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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민간투자사업은 104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혈세 먹는 하마로 표현되는 등 비판도 많다. 특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도입시기와 변천과정, 국제비교,

실시협약상 수익률과의 관계, 민자사업 추진과 재정사업 추진의 비교 사

례 등 다양한 고찰을 통하여 향후 방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민간투자제도의 변천과정은 2016년 민간제안 허용 반영과 사회

서비스 사업으로의 확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는 항만법, 유료도로법 등 개별 법률 규정을 통해 도입 및 운영되어 왔

음을 살펴보았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변천 특징을 알아보면, 개별법의

경우에는 무상사용기간의 변화가 축소 위주가 아니라 축소와 확대가 섞

여 있다는 점, 수입에 대한 보장과 민간 비용에 대한 보장의 차이는 보

장 방식보다 적용된 이자율이 낮고 수요 보장의 수준도 적다는 점에 기

인하므로 국고채 이자률 상승에도 대비가 필요한 점, 부산 신항만의 경

우처럼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MRG가 폐지된 경우가 특이한 바 운

영사를 출자자로 참여시키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민간투자제도를 국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성문법인 대륙법적 체계

를 따르지만 민간투자기본계획 공포를 통해 영미법의 정부가이드라인 성

격도 가지며, 수요 위험에 대한 배분 측면에서는 유럽투자은행 분류에

따른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는 칠레와 터키처럼 보장과 환수를 동시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유사한 점

이 있으나, 개별법에서 무상사용기간 연장을 통하여 시작되었고, 자금재

조달․사업재구조화의 금융조달 재조정방식으로 수정되는 등 역동성을

가진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MRG 제도와 실시협약 투자수익률과 민간재원 투자유인 효과간의 관

계를 보면, MRG 보장 여부는 불확실성을 완화시킴으로써 수익률이 낮

게 설정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에 양의 상관관계

를 나타내었다. 또한 총사업비 규모에는 MRG 보장 민간투자사업이 더욱



- ii -

크게 반응하였고, MRG 존속기간 중 민간투자사업 제안 사업의 실시협약

체결 건수(연평균 12.2건)가 폐지된 이후 건수(연평균 5.1건)보다 높았다.

MRG 보장 여부가 수익률과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IMF 이후 민간자

본 유치와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목적과 경험 부족 및 정보의 비대

칭성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과 민자사업간 추진 방식 비교를 위한 기존 천안논산고속도로 사

후 VFM 분석은 MRG 수준의 하향과 물가하락은 VFM을 개선하지만

할인율과 국고채 금리 하락은 VFM을 나빠지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

석 변수에 총사업비, 운영수입, 운영비용, 건설기간, 무상운영기간, 수익

률를 추가하여 보았는 바 특정방식의 우월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MRG

및 민간투자제도와 대한 이해를 폭 넓게 하여야 하며 개별법에 의한 민

간투자사업과 공기업에 의한 사업도 실질적으로 수요 위험 분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 검증을 통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

다. 둘째, 이자율 상승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운영사의 출자 참여 유

도와 사업 경쟁 구도가 요망된다, 셋째, 민간투자사업의 향후 발전을 위

해 MRG 등 수요 위험 분담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익률을

낮추는 등의 정책 지원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사업추진 방

식에 대한 판단은 추진 당시 여러 변수들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여야 하

며 선험적으로 어느 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고 실

사구시의 자세가 현실적이다.

향후 해외 실증 연구들이 더 많이 축적되어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그 동안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데이터

들이 누적되고 체계적으로 연구되어 민간투자사업의 의사결정에 실질적

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inimum Revenue Guarantee, MRG),

변천과정, 도입시기, 국제비교, 수익률과 투자유인 영향, 재

정사업과 민자사업 사례 비교.

학 번 : 2010-30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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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과 필요성

전통적으로 SOC 및 사회기반시설은 외부효과로 인한 민간의 과소 공

급 우려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장기간에 걸쳐 수익을 회수할 수 있

는 민간 금융기법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공공부문에서 담당하여 왔다. 하

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민간공급 부족이라는 시장실패

보다 사업운영의 비효율성과 SOC 투자 재원 부족에 따른 정부의 공급

감소라는 정부 실패의 위험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대규모 재

원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기법과 민간 기업들의 사업추진 능력 향상을

바탕으로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민간투자사업은 총 민간투자비 기준으로 2015년말 기준 104.1

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졌고(BTO 73.6조, BTL 30.5조), 총 690개의 사업

(BTO 229개, BTL 461개)이 추진 중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를 사

업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육 33.3%, 환경 26.4%, 도로 13%, 국방 11.2%,

철도 2.17%의 순이며, 발주방식별로 보면 정부고시 81.45%, 민간제안

18.55%로 나타났다.1)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2)를 보면 일반국민의 경우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2.2%에 그치고, 다소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1.4%로서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43.6%에 불과하여 전체의 1/2에도 미

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8.0%, 다소 부정적이

라는 응답이 48.4%로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전체의

56.4%에 달하고 있다. 시설이용자의 경우에는 일반국민에 비해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약간 더 좋게 평가하고 있다. 시설이용자들은 민자사업에 대

한 이미지가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1.0%로 일반국민보다 낮았으나,

1) 기획재정부 자료 등을 토대로 재구성

2) 한국민간투자학회(2016.5월),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 및 인식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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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69.5%로 일반국민보다 높다. 즉, 긍정적

으로 평가한 비율이 70.5%인 반면, 매우 부정적 2.5%, 다소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27.0%로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전체의 1/3 수준

이었다.

(일반국민 대상) (민간투자사업 시설이용자 대상)

자료: 한국민간투자학회(2016.5월),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 및 인식도 조사」

[그림 1-1]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러한 인식에는 민자 고속도로 사업을 혈세 먹는 하마로 표현하는 등3) 민

간투자사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영향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비판

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이 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MRG)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라고 할 수 있다. 인프라 투자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하여 IMF 위기

이후 침체에 빠진 민간투자사업에 건설사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가 이

루어지도록 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에 기여한 면도 있는 것이다. 즉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민간재원 조달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써 민간

투자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지만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인한 초과 MRG

지급 문제로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향후에도 국가부채와 복지지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3) 세계일보(2011.11.24) �엉터리 수요 예측이 부른 손실.. 국민 호주머니 털어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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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의 여력이 부족해지고 이에 따른 민간투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민간투자제도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던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의 도입, 변천과정, 국제비교, 효과, 재정사업과의 비교등을 종

합적으로 알아봄으로써 향후 민간투자제도 운영에서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국가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질문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친 최소운영

수입보장제도를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다음과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첫째, 최소운영수입제도의 모태가 되는 민간투자제도의 변천과정을 살

펴볼 때 지금까지 시도되었던 4기 분류와 각 단계에서의 특징을 알아보고

이러한 분류가 최근 민간투자사업 변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

아보고자 한다.

둘째,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기존의 상반된 주장들이

있는 바, 이러한 주장들의 배경과 내용을 알아보고,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달리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유료도로법, 항만법, 국유재산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하여 이미 운영되어 왔다는 새로운 주장을 역사적․법률적 고

찰을 통해 분석해 보겠다.

셋째,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제도의 변천 과정에서 과도한 MRG 지급

이라는 언론 등의 비판에 따라 공공부문이 실시협약의 변경을 주장하여

사업의 재구조화 등 협약 변경이 이루어진 바, 이러한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의 변경과정에서 기존의 보장 수준 변경뿐만 아니라 자금재조달, 사

업재구조화, BTO-rs & BTO-a 등의 새로운 유형 변화, 향후 이자

율 상승기를 대비한 유의점들을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MRG가 폐지된 부산신항만의 사례 등을 바탕으로 그

이유 및 시사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이러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우리나라만의 제도인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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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도 활용되는 제도인지, 우리나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특

징은 무엇인지를 법제적 측면과 수요위험 배분측면에서 국제적 민간투자

제도와 비교․고찰하고자 한다.

다섯째,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상 수익률 관점에서는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최소운영수

입보장제도가 도입된 경우 수요 위험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

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 과거 선행연구들에서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의 도입이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위해 데이터를

확충하고, 다중회귀분석 및 이항선택모형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최소운영

수입보장제도와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간의 관계를 분석해보고 실제 추

정 결과가 예상과 다를 경우 그 이유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에 대하여 비판적 측면의 부각이 많았고 당초 최소

운영수입보장제도의 도입 목적인 민간자본유치에 대하여는 고찰이 미비

하였는 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도입으로 실제 투자유인효과가 있었는

지에 대하여도 실증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여섯째,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증가하면서 기

존의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할려는 주장과 경향이 있는 바, 민간

투자사업과 재정사업의 추진 방식 측면에서 어느 방식이 우수한가에 대

하여 기존의 논의를 알아보고, 민간투자사업이나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어떤 비교가 가능한 지, 그리고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

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에서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도출하여

민간투자제도 운영에서의 재정부담과 국민의 이용료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민간투자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발주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ADB, AIIB 등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의 민간투자사업 시장 진

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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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관련 선행연구들도 많지 않은 편이다. 먼저 우리

나라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결정요인의 하나로써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를 연구(주재홍, 2008)하거나, 경로의존모델에 따른 관점에서 최소운영수

입보장제도의 경로변화를 연구하였다(박용성, 2011). SOC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와 발전방안 연구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도입 연혁을 일부

살펴보거나(송병록·옥동석, 2011), 민간투자사업의 실패요인의 하나로써 최

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연구한 논문(최선미·홍준형, 2014) 등이 있다.

하지만 기존연구들은 민간투자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하여 최근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신성환, 2006; 주재홍, 2008; 송병록, 2011; 노형욱,

2014),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

간투자법에 따른 도입으로 주장하거나(박용성, 2011), 사회간접자본에 대

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에 따른 도입으로 주장(송병록·옥동석, 2011)하는

등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의 변천 과

정에서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났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고찰하지 못하고 있

으며, 우리나라의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가 우리나라만의 제도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도 활용되는 제도인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어떤 특징을 가

지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

한편 수익률 관점에서는 일반적인 예상과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최소운영수입보장 대상 민간투자사업은 운영기간 동안 실제

운영수입이 미달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민간

투자사업의 불확실성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실시협약상 수익률이 낮게 설정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MRG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성환(2009)은 BTO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이 유동성위

험 프리미엄, 건설위험 프리미엄, 운영위험 프리미엄, 수요예측오차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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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수익률을 추정한

바, MRG 보장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은 적정 수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위험 대비 적정수익률

을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주재홍 외(2010)에서는 1995∼2008년중 체결된 75건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수익률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실시협약에 포함된 제도 및 정책에

따른 수익률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결정요인으로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비율, 국가관리사업 해당 유무, MRG 조항 등을 제

시하고 있다. 특히 MRG 조항은 민간투자사업의 세후경상수익률 및 스

프레드에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MRG 제도가 민간투자사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언급되지만 용인

경전철 등을 대상으로 한 민간투자사업 실패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민

간투자사업의 실패 요인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자체보다 수요 예측의

실패로 파악하고 있다(최선미·홍준형, 2014). 더불어 사업의 추진에서 건설

효율성 등이 재정사업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신중섭․김수옥, 2009, 채연태, 2012) 등이 있다.

한편 MRG 민간투자사업도 광의의 PPP(Public-private partnerships)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 바 PPP를 정의 및 목적에 따라 정책 PPP, 서비스

전달 PPP, 인프라 PPP, 역량제고 PPP, 경제개발 PPP로 구분하고 빈곤감축을

위한 사회적 기업 PPP, FBO(종교단체를 통한 의료 서비스 제공), 국제개발을

위한 디아스포라와의 파트너십, EITI(채굴산업투명성제고 이니셔티브), BFC(캄

보디아 공장환경 개선 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고, (Derick W.

Brinkerhoff and Jennifer M. Brinkerhoff, 2011) 이러한 PPP 추진과정에

서 책임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용 효율성, 위험 배분, 혁신, 신뢰, 시

의 적절성, 이해관계자의 참여, 투명성, 보안 간의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John Forrer,

James Edwin Ke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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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분석틀과 방법론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와 계

량 모형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우선 민간투자제도의 변천과정

및 MRG 제도의 도입시기와 관련하여 기존 법령의 변천 과정 및 다양한

문헌 연구, 당시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한 사람들과의 토론을 통하여 경험과

판단 등 평가를 반영하였다. 민간투자제도의 국제비교를 위한 해외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고,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의 비교를 위한 사례 분석과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 관계자들과의 활발한 토론 과정이 있었다.

또한 MRG 제도와 실시협약 상의 투자수익률, 민자유치 효과 등 민간투자

사업과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재정 및 민자 사업의 비교 분석, 사

례 연구 등을 통하여 MRG 제도를 역사적 측면과 국제비교 측면 등 종

합적 시각에서 이해하고 재평가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

라의 민자 및 재정 사업 추진에 있어 바람직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그림 3-1]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분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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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본 논문의 분석 체계와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부터 3장

까지는 연구의 필요성, 연구 배경, 선행연구 검토, 연구방법론을 설명하

였고, 이어지는 제4장에서는 민간투자제도의 역사적 측면으로 우리나라

민간투자제도의 변천과정을 최근 변화를 반영하여 새롭게 구분하고 향후

방향을 살펴보며,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도입 시기에 대한 새로운 주

장을 하고자 한다. 또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현황, 자금재조달과 재

구조화 등 변천 과정, 부산신항만 등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알아본다. 아울러 유럽투자은행 및 주요국과의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민간투자제도 및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특징을 살펴볼 예정이다. 제5

장에서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와 민간투자사업과의 관계를 실시협약상

수익률과 민간투자 유인효과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분석 대

상 민간투자사업의 표본 수를 최대한 확보하고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

이항선택모형 등 다양한 계량모델을 통해 추정 결과의 강건성

(robustness)을 제고하였다. 제6장에서는 MRG 제도 비판에 따른 재정사

업 추진론 주장에 제기중인 바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의 사례 비교를

통해 수요 불일치에 따른 비싼 통행료 책정, 재정부담 증가 등에 대한

논쟁을 알아보고 재정사업과 민자사업를 비교할 경우 주요 변수는 무엇

이고 그 특징들은 어떠한지와 향후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7장에서는 연구의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본 논문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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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분석

제 1 절 우리나라 민간투자제도의 변천과정

1. 민간투자사업 정의 및 추진 절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2조 5호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을 ‘민간투자법 9조에 따라 민간부분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

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통적으

로는 정부 재정으로 건설․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환경 등의 사

회기반시설들을 민간의 투자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함으

로써 민간 부문의 창의성과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에 근거하여 추진되

고 있는 바,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과 현금흐름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차입하고, 프로젝트 운영

시 발생하는 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재원조달 방식을 말한다. 이

금융기법은 주로 광산 등 천연자원 개발 사업에서 이용되어 왔으며, 우리나

라의 경우는 대규모 SOC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로 활용되어 오고 있다.

즉 정부에서 건설·운영해야 하는 도로, 항만, 철도, 복지, 문화시설 등을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민간이 직접 건설하고 투자비는 민간의 책임 하에

사업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통해 회수하는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철도, 천안논산고속도로 등이 프로

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민간투자사업들이다.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법에 의거 추진절차를 밟

는데, 대상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

상 선정 → 주무관청과 사업자 간 협상 → 실시협약 체결 → 공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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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설 운영 등 크게 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은 일

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스처럼 매우 다양한 목적을 가진 당사자들이 하

나의 프로젝트를 위해 참여하며, 복잡한 계약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은 광의의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일부

라고 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형태별(BTO 정부고시 및 민간제

안, BTL 정부고시 및 민간제안) 사업추진절차는 아래와 같다.

<사업시행자> <정 부> <주요 내용>

대상사업 지정
(주무관청)

∙ 2천억원 미만사업은 주무관청이 자체 지정
∙ 2천억원 이상 사업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BTL의 경우는 1천억원 이상)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고시(주무관청)

∙사업시행자지정방법및정부의지원내용등명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 자문
2천억원이상사업또는국고지원이수반되는
2천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 주요사항은 영문요약 고시

사업계획
제출

사업계획의 검토 평가
(협상대상자 지정)

∙사업계획 평가단의 구성 운영
∙PQ및 2단계분리심사 가능
∙협상대상자는 2인 이상 지정

실시협약 체결 등
사업시행자 지정
(주무관청)

∙총사업비, 시설사용기간, 사용료 등 사업시
행 조건 결정

∙실시협약(안)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 자문

＊2천억원 이상 사업은 심의위원회 심의

실시계획
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실시계획
승인(주무관청)

∙ 3개월 내 심사결과 통보

공사시행

준공 확인(주무관청)

[표 4-1] 수익형 민자사업(BTO, 정부고시사업)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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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 > < 정 부 > < 주요 내용 >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 민간→주무관청

제안서내용
검토의뢰

∙ 주무관청→공공투자관리센터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제안서채택불가통지
(주무관청→제안자)

제안서 내용 검토
(적격성조사)

∙ 공공투자관리센터
∙ 60일 이내(적격성조사시 예외)

검토의견 제출
∙ 공공투자관리센터→주무관청, 기
획재정부

∙ 주무관청→기획재정부

NO

YES

제안내용 공고
(주무관청)

∙ 2천억원이상 사업 또는 국고지
원이 수반되는 2천억원 미만 사
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

타제안 없을 경우 타제안 있을 경우

제안서 검토 평가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 협상대상자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실시계획 승인
(주무관청)

∙ 3개월내 심사결과 통보

공사시행

준공확인
(주무관청)

[표 4-2] 수익형 민자사업 (BTO, 민간제안사업)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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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 정 부 > < 주요내용 >

사업계획 수립

(주무관청 주무부처)

∙대상사업별 투자계획 및 구

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

(주무관청 등)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재정

사업 대비 우월성, 추진대안

검토

사업계획 신청

(주무부처)

∙타당성분석 결과 첨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포함)

한도액 편성 및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제출

국회 의결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의결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주무관청)
∙시설 운영에 대한 명확한 성

과수준제시

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주무관청)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시설의 시공 운영 계획과

요구 사업시행조건을 제출

사업계획 평가, 협상 대상자 지정

(주무관청)

∙사업계획 평가, 결과 공개 우

선협상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주무관청) ∙세부 사업시행조건 확정

실시계획
승인 신청

∙공사 시행계획 등 1년 이내

주무관청에 신청

실시계획 승인(주무관청)
∙환경영향평가 등 인 허가사

항병행추진

착 공

준공 확인(주무관청) ∙준공보고서 검토

운영상황 Monitoring(주무관청)
∙서비스의 요구수준 충족 여

부 점검

사업 종료

[표 4-3]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고시사업)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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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 > < 정 부 > < 주요 내용 >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 민간→주무관청

주무관청 검토
∙ 검토사항 : 정부지급금 부담능력,
운영기간의적정성등포함

제안서내용
검토의뢰

∙ 주무관청→공공투자관리센터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제안서 내용 검토
(적격성조사)

∙ 공공투자관리센터
∙ 60일 이내(적격성조사시 예외)

검토의견 제출
∙ 공공투자관리센터→주무관청, 기획
재정부

∙ 주무관청→기획재정부

제안자에 대한 향후 절차 통지

사업계획 신청(주무부처) ∙타당성분석 결과 첨부

한도액 국회 제출(기획재정부)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제출

국회 의결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의결

제안자에 대한 사업추진 여부 통지 ∙ 60일 이내(주무관청→제안자)

제안내용 공고
(주무관청)

∙ 총사업비 1천억원이상 사업(국
고지원이 300억원 미만인 지자체
사업제외)은 심의위원회 심의

타제안 없을 경우 타제안 있을 경우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

제안서 검토 평가

협상대상자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실시계획 승인(주무관청) ∙ 3개월내 심사결과 통보

공사시행

준공확인(주무관청)

운영상황Monitoring (주무관청) ∙서비스의요구수준충족여부점검

사업 종료

[표 4-4]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제안사업)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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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적 4단계 분류

MRG 제도는 일반적으로 전통적 분류의 민간투자제도 변천 과정 제3

기에서 도입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바, MRG 제도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민간투자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한 흐름을 알고 있어야 하므로

이하에서는 변천과정의 전통적 분류와 변천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민

간투자제도의 변천과정은 대체로 4단계로 나누어진다(신성환, 2006; 주재

홍, 2008; 송병록, 2011; 노형욱, 2014). 유료도로법이나 항만법의 비관리

청 공사를 통한 개별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시기인 1968년부터

1994년까지의 1기에는 국토부나 해양부등 개별 부처차원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이루었다. 대체로 사업추진방식은 민간

이 투자한 총사업비 범위안에서 해당시설을 무상사용하는 방식으로 항만

시설사용료 면제, 통행료 징수 등을 통하여 민간투자비가 회수되었다.

민자 관련 개별법들을 종합하여 민자유치기본계획의 수립을 명시한 사

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된 1994년부터 1998년까

지를 2기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시기는 개별부처 차원이 아닌 범정부차

원에서 민간자본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이러한 민자유치제도의 도입 배경을 알아보면, 고도성장과 소득 수준

의 향상에 따라 1980년대 중반 이후 차량 및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함으

로써 야기된 사회간접자본시설 부족현상으로 도로 교통 체증 등 국민 경

제적 손실이 연간 8조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회간

법자본시설의 적기 확충과 운영의 효율성 도모가 필요했던 것으로 파악

된다. 당시 재정경제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가 만들어졌고 재정경제원이 민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무관청에서

해당시설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고 민간의 사업계

획서 제출 및 협상을 통한 사업자 지정, 실시계획승인과 공사시행 및 준

공의 절차 등이 만들어졌다.

또한 국가에 소유권이 있는 도로 등 1종 시설과 민간의 소유권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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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차장 등 2종 시설의 구분이 있었고 1종 시설은 BTO(Build-

Transfer-Operate) 방식으로 2종 시설은 BOO(Build-Own-Operate) 방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1종 시설의 무상사용기간은 시설의 준공을 위

해 투입된 총사업비가 시설의 운용으로 얻는 순이익과 부대사업의 운영

으로 얻는 순수익의 합계액과 일치되는 시점까지로 하되 50년을 초과할

수 없었다. 이외에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의 신용을 보강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는 등 민간자

본 유치를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한 협상의

지연 등의 사유로 실제 민간자본유치 성과는 미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기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로 분류되는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민간투자법으로 대체되었다. 민간자본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 동안의 규제위주(Regulatory System)에서 적극적 지원위주

(Promotional System)로 민간투자 방식을 전환하고, SOC 건설사업 틀을

정부․재정 위주에서 민간․민간투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SOC 사업의

계획, 설계, 건설, 운영의 전단계에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하고, 외

자도입 등을 통해 외국의 선진경영기업과 효율적 운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 구분의 실익이 적었던 1종과 2종의 대상시설 구분을

폐지하였으며 민투사업 추진과정상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

투자지원센터를 국토연구원에 설치하여 민투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전문

성을 보강하였고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융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인프라

펀드)를 설립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IMF 위기에 따른 재정투자의 어려움을 민간자

본유치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 것으로 민자유치촉진법의 경우에는 총사업

비 산정 등이 모두 준공 이후에 결정되어 불확실성에 대한 민간의 우려

가 많이 있었으나 민간투자법으로의 개정을 통하여 사전 확정 방식을 취

하여 민간의 우려를 해소하는 등의 절차적 개선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민간의 관심과 투자의욕이 고취되었고 민간의 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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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활성화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기는 2005년 이후인데 가장 큰 특징은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종전의

교통시설위주에서 교육, 복지, 문화 등 생활기반시설분야까지 확대한 것

이다. 노후화된 초중등학교, 군인아파트 개축, 대학기숙사, 하수관거 정

비, 노인요양시설 등의 시설이 대상이 된다. 다만, 시설확충의 시급성, 민

간투자사업으로의 타당성 등을 정밀 검토하여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정

부고시사업형태로 추진하기로 하고, 민간이 건설한 시설을 정부가 리스

해 사용하는 BTL(Build-Transfer-Lease)방식으로 하고 리스기간은 시설

의 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10∼30년 기간으로 하였다. 두 번째 특징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활용 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심사

를 강화한 것이다. 중립적 기관이 사업비, 장래 시설 수요량 등을 정밀

검토하여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Value for Money Test)을 실시하고

재정사업에 비해 편익 증진․비용절감이 기대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

으로 지정하게 된다. 세 번째 주요 특징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축소

및 폐지이다. 민간제안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폐지하고 정부고

시사업은 축소하기로 하였다. 보장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줄이고 보

장수준은 90% 상한으로 5년 경과시 10% 축소하는 기존 방식에서 초기

5년은 75%, 다음 5년은 65%로 조정되었다.

3. 4단계 분류의 문제점과 새로운 분류의 도입 필요성

기존의 4단계 분류는 민간투자제도의 변천 과정에서 주요한 제도 변화

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제도 변화의 주요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1기는 개별법의 주무관청별로 독자적 운영 시기이고, 2기는

범정부차원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정을 통한 범

정부적 민자유치가 시작되었고, 3기는 민간투자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통

하여 BTO 민자사업이 활성화된 시기이며, 4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의 개정을 통하여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BTL사업 방식이

도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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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분류는 최근의 민간투자제도의 변화를 놓치고 있는 점이 있

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민간투자법상 민간제안사업은 수익

형 민간투자사업(BTO)에만 가능한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도 민

간제안이 허용되는 2016년 3월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

로써 향후 동 법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도서관, 노후한 관공서 등에 대한

민간제안이 허용되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허용된 근거는 2005년 BTL 사

업이 도입되면서 정부고시사업에 한정한 것은 과다 제안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재정건전성 훼손 등의 우려 때문이었으나 민자적격성 심사,

BTL 한도액의 국회 승인과 BTL 정부지급금 추계서 국회 제출 등의 제

도 개편이 이루어진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철도․도로․항만 등 중후장대한 시설 위주의 민자사업에서 위의 어린이

집, 도서관, 노후 관공서 등 생활형 기반시설에 대한 민자 사업 시대로의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BTO+BTL 혼합형 사업형태의 민간제안이 가능해져 사업의 조기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현행 1-2층 관공서(우체국,

경찰서, 세무서, 노동사무소 등)를 10-30층 고층 빌딩으로 건축한 후 1-2

층은 기존 관공서로 사용하고 3층 이상을 복지센터, 문화센터, 공공노인

요양원, 기숙사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의 아이디어에 기

초하여 다양한 시설 유형의 제안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대상시설

에 중앙행정기관의 청사를 포함함으로써 국유재산기금만으로는 불가능한

노후․안전 문제가 있는 관공서 개선에 민간의 참여를 가능하게 한 점도

중요한 특징으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민간투자제도의 변천과정을 최근의 특징적 변화를 반영하여

2016년 이후를 5기로 분류하여 제도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진행경과를 참고하여 후속 논의를 기대한

다. 최근 BTL 민간제안 현황은 여수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017년

2월 27일 제안 제출, 12월 22일 검토 적격성 확보 검토완료), 부산시 물

복지 맑은 물 나눔센터조성(2017년 12월 22일 제안서 제출, PIMAC 검

토중)의 2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는 사업시행자의 민간투자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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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준비 및 지자체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부 결정 등에 시일에 소요된

것으로 향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상수관망, 완충저류시설4) 등에 대해

민간제안이 준비 중이다. 향후 제도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더 많은 민간

제안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서울시에서 아시아 최초로 도입한 사회성과보상사업처럼 민간

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목표 달성시 정부가 예산을 집행,

투자자에게 성과를 보상하는 사회서비스 사업도 향후 확대될 것으로 예

상된다5). 이 사업이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추진 중이지만 향후 민

간투자법을 개정6)하여 민간투자법의 민간투자사업 개념에 포함시킬 경우

지금까지의 시설 건설 및 운영 위주의 민간투자사업에서 사회서비스 사

업으로까지 민간의 참여로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7)

4) 민간투자사업 대상에 미포함되어 법령 개정 필요, 환경부에서 의원 입법 추진 예정

5) 최운열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회성과보상법 제정을 위한 정책 토

론회을 여는 등 사회성과보상채권(SIB : Social Impact Bond) 사업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비즈

니스포스트(2018.8.16) ‘민간투자의 공공사업에 정부가 보상하는 사회성과보상 사업법 추진‘

6) 사회성과보상법을 독자 제정하여 추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민간투자라는 공통점이 있

어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성과보상

사업은 서비스 분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설 기반 단순운영형 민자사업, 시설기반 개량 운영형

민자사업, 비시설기반 공공서비스 제공 민자사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바, 시설이 없이 단순

히 공공서비스 자체만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비시설기반 민자사업 유형의 경우는 현행 민간투자

법의 틀 내에서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민간투자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서비스 분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5).

