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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정치성을 

배제하고 합리적으로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또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되어 실증분석을 통한 정치동학을 설명한 연구는 충분치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정치동학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99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 센터에서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국회의원의 정치경력이 많을수록 대통령의 정치성향과 대상 지역의 

정치성향이 일치할수록 마지막으로 대상지역의 GRDP가 높을수록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개인적 특성과 많은 연관이 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는 

예비타당성조사가 그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 관련 

정치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어 : 대규모 국책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정치적이해관계 

학번 : 2015-2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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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Ⅰ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이 진행되기 이전부터 사업 유치를 위해 지역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사업이 유치되고 난 후 수요예측의 실패로 사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및 사회적 

개선 정도가 상당하기 때문이다(김재훈∙이호준, 2012).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의 지역에 대규모 

국책사업이 유치되길 원한다. 이는 각 지역구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관련 정치인과 사업에 따라 대통령까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업의 유치 여부가 차기 선거뿐만 아니라 재임 기간 지지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인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대규모 

국책사업을 자신의 지역구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대규모 

국책사업은 중앙정부의 재정을 지원받아 지역사업에 투입하기 때문에 

예산 결정 과정이 대규모 국책사업의 유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정치인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인의 

행태를 예산정치 ① 라 하고, 정치인은 이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거나 확장해 나간다. 이 또한 하나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부정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다(신가희∙하연섭, 

2015). 

                                            
①

 예산정치란 예산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자기의 선호와 가치를 예산

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서로 영향력을 동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래 예산정치라

는 용어는 정치활동 중에서 특히 예산확보를 위한 거래식 정치활동 또는 폐쇄

된 사랑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산거래행위를 의미하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

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예산과정의 정치성을 강조한 말로서 예산의사결정에 영

향을 미치기 위한 모든 공식적, 비공식적 정치행위를 의미한다(나중식, 2002). 



 

 ２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영남과 호남의 개발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업의 목적에 의한 합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논리에만 매몰되어 특정 

지역만을 개발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어 지역감정이 심화되고 

불균형적인 사회발전이 지속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9년부터 예산 결정 과정의 참여자들 간 합리적 

협상을 도모하고 국회의원의 선심성 예산정치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② 를 운영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총 631건이 수행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각 사업에 대해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결론인 AHP③를 도출한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유경호(2014)에 따르면 최종 결과인 AHP 결과에 대해 경제성분석이 

지침상의 가중치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정책적, 

지역균형발전분석이 지침상의 가중치보다 낮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회입법조사처(2013), 오정일(2012) 등 

다수의 연구에서 경제성분석의 분석방법인 비용편익분석에 대해 

연구자에 따라 자의적으로 분석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책적분석과 지역균형발전분석은 그 분석 틀이 정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성분석보다 더 연구자에 따라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줄여 조사를 피하려는 행위, 면제 대상 

사업 선정의 명확성 결여 등 제도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12). 

                                            
②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 제2조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

당성 검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논의는 제Ⅱ장에서 실시한다. 
③
 AHP값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여부가 판가름 된다. (AHP>0.5, 타당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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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의 문제점과 대규모 국책사업의 특성 때문에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의지가 

뚜렷한 4대강 사업, 용인과 의정부의 경전철, 각종 관광지 개발사업 등 

합리적인 사업의 타당성 검증 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 과정에서 상술한 제도의 방법론적 취약점이 정치적 

이해관계의 목적에 이용되었다고 판단한다. 과대한 수요 예측으로 

인해서 사업이 실패하고, 이와 관련된 금전적, 환경적 피해는 지역 

주민들로 돌아가는 현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예산과정에서 

합리성을 도모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이해관계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양경숙, 2009).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제도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법론상의 개선방안 제시 등 이론적이거나 진단적 

연구에 불과할 뿐,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둘러싼 정치동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신가희∙하연섭, 2015). 

 

이에 본 연구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정치적 관점에서 벗어나 합리적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가 정치적이해관계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졌는지 실증분석하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동학을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에 추론적 접근에 그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정치적 이해관계와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밝히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수행되기 위해서 어떠한 관점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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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된 1999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개발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수행된 예비타당성조사 

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의 종류로는 도로, 지하철, 문화 및 관광 건축, 

항만 및 기타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수자원과 철도, 소프트웨어 사업은 

제외한다. 수자원의 경우 사업의 대상지와 수혜지역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사업대상지의 지역주민들은 해당사업을 반대하므로 본 

연구의 취지와 반대된다. 철도 사업은 사업대상지가 방대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 국가 산업발전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대상지가 

없는 무형 사업이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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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방법 
 

예비타당성조사와 정치적이해관계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동학을 설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예비타당성조사와 예산과정 등 본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이후, 예비타당성조사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문헌 조사를 통하여 변수를 설정한다. 

위에서 도출된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 모델을 구성하고, 이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한다. 로지스틱 모형은 

종속변수가 이산형일 때 사용하는 회귀분석 모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인 

예비타당성조사와 정치적 이해관계의 파악에 적절한 모형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모형을 분석하고 결과에 대해서 해석한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가 주로 어떠한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이와 

관련된 정치동학이나 배경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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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Ⅱ 장 예비타당성조사④ 
 

제 1 절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과거부터 이러한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무 부처와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타당성 조사의 취지인 객관성과 

독립성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⑤  

 

이에 정부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공공투자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4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의2를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하였으며, 2006년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0년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내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를 

신설하여 모든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후 2008년 R&D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를 KISTEP에서 수행하게 하여 전문기관을 이원화하였다.  

 

2008년 기존의 경제성분석 중심에서 벗어나 정책적, 

지역균형발전분석을 추가하여 종합적 평가를 하는 계층화 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도입하였다. 

 

  

                                            
④
 2014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참고하여 요약하였음 
⑤
 1994~1998년 간 실시된 타당성조사 33건 중 울릉공항 건설 1건을 제외한 

32건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김현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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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요 내용 
 

1.  조사 대상 사업 및 수행체계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총괄한다. 

