더미5 2012 -2.917 1.083 -.084 -2.694 .007 .575 1.739

연도더미6 2013 -.095 1.074 -.003 -.088 .930 .575 1.739

연도더미7 2014 1.667 1.055 .050 1.580 .114 .563 1.775

3) (가설 1-2) 민간위탁 운영방식 중 임대휴게소는 민자휴게소 보다 운영서비스

점수가 우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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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표준계수 표준계수

t 유의수준
공선성통계

B 표준오차 베타 허용오차 VIF

권역더미1 강원 -4.301 1.241 -.104 -3.467 .001 .620 1.612

권역더미2 대경 .512 1.035 .017 .495 .621 .496 2.014

권역더미3 부경 2.588 1.126 .071 2.299 .022 .576 1.735

권역더미4 충청 -.571 .965 -.021 -.592 .554 .421 2.378

권역더미5 호남 1.334 1.087 .042 1.227 .220 .463 2.158

운영기간 .002 .045 .001 .053 .958 .805 1.242

일평균교통량 4.563 .000 .136 5.180 .000 .797 1.254

(F통계량 : 46.584, R제곱 : 0.387)

운영서비스 점수 측면에서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분석해본 결과 임대휴

게소는 민자휴게소에 비해 상당히 앞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임대휴게소

는 최초 계약기간(5년)이 길지 않고 운영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최대 5년) 또는 중도해지 여부가 결정되는 형태지만, 민자휴게소는 민간

투자자의 내부수익률(IRR)을 감안하여 원 계약기간이 최장 35년에 이를

정도로 매우 길고 평가결과에 의한 재계약(최대 2년) 또는 중도해지 가

능성이 적어 민간위탁기간 동안 지속적인 경쟁유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하

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경쟁여부가 민간위탁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한 선행연구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위탁운영 기간 동안 서비스 공급과정에서의 지속

적인 경쟁유인정도에 따라 그 성과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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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업체 매출규모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운영업체 매출규모가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임대

운영업체 1,023개 샘플 중 고객만족도는 983개를 분석하였다. 회귀분석결

과 회귀식은 Y = 97.149 + 2.741(운영업체 매출규모)이다. 개별 독립변수

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운영업체 매

출규모 회귀계수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독립

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공차한계가 0.1이하거나 VIF는

10이 넘지 않으므로 상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모형 Ⅱ와 관련한 가설 2-14))은 기각되었다.

〈표 4-11〉 고객만족도 회귀분석(n=983)

구 분
비표준계수 표준계수

t 유의수준
공선성통계

B 표준오차 베타 허용오차 VIF

(상수) 97.149 .790 123.000 0.000

운영업체매출규모 2.741 .000 .006 .238 .812 .901 1.109

연도더미1 2008 -9.813 .674 -.460 -14.549 .000 .627 1.594

연도더미2 2009 -10.106 .656 -.491 -15.407 .000 .617 1.621

연도더미3 2010 -7.144 .633 -.366 -11.285 .000 .596 1.677

연도더미4 2011 -4.218 .623 -.221 -6.772 .000 .589 1.697

연도더미5 2012 -2.119 .601 -.116 -3.528 .000 .577 1.733

연도더미6 2013 -.963 .593 -.053 -1.625 .104 .578 1.729

연도더미7 2014 .441 .593 .024 .744 .457 .582 1.719

4) (가설 2-1) 임대휴게소 운영업체의 매출규모가 클수록 고객만족도가 우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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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표준계수 표준계수

t 유의수준
공선성통계

B 표준오차 베타 허용오차 VIF

권역더미1 강원 -.532 .639 -.028 -.833 .405 .560 1.786

권역더미2 대경 1.777 .576 .108 3.088 .002 .514 1.947

권역더미3 부경 -.271 .622 -.015 -.436 .663 .563 1.777

권역더미4 충청 1.245 .546 .084 2.282 .023 .464 2.155

권역더미5 호남 .980 .592 .063 1.655 .098 .436 2.294

운영기간 -.019 .024 -.023 -.807 .420 .804 1.243

일평균교통량 -4.197 .000 -.025 -.859 .390 .755 1.324

(F통계량 : 42.027, R제곱 : 0.395)

분석결과 휴게소 임대입찰 참가자격 기본 요건인 운영업체 매출규모가

유의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임대휴게소 운영업체 매출규모가 고객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회귀계수만 볼 때 임대휴

게소 운영업체 매출규모가 클수록 고객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제한적

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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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영업체 매출규모가 운영서비스 점수에 미치는 영향

운영업체 매출규모가 운영서비스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임대운영업체 1,023개 샘플 중 운영서비스 점수는 907개를 분석하였다.

