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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

단일 뿐만 아니라 공공, 민간 및 시민 사회의 연대를 촉진하고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된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의 민간투자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

해왔을 뿐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 관계

를 구축하는 데에는 미흡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민간

투자제도와 민간투자사업을 협력적 거버넌스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제도에 나타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형을 기

술관료주의에 기반한 협의모델과 다원민주주의에 기반한 협상모델로 구

분하고, 협의모델로서 한국의 민간투자제도, 협상모델로서 영국의 민간투

자제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Emerson et al.(2012)의 협

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토대로 한국과 영국의 민간투자에 나타나는 협력

적 거버넌스를 제도적 측면과 과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구체

적으로는 두 나라의 민간투자제도와 민간투자사업에서 나타나는 이해관

계자의 범위와 참여자 간 상호작용의 차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및 협력적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 한국과 영국의 민간투자제도에 나타난 협력적 거버

넌스의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에서는 사업 추진의 모

든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가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

되어 있지만 한국에는 사업의 계획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관련된 규정

이 미비하다. 둘째, 영국과 한국의 입찰공고에 공개되는 정보의 양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영국에서는 정보 공개 과정에서 상호작용이 활발한 반

면, 한국에서는 정보 공개의 방식 및 상호작용이 일방적이다.  

과정적 측면에서 영국의 미드랜드 메트로폴리탄 병원(MMH) 사업과 

한국의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

타난 협력적 거버넌스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진동력 측면에서 살펴보면, MMH 사업에서는 지역 의료체계 

재개편이라는 뚜렷한 사업 목적과 주무관청의 리더쉽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하에 협력적 거버넌스가 작동하였다. 그러나 이천병

원 BTL 사업은 공공의료체계의 취약성이나 지방의료원의 만성 적자 등

에 대한 대책없이 시설 개선만을 목표로 추진되었고 정치적 영향으로 주

무관청의 리더쉽이 약화되어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성되기 어려웠다. 

둘째, 협력적 역학 측면에서 살펴보면, MMH 사업에서는 주요 의사결

정 단계마다 원칙적으로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성되었으며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반면, 이천병원 BTL 사업에서는 협력

적 거버넌스보다는 주무관청의 재량과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의사결정

이 이루어졌으며 참여자 간의 교류는 미미했다. 

셋째, 협력적 거버넌스의 결과, MMH 사업은 체계적인 협력적 거버넌

스를 통해 추진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

다. 반면, 이천병원 BTL 사업은 의사결정 과정의 협력적 거버넌스는 미

흡했으나 일부 시공 민원 외에는 큰 문제없이 준공 예정이다. 

위의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공식적·체계적 사업계획 단계의 유무가 이해관계자의 참

여 여부와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협력적 거

버넌스를 통해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업계획절차

와 이해관계자의 참여 관련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 목적이 이해관계자의 참여 수준과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성

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의사결정의 질을 높

이기 위해서는 사업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의사결정의 

범위와 이해관계자의 범위도 세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셋째, 주무관청의 리더쉽이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사업의 추진단계마다 적절한 거버넌스를 구성하

고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리더쉽이 필요하다. 리더쉽

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설정되고 인력과 예산이 충

분히 배정되어야 한다. 



넷째, 이해관계자의 참여 방법이 협력적 거버넌스의 참여자 간 동등한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동등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

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

식을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주무관청과 입찰참여자의 상호작용이 절

차의 투명성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절차의 투명성

을 확보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가급적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의제기를 허용하는 등 상호작용을 강

화해야 한다. 

여섯째, 지식의 생성과 공개 수준이 협력적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친

다. 민간투자사업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추진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추

진과정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진과정에서 생산된 

정보를 포함한 사업추진 보고서가 작성 및 공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제도와 실제 추진된 사업을 유기적인 관점에서 함께 분석했다는 의

의가 있다. 반면,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형에 사업 추진 실패에 대한 경

험, 신뢰와 갈등 수준 등과 같은 인적 요소 및 개인과 기관의 상호의존

성이나 위계질서와 같이 외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요소를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해준다. 본 연

구를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요인과 과정

적 요인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모든 사안을 협력적으로 해결했다고 해서 

사업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을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협력적 거버넌스는 참여 범위와 논의 대상을 유연하게 구성한

다면 계층적·중앙집권적 의사결정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

로서 향후 활용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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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 세계 각국의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와 예산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자본과 경영기법을 활용하고 있다(The 

World Bank, 2018). 우리나라도 1994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7년까지 700건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이 추

진되었다(KDI, 2018). 그 동안 민간투자사업은 재정의 부담을 덜고 사

회기반시설을 조기에 제공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해왔

다. 반면, 초기 사업에 대한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 부정확한 수요 예

측, 높은 사용료 등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의 완전한 정부소유와 민영화의 중간적

인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은 이념적으로 국가가 모든 공공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공사업에도 시장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히는 지점에 위치한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사업 참여를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 수익이 확보되어야 하며, 사

용료를 재정시설1)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지원이 수반

되어야 한다. 그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의 수익성과 시설의 공공성 

간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지속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진다(김성수, 2009). 

그 결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념 간 대립, 수익성과 공공성 간 대립은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국내 민간투자는 거시경제, 재정 여건, 정책 방

향, 사회여론 등에 의하여 확장과 축소를 반복해왔다. 이러한 민간투자

의 양상은 세계 각국에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Kelin, 2015).2) 민간투자사업은 전세계적으로 1990년대 이후 급속히 

1) 전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도로, 철도,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를 운영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Klein, 2015).

2) 전 세계적으로 중저소득 국가의 경우 민간투자가 전체 인프라투자의 약 20%를 차지



증가하였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감소추세이며 국가별로 차이가 있

지만 평균적으로 공공시설분야 총 재정지출의 15~25%를 차지하고 있

다(Klein, 2015, 5p.). 이처럼 민간투자사업은 상반된 평가와 이념 간 

갈등, 수익성과 공공성 간 대립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사회기반시

설을 공급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제는 민간투자 규모의 확대와 축소에 대한 논쟁을 넘어서 민간투자

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다. 민간투자는 공공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공공, 민간 및 시민 사

회의 연대를 촉진하고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된다. 즉, 

민간투자는 단순히 경제적·재정적 측면에서 정부와 민간의 기능을 배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 협력을 통해 정부와 민간의 시너지 효

과를 발현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김성수, 2017). 따라서 공정하

고 투명한 민간투자 제도의 틀을 만드는 것은 한 사회 내에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The 

World Bank, 2018, 17p.). 이러한 민간투자의 실질적 역할과 정치적 

거버넌스로서의 의미를 고려할 때 한 사회에서 민간투자제도가 원만하게 

자리잡고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제도 설계와 정치적 합의가 

수반되어야 한다.3)(UNECE, 2008)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제도는 그 동안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사

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왔을 뿐 사업의 공공성과 투

명성을 유지하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미흡하

였다. 정부와 민간은 여전히 수직적인 갑을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

으며, 소통과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보다는 각자의 권리와 의

무를 규율하는데 급급하다(조응래 외, 2000; 김광수, 2009; 김성수, 2017). 

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민간투자가 총 정부지출의 약 12%를 차지한다(OECD, 
2011; Klein, 2015).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에 67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4.2조
원이 집행될 계획이며 이는 SOC 분야 재정투자 규모 약 19.0조원의 약 22.1% 수
준이다(기획재정부, 2018).

3) 한 국가의 민간투자제도는 도입된 후 완전히 자리잡을 때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며 
발전한다. 도입 단계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제도적 틀 내에서 시범적으로 소수의 사업
이 추진되며 마지막 성숙 단계에 이르러서야 복잡한 위험분배, 고도의 금융기법, 정
치적 합의 등이 이루어져 비로소 완전한 민간투자 체계가 완성된다(UNECE, 2008)



민간투자제도의 공공성과 투명성 개선에 대한 요구는 2000년대 중반

부터 제기되어 왔다(주재현, 2006; 김광수, 2009; 권경현, 2011; 박민

정, 2012; 길준규, 2014; 김성수 외, 2014; 박수진, 2018). 특히, 정부

와 민간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 주민과 다양한 이

해관계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  

그러나 그 동안의 연구에서 제시된 해결책은 상호 신뢰 구축, `주민 

참여 절차 마련, 정보 공개 등 추상적인 정책 방향이나 사용료 관리제도 

및 사후 적격성조사 도입, 분쟁관리기구 설립 등 단편적인 대책에 불과

한 경우가 많다. 즉,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된지 25년이나 지났음에도 불

구하고 제도 내에 협력적인 관계가 정착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은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민간투자제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참여자 간 협력적 관계

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정책적 의사결정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김유환, 2004).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참여자들

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의사결정하는 매커니즘”(김명

주, 2016)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조달, 정치적 지지 획득, 상

호신뢰 구축, 경쟁력 강화 등을 가능하게 한다(UNECE, 2008).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는 대의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참여민주주의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해결 방식의 정당성까지 확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채종헌 외, 2008).

국제기구에서도 민간투자제도 내 협력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인정하

고 있다.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민간투자사업에 바람직한 거버

넌스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UNECE, 2008)하였으며 세계은행

에서도 민간투자제도를 평가할 때 투명성과 거버넌스 요소를 중요한 항

목으로 다루고 있다(The World Bank, 2013). 

세계은행(The World Bank)에서 2018년에 전세계 135개국의 민간

투자제도를 평가한 결과, 가장 높은 수준의 민간투자제도를 운영하는 국



가는 영국과 호주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The World Bank, 2018). 영

국의 민간투자(PFI)제도는 사업기간의 단축, 재정 효율 향상, 사업 참여

자 및 시설이용자의 만족도 등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동

안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의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

다(옥동석 외, 2000; 함정림 외, 2004; 주재현, 2006; 주재홍, 2007; 

황창용, 2010b; 최석준·이지혜, 2011). 2016년에는 영국의 협상절차 

중 하나인 경쟁적 대화 제도가 국내에 도입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민간투자제도에 아직까지 공공성, 투명성, 협

력적 요소 등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근본적인 원인은 우

리나라가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표방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제도 내에 민

주적 질서가 공고하지 못하기 때문(이숙종, 2006)으로 볼 수 있다. 반

면, 우리 사회가 전통적인 관료제 문화와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 등으로 

인해 자율적 참여를 중시하는 서구 사회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견해

(장현주, 2009)와 시민 참여의 유형에 따라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형도 

달라진다는 주장(채종헌 외, 2008)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실제 효과에 대한 의문(채종헌 외, 2008; 김명주, 2018)과 

협력적 거버넌스의 한계(양세진, 2011) 및 관리의 어려움(이명석, 

2009)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제도에 나타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형을 

고려하여 사업추진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참여자 간 상호

작용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형별로 이

러한 특성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 및 사업추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민간투자제도 내에 협력적 거버넌

스 구축의 필요성을 논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참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고 사회자본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적 거버

넌스가 중요하다는 점은 널리 인정되고 있지만, 실제 어떤 요소가 협력

적 거버넌스의 집행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Koontz & Newig, 2014). 특히, 국가별 제도의 특성과 문화적 차이가 

협력적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로 민간투자제도에 나타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

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참여자 간 상호작용의 차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과 영국의 민간투자제도 및 민간투자사업이다. 

한국과 영국의 민간투자제도는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

사한 법제과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소관부처가 재무부인 점, 정책

과 사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있는 점, 사업의 타당성 및 위험 평가 

기법  등 여러가지 공통점이 있다. 영국은 한국에 비해 전통적으로 토론

문화가 발달하였으며 사업추진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민간사업자의 참

여가 활발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제도 개혁을 통

해 투명성과 협력을 강조한 PF2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2018년 현

재 영국의 민간투자제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The World Bank, 

2018)되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민간투자제도와 비교할 

대상으로 영국의 민간투자제도를 선정하였다. 

실제 민간투자사업의 사례로는 한국의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사업과 

영국의 미드랜드 메트로폴리탄 병원(Midland Metropolitan Hospital) 

사업을 선정하였다. 의료시설사업의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가 다양하여 참여자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적합하다. 또한, 향후 국내 의료시설 민간투자사업

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를 내용적, 시간적, 공간적으로 한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적 범위는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제도와 민간투자사업 및 영

국의 민간투자제도와 민간투자사업으로 한정한다. 

둘째, 시간적 범위는 민간투자제도의 경우에는 현재 시행중인 제도에 

한정한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추진기간을 범위로 한다. 

셋째, 공간적 범위로는 우리나라와 영국으로 한정한다.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민간투자제도에 나타난 협력의 요소와 

실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살펴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과 영국의 민간투자제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문헌조사 방

법을 사용한다. 한국의 자료는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규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한다. 

영국의 자료는 영국 재무부의 녹서(The Green Book)와 PF2 가이드라

인, 공공계약규정 등을 활용한다. 민간투자제도의 평가 항목과 기준은 

세계은행(The World Bank)의 2018년 민간투자 보고서(Procuring 

Infrastructure Public-Private Partnership Report, PIPPP)와 공개된 데

이터를 활용한다. 

둘째, 한국과 영국의 민간투자사업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문헌조사 및 

면접조사 방법을 사용한다. 한국의 자료는 보건산업진흥원, 공공투자관

리센터의 사업 관련 보고서를 활용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관련자에

게 면접 조사를 수행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기사DB인 빅

카인즈(Bigkinds)의 자료도 활용한다. 영국의 자료는 사업추진단계마다 

공개된 사업보고서(Business Case)를 활용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 부분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대상 및 범위, 

연구의 방법 및 구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2장은 연구의 이론적 틀을 제공하기 위한 장으로서 민간투자의 

개념과 선행연구,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과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 본

다. 그리고 제도 분석을 통해 한국과 영국의 민간투자제도의 협력적 거

버넌스 유형을 구분해 본다. 

제3장에서는 본격적인 연구 수행에 앞서 연구를 설계한다. 연구의 

문제와 연구 가설을 수립하고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의 틀을 

설정한다. 분석 모형에 포함된 변수에 대해서도 정의한다.

제4장에서 한국과 영국의 민간투자제도에 나타난 협력적 거버넌스

를 이해관계자의 참여, 추진절차의 투명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에 나타난 협력

적 거버넌스를 분석의 틀에 따라 추진동력, 협력적 역학, 협력적 행동으

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한다. 

제6장 결론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민간투자제도 및 민간투자사업 추

진과정에 나타난 협력적 거버넌스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고 이론

적·정책적 시사점과 연구의 의의 및 한계를 짚어본다.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의 틀 설정

제도적 요인

이해관계자의 참여
추진절차의 투명성

민간투자제도의 
협력적 거버넌스  비교 분석

한국 제도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영국 제도

녹서(Green Book), PF2 정책,
공공계약규정 등

민간투자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비교 분석

한국 사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영국 사례

Midland Metropolitan 
Hospital PF2 Project

결론

요약 및 시사점

과정적 요인

추진동력
협력적 역학 
협력적 행동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제도 비교

제1절 협력적 거버넌스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의 거버넌스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대중적

인 개념이 되었다(Hall & O'Toole, 2000, 2004; McGuire 2006; 

Ansell & Gash, 2008; Innes & Booher, 2010; Scott, 2015). 그러

나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개념은 연구자들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며 신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등 불리는 명칭도 다양하다. 

Huxham(2000)은 행위자 중심의 입장에서 다른 조직들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작업해야 하는 사람들이 행위자로 포함되

어 있는 거버넌스를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정의하였다. 

이숙종(2006)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중점을 두고 거버넌

스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stakeholder)이 공공의 문제에 관여하는 상

호작용이자 그러한 상호작용을 제도화한 형식'이라고 정의하였다. 

Ansell & Gash(2008)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해 행위자, 네트워크, 

상호작용 모두를 강조하고 정부주도의 공식적 절차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공공정책을 수립 또는 시행하거나 공공 사업이나 자산을 관리하기 위

해 공식적, 합의지향적, 심의적인 집단의사결정 과정에서 하나 이상의 

공공기관이 비정부 이해관계자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관리하는 방

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채종헌 외(2008)는 거버넌스의 개념을 '다차원의 행위자들의 공동의 

노력으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기존의 

거번먼트(government)의 의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공적인 것'의 의

미변화를 전제한다고 설명하였다.  

조만형·김이수(2009)는 거버넌스의 개념에 행위자와 관리의 개념을 

포함하여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가 협력 및 협상, 네트워크를 통한 수



평적 관계를 형성하고, 공공프로그램이나 공공자산을 관리하는 목적을 

지닌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에 비정부적 이해관계자들을 직접적으로 개입

시키고, 심의과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정부간 공동목표를 달성

하는 협력적 통치운영양식'으로 규정하였다. 

조철주・장명준(2011)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포괄적으로 '여러 상황에

서 충돌하는 다양한 이해와 가치들을 협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로 정의하였다. 

Emerson et al.(2012)은 공식적, 정부주도적 개념을 배제하고“공공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 기관, 정부 수준 및/또는 공공, 민간 및 

시민 분야의 경계를 넘어 건설적으로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는 공공 정책

의 결정 및 관리 과정과 구조로 그 외의 다른 수단에 의해서는 그 목적

을 달성하기 힘든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학자들 간에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

념은 대략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참여자가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결정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자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
Huxham
(2000)

 다른 조직들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작업해야 하는 사
람들이 행위자로 포함되어 있는 거버넌스

이숙종
(2006)

다양한 이해당사자들(stakeholder)이 공공의 문제에 관여하는 상호작용이
자 그러한 상호작용을 제도화한 형식

채종헌 외
(2008)

다차원의 행위자들의 공동의 노력으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활동

Ansell & 
Gash
(2008)

공공정책을 수립 또는 시행하거나 공공 사업이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공식적, 합의지향적, 심의적인 집단의사결정 과정에서 하나 이상의 공공기
관이 비정부 이해관계자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관리하는 방식

조만형·김이수
(2009)

하나 또는 2개 이상의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가 협력 및 협상, 네트워크
를 통한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고, 공공프로그램이나 공공자산을 관리하는 
목적을 지닌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에 비정부적 이해관계자들을 직접적으
로 개입시키고, 심의과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정부간 공동목표를 
달성하는 협력적 통치운영양식

조철주·장명준
(2011)

여러 상황에서 충돌하는 다양한 이해와 가치들을 협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

Emerson et 
al.

(2012)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 기관, 정부 수준 및/또는 공공, 민간 
및 시민 분야의 경계를 넘어 건설적으로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는 공공 정
책의 결정 및 관리 과정과 구조로 그 외의 다른 수단에 의해서는 그 목적
을 달성하기 힘든 것

배귀희·강여진
(2018)

공공, 민간, 시민사회든 관계없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통의 목적을 설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참여하는 심의적(deliberative)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 혹은 집합적 행동

[표 2-1]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용성은 그 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논의되어 

왔으며 더불어 협력적 거버넌스의 한계 및 관리의 어려움도 지적되었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유용성은 의사결정과정에 정부와 비정부 

이해관계자(Ansell & Gash, 2008)뿐만 아니라 계층적 의사결정체계에

서 소외되었던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참여시켜 일방적인 정책 결정

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Emerson et al., 2012; Robertson & Choi, 2012). 또한, 적절하게 

수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신장(Leach, 2006; Michaels, 2011), 생산성, 

합법성, 자원의 접근 등(Donahue & Zeckhauser, 2011)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준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용성을 자원의존 이

론에서 찾는 관점도 있다(채종헌 외, 2008). 즉, 경쟁은 한정된 자원을 

나눠 갖는 제로섬 게임이지만 협력을 통해 자원을 공유하고 증대시키는 

파지티브 게임(positive game)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협력적 거버넌스는 참여자의 시간과 에너지를 상당히 투입해야

하는 자원소모적인 과정이며 이해관계자의 목적과 인식의 갈등 및 다양

성으로 인해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Robertson & 

Choi, 2012). 협력적 거버넌스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공동의 목적에 합

의하기 힘들고 협력집단 내 비형평적 권력구조가 존재하며, 신뢰가 구축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Huxham, 2003).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작동하는 참여민주주의가 계층적 의사결정 체계

의 기반인 대의민주주의보다 우월한가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남아있다

(Skelecher et al.,  2005). 수평적 거버넌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부관료의 역량은 여전히 남아있는 계층척 제도와 인식

에 의해 방해받으며(Termeer, 2009), 거버넌스 체계가 지속될 경우 결

국 계층화되고 개별적인 협력체는 국가중심적 통치체제의 영향을 받는다

(한승준, 2007)는 분석 결과도 있다.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실제로 전통적인 계층적 의사결정체계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불확실하다는 지적(Beierle, 2002; 



Koontz & Thomas, 2006; Newig & Fritsch, 2009)과 실제 사례에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Mandarano, 2008), 정책 수

행 가능성을 높인다는 분석(Ulibarri, 2015)이 맞서며 협력적 거버넌스

의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협력적 거버넌스는 이론적으로는 다원민주적인 의사결정체

계를 지향하지만 실제로 수행되는 과정에서는 자원소모적이고, 비생산적

이며,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형은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Rhodes(2000)는 거버넌스의 유형을 일곱 가지4)로 분류하고 이 중

에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로서의 거버넌스를 체계적 관점에

서는 정치경제적 구조 및 사회의 생산분배 과정을 재편하며, 정치적 관

점에서는 민주화를 달성하고, 행정적 관점에서는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

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김석준(2000)은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형을 접근하는 시각에 따라 국

가중심적 거버넌스, 시장중심적 거버넌스,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로 

구분하였다. 국가중심적 거버넌스는 국가가 시장과 시민사회를 주도적으

로 관리한다는 관점에서, 시장중심적 거버넌스는 자본주의와 시장주의의 

관점에서, 그리고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는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거

버넌스를 설명하는 것이다(주재복, 2004에서 재인용).

또한, Klijn & Koppenjan(2000)은 Arnstein(1969)이 제시한 '참여

의 사다리(participation ladder)' 개념5)을 참고하여 참고 모델

(Consultation model), 대의 모델(Representation model), 담론 모델

4) Rhodes(2000)는 거버넌스의 유형을 기업관리방식으로서의 거버넌스, 신공공관리로
서의 거버넌스, 좋은 거버넌스로서의 거버넌스, 국제적 상호의존성으로서의 거버넌
스, 사회-사이버네틱 체계로서의 거버넌스, 신정치경제로서의 거버넌스, 네트워크로
서의 거버넌스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5) Arnstein(1969)는 참여의 단계를 정보(information), 제안(consultation), 자문
(advising), 협업(Co-production), 공동의사결정(Joint decision making)의 다섯 
단계로 구분한 바 있다.



(Discourse model)의 세 가지 참여 모델을 제시했다.6)

Newman(2001; 2007)은 집권화와 분권화 정도를 한 축으로 하고, 

혁신/변화와 지속성/질서를 다른 한 축으로 하여 거버넌스를 계층적 거

버넌스, 관리주의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자치 거버넌스

(self-governance)로 구분하였다.7)

Pierre와 Peters(2005)는 국가의 국정관리 능력이란 사회에 대해 구

속력 있는 결정을 강제할 수 있는 국가의 권위와 사회의 다양한 정보들

을 활용하는 역량으로부터 파생된다고 보았다. 거버넌스의 유형은 이러

한 국가의 권위와 정보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정도와 영향력에 따라 국가주의(Etatiste) 모형, 자유민주주의

(Liberal-democratic) 모형, 국가중심(State-centric) 모형, 네덜란드 

학파의 거버넌스(Dutch governance school) 모형, ‘정부 없는 거버넌

스(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모형으로 나누어진다.8)

6) 협의모델은 개인이나 단일집단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
는 방식으로서 공청회 등이 해당한다. 대의모델은 시민의 대표로서 전국적인 연합이
나 연대가 의도적인 절차를 통해 의사결정 절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서 재개발사업
에 대한 지역 네트워크 등이 해당한다. 담론모델은 지역주민 등이 정치적 의견을 특
정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전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을 뜻
한다.

7) 첫째, 집권화와 지속성/질서를 강조하는 계층적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통치방식에 가
까우며, 관료제의 역할과 법률에 기반한 권한행사를 중요시함으로써 높은 책임성을 
구현하는데 유리하다. 둘째, 집권화와 혁신/변화를 강조하는 관리주의 거버넌스의 경
우 정부는 경쟁, 유인체계, 계약과 같은 관리주의적 수단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고 단
기적인 성과의 극대화를 강조하며, 권한은 하위기관으로 위임된다. 셋째, 분권화되고 
혁신/변화를 강조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경우 국가의 조정능력은 약하고 권력은 
분산되어 있으며, 장기적인 정책성과를 가져오기 위해 신뢰, 협력, 파트너십을 중시
한다. 마지막으로 분권화되고 지속성/질서를 강조하는 자치 거버넌스는 호혜적 책임
성, 높은 자율성, 자기 통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권력을 개인이나 공동체에 부여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well-being)에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지원한다(Newman, 2001; 2007; 이주하, 2013에서 재인용)

8) 첫째, 국가주의 모형에서 국가는 국정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서 사회로
부터의 영향에서 자유로우며, 강력한 관료제를 기반으로 사회적 행위자(societal 
actors)에 대한 통제력을 지니고 있다. 둘째, 자유민주주의 모형에서 국가는 여전히 
지배적인 행위자로서 경쟁하는 사회적 행위자들을 거버넌스에 참여시킬지 여부를 결
정할 수 있으나, 관료제의 역할은 국가주의 모형처럼 크지 않으며 의회제도에 보다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국가중심 모형에서 국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기업과 노조 같은 강력한 사회적 행위자들과의 제도화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강력한 
관료제가 거버넌스를 지탱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조직화된 사회적 행위자들 역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넷째, 네덜란드 학파의 거버넌스 모형에서 국가는 국



채종헌 외(2008)는 박형준 외(2007)의 연구를 참고하여 협력적 거

버넌스 유형을 의사소통 구조와 참여자를 기준으로 네 가지로 구분하였

다. 첫번째 유형은 직접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시민들이 투표 등을 

통하여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지만 의사소통이 상호작용적이지 않은 직

접참여모델이다. 두번째 유형은 직접참여모델과 유사하지만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입법예고제와 같은 경우로서 협의모델이라고 한다. 