진행절차는 ‘1년에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에 의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는 자체 평가를 통해서 

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한 뒤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조사 의뢰한 후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진행절차는 <그림 1>과 같다.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KDI) 내부자료 

<그림 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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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방법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경제성, 정책적,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시행한다.  

 

○ 경제성분석 : B/C(편익/비용) 

사업시행에 따른 총사업비를 통해서 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서 

발생하는 편익을 수요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비용대비 

편익이 1보다 크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  

 

○ 정책적 분석 

해당 사업과 정부의 관련 정책 연관성과 일관성 그리고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예상되는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지역균형발전 분석 

지역 간에 개발 정도의 불균형한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역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유발 효과 등을 고려하여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평가는 AHP 기법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AHP 

기법은 다기준 의사결정방식에 활용되는 방식으로 참여 연구진의 의견을 

종합하고 각 분석 결과를 사업별로 다르게 비중을 두어 최종결론으로 

도출한다. ⑥  AHP점수가 0.5 이상이면 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⑥
 경제성(25~50%), 정책적 분석(25~75%), 지역균형(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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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Ⅲ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분석 
 

제 1 절 이론적 논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중앙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국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배정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 

중 하나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 예산의 목적에 따라 관장하는 중앙행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한다. 

이에 자체적인 검증과정을 거쳐, 중앙예산기관인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한다. 이때, 사업의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각각의 중앙행정부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지침을 참고하여 사업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한다. 이후 조사결과를 포함한 예산안을 국회 예산심의에 제출하고 

국회의원이 예산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재정을 지원받는다. 이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예산과정의 한 일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한국의 제도 

특성상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야 이후 국회에서 예산심의와 

최종적으로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과정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부, 중앙예산기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국회예산심의위원회, 국회의원, 

대통령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과정이다(양경숙, 2009). 이 

때문에 각 참여자의 입장과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정치동학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예산과정은 다양한 이해집단이 상호작용하는 정치적 과정인 동시에 

더욱 효율적으로 제한된 재정을 사용하기 위해 전개되는 합리적 

과정이다(하연섭, 2014). 이에 예산과정을 합리성과 정치성 중 어느 것을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 사회집단 간 권력게임 혹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과정으로 간주된다(신가희∙하연섭, 2015). 최근의 예산개혁은 

합리성을 강조하기 위한 예산관리 기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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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또한 이러한 기법 중 하나이다. 이렇듯 예산과정은 

정치성과 합리성이 공존하는 정치과정이다. 이에,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거나 우월하다고 간주 할 수 없고, 사업에 따라 합리성이 

강조되거나 때로는 정치성이 강조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특성이 너무 

강조되는 것에서 벗어나 정치성과 합리성이 상호 보완, 상호 견제적 

기능이 작동할 때 합리적인 예산 결정이 이루어 진다고 생각한다. 

 

예산 결정 과정에서 정치성이 강조되면서 발생하는 정치적 행태로는 

선심성 예산 정치가 있다. 예산 정치란 재임 기간에 지지도 유지와 차기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역구에 많은 예산을 배정받도록 

노력하는 정치적 행위를 말한다. 선심성 예산은 정치인들이 투표로써 

자신을 지지해준 유권자들에 대한 보답으로서 추진되는 정부 사업을 

의미한다(전상경, 2011). 선심성 예산 정치의 대표적인 수단이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그 혜택이 한 지역이나 특정 집단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 및 사회적 이득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적 문제를 보았을 때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한 

예산과정은 합리성과 정치성의 상호보완적 기능이 작동하기보다는 

정치성에만 치중 되어 사업이 진행되었다(양경숙, 2009).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본연의 목적과 취지보다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영향력 

유지와 확대만을 위한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심성 예산은 민주주의하에서 투표자와 정치인이 주인과 

대리인 관계로 변화되면서, 정치인의 과거 성과를 지역 숙원사업이나 

대규모 국책사업의 이행에 따라 평가하면서 심화되었다(신가희∙하연섭, 

2015). 또한, 후보자의 특성에 기인하여 투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투표 제도가 이러한 예산정치 행태를 더욱더 

부추겼다. 이와 같은 선심성 예산정치는 중앙행정부에서 미쳐 놓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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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예산과정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고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비효율적 재원 배분되는 등 역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하연섭, 2014).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크게 내부참여자와 외부참여자로 

나눌 수 있고, 내부참여자는 국회의원, 예산상임위원회, 외부참여자는 

중앙행정부처, 중앙예산기관, 대통령, 정당, 이익집단, 

지방자치단체이다(양경숙, 2009). 이들은 예산과정에서 각자의 

예산전략을 수립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예산이 결정된다. 예산 결정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각자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예산 권력을 

동원하기도 하고, 예산권력을 동원, 유지, 쟁탈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예산정치활동은 행정부와 의회, 중앙행정부 

중앙예산기관, 대통령과 의회 등 참여자들 상호 간에 이루어진다(나중식, 

2002). 또한, 예산신청 부서는 국회의원이나 이익집단과 결탁하여 

예산을 획득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기도 한다(이문영, 1993). 

