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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가 재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는 그 실질적인 방법론을 

규정하는 일반지침의 개정에 따라 제도적으로 변화해왔다. 20여 년간 일어난 제도변화의 배경과 

내용, 중요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한계와 개선방향을 살펴보

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연구들은 특정사업

부문별 또는 지침 적용단계별로 논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

식을 기반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이론, 제도, 운용상의 이슈들을 분석하고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

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침들의 변화가 일반적인 이론에 부합하는지, 그 지침의 적용 방법이나 실

질적 과정이 지침의 이론적 입장에 부합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9년부터 현재까지 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의 변천 사항 중에서 실질

적으로 복수의 변화가 있었던 지침들을 주요 이슈로 추출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이슈별로 이론적 

쟁점을 논의하고 지침의 변천 과정과 이로 인한 제도의 문제점 및 함의를 분석하였다. 결론에서

는 주요 이슈별로 파악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이론, 제도, 지침, 

적용 차원으로 나누어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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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가재정법 제38조 등에 의거한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경제성과 정책

적 타당성을 판단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중앙예산당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투자사업을 일괄적으

로 관리하고 있다(Ha, 2014). 제도가 도입된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전체 사업비 예산 298조원의 약 42%를 절감하였다고도 한다(KDI, 2015).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의「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이를 반영하여 제도의 

구체적인 분석방법을 규정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이하 「일반

지침」), 사업부문별 지침인「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이하 「표준지침」)에 따라 수

행한다. 「일반지침」은 연구보고서의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

방법, 방법론 연구와 주요 파라미터 추정작업의 기준이 되는 기본지침서로서의 역할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DI, 1999). 즉 비록 “연구”라는 보고서의 형식을 띄고 있

으나, 「일반지침」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실상 가장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방법론을 담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반지침」은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이런저런 

논란이 있어 왔다.1) 그러나 기존 연구의 주된 흐름은 특정부문사업에서의 분석방법이 

갖는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을 거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지침 그 자체나 개정에 대

한 문제의식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따라서 지침이라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적 세

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과 정치경제학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

의식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일반지침」을 대상으로 하여 제도의 변경사항들을 

중심으로 이론적, 제도적, 운용상의 이슈들을 분석하여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

향을 유도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II장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문헌검토를 

하고 이를 통해 연구의 필요성을 도출한다. Ⅲ장에서는 비용편익분석 등 경제학의 일반적 

이론,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적 적합성, 집행의 적합성의 차원에서 제도개선의 일반적인 

방향을 보여주는 분석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일반지침」에 수정이 있었던 

이슈별로 관련된 제도변경의 개요, 이론적 논의와 그에 대한 분석을 전개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예비타당성 제도의 개선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면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1) 일례를 들면, 장병철 외(2010)는 「일반지침」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회적 할인율을 해당 시점에서 

재추정한 연구에서 개정된 사회적 할인율이 공공투자사업의 목적에 적정한 수준보다 높았음을 지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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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검토 및 연구의 필요성

1.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관련 문헌검토

선행연구들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수용성이나 적절성을 분석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 적용단계별로 분석방법의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을 제시하거나, 특정사업부문

별로 그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거론한 문헌들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2).

첫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수용성이나 적절성을 분석한 문헌들이다. 신가희･하연섭

(2015)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수용 태도 분석을 통해 예산심의과정

에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정치적 수용성을 확인하였다. 김현일(2013)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운영현황, 4대강 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조공장(2013)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타당

성조사에서 경제성, 환경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제

언하였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적절성에 대해 세부사업부문별로 논의한 문헌

으로는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강화와 비용효과분석의 

도입을 주장한 연구(안상진 외, 2013), 국내 댐 건설 계획 및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예비타당

성조사 평가항목의 중요도를 분석한 연구(구자건･이무춘, 2004), 교통시설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 종합평가에 환경성과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제시한 연구(오미

영 외, 2010)가 있다.

둘째,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적용단계별로 분석방법의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을 제시한 

문헌들이 있다. 먼저, 경제성 분석 단계의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문헌으로 공공투자사업

의 할인율 적용의 범위에 대한 연구(최도성, 1998), 적정 사회적 할인율을 추정한 결과 

현재의 5.5%를 다소 높은 수치로 판단한 연구(장병철 외, 2010), 미래 세대의 편익을 고

려하기 위해 분석기간별로 차등적인 사회적 할인율의 적용을 제안한 연구(김상겸, 2013)

가 있다.

경제성 분석 단계의 비용 추정에 대한 문헌으로서 김성일(2010)은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의 총공사비 산정 기준과 개념이 불일치하여 상당한 투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드러냈고, 엄영숙 외(2011)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조건부가치측정 설계의 문제점

을 지적하였다. 또한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환경비용에 철도사업으로 인한 지형훼

2)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관련 문헌검토에서 KDI의 「일반지침」은 제외하였다. 「일반지침」은 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를 내용에 포함하고 있지만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본지침서에 해당하는 문헌이다. 그

러므로 선행연구에서 제외하는 것이 연구의도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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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생태계단절 등의 추가를 주장한 연구(선효성･박영민, 2006),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

사에 적용된 유지관리비의 비일관성을 지적하고 유지보수비용 산정 기준을 제안한 연구

(고성원 외, 2009), 문화･관광부문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생애주기비용의 개념을 인용

한 운용관리비용 모델 연구(손숙리 외, 2007)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2008c)는 「일반지

침」에서 잠재가격에 환경가치를 포함하여 도출하도록 하면서 표준화된 분류와 분석방법

은 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편익 추정에 관한 문헌으로서 유재영 외(2008)는 수자원사업 예비타당성조

사의 계량화가 가능한 항목들에 대한 편익산정 방법을 개발하였다. 양준규 외(2011)는 

철도사업 시행으로 인해 도로 및 해운 화물이 철도로 전환될 때 발생하는 다양한 편익항

목들을 도출하고 정량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또한 철도사업의 환경편익인 소음, 공간영

향, 대기오염의 계량화 평가방안의 연구(남두희 외, 2011), 도로공사로 인한 차량운행비

용, 통행시간, 교통사고, 환경비용의 부(-)의 편익 산출 연구(이승현 외, 2010), 예비타당

성조사의 조건부가치측정에 거리･소멸함수를 적용한 연구(엄영숙, 2010)가 있다.