협의 모델의 경우 시민이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개진 등의 방식으로 참

여가 이루어지지만 기술관료들이 주도하는 정책결정에 수동적으로 반응

하는데 그친다는 한계를 가진다. 세번째 유형은 다원민주주의를 기반으

로 한 협상모델이다. 협상모델의 대표적인 예는 규제협상으로서 정부와 

이해당사자 사이의 협상과 타협이 핵심적인 정책과정을 이룬다. 네번째 

숙의모델은 협상모델과 유사하지만 이해당사자보다 시민들이 중심이 되

어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의사소통구조
참여자 일방향 및 양방향 상호작용

시민 직접참여모델
(직접민주주의)

숙의모델
(숙의민주주의)

시민·이해당사자·
시민단체·전문가등 혼합

협의모델
(기술관료주의)

협상모델
(다원민주주의)

[표 2-2] 시민참여의 분류(채종헌 외, 2008)

주: ( )는 각 모델이 기초하고 있는 민주주의 이념을 말함. 

정운영을 위해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며 관료제의 영향력은 크지 않은데, 거버넌
스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는 다수의 행위자들 중 하나일 뿐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정부 없는 거버넌
스’ 모형에서는 국가보다 사회적 행위자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는 다른 행위자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무대를 제공할 뿐
이며 관료제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Pierre & Peters, 2005, 이주하, 2013에서 재인용)



2000년대 들어서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는 다방면에 거쳐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이 대규모 건

설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협력적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광무・이언용(2008)은 국립아시아전당 건립관련 갈등사례를 대상

으로 이해관계집단 간 갈등의 해소와 지역의 협력 분위기 조성의 원인을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통해 분석하였다. 

정우송(2010)은 ‘새만금 사업’과 ‘4대강 사업’이라는 대규모 국

책사업을 비교하여 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협력

적 거버넌스가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대안 시나리오로 제시되었다. 

남덕현(2011)과 이형종(2016)은 협력적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기구

로 평가되는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갈등해결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도적 기반, 신뢰 구축, 절차의 정당성, 참여의 확

대, 학습과 조정, 경제적 보상 등이 핵심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유낙근・이원섭(2012)은 부산시가 남강물을 사용하려 한 사례를 통

해 지역 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갈등관리 

방안과 광역적 상생 방안을 도출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모색했다.

정재중(2017)은 경인아라뱃길 사업에서 발생한 갈등에 협력적 거버

넌스가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각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심층적으로 분

석하였다. 그는 실질적인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해당사

자 간의 실질적인 신뢰관계 수립과 민간조직의 독립성 확보 및 정책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형을 고안하거나 협력적 거버넌스가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 연

구들도 있다. 

이숙종(2006)은 정부신뢰와 거버넌스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저자는 

한국의 정부신뢰가 낮은 이유는 사회자본의 결핍 때문이 아니라 민주주



의 체제 공고화 미비로 인한 정부성과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

다. 저자는 후속연구(이숙종 외, 2008)에서 공무원과 시민단체 직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자본이 거버넌스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

하였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무원과 시민단체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임순미(2006)는 정부 간 갈등의 해결에 있어서 협력적인 로컬 거버

넌스 구축을 모색하였다.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되기 위한 조건으로 상

호의존적 동반자 관계 구축, 네트워크 구축, 게임의 규칙 정립, 자율적 

문제해결 등을 제시하였다.

김광구 외(2006)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주민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나아가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실천적인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고자 했다. 합리적인 

명분을 바탕으로 한 협상의 진행, 이해당사자들의 리더십, 다자간 협의

체와 같은 협상기구의 활용이 제시되었다. 

조철주・장명준(2011)은 도시 계획 및 지역개발과 관련해 발생하는 

이해의 충돌과 갈등 완화의 제도적 수단으로서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

형을 제시하였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형은 크게 ①구조 ②제도적 규율 

③이해 및 참여 관계 ④협력과정 ⑤결과로 구성되었다. 

채종헌 외(2008)는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입지 갈등사례를 통해 협력

적 거버넌스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경제적 손

실에 대한 인식 개선, 네트워크의 참여 인센티브 제공, 협력과정의 신뢰 

향상, 협상 관련 교육, 정부와 주민의 상호 신뢰 확보, 그리고 가용절차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지역간 갈등관리 및 해소방안(박형서, 2010) 

연구에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등 공간정책과 관련된 갈등은 최근 우리 

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과 함께 제도적인 

갈등관리방안뿐만 아니라 사회행위자의 인식을 고려한 갈등관리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례 연구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

던 대규모 국책사업을 위주로 협력적 거버넌스의 작동기제에 대한 연구

가 수행되었고 이론 연구는 정부의 입장에서 실천적인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다만, 정부의 정책 중

에서 대표적으로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관계가 요구되는 민간투자제도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김명주(2016)가 참여자들의 인식을 기준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가 민간투자의 활성화와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나 민간

투자사업에 나타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기제나 협력적 거버넌스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그 동안 국내 협력적 거버넌스 부족에 대한 비판 

및 반성과 함께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었

다. 참여자 측면에서는 열린 대화, 상호작용, 신뢰구축, 정보 공유 등이 

필요하고 제도적 측면에서는 협의 절차, 협의 기구, 공정한 규칙, 민주주

의 확립 등이 제시되었다. 다만, 실제 사업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상호작

용, 신뢰구축, 정보 공유의 방법이나 수준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 특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 전반에 대해 협력적 

거버넌스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도 드물었다. 국가의 사회문화적, 정치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도 내에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자리잡지 못한 구조적

인 원인에 대한 분석도 부족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연구가 미진했던 민간투자제도

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우선, 협력적 

거버넌스가 비교적 잘 구축된 것으로 평가받는 영국과 비교하여 현재 우

리나라의 민간투자제도에 나타난 협력적 거버넌스 유형을 파악하고자 한

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자 간 상호작용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지

는 과정, 협력적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의 차이를 분석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하여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 및 바람직한 구축방안,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절 민간투자(Public-Private Partnerships)

‘민간투자(Public Private Partnerships; PPP)’에 대해 전세계적

으로 하나의 정의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간투자에 해당하는 시

설의 유형이나 계약의 형태는 국가와 시대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이다. 

‘민간투자(PPP)’는 도로나 수도, 전력시설과 같은 기간시설에 국한

되기도 하고, 학교나 병원과 같은 복지시설에까지 확대되기도 한다. 또

한, 백신의 개발이나 중소기업 지원과 같이 정부와 민간이 단순히 협력

하는 방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시설의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민간에게 이

전하는 방식을 의미하기도 한다(Klein, 2015). 

국내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옥동석(2005)은 민간투자제도를 사

회기반서비스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낮은 수익성을 정부가 부분적으로 

보전함으로써 민간기업이 생산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로 정의했다.

김도일(2007)은 민간투자사업을 도로, 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정부의 재원부족문제를 

해결하면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유영철(2013)은 넓은 의미에서 민간투자는 공공과 민간이 계약을 통

해 공공이 민간의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를 공공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라고 하였다. 좁은 의미에서는 공공부문이 SOC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민간으로부터 조달하여 재원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공공은 

민간성과에 대하여 적절한 대가를 제공함으로서 민간투자비용 및 운영비

용을 회수토록 하는 방식이라고 하였다. 

김성수(2017)는 협의의 민관협력은 민간투자와 동일한 개념이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정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협약을 통하여 양측이 동원가능한 재원, 인적자원, 노하우를 투

입하고 사업의 리스크를 분담하는 제도”라고 하였다. 반면, 광의의 민

관협력은 “공공부문이 공적 과제를 수행하는 행태와 관련된 것으로서 

기존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개방하고 그들과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

결하는 방식 또는 조직원리”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민간투자에 대한 국제기구의 정의를 살펴보면, 세계은행(The World 

Bank)은 민간투자(PPP)란 “민간부문이 상당한 위험과 경영에 대한 책

임을 지고 공공시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기관 사이

에 체결되는 장기 계약”이라고 정의하였다(The World Bank, 2017).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민간투자(PPP)를 “정부와 민간 파트너 

사이에 체결되는 장기계약으로써 민간은 금융자산을 활용하여 공공서비

스를 제공하고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OECD, 

2012)

유럽경제위원회(UNECE)는 민간투자(PPP)의 정의를 “공공 부문이 

자본과 민간 부문과 계약을 맺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민간부문은 시간과 

예산에 맞춰 프로젝트를 제공하며, 공공 부문은 공공의 편익을 도모하고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UNECE,2008).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민간투자는 선행연구의 다양한 정의를 고려하

여 “민간부문이 상당한 위험과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공시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기관 사이에 체결되는 장기 계약”

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를 의미하고, 영국의 경우에는 PF2 방

식의 민간투자를 의미한다. 

또한, '민간투자제도(PPP Framework)'를 세계은행(The World 

Bank)의 정의를 참고하여 “민간투자와 관련된 정책, 절차, 제도, 규정 

등을 총괄하여 지칭하며 민간투자와 관련된 평가, 선택, 우선순위, 예산

배분, 조달, 감독, 책임의 주체와 방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The World Bank, 2017). 구체적으로 한국의 경우에는 민간투자

법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 등을 의미하고, 

영국의 경우에는 PF2 가이드라인, PF2 계약지침, 경쟁적 대화 가이드라

인,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 등을 의미한다.



민간투자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민간투자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도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2013)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재정지출의 상당부분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되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은 재정사업이 비하여 

사업추진기간이 단축되어 편익의 조기실현으로 인한 후생효과가 발생하

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반면, 이재철(2005)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현안보고서에서 민간투

자사업의 문제점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과도한 재정부담, 민간의 

단일 컨소시엄 구성에 따른 경쟁 약화, 높은 통행료, 민간사업자의 자본

구조 변경에 따른 추가 이익에 대한 배분 미비 등을 지적했다. 

또한, 박용석(2010)은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

로 추가 재정지원(우발채무) 발생에 따른 정부 부담 증가, 재정사업 대

비 높은 사용료(통행료), 재정부담의 향후 세대 분담, 민간의 수익성과 

공공의 공공성 간의 충돌, 금융약정 미체결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참여 

주체간 이해관계 충돌 등을 제시했다.

옥동석(2005)은 보다 균형적인 시각에서 민간투자의 장단점을 분석

하였다. 그는 재정적 효과의 경우 시설의 조기확충과 재정부담의 미래 

전가 간 균형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비용절감의 경우, 민간의 창의

와 효율로 절감되는 비용이 민간의 자본차입비용과 법인설립 비용보다 

클 경우에만 달성되며 서비스 품질의 경우 매출 증가 유인이 있을 경우

에만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해 사

업 수행의 확실성이 향상되는 반면, 융통성은 저하되는 것으로 보았다. 

박수진(2018)은 민간투자제도의 성과로 사회간접자본의 적기 공급, 

재정투자의 효율성 향상, 재정부담 절감, 경제유발 효과, 사회적 후생 증

진 등을 제시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사용료에 대한 이용자 불만, 과도

한 정부지급금 지급, 사업 파산에 따른 정책 신뢰도 저하, 정보 투명성 

부족과 국민의 낮은 이해를 거론하였다. 



영국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NAO, 2018)의 2018년 감사보

고서에 의하면,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은 건설비용 절감, 운영의 효율성, 

시설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재정사업보다 유리하다. 사업시행자에게 지급

해야하는 정부지급금은 주무관청의 부채계정에 계상되지 않으므로 정부

의 회계처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예산제약으로 인해 재정방식으로 추진

되기 어려운 사업도 민간투자의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추진될 수 있다. 

반면, 민간투자사업은 금융비용, 보증료, 자문비용, 대출비용, 법인 유지

비용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장기계약으로 인해 운영의 유연성이 떨

어진다. 그리고 계획된 VfM(Value for Money)이 실제로 실현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VfM 분석결과는 현금흐름의 기간과 사회적 할

인율의 수준에 따라 변경되기 때문에 민간투자방식이 재정방식보다 반드

시 유리하다고 하기 어렵다. 

국제기구에서도 민간투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거론한다. 국제연합

(UN)은 민간투자의 장점으로 비용 절감, 서비스 수준 향상, 리스크 완

화의 장점이 있으며 재정 효율, 적기 추진, 기술 혁신, 국가 채무완화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유럽연합(EU)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은 경쟁 제

한, 사업추진의 지연, 비용의 증가의 위험이 있으며, VfM의 과다 산정, 

부적절한 위험분배의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EU, 2018).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민간투자가 재정부담 완화, 사업의 효율성 

향상에 있어서 재정사업보다 유리하며 민간투자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참

여자 간의 역할이 재조정되고 갈등이 완화되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은행(The World Bank)에서는 민간투자가 공공재나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며, 정부와 민간의 위험 

배분이 가능하며, 재정효율 및 기술 혁신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민간투자는 계획된 취지에 따라 제도가 균형있게 운영될 

경우 상당한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무분별한 제도 운영 및 사업 추진 여

건에 따라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 민간투자 관련 선행연구 

민간투자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민간투자제도 도입 초기에는 

자본구조, 위험배분 등 민간투자의 본질적 특성에 관한 연구와 함께 민

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

루어졌다. 본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업의 경제성, 재정

의 효율성 등 민간투자사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수요 예측, 건설 및 

운영 방안 등 민간투자사업의 집행 측면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

어졌다. 최근에는 운영중인 민간투자사업이 많아지면서 자금재조달 및 

재구조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비판적

인 여론을 감안하여 공공성 강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연구주제 ~2008 2009~2013년 2014년~2018년

민간투자 
활성화

김정민(2000), 조응래 외
(2000), 이양수·최외출
(2002), 원구환(2003),
왕세종(2002,2003,2004),  
양광식(2004), 이명식
(2006), 정무호·정재호
(2006), 최병관(2006b), 
김영석(2008), 한범수
(2008), 박경애(2008), 

박용석(2009, 2010), 
권경현(2011), 설계경
(2010), 유영철(2010), 
장현석(2010), 송병록
(2011), 홍기원(2010a), 
김종원(2011), 이승우
(2011), 송호신(2012), 
박흥순(2012), 
유진이(2013),

박경열 외(2014), 박용석
(2014, 2015), 이명기 외
(2014), 이규영 외(2015),  
황우곤(2015), 류춘호
(2016), 최승필(2016), 
안정욱 외(2018)

제도 개선 
및 

법적 쟁점

김현아(1999), 박신 외
(2000), 송병록(2000), 
옥동석 외(2000), 김흥수 
외(2001), 제정부(2001), 
옥동석 외(2002), 박훤일
(2005), 홍성필 외
(2006), 이종필 외
(2007),  김성수(2008), 
오준근(2008), 유영철
(2008b), 조철호(2008)

김광수(2009), 김대인
(2009), 신기범(2009), 
김석태(2010),  최승필
(2010), 유영철(2010),
홍기원(2010b), 김해룡
(2011),  박용성 외
(2011), 박민정(2012), 
홍석한(2012a, 2012b), 
김대인·김정욱(2013), 
류춘호(2013b)

길준규(2014), 김성수 외
(2014), 윤준병(2014), 
김대인(2015, 2018), 
장용근(2015), 이문성 외
(2015), 황지혜(2015, 
2016b, 2017, 2018), 
황창용(2014, 2015, 
2017), 이상훈(2016a), 
오재학(2017), 박수진
(2018), 최우용(2018),

사업모델 
및 

자본구조

양지청(1996), 이희달
(2000), 전찬영(2003), 
박장수(2003), 김동은
(2004), 박홍기 외
(2004), 최막중 외
(2004), 서철수(2006), 
이지석 외(2006), 
김대길·이상범(2008), 
윤성민외(2006,2008), 

김영숙(2010), 이준규 
외(2010), 신성환(2011), 
전현호 외(2011), 
김도일 외(2012), 
김명동 외(2012),
윤광호(2013), 
이종필 외(2013), 
황우곤 외(2013), 
최진석(2013), 

이승준(2014), 
이재오 외(2014), 
황택진 외(2015), 
이상훈·박경애(2016a, 2016b), 
이상훈(2016b, 2017), 
구석모 외(2017), 
박열 외(2017), 김기수
(2017), 황보연 외(2017), 
곽원규 외(2018), 

[표 2-3] 민간투자 관련 선행연구 Ⅰ

주: 국내 학술지 게재논문을 위주로 연구자가 정리함.



연구주제 ~2008 2009~2013년 2014년~2018년

수익률 
및 수익성

김한규 외(2003), 
박영민 외(2004), 
신성환(2009)

황창용(2010a), 
주재홍 외(2010), 
최지은·박동규(2013), 
유기원 외(2013), 

사업 비용 최석인 외(2003), 
이춘경 외(2006, 2008), 

구자경 외(2009), 
이종필 외(2010), 

류한국 외(2015), 
이동훈(2016b), 

위험배분

이용택 외(1999), 
김수정 외(2002), 
김남용(2007), 김선규(2007), 
(2007), 정정만 외(2007), 
손재호 외(2008),  

황창용(2010b), 
신성환(2012), 
유영철(2011,2013)

구석모 외(2016), 
백승원 외(2016), 
이동훈(2016a), 
이한수(2018),  
주창환 외(2018), 

수요예측
김태희·이수삼(2005), 
김홍배·이정우(2005), 
손영규 외(2008), 

이원석 외(2009), 
김강수 외(2013)

사업의 
경제성

송부용(2000), 백성준(2007), 
양진국 외(2007), 
김영숙(2007), 신성환(2007)

이교원(2008), 
신종섭 외(2009), 
이현석 외(2009), 
최석준·김상신(2011),
최석준 외(2013)

김흥철 외(2014), 
정창용(2017), 

재정의 
효율성

김흥래(2005), 김도균 외 (2009), 
김진백 외(2009), 
민기(2009), 옥동석(2010), 
민기(2013), 정성호(2013)

김숙진 외(2017), 
정진현 외(2017), 
임태균 외(2018)

민간투자와 
거시경제

박태규(1995), 왕세종(2005) 김정욱(2012),  
김정욱 외(2013), 
서은숙 외(2013), 
황규선 외(2013), 

김성배(2014), 
김예지(2015), 

설계, 건설 
및 운영 개선

이호경 외(2003), 
김시곤 외(2004), 
임종권(2004), 김효성(2006), 
박영민 외(2006), 
양백식(2006),
김병일 외(2007), 
류시균 외(2008), 
이승재 외(2008), 

류춘호(2009), 박상용(2010), 
이태문 외(2010), 
차기호 외(2011), 
김수용(2013), 
박장곤 외(2013)

권상섭 외(2014), 홍순만
(2014), 황지혜(2016a), 
이대건 외(2017), 김영덕
외(2018), 

사업평가 전찬영·이종필(2004), 유
인상 외(2007), 

정평기 외(2011), 
류춘호(2013a)

박현 외(2018), 

사업자 선정 
및 협상

곽노성(2003), 
한현종 외(2003, 2004), 
강현호(2006), 최병관(2006a), 
노태호(2007), 노태호 외(2008)

김정욱(2011)

[표 2-4] 민간투자 관련 선행연구 Ⅱ

주: 국내 학술지 게재논문을 위주로 연구자가 정리함.



2) 민간투자사업 실패 및 갈등 사례 연구 

민간투자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일부 

연구자들이 민간투자사업의 실패 사례 및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많은 사례에서 상호신뢰 구축, 

협상 및 의견수렴 등의 협력적 요소가 문제해결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이양수(2002)는 부산-거제 연결도로 민자유치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단계별로 이해당사자들 간의 쟁점사항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

부 내에서 우선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한, 협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협상 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시

설사업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재현(2006)은 경기도의 민간투자사업 사례를 분석하여 정부와 기

업 간의 파트너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으로는 정부와 기업 간의 상호 신뢰 구축, 사업에 대한 정치적 상층부의 

지지, 민간투자 지원기관 및 전담 조직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규

제 정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광식(2007)은 지리정보체계 민간투자사업 갈등의 원인을 행정적 

요인, 재정적 요인, 기술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사업추진 단계별 

갈등 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사업유형에 특화된 민간투자방식

과 협상 모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병일 외(2008)는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사업 갈등의 원인을 목표

의 차이, 지각의 차이, 행동경향의 차이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들 원인

의 기저로서 역할과 책임을 고려하지 못한 계약체계, 사업목적에 대한 

근본 인식의 차이, 시공사의 지분참여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분

석하고 조직행동론 관점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선방안

을 제시하였다

이한윤(2009)은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정

부간 갈등내용과 정부와 주민간 갈등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갈등

의 원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구리시)간 사업목표 대립, 사업 추

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 반영 부족, 구리시 통과구간에 대한 중복투



자, 사업자 선정에 대한 의혹, 갈등조정기구의 미흡, 해당 지방자치단체

들간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저자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전 주민 협의, 갈등 지원법률 제정, 갈등관리전문기

관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최석준·이지혜(2011)는 영국의 대표적 민간투자 실패 사례로 알려

진 국립물리연구소 사업 실패의 원인이 기술적 합리성의 부족, 사회적 

관계의 미구축, 비효율적 위험 관리임을 지적하고 우리나라 민간투자 개

선안을 도출하였다. 

박민정(2012)은 대표적인 민간투자 실패사례인 의정부시, 용인시, 김

해시의 경전철 사업을 대상으로 거버넌스 시각에서 실패의 원인을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정부와 민간기업의 대등성 결여, 참여자 간의 책임 전

가 및 회피 등이 문제점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의 관리감독 강화, 정부와 기업 모두의 이익 확보, 상호 신뢰 구축, 사업

의 정당성에 대한 시민 지지 획득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진우(2015)는 광명~서울 민자 고속도로,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

로, 서울~문산 민자 고속도로 등 도로 민자사업에서 발생한 지역주민과

의 갈등에 대해 분석하고 갈등해결을 위하여 표면적인 협의회, 정보의 

비공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노승범 외(2015)는 국내 사례조사를 통해 민자도로를 둘러싼 갈등의 

발생원인을 조사하여 갈등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일본, 프랑스, 독

일, 영국의 민자도로 건설사업의 갈등관리 제도, 그리고 실제 도로건설 

사업 추진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민자도로의 갈등관리방안을 사업추

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사업계획단계에서는 협상문화 구

축, 갈등관리 교육, 갈등관리 지원센터 설립, 갈등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

이 필요하고 설계 및 건설단계에서는 갈등영향분석을 통하여 갈등 최소

화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등이 발생한 후에는 갈등 특성

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갈등 해소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연구 사례
주요 연구 내용

실패 및 갈등의 원인 문제 해결 방안
이양수
(2002)

부산-거제 연결도로 
민자유치사업

협상문화 이해 부족, 
협상 전문가 참여 부족,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구체
성 미비, 예산처 협의 부
족, 

협상 전문가 참여, 
구체적인 시설사업기본계획 마
련, 정부조직 내 사전 협의 

주재현
(2006)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 
부족, 정치적 지지 미흡,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전
문성 부족

정부 기업간 신뢰구축, 체계적 
접근법 적용, 정치적 지지 유
도, 전문기관 필요,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양광식
(2007)

지리정보체계 
민간투자사업

행정적 요인, 재정적 요
인, 기술적 요인

공공데이터 활용제도 마련, 지
리정보사업에 특화된 민간투자
방식 마련 필요, 협상모형 필
요

김병일 
외(2008)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사업

목표의 차이, 지각의 차
이, 행동경향의 차이

조직행동론 관점에서 사업관리
방안 제시

이한윤
(2009)

구리-포천 고속도로 정부 간 사업목표 대립, 
주민의사 반영부족, 갈등
조정기구 미흡,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차이 등

사전 주민 협의, 갈등 지원법
률 제정, 갈등관리 전문기관 
육성

최석준·이지혜
(2011)

영국 국립물리연구소 기술적 합리성의 부족, 사
회적 관계의 미구축, 비효
율적 위험관리

분야별 표준 계약안, 사업자의 
재무구조 접근성 강화, 구체적
인 위험분담, 분쟁조정기구 설
치, 

박민정
(2012)

의정부시 경전철
용인시 경전철
김해시 경전철

정부와 민간기업의 대등
성 결여, 참여자 간의 책
임 전가 및 회피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정부와 
기업 모두의 이익 확보, 상호 
신뢰 구축, 사업의 정당성에 
대한 시민 지지 획득

조진우
(2015)

광명-서울 고속도로
구리-포천 고속도로
서울-문산 고속도로

표면적인 협의회, 정보의 
비공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부적절

공정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정보 공개, 사전주민참여, 의견 
수렴,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경
쟁적 협의절차 활용, 상호신뢰 
구축

노승범 외
(2015)

국내 민간투자도로,
해외 도로 관련 제
도(프랑스, 영국, 독
일, 일본)

자원, 보상, 관리 항목으
로 갈등의 유형 분류,
가치와 욕구의 정도에 따
라 갈등의 원인 분석

협상문화 구축, 갈등관리 교육, 
갈등관리 지원센터 설립, 전문
인력 양성, 갈등영향분석, 조정
협의회 구성, PI 도입 등

[표 2-5] 민간투자사업 실패 및 갈등 관련 선행연구



3) 민간투자제도 개선 관련 연구

민간투자제도 개선과 관련된 연구에서 참여자 간의 협력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영철(2008a)은 구거버넌스 하의 민간재원조달에 한정되어 있는 국

내 민간투자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까지 연구되어 온 민간투자의 

레짐이동 변화를 소개하였다. 저자는 국내 민간투자제도가 구거버넌스 

위주로 편성되어 성과평가가 곤란하고, 지역민의 참여가 제한되는 한계

를 지녔다고 비판하면서 신거버넌스 차원에서의 DBFO(Design- 

Build-Finance-Operate)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수(2009)는 민간투자제도의 경제성 확보와 함께 공공성 회복을 

강조했다.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는 의회 통제의 강화, 주민참여 보장, 사

후 감독 수단 충실화, 계약에서의 경쟁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길준규(2014)는 민간투자사업의 제도적인 핵심은 경제성과 공익확보

에 있다고 보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대상사업 선정, 수요예측, 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제안사업의 폐지, 교통수요예측조

사 입법화, 사업자 선정 기준 마련, 사후심사제도 도입 등이 제시되었다. 