 

이처럼, 대규모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주체자는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공공선택이론과 부합한다. 공공선택이론⑦에 따르면 공익을 위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결정하는 주체자가 공공의 선을 위해서 행동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투표자들이건, 정치인들이건, 관료들이건 주된 동기는 

사익추구라고 보기 때문이다(황수연, 2013). 또한, 조직적인예산 결정은 

공공선택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로그롤링 (logrolling)과 유사한 형태를 

띈다. 로그롤링은 정치인 간의 단순한 거래 형식으로 입법을 거래하는 

                                            
⑦

 공공선택론은 의미 그대로 공공 영역에서 국가나 정치인의 선택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즉, 공공의 영역에서 사람들이 의사결정행위를 탐구하는 이론으로 간

주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공공선택론이 전제하고 있는 개인의 특성이다. 공공

선택론에서는 개인은 이타적인 특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특성을 가진

다라고 가정하고 있다. 즉, 인간은 경제나 정치행위를 할 때 모두 이기심에 따

라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강대오,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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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이다. 자신의 사익추구를 위해 상대방의 입법을 찬성해줌으로써 

자신의 입법 또한 상대방이 찬성해주는 거래 행위를 말한다(황수연, 

2013). 이는 각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유지와 확대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대규모 국책사업 통과를 위해 예산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와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된 문제의 원인은 

정치인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국책사업을 

선심성 예산 형태로 이용하면서 예산과정에서 합리성보다는 정치성이 

너무나도 강조된 데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예산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참여집단 간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용하여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조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는 예산과정에서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이 취약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예산과정에서 이와 같은 현상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기 보다는 

정치적 특성 중 하나로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의지나 특정 정당의 당론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긍정적인 기능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 

그 범위를 어느정도 인정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를 객관적인 잣대로 

설정할 수는 없으며, 설령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사업을 

충족할 수 없다. 그래서 허용범위를 설정하기보다는 예산 과정에서 

합리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규제 수단들이 제 기능을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서 적절한 허용범위 설정은 

물론 상호보완적 순기능들이 발휘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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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이후 “예타”로 지칭)의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는 주로 예타 조사의 현실적 취약점과 그 방법론적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예타제도에 관한 연구는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유경호, 2014),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쟁점 및 개선 방안”(국회입법조사처, 2013), 

“대규모 개발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 연구”(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2013), “다차원 공공투자 

의사결정 문제에 있어서 정책분석가들의 의사결정 행태분석”(고길곤, 

2006)“비용편익분석의 한계, 그리고 사법심사”(이준석, 2012) 등이 

있다. 위의 연구들은 조사대상 사업 선정의 자의성, 면제 대상사업의 

선정 명확성 결여 및 비효율적 재정운영, 부처 간 사업 중복 및 

평가체계 미흡 등 제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편익 항목의 제한으로 

인한 왜곡된 경제성 분석,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경제성 분석 실패, 

정책적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분석의 자의성, 종합평가인 AHP 분석의 

문제점 등 방법론적 문제점 또한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선방안으로는 조사 대상사업의 확대 차원에서 조사 대상 사업을 

500억 원 미만 사업 및 면제 사업으로 확대를 이야기 하고 있으며, 

예타조사 면제에 대한 규정 및 절차를 구체화 하고, 예타 결과가 

존중되도록 결과의 구속력을 강화는 방안을 권고 하고 있다. 또한,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사업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후 평가체계를 

마련하도록 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타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방법을 도입하여 경제성 분석에만 치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CVM이나 친환경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좀 더 구체화, 세분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위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정치성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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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평가를 위해서 제도 내에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거나 여러가지 취약점 때문에 결과의 공정성에 많은 

논란이 지속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노출되어 이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2.  예비타당성조사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관한 연구 
 

예비타당성조사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와 관련된 연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와 

관련된 연구로 나뉠 수 있다. 

조사 결과와 관련된 연구로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추진이 재선 

성공률에 미치는 영향”(김재훈∙이호준, 2012) 으로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 되었다. 이 연구는 정치인들의 재선이 

예비타당성조사대상 사업인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선거 

결과와 대규모국책사업의 통과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대규모 국책사업의 유치가 관련 정치인의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이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 

국책사업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규모 국책사업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 

자치단제장과 지방의원들의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비추어 볼 때, 대규모 국책사업이 지역 민심과 

깊게 관련되어 있으며,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결국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야 하므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치적 

영향력이 행사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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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조사제도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관한 연구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정치적 수용성에 관한 

연구”(신가희∙하연섭, 2015)가 있다. 이 연구는 무분별한 재정투자 

사업의 방지와 선심성 예산정치를 억제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두고 예산심의 기구인 국회는 어떻게 수용되고 수정, 변경하였는지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회의원들은 제도를 부정하기보다는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 

변경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예산의 성격과 관련하여 재정 

전반에 걸친 거시적 측면에서는 제도를 강화하자는 측면이 많이 존재 

하였지만 지역구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제도의 변형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집권당 의원일수록 제도를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비중이 높았다고 하고 있다. 결국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예비타당성조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위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예비타당성조사가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결과를 임의로 조작할 수는 없지만 예타가 수행되는 과정 

중 여러 측면으로 정치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선행 연구들은 대규모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련 정치인들이 예산 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 영향력을 미쳤는지 이와 관련된 정치동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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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또한 예산과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추후 논의될 변수 설정에 

참고하고자 한다. 

예산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양한 변수들을 

제시하였으며, 크게 정치적 요인과 국회의원의 특성 요인 그리고 

대통령과 관련된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치적 요인은 당파성이 

주요 요인이다. 한국의 정치적 특성상 정치인의 개인적 의견보다는 

소속정당의 당론에 따라 예산이 결정되었다(장문선∙윤성식, 2002). 

이외에도 선거가 다가오면 복지예산과 같은 국민의 혜택과 관련한 

예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거 시기 또한 주요 

요인이다(장문선∙윤성식, 2002 ; 정창수∙김태영, 2011).  

 

국회의원의 개인적 특성은 국회의원의 선수, 비례대표와 

지역구의원의 차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재임 기간 등이 

주요 변수로 분석되었다. 특히 의원의 선수 및 예결위 위원으로서 

재임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비례대표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일수록 

지역과 관련된 예산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분석하였다(이성로, 2005; 강장석, 2008). 또한 정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선횟수나 관심도, 이해관계에 따라 당론보다는 국회의원의 개인적 

활동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김현기∙장인봉, 2001). 

