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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투자심사결과의 영향요인 분석 1 

N. 결론: 정책적 시사점 { 

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1Il. 분석틀 및 분석내용 

:N. 투자심사제도의 운영현황 분석 

1.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투자사업은 대규모의 투자재원이 소요되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민간기업의 생산성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수요는 소득 및 의식수준의 향상과 지방자치의 실시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투자사업을 계획적 • 효율적으로 선정 · 추진할 필요 

가있다. 

한정된 투자재원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1992년부터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1) 투자심사제도는 사업부서가 제안한 

투자사업 중 타당성이 없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투자심사과정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무분 

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한정된 투자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투자사업의 합리적 결정 여부는 투자심사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와 밀 

접한 관련이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기획예산처가 50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를 1998년 

부터 운영 중에 있고，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100억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 

* 산업연구원 
1) 이하에서는 ‘지방재정투 · 융자심사제도’ 를 줄여 ‘투자심사제도’ 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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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끼F전타당성 조사’ 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공공투자사업결정 관련 법 · 제도적 강화에 

도 불구하고 불분병한 평가기준과 주관적인 평가 등 지방자치단체의 비합리적인 투자결정에 대 

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투자사업 결정과정에서 투자심사제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과 

정의 폐쇄성으로 인한 외부의 관찰 및 자료접근의 제약 등으로 경험적 · 이론적 연구가 미진하 

였다. 기존의 연구들을 합리적인 투자결정의 한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 비용편익분석을 중심으 

로 한 기법개발 3)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을 대상으로 결정과정 및 문제점 분석，아 실무적 차원에 

서 투자심사지침 · 기법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5)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의 투자심사제도를 대상으로 운영현황 및 투자사업 결정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투자결정과정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이러한 연구배경 하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합리적 투자결정의 요구와 한정된 투자재원 속에 

서 지방자치단체들은 투자심사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심사과정에서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첫째， 공공투자의 합리적 결정을 제약하는 요인을 투자심사 

제도의 운영현황을 통해 살펴보고， 둘째， 투자심사를 받은 공공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투자결정 

의 영향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셋째， 이를 토대로 투자심사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 

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투자심사제도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중 제 

일 먼저 투자심사를 1981년부터 실시하였고，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수와 규모(매년 4조 원 이 

상) 또한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국고지원 등 중앙정부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 지방자치단체 

의 자율적인 투자결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었다. 또한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자료 

2) 최근 시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투자사업에 대한 감시와 투명행정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시민 

운동단체들은 예산을 낭비한 투자사업의 실패사례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여 사회적인 관심을 촉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매년 ‘최악의 10대 예산낭비사례’를 발표하고 있으며， 예산낭비 감시 시민단체인 

「함께 하는 지민행동」은 ‘밑빠진 독 상’ 을 발표하고 있다 

3) 김동건， “비용 · 편익분석에서의 사회적 할인율 산정에 관한 비교연구 r경제논집」 제22권 제3호， 

1983. 옥동석， “공공투자의 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2. 송병록， “공공투자사업 

의 적정 사회적 할인율 분석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01 

4) 김종철， “정책대안선택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경부고속전철 건설을 사례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6. 이정전 외，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논쟁 r재정논집」 제 15집 제2호， 2001. 김동건 
외， “경부고속철도사업의 타당성 재검토에 대한 소고행정논총」 제36권 제2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5) 한표환 · 박희정 1999 ， r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사업의 평가체계 및 기법개발j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변창흠사회간접자본 투자결정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J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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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이 가능하였고 투자결정과정에 대한 연구자의 참여관찰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95년부터 2002년까지로 설정하였으며 , 동 기간에 실시된 1 ， 127개의 

투자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기간은 지방자치의 실시로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하여 

시정을 운영한 시기로서 민선 171 (1995. 7 ~ 1998.6) , 민선 271(1998. 7~2002. 6) 그리고 민선 

371 (2002. 7~2006. 6)가 일부 포함된다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 면담 • 참여관찰， 통계분석을 병행하였다. 연구내용과 관련된 연구방 

법을 살펴보면， 공공투자 합리적 결정의 제약요인은 문헌연구와 관계자 면담 및 참여관찰 등을 

통해 파악하였다. 그리고 투자사업결정의 영향요언을 파악하기 위해 1 ， 127개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부서의 사업제안서， 투자심사 부서의 실무조서， 투자심사위원회의 최종평가서를 분석자료 

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투자심사결과와 이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사업유형을 

선정하여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통계분석은 투자심사결과， 사업유형이 명목변수이기 때 

문에 범주형 통계분석을 주로 활용하였다. 투자심사결과와 영향변수의 일대일 관계는 셨(chi

square)와 결합도 분석을， 그리고 투자심사결과에 대한 영향변수의 영향력 크기와 방향은 로지 

스틱 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ll. 관련이론의 검토 

1. 투자심사제도의 의의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공공투자사업은 무수히 많지만 투자사업에 소요될 재원은 

한정되어 있다. 무엇을 근거로 희소한 재원을 상호 경합하는 투자사업에 배분할 것인가? 투자 

재원의 유한성을 고려하여 희소한 재원을 다수의 경합하는 투자사업에 배분하는 장치로서 투자 

심사제도의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투자심사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 예 

산편성 이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적 재정관리제도라 할 수 있다 6) 

공공투자를 포함한 재정지출 및 예산증가의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바그너의 법칙 

(Wagner’s Law)과 피콕 • 와이즈만의 전위효과가설 (Peacock & Wiseman’s Displacement Effect 

Hypothesis) , 7) 도시성장의 제약요인 (Urban Threshold Theory) , 8) 그리고 관료의 예산극대화 성행) 

6) 사전적 재정관리제도로 투자심사제도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과목구분과 설 

정 , 지방채발행 승인제도 퉁이 있다. 