김성수(2017)는 협의의 민관협력으로서 민간투자가 경제적·재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보다 광의의 의미로서 민관협력은 정치적 거

버넌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간투자사

업의 실시협약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데 중점을 두고있을 뿐 소통과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 등 민관협

력의 본질적인 배려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롭게 도입된 

경쟁적 협의절차 및 위험분담형, 손익공유형 제도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

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수진(2018)은 민간투자사업의 비판 원인을 분석하고 공공성 강화

를 주장했다. 공공성 강화의 방안으로는 재정사업 수준의 요금 부과, 제

한된 사업참여 기회 및 편중된 지배구조 개선,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재무적 안정성 개선, 민간투자사업의 적용대상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민간투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민간투자사업을 

가장 효율적,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을 뿐 

민간투자제도 및 민간투자사업에 나타난 협력적 요소나 참여자 간 상호

작용에 대한 관심은 미흡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부 연구자들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과정에 나타나는 갈등과 

실패의 요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협력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정부와 사업시행자의 관계가 대등한 파트너가 아니

라 수직적인 갑을관계로 형성되어 있어 상호신뢰의 구축과 협력이 저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조응래 외, 2000; 주재현, 2006; 박민정, 

2012). 따라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협력을 위해서는 정부의 리더쉽, 사

업시행자의 적절한 수익 보장, 상호 신뢰 구축 등이 필요한 조건으로 제

시되었다. 특히, 일부 연구자들은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은 결국 정부와 

기업의 협력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시민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박민정, 2012; 김성수, 2017). 이는 다수의 제도 개선 

관련 연구에서 민간투자제도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

장(유영철, 2008; 김광수, 2009; 길준규, 2014)과도 일맥상통한다. 

다만,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근본적인 원인 및 

장기적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 특히,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쉽을 근간으로 하는 민간투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도 전반에 거

쳐 정부와 민간의 상호신뢰 및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

하기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 측면에서 민간투자제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즉,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통하여 실제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참

여자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고 협력적 거버넌스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민간투자제도 내에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3절 민간투자제도의 협력적 거버넌스

앞서 1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형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제도에 나타나는 협력적 거버

넌스를 채종헌 외(2008)가 제안한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자 한다. 

채종헌 외(2008)가 제안한 유형별 특징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민

간투자제도에 나타나는 협력적 거버넌스는 기술관료주의를 바탕으로 한 

협의모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민간투자제도에 사업계획 단계

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식적인 절차가 아닌 주무관청의 재량 및 전문

기관에 의해 사업계획이 수립된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 대하여 공식적

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으며 생산된 문서도 대부분 공개되지 않는다. 

사업계획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나 시장에 대한 고려도 미비하다. 

특히, 처음부터 주무관청, 지역 주민, 이해관계자 간 다층적 논의를 통해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주무관청이 공식적으로 지정된 전문기

관과의 협업 또는 위탁용역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입찰공고 직전

에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민

간투자제도는 기술관료 및 전문가 집단 위주로 민간투자제도가 수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협의모델과 대비되는 유형으로서 다원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협상모델의 민간투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는 영국을 들 수 있다. 

영국의 민간투자제도에는 주무관청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구체

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규정에 따라 사업의 전략 수립, 대안의 선택, 

부지의 선정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공식

적으로 이루어진다. 영국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계획단계에서 공개

적으로 시장의견조사 및 시장평가가 시행된다. 또한, 사업추진단계마다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되며 생산된 문서와 함께 승인 및 

공개된다. 따라서 참여의 측면에서 영국은 한국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민간투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국 한국

사업계획절차 구체적인 규정 있음 구체적인 규정 없음

이해관계자 참여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참여 입찰공고 전 공청회 개최

시장의견 청취 사업계획단계에서 시행 미시행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형 다원민주주의에 의한 협상모델 기술관료주의에 의한 협의모델

[표 2-6] 한국과 영국의 민간투자제도의 협력적 거버넌스 유형

영국의 민간투자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국은 1992년 

전세계에서 최초로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한 국가로서 2017년까지 700건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이 수행되었으며, 총 투자규모는 약 600억 파운드

(약 85조원)에 이른다(NAO, 2018). 최근 5년간 영국의 민간투자 규모

는 유럽연합 전체 1위이며 전체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EIB, 2018, p.9).

2018년 세계은행(The World Bank)이 전 세계 135개 국가의 민간

투자제도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 영국은 호주와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의 

제도를 운영한다는 평가를 받았다(The World Bank, 2018). 영국의 민

간투자제도는 호주 및 뉴질랜드 등 영연방국가 및 주변국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또한, 영국은 2012년에 정부조달절차와 민간투자제도를 전면 

개정하여 PF2제도를 도입하였다. 영국 정부는 PF2 제도를 통해 민간투

자사업에 직접 투자하기 시작했으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

고,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무적으로 협상기간을 단축하였다. 

영국의 민간투자사업은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녹서(Green Book)의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 녹서는 영국의 토론문화와 참여민주주의를 근간

으로 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체계적으로 참여시키

고 있다. 녹서의 사업 추진 원칙은 2018년에 G20의 인프라 계획의 원

칙으로 채택되기도 하였다(HM Treasury, 2018c). 

이와 같이 제도의 연혁, 평가 결과, 시장 규모, 사업추진 경험, 제도의 

영향력,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노력, 이해관계자의 참여 체계 등을 고려

할 때 영국의 민간투자제도는 협력적 거버넌스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민

간투자제도와 비교 연구할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1) 제도의 연혁

한국은 1994년에 부족한 재정을 극복하고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하였다. 법 제정 

후 도로, 철도, 항만 등 경제적 인프라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수익형 

민자사업(BTO)이 추진되었다. 1997년과 1998년의 경제위기를 극복하

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

자유치촉지법'을 수정 및 보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으로 개정하였다. 이 때부터 정부고시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이 허용되었으며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분담

하기 위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도입되었다. 이후, 대형 토목시

설뿐만 아니라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2005년 정부는 '사회

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고 학교시설, 군주거시설 등의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후, 민간투자법

은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동안 민간투자법이 개정된 내용을 보면, 민간투자사업이 허용되는 

시설유형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민간의 수익창출을 위해 부대사업의 대

상이 확대되고 인프라펀드 관련 제재도 완화되었다. 반면, 민간투자사업

의 내실을 다지기 위하여 임대형 민자사업의 한도액 결정시 국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부지급금에 대한 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2016년에는 민간투자기본계획의 개정을 통하여 경쟁적 협의

(Competitive Dialogue)제도가 도입되었다. 경쟁적 협의제도는 공개적

이고 세부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보다 적합

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경쟁적 협의는 주무관청이 참가

자격 사전심사를 통과한 다수의 협의 참여자들과 함께 제1단계 및 제2

단계 협의를 진행하는 절차를 말하며, 경쟁적 협의가 종료되면 후속 절

차로 최종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상이 이루어진다. (KDI, 2016). 



법의 명칭 시기 주요 내용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1994년 1) 민간투자제도 도입

2) 정부고시사업 허용
3) 수익형 민자사업(BTO) 허용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999년 1) 민간제안 사업 허용,
2)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도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5년 1)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확대
2) 임대형 민자사업(BTL) 허용
3) 공공투자관리센터 확대개편

2008년 1) 사회기반시설 범위 추가
2)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공개
3) 임대형 민자사업 통제 강화(한도액 국회 제

출, 다음연도 정부지급금 추계서 국회제출)
4)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대상 확대

2009년 1) 사회기반시설 범위 추가(생활체육시설)
2) 민간제안시 제3자공고 의무화

2010년 1) 임대형 민자사업의 5개년도 이상 정부지급금 
추계서 작성

2011년 1) 부대사업 대상 확대
2) 인프라펀드 유형 및 운영방법 확대
3)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4) 타당성분석 결과 국회 제출
5)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국회 제출

2012년 1) 사회기반시설 범위 추가 (산업집적기반시설)
2) 정부조달협정 관련 조항 추가

2016년 1) 사회기반시설 범위 추가 (공공청사, 화장시
설, 아동복지시설, 택시공영차고지)

2) 사회기반시설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록절차
완화 

3) 사회기반시설 투융자신탁의 대출한도 규정 
삭제

2018년 1) 민간투자 대상시설 확대(경찰서)

[표 2-7] 한국의 민간투자법 연혁 및 주요 내용

2) 법적 체계

한국에는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체계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

계획’이 구성되어 있다. 민간투자법은 사업대상시설, 추진방식, 추진절

차, 지원제도, 운영 감독 제재조치 등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종

합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적 성격과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각 관계 법률

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적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는 법이다

(KDI, 2010).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은 민간투자법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민간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침으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KDI, 2010).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투자정책 

방향,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범위 방법 조건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참고 지침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발표하는 

사업분야별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시설사업 기본계획 작성 세부요령, 표

준 실시협약안 등의 가이드라인이 있다. 또한, 설계 및 건설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등이 적용된다.

성격 법과 규칙(주관기관) 내용

상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기획재정부) 기본원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기획재정부) 세부규칙

지침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기획재정부) 정책방향 등

참고지침
(가이드라인)

1.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에 관한 세부요령 
2.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및 표준안 
3. 사업계획 평가관리에 관한 세부요령
4.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5.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요령
6. 표준실시협약안
7. 임대형 민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
8.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9. 복합화시설사업 표준 기본협정서안
10. 부대사업 검토 세부요령 
11. 경쟁적 협의 절차에 관한 세부요령 
12. 수익형 민자사업의 투자위험 분담에 관한 세부요령 
13.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사업에 관한 세부요령 
14.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등
(이상, 공공투자관리센터)

 관련법

건설기술진흥법(국토교통부)
기본설계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법(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토지보상

[표 2-8]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과 규정



3) 사업 추진 절차 

한국의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추진된다. 구체적인 절차는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이 

다소 상이하며 [표 8]과 같다.9)

민간투자법 제17조에 주무관청이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하는 경우

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조항이 있

지만 실제로는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건설기술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에 정해진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고시사업 민간제안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국가재정법 제38조 제안서 제출 및 

제안서 내용 검토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타당성분석 민간투자법 제8조의 2

대상사업지정 민간투자법 제8조의 2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 통지

민간투자법 
제7조 제7항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

민간투자법 제10조 제3자 제안공고
(대상사업 지정)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8항

사업계획서 제출 민간투자법 제13조 제1항 사업계획서 제출 민간투자법 제13조 
제1항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민간투자법 제13조 제2항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민간투자법 제13조 
제2항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민간투자법 제13조 제3항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민간투자법 제13조 
제3항

실시계획 승인 민간투자법 제15조 실시계획 승인 민간투자법 제15조
실시설계 건설기술진흥법 제73조 실시설계 건설기술진흥법 

제73조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2조의2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2조의2
토지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간투자법 제20조

토지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간투자법 
제20조

건설 및 운영 건설 및 운영

[표 2-9] 한국의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

자료: 노승범 외(2015)

9)정부고시사업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사업을 발굴·지정하여 민간사업자를 모집하
는 방식이고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민간투자대상사업을 발굴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 제안하는 방식이다.



1) 제도의 연혁

영국은 1992년에 공공시설의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를 도입하였다. 그 후, 약 20여년 동안 700건 

이상의 PFI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나 그와 함께 PFI 제도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영국 정부는 PFI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

고자 2011년에 대대적으로 PFI 제도개혁에 대한 국민의견을 공모하였

다. 그리고 취합된 의견을 반영하여 2012년에 새로운 PF2 제도를 도입

하였다. PF2 제도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 강화를 위하여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에 

주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자기자본을 투자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투자자 입찰(funding 

competition)을 실시하여 공개적으로 장기투자자를 모집하도록 했다. 

둘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부 관료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기관을 확대하였다. 전문 교육기관(Major Projects 

Leadership Academy)을 설립하고 민간투자 지원기관(Infrastructure 

UK)의 역할과 규모를 확대하였다. 또한, 협상기간을 18개월로 제한하고 

사업추진 절차와 제도를 간결하게 정비했다. 

셋째, 민간투자사업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의 운영 범위에서 소프트 서비스(청소, 음식공급 등)는 제외하였다. 또

한, 주무관청에게 현재 운영중인 사업에 대한 경미한 유지관리 재량권을 

부여하였다. 

넷째,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정부의 부외계정

(off-balance sheet)과 민간의 자본이익(equity return)에 대한 정보

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및 승인 현황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2018년 3월 현재 5개의 학교 사업과 1개의 병원사업(Midland 

Metropolitan Hospital)이 PF2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도명 도입 시기 주요 내용

PFI 1992년

1) 민간투자제도 도입
2) 장기계약 체결
3) 기간과 예산 내에서 추진
4) 사업위험 배분
5) 서비스에 대한 만큼만 지불
6)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 개발

PF2 2012년
1) 정부가 투자법인을 설립하여 민간투자사업에 주주로 지분참여 
2) 정부관료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강화, 전문기관 확대
3) 운영 범위 축소(소프트 서비스 제외)
4) 부외계정 총액 공개, 투자자 수익 공개

[표 2-10] 영국의 민간투자제도 연혁 및 주요 내용 요약

2) 법적 체계

영국에는 민간투자를 위한 독립적인 법제가 없다. 다만 공공조달 관련 

법령 및 분야별 법령에서 민간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관습법(Common 

Law)의 틀 안에서 사업이 추진된다. 영국은 EU의 조달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조달과 관련된 가장 상위 규정은 EU공공조달 규정

(EU Public Contracts Directive 2014) 또는 특허 규정(EU 

Concession Contracts Regulations 2016)이다. EU 규정에 따라 영국 

국내법으로 공공조달 규정(Public Contracts Regulation 2015, PCR 

15)과 특허 계약규정(Concessions Contracts Regulations 2016)이 

제정되어 있다. 

실제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에는 중앙정부의 사업분석 및 평가 지침인 

녹서(Green Book)10)를 따르며 사업자 선정 절차 및 기준은 공공조달 

관리규정(PCR 15) 및 PF2 계약 지침(Standardization of PF2 

contracts)을 따른다. 세부적으로는 금융조달 관련 지침, 운영중 사업에 

대한 지침, 조기종료 사업에 대한 지침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또

한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협상 방식의 하나인 경쟁적 

대화(competitive dialogue) 방식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사업자를 선정

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경쟁적 대화 가이드라인(Guidance on using the 

competitive dialogue procedure)을 따른다.

10) 영국 재무부(HM Treasury)에서 발행하는 지침으로서 정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
업의 추진절차 및 설계·감독·평가 기준을 제시함. 



분류 법과 규정의 명칭 주요 내용

유럽연합 법
Directive 24/2014/EU (EU)
EU Public Contracts Directive 2014
EU Concession Contracts Regulations 2016

유럽연합 조달관련규정

영국 국내법 Public Contracts Regulation 2015
Concessions Contracts Regulations 2016

공공조달관련 규정
특허 관련 규정

내각부 정책 Lean Review 2010 조달절차 간소화 지침

중앙정부 
사업추진 지침

The Green Book 중앙정부 사업 
추진지침

The Green Book Project Business Case Guidance 사업보고지침
Infrastructure Procurement Routemap 조달 방식 선정 지침
Major Project approval Guidance 주요 사업 승인 지침

민간투자
관련지침

민간투자
정책 A new approach to public private partnerships PF2 정책

표준 
계약지침

Standardisation of PF2 Contracts PF2 계약 지침
PF2: A User Guide PFI/PF2 비교
Change Protocol Principles 사업 조건 변경 지침

금융관련 
지침

Application note: interest rate and inflation 
risks in PFI contracts PFI 계약의 

내부수익률 관리방안Guidance note: the use of internal rates of 
return in PFI contracts
Preferred bidder debt funding competitions 금융조달 입찰 관련 지침
Refinancing of early PFI transactions: 
code of conduct 금융재조달 관련 지침Guidance note: calculation of the authority´s 
share of a refinancing gain
value for money in refinancings 금융재조달 VFM분석 

지침
Guidance on application of the Spens 
clause to PFI transactions

PFI 투자거래 관련
Spens 관리방안

운영중 
사업 

관리방안
Code Of Conduct for Operational PFI/PPP Contracts 참여자별 행동강령
Making savings in operational PFI contracts 재원절감 방안

PFI/PPP 
입찰 및 

계약

Project governance guidance 정부의 사업관리방안
Guidance on using the competitive dialogue procedure 경쟁적 대화 지침
HM Treasury review of competitive dialogue 경쟁적 대화 사례
Managing complex capital investment 
programmes utilizing private finance: a 
current best practice model for departments

민간재원을 이용한 
복합투자 사업 

관리지침
Joint venture guidance Joint Venture 지침

조기종료
사업

DAO 02/14 early termination of contracts 조기종료사업 관련지시
PPP policy note: Early termination of contracts 조기종료사업 관리지침

[표 2-11] 영국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과 규정

자료: www.gov.uk 에서 재구성



3) 추진절차

영국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는 사업 절차(project process)와 사업

자 선정 절차(procurement process)로 구분된다. 사업 절차는 주무관

청이 사업을 계획하고 대안을 선정하여 실행 및 평가하는 절차이고 사업

자 선정 절차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 평가, 협상을 거쳐 계약

을 체결하는 절차이다. 각 절차의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업 절차(project process)

사업 절차는 주무관청이 사업의 계획하고 대안을 선정하여 실행 및 

평가하는 절차이다. 사업 절차는 녹서(The Green Book)와 하위 지침

인 사업추진지침(Business Case Development Guidance)에 따른다. 

녹서(The Green Book)는 주무관청이 사업을 계획하거나 평가할 때 

적용되는 이론적인 지침이다. 영국 정부는 시장(market)에 문제가 있을 

때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HMT, 2018a; p.13). 

그리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할 때에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

적의 대안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녹서는 사업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최적대안을 찾기 위한 이론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녹서의 하위지침인 사업추진지침(Business Case Development 

Guidance)은 주무관청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되는 실무적인 지침이

다. 주무관청은 전략보고서(Strategic Outline Case; SOC), 중간 사업

보고서(Outline Business Case; OBC), 최종 사업보고서(Full 

Business Case, FBC)를 작성하고 이를 지방정부 및 재무부로부터 승

인받는 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 전략보고서(SOC) 단계에서는 사

업의 목표 설정, 대안 탐색(long-list), 평가 대상 대안 선정

(short-list) 등이 이루어진다. 중간 사업보고서(OBC) 단계에서는 대안

에 대한 평가, 최적 대안 선정, 사업자 선정 방식 선정, 사업시행 계획 

수립 등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최종사업보고서(FBC) 단계에서는 사

업자 선정 절차 진행, 계약 체결을 거쳐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 계획이 

수립된다. 



(2) 사업자 선정 절차(procurement process)

사업자 선정 절차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 평가,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이다. 영국에서 시행되는 모든 조달(procurement) 

계약에는 공공계약규정(Public Contract Regulation 2015, PCR 15)이 

적용된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공공계약규정과 함께 PF2 계약지침

(Standardisation of PF2 Contracts) 및 경쟁적 대화 가이드라인

(Competitive Dialogue Guidance)이 적용된다. 

공공계약규정은 공공조달에 대한 법규이며 영국 정부가 체결하는 모

든 계약에 적용된다. 공공계약규정은 조달의 방식, 절차, 수단, 정보의 

관리 및 공개 등 계약체결에 대한 모든 규정이 망라되어 있다. 영국은 

기본적으로 민간투자사업에도 재정사업과 동일한 공공계약규정을 적용한

다. 다만, 민간투자사업만의 내용에 대해서는 PF2 계약지침을 따른다. 

PF2 계약지침은 민간투자사업의 계약 내용에 대한 지침이다. 기본적

으로 계약기간, 부지 인수인계, 소유권 이전, 운영방식, 정부지급금 지급

방식, 금융조달, 관리감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더불어 PF2 제도 

도입에 따라 정부의 자본 참여, 운영 범위의 제한, 주무관청의 재량권 

확대, 운영기간 중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 공개,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위험 분담 등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경쟁적 대화 가이드라인은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에 대한 지침이다. 

경쟁적 대화는 조달 방식의 일종이며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전통적인 경쟁입찰방식에서처럼 한 명의 우선협상대상

자와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협상대상자과 협상하

는 과정에서 협상대상자의 수를 줄여나가면서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경쟁적 대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최적대안에 대한 VfM분석과 입찰

준비가 완료되면 유럽연합 공식저널에 입찰공고를 게재한다. 대화 참여

자가 선정되면 경쟁적 대화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구체화한다. 대화 

종료 후 최종 입찰서에 대한 평가 및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

고 계약을 체결한다. 



사업 절차(Project Process) 사업자 선정 절차(Procurement Process)
Green 
Book Project Business Case Guidance Competitive Dialogue Procurement

사업추진
의 필요성 

확인
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
전략보고서 

작성 및 
승인

Strategic 
Outline Case 

(SOC)

0
조달준비
(Ex-ante)

투자평가
VFM 분석 등

대안 탐색
대안 탐색(Long-list)
대안 선정(Short-list)

대안 평가
대안에 대한 평가 및 

최적대안 선정
(Preferred Option) 중간사업

보고서
작성 및 

승인
Outline 

Business 
Case (OBC)

조달 전략 수립
(Procurement Strategy)

대안 실행
사업실행계획 수립

(Execution Plan)

사업자 선정 절차
(Procurement Process) 최종사업

보고서 작성 
및 승인

Full 
Business 

Case (FBC)

1
사전정보공개

(Pre OJEU Notice)

조달절차 선정
시장의견 조사
입찰 사전정보 

공개
2 입찰공고

(OJEU Contract Notice)
세부서류 제공
질의답변 실시

3 입찰 자격 사전 조사
(Pre-Qualifying 

Questionaire(PQQ))
대화참여자 선정

절차서 발행
4

경쟁적 대화 단계
(Competitive Dialogue 

Phase)

대화참여초청(ITPD)
대화 진행

사업계획 구체화
대화 종료

5 최종 제안서 제출
(Final Tender Process)

최종 입찰
제안서 평가

6 입찰 후 협의
(Post Tender Discussions)

세부조건 협의
입찰조건 수정불가

7 사업자 선정
(Preferred Bidder)

8 정지기간
(Standstill Period) 탈락자 이의제기

계약 체결
(Contract for the Deal)

9 계약 체결
(Contract Signature)

사업시행계획 확정

모니터링 
및 평가, 

환류
결과 모니터링 및 

평가

[표 2-12] 영국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자료: 영국 재무부의 The Green Book, Project Business Case Development Guidance, 
Competitive Dialogue 지침의 내용을 재구성



제 3 장 연구설계

제1절 연구문제 및 모형의 설정

의사결정의 질은 의사결정 과정의 질에 따라 달라진다(Reed, 2008). 

따라서 협력적 거버넌스로부터 바람직한 결과를 얻으려면 협력적 거버넌

스의 구조 및 절차에 대한 신중한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협력적 거

버넌스의 형태는 의사결정의 목적, 규모, 구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Margerum, 2011).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며(Beierle, 2002; Ansell & Gash, 

2008, Sirianni, 2009), 전통적인 중앙집중적 하향식(Top-down) 의사

결정 체계에 비해서 투명하고, 참여적이고, 대응적인 특성을 지닌다

(Fung, 2006; Cooper et al., 2008; Thomson et al, 2008).

협력적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상호작용의 적정한 

수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기는 어렵다.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넓을 수록 정

보의 생산이 증가하고(Schneider et al, 2003), 의사결정 과정의 합법

성이 향상되며(Bryson, Crosby and Stone, 2006; Dietz and Stern 

2008; Margerum 2011), 다양한 정보에 의해 정책이 개선된다

(Beierle, 2002; Sirianni, 2009). 반면,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Imperial, 2005; Margerum 2011; Wondolleck &Yaffee, 2000, 

2003)이 증가하고, 의사결정에 따르는 외부비용(Feiock, 2013)이 발생

한다(Ulibarri & Scott, 2016에서 재인용). 참여자 간의 활발한 상호작

용은 참여자 간의 신뢰와 헌신을 이끌어내어 협력적 거버넌스를 가능하

게 하지만(Berardo & Scholz, 2010), 반복적인 상호작용에는 중복적이

고 비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뒤따른다(Lazer and Friedman, 2007). 협

력적인 의사결정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약한 상호작용보다 핵심 관계자의 

강한 상호작용에 의해 달성된다는 분석도 있다(Ulibarri & Scott, 



2016). 

이와 같이 협력적 거버넌스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범위에 

대한 제도 설계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대한 관리가 뒷받침 되어야 한

다. 이러한 측면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거버넌스 즉, 메타 거버넌스의 

개념이 등장하였다(Sorenson & Torfing, 2007). 메타 거버넌스는 바

람직한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주도적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연구(Jessop, 

2000; Peters, 2000; Kjær, 2004; Jordan, 2008; Bell & Hindmoor, 

2009; Lynn, 2010)들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개념은 전통적인 계층

제적 통치로 회귀해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평적인 네트워크와 파트너

쉽을 조정하는 역할을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해야한다는 의미이다(이

주하, 2013).

바람직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태가 하나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바람

직한 국가의 역할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협

력적 거버넌스의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집권화/분권화, 혁신/변

화, 지속성/질서(Newman, 2001), 국가의 개입 정도(Pierre & Peters, 

2005), 일방향/양방향의 의사소통구조(OECD, 2001), 참여자의 기준

(Fiorino 1990)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채종헌 외(2008)가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형을 분류한 

기준인 의사소통구조(OECD, 2001), 참여자의 기준(Fiorino 1990)을 

고려하여 한국의 민간투자제도를 기술관료주의에 기반한 협의모델, 영국

의 민간투자제도를 다원민주주의에 기반한 협상모델로 구분하였다. 그리

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조와 절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조와 절차는 선행연구들

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상호작용 수준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형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참여자 간 상호작용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고자 한다. 



가설 1: 협의 모델에 비해 협상모델의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이해관계

자의 참여 범위가 넓을 것이다. 

가설 1의 구체적인 검증을 위한 하위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1: 협의 모델에 비해 협상모델의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단계가 많을 것이다. 

가설 1-2: 협의 모델에 비해 협상모델의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참여

하는 이해관계자가 많을 것이다. 

가설 2: 협의모델에 비해 협상모델의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참여자 간

의 상호작용이 활발할 것이다. 

가설 2의 구체적인 검증을 위한 하위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2-1: 협의모델에 비해 협상모델의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주무관

청과 입찰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할 것이다. 