7) 서울시는 경계선 지능(지적 장애는 아니지만 일반 기준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아동 자립지원

교육 사업을 선정하고 경계선 지능 아동 100명을 대상으로 32명의 사회성 및 지적 능력 개선을

목표로 정하고 민간에서 11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사

업인 해봄프로젝트를 선정하고 800명을 대상으로 취업을 통한 탈수급자 20% 달성을 목표로 선

정하였다(2016년 사회성과보상사업 국제 컨퍼런스). 또한 Derick W. Brinkerhoff & Jennife M

Brinkerhoff는 민간투자제도가 속하고 있는 PPP 프레임 워크를 정책 PPP, 서비스 PPP, 인프

라 PPP, 역량제고 PPP, 경제개발 PPP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Public Private Partnerships :

Perspectives on purposes, publicness, and good governanc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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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간 특성

제1기
1968～

1994

ㅇ 개별법(도로법, 항만법 등)에 의한 산발적 민간투자사

업의 추진

제2기
1994～

1998

ㅇ「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명확하고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민간 자본 유

치 도모

ㅇ 제1종 시설과 제2종시설로 구분하여 제1종의 경우

BTO방식으로 제2종의 경우 BOO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ㅇ 그러나 제반 여건의 미성숙 및 특혜 시비를 우려한 정

부 역할 회피와 규제로 추진실적 부진 → 「민간유치

종합대책수립」 과 함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전면 개정

제3기
1999～

2004

ㅇ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민간투자

법으로 대체

ㅇ 민간투자지원센터 및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인프라펀

드) 설립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지원

과 역할 분담

ㅇ 민간의 투자의욕 및 사업 참여 활성화

ㅇ 총사업비 등 사전 확정

제4기
2005～

2015

ㅇ「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ㅇ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범위에 9개 생활기반시설 포함하

고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BTL 방식 도입

ㅇ 민간제안사업(3,000억원 이상)에 대한 적격성 조사 의

무화, 공모방식을 통한 인프라 펀드의 활성화

제5기 2016 이후

ㅇ 사회기반시설에 우체국 등 공공행정기관 공공청사, 화장

시설, 아동복지시설, 택시공영차고지 등 포함

ㅇ 임대형 민간투자(BTL)사업의 민간 부문 사업제안 허용

자료: 신성환(2006), 한국개발연구원(2007) 등을 참조하여 재가공

[표 4-5] 민간투자제도 변천과정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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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도입 시기

1. 도입시기에 대한 상반된 의견과 새로운 도입시기 고찰 필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최초로 명문화된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

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37조(재정지원)에서는 실제운영수입(당해

시설의 수요량에 사용료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

정운영수입보다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53조8)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 기간 중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

부하거나 장기 대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9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는 매년도 실제운영수입이 실시

협약에서 정한 추정운영수입의 일정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분 보전을

위해 사용료 등을 조정하거나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운

영수입 보장과 연계하여 실제운영수입이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환수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관련 법령을 감안할 때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란 민간투자사업

의 각 년도 실제 수입이 추정 수입에 미달할 경우 추정 수입의 일정비율

과 실제 수입과의 차이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구체

적인 실시 방법으로는 민간투자법 시행령9)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8) 53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 대부를 할

수 있다.

9)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7조(재정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기간 중 예산의 범위안

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1.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용지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됨으로써 민간자본유치가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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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장기 대부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 조

정, 무상 사용기간 연장 등이 적용가능할 것이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도입 시기에

관해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1999년 4월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고 보는 주장(박

용성, 2011)이 多數이다. 재정부족으로 1980년대에 정부가 도로, 철도, 항

만 등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를 적기에 하지 못했던 영향이 199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교통혼잡비용, 물류비용 증가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손실과 국가경쟁력 저하 문제가 국가적,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김영삼 정부(1993-1998)는 민간자본 유

치를 통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 민자유치제

도를 도입하게 되면 민간자본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인프라 시설의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만

큼 민간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1997년 IMF 경제위기

가 닥쳐왔고, 신공항고속도로를 제외한 모든 민간투자사업이 중지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1998-2003)에서는 민간자본 투자유치, 특히 인프라 시설을

필두로 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핵심 국정과제로 정하고 적극적인 민간자본 투자유치 특히 외국인 투자유

치정책을 추진하였다. 국회와 언론에서도 적극적인 민간자본 유치가 경제

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정부의 적극적인 민

간자본 투자유치정책의 마련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그에 따라 정부도 민

자유치촉진법을 개정하고 전문기관인 민간투자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꾀하였다. 또한 김대중 정부의 국정철학이었던 지역균

    4. 실제운영수입(당해 시설의 수요량에 사용료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운영수입보다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5.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 중 그 자체로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의 수익성이

적으나 전체 사업과 함께 시행됨으로써 현저한 공기단축이나 경비 절감 등 사업

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교부 또는 장기

대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당해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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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발전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수익성 있는 시설은 민자사업

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박용성, 2011).

한편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1994년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에 따라 도입되었다는 의견도 있다(송병록, 2011).

이에 따르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른 인천공항고

속도로 사업의 실시협약에 처음 포함되었으며, 1999년 민간투자법 시행

령을 개정하면서 명문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첫

째, 민자유치촉진법시행령 제33조 재정지원 조항10)의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나 사용료

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 대부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협약서11)에는 당해연도의 교

통량이 교통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추정교통량과 비교하여 20% 이상 차

이가 나는 경우에 협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민자유치촉진법에 따

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 통행료 또는 운영기간(무상사용기간을 포함)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행료와 운영기간(무상사용기간

10)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시행령

제33조(재정지원) 국가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법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 대부를 할 수 있다.

1.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11) 수도권신공항고속도로민자유치시설사업 실시협약

제49조(재정지원)

① 제47조 또는 제48조에 정한 사유의 발생시, 통행료과 운영기간(무상사용기간 포함)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또는 통행료와 운영기간(무상사용기간 포함)의 조정만

으로는 본 사업시행자의 손실, 비용 또는 운영자금의 부족 등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본 사업시행자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통행료를 적정 수

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정부는 그 필요한 범위내에서 민자유

치촉진법 및 자금 지원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의 재정자금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 또

는 장기 대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 또는 장기 대부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시행 당시의

정부와 본 사업시행자의 별도 협약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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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통행료와 운영기간(무상사용기간

포함)의 조정만으로는 사업시행자의 손실, 비용 또는 운영자금의 부족

등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본 사업시행자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통행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

우 등에는, 정부는 그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민자유치촉진법 및 자금 지원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의 재정자금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 또는 장기 대

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적으로 협약서를 통하여 최소

운영수입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명문화의 경우 1998년 사회간접자본시설

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시행령 제33조 재정지원 조항에는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 대부를 할

수 있는 사유에 실제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운영수입보다 현

저히 미달하여 당해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빠져 있기 때문에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시행령 37조 제1

항 4호에 규정되면서 명문화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주장이 각자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최소운영수입보장의 방법이다. 운영수입부족이 발생한 경우에 지

원할 수 있는 방법은 보조금의 교부나 장기 대부만이 아니고 사용료 조

정이나 무상사용기간 연장도 같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무상사용

기간의 연장은 미래 수입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가치 면에

서 보조금의 교부나 장기 대부와 동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

한 관점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도입을 논의할 경우 보조금 교부와

장기 대부에 관한 조항뿐만 아니라 무상사용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민간

이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규정들이 언제,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같이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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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법률상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본 장에서는 민간투자법상 활용되어 온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개념

을 정책 수단의 관점에서 더욱 폭 넓게 해석할 경우 항만법, 유료도로법,

철도법, 국유재산법 등 여타 개별법에서 오래 전부터 활용되어 왔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항만법 유료도로법 철도법 국유재산법

관련 규정 무상사용기간 수납기간 점용허가 위탁기간

도입 시기 1979년 개정 1963년 제정 2008년 2004년

[표 4-6]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관련 규정이 도입·운영되고 있는 여타 법률

자료: 개별 법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1) 항만법상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항만법 제17조 3항은 비관리청(해양수산부 장관이 아닌 자)은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항만법 시행

령 19조12)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사용료가 총사업비에 달

할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선사가 필요한 항만시설

을 비관리청 공사를 통하여 준공한 경우에 선사가 전국의 무역항 항만시

설을 이용함으로써 국가에 납부할 사용료가 총사업비에 도달할 때까지

12) 항만법 시행령 제19조(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등)

① 비관리청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합한 금액이 제19조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제18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 및 항만시설 공사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한다)에 이를 때까지로 한다.

1. 국가에 귀속된 해당 항만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2. 법 제31조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

3. 제2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료가 면제되는 항만시설을 유상으로 사

용할 경우의 사용료



- 25 -

무상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총사업비에 도달할 때까지 무상사용기간을 인정함으로써 항만법상의

비관리청 항만공사는 비관리청의 총사업비를 무상사용기간 연장을 통하

여 100% 보장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러한 것은 아니었다. 항만법이 제

정된 1967년의 경우에는 민간의 항만공사 시행과 항만시설 유지는 별도

의 허가를 거쳐 이루어졌다. 이 경우 비관리청은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

려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무상사용(사용료 면

제)에 대한 규정이 없어 투자비 보전을 위한 시설의 무상사용여부가 불

투명하였다(해양수산부, 2016).

1975년 항만법 개정을 통하여 무상사용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였다. 이

경우 비관리청의 기부채납재산은 총사업비가 아닌 20년간의 사용료로 평

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1979년 항만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

료 면제 제한 기간을 폐지하고 시설 사용료 총액이 시설투자비에 달할

때까지로 무상사용기간이 연장되었다. 이 경우 기부채납시설의 평가액이

당해 시설의 총투자비로 변경되고 현재의 제도와 동일하게 된다. 이러한

조항은 1991년과 1993년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다시 20년을 초과

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변경되었다가, 1995년 항만법 시행령 개정 이후

에는 다시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유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1979년 무상사용기간을 보장하는 항만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도입 및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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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료도로법상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1963년 제정된 유료도로법 제9조 제2항13)은 징수기간을 통하여 징수하

는 통행료의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비용의 원

리금 상환, 당해 유료도로의 유지·수선 기타 관리에 요하는 비용의 총액

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으로 볼 때 실제운영수

입이 추정운영수입보다 낮은 경우에 무상사용기간은 실제운영수입이 유

료 도로의 신설, 개축, 유지, 수선, 기타 관리에 요하는 비용의 원리금 총

액에 달할 때까지 무상사용기간이 조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2001년 법 개정을 통하여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30년 범위 안

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실제 유료도로법을 적용받는 부산시 광안대로 사

업의 경우는 25년의 수납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3) 철도법상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철도 민자 역사는 철도청이 역사 이용객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민

간사업자와 SPC를 설립하여 역사를 건설·운용하고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현재 서울역사 등 16건이 운용 중에 있다. 이 민자 역사의 점용

허가기간은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14)에서 철골조, 철근 콘크리

13) 제9조 (통행료의 기준 등)

① 전조제1항의 통행료는 차량의 구조·중량 기타를 참작하여 차량의 종류별로 정하되,

당해 유료도로의 통행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 통상 받는 이익의 한도

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징수기간을 통하여 징수하는 전항의 통행료의 총액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중 당해 통행료로 충당할 부분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액의 기준과 그 징수기간의 기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징수된 통행료의 사용제한)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유료도로에 관한 통행료․점용료 기타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

적 이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비용의 원리금의 상환

2. 당해 유료도로의 유지․수선 기타 관리에 요하는 비용

14) 제13조(점용허가의 신청 및 점용허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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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조, 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로 보아 30년 한도가 적용되고, 제3항에서 철도시설의 점용허가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장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당초 예측된 수요 등이 부족한 경우도 점용허가기간 연장 사유가 되는

가에 대하여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2008년 2월 29일 철도

사업법 시행령에는 30년 한도 조항만 있고 연장 조문은 없었으나 2008년

6월 29일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철도법상에서도 점용허가의 신청 및 점용허가기간 연장 조항을

통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도입 및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

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

니된다. 다만,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철골조·철근콘크리트조·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0년

2. 제1호 외의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5년

3. 건물 외의 공작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철도시설의 점용허가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

장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제2항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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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유재산법상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국유재산법 제59조15)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일반 재산을 개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실제 한국자산공사(CAMCO)가 개발비용을 조달 및 시행과 준공 후

개발재산의 임대수입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위탁 개발을 2004년 제도 도

입이래 2016년까지 12건을 완성하고 14건을 진행하고 있다.

CAMCO는 위탁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

의를 받는 바 위탁기간에 대하여 위탁기간 내에 개발비용을 회수하지 못

했을 경우 개발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시점까지 위탁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16). 따라서 국유재산법 및 이에 따른 개별사업의

위탁개발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위탁기간 연장을 통해 투자비와 운영비를

회수할 수 있으므로 위탁기간 연장을 통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도입

및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5) 제59조(위탁 개발)

① 제4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

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6) 예컨대 나라키움 여의도 빌딩 개발사업(2014)의 위탁개발 사업계획서에는 “위탁기간

내에 개발비용을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 개발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시점까지 위탁

기간 연장”한다는 문구와 세종국책연구단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서(2015)의 경우에도

“위탁기간은 최소 사업계획서에서 25년으로 결정하고 위탁기간 내에 개발비용을 회

수하지 못할 경우 개발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시점까지 위탁기간 연장”한다는 문구

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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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입시기에 대한 새로운 견해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변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간

접자본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법률적 근거와

도입 연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999년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라 신규로

도입된 제도라는 주장이 일반적인 가운데 1994년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른

제도인데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협약서에 규정되고 민간투자법에 명문화

된 제도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확대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위한 정책수단의 관점에서 살

펴보면 실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민간투자법 또는 민자유치촉진법

이전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타 개별 법률에 관련 규정을 통해 도

입 및 운영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란 민간투자사업의 각 년도의 실제 수

입이 추정 수입에 미달할 경우에 추정수입의 일정비율과 실제수입과의

차이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이를 위한 정책 방법으로 직접적 보조금의

교부나 장기 대부, 사용료 조정, 무상사용기간 연장 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보조금의 교부나 장기 대부를 처음 규정

한 것은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협약서이고 이후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구

체적으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무상사용기간 조정 등을 통한 운영수입 보

장의 방법은 기존의 항만법, 유료도로법, 철도사업법, 국유재산법상의 민

간 사업자에게 이미 허용되어 왔다는 것을 해당 법의 연혁을 통해 파악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개념과 무상사용기간을 포함한 정

책수단의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1994년 민자유

치촉진법, 1999년 민간투자법 개정 등에 따라 도입되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달리 이미 오래전에 항만법, 유료도로법에서 이미 도입되어 활용

되고 있었으며 철도사업법, 국유재산법 등 여타 개별법에서도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에 관

한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등 당위적 논쟁은 별도로 하고 최소운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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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보장제도 자체는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효율적

으로 건설 및 운영하기 위하여 이미 항만법 등 개별법에서 오래전부터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로 공사 등 공기업

사업도 사용기간의 제한이 없이 계속 연장되는 구조인 바 실질적으로 이

들 사업도 운영수입보장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민자사업의 추진과정에서는 항만법, 유료도로법, 철도사업법, 국

유재산법 등 국내 개별법과 공기업의 사업들에 대한 무상사용기간 연장

을 통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법률적, 제도적 도입 과정 등을 종합적

으로 고찰하여 제도의 연혁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개별법 및 도로공

사 등 공기업 사업도 추정 수요 대비 실제 발생 수요 현황을 고찰하는

등 수요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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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민간투자법상 MRG 제도의 변천과정과 시사점

본 장에서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라는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수요예측 등에 따른 초과 운영수입지급 문제 등으로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민간투자법상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최소운영수입보장 현황

2015년 기준으로 686개 민자사업 중 78개 사업의 실시협약에 최소운영

수입보장(MRG) 조항이 들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5년에는 26개 사

업에서 MRG가 지급되었다. 미지급 52개 사업의 이유는 ⅰ)하수장처리

등의 경우 수요 충족으로 수입이 보장수준을 초과, ⅱ)시공중(운영전),

ⅲ) 정산중(2016년부터 지급) 등으로 파악된다. 누계상으로 보면 2015년

까지 45개 사업에 5.5조원 지급(국가관리 5.1조원(국가사업 17개, 국고보

조지자체17) 9개), 지자체 자체18) 관리 0.4조원(19개))되었다.

구분
보장
사업수

운영중인 사업수

지급(지급금액) 미지급

< 전체 MRG 보장 사업> 78 45 (54,822) 33

ㅇ 국가 관리 사업 36 26 (50,721) 10

- 국가 직접 사업 21 17 (44,295) 4

- 국고보조 지자체 사업 15 9 (6,426) 6

ㅇ 지자체 자체 관리 사업 42 19 (4,101) 23

[표 4-7] MRG 있는 사업 현황 (2015년까지 지급액)

(개, 억원)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17)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 또는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

회 (기획재정부소관)에 상정되어 심의․의결된 주무관청이 지자체인 사업

18) 주무관청인 지자체에서 자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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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점은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이 실시협약에 포함되었다고 하여

도 모든 사업에서 재정지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수 처

리장 사업이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 등의 경우에는 수요가 충족되

어 운영 중 재정지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도권 매립지 매립가스 자

원화 사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환수가 발생하였다(2010년 160억원, 2011

년 91억원, 2012년 188억원의 환수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2015년까지 누계상 45개 사업에 대하여 5.5조의 재정지원이 이

루어진 점에 대하여 국회, 시민단체 언론 등으로부터 혈세 먹는 하마, 수

요의 과다추정과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는 비난을 계속 받아 왔으며,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가 민간의 수요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초기 민간투자사업의 정착

과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빛바래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송병록․옥동석(2011)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IMF 경

제위기 당시 사업위험을 완화시켜 민간의 사업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다수의 민간투자사업이 발굴 및 추진될 수 있었으며, 국내 금융기관들에

게 대체 투자처를 제공함으로써 시중의 유동자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투

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당시 민간투자유치촉진법상의 제도는 총사업비, 사용료 등 대부

분의 항목을 사후에 정산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자가 사후에 사용료를 매

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실제 수요가 추정 수요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료 조정만으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이 불가능하여 결

국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원활한 사업추진

을 위하여 사전에 총사업비와 사용료 등을 확정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제

도를 도입한 것으로 IMF 당시 외국투자자들이 우리나라 SOC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는 IRR을 20% 이상 보장되도록 국가보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위와 같이 MRG 제도의 공과에 대하여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여

기서 한 가지 추가할 수 있는 점은 MRG 제도가 우리나라 수요추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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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사업

의 경우 MRG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 매년 추정교통량 대비 실제 교통

량이 얼마나 되는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 2001년 이후 개통

된 서해안, 대전-진주, 대구-포항 고속도로 등 재정사업 고속도로 노선

의 수요예측 대비 실제교통량은 2008년 기준으로 당초 수요예측치를 달

성하고 있는 노선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초기에

전체 비용을 재정으로 충당하였기에 매년 최소운영수입보장 문제가 없었

으므로 이러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일 뿐이다. 추정교통량과 실제교

통량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차이를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MRG 제

도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매년 민간투자사업의 추정교통량과 실제 교통량

의 자료가 생성되고 재정지원이 발생하고 민간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재정 부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아짐에 따라 수요 추정을 보다 보수

적으로 하고 정확성 향상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장래의 사회간접자본시설

의 추진에서의 수요에서의 과잉 추정을 줄이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조

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5년까지 45개

사업에 대하여 5.5조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MRG 보장의 주요 발생 원인은 교통 수요 예측시 추정된 사회경제적 지

표의 오차, 대규모 산단 등 주변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지연 등이다.

아래에서는 기존의 협약서들을 토대로 각 사업별 MRG 보장조건과 환

수 조건 및 MRG 발생원인을 가능한 최대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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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기간 보장조건 환수조건

미시령동서

관통도로

운영개시후

30년간

(06∼36)

ㅇ협약수입의 79.8% 미달분

* 최소운영수입보장축소

(90%⇒79.8%조정, 08.9)

ㅇ협약수입의 110% 초과분

수정산

터널

운영개시후

25년간

(‘02∼‘27)

ㅇ25년간: 협약수입 90% 미달분

ㅇ단, 미달분의 91.5% 지급

ㅇ25년간 협약수입

110% 초과분

일산대교

운영개시후

30년간

(08∼38)

ㅇ1∼7년 : 협약수입 76.6% 미달분

ㅇ8∼30년: 협약수입 88% 미달분

* 최소운영수입보장축소

(90%⇒76.6∼88%조정, 09.11)

ㅇ1∼7년 : 협약수입

84.3% 초과분

ㅇ8∼30년: 협약수입

96.8% 초과분

여주시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개시후

15년간

(08∼23)

ㅇ1∼5년: 협약수입 75% 미달분

ㅇ6∼10년: 협약수입 70% 미달분

ㅇ11∼15년: 협약수입 60% 미달분

ㅇ1∼5년: 협약수입

120% 초과분

ㅇ6∼10년: 협약수입

130% 초과분

ㅇ11∼15년: 협약수입

140% 초과분

포천시

유동상

소각시설

운영개시후

15년간

(6~20)

ㅇ6∼10년: 협약수입 80% 미달분

ㅇ11∼15년: 협약수입 70% 미달분

ㅇ16∼20년: 협약수입 60% 미달분

ㅇ단, 협약수입의 50% 미달시보장제외

ㅇ6∼10년: 협약수입

120% 초과분

ㅇ11∼15년: 협약수입

130% 초과분

ㅇ16∼20년: 협약수입

140% 초과분

우면산터널
‘16.1월

MRG 폐지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

(상부부분)

‘13.10월

MRG 폐지

[표 4-8] 사업별 MRG 기간, 조건 현황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등을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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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기간 보장조건 환수조건

대구4차순환도로

(범물지구~안심국도)

민간투자시설사업

‘12.6월 MRG 폐지

만월산 터널 ‘14.4월 MRG 폐지

문학 터널 ‘14.12월 MRG 폐지

원적산 터널 ‘14.4월 MRG 폐지

광주제2순환

1구간
‘16.11월 MRG 폐지

광주제2순환

3-1공구

운영개시후

30년간

(‘04~’34)

ㅇ협약수입의 90%

미달분
ㅇ협약수입의 110% 초과분 전체

광주제2순환

4구간

운영개시후

15년간

(‘07~’22)

ㅇ협약수입의 80%

미달분
ㅇ협약수입의 110% 초과분 전체

마창대교 ‘17.1월 MRG 폐지

부산~김해

경량전철
‘17.3월 MRG 폐지

경주시

외동․건천․양남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개시후

10년간

(08~18)

ㅇ운영개시~5년:

협약수입 75% 미달분

ㅇ6~10년: 협약수입

70% 미달분

ㅇ단, 협약수입의 50%

미달시 보장제외

ㅇ운영개시~5년: 협약수입

125% 초과분

ㅇ6~10년: 협약수입 130%

초과분

인천공항

고속도로

20년간

(00～20)

ㅇ80% 미달분(04.4,

90%⇒80%조정)

ㅇ80% 초과분 환수

1) 80～90%: 초과분의 40%

2) 90～100%: 1)+90%초과분의60%

3) 100～110%: 2)+100%

초과분의 80%

4) 110%초과: 3)+110%초과분전액

천안-논산

고속도로

20년간

(02～22)

ㅇ 82% 미달분 (05.2,

90%⇒82%조정)

ㅇ82% 초과분 환수

ㅇ82%～92% : 초과분의 40%

ㅇ92%～102% : 초과분의 60%

ㅇ102%～110%: 초과분의 80%

ㅇ110% 초과 : 초과분 전액

[표 4-9] 사업별 MRG 기간, 조건 현황(계속)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등을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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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기간 보장조건 환수조건

대구-부산

고속도로

20년간

(06～26)

ㅇ77% 미달분

(08.5, 90%⇒77%조정)

ㅇ 80% 초과분환수

-80%～90% : 초과분의 40%

-90%～100% : 초과분의 60%

-100%～110%: 초과분의 80%

-110% 초과 : 초과분전액

서울외곽

고속도로

20년간

(08～28)
ㅇ90% 미달분 ㅇ110% 초과분 환수

인천대교
15년간

(09～24)
ㅇ80% 미달분 ㅇ120% 초과분 환수

서울-춘천

고속도로

15년간

(09～24)

ㅇ6～10년: 70% 미달분

ㅇ11～15년: 60% 미달분

ㅇ단, 50% 미달시 보장제외

ㅇ6～10년: 협약수입 130%

초과분

ㅇ11～15년: 협약수입 140%

초과분

용인-서울

고속도로

10년간

(09～19)

ㅇ70% 미달분

ㅇ단, 50% 미달시 보장제외
ㅇ130% 초과분 환수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14.10월 MRG 폐지

인천공항철도 ‘15.6월 MRG 폐지

도양공공

하수처리장

운영개시후

20년간

(05~25)