7) 바그너 법칙은 정부지출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기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피콕과 와이즈만은 재정지출의 불안정적인 

단층적 증가를 주장하는데， 전쟁， 천재지변과 같은 사회적 혼란기에는 재정지출의 증가를 용인하는 사 

회적 분위기가 발생하여 조세부담의 증가 및 갑작스런 재정지출의 증가가 발생하지만， 위기상황이 해 

소된 이후에도 채무이행， 복구사업 등으로 재정지출의 규모가 한동안 정상적인 수준으로 복해하지 못 

하고 높은 수춘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다. Gemmell, N. , The Growth ofthe Public Sector: Theor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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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지방재정운영체계와 투자심사제도 

등이 있다. 투자심사제도는 이러한 공공투자의 지속적 확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의의를 부 

여할수 있다. 

지방재정운영체계에서 보면， 투자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는 기능을 수 

행하고 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중· 장기적인 개발계획(도시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5년 단위 

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사업 중 차기연도에 추진할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를 실시하며， 투자심사의 결과에 따라 차기연도 예산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 

도록 하고 있다. 투자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투자사업 중 타당성이 없거나 낮은 사 

업을 제거 (Screening)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 

(Linking)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 합리적 투자결정의 한계 

합리주의 모형에 따르면 정책결정자는 이성과 합리성을 토대로 공공투자를 가장 바람직한 상 

태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인간능력의 한계， 관련 정보부족， 제한된 시간 및 비 

용， 공공부문 경쟁부재로 인한 효율적 투자결정 메카니즘의 부재 등 많은 제약을 안고 있다. 

전통적으로 공공투자사업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강조되어온 비용편익분석은 객관적 편익 · 비 

용의 추정， 할인율의 설정， 경제성외에 형평성 등 다른 가치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투자사업의 최종결정은 정책결정자의 가치판단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 

들은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판단의 상호조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만 최적화의 구체 

적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상존하고 있다 10) 

투자사업의 평가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이 상충되는 경우， 형평성을 제약조 

건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 또는 효율성을 제약조건으로 하여 형평성을 고려하는 방법이 

가능하지만 사회 · 경제적 상황， 공공투자의 정책방향， 투자사업의 성격 등에 따라 가변적일 수 

lnternational Evidence, Edward Elgar, 1993. 

8) 도시의 성장과정에서 연속적으로 직면하는 제약요인 (Threshold)과 제약요인의 극복을 위한 추가적 개 

발비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고 본다. Simpson, B., “ Some Theoretical 

Developments on Threshold Analysis and Testing," Urban Studies vol. 14 , 1977. 

9) Niskanen, W, Bureaucrac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1. 

10) 경제적 타당성과 정치적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예산결정이론에도 적용되어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David Novick, Charles Schultz, Fremont J. Lyden, Ernest G. Mi1ler, Allen Schick의 입 장과， 정 치 적 합리 성 에 

기초한 점 증적 예산결정 이 론을 주장하는 Charles E. Lindblom, A. Wildavsky, R. Fenno, 1. Sharkansky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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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 1) 

한국개발원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투 · 융자심사 지침’ 은 경 

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실시한 뒤 다기준 분석을 통해 종합적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12) 예 

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분석을 통해 투자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고， 정책적 분석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낙후도 평가， 재원조달 가능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및 민자유치 가능 

성， 지역 이해도 및 추진의지 등을 평가한 뒤，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바탕으로 다기준 

분석 (Multi-Criteria Analysis)을 통해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투 · 융 

자심사지침은 경제 ·재무성 분석， 사회 ·정치성 분석， 기타 분석을 토대로 종합평가를 내리고 

있다. 

3. 공공투자결정의 영향요인 관련 연구 

공공투자결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기존 논의로 정책유형론， 재정지출단계론， 공공선택론， 정 

책산출연구， 주창자 · 보호자모형 등을 들 수 있다. Theodore Lowi나 Lewis Froman 등은 정책유 

형을 독립변수로 보고， 정책유형에 따라 정책과정， 정책결과가 달라짐을 주장한다 13) 정부역 

할， 파급효과， 수혜계층， 이념 등 다양한 분류기준으로 정책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추진과정， 

결과 등을 분석하였다. 