가설 2-2:  협의모델에 비해 협상모델의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주무

관청과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이 활발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가설들을 검증하고 가설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

을 분석하기 위하여 협력적 거버넌스의 제도적 요인과 과정적 요인에 대

해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 Emerson et al.(2012)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형은 Emerson et 

al.(2012)이 제시한 통합적 모형이다. 이 모형은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규모의 정책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에도 적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Emerson et al., 2012). 특히,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제도와 민간투

자사업에 대한 분석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의 체제 환경

(System Context)을 고려한 Emerson의 모형을 선택하였다. 

본 모형은 크게 세 가지 중첩된 구조로 이루어진다. 우선, 모형의 중

심에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Collaborative Governance Regime; CGR)

가 있다. CGR 내부에는 협력적 역학(Collaborative Dynamics)이 작동

하며 CGR 외부에는 체제 환경(System Context)이 존재한다. 

체제 환경으로부터 CGR이 시작되는 추진동력(Drivers)이 발생한다. 

이 추진동력이 CGR 내의 협력적 역학(Collaborative Dynamics)을 발동시

킨다. 협력적 역학은 참여자의 협동 역량을 기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하에서 참여자 간 신뢰와 이해를 이끌어내고 다시 협동 역량이 축

적되는 과정을 순환한다. 이러한 협력적 역학은 결과적으로 협력적 행동

(Collaborative Actions)을 만들어 낸다. 협력적 행동은 CGR내부의 협

력적 역학과 CGR 외부의 체제 환경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체제 환경
(System Context)

자원 상태, 정책적 법적 체계, 문제해결 실패 경험, 정치
적 역학, 권력 관계, 네트워크 연결, 신뢰 수준, 사회 문
화적 다양성

추진 동력
(Drivers) 리더쉽, 기대되는 보상, 상호의존, 불확실성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CGR)

협력적 
역학

원칙적 운영 발견, 정의, 심의, 결정

동기 공유 상호신뢰, 상호이해, 내부 적법성, 공동 수행

협동 역량 절차적, 제도적 구조, 리더쉽, 지식, 자원

협력적 행동 정책 수립, 시설 건립 등 상황에 따라 다양

영향 및 수용
(Impact & Adaptation) 체제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CGR 내부에 영향을 미침. 

[표 3-1]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의 구성 요소(Emerson et al., 2012)



[그림 3-1]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Emerson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환경을 제도적 요인 중심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내의 추진동력, 협력적 역

학, 협력적 행동을 과정적 요인으로 보고 실제 사업의 흐름에 따라 분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변수의 내용은 다음 절에서 논하고자 한다.

제도적 
요인

체제 환경 (System Context)

 1. 이해관계자의 참여   
2. 추진절차의 투명성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Regime; CGR)

과정적
요인

추진동력
(Driver)

협력적 역학
(Collaborative Dynimics)

협력적 행동
(Collaborative Actions)

영향 및 수용

1. 리더쉽
  1) 전략
  2) 조직
2. 기대되는 보상
  1) 지역의 여건
  2) 시설의 필요

1. 원칙적 운영
 1) 발견-정의-숙의-결정
2. 동기 공유
 1) 사업 추진 계획
3. 협동 역량
 1) 권한의 분배
 2) 예산과 인력

1. 외부적 결과
 1) 사업추진결과  
2. 내부적 결과
 1) 협력경험

1. 사업평가
2. 제도개선

[그림 3-2] 본 연구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



제2절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의 주요 변수

본 연구에서는 Emerson et al.(2012)이 제시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

형을 참고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제도적 요인과 과정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제도적 요인은 민간투자제도를 중

심으로 살펴보고, 과정적 요인은 실제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과정

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이해관계자의 참여(Participation)

세계은행(The World Bank)은 민간투자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The World Bank, 2017). 주무관청이 사업의 잠재적인 문제

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

다. 또한, 사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사업의 성공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제도에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정착시

키기 위해서도 제도의 틀 내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UNECE, 2008). 주무관청의 의사결정과정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

한다면 공공과 민간 간의 상호신뢰가 구축되고 사회자본이 증가할 것이

다. 이는 국가의 정치적 역량이 강화되고 개발의 지속가능성이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The World Bank, 2017).

2) 추진절차의 투명성(Transparency)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여 사업의 VfM(Value 

for Money)을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한다. 따라서 

계획된 VfM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을 가장 잘 이행

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민간투자사

업의 계약은 보통 30년 이상 지속되며 대규모 재정지출이 수반되기 때

문에 공정한 절차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정부와 민간투자사업

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는 길이기도 하다(The World Bank, 2018). 



1) 추진동력(Drivers)

협력적 거버넌스가 작동하기 위한 가장 큰 동력으로는 리더쉽과 기대

되는 보상을 들 수 있다. 협력적 거버넌스가 실제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협력적 의사결정체계를 지지하고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리더가 있어야 

한다. 협력적인 의사결정 과정은 일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비해 인력, 

기술 등의 자원이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법

적 권한과 책임을 고려하여 주무관청이 리더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사례에서 각 주무관청이 정책적, 

조직적 측면에서 어떤 리더쉽을 발휘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참여자 입장에서는 문제의 해결, 자원의 부

족의 해소 등의 보상이 기대되어야 협력적 거버넌스에 참여할 동기가 생

긴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사례에서 지역의 여

건, 인구구조, 국가정책, 시설의 필요성 등 위협과 기회의 요인을 살펴보

고자 한다. 

 

2) 협력적 역학(Collaborative Dynamics)

협력적 역학은 원칙적 운영 하에 참여자 간에 협력적 관계가 조성되

며 협동 역량이 축적되는 과정이 반복되며 실현된다. Emerson et 

al.(2012)의 모형에서 ‘원칙적 운영’이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문제

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 협력적 거버넌스가 안정

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사

례에서 발견(Discovery)-정의(Definition)-숙의(Deliberation)-의사

결정(Decision) 과정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동기 공유’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가치관이나 목적을 가진 참

여자가 협력하게 되기까지는 '신뢰 형성', '상호 이해', '참여의 정당성 인

지', '실제 참여'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Emerson et al., 2012).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사례에서 설계를 위한 협력, 고

용변화에 대한 협력,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력, 지역 경제를 위한 

협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협동 역량'이란 협력 과정을 반복하면서 지식과 경험이 창출되고 협

동 능력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협력적 거버넌스의 과정에서 책

임과 권한이 분배되고 자원의 투입과 지식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

해 다시 협력적 거버넌스가 강화된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

국과 영국의 사례에서 책임과 권한의 분배, 인력과 예산의 투입, 보고서 

작성 및 승인으로 구분하여 협동 역량을 살펴보고자 한다. 

3) 협력적 행동(Collaborative Actions)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에 의하면 앞서 살펴본 협력적 역학의 요소인 

원칙적 운영, 동기의 공유, 협동역량의 강화가 서로 맞물려 협력적 행동

을 이끌어 낸다. 협력적 행동이란 협력적 거버넌스의 목적이자 구체적인 

결과물이다. 결과물은 정책의 수립, 시설의 건립, 공동의 의사결정 등 다

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한국과 영국의 민간투자사업 사례에서 협력

적 거버넌스의 결과는 눈에 보이는 시설물 뿐만 아니라 협력적 거버넌스 

그 자체도 될 수 있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신뢰를 구축한 경험도 포

함된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실제 사업 추진사

례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결과 및 사업 추진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4) 영향 및 수용(Impacts & Adaptation)

Emerson et al.의 모형(2012)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에 의하면 협

력적 거버넌스의 결과는 협력적 행동으로 나타나고 협력적 행동은 다시 

협력적 거버넌스나 제도의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 

대상인 영국과 한국의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공사중이며 결과에 대한 평

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계에 대한 분석은 생략하였다. 다

만, 제도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수준은 앞서 설정한 제도

환경의 요인에서 충분히 살펴보도록 한다. 



제 4 장 협력적 거버넌스의 제도적 요인 분석

제1절 분석의 기준

Emerson et al.의 모형(2012)에 의하면, 협력적 거버넌스는 체제 환

경(system context)의 영향을 받는다. 체제 환경에는 자원 상태, 법적 

제도, 정치 권력, 신뢰 수준, 사회문화적 다양성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

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체제 환경을 

민간투자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UN 유럽 경제위원회(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에 의하면 거버넌스(governance)는 정부가 행동

하는 절차로서 무엇이 수행되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수행되었는가에 중

점을 둔다. UNECE는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원칙으

로 참여, 배려,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효율성을 제시했다(UNECE, 

2008).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바람직한 거버넌스가 정착하려면 이 여

섯 가지 원칙이 정책, 제도, 입찰 절차 등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UNECE가 제시한 각각의 원칙은 독립적이지만 한 가지만 떼어놓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거버

넌스의 여섯 가지 원칙 중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추진절차의 투명성

을 중심으로 한국과 영국의 민간투자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거버넌스의 원칙 의미
참여(Participation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도
배려(Decency)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규칙이 수행되는 정도
투명성(Transparency) 의사결정 과정의 명확성과 공개성의 정도
책임성(Accountability)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도
공정성(Fairness) 규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정도
효율성(Efficiency) 인적 재정적 자원이 낭비, 부패 없이 적용되는 정도

[표 4-1] 민간투자사업의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위한 원칙

자료: UNECE, 2008



제2절 이해관계자의 참여

1) 이해관계자 참여의 의미

세계은행(The World Bank)은 민간투자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The World Bank, 2017). 주무관청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사업의 잠재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

하여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이해관계

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주무관청이 이해관

계자와 소통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의 성공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제도에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제도의 틀 내에 모든 이해관계자

가 포함되어야 한다(UNECE, 2008). 주무관청의 의사결정과정에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면 공공과 민간 간의 상호신뢰가 구축되고 사회자

본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국가의 정치적 역량이 강화되고 개발의 지속

가능성이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The World Bank, 2017). 

2) 이해관계자의 범위

사업의 이해관계자에는 사업에 영향을 받거나 법적 이해관계가 있거

나 사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포함된다(IFC, 

2007). 민간투자사업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지역주민, 시설 사용자, 

토지 소유자 등이다. 간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시민단체, 환경단체, 노동조

합, 전문가 집단, 정당, 언론 등이 될 수 있다(The World Bank, 

2017).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사업의 추진단계에 따

라 변화한다. 즉,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는 다양한 직간접적 이해관계자

가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사업의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는 참



여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시설사용자, 토지 소유자 등으로 줄

어든다. 이후,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입찰 과정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입찰 공고 이전에 

수렴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입찰 조건에 반영될 수는 있다. 계약체결 

이후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는 건설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

고 지역주민이나 시설이용자가 참여하게 된다(The World Bank, 2017).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너무 넓게 설정하면 불필요하게 사업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으며 너무 좁게 설정하면 잠재적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을 

간과하게 되어 마찬가지로 사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

자의 범위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The World Bank, 2017). 

3) 이해관계자 참여 전략

재정사업과 달리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

게 수렴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The World Bank, 2017). 전통적으

로 정부가 수행하던 사업을 민간이 수행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해 

공공시설의 요금이 상승하거나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휘둘려서 자신들

이 피해볼 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이 찬성하는 

사업이 소수의 반대자들 때문에 무산되거나 지연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무관청은 사업추진 전 과정에 거쳐 체계적으

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즉, 사업추진의 어느 단계

에서 어떤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

으로 수립해야 한다. 특히,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목적을 명확히 하

고, 예산을 책정하고, 책임을 분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The World 

Bank, 2017). 

위와 같은 논의를 고려하여 본 절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민간투자의 

사업추진 과정과 제도 개선 과정에 나타난 이해관계자의 참여 수준을 살

펴보고자 한다. 



1) 사업 추진 과정의 이해관계자 참여

영국 정부의 사업분석 및 평가 지침인 녹서(The Green Book)에 의

하면, 주무관청은 사업 추진 과정에 체계적으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야 한다. 의견 수렴 방법으로는 워크샵이 권장된다. 워크샵에서는 사업

의 잠재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사업의 성공을 위해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녹서의 하위 지침인 사업추진지침(Business 

Case Development Guidance)에서는 사업추진 단계별로 다섯 번의 공

식적인 워크샵을 개최하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주무관청은 사업의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워크샵을 

개최한다. 워크샵에는 주무관청 최고 책임자, 이사회, 외부 이해관계자, 

사용자 대표, 기술·금융분야 자문위원 등이 참여한다. 참여자들은 경영 

전략과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 추

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편익과 위험에 대해 논의한다(Workshop 1).

사업의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주무관청은 유사사업에 대한 경험, 

다른 나라의 우수 사례와 함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워크샵에는 외부 이해관계자, 사용자 대표, 경제 자문위원, 사용자 대표 

등이 참여한다. 참여자들은 사업의 성공을 위한 핵심요인과 사업대안, 

대안별 예상되는 비용, 평기, 위험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Workshop 2). 

주무관청은 여러 대안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최적 대안을 확정하기 

전에도 워크샵을 개최한다. 워크샵에서는 대안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비용효과 분석 결과, 질적 편익 및 위험을 논의하고 최적대안을 선택한

다(Workshop 3). 

주무관청은 최적대안을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 방식을 선정하고 입찰 

절차를 개시할 준비를 마치면 네번 째 워크샵을 개최한다. 워크샵에서는 

입찰공고에 포함할 사업의 요구수준, 계약 체결시 고려해야 할 위험, 비

용의 지급 체계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일련의 과정이 정부조달지침을 위배

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Workshop 4). 

네 번의 워크샵을 마치고 나면 주무관청은 구체적인 사업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사업추진 조직을 정비하고 사업 시행 전후에 예상되는 이슈들

을 점검한다. 마지막 워크샵을 통해서 사업 시행 관리방안, 편익 실현 

및 위험 관리 방안, 건설 및 운영 계획 등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과 논

의한다((Workshop 5). 

다섯 번의 워크샵이 종료되고 나면 주무관청은 최적대안을 시행할 사

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절차를 개시한다. 입찰 절차가 진행되는 동

안에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사업 추진이 완료되고 나면 주무관청은 사업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평

가한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 면담, 표적집단조사 

등을 실시한다. 

단
계 사업 추진 단계 워크샵 주요 참여자 워크샵 논의 내용

1 사업 계획의 
수립

사업 추진 최고 책임자, 이사회,
사업 추진부서 책임자 및 담당자,
외부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사용자 대표, 기술 자문위원, 
금융 자문위원, 사업기획자

경영전략,
재정지출의 목적과 우선순위,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예상범위, 
핵심 요구조건, 
예상되는 사업의 편익과 위험

2 대안의 탐색

외부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금융 책임자, 상업 책임자 ,
경제 자문위원, 사용자 대표,
사업 담당자, 사업기획자

핵심성공요인,
가능한 사업대안(Long-list),
평가 대상 대안(Short-list), 
대안별 예상 비용, 편익, 위험

3 대안의 평가

평가 대상 대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 비용효과분석 결과, 
질적 편익 및 위험
최적 대안 선택

4 입찰 계획

사업의 운영 요구 구준, 
운영의 위험 및 운영비 지급체계,
계약 절차,
정부조달지침 준수 여부 확인

5 사업 실행 계획

사업 시행 관리 방안,
계약 변경 관리, 
편익 실현 및 위험 관리, 
사업 관련 보증 및 평가,
건설 및 운영 계획

[표 4-2] 사업의 추진 단계별 워크샵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영국) 

자료: HM Treasury, Guide to developing the project business case, 2018



2) 제도 개선 과정의 참여

영국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과정 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제도의 

개선과정에도 이해관계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영국 재무부는 

기존의 PFI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에 PFI 개혁을 위한 

질의서(Reform of 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를 발표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모집(Call for Evidence)

하였다. 민간투자사업의 직간접적인 모든 이해관계자(관련산업 종사자, 

투자자,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근로자 등)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

다(HM Treasury, 2011)

주무관청이 발표한 질의서에는 제도개선의 목적, 제도개선을 위한 44

개의 세부 질문, 그리고 답변서 제출 방법 등이 포함되었다. 질문의 내

용은 민간투자의 역할부터 금융조달 방법, 운영의 범위,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방안까지 다양했다. 또한, 정해진 질문에 대한 답변 외의 의견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 2월까지 총 155개의 답변서가 제출되었다. 답변서에는 질의

서에 대한 답변 뿐만 아니라 자발적 의견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각 답변

서의 분량은 50~100페이지에 달하였다. 답변자들은 정부의 부족한 관

리능력과 투명성이 결여된 제도를 비판했다. 사업의 지연이나 과도한 업

무부담으로 인해 사업자의 비용이 비효율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문제점으

로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공개하지 않았던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우

발채무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영국 재무부는 이를 반영하여 2012년 12월에 새로운 PF2 정책11)을 

발표하였다. PF2 정책에는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항목별로 기술되어 있다. 또한, PF2 제도 개선의 근거로서 

155개 답변서의 원본(해당 기업과 답변자의 이름, 답변 내용 전체)이 

PF2 제도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12)

11) HM Treasury, A new approach to public private partnerships, 2012
12)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20130402155146/ , 
    http://www.hm-treasury.gov.uk/infrastructure_pfireform.htm



1) 사업 추진 과정의 참여

한국의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지침에서 이해관계자나 지역

주민의 참여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민간투자

사업 기본계획 제49조에 '주무관청은 설계·건설·운영 등 사업추진단계

별로 이해관계자 및 시설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는 원칙적인 규정이 있다. 그 외에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련이 있는 지침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분석에 적용되는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살펴보면, 정책적 평가 중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항목에 이해당사자

나 지역주민의 사업에 대한 태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KDI, 2008). 다만, 지역주민의 선호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조사가 어

려우므로 기존의 자료를 활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해당사자들의 의

견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태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만 서베이를 실

시하도록 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 제안공고)을 고시하기 

전에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67조 및 제97조에 의하여 필

요할 경우 공청회, 정책간담회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또한, 민간투자법 외의 법률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절차도 있

다. 우선,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다.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설계 내용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

하여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는 환경영향

평가법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

렴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토지 보상 단계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의거하여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다. 



절차 근거법 의견 수렴 방법 및 대상
예비타당성조사 국가재정법 제38조
타당성분석 민간투자법 제8조의 2
대상사업지정 민간투자법 제8조의 2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방법: 설명회(필요시 공청회)

대상: 지역주민(필요시 전문가)
수행주체: 기본계획 수립주체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고시 민간투자법 제10조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67조

방법: 공청회, 정책간담회, 인
터넷
대상: 지역주민(필요시)
수행주체: 주무관청

사업계획서 제출 민간투자법 제13조 제1항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민간투자법 제13조 제2항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민간투자법 제13조 제3항
실시계획 승인 민간투자법 제15조
실시설계(기본설계 생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3조 방법: 구조물에 대한 합동조사

대상: 이해관계자
수행주체: 발주청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방법: 설명회
대상: 지역주민
수행주체: 사업자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2조의2

토지 수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간투자법 제20조

방법: 열람공고 및 개별통지
대상: 토지소유자 등 직접적 
이해관계자
수행주체: 사업시행자

착공 

[표 4-3] 사업의 추진 단계별 이해관계자의 참여(한국, 정부고시사업)

2) 제도 개선 과정의 참여

기획재정부는 매년 민간투자사업의 정책 및 제도 개선의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은 민간

투자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기획재정부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다. 이 외에

는 민간투자제도의 개선 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절차는 

없다. 즉,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는 과정, 공개하

는 기준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매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민간투자기본계획에는 정책의 방

향과 변경된 제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반영에 대한 사항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영국은 모두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

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체계나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사업계획 절차에 대한 규정

영국의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와 별도로 주무관청이 사업을 계

획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

차 외에 사업을 계획하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영국의 주무관청은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녹서

(The Green Book)에 의하여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 과정

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민간투자사업 지정 원칙13)만 제시되어 

있을 뿐 주무관청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의사결정의 질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가 반드시 의

사결정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참여해야 한다는 점(Mazmanian & 

Nienaber, 1979; Stewart et al., 1984; Blahna & Yonts-Shepard, 1989; 

Gariepy, 1991; Chess & Purcell, 1999; Reed et al, 2006)을 고려할 때 

한국의 민간투자제도 내에 사업계획단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은 참

여의 측면에서 영국과 중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분야 내용 영국의 지침 한국의 지침
사업계획 사업계획 및 

대안선정 녹서(The Green Book) 없음

사업추진 사업보고 및 
실무지침

Business Case Development 
Guidance 없음

사업자 선정 
절차

입찰,평가,협상 
절차

Public Contract Regulation,
Competitive Dialogue 

Guidance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경쟁적대화 지침

계약 지침 계약내용에 대한 
지침

Standardaisation of PF2 
Contract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표준실시협약안

[표 2-4] 한국과 영국의 민간투자 추진절차 관련 지침 비교

13)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4조(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

  1. 수익자부담능력의 원칙, 2. 수익성 원칙, 3. 사업편익의 원칙, 4. 효율성 원칙



2)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규정

영국에서는 사업의 계획 및 평가지침인 녹서에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가능한 모든 범위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녹서의 하위지침에는 워크샵의 개최 횟수와 참여 대상, 논의 

주제에 이르기까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

시되어 있다(HM Treasury, 2012). 

반면, 한국의 경우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49조에 주무관청이 사업

추진단계별로 이해관계자 및 시설이용자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노

력해야한다는 원칙적 규정은 있으나 이해관계자의 참여 단계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미비하다. 특히, 민간투자법에 의한 의견수렴 절

차와 다른 관련법에 따라 진행되는 의견수렴 절차가 혼재되어 있어 전체

적인 의견수렴절차에 일관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 

3) 이해관계자의 범위

영국의 사업 분석 지침인 녹서(the Green Book)에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때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가급적 넓게 설정해야한다고 명

시되어 있다. 이해관계자에는 지역주민, 시설사용자 등 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사람이나 집단 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일반 

국민까지 포함된다. 

반면, 한국에는 이해관계자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민

간투자법을 포함한 대부분의 관련법 및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등에서는 

이해관계자를 지역주민이나 시설사용자에 한정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

우가 많다. 

4) 이해관계자의 참여 단계

영국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가 많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폭넓은 

의견의 수렴이 가능하고 실제 사업계획에 반영하기도 쉽다. 즉, 영국에

서는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략수립, 대안 평가, 최적대안 선정, 입



찰 계획, 건설 및 운영 계획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워크샵을 최소 5회 이상 개최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의견 수렴단계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사업 계획이 

대부분 확정된 이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의견의 내

용이 제한되며 실제로 반영되기도 어렵다.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투

자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실제 건설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

가법, 건설기술진흥법, 토지보상법 등에 의한 절차가 시행될 때 지역주

민이나 시설이용자의 의견이 수렴된다. 

5) 이해관계자의 참여 방법

영국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참여 방법으로 워크샵(workshop)이 권장된

다. 워크샵은 수평적 형태의 양방향 의사소통 방식으로써 다양한 참여자

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의견수렴 절차에서 공청회, 설명회, 열람

공고 등의 일방향 의사소통 방식을 택하고 있다. 즉, 참여자 간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는 주무관청의 설명이나 공고내용에 대해 참

여자들이 찬반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5) 의견수렴의 주체

영국에서는 사업 추진의 전 과정에 거쳐 주무관청이 의견 수렴의 주

체가 되므로 체계적, 중립적으로 의견이 취합될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

는 의견을 수렴하는 주체가 주무관청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경우가 많

아 의견 수렴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즉,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

부고시사업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의견 수렴의 주체가 되지만 민간제안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제안자가 의견 수렴의 주체가 된다.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이 의견을 수렴해



야 한다. 그런데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발주청

의 자격이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의견 수렴을 수행하는 

주체가 된다. 

공사 착수 이전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자' 즉, 민간투자사업

의 사업시행자가 의견을 수렴한다. 

마지막으로 토지 보상 단계에서는 토지보상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

'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진행되므로 실질적인 의견 수렴의 주체는 사업시행자가 된다.  

이처럼 한국에서 각 근거법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는 주체는 대부분 

주무관청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이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

에 대한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

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을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의 목적을 가지므로 사

업에 우호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에 적대적인 의견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사업 추진의 사회적 가치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형

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위험도 있다. 

6) 실제 의견수렴 여부

영국에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최소 5회 이상의 워크샵을 개최하고 이

해관계자를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주무관청은 사업추진의 

각 단계마다 워크샵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사업보고서에 기록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관련 규정마다 면제요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의견이 수

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주

민의 방해로 설명회 개최나 진행이 어려울 경우' 주무관청은 설명회를 

생략하고 설명자료를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견을 수렴

한 경우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의견 수렴 절

차를 생략할 수 있다.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발주청이 실시설계의 주요 공종 등을 고려하여 합동조사가 필요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합동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의견 수렴을 시행해야 하는 거의 모든 단계에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는 면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의견이 수렴되기 어렵

다. 또한, 사전에 의견수렴 시행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견 수

렴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하된다. 

7) 제도의 개선

영국에서는 민간투자제도를 개선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공식적으

로 요청하여 검토하고 제도의 개선에 반영한다(HM Treasury, 2011). 

그리고 취합된 의견과 제도에 반영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HM 

Treasury, 2012).

