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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민간투자법의 핵심은 사회기반시설사업(project)에 소요되는 비

용을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는 데에 있다. 즉, 재정

(finance)의 민영화가 민간투자법의 핵심이다. 민간투자법은 민간

부문의 재원조달(financing)과 관련된 절차 및 이와 관련된 지원과

규율을 그 중심내용으로 한다.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재정의 탄력

적 운용이 가능해지므로,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

자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의 배분계획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

러한 점에서 민간투자사업은 재정사업과 함께 재정법(finance law)

의 관점에서 규율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은 주무관청

의 재정적인 부담을 전부 소거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의 재정적

인 부담과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율되어야 한

다. 주무관청은 건설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운영기간 중에는

위험분담 제도(BTO-rs, BTO-a, 현재는 폐지된 최소운영수입보장

등)를 통해 재정지원을 할 수도 있으며, 사업의 중도 해지 시에는

해지시지급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재원조달의 방법 면

에서 민간투자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방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법인(SPC)의 자격요건 뿐 아니

라 투자자의 자격과 변경 등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

이 중요하다.

한편, 재원조달(financing)에 관한 법률인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

사업 추진 시 사회기반시설의 계획,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개발

사업법)과 함께 적용된다. 원활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투자법과 관계법률의 관계에 관한 해석과 적용이 명확히 정립

될 필요가 있다. 양 법률의 관계에 관해서는 민간투자법 제3조와

인·허가 의제에 관한 제17조 등에서 정하여 두고 있지만, 문언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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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해석이 용이하지 않다. 특히, 인·허가 의제조항은 규율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해석상의 논란을 초래한다. 인·허가 의제조

항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면, 민간투자법의 인·허가 의제는 관할권

을 통합하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 민간투자법의 실시계획 승인은

인·허가의 권한을 새로이 창설한다기보다는, 개발사업법의 성질을

지니는 관계법률의 인·허가와의 연결을 통해 다른법률상의 인‧허가

의제조항을 적용받도록 하는 접속처분으로의 성질을 지닌다. 또한

개발사업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건축시설(예:노

인복지시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의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민간투자법 인·허가 의제조항은 의제조항의 본질에 입각하

여 해석되어야 하고, 의제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재정법으로서 민간투자법은 자금조달

에 관한 규율, 계약 체결 이후의 자금재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법

령 단계에서 보강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 재정법, 재정민영화, 프로젝트 파

이낸싱, 인·허가의제

학 번 : 2016-2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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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 1 절 연구의 배경

  민간투자사업은 비싼 통행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에 따른 정

부의 재정부담 문제로 거센 사회적 비난을 받아 왔고1), 최근에는 공공성 

제고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하고 있다. 민자

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설치, 주무관청의 실시협약 변경 요구권 등을 골자

로 하는 유료도로법의 개정이 대표적이다. 한편, 정부는 투자활력 제고

를 위하여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대

상을 확대할 것을 발표하였다.2) 이처럼 민간투자사업은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되

고 있다.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 사업(project)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공

공부문의 재원이 아닌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조달(financing)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시에는 민간투자법과 해당 사회

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함께 작동된다. 원활한 민간투자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양 법률 간의 관계가 명확히 규명될 필요가 있

으며, 이는 양 법률의 우선순위에 관한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

인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전제는 민간투자법의 법적 성질이 규명되는 것이다. 민간투

자법은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관한 절차와 지원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사업시행자 지정, 실

1) 언론에서 민간투자사업은 종종 ‘혈세 먹는 하마’ 혹은 ‘돈 먹는 하마’로 일컬어

지고 있다(포털검색사이트에서 이를 언급한 기사는 약 190여건이 검색된다.) 

2) 관계부처 합동, 2019년 경제정책방향, 2018.12.19., 8면. 관계부처 합동, 2019년 민간투

자사업 추진 방향, 2019.3.13., 5면. 최근 정부는 민자 활성화와 공공성 강화를 균형 있게 

병행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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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획 승인, 토지 수용권 부여, 준공확인 등 일련의 규정은 사회기반시

설의 건설을 위하여 제정된 개발사업법(예: 항만법)의 절차 및 권한과 동

일하다. 이러한 점에서 민간투자법은 일견 개발사업법의 일종으로 보이

기도 한다. 

  그러나 민간투자법은 사업시행자3)(그 이전단계인 사업제안자 등)와의 

관계만을 상정하고 있을 뿐, 시설의 이용자나 사업부지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관계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 행정절차가 객관적 법치

주의의 관점에서 정확한 행정결정을 위한 정보획득의 기능을 한다는 점

을 고려해 볼 때,4) 이러한 민간투자법 절차규정의 기능은 상당히 제한적

이다. 그동안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책에 상응하는 공적 규율은 임

대형(BTL) 방식의 사업에 대한 국회의 총한도액 의결절차와 같이 재정건

전성 측면에 국한하여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점은 민간투자법이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과 그에 수반되는 권리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면서, 개발사업법의 규정방식을 부분적으로만 활용하였기 때문으

로 보인다. 특히, 민간투자법의 인·허가 의제조항은 원활한 사업의 추

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사업법에서 널리 활용되는 규정이지만, 민간

투자법의 경우 의제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오히려 해석상의 혼란을 초래

한다.  

  민간투자법의 공공성이 재정건전성의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고, 사업시

행자를 제외한 이해관계자의 측면에서는 구축되지 않은 연유는 무엇인

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오히려 규정의 불명확성을 야

기하는 인·허가 의제조항은 어떠한 방향으로 해석되고 개정되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본 연구는 관련 법체

계 내에서 민간투자법의 좌표를 찾고, 그 기초 위에서 개별조항을 해석

해보고자 한다. 

3)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 단계인 사업제안자, 협상대상자 등을 포함한다. 

4)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2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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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관계법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민간투자법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데에 있다. 나아가 그 토대 위에서 관계법률과의 관계

가 쟁점으로 부각되는 인·허가 의제조항을 검토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법적 토대를 튼실하게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민간투자법이 재정을 민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

정되었다는 데에서 출발하여, 재정법(財政法)과의 관계 하에서 민간투자

법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민간투자법에서 활용되는 프로젝트 파이

낸싱(project financing)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개발사업법이

나 행정조달 관련법제에서의 규율과 구별되는 민간투자법의 공법적 규율

지점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또한 민간투자법의 법적 성질을 토대로 민간

투자법의 인·허가 의제조항을 분석하여 해석론을 제시하고, 나아가 입

법론적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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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민간투자제도의 의의와 기능

제 1 절 민간투자제도의 개요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급부책임

  민간투자법에서 정의하는 사회기반시설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

는 시설, 해당 시설이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그리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민간투자법에서 

열거하는 57개 법률에 의해 규정된 시설이다.5)6) 사회기반시설은 그 유형

이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공공부문에 사회기반시설 서비스를 제공할 책

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사회기반시설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 충분하고,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도 없다. 사회기반시설의 공급이 공공부문의 책무

라고 하더라도, 공급과정에 민간부문이 어느 정도까지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관계와 역할에 관한 제도적 결단의 문

제이다. 

  역사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의 공급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변천이 있었

5)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민간투자법 제정(법명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

진법)시에 사용한 개념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일반적으로 기업생산과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것으로서, 보통 정부가 소유하거나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 성격의 시설’로 정의된다.(손재영, 사회간접자본 정책의 성과와 문

제, 지역연구 제10권 제1호, 1994, 106면.)

6) 사회기반시설과 그 개념이 유사한 도시계획시설은 ‘균형잡힌 도시기능과 도시민의 

생활상 필요에 대응하여 도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체의 생활기반시

설’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은 성격이 매우 다양하여 하나의 개념으로 묶기 어렵지만, 

이들 시설물은 도시기능을 원활히 하고, 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교통, 문화, 주거에 반드

시 필요한 시설들이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공통점을 갖는다.(김종보,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의미, 공법연구, 1997.6, 675-676면.)



- 5 -

다. 20세기 이전에 민간부문은 사회기반시설의 공급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

다.7) 예를 들어, 미국에서 민간기업은 최초의 고속도로에 대한 양허권

(concession)을 부여받고, 그들이 투자한 비용을 도로 통행료 부과를 통

해 회수했다. 전기공급업자와 수송기업체들 또한 20세기에 민간사업으로 

출현하였다.8) 사회기반시설 분야에서 민간분야의 광범위한 활동은 당시 

국가의 역할이 국방과 질서유지에 한정되고, 기타의 영역은 국민의 자유

로운 영역에 일임되어야 한다는 당시 자유주의적 정치·경제사상의 바탕 

하에서 이해된다.9) 그러나 광범위한 공익의 고려 이전에 이윤 추구가 우

선시됨으로 인해 이 방식은 안전문제, 노동 남용, 부패한 사업 관행, 불

공평한 서비스 배분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10)

  한편, 공법학자 포르스트호프(Forsthoff)는 20세기 국민의 개별적인 삶

이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인해 자급자족적이지 못하고 공동이용에 의존적

이라는 점을 포착하고 국가의 임무를 재설정하였다. 포르스트호프

(Forsthoff)에 의하면 전기, 가스, 수도 등 생활의 기초적 필요를 충족시

키기 위한 생존배려(Daseinvorsorge)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11) 그리고 생

존배려의 역할은 공행정에 해당하므로, 공법적인 규율을 받는 것이 중요

하다. 사법적(私法的) 규율은 그 자체로 행정이 자신의 공적인 책무를 경

제적인 원칙들에 따라 수행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12)

  포르스트호프(Forsthoff)의 생존배려 개념과 행정의 역할에 관한 이해

는 오늘날 급부행정법 이론에 반영되었다.13) 급부행정은 사회기반시설의 

7) Matti Siemiatycki, The Global Experience with Infrastructure Public-Private 

Partnerships, Planning & Environmental Law, September 2012 Vol. 64, No. 9 p.6.

8) Matti Siemiatycki, 앞의 글, p.6-7.

9) 김동희, 행정법Ⅱ(제19판), 박영사, 2013, 256면.

10)Matti Siemiatycki, 앞의 글, p.6-7.

11) 이상덕, Ernst Forsthoff의 행정법학 방법론 연구 – 급부행정론과 제도적 방법론을 중

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10-11면, 15-17면. 포르스트호프(Forsthoff)는 

생존배려에 해당하는 급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궁극적인 책임이 국가에 

있고, 개인은 국가가 운영하는 생존배려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함을 행정법 이론

으로 구성하였다(이상덕, 앞의 논문, 17-18면.) 

12) 이상덕, 앞의 논문, 36-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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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특정 분야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보조

금·특별융자금의 지원과 같은 조성행정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14) 이 

중 사회기반시설의 공급은‘공업화·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그 구성원의 

생활상 필요한 재화·역무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물·공기업 등을 설

치·운용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된다.15)

  (2) 공공과 민간의 관계 -‘협력관계’로의 이전

  1970년대 후반~80년대 초반부터는 다시 민간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국제

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경향은 기술혁신, 증

가하는 기반시설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정부의 부채와 예산제약, 국제

적·지역적 자본시장의 확장 등에서 비롯되었다.16)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해소와 국내 산업경쟁력의 확보라는 의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공기업

의 매각 등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민간자본의 적극적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추구로 발현되었다.17)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내 노

동의 실업 방지와 산업기반 유지를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심혈

을 기울이게 되었고, 그러한 노력은‘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국가경

13) 김동희, 앞의 책, 256-260면 참조. 이 책에서는 급부행정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

념이므로 그 학문적 관념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님을 언급하고 있다. 

14) 김동희, 앞의 책, 258면. 

15) 김동희, 앞의 책, 박영사, 258면. 김도창 박사는 급부행정을 임무에 따라 ① 배려행정

(공급행정), ② 경제조장행정, ③ 사회개발행정 등으로 나눈다. 배려행정은 국민전체의 일

상문화생활에 필요한 재화ㆍ역무 등을 공기업ㆍ공물 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배려활동을 

말하고, 교통ㆍ통신수단의 제공, 공급ㆍ처리시설, 교육ㆍ교양시설, 보건시설, 복지시설ㆍ

주택시설 등이 있다. 경제조장행정은 자금지원이나 공업소유권 등의 사권보호를 통한 경

제적 구조개선을 위한 적용을 말한다. 한편 사회개발행정은 개인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사회보장, 국민주택건설촉진, 문화적 보호, 청소년 

보호육성 등이 있다(하명호, 목촌 김도창 박사의 복리행정법, 공법연구 제44집 제1호, 한

국공법학회, 2015년 10월, 281-282면.)

16)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Privately Financed Infrastructure Projects, United 

nations, 2001, p.1. 

17) 변창흠, 민자유치를 통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성격과 한계, 공간과 사회 통권 제6

호, 한국공간환경학회, 1995, 2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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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의 확충’이라는 슬로건에 집약되어 나타났다.18) 또한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자금 뿐 아니라 경영효율성을 활용할 필요

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19)

  정부는 소유하였던 에너지, 교통, 물류, 통신, 공공주택 등 기반시설 

분야의 기업들을 매각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신규 시장 진입자들 간 경

쟁을 촉진하게 위한 광범위한 규제 완화가 수반되었다.20) 민영화는 학문

적 측면에서나 공적 담론의 영역에서나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결과로 정부의 역할을 보유하되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방식의 모델이 

탐색되었다21). 

  그런데 공공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민간투자제도는 20세

기 이전에 민간부문이 공무수탁사인 또는 특허(Concession)의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참여하는 것과 다른 양상을 취한다. 종래에 민간부

문의 공적임무 수행은 행정이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즉 

국가와 사회의 이원론을 전제로 민간부문이 국가의 영역 안으로 편입되

으나, 오늘날 양자의‘협력’은 국가와 사회의 이분법을 깨뜨리는, 국가

와 사회의 공익실현에 관한 공동책임에 의거한다.22)

  협력적 행정의 구도에서 종래 국가가 가졌던 급부책임은‘보장책임’

과 민간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보충책임’으로 

변경된다.23) 임무수행은 원칙적으로 민간부문에 맡기고, 공공주체는 구

18) 변창흠, 앞의 논문 222면. 

19) 변창흠, 앞의 논문, 223면.

20) Matti Siemiatycki, The Global Experience with Infrastructure Public-Private 

Partnerships, Planning & Environmental Law, September 2012 Vol. 64, No. 9 p.7.

21) Matti Siemiatycki, The Global Experience with Infrastructure Public-Private 

Partnerships, Planning & Environmental Law, September 2012 Vol. 64, No. 9 p.7. 민간의 

참여방식은 국가별로 상이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영미의 경우에는 주로 독접점인 공공사

업분야에 기업참가를 허용하거나 공기업의 민영화방식이 강조되었다. 반면, 일본은 지방

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이 결합된 제3섹터를 통해 민간부문의 효율성이나 경영기법을 활용

함으로써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치중하였다(변창흠, 앞의 글, 222면.)

22)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272면.

23) 박정훈, 앞의 책, 2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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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인 틀을 규정하는 일과 부분적으로 보조적인 역할의 수행만을 맡되, 

임무이행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입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다.24) 이러한 행정의 기능변화, 공공과 민간 간의 협력관계의 반영으로 

행정계약의 방식이 널리 활용되게 되었고, 행정계약에 관한 연구가 행정

법의 주요 연구대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25)

  사회기반시설의 공급행정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확대로 행정의 본질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현행 법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

다.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법률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기반

시설을 공급할 책무, 혹은 직접 공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조성할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하수도법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하수도

를 설치ㆍ관리할 책무가 있다(하수도법 제3조 제2항). 또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에는 단순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기본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할 책무,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을 할 책무 등이 광범위하게 부여되어 있다. 