회귀분석결과 회귀식은 Y = 166.422 + 5.189(운영업체 매출규모)이다. 개

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운영업체 매출규모 회귀계수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운영업체 매출규모가 클수록 운영서비스 점수가 5.189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공차한계가

0.1이하거나 VIF는 10이 넘지 않으므로 상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모형 Ⅱ와 관련한 가설 2-25))

은 채택되었다.

〈표 4-12〉 운영서비스 점수 회귀분석(n=907)

구 분
비표준계수 표준계수

t 유의수준
공선성통계

B 표준오차 베타 허용오차 VIF

(상수) 166.422 1.262 131.915 0.000

운영업체매출규모 5.189 .000 .078 2.787 .005 .901 1.110

연도더미1 2008 -10.587 1.125 -.310 -9.407 .000 .651 1.537

연도더미2 2009 -11.766 1.104 -.352 -10.655 .000 .646 1.547

연도더미3 2010 -12.835 1.037 -.423 -12.375 .000 .605 1.653

연도더미4 2011 -2.960 1.005 -.102 -2.944 .003 .590 1.696

연도더미5 2012 -3.920 .968 -.142 -4.048 .000 .576 1.735

연도더미6 2013 -.692 .961 -.025 -.720 .472 .582 1.719

연도더미7 2014 .907 .939 .034 .966 .334 .565 1.769

5) (가설 2-2) 임대휴게소 운영업체의 매출규모가 클수록 운영서비스 점수가 우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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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표준계수 표준계수

t 유의수준
공선성통계

B 표준오차 베타 허용오차 VIF

권역더미1 강원 -4.946 1.040 -.164 -4.754 .000 .596 1.677

권역더미2 대경 1.235 .914 .048 1.351 .177 .551 1.814

권역더미3 부경 1.398 .976 .050 1.433 .152 .579 1.727

권역더미4 충청 -1.099 .854 -.049 -1.286 .199 .492 2.034

권역더미5 호남 -.851 .962 -.034 -.885 .376 .469 2.132

운영기간 -.024 .038 -.018 -.623 .534 .809 1.236

일평균교통량 3.053 .000 .119 3.914 .000 .762 1.312

(F통계량 : 34.862, R제곱 : 0.370)

운영서비스 점수 측면에서 임대휴게소 운영업체 매출규모와의 인과관계

를 분석해본 결과 운영업체 매출규모가 클수록 운영서비스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운영업체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매출규모가

커질수록 인력․서비스․시설 개선에 투자여력이 생기게 되고, 체계적

휴게소 운영시스템을 기반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는 다양

한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른 결과로 운영업체 매출규모와 운영

서비스 점수가 정(+)의 인과관계는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

다. 앞서 기술한바와 같이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능력 검

증을 위해 매출규모 제한을 임대휴게소 입찰참가 기본 자격요건으로 하

고 있고 지속적으로 매출규모 제한 금액을 증가시켜온바 본 연구 분석결

과는 이러한 정책적인 방향을 뒷받침한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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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가설의 검증

첫 번째 연구모형과 관련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의 실증사례를 검증하고

자 휴게소 민간위탁 운영방식이 임대휴게소인 경우와 민자휴게소인 경우

에 따른 성과에 대해서 설정한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3〉운영방식에 따른 성과

가설 1. 민간위탁 운영방식 중 임대휴게소는 민자휴게소
보다 운영 성과가 높을 것이다

결과 비고

(가설 1-1 ) 민간위탁 운영방식 중 임대휴게소는
민자휴게소 보다 고객만족도가
우수 할 것이다.

채택

(가설 1-2) 민간위탁 운영방식 중 임대휴게소는
민자휴게소 보다 운영서비스 점수가
우수 할 것이다.

채택

두 번째 연구모형과 관련하여 임대휴게소 운영업체 매출규모에 따라 고객

만족도 및 운영서비스 점수에 어떠한 성과를 보였는지 설정한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4〉운영업체 매출규모에 다른 성과

가설 2. 임대휴게소 운영업체의 매출규모가 클수록
운영성과가 높을 것이다

결과 비고

(가설 2-1 ) 임대휴게소 운영업체의 매출규모가 클수록
고객만족도가 우수 할 것이다.

기각

(가설 2-2) 임대휴게소 운영업체의 매출규모가 클수록
운영서비스 점수가 우수 할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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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제 1절 연구의 요약

이 논문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대표적

인 공공시설의 특수한 사례를 바탕으로 민간위탁 성과분석을 위해 연구

를 진행하였다. 민간위탁 대상 휴게소의 운영방식과 함께 임대휴게소 운

영업체 매출규모가 공공시설 운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한 것이다. 그 분석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위탁 운영방식(임대, 민자)에 따른 성과를 비교한 회귀분석

결과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시행한 고객만족도는 민자휴게소

대비 임대휴게소의(B = 1.152, p = 0.005)의 통계 값이 유의하게 나타났

고, 운영서비스 점수도 민자휴게소 대비 임대휴게소의(B = 12.272, p =

0.000)의 통계 값이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즉 고객만족도 및 운영서비스

점수 모두 민자휴게소에 비해 임대휴게소가 높고 그 중에서 운영서비스

점수는 상대적으로 민간위탁 운영방식에 따른 성과차이를 더 크게 보여

준다.