마지막으로 종합평가 단계에 대한 연구로서 권태형(2008)은 AHP 기법 적용시 유의점

으로 수치척도와 어의적 표현의 불일치, 평가척도 구간의 불균등성, 순위역전, 평가자별 

평가기준의 동등성, 의사결정 계층구조를 제시하였고, 임성민･정욱(2014)은 기존 AHP 

설문방식을 변경한 이차원적 AHP 설문 방식을 제시하였다. 이윤빈(2008)은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 AHP의 대항목인 기술성이 편익발생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AHP의 기본가정인 항목 간 독립성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특정사업부문별 사업의 특수성을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

요성을 거론한 문헌들도 있다.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문헌으로는 도시철도 

운영비용 함수모형 개발 연구(박정수, 2008), 신규 철도서비스 수요조사의 수단특정상수

를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의 수단상수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이장호, 2014), 철

도의 선택 및 비사용 가치 산정 연구(장수은 외, 2008)가 있다. 도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에 대한 문헌으로는 고속도로 유지관리비용과 교량 및 터널 유지보수비용의 적용방안 

연구(박미연･김경숙, 2008), 통행시간 변화를 이용한 영향권 설정기법 개발 연구(오동규 

외, 2005), 도로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실물옵션 기법의 적용가능성 연구(강동진 외, 

2012)가 있다. 안태훈(2011)은 국가교통DB에 근거한 도로사업의 편익이 과대 혹은 과소 

산정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의 신뢰도와 이를 검증할 수 있

는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진태 외(2013)는 국가교통DB 자료구축에 

대한 연속성 확보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문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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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2008d)는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메타평가를 수행하였다. 

R&D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문헌으로는 산업별 기술기여율과 R&D 외부성을 고려

한 R&D 수익률 추정 연구(황석원 외, 2010), 가치창출효과와 비용저감효과를 함께 고려

한 R&D기여도 추정방법 연구(박철민 외, 2015), 매출액 산정과 관련한 회임기간, 매출 

발생 기간, R&D 기여도, 사업화 성공률에 대한 편익 추정 연구(양희승, 2010)가 있다. 

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문헌으로서 최영진･김기홍(2011)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누락되는 중요사업이 존재함을 지적하였고, 김기환(2010)은 정보화사업의 경

제성 분석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른 비용편익비율 및 순현재가치의 탄력적 적용과 민감

도 분석을 통한 생명기간 적용의 타당성 여부 판단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2.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고자 한다. 첫째, 선행

연구에서는 세부 사업별 표준지침이 아닌 「일반지침」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문헌이 미

미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세부 사업별로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문헌은 

다수 존재하지만, 모든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일반을 종합

적으로 관찰하는 문헌은 몇몇 법학적 논의에만 그치고 있었다. 둘째, 대다수의 문헌들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상 적용단계인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종합평가 중의 하나로 

연구의 범위를 좁히고 그 안에서 분석방법의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

나 각 적용단계별로 판단한 개선방향은 제도 전체 내지는 종합적 타당성의 관점에서는 

최적의 대안과 유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

로 제기되는 논란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지침」

변경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이슈가 논란의 대상이 되며 또 제도에 민감한지를 

귀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제도의 집행 

실태를 파악하여 제도의 정신 내지는 필요성의 구현 여부 또는 그 정도를 파악할 필요성

도 있다. 그리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전반을 이론, 제도, 운용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연구의 필요성은 확고해진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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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1999년에 처음 도입된 이

후 5차례에 걸쳐 제･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의 변천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정합성, 제도의 실질적 도입 여부, 지침 내용의 적절성, 지침 적용의 

적절성을 분석틀에 적용하였다.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틀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먼저 제도의 변경사항이 경제학이나 정책학의 보편적 이론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다

음으로 이론적 정합성을 확보했고 지침의 이론적 내용에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 반영하지 않은 항목이 있는지 검토한다. 이후 제도

에 도입되었으나 지침의 내용이 적절치 않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마지막

으로 지침에는 도입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행 과정에서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 항목

이 있는지 검토한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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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분석틀에 따라 분류기준을 유형화하면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일반적인 개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제도의 변천 내용이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 유형에는 이론적 연

구의 수행이 요구되고, 지침에서 이론을 수용하고 있으나 제도에 실질적으로 도입하지

는 않은 경우에는 제도에서 이론적 내용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지침의 내용이 적절치 않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이론적 정합성의 범위 

내에서 지침을 적절하게 수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행 과정에서 지침이 적절히 반

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행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지침을 수정하거나 지침의 실

질적인 적용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반적인 개선방향을 제도의 

변천 내용에 적용하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

틀에 따른 분류기준, 일반적 개선방향, 지침 사례 적용, 개선방안의 순으로 연구를 전개

하였다. <표 1>에서는 분석틀에 따른 분류기준과 일반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분류기준을 적용한 지침 사례와 개선방안은 Ⅳ장에서 구체적으로 토론한 후에 결론에서 

제시하도록 하겠다.

본 연구의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지침」의 변경사항을 파악하고 지침 상 

복수의 변화가 있었던 항목에서 주요 이슈를 추출하였다3). 다음으로 분석틀에 따라 이

3) 분석대상인 예비타당성조사 변천에 대한 주요 이슈는 「일반지침」의 세부항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

은 과정을 통해 추출하였다. 먼저 「일반지침 1판」부터 가장 최근의 지침인 「일반지침 5판」까지 내용

을 검토하였고, 지침 상 적용단계인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종합평가를 대항목으로 삼아 그에 

따른 세부항목을 각 지침별로 정리하였다. 이렇게 5개의 지침 별로 정리한 내용은 공통의 세부항목 

유형 분류 기준 일반적 개선방향 지침 사례 개선방안

I.
제도 자체가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론적 연구를 통해 
지침을 개정

Ⅱ.
지침에서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제도에 실질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경우

제도가 이론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지침을 개정

Ⅲ.
제도에는 도입하였으나 
지침이 적절치 않거나 
내용이 미비한 경우

지침의 미흡한 내용을 
이론적 정합성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수정 및 보완

Ⅳ.
지침에는 도입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행 과정에서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

실행과정을 반영하는 지침의 보완 
또는 지침의 실질적인 적용방안 

모색

<표 1> 유형별 세부 분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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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를 분류하였고, 각 이슈별로 이론적 쟁점을 추출하여 토론한 후, 제도의 구체적 변경

사항을 세밀하게 파악한 다음 그에 대한 해석을 통해 해당 제도에서 초래되는 문제점 

및 함의를 전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렇게 파악한 주요한 문제점 및 함의를 분석틀에 

의거하여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Ⅳ. 예비타당성조사 변천에 대한 주요 이슈별 토론

1. 경제성 분석

1) 용지보상비 산정기준

사업지역의 토지 매입 및 보상비를 지칭하는 용지보상비는 「일반지침」에서 3차례에 

걸쳐 산정기준이 변경되었다. 용지보상비는 특히 도로･철도부문 사업에서 공사비와 더

불어 총사업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므로(KDI, 2008), 용지보상비는 비용 산정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비용･편익분석에서 사용되는 비용은 기회비용을 의미하며, 

이는 어떤 정책의 도입이 초래한 사회의 후생변화로서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변화로 산

정할 수 있다(Dreze & Stern, 1994). 재정에만 초점을 둔 재무적인 관점이 아니라 기회비

용개념에 입각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용지보상비의 지불은 단순이전(pure transfer)

이며, 공적자본의 한계비용만이 엄밀한 의미의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비용편익분석

에서 비용의 과대계상, 중복산정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단순이전 항목을 제외해

야 한다.