(3) 사회기반시설 분야 예산 추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의 일정 부분을 사회기반시설의 공급을 위

하여 사용하고 있다. 최근 국가의 재원배분 추이를 보면, 약 20%안팎의 

재원이 SOC 분야에 할당되고 있다.26) 2018년도 기준으로 SOC27)분야의 

예산은 최근 감소추세에 있다.28)

24) 이원우, 정부기능의 민영화를 위한 법적 수단에 대한 소고-사인에 의한 공행정의 법

적 수단에 대한 체계적 연구-, 행정법연구 제3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998.10, 111면.

25) 박정훈, 앞의 책, 267면, 272면.

26) 국회예산정책처, 2019 대한민국 재정(2014년 23.7%, 2015년 24.8%, 2016년 23.7%, 

2018년 19%, 2019년 19.8%), 92면. 

27) 국토 및 물류분야(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공·공항, 물류 등 부문),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부문), 사회복지 분야(주택·기초생활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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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SOC 분야 예산 추이 

자료 :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분과위원회,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분야 보

고서, 90면

  SOC 분야의 예산이 축소되는 여건 하에서 재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

해 도입된 민간투자사업은 SOC 분야 예산축소의 대응책으로 여전히 고

려되고 있다. SOC 부문에서 정부예산, 즉 재정투자 대비 민간투자의 비

중은 2015년도 기준으로는 약 16.5% 상당이다.29)

[표 2-2]  SOC 재정투자 대비 민간투자 비중

자료 : 김숙진,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과 전문기관의 역할,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 39면.

28)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분과위원회,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분야 보고서, 

90면.

29) 김숙진,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과 전문기관의 역할,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2016, 39면.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SOC 재정(A) 24.4 23.1 24.3 23.7 24.8

SOC 민자(B) 2.4 2.4 1.7 2.9 4.1

비중(B/A) 9.8 10.4 7.0 12.2 16.5

SOC 민간투자 집행액 = BTO 사업 + 철도 BTL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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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투자제도의 개념과 추진근거

  (1)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민간투자사업은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이 제공해 온 사회기반시설(도로, 

항만, 철도, 환경시설 등)을 민간부문이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의미

한다.30) 민간부문은 자신의 비용으로 건설과 운영을 담당함으로써 공공

부문의 활동에 참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반대급부로 해당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일정한 권리(예:사용·수익권한, 관리운영권)를 부여하

고 보장한다.31) 이를 통해 민간부문은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일정 수익률

을 달성한다. 이러한 점에서 민간투자제도는 민간부문이 재원을 투자하

여 사회기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32)33)

대국민적 관계에서 민간투자제도의 본질은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는 

급부행정이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30)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main.do)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을 ‘전통적으로 정부

예산으로 건설·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 등의 사회기반시설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정

의한다.

31)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는 민간투자제도를 ‘…급부행정작용을 위하여 그 

부족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인(私人)으로부터 조달하고 그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

서 시설의 운영 및 수익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의하였다(헌재 2009.10.29. 선고 2007

헌바63 결정). 

32) 홍성필·윤성철, 민간투자사업분쟁관계법, 법과 교육, 2014.1, 4면, 유사한 정의로는 

윤성철, 민간투자법제연구 실시협약의 법적 성질 및 쟁송을 중심으로, 한국학술정보, 

2006, 29면(이에 따르면 민간투자제도는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한 민간의 경영참여를 

기본개념요소로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부족

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인으로부터 조달하고 그들에게 독점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을 경영 하게 하여 수익성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33) 민간투자제도에는 공공성, 효율성, 수익성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다음

과 같이 민간투자제도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사업을 실시하되 민간부문의 수익성 보장을 담보로 민간의 자본과 경영능력을 도입 

하여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효율성을 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익에 이바지하

는 제도’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김성수, 민간투자관리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Ⅱ)-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9.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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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칭한다)은 민간투자사업을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정의하면서(민간투자법 제

2조 제5호, 제2호), 동 법률의 일차적인 목적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

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민간투자법 제1

조). 공공부문의 예산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는 경우에 이를 위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행정의 대내적인 활동이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

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대신하여 공공부문과 민간 사업시행자 간의 대

외적 법률관계를 급부행정의 실현수단으로 활용한다. 즉, 민간투자사업

은 대국민적 급부행정에 관한 부분과, 급부행정 실현을 위한 민간 사업

시행자와 선정 및 그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된다.

  (2) 민간투자제도의 추진근거와 관련법률의 체계

   1) 민간투자제도의 추진근거 

    ① 민간투자법과 개발사업법

  민간투자사업의 대표적인 법적 근거로는 민간투자법이 있다. 민간투자

법 외에도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개별 법률에서는 민간투자법의 제정 이

전부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해 둔 경우가 있다. 항만법은 제

정 시(1956년도)부터 비관리청(해양수산부 장관이 아닌 자)의 항만공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94년도에 민간투자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항만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34) 비관리

청이 항만시설을 준공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비관리청은 이를 총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사

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항만법 제15조, 제31조). 철도사업법령은 국가소유의 철도시설에 건

물을 축조하는 자에게 30년을 한도로 점용허가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30년 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동 조항을 근거로 다수의 철도 민

34) 해양수산부, 비관리청 항만공사 업무 길라잡이, 20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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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역사 사업이 추진된 바 있다.35)

    ② 공유재산법

  민간투자법이나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개별 법률을 통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유재산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기도 

한다. 민간부문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시설을 기부채납하고(공유재산법 

제7조),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방식(공유재산법 제20

조)등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한다. 기부채납 후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방식은 공유재산법 제정 이전인 1964년도부터 구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통해 근거를 두고 있었다.36) 이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는 서

울시에서 추진한 한남동대중음악및뮤지컬공연장(블루스퀘어),37) 세빛둥둥

섬 등이 있다.38)

    ③ 추진 근거법률의 비교

  민간재원의 활용에 관한 근거법률로서 민간투자법, 개발사업법, 공유

재산법은 각각 요건과 특징이 다르다. 그리고 각각의 법률은 다른 법률

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추진의 근거법률을 결정할 수 있다. 공

유재산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행정재산

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그 시설의 유형에 관해서는 규율하지 않으므로, 

35) 철도사업법이 제정된 2005년도 이전에는 구법인 국유철도재산의활영에 관한 법률

(1996.1.1.폐지),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2004.12.31.폐지)에 의해 민자역사 사업이 추

진되었다. 민자역사 사업은 2017년도 기준 총 15개가 추진되었다.(김송주, 민자역사 점용

허가 기간 만료 시 처리방안과 쟁점,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7.7.11.)

36) 주재홍·이세구,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별 관리 방안 연구, 서울연구

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2013, 47면.

37) 민간 사업시행자((주)인터파크씨어터)가 서울시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지어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하면서 매년 토지사용료를 서울시에 납부하는 사업이다. 

38) 세빛둥둥섬은 시설을 준공 한 후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이 아닌, BOT(Build-Operate-Transfer)의 방식으로 사업

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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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이나 개발사업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에도 공유재산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민간투자법은 사업

기간의 상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사용·

수익허가 기간은 20년 이내이다. 민간투자법은 공개경쟁을 통한 사업시

행자 선정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공유재산법은 기부채납에 따른 사용·

수익허가의 경우 공개입찰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민간투자법 제20조).

  

2) 민간투자법상 관계법률의 분류  

  실정법상 민간투자법의 관계법률은 사회기반시설의 정의조항(제2조 제

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각 시설별 근거법률39)과 동법 제13호에서 열거

하고 있는 10가지 법률(유료도로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에 관

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

지관리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의미한다. 

  관계법률로 민간투자법이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10가지 법률 중 유료

도로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은 1994년도 법 제정시에 명문화 되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철도건설법41)은 2005년도 개

정 시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립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09년 개정 시 추가되었다.  

  67개에 달하는 관계법률을 단일한 기준으로 유형화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그럼에도 논의의 명확화를 위하여 건설법의 개념과 유형에서 출발

하여 관계법률을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건설법은 택지의 조성, 

아파트·영업시설·단독주택 등의 건축, 재건축·재개발, 공원·도로와 

39) 도로법, 철도사업법, 도시철도법을 비롯하여 총 57개의 법률을 의미한다(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는 53개목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 아목은 하수도

법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소목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

등교육법을 열거하고 있다.

40) 이하에서는 ‘국토계획법’으로 칭한다. 

41) 현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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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도시의 기반시설 설치 등‘도시의 물리적 공간형성에 간여하는 공

법규정의 총체’를 의미한다.42) 건설법은 개별적인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건축경찰법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국토계획법, 도시의 낙후지역을 정비하거나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개

발사업법으로 구성된다.43) 이 중 개발사업법은 기존의 질서에 전면적으

로 개입하여 건축주(사업시행자)를 만들어내고, 건축주(사업시행자)를 통

해 토지수용, 주택 철거 등의 권능을 부여하며 이를 통해 확보된 토지상

에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도시를 적극적으로 형

성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법률이다.44) 개발사업법에 속하는 법률로는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5),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이 있다. 그 외

에도 국토계획법 중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개발사업법

의 속성을 지니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개발사업의 일종에 해당한

다.46)

[표 2-3] 건설법의 분류 

자료 :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제6판, 도서출판 피데스, 2018, 7-15면, 26면, 385면 참조. 

42)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제6판, 도서출판 피데스, 2018, 4면. 

43) 김종보, 앞의 책, 7-8면. 

44) 김종보, 앞의 책, 11면. 

45) 이하에서는 ‘도시정비법’으로 칭한다. 

46) 김종보, 앞의 책, 11면. 

규율목적과 내용 실정법(예시)

건설법

건축경찰법
건축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하여 건축할 권리를 제한 
건축법 

국토계획법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목적으로 건

축물과 토지의 이용권을 통제
국토계획법

개발사업법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사업시

행자를 통해 기존 질서에 개입하여 

토지수용, 공공주택의 건설 등을 

함으로써 도시를 적극적으로 형성 

도시개발법,도시

정비법, 국토계획

법 중 도시·군계

획시설 설치에 관

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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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사업법 중 국토계획법은 이론상으로나 실정법상으로나 민간투자법

과의 관계가 중요한 관계법률에 해당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은 국토계획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의미하며(국토게획법 제2조제7호), 국토계획법의 기반시설은 민간투자법

상 사회기반시설과 상당부분 일치하기 때문이다.47) 또한 민간투자법상 

관계법률 중에는 개별 사회기반시설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

률이 있다. 철도건설법, 항만법, 도로법48)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률은 행

정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준공 확인 등 일련의 

절차 규정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사업49)을 규율하고, 특히 토지사용권 부

여와 관련 인·허가의 의제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를 통해 적

극적으로 도시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이들 법률은 사회기반시설에 특화된 

개발사업법에 해당한다. 

  민간투자법상 관계법률은 개발사업법에 국한되지 않는다. 개발사업법 

외에도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허가요건 등을 통해 공법적 

47)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는 대부분의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이 포함된다. 민간

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는 해당하지만,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은 택

지공영차고지(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쿠목), 지능형교통체계(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제노

목), 정보통신망(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너목), 공간정보체계(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도목), 

초고속정보통신망(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로목), 자전거이용시설(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부

목), 산업집적기반시설(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수목), 스마트도시기반시설(민간투자법 제2

조제1호두목), 국방·군사시설(민간투자법 제2조제호오목), 공공임대주택(민간투자법 제2

조제1호조목)이다. 이들 시설 중 자전거이용시설을 구성하는 자전거도로는 도로법에 따

른 도로에 포함되므로(도로법 제2조제1호), 시설 전체가 도시계획시설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을 포함하므로(스

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시설 전체가 도시계획시설에

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규

칙에서는 어항시설 중 방조제만 포함하므로 민간투자법의 범위가 보다 넓지만, 그 외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이 보다 광범위한 시설을 포괄하는 경우가 보다 많다. 

48) 도로법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절차가 별도로 없고 도로관리청에 의해 도로설치가 

이루어지며, 실시계획에 상응하는 절차가 도로구역의 결정(도로법 제25조)을 통해 이루어

진다는 차이가 있다.

49)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정의한다.(민간투자법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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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을 하지만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 건축허가 등 건설법

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관계법률도 있다.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50) 이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물적 요건에 관한 허가는 건축법을 통해 규율된다. 

관계법률 중에는 개별적인 시설을 대상으로 하지 않지 않는 경우도 있는

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의 관계법률을 유형화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4] 민간투자법상 관계법률의 분류 

개

발

사

업

법

국토계획법(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규정)

개별 

사회기반시설 

규율 위주
개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개발사업법

- 예 : 철도건설법, 항만법 

기

타

개별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개발사업법 외의 법률

- 예 :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국유

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규정)

개별 

사회기반시설 

규율 위주 ×

  민간투자법에서 의미하는 관계법률은 66가지이지만, 관계법률과의 관

계는 개발사업법과의 관계에서 특히 문제된다. 민간투자법이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규정(민간투자법 제3조)은 관계법률과의 상충이 있

는 경우에 실익이 있다.51) 민간투자법과 해당 관계법률의 규율범위가 전

혀 다른 경우라면 규정의 상충소지와 우선순위의 결정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례로 관계법률의 일종인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시설의 유형을 

50) 학교시설의 경우 관계법률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이 학교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개발사업법으로 기능한다. 

51) 민간투자법 제3조에 관한 연구로는, 이상훈, 민간투자법 제3조 제1항 -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에 대한 해석, 일감법학 33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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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의 개념을 확정하는 기능을 하지만, 동 법률

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을 포함하고 있다. 문화예술진

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을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시설

의 재원조달, 사업시행자 선정,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 간의 관계에 관

하여는 민간투자법이 적용된다. 건축물에 해당하는 문화시설의 허가요건

에 관한 일반적인 규율은 건축법을 통해 이루어진다.52) 이 경우 건축법

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는 관련성을 가지지만, 민간투자법과 문화예술진

흥법은 규율영역을 공유하지 않으므로 관계법률과의 우선적용을 논할 실

익이 없다.53) 또한 개발사업법이 아닌 경우 민간투자법과 관계법률 간의 

관계를 정립하여 둔 의제조항이 적용될 소지가 없거나 의문시된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의제되고(법 제13

조 제4항),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와 관계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인·허가가 의

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7조제1항). 그러나 개발사업법이 아닌 경

우 의제할 사업시행자가 존재하지 않고, 관계법률이 개발사업법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의제되는 관계법률 인·허가를 해석상 인정할 수 있을지 

불명확하다.54)

3) 관련법률55)의 체계 

52) 문화예술진흥법은 민간투자법과는 다른 목적을 가진 법률로써 민간투자법, 건축법과 

공통된 규율사항 없이 문화예술 진흥의 목적을 위한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다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

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제9조 제1항)은 건축법의 

목적인 건축물의 위험방지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요

건으로 작동한다( 김종보, 앞의 책, 106-108면 에 따르면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미술장식요

건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요건은 아니고, 다른 개별법들에 존재하는 건축허가요건이 된

다는 점에서 ‘숨어 있는 건축허가요건’으로 분류된다.)  

53) 마찬가지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설치기준은 일

종의 숨은 건축허가 요건으로 기능하지만(영유아보육법 제15조), 민간투자법은 개별적인 

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선적용을 논할 상충지

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54) 인·허가 의제조항의 해석에 관해서는 제4장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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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개발사업법과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한 민간투자사업은 개발사업법과 병렬적으로 적용

된다. 개발사업법은 민간투자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관련된 행정계

획56), 시설이 갖추어야 할 물적 요건과 영업법적 요건,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괄하므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에는 민간투자법, 개발사업

법, 기타 관련 법률이 함께 작동한다.57) 개발사업법의 민간투자 관련사

항을 추출하고 보강한 민간투자법의 제정배경을 고려할 때, 개발사업법

과 민간투자법은 함께 작동할 때 민간투자에 관한 완결된 법률로서 기능

한다. 그러므로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투자법과 

관계법률의 관계에 관한 정밀한 해석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항만법을 예로 들어 양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항만법은 계획단계에서의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개발(건설) 단계에서 사

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공사의 준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고 있다. 관리단계에서는 금지행위와 요구되는 기술수준, 사용료의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다. 항만법은 정부의 재정으로 항만사업을 추진하는 방

식 외에, 비관리청(민간부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일부 항만사업을 

55) 민간투자법에서 관계법률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간투자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법률을 관련법률로 칭하기로 한다. 