한국에서는 민간투자제도의 개선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공식적으

로 반영하는 절차가 미비하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제도가 개선되기 어렵다. 또한, 제도 개선의 절차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개선된 제도의 내외부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8) 전문가의 활용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전문적,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할 때 영

국의 사업개발지침에서는 사업추진의 모든 단계에서 주무관청이 직접 외

부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이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수월하다. 반면, 한국

의 민간투자기본계획에서는 주무관청이 자금재조달, 사업시행조건 조정, 

입찰공고, 협상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14)에게 의뢰할 것을 권장한다. 따

라서 주무관청이 주도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사업의 다

른 조건들과 원활하게 조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14) 전문기관이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장이 요청하고 기
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영국 한국
사업계획 절차에 

대한 규정 1) 녹서(The Green Book) 없음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규정

1) 녹서(The Green Book)
2) 사업추진지침(Project 
Business Case Development 
Guidance)

1) 민간투자법(민간투자사업 기본계
획)

2) 환경영향평가법
3) 건설기술진흥법
4) 토지보상법

이해관계자의 
범위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역주민, 시설 사용자, 토지 소
유자, 시민단체, 환경단체, 노동
조합, 전문가 집단, 정당, 언론, 
일반 대중

시설이용자,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등 주로 직접적 이해관계자에 한정

이해관계자 
참여 단계

1) 사업의 전략 및 계획 수립
2) 대안의 탐색
3) 최적대안의 선정
4) 조달방식 선정 및 입찰 준비
5) 사업시행 관리방안,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

1) 전략환경영향평가
2)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3) 실시설계
4) 환경영향평가
5) 토지수용

이해관계자 
참여 방법

워크샵 공청회, 설명회, 열람공고 등

의견 수렴의 
주체

주무관청 1)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수
립주체

2)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주무관청
3) 실시설계: 발주청(=사업시행자)
4) 환경영향평가: 사업시행자
5) 토지수용: 사업시행자

실제 의견수렴 
시행 여부

단계별 최소 1회 이상 워크샵 
개최, 총 5회 이상 워크샵 개최

1)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방해시 
생략 가능

2)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전 공청
회: 생략가능

3) 실시설계: 발주처 인정시 생략가능

제도의 개선
이해관계자의 의견 공식 요청, 
반영여부 및 근거자료 공개

이해관계자 참여 절차 미비

전문가의 활용
주무관청이 직접 개별 분야의 
전문가 고용

주무관청이 전문기관에 업무 위탁

[표 4-5] 민간투자사업의 이해관계자 참여 비교(영국과 한국)



제3절 추진절차의 투명성

1) 추진 절차의 정의

영국의 민간투자제도는 사업 계획 절차(Project Process)와 사업자 

선정 절차(Procurement Process)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한국의 민간

투자제도는 사업자 선정 절차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 계획 절차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의 투명성을 사업자 선정 절차를 중심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 선정 절차는 재정사업의 사업자 선정 절차에 

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창의와 효율을 활

용하여 사업의 VfM(Value for Money)을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민간투

자사업을 시행한다. 따라서 계획된 VfM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을 가장 잘 이행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

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의 계약은 보통 30년 이상 지속되

며 대규모 재정지출이 수반되기 때문에 공정한 절차에 의해 사업자를 선

정하는 것이 정부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는 길이기도 

하다(The World Bank, 2018).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 선정 절차는 복잡한 사업구조로 인해 재

정사업의 사업자 선정 절차에 비해 기간이 오래 걸린다. 이러한 특성 때

문에 공공과 민간 모두의 거래비용이 증가하기도 하고, 경쟁이 저해되기

도 한다. 따라서 사업자 선정 절차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사업의 VfM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The World Bank, 2018). 실제로 2018년 세계은행(The World 

Bank)은 사업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중심으로 전세계 135

개국의 민간투자제도를 평가한 바 있다(The World Bank, 2018).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중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를 위주로 추진절차의 투명

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2) 투명성의 정의

UN 유럽경제위원회에 의하면, 사업자 선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

하고 중립적, 비차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UNECE, 2008). 또한, 사

업자 선정 절차의 투명성은 주무관청과 입찰참여자 간에 상호작용이 이

루어지는 수준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의 공개 수준을 통해 

평가될 수 있다(The World Bank, 2018). 

사업자 선정 절차는 입찰 준비단계, 입찰 공고 단계, 낙찰자 선정 단

계, 계약 체결단계, 건설 및 운영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세계은행에서 

사업자 선정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he World Bank, 2018).

입찰 준비 단계에서는 주무관청이 공개하는 입찰 관련 정보의 수준과 

사전 입찰 설명회 등을 통하여 잠재적 입찰 참여자들과 상호작용하는 수

준을 평가한다. 

입찰 공고 단계에서는 주무관청이 입찰 공고에 포함하는 정보의 수준

과 입찰공고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을 평가한다. 입찰 공고에는 주무관청

이 입찰참여자와 상호작용하는 범위와 방법이 상세히 제시되어야 한다.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는 주무관청이 낙찰자 선정 결과 및 선정 근거

를 공개하는 수준과 이의제기를 허용하는 수준을 평가한다. 입찰 참여자

에게 낙찰자의 선정 근거와 낙찰탈락자의 탈락 근거를 모두 제공하는 것

은 사업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킨다. 입찰 탈락자에게 

입찰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정지기간

(standstill period)을 시행하는지 여부도 함께 평가한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공개되는 정보의 수준을 

평가한다.  건설 및 운영 단계에서도 건설 및 운영관련 운영결과에 대하

여 공개되는 정보의 수준을 평가한다. 

위와 같은 논의를 고려하여 본 절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민간투자제도

에 나타난 사업자 선정 절차의 투명성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

인 논의를 위해 사업자 선정 절차의 단계별로 공개되는 정보의 수준과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두 나라의 투명성 수준을 비교하고자 한다.  



1) 입찰 준비 단계

(1) 시장의견청취 및 시장참여

영국에서는 PF2 정책15) 및 경쟁적 대화 가이드라인16)에 따라 주무

관청이 입찰공고 전에 사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조사(market 

sounding)하고 시장의 참여(market engagement)를 이끌어내는 절차

를 거쳐야 한다.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는 이유는 주무관청의 사업계획이 

시장의 여건 상 실현가능하고 수용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2) 사전정보공개

공공계약규정(Public Conctract Regulation 2015, PCR 15)에 의하

여 영국의 주무관청은 입찰공고 전에 유럽연합 공식저널에 사전정보공고

(Prior Information Notice)를 통해 시장에 입찰에 대한 정보를 미리 

공개해야 한다. 이 때 공개되는 정보는 유럽연합의 공공계약규정을 따르

며 사업지역, 사업범위, 사업규모, 주무관청의 주소 및 연락처, 입찰 서

류 배포처 및 사업계획서 제출처 등이 포함된다.

(3) 사전 입찰설명회 개최

영국에서는 공공계약규정(PCR 15) 40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사전 

입찰 설명회(Preliminary market consultations)를 개최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항상 개최된다(The World Bank, 2018). 사전 입찰 설명회

는 주무관청이 민간사업자들에게 요구조건이나 입찰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최된다. 

주무관청은 입찰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나 전문기

관, 시장참여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경쟁을 

왜곡하거나 비차별성과 투명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입찰 전에 설명회를 개최하는 데에는 잠재적 입찰 참여자들이 설명회

에서 서로의 입찰 참여 의향을 확인하고 부적절하게 정보를 교환하거나 

경쟁을 왜곡시킬 위험이 따른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계약규정(PCR 15) 

15) HM Treasury, new approach to public private partnerships, 2012.
16) HM Treasury, Competitive Dialogue, 2008.



41조에서는 입찰 참여자 간 정보의 교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입찰

서 제출에 적절한 기간 제한을 둘 것을 권고한다. 만약, 특정 입찰자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입찰자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가 곤란해질 경우 

주무관청은 입찰 절차에서 해당 입찰자를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그 전

에 해당 입찰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관련 

사건에 대한 유럽 법원의 판례17)를 반영한 것이다.

(4) 사전입찰 설명회의 기밀정보 공개 기준 

영국의 공공조달 규정에서는 담합이나 불공정 경쟁의 위험에도 불구

하고 사전입찰 설명회의 개최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입찰자와 관련된 

기밀정보라고 하더라도 사전입찰 설명회에서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주무관청과 입찰 참여자 모두 사전 입찰 설명회에서 모든 정보가 투

명하게 공개되지 않을 경우 공정한 경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즉, 일부 입찰자의 기밀정보를 보호하지 않았을 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위험보다는 전체 입찰과정의 투명성, 비차별성, 비례성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을 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한

다. 따라서 모든 입찰 참여자를 비차별적으로 대우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인다(The World Bank, 2018). 

(5) LEAN Review(2010)

입찰 준비 단계에서 주무관청이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2010년 내각부의 '린 리뷰(Lean Review)'와 2012년 재무부의 PF2 정

책 수립을 거치며 강화되었다. 

2010년 말에 영국의 내각부 장관(the Minister of Cabinet Office)

은 낭비적인 관행과 조달 과정의 불필요한 복잡성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

하기 위해 '린 리뷰 (Lean Review)'를 발표했다(HMT, 2012; Ch.3). 

2012년, 영국 정부의 크라운 상업 서비스(Crown Commercial 

Service)는 '린 리뷰'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부의 모든 조달절차에 적용

할 7가지의 'lean sourcing' 원칙18)을 정하였다. 그리고 공개경쟁, 제한

17) Fabricom 사건에 대한 2005년 유럽 법원의 판례(Fabricom (C-21/03 and C-34/03)
18) 1. 필요한 사업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할 것, 
    2.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위해 시장과 소통할 것, 



경쟁, 경쟁적 대화 등 각각의 입찰방식에 'lean sourcing' 원칙을 반영한 

'표준 운영절차'(LEA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를 발표

하였다. '표준 운영절차'에 따라 입찰공고와 질의 응답, 사업참여의향서 

제출은 모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영국 재무부(HM Treasury)도 2012년에 새로운 민간투자제도인 

PF2를 도입하면서 '린 리뷰'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개선사항은 입찰 공

고전 사업준비 강화, 마켓 테스트 강화, 협상기간 단축 등 세 가지이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입찰공고 전 사업 준비를 강화하도록 한 

부분이다. 과거에 영국의 주무관청은 사업자에게 요구하여야 할 조건을 

확정하지 않은 채 급하게 입찰 공고를 내는 일이 빈번했다. 그러나 많은 

사례에서 사업자들이 정부의 요구조건을 잘 이해할수록 사업의 성공가능

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를 참고하여 PF2 지침에서는 입찰 준비 기간에 사전 시장 협의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럽연합 공식저널(OJEU)에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구체적인 입찰 조건을 확정하고 재무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2) 입찰 공고 단계(Contract Notice)

(1) 유럽연합 공식저널 공고

영국의 주무관청은 관련 기준19)을 초과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

고자 할 경우에 공공계약규정20)(PCR 15) 49조에 의하여 유럽연합 공

식저널(The Official Journal of European Union, OJEU)에 입찰 공고

를 게재하여야 한다. 관련 기준 미만의 사업이라도 국가간 이해관계를 

창출할 경우에는 유럽 판례법에 따라 OJEU에 게재하여야 한다. 

   3. 시각적 수단, 효율적 절차를 활용할 것, 
   4. 공급자가 실제로 참여하기 전까지 조달절차를 개시하지 말 것, 
   5. 제한된 시간 내에 공급자 및 이해관계자와 모든 논의를 마치기 위해 부트캠프를 

활용할 것, 
   6. LEA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SOP)에 따라 온라인 조달시스템을 수

립할 것, 
   7. 입찰 공고로부터 계약체결까지 120일을 초과하지 말 것.
19) 2018년 현재 중앙정부, 건설부문 기준 약 450만￡규모,
     http://www.ojeu.eu/thresholds.aspx 참고
20) 영국의 공공계약규정(PCR 15)은 공공조달에 대한 유럽연합의 지침을 따른다.



(2) 정부계약 파인더 공고

공공계약규정(PCR 15) 106조에 따라 OJEU 게재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사업 규모21)를 초과하는 모든 계약에 대한 공고는 '정부 계약 파

인더'(The Government Contracts Finder22))에 게재되어야 한다. '정

부 계약 파인더'는 2015년에 공공계약규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온라인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는 영국 정부23)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

업에 대한 입찰 공고가 게재된다. 입찰 공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유럽연합 공공조달 지침에 따른다. 

(3) 입찰공고에 대한 질의답변

  영국에서 입찰서류에 대한 질문은 정부의 '표준 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24)에 따르며 사전적격단계 이후에 모든 

입찰 참여자에게 허용된다. 2012년 SOP 도입 이후, 대부분의 사업은 

온라인으로 입찰 공고 및 질의답변이 가능하다. 질의답변 절차 및 세부 

내용은 입찰서류에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공공계약규정(PCR 15)에 의하면, 경쟁입찰 방식의 경우(29조 16항) 

입찰참여자들에게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입찰 조건이 

변경될 경우 입찰서를 수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또

한, 경쟁적 대화 방식의 경우(30조 8항) 입찰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공

개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 

 (4) 질의답변 과정의 기밀정보 공개 기준

입찰참여자의 기밀정보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주무관청은 

유럽기능조약(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의 투명성, 비차별성, 비례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The 

World Bank, 2018). 

주무관청은 기밀 정보가 아닌 모든 질문을 모든 입찰참여자에게 공개

할 수 있다. 입찰참여자는 질의서를 제출할 때 해당 질의가 기밀 정보인

21) 주무관청이 중앙정부일 때는 1만 파운드, 중앙정부 외일때는 2만5천파운드
22) https://www.gov.uk/contracts-finder
23)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부 아일랜드는 별도의 서비스를 운영한다.
24)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lean-sourcing-guidance-for 

-public-sector-buyers



지 여부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이 해당 질의

가 기밀정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여자에게 질의서를 철회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주무관청이 기밀정보라고 판단하더라도 입찰자가 

철회하지 않는 이상 모든 질의답변을 공개한다. 입찰 과정에서 투명성, 

비차별성,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입찰참여자가 법적 이의

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The World Bank, 2018).  

3) 낙찰자 선정 단계

(1) 입찰 결과 통보의 내용

공공계약규정(PCR 15) 54조에 의하면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로 선

정된 입찰 참여자들에게 서면으로 동시에 협상초청서(Invitations to 

candidates)를 발부해야 한다. 협상초청서에는 입찰공고에 대한 정보, 

협상 개시 일자 및 장소, 제출서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통보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입찰에 탈락한 참여자는 자신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이 탈락한 사유, 주

무관청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한 근거, 낙찰자의 이

름, 낙찰자의 사업계획이 선정된 사유, 선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답변을 주무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입찰 참

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면 요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가능한 신속

히 답변해야 한다.  

(3) 정지기간 운영

정지기간(standstill period)이란 입찰참여자들에게 입찰 결과를 통보

한 이후 낙찰자와 협상을 개시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유보하는 기

간이다. 영국에서는 공공계약규정(PCR 15) 87조에 의하여 정지기간을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입찰참여자들에게 입찰 결과를 온라인으로 통보한 

이후 10일째 되는 날 자정 이후부터 낙찰자와 협상이나 계약 체결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 입찰 결과를 온라인 이외의 방식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정지기간의 종료시한이 결정된다. 



4) 계약체결 단계

(1) 유럽연합 공식저널 공고

영국의 주무관청은 관련 기준25)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공계약

규정(PCR 15) 50조에 따라 의하여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유럽연합 공

식저널(OJEU26))에 계약체결 공고를 게재하여야 한다. 관련 기준 미만

의 사업이라도 국가간 이해관계를 창출할 경우에는 유럽 판례법에 따라 

OJEU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정부계약 파인더 공고

공공계약규정(PCR 15) 108조에 따라 사업 규모 1만￡27)를 초과하

는 모든 계약체결에 대한 공고는 '정부 계약 파인더'에 게재되어야 한다. 

(3) 참여자 전원 개별 통보

주무관청은 공공계약규정(PCR 15) 86조에 의하여 낙찰자 뿐만 아니

라 모든 입찰참여자에게 계약 체결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구체적으

로는 계약 체결의 대상, 계약 체결 결정의 근거, 계약자의 이름, 정지기

간의 종료시점 또는 계약 체결 가능시점 등을 포함한다. 특히, 계약 체

결 결정의 근거에는 선정된 사업계획의 상대적인 장점, 낙찰자의 점수, 

탈락한 사업계획이 주무관청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한 

근거 등이 포함된다.  

(4)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공개

영국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계약서나 변경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 내용이 포함된 최종사업보고서가 온라인으로 공개된다. 

5) 건설 및 운영 단계

영국은 2012년 PF2 제도를 도입하면서 투명성 향상을 위해 민간투

자사업의 추진 현황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기 시작했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은 재무부 홈페이지의 PF2 제도 관련 메뉴에 공개되어 있다. 

25) 2018년 현재 중앙정부, 건설부문 기준 약 450만￡,
     https://www.ojeu.eu/Thresholds.aspx 참고
26) http://simap.europa.eu/enotices/changeLanguage.do?language=en
27) 주무관청이 중앙정부일 때는 1만 파운드, 중앙정부 외일때는 2만5천파운드



1) 입찰 준비 단계

한국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입찰 준비 단계에서 주무관청이 시장이나 

잠재적 입찰참여자의 반응을 조사(Market Sounding)하거나 시장참여

(Market Engagement) 를 유도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전 입찰설명회도 개최되지 않는다. 

2) 입찰 공고(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 단계

(1) 공고의 내용과 방법

한국에서는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투자법과 민간

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입찰공고를 게재한다.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입찰공고(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

를 게재하여야 한다.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민간투자법 제

11조에 따른다. 입찰 공고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0조 및 민간투자사

업 기본계획 제70조에 따라 관보와 세 개 이상의 일간지, 주무관청 홈

페이지,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2) 공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잠재적 입찰참여자는 입찰공고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

은 이에 답변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계획 제출 4주 전까지 질의 및 답변 기회를 2회 이상 보장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주무관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게재하고 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 창구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3) 기밀정보 공개 관련 규정

한국에는 입찰절차에 있어서 질의 답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

이 있지만 기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4) 사전입찰 설명회

한국에서는 입찰공고에 대하여 잠재적 입찰 참여자가 직접 질의하고 

주무관청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의 사전 입찰 설명회가 개최되지 않는다. 



3) 낙찰자 선정 단계

(1) 입찰 결과 통보의 내용

한국에서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81조 및 제125조에 

따라 입찰 참여자에게 입찰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항목은 사업

계획별 종합평가점수, 주요 항목으로 분리된 점수, 사업계획 평가단 참

여위원명 및 위원별 평가점수이다. 

입찰 결과의 통보 시기와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다. 또한, 평가점수 

외에 구체적인 탈락이나 선정의 사유가 제공되지 않는다. 입찰참여자가 

주무관청에게 입찰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거나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

도록 허용하고 있지도 않다. 

(2) 정기기간 운영

한국에서는 계약 체결 전에 탈락자의 이의신청을 허용하기 위한 정지

기간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4) 계약 체결 단계

(1) 정부조달협정 적용 사업에 대한 계약체결 공개

한국의 관련 규정에는 계약 체결 결과를 공개하거나 각 입찰참여자에

게 계약 체결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정부조달협

정이 적용되는 사업의 경우28)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날로부

터 72일 이내에 주무관청 또는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의 명

칭과 규모, 주무관청의 명칭과 주소, 실시협약 체결일자,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2) 정부조달협정 적용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

정부조달협정 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입찰참여자

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절차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유, 사업시행자의 명칭과 사업계획서의 

특징 및 장점을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상기의 정보가 공개되어 

28) 2016~2018년 기준으로 물품·용역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2.1억원, 공공기관, 6.4
억원, 공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80억원, 공공기관 240억원 이상의 사업은 정부조
달계약의 국제입찰 대상사업임. 



법 집행이 방해되거나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특

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기타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3) 계약서 공개

한국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계약서나 변경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는다. 

5) 건설 및 운영 단계

한국에서는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 제51조의2에 따라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보고서에 민간투자사업의 건설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가 포함

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제출받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매년 5월 31일까

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

체적인 제출 내용은 민간투자기본계획에 규정되어 있으며 각 민간투자사

업의 추진단계에 따라 상이하다.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자료의 제출 양

식을 제공하며 제출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한다. 

매년 국회에 제출된 자료는 국회 홈페이지에 문서 형태로 공개된다. 

동일한 자료에 대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는 

공개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영국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고 입찰 참여자와 상호작용하고 있다. 그

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국가의 정보 공개 방식과 입찰 참여자의 

상호작용 수준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공개되는 정보의 양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가장 많은 정보가 공개되는 입찰 공고 단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국과 영국에서 공개하는 정보의 양에는 큰 차이가 

없다. 

한국과 영국의 입찰공고에서 공개되는 정보를 비교해보면 영국의 경

우에는 주무관청과 입찰서류에 대한 접근 정보 항목이 좀 더 구체적이며 

한국의 경우에는 사업정보에 대한 항목이 좀 더 구체적이다. 이러한 차

이는 관련 규정의 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입찰 공고는 한국에서 게재되기 때문에 주무관청이나 입찰 서

류에 대한 접근 정보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럽

연합 국가의 경우에는 유럽연합 전체를 대상으로 입찰공고가 게재되기 

때문에 주무관청과 입찰서류에 대한 접근 정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입찰공고 기준은 민간투자법을 따르기 때문에 민간투자

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만 영국의 입찰공고 기준은 EU 공공조달 규정

을 따르기 때문에 민간투자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영국

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유럽연합 입찰공고 직후에 

입찰참여자에게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자료(Decriptive Documents)

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HM Treasury, 2008).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입찰공고에 포함되는 내용은 한국

과 영국 모두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영국에서는 입찰공고 이전 단계에

서 입찰 설명회 등을 통하여 입찰 관련 정보의 일부를 미리 공개하지만 

한국에는 입찰 공고 이전 단계에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가 없다. 



한국 
(민간투자법 제11조 및 

민간투자기본계획 제69조)

영국
(Directive 2014/24/EU Annex V Part C)

주무관청에 대한 
정보

⦁이름, 인식번호, 주소, 전화번호, 홈
페이지 주소, 이메일

⦁주무관청의 유형, 주요 업무
⦁주무관청의 구성(단독 혹은 공동)

입찰서류에 대한 
정보

⦁전체 입찰서류에 제한없이 접근가능
한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주소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될 경우, 
접근가능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사업 정보 ⦁추정투자금액, 건설기간, 예정
지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시설의 성과요구수준
⦁대상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사용료, 부대사업 등 사업시행

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에 관한 사항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귀속시설 여부 등 사업추진방식
에 관한 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 내용에 대한 
민간의 변경제안에 관한 사항 
등

⦁사업의 위치, 공급 수량 및 특성
⦁작업의 범위와 특성
⦁서비스의 범위와 특성
⦁추정사업비
⦁인허가 조건
⦁사업의 기간
⦁공급·작업·서비스의 일정

참여조건 ⦁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
⦁사업이행보장을 위한 입찰보증, 

사업이행보증 등의 요구내용

⦁서비스 공급 제한 요건
⦁계약 제한 요건
⦁사업자 선정 기준

입찰형태 ⦁협상대상자 지정 및 지정취소에 
대한 사항

⦁공개경쟁, 제한경쟁, 협상 등 입찰 
방식

입찰서 제출 
정보

⦁사업계획 제출형식 및 기한 ⦁마감시한, 제출주소, 사용언어
⦁전자참여 가능여부
⦁입찰서 전자제출 가능여부
⦁전자 주문/청구/지불 가능여부
⦁검토기관의 이름 및 주소
⦁관련된 다른 공고의 고시일 및 내용

입찰 후 일정 ⦁협상기한 및 실시협약 체결에 
소요되는 기한

⦁사업시행자가 단수인 경우 협상
대상자 결정 및 사업시행자 지
정방법

⦁다음공고 게재예정일
⦁공고일

[표 4-6] 한국과 영국의 입찰 공고 기준 비교(법적 규정)



(2) 정보 공개의 방식

한국과 영국의 입찰공고에 포함되는 정보의 양은 큰 차이가 없으나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영국에서는 입찰공고, 입찰관련 서류 배포, 입찰공고에 대한 질의답

변, 사업참여의향서 제출 등 모든 입찰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 

영국 정부는 2012년 '린 리뷰(Lean Review)' 이후 입찰 절차에 온라인 

시스템(e-sourcing system)을 도입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

후, 주무관청과 입찰 참여자가 서로의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입찰 공고만 온라인으로 이루

어지고 입찰관련 서류 공람, 입찰공고에 대한 질의 답변, 사업참여 의향

서 및 사업신청서류 제출 등의 절차는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주무관청과 입찰참여자가 서로의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이 느리고 

비효율적이다. 

실제로 한국의 주무관청은 입찰관련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많다. 입찰참여자가 사업신청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모두 제출해

야 하기 때문에 사업신청서류 준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또

한, 입찰공고에 대한 질의답변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결과적으로 입

찰 절차의 전체적인 효율성이 낮아진다.  

(3) 상업적 기밀정보 관련 규정

영국에는 입찰참여자의 상업적 기밀정보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있지만 한국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 

영국에서는 입찰참여자가 입찰 공고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할 때 상업

적 기밀정보 포함 여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입찰참여자가 표

기한 내용과 질의의 내용을 고려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

한다. 그리고 질의자에게 상업적 정보 공개와 질의서 철회 중에 선택할 

기회를 준다. 질의자는 상업적 정보의 공개를 감수하고 질의에 대한 답

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업적 정보의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 질의를 철



회하고 답변을 포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영국은 상업적 기밀 정보의 

보호보다는 입찰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는 

유럽 법원의 판례를 고려한 것이다.29)

한국에는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참여자의 상업적 기밀정보와 

관련된 기준이 미비하다. 다만, 민간제안방식의 사업의 경우,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제3자 공고 전까지 사업제안자의 의

사에 반하여 제안서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으며 제3자 공고에도 제

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는 입찰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반영되

어 있지 않다. 

(4) 주무관청과 사업참여자 간의 상호작용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자 선정 절차에 있어 한국과 영국의 가장 큰 차

이는 주무관청과 입찰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한다. 즉, 정부가 

공개한 정보에 대해 민간의 의견이나 질문, 이의제기를 허용하고 대응하

는 정도에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입찰 준비 단계, 입찰공고 단

계, 계약체결 단계 등 전 과정에 거쳐 나타난다. 

영국에서는 입찰 준비 단계에서 주무관청이 입찰계획에 대한 사전정

보를 공개하고 시장의 여건(market assessment)이나 민간의 사업 참

여 의향을 조사(market sounding)한다. 사전 입찰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제 입찰조건에 대해 잠재적 입찰참여자들에게 동등하게 정보를 제공한

다. 또한, 온라인 질의답변을 통해 입찰 공고에 대한 입찰참여자들의 이

해도를 높인다. 계약 체결 전에는 정지기간을 운영하여 입찰 탈락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한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입찰참여자 전원

에게 계약 체결 내용을 통보하고 질의나 추가 자료에 대한 요청을 허용

한다. 

