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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1980년 이후 세계 인 신공공 리론 확산과 랑스 물기업들의

해외 물시장 개척으로 지방자치단체 직 일변도의 수도사업 거버 스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 다.2010년을 기 으로 세계인구의 12%인 8억

6,160만명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기업이나 문공기업으로부터 상

하수도 서비스를 공 받고 있다.세계 물시장에 문기업이 참여하는 주

된 형태는 1853년 랑스에서 시작된 탁계약(delegationcontract)방

식이다. 랑스식 탁계약 방식은 민 력(PublicPrivatePartnership)

이라고도 불리는데,지방자치단체가 법 인 책무와 사업권,그리고 자산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 투자를 포함한 운 리권을 탁

하는 방식으로 문기업의 ‘시장확보를 한 경쟁(competitionforthe

market)’을 형성시킨다.이는 ‘자연독 사업에 한 경제 규제(natural

monopoly regulation)’ 신 ‘독 사업권 입찰(franchise bidding for

naturalmonopoly)’을 도입하자는 1968년 Demsetz의 이론 주장이 잘

들어맞는 사례이다.수도사업의 경우 이미 지방자치단체 직 심으로

거버 스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에서 ‘시장확보를 한 경쟁’이 활성

화될 여지가 크다. 문기업은 수도사업을 탁 받기 해 시장내 다른

기업이나 잠재 인 기업과 경쟁할 수도 있지만,1차 으로는 지방자치단

체의 직 이라는 재하는 안과의 경쟁을 치루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랑스의 민 력 모델은 1980년 이후 신공공 리론에 입각한 정

부개 이 세계 으로 확산되면서 제도에 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모방 으로 동형화(isomorphism)된 측면이 강하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1년 수도법 개정으로 수도시설 탁 운 제도가 도입된 이래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와 17개 소 시․군간에 20년 는 30년간의 탁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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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되었다.우리나라에 도입된 랑스식 탁제도를 보다 발 시키기

해서는 제도 자체에 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보완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본 연구는 지역독 수도사업의 유

효경쟁 도입이라는 에서 랑스 물시장의 경쟁 규제 상황에 해

체계 으로 정리하는 한편,계량 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물시장에서

한국수자원공사 탁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직 사업간의 성과를 비교하고

자 하 다.사업 성과로는 수돗물 품질이나 서비스 수 등 질 요인을

제외하고 단순히 ㎥당 수돗물 원가만 고려하 다.분석방법은 OLS

(Ordinary Least Square)와 Heckman의 2단계 추정법(Heckman’s

two-stagemethod)을 사용하 다.두가지 방식 모두 회귀분석에 해당되

는데,Heckman2단계 추정법의 경우 비실험 계량 연구에서 요한 이

슈인 자기선택요인(self-selectionbias)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장 을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사업을 직 할 지 탁할 지에 해 자율 인 선택

권을 보장받는다는 에서 자기선택요인 통제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분

석 결과 OLS를 통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탁사업이 직 사업에 비해

성과가 높다는,즉 ㎥당 수돗물 원가가 낮다는 잠정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그러나,Heckman의 2단계 추정법을 사용한 분석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하 다.이에 한 원인으로는 우리

나라에서는 랑스,독일 등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인 거버 스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하 거나,아니면 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선

택요인(self-selection)뿐만 아니라 수탁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기 선택

요인(staff-selection)이 동시에 작동하 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주요어 :수도사업 거버 스,자연독 사업의 경쟁,선택편의,OLS,

Heckman의 2단계 추정법

학 번 :2006-2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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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 연구의 목 과 필요성

세계 으로 19세기 반 이후 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

직을 통해 직 수행하는 고유사무로 인식되어 왔다.다만, 랑스에서는

1853년 이래로 지방자치단체가 문기업에 수도사업을 탁하여 할 구

역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공 하는 이른바 민 력(Public Private

Partnership;PPP)모델이 발달해 왔다. 랑스에서 수도사업 탁시장은

진 으로 확 되었으며,1960년 이후 상수원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음용수 수질기 이 높아짐에 따라 격하게 성장하 다.1980년 들어

기업으로 성장한 랑스 물기업들이 당시 신공공 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입각한 정부개 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격 으로 해외시

장 개척에 나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문기업에 수도사업을 탁하여

수돗물 공 을 담당하게 하는 세계 인 규모의 물시장이 형성되었다.

문기업이 담당하는 세계 물시장은 1986년 세계인구의 3.2%인 1억

5,490만명에서 2010년 세계인구의 12%인 8억 6,160만명으로 성장하 다.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수도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직 하는 통 인 방식 이외에 문기 에 탁운 할 수 있는 법 인

근거가 마련되었다.2003년 논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간에 우리나라 최

의 수도사업 탁계약이 체결되었으며,2012년 재 국 17개 시․군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사업을 탁하여 할구역 주민들에 한 수돗물

공 의 법 인 책무를 이행하고 있다.

세계 으로 수도사업 거버 스 구조가 다양화됨에 따라 거버 스가

수도사업의 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에 한 실증연구가 축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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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976년 미국 수도사업에 한 최 의 연구(Mannand Mikesel,

1976)가 수행된 이래 2000년 반까지는 미국과 국의 민 수도에

한 연구가 집 으로 이루어졌다.2000년 반 이후 지방자치단체

가 수도사업 거버 스 선택권을 가지고 자율 인 단에 따라 민간 탁

을 실시하는 랑스,스페인,독일 물시장에 한 실증연구가 나타나고

있다.지방자치단체의 수도사업 거버 스 선택권이 보장된 국가에 한

직 ․ 탁 사업간 성과를 비교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선택(Self

Selection)요인을 통제하는 것이 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이에 따라

거버 스 구조가 수도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주된 연구방법

역시 그동안 자료포락분석(DEA)과 확률변경분석(SFA) 심에서 자기선

택요인 통제가 가능한 Heckman의 2단계 추정법(Heckman’sTwo-stage

Method)으로 바 고 있다. 랑스에서 거버 스 구조가 수도사업 성과

에 미치는 향 분석에 Heckman2단계 추정법을 사용한 연구는 2004년

Saussier이 최 이며,이후 차 늘어나고 있다.특히,2009년 랑스

리시의 배수 업무 재공 화 이후 직 ․ 탁 수도사업간 요 과 효율

성에 한 국가 논쟁이 발되면서 연구방법이 한층 정교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수도법 개정으로 랑스식의 수도사업 탁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경과되었다.그동안 수도사업 운 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소 시․군을 심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사업을 탁하

는 사례가 진 으로 형성되었다.그러나,2007년 이후 국공무원노동

조합의 수도사업 탁 반 활동이 본격화되었고,2011년에는 한국수자원

공사에 수도사업을 탁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탈하려는 움직임 마

나타나고 있다.더욱이,환경부와 일부 민간기업은 “ 역상수도 독 사업

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내 수도사업 탁시장을 독 하고 있다”는 비

을 제기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랑스에서 150여년에 걸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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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온1)수도사업 탁제도가 합리 인 검토․연구 체계 인 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세계 인 신공공 리론 확산 분 기에 편승하여 동형

화(isomorphism)되어 공식 인 제도로 받아 드려졌다.우리나라에 도입

된 랑스식 탁제도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소 시․군간에 이 에 없던

수도사업 탁시장을 형성하면서 낙후된 수돗물 공 서비스 개선에 기여

하 다.그러나,우리나라에 도입된 수도사업 탁제도가 앞으로 보다 발

하기 해서는 랑스식 민 력(PPP)모델에 한 올바른 이해와

학문 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우리나라 상황에서 형성된

우리나라의 물시장에 다양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져 한국형 수도사업 탁

제도로의 발 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랑스식 수도사업 탁제도와 물시장 상황에 해 체

계 으로 정리하는 한편,2000년 반 이후 랑스,독일,스페인 등에

서 축 되고 있는 학계의 실증연구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아울러,우

리나라에 형성된 지방상수도사업 거버 스의 두가지 형태인 한국수자원

공사 탁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직 사업간의 성과를 계량 으로 비교하

는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제 2 연구의 상 범

본 연구는 랑스에서 유래한 수도사업 탁제도를 “시장확보를 한

경쟁(competitionforthemarket)”도입 에서 설명하고자 한다.그동

1) 랑스에서도 수도사업 탁은 이론 보다는 실에 뿌리내린 실용 인 제도로서 발

해 온 측면이 강하다.다만,2000년 들어 랑스 내부에 랑스식 민 력(PPP)

제도의 발 과 로벌화를 모색하기 한 움직임이 커짐에 따라 제도경제학,계량경

제학 등에 기반한 학문 인 연구성과들이 축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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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수도사업은 자연독 특성상 “시장내 경쟁(competition in the

market)”을 인 으로 형성하기 해 경제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배 인 견해 다.그러나,Demsetz는 “자연독 유틸리티 산업에

있어 경제 규제 신 ‘독 사업권 입찰(franchisebidding)’을 도입하는

것이 훨씬 효율 일 수 있다”고 주장하 다(Demsetz1968). 랑스 물시

장은 실제로 수도사업에 한 국가 차원의 경제 규제를 독 사업권 입

찰방식을 통해 효과 으로 체하고 있다는 에서 Demsetz의 이론

주장이 잘 들어맞는 사례이다.

제2장에서는 랑스식 탁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수도사업 거버 스

선택”이슈에 해 정리하고자 한다.우선 수도사업의 경쟁 련 이론

논의를 살펴보고,“시장확보를 한 경쟁(competitionforthemarket)”

도입 에서 랑스 물시장 형성․발 의 역사 배경, 민 력 모델

의 특성,그리고 경쟁과 규제 상황에 해 설명하고자 한다. 한, 랑

스식 수도사업 탁제도가 로벌화되는 과정과 우리나라에 도입된 내

용,그리고 물시장 형성 상황에 해 정리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수도사업 거버 스가 사업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자 한다.우선 세계 으로 수도사업 거버 스가

민 에서 공 으로,다시 공 과 민 의 공존으로 변화된 연 에 해

정리하고,수도사업 거버 스 선택권이 약한 국가와 수도사업 거버 스

선택권이 강한 국가로 나 어 선행연구 결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한,

수도사업 효율성 평가에 주로 사용되는 연구방법론으로 자료포락분석

(DEA)과 확률변경분석(SFA),그리고 자기선택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Heckman의 2단계 추정법(HeckitMethod)에 해 정리하고자 한다.

제4장과 제5장은 우리나라에서 거버 스 선택가 수도사업의 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한 연구설계와 실증분석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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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0년 기 체 162개 지방상수도사업 역자치단체가

수행하는 8개 사업,사업 특성이 히 다른 울릉군,그리고 한국수자원

공사에 수도시설 리 반을 탁하고 있는 17개 시․군 2008년 이

후 실시 약을 체결하여 탁으로 환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9개

시․군을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결국,본 연구에서 분석 상으로

삼은 표본은 총 144개 사업이며,이 지방자치단체 직 사업이 136개,

한국수자원공사 탁사업이 8개이다.본 연구의 목 은 우리나라 지방상

수도사업자들의 횡단면 데이터를 이용하여 거버 스 선택이 지방상수도

사업 성과에 미치는 향 즉,㎥당 수돗물 공 원가를 측정하기 한

것이다.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통상 인 OLS(OrdinaryLeastSquare

;최소자승법)회귀분석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선택요인을 통제하

기 해 Heckman2단계 추정법(Heckman’stwo-stagemethod,1979)을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우리나라에서 랑스식 수도

사업 탁제도의 정착․발 을 모색하기 한 정책 함의를 이끌어 내

고자 한다.아울러 본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 수행되었으면 하는 연구과

제에 해서도 언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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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수도사업의 거버 스 선택

제 1 수도사업의 경쟁 련 이론 논의

1.수도사업의 지역독 특성

수도사업의 가장 요한 특성은 지역 단 의 독 인 공 체계를 형

성해 왔다는 이다.이는 세계 으로 공통 인 상으로 수도사업이

갖는 수자원의 지역성(Locality)과 자연독 성(NaturalMonopoly)에 기

인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수도사업은 수자원의 지역성이라는 제한을 받는다.수돗물을 공

하기 해서는 수자원을 이용해야 하는데,수자원은 일정한 부피와 무

게를 가지고 있어 원거리 이동이 쉽지 않은 물리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수도사업은 통신, 력,가스 등 다른 네트워크 산업과 달리

지역 단 의 사업으로 발 해 왔다.통신과 력의 경우 기술 으로 장

거리 이동에 제한이 크지 않으며,가스의 경우에도 액화압축이 가능하여

수자원에 비해 이동의 제한이 훨씬 덜하다.통신, 력,가스산업이 갖는

장거리 수송의 용이성은 이들 산업이 국 는 역 단 의 독 네트

워크로 성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 다.반면,상․하수도는 지역 으로

부존하는 ‘수자원’이라는 제약을 크게 받게 되는데,수자원을 먼거리까지

이동시키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따라서, 세계 으로 수

도사업은 인근 지역에서 수자원을 확보하여 정한 처리를 거친 후 지역

주민들에게 공 하고,이용된 물은 다시 처리하여 인근 수계에 방류하는

지역 인 시스템을 형성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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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수도사업은 표 인 자연독 사업이다.‘자연독 (natural

monopoly)’은 “시장수요가 한 독 기업의 최소효율규모(minimum

efficientscale)에 의해 충분히 달성될 때 이러한 시장은 자연 으로 독

이 된다”는 개념이다(Posner,1969).수도사업은 네트워크 유틸리티 사

업으로 해당 지역에 수도 망을 설치해야만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공 할

수 있다.수도사업은 자본집약 인 인 라 산업이며, 체 자산 70%

이상을 네트워크가 차지한다.수도사업자가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운 하

는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지만,일단 네트워크가 설치되어 있으면

할 구역내 신규 고객에게 수돗물을 공 하는데 들어가는 추가 비용은 매

우 작다.따라서,수돗물을 공 하기 해 동일한 지역에 2개 이상의 네

트워크를 설치하는 것은 비효율 일 수 밖에 없다.이러한 수도사업의

특성으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 하나의 사업자가 독 으로 서비스를 공

하는 것이 가장 효율 이다(Stiglitz,2000).

자연독 산업의 경우 매몰비용(sunkcost)이 존재한다.매몰비용은

기업이 시장을 떠날 때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다.수도사업과 같은 자연

독 사업은 개 자본집약 이며,장기간 운 해야 하는 설비에 해 상

당한 자본투자를 해야만 한다. 한, 부분의 자산은 특정성(specific)이

크고,내구성(durable)이 높아 높은 수 의 진입장벽을 형성하게 된다

(RanKim & Horn,1999).

2.수도사업과 경쟁

경제학의 요한 제는 “시장이 경쟁 일 수록 높은 수 의 효율이

달성된다”는 이다.수도사업의 경우 자연독 특성을 지닐 뿐만 아

니라 다른 유틸리티 산업과 달리 인간의 생활에 필수 이며2),일반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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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를 체할 수 있는 재화가 없다.따라서,자연독 인 수도사업의 경우

단일기업이 갖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계속 으로 높여갈지 아니면 비경

쟁 시장으로 인해 야기되는 후생손실을 여 나갈지 하는 정책 딜 마가

존재하게 된다(Stiglitz,2000).

지역 단 의 자연독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수도사업에 해 경쟁을

도입하기 한 두가지의 근이 이루어져 왔다.첫째는 경제 규제를

통해 정부가 인 으로 경쟁과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 내자는 이른바

‘시장내 경쟁(Competitioninthemarket)3)’ 근방법이며,둘째는 지역독

인 수도사업을 일정기간 운 리하는 권리에 한 시장을 형성하여

실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이른바 ‘시장확보를 한 경쟁

(Competitionforthemarket)’ 근방법이다.

1)시장내 경쟁(Competitioninthemarket)

수도사업의 경우 법에서 각 사업자가 서비스 공 을 책임질 구역을

정하기 때문에 하나의 시장에는 하나의 사업자만 존재하게 된다.결국,

수도사업에 있어 사업자간의 직 인 경쟁은 실 으로 불가능하거나

제한 일 수 밖에 없다.법 으로 각 사업자에게 할 서비스구역에

한 독 인 수돗물 공 권할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사업자가 경쟁

을 통해 고객을 확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이처럼 사업자간의 직 경쟁이 불가능하거나 활성화되기 어려운 경우

안 는 보완책으로 사용되는 것이 간 경쟁이다.간 경쟁시스템이란

시장 유율을 높이기 해 사업자들이 직 경쟁할 수는 없으나 경 성

과의 상호비교를 통해 업수익이 차등화되게 함으로써 실질 으로 사업

2)유엔은 2010.7.28회원국 표결을 거쳐 물인권(theRighttowater)을 승인하 다.

3)‘시장 규제(Regulationinthemarket)’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9-

자간 경쟁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 경쟁이 없는 수도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해 국가 차원에서 문

인 경제 규제나 벤치마킹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이

러한 시도는 국과 같이 수도사업을 민간이 독 하는 경우 보다 활발하

지만 네덜란드와 같이 수도사업의 공 체제가 면 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다.수도사업에 있어 ‘시장내 경쟁(Competitionin

themarket)’은 각 지역을 독 하고 있는 수도사업자들이 마치 ‘경쟁과

유사한 상황(pseudo-competition)’에 직면한 것처럼 행동하도록 하기

한 것이다.

2)시장 확보를 한 경쟁(Competitionforthemarket)

정부가 경제 규제를 통해 인 으로 경쟁과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

내더라도 수도사업의 자연독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인 으로

만들어내는 간 경쟁은 어떤 식의 산업구조가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효과 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매우 미약할 수도 있다.

Demsetz는 자연독 유틸리티 산업이 갖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인 규제 신 ‘독 사업권 입찰(franchisebidding)’을 도입

할 것을 주장하 다(Demsetz1968).Demsetz주장의 핵심은 기존 자연

독 이론은 생산단계의 규모의 경제성(economyofscale)과 독 기업의

독 가격 설정이라는 양자의 계를 무나 당연시하는 오류를 가지고

있으며,정부규제 도입의 근거로서 자연독 성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다.비록 생산 단계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더라도 다수의 진입 희망

업체가 있다면,생산 단계(pre-productionstage)에서 가격,수량,품질

등에 한 입찰경쟁(biddingcompetition)이 가능하다. 한 진입 희망업

체의 수가 충분하고,그들 사이에 담합이 어렵다면,경매로 결정된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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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비록 독 사업자이나,그가 제시하는 가격수 은 독 가격이 아니

라 경쟁가격과 매우 유사한 수 이 될 것이다.즉,Demsetz는 생산

단계의 입찰경쟁 과정이 정부의 명시 인 진입규제 과정을 체할 수 있

는 보다 우수한 정책결정규칙임을 보 다(최종원,2004).

3.시장확보 경쟁에 한 비 과 랑스 물시장

‘사업권 입찰(franchisebidding)’을 통해 자연독 인 유틸리티 사업에

‘시장확보를 한 경쟁(Competition for the market)’을 도입하자는

Demsetz의 주장은 많은 경제학자와 정책 입안자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그러나,여러 학자들로부터 비 도 제기되었는데,주된 골자는

“Demsetz의 ‘독 사업권 입찰방식(monopolyfranchisebiddingsolution)’

이 성공하기 해서는 최 계약이 완벽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한 온

하게 집행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이다(Chong,2006).

1)Williamson의 FranchiseBidding비 (1976)

Williamson은 1976년 발간된 “Franchise Bidding For Natural

Monopolies” 논문4)에서 Demsetz의 ‘독 사업권 입찰방식(monopoly

franchisebiddingsolution)’에 해 비 하 다.