<표 2>의 지침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일반지침 1판」은 시장가격을 용지보상비의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일반지침 2판」4)에서는 공시지가의 4.17배의 가격으로, 「일반지침 4판」5)에

하에 통합하여 세부항목별 변천과정을 작성하였다. 이후 전체 지침 개정에서 총 2회 이상의 변화가 

있었던 세부항목을 추출하였다. 이때 세부항목이 새로 생성되거나 삭제되는 경우도 지침의 변천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하여 1회 변화로 산정하였다. 그 결과 경제성 분석 차원의 용지보상비 산정기

준, 잠재가격 반영, 비용편익분석의 소득분배 고려, 공적자본의 한계비용(MCF) 반영, 사회적 할인율

의 사업부문별 차등적용, 민감도 분석, 철도차량의 잔존가치 계상, 정책적 분석 차원의 지역낙후도지

수,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사업특수 평가항목, 환경성 평가, 종합평가 

차원의 AHP 기법 도입, 부문별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 변화, AHP 평가자 구성 등이 있었다. 이렇

게 추출한 총 15개의 세부항목을 주요 이슈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4)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개정판, 2000년)」(이하「일반지침 2판」으로 약칭)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침을 둘러싼 쟁점 287

서는 공시지가의 2.296배의 가격으로 추정하도록 하였다. 최근 「일반지침 5판」에서는 용지보상

비를 지목별로 추정할 수 있도록 표준 보상배율표를 제시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자체가 예산적 관점이 강하다는 측면에서는, 즉 공공재무적인 

관점에서는 보상비를 파악할 필요는 있다. 문제는 용지보상비가 적은 강, 국유지 사업6)

이 사업 선정에서 유리해져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지가가 낮은 지역, 일반적으로 개발수준이 낮은 지역7)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상대적

으로 우량한 결과를 산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상비는 경제성분석에서 

제외하고 재무성 분석의 항목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잠재가격 반영

잠재가격은 투입과 산출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반영하며, 이러한 사회적 가치는 시장 

가격과 같거나 다를 수 있다(Diamond & Mirrlees, 1971). 공공사업의 시행 여부는 해당 

사업의 사회적 가치에 따라 결정되므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잠재가격 산정은 사업의 방

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계비용에 근거한 잠재가격 책정은 완전경

5)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4판, 2004년)」(이하「일반지침 4판」으로 약

칭)

6) “특히 해당 용지가 국유지로 환원되는 점에서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장점

이다”(머니투데이, ‘용산에 1兆 투자, 세계최대 산업기술박물관 짓는다’, 2011.11.16).

7) “추진 중인 성안동 함월구장 부근 성동마을 지역은 대부분 산지여서 보상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과 

한창 건설 중인 옥동∼농소 도로에 근접해 물류 이동의 최적지로 평가 받고 있다”(국민일보, ‘미분양

도 많은데… 산업단지 과잉 논란’, 2012.09.13).

「일반지침 1판」 「일반지침 2판」 「일반지침 3판」 「일반지침 4판」 「일반지침 5판」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용지보상비
산정기준

공시지가와 
시장가격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시장가격으로 

결정

용지보상비에 
대한 시장가격 
산출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4.17배의 

가격으로 추정

용지보상비에 
대한 시장가격 
산출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4.17배의 

가격으로 추정

해당 토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실거래가 조사가 

어려운 경우 
공시지가의 
2.296배의 

가격으로 추정

지목별 
소요면적을 
산출하고 

추정방법을 
선정한 후 지목별 

용지
보상비를 추정

자료: 「일반지침 1판」 ~ 「일반지침 5판」의 재구성

<표 2> 도로･철도부문 사업 용지보상비 산정기준의 지침별 변경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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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시장에서 효율적인 가격책정방법이지만, 독점시장에서는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가격

이다(Tarr & Thomson, 2004).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는 잠재가격을 산정하기 어렵다면 

공공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가정 하에 잠재가격 전환계수 등을 적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한길수･김상우, 2013).

지침의 변천과정을 정리하면, 「일반지침 1판」에서는 비용편익분석에서 사용될 잠재

가격으로 국내가격을 제시하였다. 이후 「일반지침 4판」은 완전경쟁 하의 잠재가격으로 

시장가격을 사용하고, 불완전한 생산요소시장에서는 실제로 형성되어 있는 시장가격(혹

은 공정가격)보다 낮게 잠재가격을 평가해야 한다고 서술하였다. 최근「일반지침 5판」에

서는 잠재가격에 관한 논의가 삭제되었다.

그러나 국제시세와 국내가격에 차이가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파악하여 잠재가격을 적

용할 필요가 있는 사례는 상당히 많을 것이다. 예를 들어 비용편익분석에서 교역가격보

다 높은 쌀의 국내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쌀의 사용을 수반하는 사업의 경우 그 

비용이 과대계상 될 것이므로 경제성 분석에서 다른 사업에 비해 불리한 결과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침들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다.

3) 비용편익분석의 소득분배 고려

Tresch(1981)는 사업 평가에서 분배 가중치의 포함 여부가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모든 비용편익분석에서 분배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주장한 바 있다. Sen(1973)은 

공공사업 평가에서 불평등을 보정하는 가중치 채택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가

중치 제도는 비용편익분석에서도 반영될 수 있으며, 다른 정책에서 사용되었던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Yitzhaki, 2003).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제도도입 초기

부터 지금까지 소득분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지침 1판」은 비용･편익분석에는 소득분배라는 제약이 

존재하고 있고, 소득분배의 개선은 도덕적･윤리적인 성격이 강하며 개인의 주관적인 판

단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하였다. 「일반지침 4판」 까지는 소득분배에 대해 개정사항 

없이 동일한 내용을 담았지만, 「일반지침 5판」에서는 소득분배에 관한 논의가 삭제되었

다.

「일반지침 1판」 부터 「일반지침 4판」은 공히 경제성 분석(비용･편익 분석)에서 공평

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 단계인 정책적 분석의 ‘지역낙후도 평가’에서 이를 취

급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주장은 매우 위험하며 정확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지

역균형이 아닌 계층균형 역시 별도로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8). 예를 들어 지역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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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관광개발사업은 낙후 지역을 개발하는 지역균형개발을 통해 지역 간 소득분배적 

형평성을 개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으로 해당 지역 내의 소득분배가 

개선될 것인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오히려 지역사회의 기득권에게 집중적인 이득

을 주는 결과가 있다면 이는 해당 지역의 계층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처럼 소득분배를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틀 안에서 전혀 반영하지 

않는 점 역시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4) 공적자본의 한계비용(MCF) 반영

공적자본의 한계비용은 사업에 요구되는 재원 단위 당 직접 비용과 초과비용의 합을 

의미한다(Brent, 2006). 비용편익분석에서 공적자본의 한계비용의 역할은 초과부담을 부

과하는 조세 징수로 사업비용을 조달하는 정부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이다(Atkinson & 

Stern, 1974).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최소 B/C비율을 추정할 때 공적자본의 한계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전통적인 논의에서는 조세의 소득효과만을 고려하여 공적

자본의 한계비용이 1보다 반드시 크다고 보았으며, Browning(1976)은 실증연구를 통해 

공적자본의 한계비용을 1.07로 측정하였다.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같이 고려하면 소득

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 크기 차이로 인해 후방굴절 공급곡선(backward bending 

supply curve)이 생성되는 경우 공적자본의 한계비용이 1보다 작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Bovenberg & Goulder, 1996; Ahmad & Stern, 1987).