반면, 한국에는 입찰 준비단계에서 사전 입찰 설명회 등을 통해 잠재

적 입찰참여자와 소통하는 절차가 없다. 또한, 입찰 공고에 대한 질의는 

29) Fabricom (C-21/03 and C-34/03) 



제한된 횟수 내에서 오프라인으로 허용되며 답변만 온라인으로 공개된

다. 입찰 결과는 탈락사유나 낙찰사유에 대한 상세한 근거 없이 평가항

목별 점수 위주로 통보되며 이에 대한 질의도 허용되지 않는다. 주무관

청과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탈락자의 이의제기를 위한 

정지기간이 운영되지도 않는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 내용이 공고되고 질의가 

허용된다. 그 외의 사업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다음 표에 영국과 한국의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작

용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사업추진단계 참여자 간 상호작용 영국 한국

입찰공고 
이전단계 주무관청

시장반응조사
시장참여유도
입찰전 설명회

↔

잠재적 
입찰참여자 ○ ×

입찰 공고

주무관청 공고
→

잠재적 
입찰참여자 ◎ ◎

주무관청 질의
←

잠재적 
입찰참여자 ◎ △

주무관청 답변
→

잠재적 
입찰참여자 ◎ ◎

입찰서 제출 주무관청 제출
← 입찰 참여자 ◎ ○

입찰결과 통보

주무관청 결과 통보
→ 입찰 참여자 ○ ○

주무관청 질의
← 입찰 참여자 ○ ×

주무관청 답변
→ 입찰 참여자 ○ ×

정지기간 
(Standstill Period) 주무관청 이의제기

← 입찰 탈락자 ○ ×

계약체결 공고 주무관청 공고
→ 일반 대중 ◎ △

사업 평가 주무관청 보고 및 공개
→

중앙부처 및
일반 대중 ◎ ×

건설 및 운영 
주무관청 정보공개

→ 일반 대중 ◎ ×

주무관청 보고
→ 국회 × ◎

[표 4-7] 입찰과정에서 주무관청과 참여자의 상호작용(영국과 한국)

주: ◎: 온라인 시행, ○: 오프라인 시행, △: 제한적 시행, ×: 미시행 



영국 한국

입찰 준비 
단계

⦁시장반응조사(Market Sounding)
⦁시장참여(Market Engagement)

⦁미시행

입찰 공고 
단계

⦁OJEU 공고(Online)
⦁정부 계약 파인더 공고(Online)
⦁질의답변(Online)
⦁기밀정보 공개기준 있음. . 
⦁사전입찰 설명회 실시

⦁관보에 고시(Offline)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공고

(Online)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공

고(Online)
⦁질의답변(Offline &Online)
⦁기밀정보 공개 기준 없음.
⦁사전입찰 설명회 미실시

낙찰자 선정 
단계

⦁입찰결과 통보
  (항목별 점수, 협상 개시일자, 장

소, 제출 서류 등)
⦁통보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15일 

이내)
  (탈락 사유, 요구수준 미충족 근거, 

낙찰자 이름, 낙찰자 선정사유, 협
상현황)

⦁정지기간(Standstill Period) 운영

⦁입찰 결과 통보
  (종합점수, 항목별 점수, 평가단 

위원명, 위원별 평가점수)
⦁통보 내용에 대한 질의 불허
⦁정지기간 미운영

계약체결 단계

⦁OJEU 공고(Online)
⦁정부 계약 파인더 공고(Online)
⦁입찰참여자 전원 개별 통보
  (계약체결의 대상, 결정의 근거, 계

약자의 이름, 정지기간의 종료시점 
등)

⦁계약서, 변경계약서 미공개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는 사
업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 결과 
공개

  (사업의 명칭, 규모, 주무관청의 
명칭, 주소, 실시협약 체결일자,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는 사
업에 대해서만 질의 허용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탈락 사
유, 사업시행자 선정 사유 등)

⦁계약서, 변경계약서 미공개

건설 및 운영 
단계

⦁재무부 홈페이지에 건설 및 운영
현황 공개(Online)

⦁사업추진 현황 자료 제축
(주무관청 → 기획재정부 → 국회)

[표 4-8] 민간투자사업 사업자 선정 절차 비교(영국과 한국)

자료: 1) HM Treasury, Public Contract Regulation 2015.
     2) HM Treasury, Competitive Dialogue, 2008.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 기획재정부, 2018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2018.3.



제 5 장 협력적 거버넌스의 과정적 요인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개요

미드랜드 메트로폴리탄 병원 사업(Midland Metropolitan Hospital 

Project, 이하 'MMH 사업'이라 한다.)은 SWBH(Sandwell and West 

Birmingham Hospitals) NHS Trust(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30)가 

영국의 버밍엄(Birmingham City) 인근 그로브래인(Grove Lane) 지역

에 급성 병원(Acute Hospital)을 설립하는 사업이다. 

SWBH NHS Trust는 버밍엄(Birmingham)과 샌드웰(Sandwell) 지

역의 인구 약 53만명에게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며, 두 곳

의 급성 병원(Acute Hospital)과 세 곳의 지역 병원(Community 

Hospital)을 운영하고 있다. 

MMH 사업은 버밍엄의 지방정부와 네 개의 NHS Trust, 의료위원회

가 추진하는 '바로 여기, 바른 치료'(Right Care, Right Here, RCRH) 

정책에 의하여 현재 운영 중인 두 곳의 급성 병원(City Hospital in 

Birmingham, Sandwell General Hospital)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추

진되었다. 사업의 규모는 669 병상, 총 연면적 78,828㎡이며, 예상 건

설비는 약 2억 9,700만 파운드(약 4,300억원)이다. 

이 사업은 영국에서 2012년에 도입한 새로운 민간투자방식(PF2)으

로 추진된 사업 중 학교시설을 제외하면 유일한 사업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PF2 제도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이해관계

자와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연구사례로 

선정하였다. 

30) NHS Trust는 영국의 NHS(National Health Service) 산하 조직으로 영국 전역에
서 지역별, 기능별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2) 사업의 추진 절차

MMH 사업은 2004년에 주무관청이 제출한 전략보고서(Strategic 

Outline Case, SOC)를 보건기획국(The Strategic Health Authority, 

SHA)과 보건부(The Department of Health, DH)가 승인하면서 본격

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설계 과정에서 국가 정책의 변경, 의견 수렴과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2014년에서야 사업보고서가 승인되었으며 경쟁적 대화 방식의 

입찰절차를 거쳐 2015년에 최종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었다. 2018년 11

월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다. 

주요 추진 내용 시기
전략보고서(Strategic Outline Case) 승인 - SHA, DH 2004년 7월
설계 합의 완료 - Sandwell Metropolitan Borough Council 2008년 10월
사업보고서(Outline Business Case) 승인 - SHA, DH 2009년 8월
토지수용 개시 승인 (Compulsory Purchase Order (CPO)) -DH 2009년 8월
토지수용 완료 2012년 9월
변경설계 합의 완료 2013년 6월
변경 사업보고서(Outline Business Case) 승인 -DH, HMT 2014년 7월
OJEU(Official Journal of EU) 입찰공고 2014년 7월
경쟁적 대화 참여 초청서 발부
(Invitation to Participate in dialogue) 2014년 9월

중간 입찰서(Interim Bid) 접수 2014년 12월
최종 입찰서 초안(Draft Final Bid) 접수 2015년 4월
경쟁적 대화 종료 및 사업시행 일반조건 승인 -DH, HMT
(Approval of Generic Appointment Business Case and Close Dialogue) 2015년 7월

최종 입찰서(Final Bid) 접수 2015년 7월
사업시행 특수조건 및 사업시행자 선정 승인 -DH, HMT
(Approval of Specific Appointment Business Case and Appoint 
Preferred Bidder)

2015년 8월

전체 설계 합의 완료 2015년 9월
금융조달 입찰 완료 2015년 9월
최종 사업보고서(Confirmation Business Case) 승인 -DH, HMT 2015년 10월
선행시공 개시(Fast Track) 2015년 11월
금융 조달 완료(Financial Close) 2015년 12월
착공 2016년 1월
준공예정 2018년 10월

[표 5-1] MMH 사업의 추진 절차



3) 사업의 추진 구조

MMH 사업의 추진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무관청 이사회가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과 의사결정 권한을 가

진다. 이사회는 보건전략국, 보건부, 재무부에게 승인을 요청한다. 이사

회 산하에는 부지전략 및 보고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위원회와 MMH 사

업 및 운영을 관리하는 재구성위원회가 있다. 재구성 위원회 산하에는 

각 의료분야별 핵심사업팀이 속한다.  

주무관청은 또한 지방정부, 의료위원회 등 지역관련기관과도 협의를 

수행한다.

재무부
HM Treasury

지역 관련 기관

· 지방정부
· RCRH 정책이사회
· 의료위원회
· 지역건강위원회

주무관청 이사회
Trust Board

Configuration
Committee

MMH and 
Reconfiguration 

Committee

Core Project 
Team

Clinical 
Leadership 
Executive

보건전략국
Strategic Health 

Authority

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그림 5-1] MMH 사업의 추진 구조

자료: SWBH NHS Trust, Midland Metropolitan Hospital Final Business Case, 2016.1



1) 사업의 개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축 임대형민자사업(이하 '이천병원 BTL 사

업'이라 한다)은 경기도청(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이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이하 '이천병원'이라 한다)은 '지방의료원의 설

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도 의료원에 속한 6개 지

방의료원 중 하나이다. 9개 진료과, 115병상 규모이며 2016년 기준 연

간 환자 수는 외래 12,455명, 입원 2,922명이다. 소속 직원은 172명, 

연간 예산은 약 270억원 규모이다.31)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 신축 임대형민자사업은 건물의 노후화 및 협

소한 대지 여건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

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경기도 의료원, 2016). 

사업의 규모는 299 병상, 부지면적 15,312㎡, 건축 연면적 30,643㎡ 

이며, 총민간사업비는 535억원(부지매입비 제외)이다.32)

보건복지부는 2005년부터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을 설치33)하여 전

국 지방의료원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의료원 시

설 현대화(신증축, 리모델링 등)사업은 2008년 이전까지는 모두 재정사

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이후 재정사업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 병행되고 

있다(경기도청, 2013)

이 사업은 2018년 현재 병원 민간투자사업 중 가장 최근에 수행된 

사업으로서 현행 민간투자제도가 실제 민간투자사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기에 적합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의 사례로 선정하

였다.

31)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홈페이지 http://www.medical.or.kr/_ic_gpmc/
32) 경기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증축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고

시, 2017.6.19
33) 현재는 국립중앙의료원 내 공공보건의료센터로 이관됨.



2) 사업의 추진 절차

이천병원의 신축사업은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와 

이천시장 후보가 사업에 대한 정책협약을 맺으면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예산확보가 어려

워지자 2011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주무관청은 이천병원 신축계획을 수립(2012년 4월)하고 신축

부지의 용도변경 관련 인허가를 득(2012년 10월)하였다. 사업의 타당

성 및 적격성조사(2013년 10월)를 거쳐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

(2014년 12월)되었으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 계약

을 체결(2016년 3월)하였다. 2016년 10월 착공하였으며 2019년 6월 

준공예정이다. 

주요 추진 내용 시기
경기도 내 시장·군수회의 시 이천시장 의료원 신축 건의 2009년 12월
경기도지사·이천시장 정책협약 2010년 5월
이천병원 현 병원부지 내 신축계획 수립 2012년 4월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 신축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2012년 10월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 신축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요청 2013년 1월
이전신축 사업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연구용역 2013년 2~10월
이천병원 이전신축 부지매입 수탁기관 선정(한국감정원) 2013년 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 2013년 9월
이천병원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수립 연구용역 2014년 4월
시설사업 기본계획(RFP) 고시 2014년 12월
BTL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가칭 이천메디컬센터(주)) 2015년 8월

실시계획인가 변경신청 2015년 12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2016년 2월
실시협약 체결 2016년 3월

실시계획 작성 및 승인 2016년 9월

착공 2016년 12월
준공예정 2019년 6월

[표 5-2]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임대형민자사업의 추진 절차 



3) 사업의 추진 구조

이천병원 BTL 사업의 추진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과 의사결정 권한은 주무관청인 경기도청

에게 있다. 주무관청 산하에 경기도 의료원이 있고 이천병원은 경기도 

의료원에 속한 여섯 개의 지방의료원 중 하나이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에게 사업관련 승인을 득하고 보건복지부는 기획

재정부에게 사업관련 승인을 득한다. 또한, 경기도는 사업 관련 연구 및 

용역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게 위탁하고, 사업의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

조사, 시설사업기본계획, 실시협약안에 대한 검토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서 수행한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경기도 의료원
(시설지원 TF팀)

이천병원

경기도
(보건정책과)

<지방정부 및 의회>
이천시, 시의회

경기도의회

<검토 및 용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공투자관리센터

[그림 5-2]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 사업의 추진 구조 

자료: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 인터뷰, 2018.11.21



제2절 추진동력(Drivers)

Emerson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에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갖추어져야할 뿐만 아니라 추진동력이 있어야 한다

(Emerson et al. 2012). 즉, 아무리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도 초기의 

추진동력이 없다면 협력적 거버넌스가 작동하기 어렵다. 이러한 추진동

력에는 리더쉽, 기대되는 보상, 상호의존성, 불확실성 등이 포함된다. 

우선, 협력적 거버넌스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의사결정체계를 

지지하고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리더가 있어야 한다. 협력적인 의사결

정 과정은 일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비해 인력, 기술 등의 자원이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법적 권한과 책임을 고

려하여 주무관청이 리더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참여하는 자에게 충분한 보상(consequential incentives)이 기

대될 때 협력적 거버넌스가 시작될 수 있다. 즉, 참여자 입장에서는 문

제의 해결, 자원의 부족의 해소 등의 보상이 기대되어야 협력적 거버넌

스에 참여할 동기가 생긴다. 

본 절에서는 ‘리더쉽’과 ‘기대되는 보상’을 중심으로 한국과 영

국의 민간투자사업 사례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에 영향을 미친 추

진동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영국

(1) 관련 정책 협의

MMH(Midland Metropolitan Hospital) 사업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주무관청(SWBH NHS Trust)이 사업의 초기부터 사업 계획에 다양한 

정책을 반영하고 관련기관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위계획>

MMH사업과 관련된 국가의 최상위계획은 2012년에 제정된 건강사회

보장법(The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이다. 이 법은 영국 

NHS(National Health Service)의 현대화를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

에 의하여 그 동안 분리되어 운영되던 1차 의료기관과 2차 의료기관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MMH 사업에 반영된 주요 국가 정책으로는 프란시스 보고서

'(Francis Inquiry Report, 2013), '키오그 보고서'(The Keogh 

Report, 2013) 등이 있다. 프란시스 조사보고서는 의료서비스의 공개성

과 투명성 개선을 강조했으며, 키오그 보고서는 1차 의료기관과 2차 의

료기관의 응급 상황 대응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또한 'NHS 5개년 계획'(the NHS Five Year Forward View, 

2014)에서는 환자와 의료진, 직원의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NHS가 

변화해야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질병의 예방을 강화하고, 환자 스스로 

자신의 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 정책>

버밍엄과 샌드웰 지역에서는 위와 같은 국가의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정부, 네 개의 NHS Trust, 의료위원회(CCG) 등이 RCRH 정책

(The Right Card Right Here Programme)을 수립하였다. 

RCRH 정책의 목적은 지역 내 의료 시설을 확대하고, 지역의 의료서

비스를 재설계하는 것이었다. 주무관청은 RCRH 이사회와 지속적으로 

사업의 계획, 시설의 설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관련계획 주요 내용

국가 
상위계획

The Health and Social Care Act(2012) 의료서비스 통합 개선대책
Francis Inquiry Report(2013) 의료체계의 투명성, 공개성 제고
Keogh Report(2013) 긴급 및 응급 치료 체계 구축
NHS Five Year Forward View(2014) 환자와 의료진, 직원 간 관계 개선

지역 정책 Right Care, Right Here(2005~) 지역 내 의료서비스 연계 개선

[표 5-3] MMH 사업의 관련 정책

자료: SWBH NHS Trust, Midland Metropolitan Hospital Final Business Case, 2016.1



(2) 관련 기관 협의

조직적 측면에서 MMH 사업의 계획 과정을 살펴보면, 주무관청은 사

업의 초기단계부터 보건부(NHS), 재무부(HM Treasury), 지방정부, 의

료위원회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른 의료기관, 의료진 및 환자 등과도 

협력적 관계를 유지했다.  

<의료관련 조직>

MMH 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샌드웰 지역의 기초의료서비스를 담

당하는 Sandwell PCT(Primary Care Trust)와 버밍엄 지역의 Heart 

of Birmingham PCT가 참여하였다. 2004년 전략보고서(SOC) 승인 이

후, 두 PCT는 함께 구체적인 병원 건립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는 

이 지역의 의사(General Practitioner, GP)들도 참여하였다. 

2012년 건강사회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새로 구성된 의료위원회

(Clinical Commissioning Groups, CCGs)가 PCT를 대체하였다. MMH 

사업 지역에 속한 세 개의 의료위원회는 공식적인 서한(Support Letter)

을 통해 MMH 사업 계획 및 예산, 인력, 운영안 등에 대해 동의하였다. 

<행정 조직>

주무관청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총 여섯 차례의 보고서 작성 및 승인 

과정을 통하여 NHS(National Health Service),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재무부(HM Treasury)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였다. 행정기

관 및 주민들과도 협력적 관계를 구축했다. Sandwell Metropolitan 자

치구의회와 Birmingham 시의회는 RCRH 정책의 참여기관으로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협조하였다. 지역 건강 

위원회(Local Health and Wellbeing Boards)를 통해서도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었다. 

<경쟁기관>

주무관청은 샌드웰과 버밍엄 지역에 있는 다른 NHS Trust와도 경쟁 

및 협력 관계를 유지하였다. 여기에는 다섯 개의 급성 병원, 세 개의 전

문 병원, 지역 병원 등이 포함된다. 주무관청은 이들 중 Walsall 병원, 

Dudley 병원과 조인트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사업의 범위를 협의했다.  



<관리감독 기관>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위원회(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s)는 

MMH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전략보고서 승인 이후에 사업자 선정 과정을 신속하

게 진행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위원회(Stakeholder Board)가 설립되

었다. 이 위원회에는 보건부, 재무부, 신탁개발위원회(the Trust 

Development Authority) 등이 포함되어 사업추진을 위한 핵심 결정사

항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이와 같이 MMH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주무관청은 다양한 정책 및 조

직들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MMH 사업의 성공뿐만 아니라 지역사

회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하였다. 

조직 구분 조직명 역할

Local Councils ·Sandwell Metropolitan Borough Council
·Birmingham City Council 지방 행정조직

PCT
(Primary Care Trust)

·Sandwell PCT
·Heart of Birmingham PCT

지역 내 1차 
진료

GP
(General Practitioner)

개인 1차 진료 의사

CCG
(Clinical Commissioning Group)

(2013년부터 PCT를 대체함)

·NHS Sandwell and West Birmingham CCG
·NHS Cross City CCG 
·NHS Birmingham South and Central CCG

병원 진료
거주 진료

긴급 및 응급진료
지역 의료서비스

Local Health and 
Wellbeing Boards

·Local Health and Wellbeing Boards for 
·Sandwell
·Local Health and Wellbeing Boards for 
·Birmingham

영유아, 치매, 
알콜 등 개인 

건강 관리
OSCs

(Overview and Scrutiny 
Committees)

RCRH와 MMH 
사업 동시 감독

Stakeholder Board
·Department of Health, HM Tresury, 
·The National Trust Development Authority
·the Trust.

사업자 선정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지역 내 다른 병원

·Dudley Group of Hospitals NHS Foundation Trust 
(DGH)
·Heart of England NHS Foundation Trust (HEFT)
·University Hospital Birmingham NHS Foundation 
Trust (UHB)
·Walsall Healthcare NHS Trust (WHT)
·Royal Wolverhampton Hospitals NHS Trust (RWT)

급성질환 
전문병원

[표 5-4] MMH 사업의 관련조직

자료: SWBH NHS Trust, Midland Metropolitan Hospital Final Business Case, 2016.1



2) 한국

(1) 관련 정책 협의

<국가 상위계획>

보건복지부는 2005년부터 지방의료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방의료원의 시설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

천병원도 시설개선 대상이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지역거점 공공

병원34) 발전계획'을 발표하고35) 2014년에 지방의료원법 개정을 통하여 

의료원별 기능 특성화를 추진하는 등 지방의료원의 열악한 재무구조 및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지방정부 정책>

경기도는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지방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해 2005

년 6개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고 2006년에는 병원별 특화계획을 수립하

였다. 그러나 경영개선이 미비하자 2007년 경기도지사는 지방의료원 현

대화사업에 제동을 걸었다.36)

경기도는 2008년 병원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독립채산제를 도입하

고 특화전략을 시행하는 등 경영 개선을 위해 애썼지만 획기적인 성과는 

없었다. 그러다가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와 이천시

장은 이천병원 신축사업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이천병원 신축사업이 본격

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37)

<의료원 정책>

경기도 의료원은 2006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따라 산하 6개 지

방의료원의 특성화 전략 및 신축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지방의료원의 경

영상태 악화 및 경기도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1년 이천병원에 장례식장 및 응급의료센터 

설치가 결정되면서 경기도의 예산 배정 등 지원이 이루어지자 2012년에 

다시 신축 및 증축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34)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포함한다.
35) 보건복지부, 지역거점 공공병원 발전계획, 2010.
36) 경기일보, 도립의료원 신·증축 잠정보류, 2007.5.17,
37) 중부일보, 김문수, 평택.이천서 송명호.조병돈과 정책협약, 2010.5.19



(2) 관련 기관 협의 

이천병원 BTL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주무관청은 위로는 보건복지

부, 기획재정부에 보고하고 아래로는 경기도의료원 및 이천병원과 협의

하였다. 그러나 수직적 보고 체계에서 양방향적인 협의는 어려웠다.  

특히, 사업의 예산 심의 권한이 있는 경기도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지

지 않아 사업추진과정에서 도의회가 사업의 설계용역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다.38) 지역주민과 공식적인 협의체계도 구성되지 않아 시공 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이 집회를 여는 등 갈등이 발생했다.39)

3) 비교 및 시사점

영국에서는 주무관청이 사업관련 정책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

행하였다. 사업계획에는 보건부의 주요 의료정책인 프란시스 보고서와 

키오그 보고서가 반영되었으며, 지역의 정책들과 긴밀하게 조율되었다. 

그리고 주무관청은 지역 내 다른 의료기관 및 관리감독기관 등과도 협력

적 관계를 구축하였다. 

한국의 경우 주무관청이 주도적으로 상위정책을 사업계획에 반영하

거나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관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경기도의료원 이천

병원 신축사업은 주무관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다기 보다는 공약사업으

로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천병원의 특성화 사업도 

주무관청이 지역 여건을 반영해 전략을 수립했다기보다 장례식장 및 지

역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되면서 결정되었다. 또한, 주무관청은 도의회 및 

지역주민 등 핵심 관계자와의 협의도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했다.  

리더쉽이 발휘되지 못한 실질적인 이유는 상위정책에서 지방의료원

의 만성 적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없이 낙후한 시설개선만을 계획하

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 사업의 중단과 재개

가 반복되었던 점도 리더쉽이 약화된 이유로 볼 수 있다. 

38) 중부일보, “537억' 이천병원, 민간투자땐 사업비 '1천억' 껑충”, 2014.10.15
39) 중부일보,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증축공사 인접 주민들 결국 집회 돌입, 2017.8.21



1) 영국

<지역의 여건> 

주무관청이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이는 버밍엄과 샌드웰 지역은 영

국 내에서도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곳이었다. 통계적으로도 기대수명

이 낮고, 심장질환에 의한 조기사망율이 높으며, 흡연으로 인한 사망, 알

콜중독으로 인한 장기입원, 신생아 사망율 등의 수준이 높은 지역이었

다. 또한, 한 명 이상의 장기요양환자가 있는 가정의 비중이 매우 높았

다.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시설의 확충이 시급했다. 

<인구구조의 변화>

버밍엄과 샌드웰 지역의 인구는 향후 20년간 연평균 6%의 증가율

이 예상되어 의료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의 구

조는 노년층이 감소하고 청년층이 증가하여 영국의 평균에 비해 연령 불

균형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흑인과 소수인종의 비율은 전체 인

구의 68%에 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의료서비스의 재

구성이 필요했다. 

<국가정책의 변화>

NHS 5개년 계획에서는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2차 의료시설(acute sector)에 집중되어 있던 의료인

력과 시설을 대부분의 환자가 질병의 초기에 찾는 1차 의료시설

(primary care)으로 이전해야 했다. 이와 함께 2차 의료시설의 생산성

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규모는 줄여야 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2차 의료시설인 버밍엄 City Hospital과 샌드웰 

General Hospital을 통합하고 시설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었다. 

<1차 의료기관의 개선>

1차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와 개선은 이미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었

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의료시설의 건립, 재택서비스의 확대, 환자 이송 

체계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2차 의료시설의 기능도 

재구성될 필요가 있었다.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 저하> 

주무관청은 샌드웰과 버밍엄에 약 8km 거리를 두고 두 곳의 2차 

의료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24시간 심장질병센터, 응급외상센

터, 중환자 집중치료실 등을 두 곳의 의료시설에서 모두 운영하기에는 

인력과 시설 유지비용이 과다하고 운영과 치료의 효율성도 낮았다. 근본

적인 의료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 두 개의 의료시설이 하나의 의

료시설로 통합되어야 했다. 

<시설의 낙후>

버밍엄의 City Hospital은 1887년에 건립되었으며 West 

Bromwich 지역의 General Hospital은 1970년대에 건립되어 현대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구체적으로는 석면의 노출, 기계설비의 사용성 및 확장성 부족, 에

너지 효율 저하, 공간의 유연성 부족, 환자 이송 곤란, 접촉감염 관리 불

가능, 유지관리 기능 부족, 업무환경 열악 등의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 

건물의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결과 시설의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는 1억 파운드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시설의 유지보수는 예산의 제약 때문에 미루어졌다. 

<재원마련의 기회>

배터케어기금(The Better Care Fund)은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사

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에 설립되었다. 이 기금은 바른 장소에서 바

른 시기에 바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에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지원된다. MMH 사업은 중간사업보고서 (OBC) 승인 단계에서 

배터케어기금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주무관청은 새로운 정책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병원을 건

립해야할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의료서비스를 구축해야 했다. 주무관청

은 구체적인 시설 요구 수준과 서비스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협력

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켰다. 지방정부, 지

역 내 PCT(Primary Care Trust), 주무관청 내 각 부서가 여러 그룹을 

이루어 새로운 병원을 위한 계획에 참여하였다. 