재정지출단계론은 공공투자사업을 유형화하고 국가 도시의 발전에 따른 사업유형간 우선순 

위 및 예산배분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Elhance와 Lakshmanan은 도시기반시설을 교통， 전력， 

통신， 상하수도 등의 경제적 기반시설과 교육， 의료， 공공안전시설 등의 사회적 쾌적성 

(Amenity)을 구성하는 사회적 기반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14) 구체적인 시설의 종류는 다르지만 

유사한 분류방식을 택하고 있는 연구로 OECD Aschauer , Fox , Pagano and Moor , 박재홍 등이 

있다 15) Barlow는 공공투자로 인한 서비스가 지역사회 형성에 필수적인지 아니면 단지 생활의 

질을 높여 주는지에 따라 기본적 서비스(Basic Services: 도로， 쓰레기 처리장)와 쾌적서비스 

11) 양지청 외，공공투자정책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J ， 국토연구원， 1993. 

12) 한국개발원 공공투자관리센터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연구J ， 2001 한국지방행정연구 

원'.지방재정 투 · 융자 심사기법 개발J ， 2003 

13) Theodore J. Lowi, “Four Systems of Policy, Politics and Cho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pp.298-3 1O, 

197 1. Austin Ranney, “ The Study of Policy Content," Political Science and Public Policy, Markham Publishing, 

pp.13-14, 1968. 

14) Elhance, A. P. & Lakshmanan, T. R., “ Infrastructure-Production System Dynamics in National and Regional 

Systems,"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Volume 18, 1988. 

15) OECD는 도시서비스를 기반시설 서비스(infrastructure services)와 사회적 서비스(social services)로 Fox 

는 서비스 지향 서비스(services-o디ented servÌces)와 생산 지향 서비스(production-oriented seπices)로， 

Pagano와 Moore는 경제적 간접자본(economic overhead capital)과 사회적 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으로， 박재홍은 공급측면의 사회간접자본과 수요측면의 사회간접자본으로 구분하고 있다. 

OECD, Urban Infrastructure: Finance and Management,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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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nity Services: 도서관， 공원 등)로 분류하며， 서비스 제공의 의무성에 따라 의무적 서비스 

(Mandatory Seπlces: 경찰서， 소방서 등)와 선택적 서비스(Optional Services: 운동장， 유원지， 

문화시설 등)로 구분하고 있다 16) 

이러한 유형분류와 관련하여 Musgrave는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는 경제개발 관련 사회간접 

자본시설 (Social Overhead Capital)에 집 중적 투자가 이 루어지지 만 어 느 정도의 시 간이 경과하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부문의 투자가 증가함을 주장하고 Hansen은 벨기 

에의 도시를 사례로 경제적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충족되면 사회적 쾌적성 및 생활의 질을 

높여 주는 사회적 기반시설로 투자비중이 변화됨을 제시하였다 17) Thurmond는 꽁꽁투자사업의 

상대적 중요성을 Maslow의 인간 욕구 발전단계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기본적 인간욕구 

는 기본적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가스 등)을 통해 충족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본적 욕구충 

족이 이루어진 후에 보다 사회적 욕구(묘지， 공원)， 개인가치(도서관， 수영장) , 성취(골프장) , 

자아실현(박물관， 오페라 극장) 등의 욕구충족이 되어야함을 주장하고 있다 18) 

지방자치실시가 공공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방정부가 경제성장을 최우선의 과제로 

추구하기 때문에 복지사업보다는 개발사업을 중시 한다는 경제발전 모형 (Peterson, King) , 주민과 

이익집단의 요구 등 정치적 요인에 의해 복지사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정치안정모형 (Boyle & 

Jacob, Wong)이 있다 19) 이러한 경제발전 모형과 정치안정 모형은 모두 지방정부의 지출행위가 

주민의 지지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며， 자치단체장의 득표극대화를 위한 

공공선택론의 관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공공투자사업은 투자결과의 가시성을 기준으로 

도로， 공원 등과 같이 투자결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확정적 공공투자와 방재 · 유지관 

리처럼 투자효과가 가시적으로 잘 들어 나지 않는 불확정적 공공투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 자 

치단체장들은 득표극대화를 위해 예산을 확정적 공공투자에 집중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책산출연구(Policy Output Studies)는 정책산출의 결과를 정부지출 또는 투자로 파악하고， 지 

출 및 투자의 영향요인을 밝히려 한다. 정부지출， 투자결정의 영향요인으로 인구， 소득， 도시 

화 등 수요측면을 강조하는 접근과21) 가용재원 등 재정적 요인을 중시하는 공급측면의 접근으 

16) Barlow,1. M. , Spatial Dimensions 01 Urban Government. Research Studies Press, 1981 

17) Hansen, N.M, “ The Structure and Determinants of Local Public Investment Expenditure," The Review 01 

Economic and Statistics , voL 47, 1965, pp.150-162. 

18) Felbinger, C. L., “ Conditions of Confusion and Conflict: Rethinking the Infrastructure-Economic Development 

Linkage," Buinding the Public City, Sage Publications, 1996, pp. 132-133. 

19) Peterson, Paul, Ciη Limits, Boston: Little & Brown, 1981 , Wong, K., Economic Constraint and Political Choice 

in Urban Policymaking, American Journal 01 Political Science , VoL 32, 1988. 

20) 백윤석， 석승훈， 1998 , “정보 비대칭 하에서의 비효율적 공공투자，도시과학논총J ， 제24권， 서울시 

립대학교. 