56) 민간투자법에서 수립하는 행정계획에는 민간투자 전반에 관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

립하여 공고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과 개별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이 수립하여 고시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제3자 제

안공고)이 있다. 이들 행정계획은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전국적 단위의 개발계획, 산업적 

여건 등을 포함하는 개발사업법상의 행정계획(도로법 제5조, 제6조 등 참조)과 계획의 수

립 목적이 다르다. 

57) 하급심 법원도 동일한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는데, 이는 유료도로법의 경우 뿐 아

니라 여타의 개별시설법에 공통되는 사항이다. ‘유료도로법의 제반 규정이 민간투자법

상 민간자본유치 방식으로 건설된 도로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

도 있으나, 유료도로법 제2조 제2호는 ‘유료도로’를 정의함에 있어 ‘민간투자법 제26

조의 규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도 포함하고 있는 점1)을 감안하면, 

민간투자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료도로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의정부지방법원 2008. 8. 26 선고 2007구합57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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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는 방식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동법에 따라 민간투자법을 추진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표 2-5]  항만법의 계획, 개발, 관리단계의 개요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활용하여 항만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계획단계에

서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양자가 동일하다. 건설(개발)단계에서

의 대상사업의 선정부터 준공 후 항만법상 항만시설관리권에 상응하는 

물권적 권리인 관리운영권을 설정(민간투자법 제26조)하는 과정은 민간

투자법의 규정에 의한다.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 

제안공고)의 고시 절차를 거치지만, 이는 해당시설에 관한 일반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행정계획의 성질보다는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

고의 기능을 한다. 준공 후 운영단계에서 금지행위, 기술수준, 안전관리 

의무 등 시설물의 유지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항만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 외에 사용료의 결정과 조정,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민간투자

법에 따라 실시협약으로 결정된다(민간투자법 제13조 제3항, 제24조). 감

독에 관한 사항은 항만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민간투자법에서 별도로 규

정하고 있으므로 민간투자법 제3조에 따라 민간투자법이 적용되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항만법과 민간투자법의 적용범위를 개략적으로 도식

화하면 다음과 같다. 

계획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준공) 관리·운영

항만기본계획

-사업시행자, 항만공사계획 허가 -금지행위

-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기술수준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 -안전관리

-항만공사의 준공 -사용료

-항만시설의 귀속 -기타 

-항만시설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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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항만법과 민간투자법의 적용범위 

    ② 개발사업법과 국·공유재산법 

  시설의 준공 이후 운영단계에서 주무관청의 소유로 귀속된 재산은 공

유재산으로 국·공유재산법 의해서 관리된다. 국유재산은 법률에 따라 

사용과 수익과 처분이 엄격하게 제한된다(국유재산법 제3조, 제7조). 그

러므로 해당 시설의 특성에 입격한 관리·운영에 관해서는 개발사업법이 

적용되고, 동시에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마련된 사용, 수익, 처

분에 관한 사항 등은 국공유재산법이 적용된다. 

3) 소결  

  정부의 재정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할 때와 민간투자로 사회기반시

설을 공급할 때의 적용법규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도

식은 법률의 규율사항이 중첩되는 경우의 우선적용 문제를 고려하지 않

은 상태에서 적용법규를 나열식으로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 

시에는 적용되는 개발사업법의 내용에 따라 민간투자법의 우선적용 여부

가 결정되고, 개발사업법과 국·공유재산법의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계획 개발 관리·운영

<항만법>

항만

기본계획

<민간투자법> <항만법> <민간투자법>

-사업시행자 선정 -금지행위 -실시협약

-실시계획 수립· 승인 -기술수준 ·사용료

-공사의 시행·준공 -안전관리 ·유지·관리의무

-항만시설의 귀속 -기타 -감독 등 

-관리운영권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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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적용법규 비교 

  이처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개발사업법,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률이 중첩적, 병렬적으로 적용되며, 각 법률의 적용범위가 규정

상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한 정밀한 해석이 요청된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법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데 주안점이 있으므로 

민간투자법, 개별시설법, 공유재산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투자

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협의의 민간투자사업으로 분류하고, 협의의 

민간투자사업을 편의상 민간투자사업으로 칭하기로 한다. 

  3.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시설과 사업방식  

   (1)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인 사회기반시설 

    1) 사회기반시설의 유형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각목에서는 개별 법률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정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예: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해당 시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

해서는 개별 법률의 해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민간투자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은 총 57개 유형이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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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 철도와 같은 선형시설, 관광지나 관광단지, 도시공원과 같은 공간

시설, 박물관이나 미술관, 도서관과 같은 건축시설, 정보통신망과 같이 

유형의 시설을 요체로 하지 않는 정보통신체계가 포함된다. 

[표 2-7]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의 유형 

자료 : 주재홍·이세구,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별 관리방안 연구, 서울연

구원, 42면을 참조하여 재구성

분야 사회기반시설의 유형

교통시설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철도, 도시철도, 철도시설

항만시설, 신항만건설사업 대상시설, 어항시설

공항시설

노외주차장

수자원시설 다목적 댐, 하천시설 

공간시설 도시공원, 관광지 및 관광단지 

유통시설,

자동차정류장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여객자동차터미널, 복합환승센터 

및 지능형교통체계, 택시공영차고지

공급시설 
전기통신설비,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신·

재생에너지설비 

정보통신시설
정보통신망, 초고속정보통신망, 공간정보체계, 스마트도시기

반시설

환경시설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수도 및 중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문화시설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국제회의시설, 문화시설, 전문체

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과학관

국방시설

국방·군사시설(교육·훈련, 병영생활 및 주거에 필요한 시설과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복지·체육을 위하여 필요

한 시설)

복지시설 
어린이집,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의료시설 공공보건의료기관

교육시설 유치원 및 학교 

주택·산업단지 공공임대주택, 산업집적기반시설

산림분야 자연휴양림, 수목원

기타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청사(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에 

국한), 자전거이용시설, 화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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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기반시설의 확대 경향

  1994년도 민자유치촉진법 제정 당시에는 현행 사회간접시설과 동일한 

의미로“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시설을 공공성

의 정도에 따라 1종시설과 2종시설로 구분하였다. 1종시설은 부대사업의 

시행을 허용하고,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하였다. 2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되 운영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별도로 규율하였다.  

- 1종 시설 : 도로 및 도로부속물, 철도, 도시철도, 항만시설, 공항시설, 다목적

댐, 수도, 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천부속물, 어항시설, 폐기물처리시

설, 전기통신설비

- 2종 시설 :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전상망, 유통단지, 화물

터미널 및 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여객시설, 관광지 및 관광단지, 노외

주차장, 도시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재활용시설, 생활체

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2005년도에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산업기반시설 위

주 시설에서 국민생활 개선효과가 큰 교육, 복지시설 분야 위주로 대상

시설을 확대하였다. 이로써 학교시설,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

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등이 대상시

설로 추가되었으며,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대상시설은 점진적으로 확대되

었다. 

  최근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고(2019 경제정책방

향), 이에 따라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법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

을 크게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

분뇨·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설(유치

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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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유연성 있는 사업 추진에는 도움

이 되지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기에 부적절하다

고 판단하였던 군 휴양시설, 군부대와 별도로 설치된 복지․체육시설(골프

장 등), 교정시설 등이 다시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하

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58)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 시에는 

시설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을 관계법률 전체 체계 하에서 이해하고 판단하여

야 한다. 특히,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과 시설유형이 상당범위에서 중

첩되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 간의 관계가 검토될 필요가 있

다. 동시에 부대·부속사업의 경우도 관계법률에 의한 시설 설치의 경우

를 고려하여 그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법은 사업의 방식을 네 가지로 열거하되, 이에 한정하고 있지

는 않으므로 추진방식에 법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1999년 법 개정 

시부터 대표적으로 네 가지 방식59)이 제시되었으며, 실제로 활용도가 높

은 방식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및 제2호 방식이다. 제1호는 사업시

행자가 시설을 준공하면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권이 주무관

청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

식이다(Build-Transfer-Operate, 이하‘BTO 방식’). 제2호는 BTO 방식과 

58) 민간투자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 

59) ①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② 사회기반시

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

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③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

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④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등이다(민간투자법 제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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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사업시행자가 준공한 시설의 소유권이 주무관청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되 그 시설을 주무관청에 임대하

는 방식이다(Build-Transfer-Lease, 이하‘BTL 방식’).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절차, 추진구조, 현황 

1. 민간투자사업의 절차 – 재정사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민간투자법에 따른 절차는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한 절차,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실시계획 승인 절차 및 준공 이후 운영단계로 구성된다. 사

업의 구상을 정부주도로 하는 정부고시사업인지, 민간이 하는 민간제안

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설의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부적인 사업절차는 일부 상이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추

진절차는 도식화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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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사업의 선정단계에서 주무관청이 수행하여야 하는 타당성분석(법 제8

조의2,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안서검토)은 

<추진단계> <정부> <민간> <비고>

사업 선정

타당성 분석

대상사업 지정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시행자

지정

시설사업기본계획/

제3자 제안공고안

고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사업계획 제출

사업계획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건설

실시계획승인신청

(실시설계 포함)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실시계획 승인

자금조달

건설 및 준공관리운영권 설정

운영
관리·감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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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상응하는 절차이다.60)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투

자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

이다. 여기서 타당성은 사회·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된다. 타당성평가

의 내용은 비용·편익 등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결과

를 토대로 한 계층화분석법(AHP)을 토대로 수행된다.61) 민간투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행하는 계층화분석법(AHP)에 더하여, 재정사업에 

비하여 민간투자사업이 적격한지(Value for Money의 확보) 여부 등을 추

가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5조). 

    시설사업기본계획(정부고시사업)의 고시와 제3자 제안공고(민간제안

사업)는 재정사업에서의 입찰공고에 상응하는 절차이다.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법 제8조 이하). 경쟁을 통해 계약상대방의 결정을 원칙으

로 한다는 점에서는 양자가 동일하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협상절

차를 필수화 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재정사업에서 과업의 범위

는 설계나 시공 또는 설계 및 시공(설계·시공 일괄입찰)으로 사회기반

시설의 준공까지를 예정한다.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설계·시공 

및 운영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재정사업과 평가요소와 계

약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주무관청은 우선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 조건을 

협상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법 제13조 제3항)

한다. 이후 사업시행자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에 따른 

60) 국가재정법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훈련 제435호, 

2019.4.25. 제정)은 정부고시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

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되, 민간투자법에 따른 타당성분석을 함께 실시하도록 규율하고 

있다(제15조제2항). 민간제안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은 민간

투자법에 따라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를 받으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제15조제3항). 

61)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훈련 제435호, 2019.4.25. 제정) 제7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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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절차의 결과를 반영하여 주무관청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이

에 따라 주무관청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면(법 제13조제5항)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사를 착수하고 시행한 후 준공확인을 받

는다(법 제22조). 준공확인은 관리운영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며, 이를 위

해 민간투자법에서도 별도로 준공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구조 

  주무관청은 민간부문과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과 운영에 관한 공법상 권한을 부여한다. 민간투자법은 ‘…협상대상자

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고 하여 계약체결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62) 이 때 사업시행자는 법인이거나 

법인 설립을 조건으로 지정된다(민간투자법 제14조). 기존 법인을 통한 

민간투자사업도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통상적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을 통해 사업이 추진된다. 건설회사와 은행, 보험사, 연기금, 인프라 

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출자함으로써 사

업에 참여한다.63) 건설회사는 시공이윤을 주된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

고, 전문 운영사는 운영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재무적 

투자자는 출자와 함께 대출약정을 통해 이자수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목

적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62) 홍성필‧윤성철, 앞의 책 371면에서는 이를 이중효과적 행정작용으로 명명하였다. 

63) 경우에 따라서 설계회사가 출자자로 참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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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구조 

[그림 2-3]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구조 



- 30 -

  

법인인 사업시행자는 해당 특수목적법인(SPC)의 미래 현금흐름(Cash 

Flow)을 차입금 상환재원으로 하여 자금을 조달한 후 설계‧시공‧운영을 

하고, 운영기간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한다. 투자금의 회수방식으로는 이

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는 방식(대표적으로 BTO 방식)64)과 

주무관청으로부터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정부지급금 방식(BTL 방식)으로 

분류된다(법 제4조 제1호, 제2호). 민간투자법은 사업시행자의 수익확보

를 위하여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민간투자법 제25조 제4항). 고속도로, 도시철도는 이용자

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BTO 방식의 대표적

인 예이다. 사용료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사업비

(건설비용)와 운영비용을 보전하고 일정 수익률을 얻는 범위 내에서 결

정된다.65) 수요에 따라 운영수입이 변동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BTO 방

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인정된다. 사회기반시설 중 사용

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예:도서관, 학교)은 주무관청이 해

당시설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정부

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수익을 보장한다. 주무관청은 정부지급금으로 총

64) 그 외에 BOT(Build-Operate-Trasfer), BOO(Build-Own-Operate) 방식으로도 추진이 가

능하나(민간투자법 제4조), 대부분의 사업이 BTO 또는 BTL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이하에

서는 대표적인 사용료 직접 징수 방식으로는 BTO만을 칭하기로 한다. 

65)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수익률과 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n : 시설의 준공시점

N : 무상 사용기간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종료시점

(다만, 민간에게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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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

사업비(건설비용)에 일정 수익률이 포함된 임대료와 약정된 운영비용을 

지급한다. 민간투자법은 사업시행 조건을 협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민간투자법 제13조 제4항) 사용료나 사업기간, 수익률의 상한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 BTL 방식에서 사업시행자의 운영범위는 실시협약

을 통해 정해질 사항으로, 시설의 물리적‧기능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나 국립의료원 등의 경우처럼 시설의 기능적 서비스 

제공을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물리적 유지관리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3.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1) 추진현황 일반66)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은 1994년~2018년까지 총 735개

이다.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투자된 비용(민간부문의 투자비와 정부의 건

설보조금 등 재정지원 포함)은 총 129.7조원이다.

  시설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 국립대학교 기숙사 등 교육시설이 238

개(3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폐기물처리시설, 하수관거, 하수처

리장 등 환경시설은 190개(26.7%), 군관사 등 국방시설은 79개(11.1%)이

다. 총투자비로는 100조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었는데, 도로가 45.1조원

(41.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철도가 19.8조원(18.3%), 

환경시설이 14.1조원(13.1%), 교육시설이 10.3조원(9.6%) 순으로 비중을 

차지한다.67)  

  

66) 기획재정부, 2018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2019.5. 

참조. 

67) 한국개발연구원, 2017년도 연차보고서, 2018, 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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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대상시설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 건, 억원)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2017년도 연차보고서, 2018. 

  시설개수가 많은 교육시설(초등학교, 국립대학교 기숙사), 국방시설(군

관사 등)은 BTL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교육시설과 국방시설은 통상 규모

의 경제를 위해서 여러 개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단위사업을 시행한

다. 환경시설 중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수관거 시설이 임대형 민자사

업 방식으로 추진된 사례가 많다. 이들 시설은 다소 정형성이 높은 시설

이며, 민간투자법에 열거된 다양한 생활밀착형 시설은 추진된 사례가 상

대적으로 많지 않다. 민간투자사업 중 건축시설은 아래와 같으며, BTO 

방식으로 추진된 안산시 초지동 체육시설을 제외하면 모두 BTL 방식으

로 추진되었다. 이들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의 유지관리만을 수행

하고 사업시행자는 시설의 내용(예: 교육 서비스의 제공)에는 관여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는 민간투자사업의 정당성이 서비스 제공의 창의와 

효율을 통해 충족된다기보다는 설계-시공-운영을 일괄하여 진행함으로써 

최적비용가치(Value For Money)를 달성하는 비용절감 측면에서 이루어짐

을 시사한다. 