Williamson은 Demsetz의 ‘독 사업권 입찰방식(monopolyfranchise

biddingsolution)’은 실 세계에서 작동될 수 없는 이상론으로 다음과

같은 근본 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하 다.ⅰ)시장확보를 한 경

쟁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고,ⅱ)세상은 정 (static)이지 않으며,ⅲ)

4)Williamson은 이 논문을 통해 ‘리암슨의 계약 후 기회주의 이론(Williamson’s

theoryofpost-contractopportunism)’을 발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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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비용(transactioncosts)이 계약을 불완 하게 할 수 있고,ⅳ) 환

비용(swithchingcosts)의 존재가 입찰을 통해 사업권을 내주는 공공기

이 독 사업권을 따낸 기업의 ‘계약 후 기회주의(expostcontractual

opportunism)’에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2) 랑스 물시장

Williamson등이 제기한 비 에도 불구하고 Demsetz의 ‘독 사업권

입찰방식(monopolyfranchisebiddingsolution)’의 핵심 개념인 ‘시장확

보를 한 경쟁(Competitionforthemarket)’이 실 세계에서 오랜 기

간에 걸쳐 발 해온 사례가 있다.바로 지방자치단체가 할구역의 수도

사업을 직 운 하거나 는 계약을 통해 민간기업에 탁운 하고 있는

랑스의 물시장이다.

랑스 수도사업에 있어 ‘시장확보를 한 경쟁(Competitionforthe

market)’은 1853년 리옹시와 제 랄데죠( 베올리아)社간에 최 의

탁계약이 체결된 이래로 15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꾸 히 성장․발

해 오고 있다.더욱이, 랑스의 수도사업 탁모델은 1800년 후반

랑스 물기업들에 의해 곧바로 유럽 주요 도시에 용되었다. 에

들어서도 랑스의 수도사업 탁모델은 1980년 후반부터 랑스 물기

업들에 의해 세계 으로 확산되어 로벌 물시장을 형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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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랑스 물시장의 형성과 발

1.역사 배경

1) 랑스의 수도사업 책무

랑스에서 상하수도 서비스 공 에 한 법 인 책무는 1790년 기

자치단체인 꼼뮨(commune)에 부여되었다(Reynaud,2007).꼼뮨은 오랜

역사 속에서 주민들과 한 계에 있는 각 소도시(ville),부락마을

(bourg),교구(paroisse)에서 발 한 지방행정 단 로 민주주의의 기본인

자치행정의 논리가 내재되어 있다(최진 ,2009).이러한 역사 연유로

랑스의 꼼뮨은 크게 분 되어 있다.1861년 랑스 본토에만 37,510개

나 되는 꼼뮌이 있었으며,1930년 에 3만 8천개 이상까지 늘었다가

2008년에는 36,569개로 어든 상태이다.

[그림 2-1] 랑스의 꼼뮨 지도

출처 :Wikipedia,Communesof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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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민간 탁 제도 도입

랑스에서 공 사무를 계약을 통해 민간에 탁하는 민 력

(PublicPrivatePartnership)개념은 12세기부터 언 되었다5)(UNRISD,

2007). 랑스에서 공공사업에 민 력 계약을 활용한 것은 17세기 항

만 건설,함선 건조,운하 교량 건설을 시작으로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철로 건설 도시개발 시설공사 등에 폭넓게 활용되었다(Martinand,

1997). 한,17세기 부터 “민간에 공공사업을 맡기면 최 의 가격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의문이 제기되어,공병

사령 보방(Vauban)과 수학자 베르 이(Bernoulli)등에 의해 공공사업

민간 탁에 한 이론 기 가 마련되었다(Lorrain,1997).

랑스에서 상수도 분야에 민 력 계약방식이 활용된 것은 19세기

반부터이다. 랑스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반까지 3차례 명6)

을 거치면서 상수도 보 이 뒤처지자,나폴 옹 Ⅲ세는 1853년 왕령으로

꼼뮨을 신하여 수돗물 공 을 담당할 제네럴데죠(CompagnieGénérale

desEaux, 재 베올리아)의 설립을 명하게 된다.제네랄데죠는 1853년

12월 리옹시와 세계 최 의 상수도 탁 리 계약을 체결하 다.이후

제네럴데죠는 1854년 낭트,1857년 몽마르뜨와 오떼이유,1864년 니스와

계약을 체결하 다.1860년 리시와 50년간 수돗물 공 계약을 맺었으

며,1869년에는 리시 교외지역에도 수돗물을 공 하기 시작하 다7).

제네럴데죠 이외의 민간 물기업도 차 증가하 다.1867년 두 번째

물기업인 오드방뤼(EauxdeBanlieue),1880년에는 세 번째 물기업인 리

요네즈데죠(LyonnaisedesEaux, 재의 수에즈)가 설립되었다.

5)아페르마즈,양여 등 오늘날 개념이 12세기 부터 랑스 공식 문건에 언 되었다.

6)1789～1794년 시민 명과 1830년 7월 명,1848년 2월 명 등 3번의 명을 겪었다.

7)베올리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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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랑스 물시장의 진 확

랑스에서 상수도 민간 탁은 1853년 최 의 사례가 형성된 이래로

150년 이상의 오랜 기간에 걸쳐 확 ․발 되어 왔다.1850년 부터

1910년 까지는 민간이 으로 투자하는 양여계약 형태로 일부 꼼뮨이

상수도를 민간에 탁하 다.1938년까지 민간의 상수도 공 비율은

17%에 불과하 으나,꼼뮨들이 도시화에 필요한 자 부족을 겪으면서

상수도 민간 탁이 확 되어 1954년 31%까지 높아졌다.

제2차 세계 이후 꼼뮨의 재정은 개선되었으나 상수도 민간 탁은

차 확 되었고,특히 1960년 부터 1980년 까지 음용수 하수 방류

수의 수질기 이 강화되고 복잡한 수처리 공정이 도입됨에 따라 기술․

행정 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 꼼뮨을 심으로 상하수도 민간 탁이

활성화되어 랑스 물시장이 본격 으로 형성되었다(BAUBY,2009).

2010년 재 민간기업은 랑스 상수도 공 의 67%,하수도 공 의

53%를 담당하고 있다. 한,상수도와 하수도 모두 3 물기업인 베올리

아,수에즈,소어의 시장 유율 합계가 97%를 넘는다.

[표 2-1] 랑스의 상수도 탁시장 확 추이

구 분 1938 1954 1964 1975 1979 1986 2001 2010

직 운 83% 69% 56% 50% 47% 31% 20% 33%

탁 운 17% 31% 44% 50% 57% 69% 80% 67%

탁시장

유율

제네럴데죠

리요네즈데죠

소어

기타 업체

N/A N/A N/A

42.3%

26.9%

5.8%

25.0%

35.6%

24.6%

10.4%

29.7%

N/A

51.1%

24.3%

13.1%

11.8%

51.7%

29.2%

16.2%

2.8%

랑스 인구(백만명) 42 43 47 52 53 55 60 63

출처 :UNRISD(2007),Pinsent-Masons(2011) BIPE(2012)(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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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랑스의 상하수도 민 력 모델

1) 민 력의 일반 개념

민 력(PublicPrivatePartnerships,PPP)은 공공서비스 분야에 민

간이 참여하는 형태이다. 민 력이 민 화(Privatization)와 다른 은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의 역할을 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다. 민

력에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은 상호 력을 통해 서로 보완 인 역할을

수행한다.따라서, 민 력에 있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서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민 력에 있

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공동목표 달성을 해 각자의 장 이 되는

‘자원(resources)’8)을 투입하게 되며, 한 ‘리스크(risks)’를 공유한다.

[표 2-2] 민 력(PPP)의 개념 속성

∙ 하나 는 그 이상의 공공부문 참여

∙ 하나 는 그 이상의 민간부문 참여

∙ 서로 간에 동의한 목표의 달성을 하여 함께 일함

∙ 참여자들간에 설정한 조직의 역할 분담체계에 근거

∙ 각각 참여자들은 자신의 정체성(identity)유지

∙ 각각 참여자들은 자원(resources)을 추가

∙ 각각 참여자들은 리스크를 감당

∙ 각각 참여자들은 성과를 공유

출처 :UNESCO-IHE(2006)

8)수도사업의 경우 공공부문이 투입할 수 있는 자원으로는 기존의 수도시설과 법 으로

부여 받은 행정권한,책임,행정 문성 등을 들 수 있다.민간부문의 자원으로는

상하수도 분야의 문인력,기술력,경 능력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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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하수도 민 력 모델

랑스에서 발달한 상하수도 민 력 모델에 있어 주민들의 의사를

표하는 선거로 선출되는 꼼뮨의 장은 상하수도 서비스 리의 책임자

인 동시에 지역주민과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다.꼼뮨의 공무원들은 지

방행정의 문가로서 상하수도 리에 필요한 투자 요 등과 련한

정책을 결정한다. 한,지방의회나 지역공동체 회의들에서 자원,수요,

사회,정치 등 상하수도 서비스와 련된 서로 다른 요소들이 토론된다.

시설의 설치 기 과 서비스 품질은 정부부처,산하기 ,꼼뮨 등에 의해

통제되며,민간기업은 일정 품질기 을 만족시키는 서비스 제공을 담당

하게 된다.최근의 민 력은 지역공동체를 직 참여시키는 ‘민공동체

력(PublicPrivateCommunityPartnerships,PPCP)’형태로 발 되고

있기도 하다.

상하수도 분야의 랑스식 민 력에 있어 민간기업의 참여 정도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조직의 기능은 크게 설립과 구성에 한 권한(허가

/조직/통제),일반 경 의사 결정,통상 인 집행 리로 구분할 수 있

다. 랑스식 민 력에 있어 이러한 권한의 세부 인 내용에 해 꼼

뮨과 민간기업간에 어떻게 배분될 수 있는지를 보여 다.어떠한 경우에

도 꼼뮨은 헌법이 부여한 자치권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에 한 앙정부

와의 허가 업무를 장하며,서비스 공 조직의 구성방식 즉 직 경 할

것인지, 탁경 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한 탁경 시 민간기업에

한 통제를 담당하게 된다.꼼뮨이 이러한 기능을 계속 보유한다는 은

매우 요하며,민(Private)보다 (Public)이 앞서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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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랑스 민 력에 있어 권한 배분

구 분 권한의 내용 배분

사업의 설립과

구성에 한 권한

(허가/조직/통제)

￭서비스 개설 폐지 결정

￭목표수요 평가,서비스 원칙과 재정

균형 정의

￭수용가(가정)와의 리범 설정

￭민간기업(수탁자)선정

￭시설 확장 결정

￭서비스 경 에 한 조정 평가

￭공권력을 필요로 하는 행정 특권의

사용(요 의 부과 징수 등)

꼼

뮨

일반 경 의사

결정

￭서비스 공 방식 정의

(인 자원,고객서비스,공사계획,

보안과 안 ,재원조달,커뮤니 이션)

￭서비스 용에 한 제안(기술

향상,법규 환경 제약의 검토)

￭연구개발 인력 양성의 보장

일상 집행 리 ￭유지 리 서비스 공

￭설비와 장치의 리

￭행정 임무 수행 고객민원 해결

￭시설의 유지보수

￭공사 시행

￭수질 검사

민

간

기

업

출처 :GénéraledesEaux(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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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 력 계약의 유형

랑스에서 상하수도 민 력은 꼼뮨과 민간기업이 장기간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를 취한다.통상 계약은 양 당사자간에 다양한 요구를 반

하는 개별 특성을 지니지만, 랑스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발달해

온 민 력의 계약 유형은 크게 ‘양여계약(ConcessionContract)’과 ‘변

형된 리스계약(ModifiedLeaseContract)’두가지이다.

양여계약(ConcessionContract)

양여계약(ConcessionContract)9)은 민간기업이 꼼뮨의 수도사업과

련된 모든 비용,즉 제반 경상 지출과 자본 지출을 스스로 조달하면

서 수도시설의 설치,운 고객 리 등 수도사업 반을 25년 내지

50년의 장기간 동안 탁 경 하는 계약 형태이다.민간기업이 투자한

시설의 경우 공과 동시에 꼼뮨으로 기부채납되며,꼼뮨은 기존 수도시

설은 물론 모든 신규 수도시설에 해서도 소유권을 갖게된다.

꼼뮨은 단독으로, 는 다양한 형태10)로 꼼뮨들간의 조합을 결성하여

민간기업과 양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양여계약을 통해 상수도,하수도

사업의 개별 탁이 가능하며,일 탁 역시 가능하다.수도시설의 개선

확장에 규모 투자수요가 잠재되어 있는 경우 주로 활용된다.

9)양여(讓 ;Concession)라는 표 을 쓰는 이유는 탁 범 가 포 이어서 계약을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자치단체가 문사업자에게 할 지역 수도사업권을 양여한

즉,넘겨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0) 랑스에서 꼼뮨간 연합체 형태는 단일목 형조합(SIVU),복수목 형조합(SIVOM),

District,도시공동체(CU),신도시조합(SAN),꼼뮨간 공동체(CC),자치시간공동조합

(CV),도심권공동조합(CA)등 다양하다.상수도 사업만을 공동수행하기 한 경우도

있지만,도시공동체를 형성한 경우 꼼뮨들은 상수도,하수도,청소,소방 방재,묘

지건설 확장,도시교통 주차장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함께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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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양여계약의 구조

꼼뮨

민간기업

양여계약

운 투 자

요

소 비 자

출처 :MatthiasFingerandJeremyAllouche(2002)

리스계약(LeaseContract)

리스계약(LeaseContract)11)은 민간기업이 자체 으로 운 자 을 조

달하면서 꼼뮨의 수도시설 체에 한 운 리 고객업무 등 수도시

설 투자를 제외한 수도사업 반을 10년 내지 20년의 기간 동안 탁받

는 계약 형태이다.꼼뮨이 수도시설의 소유권을 갖고 모든 투자,즉 자본

지출 부담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실에서는 민간기업이 랜트 개

선이나 유수율 제고 등 신규 수 확 를 제외한 일부 투자 부담을 갖는

11) 랑스에서는 아페르마즈 계약(Affermagecontract)이라고도 부른다.여기서 리스

(Lease)라는 표 을 쓰는 이유는 민간기업이 꼼뮨의 기존 자산을 계약기간 동안 무

상으로 임차(lease)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다.양여계약의 경우에도 민간기업이 꼼뮨의

기존 자산을 계약기간 동안 무상으로 임차(lease)하여 사용한다는 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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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된 리스계약(ModifiedLeaseContract)’형태가 많다.

꼼뮨은 단독으로, 는 다양한 형태로 꼼뮨들간의 조합을 결성하여 민

간기업과 리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리스계약을 통해 상수도,하수도

사업의 개별 탁이 가능하며,일 탁 역시 가능하다.상하수도 보 률

이 높고 수도시설이 정하게 리되고 있어 수도시설의 개선이나 확장

등 규모 투자수요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 주로 활용된다.

[그림 2-3] 변형된 리스계약의 구조

꼼뮨

민간기업

리스계약

운

투 자

요

소 비 자

․ 수 확

․ 랜트 개선

․유수율 제고

출처 :MatthiasFingerandJeremyAllouche(2002)

랑스에서도 시 별로 상하수도 민 력의 주된 계약 유형이 달라

져 왔다.1850년 부터 1910년 까지는 투자재원이 부족한 일부 꼼뮨을

심으로 시설 설치를 한 장기 양여계약이 주된 형태 으며,1970년

이후에는 민간기업의 기술력과 경 능력을 활용하기 한 10년에서 20년

정도의 리스계약이 주된 형태가 되고 있다(BAUBY,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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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랑스 물시장의 경쟁과 규제

랑스 물시장이 Demsetz(1968)가 주장한 ‘시장확보를 한 경쟁

(Competitionforthemarket)’개념에 부합하는지,실제 이러한 경쟁이

자연독 에 한 정부의 경제 규제,즉 독 사업자간의 간 경쟁을

인 으로 유인하기 한 정책을 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해서는

랑스 물시장의 경쟁과 규제 상황 반에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꼼뮨의 서비스 공 방식 선택권 보장

랑스에서 상수도와 하수도 서비스의 공 책무는 기 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꼼뮨에 부여되어 있다.각 꼼뮨은 법 으로,특히 헌법이 부여

한 자치권에 기반하여,상수도와 하수도 서비스 공 방식에 한 인

선택권을 보장 받고 있다. 랑스에서 꼼뮨이 상하수도 서비스 공 과

련하여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20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표 2-4] 꼼뮨이 선택할 수 있는 상하수도 공 옵션

상․하수도 일상수도 단독 하수도 단독상수 ․하수  통합

개별근 꼼뮨과  협력 통합 개별 통합 개별 통합

직민간 탁 실시 탁 직 탁 직 탁

개 ․직

(선택 옵션 조합)

개 ․ 탁

통합․직 통합․ 탁

개 ․직 개 ․ 탁

통합․직 통합․ 탁

개 ․직 개 ․ 탁

통합․직 통합․ 탁

No

No

No

Yes

Yes

No

No Yes

No Yes

Yes

No Yes

No Yes

16가지 경우 4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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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랑스 물시장의 경쟁 상황

2009년을 기 으로 랑스에는 상수도사업 14,217개,하수도사업

17,228개가 존재한다.다양한 형태로 꼼뮨간의 조합이 형성되고 있지만,

여 히 상수도와 하수도 사업의 분 이 심한 상황이다.2009년 재

체 상하수도 사업 31,445개 33.3%인 10,486개가 민간에 탁운 되고

있다. 체 탁계약 건수 제네럴데죠가 2,300여건,리요네즈데죠가

3,000여건,소어가 6,000여건을 보유하고 있다(Pinsent-Masons,2011).

[표 2-5] 랑스의 상하수도 사업 황(2009년)

구 분
체 민간 탁

개수 서비스인구 개수 서비스인구

합 계 31,445 - 10,486 -

상수도사업 14,217 60.9백만명 5,449 40.6백만명

하수도사업 17,228 57.3백만명 5,037 30.4백만명

출처 :ONEMA(2009) BIPE(2012)

랑스 물시장에서는 상하수도의 공 주체인 꼼뮨 는 꼼뮨들간의

연합체가 상수도 는 하수도 사업을 직 운 할 지 아니면 탁운 할

지에 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특히, 재 탁운 인 사업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 을 앞두고 다시 한번 직 운 할 지 아니면

탁운 할지에 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한,직 운 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에도 수질오염,환경규제 강화,신기술 도입 등 사업여건의 변화로

꼼뮨이 공무원 조직으로 직 운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상수도나

하수도 사업을 탁운 할지 여부에 한 검토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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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뮨 는 꼼뮨 연합체의 직 / 탁간 의사결정을 거쳐 매년 랑스

물시장에서 체결되는 탁계약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13개년 연평균

649건이다.특히,2007년 이후 민간에 신규 는 재 탁된 사업 개수가

늘어나고 있으며,2010년에는 총 875건의 탁계약이 체결되었다.

[표 2-6] 랑스 물시장의 연도별 탁계약 체결 건수

단 :건

1998199920002001200220032004200520062007200820092010

582 684 509 477 573 544 693 632 603 883 611 711 875

출처 :BIPE(2012)

랑스 인구의 75%가 거주하는 5,000개 꼼뮨을 상으로 1998년,

2001년,2004년,2008년에 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랑스 물시장에서

거버 스 변화는 흔하게 발견된다.기한이 만료된 계약 1,102건 다른

민간기업에 탁된 건이 97건이고,직 으로 환된 건이 106건이다. 한,

이 기간 직 에서 탁으로 환된 건도 106건이나 된다.