민자휴게소는 초기 투자금 회수를 위한 수익성 위주의 운영정책과 서비스

공급과정에서 지속적인 경쟁유인이 제공되지 않아 고객만족도 및 운영서

비스 점수 모두 임대휴게소에 비해 낮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공시설의 민간위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이윤이 기반이 되고, 공공시설 관리자로서의 서비스 수준 유지

를 위한 지속적인 경쟁유인이 부여되는 임대휴게소 운영방식이 더 적절

한 선택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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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 연구결과는 임대휴게소를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운영의 원칙

으로 하고, 공사의 예산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부 민자휴게소 방식을

병행하여 설치해온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설치운영 정책 방향을 뒷받침

한다 할 수 있다.

둘째, 임대휴게소 운영업체 매출규모에 따른 성과를 비교한 회귀분석

결과 임대휴게소 운영업체 매출규모(B = 2.741, p = 0.812)에 따른 고객

만족도는 통계 값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임대휴게소 운영업체 매

출규모(B = 5.189, p = 0.005)에 따른 운영서비스 점수는 통계 값이 유의

하게 분석되었다. 임대휴게소 운영업체의 매출규모가 클수록 운영서비스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임대휴게소는 민간투자 휴게소와는 달리 휴게소 건설에 따른

대규모 투자비가 들지 않고 고속도로 독점시장 이라는 특수한 영업환경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 볼 수 있

다. 따라서 운영업체 매출규모가 커 질수록 인력․서비스․시설 개선에

투자 여력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공공시설 관리자로서의 다양한 역

할 수행을 무리 없이 소화해 내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비록 운영업체 매출규모와 고객만족도가 통계적으로

는 유의미 하지 않았지만,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입찰 시 일정수준 이상

의 매출규모를 기본 참가자격 요건으로 규정하고 매출규모 제한기준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제한경쟁을 통해 사업자 선정을 해온 한국도로공사

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공공시설

운영능력 확보라는 목적으로 시행해온 매출규모 제한경쟁 제도가 시행

된지 15년 이상 지났지만 이후 운영성과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임대방식의 운영업체 매출규모와 고객만족도 및 운영서비스 점수 성과에

대한 최초 검증이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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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서 전면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으며 운영방식은 임대방식과 민자방식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임대휴게소는 투자설치비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 문제가 크지

않고, 수익성이 떨어 질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임대료를 그 만큼 더 적게

받는 형태로 매년 운영서비스평가를 통해 휴게소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고객 서비스를 높이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다. 반면 민자휴게소는 과도한

투자설치 이후 수익성 결여 시 한국도로공사가 투자비 보전이나 사용료

정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운영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 장기 운영에 따른

적정 통제장치 등이 없으면 고객 서비스 등이 등한시 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과거에는 정부의 100% 지원 사업으로 시행하다 1990년 중반부터 자체비

용을 일부 조달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40%는 정부지원, 60%는 자체조달

사업으로 시행하면서 2015년말 기준으로 27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떠안

고 있다.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요구수준은 나날이

높아져 쇼핑몰, 휴양시설을 포함하는 대규모 복합휴게시설에 대한 수요도

많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사정에서 고급화된 복합휴게시설 설치를 동시에

만들어 낼 수 있는 민자휴게소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운영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민간위탁 운영방식별 성과 차이

를 고려하여 그간의 고속도로의 기본 원칙이었던 임대휴게소 방식의 설

치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 민자휴게소는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민자휴게소 설치 시 지역, 교통량, 인근 휴게소와의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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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감안하여 공공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수익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투자비 회수를 위한 지나친 수익성 위주의 휴게소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공공서비스는 민간위탁 시 위탁자의 정책과 방향성을 일치시켜야

하는데 단순한 계약서 및 부속서류의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공공성을 담

보하기가 어렵다. 이에 민간위탁 서비스 공급과정에서 민자휴게소의 경

쟁유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고객만족도 또는 운영서비스

점수에 따라 계약기간을 대폭 단축 또는 연장시키는 등 환류기능을 강화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계약기간의 변경 폭

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위탁은 계약이라는 경쟁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공공부문의 책임성 또한 담보 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행정수단이다. 그

러나 민간위탁에 대한 실증연구들에 따르면 원래의 목표인 효율성을 달

성하지 못하거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로서 고객만족도 및 운영서비스 점수에서 민자휴게소 보다 상대