구분
사업수 총투자비 평균투자비

비중 비중

교육 238 33.4% 103,442 9.6% 435

환경 190 26.7% 141,113 13.1% 743

국방 79 11.1% 59,766 5.5% 757

도로 64 9.0% 451,940 41.9% 7,062

문화관광 40 5.6% 17,498 1.6% 437

주차장 28 3.9% 3,377 0.3% 121

항만 17 2.4% 72,435 6.7% 4,261

복지 15 2.1% 5,550 0.5% 370

철도 15 2.1% 198,029 18.3% 13,202

공항 14 2.0% 8,261 0.8% 590

유통 6 0.8% 15,443 1.4% 2,574

정보통신 5 0.7% 2,536 0.2% 507

주택 1 0.1% 221 0.0% 221

총합계 712 0.1% 1,079,611 100.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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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건축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사례 

자료 : 기획재정부, 2018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2019.5.를 참조하여 재구성. 

  64개의 도로사업은 전부 BTO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철도의 경우 수익

성이 있는 도시철도는 대체로 BTO 방식으로 추진되고 이용자의 요금만

으로는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려운 사업은 BTL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철

도사업의 추진사례는 다음과 같다. 

시설유형 사례

과학관
천안홍대용과학관, 아산 장영실과학관,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제주해양과학관

노인의료

복지시설

화순노인전문병원, 의령군립노인전문병원, 강남구립 행복요양

병원, 부산논인전문 제4병원, 의성군공립치매병원

임대주택 단양군 군립임대아파트 

어린이집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도서관

부산 화명·다대 도서관, 해운대 신시가지 도서관, 정관도서

관, 인천시립도서관, 파주 교하도서관, 천안북부도서관, 익산

시립모현도서관

공공보건

의료기관

강진의료원, 서귀포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의

료원 이천병원, 충주의료원, 제천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국립마산병원, 영주적십자병원

청소년 

수련시설
영덕·김제 국립청소년수련원

박물관 및 

미술관

국립해양박물관,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대구시립미술관, 울산

박물관, 제주도립미술관

문화시설

부평문화예술회관, 천안예술의전당, 계룡복합문화회관, 익산

예술의전당,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완도군 맞춤형복합문화센

터, 경주문화예술회관,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제주종합문화센

터

국제회의시설 송도컨벤시아

체육시설

안산시 초지동 체육시설, 천안생활체육공원, 아산실내생활체

육관, 서울 강남구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당진교육문화스포츠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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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사례

자료 : 기획재정부, 2018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2019.5.를 참조하여 재구성. 

  사업추진 방식으로 비교하면 BTO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은 242개이고 

BTL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은 477개이지만, 투자비로 비교하면 BTO 방

식은 약 83조원이고 BTL 방식은 약 32조원으로 BTO 방식의 비중이 훨

씬 높다. 이는 BTO 방식의 경우 고속도로, 도시철도, 항만 등 대규모 토

목건설을 수반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BTL 방식의 경우 초등

학교, 국립대학교 기숙사, 군관사, 도서관, 박물관 등 건축시설 위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그림 2-4] 민간투자사업 규모 

수익형

인천국제공항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서울 도시철도 9호선, 우

이~신설 경전철, 신림선 경전철, 동북선 경전철, 부산김해 경전

철, 용인경량전철, 의정부경전철

임대형
경전선함안~진주복선전철, 대곡~소사복선전철, 부전~마산복선전

철, 소사~원시복선전철, 전라선익산~신리복선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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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민간투자법의 연혁

1. 개요 

  민간투자법의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이 시기별로 살펴볼 수 있다.

[표 2-12] 민간투자법의 변천과정

자료 : 김재형·김정욱 외, 민간투자사업의 중장기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10, 30면, 안상열, 한국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비판적 고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4-18면을 참조하여 재구성

구분 기간 특성

제1기
1968~

1994

·개별법(도로법, 항만법 등)에 의한 산발적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제2기
1994~

1998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정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민간자본 유치 도모

·공공성이 강한 시설(1종 시설)은 국가에 귀속시키되 부대사

업허용, 재정지원 등 허용, 2종 시설은 민간에 귀속시키되 

부대사업 불가하도록 규정

제3기
1999~

2004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지원과 역할 분담

·제1종 시설과 제2종 시설 구분 폐지, 사업 추진방식 다각화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 설립근거 마련

·민간제안에 의한 사업추진방식 구체화 

·타당성분석 의무화, 민간투자지원센터 설립 

제4기
2005-

201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제명 변경

·BTL 방식 도입

·대상시설 대폭확대(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의무화

·공모방식을 통한 인프라 펀드 활성화 

제5기
2016-

현재

·대상시설 확대(공공청사, 화장시설, 택시공영차고지 등)

·BTL 방식의 민간제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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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별 주요 개정사항  

  (1) 민간투자법의 제정

  1994년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하‘민자유치

촉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개별시설법에 의해 민간자본의 참여가 

이루어졌다.68) 유료도로법(원효대교·부산 구덕터널 등), 항만법(부산항·

인천항 등) 등에 의거하여 총 93개의 사업이 추진되었는데69)70), 일부 사

업유형 이외에는 실적도 미비하였다.71) 민간투자사업의 총괄적인 사업추

진 체계가 부족하고, 법안 자체가 공공부문의 관점에서 제정되어 있어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72) 또한 개별시

설법에는 소극적이고 선언적인 규정만이 존재하여 수익성 보장의 근거가 

미비하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있었다.73) 민자유치촉진법은 다양

한 유형의 민간투자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각

종 지원에 관한 사항(수익성과 경영권의 보장 및 조세감면 등)을 규정함

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가능케 하고자 제정되었다.74)

  민간투자사업의 주된 필요성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조속히 확

대해야 한다는 것과 민간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 주장되었다.75) 법안 심사과정에서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특혜시비, 

68) 민자유치촉진법은 1991년도에 구상되었으나, 특혜시비를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민간

이 참여를 촉진할 지원방책의 마련(경영권 안정, 수익권 보장 등)에 관한 검토사항에 관

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여 의결되지 못하였다(국회 심사보고서, 1994.6.). 

69) 기획재정부,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종합대책, 1998, 13면.

70) 그 외에 민자유치가 가능한 법률로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건설과 운영 및 역세권 개

발, 항공법에 따른 공항개설사업,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사업, 주차장 법에 따른 노외주

차장 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단지 개발 등이 있었다(김의준·

천현숙 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방안연구 : 지역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국토

연구원, 1994, 44면.)

71) 김재형·김정욱 외, 민간투자사업의 중장기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10.2, 30면. 

72) 김의준·천현숙 외, 앞의 보고서, 45면. 

73) 국회 심사보고서, 1994.6. 

74) 법제처, 민자유치촉진법 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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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의 사용료 징수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자원보존, 제조업 투자 

위축의 우려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사회기반시설을 공

급한다는 공공적 목적과, 사적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유인책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안점이 맞추어졌다.76)

현행 민간투자법과 비교해 볼 때 민자유치촉진법의 가장 큰 특징은 공

공성의 정도에 따라 1종시설과 2종시설을 분류하고 각기 다른 규율을 한 

데에 있다. 도로, 철도 등과 같이 공공성이 강한 시설(1종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하되, 사용료를 징

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도록 하였다. 부대사업의 허용, 재정지원, 독

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는 1종시설에 

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법안 심사과정에서 토지의 수용 및 

사용권은 본 사업에 관하여만 부여하고, 부대사업에는 허용하지 않는 것

으로 수정가결 되었다.77) 대기업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 필요를 고려하여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시 중소기업

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배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기도 하였다(민자

유치촉진법 제9조 제2항).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됨으로써 일관된 기준과 절차에 의해 다양한 

SOC 시설의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행 민간투자법까지도 

그 골격이 유지되고 있는 민자유치촉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78)

① 민자유치 대상 SOC 시설의 범위를 넓혀서 열거하고 공공성이 강한 

시설(1종시설)은 사용료 징수권 부과 등을 허용하되 기부채납 방식

(BTO)으로 추진토록 함. 

75) 1994년 6월 국회 심사보고서(도로, 철도 등의 부족이 심각하여, 물류비용 상승으로 

인한 국제경쟁력의 약화와 시간지체 등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불편을 야기되었으므로 사

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를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논의되었다.)

76) 1994.6, 국회 심사보고서.

77) 1994.6, 국회 심사보고서. 

78) 김재형·김정욱 외, 앞의 보고서 11면을 참고하되, 재구성 



- 38 -

② 각종 인·허가 의제 처리와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 부

대사업(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사업 등)등을 함께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추진을 용이하게 함.

③ 차관도입 및 채권발행, 출자총액 제한 완화,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설치를 통한 신용보증제도 마련 등 사

업추진 지원사항을 규정함. 

④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⑤ 사업시행자의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SOC 시설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법령 위반 등의 경우에 한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함. 

(2) 1999년도 전면개정

  1999년도에는 민자유치촉진법의 전면개정과 함께 제명의 변경이 이루

어졌다. 변경된 법명인‘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정부 

주도적 측면보다는 민간과 정부가 각자 대등한 위치에서 사업을 추진한

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79) 전면개정의 배경으로는 IMF 구제금융을 받

는 경제위기 상황과 맞물려, 국제경쟁력 강화와 대량 실업 문제의 해결 

등을 위한 인프라시설 투자확대가 주요하게 작용하였다.80) 특히, 1999년 

법 개정안의 토대가 된‘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종합대책’(1998)

은‘국제경쟁력 강화 및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 인프라시설의 확충이 

필수적일 뿐 아니라 외화부족, 경기침체, 대량 실업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인프라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외자도입 외에는 출구가 없

음’을 강조하였다.81) 이처럼 1999년도 전면개정의 주된 방향은 민자유

79) 김재형·김정욱 외, 앞의 보고서,‘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종합대책’(1998)은 

기존의 민자유치촉진법이 민자유치 촉진을 위해 정부가 민간에게 어떤 특혜를 주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제정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80) 1994,6, 국회 심사보고서.

81)‘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종합대책(1998)’에 따라 법 제안이유는 ‘…현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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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특히 외자유치에 우호적인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 있었다.82)

전면개정을 통해 명문화된 실시협약 체결방식 또한 외자유치를 위한 대

등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또한 종합대책을 통해 ‘민

간제안 중심의 사업체계 구축’이 논의됨에 따라, 1999년 시행령 개정 

시에는 민간제안방식이 구체화되었다. 

(3) 2005년도 개정

2005년도 법 개정으로 학교시설 등 교육시설, 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

설, 아동보육시설, 노인의료시설 등 복지시설 등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시

설이 대폭 확대되었다. 시설의 대폭적인 확대와 함께 전체 시설의 특성

을 반영하여 법명을 현행과 같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

로 변경하였다. 또한 BTL 방식을 사업시행방식으로 추가하였다. 이를 통

해 민간사업자가 직접 시설을 운영하기 곤란하거나 운영수입만으로는 투

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에 대한 투자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러

한 대대적 개정의 취지는, 일차적으로는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국민

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있었다. 한편으로는 대상시설과 사업추진 

방식의 확대를 통해 연기금에 새로운 장기적 투자처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법 개정의 큰 동인이 되었다.83) 이에 따라 연기금과 같은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의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사업자 선정을 위

한 평가시 주무관청이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수익성 제고 등 적극적 유인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자본 등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화 하는 한편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 국가경쟁력 제

고,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82)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종합대책’(1998)은 법 개정방향으로 ① 국제적 관행

과 룰에 맞는 제도와 사업추진 절차 확립, ② 투명하고 간소한 절차를 마련하여 투자자

의 신뢰와 경쟁 유도, ③ 적정한 투자수익 보장과 합리적 위험분담을 통한 투자의 안정

성 확보, ④ 민간 창의와 효율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및 민간책임 명확화가 

제시하고 있다. 

83) 국회 본회의 회의록(17대 250회 13차 국회운영위원회)에의하면, BTL 방식은 필연적

으로 미래의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 것이 재정부담

을 후세에 전가한다는 비판론 또한 거세게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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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우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되었다(법 제13조제2항 단서)

(4) 2006년~현재까지

2006년도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시설은 공공청사, 

화장시설, 택시공영차고지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고정적인 정

부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BTL 사업에 관해서는 국회의 사전의결 절차

를 신설하는 등 규율이 강화되었다. BTL 방식의 민간제안 허용된 것도 

주요한 제도적 변화에 해당한다. 

3. 소결 - 민간투자법의 특징 

  (1) 민간투자사업의 전체 주기에 관한 일반법 

  민간투자법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부터 시작하

여 사업의 절차를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 재정지원, 

국·공유지의 무상사용 등 각종 지원사항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규정의 부재로 인한 추진상의 문제점이 제기

되는 공유재산법상 민간투자사업의 현황을 고려해 볼 때84), 민간투자사

업에 특화된 위한 종합법률의 제정은 사업의 추진구조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2) 투자촉진과 재정건전성 확보의 두 축

  민간투자법은 제정 및 주요 개정 시마다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공급과 

함께 민간의 투자촉진을 통한 경기부양 목적이 관철되어 왔다. 민간부문

의 참여영역 확대와 투자촉진을 위한 참여방식의 다각화에서 비롯되는 

84) 주재홍·이세구, 앞의 보고서, 81-82면에 의하면 공유재산법에 따른 민간투

자사업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공유재산법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아니므로 사업절차의 부재, 전담기관의 부재로 주무관청

의 추진 방향 설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대상시설이 법정되어 있지 않으

므로 지자체장이 정치적으로 결정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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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약화의 우려는 주로 재정건전성 확보의 측면에서 보강되었다. 사

업단계별로 사업을 심의하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국가관리 차원에

서는 기획재정부 산하에 설치되었다(민간투자법 제5조). 2005년 개정 시

에는 규모를 불문하고 민간제안서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제안서 검

토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타당성분석 및 제안서 검토의 주요 내용은 

사회경제적 비용편익 분석의 수행, 정부의 부담액을 기준으로 한 Value 

for Money 분석에 있다. 또한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건

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총한도액을 국회에 사전 의결 받도록 하는 장치를 

통해 보강하였다(민간투자법 제7조의2).

  (3) 물적 시설에 관한 규율의 부재 

  민간투자법은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위주로 제정되었으므로, 각 시설

의 물적 사항에 관한 규율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항만

법에서는 항만에서의 금지행위(항만법 제22조), 온실가스 등 감축의무(항

만법 제22조의3), 시설장비의 신고(항만법 제24조)와 자체점검(항만법 제

25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다. 반면, 민간투자법은 시설의 물적 설치

와 관리와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

영에 관하여 민간투자법은‘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되어야 한

다.’(민간투자법 제24조)고 하여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 체결한 실시

협약에 따름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실시협약과 함께 물적 시설에 관

한 규율은 해당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4) 투명성, 민주성의 원리 미반영

  민간투자법의 연혁적 자취를 볼 때, 민간투자법은 민간자본을 활용한 

급부행정작용 특유의 절차적 내용 구체화, 각종 조세감면 등 지원체계의 

확립과 더불어 재정건전성 측면에 국한해서 공공성 강화 노력이 이루어

져 왔다.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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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의 충돌을 예정하고 있지만,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 절

차는 민간투자법에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민간투자법에서 사업 단계

별로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 외 제3자에 대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85) 오히려, 민간제안

사업의 경우 제3자 제안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서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등(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13항)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관계에서 제안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의 주요 조건이 결정되도록 하면서도 

이를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업절차가 다소 폐쇄

적이다. 민간투자법은 실시계획 승인, 토지수용권 부여, 인‧허가 의제, 준

공확인 조항을 통하여 개발사업법의 개념적 징표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일부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 추진 시 절차적 민주성, 투명성 

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는 미흡하다.  