[그림 2-4] 랑스 물시장의 거버 스 변화(1998～2008)

사업 개수

갱신 계약

거 넌스

전환 건수

탁   직민간   민간 직    탁
10697 106

1,102

직접경 민간 탁
1,485 2,146

출처 :Chong,SaussierandSilverman(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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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 물시장의 거버 스 변화를 보면, 랑스 물시장에서는

Demsetz가 주장한 ‘독 사업권 입찰방식(monopolyfranchisebidding

solution)’이 매우 잘 작동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Williamson은

독 사업권 입찰방식이 실 세계에서 작동될 수 없는 ‘이상론’이라고

비 하 으나,Williamson의 비 이 랑스 물시장에는 용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랑스 물시장에서는 ⅰ)시장확보를 한 경쟁이 어렵지

않게 형성되고 있으며,ⅱ)시장 자체가 상당히 동 (dynamic)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ⅲ)거래비용(transactioncosts)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랑스 물시장이 150년 이상 오랜 기간에 걸쳐 성장

․발 해 온 과정에서 축 된 사회 자본이 거래비용을 낮추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거래비용은 민간 탁에서 직 운 으로, 는

직 운 에서 민간 탁으로 환하는 경우 모두 충분히 낮으며, 탁 기

업을 바꾸는 경우 역시 크지 않은 듯 하다. 랑스 물시장에서 거버 스

환에 따른 거래비용이 충분히 작은 이유는 랑스식 민 력 모델에

있어 민간기업도 기존 수도시설 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며,기존 인력의

고용승계 역시 모든 방향의 거버 스 변화에 있어 보장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Williamson이 가장 강조한 ⅳ)민간

기업의 ‘계약 후 기회주의(expostcontractualopportunism)’이다.우선

랑스 물시장에서는 거래비용과 동일한 이유로 환비용(swithching

costs)역시 충분히 낮을 수 있다. 한, 랑스에서는 꼼뮨에 상하수도

공 의 법 책무가 부여되어 있어 민간의 사업권은 제도 으로 보

장되지 않는다.더욱이 꼼뮨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는 물론 계약기간

도 에도 민간기업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일방 으로 계약을 기하고

직 경 으로 환할 수 있는 법 인 권리를 유보 받고 있다12).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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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 물시장에서 속기업으로 지속성장하고자 하는 민간기업들의 입장

에서는 ‘계약 후 기회주의 인 행태’를 취하기가 매우 어려워 진다.모든

계약 건에 해 계약 만료시 까지 트 십을 바탕으로 신의성실을 다

하는 것만이 다음번 계약 갱신시 에서 다시 사업을 따낼 수 있게 해

다.특히,자국 물시장을 지키는 것이 매우 요한 베올리아,수에즈와

같은 기업의 경우 지속 으로 평 과 신뢰를 구축하는 것만이 랑스

물시장에서 속(GoingConcern)할 수 있는 유일한 략이 될 수 있다.

랑스 물시장에서 민간기업의 ‘계약 후 기회주의(expostcontractual

opportunism)’가 발 되기 어렵다는 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반에

제네럴데죠가 겪었던 경험에서 잘 드러난다.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네럴데죠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다시 사업을

따내기 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오히려,상수도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일부 규모 꼼뮨들이 제네럴데죠와 체결한 계약을 도

에 기하려는 ‘계약 후 기회주의’를 자주 드러냈다. 한,제네럴데죠는

1910년 리시와 체결한 50년 기간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랑스 물시장

내 ‘평 (moralposition)’을 유지하기 해 리시에 상당한 손실을 감수

하는 제안을 하기도 하 다.제네럴데죠는 이윤이 없더라도 갱신해야 한

다고 주주들을 설득했으며,실제 일체 간 비 반 없이 해당 사업의 운

비용만 회수하는 수 에서 단가를 제시하 다(Pezon,2010).

결국, 랑스 물시장에서 시장확보를 한 경쟁(Competitionforthe

market)은 민간기업들간에도 발생하지만13),보다 근본 으로는 민간기업

이 꼼뮨의 직 운 이라는 잠재 안과 경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2)이는 랑스에서 공공서비스 민 력이 법 으로 사 계약(privatecontract)이 아닌

행정계약(publiccontract)으로 취 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제네럴데죠는 19세기 후반 경쟁기업이 출 한 이후 랑스 물시장에서 느끼는 경쟁

강도가 훨씬 높아졌다(Pezon,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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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랑스 물시장의 자연독 규제

랑스는 수도사업의 자연독 문제를 ‘시장확보를 한 경쟁

(Competitionforthemarket)’을 도입함으로서 해결하고 있다.이 결과

국가 차원에서 수도사업의 자연독 을 규제하기 한 시스템은 형성되어

있지 않다.기본 으로 랑스 물시장에서는 Demsetz(1968)가 주장한

‘시장확보를 한 경쟁’이 수도사업의 자연독 에 한 정부의 경제 규

제를 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랑스에서 15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상하수도 민 력과 련된

법 규제체계는 비교 최근에 들어서야 발달하고 있는데,다음과 같이

3가지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첫번째 시기는 랑스에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 인 1982년 이 까지로 앙정부의 강력하고 직 인 통제

가 가해졌다.이 시기에는 상하수도사업 탁경 과 련된 지방의회의

결정은 앙정부에서 견된 특별담당 의 승인이 있을 때만 실행될 수

있었다. 한 내무부는 표 계약모델14)을 제시하 으며,이 모델에 없

는 조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특별담당 의 허가가 있는 경

우에 한하여 허용되었다.두번째 시기는 1982년부터 1993년까지로 지방

분권 이후 국가 차원의 법 규제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지방의회가 강

력한 자치권을 행사하 다.지방분권으로 앙정부의 통제는 최소화되었

는데,특별담당 은 법하지 않다고 단되는 지방의회의 결정에 해

단지 행정법원에 회부만 할 수 있게 되었다.반면,지방의회는 민간기업

과 ‘계약자유의 원칙(契約自由의 原則)’에 따라 계약 조항을 자유롭게 설

14)1938년 앙정부 차원에서 양여계약 표 모델(cahierdescharges)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제2차 세계 으로 인해 1947년에야 완성되었다.리스계약 표 모델

은 1951년 공시되었다. 재 민 력 계약의 표 모델은 내무․해외 토․지방자치부

장 (Ministredel’'Intérieur,del’'Outre-MeretdesCollectivitésterritoriales)의 책임

하에 ‘랑스시장 의회(AssociationdesMairesdeFrance)’에서 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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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었다.세번째 시기는 1993년 이후로 앙정부 차원의 입법에

따라 꼼뮨( 는 그 연합체)의 상하수도사업 탁경 에 경쟁이 도입되고

소비자 등 이해 계자의 참여가 제도화되었다. 랑스에서 상하수도

민 력과 련된 입법은 여러 특별법이나 지방자치법 등에 련 내용을

일부 포함시킨 것이다.1993년 제정된 Sapin법(부패방지법)은 탁계약

당사자에 한 가지 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탁계약의 경쟁 정도를

높이고,계약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꼼뮨의 역량 배양을 모색하고, 탁

을 단순배제할 수 없게 하며,지방의회가 탁계약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해 도입되었다. 한,단체장이 아닌 지방의회가 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 다.체계 인 입찰(systematictendering)을 의무

화하고 꼼뮨은 입찰을 공개 으로 실시하여야 하며,사업자의 직무태만

등 공공이익에 반할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게 하 다.

민간기업의 성과보고 의무 평가와 련하여 BarnierandMazeaud

법(1995)은 지역단 감사기 이 민간기업의 회계를 감사하도록 하 고,

상하수도사업 성과 보고의무를 민간기업에 부과하 다. 한,최장 탁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 다.아울러 Barnier법은 꼼뮨에게도 매년 성

과보고서(Barnier혹은 Mayor’sreport)를 작성하도록 하 으며,서비스

품질과 수탁자의 기술 재정 성과에 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

다.이 보고서는 지방의회에서 채택되며 공개되고,특별담당 에게도 보

고된다.Mazeaud법은 민간기업의 연간보고서(Mazeaudreport)작성을

의무화하 고 꼼뮨에 제출토록 하 다.민간기업의 기술 ․재정 성과

를 보고하도록 하고,보고서 항목은 조례(decree)로 정하도록 하 다.인

구 3,500명 이상 꼼뮨의 경우 주민들에게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15).

15)이상의 보고서 외에 민간기업은 매년 재정보고서(financialstatement)를 꼼뮨( 는

그 연합체)에 제출하고,기술 감사(technicalinspection)를 받아야 한다.



-28-

랑스 정부는 이처럼 1993년 이래로 자국 물시장에서 ‘시장확보를

한 경쟁’이 보다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일련의 조치를 취해 오고 있다.

[표 2-7] 1993년 이후 랑스 정부의 입법 조치

구 분 주요 내용

“Sapin”law

(1993년 1월 제정)

▪ 탁계약 당사자에 한 가지 투명성 보장

▪지방의회 탁결정 권한 강화(사 검토 결정권)

▪꼼뮨에 공익에 의한 탁계약 취소권한 부여

▪ 탁계약의 무제한 연장 지

▪꼼뮨의 공공서비스 탁계약 체결 차 규정

“Mazeaud”law

(1995년 2월 제정)
▪수탁자의 연간보고서 작성 단체장 제출 의무화

“Barnier”law

(1995년 2월 제정)

▪단체장의 요 ․서비스품질 연간보고서 작성,지방

의회 제출 주민공개 의무화

▪ 탁기간을 최장 20년까지로 제한

▪꼼뮨에 한 수탁자의 기존시설 사용료 지불 지

(수탁자의 무상사용만 가능하도록 규정)

“Chevènement”law

(1999년 7월 제정)

▪도심권공동조합(Communautésd'Agglomeration)

설립 유도(상하수도사업의 역 운 진)

▪일정규모 미달시설의 지자체간 공동설치 의무화

“Sociétéd’économie

mixte”law

(2002년 1월 제정)

▪수탁자 연간보고서의 지방의회 제출 주민 공개

의무화

“LocalDemocracy”law

(2002년 2월 제정)

▪인구 1만명 이상 상하수도사업에 한 소비자,환경

단체 등 표가 참가하는 자문 원회 설치 의무화

▪자문 원회의 탁/직 결정 자문실시 의무화

▪수탁자 단체장 연간보고서의 자문 원회 제출

의무화

물․수생태환경법

(2006년 1월 면개정)

▪법령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 고정분 규제 도입

▪정부기 공공건물의 수돗물 무상사용 폐지

(소방용수에 한 외만 유지)

▪국가물 원회에 상하수도서비스 자문기구 설치

(상하수도사업에 한 재원조달 투명성 강화)

출처 :MichelDesmars(2003)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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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 정부가 취한 일련의 입법 조치 가장 요한 것은 1993년

제정된 Sapin법이다.Sapin법은 각 꼼뮨의 상하수도사업 정 거버 스

선택(직 는 탁)을 한 컨설 을 의무화하 으며,민간 탁을 실시

하는 경우에 반드시 Sapin법이 정한 공개 인 차를 따르도록 하 다.

한,꼼뮨이 민간 탁 상 사업자를 선정하기 에 1개 이상의 민간기

업과 상과정을 거치도록 하 다.이러한 조치는 이는 이 에 랑스

물시장에서 장기간의 계약 계 하에서 일부 꼼뮨과 민간기업간의 유착이

발생하여 담당 공무원이 높은 단가로 재계약해 주는 신 뇌물을 받는

부정부패 스캔들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그림 2-5] 1993년 Sapin법이 규정한 민간 탁 차

출처 :BrunetE.,Guérin-SchneiderL.andBonnet(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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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 물시장은 1993년 Sapin법이 제정된 이후 ‘시장확보를 한 경

쟁(Competitionforthemarket)’이 보다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개 인 민간 탁 차가 의무화된 이후 계약 갱신시 종 민간기업과

재계약하는 비율이 80%에서 90%로 여 히 높은 수 이었지만,수탁 민

간기업이 변경되는 사례가 늘어났다(Brunet외,2000). 한,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 동안 랑스 물시장에서 갱신된 체 탁계약 일부

샘 데이터를 보면,입찰과정에서 민간기업간의 직 경쟁은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다.갱신계약 건에 한 민간의 사업 제안서 제출 건수는

평균 2건 남짓이었으며,1건만 제출 받은 경우도 28%나 되었다.그러나,

민간기업이 부과하는 상하수도 요 은 연도별로 평균 8%에서 12%까지

떨어졌으며,특히 인구 2만명 이상 꼼뮨의 요 인하 폭이 가장 컸다

(Reynaud,2007).결과 으로 Sapin법은 민간기업간의 직 인 경쟁을

확 시키지는 못했지만, 랑스 물시장에서 각 꼼뮨이 안고 있는 비 칭

정보(asymmetricinformation)문제를 상당부분 완화시켜 으로써 체

물시장을 보다 경쟁 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2-8] Sapin법이 랑스 물시장에 미친 향

구 분 1998 1999 2000 2001

샘 탁계약 체결 건수

( 체 탁계약 체결 건수)

333

(582)

195

(684)

211

(211)

208

(477)

평균 계약기간 변화( /후) 17/11 16.8/11 15.2/10.8 15.7/10.9

종 민간기업 재 탁율 92% 82% 88% 89%

평균 제안서 수 건수 n.a. 2.4 2.1 2.2

종 계약 비 요 변화

-인구 1만명 이상

-인구 1만명 이하

-9%

-16.5%

4%

-10%

-14%

-4%

-12%

-17%

-3%

-8%

-12%

-3%

출처 :Reynaud(2007)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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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랑스식 탁제도의 로벌화

1.19세기 후반 이후 일부 유럽 국가

1) 랑스 물기업의 제1차 해외진출(1880～1946)

1853년 랑스에서 최 의 사례가 형성된 랑스식 민간 탁 제도는

랑스 물기업인 제네랄데죠의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1880년부터 큰 어

려움 없이 일부 유럽 국가에 확산되었다.제네랄데죠는 1880년 이탈리아

베니스와 상수도 양여계약을 체결하 으며,해외사업을 담당할 자회사를

설립하 다.이 자회사는 베니스 지역을 기반으로 이탈리아에서 베로나,

나폴리,베르가모와도 탁계약을 체결하 다. 한,1882년 스 스 로잔

과 포르투갈 뽀르뚜의 상수도사업 계약을 따냈으며,오스만 제국 콘스탄

티노 ( 재 터키의 이스탄불)과 탁계약을 체결하 다.그러나,1914년

제1차 세계 이 발발하자 제네랄데죠의 해외사업 계약 건은 모두 기

는 국유화되었다.리요네즈데죠 역시 1914년부터 모로코,튀니지,토고,

콩고 뉴 칼 도니아 등 당시 랑스 식민지를 심으로 해외사업을

하 으나,제2차 세계 이후인 1946년 모두 국유화되었다.

2)스페인,독일의 민간 탁제도 도입

랑스식의 상수도 탁제도는 랑스와 이웃한 스페인․독일에 의해

19세기 후반부터 모방되었다.스페인은 1867년,독일은 1887년 랑스와

유사한 상수도 탁제도를 도입한 것이다(Pinsent-Masons,2011).스페

인과 독일이 받아드린 탁제도는 제네럴데죠의 해외진출 사례와 달리

역사 인 단 없이 오늘날까지 지속 으로 발 되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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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0년 후반 라질의 시장확보 경쟁 도입

1)1960년 후반 양여계약 방식 도입

랑스식 탁제도는 1960년 후반 상하수도 보 확 16)가 최우선

정책과제 던 라질 정부에 의해 받아 들여졌다. 라질 역시 기 자치

단체에 상하수도 공 의 법 책무가 부여되어 있었는데,자치단체들은

조직,재정, 문성 등이 취약하여 상하수도 보 확 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이에 라질 정부는 1968년 ‘국상하수도계획(PLANASA)’을

수립하고,이를 근거로 26개 주정부와 1개 연방직할지에 역상하수도공

사를 설립토록 하 다. 한,이들 역공사에만 투자재원을 장기 리로

융자함으로서 상하수도 분야에 한 투자를 진하 다.이들 역공사

는 개별 자치단체와 25년에서 50년까지 양여계약(concessioncontract)을

체결해야만 상하수도 서비스 공 을 담당할 수 있었다(조은채,2006).

[표 2-9] 라질 상하수도 양여계약의 골자

▪주정부공사는 지자체 상하수도 서비스 공 에 있어 모든 책임을 짐

▪주정부공사는 지자체 사 승인 없이 상하수도 요 결정 징수

▪지자체의 기존 상하수도 자산은 주정부공사로 이

-1998년까지 :자산 이 가로 주정부공사의 보통주 지

-1998년부터 :향후 30년 추정 흐름의 재가치로 지

▪주정부공사는 지방세 면제,사업권에 한 일체의 부담 미부과

▪주정부공사의 상하수도 망 설치시 지자체 토지 무상이용 허용

▪계약 만료 는 기시,주정부공사는 지자체에 상하수도 시설 상환,지자

체는 상환되는 자산의 미상각 장부가액을 주정부공사에 지불

출처 :사베습 AnnualReport(2007)

16)1970년 라질의 상수도 보 률은 12.6%,하수도 보 률은 6.4%로 극히 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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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질 물시장의 시장확보 경쟁

라질이 랑스와 다른 은 민간기업이 아니라 주정부공사를 설립

하여 상하수도 서비스 공 에 있어 내 자치단체들을 신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다.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상하수도사업을 직 운 하는 것

이외에 주정부공사에 탁운 할 수 있는 안이 생긴 것이다.반면,주

정부공사는 상하수도 서비스 공 의 법 책무를 가진 자치단체들로부터

사업을 따기 해 ‘시장확보를 한 경쟁(Competitionforthemarket)’에

나서야만 했다. 라질 물시장의 시장확보 경쟁 역시 기 랑스 물시

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수주하기 한 민간기업간

경쟁이 아니라,주정부공사의 탁운 과 각 자치단체의 직 운 간의

경쟁 성격을 띄었다. 라질 정부가 27개 주정부별 역공사를 설립하여

자치단체 신 상하수도사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 은 당시 라질

실에서 Demsetz가 주장한 ‘독 사업권 입찰방식(monopolyfranchise

biddingsolution)’이 보다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이해된다.

상하수도 보 확 가 시 한 상황에서 공신력(commitment)이 담보되는

주정부공사를 활용함으로써 Williamson이 Demsetz의 ‘독 사업권 입찰

방식’에 해 제기한 거래비용(transactioncosts)과 ‘계약 후 기회주의

(expostcontractualopportunism)’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질의 ‘국상하수도계획(PLANASA)’은 1968년부터 1986년까지

집행되었으며,27개 주정부별로 물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상하수도 보 률

을 획기 으로 높일 수 있었다.특히,상수도 보 률은 1970년 12.6%에

서 1990년 79%까지 높아졌다(UNICEFandWHO,2012).27개 주정부공

사가 내 자치단체들과 양여계약을 체결하여 상하수도 보 확 를 주

도하 는데,1992년 이미 27개 주정부공사는 라질 체 상수도사업의

64.9%,하수도사업의 44.4%를 담당하게 되었다.



-34-

[표2-10] 1992년 라질의 물시장 황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체
공기업

탁운

지자체

직 운
탁비율 체

공기업

탁운

지자체

직 운
탁비율

7,327개 4,753개 2,754개 64.9% 1,544개 686개 858개 44.4%

출처 : 라질 생․환경엔지니어링 회(ABES)

2007년 재 27개 주정부공사들은 각 자치단체와 체결한 양여계약을

통해 라질 수돗물 공 의 78%,하수 처리의 64%를 담당하고 있다.

[그림 2-6]은 상 울루주에서 주정부공사인 사베습(SABESP)과 내

645개 자치단체간의 물시장 형성 상황을 보여 다.번호가 매겨진 자치

단체는 사베습과 양여계약을 체결한 곳이며,번호가 없는 자치단체는 상

하수도사업을 직 운 하고 있는 곳이다.

[그림 2-6] 라질 상 울루주의 물시장 형성 상황

출처 :사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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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울루주에서 양여계약 기간은 30년이며,기한 만료를 앞두고 자치

단체와 사베습간에 재계약 상을 진행하게 된다.재계약 상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계약 만료 후 직 경 으로 환할 수 있으

며,자치단체는 계약 기간 에도 탁성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계약을

기하고 직 경 으로 환할 수 있는 계약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1973년 설립된 사베습은 상 울루주 내 자치단체와 1970년 후반

부분의 양여계약을 체결하 고,2006년부터 2011년까지 양여계약 만료

시 이 집 으로 도래하 다.이에 따라 사베습은 신규계약 수주보다

기존 양여계약 갱신에 집 해 왔다.

[표 2-11] 사베습의 양여계약 갱신 황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체 계약 368 367 365 365 366 364 362

-재 계 약 - - 107 53 14 26 25

-직 환 2 1 2 - - 2 2

-신규계약 - - - - 1 - -

출처 :SABESP(재구성)

라질에서 개별 자치단체에 부여된 상하수도사업 거버 스 선택권은

주정부공사에 상당한 경쟁요인으로 작용하여 고객 응성을 높이고 보다

효율 으로 사업을 경 하도록 하는 유인이 되었다. 한,양여 기간을

구화하지 않고 25년에서 50년까지의 계약 베이스로 제한한 도 탁

제도의 성공을 가져다 경쟁 요소가 되었다. 라질은 각 자치단체의

상하수도사업 거버 스 선택권을 인정하고 사업권 입찰방식을 도입하여

‘시장확보를 한 경쟁(competitionforthemarket)’이 형성되도록 함으

로써 상하수도사업이 안고 있는 자연독 문제를 상당부분 극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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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80년 이후 랑스 민 력 모델의 로벌화

1) 랑스 물기업의 제2차 해외진출(1980～ 재)

제1차 해외진출(1880～1946)이 실패로 끝난 이후 랑스 물기업들은

자국 물시장에만 집 하 다. 랑스 물기업들은 1960년 이후 음용수

방류수 수질기 강화 등에 따라 랑스에서 기업으로 성장하 다.