ㅇ추정 하수량의 처리비인

총사용료수입의 90% 미달분

ㅇ추정 하수량의 처리비인

총사용료수입의 110%

초과분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13.11월

MRG 폐지
폐지

전주하수종말

처리장

운영개시후

20년간

(04~24)

ㅇ협약 연도별 추정 사용료

수입의 90% 미달

ㅇ협약 연도별 추정 사용료

수입의 110% 초과

계룡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개시후

15년간

(06~21)

ㅇ 1~5년 : 협약수입 80% 이하분

ㅇ 6~10년 : 협약수입 70% 이하분

ㅇ 11~15년 : 협약수입60%이하분

ㅇ단, 협약수입의50%미만적용제외

ㅇ1~5년: 협약수입120%초과분

ㅇ6~10년: 협약수입130%초과분

ㅇ11~15년: 협약수입140%초과분

목포신항

1-1단계

운영개시부터

‘24.10까지

20년간

(‘04~’24)

ㅇ개시~‘08: 협약수입90% 미달분

ㅇ‘09~‘16년: 협약수입 50%~79.43%

단, 협약수입의50%미달분보장제외

ㅇ ‘17~‘24년 협약수입 50%~79.43%

단, 협약수입의50%미달분보장제외

ㅇ개시~‘08년: 협약수입

110% 초과분

ㅇ‘09~‘16년: 협약수입

120.57% 초과분

ㅇ‘17~’24년: 협약수입

122.57% 초과분

[표 4-10] 사업별 MRG 기간, 조건 현황(계속)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등을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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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기간 보장조건 환수조건

목포신항

1-2단계

운영개시후

20년간

(‘04~’24)

ㅇ ‘04~08년: 협약수입 90% 미달분

ㅇ‘09.~16년: 협약수입 50%~79.43%

단, 협약수입의50% 미달분보장제외

ㅇ 17~‘24년 협약수입 50%~79.43%

단, 협약수입의 50% 미달분보장제외

ㅇ개시~‘08년: 협약수입

110% 초과분

ㅇ‘09~‘16년: 협약수입

120.57% 초과분

ㅇ‘17~’24년: 협약수입

122.57% 초과분

인천북항

일반부두

운영개시후

15년간

(09~24)

ㅇ1~5년: 협약수입50%∼85%보장

ㅇ6~10년: 협약수입50%∼75%보장

ㅇ11~15년: 협약수입50%∼65%보장

단, 협약수입의50% 미달시보장제외

ㅇ1~5년차: 협약수입

115% 초과분

ㅇ6~10년차: 협약수입

125% 초과분

ㅇ11~15년차: 협약수입

135% 초과분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운영개시후

15년간

(10~25)

ㅇ1~5년: 협약수입50%∼85%보장

ㅇ6~10년: 협약수입50%∼75%보장

ㅇ11~15년: 협약수입50%∼65%보장

단, 협약수입의50% 미달시보장제외

ㅇ1~5년차: 협약수입

115% 초과분

ㅇ6~10년차: 협약수입

125% 초과분

ㅇ11~15년차: 협약수입

135% 초과분

인천북항

2-1단계

운영개시후

15년간

(04~19)

ㅇ15년: 80% 미달분
ㅇ1~15년: 협약수입

120% 초과분

포항

영일만

신항

운영개시후

14년간

(‘09~’23)

ㅇ개시~5년 협약수입의 50~90%

ㅇ6~10년: 협약수입 50%~85%

ㅇ11~14년: 협약수입 50%~80%

ㅇ단, 협약수입의 50% 미달시 보장

제외

ㅇ개시~5년차 :

협약수입 110%

초과분

ㅇ6~10년차: 협약수입

115% 초과분

ㅇ11~14년차: 협약수입

120% 초과분

[표 4-11] 사업별 MRG 기간, 조건 현황(계속)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등을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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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발생원인 추정(주무관청)

천안-논

산 고속

도로

ㅇ 교통수요 예측 시 추정된 사회경제지표의 오차

- IMF, 저조한 경제성장률, 지속적인 유가인상 등으로 인해 교통량

수요 예측 시 반영되었던 인구 및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분에

못 미치는 인구 및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

- 실시협약 추정통행량 예측시의 주요가정에 비하여 대전지역

실제인구증가가 미달

ㅇ 교통수요 예측 시에 전제된 개발계획의 차이

- IMF이후 정부 재정의 긴축 운영 등에 영향을 받아 도시개발

계획의 폐기, 규모 축소 또는 지연 등이 적지 않게 발생

- 2005년 완공 예정이던 서천-공주 고속도로가 2009년 완공

서울-춘천

고속도로

ㅇ 예측교통량에 반영된 연결 고속도로 미개통

- 실시협약 상의 예측교통량에 반영된 화도~양평(’08년 반영) 및

동홍천~양양(‘13년 반영) 구간 등의 미 개통으로 인한 수요 부족

대구-부산

고속도로

ㅇ 경기 침체로 인한 사회경제지표 오차 및 지역 개발 활성화 지연

- 교통량 수요 예측에 미달하는 인구 및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

- 부산신항만(당초 ’11년 준공 → ‘20년 준공), 신호지방공업단지(당

초 ‘97년 준공 → ’07년 준공), 녹산국가공업단지(당초 ‘95년 준공 →

’02년 준공) 개발지연 등

ㅇ 교통수요예측 당시 정확성이 부족

- 국가교통DB 구축(’00) 이전 수요예측(’97.1)

[표 4-12] 사업별 MRG 발생 원인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등을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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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발생원인 추정(주무관청)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일산-퇴계원)

ㅇ 국도 43호선 퇴계원IC 우회도로, 장흥~송추 우회도로 등 노

선 주변 경쟁 도로망 확충

ㅇ 김포 파주 등 산업단지 조성계획 지연

ㅇ 교통수요예측 당시 정확성이 부족

- 국가교통DB 구축(’00) 이전 수요예측(’99.8)

인천대교

ㅇ 인천 용유도 및 무의도 리조트 개발 무산

- 실시협약에 반영된 교통량은 ’12년에 용유도ㆍ무의도 리조트

개발 완료를 전제로 반영되었으나, ’17년 미착수 상태

ㅇ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지연

- 영종하늘도시 2단계 사업의 경우 ’20년 완료계획을 목표로 추

진되었으나 미착공

포항영일

신항만

(1-1단계)

ㅇ 협약 대비 낮은 하역료

- ‘09년～’14년 기간 동안 하역료는 협약 대비 약 36% 수준

- 해운경기 침체와 국내·외 항만 간 가격경쟁으로 인해 협약 수준

의 하역료 부과 곤란

ㅇ 협약 대비 낮은 물동량

- ‘09년～’14년 기간 동안 물량 처리실적은 협약 대비 약 48% 수준

- 개발 예정인 주변 인프라시설(인입철도, 항만배후단지)의 미개발,

러시아 경기 침체 등으로 물동량 창출 여건 부족

[표 4-13] 사업별 MRG 발생 원인(계속)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등을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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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발생원인 추정(주무관청)

목포

신외항

다목적

부두

(1-1단계)

ㅇ 세계적인 해운경기침체 및 실시협약당시 계획되있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취소 등에 따른 물동량 부족

- 실시협약당시 예정되어 있던 영암산단(384만평), 삼호산단

(381만평) 지연으로 항만 물동량 창출을 위한 인근 수출입

제조업체 부족

ㅇ 목포신항 열악한 인프라 시설로 대용적·중량화물의 취급이

어려워 물동량 창출에 한계

- 기존 목포신항내 진출입 도로의 열악한 사정과 목포신항 항

만전용 진입도로 및 철도 등 기반시설 인프라 부족

인천북항

다목적

부두

(2-1단계)

ㅇ 예측수요(협약 물동량)대비 처리 물동량 저조

- 국제금융위기 이후 경제 불안과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물동량 감소

ㅇ 부두간 경쟁에 따른 사용료(가격) 하락

- 타 항만 및 부두간 영업경쟁 심화에 따른 하역단가 하락

울산신항

(1-1단계)

ㅇ (간주사용료) 최소운영수입보장 하한(50%) 이상의 추가 물량

유치시, 간주사용료 적용으로 사업시행자는 손실 발생하는 구조

ㅇ (처리 물동량) 울산항 전체 ‘컨’ 처리 물량의 예상치 하회

- 울산신항의 대다수 ‘컨’ 물동량(70% 내외)을 처리하는 동 부

두의 특성 상 울산신항 전체 ‘컨’ 유치량에 영향을 받음

[표 4-14] 사업별 MRG 발생 원인(계속)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등을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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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발생원인 추정(주무관청)

수정산 터널

ㅇ 인구 예측 착오

- 「수정산터널 축조공사 교통수요예측」시

市 인구(510만명 또는 450만명 추정) 등 수요예측 착오

※‘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부산시 인구 340만명

ㅇ 인접도로 조기 무료화

- 번영로(‘04. 1. 1), 동서고가로(’09. 8. 1) 조기무료화에 따른 수정

산터널 이용차량 상대적 감소

광주제2순환도로

3-1공구

ㅇ 교통량 추정 실패

- 실시협약상 중/대형 차량 비중이 33.6%이나, 실제 비중은 2.0%

ㅇ 근접한 대체도로

- 제2순환도로가 도심 구간으로 근접한 곳에 대체 도로개설 및

확장으로 유료도로 교통수요 감소

일산대교
ㅇ 국지도98호선(인천 구간) 미추진에 따른 남측 연계도로망 단절

ㅇ 교통수요 과다 추정 (실시협약 체결 당시, 국가교통DB 부재)

제3경인

고속화도로

ㅇ 영종․송도지구 등 직접 영향권내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해 유입

통행량이 예측보다 미달

미시령동서관통

도로

ㅇ 당초 교통량 분석자료 산출시 설악권 관광수요를 과대 예측하여

실제 교통량과 차이 발생

- 2011년 설악권 관광객 3,292만명 예상

- 2016년 설악권 관광객 2,936만명

ㅇ 연계교통망(국도 44호선) 확장공사 지연(2003→2010)으로 통행량

증가폭 감소

[표 4-15] 사업별 MRG 발생 원인(계속)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등을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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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변천과정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보장수준과 관련하여 1999년 기본계획서에 명

시된 이후 2009년 10월 정부고시 및 민간제안 상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완전히 폐지될 때 까지 여러 번의 변천과정을 거치게 된다. 민간투자법상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변천과정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99.4∼‘03.5 ‘03.5∼‘05.12 ‘06.1∼ ‘09.10～

정부

고시

민간

제안

정부

고시

민간

제안

정부

고시

민간

제안

정부

고시

민간

제안

보장기간 20～30년 15년 15년 10년

폐지 폐지보장상한 90% 80%

70～90% 60～80% 65～75%

(매 5년마다 10%P 인하)

보장요건 - 50% 미만시 배제

[표 4-16] 민간투자법상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변천과정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등을 토대로 재구성

시기별로 살펴보면 먼저, 1999년 기본계획에서는 최소운영수입 보장

및 초과수입 환수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면서 적용대상을 귀속시설로

하고 지원절차는 매년도 실제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수

입의 일정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분 보전을 위해 사용료 등을 조정하

거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이 경우 최소운영수입 보장

과 연계하여 실제운영수입이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입을 환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운영수입 보장의 최대한도는 추정 운영수입의

90%(민간제안사업 80%)까지이며, 이 경우 실제운영수입이 추정운영수입

의 110%(민간제안사업 120%) 초과시 초과수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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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환수하도록 하되 주무관청은 실시협약 체결 시 개별사업 특성에 따라

운영수입 보장한도 내에서 운영수입 보장수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초과수입 환수기준도 연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예시 :

60%, 70% 운영수입 보장시 140%, 130% 초과수입 환수)

2003년 기본계획에서는 운영수입 보장기간(현행 통상 20년)을 15년 이

내로 조정하고 운영수입 보장수준 상한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였다. 운영

초기 5년 동안은 추정수입의 80～90%(현행), 다음 5년은 80～70%(정부),

마지막 5년은 60～70%로 조정한 것이다. 다만, 주무관청은 운영수입 보

장상한 범위 내에서 사업자의 수입증대 노력을 유인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는 바, 예시적으로 운영수입 보장상한과 실제 운영

수입과의 차액 중 90%에 대해서만 보전하는 방안을 들고 있다. 또한 운

영수입 초과분에 대한 환수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최저한도를 초기 5년 동

안은 추정수입의 110～120%(현행), 다음 5년은 120～130%, 마지막 5년

은 130～140%로 조정하였고 사업성이 부족한 민자사업의 진입을 원천적

으로 차단하기 위해 운영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하한을 도입하여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 운영수입의 50% 미만일 경우, 운영수입 보장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였다.

2006년 기본계획에서는 귀속시설사업중 정부고시사업에 대하여 적용하

고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은 2006년부터 폐지하되 동 계

획이 고시되는 시점에서 협상대상자 미지정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하였

다. 보장 및 환수방법은 매년도 실제 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

정 운영수입의 일정한도에 부족한 경우 부족분 보전을 위해 재정지원 또

는 사용료․무상사용기간의 조정을 같이 검토할 수 있으며 초과운영수입

환수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최소운영수입 보장 및 초과운영수입 환수 기

간은 최대 10년 이내에서 채무상환기간, 해당시설의 사업위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으며 운영수입 보장의 최대한도는 운영개시 후 5년

간은 추정운영수입의 75%까지이며 나머지 5년은 65%를 한도로 설정하

도록 하였다.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보장수준과 연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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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운영

개시 후 5년간은 실제 운영수입이 125% 초과시, 나머지 5년은 135% 초

과시에 초과수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도록 하였다. 다만, 민

간제안사업의 경우 개별사업의 특성, 해당시설의 사업위험 및 재정지원

수준 등을 감안하여 다른 초과수입 환수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실제 운

영수입이 추정 운영수입의 50% 미만인 연도의 경우에는 당해연도는 운

영수입 보장대상에서 배제된다.

주무관청은 개별사업의 특성, 사업위험 수준, 사업시행자의 수입증대

노력 등을 감안하여 운영수입 보장 한도안에서 운영수입 보장 및 환수의

구체적 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기착공 재정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

환한 경우 건설이나 운영에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부문과 연기금이 각각

40% 이상을 공동으로 출자한 사업시행자에 타인자본 원리금상환 및 자

기자본기대수익율(ROE)을 기준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한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자기자본기대수익율 기준시 보장한도에 대응하는 환수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장 및 환수의 절차로써 최소운영수입 보장은 매 사

업연도 결산결과를 토대로 1년 단위로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

요한 경우 협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최

소운영수입 보장절차를 참고하여 초과운영수입 환수절차를 규정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요청한 연도

내에 지급하고 해당 연도를 경과하게 되는 경우에 주무관청은 협약으로

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최소운영수입 보장을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

하기로 한 경우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에 부과되는 법인세는 별도로 지원

하지 않도록 하였다.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 후 5년 이내에

상호 협의 및 협약 변경을 통하여 운영기간중의 최소운영수입 보장(초과

수입 환수)범위를 하향(상향) 조정함으로써 운영수입 보장 및 환수 폭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영수입 보장과 초과수입 환수 기간 및

한도의 변경은 동 계획이 고시되는 시점에서 협상대상자가 미지정 사업

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협상대상자가 지정 사업의 경우에도 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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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과 협상대상자간의 합의에 의해 협약을 변경하여 변경된 기준을 적

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 기본계획에는 정부고시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폐지하

고 투자위험 분담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는 사업자의 투자위험과 수익률

을 적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해당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을

경우에 발생할 정부원가 수준을 한도로 정부가 투자위험을 분담(투자위

험분담금)하고 운영수입이 투자위험분담 수준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차

액을 지급하고 초과하면 기 지원한 금액을 한도로 환수하는 제도로써 실

제 운영수입이 투자위험분담 수준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

적용 대상은 정부고시사업으로서 공익성이 큰 사업이다. 예를 들어 BC

1.1 이상 사업의 경우이다.

투자위험분담금 = 기투입 민간투자자금1) ×

국고채 이자율2)

1–(1+국고채이자율)-(운영기간)

[표 4-17] 투자위험분담금 산정 방식

주: 1)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 총민간투자비 - 건설이자

2) 건설기간의 5년만기 국고채 평균금리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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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신항만 사례 분석

이상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내지 축소 과정에서 다른 사업들은

정부가 주도해서 이루어졌으나 부산 신항만의 경우는 민간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특이점이 발견된다. 이하에서는 그 이유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

자 한다.

1) 부산 신항만 1단계 사업 개요, MRG 폐지 경과

부산신항만 민간투자사업은 컨테이너부두 9선석(5만톤급, 3.2Km), 배

후부지 3,083천㎡을 총사업비 19,984억원(본사업 16,392억원, 부대사업(배

후부지) 3,504억원, 2000년 1월1일 불변가격 기준)을 투입하여 건설하는

사업이었다. 사업방식은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이었고 운영

기간은 준공 후 50년이었다. 처음 실시협약에서는 20년간 추정 운영수입

90%를 보장하고 운영수입이 110% 초과시 정부가 환수하는 MRG 조항

이 있었으나 변경실시협약 체결을 통하여 폐지되었다.

2000년 12월 14일 실시협약 체결 후 2002년 1월 10일 부산신항만 주

식회사는 CSX WT와 운영 및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해 10월

에 해양수산부에 실시협약 변경 요청을 하고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2003년 5월 22일 MRG 보장 및 환수규정을 삭제하는 변경실시협약을 체

결하였다.

2) MRG 폐지 배경, 내용 및 시사점

부산신항만 측에서 MRG를 페지하는 변경실시협약을 요청한 배경은

당시 운영자로 사업에 참여한 CSX World Terminal(나중에 DP World

Internation B.V.에 흡수)이 실시협약상 추정수입의 110%를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수입환수 규정 폐지를 사업참여 조건으로 제시

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즉 보장조항에는 환수도 같이 규정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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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용료수입 환수 규정이 사업시행자의 경영혁신과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저해를 주장하며 수입환수 조항 폐지를 요구한 것이다. 정부 입장

에서도 개장시 운영여건 변동 등 불확실성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 문제

를 인식함에 따라 MRG 조항 삭제 병행을 요구하게 되었고 부산신항 1

단계 사업에 대한 정부와 사업시행자간 상호 이해관계에 따라 사용료수

입 환수 규정 및 MRG 보장규정 폐지에 합의된 사례이다.

정부 입장에서 폐지된 효과를 판단한다면 우선 정부의 재정투입 대폭

절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신항만은 2006년 개장 이후 약 4

∼5년간 부산 북항에 밀려 물동량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2008년 글

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침에 따라 정부 입장에서 MRG 조항이 유지되었다

면 연간 수백억원을 부담하여야 했을 것이다 더불어 MRG 폐지와 연계

하여 운영기간 중 해지시 지급금을 당초 미래 순현금흐름의 80%에서

65%로 축소하였고, 사업시행자의 해산 또는 파산에 의한 경우 총선순위

채무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금 규모를 하향 조정하게 되어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정부의 재정 부담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이한 점으로 부산 신항만의 경우 자금 재조달이나 사업 재구조화와는

관계없이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MRG가 폐지된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MRG 부담 완화를 위한 자금재조달이나 재구조화 사업 등은 모

두 정부측에서 사업자에 요구하여 검토된 것인데 부산신항만의 경우에는

사업자측에서 환수 조항을 없애기 위하여 협상을 제기하였고 정부측에서는

보장조항 폐지를 주장하여 보장과 환수 조항이 모두 없어진 경우이다.

향후에도 출자자 변경 등의 경우에 출자자 변경 승인 조건으로 MRG

폐지를 같이 검토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건설사 위주의 항만민

자사업의 경우 운영사를 국제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단순히 운영만을 위

탁시킬 것이 아니라 출자자로 참여시키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선

례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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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변 경
비고

출자자 지분율(%) 출자자 지분율(%)

삼

성

삼성물산(주) 12.913

삼

성

삼성물산(주) 12.913

변동없음

삼성생명보험(주) 6.689 삼성생명보험(주) 6.689

삼성화재

해상보험(주)
3.349

삼성화재

해상보험(주)
3.349

삼성전자(주) 0.984 삼성전자(주) 0.984

계 23.935 계 23.935

DP World Internation

B.V.
29.636

DP World Internation

B.V.
42.098

출자

지분

변경

㈜대우건설 4.908

두산중공업(주) 2.801

극동건설(주) 2.518

대림산업(주) 1.053

롯데건설(주) 1.053

일경산업개발(주) 0.128

한

진

㈜한진중공업 9.336

부산신항만투자(주) 33.967

출자자

및

출자지분

변경

메리츠화재해상보

험(주)
0.856

㈜한진해운 0.294

계 10.486

여수광양항만공사 9.580

현대건설(주) 7.948

금호산업(주) 5.953

총 계 100.000 총 계 100.000

[표 4-18] 부산신항만 출자자 변경 내역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등을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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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보완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위에서 살펴본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보장수준 관련 변화된 규정은 대

부분 아직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 적용된다. 하

지만 MRG로 인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기존 사업에서 발생하고 이에 대

한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의 비판이 많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기존 협

약체결 사업에 대하여 자금 재조달과 사업 재구조화의 방식을 도입하여

실시협약의 변경을 추진하여 왔다. 또한, MRG 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사

업자가 위험 전부 부담 등으로 리스크가 큰 반면, 민간투자자는 안정적

인 수익을 선호하여 민자사업에 소극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바, 예를

들어 BTO 협약체결 규모와 건수가 2007년 5.2조원(18건)에서 2013년 1.9

조원(10건)으로 축소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사업방식(BTO-rs &

BTO-a)을 도입하고 있다.

1) 자금 재조달

자금 재조달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법인(SPC)의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

익을 극대화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바 주로 과거에 체결된 고이자율

의 금융약정을 최근 금리 인하경향을 반영한 저이자율의 금융약정으로

변경하거나 출자자의 변경 등을 통하여 출자자의 기대이익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로 인한 이익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요건은 5% 이상 출자자 지분 변경(MRG 없는 사업은 제외), 자기자

본, 후순위채 등을 증감시키는 등 자본구조 변경과 자본구조 변경을 수

반하는 타인자본 조달금리, 상환기간, 부채상환금 적립조건 등 타인자본

조달조건의 현저한 변경 등이다. 공유이익의 산정기준은 공유이익 대상

은 기대수익률(출자자가 투자한 자금에 대해 투자기간 동안 산정되는 수

익률)의 증가분이다.

이익발생의 원인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자본비율 감소(자

기자본 → 선순위차입금으로 전환) → 가중평균자본조달비용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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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증가 → 출자자 기대수익률(자본금 및 후순위 대출금에 대한

ROI) 증가 경우, 후순위차입금을 줄이고 동규모 만큼 선순위차입금으로

전환 → 가중평균자본조달비용 감소 및 이자비용 감소 → 수익률 증가

→ 출자자 기대수익률(자본금 및 후순위 대출금에 대한 ROI) 증가 경

우, 자기자본비율 감소 → 타인자본규모 증가 → 이자비용 증가 → 법인

세 감소 → 세후수익률 증가(세전 수익률 불변) → 출자자의 기대수익률

(자본금 및 후순위 대출금에 대한 ROI) 증가의 경우 등이다.

이러한 자금 재조달 이익 공유를 통해 기운영중인 사업의 MRG 부담

을 완화하고 있는 바 국가 지급대상 6개 사업, 지자체 지급대상 5개 사

업에 대하여 각각 MRG보장 수준을 축소(90% → 46∼82%)하였다.

사 업 명
주무

관청

최소운영수입보장

보장

기간

비율

(재조달 전)

비율

(재조달 후)

변경

년월

국가

지급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국토부 20년 90 80 ‘03.12

천안-논산고속도로 국토부 20년 90 82 ‘05.5

대구-부산고속도로 국토부 20년 90 77 ‘08.5

목포신외항(1-1) 국토부 20년 90
79.43(‘16),

77.43(’24)
‘09.6

목포신외항(1-2) 국토부 20년 80
79.43(‘16),

77.43(’24)
‘09.6

인천국제공항철도 국토부 30년 90

65(‘10),

58(‘10),

46(‘10)

‘09.11

지자체

지급

우면산터널 서울시 30년
90 85 ‘05.3

85 79 ‘08.12

일산대교 경기도 30년 90
76.6(‘14),

88(‘38)
‘09.12

범물-안심간도로 대구시 20년 90 79.8 ‘05.6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강원도 30년 90 79.8 ‘08.9

만월산터널 인천시 30년 90 73.9 ‘10.3

주: 1) 서울외곽은 자금재조달로 통행료 인하(일산-퇴계원(5,900원→4,800), ‘11.5월, 보장수준은 동일)

2) 평택-시흥은 자금재조달로 통행료 조정(‘13.3월, 개통후 통행료 인상시 억제용으로 사용)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표 4-19] 자금 재조달을 통한 MRG 완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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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재조달의 사례로써 대구-부산 고속도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

면 아래와 같다. 대구-부산 고속도로 사업은 대구시 동구 용계면과 경남

김해시 대동면을 잇는 82.1㎞(4차로)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9,621억원(민간 13,784, 건설보조금 5,837, ‘99.10.1 불변가격기준)이 투입

된 사업이다. 추진방식은 BTO방식으로 준공후 30년간 운영권이 주어졌

다. 1998년 3월 17일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실시승인(‘00.02.21) 공사

(‘01.01.12∼‘06.02.10)를 겨쳐 2006년 2월 11일 운영이 개시되었다.

자금재조달을 통한 MRG 변경 협약 추진은 출자자 변경을 민간이 요

청하였고 정부는 MRG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민간과 협상을 통하여

출자자 변경을 승인하면서 MRG 비율을 90% 미달에서 77% 미달로 조

정하였다.

구 분
기존 실시협약

(‘00. 12월)

변경 실시협약

(‘08. 5월)
비 고

사업규모 총연장 82.1km(4차로) 변동 없음

총사업비
19,621억원

(1999.10.1 불변가격)

19,511억원

(1999.10.1 불변가격)

운영비
5,889억원

(1999.10.1 불변가격)

5,889억원

(1999.10.1 불변가격)

통행료

1종 기준 최장거리

6,367원

77.6원/km

(1999.10.1 불변가격)

1종 기준 최장거리

7,727원

94.1원/km

(1999.10.1 불변가격)

운임조정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영 인상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영 인상

수익보장 사업수익률 9.38%(세후) 사업수익률 8.65%(세후)

보장방식 협약수입의 90% 미달분 협약수입의 77% 미달분
최소운영

수입보장

출자자

구성

현대산업개발(주) 29.0%

금호산업(주) 16.0%

㈜ 대 우 15.5%

한국중공업(주) 14.0%

대림산업(주) 11.0%

기 타 14.5%

발해인프라투융자45.55%

국민연금공단 36.45%

신길하이웨이

유한회사(주) 18.00%

출자자

변경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

[표 4-20] 대구-부산 고속도로 자금 재조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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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재구조화

사업 재구조화는 기존 주주가 신규 주주에 관리운영권을 매각하면서 기존

수입보장방식(MRG: Minimum Revenue Guarantee)을 비용보전방식

(MCC: Minimum Cost Compensation)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잔여 운영

기간동안 실제 사업수입과 사업운영 비용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환수 또는

보전하는 것으로 실제 사업수입이 비용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통행료인하

등에 사용하고 실제 사업수입이 비용보다 적으면 정부가 보전하는 구조이다.