지침을 살펴보면 「일반지침 3판」9)에서 공적자본의 한계비용을 1.10∼1.15로 추정한 

적이 있으나, 공적자본의 한계비용을 경제성 분석에 반영하지 않고 최소 비용편익 비율

로 1.0 수치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최근의 「일반지침 5판」에서는 공적자본의 한계비용에 

관한 논의를 삭제하였다.

공적자본의 한계비용 비율을 1로 유지하는 과거의 일반지침은 논리적으로나 이론적

으로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 예를 들어 도로･철도･공항 및 항만 사업의 경우에는 투자 

재원의 대부분이 교통시설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통해 확보

되므로10) 공적자본의 한계비용 수치를 높여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8)  한국교통연구원(2006)은 철도사업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연구에서 지역 간 형평성이 예비타당

성조사의 정책적 분석의 ‘지역균형발전’ 항목으로 반영되고 있으므로, 계층 간 형평성 또한 예비타당

성조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적시하였다.

9)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3판, 2001년)」(이하「일반지침 3판」으로 약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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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비용을 내재화하기 위한 특별세의 경우 경제성 분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사업의 경제적 분석에 공적자본의 한계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한국교통연

구원, 2006). 

5) 사회적 할인율의 사업부문별 차등적용

장래의 편익과 비용을 현재의 가치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할인율(social 

discount rate)이 필요하다(Layard & Glaister, 1994). 개인에게는 장기 투자의 경우 불확

실성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시간에 따라 할인율이 감소하는 쌍곡선 할인

(hyperbolic discounting)을 적용하기도 한다(Cropper et al., 1992). Handerson & 

Bateman(1995)은 미국과 영국에서 공공사업별로 다른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상을 쌍곡선 할인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전체 사업부문에 동일

한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되 수자원부문에 한하여 차등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Lind(1982)에 따르면 공공투자의 기회비용과 위험도를 반영하는 사회적 할인

율은 해당 공공사업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일의 할인율로 모든 사업을 평가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지침 

A-94(1992)는 공공투자사업에 7%의 사회적 할인율을 기준으로 제시하되, 필요한 경우 

개별 사업에 대해 차등적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다.11) 

<표 3>에서 보듯이 「일반지침 1판」은 모든 사업부문에서 사회적 할인율을 7.5%로 동

일하게 적용하였으나 「일반지침 2판」에서 수자원부문 사업의 사회적 할인율만 6.0%로 

낮추었다. 「일반지침 4판」은 저성장과 저금리 현상을 이유로 사회적 할인율을 6.5%로 

인하하였고, 수자원부문 사업도 5.0%로 재조정하였다. 「일반지침 5판」은 5.5%로 재산정

하였고, 수자원부문 사업은 4.5%로 낮추었다. 이후 2011년 10월에 발표한 「도로 및 철도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에서는 철도부문의 분석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연

장하였고 사회적 할인율도 30년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4.5%로 낮추었다.

10) 중앙정부의 경우 거의 모든 교통시설 투자재원이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의해 조성된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3).

11) 예를 들면, 미국 환경청은 장기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환경규제에 대해 OMB에서 요구하는 7%의 

사회적 할인율보다 훨씬 낮은 2% 내지 3%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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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침 1판」 「일반지침 2판」 「일반지침 3판」 「일반지침 4판」 「일반지침 5판」

도로부문 사업
분석기간 20년 30년

할인율 7.5% 6.5% 5.5%

철도부문 사업
분석기간 30년

할인율 7.5% 6.5% 5.5%

공항부문 사업
분석기간 20년

할인율 7.5% 6.5% 5.5%

항만부문 사업
분석기간 30년

할인율 7.5% 6.5% 5.5%

문화･관광･체
육･과학단지

조성사업 

분석기간 30년

할인율 7.5% 6.5% 5.5%

수자원부문
사업

분석기간 50년

할인율 7.5% 6.0% 6.0% 5.0% 4.5%

자료:「일반지침 1판」~「일반지침 5판」의 재구성

<표 3> 사회적 할인율의 사업부문별 차등적용 지침별 변경과정

사회적 할인율을 인하하면 보편적으로 장기적인 흐름인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에 비

해 상대적으로 과대계상 되는데 유독 수자원부문 사업에만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

은 적절하지 않다12). 사업부문별로 그 특색을 고려하여 고유의 사회적 할인율을 적시하

고, 부문 내 각각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어느 정도의 범위를 허용하는 방법이 보다 합리

적이라고 본다. 특정한 수준으로 확정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후술하는 민감도분

석을 지속적으로 병행할 필요도 있다.

6)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은 주요 파라미터 값의 변화가 분석의 최종적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를 분석하는 수단이다(김홍배, 2012). 지금까지의 「일반지침」은 민감도 분석이 필요

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었다. 공공투자사업 분석에서 공사비, 인건비와 

같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파라미터들을 고정된 값으로 취급하는 것은 일정 부분 납득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의 대규모 재정사업의 경우는 수요의 불확정성, 환경가치의 가

12) 다양한 사업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분석한 김상겸(201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

적 할인율 인하조정은 편익과 비용의 총 할인가치를 모두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그 영향이 대칭적이지 않았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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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 등 다양한 파라미터 값의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도 분석이 필요하

다.

지침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일반지침 2판」에서는 민감도 분석 기법으로 전환값, 몬

테 칼로 분석, 의사결정 나무를 제시하였다. 「일반지침 4판」은 공공투자사업에서의 실물

옵션 분석방법과 사업포기옵션, 사업확장옵션, 기다림의 가치(timing option) 등의 민감

도 분석 옵션을 추가하였다. 「일반지침 5판」에서는 민감도 분석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

다. 일부 사업별 표준지침에서 민감도 분석에 대해 개별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내용을 

찾아보면, 철도부문 사업의 「표준지침 2판」에서 민감도 분석을 시행해야 하는 항목으로 

할인율, 공사비, 교통수요, 공사시행연도, 차량운행비용을 열거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

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변수들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고 하였다.

민감도 분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일반지침」 전체에 걸쳐 간헐적으로 언급되고 있으

나, 민감도 분석의 적용과 관련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특정 값이 임계치를 넘는 경우 또는 특정 조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감도 분석 결

과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민감도 분석의 최소 기준치를 도입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철도부문 사업을 참고하여 여타 사업부문에서도 해당 사업별로 민감도 분석의 

대상 및 필요한 범위를 설정할 필요도 있다13). 