적으로 우수하다고 분석된 임대휴게소의 경우에도 공공서비스 향상과 안

정적인 운영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운영업체의 매출실적을 일정수준 이상

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즉, 현재의 제한경쟁 체제를 지

속적으로 유지하여야 무능력한 부실운영업체 입찰참가를 방지 할 수 있

을 것이다. 다만, 매출규모 제한경쟁은 입찰 참여자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문제와 상충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서 매출규모를 제한 할

것인가도 중요한 정책적 판단사항이 될 것인바, 이에 대해서는 전국 고속

도로 휴게소의 매출규모 및 수익구조 변화추세, 외부 유사 위탁기관 발주

경향, 국회, 정부 관계부처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운영업체 매출

규모 제한 기준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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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이 논문에서는 공공시설인 고속도로 휴게소 실증사례를 통해 운영성과

에 대해 분석을 하기 위해서 휴게소 운영방식 및 시스템 자료 등 내부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우선 자료의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인해서 최근 8개

년도의 자료만을 분석 하였다. 이로 인해 제한된 기간으로 인한 근본적

인 자료 분석의 한계가 있었다.

종속변수로 한국도로공사 내부 자료인 고객만족도를 활용하였는데 고속

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일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매년 만

족도는 증가하지만 선정대상 휴게소의 변동성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더하여 운영서비스 점수도 서비스 외에도 위생, 상거래, 책임경영

등 종합적인 휴게소 운영능력을 측정한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민간위탁 방식의 성과를 측정하기는 어려우며 간접적인 측정지표라는 점

에서 대표성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 통제변수로 삼은 환경적 요인과 관

련해서도 휴게소별 요인이 아닌 차량등록대수 등 국내외적인 상황에 대

한 다양한 변수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폭 넓은 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길 위의 섬” 또는 “현대판 길 위의 오하시스”라고

불릴 만큼 그 기능과 역할이 다양하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고속도로 휴

게소 민간위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필요하며 정확하고 세

밀한 지표를 통해 측정된 휴게소 민간위탁의 성과를 활용할 시 제도개선

및 향후 운영에 가장 크게 활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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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rivately Commissioned

Public Facility Case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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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way rest areas - the leading public facility used by more

than 1.3 million people every day - have been operated under

privately commissioned management for more than 20 years after the

confirmation of the privatization measure owing to the governmental

policy in November 1994 which was influenced by the new public

management which claimed that market function should be expanded

while reducing the governmental functions and the spread of

neoliberalism, which emphasizes the roles of market.



- 64 -

Since assessing whether the purpose is accomplished by privately

commissioned management is influenced by various factors, an

objective and systematic discussion with regard to whether privately

commissioned management will turn out to be successful or not is

required. In that sense, in order to verify how public character and

efficiency differ according to the operation style and selection

conditions of the commissioned firm through the privatization of

expressway rest areas, this study analyzed the public service and

operation efficiency outcomes of expressway rest areas according to

operation style (leased rest area and private rest area) and the sales

scale of operation firm and the results are the following.

First,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outcomes according to the

privately commissioned operation styles of expressway rest areas,

leased rest areas had higher levels of customer satisfaction and

operation service assessment than private rest areas. This generally

supports the expressway rest area establishment and operation policy

direction of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which has se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eased rest areas as a principle and

inevitably carried out private rest area establishment and operation

due to the construction budget situation.

Second,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outcomes according to the

sales scale (the qualification to participate in the bidding) of leased

rest area operation firms, when the sales scale was bigger, both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result and operation service assessment

result went higher. Based on this comparative analysis, the policy

direction of the lease bidding by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which had defined the sales scale over a certain level as the basic

participation qualification condition when taking part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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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way rest area lease bidding and been gradually increasing the

limit of sales scale, proved to be true.

Privately commissioned management is a highly useful

administrative means which can remove the inefficiency of the public

sector through contracts and guarantee the responsibility of the public

sector. However, the empirical studies on privately commissioned

management suggested the analytical results that the management did

not obtain the original goal - efficiency - and highly damaged public

nature. Thus, based on the analytical results from the studies,

systematic supplementation has to be conducted including the

redefinition of the ordinary rules toward the privately commissioned

operation styles and the participation qualification of lease bidding of

expressway rest areas and the arrangement of continuous competitive

factors in the service supply process with regard to the problems

raised toward private rest areas.

Moreover, in order to improve the public nature of privately

commissioned management and secure operation efficiency,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indexes that could measure the

outcomes of privately commissioned management and actively utilize

the outcomes of the measured privately commissioned management

outcomes in system improvement and future operation.

Keywords : expressway rest area, privately commissioned,

operation style, sales scale, customer satisfaction, operation service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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