 

대통령과 관련된 요인은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과 정책적 의지가 

예산결정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대통령은 행정부 예산결정의 

최종결정자이며 책임자로서 예산평성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의회에 예산심의를 요청하고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승인하거나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국정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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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도를 관리하고 정치적 업적으로 삼고자 한다(양경숙, 2009). 특히, 

한국의 대통령은 제왕적 위상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자기 

의지를 표명한 대선 공약 및 관심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를 

예산과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김기언, 

1992). 특히, 지역마다 정치적 색갈이 확실했던 한국 정치적 특성상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특정지역을 배려하는 행태가 예산과정에서 

나타나고있다(양경숙, 2009).  

 

위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예산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정당, 국회의원의 개인적 특성인 선수, 예결위 경험, 그리고 종합적인 

정치 경험 그리고 대통령과 관련된 요인으로 정리할 수 있다.  

  



 

 １８ 

제 Ⅳ 장 분석 자료와 방법 
 

제 1 절 데이터 개요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총 631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사업 유형은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 및 건축, 

수자원(댐), 기타로 분류하며 각각 223, 113, 41, 71, 49, 133건이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도로, 철도 중 지하철, 항만, 문화관광 및 건축, 

기타 총 444개를 대상으로 한다.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료로서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 건수이다. 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도로가 191건으로 타 부분보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문화관광 및 

건축 또한 109건으로 항만, 지하철, 기타 사업과 비교 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타 부문은 공항 건설, 복지시설 등을 포함하여 

2000년대 후반 공공투자사업이 다각화 됨에 따라 기타 사업과 문화 

관광 및 건축 부분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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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1999~2015 년) 

(단위 : 건) 

정권 년도 도로 지하철 항만 
문화관광 

및 건축 
기타 계 

김대중 

정권 

1999 8 0 1 3 1 13 

2000 6 0 2 5 4 17 

2001 18 1 0 5 3 27 

2002 9 3 0 3 3 18 

2003 6 1 2 5 4 18 

노무현 

정권 

2004 14 3 2 6 8 33 

2005 10 3 2 2 5 22 

2006 25 3 5 7 5 45 

2007 21 0 2 7 1 31 

2008 11 1 3 8 9 32 

이명박 

정권 

2009 24 1 2 14 11 52 

2010 7 7 1 9 10 34 

2011 7 1 3 9 8 28 

2012 8 2 8 4 4 26 

2013 7 0 0 4 2 13 

박근혜

정권 

2014 7 1 0 11 3 22 

2015 3 1 2 7 0 13 

 합계 191 28 35 109 81 444 

 

자료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표 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하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을 

사업부문별,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총 444건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건수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276건으로 52.16%의 

통과율을 보인다. 사업부문 중 항만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이 

76.77%로 가장 높았고 기타부문 64.84%, 문화관광 및 건축이 61.54%, 

도로 부문이 56.81% 순이었으며 지하철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은 56.00%로 사업부문 중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이 가장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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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부문별, 연도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1999~2015 년) 

(단위 : %) 

정권 년도 도로 지하철 항만 
문화관광 

및 건축 
기타 계 

김대중

정권 

1999 50.00 - 100.00 66.00 100.00 61.50 

2000 33.00 - 50.00 60.00 100.00 58.82 

2001 33.00 100.00 - 33.00 66.00 37.03 

2002 44.00 100.00 - 33.00 66.00 55.55 

2003 33.00 0.00 100.00 40.00 50.00 44.44 

이명박

정권 

2004 78.50 33.00 100.00 50.00 62.50 66.66 

2005 30.00 66.00 100.00 50.00 60.00 50.00 

2006 64.00 66.00 40.00 57.00 40.00 57.77 

2007 57.00 - 50.00 42.00 0.00 51.61 

2008 45.00 100.00 100.00 87.50 55.00 65.62 

노무현

정권 

2009 45.00 0.00 50.00 64.00 81.00 57.69 

2010 57.00 57.00 100.00 77.00 90.00 73.52 

2011 85.70 100.00 33.00 88.00 75.00 78.57 

2012 87.50 50.00 75.00 50.00 75.00 73.07 

2013 71.40 - - 50.00 50.00 61.53 

박근혜

정권 

2014 85.70 100.00 - 91.60 100.00 90.00 

2015 66.00 0.00 100.00 100.00 - 84.61 

 합계 56.81 56.00 76.77 61.54 64.84 62.16 

 

자료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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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과 <표 4>는 B/C 비율과 AHP 점수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결과를 보여준다. 2002년 전까지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 

결과인 B/C비율과 정성적 성격의 정책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AHP 단계를 도입하지 않았다(김재훈, 2012).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을 보면 총 93건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되었고 이중 47건의 사업이 통과하였는데 이 

기간에 수행된 대부분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들은 B/C 비율 결과를 

기준으로 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판가름 되었다. B/C비율이 1 이상인 총 

44건의 사업 중 단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들 모두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B/C비율이 1 이상 임에도 불구하고 

2건의 사업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난 이유는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어려움과 환경영향요인 때문인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B/C 

비율이 1 미만인 사업은 총 49건으로 그 중 6 건을 제외한 43건의 

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AHP가 

도입되기 전인 1999~2002년 기간에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대부분 

B/C 비율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B/C비율이 1미만 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된 6건의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재훈∙이호준, 2012). 