(5) 계약조건에 관한 규율의 부재

  민간투자법은 우리나라 행정계약의 발전초기인 1990년대에 제정된 이

후 계약구조의 측면에서는 큰 변화 없이 현행까지 유지되고 있다. 민간

투자법은 실시협약의‘체결’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실시협약

의‘해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행정처분의 형식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민간투자법 제47조). 

계약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규율의 공백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통해

서 이루어진다. 기본계획은 사업의 중도 해지 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

에게 지급할 해지시지급금의 산정기준(기본계획 제37조, [별표4]), 사업기

간 중 사업시행조건 조정을 통한 실시협약 변경에 관한 사항(기본계획 

85)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주무관청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전에 임의적으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6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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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 사업시행법인의 출자자 변경이나 자본구조 변경 등 자금재

조달이 발생할 경우 이익공유 사항 등을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다(기본계

획 제27조내지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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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민간투자법의 법적 성질과 특성 

제1절 기능민영화의 실현수단으로서 재정민영화법

1. 민영화의 개념과 분류 

  (1)　민영화의 개념과 분류

  민영화는 법률적으로 정의된 개념이 아니고86) 그 양태가 다양하여 통

일적인 개념정의를 내리기에 용이하지 않다. 민영화 현상의 복잡성과 출

현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민영화에 대한 단일한 개념정의는 가능하

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87) 관련 문헌들은 민영화 개념이 불확정적

이라는 점을 전제로 민영화를 정의한다. 민영화를 전통적으로 공공기관

에 의해 수행되어온 재화나 용역을‘사인’또는‘사 경제계’에 이전하

거나 이들을 공법상 업무의 이행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

다.88) 실무상으로는 민영화를 국가소유의 시설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것

(재산권민영화)으로 정의하고, 민간투자사업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설명

하는 경우도 있다.89) 일례로 철도 민영화와 철도 민간투자사업의 관계에 

관해 국토교통부는 민영화를‘국가소유 시설을 민간에 매각 후 민간이 

86)「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서도 민영화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

고 있지 않다. 

87) 김형섭, 민영화형태로서 공사협력방식의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에 대한 법적 고찰-독

일의 연방과 주의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26(1), 한양법학회, 2015.2., 54면.

88) 이상해, 국가업무의 민영화에 관한 법적문제-안전영역에서의 행형부문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통권제32호 제11권4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1,12, 364면. 민영화를 

‘공공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임무가 민간으로 이양됨에 따라 법적 주체가 사인으로 변

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권형준, 사회국가적 생존배려와 물 산업 민영화의 헌법

적 한계-독일의 법체계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13(4), 중앙법학회, 2011.12, 17면.). 민영화

에 관한 문헌들은 민영화 개념이 불확정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민영화를 정의하고 있다. 

89) 이원우, 민영화에 대한 법적 논의의 기초, 한림법학 FORUM 제7권, 한림대학교 법학

연구소, 1998.11, 2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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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시설을 민간이 건설하여 국가에 소유권

을 귀속시키는 민간투자사업과는 개념이 전혀 다른 것으로 설명한다.90)

그러나 법적 논의에서 재산권의 이전만을 민영화의 개념적 징표로 이해

하면 공공부문의 활동에 민간부문이 개입하는 다양한 행정의 형태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91) 또한 현실에서는 재산권민영화의 경우에

도 부분민영화와 조건부민영화가 실제로 문제되고,92) 역사적으로 국영기

업의 매각에 대한 찬반논쟁의 과정에서 매각 외의 방식을 통한 민간부문 

참여모델이 모색되어 왔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93) 그러므로 민영화

는 민간의 참여정도와 공공부문의 관여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행정형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의 분류를 참조하면94), 민영화 과정에서 사인이 재산권, 임무 

혹은 임무담당 등의 이전을 통해 개입하는 것은 실질적 민영화이고, 이 

실질적 민영화는 민영화 대상에 따라 재산권민영화, 임무민영화, 임무담

당민영화(기능민영화)로 분류된다. 재산권민영화는 공공소유 재산권을 매

각하는 등 소유권 이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소유권민영화), 

사인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이용

권민영화). 사인이 사용권을 부여받아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한다. 공공재산의 사용권 뿐 아니라 수익·처분하는 권한을 사인이 행사

하는 경우(예:지하자원의 채굴권을 민간에 부여)도 있다. 임무민영화는 

활동영역 자체가 민간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임무담당민영화

(기능민영화)는 임무 자체는 공공부문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임무 이

9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민자철도 사업 활성화, 철도 민영화 아니다, 2016.7.7.

91) 이원우, 앞의 글, 214면에 의하면 민영화와 관련된 제현상들을 하나의 체계로 이론화

하고, 동태적 민영화 현상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민영화의 개념이 가능한 광범

위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92) 이원우, 앞의 글, 221면. 

93) Matti Siemiatycki, 앞의 글, p.7. 

94) 이원우, 정부기능의 민영화를 위한 법적 수단에 대한 소고-사인에 의한 공행정의 법

적 수단에 대한 체계적 연구-, 행정법연구 제3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998.10. 이원우, 

민영화에 대한 법적 논의의 기초, 한림법학 FORUM 제7권,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11. 이하 민영화의 분류는 위의 두 글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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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전부 또는 일부만이 사인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기능민영화는 공공주체가 목적 달성을 위한 체계적 준비 과정에 사인

을 이용하는 계획민영화, 행정임무의 사실상의 수행을 민간이 담당하는 

임무수행민영화, 공임무의 수행을 위한 재정조달 시 사인을 활용하는 재

정민영화, 공공주체의 통제기능을 사인에 의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사

인에게 자기감독의무를 부과하는 통제·감독민영화, 공법상의 절차에서 

행정업무나 급부의 일부를 사인이 담당하는 절차민영화로 분류할 수 있

다. 

[그림 3-1] 민영화의 유형 분류 

자료:　이원우, 정부기능의 민영화를 위한 법적 수단에 대한 소고-사인에 의한 공행정의 

법적 수단에 대한 체계적 연구-, 행정법연구 제3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998.10. 이원

우, 민영화에 대한 법적 논의의 기초, 한림법학 FORUM 제7권,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11.

  예를 들어, 하수도법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부문 및 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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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지방공단으로 하여금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하수도법 제19조의2), 동 법률에 따른 공공하

수도의 관리대행은 임무수행민영화의 예에 해당한다. 국유재산법은 국유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국유 일반재산의 개발행위를 국유재

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것 외에도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신탁 

개발, 민간참여 개발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국유재산법 제58조, 제59조의

2).95)

  국유재산을 국가 외의 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유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은 

이용권 민영화의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민간투자사업과 기능민영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영화는 국가가 소유하는 공기업을 매각하는 

형태 뿐 아니라, 기능의 일부만을 민간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식을 모두 

포괄한다. 민영화의 개념이 포괄적인 만큼, 각각의 민영화는 목적과 추

진 배경이 동일하지 않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에 소유와 경영을 전적으

로 일임하는 것과는 달리, 정부의 관리·감독권한을 유보하되 재정과 임

무를 민영화하는 데에 주안점이 있다. 위 민영화의 분류에 의할 때 민간

투자사업은 재산권민영화와 기능민영화의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재산권민영화 중에서도 이용권 민영화와 널리 결합된다. 이 중 민간투자

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로 작용하는 것은 재정민영화이다. 이용권 민

영화(무상 사용수익, 관리운영권 설정)는 재정민영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의 성질을 지닌다. 또한 임무수행민영화는 재정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경우나 이미 지어진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널리 활용되고 있

으므로 민간투자사업 특유의 민영화 지표로 보기는 어렵다. 

95) 국유재산의 위탁개발은 현행법상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만 

가능하므로 민영화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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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법과 민간투자법의 관계 

  (1) 재정법의 범위

   1) 재정법의 개념과 범위

  재정(財政)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과 활동에 필요한 재

력을 취득하고 이를 관리하는 작용이다.96) 나아가 재정은 공기업을 포함

한 모든 공법상의 법인이 공적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력을 획

득·유지 및 사용하는 활동들을 포함한다.97) 현대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재정은 국가경비의 단순한 수입과 지출의 관리차원을 넘어 국민의 인간

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헌법｣ 제10조)의 실현 그리고 기본권

의 보장이라는 국가적 책무의 수행을 위한 물적 기초가 된다.98) 재정법

은 재정관리라고 하는 일련의 역동적인 활동들에 관한 법규정의 총체를 

의미한다.99) 이러한 재정법에는 조세 및 여타 공과금법과 재정조정에 관

한 법, 예산법과 자산 및 부채의 관리에 관한 법, 통화·화폐에 관한 법 

및 자금지원에 관한 법 등이 포함된다.100)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

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가재정

법」, 국가가 집행하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

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회계

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국세수입에 관한 법률, 「부담

금관리 기본법」 등 세외수입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지출 관련 법률, 「국채법」과 같은 국가채무 관련 법률 등이 이에 포함

된다.101)

96) 박종수 외, 한국법제연구원, 재정관련 법령체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2003.7, 11면.

97) 박종수 외, 앞의 책, 11면. 이를 여기서는 광의의 재정개념으로 칭하며, 재정개념은 

단순한 정적인 개념이 아닌, 동적 활동체로 이해할 수 있다(박종수 외, 앞의 책, 12면.) 

98)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2014, 26면.

99) 박종수 외, 앞의 책, 12면. 이하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중 국가의 재정을 위주로 기술한다. 

100) 박종수 외, 앞의 책, 12면. 

1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에서는 재정관련 법령을 열거하고 있다. 



- 49 -

  2) 재정관계법

  재정활동은 넓게 보아서는 국가가 재산을 취득하고, 취득한 재산을 관

리하며 처분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국가 소유의 재산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재로서 기능하고, 장래 행정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비축자원으

로 기능할 뿐 아니라, 매각·임대를 통하여 재정수입재원으로서의 기능

을 수행한다.102) 그러므로.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

분을 목적으로 하는 국유재산법 또한 재정관계법에 해당한다. 혹은 이를 

광의의 재정법에 포섭된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공공부문에서 물품, 공사, 용역 등을 조달하는 과정을 규율하는 

정부조달법제도 조달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재정활동이 수반되고, 이에 관

한 법적 통제가 주로 문제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재정법제의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다. 종래 예산회계법(현 국가재정법) 내에서 규율되던 정부조

달계약에 관한 사항은 WTO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 GPA) 가입을 계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독립적으로 규율하게 되었으나, 정부조달계약은 주요한 

재정활동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재정법적 요소를 지닌다.103)   

  이와 같이 광의의 재정법, 혹은 재정관계법은 국가재정의 조달, 집행

과 관리, 재정감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제를 포

괄한다.104) 국가재정법은 재정의 집행·관리, 재정감시, 재정 건전성에 

관한 일반법에 해당하고, 국유재산법과 국가계약법은 재정의 집행·관리

에 관한 법률에 해당한다. 민간투자법은 재정건전성에 관한 규율을 위한 

법률의 일종으로 포섭할 수 있다.105)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Fiscal_Statute_2018.aspx)

102) 이준우·김세진, 국유재산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원, 2009.2, 

38-41면 참조. 

103) 김대인, 재정행정법과 국제경제법의 상관관계에서 본 정부조달계약, 행정법연구 제

17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7.5, 137-138면. 

104) 김광묵, 재정관계법 현황과 향후 개선 과제, 월간 나라재정 2017년 6월호, 17면.

105) 김광묵, 앞의 글,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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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재정관계법의 분류 

자료 : 김광묵, 재정관계법 현황과 향후 개선 과제, 월간 나라재정 2017년 6월호, 17면.

(2) 민간투자법의 재정법적 성격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안 

고시 이전에 총한도액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민

간투자법 제7조의2). 국회 의결절차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법적 

규율에 해당한다.106) BTL 방식에서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일정한 수익률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대료와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 운영비를 사업기간 동안 약정된 금액대

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무분별한 사업추진은 주

무관청의 재정건전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BTO 방식은 사용자의 이

106) 김광묵, 앞의 글,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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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료를 통해 민간의 투자금이 회수되는 반면, BTL 방식은 일시에 건설

에 소요되는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정사업과 차이가 있을 

뿐, 주무관청의 재원으로 민간의 투자금을 보전한다는 점에서 재정법적 

통제의 필요성이 높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BTL 방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정건전성의 측면에서 민간투

자사업을 규율할 필요성이 높다. 우선,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민간투자법 제53조), 동 조항에 의해 과

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다수 이루어진 바 있다.107) BTO 방식의 경

우 대부분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총사업비)의 상당부분이 건설보조금으

로 지급된다.108) 즉, BTO 방식에서 순수한 재정민영화는 흔하지 않다. 

시설의 사용료는 민간부문이 부담하는 비용과 사용료 수입 등 운영수입, 

사업수익률을 주된 요소로 하여 결정되므로,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 건설

보조금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사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는 낮아지게 된

다. 이에 민간투자법 시행령은‘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를 재정지원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민간투자법 시행

령 제37조 제1항 제2호).

  둘째, 실시협약의 구속력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재정집행을 하기 어렵

다. 최소운영수입(MRG)에서 비롯된 문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듯이, 당

초 주무관청이 예견하지 못하였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적

법한 행정행위인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서 정하여진 사항인 이상, 주무관

청이 임의로 변경하기 어렵다. 또한 장기간의 계약기간 동안 주무관청이 

107)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재정지원의 사유로 ‘실제 운영수입(해당 시설

의 수요량에 사용료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수입에 훨씬 

못 미쳐 해당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108)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건설보조금 등 재정지원은 국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국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되므로, 피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실시

협약은 별도로 헌법 제58조에 따라 국회의 사전결의를 얻어야 하는 예산 외의 국가부담

이 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13159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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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필요에 의해 행정처분으로 시설사용 내용을 변경하거나 기타 처

분을 하는 경우 당초 실시협약을 통해 보장된 권리가 보장받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또는 손실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따른다(민간투자법 제

29조, 제47조). 

  셋째, 민간투자법에서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민간투자사

업은 주무관청의 해지시지급금 약정을 통하여 사업의 중도 해지 시에도 

민간부문의 기 투자금이 일정부분 보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기본계획 

제37조 제2항). 기본계획은 해지시지급금을 임의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해지시지급금은 모든 민간투자사업에 수반되는 사항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2000년 기본계획에 명문화된 해지시지급금은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유인을 위하여 선순위채권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취지로 도

입되었다.109) 장기투자를 주도할 민간자본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

에서 해지시지급금 제도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중도해지가 되는 경우에도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에 근거하여 선순위 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장하여 주는 해지시지급

금 제도는 주무관청에게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110)

  민간투자법의 재정법으로서의 특징은 민간투자법과 다른 재정법과의 

관계를 검토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민간투자법제와 국가재정법의 관계

   1) 국가재정법의 일반적 규율사항

  민간투자법이나 국가재정법은 양 법률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 법률의 관계는 개별 조항의 해석, 각 법률의 취지, 하위

규정 등을 종합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재정법은 헌법의 재정 조항들

(재정헌법)을 구체화한 법이며, 국가재정의 기본법으로111), 재정운용의 

109) 김재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프로젝트 파이낸스 현황 및 과제, BFL 37권,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9.9, 20면.