7) 철도차량의 잔존가치 계상 

잔존가치의 산정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시설건설비와 유지개량 및 재투자에 의

해 운영되는 자산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기간 말에 일괄적으로 편익에 계상해야 한다(김

동건, 2002). 교통사업의 일환인 도로부문 사업과 철도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공

통의 표준지침으로 절차와 방법론을 규정하였으나 철도부문 사업에만 철도차량구입비

를 비용 항목에 반영하였다. 따라서 철도차량의 잔존가치 계상 여부는 두 사업의 상대적 

타당성에 예민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지침의 변화를 정리하면, 「일반지침 1판」은 철도차량의 잔존가치에 대한 고려가 없었

다. 「일반지침 2판」은 분석기간의 종료년도에 철도차량의 잔존가치를 계상하여 편익으

13) 미국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의 비용 추정 및 평가 지침(2012)은 민감도 분석에서 

비용추정치를 재계산하기 위한 잠재적인 비용주도인자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 수명의 장단, 작업

부하의 양, 혼합 방식,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시설의 구성 변경, 사업 운영･배치 전략, 인플레이션

율･기술 승계로 인한 절약분, 개발 시간에 관한 대안적 가정, 성능 특성의 변경, 시험 요건, 노동요

율, 소프트웨어 규모나 재사용량의 증대, 사업의 범위 감소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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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반영하였고, 이후 「일반지침 4판」 부터는 분석기간의 종료년도에 음(-)의 비용으로 

반영하도록 변경하였다.

그러나 철도차량의 잔존가치는 여전히 제대로 계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일반

지침 4판」에서는 도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철도차량의 

잔존가치를 음(-)의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 2009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시행한 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를 살펴보면, 차량구입을 위한 대체투자

비와 차량의 잔존가치를 비용 분석에 반영한 경우는 조사대상 30건 중 13건에 불과했

다14). 결국 차량구입비관련 변경사항을 예비타당성조사 집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

하지 않아서 철도부문사업의 총비용을 과대계상 하는 일관된 경향이 있었다.

2. 정책적 분석

1) 지역낙후도지수 

낙후지역은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제반 여건의 불리로 인해 경제성장 과정에서 상대

적으로 개발이 부진하고 소득과 생활 및 문화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을 의미한다(국가

균형발전위원회, 2004). 낙후지역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유량(flow) 지표 및 저량

(stock) 지표, 투입 지표 및 산출 지표 등 그 성격 및 특징이 매우 광범위하므로 지역낙후

도지수 산정방식도 다양하다15). 이에 대해 이종연(2013)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낙후

도지수에서 사용하는 8개 지표의 대표성과 지표 간 가중치의 정확성에 대해 문제를 제

기하였다. 즉 2000년에 선정한 지표가 현재에도 지역 간 불균형도를 효과적으로 반영하

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각 지표가 제한적인 정보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표 간 가중치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송재복･안병철(2005)도 

16개 광역시･도 지역낙후도 연구에서 지역 간 낙후지표개발이나 지수산정이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4) 2009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시행한 철도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30건 중 잔존가치 계상 수

치를 표시한 사업은 9건이고, 잔존가치를 반영할 것이지만 구체적 수치를 밝히지 않은 사업이 4건

이다. 잔존가치 항목 자체를 누락하거나 미반영한 사업은 16건이고, 사업 내용상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사업이 1건이다. 조사 대상의 범위는 2008년에 개정한「일반지침 5판」을 적용하여 2009년 1월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한 철도부문 사업이다. 자원의 한계로 인해 2014년 3월까지 시행한 30

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15)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는 신활력사업 지원대상 선정에서 지역낙후도지수를 적용한다. 행정자치부의 

지역낙후도지수는 예비타당성조사와 달리 인구변화율, 인구밀도, GRDP 수준을 반영하는 소득세할 

주민세, 재정력지수로 산정한다(이순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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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서 보듯이 「일반지침 1판」은 지역낙후도 지표로서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제조업인구비율, 도로율, 평균대지가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170개 지자체의 각 지표별 

순위를 매긴 후 이를 합하여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하였다. 「일반지침 2판」은 기존의 

지표 중에 평균대지가격을 삭제하고 승용차등록대수, 인구당 의사수, 노령화지수, 도시

적 토지이용비율을 추가하여 총 8개 지표로 변경하였다. 지역낙후도지수 산정방식도 지

표간의 상대적 중요성의 크기를 측정하여 지표 간의 차이를 지수에 반영하도록 변경하

였다. 최근 지침인 「일반지침 5판」에서는 8개 지표를 그대로 유지하되 2005년 자료를 

기준으로 지역낙후도지수를 재산정하였다.

16) 지표간 가중치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한 AHP 기법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지역 개발

과 관련된 연구소 및 교수집단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고, 그 외에 국토도시계획학회 회원, 예비타당

성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KDI연구책임자, 지역정책과 관련된 한국정책학회원 등을 포함하였

다.

「일반지침 1판」 「일반지침 2판」 「일반지침 3판」 「일반지침 4판」 「일반지침 5판」

지
표

인구증가율 o o o o o

재정자립도 o o o o o

제조업
종사자비율

o o o o o

도로율 o o o o o

평균대지가격 o ･ ･ ･ ･
승용차

등록대수
･ o o o o

인구당 의사수 ･ o o o o

노령화지수 ･ o o o o

도시적 
토지이용비율

･ o o o o

지표 개수 5개 8개 8개 8개 8개

지역낙후도 지수･순위 
산정 방법

지표 단순합
지표간 

가중치16) 
반영

- 2002년 기준 2005년 기준

지역낙후도 
평가 대상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시･도)

지자체 수 170개 170개 170개 170개 168개

자료: 「일반지침 1판」~「일반지침 5판」의 재구성

<표 4> 지역낙후도지수 일반지침별 변경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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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침 5판」은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이 정책담당자의 선험적 판단 또는 전문가의 

의견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이 적절한가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미흡하다고 서

술하였다. 또한 지역낙후도지수를 개선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표의 조합을 

추출하려 시도했으나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개선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현행 지역낙후도지수를 기준년도만 갱신하여 사용하는 것은 전술한 이종연(2013)

의 연구에서 지적한 문제점들, 즉 지역낙후도지수 8개 지표의 대표성 문제와 지표 간 

가중치의 정확성 문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이다.

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정책의 일관성은 서로 다른 정책들이 상호 조화를 이룬 총체적 상태를 일컫는다

(Foray & Lundvall, 1998). Sabatier & Mazmanian(1980)은 정책의 일관성이 집행자들로 

하여금 정책과정에서 무엇이 바람직한지를 인식하게 하므로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중요한 요건이라 하였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은 정책대상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 

신뢰를 형성하는 효과가 있다(Mishra, 1996). 반면에 정책의 비일관성은 공적 신뢰의 손

상, 불명확성의 초래, 사회적 갈등의 조장 등을 야기한다(Picciotto, 2004)17). 종합하면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개념은 지역선호도나 심사당시의 시류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당히 주관적이며 복합적인 것이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이러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를 한두 가지 지표나 그 조합으로 평가하거나 측정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표 5>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일반지침 1판」은 지역 선호도 및 추진의지를 평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업지역 지자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베이를 실시하여 선호도를 

집약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일반지침 2판」은 정책의 일관성 항목을 신설하고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관성을 평가하였다. 「일반지침 4판」은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의 분석뿐만 아니라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처와 정책방향이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사업추진 부처의 추진의지･계획의 구체성･인력 및 재원의 투입정도 등 사업추진의 구체

성을 점검하는 사업의 준비 정도 항목을 추가하였다.