<표 4>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경제성 및 정책적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종합평가를 

도출하는 AHP 기법이 공식적으로 도입되는 시기는 2003년으로 

이때부터 예비타당성조사에 B/C비율과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 

을 종합하는 AHP에 의해서 사업의 타당성여부가 결정되었다. AHP가 

도입된 2003년 이전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은 연 평균 50.53%로 

절반 수준이지만, AHP가 도입된 2003년 이후 연평균 통과율은 

이전보다 약 20%p가 증가한 67.23%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2015년 

동안 조사가 수행된 사업 중 B/C비율이 1이상인 사업은 168건이고 그 

가운데 5건의 사업은 AHP 점수가 0.5 미만으로 평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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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반면, B/C 비율이 1 미만 임에도 

불구하고 AHP점수가 0.5이상으로 평가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총 66건으로 경제적 타당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  

 

<표 3> 예비타당성조사 성과(1999~2002 년) 

(단위 : 건, %) 

 

 

 

 

 

 

 

 

 

 

 

 

 

정권 년도 

B/C≥1 B/C<1 
합계

(A) 

예타 

통과 

사업

(B) 

(B)/(A) 
타당성 

X 

타당성 

O 

타당성 

X 

타당성 

O 

김대중

정권 

1999 0 8 5 0 13 8 61.50 

2000 1 9 5 2 17 10 58.82 

2001 1 8 16 2 27 10 37.03 

2002 0 9 8 1 18 10 55.55 

2003 0 8 9 1 18 9 50.00 

 합계 2 42 43 6 93 47 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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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예비타당성조사 성과(2003~2015년) 

(단위 : 건, %) 

 

  

정권 년도 

B/C≥1 B/C<1 

합

계

(A) 

예

타 

통

과 

사

업

(B) 

(B)/(A) 
AHP 

<0.5 

AHP	  

≥0.5 

AHP	  

<0.5 

AHP	  

≥0.5 

이명박 

정권 

2004 0 18 10 5 33 23 69.69 

2005 1 10 10 1 22 11 50.00 

2006 0 19 18 8 45 27 45.00 

2007 1 13 14 3 31 16 51.61 

2008 0 14 9 9 32 23 71.87 

노무현 

정권 

2009 1 21 20 10 52 31 59.61 

2010 0 16 8 10 34 26 76.47 

2011 0 17 6 5 28 22 78.57 

2012 1 14 6 5 26 19 73.07 

2013 1 5 4 3 13 8 61.53 

박근혜 

정권 

2014 0 16 4 2 22 19 86.36 

2015 0 6 2 5 13 11 84.61 

 합계 5 163 111 66 351 236 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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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방법 및 분석 모형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종속변수로 예비타당성조사결과인 AHP를 설정하고자 한다.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야 하고 이는 

AHP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AHP 값은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0.5 

이상이면 사업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이 타당하고, 0.5 미만이면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나타내기위해서 0과 1로 구분하는 더미 변수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이원선택형 변수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회귀분석 모형과는 다른 분석모형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프로빗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이원선택형 모형일 때 사용하는 모형은 선형확률모형, 

프로빗모형, 로짓모형 등이 있다. 이중 선형확률모형은 오차항의 이분 

산적특성이 있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은 

프로빗과 로짓모형이다. 프로빗모형과 로짓모형은 선택 확률을 0과 

1사이의 구간 내에 존재하도록 하기 위하여 S 자 형태의 비선형 관계로 

나타낸 모형이다. 프로빗모형은 누적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로짓모형은 

누적 정규분포와 유사한 형태인 로지스틱 분포형태를 가정한다. 즉, 

프로빗과 로짓모형은 모형에서 가정하는 분포의 차이일 뿐 이 둘 사이의 

예측확률은 거의 같다. 이에 본 연구는 프로빗모형을 이용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결과와 관련된 정치적이해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인 AHP를 기반으로 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정치적 변수 및 사회적 변수와 독립될 때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𝑃 𝑦 = 1 = 	  𝐹 𝑥𝛽  

𝑃 𝑦 = 0 = 	  𝐹(1 − 𝑥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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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에서 사업이 타당할 확률 (𝑦 = 1)이 𝑥𝛽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함수가 정규확률분포함수를 따를 때, 이를 프로빗 모형이라고 

한다. 추정된 베타는 확률의 크기를 결정하는 계수가 되어 타당성 

확보율의 크기를 나타낸다. 확률분포함수의 형태에 따라 위의 식을 

프로빗 모형으로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아래의 식은 

우도함수를 극대화함으로써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 식의 ∅ 는 

표준정규분포를 뜻하며, ψ는 누적확률분포를 의미한다 (신태영, 1999). 

 

𝑃 𝑦 = 1 = 	   ∅
12

34
𝑡 𝑑𝑡 = 	  𝜓 𝑥𝛽  

∅ 𝑡 = 	  
exp	  (− 𝑡

;

2 )

2𝜋
 

 

우도함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모든 변수에 

해당하는 n 개의 관측치를 가지고 있다고 상정한다면, 관측치가 

결과로서 나올 확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우도 

함수라고 한다. 

 

𝐿? 𝑦? 𝑥?𝛽 = (𝐹(𝑥?𝛽))@A	  	  (1 − 𝐹 𝑥?𝛽 )B3@A 

 

우도함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로그 우도 함수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𝑙 𝛽 = 	   𝑦?log	  (𝐹(𝑥?𝛽
G

?HB

)) + 	   1 − 𝑦? log 1 − 𝐹 𝑥?𝛽 = 	   𝑙?(𝛽)
G

?HB

G

?HB

 

 

프로빗 모형은 다중 회귀 분석과 달리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Function)을 이용하여 추정하기 때문에 위의 식에서 

최우도함수를 유도할 수 있으며, 유도된 최우도함수를 극대화 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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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를 찾는 것이 최우추정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방법을 기반으로 한 프로빗 모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𝑦?∗ = 	  𝑋?𝛽 + 𝜖? 

 

𝑥 는 독립변수를 나타내고, β 는 계수, ϵ 은 평균이 0인 오차항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𝑦?∗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𝑦?∗ 의 값을 

타당성이 있으면 1을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여 

프로빗 분석을 실시한다.(민인식, 최필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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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Ⅴ 장 변수설명  
 

제 1 절 변수설명 
 

예비타당성조사결과와 정치 및 사회적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최종결과 인 AHP 점수를 이용하여 

AHP가 0.5보다 크거나 같으면 1, 0.5보다 작으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로 설정하였다.  