기업이 된 랑스 물기업들은 1980년 들어 다시 해외시장 개척에

심을 가지게 되었고,1990년 이후 해외 물시장 개척에 공격 으로 나

섰다.2002년 베올리아와 수에즈는 각각 세계 서비스인구 1억명 이상

을 확보한 로벌 물기업으로 발돋움하 다.2010년 재 랑스 물기업

들은 해외 물시장에서 상수도 1억 6,290만명,하수도 1억 1,160만명의 서

비스인구를 확보하고 있으며,연간 94억 유로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림 2-7] 랑스 물기업의 해외진출 황(2010년 기 )

출처 :BIPE(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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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랑스식 민 력 모델의 세계 확산

1980년 반 이후 랑스의 베올리아,수에즈가 해외 물시장 개척에

나섰고,신공공 리론(New PublicManagement)에 입각한 정부개 이

세계 으로 확산되면서 문기업이 자치단체 신 상하수도를 공 하

는 세계 인 규모의 물시장이 형성되었다.1990년 이후에는 랑스 물

기업의 사업방식을 모방한 후발 물기업이 세계 각 국에서 등장하 다.

이 결과 문기업이 담당하는 세계 상하수도 서비스인구는 1986년

1억 5,490만명에서 2010년 8억 6,160만명으로 크게 증가하 다. 문기업

참여는 1998년 아시아,2002년 남미,2008년 미국 등 로벌 경제 기의

향을 받았지만,여 히 지속 인 증가 추세에 있다. 문기업의 물시장

참여 형태는 랑스식 「 민 력(PPP)모델」이 주류이나,리스크 리

차원에서 구조화된 이낸싱에 의존하는 BOT나 ROT 등 민간투자사업

형태의 계약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반면,자산매각(AssetSale)을 수

반하는 민 화는 국과 칠 등에서만 외 으로 실시되었다.

[그림 2-8] 세계 물시장의 연도별 확 추이

2010년
8억 6,160만

1986년
1억 5,490만

만

출처 :Pinsent-Masons(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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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한국의 랑스식 탁제도 도입

1.한국의 수도사업 체계

1)수돗물 공 책무

한민국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에 한 사무

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한,지방자치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

[별표 1]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를 시하면서,상수도 설치

리에 해 역자치단체인 시와 기 자치단체인 시․군의 사무로

구분하고 있다.수도법은 제2조 제3항에서 할 행정구역에 한 수돗물

공 이 특별시장․ 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역시의 군수는 제외)의 책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표 2-12] 지방자체단체 수돗물 공 책무의 법 근거

구 분 련 조문

한민국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리하며,법령의 범 안에서 자치에 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 )

① 지방자치단체는 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리에 한 사무

자.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리

수도법 제2조

(책무)

③ 특별시장· 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 으로공 되도록수도시설의 리등에노력하여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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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국민 일반의 수요에 부응한 수돗물 공 사업은 지방상수도

와 마을상수도가 으로 담당하고 있다17). 한,수도법 체계상 지방

상수도와 마을상수도 사업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그 주체로 하고 있다.

[표 2-13]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수도법 제3조)

구 분 정의 내용

지방상수도

지방자치단체가 할 지역주민,인근 지방자치단체 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 하는 일반수도로서 역상수도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

마을상수도

지방자치단체가 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수인구에게 정수를 공 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 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는 이

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 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 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2010년 말 재 국민들에 한 수돗물 공 의 94.1%가 지방상수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2012년 국 162개 지방자치단체가 할구역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공 하기 해 지방상수도사업을 운 하고 있다.

[표 2-14] 지방상수도사업 황

체 특별시 역시
특별자치시

(세종)

특별자치도

(제주)
시 군

162개 1 6 1 1 74 79

출처 :행정안 부 국 행정구역 황 (재작성)

17)우리나라 수도법 체계상 지방상수도․마을상수도 이외에 역상수도․공업용수도가

있지만,일반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여 소매로 수돗물을 공 하는 사업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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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상수도사업 수행방식

조직구성,재무 리 등 자치단체의 수도사업 수행방식에 해서는 1일

생산능력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는 지방자치법을 용받게 된다.지방

공기업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는 1일 생산능력 1만 5천톤 이상

수도사업에 해 의무 으로 지방공기업법을 용토록 하고 있다.지방

공기업법은 수도사업 수행방식으로 직 경 방식인 지방직 기업과 간

경 방식인 지방공사․지방공단까지 허용하고 있다.한편,1일 생산능력

1만 5천톤 미만 수도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행정사무와 같이

지방자치법의 용을 받게 된다.

2010년 말 재 162개 지방상수도사업은 모두 자치단체 공무원조직에

의한 직 경 방식을 택하고 있다.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지방직 기업을

설치한 사업이 115개이며,나머지 47개 사업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일반

행정사무로 수행되고 있다.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에 있어

지방공사․지방공단 등 간 경 방식을 도입한 사례는 없다.

[표 2-15] 지방상수도사업 수행방식

구 분 사업 수행방식 용 법률

지방공기업법 미 용사업

(생산능력 1만5천톤/일 미만) 직

경

일반행정사무

(47개)

지방자치법

제6장 집행기 제7장 재무

(제93조～제146조)

지방공기업법 의무 용사업

(생산능력 1만5천톤/일 이상)

지방직 기업설치

(115개)

지방공기업법

제2장 지방직 기업(제5조～제48조)

간

경

지방공사설립

(0개)

지방공기업법

제3장 지방공사(제49조～제75조의5)

지방공단설립

(0개)

지방공기업법

제4장 지방공단(제76조～제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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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자치단체 수도시설의 탁운 제도 도입

1980년 이후 세계 인 규모의 물시장 형성은 한국에도 향을 미

쳤다. 랑스 물기업인 베올리아와 수에즈가 1990년 후반 한국시장에

진출하 다.두 기업 모두 국내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방자

치단체가 발주하는 하수도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 으며,베올리아는

IMF 기로 인한 그룹 계열사 구조조정(자산매각)을 기회로 세계

최 로 산업체 수처리 탁시장에도 진출하 다. 한,이들 기업은 국내

지방상수도 탁시장에 큰 심을 나타냈으며,베올리아는 2001년부터

환경부와 함께 마산시를 상으로 유수율제고 시범사업을 추진하 다.

랑스 물기업들의 1990년 후반 국내 물시장 진입은 우리나라가 수도

법에 당시 세계 으로 확산되고 있는 랑스식의 민 력 탁제도를

받아 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1)2001년 수도법 하 법령 개정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3월 28일 수도법 개정으로 제17조 제3항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을 문기 에 탁운 할 수 있는 근

거18)가 마련되었다.동 조항은 2001년 9월 29일 부로 시행되었는데,

탁 상 문기 으로 통령령은 공공부문만 규정하 으나,환경부령이

민간부문의 참여까지 허용하 다. 한,외국기업의 경우에도 수도법령이

별도의 참여 제한조치를 규정하지 않아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충

족하는 경우 수도시설 탁운 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18)수도법 제17조(수도시설의 리)③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효율

으로 운 하기 하여 통령령이 정하는 문기 에 수도시설을 탁하여 운 할

수 있다.<신설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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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수도법상 탁 상 문기 (2001.9.29～2006.6.29)

구 분 수도시설 탁기

< 통령령>

시행령 제22조의2

[2001.9.29신설]

1.한국수자원공사

2.환경 리공단

3.지방공사 지방공단

4.수도시설을 운 · 리할 능력이 있는 기 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

<환경부령>

시행규칙 제9조의2

[2001.10.4신설]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법인

2.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 상하수도분야

환경부문 수질 리 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법인

2)2005년 수도법 하 법령 개정

2005년 12월 29일 개정된 수도법이 2006년 6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수도시설 운 ․ 리업무 탁 상 기 이 확 되었다. 한,수도시설

운 ․ 리업무 탁제도 반이 체계 으로 정비되었다.수도법 시행령

에 탁계약 체결 기 과 차가 새롭게 규정되었고, 탁이 단순 탁과

복합 탁으로 구분되었으며 탁기간도 최장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되

었다. 한, 문기 의 탁계획서 작성 의견수렴이 의무화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탁심의 원회를 설치․운 하도록 하 다. 탁성과

평가와 탁계약 해지에 해서도 규정되었다.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 역시 확 되었는데,지방자치단체는 탁계약 체결 는 해지시

지체 없이 환경부장 에 신고토록 의무화되었고,지방자치단체의 탁업

무 처리에 한 문기 지도․감독권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권 등이

부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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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수도법상 탁 상 문기 (2006.6.30～ 재)

구 분 수도시설 탁기

<법 률>

수도법 제23조제1항

[2005.12.29개정]

1. 통령령으로 정하는 문기

2.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

< 통령령>

시행령 제22조의4

[2006.6.29 문개정]

1.한국수자원공사

2.환경 리공단

3.지방직 기업․지방공사 지방공단

4.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법인

5.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환경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 리

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법인

6.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환경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 리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7.수도 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

8.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 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는 지방 자치단체가 아닌

수도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자

(단순 탁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 인 업무를 탁하는 경우에 한함)

<환경부령> 미 규정

<지자체 조례> 미 규정

<다른 법령> 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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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7년 수도시설 운 · 리업무 탁에 한 규정 제정

2007년 1월 16일 환경부고시로 수도시설 운 · 리업무 탁에 한

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수도법 하 법령과 맞물려 지방상수도

탁 차가 체계 으로 정립되었다.

[표 2-18] 수도법령에 의한 지방상수도 탁 차

구 분 근 거

1. 탁 필요성 검토

(지방자치단체)

수도시설 운 · 리업무

탁에 한 규정

2.MOU체결 는 진단 요청

(지방자치단체 ↔ 수탁기 )
수도법 제23조

3.사업 진단 탁계획서 작성

(수탁기 )
수도법 시행령 제37조

4. 탁계획서 타당성 검증

(지방자치단체)

수도시설 운 · 리업무

탁에 한 규정

5. 탁심의 원회 심의

(지방자치단체)
수도법 시행령 제38조

6.주민공람․설명회 공고

(지방자치단체)
수도법 시행령 제37조

7.주민공람․설명회

(지방자치단체)
수도법 시행령 제37조

8.지방의회 동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례

9. ․수탁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 ↔ 수탁기 )

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

10.합동근무․인계인수

(지방자치단체 ↔ 수탁기 )

수도시설 운 · 리업무

탁에 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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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의 물시장 형성

1)자치단체의 수도사업 탁 황

2001년 3월 28일 수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직 경

이외에 수도시설을 문기 에 탁운 할 수 있는 안을 갖게 되었다.

이후 수돗물 공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일부 소 시․군들이

국가 공기업으로서 다목 과 역상수도 등 방산업을 담당하는 한국

수자원공사에 지방상수도사업을 탁한 사례가 차츰 늘어났다.2003년

12월 논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간에 한국 최 의 지방상수도 탁운 실

시 약이 체결되었으며,2012년 재 국 17개 시․군이 한국수자원공

사에 지방상수도 운 리 업무를 탁하고 있다.

시․군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사업을 탁하는 과정을 보면 자치단

체에 직 운 과 탁운 간 선택권이 한민국헌법 등에 의해 철 히

보장되고 있다.수도사업을 탁할 의향이 있는 시․군은 한국수자원공

사와 기본 약을 체결하여 상당기간 시설진단과 계약조건 등 의 차를

진행시킨다.그러나,최종 탁결정 권한은 시․군이 가지며,시․군은

기본 약을 체결하여 탁 의 차를 진행하더라도 계약조건 등이 만족

스럽지 못하면 탁하지 않을 수 있다.한국수자원공사에 탁한 17개

시․군은 기본 약을 체결했던 76개 시․군 시설 투자 탁 운

조건 등에 한 양 당사자간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이미 1990년 후반 한국에 진출한 랑스 물기업이나 국내

민간기업의 지방상수도사업 참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각

지방자치단체,특히 의사결정 주체인 단체장과 지방의회에서 수도사업

민간참여 실패시 감당해야 하는 정치 책임 등을 우려하여 민간 탁을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결국,자치단체들의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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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직 방식을 국내외 민간기업 탁운 으로 수도사업 거버 스를

환하는데 상당한 거래비용(transactioncost)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소 규모 시․

군들간에만 20년 는 30년간의 수도사업 탁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수도사업 거버 스 구조의 진 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2-17] 한국수자원공사의 지방상수도사업 탁운 황

시기 상
운

개시일

시설용량

(㎥/일)

총인구

(천명)

수인구

(천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17개 시․군 1,143,940 2,055 1,528 1,186,432

2004년 논산시 3.12 45,340 138 7830년 292,618

2005년

정읍시 4.1 60,900 140 10820년 215,200

천군 11.1 11,000 54 2430년 75,007

사천시 12.1 65,470 115 9730년 295,167

2006년
서산시 5.24 83,200 152 8330년 96,954

고령군 12.1 11,750 35 1930년 37,882

2007년
산군 1.1 18,500 60 3430년 73,518

동두천시 1.1 60,000 81 7430년 181,230

2008년

거제시 2.1 102,200 193 16520년 126,808

단양군 7.1 22,900 34 2120년 58,400

나주시 7.21 79,100 100 4820년 56,696

양주시 8.1 145,500 167 13620년 153,314

2009년

함평군 6.5 10,550 40 1420년 45,192

주시 7.1 148,000 312 25820년 249,143

주시 11.1 84,000 238 20620년 255,218

2010년
고성군 9.1 20,130 57 3520년 61,916

통 군 9.1 85,400 139 12820년 117,734

출처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공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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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수자원공사 탁 리의 주요 성과19)

한국수자원공사에 탁한 17개 시․군의 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 운 하는 사업들과 비교하여 상당한 경 개선 성과를 보이고 있다.

첫째,계획 인 노후 망 개량사업을 실시하고,IT를 목한 선진

망 운 기술을 도입함에 따라 탁 평균 61.9%이던 유수율이 2011년

77.0%까지 높아졌다.유수율 상승은 망내 2차 수질오염을 막아 수돗물

품질을 높여주는 한편, 수로 인한 재무 손실도 여 주었다.이 결과

자치단체의 상수도 시설 부채 역시 지속 으로 어들어 탁 평균

34억원이던 것이 2008년에는 11억원 로 감소하 다

둘째,상수도 보 율은 탁 평균 54.4%에서 탁후 68.5%로

14.1%p가량 높아졌다. 탁 이후 수도시설에 한 재투자를 한국수자원

공사가 담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기 재정 여유분을 수

보 률을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20).

섯째,고객만족도는 탁 평균 67.7 에서 2011년 평균 79.5 으로

11.8 높아졌다.특히,콜센터를 설치하고 고객 민원의 일련의 과정을

ServiceQualityIndex시스템으로 리함에 따라 응성이 향상되었다.

한,옥내 수 탐사 등 최종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 품질을 계량 리함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넷째,과학 인 수도시설 운 과 법 기 보다 강화된 자체 수질목표

설정․운 등 정수장부터 배수 망,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과정

에 걸친 수돗물 품질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정수장에서 공 되는

수돗물 탁도의 경우 평균 0.15NTU에서 0.09NTU까지 개선되었다.

19)한국수자원공사 수도사업본부 내부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20)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체결한 탁계약은 변형된 리스계약에 해당되며

수보 률 확 를 한 신규투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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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선행연구 검토

제 1 수도사업 거버 스의 변화

수도사업의 거버 스 유형은 크게 공 (Public)과 민 (Private)으로

구분된다. 세계 으로 수도사업 거버 스는 시 별로 민 우세,공

우세,공 ․민 공존이라는 흐름을 가지면서 발 해 왔다.

1.민 우세시기(17세기～19세기 반)

수도의 효시는 국 런던으로,1604년 런던의 독 수도사업권을

민간회사21)에 부여하여 1619년부터 수돗물 공 을 시작하 다.이후 19

세기 반까지 세계 주요 도시의 수도는 부분 국가로부터 독 사업

권을 부여받은 민간회사에 의해 설치․운 되었다.

2.공 우세시기(19세기 반～1980년 반)

세계의 민 수도는 19세기 반 이후 차 공 수도로 환되었다.

이 당시 수도사업 거버 스가 공 심으로 환된 이유는 ① 보편

서비스 실 지연,② 민간의 이윤 추구(높은 요 ),③ 수질․수원 리

미흡 등이다.특히,‘1차 콜 라 유행(Firstcholerapandemic1816～

1826)’이후 19세기에 6차례 콜 라가 유행하여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

고,1854년 국 JohnSnow 경이 역학연구를 통해 “콜 라 감염이 식

수를 공 받는 상수원의 분포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규명하면서 국가 주

21)theNew RiverCompany로 오늘날 테임즈워터(ThamesWater)의 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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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상수도 보 ․ 리 시 로 어든 것이다.이 의 수도는 생활편의

를 한 민간재(Privategoods) 다면 오염된 물이 염병의 원인으로

확인된 이후 국민보건 등 외부효과(externality)가 요하게 부각되면서

공공재(Publicgoods)성격을 띄게 된 것이다.결국,19세기를 거치면서

세계 으로 수돗물 공 에 있어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되었

고,수도는 차 공 시스템으로 환․발 되어 갔다.이후 1980년 까

지 100여년 이상 세계 으로 자치단체별 직 체제가 수도사업 거버

스의 주된 형태로 자리 잡았다.다만,미국과 국에는 소규모 수도사업

을 심으로 일부 민 수도가 존치되어 왔고, 랑스와 스페인의 경우

19세기 반 이후 민간 탁 제도가 차 발달해 왔다.특히, 랑스․스

페인에서는 베올리아,수에즈,아그바 등 문기업이 1960년 부터 자국

물시장에서 기업으로 성장해갔다.그러나,1986년까지 세계 으로 민

간의 수도사업 운 은 외 인 형태로만 존재하 다.

[표 3-1] 1986년 민간기업의 세계 수도 서비스인구

구 분 민간 서비스인구 비 고

합 계 1억 5,490만명

미 국

랑 스

스 페 인

국

이탈리아

독 일

6,070만명

4,550만명

2,300만명

1,380만명

650만명

640만명

민 수도 존치 O&M 탁

1853년 민간 탁 도입

1867년 민간 탁 도입

민 수도 존치

일부 민간 탁

1887년 민간 탁 도입

출처 :Pinsent-Masons(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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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 ․민 공존시기(1980년 반～ 재)

1980년 반 이후 랑스의 베올리아,수에즈가 해외 물시장 개척에

나섰고,신공공 리론(New PublicManagement)에 입각한 정부개 이

확산되면서 세계 으로 민 수도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 다.2011년

재 민간이 공 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 등의 황은 표 와 같다.