21) Fishεr， G. W. , 1964, “ Determinants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A Preliminary Analysis," 

National Tax Journal XIV, OECD, 1991 , Urban lnfrastructure: Finance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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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된다. 국내 경험적 연구를 보면， 서구와는 달리 수요측면 보다는 가용재원 등 재원확보 

가능성이 재정지출 또는 투자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밝혀지고 있다 22) 이러한 현상을 재정능력 

가셜 (Revenue Capacity Hypothesis)로 표현하기도 한다. 

공공투자사업결정은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관련 주체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 

따라서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투자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주창자 • 

보호자 모형에 따르면 투자사업 결정과정에는 공공서비스의 수요자로서의 주민， 주민을 대표하 

고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지방의회， 공공서비스의 공급자로서의 지방정부 퉁이 참여하는데， 

결정과정의 참여주체들은 재정지출증액 지향적인 주창자(Advocate)와 재정지출삭감 지향적인 

보호자(Guardiàn)로 역할이 구분되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재정지출 규모와 내용이 결 

정된다 23) 

m. 분석틀 및 분석내용 

본 연구에서 분석할 내용을 분석틀로 제시하면， 분석틀의 주요 구성요소는 합리적인 투자결 

정을 제약하는 환경， 투자심사결과， 그리고 심사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다. 심사결과의 

영향요인은 기존의 이론적 연구， 투자심사 운영절차 실무조서결과를 토대로 1 ， 127개 투자사업 

을 유형화한 사업유형이다. 투자사업을 유형화하는 기준으로 득표극대화를 추구하는 자치단체 

장의 공약관련 여부(공약사업 · 비공약사업)， Barlow , Thurmond 등이 제시한 투자사업의 의무 

성 · 긴급성(기본적 투자사업 · 선택적 투자사업 · 중간적 투자사업)， Peterson이 주장하는 지역경 

제에 미치는 영향(개발사업 · 재분배사업 · 할당사업) 사업결과의 가시성 · 효과성 (신규건설사 

업 · 유지관리사업) , 재정능력가설에 따른 투자규모(100억 원 미만 . 100~500억 원 미만 .500 

억 원 이상) 및 재원구성(시비포함사업 · 비포함사업) , 투자섬사운영관련 심사회수(초심사업 · 

재심사업) 및 시기(정기심사사업 • 수시심사사업) , 그리고 투자결정과정에서 예산보호자로서 역 

할을 수행하는 투자심사 실무부서의 실무조서(통과사업 • 불통과사업) 등을 고려하였다. 

분석의 목적은 합리적인 투자결정을 제약하는 환경 속에서 전술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사업 

유형과 투자심사결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데 었다. 주요 분석내용을 가설로 나타내면 가설 1 :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인지 아닌지가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공약사업 

22) 남궁근 1994 ， “우리나라 지방정부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분석한국행정학보」 제28권 제3호 한원 

택 · 정헌영， 1994 ,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변화 및 원인지방자치연구」 제6권 

제2호， 손희준， 1999 ,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지출의 결정요인 분석한국행정학보」 제33 

권 제 1호 

23) 강신택， “여l산결정에 관한 연구행정논총」 제28권 제 1호， 서울대학교， 1990 , pp.29-51. 박광국， 황 
종규， “지방정부 예산결정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한국행정학보」 제28권 1994 ， pp. 
24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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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공약사업보다 통과비율이 높다. 가설 2: 투자사업이 기본적 투자사업 (Basic Infrastructure) 

인지 아닌지가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기본적 투자사업(도시안전， 상하수도 등)은 선택적 

투자사업 (문화， 체육， 공원 등) 또는 중간적 투자사업 (도로， 교통， 산업경제 등)보다 통과비율 

이 높다 가셜 3: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신규건설사업 (확정적 공공투자)인지 아닌지가 심사결과 

에 영향을 미치며 신규건설사업은 유지관리사업(불확정적 공공투자)보다 통과비율이 높다 가 

설 4: 투자심사 태상사업이 복지사업 인지 아닌지가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 복지사업은 정 

치안전모형의 주장과 같이 개발사업(도시 · 주택개발 등) . 할당정책사업(도로 • 교통， 환경 등) 

보다 통과비율이 높다. 가설 5: 투자사업규모가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투자규모가 작을수 

록 통과비율이 높다. 가설 6: 투자재원 중 시 자체재원의 포함여부는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 

며 투자사업 중 시비포함사업은 통과비율이 높다. 가설 7: 투자사업이 정기심사사업인지 여부 

가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정기심사사업은 수시심사사업보다 통과비율이 높다 가설 8: 투 

자사업이 초심사업인지 여부가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초심사업은 재심사업보다 통과비율이 

높다. 가설 9: 투자심사 실무부서인 재정분석담당관의 실무조서는 투자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며실무조서에서 통과판정을 받은 사업은 통과비율이 높다. 