2) 한국

<지역의 여건>

이천시는 2012년 당시 국민의 연평균 의료일수, 평균재원일수, 의

료이용유출입 현황 등을 활용한 계량적 수급 현황조사 결과, 병상부족지

역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이천시의 인구는 2011년말 현재 약 21만명에 달했으나 이천시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이천병원을 포함하여 5개소, 병상은 435병상에 

불과했다.40) 이에 따라 이천시 지역주민 의료이용의 69.6%가 타지역에

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전문질환 뿐만 아니라 일반질병군 및 단순

질병군까지 타 지역으로 환자가 유출되고 있었다. 또한, 관외 의료기관

에 입원한 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약 106%에 달해 경

기도 평균인 33%를 크게 초과하였다.  

<병원의 여건>

2012년 당시 이천병원의 3년간 누적적자 규모는 약 24억원이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용역 수행 결과, 이천병원의 손익분기점 병상수는 

310병상으로 산정되었다.41) 따라서 현재 운영중인 125 병상 규모로는 

병원의 경영 개선이 어려웠다. 

<시설의 노후>

이천병원은 1980년대 초에 건립된 시설로 심각한 노후화 및 공간 

협소 등으로 지속적인 보수에도 불구하고 의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2012년 12월에 건물 내부로 빗물이 유입되어 환자들

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다.42)

<지역 정치여건>

이천병원의 신축계획은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김문수 경기도

지사 후보와 조병돈 이천시장 후보가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

로 논의되기 시작했다.43) 그러나 2010년 12월에 이천시가 예산 확보에 

40) 경기도청,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
성조사, 2013.6

41) 전게서
42) 경인일보,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빗물 소동, 2012.12.20
43) 중부일보, 김문수, 평택.이천서 송명호.조병돈과 정책협약, 2010.5.19.



난색을 표하고,44) 2011년 5월 경기도의료원이 이천 병원에 장례시설을 

증축하기로 하자 지역주민이 반발했다.45)

한편, 2011년 8월에 보건복지부의 '2011년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

관 육성사업' 공모에서 이천병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유치하였다.46) 

우여곡절 끝에 2012년 10월 장례식장이 개장하였고, 2014년 3월 응급

의료센터가 들어서면서 이천병원은 종합병원으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

서 도시계획시설변경 용역비 3억원(2012년), 부지매입비 30억원(2013

년)의 예산이 배정되어 이천병원 BTL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

작했다. 

3) 비교 및 시사점

한국과 영국의 민간투자사업은 모두 지역의 여건, 병원의 생산성, 

시설의 노후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추진동기를 보면, 영국에서는 상위정책에 따라 지역 전체의 의

료서비스를 재편하기 위해 사업이 추진된 반면, 한국에서는 낙후한 시설

을 현대화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이러한 차이에 따라 사업계획 단계에

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는 수준의 차이가 발생했다. 

MMH 사업은 보건부의 의료서비스 개편정책에 따라 통합시설을 건

립하고 지역 내 의료서비스 재구성하는 것이 주요 논의사항이었다. 자연

스럽게 시설의 건립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기관 및 

이해관계자, 내부 의료진 및 직원들과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반면, 이천병원 BTL사업의 경우, 노후한 시설개선이 주된 목적이었

으며, 병원의 역할이나 기능 변화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 사업

이 착공된 이후에야 신축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의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2017). 따라

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협의할만큼 논의주제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44) 경기일보, 이천 '종합병원' 한 곳도 없다, 2010.12.22.
45) 경인일보, “이천시의회, 도의료원 장례시설 증축 반대성명“, 2011.5.10
46) 중부일보, “종합병원급 응급의료센터 이천으로 확정”, 2011.8.4



제3절 협력적 역학(Collaborative Dynamics)

Emerson의 모형에서 ‘원칙적 운영’이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

여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 공정한 절

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 

협력적 거버넌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해관계자가 협력적 거

버넌스에 참여하는 과정은 발견(Discovery)-정의(Definition)-숙의

(Deliberation)-의사결정(Decision)의 단계로 이루어진다(Emerson et 

al., 2012). 한국과 영국의 민간투자사업 사례에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영국 

MMH 사업의 추진과정에는 사업계획 수립, 최적대안 선택, 최적 부

지 선정, 입찰 방식 선정 등의 단계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

스가 구성되었다. 각 단계의 협력적 거버넌스는 참여자의 구성도 다르고 

논의내용이나 논의방식도 달랐다. 가장 대규모의 협력적 거버넌스는 사

업의 최적대안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나타났다. 이 협력적 거버넌스의 흐

름은 Emerson이 주장한 바와 같이 네 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1) 발견(Discovery)

'발견(Discovery)' 단계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참여자들이 서로의 관

심사, 이해관계, 가치관을 이해하고,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

이다. 주무관청은 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재무부(HM Treasury), 버밍엄 시의회, 샌드웰 자치구의회, 

지역 정책(RCRH) 참여그룹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체계를 수립하였

다. 또한, 지역 의료서비스 조직, 지역 내 다른 병원 등이 사업계획의 초

기단계에서부터 참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사업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사업의 내용과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2) 정의(Definition)

'정의(Definition)' 단계는 공동의 목적을 설정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 대안을 구체화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주무관청은 선택가

능한 대안을 총 여섯 가지로 '정의'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대안의 

수를 네 가지로 줄였다. 

처음에 선정된 여섯 개의 대안은 현재 상태 그대로인 대안(Do 

Nothing), 버밍엄 시립 병원과 샌드웰 병원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개보

수하는 대안, 버밍엄 시립병원 부지에 병원을 신축하는 대안, 샌드웰 병

원 부지에 병원을 신축하는 대안, 두 병원의 부지에 병원을 각각 신축하

는 대안, 새로운 부지에 병원을 신축하는 대안이었다. 논의 과정에서 현

재 상태 그대로인 대안과 두 병원의 부지에 병원을 각각 신축하는 대안

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제외되고 네 가지 대안이 남았다. 

① 부지 선정 과정의 협력적 거버넌스

네 가지 대안을 동등한 기준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대안을 

위한 새로운 부지가 확정되어야 했다. 주무관청은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

에서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였다. 즉, 

부지 선정만을 위한 별도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새롭게 구축되었다. 

② 발견 및 정의(Discovery and Definition)

우선, 주무관청은 지역 내 총 18개의 부지를 후보 부지로 선정하였

다. 최적 부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논의가 진행되

었다. 대표적으로 샌드웰과 버밍엄의 지방정부, 샌드웰 재건 회사(The 

Sandwell Regeneration Company), 남부 블랙 컨트리 및 버밍엄 재건 

지역 대표(South Black Country and Birmingham Regeneration 

Zone), 블랙 컨트리 투자 및 블랙 컨트리 컨소시움(Black Country 

Investment and Black Country Consortium)이 부지선정 논의에 참여

하였다. 수 차례 논의 결과, 18개의 후보 부지 중에는 만장일치로 선정

할만큼 적합한 부지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결국 참여자 모두가 동

의하는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모든 부지를 평가한 후, 최적부지를 선정하

기로 하였다. 



③ 숙의 및 의사결정(Deliberation and Determination)

우선, 18개 부지를 대상으로 4가지 핵심적인 항목(부지 규모, 접근

성, 인도 가능성, 사업의 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후

보 부지는 총 4곳으로 선정되었다. 그 후, 4 곳의 후보 부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기술적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5년 8월 RCRH 공동 

이사회에서 가장 적합한 부지로 스메드윅(Smethwick) 지역의 윈드밀 

아이(Windmill Eye) 구역이 선정되었다. 샌드웰 메트로폴리탄 자치구의

회(Sandwell Metropolitan Borough Council, SMBC)는 윈드밀 구역 

중에서도 가장 적합한 부지를 선택하기 위해 여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윈드밀 부지의 대부분은 도시개발계획을 위한 부지로 확정되어 

변경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SMBC는 윈드밀 부지 대신 부지 평가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로브 래인(Grove Lane) 부지를 대안 

4의 부지로 제시했으며 최적 대안으로 선정되었다. 

(3) 숙의(Deliberation)

'숙의(Deliberation)' 단계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의사결정

을 위해 논의하는 과정이다. 주무관청은 부지가 확정된 대안을 포함한 

네 가지 대안에 대해 공개협의회(public consultation)를 개최하여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우선, 주무관청은 공개협의회를 개최하기 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게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관련 단체와의 

협의, 의회 및 의원 보고, 감독 위원회 공동 조사, 환자공공참여 포럼, 

내부 직원 보고 등이 수행되었다.

공개협의회는 2006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개최되었다. 공개

협의회에서는 샌드웰과 버밍엄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는 RCRH 정

책과 함께 새로운 병원을 신축하는 계획에 대해서 논의되었다. 공개협의

회 설명자료는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으며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었다. 

공개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별도의 독립적인 조사 기관47)에서 취합 

47) Quad Research at the University of Warwick



및 분석하였다. 공개협의회는 주무관청과 사업 지역을 담당하는 두 개의 

PCT48)가 함께 개최하였으며 지역주민, 시민단체, 국회의원, 자치구의회 

의원, 학교, 종교기관, 환자단체, 의료진 등 약 2,000명이 참여했다. 

공개협의회에는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었다. 우선,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자들과 200회 이상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포커스 그룹 미팅에는 평

소에는 참여하지 않는 다양한 집단이 참여했다. 주무관청은 버밍엄 메일

과 비비씨 라디오에서 진행되는 토론회에도 참여하였다. 언론에 정기적

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했고 다수의 인터뷰도 진행하였다. 샌드웰 지역에

서 98,000장, 버밍엄 지역에서 243,000장의 전단지를 배포했다. 내부 

직원들은 내부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

공개협의회 결과, 공식적으로 601건의 개인 의견과 23개 단체의 의

견이 접수되었다. 포커스 그룹 미팅에는 약 323명이 참여했고 주요 이

해관계자로부터 공식적인 응답이 접수되었다. 공개협의회의 결과는 

2007년 3월에 발표되었고 모든 내용은 사업보고서에 첨부되어 공개되

었다. 주무관청은 공개협의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병원을 신축하

고 연계된 지역 의료서비스를 함께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공개협의회 이후 사업의 네 가지 대안에 대한 편익 평가(Benefits 

Appraisal)가 이루어졌다. 평가에는 주무관청, 샌드웰 PCT(Primary 

Care Trust), 버밍엄 PCT, 지역 환자 협의회, 의회, 시민단체 등 23개 

이해관계자 집단이 참여하였다. 평가는 평가항목 선정 – 항목별 비중 선

정 – 평가 점수 산정 – 결과분석 및 민감도 분석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네 가지 사업대안에 대한 편익 평가가 이루어진 후, 주무관청은 경

제적 평가(Economic Appraisal)를 수행하였다. 경제적 평가는 기준 대

안(Do Nothing) 대비 각 대안의 경제적 순가치를 평가했다. 평가 항목

에는 자본비용, 기회비용, 수익비용, 전환비용 등이 포함되었다. 경제적 

평가 결과, 그로브 래인 지역에 병원을 신축하는 대안의 경제적 가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8) Sandwell PCT(Primary Care Trust), Heart of Birmangham PCT



(4) 의사결정(Determination)

'의사결정(Determination)' 단계는 여태까지 수렴된 의견과 분석된 

결과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이다. 주무관청은 네 가

지 대안에 대한 논의 결과 및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로브 래인(Grove 

Lane) 지역에 하나의 병원을 신축하는 대안을 사업의 최적대안으로 선

택했다. 

단계 세부 내용 참여자 단계별 결과

발견
(Discovery)

관련 기관의 
정책 및 

역할에 대한 
이해 및 소통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재무부(HM Treasury), 
NHS(National Health Service),
버밍엄 시의회, 샌드웰 자치구의회, 
RHRC 정책 그룹

사업의 필요성 인식

정의
(Definition)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 정의, 
주무관청(Sandwell and West 
Bitmangham Hospitals NHS Trust)

Long List(6개 대안)
Short List(4개 대안)

대안 
4의부지

선정

발견
RCRH Programme 참여기관
(샌드웰과 버밍엄 지역 내 네 개의 
NHS Trust, 의료위원회(CCG), 시의회)

부지선정의 필요성 인식

정의 샌드웰과 버밍엄의 지방정부,
샌드웰 재건 회사, 
남부 블랙 컨트리 및 버밍엄 재건 대표, 
블랙컨트리 투자, 블랙컨트리 컨소시움

Long List(18개 부지)
Short List(4개 부지)숙의

결정 주무관청 대안4의 최적부지 선정
(Grove Lane Site)

숙의
(Deliberation)

사업 대안에 
대한 공개적 

논의

 하원 의원(MPs), 지방의회 의원
(councilors), 학교, 대학, 도서관, 
종교기관, 환자협회, 시민단체, 
의료인 단체

공개협의회 결과보고서

사업 대안에 
대한 편익 

분석

주무관청, 샌드웰 PCT, 버밍엄 PCT, 
버밍엄 시의회, 샌드웰 자치구의회, 
환자 협회, 시민단체 등 23개 집단

대안4가 가장 우수

사업 대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
주무관청 대안4가 가장 우수

결정
(Determination) 최적대안 선택 주무관청

최적대안으로 대안4 
선정
(Grove Lane site)

[표 5-5] MMH 사업의 최적대안 선정 과정



2) 한국 

이천병원 BTL사업의 추진과정에서는 뚜렷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성

되었다고 보기에는 힘들다.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과정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적 의사결정 과정인 '발견-정

의-숙의-의사결정'의 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었는

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발견(Discovery)

'발견' 단계는 이해관계자들의 서로의 관심사, 이해관계, 의사결정의 

필요성 등을 인식하는 단계이다. 

이천병원 BTL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2013년을 기준으

로 보면, 보건복지부의 정책 및 지역의 여건 상 많은 이해관계자 및 지

역주민들이 사업의 추진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알고 있는 상태였지만 서

로의 입장차이가 상당하였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2005년부터 '지역거점 공공병원(지방의료원) 현대

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미 4개의 지방의료원의 증축·신축사업

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이천병원은 1980년대 초에 지어

져 지방의료원 중에서도 시설이 열악한 편이었으며 실제로 2012년 12

월에 건물 내부로 빗물이 유입되어 환자들이 대피하고 언론에 보도까지 

되는 소동이 있었다.49) 따라서 이천병원의 노후한 시설을 개선해야한다

는 지역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업부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와 병원 신축건물이 너

무 가까운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이미 2011년에 이

천병원에 장례식장이 증축될 때 극렬히 반대했던 경험이 있었다.50) 

한편, 주무관청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입장에도 차이가 있었다. 경

기도지사는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이천병원 신축사업을 공약으로 

발표51)하였기 때문에 이천병원 BTL사업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으나 경기

49) 경인일보,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빗물 소동, 2012.12.20.
50) 경기일보, 道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 이동증축 갈등, 2011.10.12
51) 중부일보, 김문수, 평택.이천서 송명호.조병돈과 정책협약, 2010.5.19.



도의회는 민간투자방식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다.52),53) 재정을 투입

하면 537억원에 지을 수 있는 병원을 민간투자방식으로 건립할 경우 향

후 20년간 1천억원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였다. 도의회가 반대하자 설

득에 나선 건 이천시였다. 이천시와 이천시의회는 대다수의 이천시민과 

함께 이천병원 BTL사업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도의회는 결국 2014년 

12월 이천병원 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동의안을 가결했다.54) 

이와 같이 이천병원 BTL사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및 기관들 간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주무관청은 법적 절차 외에는 협의하는 체계

를 구축하지 않았다.55)  

(2) 정의(Definition)

'정의(Definition)' 단계는 단계에서 협의를 통해 무엇에 대한 의사결

정을 해야할지 결정된다. 그리고 집중 논의할 대안의 내용이 정해진다.

주무관청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인 2009년에 이미 경기도

의료원 수원/이천/의정부병원의 시설확충 마스터플랜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부지

의 대안이 검토되었으며 주민의견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다. 

주무관청은 2013년에 이천병원 신축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

기로 결정하고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에 대한 연구용역을 다시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의뢰하였다. 진흥원은 2009년 수행된 용역연구를 토대로 보건

복지부 환자조사자료 및 의료원 현지실사, 그리고 전문가 및 내외부 직

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천병원의 현재 부지에 3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신축하는 계획을 최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해관

계자들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절차는 없었다.

52) 경기일보, 도의료원 이천병원 ...신축 설계 예산 ‘싹둑’,2014.9.22
53) 중부일보, '537억' 이천병원, 민간투자땐 사업비 '1천억' 껑충,2014.10.15
54) 중부일보, '이천시민 숙원' 300병상 종합병원 건립 확정,2014.12.18
55) 경인일보, 경기도의료원 증축강행 주민생활권 침해, 2017.8.22



(3) 숙의(Deliberation 및 의사결정(Determination)

주무관청은 용역 결과 선정된 사업 대안 및 부지 대안을 최적대안으

로 선정하였으며 이해관계자들과 별도의 협의는 수행하지 않았다.

3) 비교 및 시사점

영국의 주무관청은 최적대안과 최적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가능한 모

든 대안을 탐색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발견-정의-숙의-의사결정의 단계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 

한국에서는 사업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가진 이해관계자가 있었으나 

이들의 의견은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되지 않았다. 사업의 최적대안

과 최적부지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아니라 전문기관의 조사용역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용역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었으나 보고서에는 

하나의 대안만 제시되었으며 그 외 대안에 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

다. 전문기관은 주무관청, 내부 의료진 및 직원뿐만 아니라 관련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사업대안에 반영하였지만 구체적

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다.56) 

전문적 지식과 인프라를 갖춘 전문기관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하는 것

은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다만, 용역 기

관이 주무관청을 대신하여 이해관계자와 협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주무관청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 결

과, 주무관청은 법적 의무사항인 공람이나 주민설명회 외에 이해관계자

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57) 현행 규정상 이러한 절

차는 논의대상이 지역주민으로 한정되고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형식

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는 어렵다. 결국,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의회와의 협의 부족으

로 예산이 삭감되고, 공사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갈등이 발생했다. 

56)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 인터뷰, 2018.11.21
57) 경인일보, 경기도의료원 증축 강행 주민생활권 침해, 2017.8.22.



Emerson의 모형에서 ‘동기 공유’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상호신

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가치관

이나 목적을 가진 참여자가 협력하게 되기까지는 '신뢰 형성', '상호 이

해', '참여의 정당성 인지', '실제 참여'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Emerson 

et al., 2012). 즉, 참여자가 협력적 거버넌스에 실제로 참여하여 행동하

기까지는 제도적,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이를 고려하여 한국과 영국의 사례에서 이해관계자 간에 상호신

뢰가 형성되고 협력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영국

MMH 사업에는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 주무관

청, 지방정부, 의료진, 환자, 직원, 시민단체, 지역업체, 토지 소유주, 자

문위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였다. 특히, 주무관청의 의료진 

및 직원 등 내부 인력과의 협력과 의사소통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1) 설계를 위한 협력

입찰참여자에게 제공할 설계 및 기능 요구서(Planning Policy and 

Design Descriptions, PPDDs)를 작성하기 위해 샌드웰 메트로폴리탄 

지방정부의 설계담당자들과 주무관청의 의료진 및 직원, 토지소유자들, 

일반 시민이 참여했다. 의료시설 설계를 위해서 1:200의 모형을 사용해 

의료진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했다. 

핵심 논의 사항(응급실, 수술실, 시설운영 등)은 부트캠프(Boot 

camps)를 통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부트캠프에 참여하는 직원들에

게는 일상 업무를 면제해주었다. 병실의 크기를 확정할 때에는 실제 크

기의 병실을 지어 의료진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1인 병실과 

4인 병실의 비율은 환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1:1로 구성했다. 워크샵과 

포커스그룹 미팅 등을 통해 대기공간의 구성, 고객친화적 설계 등에 대

한 일반 시민의 의견도 취합되었다. 



(2) 고용 변화에 대한 협력

주무관청은 사업의 목적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재구성하기 위해 고용 

인력의 규모와 배치를 조정했다. 고용 규모는 2014년 약 7,000명에서 

2020년 5,653명으로 1,347명을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관청은 인력구조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인력구조 

조정 담당 이사를 임명하고 인력운영위원회(Workforce Delivery 

Committee)를 구성하였다. 인력운영위원회는 인력구조 조정 담당 이사

와 메디컬 이사, 수석 간호사, 수석 운영 책임자, 각 의료 그룹의 대표자

들로 구성되었다. 직원들의 의견을 접수하기 위해 '너의 목소리'(Your 

Voice)라는 실시간 응답 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된 1단계 인력 이동 계획(Phase 

1, Safe and Sound)은 아웃소싱을 통한 고용인력을 줄이고 초과시간 

근무를 감축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무관청은 노동조합 및 관련 

직원들과 폭넓고 공개적인 협의를 진행하였다. 1단계 인력 이동 결과 

260명의 직원이 감축되었다. 

2단계 고용 이동계획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되었다. 2단계 

계획의 목표는 205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인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의료서비스를 재구성하였다. 관련된 직원들에게 새

로운 직무 교육 및 부서이동 기회를 제공하였다. 

간호사 인력의 배치와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간호사들의 의견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는 내부망에 공개되었으며 모든 직원은 의견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주무관청은 조사된 결과를 반영하여 간호사 

인력의 배치를 점진적으로 조정하였다. 

(3)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력

Co2 배출관련: 지역 버스회사 센트로(Centro)와 협의하여 기존 버

스노선을 신축 병원을 경유하도록 변경하였다. 또한, 병원 부지 내에는 

샌드웰과 버밍엄 지역의 도보 및 자전거 도로와 연계되도록 동선을 구성

하였다. 



(4) 지역 경제를 위한 협력

MMH 신축 병원은 공급망과 인력채용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공급망의 80%와 지역 고용의 70%를 

샌드웰과 버밍엄 지역 내에서 조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가상 병원 포

털 시스템을 도입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사업계획 책임자와 지역 재건 책임자, 하도급업체들은 모든 고용기회

과 교육기회에 대한 근로예측정보(labour forecasts)를 제공하기로 했

다. 사업시행자는 버밍엄 지방정부의 고용기회창출(Building Jobs for 

Birmingham) 정책과 샌드웰 지방정부의 띵크 샌드웰(Think Sandwell) 

정책, 그리고 주무관청의 업무교육(Learning Works) 과정과 협의하여 

적성 맞춤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5) 의견 수렴 방법

사업추진 기간동안 가능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

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무관청은 샌드웰 자치구의회와 버밍엄 시의회의 

협조를 받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내부

적으로는 CEO가 매주 사업의 진행현황을 공유하였다. 매달 담당부서에

서 핫토픽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포커스 그룹 미팅 등을 진행하였

다. 또 매거진과 신문을 발행하여 사업에 대한 정보를 내부적으로 공유

했다. 외부적으로는 RCRH 신문과 Trust Members 신문, GP Focus 

매거진, 병원 브로셔,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언론기사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소식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공식적인 공청회는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MMH 사업과 관련하여 가

장 먼저 열린 공청회는 2007년 2월에 개최되었다. 이 공청회 이후 다양

한 경로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후 2008년 

샌드웰 메트로폴리탄 자치구의회가 설계안을 승인하기 전에 공청회가 열

렸으며 2010년 토지수용 개시명령 전에도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내용은 MMH 사업의 최종사업보고서의 부

록에 첨부되어 사업추진의 근거자료로 사용되었다. 



2) 한국 

(1)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주무관청은 이천병원 BTL사업의 실질적인 수행을 위해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프로젝트 관리를 위임하였다. 그리고 이천병원 BTL사업의 구

체적인 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는 사업시

행자, 경기도 담당자, 경기도의료원 기술분야 담당자(건축, 기계, 전기), 

분야별 외부 자문가가 참여하였으며 총괄 관리(PM)는 한국보건산업진

흥원이 담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내부 의료진과 

직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설계안에 반영하였다. 

또한, 이천병원은 매 반기마다 병원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 현황

을 공유하고 주민 애로사항에 대해 협의하였다.58) 위원회는 병원장, 행

정과장, 원무과장, 공공사업과장, 노조지부 위원장과 지역단체 대표 5~6

인 등으로 구성되었다. 

 (2) 사업 운영을 위한 협력

이천병원 BTL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내부 고용조건이 변화하고 외부 

인력이 충원이 필요하다. 현재 이천병원의 규모는 115병상, 156명(의사 

17, 간호사 58, 관리 22, 약제 및 임상병리 등 이지만 2019년 완공 후

에는 300병상, 295명 규모로 증가할 계획이다.59) 

경기도의료원은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이해관계자(노조, 경기도, 의회 

등)와의 협의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며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60) 이와 관련하여 이천병원과 경기도의료

원 본부의 시설지원팀, 재무회계팀, 기획예산팀이 협의하에 계획을 수립

하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칠 계획이다.61)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사

업 착공이후 진전되고 있으며 사업 계획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는 않았다.

58) 이천병원 관계자 인터뷰, 2018.11.29
59) 경기도청,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

투자 적격성조사, 2013.6
60) 경기도의료원 중장기(2017~2021년) 운영전략계획, 2016.12,
61) 전게서



이천병원 직원들의 고용조건에 대한 논의는 경기도의료원장과 민주노

총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2015년

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면 의료원의 분할·합병·양도 시에도 노조가 

인정되며 병원의 기능 및 구조를 변경할 때에도 반드시 노사합의를 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과 의료원 측은 의료산업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

를 위해 노·사·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용 관련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었으나 사업계획단계에서 고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3) 비교 및 시사점

MMH사업에서 주무관청은 설계 및 건설,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내부 

의료진, 직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공개적으로 논의하였다. 

직원들과 협의하여 고용 전략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실행했다. 지역경제

를 위해 인력과 물자를 지역 내에서 조달하기로 했다. 

이천병원 BTL사업의 설계 및 건설, 운영 계획은 사업시행자, 경기도 

담당자, 경기도의료원 담당자, 외부 자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하여 

수립되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의 프로젝트 

관리(PM)를 위탁받아 협의체 운영을 총괄하고 내부 의료진과 직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설계안에 반영하였다. 