[표 3-2] 주요 국가별 물시장 황22)

구 분
민 비율

물시장 참여 형태 특징
상수도 하수도

칠 96% 94% ▪ 국식 민 화와 랑스식 양여계약이 혼재

국 87% 90% ▪1989년 10개 유역별 민 화(면허기간 27년)

체 코 79% 74% ▪주로 양여계약 도입(10～30년)

랑 스 70% 52% ▪자치단체 는 자치단체 연합의 탁계약

아르메니아 61% 61% ▪주로 계약방식 도입

말 이지아 57% 0% ▪양여계약 도입(20～60년)

그 리 스 44% 37% ▪양여계약 도입(20,30년)

가 41% 0% ▪20년 리스계약 등

스 페 인 40% 47% ▪계약 형태에 따라 최 50년까지 탁

이탈리아 40% 29% ▪1994년 “Galli법”제정 20～30년 탁 의무화

호 주 37% 12% ▪양여계약과 BOT,BOO등 민투사업 혼재

라 질 28% 19% ▪25,30년 양여계약이 주류

독 일 17% 14% ▪장기․ 기․단기 탁이 공존(최장 30년)

미 국 15% 7% ▪민 수도와 O&M 탁 혼재

국 13% 14% ▪양여계약과 BOT,TOT등 민투사업 혼재

출처 :K-water연구원 정책․경제연구소

22)민 수도 비율 상 10개 국가에 주요 국가를 포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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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이후 세계 민 수도가 증가하면서,수도사업 거버 스에

한 논란과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1989년 물산업을 민 화한 국에서

거버 스 논란이 발되었다.네덜란드 정부는 지속 검토와 논의 끝에

2003년 수도사업 민간참여를 지시켰다.유럽연합(EU)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연구 로젝트를 통해 다른 네트워크 산업에 이어 수도사업

을 자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 다. 랑스 물기업들이 1998년 아시아,

2002년 남미 경제 기를 겪으면서 개발도상국에서 철수하 는데,이를

계기로 수도 민 화 반 논쟁이 이어졌다.특히,국제공공노련(PSI)과

일부 국가 NGO가 주도하는 수도 재공 화(WaterRemunicipalization)

운동이 개되고 있다.수도사업 거버 스 논쟁을 세계 으로 확산시

킨 계기는 2009년 랑스 리시가 계약만료와 함께 배수 업무를 직

으로 환하면서,민간 탁이 직 보다 평균 요 이 20～30% 높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이다. 한,2011년 이탈리아 국민투표 결과 수도

사업 민 화 법안이 백지화되면서 거버 스 이슈는 더욱 확 되었다.

[그림 3-1] 랑스의 직 / 탁간 평균 요 비교

 탁
62.77%

직 
62.77%

 탁

직 

로

/

1
2
0
㎥

수도사업 거버 스 형태(1998～2008) 평균 요 추이

출처 :Chong(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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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수도사업 거버 스에 한 양 연구

1.그동안 연구경향 :거버 스 선택권이 약한 국가 상

수도사업의 공 과 민 간 거버 스 차이에 따른 효율성 비교 연구는

1970년 미국에서 시작되었다.미국의 경우 오랜 동안 많은 수의 민

수도와 공 수도가 공존해 왔는데,이는 세계 으로 외 인 수도사

업 거버 스 상황이었다.1990년 후반 들어서는 1989년 이루어진 국

물산업 민 화가 효율성 개선을 가져왔는지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후 랑스 물기업들의 세계 물시장 개척과 신공공 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입각한 정부개 이 확산되면서 1990년 와 2000년 에

걸쳐 이탈리아,칠 ,멕시코, 라질,스페인,말 이시아 등 세계 각

국에서 수도사업 구조개편이 이루어졌는데,2000년 후반 들어 공 에

서 민 으로 환한 거버 스 변화가 수도사업 효율성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그동안 이루어진 수도사업 거버 스에 한 양 연구결과는

일 되지 않다.미국을 비롯한 많은 연구는 민 과 공 수도사업간의

유의미한 효율성 격차를 발견하지 못하 다(미국 Feigenbaum and

Teeples,1983;Byrnesetal.,1986;TeeplesandGlyer,1987;Houtsma,

2003,스페인 Garcia-Sanchez,2006, 라질 daSilvaeSouzaetal.,

2007).반면,몇몇 연구에서는 민 이 보다 효율 임이 확인되었다(Crain

andZardkoohi,1978;Morgan,1977;Raffieeetal.,1992). 다른 연구

에서는 공 이 보다 효율 임이 확인되었다(MannandMikesell,1976;

Bruggink, 1982; Fox and Hofler, 1985; Lambert et al., 1993;

Bhattacharyyaetal.,1994;Shihetal.,2006).특히,이탈리아를 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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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시된 최근 연구들은 모두 공 이 보다 효율 이라는 결론에 도달하

다(이탈리아 Guerrini,A.,Romano,G.,Campedelli,B.,2011;Giulia

RomanoandAndreaGuerrini,2011).

Bhattacharyyaetal.(1995b)는 이처럼 연구결과가 불일치하는 원인을

산출물 수 이 높은 경우에는 공 이 보다 효율 이며,산출물 수 이

낮은 경우에는 민 이 보다 효율 이라고 설명하기도 하 다.그러나,

부분의 연구자들이 도달한 결론은 거버 스 형태는 수도사업의 효율성

동인에 있어 규모나 경쟁 수 만큼 요하지 않았다는 이다(Wallsten

andKoser,2005). 력,가스,통신 등 다른 네트워크 산업에서 경쟁은

민간사업자의 효율성 증진에 가장 요한 인센티 동인이지만,수도의

경우 이와 달리 다수 민간기업이 여 히 자연독 상태에 있어 경쟁

압력에 직면하고 있지 않으며 정부 소유의 기업에 비해 효율성 개선을

한 인센티 도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련하여 많은 연구자는 수도사업 민 화가 가져다 주는 효율성

변화에 을 맞추었다.그러나, 부분의 경우 민 화는 효율성 개선에

제한 인 향만 미쳤음이 확인되었다(Shaoul,1997;Bosworth and

Stoneman,1998;SaalandParker,2000,2001,2004).일부 연구에서는

민 화 이후 반 인 효율성 감소가 확인되기도 하 다(Saal,etal.,

2007).더욱이 수도사업 민 화 이후 효율성 개선은 민 화 직 생산성

증 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결국,민 화된 수도사업자는

여 히 독 이었으며 이들 기업은 경제 규제가 도입될 때까지 의미

있는 효율성 개선을 이루어내지 못하 다(Saaland Parker,2000;

Sawkins,1996;SaalandReid,2004;Saaletal.,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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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거버 스 선택권이 약한 국가 상 연구결과

연구자 년도 연구 상 분석방법 변수

분석결과

(효율성우 )

공 민
차이

없음

MannandMikesell,

1976
미국(1973) Costfunction AVC ○

Morgan,1977 미국(1970) Costfunction VC ○

CrainandZardkoohi,

1978

미국(1978)

공 :88개

민 :24개

Translogcost

function

수돗물생산량,생산원가(운 ․유지․ 리),

노동(f/t,p/t),자본(순장부가치)
○

Bruggink,1982 미국(1960)
Cobb-Douglas

costfunction
VC;수돗물공 량,노동,자본 ○

Feigenbaumand

Teeples,1983

미국(1970년 )

민 :57

공 :262

Hedoniccost

function,Translog

C;수돗물공 량,노동,에 지,자본,

공 가능량,수처리수 ,계량비율,

이 연장당계량고객,배수지용량,

계량고객의평균크기

○

FoxandHofler,1985

미국

민 :20

공 :156

SFA

연간물생산량,로연장,노동시간,

정수장시설용량,주거용이외공 비율,

지역,지표수비율,정수구입량,배수지

용량,요 부과액,수질검사,유기물

오염검사

○

Byrnesetal.,1986

미국(1978)

공 :68

민 :59

DEA
수돗물 수량;지하수,지표수,구입용수,

로연장,노동(f/t,p/t),배수지용량
○

TeeplesandGlyer,

1987

미국(1980)

남캘리포니아

119개사업

Costfunction

C;자체수량,구입수량;노동,에 지,

자본재; 수 ;배수지용량; 로1마일

당 수 ,계량 수 비율, 수

는갤런공 당소화 ,수처리지수,

물구입비율

○

Raffieeetal.,1992

미국

공 :282

민 :33

Costfunction
C;수돗물생산량,운 ․유지․ 리비용

부채원리 ,노동,에 지,기자재,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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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거버 스 선택권이 약한 국가 상 연구결과(계속)

연구자 년도 연구 상 분석방법 변수

분석결과

(효율성우 )

공 민
차이

없음

Lambertetal.,1993

미국(1989)

공 :282

민 :33

DEA
도매 소비공 수량;노동,에 지

사용량,기자재사용량,자본가치
○

Bhattacharyyaetal.,

1994

미국(1992)

공 :225

민 :32

VariableCost

Function,translog

VC;수돗물공 량,가격(총매출액/

공 량);노동,에 지,기자재;고정자산;

수망 손회수(기술 특성)

○

Bhattacharyyaetal.,

1995b

미국(1992)

공 :190

민 :31

SFA

VC;수돗물공 량;에 지,노동,기자재;

생산량 는공 가능량,자본스톡;원수

(지표수,지하수,둘다),손실율,수 망

노후도,긴 손회수,수 망연장,

고객유형(주거,상업)(기술 특성)

○

(규

모)

○

(소규

모)

Shaoul,1997
국(1985-1995)

10개유역
재무분석 단 당원가,부가가치 ○

Bosworthand

Stoneman,1998

국(1979-1989

and1989-1995)

10개유역

TotalFactor

Productivity

산출물로측정된부가가치,노동,약품,

기타,nocapital
○

SaalandParker,2000
국(1985-1995)

10개유역

Translogmultiple

outputcost

function

수인구,하수처리인구,수돗물수질

(지역수질만족율/체평균),하수처리

수질(지역하천수질/체평균);노동,

자본,기타비용

○

SaalandParker,2001
국(1985-1995)

10개유역

Multi-product

translogcost

function

수돗물수질,하수차집율;노동,

비자본 인력투입,자본스톡,기타비용
○

EstacheandRossi,

2002

아태국가(1995)

29개국50개

22개민간참여

SFA

OC;운 비,연간인건비,고객수,일

생산량,수 ,수지역인구 도,

지표수수원비율,1일물공 시간,계량

수 비율,질 변수(염소처리,담수화)

○

Anwandterand

Teofilo,2002

멕시코

110개
DEA

운 형태,규제,단수허용,무수율,

인구 도,주거용이외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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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거버 스 선택권이 약한 국가 상 연구결과(계속)

연구자 년도 연구 상 분석방법 변수

분석결과

(효율성 우 )

공 민
차이

없음

Houtsma,2003
미국(1995-2003)

캘리포니아
통계분석

운 비,업수익,수 당인건비,

비 여성비용,직원수,수
○

SaalandParker,2004
국(1985-1995)

10개유역

Translogcost

functionof

operatingcosts

C;산출물의질;노동,경상 인건비,

자본스톡,기타비용
○

WallstenandKoser,

2005

미국(1997-2003)

377,629
통계분석 ○

Garcia-Sanchez,2006
스페인(1999)

24개도시
DEA

수돗물공 량, 수 ,수질분석회수;

직원,정수장,망(연장)
○

Shihetal.,2006
미국(1995,2000)

1246개

Costfunction

-loglinear

C;지하수,지표수,구입수량;노동,

자본,기자재,에 지, 탁비용,기타
○

daSilvaeSouzaet

al.,2007

라질(2002)

공 :149

민 :15

SFA
AC;수돗물생산량,자본,노동;

인구 도,지역
○

Saaletal.,2007
국(1985-2000)

10개유역
SFA

상수도고객,하수도고객,수돗물

공 량,하수발생량;품질조정수

(상하수도);자본스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업이익,인 라개 체

비용,경상 인건비,노동

○

SusilaMunisamy,

2009

말 이시아(2005)

17개사업

DEA

(CRSandVRS)

투입:운 비, 로연장,무수수량

산출:공 량, 수 ,서비스면
○

Guerrini,A.,

Romano,G.,

Campedelli,B.,2011

이탈리아

(2004-2008)

80개사업

DEA
거버 스형태(민 ,공 ,혼합),

기업규모,다각화여부,지역
○

GiuliaRomanoand

AndreaGuerrini,

2011

이탈리아(2007)

43개사업

DEA

(CRSandVRS)

재료비,인건비, 탁비용,리스비용,

수인구,수돗물공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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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새로운 연구 경향 :거버 스 선택권이 강한 국가

랑스 물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한 가장 큰 시장이지만

수도사업에 한 계량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23).2000년

반 랑스식 공공서비스 민 력 모델의 발 과 세계화를 해 수에즈

그룹이 리 제1 학에 ‘민 력 경제학 연구센터(chaireeppp)’24)를 설

립하면서 세계 주요 학자들과 경제학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하 다.

랑스 물시장의 직 ․ 탁간 성과 논쟁과 련된 연구도 축 되고 있

으며, 민 력의 다양한 이슈에 한 박사학 논문 9건이 발간되었다.

랑스 물시장의 경우 선행연구의 상이 되었던 국이나 미국 등

국가와는 매우 다른 특성이 있다. 랑스는 자치단체의 직 운 ․민간

탁간 자율 인 선택권을 기반으로 민간기업의 ‘시장확보를 한 경쟁

(competitionforthemarket)’을 형성함으로써 수도사업의 자연독 문

제를 극복해 왔기 때문이다.따라서,자치단체가 보장 받고 있는 거버

스 선택권을 ‘자기선택 편의(selfselectionbias)’로 분석모델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었다.실증연구에서도 자기선택 편의를

통제할 수 있는 Heckman의 2단계 추정법(Heckman2-stagemodelfor

selectionbiased)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이후, 랑스식의 탁제도가

도입된 스페인․독일에서도 자치단체의 자기선택 편의를 통제하는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그동안의 계량경제학 연구 결과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민간 탁된 경우가 직 경 하는 경우 보다 요 이 비싸다”와

“자치단체 직 경 하는 경우와 민간 탁시 간에 요 에는 계량경제학

23) 랑스에서는 150년 이상의 오랜 기간에 걸쳐 진 으로 물시장이 발 해 오면서

수도사업 거버 스는 각 꼼뮨이 직 운 과 민간 탁 각자 여건에 합한 옵션을

선택하면 되는 그야말로 자치권의 역이었기 때문이다.

24)TheEconomicsofPublicPrivatePartnershipsChair(http://chaire-eppp.or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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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이러한 연구결과는 후속연구를

요구하고 있다.첫번째는 거버 스 선택이 수도사업 성과에 미치는 향

자체 보다 어떻게 하면 계약 체결과정은 물론 체 계약기간에 걸쳐 자

연독 사업의 ‘시장확보를 한 경쟁(competitionforthemarket)’을 활

성화시킬 수 있을까에 한 연구이다.두번째는 거버 스 형태에 따른

수도사업 성과를 비교할 때 요 뿐만 아니라 서비스품질이나 투자수

등도 반 해야 한다는 것이다(Saussier,2004& 2005).

[표 3-4] 거버 스 선택권이 강한 국가 상 연구 결과

연구자 년도 연구 상 분석방법 변수

분석결과

(고요 는 효율)

공 민
차이

없음

Saussier,2004

랑스

(1998)

3,613개사업

Heckman

selectionmodel

종속변수:수도요

독립변수:

(거버 스선택)리스,양여,직

(난이도) 망 도,수처리,투자소요

(망특성)가압장수,인근지역연계

(사업특성)수평 통합,원정수의존율,

지, 수율, 망교체투자여부등

통제변수:데 트망(역행정구역)

○

Chong,Huet,Saussier

andSteiner,2006

랑스

(2001)

3,650개사업

Heckman

selectionmodel

종속변수:수도요

독립변수:

(거버 스선택)리스,양여,직

(난이도) 망 도,수처리,투자소요

(수 원)지하수사용여부

(망특성)가압장수,인근지역연계

(사업특성)수평 통합,원정수의존율,

지, 수율, 망교체투자여부,

주기 가뭄등

도구변수:하수도사업거버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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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거버 스 선택권이 강한 국가 상 연구 결과(계속)

연구자 년도 연구 상 분석방법 변수

분석결과

(고요 는 효율)

공 민
차이

없음

Roberto,Mariaand

Francisco,2008

스페인

(2006)

53개사업

(간규모)

Heckman

selectionmodel

종속변수:수도요

독립변수:

(지자체특성)인구,면 ,인구 도,

경제수 ,도시계획

(기후특성)온도,습도

(기술특성)수질,수처리단계,지하수

(요 특성)고정비, 진단계

(더미변수)민간 탁 민 력

○

Ruester,S.andM.

Zschille,2010

독일

(2003)

765개사업

Heckman

selectionmodel

종속변수:거버 스선택(민 ,공 )

독립변수:소비자요

(규모의경제) 체매출액 주거용

비율, 수인구, 망연장당 수인구

(기술․구조특성)지하수비율,정수

처리단계, 수율,원정수구입비율

(통제 도구변수)독일동부지역,

다각화여부

○

Germa,Franciscoand

Andres,2010

스페인

(2009)

남부162개사업

OLS

종속변수:수도요

독립변수:

(기본변수)사용량,인구,인구 도,

수처리단계

(거버 스형태)컨소시엄,민간 탁

(시장경쟁)시장집 도

(성숙요인)민간 탁경과년수

○

Vanessa,2011

랑스

(2004)

3,745개사업

Heckman

selectionmodel

종속변수:수도요

독립변수:수원,수처리,인구,가정용수

비율,원정수의존율, 망연장, 망개 체

투자,유역더미, 가구소득등

○

AudeLELANNIER

andSimon

PORCHER,2011

랑스

(2009)

325개사업

(규모)

DEAandSFA

종속변수:매출액,부채

독립변수:

(물리 산출물)요 부과수량,

고객수, 로연장

(질 산출물)불만없는고객비율,

미생물기 합율, 수율

(환경변수)수원, 지여부,

인구 도,지자체간통합여부,

상하수도통합여부,운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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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효율성 평가 연구방법론 비교

1.자료포락분석(DEA)과 확률변경분석(SFA)

1)변경분석(frontieranalysis)방법론 개요

변경분석(frontieranalysis)은 체제모형(systemsmodels)에 입각한 효

율변경(efficiencyfrontier)을 추정하여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사용하여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사결정단 (decision-making

units) 조직단 의 리운 상 상 효율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성과평가 방법론이다.즉,변경분석은 의사결정단 가 일

정수 의 투입요소로부터 최 수 의 산출물을 생산하거나 일정수 의

산출물에 해 최소수 의 투입요소를 사용할 때 표본 내의 다른 모든

단 들에 비해 어느 정도로 효율 인지를 평가하게 된다는 에서 특히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Farrell,1957).

변경분석의 주요 방법론으로는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이하 DEA)과 이를 발 시킨 확률변경분석(Stochastic

FrontierAnalysis,SFA)이 있다.DEA는 표본자료를 토 로 결정변경

(determinantsfrontier)을 도출하는 선형계획기법이자 비모수 기법인데

반해,SFA는 조직단 별 비효율성을 결정하는 변경의 추정을 해 생산

함수나 비용함수 등 함수 형태를 가지는 계량경제학 모수 기법이다

(유 록,200419-20).

2)자료포락분석(DEA)

Farrell(1957)의 연구에서 시작되어 발 되어온 DEA는 다수의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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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변수들을 활용하여 비교 상 단 들간의 상 인 효율성을 측정하

는 방식이다(Charnes& Rhodes,1978).DEA 모형은 사 에 구체 인

함수형태를 가정하고 모수를 추정하는 기존의 효율성 측정방식과는 달리

선형계획법(linearprograming:LP)에 근거하여 평가 상의 경험 인 투

입요소와 산출요소 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경험 인 효율 론티어( 거

기 )를 선정한 뒤 평가 상들이 이러한 거기 으로부터 얼마나 떨어

져 있는지 여부를 악함으로서 비효율성을 측정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박만희,2008).

DEA는 기존의 상 효율성 평가와 련된 지표체계나 계량모형에

의한 분석방법에 비해서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이 희 외,

2006,유 록,2004).DEA는 평가자료의 선택에 있어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하는데,투입과 산출에 연속변수,서열변수,명목변수 등 어떠한 변

수로도 용이 가능하고 상이한 분석단 로도 용이 가능하다. 한 분

석단 의 비효율 인 부분에 해 뚜렷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기존

의 모수 근방식에 비해 비효율 으로 나타난 분석단 에 한 원인

규명 이를 바탕으로 자원의 효율 재배분이 가능하도록 조직의 효율

성에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이 밖에도 DEA는 투입과 산출에 있

어 수학 으로 최 의 가 치가 부여되어 지는데,이때의 가 치는 결정

규칙에 근거하여 자동 으로 각 분석단 별로 도출될 수 있다.마지막으

로 DEA는 복합 인 종속변수(산출,품질,결과)를 동시에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며,기존에 객 화하기 어려웠던 우수한 사업이나 기 들에 한

등 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수 있다.특히 최근의 성과측정

방식들이 다수의 복합 인 성과지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에서 이들 지

표들에 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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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확률변경분석(SFA)

확률변경분석(SFA)은 변경함수(frontierfunction)를 추정함으로써 생

산효율성을 측정하는 계량경제학 방법이다.생산 는 비용 변경

(frontier)을 상정하고 이러한 변경(frontier)과의 거리를 통해 각 생산주

체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기 연구가 Farrell(1957)에 의해 시도된 이래

변경(frontier)을 추정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었는데 이후 Aigner,

Lovell& Schmidt(1977)와 Meeusen& VandenBroeck(1977)등에 의

해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경제학 모형인 SFA가 제안되었고,

Schmidt& Lovell(1979),Johndrow,Lovell,Materov& Schmidt(1982),

Greene(1990)등이 지속 으로 모형을 발 시켜 왔다(윤경 ,1998;지홍

민,2007;김성호 외,2007).