1V. 투자심사제도의 운영현황 분석 

1. 관련 법 · 제도 

1991년 6월 ‘지방사업투자심사규정 (내무부 훈령 1026호)’ 이 제정되면서 투자심사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고. 1993년 8월에는 심사절차와 방식 등을 보다 체계화한 ‘지방재정투 · 융자심 

사규칙 (내무부령 제570호)’ 이 제정되어 , 지방자치단체에 투자심사지침이 시달되었다. 이를 근 

거로 서울시는 자체 투자심사지침을 마련하여 투자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투지집사 

와 관련된 법령으로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서울 

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등이 있다. 

서울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은 투자심사의 목적 , 대상， 평가기준， 투자심사의 실시 및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투자심사운영 현황 

분석기간인 1995~2002년 동안 1 ， 127건， 약 34조 원의 투자심사를 실시하였고， 연평균으로는 

140건， 약 4조 3천억 원 수준이다. 투자심사 대상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도로교통 432건， 환경 

부문 360건， 문화체육 125건， 복지 96건， 일반행정 59건， 도시안전 30건， 산업경제 20건， 주택 

도시 5건 등이다. 

투자섬사과정은 투자사업심사지침에 따라 투자심사 실무부서(재정분석담당관)의 투자심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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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목적 -지방재정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0조의3 및 지방재정투 · 융자심사규칙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업의 타당성 필 
요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 
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평가기준 국가장기계획 및 경제 · 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성， 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능력， 재무적 경제적 수익성，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주민숙원도 · 수혜도 및 사업요구도， 사업규모 · 사업비의 적정성 

심사대상 -총사업비 3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차관사업 또는 차입자금이 포함된 사업， 시 보조금 
이 있는 총사업비 10억 이상의 자치구 신규투자사업 2개 이상 자치구에 관련되는 사업 , 기 
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재심사 사업. 심사 후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 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 
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중앙심사 의뢰사업: 총사업비 20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중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2개 이 
상 시 · 도와 관련되는 사업 외국 자본이 도입되는 사업 ,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투자심사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 시행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이전에 실시. 다만 긴급사업， 연도 
실시시기 중에 사업을 시행해야 할 특별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 

-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 상반기 심사는 4월 30일까지 , 하반 
기 심사는 9월 30일까지 완료 

심사의 요청 -각 실， 국， 본부장이 투사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심사를 요청. 상반기 심 
사: 3월 10일까지 하반기 심사: 8월 10일까지 

-자치구 및 각 사업소의 장이 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 해당 각 실， 국， 본부 
장에게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 국， 본부장은 이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심사 
를 요청 상반기 심사: 2월 20일까지 하반기 심사: 7월 20일까지 

-심사요청 및 투자심사의뢰서의 첨부내용. 단위사업계획서，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기타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심사실시 및 -시장은 심사를 요청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심사를 실 
심사결과 시. 당해 사업의 추진시기， 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 

백하거나 사업계획의 미비 또는 업무의 성질상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음 

·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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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경우 
·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안되는 경우 

심사결과 처리 -시장은 심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실 국 본부장에게 그 심사결과흘 통보하여야 함 

각 실， 국， 본부장은 통보 받은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시장은 가용재원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함 
-자치구청장은 투자심사결과 시장이 제시한 의견이 자치구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야함 

심사결과의 -시장은 심사결과를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지방채발행의 승인， 특별교부세의 교부， 기타 시 

반영 재정 관련 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함 

투자심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 
위원회 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구성 및 기능 -위원회는 심사를 요챙 받은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의 심의 및 시장 자문에 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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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 

환경 문화체육 
도시 도로 

연도 
안전 교통 환경 

보전 

1995 3 45 2 

1996 6 82 13 
1997 120 20 
1998 3 52 7 
1999 4 26 4 
2000 4 41 6 
2001 8 24 5 

2002 2 42 

전체 30 432 57 

예산부서 

심사의견 

기술심사부서 

상하 공원 복지 문화 

수도 녹지 

3 I 2 2 

20 29 15 8 

17 19 25 12 

25 18 15 8 

14 35 6 3 
10 28 10 9 

5 27 16 16 

33 19 7 10 

127 176 96 68 
• L 

기술심사 사업계획수립기초 

자문요구 심사실시 

〈그림 2> 투자심사과정 및 참여자 

체육 

4 

8 
9 

7 
2 
5 
8 

14 

57 

環境論輩 第43卷(2005)

(단위: 개， 억원) 

전체 
주택 산업 일반 

도시 경제 행정 사업수 사업비 

12 74 14 251 
2 12 196 85.988 
7 12 241 66.567 
5 6 146 46466 

3 98 22 934 
2 6 121 49.203 
2 4 115 31 330 

4 4 136 43181 

5 20 59 127 341. 041 

| 실무심써원회 | 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계획반영 및우선순위 

판단， 반려 

대상결정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침 작성 • 시달 • 사업부서의 사업제안서 작성 · 제출 • 투자심사 실무부서의 실무심사 • 조서 

작성 • 투자심사위원회의 최종심의 • 자치단체장의 최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투자심사결과는 적정 ,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의 4가지로 구분되며 적정 및 조건부 추 

진은 통과로， 재검토 및 부적정은 불통과로 볼 수 있다. 사업수 기준， 통과비율을 살펴보면 

1995년이 45 ， 9%로 가장 낮고 IMF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1998년이 56 ， 8%로 낮으며 1999~ 