즉, 설계 및 건설, 운영 계획단계에서도 MMH 사업의 주무관청은 공

개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내외부 관련자, 지역주민과 긴밀하게 

의사소통한 반면, 이천병원 BTL사업에서는 주무관청과 전문기관에 의해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주무관청이 내외부 관련자, 지역주민과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영국의 다원주의적 토론문화와 한국의 권위주의적 관

료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국에서는 일반 시민의 다

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대안을 찾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여기지만 한국에서는 주무관청과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이론적으로 검증

된 대안을 찾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Emerson 모형에서 '협동 역량'이란 협력 과정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이 창출되고 그로 인해 상대와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협력적 거버넌스의 과정에서 책임과 권한이 분

배되고 자원의 투입과 지식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다시 협력적 

거버넌스가 강화된다. 한국과 영국의 민간투자사업 사례에서 사업 추진

을 위해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 지식을 축적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영국

(1) 책임과 권한 분배

MMH 사업의 책임권한은 위로부터 최고책임자, 프로젝트 책임자, 프

로젝트 매니저의 위계로 이루어졌다. 사업의 최고 책임자(The Senior 

Responsible Owner, SRO)는 주무관청의 최고 경영자(Chief 

Executive Officer)가 맡았다. SRO는 사업의 성공에 대한 총괄적인 책

임을 진다. 프로젝트 책임자(Project Director)는 사업의 운영기준을 설

정하고 일상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프로젝트 매니저

(Project Manager)는 상임직이며 핵심 사업부서(Core Project Team)

의 활동을 조율하고 실무를 담당한다. 핵심 사업부서는 사업계획 수립, 

입찰 업무, 사업보고서 작성 및 보고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실무를 담당

했다. 

주무관청의 이사회(The Trust Board)는 투자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졌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을 위해 이사회 산하에 구성위

원회(The Configuration Committee)와 재구성 위원회

(Reconfiguration Committee)가 운영되었다. 

(2) 인력과 예산의 투입

주무관청은 사업수행계획서(Project Execution Plan)을 통해 사업추

진 조직과 인력의 구성, 권한과 책임, 업무 수행 절차, 보고 및 승인 절

차, 외부 컨설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사업수행계획서



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인력의 규모는 

평균적으로 매년 상임직이 15인, 비상임직이 4인 규모이며 총 15개 분

야에 대한 외부 컨설팅이 수행되었다. 6년간 총 소요 예산은 내부 소요 

비용이 약 7백만 파운드(약 101억원), 외부 컨설팅 비용이 약 3백만 파

운드(44억원)로 산정되었다. 

내부 인력 참여(인·년) 외부 자문 분야(회사)

사업 책임자(0.8)
상업 담당자(1.0)
사업 담당자(1.0)
고용인력 대표(1.0)
회계사(3.0)
수석 운영 책임자(0.4)
서비스 개발 관리자(2.0)
의료진 대표(0.1)
자산담당(0.65)
금융자산 담당자(1.0)
장비 담당자(1.0)
자산 담당자(2.0)
시설 담당자(1.0)
사업추진 행정업무(2.0)

법적 자문 : Pinsent Masons
금융 자문 : Deloitte
기술 자문 : Capita Consulting
보건 계획 : Capita Consulting
시설 운영 : Capita Consulting
장비 : MTS
설계 : Nightinglae Associates
도시계획 : Nightinglae Associates
공학 : Hulley & Kirkwood
교통 및 수송 :Hulley & Kirkwood
양적 조사 : Cyril Sweett Limited
라이프사이클 분석 : Cyril Sweett Limited
의료 & 안전 : Cyril Sweett Limited
비용 분석 : Cyril Sweett Limited
보험 : Willis Ltd

[표 5-6] MMH 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 인력 및 외부 자문 현황

자료: SWBH NHS Trust (2014), Appendix 11a. Project Project Execution Plan, 
version 2.2

(3) 사업보고서의 작성 및 승인

MMH 사업은 추진 단계별로 총 일곱 차례에 거쳐 사업보고서가 작성

되고 다섯 차례에 거쳐 승인되었다. 사업보고서는 재무부(HM 

Treasury)의 지침인 녹서(the Green Book)와 사업추진지침(Business 

Case Development Guidance)에 따라 전략, 경제, 금융, 상업, 경영 분

야별로 작성되었다.  

각 사업보고서는 이전 단계 보고서의 내용과 승인 이후에 추진된 사

항을 포함한다. 최종사업보고서에는 사업의 시작부터 완료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 전과정에 대한 기록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사업에 변경된 사

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전, 변경 후의 내용과  변경된 근거를 구체적

으로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MMH 사업의 병상규모는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경되었는데 최종사업보고서에는 각 단계별 병상규

모의 내용과 변경 근거가 모두 제시되어 있다. 



보고서 작성단계 내용 승인일

전략보고서
(Strategic Outline Case)

지역 통합 정책인 Right Care 
Right Here 정책에 부합하는 계획
인지 승인받기 위한 보고서

2004년 4월

토지수용 보고서
(Land Business Case)

사업지역 토지 수용 개시를 승인
받기 위한 보고서 2009년 8월

중간 사업보고서
(Outline Business Case)

조달절차의 개시를 승인받기 위한 
보고서 2014년 7월

사업자 지정보고서
(Appointment Business 

Case)
협상 종료 및 최종 입찰을 위한 
보고서 2015년 8월

계약확인 보고서
(Confirmatory Business 

Case)
사업자 선정 및 재원조달 절차 개
시 승인을 위한 보고서 2015년 12월

최종 사업보고서
(Final Business Case)

사업자 지정보고서와 확정보고서
를 결합한 보고서 

ABC + CBC로 구성, 
승인 불필요

재원조달 완료에 따른 첨부 재원조달 결과를 반영한 보고서 승인 불필요

[표 5-7] MMH 사업 추진 관련 보고서 작성 및 승인 현황

MMH 사업의 보고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관련 문서와 함께 

승인 즉시 공개되었다. 

이전 단계 사업보고서 승인 공문 최종 입찰서 평가 결과서
설계 승인서 입원환자 병실 구성 계획안
사업부지 전략보고서 기술자문 보고서
사업부지 관리계획서 설계 및 감손에 대한 검토보고서
업무 수행 조건 시장 점유 분석 보고서
의료서비스 모델 위험분석 및 완화대책 보고서
비용 절감 계획서 고정자산의 손상 평가
중간사업보고서의 경제적 평가 결과 PF2 재무 검토보고서
중간사업보고서의 수익 비용 분석 결과 후순위채 입찰 평가 보고서
외부적 보건 편익 산정 결과 사업계획
조달방식 선정 결과 사업구조
P21방식과 PF2방식의 양적 비교 평가 사업 수행 계획
P21방식과 PF2방식의 질적 평가 편익 실현 계획
장비 전략 Gateway 3 승인보고서 및 후속 조치
환자 전자기록 공급 일정 위험 분석
장비 서비스 관리 보고서 질적 영향 평가서
무인운전 자동차 VfM 분석보고서 Right Care Right Here 컨설팅 서류
실사보고서 소통 및 참여 계획
입찰공고문(OJEU) 지역 의료 그룹 지지 공문
컨소시엄 구성 사업보고서 보건부 승인 공문
최종 입찰서 제출 요청서

[표 5-8] MMH 최종 사업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 목록

자료: Midland Metropolitan Hospital Full Business Case, 2015.



2) 한국

(1) 책임과 권한의 분배

이천병원 BTL사업의 시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주무관청인 경기도

에 있으며  예산심의는 경기도의회에서 이루어졌다. 경기도 보건정책과

는 주로 사업의 예산을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정 업무를 담

당하고, 경기도의료원 시설지원 TF팀에서 설계 및 건설 계획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했다.62) 사업관리(PM)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63)에서 위탁수

행하였으며 재무, 운영, 시설유지관리 분야에 대한 외부자문은 한국보건

산업진흥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2) 인력과 예산

이천병원 BTL사업은 기존의 조직과 예산체계 내에서 추진되었다. 사

업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주무관청의 담당부서, 경기도의료원의 시설지원 

TF팀, 이천병원의 행정과의 직원이 투입되었으며 사업관리(PM)는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하였다. 투입된 인원의 인건비는 별도의 사업 추

진 예산이 아닌 기존의 예산에서 집행되었으며 위탁용역비용도 공개되지 

않았다. 

(3) 사업보고서의 작성 및 승인

이천병원 BTL사업 추진과정에서 별도의 사업보고서가 작성되거나 승

인되지 않았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들도 공개되지 않았다.

3) 비교 및 시사점

한국의 민간투자제도에는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별도의 조직과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미비하다. 또한,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배분

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도 미비하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사업

추진체계의 불명확성은 내외부 이해관계자 간 관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어렵게 하였다. 

6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련자 인터뷰, 2018.11.21.
63)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의료서비

스 혁신단에 속한 병영서비스지원팀과 병영경영팀이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자문과 
공공의료 시설사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당 팀의 전문인력은 의료
시설 사업에 대한 경험,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 등을 보유하고 있다.



제4절 결과(Collaborative Actions)

Emerson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에 의하면 앞서 살펴본 협력적 역

학의 요소인 원칙적 운영, 동기의 공유, 협동역량의 강화가 서로 맞물려 

협력적 행동(Collaborative Actions)을 이끌어낸다. 협력적 행동이란 협

력적 거버넌스의 목적이자 구체적인 결과물이다. 결과물은 정책의 수립, 

시설의 건립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한국과 영국의 민간투자사

업 사례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MH 사업은 2004년부터 계획되었으나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12년 토지수용이 완료되면서부터이다. 그 이후 체계적인 협력적 거버

넌스를 통해 2014년 7월 입찰공고 후 불과 1년 6개월만에 착공하였다.  

MMH 사업은 2018년 10월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공사가 진행 중이

던 2017년 5월에 난방, 조명 및 환기 시스템의 설계 지연으로 인하여 

준공일이 2019년 봄으로 연기되었다. 이후 2018년 1월에 사업시행자인 

Carillion이 파산하며 MMH 사업은 위기를 맞았다.64) Cariilion은 연매

출 규모가 20억 파운드(약 3조원)에 달하는 영국에서 두번째로 큰 건설

사였다. 파산의 원인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있었지만 MMH 사업의 공사 

지연도 유동성 악화의 요인으로 지적되었다.65)

국무총리와 지방의회는 즉시, MMH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으나 

2018년 8월이 되어서야 공적기금 지원과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이 확정

되었다. 현재 주무관청은 직접 공종별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

고 있으며 2022년 준공예정이다. 

MMH 사업은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의 경영상태 악

화로 인해 계획대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64) https://www.swbh.nhs.uk/midland-metropolitan-hospital/what-is-the-latest
-news-on-the-development/

65) Financial Times, The collapse of an over-stretched Carillion, 2018.1.15



이천병원 BTL사업은 2010년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예산부족으

로 인해 지연되다가 2013년 재정사업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되었

다. 2014년 12월 입찰공고 후 2년 만인 2016년 12월에 착공하였다. 

2017년 8월에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등 갈등이 

있었으나 원활하게 추진되어 2019년 6월에 준공 예정이다.66) 

이천병원 BTL사업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적 거버

넌스를 구축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주무관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

행하지 못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도 부족했다. 주무관청은 사

업관리를 전문기관에게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했으나 민주적 

거버넌스의 실현은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비교적 원활하

게 추진되었으며 계획대로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사례에서 주무관청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사업의 문제점

을 미리 파악하여 사업의 위험을 완화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사업

의 가치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지역사회와 신

뢰관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적 거버넌스가 사업

의 성공을 약속한 것은 아니었다. 

사업추진 과정의 협력적 거버넌스와 사업시행자가 파산한 원인의 연

관성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위험을 완화하

고 가장 높은 가치를 끌어내고자 하는 노력이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업을 불필요한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

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반면, 한국의 사례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없이도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

되었지만 신뢰를 기반으로 가장 높은 가치를 창출했는지는 불확실하다.

이 두 사례는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참여의 가치

와 함께 실천적인 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66) 아시아경제, 경기의료원 이천병원 증축공사 '순항', 2018.8.29



제 6 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한국과 영국의 민간투자제도에 나타난 협력적 거버넌스의 특성을 이

해관계자의 참여 수준과 사업추진절차의 투명성을 중심으로 비교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영국에서는 모든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가 체계적으로 참여하

지만 한국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미흡하다. 

영국에는 사업 계획 수립, 대안 탐색·평가·선정, 사업자 선정 방식 

선택, 사업 실행 계획 수립의 단계마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절차 및 

세부지침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한국의 민간투자제도에는 사업 계획 절

차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둘째, 영국과 한국의 입찰공고에 공개되는 정보의 양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정보 공개의 방식 및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 

영국에서는 대부분의 입찰절차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입찰공고에 

대한 질의답변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상업적 기

밀정보의 경우에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대

부분의 입찰절차가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져서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하된

다. 상업적 기밀정보 공개 관련 규정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업자 선정 절차에서 가장 큰 차이는 주무관청과 입찰 참여자의 상

호작용 수준이다. 즉, 정부가 공개한 정보에 대해 민간의 의견이나 질문, 

이의제기를 허용하고 대응하는 정도에 큰 차이가 있다. 영국은 입찰 준

비단계에서부터 계약체결 발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참여자와 상

호작용하며 모든 질의와 이의제기를 허용한다.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

기 전에 탈락자의 이의제기를 허용하기 위해 정지기간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입찰공고에 대해 제한된 횟수의 서면질의를 허용하는 

것 외에는 주무관청과 입찰 참여자의 상호작용이 미비하다. 



영국의 미드랜드 메트로폴리탄 병원(MMH) 사업과 한국의 경기도의

료원 이천병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비교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진동력 측면에서 살펴보면, MMH사업에서는 지역 의료체계 

재개편이라는 뚜렷한 사업목적과 주무관청의 리더쉽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하에 협력적 거버넌스가 작동하였다. 그러나 이천병

원 BTL사업은 공공의료체계의 취약성이나 지방의료원의 만성 적자 등

에 대한 대책없이 시설 개선만을 목표로 추진되었고 정치적 영향으로 주

무관청의 리더쉽이 약화되어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성되기 어려웠다. 

둘째, 협력적 역학 측면에서 살펴보면, MMH 사업에서는 주요 의사결

정 단계마다 원칙적으로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성되었으며 참여자 간의 

상호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추진 조직

이 별도로 구성되었으며 책임과 권한, 인력과 예산이 체계적으로 분배되

었다. 반면, 이천병원 BTL 사업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보다는 주무관청

의 재량과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참여자 간

의 교류는 미미했다. 또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이 구성되거나 인력과 

예산이 배정되지도 않았다.  

셋째, 협력적 행동(결과) 측면에서, MMH 사업은 체계적인 협력적 거

버넌스를 통해 사업의 계획부터 착공에 이르기까지 빠른 속도로 추진되

었으나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다. 반면, 이천병원 

BTL사업은 의사결정 과정의 협력적 거버넌스는 미흡했으나 당초 계획

대로 차질없이 착공했으며 2019년 6월 준공할 예정이다.  

두 사업의 추진 결과를 보면, 협력적 거버넌스는 사업의 위험을 완화

하고 잠재적 가치를 이끌어내지만 사업의 성공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협력적 거버넌스 없이도 사업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지만 추진 과

정에서 최대한의 가치를 확보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이 두 사례는 민간

투자사업에 있어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참여의 가치와 함께 실천적인 면

에서 사업의 다른 조건들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비교 항목 영국 한국

협력적 
거버넌
스 분석

제
도
적
 
요
인

이해관계자의 
참여

· 사업계획 수립 단계
· 대안의 탐색 단계
· 대안의 평가 단계
· 입찰 방식 선정 단계
· 사업실행 계획 수립 단계
· 제도 개선 단계

·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필요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
· 실시설계 단계
· 환경영향평가 단계
· 토지 보상 단계

추진절차의 
투명성

(상호작용 
단계)

· 입찰공고 이전단계(시장조사)
· 입찰공고(질의허용)
· 입찰결과 통보(이의 허용)
· 정지기간(탈락자 이의 허용)
· 계약체결 공고(질의 허용)

· 입찰공고(질의 허용)
· 그 외 단계에서는 상호작용 

미흡

과
정
적  
 
요
인

추
진
동
력

리더쉽 · 주무관청이 정책적, 조직적으
로 협력 주도

· 주무관청의 주도 미흡

기대되는 
보상

· 지역 의료체계의 개편 · 시설 현대화

협
력
적 
역
학

원칙적 
운영

· 발견-정의-숙의-결정 단계로 
다자간 협력적 의사결정

·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한 의
사결정

동기의 
공유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의사
소통 및 목적 공유

· 내부 직원 및 전문가 위주로 
의사소통 및 목적 공유

협동 
역량

· 사업추진조직 별도 구성
· 예산, 인력 별도 확보
· 단계별 사업보고서 작성

· 기존 조직 내에서 운영
· 예산, 인력 미확보
· 사업보고서 미작성

협력적 행동
· 입찰~착공: 1년 6개월
· 사업시행자 파산으로 재정사

업 전환 및 준공연기(2018년 
→2022년)

· 입찰~착공: 2년
· 차질없이 준공예정(2019년 6월)

[표 6-1] 연구결과의 요약

가설의 내용
협상 모델
(영국의 

민간투자사업)

협의 모델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가설
채택
여부

가설 1 이해관계자의 범위 넓음 좁음 채택

가설 1-1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단계 많음 적음 채택

가설 1-2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수 많음 적음 채택

가설 2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 활발 미미 채택

가설 2-1 주무관청과 입찰참여자의 상호작용 활발 미미 채택

가설 2-2 주무관청과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 활발 미미 채택

[표 6-2] 연구가설의 채택 결과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 가설을 검증한 결과, 가설 1의 경우, 협의 

모델에 비해 협상모델의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

사결정과정이 더 많고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범위도 더 넓은 것으로 나

타나 연구가설의 채택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협상 모델의 특성을 지닌 영국의 MMH사업에서는 사업 계획, 대안 

선택, 부지 선택, 대안 평가 등 다양한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논의되는 사안

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정부, 의회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전문가집단, 노동조합, 환자협회, 시민단체까지도 포함되었다. 

반면, 협의모델의 특성을 지닌 한국의 이천병원 BTL사업에서는 이해

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주무관청과 전문

기관의 협업을 통해 사업 계획, 대안 선택, 부지 선택, 대안 평가 등이 

수행되었다. 그 후 토지 용도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서 설명

회, 공청회, 열람공고 등 법적 절차에 의해 의견이 수렴되었다.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주로 지역주민으로 한정되었다.  

가설 2의 경우, 협의 모델에 비해 협상 모델의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참여자 간 상호작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채택될 수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영국의 경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주무관청과 입찰참여자와의 상호

작용이 활발했다. 모든 입찰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질의와 이의제기가 허용되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무관청과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도 활발했다. 이해관계자의 참여 단계와 절차가 

구체적이며 참여 방법도 워크샵, 포커스 그룹미팅, 온라인 등 다양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주무관청과 입찰참여자의 

상호작용이 미비했다. 대부분의 입찰 과정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자

유로운 질의나 이의제기가 허용되는 단계가 거의 없었다. 또한, 사업추

진 과정에서 참여자 간 상호작용의 절차나 방법이 구체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연구과정에서 가설1과 2을 채택하기 위해서 고려해야할 요인

들이 밝혀졌다. 이를 정리하여 이론적 시사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이론적·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민간투자제도의 유형에 따라 실제 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범위 및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을 분

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의 차이가 협력적 거버넌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공식적·체계적인 사업계획 단계의 유무가 이해관계자의 참여 

여부와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영국의 민간투자사업

에서는 공식적인 사업계획절차를 통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이들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공

식적인 절차와 지침 없이 주무관청과 전문기관의 협의만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의 질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업계획절차와 이해관계자의 참여 관련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 목적이 이해관계자의 참여 수준과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성

에 영향을 미친다. 영국의 미드랜드 메트로폴리탄 병원의 경우 사업의 

목적이 '지역 의료체계의 재편'이었으나 한국의 이천병원 BTL사업의 경

우 사업의 실질적인 목적이 '시설 현대화'에 있었다. 따라서 두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의사결정의 범위와 이해관계자의 참여범위가 달라질 수밖

에 없었다. 즉, 사업의 목적이 표면적·형식적으로 설정되면 이해관계자

의 참여도 표면적·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협력적 거

버넌스를 통해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

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며, 의사결정의 범위와 

참여할 이해관계자의 범위도 세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셋째, 주무관청의 리더쉽이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

고 그에 걸맞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성되어야 한다. 영국의 미드랜드 

메트로폴리탄 병원의 사례를 보면, 사업의 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재무

부, 복지부, 지방정부, 의회 등 정부 조직 간의 거버넌스가 조성되었으며 

사업 대안을 선택할 때에는 지방의회, 지역기관, 환자협회, 시민단체 등

으로 구성된 거버넌스가 조성되었다. 이와 같이 사업의 추진단계마다 적

절한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리더

쉽이 필요하다. 리더쉽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설정

되고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어야 한다. 

넷째, 이해관계자의 참여 방법이 협력적 거버넌스의 참여자 간 동등한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영국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참여 방법으로 주

로 워크샵이 권장된다. 워크샵은 수평적 성격의 회의 형태로 양방향 의

사소통이 가능한 방식이다. 영국의 미드랜드 메트로폴리탄 병원의 사례

에서는 워크샵뿐만 아니라 포럼, 포커스 그룹미팅, 부트캠프, 신문,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반면, 한국에

서는 의견수렴을 위해 주로 공청회, 설명회, 정책간담회 등의 방식이 사

용된다. 이러한 방식은 주로 주무관청이 설명하고 참여자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함께 의사결정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동등한 이해관계자의 참

여를 바탕으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식을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주무관청과 입찰참여자의 상호작용이 절

차의 투명성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친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자 선정 절차는 주무관청과 입찰 참여자 간의 순차적인 정보 교환을 통

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서로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질문, 이의제기, 

소명할 기회를 허용하는 수준에 따라 절차의 투명성에 차이가 나타난다. 

그리고 투명성의 차이는 상호 신뢰의 수준을 결정하고 이로 인해 협력의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

의 협력적인 관계는 사업의 성공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따라서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선정과

정에서 가급적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의제기를 허용하는 등 상호작

용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지식의 생성과 공개 수준이 협력적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친

다. 민간투자사업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추진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추

진과정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진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정보가 포함된 평가보고서가 작성 및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이해

관계자들이 의사결정절차에 대해 신뢰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이 대안 선정, 부지 선정, 사업자 선정 등 의사결정 

절차 및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상업

적 기밀정보와 관련된 정보 공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일곱째, 협력적 거버넌스는 사업의 위험을 완화하고 잠재적 가치를 이

끌어내지만 사업의 성공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다

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협력적 거버넌스는 시간

과 에너지가 소모되는 과정이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까다로운 절차이

다.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참여자들이 공동의 목적에 합의하기도 어

려울뿐만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서로를 완전히 신

뢰하기도 어렵다. 영국의 미드랜드 메트로폴리탄 사업이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중단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사안을 협력적으로 해결했

다고 해서 사업이 늘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의 

범위와 논의의 대상을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적 거버넌

스는 세심하게 적용한다면 계층적이고 집권적인 의사결정체계의 대안으

로 탄력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현재 시행중인 제도와 실제 수행된 사업을 유기적인 관점에서 함께 

분석했다는 점에 있다. 또한, 다원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협상모델의 

유형으로서 영국의 제도와 기술관료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협의모델의 유

형으로서 우리나라의 제도를 비교하여 협력적 거버넌스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영국과 우리나라에서 실제 수행된 사

업을 대상으로 협력적 거버넌스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방면

에서 분석할 수 있었다. 

특히,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정부의 정책이나 대규모 국책사업을 대

상으로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연구가 미흡했던 민간투자제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참여의 주체를 정부와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시행자

와 일반 국민까지 넓힐 수 있었다. 

또한, 많은 선행 연구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 방안으로 참여자 

측면에서는 열린 대화, 상호작용, 신뢰구축, 정보 공유 등을 제시하고 제

도적 측면에서는 협의 절차, 협의 기구, 공정한 규칙, 민주주의 확립 등

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 본 연구에

서는 비교 대상으로 영국의 민간투자제도와 실제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을 

선정하여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탐색해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의의와 함께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과 과정적 

요인을 함께 분석하였으나 제도적 요인이 충족되었을 경우와 과정적 요

인이 충족되었을 경우 각각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협력

적 거버넌스의 구축에 있어서 영국의 경우 제도적 요인과 과정적 요인이 

모두 충족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적 요인과 과정적 요인이 모두 미

흡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제도적 요인만 충족될 경우에는 



과정적 요인의 영향이 줄어들거나, 과정적 요인이 충족될 경우에 제도적 

요인의 영향이 줄어들 가능성도 추가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력

적 거버넌스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제도가 개선되거나 사업의 추

진 여건이 개선된다면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Emerson et. al(2012)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토대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이 모형에 포함된 모든 요소에 대해 분석하

지는 못했다. Emerson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은 포괄적인 개념의 모

형으로서 매우 많은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급적 많은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하고자 했으나 체제 환경 측면에서는 사업 추진 실

패에 대한 경험, 신뢰와 갈등 수준 등과 같은 인적·경험적 요소를 포함

하지 못했으며 협력적 역학 측면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상호의존성이나 

위계질서와 같이 외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요소를 포함하지 못했다. 

인적 요소나 내부적 요소에 대해 각종 문헌 자료의 분석과 더불어 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한 당사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다면 보다 정교

한 연구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민간투자사업 사례로 선정한 영국의 미드랜드 메트로

폴리탄 병원 사업과 한국의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민간투자사업이 아직 

운영되기 전이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변동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제도가 지속적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한국과 영국의 

현행 민간투자제도에 따라 추진된 사업을 선정하고자 했다. 그 결과, 두 

사업 모두 2014년에 입찰공고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공되지 않

은 상태이다. 이에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운영 결과까지 감안하여 협력적 

거버넌스가 실제 사업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면 본 연구와 함께 

협력적 거버넌스의 과정과 결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를 고려하여 향후 민간투자사업과 민간투자제도의 협

력적 거버넌스에 대해 심층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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