설명변수는 크게 정치적 변수와 사회적 변수, AHP 관련 변수로 

나뉜다. 정치적 변수는 각 사업에 관여되는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당 및 정치경력, 지자체장의 정치경력이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진보와 

보수 진영으로 양분화 되어 있는 양당 정치체제이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느 정당에 속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영향력의 정도가 달라 질 수 있다(장문선∙윤성식, 

2002). 이에 해당 사업에 관여되는 국회의원의 정당을 진보와 보수로 

구분하여 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해당 지역구 정치인의 정치경력을 

정치적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는 사업에 관여되는 정치인의 정치경험이 

많을수록 사업과 관련된 정치적 이해관계 대한 이해도와 정치적 

영향력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김현기∙장인봉, 2001).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인터넷자료를 바탕으로 사용하였다. 정치인의 

정치경력은 정치 시작 시점인 정당활동, 시장, 구청장, 시의원, 장차관 

등을 기점으로 해당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수행된 년도까지의 

기간을 정치 경력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2000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되었던 A사업은 관여되는 정치인의 수는 2 명이고 이들의 정치 

시작 시점이 각각 1990년이면 정치인의 정치 경력은 20 이다. 

대통령의 정책 의지나 지지기반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는 대통령의 의지나 가치관에 따라 

정부정책의 기조를 비롯하여 예산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양경숙, 

2009). 이에 호남은 진보, 영남은 보수 그 외 지역은 중립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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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고,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은 호남, 이명박과 박근혜정권은 

영남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대상지와 그 당시 대통령의 

지지기반 지역이 일치하면 1, 일치하지 않으면 0인 더미 변수로 

설정하였다. 

사회적변수는 사업에 관여되는 지역의 인구수, GRDP, 투표율, 

사업비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자료로서 이들 

변수에 따라 정치는 물론 예비타당성조사결과와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활용하여 사용하였다. 

AHP 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을 바탕으로 

도출된다.⑧  AHP를 구성하고 있는 변수를 모델에 추가하지 않을 경우 

본 연구의 목적인 AHP와 정치적이해관계의 분석과정에서 변수간 과대, 

과소 추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AHP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인 

B/C값, 지역낙후도지수를 모델에 추가 시켜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구체적인 변수설명은 <표 5>와 같다. 

 

 

 

 

 

 

 

 

 

 

                                            
⑧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8조(종합평가)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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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변수의 정의 및 설명 

 

 변수 설명 비고 

종속변수 사업타당성여부 
타당함=1,  

타당하지 않음=0 

AHP기준 

AHP≥0.5 타당함 

AHP<0.5타당하지 않음 

설

명

변

수 

정

치

적

변

수 

국회의원 정치경력 정치경력 총합 
정치 시작 시점부터 예비

타당성조사 시점까지 

지자체장 정치경력 정치경력 총합 
정치 시작 시점부터 예비

타당성조사 시점까지 

국회의원 정당 
해당사업에 관여되는 

국회의원 정당 

과반이 되는 정당을 채택, 

정치인들 정당이 진보와 

보수 각각 1명이면 중립 

대통령과의  

지역일치성 

해당사업의 지역과 당

시 대통령의 지지기반 

지역이 일치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 

김대중, 노무현 = 호남 

이명박, 박근혜 = 영남 

사

회

적 

변

수 

인구수 

해당사업에 직접적 영

향을 받는 지역의  

인구수 총합 

시군구로 구분하고 복수의 

지역일 경우 합산하여  

계산 

투표율 
해당사업에 관여 되는 

지역의 투표율 

시군구로 구분학고 복수의 

지역일 경우 평균하여  

계산 

GRDP 
해당사업에 관여되는 

지역의 GRDP 

시단위로 구분하고 복수의 

지역일 경우 합산하여  

계산 

사업비 
각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총액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활용 

A 

H 

P 

관

련 

변

수 

B/C비율 
해당사업의  

B/C 비율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자료 활용 

지역낙후도 

해당사업에 관여되는 

지역의  

지역낙후도지수 

시단위로 구분하고 복수의 

지역일 경우 평균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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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Ⅵ 장 분석 결과 
 

정치적 이해관계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인 AHP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표 6>에 나타내었다. 모형의 우도비검정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예비타당성조사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한 분석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BC, GRDP와 지역낙후도, 국회의원의 

정치경력, 대통령의 지역 일치성이 각각 1%와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수들은 모두 

양(+)의 값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 변수의 계수가 높을수록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중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는 

국회의원의 정치경력과 대통령의 지역 일치성이다. 국회의원은 

예산결정과정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상한다. 상임위 활동과 행정 

사무감사, 업무보고 등의 활동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며 

예산의 방향을 수정하거나 심한 경우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양경숙, 2009). 이에 중앙예산기관과 

중앙행정부는 국회의원과의 유대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은 관료들의 승진이나 보직 등 인사문제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관료들은 국회의원과의 유대에 따라 부처 내부에서도 

권위를 향상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장문선, 2002; 

정창수, 2011; 양경숙, 2009). 이 때문에 중앙행정부와 중앙예산기관의 

관료는 국회의원 예산요구에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노력은 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판단된다.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결국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행정부나 예산기관은 세원보다는 세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사업을 가능한 많이 하려고 시도하며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요구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대해 나간다. ⑨  이 때문에 각 행정부는 

                                            
⑨
 중앙예산기관이나 중앙행정부의 영향력은 예산의 규모에 기인한다. 예산규모

의 결정은 예산심의를 하는 국회의원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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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사업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에 

관련된 논리, 재원확보 방안, 행정 체계 조언 등 다양한 도움을 

국회의원에게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향은 정치 경험이 많은 

핵심 정치인들일수록 더욱더 그러할 것이며, 정치경험이 많을수록 이와 

관련된 시스템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통령은 예산결정과정에서 국회의원보다 더 많은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은 주요 행정부 인사를 임명하는 

임명권자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정책 의지나 공약사업들은 

중앙예산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이 예산을 편성할 때 먼저 고려되며, 

집권 정당과 행정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양경숙, 2009; 윤영진, 2006). 이러한 노력은 상술한 바와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영향력은 국회의원보다 더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국은 지역에 따라 정치적 성향이 

구분되었다. 이 때문에 집권 정당에 따라 개발사업을 특정 지역에 

우선순위 배정하는 등의 정치적 행태가 지속하여 왔다. 대선 기간에는 

이러한 정치적 행태가 대선공약의 일환으로 사용됐고 그 파급효과는 

상당하였다. 이를 비추어 볼 때 집권 정당에 따라 보수 정권은 영남, 

진보 정권은 호남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추진될 것이며, 

결국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적 변수 중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변수로 지자체장의 

정치경력과 국회의원의 정당이다. 지자체장은 예산 결정 과정에서 

지역사업을 최대한 중앙행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려고 한다. 