2002년 기간동안은 약 74~79%의 통과비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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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투자심사결과 및 통과비율 
(단위: 개， 억 원， %) 

연도 전체사업수 전체투자규모 통과사업수 통과사업규모 통과비율(1) 통과비율(2) 

1995 74 14251 34 4125 45.9 28 9 
1996 196 85988 170 79151 86.7 92.0 
1997 241 66567 186 39146 77.2 58.8 
1998 146 46466 83 23742 56.8 51.1 
1999 98 22934 72 15111 73 5 65.9 
2000 121 49203 95 43444 78.5 88.3 
2001 115 31330 87 18238 75 7 58.2 
2002 136 43181 108 33777 794 782 

주· 통과비율(1) = (통과사업 수 / 전체사업 수) x 100 

통과비율(2) = (통과사업 투자비 / 전체사업 투자비) x 100 

투자심사결과， 통과사업은 차기연도 예산반영이 가능한데 실제예산에 반영된 비율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1999년 예산반영 비율은24) 사업수 기준으로 76.4% , 사업비 기준으로 44.4% 

이며， 2000년은 각각 84.0% , 95.5% , 2001년은 93.1% , 97.4%를 보이고 있다. 최근 예산반영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통과사업 중 투자심사이후 상황변화에 따라 예산에 반영되지는 못하 

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투자심사 이후 사업진행의 결과를 분석해 보면， 분석기간 중 적정판정 사업의 약 73%가 사 

업완료 및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27%는 미추진， 중단， 재심사， 사업취소 등으로 정상적 

인 사업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조건부추진 판정사업은 약 68%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만， 32%는 중단， 취소되거나 재심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3. 투자심사운영의 제약요인 분석 

전술한 투자심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합리적 투자심사를 제약하는 요인을 투자심사과정， 평 

가기준·방법， 평가조직 · 인력， 사업관련 정보 등의 측면에 살펴보았다 25) 첫째， 지방자치단체 

의 투자심사과정은 폐쇄적 의사결정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어 시민， 의회， 시민단체의 직접적인 

참여와 관찰에 한계가 있다 투자사업의 제안과정에서 일부 민원을 반영하거나， 평가과정에서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시의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투자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심사운영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투자사업결정은 예산제약을 전제로 부문간， 부문내 사업간 비교를 통해 우선순위를 설 

24) 예산반영비율 = (예산반영사업 / 통과사업) X 100 

25) 변창흠["사회간접자본 투자결정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J.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변장흠 · 송우경， 

“투자심사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도시행정연구」 제 16집， 서울시립대학교， 

2001 변창흠 · 송우경， “공공투자사업의 투자심사과정에 관한 연구["서울도시연구」 제3권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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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의 심사방식은 단일사업에 대 

한 개별적 평가를 토대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는 투자심사가 정기심사， 수시심 

사 등 여러 번에 걸쳐 진행되어 단일 시점에서 사업간 비교를 하기가 어려우며， 사업간 비교를 

할 수 있는 평가체계 (부문간， 사업간 가중치 등)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별 투자사업의 심사에 활용되는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보면， 사업의 필요성 · 시급성 

기준， 주민수혜도 · 요구도 등은 활용도가 높지만， 재무적 · 경제적 수익성，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의 연계성은 활용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주관적인 정성평가를 하고 있고 객관적인 정 

량평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투자심사 관련 조직 및 인력의 부족은 합리적인 투자심사에 제약이 될 수 있다. 사업 

제안서 작성자의 교육 및 경험부족， 타 업무의 높은 비중， 기초 자료의 부재 등은 객관적이고 

충실한 사업제안서 작성에 제약이 되고 있다. 또한 투자심사 실무부서 (재정분석담당관)의 경우 

도 투자심사 건수가 많은 경우， 인력부족 및 업무과중으로 심도 있는 실무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조직 , 인력부족 등으로 인한 불충분한 사업제안서 및 실무검토는 투자심 

사위원회의 최종심사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제약요인이 된다‘ 

넷째， 심사사업 관련 객관적인 기초 자료가 부족하고， 투자심사 관련 주체 간에 정보의 불균 

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요인들은 투자심사과정에 불충분한 사업제안서의 작성 및 형 

식적인 투자심사 등 일종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타당성이 없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 

투자심사를 통과하는 일종의 역선택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v. 투자심사결과의 영향요인 분석 

1. 변수 및 분석방법 

투자심사결과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심사결과 중 적정 및 조건부 추진은 통과로， 재 

검토 및 부적정은 불통과로 구분하였다. 심사결과의 영향요인은 기존연구， 투자심사 운영절차， 

실무조서결과를 기준으로 1 ，127개 투자사업을 유형화한 사업유형이다. 1 ，127개 사업을 공약사 

업 • 비공약사업 , 기본적 투자사업 • 선택적 투자사업 · 중간적 투자사업 , 개발사업 · 재분배사 

업 · 할당사업 , 신규건설사업 · 유지관리사업 100억 원 미만 .100-500억 원 .500억 원 이상 

사업，시비포함사업·비포함사업， 초심사업·재심사업，정기심사사업·수시심사사업，실무조서 

통과사업 · 불통과사업으로 유형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심사결과와 사업유형이 명목변수이기 때문에 범주형 통계분석을 주로 활용하였다. 심사결과 

와 사업유형의 일대일 관계는 셨(chi-square)분석을 통해 파악하였고， 심사결과에 대한 사업유 

형의 영향력 크기와 방향 등은 로지스틱 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파악하였다. 