MRG 방식 비용보전방식

수입보장액1) - 실제수입 사업운영비2) - 실제수입

주: 1) 수입보장액 : 수요예측량 × 통행료 수입(협약으로 기결정)
2) 사업운영비 : 민간투자 원리금 + 운영비(협약변경으로 추가조정)

[표 4-21] 민간투자 재정지원 방식 비교

자료: 기획재정부

기존 투자자의 경우 재정여건에 따른 MRG 지급 불확실성 회피목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있고, 신규 투자자는 저금리 추세 하에 장기․안정적 투자처

확보목적이 있다. 하지만 기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떨어져 배임

문제 제기 가능성 등으로 반대의견도 있어 추진에 애로가 있기도 하였다.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전체적인 MRG 완화 현황은 아래와 같다.

사 업 명 주무관청

당초 MRG 운영수입보장
변경

시기
보장

기간
MRG비율 수익률 수익률

재정절감

추정액

범물-안심

간도로
대구시 20년 79.8% 9.28% 5.20% 0.2조원 ‘12.7월

용인경전철 용인시 30년 79.9% 8.9% 5.09% 1조원 ‘13.9월

서울지하철

9호선
서울시 15년

90%,80%

,70%
8.9% 4.86% 3.2조원 ‘13.10월

거가대로 경남부산 20년 77.55% 9.49% 4.72% 5.3조원 ‘13.11월

인천

원적산터널
인천시 30년 90% 12% 4.95% 0.16조원 ‘14.4월

인천

만월산터널
인천시 30년 74.9% 12% 4.95% 0.19조원 ‘14.4월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등을 토대로 재구성

[표 4-22]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MRG 완화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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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구조화 사례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분석

하면 아래와 같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사업은 경남 거제시 장목과 부산시 강서구 천성

동을 연결하는 도로건설 8.2㎞(4차로)으로 침매터널 3.7㎞ 사장교(2개소)

1.6㎞ 접속교(4개소) 1.9㎞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사업비 14,397억원

(1999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사업추진 방식은 BTO방식이며 준공 후 40

년간 운영권이 주어진다. 재구조화추진 과정상의 특이점은 1차 자금재조달

변경실시협약(‘11. 04. 11, MRG 90% → 77.55%)하였고, 2차 자금재조달

계획서가 접수(‘11. 06. 01, MRG 77.55% → 69.4%)되었으나 2차 자금 재

도달이 아닌 재구조화를 추진하여 2013년 11월 11일에 재구조화 변경실시

협약 체결(MRG방식 → MCC방식)한 점이다.

자금 재조달이 아닌 재구조화를 추진한 배경은 2011년 6월 민간사업자

가 출자자 변경 및 지분변경을 포함한 2차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제출하

여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검토한 결과 MRG를 77.55%에서 69.4%로 낮

추더라도 재정절감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었고, 주무관청은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는 재구조화를 제안․추진하게 되었다.

협상과정에서 MRG방식 기대수익율 약 9%대에서 MCC방식으로 전환

시 기대수익률 약 4%대로 감소됨에 따라 투자자의 재구조화 반대로 인

한 협상이 지연되는 어려움도 있었으나 출자자 변경 승인권이 주무관청

에 있는 점, MRG 지급에 대한 사회적 비판, 높은 사용료에 대한 이용자

들의 불만 제기 등이 감안되고 국내 4대 금융기관(산업, 우리, 신한, 하나)을

대상으로 제한공개 경쟁(‘13.4월)하여 당초 협상금리를 5.15%에서 4.75%

까지 인하하는 등 결과를 도출하여 기존 20년간 예상운영수입 77.55% 보

장의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에서 비용보전(투자비 + 운영비)으로의 변경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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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존 실시협약

(‘11. 04월)

변경 실시협약

(‘13. 10월)
비 고

사업규모

노선연장 : 8,204.4m

침매터널 1개소,

사장교 2개소,

기타부속시설

좌 동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시점)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종점)

추진방식

BTO

(건설 6년, 운영

40년)

BTO

(건설 6년, 운영 40년)

총사업비
14,397억원

(1999.12 불변가격)

14,380억원

(1999.12 불변가격)
17억원 감액

사업권

가치
- 15,948억원(경상가격)

운영비
5,907억원

(1999.12 불변가격)

5,472억원

(1999.12 불변가격)

통행료
1종 기준 10,000원

(경상가)

1종 기준 10,000원

(경상가)

통행료

조정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영 인상
주무관청 결정

수익률 9.49% 4.72%

보장방식

20년간

예상운영수입

77.55% 보장

최소운영수입보장

→

비 용 보 전

출자자

구성

대우건설 43.45%

대림산업 21.3%

두산건설 13.6%

등 8개사

KB

GK해상도로사모특별

자산투자신탁 제2호

‘13.11 변경협약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표 4-23]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의 사업 재구조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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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TO-rs & BTO-a 도입

BTO-rs는 정부가 민간사업비와 운영비 일부(예:50%)를 부담하고 이익도 같

이 공유하는 방식이고, BTO-a는 정부가 민간투자비 일부(예시: 원리금의

70%)와 운영비에 대해 위험 부담하고, 초과이익 발생시 손실 부담과 같은 비

율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실제수입이 위험부담액에 미달할 때 정부가 차액을

보전한다.

< BTO-rs(위험분담형) >

정부 

10

민간 

10

100

(정부:

50

민간:

50)

정부  

20

수입 

120

민간 

20

수입 

60

< BTO-a(손익공유형) > 정부

14

민간

6

수입 

120

미보장 

30

민간 

30

민간 

20

수입 

80

정부

보전

70

정부 

10

수입 

60

자료: 기획재정부

[표 4-24] 새로운 사업방식(BTO-rs & BTO-a) 도입 구조

기존 MRG 제도가 제도 초기 민간의 위험부담 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유치 목적으로 정부가 최소수입(약정수입의 일정비율: 80% 등)을 보장한

반면 BTO-rs․와 BTO-a는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공동 분담하여 수익

률과 이용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으나 수요에 대한 위험 분담을

정부가 일정 부분 부담해 주어서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는 점은 비슷

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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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천과정상의 특징과 시사점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변천과정에서 보이는 특징과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최소운영수입제도가 폐지된 2009년 이전과 이후의 차이이다.

2009년 이전에는 물량과 가격을 곱한 수입에 대한 보장이었다면 2009년

이후에는 투자위험분담금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비용에 대한 보장으로

의 변경이다.

이러한 비용보장으로의 변화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민간의 기투입자금

을 보장한다는 개념은 항만법, 유료도로법, 철도법 등 개별법의 운영수입

보장 방식과 유사한 방식이라는 점이다. 민간이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무상사용기간을 보장한 개별법의 방식은 기투입민간투자금을 보

장한다는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개별법의 경우에는 무상사용기간의 변화가 축소 위주가 아니라

축소와 확대가 섞여 있다는 차이가 있다. 항만법의 경우 무상사용기간의

변화는 총사업비 도달시까지에서 1975년에는 20년으로, 1979년에는 총사

업비 도달시로, 1993년에는 다시 20년으로, 1995년에는 다시 총사업비 도

달시로 변경되었다. 유료도로법의 경우에는 1963년 총비용 도달시까지에

서 2001년 30년으로 조정되었고, 철도법의 경우에는 2008년 2월 29일 철

도법 시행령에는 30년 한도 조항이었으나 2008년 6월 29일 시행령에는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었고, 국유재산법의 경우에는 개발 비용

을 회수할 수 있을 때까지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계속 유

지되어 왔다.

하지만, 민간 비용에 대한 보장이 수입에 대한 보장보다 우월한 방식

인가에 대하여는 추가 고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민간투자법

에 따른 산식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이 투자하는 비용은 시설의 준공에

필요한 비용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며 이는 운영수입으로 충당되는데 양

자는 현재가치로의 할인을 거쳐 동일한 금액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므로 만약 수입과 지출이 실제 금액에 근접하고 수입에 대한 보장이나 지

출에 대한 보장이나 할인률이 동일하다면 양자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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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시설의 준공시점

N : 무상 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종료시점

(다만, 민간에게 소유권이 영구 귀속되는 시설인 경우는 분석대상기간)

CCi : 시설의 준공을 위해 매년도 투입되는 비용(다만, 정부재정지원 금액은 제외)

ORi : 매년도 운영수입

OCi : 매년도 운영비용(다만, 법인세 제외)

r : 사업의 세전 실질수익률(IRR)

[표 4-25] 민간투자법의 투자비용 및 운용이익 현재가치 산식

자료: 기획재정부

하지만 간혹 비용에 대한 보장 방식이 수입에 대한 보장 방식보다 우

수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제도 자체의 차이보다 비용에

대한 보장의 경우에 적용한 이자율이 수입에 대한 보장방식에서 적용한

이자율보다 낮고 수요 보장의 수준도 적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우선,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변천과정에서 수입 보장을 도입하는 시

기의 경우에는 IMF 위기 등의 상황에서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민자사

업에 대한 협약 수익률이 높았고, 민간의 지출 비용을 보장하는 시기의

경우에는 양적 완화 등으로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에서 이자율이 낮았기

때문에 협약 수익률이 낮아 양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즉, 비용에 대

한 보장이 수입에 대한 보장보다 제도상 우수하다라기보다 수입에 대한

보장시기에 비해 비용에 대한 보장 시기의 이자율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수요보장 수준과 관련하여 비용보장 방식의 경우에 수입보장

방식의 경우보다 적어진다는 부분도 제도상의 우수성보다 이자율 하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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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요소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비용 보전에 대한 국고채 이자율이

기존 수입보장 민자협약상 수익률보다 낮아지는 현실에서 비용보전방식

으로 체결되는 신규 민자협약의 수익률이 낮아지고 양자의 차이만큼 민

자사업의 총수입(물량×단가)을 줄일 수 있는 바, 이 경우 단가를 인하시

키지 않는다면 교통량을 줄일 수 있게 됨으로 국가의 수요 위험 부담을

줄이게 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수익률이 낮아지는 효과이

지 제도상 비용보장이 수입보장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민간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민간에게 불리한 비용보장제도를 수

용한 것이 아니라 이자률 하락 영향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조달되

는 비용이 낮아졌기 때문에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비용보전 방식이 수입보전 방식보다 좋다는 결론은 보류하여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로 생각되지만 경제 상황

이 어려워져 국고채 이자률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 경우에 비용보전 방

식은 그 부담을 국가가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신

규 민자사업의 협약 초기에 국고채 수익률을 사전 확정으로 결정하고 나

중에 국고채 수익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

익을 국가가 자금재조달이나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통해 공유를 요구하였

던 것처럼 민간의 경우에도 이자율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를 공유하자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정부와 민간은 협상시 의제로 수익률을

주로 논의하였지만 지금의 경우 자금재조달의 범위, 절차, 이익공유에 대

한 규정이 도입되고 출자지분 변경, 자금조달에 대한 규정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금융부문의 변화에 대하여 같이 논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향

후 이러한 이자율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요구에 대한 내용이 기본계획

에 포함되어 논의될 수도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 부문의 변화에 대

응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있는 점은 이러한 비

용증가 요구에 대한 상호 협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정부 입

장에서는 향후 이자율 상승 시기에 있을 수 있는 위험의 회피 방안을 강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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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보장의 대상이 되는 협약 범위에 관한 부분이다. 최소운영수입제

도의 변화된 규정과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사업 시행조건 조정 등의 규

정은 원칙적으로 아직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신규사업에 대하여 적

용되어 운영수입보장제도의 축소로 인한 기존 협약 위반이라는 법률적

쟁송가능성을 회피하였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금재조달

과 사업재구조화를 통하여 기존 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축소하였는

바 이는 기존 실시협약에 근거한 것이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에 대한

언론과 국회 등의 강한 비판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변경 주체에 대한 이야기이다. 변경된 최소운영수입제도를 제안

하는 것도 정부였으며 자금재조달과 사업재구조화를 제안한 것도 정부였

다. 특이하게 민간이 먼저 제안한 사례는 부산신항만 사례인 바, 이는 외

국 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경쟁에서 이긴 운영권자

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민간투자사업

의 경우에도 경쟁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설계되어야 한다

는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된다.

넷째, 일정 수준의 운영리스크의 분담이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 운영에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개별법의 시기에 무상사용기간의 축소와

확대가 이루어진 것도 당시의 민간투자자의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파악

되며, 민간투자법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된 이후에 협약체결건

수가 2007년 18건 5.2조에서 2013년 10건 1.9조로 축소된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대응과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최소운영수

입보장제도는 아니지만 BTO-rs와 BTO-a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판단된

다. 이와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기존의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의 변천

과정에서 등장하였던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 운영수입의 50% 미만 발생

이 운영수입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삭제된 점이다. 이는 수입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비용에 대한 보장이기에 삭제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운영수입보장이 적용되고 있지 않느냐 질

문에 대한 고찰이 향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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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현재 도로공사가 수행하는 경우에 설계와 공사비의 40% 수준의 건설

보조금이 국가에서 지급되고 있고 고속철도의 경우 50%(수도권은 40%)

건설 보조금이 철도시설공단에 지급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의 지급을

받았지만 2016년 말 기준으로 철도시설공단은 20조, 도로공사는 27.5조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도로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부

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러한 부채는 운영기간의

계속적 연장이나 국가의 보조를 통하여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실

질적으로는 공기업의 SOC 건설과 운영의 경우에도 운영수입보장이 이

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20년이나 30년의 운영기간 중에 추정

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한 운영수입 부족이 현실화되어서 현세대가 부담

하고 운영기간이 마치면 국가에 무상으로 반환되지만 공기업의 경우에는

운영기간 중 매 당해 연도마다 추정 수요의 부족으로 인한 운영수입 부

족이 현실화되지 않고 부채로 장기 이연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현재와 미래의 리스크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경우에도 추정 수요와 추정 수입 대비 당해 수요와 수입을

파악해서 향후 사업 관리에 활용해야 하고 공공과 민간의 경쟁을 통한

효율성 향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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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민간투자제도 및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국제 비교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해외 사례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외 민

간투자제도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제도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후에 우리나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해외 사례와 비

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해외 민간투자제도 분류

민간투자제도란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건설 또는 운영을 정

부가 주도하던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의 계약으로 민간자금이

투자되어 이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개념으로서 해외에서는 광범위하게

Public-Private Partnerships(이하 “PPP”)으로 불려지고 있다. 영국과 호

주에서 사용되는 협의의 개념인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는 민간

자본으로 공공인프라 재원을 조달하는 개념이며, 이러한 PFI 및 PFI부터

파생되는 민간투자 관련 개념들은 세계 각국에서 민영화 또는 금융화의

방식으로 채택되고 있다.

PPP의 개념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PPP의 당사자는 ‘계약’관계로 설

정되므로, 정부와 사인(私人)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에 대한 환경의

차이에 따라 특유한 민간투자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법

제적 측면과 수요위험에 대한 배분 방식에 따라 다양한 민간투자제도가

발생하여 왔는 바, 이하에서는 이에 따른 민간투자제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1-1) 법제적 측면에서의 민간투자제도

우선 법제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민간투자제도의 법제적 측면이다. 영

국과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사인과 체결하는 계약에서 당사자의

약정내용으로서 정부가 민간의 위험을 일부 분담해주고, 계약으로부터

형성되는 이익에 대한 보호가 계약법적인 토대 하에서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계약을 통한 민간투자 제도에 대한 별도의 지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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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없더라도 계약에서 합의한 사항, 특히 위험 배분에 대한 공공부문의

분담이 이루어지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 입법의

필요 없이) 정부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지침 수준의 규범으로 규율하

고 있다.19) 영국과 호주는 재정지출과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Treasury)

가 PPP 관련 규범으로서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있다.

반면, 대륙법계 체계의 국가에서 정부가 사인과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

는 광범위한 행정청의 재량에 따른 변경, 취소 등이 가능하게 되어 계약

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한 보호가 약화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러한 법제

환경에서는 성문법률로써 민간투자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1-2) 수요위험에 대한 배분 측면에서의 민간투자제도

수요 위험에 대한 합리적 배분 측면에서 민간투자제도가 다르게 발전

되어 왔다. 교통량의 불확실성을 정부가 어느 정도 분담하여 주느냐에

따라 PPP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었고 그 수요 위험에 대한 분배는 사용

료 지급 방법과 연계되어 왔다. 각국의 교통시설 PPP 사업의 수요 위험

분담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이는

유럽투자은행(EIB) 산하의 PPP 전문기관에서 세계 각국의 수요 위험 분

담 방안을 유형화한 분류이다.20)

수요 위험을 부담하는 주체가 민간인 경우의 극단은 민간에게 수요 위

험을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공공부문은 수요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방

식이고, 정부가 전부 부담하는 방식의 극단은 Availability payment 방식

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양 극단의 중간 지점에 수요 위험을 정부와 민간

부문이 분담하도록 하는 구조를 고안해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수입

공유 밴드 설정 방식, 사용 수익기간 조정 가능형 계약 방식,

shadow-toll 방식, 금융조달 재조정 방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9) 영국의 경우, HM Treasury가 PFI와 관련된 각종 지침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있고, 이러한 표

준화된 지침들이 실제 프로젝트의 협약으로 연결되어 가이드라인화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연

방정부의 Treasury가 PPP Framework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각 주정부가 추진하는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0) EIB, Traffic Revenue Risk Allocation, http://www.eib.org/epec/g2g/annex/

5-traffic/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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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적인 Toll road 방식 : 이 경우는 정부가 수요 위험을 전부 민

간에 이전시키는 방식이다.

2. Availability-payment 방식 : 기반시설이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한, 정부가 사용료를 민간에게 주는 방식으로 수요 위험이 민간부

문에서 정부로 이전하게 된다.

3. 혼합 방식 : 위 1.과 2.의 방식 중간에서 수요 위험을 정부와 민간

부문이 분담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다음의 방식을 들 수 있다.

• 수입공유 밴드설정 방식(revenue-sharing bands) : 수요가

추정치를 넘어서거나 미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정부간에

통행료 수입을 공유하는 방식

• 기간조정 가능형 계약 방식(flexible-term contracts) : 사업

시행자가 일정 수입(예: 수입의 최소한의 현재 가치)을 사

용자로부터 받으면 계약이 종료되도록 하는 방식

• shadow-toll 방식 : 사용자들은 통행료를 내지 않고 정부가

통행량 수준을 기초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 금융조달 재조정 방식(financial re-balancing) : 수요가 예

측치에 한참 미달하거나 과다할 경우 또는 일정 주기별로

금융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전통적인 Toll road 방식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통행료 수입에 전적으

로 의존하는 방식이다. 사업시행자의 현금흐름은 시설 이용자로부터 수

령하는 사용료로만 구성되며 이러한 사용료 수입이 대출금 채무의 상환

자금으로 쓰는 방식이다. 통행료 수입은 자동차 통행 대수와 통행료로

결정되므로 자동차 통행 대수의 증감으로 인한 위험과 통행료 징수를 통

한 사용료 수입 위험을 모두 민간 부문이 부담하게 된다. 통행료의 산정

은 미리 계약에서 합의하는 바대로 결정되는데, 일반 재화가 아닌 공공

시설인 도로로부터 징수하는 통행료의 산정과 통행료의 탄력적인 인상에

는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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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기간 운영기간 동안의 자동차 통행 대수를 예측하는 경우, 인

구 증가 및 경제 성장의 유동성, 인근지역 개발 계획의 가변성, 통행수단

간 수요 분담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장래의 교통량 예측은 불확

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통행료 인상의 경직성과 도로 교통량 예

측의 불확실성은 실제 도로 운영이 개시된 이후 교통량이 예측치에 현저

히 미달하는 상황을 유발한다. 이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거나

법인의 운영 상황이 재무적으로 악화되어 프로젝트의 도산을 겪는 사례

도 발생하게 된다.

Availability-payment 방식이란, 시설의 이용가능성에 기초하여 사용료

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공공병원의 의료 종사자 서비스 등의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가능성(availability)에 기초하여 정부가 지급해주는

구조이다.21) 사회적 인프라로 분류되는 병원, 학교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회기반시설의 조달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프로젝트로부터 발

생하는 현금흐름이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수입에 의존하지 않

고, 정부가 지급하는 지급금에 의존하게 되므로 프로젝트의 수요 위험을

민간부문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은 시설이 준공되어 이용가능한 수준인 경우에만 지급한다.

이용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정부지급금이

차감되는 구조이므로 사업시행자는 수요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availability 요건을 충족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시설의 이용가능성 요건

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성과 유지관리 등의 위험을 민간이 부담

하는 측면이 있다.

혼합방식으로서 수입 공유 밴드 설정 방식은 수요가 추정치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여 임계점을 벗어나는 경우 정부와 민간이 수입의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장래 수요 예측의 불확실성 위험을 공유함으로써 정

부는 예측 수요 또는 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예측 수요 또는 수입의 일

정 부분까지는 보장해주는 반면, 예측 수요 또는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정부와 민간이 수입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21) The APMG Public-Private Partnerships Certification Program

https://ppp-certification.com/ppp-certification-guide/410-availability-pa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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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수요의 하한의 위험을 보증해주는 제도가 일반적으로 최소운영수

입보장이라고 일컬어지는데, 특히 도로나 항만 등 교통 관련 사회기반시

설에 대해 민간 기업이 투자할 경우 정부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최소의 교통량 수준 또는 수입(revenue)을 보장하여 만일 교통량이나 수

익이 예상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초과수입의 공유(revenue sharing mechanism)

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초과수입의 공유제도란 실제 발

생한 수입 또는 교통량이 설계 당시 계획한 것보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타난 경우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수입을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공유하

도록 하는 것이다. 양 제도의 도입을 통해 교통량 변화에 기인한 수입

변동의 폭(variance)을 최소화할 수 있고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재무적

투자자에게 보장할 수 있어 외부자본의 유인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김재형·신성환, 2005).

기간 조정 가능형 계약(flexible-term contracts)은 프로젝트의 수요 또

는 수입의 목표치를 정하여 그 목표치를 달성할 시점까지 프로젝트의 계

약기간을 맞추는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수요 또는 수입의 위험을 분담

해주는 구조이다. 입찰 과정에서 계약에서 사전 확정된 할인율에 따라

할인된 누적 수입의 현재가치를 최소한으로 제안한 입찰자와 계약을 체

결하게 되며, 이 최소한의 현재가치가 끝나는 시점에 계약 기간이 만료

된다. 만약 실제 교통량이 예측한 교통량보다 높을 경우 계약 기간은 조

기에 종료되며 예측한 교통량보다 적을 경우 계약 종료는 늦춰진다. 특

이점은 투입 비용의 현재가치 종료시점까지 운영기간이 보장되는 경우

투입 비용을 100% 보장되게 된다는 점이다.

Shadow toll 방식은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시설이용자로부터

실제 통행료(real toll)를 징수하는 대신 정부(혹은 기타 공공기관)로부터

가상 통행료(Shadow toll)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계약된 기간 동안 교통량(차종, 거리)과 서비스 수준에 기초하여 사전 계

약된 지급구조에 따라 일정액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Banding structure를 설정하고 교

통량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금을 지급한다. 교통량이 가장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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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Band에서는 높은 지급액을 설정하고, 누적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당 지급액이 낮아지는 구조이며, 일정 교통량을 초과할 경우 차량당

지급액은 ‘0’이 된다. 이는 교통량 급증에 따라 정부 부담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capping)이다(김재형·신성환, 2005).

2. 해외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사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수요 위험 배분 측

면에서 수입 공유 밴드 설정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는 바, 해외 주요국

들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칠레를 제외하고는

밴드 방식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명시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정부의 운영수입보장보다는 민간의 자율적인 시장기능

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충분한 공급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한국 등 많은 나라에서 민간부문의 프로젝트 금융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전력사업의 경우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과 유사한 효과가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전기사업법과 전원개

발에 관한 촉진법에 따라 민간발전사업이 가능한데, 이 경우 가격지불체

계가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어진다. 고정비는 시설투자비에 대한 투자

비 보전 성격이고 변동비는 발전량에 비례하여 지원하는 형태로 고정비

지불은 최소운영수입보장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성으

로 인하여 민간투자법에 의해서도 민간발전사업이 가능하지만 민간투자

법에 의한 발전보다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 특례법에 의한 민간발전사

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SK, GS, 포스코 에너지 등 민간발전사들은 전체

발전량의 10% 정도22)를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2) 한국개발연구원(2015.1), 2013 민간투자사업 종합평가 pp, 44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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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칠레

칠레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초교통량을 토대로 최소

수입보장을 운영하고 있다. 칠레 정부는 1990년대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을 추진하기 위해 도로 등 교통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유치를 위

하여 1991년 민간투자사업 Consession 법안을 제정하고, 시장위험의 상

당 부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최소수입보장(Minimum Income Guarantee)

제도를 도입하였다(김재형·신성환, 2005). 최소운영수입은 운영비용과 자

본비용의 약 70% 정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대한 반

대급부로 당초 예상수입액보다 15% 이상의 초과수입이 발생할 경우 정

부와 민간 기업이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제도도 도입하

고 있다.

2) 영국

일반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의 경우 서비스

구입형 사업이 많고 이 경우 수요위험을 정부가 대부분 감당하는

availability payment 방식이며, 밴드 방식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마

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영국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형

태는 서비스 구입형(Services Solr to Public Sector)과 독립 채산형

(Financially Free-Standing Project), 민·관 합작형(Joint-Venture)이 있다.

서비스 구입형은 민간부문이 시설을 건설, 운영하면서 일정 수준의 서

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부문이 이 서비스를 구입한 후 지급하는 서비스 구

입대가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형태이며, 노인들을 위한 숙소 제공 및 보

호, 정부에 대한 교도소 시설 공급, 폐기물 처리시설 등이 있는데 영국의

민간투자사업의 상당 부분이 이 방식에 따른 사업 추진형태로 파악된다.

이 경우는 우리나라의 BTL 사업 추진과 비슷한 방식으로 파악된다.