110) 이로 인해 실무상으로도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하여도 주무관

청은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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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예산 및 기금의 편성․집행․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에 대

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국가의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경우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다. BTL 방식 민간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재정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제출해야 할 

서류 중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포함하도록 하여 별도의 

규율을 하고 있다(국가재정법 제9조의2). 예산의 편성과 집행절차에 관해

서 국가재정법은 민간투자법과 다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재정부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민간투자사업

  국가재정법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의 목적

(효율성, 성과지향, 투명성, 건전성) 중 효율성과 건전성을 위하여 5년 이

상의 거시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다.112) 이 계획에는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전망, 분야

별 재원배분 계획,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전망, 통합재정수지․국가채무 

전망 등이 포함된다.113) 실무적으로 재정의 범위에 관해서 사용되는 개

념에 의하면, 통합재정규모는 지출과 순융자로 구성되므로114) 민간투자

사업에서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비는 재정의 개념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

렵다. 국가재정법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

체 사업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

다고 하여(국가재정법 제7조 제10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국가의 

재정지원 액수만을 기준으로 협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국가재정법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

자계획이 포함되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등 관련사항에 있어

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민간투자사업의 상위계획 또는 관련계획으로 

111) 국회예산정책처, 앞의 책, 4면. 

112) 국회예산정책처, 앞의 책, 27~30면.

113) 국회예산정책처, 앞의 책, 27~30면.

114) 국회예산정책처, 앞의 책, 27~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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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한다. 예를 들어, 국가재정운용계획(2018~2022)은 SOC 분야 재량지

출은 신규 사업 대신 완공 위주로 투자하면서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인프라 건설 위주의 투자에서 안전․운영 중심의 투자체계로의 전환할 것

을 계획하면서 2018년~2022년 계획기간 동안 재량지출은 19억(2018년)에

서 17.5조원(2022년)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115) 세부 추진계획으

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 등 수

도권의 통근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는 광역급행열차 서비스의 지속

적인 확대도 제시하고 있는바, 국가재정의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재정운용계획의 일환으로 채택하기도 한다.116) 이처럼 민간투자는 재정

의 배분계획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투자의 관점에서 재정의 배

분계획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3) 예비타당성조사와 민간투자사업-목적과 대상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평가를 

통해 재정사 업의 신규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함으로써 예산낭비

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117) 예비타당

성조사 대상사업은 ①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사

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②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이다(｢국가재정법｣ 제38 조제1항).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에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이 부담하는 사업비가 포함되는

지는 법률 문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다. 재정의 개념은 통상적으로 지출

과 순융자로 이해된다는 점과, 예비타당성조사의 주된 취지가 재정운용

115) 국가재정운용계획(2018~2022) 43면. 

116) 국가재정운용계획(2016~2022) 43면. 

117)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27~30면.



- 55 -

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사업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 등 공공부문의 부담분으로만 구성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국

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훈령으로 고시되는「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

침」(2019.4.25. 기획재정부훈령 제435호)과 민간투자법은 예비타당성조사

의 대상에 민간투자사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은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이다(예비타당성조

사운용지침 제15조 제1항). 총사업비란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

를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및 민간부담분 등을 포함한다(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 제16조 제

1항, 제2항). 그러므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

간부문이 부담하는 총사업비가 500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가 300억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된다. 

4)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규율의 차이 

  국가재정법의 적용에 있어 민간투자사업의 구별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예비타당성의 절차적, 내용적 측면이다. 민간투자사업 중 정부고시사

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민간투자법에 따라 수행하는 

타당성분석을 함께 실시한다(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 제15조 제2항). 민

간투자사업 중 민간제안사업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

서 검토를 받은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예비타당

성조사운용지침 제15조 제2항). 즉, 국가재정법은 예비타당성조사에 해당

함을 전제로 하되, 그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는 민간투자법령과 기본계획

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한다(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64조 제2항, 제3

항 등). 특히 민간제안사업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

서검토로 예비타당성조사가 갈음되는데, 민간제안사업에 관한 적격성조

사 또는 제안서 검토는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한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재정사업 및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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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총사업비의 관리방식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총사업비의 관리

대상에서 민간투자사업은 제외되고, 민간투자사업은 민가투자법령, 민간

투자사업기본계획, 실시협약 등을 통하여 총사업비에 관한 규율을 받는

다. 국가재정법은 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총사업비관리

지침은 관리대상 사업에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 제외됨을 명

시하고 있다(총사업비관리지침 제3조 제3항). 총사업비 관리의 일환으로 

수행하게 되는 타당성재조사와 수요예측재조사의 경우에도 재정사업은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지만,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재조사와 수요예측

재조사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근거로 수행된다. 

(4) 소결

  민간투자사업은 전통적인 재정의 영역에 속하지는 않지만, 재정건전성

의 확보를 위하여 일정 부분 재정법적 통제를 받는다. 국가재정법이 민

간투자사업 일반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는 규정상 불명확하다. 하

지만 민간투자사업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한 사회기반시설의 투자계획 

수립 시 재정사업과 긴밀한 상호연관성을 갖는다. 또한 국가재정법과 민

간투자법의 하위규정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로 

구분되어, 재정법적인 규율을 받는다. 이처럼 재정관련법으로서 민간투

자법은 국가재정법과 함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목적을 갖는다. 

  다만, 재정관련법은 다수의 법률을 포함하고 있는바, 각 법률의 제정

목적과 기능에 따라 별도의 법리와 규율수단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재정행정법에서는 예산이 법률적 형식으로 성립하는 경우에도 

통상적인 법률과는 달리 대외적 관계에서 국민을 구속하지 못한다고 보

아 왔고, 이로 인해 전형적인 재정기본법들의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의 내부적으로만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았다.118) 그러나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이 정부조달계약에 관해서 독립적으로 규율하면서 조달과정의 

118) 김대인, 앞의 논문, 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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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국가계약법을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규범으로 일률

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119)

  마찬가지로 민간투자사업은 행정의 대내적 관계로 볼 수 없고, 사업시

행자와 주무관청 간의 단일한 권리관계만으로 형성된 법률관계로 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민간투자사업 중 BTO 방식의 경우 통상 이용자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보다 높은 수준의 사용료를 부담하게 되므

로, 사용료 수준을 결정짓는 사업의 제반조건(수익률, 총사업비 등)에 대

하여 높은 이해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점은 민간투자자사업의 직접적인 

당사자 뿐 아니라, 일반 이해관계자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함을 시

사한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은 토지수용권 발동을 통하여 제3자에 대한 

권리제한이 수반되므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섬세한 절차적, 내용

적 규율이 필요하다. 

  재정건전성의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중도해지로 인한 해지시지급금의 발생 등 예기

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지출

을 주시하고 관리하는 대신에, 사업 전 기간에 걸쳐 강력한 구속력을 행

사하는 실시협약에 대한 정밀한 규율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재

정지출이 수반되지 않고 경기부양효과가 있는 민간투자사업은 공공부문

에서의 이른바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는 점

이 고려되어야 한다.120)

119) 김대인, 앞의 논문, 150면. 행정조달계약의 공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박정훈, 앞의 

책, 226면 참조. 

120)  이러한 점은 조달 시점에서의 품질과 가격을 통제하는 정부조달계약과 차이가 있

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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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공법적 규율수단

1. 자금조달에 관한 규율의 필요성 

  재정사업에서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정부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의 영

역이라면, 민간투자사업에서 자금조달(financing)은 민간부문인 사업시행

자의 책임으로 수행되는 금융시장의 영역이다. 그러나 민간부문에 의해 

사업비가 조달된다는 점은 자금조달이 전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자율에 맡

겨진 영역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첫째로, 조달환경의 측면에서 정부는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해지시지급금

(기본계획 제37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민간투자법 제30

조), 운영기간 중 위험분담을 통한 재정지원(기본계획 제33조, 제33조의2)

이 대표적이다. 둘째로, 대부분의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의 추

진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의 일부는 주무관청이 지원하는 건설보조금과 보

상비121)로 충당된다. 동일한 사업조건에서 건설보조금과 보상비의 지원

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수익률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 예를 들어, 사용료, 

총사업비 등 여타의 사업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건설보조금의 액수를 

상향한다면 사업시행자의 사업수익률이 상승한다. 민간이 조달하는 사업

비는 독립적인 사업비용이라기보다는 사업조건의 결정짓는 하나의 항목

에 해당한다.122) 셋째로,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무관청이 운영기

간 동안 지급하는 정부지급금에는 사업시행자가 조달하는 타인자본의 건

설이자가 포함된다. 건설이자율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을 

통해 사전에 정해지지만, 이자율이 높을수록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므

121) 민간투자법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한 토지매수업무, 손실

보상업무, 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민간투자법 제20조제3항),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한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규

정한 민간투자법 제53조에 근거하여 건설보조금, 보상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122) 이상훈,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와 공익처분의 관계 – 별개설 vs. 일체설-, 성

균관법학 제30권 제4호, 2018, 141면은 민간투자사업의 구조는 민간사업비, 사용기간, 사

용료, 수익률의 함수로 구성되며 민간투자법의 위임을 받은 기본계획 제11조는 이를 공

식으로 구체화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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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대출약정 조건에 큰 이해관계를 갖는다. 사

업비를 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회수하는 BTO 방식의 경우에도 주

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 체결하는 실시협약으로 정해지는 사업수익률은 

투자자 모집의 조건으로 기능하고, 사업수익률은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사용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가 자금조달 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약정

을 변경하거나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등 자금재조달이 발생하는 경우 자

금재조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도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다. 준공 

이후 사업시행법인의 부채비율은 90% 내지 95% 또는 그 이상에 이르기

도 하는데, 통상적인 기업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부채비율은 정부의 지원

과 위험분담이 뒷받침된 협력관계(partnership)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123)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project)의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사업 단계별로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과 자금재조달에 관한 규율은 프로젝트 파이낸

싱(project financing) 방식의 특성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 그동안 민간투

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의 상당수는 자금조달에 관한 측면을 

규율하는 제도적 틀이 부족하였다는 데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

은 민간부문이 재원조달의 책임을 부담하는 민간투자사업이 전통적인 재

정법적 통제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업 특성을 명확히 인식한 후 

그 특성에 입각한 규율체계를 마련하여야 함을 분명히 나타내준다. 특히 

설계, 시공, 운영과 함께 재원의 조달을 민간부문이 조달하는 민간투자

사업에서 설계, 시공,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개별시설법을 통해

서 규율되고,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은 재정법의 일종인 민간투자법이 규

율하여야 하는 고유한 영역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자금조달에 관한 

규율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123) 박경애·이상훈 외,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4.12, 

28-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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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과 특징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과 특징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은 특정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여 해당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

달하는 금융기법을 총칭하는 개념이다.124)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의 

담보나 신용에 근거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기업 금융(corporate 

financing)과 달리, 프로젝트 현금흐름을 차입자금의 상환재원으로 삼고 

프로젝트의 자산과 계약상의 권리를 담보로 한다.125) 프로젝트 파이낸싱

은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나더라도 자금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프로젝트 

자체의 자산 및 현금흐름 외에는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거나, 있더라도 

제한되는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금융(non – or limited recoure 

financing)을 속성으로 한다.126) 사업주는 통상 별도의 특수목적법인

(special purpose company)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한다.127)

  일반적인 기업금융과 비교할 때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해당 사업비 충

분한 현금흐름을 산출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기관이 부담하게 된다.128) 대출기관의 입장에서는 통상적인 기업금

융의 경우보다 높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의 반대급부로 금리와 수수료가 

높다는 특징을 갖는다.129)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에 널리 이용되므

로 대출기관은 위험분산, 자금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1개의 주간사은행

의 통제하에 복수의 은행들이 참여하여 대주단(Syndication)을 형성하여 

자금을 제공한다.130) 해당 프로젝트의 미래 현금흐름을 기초로 자금을 

124) 박동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과 실제, 명경사, 2007, 3면. 

125) 박동규, 앞의 책, 3면. 

126) 박훤일, 민간주도에 의한 프로젝트 금융의 법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0, 박

사학위논문, 5면.  

127) 프로젝트 회사의 형태는 합작법인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의 형태가 아

닌 조합(partnership)의 형태를 취하는 겨우도 있다(박동규, 앞의 책, 8면.)

128) 박동규, 앞의 책, 17면. 

129) 박동규, 앞의 책, 20면. 

130) 박동규, 앞의 책, 62면, 박훤일, 앞의 논문,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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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하므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해당 프로젝트의 미래현

금흐름을 정확히 예측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131)  

  한편, 채권자가 프로젝트 자체의 자산 및 현금흐름 내에서 채권의 변

제를 청구해야 하는 이른바 비소구금융(non-recourse financing)은 프로

젝트 파이낸싱의 가장 중요한 속성의 하나이지만, 실무상으로는 100% 

비소구금융의 형태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 추진되지는 않는다. 이

는 국내 금융기관이 기업금융에서부터 더 많은 위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정확하고 명확한 법적, 경영적, 경제적 

분석과 함께 프로젝트에 관한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러

한 면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132)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배경과 연혁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1856년 수에즈 운하 개발사업이 효시라고도 하

나, 진정한 의미의 프로젝트 금융은 1930년대 미국의 은행들이 석유개발

업자에 대해 자금을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133) 당시 미국의 석유개발업

자들은 자금도 충분히 않고 차입능력도 취약하였는데, 은행들은 생산물

을 담보로 하는 금융방식을 고안하여 장차 생산될 석유의 판매대금을 상

환재원으로 하고 매장된 석유를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실행하였다.134) 이

후 현대적 의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196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시

작되었고, 1970,80년대에 획기적으로 성장하였다.135) 70~80년대에 개도국

의 경제성장으로 자원개발 및 각종 사회기반시설의 건설붐이 전세계적으

로 일어났으나 여기에 드는 막대한 소요자금을 전통적인 기업금융 방식

으로 조달하는 한계가 있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중요한 대안으로 등장

하게 되었다.136) 이외에도 80년대 초 남미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

131) 박동규, 앞의 책, 21면.

132) 진홍기,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이론적 존립근거와 금융구조에 대한 법적 소고, 상사

법연구, 통권 60호, 한국상사법학회, 2008, 232면.

133) 박훤일, 앞의 논문, 8면. 

134) 박훤일, 앞의 논문, 8면.

135) 박동규, 앞의 책,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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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채 위기는 대규모 다국적 은행들로 하여금 개도국 정부의 신용에 

근거한 금융지원을 꺼리에 만들어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대안으로 프로젝

트 파이낸싱이 부상한 측면도 지적된다.137) 이와 같이 사회기반시설사업

에 민간부문이 참여한 연혁은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발전과정과 궤를 같

이하였다. 시기별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연혁과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민

간부문이 참여한 연혁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연혁과 민간투자사업의 연혁

자료 : 국토개발연구원,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종합대책, 1998.7. 

136) 박동규, 앞의 책, 22면. 

137) 박동규, 앞의 책, 22면.