셨는 관찰빈도와 기대빈도의 차이를 계산함으로써 두 명목변수간의 관계가 유의미한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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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상호 독립적인지를 검증한다. 

(o-ep 
상= L ，~ ~/ 

0= 관찰빈도 

e 기대빈도 

367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두 개의 값만을 갖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종속변수가 0 , 1의 2개의 값을 갖는 가변수인 경우에 y의 기대값을 나타내는 

반응함수는 x가 증가함에 따라 E(y)의 값이 1로 수렴하게된다. 이 같은 함수를 로지스틱 함수 

(Iogistic function) ~ 부르며 , z = ßo+ ßκ라 놓을 때 

exp(z) • 1 
E(Y) = 또는 

1 + exp(z) 1 + exp(-z) 

으로 표현되며 , 이 값은 어떤 결과가 발생할 확률로 볼 수 있다. 위식은 @와 ß，에 대하여 비선 

형함수이지만， 기대반응 E(y)는 확률을 의미하므로 E(y) = Px로 하고 

ln(-→감- ) = z = ßo + ß,x 
l-px 

의 로지스틱변환을 통해 선형화할 수 있다‘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도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설정이 가능하다. 

z = ßo + ß,x + ß2X2 + .. , + ßpXp 

2. 분석결과 

투자심사결과와 사업유형간의 관련성을 f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약사업 유무와 투자심사결과. 투자사업이 공약사업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심사결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셨은 1O .46(P < 0.01)이며 공약사업의 통과비율 

(92.9%)이 비공약사업의 통과비율(73.5%)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득표극대화를 위한 자 

치단체장의 영향력이 투자심사과정에 반영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의무성 · 긴급성에 따른 사업유형과 투자심사결과. 기본적 투자사업， 선택적 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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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적 투자사업의 사업유형은 심사결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i은 26.31 

(P < 0.01)이며 , 기본적 투자사업의 통과비율(87.6%)이 선택적 투자사업 (68.6%)과 중간적 투 

자사업 (72.7%)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투자심사과정에서 해당 투자사업의 의무 

성 · 긴급성 등이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투자결과의 가시성에 따른 사업유형과 투자심사결과. 신규건설(가시적 • 확정적 투자) 

과 유지관리 (비가시적 · 불확정적 투자)의 사업유형과 심사결과는 P < 0.1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i은 3.015로서 신규건설사업의 통과비율(75.5%)이 유지관리사업 

의 통과비율(70.0%)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투자심사과정에서 가시적 결과를 수반한 투자사 

업이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Peterson의 경제개발모형에 따른 사업유형과 투자심사결과. 개발정책， 재분배정책， 할 

당정책의 사업유형과 심사결과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다(i = 3.29 , P 

> 0.1)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지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정치안정모형의 주장을 채택 

할수 없었다. 

다섯째， 사업규모와 투자심사결과. 투자비를 기준으로 한 100억 원 미만， 100~500 억 원， 

500억 원 이상의 사업유형과 심사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셨은 9.77(P 

< 0.01)이며 100억 원 미만 사업의 통과비율(77.5%)이 100~500억 원 사업 (73.0%) ， 500억 

원 이상 사업 (65.0%)보다 높으며 투자규모자 증가할수록 통과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투자재원구성과 투자심사결과. 시비포함여부에 따른 사업유형과 심사결과는 P < 0.1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시비포함사업의 통과비율(75.3%)이 비포함사업의 

통과비율(63.6%)보다 높게 분석되었다. 이러한 2개의 분석결과는 투자심사과정에서 재정능력 

가설이 주장처럼 재원확보가능성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심사유형과 투자심사결과. 정기심사， 수시심사의 사업유형과 심사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셨은 35.7(P < 0.01)이며， 수시심사사업 통과비율(88.0%)이 정기 

심사사업 통과비율(70.0%)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닮째， 심사회수와 투자심사결과. 초심사업， 재심사업의 사업유형과 심사결과 P <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i은 5.37이며 초섬사업 (75.21%)보다 재심사업의 통과비 

율(65.6%)이 낮은데， 이는 이전심사에서 부적정， 재검토 판정을 받은 사업들이 결격사유를 해 

소하지 않고 다시 투자심사에 상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투자심사과정에서 심 

사유형， 횟수 등 운영관련 변수들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 

아홉째， 실무조서결과와 투자심사결과. 실무조서의 통과， 불통과 사업유형과 심사결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며 셨은 639.02(P < 0.01)로 나타났다. 결합도 분석결과， 실무조서를 통해 심 

사결과의 약 68%(λ = .676)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6) 따라서 투자심사과정에서 

26) 결합도 분석은 두 명목변수간에 관계가 있을 때， 그 관계가 얼마나 강한지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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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포함된 설명변수 
변수 B S.E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공약사업 .743 643 1 335 .248 2.103 
사업유형 9.274 2 009 
사업유형(1) 1 148 378 9.238 1 002 3153 
사업유형 (2) 394 264 2 233 .135 1. 483 
사업비 5 145 2 076 
사업비(1) 810 372 4 737 1 .030 2.248 
사업비 (2) 761 .366 4 330 .037 2.140 

심사유형 778 .293 7 049 .008 .459 
재심여부 - 422 337 1. 563 .211 656 

실무조서결과 4.395 238 340 .496 1 .000 81.078 

상수 2.152 651 10 938 001 116 

예산보호자로서 재정분석담당관(투자심사팀)의 영향력을 검증할 수 있다. 