민간부문이 설계, 건설, 자금 조달 및 사업운영을 책임지고 최종 수요

자로부터 이용료 수입을 징수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요금징수형 독립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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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형 사업 형태는 도로, 철도, 교량, 항만 등의 사업에 활용되는 방식으

로 전통적인 Toll road 방식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

고 있다. 다만 투자비에 도달할 때까지 운영기간을 인정받는다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비관리청 공사처럼 직접적 재정지원이 아닌 사용료나 운영기

간 조정을 통한 수입보장을 받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도시재개발 사업 등의 경우에 활용되는 민·관 합작형 사업

추진 형태에서 정부기여는 대출, 지분투자, 정부자산의 이전, 부대사업,

보조금 지원 등이 이루어지나 최소운영수입보장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지

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3) 일본

일본의 경우도 영국의 민간투자사업 추진방법과 같이 공공병원 및 공

공청사 등에 이용되는 서비스 구입형, 유료도로나 공원시설에 활용되는

독립 채산형, 도시개발사업이나 공항 청사 등에 활용되는 조인트 벤처형

의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비스 구입형 위주로 운영되어 수요

위험을 정부가 부담하므로 명시적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터키

특이한 사례로서 최근 터키에서 진행 중인 이스탄불 해협 터널 공사의

경우에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와 유사한 내용의 MINIMUM traffic

guarantee 조항(실시협약서 23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 조항

에 따르면 보증되는 차량의 통행수는 양 방향 합계 2천 5백만대로 규정

하고 있다. 반면 통행수요가 MRG에 의하여 보장된 수요를 초과하는 경

우에는 초과 매출액의 30% 정도를 정부가 공유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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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민간투자제도와 비교 및 특징

1) 민간투자제도 법제적 측면에서의 특징

이와 같은 해외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민간

투자제도를 법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에 대한 기본법 성격으로 성문법인 민간투자법을 가지고

그 대상 및 추진 방식, 절차 등을 엄격히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륙

법계 체계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민간투자법은 자본을 투자한 사인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운영 및 수익권을 보장하면서도 시설의 공공성으로 인

하여 공권력이 엄격한 범위 내에서 관리·감독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급부행정적 성격과 통제·규제법적인 성격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다.23)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첫째, 사업시행법인에게 일정한 공법상의 특권을

부여한다.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하에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조건 등에

대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의거하여 사업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의 수용이나 부대사업의 시행권을 부여받고, 시설물의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할 권리를 부여받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임

대료를 받게 된다.

둘째, 이와 같은 공법상의 특권 때문에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일정한

제한적인 사업만이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시설물이 민간

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다.

셋째, 시설물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부과라는 면과 임대형 민자사업

(BTL)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출의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에 총액을 보고

하고 일정한 액수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민간투자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의 진행을 결정하는 등 중앙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추진되는 특수성을 지닌다.

23) 홍성필 외 (2013),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민간제안 허용 여부에 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

원, pp. 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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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점으로 우리나라는 위의 대륙법 체계를 따르면서도 영미법의

정부가이드 라인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마련과 제도

운용 측면에서 예산 및 재정 정책 부서인 기획재정부가 정책 방향이 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공표하는 바, 이는 영국․호주 등

영미법 국가들의 정부가이드 라인과 비슷한 성격이 있으며 예산 및 재정

정책 부서인 기획재정부가 법제와 정책 방향 수립을 주도한 결과, 대규

모 개발사업에 대한 재정 투자 사업과 민간투자 사업 방식 선정이 국가

의 예산 배정의 우선 순위 설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다.

2) 민간투자제도 수요 위험 배분 측면에서의 특징

다음으로 수요 위험에 대한 합리적 배분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유럽투자은행 분류에 따른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여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수요 위험을 정부가 분담해주는 구조의 변화가 민간투자사업의 역사 자

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앞에서 살펴본 민간투자제도의 변천

과정에 기초하여 유럽투자은행 분류에 따른 수요위험분담의 모습이 어떻

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투자제도 변천과정의 1기에 해당하는 유료도로법, 항만법 등의 개

별 법률을 통한 민자사업 추진시기에는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자금

을 투자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회수하는 방

식이 추진되고 있었다. 유료도로법상의 ‘비도로관리청’이나 항만법상의

‘비관리청’의 제도에서 유료도로관리청이나 항만관리청이 아닌 민간 부문

이 도로나 항만의 신설 증개축을 위한 시설 투자를 한 경우 민간은 ‘유

료도로관리권’ 또는 항만시설관리권을 부여받는다.

유료도로관리권의 경우 통행료의 결정은 해당 시설의 건설 유지비 총

액, 유료도로에 관한 수익, 통행료 수납기간 및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규정을 보면, 통행료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통행료의 결정에 수익률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수

요 위험에 대한 정부의 분담이 있는 구조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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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킨 경우 총사업비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

으며, 타인에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 조정 가능형 계약 방식이 같이 적용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한 가지 방법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사용료 징수 방식과 기간 조정

가능형 계약 방식이 같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

적 사용료 징수 방식과 기간 조정 가능형 계약 방식의 혼합의 경우는 개

별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만이 아니라 건설보조금과 toll 징수를 통해 건

설비와 운영비를 충당하지만 운영만료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연장이

가능한 점에서 도로 공사 등 공기업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적용되어 왔

다고도 볼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의 제2기의 경우 동법 제23조

규정에서 사업시행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무

상사용할 수 있고 당해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요 위험에 대한 기본 구조는 위의 개별법에 의한

제1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toll 방식과 기간조정 가능형 계약

방식이 병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3기에 도입된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은 1999년 민간투자법으로의 개

정 과정에서 민간의 수요 위험을 정부가 분담해줌으로써 그 당시 부족한

사회기반시설의 공급과 부족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방식이다. 다만, 이 경우 최소운

영수입 보장과 연계하여 실제운영수입이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수입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식은 혼합방식으로

서 수입 공유 밴드 설정 방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제4기의 경우에 여러 가지 수요 위험 공유 방식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2005년 민간투자법의 개정으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도입

하였는 바 이러한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외국 사례에서의

Availability-payment 방식과 유사하게 정부가 수요 위험을 전부 부담하

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과거에 체결된 고이자율의 금융약정을

최근 금리 하락 경향을 반영한 저이자율의 금융약정으로 변경하거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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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의 변경 등을 통하여 출자자의 기대이익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로

인한 이익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공유하는 자금 재조달은 금융조

달 재조정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는 BTO 구조를 유지하되, 재정지원 기준금액을 예상운임

수입에 대한 고정 비율(보장기준 운임수입)이 아닌 기 투입된 투자금액

에 대한 가치회수분과 필수 운영비를 합한 금액으로 조정하고 실제수입

이 보장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정지원하며, 초과할 경우 환수하는

구조(이하 “비용보전방식”)로의 변경인 사업재구조화는 금융조달 재조정

방식과 밴드 방식의 혼합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사업비와 운

영비 일부(예:50%)를 부담하고 이익도 같이 공유하는 방식인 BTO-rs와

정부가 민간투자비 일부(예시: 70%의 원리금)와 운영비에 대해 위험 부

담하고, 초과이익 발생 시 환수하는 방식으로 실제수입이 위험부담액에

미달할 때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BTO-a는 혼합방식으로서의 수입 공

유 밴드 설정방식의 재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이후의 5기에서 도입된 BTL 민간제안방식은 기본적으로 기존

의 Availability-payment 방식으로 볼 수 있으며, 자금재조달과 사업구조

화의 금융조달재조정 방식 및 BTO-rs와 BTO-a의 수입 공유 밴드 설

정방식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특징

우리나라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수입공유밴드설정 방식으로 보장

과 환수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칠레 및 터키의 경우와 유사

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최소운

영수입보장제도는 개별법에서 무상사용기간 연장을 통하여 먼저 도입되

었으며 이후 민간투자법에서의 명시화를 거쳐 지금재도달․사업재구조화

의 금융조달 재조정 방식으로의 수정되고, 다시 BTOrs와 BTOa의 변화

된 수입공유밴드방식으로 변천이 이루어지는 역동성을 가진 점에서 외국

의 경우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MRG 제도의 도입이 필요했

던 사회적 요구와 MRG 제도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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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결과물로 판단돤다. 다만, 해외의 경우에 최소운영

수입보장제도 운영의 구체적 사례, 개별 법률로는 언제 도입되었는지, 실

제 개별 사업들의 최소운영수입보장조항에 따른 운영 실태 등에 관한 자

료가 부족하여 이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분 기간 민간투자제도 특성 수요위험분담 특징

제1기
1968～

1994

ㅇ개별법(도로법, 항만법 등)에

의한 산발적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ㅇ전통적인 사용료 징수 방식과

기간 조정 가능형 계약 방

식이 같이 사용

제2기
1994～

1998

ㅇ「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정을 계

기로 명확하고 체계적인 절

차에 따라 민간 자본 유치

도모

ㅇ제1기와 유사하게 전통적인

toll 방식과 기간조정 가능형

계약 방식이 병행적으로 사용

제3기
1999～

2004

ㅇ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

적인 정부지원과 역할 분담

* MRG 민투법 명시화

ㅇ혼합방식으로서 수입 공유

밴드 설정 방식에 해당

제4기
2005～

2015

ㅇ「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시행

* 초등학교 등 9개 생활기반

시설 포함

ㅇAvailability-payment 방식,

금융조달 재조정 방식, 수입

공유 밴드 방식

제5기
2016

이후

ㅇ어린이집, 도서관, 노후한 관

공서 등 임대형 민간투자

(BTL)사업에 민간 부문 사업

제안 허용

ㅇAvailability-payment 방식

(BTL), 금융조달 재조정 방

식, 수입 공유 밴드 방식

(BTO-rs, BTO-a)

주: 제4장에서 살펴본 민간투자제도의 변천과정에 따라 재구성

[표 4-26] 민간투자제도 변천과정별 수요위험분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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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MRG와 민간투자사업과의 관계

제 1 절 분석 모형

여기서는 간단한 실증분석을 활용하여 MRG가 민간투자사업 규모와

어떻게 관련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양자의 관계를 파악

함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상 투자수익률과 MRG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 그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상 투자수익률(이하 투자수익률)은

사업추진 당시 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국고채 금리 등 기준 수익률을 바

탕으로 사업의 유형, 규모, 기간 등 사업의 특성과 위험정도24) 등에 따른

위험보상율을 가산하여 결정된다. 이에 더하여 건설보조, 재정지원,

MRG 등 정책적 필요성에 따른 정부의 지원도 투자수익률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토대로 무위험수익률인 국고채 금리와 민간

투자사업의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는 총사업비 규모, 건설기간 등을 설

명변수로 설정하여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수익률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건설보조비율, 재정지원비율, MRG 등 정부의 정책

적 지원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상 수익률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 지

를 추정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상 투자수익률을 반영할 수

있는 수익률 스프레드(실시협약상 세후실질수익률 - 국고채5년물금리,

이하 수익률 스프레드)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설명변수는 위에서 경

제 여건, 사업 특성, 정책 지원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먼저 경제

24) Thomas, Kalidini and Ananthanarayanan(2003)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민간 사업자들이 고려

하는 민간투자사업 위험을 운영수입예측위험(traffic revenue risk), 토지매입지연위험(delay in

land acquisition risk), 운영수입변동위험(demand risk), 금융협약위험(delay in financial

closure risk), 건설위험(completion risk & cost overrun risk), 차입위험(debt servicing risk),

정치적 위험(direct political risk)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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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으로는 기본수익률인 국고채(5년물) 금리를 선정하였으며, 사업의 특

성으로는 총사업비 규모, 건설기간을,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는 건설보

조비율, 재정지원비율, MRG 여부 등을 선정하였다. 총사업비 규모는 규

모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로그함수를 취하였으며, 건설보조비율은 건설

보조금/총사업비(실질 기준)로, 재정지원비율은 재정지원금/총투자비(경

상 기준)로 계산하였다. MRG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MRG 여부의 더미

변수와 MRG 보장기간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

로 다음과 같이 회귀방정식을 도입하여 투자수익률 함수에 대한 실증분

석을 시도하였다.

투자수익률   경제여건사업특성정책지원 (1)

한편 MRG 대상 사업의 결정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항

선택모형을 도입하였다. 여기서 종속변수로는 MRG 대상 사업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가진다. MRG 대상 사업 여부의 판별은 Y*

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제 여건, 사업 특성 및 정책 지원 등 x에 의해 결

정되는데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값은 1과 0의 값을 갖는 Y가 된다.

 ′   ∼ (2)

  i f 
 

본 연구의 목적이 민간투자사업의 대내외 여건 x(독립변수)에서 Y=1

이 나타날 확률을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정 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

정할 수 있다. Pr(·)는 확률을, Φ(·)는 누적정규분포함수이며, 추정하고자

하는 식은 프로빗(Probit) 모형이 된다.

Pr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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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료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과 MRG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1999∼

2008년중 실시협약이 체결된 117건의 민간투자사업25)을 유형별로 정리

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분석대상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외

환위기 전후 정치·경제적 혼란에 따른 영향을 차단하고, MRG 제도의

폐지 시점(2009.10월)을 반영하기 위하여 1998년 이전과 2009년 이후 민

자사업들은 분석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또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을

대상으로 MRG의 도입 여부를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117건의 민간투자사업이며, 여기서 MRG 대상 사업과

대상이 아닌 사업이 골고루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MRG 분포

효과를 적절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도로, 항만, 환경 부문의

102건을 대상으로 제한하였다.26) MRG 대상만 있는 철도와 MRG 대상

이 아닌 사업만으로 구성된 유통 및 나머지 기타 부문은 배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7건의 민간투자사업을 시설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수익률 스프레드, 총사업비 규모, 건설기간, 건설보조비율, MRG 보

장기간 등 특징으로 정리하였다. MRG 제도는 전반적으로 환경, 도로,

철도 부문에서 활발하게 이용되었으며, 모든 부문에서 MRG 대상이 아

닌 사업보다 높은 수익률 스프레드를 보였다. 도로 부문의 경우 MRG

대상사업의 총사업비 규모가 크게 나타난 반면, 항만과 환경 부문에서는

MRG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와 건설기간이 작거나 짧게 나타났다.

재정지원비율과 건설보조비율은 MRG 대상 사업이 모든 부문에서 소폭

높게 나타났으며, MRG 보장기간은 도로, 환경, 철도, 항만 부문의 순으로

보장기간이 긴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25) 동 기간중 실시협약 수익률, MRG 보장기간 등의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민간투자사업은 제외

하였다.

26) MRG 대상 사업 선정 관련하여 과거 실제 민자사업 협상 참여한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는 바, 인터뷰 결과 민간투자법에 의한 MRG 제도 도입(99년) 이후 진행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사업은 원칙적으로 MRG 대상 사업으로 허용하고 진행하였고,

MRG 비대상 사업은 자가화물 등 사업 자체의 특성이나 MRG 폐지 등 제도 변화에

기인하여 MRG 비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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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유형별 민간투자사업의 MRG 현황과 수익률 스프레드(실시협약상

세후실질수익률–국고채5년물금리)를 좀 더 살펴보면, 전체 117건의 민

간투자사업 중에서 63건이 MRG 대상 사업이었다. 환경 부문의 민간투

자사업이 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32건이 MRG 대상 사업이었다.

그 다음으로 도로 부문이 36건(MRG 대상 사업 19건), 항만 16건(7건),

철도 5건(5건), 유통 5건(0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익률 스프레드는 전체

민간투자사업이 평균 1.20%p인 반면 MRG 대상 사업은 평균 1.68%p로

0.48%p 높게 나타났다. 부문별로도 MRG 대상 사업의 수익률 스프레드가

전체 사업에 비해 다소 크게 나타난 가운데 MRG 대상 사업으로만 보면

철도 3.85%p, 항만 3.69%p, 도로 2.39%p, 환경 0.47%p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도로 유통 철도 항만 환경

사업 건수
(건, %)

전체 사업1) 117 36 5 5 16 50

MRG 사업2) 63
(53.8)

19
(52.8)

0
(-)

5
(100)

7
(43.8)

32
(64.0)

수익률스프레드

(평균, %p)

전체 사업 1.20 1.44 0.20 - 2.95 0.40

MRG 사업 1.68 2.39 - 3.85 3.69 0.47

총사업비규모

(평균, 억원)

전체 사업 2,637 5,087 1,729 - 2,690 595

MRG 사업 2,816 5,747 - 8,091 1,605 516

건설 기간

(평균, 년)

전체 사업 3.7 4.3 5.00 - 4.8 2.7

MRG 사업 3.6 4.3 - 6.1 4.4 2.0

재정지원비율

(평균, %)

전체 사업 35.4 17.8 0.8 - 24.8 57.4

MRG 사업 44.1 24.7 - 42.6 29.8 58.9

건설보조비율

(평균, %)

전체 사업 36.6 19.3 0.8 - 26.0 58.6

MRG 사업 45.7 56.7 - 44.3 32.1 60.4

MRG보장기간

(평균, 년)
MRG 사업 17.5 22.1 - 14.9 14.0 16.0

주: 1) 기타 민간투자사업은 MRG 사업이 아닌 공항(2건), 문화관광(2건), 정보통신(1

건) 등이 있음

2) ( )는 전체 민간투자사업 대비 MRG 대상 사업의 비중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표 5-1] MRG 대상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총사업비 규모로는 전체 민간투자사업 평균 2,637억원이며, 부문별로는

도로 5,087억원, 항만 2,690억원, 유통 1,729억원, 환경 595억원의 순이었다.

다만 MRG 대상 사업만을 살펴보면, 철도 부문이 8,091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의 사업비를 보였다. 건설기간은 전체 사업 평균 3.7년, MRG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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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평균 3.6년이며, 역시 MRG 대상 사업만 있는 철도 부문이 6.1년

으로 가장 길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특징을 살펴보면, 재정지원비율

(재정지원/총투자비, 경상기준)과 건설보조비율(건설보조금/총사업비, 불

변기준)은 대체로 MRG 대상 사업이 전체 민간투자사업보다 높게 나타

났으며, 부문별로는 환경 부문이 50%를 상회하고 있었다. 특히 부문별

MRG 보장기간은 전체 평균 17.5년을 기록한 가운데 도로 부문 22.1년,

환경 16.0년, 철도 14.9년, 항만 14.0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 3 절 분석 결과

1. 시설유형별 및 시기별 MRG 사업의 특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상 시설유형별 수익률과 정책적 지원 수단인

MRG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시설유형별 산포도와 사업별 MRG 보

장기간과 수익률 스프레드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MRG 대상

사업들을 대상으로 시설유형별 평균 MRG 보장기간과 평균 수익률 스프

레드간 산포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보장기간 17.5년, 스프레드

1.65%p)을 중심으로 철도와 항만 부문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 스프

레드와 짧은 보장기간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에 비해 도로 부문은 전체

평균에 비해 높은 스프레드와 긴 보장기간을, 환경 부문은 낮은 스프레

드와 짧은 보장기간을 보였다. 이는 철도, 항만, 도로가 대체로 사업규모

가 크며 건설기간도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

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개별 MRG 대상 민간투자사업별 MRG 보장기간과 수익률 스프

레드간 상관계수를 추정한 결과, 전체로는 –0.01로 나타났다. MRG 보

장기간이 길수록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인 수입보장과 사업운영이 가능

하기 때문에 리스크 프리미엄인 수익률 스프레드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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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상관계수의 부호,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시설유형별로는 항만

부문 내 개별 사업간 상관계수가 -0.5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큰 음의

값을 보이며 MRG 보장기간이 길수록 수익률 스프레드가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만 사업 건수가 많지 않아 통계 분석의 한계가 있다.

[그림 5-1] 시설유형별 스프레드1)와

MRG 보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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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G 보장기간(평균, 년)

시설유형 상관계수

전체(63건) -0.01

철도( 5건) 0.03

환경(32건) -0.08

도로(19건) -0.08

항만( 7건) -0.57

[표 5-2] 시설유형 내 개별 사업간

상관계수

주: 1) 세후실질수익률–국고채수익률(5년)

2) MRG 대상 사업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주: 전체 사업 대상, 재정지원비율을 건설

보조비율로 대체시 유사한 결과를 보임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편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수익률은 기본적으로 사업추진 당시 대내외

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국고채 금리 등 기준 수익률을 바탕으로 결정되어

진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스프레드를 실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MRG 대상 사업과 대상이 아닌 사업으로 구분하여, 국고채 금

리와 투자수익률 간 관계를 시기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MRG 대상 사업을 실시협약체결 시점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

과, 국고채 금리가 낮은 수준을 지속한 2002∼05년중 집중적으로 민간투

자사업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고채 금리가 2001년 이후 가

파르게 하락하면서 MRG 대상 사업들의 수익률 스프레드가 큰 폭으로

상승한 후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반면 MRG 대상이 아닌 민간투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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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모든 시기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가운데

MRG 대상 사업과 유사하게 국고채 금리가 낮은 수준을 지속하던 시기

에는 높은 수익률 스프레드를 보이는 등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스프레

드와 국고채금리 간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민간투자사업은 사업 추진 당시의 대내외 경제여건

을 반영하고 있는 기준 수익률인 국고채 금리가 낮을수록, 다시 말해 경

기 둔화 등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을수록, 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면서 수익률 스프레드가 높아지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특히 MRG 대상 사업의 경우 국고채 금리 하락 등 경기가

둔화되면서 정책적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사

업시행자는 더욱 높은 수준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되고, 그 결

과 수익률 스프레드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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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MRG 대상 사업의

수익률 스프레드1)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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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MRG 대상이 아닌 사업의

수익률 스프레드1) 분포

주: 1) 수익률 스프레드 = 실시협약상 세후실질수익률 – 국고채5년물금리

2) 국고채 금리는 실시협약체결일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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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회귀분석모형 추정 결과

MRG 제도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상 수익률 스프레드와의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본 연구는 수익률 스프레드 결정 기본 모형으로 국고채

금리27), 총사업비 규모28), 건설보조비율 등과의 관계를 MRG 대상 사업과 대

상이 아닌 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29). <표 29> 분석 결과 설명변

수들이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에 부합되는 등

신뢰할 만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먼저 국고채 금리와 건설보조비율 등 정부

지원은 수익률 스프레드와 음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국고채 금리가 낮을수록 민간투자사업의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는 높은 수준의 수익률 스프레드를 요구하는 것이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민간투자사업의 리스크가 낮아지기 때문에 수익률

스프레드가 감소하게 된다. 반면 사업 자체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나타내는

총사업비 규모, 건설기간 등은 수익률 스프레드와 양의 관계를 보였다.

종속변수 수익률 스프레드1)

설명변수 전체 MRG 있음 MRG 없음

국고채(5년물) 금리 -0.76*** -0.76*** -0.56*

(-6.27) (-6.47) (-2.74)

총사업비 규모 0.25*** 0.42*** 0.00

(건설기간)2) (2.43) (3.91) (0.01)

건설보조비율 -0.02*** -0.03*** -0.01

(재정지원비율)2) (-2.67) (-4.60) (-1.13)

상수 4.19*** 4.14*** 3.01**

(3.87) (3.67) (2.51)

Adjusted R2 0.38 0.68 0.11

표본 수 102 58 44

F 값 22.03 41.15 2.78
주: 1) 실시협약상 세후실질수익률 – 국고채5년물금리
2) 건설기간, 재정지원비율을 설명변수로 추정한 결과도 계수 부호 및 크기가 유사함
3) ( )는 t-값이며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

[표 5-3] 민간투자사업 수익률 스프레드 결정요인 분석

27) 이하 회귀분석, 이항선택모형 등 모든 실증분석에서 국고채 10년물 금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28) 모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위규모를 통제하기 위해 로그함수 값을 사용하였다.
29) 표본 수가 102개에 한정되는 등 분석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표본 확대 등을 통한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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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G 보장 여부와 민간투자사업 수익률 스프레드와의 관계를 살펴보

기 위해 MRG 여부를 더미 변수로 추가하고, 시설유형별로 추정하였다

(<표 30> 참고). 전체 민간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30)에서,

MRG가 더미변수로 포함되기 이전과 동일하게 국고채 금리와 건설보조비율

은 음의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총사업비 규모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종속변수 수익률 스프레드1)

설명변수 전체 도로 항만 환경

국고채(5년물) 금리 -0.76*** -0.71*** -0.65* -0.84***

(-6.92) (-4.21) (-2.06) (-7.58)

총사업비 규모 0.25** -0.02 0.06 0.18

(건설기간)2) (2.72) (-0.08) (0.28) (1.74)

건설보조비율 -0.02*** -0.01 0.03 -0.02***

(재정지원비율)2) (-3.96) (0.19) (1.88) (-4.18)

MRG 여부(더미) 1.23*** 2.39*** 0.73 0.56*

(4.71) (4.54) (1.50) (2.45)

상수 3.70*** 4.50** 4.63* 4.56***

(3.74) (2.11) (2.16) (5.17)

Adjusted R2 0.49 0.54 0.43 0.63

표본 수 102 36 16 50

F 값 25.62 11.37 3.92 21.60

주: 1) 실시협약상 세후실질수익률 – 국고채5년물금리

2) 건설기간, 재정지원비율을 설명변수로 추정한 결과도 계수 부호 및 크기가 유사함

3) ( )는 t-값이며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

[표 5-4] MRG 보장 여부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수익률 스프레드 분석

한편 더미변수로 추가된 MRG 보장 여부는 민간투자사업 수익률 스프

레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31). 도로, 환경 부문을

30) 표본 수가 102개에 한정되는 등 분석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표본 확대 등을 통한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31) 분산팽창지수(VIF, Variation Inflation Factor) 값은 일반적으로 10 이상일 때 다중공선성 문

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MRG 더미 변수의 값은 1.07로 낮고, 독립변수 평균도 1.14로

낮아 본 논문의 연구모형에 나와 있는 OLS 추정시 우려될 수 있는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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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MRG 더미변수는 양의 관계로 추

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MRG가 보장된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스

프레드가 MRG가 없는 사업보다 크게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주재홍·하헌구·박동규(2010) 등의 기존 연구와도 동일하다. 다만 항만의

경우 표본 수의 부족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MRG 보장 여부뿐만 아니라 MRG 보장기간과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스프레드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MRG 보장기간을 설명변수로 추가

하여 분석하였다. <표 31> 분석 결과 MRG 보장기간은 대체로 양의 계

수로 추정되었으나 MRG 더미변수에 비해 계수의 크기가 현저히 작아졌

다.32) 특히 MRG 보장기간의 계수가 0에 가까운 값을 가지며 수익률 스

프레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보장기간동안 보장률이 계단

식으로 축소되는 등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종속변수 수익률 스프레드1)

설명변수 전체 도로 항만 환경

국고채(5년물) 금리 -0.83*** -0.74*** -0.77** -0.89***

(-7.50) (-4.14) (-2.38) (-8.38)

총사업비 규모 0.22** -0.05 0.09 0.18

(건설기간)2) (2.35) (0.24) (0.38) (1.82)

건설보조비율 -0.02*** 0.01 0.04 -0.02***

(재정지원비율)2) (-3.73) (0.42) (1.93) (-4.65)

MRG 보장기간 0.06*** 0.08*** 0.03 0.04***

(4.77) (3.86) (0.74) (3.46)

상수 4.33*** 4.14* 5.08* 4.86***

(4.43) (1.84) (2.23) (6.00)

Adjusted R2 0.50 0.49 0.36 0.67

표본 수 102 36 16 50

F 값 25.89 9.25 3.06 25.47
주: 1) 실시협약상 세후실질수익률 – 국고채5년물금리

2) 건설기간, 재정지원비율을 설명변수로 추정한 결과도 계수 부호 및 크기가 유사함

3) ( )는 t-값이며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

[표 5-5] MRG 보장기간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수익률 스프레드 분석

32) 한편 여타 정책적 지원 변수로 인해 MRG의 효과가 상쇄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검증하기 위해

건설보조비율, 재정지원비율을 제외하고 MRG 보장기간만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해도

여전히 양의 관계를 나타내는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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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항선택모형 추정 결과

여기서는 이항선택모형을 이용하여 MRG 보장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변수들을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2>에 정리하였다. 프로

빗 모형은 설명변수의 계수값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각 변수의 평균값에서 한 단위 변화가

MRG 보장 민간투자사업일 확률에 관련된 한계효과를 계산하여 포함하

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세후실질수익률이 높을수록, 총사업비 규모

가 클수록, 건설보조비율이 높을수록 MRG 보장 사업일 확률이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고채 금리가 높을수록, 건설기간이 길수록

MRG 보장 사업일 확률은 낮아졌다. 다만 부문별로는 시설유형별 특성,

표본 수 부족 등으로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세후실질수익

률은 앞서 살펴본 통계적 분석, 다중회귀방정식의 결과와 유사하게

MRG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세후실질수익률이

높을수록 MRG 보장 사업일 확률이 전체 표본에서는 19%, 도로 부문

36%, 항만 부문 36%, 환경 부문 22% 증가하는 등 가장 설명력이 높고

일관되게 추정되었다.