사회기반시설 민간자본 참여 연혁 프로젝트 파이낸스 연혁 및 추세

-1930년대초 프랑스, 스페인, 독일의

수도사업에서 Concession 계약 적용

- 영국, 미국 및 프랑스에서는 유료도

로가 원형

<1세대>

1930년대 미국 유전개발사업에서 처음

활용

-제2차 세계대전후 프랑스, 스페인에

서 유료도로가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

운영되기 시작

<2세대>

1972년 British Petroleum이 북해 유전

개발에 본사의 차입금 규모를 유지

(Off-balance 효과)하기 위한 자금조달

-1980년대 터키 오자루수상이 BOT

방식의 발전프로젝트를 제창

-발전 뿐 아니라 도로, 상하수도, 철도

로 확대되고 OECD 가맹국들과 호주,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

리핀, 인도 등에서 성공적으로 진행

<3세대>

-1980년대에 들어 개도국들의 채무누

적 문제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수입대

체 및 수출진흥 프로젝트에 이용

- 국제금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형태로 계획되고 추진됨

BOT, BOO, BTO 방식 등에 의한 프로젝프 타이낸스 방식이 기반시설사업에

대한 민영화 또는 민간자본 조달의 조류

-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사용료 징수가 가능한 기반시설 프로젝트

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 <4세대 프로젝트 파이낸스> 새로운 자본시장 형성, 자본조달 수단의 다양

화, 개도국들은 파생상품 등 선진금융기업 적용, 국제금융기관, 수출신용기관

(ECA)의 주도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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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최초로 활

용된 이후 널리 활용되고 있다. 2000년대에는 주로 민간투자사업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이후에는 아파트, 주상복합 등 다양한 유형의 개발사업 

및 특수 분야에도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138)

  사회기반시설 분야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금융기관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리스크 경감방안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2000년대 후반부터 사회적 문제

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1999년도에 도입되어 초기에

는 사업 전 기간 추정운영수입의 90%(민간제안사업의 경우 80%)를 보장

해 주었기 때문에,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용료 수입이 예측치보

다 낮더라도, 정부의 재정지원금을 통해 원리금 회수를 보장 받을 수 있

었다.139) 둘째, 중도해지 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가 해지시지급금을 약

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선순위 채권이 회수되도록 제도화하였다. 해지시

지급금은 건설 또는 운영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정부가 해당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는 대신 사업자에게 보상하는 지급금을 의미한다. 

2000년에 해지시지급금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건설기간 중에는 사업시설

물 가치의 85~100%를, 운영 기간 해지 시에는 사업의 미래 순 현금흐름

(Net Cash flow)의 80~100%가 보장되도록 하였다.140) 이는 사업이 파산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선순위 채권을 보장해 주기 위함이었다.141)

  해지시지급금과 현재는 폐지된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는 프로젝트 자

138) 박동규, 앞의 책, 25면. 

139) 이로 인해 2004년도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 비율이 높아 

금융기관이 사업시행자와 금융 약정 시 해당 사업의 운영 수입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

하기 보다는 최소운영수입보장 비율을 보고 사업의 참여 여부를 판단하였다(한국개발연

구원, 민간투자사업 종합평가, 2014.3, 266면.)

140) 한국개발연구원, 민간투자사업 종합평가, 2014.3, 267면.

141) 한국개발연구원, 민간투자사업 종합평가, 2014.3, 267면. 동 보고서에 의하면 선순위

채무를 정부가 보장하는 데 대한 감사원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커짐에 따라 2004년도부

터 해지시지급금을 민간투자자금과 실적에 근거한 미래 기대수익의 현가 개념을 도입하

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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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현금흐름만을 상환재원으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투자자 측의 리스크

를 경감시켰으며, 이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주요한 특징에 해당한다. 민간투자사업과 일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주요한 차이점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2] 민간투자사업과 일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차이점 

자료 : 박경애·황희주 외,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수익률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

원, 2018,12, 84면. 

142) 민간투자사업에서 선순위의 높은 지배력과 그로 인한 배당 제한은 주주가 동일 사

업의 후순위채권에 함께 투자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박경애·황희주 외, 민간투자사업

의 자기자본수익률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8,12, 83면. 동 보고서에 의하면 일

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은 해당연도의 약정된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배당에 대

한 제한이 크지 않은데, 민간투자사업은 원리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배당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므로 주주는 중간 현금흐름이 없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후순위채를 통

해 중간현금흐름을 확보하고 Tax Shield 효과를 통해 기대수익 상승을 도모한다.)

구분 민간투자법 일반 PF 사업 비고

근거법 민간투자법

사업별로 상이

(사업 추진의

근거법만 존재)

정부 관여도 높음

중간 또는 낮음

(사업 유형에 따라

상이)

정부 보장 및

투자 안전장치
MRG, 해지시지급금 없음

사업주 건설사, 재무적 투자자

전략적 투자자

(사업목적에 따라

상이)

사업방식 BTO. BTL 위주 BOO 위주
자원사업

예외

재원조달 규제 최소 자기자본 비율 시장에서 결정

선순위의

지배력142)

높음

(선순위 상환 후

배당이 일반적임)

보통

(선순위 상환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특정조건 충족 시

배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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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 

  사업을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구성된다. 

통상 건설출자자는 시공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출자자로 참여하며, 금융

기관은 출자자 또는 채권자로 사업에 참여한다. BTO 방식의 사업의 주

요 출자자는 건설사, 공공기관, 금융기관, 연기금, 인프라 펀드 운영사이

다.143) 민간투자사업은 건설기간과 운영 초기에 투자금에 대한 장기 무

수익이 발생하고, 선순위대출 원리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는 한 배당이나 

감자 등을 할 수 없도록 금융약정이 체결되기 때문에 자본금에 대한 회

수는 운영기간 개시 후 10년이나 수년 간 불가한 것이 현황이다.144) 장

기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재무적 투자자는 10여년 

가까이 투자 지분에 따른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민간투자사업

의 지분 참여에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후순위 차입

과 재무적 투자자의 자본금을 패키지화하는 방안으로 재무적 투자자는 

사업에 참여한다.145)

143) 이호준·박수진 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장기금융투자활성화방안 연구, 한국개발연

구원, 2014,12, 27-18면은 BTO사업과 BTL 사업의 주요 출자자를 제시하고 있다. 동 보고

서에 따르면 BTO 방식의 사업의 주요 출자자는 건설사, 공공기관, 금융기관, 연기금, 운

영사, 인프라 펀드로 분류할 수 있다. 출자가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건설사의 경우 현대

산업개발(주), ㈜대우건설, ㈜ 대림산업, ㈜ 포스코건설, 금호산업(주)가 주로 참여했다. 

공공기관은 한국철도공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한국도로공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금융기관은 한국산업은행, 교보생명보험(주), 대한생명보험(주) 등이, 

연기금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군인공

제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이 참여했다. 인프라펀드로는 맥쿼리인프라투융자회사가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장기금융투자자(금융기관, 연기금, 펀드)의 지분출자비율은 BTO

방식에 비해 BTL 방식에서 보다 높게 나타난다.

144) 한국개발연구원, 민간투자사업 종합평가, 2014.3, 234면.,박경애·황희주 외, 민간투

자사업의 자기자본수익률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8,12, 83면.

145) 한국개발연구원, 민간투자사업 종합평가, 2014.3, 2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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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자와 투자 목적 

자료: 민간투자사업BTL 자금조달분석, kdb 프로젝트 파이낸스 센터, 고석배, 2010.12.01.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타인자본 조달 시 국내의 민간투자 관련 금융주

선 및 자문은 대주의 일원인 금융회사가 이를 겸하여 사업시행자의 상대

방의 협상권한을 결국 상업금융회사가 모두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

다.146) 또한 타인자본은 은행이 주도하는 간접금융방식에 집중되어 있다.147)

4. 자금조달 및 자금재조달에 관한 공법적 규율

(1) 규율방식과 내용

① 사업계획서의 평가 단계 – 자금조달 계획의 현실성 평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전단계인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제3자 

제안공고) 단계에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

146) 유태진, 국내 민간투자제도에 관한 법률적 연구 : 실시협약 및 자금조달방식 개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33면.

147) 유태진, 앞의 논문, 33면. 

원천 출자자(또는 종류) 투자 목적

자기자본

(Equity)

전략적 

투자자

건설회사

운영회사

시공이윤

기존사업 확정

신규 사업 진출

판로 확보

재무적 

투자자

보험회사

연기금

공공기관

PF투자회사(펀드 등)

배당 수익

혼합성(중간) 자본

(Mazzanine Capital)

후순위 대출

(Subordinated Loan)

전환차입

(Convertible Debt) 등

차입금 대비 높은 이자

차입금(Debt)
대출(Loan)

채권(Bond)
이자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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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다. 민간투자법 시행령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민간투자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기본계획은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2조제9호의‘기타 주무

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 하나로‘설립예정법인의 출자자들

의 출자확약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대출의향서 및 대출확약서 또는 조

건부 대출확약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보증의향서 등’을 

포함하고 있다(기본계획 제74조).148) 민간투자법령은 사업신청자가 제출

하는 사업계획의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자체자금 조달

능력, 차입금 조달능력 등 자금조달계획의 현실성’이 포함된다(민간투

자법 제13조제1항제3호). 자금조달과 관련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민간

투자법령이나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기준은 주무관청의 재량에 속한다.149)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사업시행자의 법인 설립 의무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까지이므로

(민간투자법 제14조제3항), 주무관청은 일반적으로 사전자격심사(PQ) 시

에 출자예정자들의 출자확약서, 금융회사 등의 대출의향서 등을 토대로

‘출자(예정)자의 재무능력’과‘타인자본 조달능력’을 평가한다. 이러

한 점은 재정사업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작성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43호, 2019. 

6. 1.)에서 심사항목(경영상태부문,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과 그 적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150)151)

148)  사업신청자는 자본금 출자에 대해서는 각 출자자들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차입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등의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

금의 보증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등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투자확약서 또는 출자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시협약 체결시까지 

투자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기본계획 제75조제4항).

149) 일반적인 사업계획의 검토･평가에 관해서는 기본계획 제76조 내지 제81조 참조. 

150)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43호, 2019. 6. 1.)은 경영상

태부문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

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는 것과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

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를 나누어 각각의 적격 신용평가등급을 제시하고 있다(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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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평가 단계에서 사업신청자는 출자예정자들의 컨소시엄 형

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단계에서 자금조달에 관한 평가는 가정적

이다. 평가 이후 출자예정자가 변경되는 것은 평가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업구상 단계에서의 사정변경을 고려한 유연성과 평가의 실

효성 확보 간에 균형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 민간투자법령

이나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민간투자법령 및 기본계획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작성·공표한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및 표준안에서 원칙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사업시설 준공 이전에 원칙적으로 출자자 및 출자자의 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152)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요령 및 표

준안은 실무상으로는 활용도가 높으나, 평가의 실효성 확보가 가지는 중

요성을 고려할 때 이를 법령 또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명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 자금조달

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3항). 위 심사요령에 의하더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공사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

7조),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에서 평가기준에 대한 구속력이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

렵다. 다만  재정사업은 상위규정의 위임에 의해 행정규칙 형식으로 발령되었다는 방식

의 차이가 있다.  

151)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심사 기

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을 참고하여 정

할 수 있다(「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2호, 2016. 

12. 30.)). 

152) 이와 같은 내용은 대부분의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문(제3자 제안공고문)에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19.7. 공고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제3자 제안

공고 시 ‘사업제안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본 사업시

설이 준공되기 전에는 출자자 및 출자자의 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출자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 참여가 곤란하거나 적정한 재무상태 확

보 및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변경

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69 -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에 자금조달계획 첨부하여 주무관

청애 제출하여야 한다(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4호). 자금조달계

획을 첨부하여야 하는 점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단계에서와 동

일하다. 이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까지 금융약정

을 완료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표준실시협약

안153)은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까지 대출약정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실시협약 제8조제3항),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까지 금융약정을 완료하여야 할 계

약상의 의무가 있다. 기본계획은 민간투자법 시행령상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자금조달 협약서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간

투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6호, 기본계획 제90조제2항). 한편, 기본계

획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과 금융약정 체결시점을 일치시

키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기본계획 제25조의3).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민간투자법령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 신

청을 심사할 때 자금조달계획을 평가하면 족한 것으로 보고, 그에 앞서 

금융약정을 체결할 의무는 계약과 기본계획을 통해서만 규율된다.  

사업시행자 지정 시와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에 자금재조달 계획을 제

출하도록 하는 것은 다수의 개발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

다. 예를 들어,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개발사

업 시행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공항

시설법 제7조제2항에서 실시계획에 자금재조달계획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투자법이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개발사업법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을 관

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공항시설법에서 총사업비는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무상·사용수익 기간은 사용료 총액이 

산정된 총사업비에 도달할 때까지이다(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153) 수익형 민자사업(BTO) 표준실시협약(안)-도로사업-,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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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건설이자는 사업기간 중 한국은행이 발표

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적용하므로(공항시설법 시

행령 제30조제3항제3호),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제 자금조달계획의 이자율

에 대해서는 높은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다.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자금조달의 조건을 규율하기 위함보다는 비용이 적기에 투입

되어 계획대로 준공이 되도록 관리하기 위하는 데에 있을 것으로 추측된

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은 총사업비를 실시협약 체결 시에 사전적으로 

확정하고, 무상·사용수익 기간 또한 사용료, 총사업비, 운영비, 수익률

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실시협약으로 확정한다. 자

금조달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이루어진다는 것은 투자자의 수

익률이 실시협약 체결 시와 달라진다는 것이며, 이는 해당 사업의 수익

률을 확정한 전제가 바뀜을 의미한다. 주무관청은 자금조달계획과 함께 

실제 자금조달 내용을 파악하고 심사할 이해관계를 갖는다.154) 민간투자

사업의 구조를 고려할 때 자금조달계획 뿐 아니라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은 주무관청에 의해 심사되어야 하고, 이러한 점은 법령에서 여타의 개

발사업법과 차별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다. 

  한편,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협약안은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의 

권리에 담보 설정 시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155), 사업시행

자의 파산 시 채권자가 대체사업자의 선정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되 주

무관청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주무관청-사업시행자-금융기관 간의 관계

를 규율하고 있다.156) 사업시행자는 공법상 법적 지위를 가지는 지이므

로 담보권자인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해서 임의적으로 사업시행자

가 변동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 외에 정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최저 

자기자본비율을 규제하고 있다.157)

154) 기본계획에서 주무관청이 실시계획 승인시 민자제도 취지, 사업여건, 수지구조 등을 

고려하여 자금조달조건, 상환조건 등을 실시계획 승인시 검토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기본계획 제90조제5항).  

155) 표준실시협약안 제16조.

156)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표준실시협약안(한국개발연구원, 2011.)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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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금재조달 

  자금재조달(출자자 변경, 타인자본 조달조건 변경, 자본구조 변경)158)

이 이루어짐으로 실시협약 체결 시에 예상한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이 증

가하는 경우에는 증가된 이익을 주무관청과 공유하도록 하는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민간투자법 제27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변경과 관련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출자자가 동시에 후순위차입금의 대

주가 됨으로 인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을 낮출 유인이 없고 오히려 높

은 후순위차입금 이율을 통해 투자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주주차입금의 규모 및 이자율을 규제하고 있다. 주주차입

금의 비율을 70%이하로 하고, 후순위채 조달금리와 규모를 합리적 수준 

이내로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조항들이 대표적인 예이다(기본계획 제25조의2)

(2) 소결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과 자금재조달에 대한 규율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현행 제도에 의하더라도 민간투

자법에 따라 사업조건은 실시협약으로 정하므로,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과 자금재조달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상으로도 공법적 규율 하에 있다. 

또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주무관청은 공익적 필요에 의해 법적 요건 하에

서 감독명령권(법 제45조), 공익을 위한 처분권(법 제47조)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물적 시설 위주로 공익적 필요를 판단하고 있

어서 자금조달 관련사항을 규율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향후 민간투자사

업의 자금조달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단계별로 자금조달과 재조달에 관한 

사항을 법적 단계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7) 기본계획 제25조. 예를 들어, BTO 방식은 건설기간 중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

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158) 기본계획은 자금재조달을 실시협약(변경실시협약 포함)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출자자 지

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기본계획 제2조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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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민간투자법 의제조항의 법적 성질 

제1절 개요

1. 의제조항의 내용과 연혁 

  민간투자법 제17조는 주무관청이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해당 민간투

자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허가 등(이하 ‘관계

법률 인·허가’)과 관계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 등(이하 ‘다른 법률 인·허가)이 의제됨을 규

정하고 있다. 