셨 분석에서 심사결과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파악된 사업유형 변수를 가지고， 로지스틱 회 

귀분석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사업유형의 영향력 크기와 방향을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Model의 카이제곱 값이 647.919 , 유의확률은 

000으로 나타났고， 분류표를 이용한 모형의 적합도 판정을 보면 분류정확율이 91.4%로 나타 

나 모형의 타당성을 인정하였다. 진입방식 (Enter)을 통해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포함된 설명변수 

중 심사결과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변수는 P < 0.05에서는 긴급성 • 의무성에 따른 사업유 
형， 심사유형， 그리고 실무조서로 나타났으며 사업비는 P < 0.1에서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사업유형 중 기본적 투자사업， 100억 원 미만의 투자사업， 심사유형 중 수시심사사업， 실무 

조서에서 통과판정을 받은 사업이 최종심사의 통과판정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통과확률을 Exp(B)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른 변수들이 고정되어 있다면 기본적 투 

자사업은 선택적 투자사업보다 3.1배 , 100억 원 미만 사업은 500억 원 이상 사업보다 2 ‘ 2배 , 

수시심사 사업은 정기심사 사업보다 2.2배， 실무조서의 통과판정 사업은 불통과 판정사업보다 

81.1배 정도 최종심사에서 통과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6. 결론: 정책적 시사점 

투자심사제도의 운형현황 및 제약요인， 심사결과의 영향요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사업 

결정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투자사업 제안주체의 다양화 및 섬 

PRE의 계수인 람다(λ)를 사용 

λ 규칙 1 에 의 한 오차확률) - (규칙2에 의 한 오차확률) 
-

(규칙 1에 의한 오차확률) 

P(1 )-P(2) 

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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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정의 개방화가 필요하다. 지방자치실시 。1후 자치단체장 공약사업의 통과비율이 높게 나타 

나고 있고， 수시심사의 횟수가 증가하고 통과비율 또한 정기심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된 도시기본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투자사업의 지연 

또는 사업포기를 유발할 수 있다 현재의 사업부서 중심의 폐쇄적인 투자사업 제안과정을 개방 

하여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시의회 및 시민단체 등의 제안사업을 사업부서가 사전에 검토한 

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자심사를 통해 타당성이 있는 사업은 예산반영을 통해 추진하도 

록 제도개선이 펼요하다. 

둘째， 투자심사 결과 기본적 투자사업이 선택적 투자사업 보다， 그리고 신규건설사업이 유지 

관리사업보다 통과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투자심사 

과정에서 투자사업간 우선순위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여건 및 투자수요，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유형간 우선순위체계(예: 부문간， 

사업간 가중치 퉁)를 만들어 투자심사과정에 활용하도록 한다. 

셋째， 투자심사 실무부서의 조직 및 인력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투자심사 과정에서 실무부서 

인 재정분석담당관의 영향력이 지대한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주어진 역할에 비해 조직과 인력 

은 미약하다(서울시 2002년 기준， 연간 1인당 평균 27건 심사) . 투자심사업무의 과중은 면밀한 

실무검토를 제약하고， 투자심사위원회의 최종심사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합리적인 투자사업결 

정을 제약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재정분석담당관의 투자심사 업무부담을 줄이고 투자심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주무부서)산하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지원조직)와 같이 투 

자심사업무를 지원할 전담조직의 신설 ‘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경제적 효율성 평가기준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 재무적 평가기준은 

활용도가 높지 못하고 투자사업의 결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1998~2002년 기간의 4957ß 사업 중 비용편익분석 등 경제적 분석을 실시한 경우가 약 

30%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 투자결정과정에서 주관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지양하기 위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강화하도록 한다 

다섯째， 투자규모를 고려한 투자심사제도의 차별적 운용이 필요하다. 현재 투자심사지침을 

보면，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통일한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투자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 

규모 투자사업은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500억 원 이상 사업)처럼 투자심사이전에 체계 

적인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사전요건을 강화하도록 한다. 투자심사결과， 재심사업의 통과 

비율이 초심사업의 통과비율보다 낮게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불통과 판정을 받은 사업들이 결 

격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다시 투자심사에 상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행정인력， 시간의 

낭비를 막기 위해 결격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사업 , 일정회수(예 : 3번) 이상 불통과 된 사업은 

투자심사과정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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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합리적인 공공투자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투자심사의 전 · 후 단계에 있는 중기지 

방재정계획，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투자심사 

관련자들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심사에 대한 인식제고 및 주기적인 교육， 그리고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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