한편 총사업비 규모가 클수록 MRG가 보장된 민간투자사업일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 부문

에서 총사업비 규모의 계수가 여타 변수에 비해 MRG 보장 사업일 확률

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MRG 보장 여부를

구분하여 수익률 스프레드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도(<표 29> 참고), MRG 사업만을 대상으로 추정한 총사업비 규모의 계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0.42인 반면 MRG 보장이 없는 사업의 총사업

비 규모 계수는 0에 가까워, 그 영향이 거의 없는 데다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도 않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MRG 제도가

민간자본의 투자유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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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MRG 보장 여부1)

설명변수

전체 도로 항만 환경

추정치 한계
효과 추정치 한계

효과 추정치 한계
효과 추정치 한계

효과

국고채금리
(5년물)

-0.08 -0.03 -0.18 -0.06 -0.92 -0.34 -0.00 0.01

(-0.65) (-0.66) (-1.66) (-0.01)

세후실질
수익률

0.47*** 0.19 0.98*** 0.36 0.98 0.36 0.72** 0.22

(4.29) (3.01) (1.38) (2.41)

총사업비
규모

0.03 0.01 0.68 0.25 -0.01 -0.00 -0.54* -0.16

(0.20) (1.44) (-0.02) (-1.94)

건설기간 -0.19 -0.07 -0.40* -0.15 -0.13 -0.05 0.22 0.09

(-1.61) (-1.67) (-0.32) (0.70)

건설보조
비율

0.02*** 0.01 0.08** 0.03 0.02 0.01 0.02 0.00

(3.62) (2.20) (0.56) (1.68)

상수 -2.91** -10.75** -3.48 -2.18

(-2.33) (-2.15) (-0.61) (-1.07)

Pseudo R2 0.21 0.62 0.35 0.15

표본 수 102 36 16 50

LR chi2 28.95 30.81 7.67 10.00

주: 1) 종속변수의 경우 MRG 대상이면 1, 대상이 아니면 0으로 추정

2) ( )는 z-값이며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

[표 5-6] MRG 보장 민간투자사업 결정요인 분석

MRG 제도의 민간재원 투자유인 효과는 MRG 제도 폐지 전후의 민간

제안 사업건수 및 실시협약 체결 건수 추이에서도 알 수 있다. MRG 제

도가 존속되었던 2000∼2005년중 민간이 제안한 사업건수는 연평균 23.0

건이었으며, 이 중 실제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은 연평균 12.2건에 이르

고 있다. 이러한 실적은 민간제안 MRG 제도가 폐지된 2007년 이후부터

BTO-rs/a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2014년까지 연평균 민간제안 사업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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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건과 이 중 실제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건수 5.1건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다시 말해 민간사업자들은 MRG 제도가 존속되었던 시

기에 적극적으로 민자사업을 제안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의 사업들이 실

시협약이 체결되어 실제로 사업이 추진되는 등 민간자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민간제안 사업건수
민간제안 중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건수

MRG 有

(‘00∼’05)

MRG 無

(‘07∼14)

MRG 有

(‘00∼’05)

MRG 無

(‘07∼14)

연도 사업수 연도 사업수 연도 사업수 연도 사업수

2000 23 2007 24 2000 15 2007 10

2001 19 2008 43 2001 11 2008 8

2002 22 2009 35 2002 13 2009 12

2003 39 2010 18 2003 16 2010 4

2004 15 2011 14 2004 9 2011 3

2005 20 2012 13 2005 9 2012 4

2013 19 2013 0

2014 8 2014 0

합계 138 합계 174 합계 73 합계 41

평균 23.0 평균 21.8 평균 12.2 평균 5.1

주: 1) 민간제안사업의 MRG 제도가 폐지된 2006년과 BTO-rs/a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민간제안사업 건수는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표 5-7] MRG 제도 폐지 전후의 민간제안 사업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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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요약 및 시사점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을 위한 민간사업자의

투자재원 조달 확대 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 것

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MRG 지급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

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되면서 2009년에 폐지되

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MRG 제도가 민간투자사업

의 실시협약상 투자수익률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 실제 민간재

원의 투자유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실증 연구는 드문 편이다. 이에 MRG

제도가 민자사업에 미친 영향을 계량분석을 통해 점검해 보았다.

먼저 외환위기 전후 정치·경제적 혼란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고 MRG 제도

폐지 시점을 반영하여 1999∼2008년 중 실시협약이 체결된 117건의 민간투

자사업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MRG 제도는 전반적으

로 환경, 도로, 철도 부문에서 활발하게 이용되었으며, 모든 부문에서

MRG 대상 사업이 MRG 대상이 아닌 사업보다 높은 수익률 스프레드를

보였다. 또한 MRG 보장기간은 도로, 환경, 철도, 항만 부문의 순으로 길

었다. 특히 수익률 스프레드의 경우 시설유형별로는 대체로 사업규모가

크며 건설기간도 길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철도, 항만, 도로 부문에서 높은 수익률 스프레드를 나타내었다. 실시협

약체결 시점별로는 국고채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하여 낮은 수준을 지속

하던 2002∼05년중 집중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체결되었으며, MRG 대

상 사업들의 수익률 스프레드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특징을 보였다.

MRG 제도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상 투자수익률과 민간재원 투자

유인 효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MRG 대상 사업과 대상이 아닌

사업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도로, 항만, 환경 부문의 102건을 대상으

로 다중회귀분석과 이항선택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MRG 보장은 민간투자사업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킴으로써 수익률이 낮게

설정될 것이라는 기대33)와 달리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에 양의 상관관

33) MRG 보장은 해당 사업의 미래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킴으로써 민간 출자자 및 대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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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총사업비 규모에는 MRG 보장 민간투자사업이

더욱 크게 반응하였고, MRG 제도가 존속하였던 기간에서 민간투자사업

제안 중 실제 실시협약 체결 연평균 사업 건수(12.2건)가 MRG 제도가

폐지된 이후 건수(5.1건)보다 2배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MRG 제도가 민

간자본을 유치하는 데는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정책적 목적, 경험 및

정보 부족 등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MRG 제도가 도입되고 민간투자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상황에서

IMF라는 정치·경제적 배경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자본의 투자유

인 제공 등의 정책적 목적으로 더욱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준 것으로 추

정되는 것이다. <그림 3>에서 보이듯이 국내 경기 둔화로 국고채 금리

가 낮은 수준을 지속한 2002∼2005년 기간 중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

다수 체결되고 수익률 스프레드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민간자

본 유치를 위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이미 도입되어 있었지만 사업

추진에 대한 민간의 사업성 제고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당시 불황기의

금리수준보다 높은 수익률이 협상과정34)에서 인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초기에 정부와 민간 사업자 간 협상 및 추진

사례와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사전에 건설비 등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리스크를 민간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수요예측에 대한 리스크까지 감수해

야 되는 민간 사업자는 MRG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규모가 클수

록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등 경험과 정보 부족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

친 것으로 여겨진다.

결과적으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사업자의 투자재원 유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MRG 제도가 민간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등

등은 MRG 보장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수익률을 양보할 여지가 생길 수 있으며 정부 입장에

서도 미래 수입을 보장하였으므로 수익률 협상 과정에서 인하를 요구할 명분이 생길 수 있다.

34) 민간투자사업에서 정부측과 민간측은 보통 10여명 정도의 협상단을 각각 구성하여 총사업비,

운영수입, 운영비용, 수익률 등 각각의 항목들에 대하여 몇 개월에 걸친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

결과에 대하여 민간측은 출자자들과 대주단의 동의를 구하고 정부측은 소관부처와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시킨 후 주무관청 장관과 민간측 대표가 실

시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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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MRG 등 수요위험 분담

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익률을 낮추는 등 정책 차원에서

적절한 안배35)를 다각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5) 이자율 하락과 상승에 따른 국가와 민간사업자의 리스크를 조정하기 위하여 BTO 사업의 경우에도

BTL 사업처럼 주기적으로 수익률을 조정하거나 이자율의 변동 폭이 일정 수준이상이면 조정하는

등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자유치촉진법 시절의 사후정산 방식이 민자사업

추진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해 민간투자법의 사전 확정 방식으로 변경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조

정 방식을 명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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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유형 민간투자사업 사업명 실시협약 체결 MRG
여부36)

공항 인천국제공항 항공기정비시설A 1999년 01월 X

인천국제공항 항공화물창고 1999년 01월 X

도로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1999년 12월 O

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1999년 12월 O

대전천변고속화도로건설 2000년 10월 X

원적산터널 2000년 10월 O

서울외곽(일산~퇴계원) 고속도로 2000년 12월 O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2000년 12월 O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노외주차장 등 2001년 3월 X

광주제2순환도로3-1구간사업 2001년 6월 O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2002년 6월 X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2003년 2월 O

마창대교 2003년 5월 O

일산대교 2003년 6월 O

인천 제2연육교(인천대교) 2003년 6월 O

용마터널 2003년 8월 X

광주제2순환도로4구간사업 2004년 1월 O

을숙도대교민간투자사업 2004년 1월 O

서울~춘천 고속도로 2004년 3월 O

제3경인 고속화도로 2004년 9월 O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2005년 1월 O

용인~서울 고속도로 2005년 1월 O

수석~호평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2005년 12월 X

북항대교 민간투자사업 2006년 1월 O

부산~울산 고속도로 2006년 5월 O

4차선 순환도로(상인~범물간) 도로건설 2007년 6월 O

평택~시흥 고속도로 2007년 7월 X

인천~김포 고속도로 2007년 7월 X

안양~성남 고속도로 2007년 7월 X

창원~부산간 도로 2007년 12월 X

김해동서터널건설사업 2008년 3월 X

노은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2008년 3월 X

광주~원주 고속도로 2008년 5월 X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2008년 8월 X

국도변 화물자동차 정류장(휴게소) 조성 2008년 10월 X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2008년 10월 X

상주~영천 고속도로 2008년 12월 X

수원~광명 고속도로 2008년 12월 X

[표 5-8] 분석 대상 시설유형별 민간투자사업 목록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표 35> , <표 36> 동일)

36) 실시협약 체결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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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유형 민간투자사업 사업명 실시협약 체결 MRG 여부

문화관광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및 구 중앙초교부지 공원조성 2000년 06월 X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조성 민간투자사업 2008년 12월 X

유통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1999년 12월 X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2005년 3월 X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2005년 4월 X

군포 복합화물터미널 확장 2006년 12월 X

수도권북부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2007년 4월 X

정보통신 국방사이버지식정보방 구축 및 운영 2006년 3월 X

철도 부산김해경전철 2002년 12월 O

용인경량전철 2004년 7월 O

신분당선(강남-정자) 복선전철 2005년 3월 O

서울도시철도9호선1단계구간(상부부분) 2005년 5월 O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2006년 4월 O

항만 부산신항[1단계] 2000년 12월 X

인천북항 1-1단계 철재부두(1선석) 민자사업 2001년 8월 X

인천북항 1-1단계 철재부두(2선석) 민자사업 2001년 8월 X

목포신외항 다목적부두(1-2단계) 2001년 12월 O

인천북항 2-1단계 민자사업 2003년 2월 O

군산 비응항개발 2003년 2월 X

울산신항개발 1-1단계 2004년 3월 O

포항영일만신항개발(1-1단계)민간투자시설사업 2004년 6월 O

마산항개발(1-1단계)민간투자시설사업 2004년 6월 O

평택,당진항내항동부두 다목적부두(3선석) 2005년 6월 O

인천북항 일반부두(3선석) 민간투자시설사업 2005년 7월 O

부산항 신항 2-3단계 컨테이너 부두(4선석) 2005년 10월 X

평택.당진항 양곡부두(2선석) 민간투자사업 2006년 11월 X

군장항 잡화부두(2선석) 민간투자사업 2006년 11월 X

광양항 여천일반부두 민간투자시설사업 2007년 1월 X

광양항 3-3단계 컨테이너부두 2007년 10월 X

환경 가은하수도민간투자사업 2000년 11월 O

가평군 현리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2001년 4월 O

부산광역시 영도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2001년 4월 X

부산광역시 동부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2001년 12월 X

이천시 단월(호법)하수도 민간투자사업 2001년 12월 O

송도만수 하수처리시설 2001년 12월 O

[표 5-9] 분석 대상 시설유형별 민간투자사업 목록(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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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전주 하수종말처리시설 3단계(1차)민간투자사업 2002년 2월 O

화성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2002년 4월 O

대천해수욕장 하수도사업 2002년 4월 O

왜관하수종말처리장(증설1단계) 2002년 5월 O

공주시 유구·공암·동학사 하수도 2002년 6월 O

군포시 대야하수도 민간투자시설사업 2002년 8월 O

도양공공하수처리장 2002년 9월 O

평택시 하수처리시설 통복·장당·안중(현덕) 2002년 10월 O

구미시 선산하수도 2002년 11월 O

벌교.회천하수종말처리장 2003년 2월 O

청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2003년 3월 X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2003년 3월 O

부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발전)사업 2003년 7월 O

서천하수도 2003년 8월 O

문산하수도 2003년 8월 O

옥과,석곡하수처리장 신축 2003년 11월 O

고양시 벽제 및 일산하수처리장 2003년 11월 O

포항하수종말처리장 2단계(증설) 2003년 11월 O

방천리 위생매립장 매립가스개발자원화 2004년 2월 O

평창군 진부,대화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2004년 3월 O

검단하수종말처리시설 2004년 4월 X

논산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2004년 4월 O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건설및운영 2004년 8월 X

경주시 외동·건천·양남하수종말처리시설 2004년 8월 O

계룡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설치사업 2004년 12월 O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2005년 1월 O

김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 2005년 2월 O

포천시 슬러지 유동상 소각시설 2005년 2월 O

보령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005년 3월 O

의왕시 부곡하수처리장 증설 2005년 4월 X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2005년 8월 X

동대문구 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설 2005년 12월 X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2006년 12월 X

수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2007년 4월 O

안성시 하수도시설 2007년 7월 X

포항시 장량하수처리시설 2007년 9월 X

장흥군 하수종말처리장 2007년 9월 O

여수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2007년 11월 X

문경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2007년 12월 X

울산하수슬러지 처리시설 2008년 4월 X

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익산시) 2008년 9월 X

울산자원회수시설 2008년 9월 X

김포시 하수도시설 2008년 12월 X

울산굴화,강동 하수종말처리장 2008년 12월 X

[표 5-10] 분석 대상 시설유형별 민간투자사업 목록(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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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의 사례 비교

제 1 절 기존 재정 방식과 민자 방식 비교 연구

MRG 지급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면서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사

업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37)가

종종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부산∼울산 고속도로 사례38)처럼 과거에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였으나, 최근에는 세

종∼안성 고속도로39)처럼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MRG 제도의 후속 영향으로 특정사업을 재정으로

하는 경우와 민자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고자 한다.

어떤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비교 방법이 있겠지만 본 장에서는 수요 불일치 문

제, 과도한 통행료 및 재정부담 등의 주요 쟁점40)들에 대해 살펴보고, 민

자 방식과 재정 방식을 비교시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무엇이며 각 변수

들에 따를 경우 재정 방식과 민자 방식의 특징들은 어떠한지 알아보고

재정 방식과 민자 방식을 논의할 때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7) 신중섭․김수옥(2009),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D공사 고속도로사업의 효율성 비교’, 건설단

계에서는 건설단가가 민자사업의 경우 높아 건설효율성이 재정도로가 높고, 운영 효율성도 재

정사업이 평균적으로 높으나 수익 효율성에서는 민자도로의 요금이 높아 민자도로가 높은 것

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채연태(2012),’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 평가’, 민자사업에서 통행량이 부

풀려지는 경향이 있고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보다 높으며, MRG에 따른 재정

부담이 2038년에 12조 6천억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8) 47.2km(부산 해운대구 좌동～울산 울주군 범서면, 4～6차로), 총사업비 15,488억원으로 타당성

조사(96∼‘97),실시설계(‘97.12∼00.12), 공사착공( ‘01.11)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이었으나 민

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04.11.16), 실시협약 체결(06.5.12)을 거쳐 민자사업으로 전환되었다.

39) 65.9km(세종시 장군면～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4～6차로), 총사업비 24,776억원 사업으로 ‘15년

11월 「세종-안성 고속도로」민간제안서가 접수(GS건설 컨소시엄)되었고, 17년 5월 민자적격

성 조사 완료되었지만 17년 8월 제안서 반려(국토부→GS건설 컨소시엄)하고 재정사업으로 전

환 추진되었다.

40) 한국민자투자학회(2016),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 및 인식도 조사」, 수요 과다 추정 문

제는 민자사업만이 아닌 재정사업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며 민자도로가 재정도로보가 통행료

가 높은 것을 재정도로에 비하여 재정지원 비율이 낮고 회수기간의 제한 등이 있는 점도 작용

하며, 2015년까지 102조의 민간투자가 유치된 점을 감안시 MRG로 인한 재정부담이 심각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 94 -

1. 추정 수요와 실제 수요의 불일치 문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쟁점

은 수요의 불일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자사업에서 통행량이

실제보다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이 있는 바. 예를 들어 천안-논

산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실측교통량이 하루에 29,988대로서 예측 교통량

53,692대에 훨씬 미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사업타당성과 대상사업 추

진을 위해 교통수요를 부풀리고 장래 실측 교통 수요가 적더라도 최소운

영수입보장이 되기 때문에 재정사업보다 민자사업에서의 추정 교통수요

가 더 많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대의 주장은 추정수요와 실제수요간 불일치 문제는 민간투자사업

뿐만 아니라 재정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2000

년 이전에 수요 추정이 이루어진 사업에서는 재정투자사업, 민간투자사

업 가릴 것 없이 수요 불일치 문제가 나타나고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제안사업보다 정부고시사업에서 수요불일치 문제가 더 두드러진다고

주장한다. 주무관청의 입장에서도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수요를 굳이 줄일 유인이 약하며, 이러한 불일치 문제가 나타나고 있

는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들은 아래와 같다(표40). 첫째, 2000년대에 크게

나타난 사회경제지표 변동이다. 예를 들어 1990년대 후반까지도 우리나

라의 인구 증가 속도가 둔화되겠지만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으로 보았으며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저출산 국가가 되리라는 것을 예

측 못한 점 등이다. 둘째로 주변지역개발계획 반영에서 실제 실행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교통 수요 분석시에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여과없이 반영

된 점이다. 셋째로 지종점 통행량(O/D) 및 국가교통D/B 부재 등이다.



- 95 -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인천공항
고속도로

협약 138,930 146,282 93,094 95,920 98,936 102,056 105,282 108,620

실적 64,956 62,165 53,490 51,815 52,970 54,858 60,467 66,713

비율 46.8% 42.5% 57.5% 54.0% 53.5% 53.8% 57.4% 61.4%

천안논산

협약 57,809 60,034 65,379 67,841 70,005 72,150 74,216 76,353

실적 32,209 34,437 37,953 41,489 43,380 44,785 46,950 49,979

비율 55.7% 57.4% 58.1% 61.2% 62.0% 62.1% 63.3% 65.5%

대구부산

협약 58,502 62,127 65,998 70,131 74,564 76,390 78,281 80,242

실적 32,754 34,361 36,832 38,731 39,051 40,974 42,532 46,419

비율 56.0% 55.1% 55.8% 55.2% 52.4% 53.6% 54.3% 57.8%

서울외곽
(일산
퇴계원)

협약 72,068 78,084 84,611 91,646 99,267 107,522 116,464 126,150

실적 59,409 72,865 81,692 84,112 86,535 90,659 96,481 109,469

비율 82.4% 93.3% 96.6% 91.8% 87.2% 84.3% 82.8% 86.8%

부산울산

협약 　 35,609 41,764 48,228 52,265 56,497 57,390 58,304

실적 　 18,599 21,677 23,561 25,228 27,927 29,956 32,516

비율 　 52.2% 51.9% 48.9% 48.3% 49.4% 52.2% 55.8%

용인서울

협약 　 77,046 78,937 82,693 86,448 90,202 93,956 97,709

실적 　 39,005 54,459 63,797 67,319 72,178 77,604 88,115

비율 　 50.6% 69.0% 77.1% 77.9% 80.0% 82.6% 90.2%

서울춘천

협약 　 44,923 45,824 47,809 49,109 49,943 52,021 54,984

실적 　 29,118 35,747 38,397 39,190 39,768 41,020 43,900

비율 　 64.8% 78.0% 80.3% 79.8% 79.6% 78.9% 79.8%

인천대교

협약 　 34,779 35,425 40,492 42,430 44,460 46,587 48,817

실적 　 25,086 25,549 27,440 28,574 30,993 34,909 38,990

비율 　 72.1% 72.1% 67,8% 67.2% 69.7% 74.9% 79.9%

서수원
오산평택

협약 　 37,480 38,353 39,247 40,160 43,472 50,443 51,941

실적 　 14,269 25,321 31,852 34,523 37,564 40,234 43,531

비율 　 38.1% 66.0% 81.2% 86.0% 86.4% 79.8% 83.8%

평택시흥

협약 　 　 　 　 　 64,985 65,625 66,280

실적 　 　 　 　 　 54,107 57,662 60,890

비율 　 　 　 　 　 83.3% 87.9% 91.9%

합 계

협약 327,309 576,364 549,385 584,007 613,184 707,677 740,265 769,400
실적 189,328 329,905 372,720 401,194 416,770 493,813 527,815 580,522

협약 57.8% 57.2% 67.8% 68.7% 68.0% 69.8% 71.3% 75.5%

[표 6-1] 민자고속도로 통행량 현황

(단위: 대/일)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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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선 구 간
개통
연도

연장
(km)

사업비
(억 원)

교통량(‘14년) 교통량(‘15년)

예측 실측
실측/
예측

예측 실측
실측/
예측

서해안선
서천∼당진 ‘01 103.5 13,667 53,261 32,593 61% 53,261 33,179 62%

군산∼무안 ‘01 113.8 11,929 29,258 17,348 59% 29,258 17,706 61%

중앙선
풍기∼제천 ‘01 51.5 11,153 23,317 17,251 74% 23,317 19,362 83%

원주∼홍천 ‘01 44.1 5,201 19,641 15,083 77% 19,641 16,631 85%

통영
대전선

함양∼무주 ‘01 60.4 10,179 37,375 18,991 51% 37,375 21,159 57%

통영∼진주 ‘05 47.9 10,809 32,149 20,289 63% 32,149 21,699 67%

고창
담양선

장성∼담양 ‘06 25.1 5,144 48,085 10,494 22% 48,085 11,495 24%

고창∼장성 ‘07 17.2 3,542 34,088 15,476 45% 34,697 16,632 48%

익산
포항선

대구∼포항 ‘04 69.4 19,950 55,611 31,544 57% 57,141 33,232 58%

익산∼장수 ‘07 61.0 13,077 59,729 14,166 24% 60,704 14,909 25%

무안
광주선

무안∼광주 ‘08 41.4 6,107 37,546 21,284 57% 38,755 23,177 60%

서울
양양선

춘천∼동홍
천

‘09 16.2 4,272 37,624 15,577 41% 39,139 17,310 44%

당진
영덕선

청원∼상주 ‘07 79.4 14,148 46,885 29,268 62% 46,885 30,579 65%

당진∼대전 ‘09 91.6 17,138 40,791 24,362 60% 40,791 25,549 63%

서천
공주선

서천∼공주 ‘09 61.4 9,365 22,424 14,005 62% 22,424 14,922 67%

순천
완주선

순천∼완주 ‘11 117.8 22,332 39,078 17,573 45% 39,626 19,016 48%

남해선 영암∼순천 ‘12 104.9 22,930 38,491 10,847 28% 39,657 11,649 29%

중부
내륙선

김천∼여주 ‘04 151.2 27,000 40,268 48,791 121% 40,268 51,936 129%

현풍∼김천 ‘07 62.0 10,471 45,800 22,645 49% 46,909 24,753 53%

여주∼양평 ‘12 36.1 5,608 61,131 7,267 12% 62,445 8,985 14%

평택
제천선

평택∼안성 ‘02 25.7 5,564 73,149 68,013 93% 76,140 72,456 95%

안성∼음성 ‘08 34.2 6,109 50,055 36,350 73% 51,972 40,411 78%

음성∼충주 ‘14 45.3 9,665 - - - 34,441 22,865 66%

평 균(산술평균) 42,080 23,146 56% 42,395 24,766 60%

[표 6-2] 2000년 이후 개통된 재정투자 고속도로의 예측 대비 실측 교통량

(단위 : 대/일)

자료: 함진규 국회의원실, 「2016년 국정감사자료」(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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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사회경제지표
추정문제