일반 으로 변경분석은 각 생산주체의 투입요소의 투입량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 한의 산출수 인 산출 변경(frontier)과 실제 산출수 과의

거리로 각 생산주체의 효율성을 측정하게 되는데 SFA는 무작 오차

(random error)만을 포함하고 있는 통 인 회귀식과는 달리 모형식에

랜덤오차 이외에 양의 값을 지니는 비효율 오차가 결합된 복합오차

(composederror)를 포함하고 있어서 생산주체가 통제할 수 없는 무작

오차 부분과 실제 비효율성을 래하는 부분을 분리하여 측정이 가능하

다(Forsundetal,1980Lovell,1993).

SFA는 비효율성 지표를 보다 더 자세히 분류함으로써 각 조직단 의

효율성 지표에 한 개선된 추정치와 비효율성의 근원을 제시해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한,SFA는 규모의 경제(economiesofscale)와

범 의 경제(economiesofscope)를 분석할 수 있다.규모의 경제란 조

직단 의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비용이 낮아지는 것을 말하며,범 의 경

제란 조직단 가 생산하는 상품의 범 가 커짐에 따라 비용이 감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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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말한다.특히 규모의 경제는 DEA로는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SFA의 강 이 되고 있다(유 록,2001).

이 듯 SFA는 단순히 효율성에 한 추정뿐만 아니라 여러 추론이

가능하므로 통계 유의성 검정을 통해 모형의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가설검정도 가능하다

(이 훈 외,2007;윤경 ,1998).한 호(2002)는 SFA가 모수 방법이

기 때문에 지니는 장 으로,첫째 계측할 수 없는 설명변수들도 교란항

으로 통제할 수 있고,생산함수의 형태나 비효율성의 존재에 한 가설

검정(hypothesistesting)이 가능하며,둘째,비용극소나 이윤 극 의 가

정을 모형에 도입하여 미시 근거(micro-foundation)를 확보할 수 있다

는 등을 제시하고 있다.

4)DEA와 SFA의 장단 비교

DEA는 범주형 연속형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효율성의

상 지표를 얻고,비효율성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 을 지니

고 있는 반면,SFA는 비효율성 지표를 기술 비효율성,배분 비효율

성 그리고 통계 표본추출오차 등으로 보다 자세히 분류하여 각 조직

단 의 효율성지표에 한 개선된 추정치와 비효율성의 원인을 제시해

수 있다는 에서 차이를 보인다(유 록,2005).DEA의 경우 변경

(frontier)으로부터의 모든 편차를 기술 비효율성으로 가정하는데 반해

SFA는 변경으로부터의 편차를 기술 비효율성과 배분 비효율성 그

리고 통계 표본 추출오차(statisticalandsamplingerrors)와 무작

충격(random shocks)으로 구분한다.따라서 SFA는 오차에서 기술 효

율성과 무작 오차를 분리해 내기 때문에 조직단 가 왜 비효율 으로

운 되는지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유 록,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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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와 SFA는 각각 고유의 장 이 있지만 아울러 단 도 있기 때문

에 두가지 분석방식 어떤 것이 우월하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DEA의 경우 이상치에 한 민감성과 가설검증의 불가능성,그리고 측정

오차나 통계 잡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 때문에 SFA가 선호되기

도 하지만 SFA 역시 여러 장 에도 불구하고 분석의 복잡성,상이한 가

정의 성 부정확한 분석구조의 사용이 결과에 미치는 불분명한 효

과 때문에 선택에 신 함이 요구되기 때문에 두 방법은 상호 체하기보

다는 상호 보완 으로 함께 활용될 필요가 있다(한동성 외,2010).

[표 3-5] DEA와 SFA의 장단 비교

구분 자료포락분석(DEA) 확률변경분석(SFA)

특 징

▪변경(frontier)추정을 해 투입

요소와 산출요소간의 계에 해

명확한 함수형태를 부여하지 않는

비모수 (non-parametric)이며

수리계획 인 방식임

▪변경(frontier)추정을 한 함수

형태를 가지는 모수 (parametric)

방법이며,계량경제학 방법임

▪잔차가 무작 오차(noise)와

비효율성으로 분리됨

장

▪함수형태가 요구되지 않음

▪선형계획(LP)형태로 구성되므로

다수의 산출변수,투입변수 가능

▪벤치마킹의 상으로 삼을 수

있는 변경(frontier)선상의

거집단 제공

▪가설검정 가능,신뢰구간 설정

가능,즉,통계 유의성 검정으로

모형의 타당성 검정 가능

▪비효율성 부분을 엄 하게 측정

▪회귀모형이므로 산출변수가 하나가

되어야 함(생산함수의 경우)

단

▪이상치(outlier)에 크게 좌우됨

▪비효율성과 무작 오차의 분리가

안되어 모두 비효율성에 포함

▪모형의 타당성을 검정할 유의성

검정수단이 부재

▪함수식 필요,분포의 가정 필요

(잘못된 함수형태 가정시 측정

오류 래)

출처 :한동성 외(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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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eckman의 2단계 추정법(HeckitModel)

1)선택요인(selection)

설명 조사연구에서 내 타당성이란 추정된 원인과 그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 추론의 정확성을 의미하는 개념이다.인과 추론의 정

확성을 기하기 해서는 원인으로 추정된 이외의 것으로 결과에 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제3변수의 향을 분리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

록 연구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조사연구에 포함된 표본집단의 표성에

련된 ‘내 타당성의 요인(threatstointernalvalidity)’으로 선발

요인,상실요인,회귀요인이 있다.이 선택요인(selection)은 실험집단

과 비교되는 비교집단이 있는 실험설계에서 문제가 되는데,정책이나

로그램 집행 후에 실험집단과 비교집단간의 결과변수에 한 측정값의

차이가 정책집행의 효과라기 보다는 단순히 두 집단 구성원들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특히,실험집단이 자원자들로 구성될 때

성취동기의 차이가 선택요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이와 같이 선택

요인은 조사 상자로 하여 로그램 참여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한

경우에 결과 으로 나타나는 집단간의 차이를 말하므로 이를 자기선택요

인(self-select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이러한 선택요인의 효과는 로

그램 집행 이후에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서 결과변수 값을 측정하여 비

교하는 정태 집단비교설계에서 특히 강력한 내 타당성의 해요인으

로 나타난다(남궁근,2010).이처럼 선택요인으로 인해 표본집단의 표

성에 문제가 생겨 조사연구의 인과 추론의 정확성에 문제가 생긴 경

우,다시 말해 내 타당성이 해된 경우를 선택편의(selectionbias)가

발생하 다고 한다.



-66-

2)선택편의 통제방법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하여 연구자들은 흔히 유사 실험 설계

(quasi-experimentaldesign)나 비실험 설계(non-experimentaldesign)

방법을 활용한다.이 때 실험 상들을 실험집단에 무작 으로 할당할

수 없기 때문에,연구자에게는 선택편의(selectionbias)의 통제가 가장

핵심 인 과제 의 하나로 제시된다(이석원 외,2008).

조정 평균차나 OLS등을 활용한 기존의 통상 인 방법으로는 이러한

선택편의를 효율 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기존 연구에서는 편의제

거를 한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다.이러한 방법에는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를 활용한 추정이나,통제함수 모형

(controlfunction approach),다시 자료분석 모형(longitudinaldata

approach)등이 포함된다(이석원 외,2008).

[표 3-6] 주요 선택편의 통제방법

구분 도구변수 추정 통제함수 모형 다시 자료분석 모형

특 징

▪평가 상 성과변수와

련성이 없지만 사업

참가여부와 련성이 높은

변수를 도구 변수로 삼아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

▪평가 상 성과변수 이외에도

선택편의의 함수(selection

biasfunction)를 모수 인

모형으로 추정하여 그 추정

결과를 성과변수를 추정하는

모형에 포함시켜 선택편의를

통제하려는 방법

▪사업 참여자들에 해

반복 으로 측정된 다시

(longitudinal)데이터를

사용하여 찰 불가능한

변수의 차분(difference)을

취함으로써 찰 불가능한

특성을 제거시키는 방법

장
▪ 한 도구변수 확보시

선택편의 효과 배제 가능

단
▪ 실 으로 도구변수 확보가

어려운 경우 많음

▪추정결과의 견고성 문제

▪부여된 가정들의 비 실성

출처 :이석원 외(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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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eckman2단계 추정법

Heckman2단계 추정법(Heckman’sTwo-stageMethod)은 통제함수

모형(controlfunctionapproach)의 표 인 기법으로 심의 상인 성

과변수 외에도 ‘사업에 참가하게 되는 과정’을 계량 으로 모형화하고,

그 추정결과를 종속변수를 추정하는 회귀식의 잔차의 일부로 포함시켜

자기선택의 과정을 통계 으로 통제하려는 기법이다(이석원 외,2008).

Heckman2단계 추정법의 분석 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2단계: (단,r,rλ는 각각의 추정계수)

여기에서 λi는 추정량의 일치성(consistency)을 확보하기 해 2단계

의 회귀분석 모형에 새롭게 추가되는 변수이다.1단계에서는 로빗

(Probit)모형을 통해 β값을 추정하며,추정된 계수값을 이용하여 λi값을

도출한 후 2단계에서 OLS분석이 이루어진다.결국 Heckman2단계 모

형은 기본 인 OLS를 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분산성

(Heteroscedasticity) 상을 해결하고자 하는 성격을 지니게 된다(김진

욱,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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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 설계

제 1 연구가설 분석모형

1.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크게 3가지 가설을 설정하 다.본 연구의 주된 심은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 직 과 한국수자원공사 탁이라는 거버 스

선택이 지방상수도사업의 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것이

다. 한,1일 생산능력 1만 5천㎥ 이상 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무 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방직 기업 형태로 운 하도록

되어 있는데,지방직 기업을 운 하는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 간에

지방상수도사업의 성과에는 어떠한 향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가  1a> 수 사업  한 수 원공사에 탁한 경  직 시  비  

압력, 투  확 , 전문 술 활  등 전 적  효 화가 가능

하여 그렇지 않  경 에 비해 보다 높  조직 과 즉 낮

 수돗물 생산원가를 나타낼 것 다.

  <가  1b> 지 직 업 로 하는 경  지 공 업 에 한 경

평가 등 효 화 압력  어 보다 높  조직 과 즉 낮  

수돗물 생산원가를 나타낼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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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지방상수도사업의 성과에 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에 해서

도 가설을 세워 검정하고자 한다.

  <가  2a> 규  경제가 클수록 보다 높  조직 과, 즉 낮  수돗물 

생산원가를 나타낼 것 다.

  <가  2b>  경제가 낮 수록 보다 낮  조직 과, 즉 높  수돗

물 생산원가를 나타낼 것 다.

  <가  3a> 지형․ 포 특  등 로 해 수돗물 공 에 많  수  

정수 , 수지, 가압  필 한 경  보다 낮  조직 

과, 즉 높  수돗물 생산원가를 나타낼 것 다.

  <가  3b> 원수 수질  안좋아 고 처리공정  한 경  보다 낮  

조직 과 즉 높  수돗물 생산원가를 나타낼 것 다.

  <가  3c> 타 수 사업  원수․정수 수  존 가 높 수록, 보다 

낮  조직 과 즉 높  수돗물 생산원가를 나타낼 것 다.

  <가  3d> ․ 수 망  노후화 정 가 심할수록 또한 누수  높  

수록 보다 낮  조직 과 즉 높  수돗물 생산원가를 나타

낼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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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석모형

본 연구의 목 은 우리나라 지방상수도사업자들의 횡단면 데이터를

이용하여 거버 스 선택이 지방상수도사업 성과에 미치는 향 즉,㎥당

수돗물 원가 차이를 측정하기 한 것이다.이를 해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선택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통상 인 OLS(OrdinaryLeastSquare;

최소자승법)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이와 함께

랑스,독일,스페인 등 지방자치단체의 거버 스 선택권이 강한 국가에

서 2000년 반 이후 축 되고 있는 선행연구와 같이 Heckman2단계

추정법(Heckman’stwo-stagemethod,1979)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최 로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선택요인25)을 통제하면서 거버 스 선택이

지방상수도사업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해 회귀분석하고자 한다.

Heckman의 2단계 추정법은 심의 상인 성과변수 외에도 ‘사업을

탁하게 되는 과정’을 계량 으로 모형화하고,그 추정결과를 종속변수를

추정하는 회귀식 잔차의 일부로 포함시켜 자기선택의 과정을 통계 으로

통제하려는 기법이다(이석원 외,2008).Heckman2단계 추정법의 첫번째

단계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지방상수도사업을 탁

할 확률을 추정하게 된다.이 추정을 통해 InverseMill’sRatio(IMR)를

구할 수 있다.두번째 단계는 추정된 IMR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회귀

분석함으로써 지방상수도사업의 성과를 추정하는 것이다.

25)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수도사업을 직 할지 는 한국수자원공사에 탁할지에 한

선택은 랜덤(random)하지 않을 수 있다.각 지방자치단체는 각자 주어진 여건에서

수도사업을 직 할지 는 한국수자원공사에 탁할지를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분석 상인 데이터 세트가 무작 표본추출(random sampling)이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지방자치단체가 각자 여건에 합한 거버 스를 스스로 결정한다

는 에서 자기선택문제(SelfSelecton Problem)가 있으며,추정에 있어 선택편의

(selectionbias)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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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ckman2단계 추정법을 사용한 분석방법의 보다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단계로,지방상수도사업 거버 스와 이외의 외생변수들에 의해

㎥당 수돗물 원가를 설명하는 OLS회귀분석 모델을 추정한다.

▪ First regression: Simple OLS

COST

여기서 COST는 ㎥당 수돗물 원가,G는 각 지방상수도사업에서 선택

된 거버 스 형태를 나타낸다. 한,X는 외생변수들의 벡터값이다.ε는

미 측치에 한 잔차항(errorterm)으로 독립 이며,동질 으로 분포되

어 있다고 가정한다(i.i.d.).α는 본 연구가 심을 가지고 있는 계수로 거

버 스 선택이 지방상수도사업 성과에 향을 미치는 정도를 나타낸다.

만약,거버 스 형태가 내생 (endogenous)이라면 계량경제학 인 문

제가 발생한다.가령,수직 통합과 시장에서의 조달,공 소유 는

민 력(PPP) 등 거버 스 형태의 선택을 략 단(strategic

decisions)으로 간주한다면,그들의 기 성과 산출물에 내생 이 될 수

있다.반면,이러한 자기선택(Self-Selection)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략 선택과 성과 모두에 향을 미치는 락변수(omittedvariables)

로 인해 편의 추정의 문제가 발생한다(HamiltonandNickerson,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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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단계로,거버 스 형태를 나타내는 이항 변수(binaryvariable),

즉 한국수자원공사 탁 는 지방자치단체 직 에 근거하여, 환회귀

모델(switchingregressionmodel)을 추정한다.첫째,모든 체계 외생변

수 X와 도구변수 Z로 거버 스 선택 G를 설명하기 해 로빗모델

(probitmodel)을 이용한다.여기서 도구변수 Z는 거버 스 선택에는

향을 미치지만 지방상수도사업 성과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이다.

둘째,이 회귀분석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한국수자원공사 탁사업과 지

방자치단체 직경사업에 한 InverseMill’sratios를 계산한다.마지막으

로,표 OLS를 통해 자기선택요인이 수정된 성과 방정식을 추정한다.

▪ Second regression: Switching regression model (Heckman model)

COST

COST

는 정규 도함수(normaldensity function)이며,φ는 정규분포

(cumulativenormaldistribution)이며,는 InverseMill’sratios을 나타

낸다.첨자 1은 한국수자원공사 탁을,첨자 0은 지방자치단체 직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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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자료수집 표본선정

1.자료수집

본 연구 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환경부가 매년 발간하는 ‘상수도 통계’,

행정안 부가 매년 발간하는 ‘지방공기업 결산 경 분석 보고서’,그

리고 한국수자원공사의 내부자료 등을 활용한다.

[표 4-1] 상수도 통계와 지방공기업 결산(2010년 기 )

구 분 상 사업 주요 내용

상수도 통계

(환경부,매년)

체 수도사업

(162개)

(발간 목 )

① 정책결정자,실무자 연구자가 상수도

반에 걸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건 한

상수도를 공 하기 함

② 상수도에 련된 모든 사업 서비스

역의 기 자료로 활용하기 함

③ 추후 수도사업 반에 련 서비스 수

악을 해 자료를 구축하여 국내 황을

악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함

(주요 수록 내용)

상수도 일반 황,시설 황,운 황 등

지방공기업 결산

경 분석

(행정안 부,매년)

지방직 기업

(113개)

(발간 목 )

지방공기업 재무구조 경 성과,경 지표

분석 향후 정책추진을 한 시사 발굴

(주요 수록 내용)

세입/세출,재무상태,사업운 황(기본

황,근로자,요 ,경 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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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표본선정

본 연구는 2010년 기 국 162개 지방상수도사업 역자치단체

가 수행하는 8개 사업26)과 사업 특성이 히 다른 울릉군을 제외한

153개 시․군 사업을 상으로 하 다. 한,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

리 반을 탁하고 있는 17개 시․군27) 2008년 이후 실시 약을

체결하여 탁으로 환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9개의 시․군 역시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따라서,본 연구가 분석 상으로 삼은 표본

은 144개이며,이 한국수자원공사에 탁하고 있는 사업은 8개이다.

결과 으로, 체 162개 지방상수도사업 분석 상에서 제외한 표

본은 18개이며,이들 표본을 제외한 사유는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7개

특별시․ 역시의 경우 수인구 100만명 이상의 사업기반을 바탕으로

시․군과 달리 독립된 상수도사업본부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공무원 인

사시에도 순환보직 원칙의 외를 인정받아 왔다.따라서,이들 역자치

단체는 수도사업을 자체 으로 수행하기에 충분한 규모와 문성을 갖추

고 있으며,한국수자원공사 탁이 거버 스 선택 안은 아니다28).

한,제주특별자치도는 역자치단체이기는 하지만 수인구가 58만명에

불과하여 규모 면에서는 규모 시․군에 비해 오히려 작다.그러나,제

주특별자치도의 수도사업은 역상수도사업과 4개 시․군의 지방상수도

사업을 통합한 형태로 다른 시․군과 근본 인 차이가 있어 분석 상에

26)서울특별시,부산 역시, 구 역시,인천 역시, 주 역시, 역시,울산 역시,

제주특별자치도

27)2006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 탁운 인 천안시의 경우 체 수도시설 공업

용수도만 상으로 하고 있어 제외하 다.