서울과 몇 개의 대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방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대규모 국책사업을 이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장의 

역할과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행정부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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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예산기관을 수시로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인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중앙예산기관과 중앙행정부와 

결탁하거나 도움을 받는다(양경숙, 2009). 이를 비추어 보았을 때 지방 

자치단체장의 정치경력은 예비타당성조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당은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 예산에 대해 당론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소속의원들을 설득한다(장문성, 2002). 그러나, 정치적 

경험이나, 각 사업의 관심도, 이해도에 따라 당론과 개인의 정치적 

이익의 비교를 통해 개인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김현기, 2002). 또한, 

지역구 의원은 자신의 지역에 대규모 국책사업을 유치하기위해 노력하며, 

이는 집권당이나 집권당을 견제하는 야당 구분 없이 그러한 노력이 

행해진다고 판단된다. 

 

사회적 변수 중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는 GRDP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기도 하나 지방정부의 재정도 

함께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내에 정책적 

분석 중 사업 추진상 위험요인 분석 및 민간투자 추진 가능성 검토 등을 

위해 재무성 분석 ⑩ 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방재정규모가 

중요하다. 또한 노무현 정부부터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국책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 

공모사업으로 전환해갔다. 이러한 공모 사업은 대부분 지방이 사업비의 

절반 정도를 부담하는 매칭펀드 ⑪  형식으로 추진되면서 지방의 재정 

규모가 더욱더 사업통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지역낙후도 역시 5% 유의수준에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낙후도는 지역을 시, 군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에 대해서 

인구, 경제, 기반시설 등에 대한 평가를 한 뒤 이에 대해 상대적 

                                            
⑩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5조(정책성 분석) 제3항 
⑪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그들의 자구노력

에 연계하여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곽대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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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다. 지역낙후도 지수가 높다는 것은 여러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역균형발전 

분석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이러한 결과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GRDP와 지역낙후도 지수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반대되는 개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같은 부호인 양(+)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 이유는 예비타당성조사는 개별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지가 GRDP가 높으면서 지역낙후도가 높은 지역일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주체별로 지역경제가 좋은 곳은 

이것이 강점으로 주목받을 것이며, 지역낙후도지수가 높은 지역은 

이것이 강점으로 주목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앞서 기술하였듯이 조직적인 차원에서 개별사업이 

진행되는 것과 GRDP, 지역낙후도를 연관지어 해석하면, 대규모 

국책사업이 중앙정부나 각 당 차원에서는 선거전략이나 지지도 관리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정치적 성향은 보수와 진보로 

구분되고 이를 대변하는 정당이 각각 하나씩 있는 양당체제가 지속하여 

왔다. 이 때문에 각 당에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각 당의 정책이 진보만을 위하거나 보수만을 위하는 

정책보다는 다수를 아우를 수 있는 중립적입장의 정책이 주로 이용되는 

중위투표자정리 ⑫ 에 기초하였다. 이는 양극단의 상황에 놓여 있는 

유권자들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지방에 

사용하는 예산과 관련하여 각 지역의 소득수준이나 지역경제 등을 

고려하였을 때 예산 사용은 양극단에 있는 지역 유권자들을 위해서가 

아닌 중간에 위치한 지역을 위해 예산이 사용되는 정책을 펼쳐 보다 

많은 유권자의 표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이와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오히려 양극단에 놓여 있는 

                                            
⑫
 주민의 선호가 다른 다수의 정책이 존재할 경우 두 정당은 보다 많은 득표를 

위해 극단적인 사업보다는 중간 수준의 주민이 선호하는 정책을 제시하게 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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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수록 대규모 국책사업이 시행될 확률이 높았다. 이는 정책을 

통해서는 낙후된 지역을 배려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대규모 국책사업을 

이용하여 그 지역들을 배려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당 내에서 특정 

정책, 대권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낙후된 지역 

국회의원의 지지 또한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GRDP가 높은 

지역은 수도권과 몇몇 대도시이다. 이들의 지지는 당내의 지지도뿐만 

아니라 선거 전체의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으므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통한 예산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로그롤링이 이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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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정치적 이해관계와 AHP 

주1: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오차를 나타냄. 

주2: 변수의 유의 수준, *** p<0.01, ** p<0.05, * p<0.1 

  

Number of obs = 444 

LR chi2 = 309.06 

Prob > chi2 = 0.0000 

Log likelihood = -136.24983 Pseudo R2 = 0.5314 

B Coef. Exp(B) 

BC 
3.895962 

(.3339496)*** 
49.2033 

지역낙후도 
.0071415 

(.0037738)* 
1.0071 

국회의원 

정치경력 

.0151604 

(.008185)* 
1.0152 

자자체장 

정치경력 

.0091855 

(.011693) 
1.0092 

대통령 

지역일치성 

.361659 

(.2107897)* 
1.4357 

국회

의원 

정당 

보수 
.2070465 

(.4430447) 
1.2300 

진보 
.2986873 

(.4482647) 
1.3480 

사업비 
-.0246178 

(.2162019) 
0.9756 

인구수 
-.0844924 

(.2581334) 
0.9189 

투표율 
.0008692 

(.0158936) 
1.0008 

GRDP 
.6599504 

(.2254137)*** 
1.9346 

_cons 
-8.459896 

(2.4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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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은 각 설명변수의 한계효과가 제시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프로빗모형같이 종속변수가 이분형(Binary)일 때는 설명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설명이 복잡하므로 계수값의 크기에 따라 한계효과를 분석하지 

않고 설명변수별로 따로 한계효과를 구한 후 그 크기에 따라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설명한다. 