17) 일례로 채원호･손호중(2004)의 연구는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입지결정 사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변경, 현금보상 방침의 철회, 주민투표실시에 대한 정부 입장변화 등 정부의 비일관적 태도가 

주민들의 불신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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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침 1판」 「일반지침 2판」 「일반지침 3판」 「일반지침 4판」 「일반지침 5판」

평가
항목

-
상위･관련계획과

의 연관성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 의지지역의 선호도 및 

추진의지
지역의 선호도 및 

추진의지

자료:「일반지침 1판」~「일반지침 5판」의 재구성

<표 5>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의 평가항목 지침별 변경과정 

그러나 본질적으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항목은 평가의 원천적 불가능성이 존

재한다. 주관성이 다분하고 정치･경제･사회적 고려와 과잉정치화 및 과잉민원화가 과도

한 항목이기 때문에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지침의 적용과정에서 실무적으로는 적극적인 평가가 어렵게 될 것이며, 그 결과 항목의 

실효성도 높지 않을 것이다. 이미 작성된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항목이 사업의 시행여부에 적극적으로 반영된 사업은 거의 찾아보

기 어렵다18).

3)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위험(risk)은 원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Atheam & 

Prichett, 1982). 위험은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이므로(Green & Serbein, 1983),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효과적인 변화 관리, 효율적인 자원 사용, 혁신의 지지 제고 등을 위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통제하는 위험관리가 필요하다(이윤빈･윤지웅, 2014). 사업추진

상의 위험 요인은 다양하게 유형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김상귀 외(2005)는 위험의 조직

적 수준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사업 전 위험과 사업 후 위험(운영 위험)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인 사업 전 위험으로는 기획 위험, 일정 위험, 기술 위험, 재무 위험 등이 있고, 

사업 후 위험으로 평판 위험, 인적자원 위험, 성과배분 위험 등이 있다.

지침의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일반지침 1판」에서는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으로 국

18) 2014년과 2015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55건 중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공개된 53건을 분석한 

결과, 정책 일관성 및 추진의지 항목을 지적받은 사업은 29건(55%)이었다. 하위항목으로 나누어 보

면 ‘사업의 준비 정도’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업이 23건이고,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

치성’이나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가 부족한 사업은 6건이다. 그러나 이러한 29건 중에서 22건은 

정책 일관성 및 추진의지 항목이 미흡했음에도 사업의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종합되었다. 나머지 

7건은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평가되어 종합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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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원의 적합성과 민자유치 가능성을 평가하였고, 환경성에 대해서는 연구의 필요성만

을 언급하였다. 「일반지침 3판」은 환경성 항목에서 사전환경성 평가의 방법을 추가하였

다19). 「일반지침 4판」에서는 사업추진상의 위험에서 국고지원 적합성 항목을 제외하였

으며, 환경성 평가를 모든 사업에 대해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민원 발생가능성을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가 아닌 ‘환경성’에서 

평가하도록 변경하였다. 가장 최근의 「일반지침 5판」은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환경성, 

계획 및 추진방식의 적정성, 기술적 타당성, 민원･외교･국방 등을 위험요인으로 제시하

였다.

위험요인 자체가 불확정적인 변수이므로 지침의 변경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을 시

급하게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지침의 세부내용과 관련해서 지역민원 발생가

능성을 ‘환경성 평가’에서 분석하는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즉, 사업 부

문에 따라 지역민원이 환경문제로 인한 것인지 또는 다른 원인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명

백히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댐 건설과 같은 사업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주거이주문제 등이 복합적인 민원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소위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민원 발생가능성을 일괄적으로 ‘환경성 평가’의 하위 항목으로 두는 것은 적절

하지 않다.

4) 사업특수 평가항목

사업특수 평가항목은 평가방법의 지나친 일반화로 인해 사업의 특수한 성격을 간과하

지 않기 위해 설정한 항목이다(KDI, 2001).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경제성 또는 정책적 

분석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특수 평가항목을 설정하였다. 문제는 

사업특수 평가항목의 도입이나 구체적인 항목들의 선정이 적절하지 않다면 오히려 예비

타당성분석의 보편적인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업특수 평가항목은 

선택적 항목이므로 특수성이 강한 사업의 경우 이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에 따라 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특수평가의 도입여부와 그 세부항

목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표 6>에서 보듯이 「일반지침 3판」은 정책적 분석을 기본평가항목과 특수평가항목으

로 분류하고 사업특수평가항목의 범주를 처음으로 세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민원･외

19) 사전환경성 평가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대상 사업이 발생시킬 환경적 영향을 각각 항목별로 가능한 

광범위하게 예측하여 기술하되 조사팀의 판단에 따라 평가 항목이나 내용을 적절히 가감하도록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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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국방 등의 위험요인, 타 사업과의 중복, 형평성, 비계량편익 등의 기타 항목으로 나누

었다. 「일반지침 4판」에서는 기존의 기본평가항목이었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함께 사업특수항목을 정책적 분석 항목의 4개 

중분류 항목으로 재편성하였다.

「일반지침 3판」 「일반지침 4판」

정책적
분석
평가
항목

중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평가항목

기본
평가항목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균형발전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낙후도 형평성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재원조달 가능성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사업의 준비 정도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계획 및 추진방식의 적정성

기술적 타당성
사전환경성 평가

민원･외교･국방 등의 위험요인

사업특수
평가항목

민원･외교･국방 등의 위험요인

사업특수
평가항목

국고지원의 적합성
비계량편익

비계량 편익/부가효과
타 사업과의 중복

타 사업과의 중복형평성

<표 6> 정책적 분석 평가항목의 비교 

자료: 「일반지침 4판」p. 106의 ‘사업특수평가항목의 범주화’ 표의 재구성

사업특수 평가항목의 문제점을 논의하면, 항목 분류가 중복된 예로 ‘민원･외교･국방 

등의 위험요인’이 있다. ‘외교와 국방’은 사업특수 평가항목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

이나, ‘민원’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과 사실상 중복된

다.

또한 세부항목 중에서 내용상 적절하지 않은 항목으로, ‘국고지원의 적합성’의 경우는 

「일반지침 3판」에서 재원조달 가능성의 평가항목으로 편성했던 것을 특별한 근거가 없

이 특수평가항목의 범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 내용은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 평가

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할 대상사업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 이미 분류되었어야 할 항목이기 때문이다. ‘비계량편익/부가효과’는 경제성 분석의 

편익 항목에서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편익을 계량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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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효과분석 등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 수없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이

다.

5) 환경성 평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환경성을 평가하는 목적은 주무부처가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문

제 발생가능성을 미리 파악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단계

에서 심도 깊은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KDI, 2004).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는 구체적 사업 정보가 없는 사업시행 이전에 수행하므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

향평가20)에 비해 환경문제 및 그로 인한 피해를 분석하는 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최

미희, 2004).