28)실제, 국 76개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사업 탁에 한 기본

약을 체결하 으나,모두 시․군으로 특별시․ 역시가 체결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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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외하 다.울릉군의 경우 수인구가 1만명에도 못미치고,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규모의 섬으로 사업 특성이 히 달라 분석 상에

서 제외하 다.마지막으로,한국수자원공사에 지방상수도사업을 탁하

고 있으나,실시 약을 체결한지 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9개 시․군29)

표본의 경우 본 연구의 목 인 거버 스 선택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향

을 확인하는데 문제가 있어 모두 제외하 다.한국수자원공사 탁이라

는 거버 스 선택이 사업 성과로 나타나는데는 사업 인수 이후 인력과

산의 집 투입을 통한 경 효율화까지 어도 3년 정도30)의 시차

(time-lag)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탁 1～3년차 지방상수

도사업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한 경 효율화가 한창 진행 으로

표본을 탁이나 직 어느 하나로 분류하기에 모두 문제가 있어 분석

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표 4-2] 표본 사업(2010년 기 )

체 표본 지방자치단체 직 한국수자원공사 탁

144개 사업 136개 사업 8개 사업

(논산시,정읍시, 천군,

사천시,서산시,고령군,

산군,동두천시)

체 표본 공기업 운 (지방직 기업) 비공기업 운

144개 사업 98개 사업 46개 사업

29)거제시,단양군,나주시,양주시,함평군, 주시, 주시,고성군,통 시

30)실제 탁 성과가 나타나려면 사업 인수 이후 실시계획 수립부터 수도 망 정비까지

어도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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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변수설명

모형에 사용된 변수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1)종속변수 :지방상수도사업의 성과

본 연구는 지방상수도사업의 조직구조 변수가 기술 효율성에 미

치는 향을 알아보기 한 것이다.이를 해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측

정하는 지표로 수돗물 ㎥ 당 총 원가를 종속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연간 수돗물 120㎥ 는 150㎥31)을 사용하는 평

균 인 가구가 연간 지불하는 요 총액을 종속변수로 사용하 으나,한

국의 경우 랑스,스페인,독일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요 실화율 등

을 감안하여 요 신 수돗물 ㎥ 당 총 원가를 사용한다.

한편,지방상수도사업 성과에 한 변수로는 원가나 요 등 재무 인

변수 이외에 공 되는 수돗물의 품질이나 서비스 수 등이 고려되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2)독립변수 :거버 스 선택(GovernanceChoice)

각 지방자치단체는 할구역 주민들에 한 수돗물 공 업무를 자체

조직을 통해 직 담당할 수도 있고,한국수자원공사에 탁할 수도 있

다. 행 수도법은 탁 상 문기 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이외에도 다

양한 공공기 과 민간기업을 열거하고 있으나,지방상수도 탁시장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선택하고 있는 안은 재로서는 직 과 한국수자원

31) 랑스의 경우 연간 120㎥,독일의 경우 연간 150㎥를 기 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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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탁 2가지 유형만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직 과 한국수자원공사 탁 2가지 유형

의 수도사업 거버 스 선택만 존재하는 실 상황을 반 하여 더미변수

(DKwater)를 사용한다.

DKwater= 
0 if 지방자치단체 직

1 if 한국수자원공사 탁

한편,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상수도사업을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방직 기업 형태로 운 하는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를 나 어 더미변수(Corporate)를 사용한다.

Corporate= 
0 if 비공기업

1 if 지방직 기업(공기업특별회계)

3)설명변수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선행연구 등을 토 로 한국의 수도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설명변수(ExplanatoryVariables)를 설정하 다.

사업의 경제성(economiesoftheservice)을 통제하기 한 변수로 시

장규모와 배수 망의 도를 사용한다.시장규모(marketsize)는 규모

의 경제(economiesofscale)효과를 통제하기 변수로 수인구와 수

인구 제곱값을 사용한다.시장규모는 규모의 경제에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수도사업 탁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상력(negotiating

power)에도 향을 미친다.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외부 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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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하거나,수탁 기업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데 필요한 내부 자원

을 많이 가지고 있다. 배수 망의 도는 도의 경제(economiesof

density)효과를 통제하기 변수로 수인구 1인당 배수 망의 길이를

사용한다. 수인구 1인당 배수 망 길이가 짧을 경우 도의 경제가

확보되지만,길어지면 수돗물 공 의 복잡성이 커지게 된다.

사업의 복잡성(complexityoftheservice)을 통제하기 한 변수로는

경제성과도 련된 배수 망 도와 함께 수돗물 생산․공 에 필요한

정수장,배수지,가압장 등 랜트의 개소수,그리고,수처리 난이도를 사

용한다. 랜트 개소수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할 구역의 수원 특

성 지형 복잡성 등과 련되는데 지형이 복잡할수록 지역 주민들에

게 수돗물을 공 하는데 보다 많은 랜트가 필요하게 된다.수처리 난

이도는 수돗물 생산에 이용되는 원수 특성에 따른 수처리 기술 사양과

련된 변수이다.우리나라에서는 원수 수질이 안 좋은 낙동강 수계를

심으로 고도처리공정이 도입되어 있으며,이외 지역의 경우 부분

속여과 등 재래식 공정을 사용하고 있다.사업의 복잡성과 련된 변수

들은 해당 지역의 수돗물 공 에 요구되는 특정 투자수 (levelof

specificinvestments)을 정확히 반 한다.수도 망 구성이나 수처리의

복잡성이 커질수록 ㎥ 당 수돗물 총 원가 역시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사업의 구조 특성(structuralcharacteristics)을 통제하기 한 변수

로 행정구역 면 ,보 률,유수율,원수․정수 의존율을 사용한다.행정

구역 면 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수도법 등에 의해 수돗물 공 책무를

부여 받고 있는 지역의 총 면 이다.보 률의 경우 지방상수도를 통해

수돗물을 공 하고 있는 할 행정구역내 인구비율로 지방상수도를 통해

수돗물을 공 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비율과도 련이 있다.

유수율의 경우 체 수돗물 공 량 요 이 부과되지 않은 수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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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과 함께 공공사용 수량과 계량기 불감수량 등이 련된다.원수․

정수 의존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수원이 부족하거나,수질․수

량 측면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한국수자원공사나 인근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수도사업자로부터 원수나 정수를 구입하는 경우로 ㎥ 당 수돗물

총 원가에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반 할 필요가 있다.

수도 망의 물리 상태를 통제하기 한 변수로 수율과 노후 망

비율을 사용하고자 한다.수도 망의 물리 상태 변수의 경우 수돗물

총 원가나 거버 스 선택 측면에서는 외생 이라 할 수 있다.

4)도구변수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선행연구32)등을 참고하여 다른 변수에는 향

을 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거버 스 선택에만 향을 미치는 도구

변수33)를 사용하고자 한다.우리나라의 수도사업 탁 의사결정 구조에

주목하여 각 자치단체의 정치 안정성과 비토 포인트(vetopoint)존재

여부,그리고 하수처리시설 탁여부를 도구변수로 선택하 다.

정치 안정성의 경우 단체장 소속 정당의 의원이 지방의회를 과반수

이상 유하고 있는지,비토 포인트는 한국수자원공사 탁에 반 하는

민주노동당34)소속 의원이 지방의회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한,하수처리시설의 경우 1997년부터 민간 탁 운 이 도입

되어 이미 체 시설의 반 이상이 민간에 탁되어 있다.

32) 랑스 Chong외(2006)의 연구는 자치단체의 정치 성향을,독일 Ruester외(2010)

연구는 구동독 지역인지와 하수도사업 통합수행 여부를 도구변수로 사용하 다.

33)본 연구에서 도구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외국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회귀분석에

있어 거버 스 선택의 내생성(endogeneity)문제를 극복하기 한 것이다.

34)민주노동당은 2004년 10월 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간 지방상수도 탁 기본 약 체

결시부터 공무원노조,민주노총 등과 함께 ‘민간 탁 지활동’을 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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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변수의 측정과 변수명 정리

변 수 조작 정의 단 변수명

사업 성과 수돗물 ㎥당 총 원가 원/㎥ COST

거버 스
탁 선택 한국수자원공사 탁 :1 Dummy DKwater

공기업 공기업특별회계 설치 :1 Dummy CORPORATE

경제

특성

시장규모
수인구 ÷10,000 만명 INHAB

(수인구)2÷1,000,000 - INHAB2

망 도 망연장 ÷ 수인구 km/인 DENSITY

기술

특성

(난이도)

랜트 개소수

정수장 수 개 TREATMENT

배수지 수 개 RESERVOIR

가압장 수 개 PUMPING

수처리 난이도 고도처리 공정 도입 :1 Dummy TREATA

구조

특성

행정구역 행정구역 면 km2 AREA

보 률 수인구 ÷ 체 인구 % COVERAGE

유수율 요 부과량 ÷ 수량 % REVENUE

원․정수 의존율 원․정수 구입량 ÷ 수량 % IMPORT

망상태

수 율 수량 ÷ 수량 % LEAK

노후 비율
20년 경과 배수 망 연장 ÷

체 배수 망 연장
% OLDPIPE

도구변수

정치 안정성
단체장 소속 정당의 지방의회

과반수 이상 유 여부
Dummy POLITICS

비토 포인트 민주노동당 의원 존재 여부 Dummy VETO

하수 탁
탁 하수처리시설 용량 ÷

체 하수처리시설 용량
% D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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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실증분석

제 1 기술통계량

1.수돗물 원가 차이

2010년 기 분석 상 144개 지방상수도사업 5.5%인 8개 사업이

한국수자원공사에 탁되어 있다.㎥ 당 수돗물 원가를 비교하면,한국수

자원공사가 탁운 인 8개 사업의 평균이 지방자치단체가 직 하는

136개 사업의 평균에 비해 16.5% 낮다는 을 알 수 있다.

[표 5-1] 평균 수돗물 원가 (2010년)

단 :원/㎥

구 분 평균 원가 표 편차 개소수

체 1,234.56 539.86 144개(100%)

한국수자원공사 탁사업 1,040.19 135.02 8개(5.5%)

지방자치단체 직 사업 1,245.99 552.63 136개(94.5%)

수돗물 원가 차이

( 탁사업 평균/직 사업 평균)
△ 16.5%

그 지만,이러한 산술평균값만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탁한 지방상

수도사업이 직 사업에 비해 보다 효율 으로 운 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간에 탁 실시 약이

체결된 지방상수도사업의 낮은 수돗물 원가를 설명하는 숨겨진 특성들

(unobservedattributes)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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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거버 스 형태별 독립변수

[표 5-2]는 거버 스 형태별 독립변수에 한 기술통계량이다.

첫째,지방상수도사업의 경제 특성과 련된 변수인 수인구와

망 도를 보면, 탁사업이 직 사업에 비해 불리함을 알 수 있다.평균

수인구는 직 사업이 16만 5천여명이지만, 탁사업은 이의 반에도

못미치는 7만 8천여명이다. 수인구 1인당 배수 망 거리를 나타내는

평균 망 도 역시 직 사업은 8.67m이나 탁사업은 11.21m로 길다.

둘째,지방상수도사업의 기술 특성과 련된 망 도,정수장,배수

지,가압장 등 랜트 개소수,고도처리 도입여부 등에 있어서도 모두 직

사업에 비해 탁사업의 난이도가 높다는 을 알 수 있다. 망 도

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랜트 개소수의 경우 단순비교하면 직

사업이 탁사업 보다 많은 랜트를 갖추고 있다.직 사업은 평균 정

수장 2.9개소,배수지 8.2개소,가압장 10.4개소를 갖추고 있는 반면, 탁

사업의 경우 평균 정수장 1.4개소,배수지 7.9개소,가압장 9.4개소를 갖

추고 있다.그러나, 탁사업과 직 사업간에 평균 수인구가 2배 이상

차이난다는 을 고려하면, 수인구 1인당 배수지와 가압장 개소수는

탁사업이 직 사업 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다만,정수장의 경우 수

인구 1인당으로 환산하더라도 여 히 직 사업이 탁사업 보다 많은데

이는 구조 특성 변수인 원․정수 의존율과도 련이 있다.배수지나

가압장은 할 행정구역내 배수를 한 랜트로 외부 체가 어렵지

만,정수장은 다른 수도사업자의 랜트에도 의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탁사업의 원․정수 의존율이 직 사업 보다 50% 이상 높다.원

수수질 특성에 따른 수처리 난이도를 나타내는 고도처리 도입여부에 있

어서도 직 사업은 평균 4.4%이나 탁사업은 12.5%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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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지방상수도사업의 구조 특성과 련된 변수인 행정구역 면 ,

보 률,유수율,원․정수 의존율에 있어서는 조 다른 결과가 나왔다.

행정구역 면 의 경우 직 사업이 평균 622.8㎢로 탁사업 평균 512.8㎢

에 비해 넓다.보 률의 경우에도 직 사업이 평균 76.8%이나, 탁사업

은 평균 78.5%로 다소 높다.이러한 결과는 면 이 넓고 보 률이 낮은

시․군은 농어 ․산간지역인 경우가 많은데,이러한 시․군에 해서는

수도사업 탁이 조하 기 때문으로 보인다.유수율의 경우에도 직

사업이 평균 69.2%이나 탁사업은 평균 77.7%로 높다.이는 유수율이

크게 낮은 시․군에 한 탁이 조한 측면과 탁의 핵심목표가 유수

율 제고라는 이 동시에 반 된 것으로 보인다.반면,다른 수도사업자

로부터 원․정수를 구입하는 의존율의 경우 직 사업의 평균 의존율은

41.8%이지만, 탁사업은 평균 63.7%로 높다.이는 원․정수 의존율이

높은 시․군을 심으로 수도사업 탁에 나서고 있다는 의미이다.

지방상수도 망의 물리 상태를 나타내는 수율과 노후 비율의

경우 서로 다른 경향을 나타낸다.평균 수율은 직 사업이 20.3%로

탁사업 16.6% 보다 높다.이러한 차이는 유수율 차이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반면,평균 노후 비율의 경우 직 사업이 11.8%이나 탁사

업은 17.5%로 높다. 기에 노후 교체를 실시하지 못한 시․군을 심

으로 지방상수도사업 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구변수로 선택한 정치 안정성,비토포인트,하수처리

탁의 경우 당 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직 사업의 경우 단체

장 소속 정당의 지방의회 의석 유율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가 66.9%로

높았지만, 탁사업의 경우 이 비율이 37.5%로 낮았다. 한,지방의회

구성원에 탁에 반 하는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이 존재하는 비율 역시

탁사업이 25.0%로 직 사업의 11.8% 보다 오히려 높았다.하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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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의 경우 직 사업과 탁사업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표 5-2] 거버 스 형태별 독립변수 기술통계량

구 분
체 직 사업 탁사업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거버 스
탁 선택 0.0556 0.2299 0.0000 0.0000 1.0000 0.0000

공기업 설치 0.6806 0.4679 0.6838 0.4667 0.6250 0.5175

경제

특성

수인구 16.006 22.907 16.490 23.467 7.7754 4.1235

망 도 8.8077 5.7478 8.6667 5.7625 11.205 5.2480

기술

특성

정수장 수 2.8194 2.4169 2.9044 2.4187 1.3750 1.9955

배수지 수 8.1806 6.0147 8.1985 6.0330 7.8750 6.0813

가압장 수 10.301 11.425 10.356 11.665 9.3750 6.5014

고도처리 도입 0.0486 0.2158 0.0441 0.2061 0.1250 0.3536

구조

특성

행정구역 면 616.74 344.83 622.85 350.63 512.78 212.27

보 률 76.857 18.290 76.762 18.505 78.474 15.046

유 수 율 69.627 13.425 69.155 13.636 77.653 4.1836

원․정수 의존율 48.853 41.806 47.977 41.687 63.736 43.828

망상태
수 율 20.122 11.297 20.327 11.550 16.635 4.4160

노후 비율 12.089 13.266 11.771 13.449 17.496 8.4557

도구변수

정치 안정성 0.6528 0.4777 0.6691 0.4723 0.3750 0.5175

비토 포인트 0.1250 0.3319 0.1176 0.3234 0.2500 0.4629

하수처리 탁 0.5040 0.4738 0.5068 0.4741 0.4563 0.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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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실증분석의 결과

1.OLS회귀분석

제4장에서 설정한 변수를 활용하여 OLS회귀분석을 실시하 다.여러

변수를 조합하여 OLS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표 5-3]의 2가지 회귀

분석이 설명력이 높은 결과이다.한편,회귀분석 1과 회귀분석 2간에는

동일한 회귀방정식에 정수장 개소수 변수를 포함시키고,포함시키지 않

았다는 차이만 존재한다.

OLS회귀분석 결과를 보면,지방상수도사업의 성과 즉 ㎥ 당 수돗물

원가에 통계 으로 의미 있는 향을 미치는 변수는 거버 스 변수

탁선택과 공기업 설치,경제 특성 변수 수인구와 수인구 1인

당 배수 망 연장,기술 특성 변수 정수장 개소수,고도처리공정

도입, 망상태 변수 노후 비율로 확인되었다.이 공기업 설치,

수인구와 수인구 1인당 배수 망 연장 변수의 경우 유의수 이

99% 이상으로 높았다.정수장 개소수 변수의 경우 95%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 고,고도처리공정 도입과 노후 비율 변수의 경

우 90%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본 연구의 1차 인 목 은 지방자치단체의 거버 스 선택이 지방상수

도 사업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OLS회귀분석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에 지방상수도사업을 탁한 경우

직 하는 경우에 비해 보다 높은 조직 성과 즉 낮은 수돗물 생산원가를

나타낸다는 잠정 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다만,회귀방정식에 정수

장 개소수 변수를 포함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탁 선택 변수의 회귀계수

유의수 이 95%와 90%로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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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OLS회귀분석 결과

변 수
회귀분석 1 회귀분석 2

계수 t값 Pr>|t| 계수 t값 Pr>|t|

상 수 항 1,102.11 2.03 0.044 1,029.07 1.93 0.055

거버 스
탁 선택 -316.87 -1.99 0.049 -269.82 -1.72 0.088

공기업 설치 374.39 3.57 0.001 386.44 3.75 0.000

경제

특성

수인구 -21.574 -3.14 0.002 -21.766 -3.23 0.002

수인구2 0.1429 2.27 0.025 0.1472 2.39 0.018

망 도 34.799 3.95 0.000 33.091 3.82 0.000

기술

특성

정수장 수 - - - 45.218 2.52 0.013

배수지 수 3.158 0.47 0.639 -0.515 -0.08 0.939

가압장 수 2.146 0.59 0.557 1.4175 0.40 0.693

고도처리 도입 308.19 1.87 0.063 295.32 1.83 0.069

구조

특성

행정구역 면 -0.0005 -0.48 0.634 -0.0004 -0.39 0.698

보 률 -1.5910 -0.55 0.586 -2.1491 -0.75 0.454

유 수 율 -1.9700 -0.34 0.731 -1.4849 -0.26 0.792

원정수 의존율 -0.0627 -0.07 0.945 0.9083 0.94 0.348

망상태
수 율 4.5312 0.74 0.461 1.9228 0.32 0.753

노후 비율 -5.112 -1.81 0.073 -5.0247 -1.82 0.072

표 본 수 104 104

AdjR-Sq 0.4500 0.4721

2.Heckman의 2단계 추정법 분석

본 연구에서는 외국 선행연구와 같이 Heckman2단계 추정법을 활용

하여 자치단체의 자기선택요인을 통제한 분석도 실시하 다.[표 5-4]는

P값이 0.045로 95% 유의수 에서 유의미한 InverseMill’sRatio(IM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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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 분석 결과이나, 부분 변수의 회귀계수는 유의미하지 못하 다.

[표 5-4] Heckman의 2단계 추정법 분석 결과

변 수 계수 z값 Pr>|z|

수돗물 원가

상 수 항 698.7108 3.62 0.000

망 도 9.225524 0.81 0.416

원수․정수 의존율 2.034871 1.67 0.094

한국수자원공사 탁

상 수 항 -183.3499 . .

경제 특성
수인구 -0.886950 -0.79 0.430

수인구2 -0.008667 -0.13 0.899

기술 특성
망 도 -0.111153 -0.33 0.739

고도처리 도입 14.56578 . .

구조 특성

행정구역 면 0.000021 0.24 0.808

보 율 0.005803 0.09 0.928

유 수 율 1.804498 1.35 0.178

원수․정수 의존율 0.047255 1.05 0.294

망상태
수 율 1.102175 1.33 0.182

노후 비율 -0.277821 -1.24 0.214

도구변수

정치 안정성 -8.706167 -1.26 0.207

비토 포인트 14.16072 1.32 0.186

하수처리 탁 -4.790000 -1.13 0.258

기본 약 체결 38.17781 0.36 0.722

mills

lambda 218.6494 2.00 0.045

rho

sigma

lambda

1.53563

142.38451

218.6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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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실증분석 결과의 해석

1.OLS회귀분석 결과 해석

OLS회귀분석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사업을 탁한 경우 직

사업에 비해 보다 높은 조직 성과 즉 낮은 수돗물 생산원가를 나타낸

다는 잠정 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한,수도사업 성과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는 다른 변수에 해서도 가설을 세우고 OLS회귀

분석을 통해 검증을 시도하 다.