한계효과는 다른 모든 설명변수의 조건이 일정하다고 할 때, 특정 

설명변수 한 단위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종속변수 확률에 대한 한계효과는 특정설명변수에 

대하여 1계 편미분 함으로써 쉽게 얻을 수 있다. 

한계효과의 크기를 보면 AHP에 직접 영향을 주는 BC와 

지역낙후도 지수를 제외하고, 국회의원의 정치경력, 대통령의 지역 

일치성, GRDP가 각각 0.27%, 6.45%, 11.77%로 나타났다.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대규모 국책사업이 주로 매칭펀드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내 경제 수준이 예비타당성조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통령의지역 일치성 역시 그 다음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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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설명변수별 AHP 에 대한 한계효과 

 dy/dx. 
Delta-method 

Std. Err 
Z P>｜z｜ 

BC .6948558*** .0261564 26.57 0.000 

지역낙후도 .0012737* .0006679 1.91 0.056 

국회의원 

정치경력 
.0027039* .0014375 1.88 0.060 

자자체장 

정치경력 
.0016383 .002082 0.79 0.431 

대통령 

지역 일치성 
.0645029* .037168 1.74 0.083 

국회

의원 

정당 

보수 .0369273 .0789543 0.47 0.640 

진보 .0532717 .0798241 0.67 0.505 

사업비 -.0043907 .0385561 -0.11 0.909 

인구수 -.0150695 .0460338 -0.33 0.743 

투표율 .000155 .0028346 0.05 0.956 

GRDP .117704*** .0390353 3.02 0.003 

주1: 변수의 유의 수준,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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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Ⅶ 장 결론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가 그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에서 시작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유치를 결정하는 조사인 만큼 그 중요성은 상당하다. 

또한, 대규모 국책사업은 지역경제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다. 

이 때문에 사업의 유치 여부는 지역구 정치인들의 능력으로 평가되며 

이는 재임 동안의 지지도나 차기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특성은 대통령에게까지 적용된다. 이 때문에 학계나 언론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의심과 이와 관련된 연구, 보도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와 보도는 이론적인 논의에 그칠 뿐 확실한 관계 

규명에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실증적인 

관계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예비타당성조사결과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정치경력이 

많을수록 당시 대통령의 정치성향과 지역 정치성향이 일치할수록, 사업 

대상 지역의 GRDP가 높을수록 예비당성조사결과에서 사업을 통과시킬 

확률이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런 결과가 도출된 근본적인 이유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예산을 

결정해가는 예산과정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예산과정은 각 단계가 

전후 단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각 단계에 참여하는 참여자에 

따라 그 방향과 목적이 수없이 수정되고 변경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각 

단계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모두는 정치적 영향력의 유지와 확대라는 

하나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중앙예산기관과 

중앙행정부는 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의 예산 극대화에 

최선을 다한다. 이때 예산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이다. 또한, 

핵심 관료들은 승진이나 정계 진출을 목적으로 국회의원과 좋은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국회의원은 지역 내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지역 내 대규모 국책사업을 유치해야 하며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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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부나 중앙예산기관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을 통과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며, 이러한 

전략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비에도 큰 비중이 있을 것이다. 결국 사업이 

유치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적이해관계는 국회의원의 정치경력이 많을수록 이와 같은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이라 판단된다. 대통령 또한 

선거 기간 중 공약사항이나 지역별 숙원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국정 운영 지지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영남과 호남으로 나뉜 

한국의 정치적 특성 때문에 지역별 숙원사업의 이행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때문에 중앙예산기관과 행정부뿐만 아니라 집권 정당까지 

이러한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업을 최종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판단한다. 좀 더 거시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는 한국의 정치적 특성과 연결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권한이 매우 많다. 이 때문에 사안에 따라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그 의지를 손쉽게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상호 견제해야 할 관계자들이 상호 협력적 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중앙행정부와 국회의원과의 관계, 집권 

정당과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비추어 볼 때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이러한 일들을 지속해서 발생시키게 하는 유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호견제와 

분산이라고 생각한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평가하는 제도를 

예비타당성조사에 국한하지 않고 이와는 다른 시각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을 평가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복수의 

제도가 하나의 사업을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한다면, 앞서 

지적하였던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가 분산되고, 기존의 제도와는 다른 

관점에서 분석하기 때문에 상호견제적 기능이 발생하여 좀 더 객관적인 

사업의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나아가 예산제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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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에서 배분하는 형식이 아닌 상당 부분 지방으로 이관하여 지방 

자치하에서 예산이 운영되도록 한다면 이와 같은 거대 정치인과 

대통령에 의해서가 아닌 제도의 틀 아래서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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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diverse society issues have occurred while operating 

the large-scale national projects since most projects are varied under 

the politics interests which is irrelevant to projects’ main purpose. 

Moreover, pre-feasibility studies are not well-performing its role, 

evaluating the rationality of large scale national projects, due to 

political interests. There is not enough research; however, to explain 

political dynamics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elationship between pre-

feasibility study and politics to explain political dynamics about 

interest party via logistic regression, using the data based on 

performed pre-feasibility study paper by PIMAC.  

After the analysis, the result came out with three main factors. 

The higher the probability that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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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 is affected by; 1) the more a politician has a political career, 2) 

the more the President's political orientation matches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the target region, 3) The higher the GRDP of the target 

area.  

Consequently, this paper shows the possibilities of passing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s highly related to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president and the legislators. In order to promote 

the fairness of large-scale national projects in advance, typical 

devices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system which enables to reduce 

the personal authority of politicians and separate from the large-scale 

national projects. 

 

Keywords : pre-feasibility study, political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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