ㅇ 1990년대 중반까지는 사회경제지표(인구, 자동차보유대수

등)의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

ㅇ 2000년대 들어 인구, 경제성장률, 자동차보유대수 등 경제

지표 증가율 급락

- 2000년 이전 교통수요 예측 사업의 교통량 과다 추정 요

인으로 작용

개발계획
반영방법

ㅇ 2000년 전까지는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별도 여과장치 없이

예측에 반영

- IMF 이후 기 수립된 개발계획들 상당수가 추진 지연, 취소

ㅇ 당초 반영한 주변 개발계획이 미 실현되거나 지연될 경우

실제 교통량 감소

국가교통D/B
미구축

ㅇ 2000년 전까지는 체계적인 O/D 조사자료 없었음

ㅇ 2003년에야 국가교통DB 구축 및 O/D 체계적인 조사

ㅇ 신뢰성 없는 O/D에 기초한 수요 추정으로 인한 오류 발생

[표 6-3] 예측교통량과 실제교통량 격차 발생원인

자료: 한국민간투자학회(2016.5월),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 및 인식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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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자도로의 과도한 통행료 문제

민자고속도로의 과도한 통행료 문제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편

이다. 민자고속도로의 사용료가 재정고속도로의 사용료보다 높은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업자가 수익률을 높게 반영하였기 때문이

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으로 주장이 있는 반면, 민자고속도로사업의 경우 용지

보상비 및 건설분담금으로 평균 약 25%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총

민간투자비(100%)를 일정기간(30년) 동안 통행료 징수를 하여 회수해야

하는 구조인데 반해 재정사업도로의 경우는 민자도로에 비해 재정지원금

비율도 높고, 회수기간 제한도 없는 차이가 있고, 재정사업의 경우 원가

율 이하의 통행료 징수로 국민 세금으로 도로이용자에게 통행료를 보조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며 한국도로공사는 만성적인 적자운영과 천

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으므로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주장

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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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구분
2005 2010 2015

K-GAAP기준 K-GAAP기준 K-IFRS기준 K-IFRS기준

한국도로공사
(설립1969년)

자 산 345,979 471,725 479,922 576,057

부채 총 액 (억원) 158,051 228,547 237,286 269,571

연평균증가율(%) 6.45% 7.70% 7.53% 2.59%
　

부채비율 (%) 84.10% 93.98% 97.80% 87.96%

철도시설공단
(설립2004년)

자 산 200,976 192,609

기준변경
2012년

180,730

부채 총 액 (억원) 71,962 139,796 200,382

　
연평균증가율(%) 14.05% 14.54% 5.44%

　

부채비율 (%) 35.81% 72.58% 110.87%

한국철도공사
(공사전환
2005년)

자 산 140,495 198,123 210,473 181,987

부채 총 액 (억원) 57,994 96,580 126,236 134,502

　
연평균증가율(%) - 11.22% 15.30% 2.48%

　

부채비율 (%) 70.30% 95.10% 149.90% 283.30%

토지주택공사
(공사통합
2009년)

자 산 481,496 1,479,031 1,478,787 1,698,895

부채 총 액 (억원) 343,831 1,254,692 1,215,265 1,341,885

　
연평균증가율(%) 14.45% 29.95% 26.35% 2.09%

　

부채비율 (%) 249.76% 559.28% 461.16% 375.87%

[표 6-4] 주요 공기업 부채현황

주: 1) 2016년 1분기 공시기준

2) 철도시설공단의 부채증가율은 2012년부터 K-IFRS 적용

3)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서 부채비율=부채/자산으로 계산

4)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05년 자산, 부채 자료는 토공+주공 자료

자료: 한국민간투자학회(2016.5월),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 및 인식도 조사」, p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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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 문제

민간투자사업 추진으로 인해 건설보조금과 MRG에 따른 정부 재정부

담이 증가하였고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장기 재정부담액이 2038년에

는 12조 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민간사업자에게 정부의 지

원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2015년 12월 말 기

준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비는 102조 2,557억원으로 MRG

지급 총액 5조 6,020억원은 총민간투자비의 5.48% 수준이므로 MRG 제

도가 있었기 때문에 민간투자제도가 활성화된 점도 같이 검토되어야 한

다는 주장도 같이 제기된다.

재정 부담을 주장하는 측면에서는 MRG 제도가 민간투자자들이 MRG

에 기대어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했다는 점, MRG

제도가 없었다면 장래 수요 예측의 사업에 대한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

에 더 보수적으로 수요 추정이 이루어졌을 것이란 점, 민간투자자의 창

의와 효율을 추구하는 유인을 감소시킨 점 등이 강조되고, 반대의 입장

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을 리스크가 큰 위험자산으로 평가하여 투

자를 꺼리던 국내 금융기관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기여한 점, 민간투자

법 체계에서는 민자유치촉진법상의 총사업비, 운영비, 무상사용기간, 사

용료 등 제반요소를 잠정 결정한 뒤 사후에 정산하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의 제반 요소들을 사전에 확정하는 구조

로 가면서 민간이 위의 요소들을 책임지게 하였는 바 이에 대한 위험 분

담 차원에서 수요 위험을 정부와 민간이 분담하게 되었다는 점 등이 고

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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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0년
이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총 민간투자비 836,512 36,994 55,445 31,866 26,724 35,016 1,022,557

MRG지급액 19,145.7 5,331.4 6,547.4 8,605.2 8,162.0 5,282.2 53,073.9

천안-논산고속도로 3,448.9 484.0 448.0 454.0 487.0 442.0 5,763.9

대구-부산고속도로 1,723.2 567.0 667.0 839.0 816.0 848.0 5,460.2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07.1 416.0 236.0 344.0 311.0 297.0 1,811.1

부산-울산고속도로 317.0 280.0 435.0 426.0 394.0 390.0 2,242.0

서울-춘천고속도로 36.0 165.0 96.0 96.0 84.0 90.0 567.0

서수원-평택고속도로 - 92.0 25.0 14.0 3.0 17.0 151.0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8,168.6 690.0 762.0 977.0 925.0 982.0 12,504.6

인천제2연육교(인천대교) 12.0 69.0 115.0 127.0 34.0 138.0 495.0

인천공항철도 3,873.3 1,322.0 2,750.0 2,959.0 2,872.0 486.0 14,262.3

용인-서울고속도로 24.0 15.0 - - - - 39.0

인천북항다목적부두2-1단계 - 117.0 268.0 197.0 310.0 257.0 1,149.0

인천북항일반부두(3선석) - - - - 74.0 101.0 175.0

포항영일신항개발1-1단계 - 12.0 34.0 40.0 53.0 46.0 185.0

울산신항1-1단계 - 21.0 - 36.0 115.0 80.0 252.0

평택당진항내항동부두 - - - 66.0 - 47.0 113.0

목포신항다목적부두1-1단계 44.3 48.0 53.0 57.0 59.0 59.0 320.3

목포신항다목적부두1-2단계 12.3 12.0 13.0 13.0 13.0 13.0 76.3

우면산터널 50.0 37.0 - - - - 87.0

서울도시철도9호선1단계구간
(상부부분)

131.0 292.9 - 831.0 - - 1,254.9

수정산터널 126.0 126.0 71.0 - 160.0 65.0 548.0

부산거제간연결도로 - - - 232.0 150.0 108.0 490.0

부산김해경전철 - - - 143.0 523.0 609.0 1,275.0

문학산터널 58.0 50.0 13.0 - - 61.0 182.0

원적산터널 64.0 68.0 15.0 - 69.0 - 216.0

만월산터널 81.0 60.0 66.0 - 76.0 - 283.0

4차선순환도로
(범물지구∼안심국도)

191.0 - 200.0 194.0 180.0 - 765.0

[표 6-5] 각 연도별 총민간투자비 및 MRG 지급현황

(단위 : 억원)

주: 총투자비는 한국개발연구원, �2015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연차보고서�, 2016.3,

p.91, 2010년∼2015년 MRG 지급액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각년도, 2009년 이전 MRG 지급액은 국회예산정책처, �민

간투자사업 편람�, 2010.7. 참고

자료: 한국민간투자학회(2016.5월),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 및 인식도 조사」, p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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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0년
이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마창대교 119.0 94.0 94.0 143.0 68.0 - 518.0

광주제2순환도로1구간 201.0 133.0 53.0 182.0 - - 569.0

광주제2순환도로3구간1공구 84.0 56.0 62.0 - 124.0 67.0 393.0

광주제2순환도로4구간 20.0 4.0 - - - - 24.0

일산대교 52.4 46.2 36.0 52.0 52.0 - 238.6

제3경인고속화도로 - - - 45.0 96.0 65.0 206.0

군포시대야하수도 1.2 3.5 2.5 3.0 3.0 4.0 17.2

이천시단월하수도 0.2 0.2 - 0.0 - - 0.4

신천, 장흥 및 곡릉하수도 - 1.0 - - - - 1.0

포천시슬러지유동상소각시설 0.6 - - - - - 0.6

여주시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0.1 1.5 1.4 1.1 - 0.2 4.3

미시령동서관통도로 37.0 28.6 25.0 25.9 - - 116.5

보령시대천해수욕장하수도사업 5.5 6.0 6.0 6.0 7.0 7.0 37.5

계룡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사업 2.7 1.8 - - - - 4.5

서천하수도시설사업 15.6 - - - - - 15.6

전주시하수종말처리장3단계증설 - - - 101.0 103.0 - 204.0

옥과·석곡하수종말처리장 1.3 - - - - - 1.3

고흥 도양공공하수처리장 - - 0.1 1.0 1.0 3.0 5.1

경주시외동,건천,
양남공공하수처리시설

19.0 2.6 - - - - 21.6

문경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 9.4 - - - - - 9.4

문경시가은하수종말처리사업 9.0 9.1 0.4 0.2 - - 18.7

[표 6-6] 각 연도별 총민간투자비 및 MRG 지급현황(계속)

(단위 : 억원)

주: 총투자비는 한국개발연구원, �2015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연차보고서�, 2016.3,

p.91, 2010년∼2015년 MRG 지급액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각년도, 2009년 이전 MRG 지급액은 국회예산정책처, �민

간투자사업 편람�, 2010.7. 참고

자료: 한국민간투자학회(2016.5월),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 및 인식도 조사」, p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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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추진 비교 사례 :

천안-논산 고속도로 사후 VFM 분석

이와 같이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각자의 논리에

따라 전개될 경우에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추진 방식 중 어느 방식이 타

당한지를 알려고 하는 경우에 동 추진사업이 향후에 추진하여야 할 미래

사업의 경우에는 적격성 조사가 재정사업 추진과 민자사업 추진을 비교

하는 틀로써 작용한다.

적격성 조사(VFM: Value For Money)은 민자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

기 위한 것으로 민자사업 추진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 근거

하여 수요 추정의 적정성과 더불어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조사는 1단계(타당성 판단) 경제성 분석(B/C≧1), 정책적 분석 및 지

역균형발전 분석을 기준으로 종합평가(AHP≧0.5), 2단계(민자 적격성 판

단)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제안이 적격한지 판단(VFM≧0),

3단계(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적정 사업비, 사용료, 재정지원 규모 등

을 산출하고 민간투자 실행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위험비용
(국고채 이자, 보험료 등) ↕ VFM

운영기간중
투자비 회수액

운영수익
(‘수입 > 비용’시 부(-)의 효과) 위험부담액

(BTO-rs 및 a의 경우)

건설비
(토지보상비 포함)

건설보조금(BTO)
또는 임대료(BTL)

토지보상비

<재정사업> <민자사업>

[표 6-7] 민자사업을 선택하는 경우



- 104 -

①단계 : 타당성조사

�정부대안(PSC0) 설정
․총사업비* 및 운영비 산정(주무관청 제시)
* 조사․설계․공사․부대비 등

�수요 분석, 편익 산정

�타당성 종합 판단
․B/C 및 AHP
* IRR, NPV 방식 사용도 가능

②단계 : 민자적격성 조사

�PSC0 확정

�정부실행대안(PSC1) 산정
․유사사업 턴키 공사 낙찰률 반영
* 도로․철도 90%, 항만 86%, 건축 95% 등

�민간투자대안(PFI1) 마련
․건설보조금, 용지비 등 소요사업비 산정
* 민간제안일 경우 제안내용 준용

�PSC1 과 PFI1 비교 ․PSC1 > PFI1 일 경우, 타당

③단계 : 실행대안 구축

�민간투자실행대안(PFI2) 마련
․재무모델(수익률, 차입금 이자율, 사용기간․사용
료 등)을 마련하여 사용료 등 재조정

자료: 기획재정부

1단계에서 AHP≧0.5 이상으로 타당성이 확보되고 2단계에서 민자적격

성이 있는 경우(VFM≧0)에 민간투자 실행 대안을 토대로 민간과 협상

을 추진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논쟁되는 것은 미래 사업에 대한 추진 방식 논쟁이 아니

고 과거 추진된 민자사업에 대한 각자의 주장이므로 과거 추진된 민자사

업에 대하여 재정사업 추진시와의 비교를 굳이 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분

석틀을 과거의 민자사업에 적용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천안-논산 고속도로 사업 대한 기존 분석41)이 있는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수행하였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최초 실

시협약을 실시할 때로 되돌아가서 현형 적격성조사 분석기준을 적용하여

41) 한국민간투자학회(2016.5월),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 및 인식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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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FM 분석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최초 실시협약 체결시점의 PFI 정부부

담액은 현재까지의 실적통행료 수입에 근거한 재추정 통행료수입을 기준

으로 산정되는 최소운영수입보장액(MRG) 지급금과 건설보조금으로 구

성하였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최초실시협약 체결일 이후 검토일 현재

(2015년 말)까지 변경된 사업비, 운영비 또는 통행료 변동 분을 반영하여

수정된 최종 실시협약과 통행료수입 실적, 실제물가상승률, 운영수입보장

액 발생 등 실적을 반영하여 VFM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 따르면 천안-논산 고속도로 VFM 비율은 0.84%

로 VFM을 확보하였는 바 사업 추진 당시 시점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

했을 경우보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정부의 부담이 적게 나타난다

는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2015년까지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분석)에 따르

면 천안-논산의 경우 협약변경을 통해 MRG를 90%에서 82%로 감소시

켜 정부 부담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VFM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분

석하고, 그 원인을 국고채 금리 하락과 재무적 할인율의 감소는 VFM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저물가는 VFM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복합적 결과로 주장한다.

국고채 금리의 하락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을 상정한 정부실행대안(PSC)의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

는 것으로 정부의 재원조달 비용을 낮춤으로써 민간투자대안(PFI)의 상

대적 매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또한, BTO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가 현

재의 자본지출을 절약하는 대신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을 징수하

는 권한을 민간에게 부여하는 사업 방식이기 때문에 할인율이 낮을수록

정부가 포기한 기대수익의 현재가치가 커지게 되어 민간투자사업의 매력

이 낮아지게 되어 할인율의 인하는 VFM을 나빠지게 한다. 물가가 하락

하면 정부의 실질 조달비용이 증가하여 정부실행대안(PSC)의 매력이 감

소하고 민간투자대안(PFI)을 유리하게 하여 VFM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 전체적으로 보면 MRG 수준의 하향 조정과 물가 하락이

VFM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할인율 및 국고채 금리 하락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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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커서 종합적으로 VFM이 협약시점에 비하여 나빠졌으며 VFM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한다.

구 분 시나리오1 최종협약 실물가 재무할인율 국고채금리

내용
MRG 90% → 82%
협약조건변경

5% →2%
(실적)

9.5% →
6.0%, 5.5%

8.90% →실적

VFM금액1) 56 873 1,441 - 880 - 1,200

VFM비율 0.84% 13.71% 20.14% -14.37% -21.92%

VFM차이2) 817 568 -2,321 -320

[표 6-8] 최초협약 대비 현 시점의 단계별 VFM 변화

(천안논산고속도로)

(단위: 억원)

주: 1) 항목별 변동 효과는 누적적으로 산정, 시나리오1과 항목별 재정 부담금 현재가치 차이

2) 단계별 VFM 금액 차이

자료: 한국민간투자학회(2016.5월),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 및 인식도 조사」

제 2 절 재정 방식과 민자 방식 비교 변수 및 특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자사업과 재정사업간 비교에 있어 추정수

요와 실제 수요의 불일치 문제, 민자도로 비싼 통행료 문제, 최소운영수

입보장으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 문제 등과 관련하여 상반된 주장이 제

기되고 있고 각자 근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천안논산고속도로를 사후

VFM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MRG 수준의 하향과 물가하락은 VFM을

개선하지만 할인율과 국고채 금리 하락은 VFM을 나빠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변수가 어떻게 변하였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 변화의 정

도에 따른 구체적 영향에 따라 사후 VFM 결과는 다르게 나올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특정 사업을 재정으로 할 것인지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비교․판단할 수 있는 변수를 더 많이 파악하여야 할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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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게 된다. 위의 물가와 금리 및 할인율 외에도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더 파악할수록 우리의 판단은 실수를 줄이고 객관

적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수를 파악를 위하여는 우선 우

리가 민자사업을 진행할 경우 적용하는 민간투자법 제11조에 따른 일반

적인 산식이 많은 도움을 주는 바, 산식은 아래와 같다.


 






 
 






n: 시설의 준공시점,

N: 무상 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종료시점. 다만, 민간에게 소

유권이 영구 귀속되는 시설인 경우는 분석대상기간,

: 시설의 준공을 위해 매년도 투입되는 비용. 다만, 정부재정지원 금액은

제외

: 매년도 운영수입,

: 매년도 운영비용. 다만, 법인세 제외,

: 사업의 세전 실질수익률(IRR)

자료: 기획재정부

이 산식은 원칙적으로 총투입비용과 향후 수익을 일치시키는 수익률을

결정하기 위한 공식이지만 민자사업 추진의 주요 변수를 파악하게 해주

는 바, 이에 따르면 주요 변수는 총사업비, 운영수입, 운영비용, 건설기

간, 무상운영기간, 수익률로 파악된다. 이에 따르면 재정사업 추진의 경

우나 민자사업 추진의 경우에 어느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총사업비가 적

고 건설기간이 짧고, 운영수입은 많고 운영비용과 운영기간도 짧으며 수

익률 요구 수준이 적으면 해당 사업의 추진방식이 유리해진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든 아니면 민자사업으로 추진

하든 일방적으로 우수한 경우는 거의 없다. 여기서 우리는 해당 변수별

로 재정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민자로 추진하는 경우에 어떤 경향이 있는

지를 알아보는 것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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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사업비 및 건설기간에서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추진 특징

일반적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총사업비 변경제도를 통하

여 당초 총사업비 및 건설기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완

공된 재정고속도로 5개 사업의 경우, 낙찰가 대비 준공시 총사업비가 5.7

∼23.4%까지 증가한 반면, 최근 완공 민자고속도로 5개 사업의 경우 실

시협약(사업자 지정) 대비 준공시 총사업비가 0.1∼2.9% 증가에 그쳤다.

구 분
총사업비(보상비 제외)

증감율
발주・낙찰 준공

재

정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21,690 22,928 5.7%

동해-삼척 고속도로 4,689 5,469 16.6%

상주-영덕 고속도로 24,101 25,819 7.1%

울산-포항 고속도로 14,677 18,113 23.4%

성산-담양 고속도로 18,666 20,142 7.9%

구 분
실시협약
(사업자지정)

준공 증감율

민

자

옥산-오창고속도로 1,894 1,896 0.1%

구리-포천고속도로 10,858 10,877 0.2%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3,499 3,542 1.2%

수원-광명고속도로 8,907 9,169 2.9%

광주-원주고속도로 8,094 8,324 2.8%

[표 6-9]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총사업비 비교

(단위: 억원)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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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설기간의 경우에도 재정고속도로 5개 사업 중 일부사업의 경

우에는 공사기간이 당초 계획대비 36개월 지연된 사례도 있었지만, 최근

민자고속도로 5개 사업은 모두 당초 계획 대비 공사기간을 준수하였다.

구 분

공사기간(월)

실시설계시 계획(A) 실제(B) 차이

재

정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84 108 24

동해-삼척 고속도로 84 96 12

상주-영덕 고속도로 84 84 -

울산-포항 고속도로 60 96 36

성산-담양 고속도로 84 84 -

구 분 실시계획 승인시 계획(A) 실제(B) 차이

민

자

옥산-오창 고속도로 48 48 -

구리-포천 고속도로 60 60 -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54 54 -

수원-광명 고속도로 60 60 -

광주-원주 고속도로 60 60 -

[표 6-10]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건설기간 비교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이러한 재정사업 총사업비 증가는 착공 이전단계에서는 예산확보를 의

식하여 총사업비를 과소 추정하는 경향이 있고, 시공 단계에서의 설계 변

경 등을 통한 물량 추가로 인한 비용 상승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재정사업은 SOC 예산 삭감 추세 및 동일 사업에 충분한 예산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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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기보다 많은 사업에 예산을 나누어 반영하는 등의 예산의 제약으로

인한 사유 등으로 공기증가 위험(time overrun)이 발생하나, 민간투자사업

자의 경우 총사업비의 사전확정이 원칙으로, 예를 들어 추가시설 건설 요

청 등 주무관청의 귀책이외에는 설계변경을 불허하여 사업비의 증액변경

(cost overrun)이 드물며, 실시협약에 정해진 공사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일정한 운영기간내에 투자비를 회수해야하기 때문에 재정사업 대비하여

공기 준수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재정사업의 경우 당초 설계와 시공의 분리 및 최저가 방식 적

용 등으로 당초 낙찰률이 낮아서 총사업비 변경이 많이 발생하고 민자사

업의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하는 턴키 방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당초 총사업비가 높게 책정되었고 총사업비 변경이 적다는 주장42) 및

BTO사업의 경우 실시협약 협상개시 시점으로부터 실시협약 협상완료시

까지 평균 12∼14개월이 소요43)되므로 재정사업과 단순비교가 어렵다는

주장도 유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운영수입과 운영비용에서의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추진 특징

운영수입의 경우 운영과정상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민자사

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어느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우수하다고 판

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요금수준은 민간투자사업이 높지

만 교통량이 어는 쪽이 더 높은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민자사업의 경우에 재정사업보다 요금이 높은 바 동일 교통량이라면

42) 재정사업 추진 종사자들과의 토론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로 구체적 근거를 제출하지는 않지만

재정사업 추진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주장이 있었다.

43)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 협상 수행․관리 방안 연구’(2008.9). 하지만

반대로 도로사업의 경우 재정으로 추진시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착공까지 평균 63개원이 소요되

나 정부고사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대상사업지정부터 공사착공까지 54개월, 민간제안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 제안서 검토부터 공사착공까지 평균 36개월이 걸린다는 조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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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측면에서 민자사업이 유리할 수 있지만 재정사업 도로의 경우 요금

이 낮기 때문에 재정사업 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고, 통행료를 배제하고

도로 서비스 수준에 대하여만 판단할 경우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높은 통

행료에 맞게 도로 서비스 수준이 조금 좋다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를 이유로 통행량이 증가한다는 근거가 희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

다. 부산-울산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사업처럼

민자사업자가 도공에 운영을 위탁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 운영주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민자사업과 재정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서비스 수준이

달라진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운영비용의 경우 민자사업 추진의 경우가 재정사업 추진의 경우보다

낮게 책정된다고 하지만 운영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를 외주로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비판44)이 있

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운영기간은 민자사업은 보통 30년 정도이지만 재정사업의 경우는 제한

이 없다. 이 경우에 민자사업의 운영기간이 끝나면 동 시설물은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정비하여 국가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동 시

설물의 운영에 따른 수입은 추가 수입이 되므로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을

비교시 동 수입도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5월 말 기준으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된 사업은 총 9개

사업이며, 2020년까지 24개 사업, 2021∼2029년에는 222개 사업, 2030∼

2039년 사이에 291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44) 주간경향(2018.9.28.), ’민자철도 대폭허용 사고철 악몽 재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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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협약 만료일 비고

고양시 원능하수도 2011-05-02 고양시 운영

인천공항 급유시설 2012-08-13

인천공항공사에 매각인천공항화물터미널(D) 2013-08-01

인천공항화물터미널(C) 2013-10-01

현리하수도 2014-09-30 가평군 운영

상주시 소각로 2014-12-01 한시적 위탁운영(폐쇄 예정)

인천공항 열병합발전소 2015-03-01 인천공항공사에 매각

경주시 제1공영주차장 2015-12-31 경주시 직영

경주시 제2공영주차장 2016-02-16 경주시 직영

[표 6-11]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사업(2016.5월 말 기준)

자료: KDI PIMAC infrainfo, 2016년 5월 기준

구분 2020년까지 2021∼2029년 2030∼2039년 2040년 이후

BTO사업 12 76 37 31

BTL사업 12 146 254 -

계 24 222 291 31

[표 6-12] BTO사업 및 BTL사업의 관리운영권만료(운영만료시점)

예정 사업 현황

(단위: 개)

주: 현재 운영단계의 민간투자사업을 기준

자료: infrainfo, 2016.5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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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률의 경우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추진 특징

민자사업의 수익률은 사업위험(건설위험, 운영위험, 장기투자 프리미엄

등)이 반영되어 국고채의 이자율과는 다른 개념으로써 재정사업과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비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조달금리로 접근할 경우와 실제 사업의 수

익률로 접근할 경우를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는 바, 먼저 사업추진을

위한 조달금리의 개념으로 접근할 경우에 민자사업의 재원 조달금리는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국고채 금리보다 당연히 높기 때문에 민간투자

사업의 조달금리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수요위험이 없는 BTL 민자사업

에서의 조달금리는 가산율 차이만큼 민자사업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가산율은 사업유형마다 다르지만 약 1.0∼1.5% 수준으로 파악된다. 수요

위험이 있는 BTO 민자사업에서의 조달금리는 BTL 민자사업 조달금리보

다 더 크고 특히 도로 등과 같은 BTO 사업의 경우 민자사업 조달금리가

재정사업 조달금리보다 높은 것은 분명하다. 현재 운영중인 민자고속도

로의 수익률(세전불변)은 4.74∼11.08% 수준이다. 민자제도 도입 초기에

추진되었던 사업들은 높은 리스크 등을 반영하여 10% 내외의 수익률을

보인 반면 최근의 사업들은 5% 내외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위와 달리 실제 재정사업 운영을 통한 실제 수입의 발생을 통한 수익률

로 접근할 경우 재정사업의 경우 민자사업과 달리 재무적 수익률을 산정

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 통계를 확보하기 어렵고 민자

사업의 실시협약 수익률과 단순비교가 곤란하다. 다만, 통합채산제로 도

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경우에 낙후지역의 사업도 추진하다보

니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민자사업 대비 낮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수익률을 비교할 경우에 국가

보증이 없는 민자사업의 경우에 협약에서 정해지는 사업 수익률이 재정

사업보다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 운영 수익률을 보는 경우에도 재정

사업보다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민자사업의 경우 사용료가 높고 재

정사업의 경우 정책적으로 낮은 요금을 적용하거나 낙후지역 등의 사회

기반시설 운영 등 요인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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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실시협약체결일 세전실질

옥산-오창 고속도로 2012-01-11 5.3

구리-포천 고속도로 2010-12-29 5.55

수원-광명 고속도로 2008-12-31 5.57

상주-영천 고속도로 2008-12-31 5.7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2008-10-31 5.01

제2영동(서울-원주)고속도로 2008-05-30 5.53

안양-성남 고속도로 2007-07-31 6.41

인천-김포 고속도로 2007-07-18 5.7

평택-시흥 고속도로 2007-07-18 4.98

부산-울산 고속도로 2006-05-12 4.74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2005-01-10 6.98

용인-서울 고속도로 2005-01-10 7.6

서울-춘천 고속도로 2004-03-19 7.82

인천 제2연육교(인천대교) 2003-06-13 9.28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 고속도로 2000-12-14 11.08

대구-부산 고속도로 1998-03-17 9.82

천안-논산 간고속도로 1997-04-03 10.32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995-10-27 10.51

[표 6-13] 민자 고속도로 실시협약체결일과 세전실질수익률 현황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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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요약 및 시사점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추진 방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어

왔다.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누적되어 가면서 추정수

요와 실제 수요의 불일치 문제, 민자도로 비싼 통행료 문제, 최소운영수

입보장으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 문제 등과 관련하여 상반된 주장이 제

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객관적 비교를 위한 적격성 조사

방식을 활용하여 살펴본 천안논산고속도로 사후 VFM 분석은 한 가지

결론이 아니라 MRG 수준, 물가, 할인율, 국고채 금리 등 변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와 마

찬가지로 기존 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도 각각 변수가 어떻게 변하였느

냐에 따라, 그리고 그 변화의 정도에 따른 구체적 영향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올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것이다.