  <가  1a> 수 사업  한 수 원공사에 탁한 경  직 시  비  

압력, 투  확 , 전문 술 활  등 전 적  효 화가 가능

하여 그렇지 않  경 에 비해 보다 높  조직 과 즉 낮

 수돗물 생산원가를 나타낼 것 다.

두가지 회귀분석 결과에서 모두 한국수자원공사 탁사업이 시․군

직 사업에 비해 ㎥ 당 수돗물 원가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정수장

개소수 변수를 포함시키지 않은 회귀분석 1에서는 95% 유의수 에서

탁사업이 직 사업에 비해 ㎥당 수돗물 원가가 316.9원 낮은 것으로 나

왔다. 한,정수장 개소수 변수를 포함시킨 회귀분석 2에서는 90% 유의

수 에서 탁사업이 직 사업에 비해 ㎥당 수돗물 원가가 269.8원 낮은

것으로 나왔다.두 분석 결과 모두 <가설 1a>를 지지하고 있으며,유의

수 에서만 차이가 있다.이러한 OLS회귀분석 결과는 앞서 기술통계량

을 통해 확인한 탁사업과 직 사업의 ㎥당 수돗물 원가 차이와는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기술통계량의 경우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탁사업 그룹과 직 사업 그룹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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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술평균을 구한 것인데 비해,OLS회귀분석 결과는 다른 변수들의

향을 통제하면서 탁 선택이 ㎥당 수돗물 원가에 미치는 향을 추정한

값이기 때문이다. 한, 탁선택 회귀계수의 P값이 0.05와 0.1미만으로

각각 95%와 90%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함이 확인되었다.따

라서,기술통계량 값만 가지고 탁사업이 직 사업에 비해 조직 성과가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OLS회귀분석 결과를 통해서는 탁사업이 직

사업에 비해 조직 성과가 높다는 <가설 1a>를 잠정 으로 채택할 수

있다.

  <가  1b> 지 직 업 로 하는 경  지 공 업 에 한 경

평가 등 효 화 압력  어 보다 높  조직 과 즉 낮  

수돗물 생산원가를 나타낼 것 다.

두가지 회귀분석에서 모두 <가설 1b>과는 반 로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방직 기업 형태로 운 되는 사업이 비공기업으로 운 되는

사업에 비해 ㎥당 수돗물 원가가 374.4원 내지 386.4원 높았다.더욱이,

두 경우 모두 P값의 유의수 이 매우 높은데,회귀분석 1은 0.001,회귀

분석 2는 0.000로 99%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이다.

그러나,이러한 결과는 <가설 1b>과 반 될 뿐만 아니라 수도 분야의

일반 인 상식과도 배치된다. 한,<가설 2a>검증을 통해 확인한 시․

군 단 수도사업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분석 결과와도 상반되는

것이다.지방공기업법은 1일 생산용량 1만 5천㎥ 이상 수도사업에 해

의무 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방직 기업 형태로 운 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지방직 기업으로 운 하는 수도사업이 그 지 않은

수도사업에 비해 규모면에서 크다는 은 자명하다.그런데 이러한 분석

결과가 나온데는 수도사업의 총 원가가 지나치게 역사 원가 보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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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만 강조하고 있다는 과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은 소규모 지

방상수도사업의 경우 특히 객 이고 투명한 원가 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35)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2a> 규  경제가 클수록 보다 높  조직 과, 즉 낮  수돗물 

생산원가를 나타낼 것 다.

두가지 회귀분석에서 모두 수인구가 많을수록 ㎥당 수돗물 원가는

낮아지는 <가설 2a>를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다.특히,두 경우 모두 P

값이 0.002로 유의수 이 99% 이상으로 높았다. 수인구가 1만명 늘어

날 때 마다 ㎥ 당 수돗물 원가는 21.6원 내지 21.8원 낮아진다는 결과이

다.결국,우리나라 수돗물 원가에 있어 수인구는 매우 요한 변수이

며,규모의 경제가 클수록 보다 높은 조직 성과,즉 낮은 수돗물 생산원

가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 2a>를 잠정 으로 채택할 수 있었다.

  <가  2b>  경제가 낮 수록 보다 낮  조직 과, 즉 높  수돗

물 생산원가를 나타낼 것 다.

두가지 회귀분석에서 모두 망 도가 낮을수록 ㎥당 수돗물 원가가

높아지는 <가설 2b>를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다.특히,두 경우 모두 P

값이 0.000로 유의수 이 99% 이상으로 높았다. 수인구 1인당 배수

망 연장이 1m 길어질 때 마다 ㎥당 수돗물 원가는 34.8원 내지 33.1원

35)30년 가까이 지방상수도사업 평가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해 온 김길복 회계사에

따르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은 비공기업들의 경우 일반회계 지원 인건비

락,일반회계․특별회계 분리운 에 따른 수도시설 자본비용 과소계상 등 문제가

심각하다. 한,남한강권과 낙동강 일부권역 비공기업들의 원가를 재산정한 결과에

따르면 상수도통계상 원가에 비해 실제 원가는 55.8%에서 91.0%까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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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다는 결과이다.결국,우리나라 수돗물 원가에 있어 수인구와 함

께 수인구 1인당 배수 망 연장은 매우 요한 변수이며, 도의 경

제가 낮을수록 보다 낮은 조직 성과,즉 높은 수돗물 생산원가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 2b>를 잠정 으로 채택할 수 있었다.

  <가  3a> 지형․ 포 특  등 로 해 수돗물 공 에 많  수  

정수 , 수지, 가압  필 한 경  보다 낮  조직 

과, 즉 높  수돗물 생산원가를 나타낼 것 다.

두가지 회귀분석에서 부분 으로만 <가설 3a>를 지지하는 결과를 얻

었다.정수장 수를 빼고 배수지 수와 가압장 수 변수를 사용한 회귀분석

1에서는 회귀계수 부호가 모두 +로 나와 <가설 3a>의 방향과 일치하

지만,통계 으로 유의미하지는 못하 다. 한,정수장 수,배수지 수,

가압장 수 변수를 모두 사용한 회귀분석 2에서는 정수장 수와 가압장 수

의 경우 회귀계수 부호가 +로 나와 <가설 3a>의 방향과 일치하 으며,

특히,정수장 수의 경우 P값이 0.013으로 95% 유의수 에서 신뢰할 만

한 결과 다.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수장 수가 1개소 늘어날 때 마

다 ㎥당 수돗물 원가가 45.2원씩 높아질 것으로 측할 수 있다.한편,

배수지 수의 경우 부호도 -이고,가압장 수와 함께 통계 으로 유의하지

도 못하 다.결국,<가설 3a>의 경우 정수장 개소수에 해서만,정수

장 개소수가 많을수록 보다 낮은 조직 성과,즉 높은 수돗물 생산원가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 3a>를 잠정 으로 채택할 수 있었다.

  <가  3b> 원수 수질  안 좋아 고 처리공정  한 경  보다 낮

 조직 과 즉 높  수돗물 생산원가를 나타낼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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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회귀분석에서 모두 유의수 90%에서만 <가설 3b>를 지지하

는 결과를 얻었다.원수 수질이 안 좋아 고도처리공정을 도입한 경우 그

지 않은 경우에 비해 ㎥ 당 수돗물 원가가 308.2원 내지 295.3원 높아

진다고 측할 수 있다.다만,P값이 0.063과 0.069로 다른 변수들처럼

통계 유의수 이 높지는 않았다.결국,고도처리공정을 도입한 경우 보

다 낮은 조직 성과 즉 높은 수돗물 생산원가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

3b>를 유의수 90%에서 잠정 으로 채택할 수 있었다.

  <가  3c> 타 수 사업  원수․정수 수  존 가 높 수록, 보다 

낮  조직 과 즉 높  수돗물 생산원가를 나타낼 것 다.

두가지 회귀분석에서 <가설 3c>를 지지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 다.

회귀분석 1과 회귀분석 2에서 계산된 회귀계수의 부호도 -와 +로 서로

다르며,P값이 0.945와 0.348로 통계 으로 유의하지도 못하 다.이러한

결과가 나온데는,시․군에 따라서는 타 수도사업자로부터 원수․정수를

수입함으로써 ㎥ 당 수돗물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

으로 보인다.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도매로 원수․정수 공 함에 있어

국 동일요 을 채택하고 있어 지역간 교차보조가 발생한다는 과도

련이 있을 것이다.결국,타 수도사업자의 원수․정수 수입 의존도가

높을수록,보다 낮은 조직 성과 즉 높은 수돗물 생산원가를 나타낼 것이

라는 <가설 3c>를 채택할 수 없다.

  <가  3d> ․ 수 망  노후화 정 가 심할수록 또한 누수  높

수록 보다 낮  조직 과 즉 높  수돗물 생산원가를 나타

낼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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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회귀분석에서 모두 <가설 3d>를 지지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

다. 수율의 경우 회귀계수가 모두 +로 나와 <가설 3d>과 같은 방향

이었지만,P값이 0.461과 0.753으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노후

비율의 경우에는 <가설 3d>과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다.오히려 노후

비율이 높은 경우에 ㎥ 당 수돗물 원가가 낮은 것으로 추정된 것이다.

즉,노후 비율이 1% 높아질수록 ㎥ 당 수돗물 원가는 5.1원 내지 5.0

원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회귀계수의 P값이 0.073과 0.072

로 90%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이다.이러한 결

과가 나온데는,노후 교체를 많이 할수록 수돗물의 품질이나 서비스

수 이 높아지지만,투자비가 늘어나 ㎥ 당 수돗물 원가 역시 높아지기

때문으로 보인다36).결국, ․배수 망의 노후화 정도가 심할수록

한 수율이 높을수록 보다 낮은 조직 성과 즉 높은 수돗물 생산원가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 3d>를 채택할 수 없다.

2.Heckman의 2단계 추정법 분석 결과 해석

본 연구에서는 랑스,독일,스페인 등 지방자치단체의 거버 스 선

택권이 강한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는 최근의 연구 경향을 반 하여,

Heckman의 2단계 추정법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선택요인을

통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거버 스 선택이 수도사업 성과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하 다.그러나,Heckman의 2단계 추정법을 이용한 분석

결과에서 의미 있는 InverseMill’sRatio(IMR)를 구하기는 했지만 설명

변수들의 회귀계수 값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는 못하 다.

36)수도시설에 한 투자비가 늘어날수록 감가상각비와 투자보수가 커져 ㎥ 당 수돗물

원가 역시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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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Heckman의 2단계 추정법을 활용한 분석에서 통계 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한데는 두가지 해석이 가능하다.첫번째로,한국수자

원공사에 지방상수도사업을 탁한 8개 시․군의 탁 결정이 외국에서

와는 달리 자발 이지 않았을 수 있다.이러한 해석은 논산시,정읍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 부의 지방공기업 경 진단 결과 경 개선

명령으로 수도사업 탁을 권고 받았다는 에서 설득력이 있다.두 번

째로,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선행연구들과 동일하게 탁자인 지방자치

단체의 자기선택(self-selection)요인만 통제하고,수탁자인 한국수자원

공사의 기 선택(staff-selection)요인에 해서는 통제하지 않았다는

이다.그러나,한국수자원공사는 요 이 높고,유수율이 낮으며,수질이

불안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는 개선이 곤란한 지방상수도사업을

우선 추진 상으로 정한 바 있어37),한국수자원공사의 기 선택이 개입

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한,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간에 사업진

단 수탁 조건 의 등을 한 기본 약을 체결한 경우는 76건이지만

최종 실시 약까지 체결38)한 경우는 17건에 불과하다는 역시 양 당

사자 모두의 선택요인이 작동한 결과로 보인다.더욱이,㎥ 당 평균 수돗

물 원가에 있어 체 분석 상 144개 사업의 경우 1,234.6원(표 편차

539.86)인 반면 8개 탁사업은 1,040.2원(표 편차 135.02)으로 압축된

역시 복합 인 선택요인이 작동한 정황으로 보여진다.따라서,보다

정확한 사업성과 추정을 해서는 수도사업 탁계약 체결과정에서 발생

하는 자기선택과 기 선택의 순차 선택 과정을 순차 선택편의 모형

으로 모형화하여,선택편의를 최 한 통계 으로 통제하여야 할 것이다.

37)2004.3.15한국수자원공사 확 간부회의 발표 자료

38)실시 약은 지방상수도사업의 수탁에 한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한국수자원공사

이사회 의결이 동시에 있어야 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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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1.연구결과 정리 함의

1980년 이후 세계 인 신공공 리론 확산과 랑스 물기업들의

해외 물시장 개척으로 지방자치단체 직 일변도의 수도사업 거버 스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 다.2010년을 기 으로 세계인구의 12%인 8억

6,160만명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기업이나 문공기업으로부터 상

하수도 서비스를 공 받고 있다.세계 물시장에 문기업이 참여하는 주

된 형태는 1853년 랑스에서 유래한 탁계약(delegationcontract)방

식이다.이러한 랑스식 탁계약 방식은 민 력(Public Private

Partnership)으로도 불리는데,자치단체가 법 인 책무와 사업권,그리고

자산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 투자를 포함한 운 권을 탁

하는 방식으로 문기업의 ‘시장확보를 한 경쟁(competitionforthe

market)’을 형성시킨다.이는 ‘자연독 사업에 한 경제 규제(natural

monopoly regulation)’ 신 ‘독 사업권 입찰(franchise bidding for

naturalmonopoly)’을 도입하자는 1968년 Demsetz의 이론 주장이 매

우 잘 들어맞는 사례이다.특히,수도사업의 경우 다른 자연독 사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직 심의 거버 스 구조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에서 제도를 잘 설계할 경우 ‘시장확보를 한 경쟁(competitionfor

themarket)’이 활성화될 여지가 크다. 문기업은 수도사업을 탁 받기

해 시장내의 다른 기업이나 잠재 인 기업과 경쟁할 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의 직 이라는 실 인 안과의 힘겨운 경쟁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랑스의 민 력 모델은 신공공 리론에 입각한 정부개 이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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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세계에 확산되면서 제도에 한 이해나 비가 부족한 상태에

서 모방 으로 동형화(isomorphism)된 측면이 강하다.우리나라의 경우

에도 2001년 수도법 개정으로 수도시설 탁 운 제도가 도입된 이래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와 17개 소 시․군간에 20년 는 30년간의

탁계약이 체결되었다.우리나라에 도입된 랑스식 탁제도를 보다 발

시키기 해서는 제도 자체에 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보완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독 수도사업의 유효경쟁 도입이라는 에서

랑스 물시장의 경쟁 규제 상황과 탁모델의 장 에 해 체계 으

로 정리하는 한편,계량 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물시장에서 지방자치

단체 직 사업과 한국수자원공사 탁사업간의 성과를 비교하고자 하

다.사업의 성과로는 수돗물의 품질이나 서비스 수 등 질 인 요인을

제외하고 단순히 ㎥당 수돗물 원가만 고려하 다.분석방법으로는 OLS

(OrdinaryLeastSquare)와 Heckman의 2단계 추정법(Heckman’stwo-

stagemethod)을 사용하 다.두가지 방식 모두 회귀분석에 해당되지만,

Heckman2단계 추정법의 경우 비실험 계량 연구에서 요한 이슈인

자기선택요인(self-selectionbias)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진다.지

방자치단체는 수도사업을 직 할 지 아니면 문기업에 탁할 지에

해 자율 인 선택권을 보장받고 있다는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선택

요인 통제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OLS분석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 탁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직 사업

에 비해 성과가 높다는,즉 ㎥당 수돗물 원가가 낮다는 잠정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다만,회귀방정식에 정수장 개소수 변수를 포함시켰는

지 여부에 따라 회귀계수의 유의수 이 95%와 90%로 달라졌다. 한,

지방상수도사업의 성과 즉 ㎥당 수돗물 원가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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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변수도 확인할 수 있었다.㎥당 수돗물 원가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변수는 거버 스와 련된 변수 탁 여부,공기업특별

회계 설치여부,경제 특성과 련된 변수 수인구, 수인구 1인당

배수 망 연장,기술 특성과 련된 변수 정수장 개소수,고도처

리공정 도입여부, 망상태와 련된 변수 노후 비율이다.이 공

기업특별회계 설치여부, 수인구, 수인구 1인당 배수 망 연장의 경

우 유의수 이 99% 이상으로 높았으며,정수장 개소수는 95% 유의수 ,

고도처리공정 도입여부와 노후 비율은 90% 유의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Heckman의 2단계 추정법을 사용한 분석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 다.이에 한 원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랑스,

독일 등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인 거버 스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하 거나, 는 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선택요인(self-selection)

뿐만 아니라 수탁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기 선택요인(staff-selection)이

동시에 작동하 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2.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2003년 이후 차츰 형성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수도시

설의 한국수자원공사 탁이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 계량 으로 확

인하고자 하 다.OLS회귀분석을 통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탁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직 사업에 비해 성과가 높다는 잠정 결론에 도달하

다.그러나,지방자치단체의 자기선택요인을 통제하기 해 Heckman의

2단계 추정법을 사용한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내지 못하 다.

앞서 이에 한 원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선택요인이 작동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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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는 한국수자원공사의 기 선택요인이 동시에 작동하 을 수 있

다는 을 제시하 다.우리나라에서 지방상수도사업 거버 스 선택과

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선택요인이 실제 작동하

는지,만약에 작동한다면 이를 어떻게 모형화하여 선택편의를 최 한 통

계 으로 통제할 것인지가 앞으로의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근본 인 한계로 분석 상 표본이 많지 않다는 과 특히

탁으로 환한지 3년이 경과된 표본이 8개로 다는 을 들 수 있다.

이는 분석 상 표본이 많을 뿐만 아니라, 탁 표본 역시 충분히 많으며,

탁제도가 도입된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랑스,독일,스페인과 크게

다른 이다.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방상수도사업 탁이 활성화되고

거버 스 선택에 따른 사업 성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경과되었을 때 보다 정교한 분석을 다시 시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랑스식 수도사업 탁제도 자체

에 한 보다 심층 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을 확인하 다. 재 우리

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랑스식 수도사업 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그러나,이러한 제도 도입은 합리 인 검토․연구 체계 인

비 등이 부족한 상태에서 1980년 이후 세계 인 신공공 리론 확산

분 기에 편승하여 모방 으로 동형화(isomorphism)된 측면이 강하다.

제도에 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많은 국가에서 랑스식 수도

사업 탁제도의 가장 큰 장 인 ‘시장확보를 한 경쟁(competitionfor

themarket)’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발견된다.이를 단 으

로 드러내 주는 는 랑스식 탁제도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랑스에

는 없는 수도사업에 한 경제 규제기 을 설치하는 것이다.이러한

상황은 Demsetz가 주장한 경제 규제를 독 사업권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논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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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에 해서도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며,Stigler의

정부규제이론이 상당한 설명을 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Stigler는

정부규제도 하나의 경제 재화(economiccommodityorgoods)인 이상

그것에 한 수요자와 공 자가 있게 마련이고 따라서 정부규제는 그 수

요와 공 측면에서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최병선,1992).즉, 랑

스식 수도사업 탁제도가 도입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거버 스에 한

인 선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은 경쟁기업의 수에 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직 이라는 실

인 안과 상당히 힘겨운 경쟁을 거쳐야만 한다.따라서,이러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강한 시장확보 경쟁상황을 정부규제로 체하고자 하는 유인

을 갖을 수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효용극 화(utility

maximization)를 추구하는 행 자로 조직과 산,그리고 권한을 확 하

기 해 수도사업에 한 경제 규제기 39)을 설치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을 수 있다.

39) 국의 경우 1989년 수도사업이 민 화된 이후 독 사업자간 ‘잣 경쟁(yardstick

competition)’방식의 경제 규제가 도입되었다. 국이 자연독 인 민 수도사업의

“시장내 경쟁(competitioninthemarkert)”을 인 으로 형성․유지하는데는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2009년 기 으로 경제 규제기 인 OFWAT에 292명이 근

무하 으며, 산 343억원을 집행하 다.이와 별도로 민 수도의 수돗물 수질규제

담인력 38명(DWI근무),소비자보호 담인력이 76명(CCW 근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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