지침의 변천을 살펴보면 「일반지침 1판」은 환경성 평가의 필요성만을 언급하였고, 

「일반지침 3판」은 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 모든 사업에 대해 사전환경성평가가 체계적

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명시하였다. 다만 ‘환경영향이 해당사업의 추진여부에 결

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전문가 자문 혹은 사전협의 등의 간접적 

방법을 통해 이들의 영향을 사전검토토록 하였다. 「일반지침 4판」에서는 ‘향후 환경문제 

발생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한하여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성 평가의 사전 검토 대상의 선정은 매우 자의적인 판단에 종속될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회피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다. 환경 영향이 매우 중대하게 나타

날 수 있는 사업이 환경성 평가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2006b)에 따

르면 도로사업은 선형사업이므로 어느 한 구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구간만 제외하고 

다른 구간에 대해서 먼저 사업을 착수하는 일이 많다. 따라서 사업자가 임의로 문제되는 

구간을 절단하여 해당 구간이 환경성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0) 환경영향평가는 인간 활동에 따른 환경영향을 미리 분석･예측･평가함으로써 인간의 행동방향을 합

리적으로 결정하도록 계획의 수립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도구로 정의된다(Weston, 1997). 각종 개

발계획 및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

고 그에 대한 저감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김일중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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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평가

1) 종합평가 방식 

(1) 다기준 분석을 위한 AHP 기법 도입

Saaty가 개발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은 복잡하고 비구조화된 문제

들을 하위구성요소들로 분해하고 각 계층내의 구성요소들을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가중

치를 이원비교 방식(pairwise comparison method)으로 할당하여 전체 요소들에 대한 

복합가중치를 계산하는 기법이다(Saaty & Vargas, 1980). AHP는 의사결정자의 비일관

성까지 고려하는 의사결정분석방법론이며(Harker, 1989), 다기준 의사결정과 같은 복잡

한 의사결정에서 불확실성의 오류를 피하고 체계적인 대안비교 및 분석이 가능하게 하

므로(김복태･김대진, 2015), 복잡다양한 정부사업을 다루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종합평가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AHP 기법을 수행할 때에는 어의적 표현과 수치적 표현의 

불일치(Belton, 1986), 평가척도 구간의 불균등성(Salo & Hamalainen, 1997), 대안 평가

의 순위역전(Belton, 1983) 등의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권태형, 2007).

종합평가 방식에 대한 지침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일반지침 1판」은 종합평가 방안

으로써 다중기준으로 평가된 결과들을 보고서에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조사팀의 종합의

견을 주관적으로 개진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일반지침 2판」에서 AHP 기법의 도입에 

대해 논의하였고, 「일반지침 3판」은 AHP의 평가자가 일관성 있는 판단을 내렸음을 검증

할 수 있는 ‘일관성 지수’를 도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비일관성비율(일관성 지수/무작

위 지수)의 최대허용치를 0.15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응답자에 대해서는 검토

(feedback)과정을 거쳐 응답의 일관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그러나 AHP 기법은 수행단계에서 설문조사 대상이 되는 평가자의 구성에 따라 세부 

평가항목의 가중치가 달리 부여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평가자가 부여하는 평가항목

에 대한 가중치는 사업부문의 유형, 평가자의 소속, 사익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21). 그러므로 의사결정자 집단을 구성할 때에는 다양한 전문성과 이해관계를 가진 집

단을 선별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평가자의 구성은 사업 추진여부가 바

뀔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종합적이며 객관적 평가를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평가자

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AHP의 구체적인 적용과 관

련된 보다 세부적인 토론은 후술한다.

21) 고길곤(2006)은 정책적 분석의 기본평가항목 요소에 대한 가중치 부여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사업부문, 정책분석가의 소속, 정책분석가의 투자 분석에서의 역할에 따라 

사업평가에 부여하는 가중치가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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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문별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 변화

지역균형발전은 헌법 전문과 제120조, 제122조, 제123조에 따른 헌법적 가치이며, 현

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통해 낙후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의 효

과가 큰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여 지역 간 불균형상태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KDI, 2001). 그러나 지역균형발전과 같은 추상적인 평가항목은 정량적 평가가 쉽지 

않고, 평가자별로 동일한 절대 영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Belton, 

1983). 따라서 평가자별로 판단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권태형, 2007).

<표 7>에서 보듯이 「일반지침 1판」에서는 사업부문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전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의 사전가중치는 15~25%였다. 「일반지침 5

판」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전가중치를 적용하였다. 2009

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8조(종합평가)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 부문의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의 상한선을 기존 25%에서 30%로 상향조정하였고, R&D･정보화 사업

과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22)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를 삭제하였다.

(단위 : %)

「일반지침 1판」~「4판」 「일반지침 5판」

사업유형 분류없음 건설부문 R&D, 정보화사업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평가
부문

경제성 분석 40 ~ 50 40 ~ 50 30 ~ 50 25 ~ 50

정책적 분석 25 ~ 35 25 ~ 35
50 ~ 70

(기술성 포함)
50 ~ 75

지역균형발전 분석 15 ~ 25 15 ~ 30 - -

자료:「일반지침」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의 재구성

<표 7>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부문별 가중치 범위 지침별 변경과정

그러나 비투자 재정 부문 중 사회복지, 보건, 교육 부문 사업들의 경우 그 목적상 지역

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조차 가중치를 두지 

않는다면 지역균형발전의 요인을 지나치게 경시한다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비

투자 재정, R&D, 정보화 부문 사업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의 보다 적극적인 도입에 대

해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 

22)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기타 비투자 재정 부문 사업은 중기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

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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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HP 기법 적용

(1) AHP 평가자 구성

AHP 모형은 역수성이라는 기본 공리 때문에 평가자들 간의 평가능력이 동등하게 설

정되어 있으므로 평가자의 능력에 따라 판단결과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평가치를 통합하

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조근태, 2002). 예비타당성조사의 종합평

가는 양자택일적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평가자별 평가의견, 평가자 간 의견 차이의 발생

원인 등을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한다. 따라서 소규모 평가자 집단일수록 개별 평가자의 

역량과 선호가 중요하다. 고길곤(2006)의 연구에 의하면, 연구책임자 집단은 비책임자 

집단에 비해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적 측면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지침 4판」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종합평가시 AHP 평가자 집단 규모를 기존의 

3~4명에서 더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 부문별 전문가이면서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

할 수 있는 ‘외부 검토위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AHP 평가에 참여하게 하였다. 이후 2012

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가이드라인에서는 AHP 평가 수행 연구진 자격기준에 대해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2012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AHP 평가자 구성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해관계자를 배제할 경우에는 대

상 사업에 가장 관심 있고 해박한 전문가마저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적절한 외부 검토

위원을 탐색하여 회의 등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이러한 

외부 검토위원이 평가자 구성에 포함되더라도, 외부검토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자들

이 자신들의 내부적인 의견 또는 폐쇄적인 정보 교류에 기초하여 평가를 사실상 주도할 

우려가 상존한다.