여기서 실수를 줄이고 더 객관적 판단을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

식에서의 일반적인 산식에 따라 총사업비, 운영수입, 운영비용, 건설기간,

무상운영기간, 수익률의 변수를 추가하여 민자사업과 재정사업 추진시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이에 따르면, 총사업비와 건설기간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총사업비 변경제도를 통하여

당초 총사업비 및 건설기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저가 방

식과 턴키 방식의 입찰 방식의 차이와 민자사업에서 협상기간의 장기화

도 같이 검토되어야 하는 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운영수입의 경우 요금수준은 민자사업의 경우가 높지만 교통량

이 어느 경우에 더 많은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추진

하는 경우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어느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

이 더 우수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운영비용의 경우 민자사업

추진의 경우가 재정사업 추진의 경우보다 낮게 책정하는 경우도 많지만

운영비를 절약하기 위해 외주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에 안전사고가 높아

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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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과 관련해서는 2016년 5월말 기준으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된 사업은 총 9개 사업이며, 2020년까지 24개 사업, 2021∼2029년에

는 222개 사업, 2030∼2039년 사이에 291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

로 파악되었는 바 이후의 운영수입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재정사

업과 민자사업의 추진 비교시에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민자사업의 수익률은 국고채의 이자율과는 다른 개념으로써 재정사업

과 단순 비교는 어렵다. 조달금리 개념의 경우 민자사업의 수익률이 국

고채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이 높다고 할

수 있고, 실제 수입의 발생을 통한 수익률로 접근할 경우 통합채산제로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경우처럼 낙후지역의 사업도 추진하

다보니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민자사업 대비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특정 사업을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판

단할 경우 많은 변수들이 있음을 알게 된다. 결론적으로 어느 한 방식으

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추진 당시 여러 변수들

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여야 하며 선험적으로 어느 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총사업비, 건설기

간, 운영수입, 운영비용, 운영기간, 수익률 등의 지표 관련 자료들을 체계

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이들 변수의 미래 흐름을 정확히 예측하여

사전 VFM 작업을 보다 정밀하게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일 것 같

다. 우리나라 SOC의 역사를 보면 초기에는 공무원이 직접 건설 운영하

였고 그 후 SOC 확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 공사 등 공기

업을 활용하였으며 이 후 추가적으로 민간 활용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이 직접하던, 공기업을 활용하던, 민간을 활용

하던 그 시대적 상황에서 적절한 VFM 분석을 통한 최적 대안 찾는 것

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판단된다.



- 117 -

제 7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민간투자사업은 총 민간투자비 기준으로 2015년말 기준 104.1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졌고(BTO 73.6조, BTL 30.5조), 총 690개의 사업(BTO

229개, BTL 461개)이 추진 중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문조사45)를 보면 일반국민의 경우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2.2%에 그치고, 다소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1.4%로서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43.6%에 불과한 반면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8.0%, 다소 부

정적이라는 응답이 48.4%로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전체의 56.4%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는 민자 고속도로 사업을 혈세 먹는 하마로 표현하는 등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inimum Revenue Guarantee, MRG)에 대한 비

판적 기사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인프라 투자 사업에 대한 리스

크를 완화하여 IMF 위기 이후 침체에 빠진 민간투자사업에 건설사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2015년말 기준으로 104.1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에 기여한 면도 있는 것이다.

향후에도 국가부채와 복지지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

한 정부지출의 여력이 부족해지고 이에 따른 민간투자가 불가피한 것으

로 판단되는 바, 민간투자제도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던 최소운영수

입보장제도와 관련된 도입과 변천과정, 국제비교, 실시협약상 수익률과의

관계, 민자사업 추진과 재정사업 추진의 비교 사례 등 다양한 고찰을 통

하여 향후 방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민간투자사업의 변천과정과 관련하여 전통적 4단계 분류는 민간

45) 한국민간투자학회(2016.5월),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 및 인식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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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제도의 변천 과정에서 주요한 제도 변화 즉 개별법의 주무관청별로

독자적 운영 시기, 범정부차원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

법 제정, 민간투자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통하여 BTO 민자사업이 활성

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의 개정을 통하여 생활기반시설

에 대한 BTL사업 방식이 도입 등 제도변화의 주요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 분류는 2016년 3월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통한 임대형

민자사업(BTL)에도 민간제안이 허용을 놓치고 있는 점이 있는바 이를

반영하여 2016년 이후를 5기로 분류하여 제도 변화를 시기적절하게 반영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처럼 민

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목표 달성시 정부가 예산을 집

행, 투자자에게 성과를 보상하는 사회서비스 사업 확대 및 이를 위한 민

간투자법 개정 추진 미래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변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법률적 근

거와 도입 연혁에 대하여 1999년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라 신규로 도입된

제도라는 주장이 일반적인 가운데, 1994년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른 제도

인데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협약서에 규정되고 민간투자법에 명문화된

제도라는 주장이 있음을 알아보고,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개념에 따라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위한 정책수단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실제 최소운영

수입보장제도는 민간투자법 또는 민자유치촉진법 이전에 민간투자 활성화

를 위한 여타 개별 법률에 관련 규정을 통해 도입 및 운영되어 왔음을

살펴보았다. 그 동안의 연구들이 이러한 개별법에 대한 고찰이 미비하였는

바 무상사용기간 조정 등을 통한 운영수입 보장의 방법은 기존의 항만법,

유료도로법, 철도사업법, 국유재산법상의 민간 사업자에게 이미 허용되어

왔다는 것을 해당 법의 연혁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개별법을 통한 고찰은 지금까지는 시도된 적이 없었던 방법으

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에 대한 역사적 접근방법이자 종합적 접근방법

이라고 할 수 있고 향후 민자사업의 추진과정에서는 항만법, 유료도로법,

철도사업법, 국유재산법 등 국내 개별법상 무상사용기간 연장을 통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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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운영수입보장제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정부 재정 지출 유발도 줄

이는 적절한 위험 분담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변천과정에서 보이는 특징과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① 2009년 이전에는 물량과 가격을 곱한 수입에 대한 보장

이었다면 2009년 이후에는 투자위험분담금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비용

에 대한 보장으로 변경되었다.

특이한 점은 민간의 기투입자금을 보장한다는 개념은 항만법, 유료도

로법, 철도법 등 개별법의 총사업비의 범위안에서 무상사용기간을 보장

하는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개별법의 경우에는 무상사용

기간의 변화가 축소 위주가 아니라 축소와 확대가 섞여 있다는 차이가

있다.

② 수입에 대한 보장과 민간 비용에 대한 보장의 차이 여부에 대한 고

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용에 대한 보장 방식이 수입에 대한

보장 방식보다 재정부담이 적고 우수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방식 자체의 우수성이 아니라 비용에 대한 보장의 경우에 적용된

이자율이 수입에 대한 보장 방식에서 적용된 이자율보다 낮고 수요 보장

의 수준도 적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비용 보전 방식이 수입보전 방식보다 좋다는 추정은 보류하

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로 생각되지만 경제 상

황이 어려워져 국고채 이자률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 경우에 비용 보전

방식은 그 부담을 국가가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민자사업의 협약 초기에 국고채 수익률을 사전 확정으로 결정하고

나중에 국고채 이자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자금재조달이나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통해 공유를 요구하

였던 것처럼 민간의 경우에도 이자율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를 공유하자

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인 바, 국가 입장에서는 위험 회피 방안을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보장의 대상이 되는 협약 범위에 관한 부분이다. 최소운영수입제도의

변화된 규정과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사업 시행조건 조정 등의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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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아직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신규사업에 대하여 적용되어 운

영수입보장제도의 축소로 인한 기존 협약 위반이라는 법률적 쟁송가능성

을 회피하였다.

④ 변경 주체에 대한 이야기이다. 변경된 최소운영수입제도를 제안하

는 것도 정부였으며 자금재조달과 사업재구조화를 제안한 것도 정부였

다. 특이한 사례로 부산 신항만의 경우 자금 재조달이나 사업 재구조화

와는 관계없이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MRG가 폐지된 경우에 해당된

다. MRG 부담 완화를 위한 자금재조달이나 재구조화 사업등은 모두 정

부측에서 사업자에 요구하여 검토된 것인데 부산신항만의 경우에는 사업

자측에서 환수 조항을 없애기 위하여 협상을 제기하였고 정부측에서는

보장조항 폐지를 주장하여 보장과 환수 조항이 모두 없어진 경우이다.

향후에도 출자자 변경 등의 경우에 출자자 변경 승인 조건으로 MRG 폐

지를 같이 검토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건설사 위주의 항만민자

사업의 경우 운영사를 국제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단순히 운영만의 위탁

이 아니라 출자자로 참여시키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선례가 된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일정 수준의 운영리스크의 분담을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개별법의 시기에 무상사용기간의 축소와 확

대가 이루어진 것도 당시의 민간투자자의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파악되

며, 민간투자법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된 이후에 협약체결건수

가 07년 18건 5.2조에서 13년 10건 1.9조로 축소된 것을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

며 이에 대한 대응과 민자사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는 아니지만 BTO-rs와 BTO-a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⑥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운영수입보장이 적용되고 있지 않느냐 질문에

대한 고찰이 향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의 경우 현재

도로공사가 수행하는 경우에 설계와 공사비의 40% 수준의 건설 보조금이

국가에서 지급되고 있고 고속철도의 경우 50%(수도권은 40%) 건설 보

조금이 철도시설공단에 지급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의 지급을 받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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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말 기준으로 철도시설공단은 20조, 도로공사는 27.5조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도로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부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러한 부채는 운영기간의 계속적 연장

이나 국가의 보조를 통하여 조정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공기업의 SOC 건설과 운영의 경우에도 사용료 징수 방식과 기간 연장

가능형 방식의 수요위험 분담 방식이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 민간투자제도를 국제 비교를 통하여 그 특징을 알아보

았다. 먼저 법제 환경 측면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에

대한 기본법 성격으로 성문법인 민간투자법을 가지고 그 대상 및 추진

방식, 절차 등을 엄격히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륙법계 체계를 따르

지만, 기획재정부가 영미법 국가의 정부 가이드라인 성격을 갖는 민간투

자기본계획을 매년 공표하여 민간투자사업이 국가 예산 배정의 우선 순

위와 연계되는 측면에서는 영미법의 성격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으로 수요 위험에 대한 합리적 배분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유

럽투자은행 분류에 따른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여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수요 위험을 정부가 분담해주는 구조의 변화가 민간투자사업의 역사 자

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민간투자제도 변천과정의 1기와 2기의 경우에는 유료도로법, 항만법

등의 개별 법률을 통한 민자사업 추진시기에는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자금을 투자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었는 바 이는 전통적인 사용료

징수 방식과 기간 조정 가능형 계약 방식이 같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

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로공사 등 공기업의 경우도 국가

보조금과 운영 수입으로 사업을 수행하지만 통행료 징수와 운영기간의

제약이 없는 측면에서 본다면 전통적 사용료 징수 방식과 기간 조정 가

능형 수요 위험 분담 방식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제3기에 도입된 최

소운영수입보장방식은 혼합방식으로서 수입 공유 밴드 설정 방식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고, 제4기의 경우에 여러 가지 수요 위험 공유 방식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외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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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Availability-payment 방식과 유사하게 정부가 수요 위험을 전부

부담하는 방식이고, 주로 과거에 체결된 고이자율의 금융약정을 최근 금

리 하락 경향을 반영한 저이자율의 금융약정으로 변경하거나 출자자의

변경 등을 통하여 출자자의 기대이익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로 인한 이

익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공유하는 자금 재조달은 금융조달 재조

정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비용보전방식으로의 사업재구조화는 금융

조달 재조정방식과 밴드 방식의 혼합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부가 도입한 정부가 BTO-rs와 BTO-a는 혼합방식으로서의 수입 공

유 밴드 설정방식의 재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최소운영

수입보장제도는 칠레와 터키처럼 보장과 환수를 동시에 규정하는 방식으

로 유사한 점이 있으나, 개별법에서 무상사용기간 연장을 통하여 우선

되었고, 민간투자법에서의 명시화를 거쳐 자금재조달․사업재구조화의

금융조달 재조정방식으로 수정되고, 다시 BTOrs와 BTOa의 변화된 수

입공유밴드방식으로 변천이 이루어지는 역동성을 가진 점에서 외국의 경

우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MRG 제도와 민간투자사업의 투자수익률과 민간재원 투자유

인 효과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MRG 대상 사업과 대상이 아닌 사업

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도로, 항만, 환경 부문의 102건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과 이항선택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MRG

보장 여부는 민간투자사업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킴으로써 수익률이 낮게

설정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수익률 스프레드, 세후실질수익률 등 민간

투자사업의 수익률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

는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정책적 목적과 경험․정보 부족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MRG 제도가 도입되고 민간

투자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당시 IMF라는 대내외 정치·경제적 배

경에 비추어 볼 때 민간의 참여가 저조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유인

제공 등의 정책적 목적으로 더욱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준 것이고, 민간

투자사업 추진 초기에 정부와 민간 사업자 간 협상 및 추진 사례와 경험

이 없는 상황에서 사전에 건설비 등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리스크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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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하는 상황에서 수요예측에 대한 리스크까지 감수해야 되는 민간 사업

자는 MRG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규모가 클수록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는 등 정보의 비대칭성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

다. 하지만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임과 더불어 수요 보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의 수익률 등을

낮추는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총사업비 규모에는

MRG 보장 민간투자사업이 더욱 크게 반응하였으며, MRG 제도가 존속

하였던 기간 중 민간투자사업 제안 건수 중 실제 실시협약이 체결된 연

평균 사업 건수(12.2건)가 MRG 제도가 폐지된 이후 사업 건수(5.1건)보

다 2배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MRG 제도가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데는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MRG 제도에 대한 비판적 측면이 주로

부각되고 이러한 민간자본유치효과에 대한 고찰은 미비하였는 바, 실증

분석에서 이러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분석이 MRG

제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수요 위험 분담이 민간자

본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며 적절한 수요 위험 분담 방법은 유럽

투자은행(EIB) 분류에서 나오는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더불어 위의 실시협약상 수익율과 민간자본 투자 유인 효

과는 표본 수의 한계 등이 있으므로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

단된다.

여섯째, MRG에 대한 비판이 민자사업의 폐기와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민자사업과 재정사업간 비교를 살펴보면, 주요 쟁

점인 추정수요와 실제 수요의 불일치 문제, 민자도로 비싼 통행료 문제,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 문제 등과 관련하여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각자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사후 VFM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MRG 수준의 하향과 물가

하락은 VFM을 개선하지만 할인율과 국고채 금리 하락은 VFM을 나빠

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사업 추진의 주요 변수를 확장해보면

총사업비, 운영수입, 운영비용, 건설기간, 무상운영기간, 수익률, 총사업비

이다. 이들 변수별로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비교시 시사점을 알아보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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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와 건설기간의 경우 재정사업에서 총사업비 변경과 건설기간 지연

이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낙찰 방식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며 민자사업

의 경우 협상 기간 장기화의 문제점이 같이 지적되고 있다. 운영수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요금수준은 민간투자사업이 높지만, 민자사업 운영을

도공에 위탁하는 사례가 있는 등 재정 추진과 민자추진 어느쪽의 운영

서비스가 낫은지는 구체적 평가가 미비하고, 통행량이 어는 쪽이 더 많

다고 하기 어려워 운영수입 전체도 어느 방식이 더 좋다고 하기는 어려

운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능력을 보완하는

것이 재정사업이든 민자사업이든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운영비용의 경우 민자사업 추진의 경우가 재정사업 추진의 경우보다

낮게 책정하는 경우도 많지만 안전사고 증가의 비판이 있다는 점도 고려

할 필요가 있고, 운영기간은 민자사업은 보통 30년 정도이지만 재정사업

의 경우는 제한이 없다. 반면에 수익률은 민자사업이 재정사업보다 높게

요구하는 것이 분명하다.

요약하면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추진 당시 여러 변수들의 상황을 보

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하며 선험적으로 어느 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연구 방향

민간투자사업은 功(공)과 過(과)가 모두 있다고 할 수 있다. 총 민간투

자비 기준으로 2015년말 기준 104.1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졌고(BTO 73.6

조, BTL 30.5조), 총 690개의 사업(BTO 229개, BTL 461개)이 추진 중

인 등 IMF 위기 이후 침체에 빠진 민간투자사업에 건설사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가 이루어지게 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에 기여한

면도 있는 반면, 15년까지 누계상 45개 사업에 대하여 5.5조의 재정지원

이 이루어졌고 수요의 과다추정과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 점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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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험을 가진 나라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러한 경험

도 우리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에 우리

가 새겨야 할 교훈을 얻는다면 아래와 같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MRG

및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폭 넓게 하야야 한다는 점이다.

MRG 제도를 민간투자법에 한정해서 볼 것이 아니라 항만법․유료도로

법 등 개별법률과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야 하고, 수요위험 배분 방법도

수입공유밴드 방식의 일종인 MRG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기간조정 가능

형, 금융조달 재조정 등 다양한 시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

각에 따를 경우 우리나라는 유료도로법 등 개별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이나 도로공사 등 공기업 사업에도 전통적 사용료 징수 방식과 기간 연

장 가능형 수요 위험 분담 방식이 적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

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하여도 당초 추정 수요 대비 실제 수요가 제대로

발생하고 있는지 고찰하여 사업 추진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점검해 볼 필

요성이 있다. 또한 민간투자제도를 시설 건설 및 운영에 한정할 것이 아

니라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대해 보는 자세가 필요한 바, 그 준비로써 민

간투자법의 개정이 검토되어야 하고 이 경우 수요위험 분담 방식인

Avalability-payment 방식의 구체적 실행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비용에 대한 보장 방식이 수입에 대한 보장 방식에 대한 제

도개선으로 우수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이자율 하락

기에 재정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방식의 차이보다 적용된 이자율 및 보

장수준의 차이에 따른 것을 판단된다.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경우지만 경

제 상황이 어려워져 국고채 이자률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 경우에 비용

보전 방식은 그 부담을 국가가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

이다. 국고채 수익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자금재조달이나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통해 공유를 요구하

였던 것처럼 민간의 경우에도 이자율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를 공유하자

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다. 적절한 국가의 위험 회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이자율 하락과 상승기 국

가와 사업자간 리스크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BTO 사업도 BTL 사업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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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주기별로 수익률을 조정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이자율 변동 발생시

조정 방안을 협약서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MRG 변천과정에서의 교훈으로 출자자 변경 등의 경우에 출자자

변경 승인 조건으로 기존 MRG 완화의 노력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

이며 건설사 위주의 민자사업의 경우 운영사를 국제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단순히 운영만의 위탁이 아니라 출자자로 참여시키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필요시 우리 공기업이 민자사업에 출자자로 참

여하거나 조달청을 통한 검증을 강화하는 것도 건설비에 관한 투명성을

높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수요 위험 분담이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수입공유밴드 방식

의 일종인 MRG나 기간 조정 가능형 방식이 적용된 경우에는 수익률 조

정 등 정책적 지원 안배가 사업 추진상의 다른 변수들과 함께 검토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추진 당시 여

러 변수들의 상황을 보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민자사업으로 추

진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하며 선험적으로 어느 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우

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SOC의 역사를 보면 초기에는

공무원이 직접 건설 운영하였고 그 후 SOC 확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 공사 등 공기업을 활용하였으며 이 후 추가적으로 민간 활

용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이 직접하든, 공기

업을 활용하든, 민간을 활용하든 그 시대적 상황에서 적절한 VFM 분석을

통한 최적 대안 찾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판단된다.

나름대로 최소운영수입제도를 역사와 국제비교, 회귀분석 및 사례연구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우리의 경험을 정리하고 교훈을 얻고자 하

였다. 초기 도입의 의도와 달리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면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SOC에도 경쟁이 필요한 바 민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 과정에서 해외 실증 연구들이

더 많이 축적되어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이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그 동안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데이터들이 누적되고 체계적으로

연구되어 민간투자사업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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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실증분석을 위한 변수의 기초통계량1)

변수 평균 최대 최소 중앙값 표준
편차 첨도 왜도

MRG 보장기간(년)2) 17.5 30.0 4.3 15.0 7.0 -0.3 0.2

세후실질수익률(%) 6.6 10.0 3.3 6.3 1.6 -0.9 0.4

국고채금리(5년, %) 5.4 9.9 3.4 5.1 1.3 2.7 1.5

세후실질스프레드(%p)3) 1.2 5.1 -3.2 0.9 1.9 -0.6 0.2

건설기간(년) 3.7 14.0 0.0 3.3 2.0 5.5 1.6

총사업비(억원) 2,637 16,480 59 1,022 3,769 3.3 2.0

건설보조비율(%)4) 36.6 95.4 0.0 30.3 28.0 -1.1 0.2

재정지원비율(%)5) 35.4 95.9 0.0 29.6 27.7 -1.1 0.3

주: 1) 전체 표본수는 117개, MRG 대상 사업수는 63개 2) MRG 보장 사업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

3) 세후실질수익률 – 국고채5년금리 4) 건설보조금/총사업비 5) 재정지원금/총투자비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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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tical observa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Korea

Ahn Sang-yeol

Department of Public Polic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c-Private Partnerships(PPP) in Korea brought about investment

worth KRW104 trillion, making significant progress. However, it has

been under severe criticism that it “sucks up” tax payer’s money.

With that regard, I sought to discuss the prospect of PPPs. My

discussion relates to Minimum Revenue Guarantee(MRG) with focus

on the timeline of implementation, transition process, international

comparison, implication for the rate of return and comparis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financing.

As for the major milestones of PPPs, the permission of unsolicited

projects in 2016 and PPPs extended to social service industry have

been highlighted. MRG has been carried out as stipulated in sepa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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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 such as Harbor Act and Toll Road Act.

Speaking of the transition process of MRG, separate laws define that

the period of free use can be scaled up or down rather than

curtailing only. The difference between guaranteed profits and cost

recovery comes from lower applicable interest rates and lower level

of guarantees on demand, not the guarantee mechanism. Therefore,

any potential increase in treasury bond interest rates must be taken

into account. Furthermore, as observed from Busan New Port

Development project, the operating entity joining the consortium as an

investor could lead to positive results- the abolishment of MRG by

the proposal of private partner.

According to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PPPs, Korea follows the

continental law legal system, a collection of written rules while the

announcement of basic plan for PPPs acts like government guidelines

applying the principles of the common law. Meanwhile, the allocation

of demand risk was referred to the classification of European

Investment Bank(EIB).

MRG in Korea has similarities with those of Chile and Turkey in

terms of defining the provision of guarantees and redemption.

Differences are found in that MRG was initiated by the extension of

period of free use under separate laws in Korea and revised as a

readjusted financing method in case of refinancing and project

restructuring. Its dynamism differentiates MRG in Korea from others.

MRG has implications for the rate of return and attraction of the

private funds. MRG provision was initially expected to help ease

uncertainties surrounding PPPs and therefore, set the rate of return at

a lower level. However, it turned out that MRG and the rat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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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 are positively correlated.

PPP projects with MRG provision had a greater relation on the size

of the total project cost. The number of concession agreements

signed was higher before MRG was abolished at an annual average

of 12.2 compared with an annual average of 5.1 after its abolishment.

The correlation between MRG provision and the rate of return seems

to be caused by political purposes to boost the economy and attract

the private fund since the IMF, insufficient experience as well as

information asymmetry among others. According to the ex-post

analysis of value for money(VFM) for Cheonan-Nonsan Expressway,

a lower level of MRG and fall in prices improve vfm while falls in

discount rate and treasury bond interest rate compromised vfm. Even

though additional variables, such as the total project cost, operating

profits, operating cost, construction period, the period of free use and

the rate of return are included in the analysis, no specific method

stood out as notably excellent. However, such analysis provides

valuable lessons as follows.

First, better understanding of MRG and PPPs are required.

Furthermore, demand analysis has to be done accurately to enhance

efficiency in project implementation as PPP projects under separate

laws or by public corporation also lead to demand risk distribution.

Second, any upward trend in interest rates must be at guard. The

PPP operator has to b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as an

investor and competition has to be invited to PPPs. Third, for further

progress in PPPs, demand risk distribution has to be met with policy

adjustment, such as reducing the rate of return. Forth, many

variables have to be examined before selecting which implementation

method is better than others. Empirical evidence must be care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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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d. I hope more empirical literature accumulates overseas and

Korea’s PPPs applies across the globe. Additionally, valuable data

accumulated by operating PPP projects must be thoroughly analyzed

to inform upcoming PPP projects for better outcomes.

Keywords : Minimum Revenue Guarantee (MRG), Transition

process, Timeline of implementation, International

comparison, Implications for rate of return and

investment incentives, Comparis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financing

Student Number : 2010-30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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