또한 AHP 평가자의 총인원이 늘어났지만 AHP 평가자 중 사실상 연구내부자라 할 수 

「일반지침 1판」 「일반지침 2판」 「일반지침 3판」 「일반지침 4판」 「일반지침 5판」

AHP
평가자
집단

연구책임자 1인 1인 1인 1인 1인

연구팀
수요분석팀 1인 1인 1인 2인 2인

사업비분석팀 1인 1인 1인 2인 2인

KDI 관리 인력 1인 1인 1인 2인 2인

외부 검토위원 - - - 1인 1인

총 규모 3~4인 3~4인 3~4인 7~8인 7~8인

자료: 「일반지침 4판」 p. 350 표의 재구성

<표 8> AHP 평가자 구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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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연구책임자와 KDI 관리 인력의 비중은 변함없이 85%를 상회한다. 조사결과의 객

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부인력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된다.

Ⅴ. 결론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9>와 같다.

유형
이슈(문제가 드러난 
지침이나 적용 사례)

개선방안

Ⅰ, 제도 자체가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용지보상비 산정기준 재무성 분석의 항목으로 전환

사회적 할인율의 사업부문별 
차등적용

개별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차등적 
할인율 적용

Ⅱ. 지침에서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제도에 
실질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경우

비용편익분석의 
소득분배 고려

지역낙후도평가와 별개로 소득분배를 추가 반영

공적자본의 한계비용(MCF) 
반영

공적자본의 한계비용 수치를 산정하고 경제성 
분석에 반영

부문별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 변화

비투자 재정, R&D, 정보화 부문 사업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반영

Ⅲ. 제도에는 도입하였으나
지침이 적절치 않거나 
내용이 미비한 경우

비용편익분석의 잠재가격 잠재가격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례 제시

지역낙후도지수
지수의 대표성과 지표 간 가중치의 정확성을 

고려한 지수 개선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민원 발생가능성의 중분류 

항목 변경

사업특수 평가항목
항목 분류가 중복되거나 내용상 적절하지 않은 

항목을 수정･보완

환경성 평가
향후 환경문제 발생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판단기준 제시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Ⅳ. 지침에는 도입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행 과정에서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

철도차량의 잔존가치 계상 경제성 분석과정에서 실질적인 적용 및 감독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측정방법의 구체적 제시 또는 평가항목 변경

<표 9> 연구의 주요결과: 유형별 지침 및 적용 사례와 개선방안

첫째, 제도 자체가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로는 용지보상비 산정기준과 사회적 할

인율의 사업부문별 차등적용이 있었다. 용지보상비는 단순이전에 해당하지만 총사업비

의 일부로 산정하여 용지보상비가 낮은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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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문제가 있었다. 사회적 할인율은 인하하면 대부분의 사업의 경우에 편익이 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대계상 되어 비용편익분석에 유리하므로 수자원부문 사업에만 사회

적 할인율을 차등적용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둘째, 지침에서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제도에 실질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있

는 경우로는 비용편익분석에서의 소득분배 고려와 공적자본의 한계비용, 부문별 지역균

형발전 분석 가중치 변화가 있었다. 소득분배 고려의 필요성은 지침에서 이론적으로 논

의하였지만 실제 제도에서는 소득분배의 고려를 도입하지 않았다. 공적자본의 한계비용

은 수치를 1로 고정하였는데, 수치를 높여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부문별 지역균형발

전 분석 가중치는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의 종합평가에서 삭제하여 지역균형발전의 

요소를 지나치게 경시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셋째, 제도에는 도입하였으나 지침이 적절치 않거나 내용이 미비한 경우로는 비용편

익분석의 잠재가격, 지역낙후도지수,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사업특수 평가항목, 환경

성 평가, 민감도 분석, 다기준 분석을 위한 AHP 기법 도입, AHP 평가자 구성이 있었다. 

비용편익분석의 잠재가격은 국내가격을 제시하여 잠재가격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

였고, 지역낙후도지수는 지수 산정 기준과 지표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었다. 사업추진상

의 위험 요인에서는 항목 구성에서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민원 발생가능성을 환경성 평

가의 하위에 두었다는 점이 적절치 않았다. 사업특수 평가항목은 항목 분류가 중복되거

나 내용상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환경성 평가에서는 사전 검토 대상 사업의 개

념이 불명확하여 회피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민감도 분석은 지침에서 분석 대상 

및 필요 범위 등 민감도 분석 기준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다기준 분석을 

위한 AHP 기법은 그 방법론의 특성상 평가자의 구성에 따라 세부 평가항목의 가중치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는데, 지침의 AHP 평가자 구성에서는 연구내부자의 비중이 85%를 

상회하고 있어서 조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넷째, 지침에는 도입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

에는 철도차량의 잔존가치 계상과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가 해당하였다. 철도차량

의 잔존가치는 음(-)의 비용으로 반영하도록 지침을 개정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는 측정이 주관적이고 정치･경제･사회

적 고려가 과도한 항목이라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적극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

었다.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자 한다. 먼저 제도 자체가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 용지보상비와 사회적 할인율의 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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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별 차등적용은 특정 사업이 경제성 분석결과에서 유리하도록 하여 특정이익을 보호하

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용지보상비를 재무성 분석의 항

목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할인율은 필요한 경우 개별 사업에 대해 차등적 할인율을 적용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론을 제도에 실질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비

용편익분석에서의 소득분배, 공적자본의 한계비용, 부문별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의 

경우에는 행정편의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해당 이슈를 제도에 실질적으로 도입하거나 

현실적인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해야 한다. 지침의 내용이 적절치 않거나 미비한 다수의 

이슈들은 지침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의 변화가 제도의 개선을 가져오지 

않았다. 지역낙후도지수,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사업특수 평가항목, 다기준 분석을 위

한 AHP 기법은 산정기준이나 대표성 등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침의 수정 및 보

완이 필요하고, 비용편익분석의 잠재가격, 민감도 분석은 내용이 미비하다는 문제가 있

으므로 지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침이 실행 과정에서 적

절히 반영되지 않은 철도차량의 잔존가치 계상과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의 경우는 

실무적으로 반영되도록 지침을 보완하거나 모니터링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그간의 지침 변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슈 선정에 다소의 제한이 있다

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슈에 따라서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으나 경제

성 분석에서 정책적 분석, 종합평가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슈를 제도 전체의 차원에서 

논의했기 때문에 쟁점을 간결하게 드러내는 데 그쳤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문제점 및 

함의에 대해 보다 정교한 논의가 향후에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신규 사업의 투자 타당성을 합리적으로 검증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

록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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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Validity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Focused on General Guidelines

Tae-Yun Kim & Ye-Jin Cho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were introduced to evaluate the validity of new large scale 

government projects and have changed in consistency with revisions of the “General Guidelines 

for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which defines the methods and standards for conducting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Existing research on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has focused 

on specific project areas or implementation issues. This study analyzed the theoretical, 

institutional, and implementation issues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to assess the 

comprehensive validity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The related literature is reviewed along with the general guidelines, first published in 1999 

and revised four times, and major challenges were identified related to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Then, challenges were divided into four topics: 1) the problems with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inconsistent with theories; 2) the problems with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inconsistent with the guidelines; 3) the problems with the guidelines’lack of necessary 

contents; 4) the problems with implementing proper guidelines. Lastly, theoretical issues and 

problems related to each topic are discussed and policy implications suggested.

【Keywords: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General Guidelines, Economic Analysis, 

Cost-Benefit Analysis, A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