  민간투자법의 의제조항은 법률 문언만으로는 의제되는 인·허가가 특

정되지 않는다. 의제대상의 특정을 위해서는 ‘해당 민간투자사업과의 

관련성’을 통해 관계법률 및 의제되는 인·허가를 특정하는 해석과정이 

필요하다. 의제조항의 ‘다른 법률’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관계법률에서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가·허가 

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의미한다(민간투자법 제2조 제14호). 다른 

법률 인·허가는 관계법률의 인·허가 의제조항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에 의해 특정이 되므로, 관계법률 인·허가가 무엇인지만 특정이 되면 

다른 법률 인·허가가 무엇인지는 비교적 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민간투자법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주무관청이 제

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관

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허가 등과 관계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

은 것으로 보는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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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사업의 경우 인‧허가 의제조항의 적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도로법 제25조)은 관계법률 인‧허가에 해

당하고159), 도로구역 결정으로 의제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

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도로법 제29조제1항

제1호)는 다른법률 인‧허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1] 민간투자법 인·허가 의제 도식화 

2. 의제조항의 연혁 

  (1) 의제조항의 도입 

  인·허가 의제 규정은 1994년 민자유치촉진법 제정 당시부터 포함되어 

있었지만, 의제대상은 당시 규정과 현행 규정 간에 차이가 있다. 법률 

제정안160)은 의제 대상을 ‘관계법률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으로 특정하면서 의제조항의 취지가‘주무관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사

업시행자는 민자유치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

도록 하고,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

159) 도로법에 따른 인·허가 등에는 도로노선의 지정(11조~18조), 도로구역의 결정(25

조),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39조),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점(48조), 도로의 점용 허가(61

조)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의제대상을 특정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민간

투자법상 실시계획 승인으로 도로법상 도로구역 결정이 의제된다는 점에 관해서는 황창

용, 홍성필 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과 관련법률의 체계에 관한 연구, 국토

연구원, 2004. 76면, 79면 참조. 

160)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을 위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안, 1994.2.16. 정부 제출(의안번호 

1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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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은 것으로 보아 민자유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회 경제과학위원회는‘해당조항은 다

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이므로 법문 중 “관계 법률”은 불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161), 이에 따라 법률은 아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다.162)

[표 4-1] 민간투자법상 인·허가 의제조항 제정안

  (2) 의제조항의 개정

  1999년 민간투자법 전면개정의 기초가 된 민자유치 종합대책에서는 민

자유치 활성화의 일환으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제안하였다.163) 그 내

용은 첫째, 시설 완공시까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인‧허가 

업무는 원칙적으로 주무부처 또는 전담기구가 담당하도록 하되, 도시계

획의 변경 등 부처 또는 전담기구가 협의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없는 인‧

허가문제는 협상을 통해 그 처리방법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복수시설이 포함된 민자프로젝트의 경우 해당시설을 규율하는 법률 모두

를 ‘관계법률’로 보도록 하고, 셋째,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관

161) 위 법률안에 대한 경제과학위원회 심사보고서, 146면. 

162) 아래 표의 밑줄은 필자 강조

163) 국토개발연구원,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종합대책, 1998, 48-49면. 

원안 수정안

제14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

의 의제) ① 주무관청이 제13조의 규

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는 당해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법률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법률 및 다른

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5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주무관청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당

해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른

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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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처 협의시 일정기간 내 협의에 불응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는 협의제척기간을 도입하는 것

이다. 그러나 1999년 개정법률에는 의제대상에 관한 규정에는 변화가 없

었고, 협의 제척기간(30일) 규정만이 신설되었다. 

  이후 2005년도 개정 시에는 의제대상에‘관계법률이 정하고 있는 인‧허

가’가 추가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개정 이전에는 의제대상에 ‘다

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만 있으므로 관계법률 인‧허가는 의제되지 

않는다는 해석론이 제시되었다.164) 실무상으로는 인․허가 의제범위에 대

해 각 부처별로 상이하게 해석되어 기관에 따라 달리 운용되고 있는 실

정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165) 2005년도 법률 개정 시 국회는 의제조

항의 입법취지가 관계법률 인·허가와 다른법률 인·허가를 모두 의제하

는 데 있다고 보았다.166) 입법취지가 명문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민

간투자법 의제조항이 실익을 가지려면 관계법률 인‧허가 의제가 필요하다

는 점이 논거로 작용하였다. 국회 검토보고서167)의 내용을 인용하면 다

음과 같다.

“민간투자법에 따라 도로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될 경우, 현행 법조문

에 의하면 관계법률(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법률(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됨. 이는 도로법에 규정(제25조의2, 도로관리청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됨)되어 있는 바에

따른 것이며 민간투자법 제17조가 없어도 당연히 적용되는 효과임.

본 규정을 처음 만든 입법취지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도로건설사업의 실시계

획이 승인될 경우 도로법(관계법률)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을 의제하고, 도로

164) 황창용, 홍성필 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과 관련법률의 체계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4. 79-80면. 

165)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안(정부제출, 2004.10.29. 의안번호 

170669) 검토보고서, 2004.12.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병곤, 33면.

166)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안(정부제출, 2004.10.29. 의안번호 

170669) 검토보고서, 2004.12.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병곤, 33면.

167)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안(정부제출, 2004.10.29. 의안번호 

170669) 검토보고서, 2004.12.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병곤, 33면. 밑줄은 필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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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계법률)에 따라 농지법(다른법률)에 따른 농지전용허가까지 의제하여

민간투자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였음.”

  이후 2012년도에는 협의제척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였고, 원활

한 협의를 위해 일괄협의회 개최의 근거가 신설되었다. 

3. 의제조항의 검토 필요성

  민간투자법은 관계법률 인·허가에 의해 다른 법률 인·허가 의제되는 

이른바‘의제의 의제(의제되는 허가에 의해 다른 인·허가가 의제되는 

것)168)’를 명문화 하고 있다. 의제조항은 의제대상의 불명확성을 해소하

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그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인·허가의제는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오므로 의제

되는 인‧허가가 법률의 근거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169) 민간투자법에

서 포괄적인 인·허가 의제조항을 존치하여야 하는 실익은 무엇인가? 물

론 다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상정하는 민간투자법의 특성상 법률에서 

시설별로 의제대상을 특정해서 열거하는 것이 입법 기술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 가능하다. 그러나 법률 또는 하위 규정을 통해 의제

대상을 명확히 하거나, 해석론을 통해 보충하는 방식 중 어느 쪽을 택하

더라도 의제조항의 난점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규명하고 의제대상

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의제조항의 법적 성질과 기능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민간투자법의 인·허가 의제는 실시계획 승인을 매개로 이루어지므로, 

의제조항의 검토를 위해 일차적으로 실시계획 승인 및 그와 밀접한 관계

를 맺고 있는 실시협약 체결절차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의제

관계의 검토는 민간투자법 실시계획 승인 절차와 관계법률 인·허가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법의 절차(예:도로법상 도로구역 결정, 철도건설법상 

168) 박균성·김재광, 인·허가의제제도의 재검토, 토지공법연구 제81집, 사단법인 한국

공법학회, 2018년 2월, 91면. 

169) 박균성·김재광, 앞의 논문, 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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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승인) 간의 검토를 수반한다. 이는 민간투자법이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선언한 민간투자법 제3조가 개별적인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에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검토하는 문제이기도 하다.170)

  이하에서는 먼저 실시협약 체결과 실시계획 승인의 법적 성질과 기능

을 검토하고(제2절), 인·허가 의제 일반론에 입각하여 의제조항을 검토

한 후, 최종적으로 의제조항의 법적 성질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3절).

제2절  실시협약 체결과 실시계획 승인의 법적 성질과 

기능

1. 실시협약 체결의 법적 성질과 기능

  (1) 실시협약 체결 조항의 연혁

  실시계획은 실시협약을 기초로 수립되므로 실시계획 승인의 본질을 검

토하기 위해서는 양자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시협약은 주무관

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해 체

결하는 계약으로(민간투자법 제2조 제6호), 민간투자법은 실시협약 체결

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을 명시하고 있다(민간투자법 제13조 제3항). 

민간투자법 제정 시에는 행정처분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으

나, 1999년 법률 개정 시 협상절차를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명문화되었다.171)

170) 만일 민간투자법 제3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민간투자법 실시계획 승인 조

항만 적용되고 관계법률인 도로법의 도로구역결정 조항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

면, 도로법상의 인·허가 의제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게 된다. 

171) 1999년도 법 개정 이전에도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사례들이 

있으나, 법제도적인 사항으로 구축되어 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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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민간투자법상 인·허가 의제조항의 연혁

  계약체결 방식은 국제적 관행과 규칙에 부합하는 제도의 마련, 민간에 

적정한 수익 보장,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위험 분담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상호 대등성의 원칙,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과 책임 명확화

를 위하여 법명도‘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서‘사회

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변경되었다.172)

  (2) 실시협약 체결의 일반적 기능

  계약과 행정처분 방식은 모두 사업시행자에게 공법상의 권한을 부여한

172) 국토개발연구원,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종합대책, 1998 53면. 이 보고서는, 민

자사업은 정부와 민간투자자간의 상업적 계약에 의한 사업추진이 그 기본이며, 외국의 

경우도 그러한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으므로, 이같은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사업 추진의 

기본정신을 반영하고 상호 평등하고 공정한 게임의 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는 차원, 

그리고 정부와 민간간의 역할 및 책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이 

보고서는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작성하였지만, 기획재정부의 정책방향을 담은 국정자료로 

배포되었다.)

http://www.moef.go.kr/com/bbs/detailComtPolbbsView.do;jsessionid=2BN1uNcsAa2

+61-IywZNLg2V.node3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39&searchNttId1=OL

D_220119&menuNo=5020200

1994년 1999년~현재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등) ②주무

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사업시행자

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

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

업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

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③주무관청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협

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

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

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

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79 -

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계약을 활용함으로 인한 차이는 주무관청이 단

순히 권한 부여의 주체가 아닌, 사업의 위험과 의무를 분담하는 주체로 

인식된다는 데에 있다.173) 민간투자법 개정 시에 가장 크게 염두에 둔 

사업조건은 사업수익률이었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실적이 부진한 문제 

중 하나로 적정한 투자수익 보장과 위험분담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

면서, 1999년 법률 개정 시 협상을 통해 사업특성을 반영한 수익률이 결

정되도록 하였다.174) 협상을 거친 계약체결로 협약 당사자는 보다 구체

적이고 유연성 있게 사업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주요 위험요인이나 쟁

점에 관한 처리방안을 미리 정하는 장점을 활용할 수도 있다. 

   

  (3) 실시협약의 구성

  통상 실시협약은 표준실시협약안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므로, 개별 실

시협약의 주요내용은 표준실시협약안의 구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총 

13장 87개 조문으로 구성된 표준실시협약안은 ①사업시행자의 일반적인 

권리의무와 기본적인 사업조건, ② 총사업비와 운영비 및 그 변경사유와 

절차, ③ 재원(자기자본, 타인자본)의 조달과 투입, ④ 설계와 건설에 관

한 사항,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해당 사업의 수익률과 사용

료 및 그 조정, ⑥ 주무관청의 지원사항, ⑦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귀책

사유, 불가항력 사유 포함), ⑧ 협약의 종료와 중도해지, ⑨ 자금재조달, 

⑩ 분쟁해결 시 처리방안 등을 포괄한다.  

  실시협약을 통해 출자자별 지분율, 연도별 투입 예정금액,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투입일정, 건설보조금 지급일정, 추정수요와 추정수입, 추정 

운영비용, 중도해지 사유별 해지시지급금 산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시협약에 첨부되는 재무모델을 통하여 사업기간 동안의 현금흐름

173)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실시협약을 쌍무계약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황창용,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공법적 특수성, 법학연구,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제25권 제3

호, 2015.9. 70면.), 주무관청의 의무는 행정적 지원 등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양자의 채무

가 대등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174) 국토개발연구원,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종합대책, 1998,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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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각한 사업수익률 등이 제시된다. 재무모델은 실시협약 체결 시에는 

수익률 등 사업조건을 확정하는 기능을 하고, 출자자 변경이나 자본구조 

변경 등 자금재조달(refinancing)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실시협약을 변

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기능한다. BTL 방식은 위 사항들에 더하여 

‘성과요구수준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설계, 건설, 운영단계에 충족되

어야 하는 성과수준과 성과평가의 기준, 방법 등을 수록한다.  

이와 같은 실시협약의 구성과 기능을 고려해 볼 때, 계약방식과 행정처

분 방식 모두 처분성이 인정됨으로써 쟁송가능성의 측면에서는 동일한 

효과가 있지만, 사업의 운용 방식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4) 실시협약의 법적 성질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이 공법상 계약인지 사법상 계약인지에 관해서는 

종래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의 재판실무와 학설은 공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정착되었다.175)176)177)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과 관련법

률에서 정하는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하고, 관리운영권의 처분이나 자금

재조달이 발생하는 경우 등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이 요구되는 사항이 많

으며, 주무관청의 포괄적인 감독명령권이 존재한다.178) 즉, 실시협약이 

175) 윤성철, 민간투자법상 실시계획승인의 법적 성질, 2018판례연구(제32집1권), 316~317

면.

176) 서울고등법원 2004.6.24. 2003누6483 판결은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 등을 할 수 있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

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싷애자 지정의 효력을 가진 실시협약

의 체결을 단순한 사법적, 일반적 계약관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서울행정법

은 2013.5.30. 선고 2012구합15029 판결은 ‘실시협약은 …주무관청과 협상대상자 사이에 

해당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조건 등을 확정하고, 협상대상자를 민간투자법

상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일정한 공법상 권능을 부여하는 효력을 가지는 이른바 행정

계약(강학상 공법상 계약과의 관계, 구별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하에서는 편의상 ‘행

정계약’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177) 공법상 계약으로 본 글로는, 박정훈,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의 공법적 성격, 행정법

이론실무학회, 2012.5.12., 황창용,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공법적 특수성, 법학연구,연

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제25권 제3호, 69면 등 다수 

178) 홍성필 외, 수익형 민자사업(BTO) 표준실시협약안 연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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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법

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에 무리가 없다.179) 다만, 재판실무상 관할

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실시협약이 공법적 계약에 해당함을 기

초로 하여 관할의 문제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180)

2. 실시계획 승인의 기능과 법적 성질  

  (1) 실시계획의 내용과 절차 

   1) 실시계획의 개념과 내용

  민간투자법은 실시계획의 개념을 직접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실시계

획의 제출서류, 효과, 관계법률의 체계 등을 종합해 볼 때, 민간투자법 

실시계획은 실시설계도 작성을 통해 구체적인 공사계획을 마련하고, 공

사를 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실시계획은 공사를 착수하기 이전에 주무관청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

의를 통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인‧허가 관계를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행정절차이다.181) 표준실시협약안은 실시설계를‘기본설계

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

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

11 및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86호)에 

따라 작성되는 것’으로 정의한다(표준실시협약안 제3조 제64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에는 ①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② 

면. 

179) 홍성필 외, 수익형 민자사업(BTO) 표준실시협약안 연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7

면. 

180) 권주연, 민간투자법상 공법상 계약과 행정처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

학과 석사학위논문, 12면에 의하면 실시협약과 관련된 민사상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지 

않은 사례와 각하한 사례가 혼재되어 있다. 

181) 윤성철, 민간투자법상 실시계획승인의 법적 성질, 2018 판례연구(제32집 1권), 서

울지방변호사회, 323-3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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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 관련 사항, ③ 공정별 공사시행계획(공구별·

단계별로 분할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분할실시계획을 말한다), ④ 필요토

지의 확보 및 이용 계획, ⑤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 ⑤ 그 밖에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또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는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공사 시방서와 공사비산출근거, 자금조

달계획에 관한 서류, 필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토지세목조서(소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 포함)이 첨부되어야 한다(민간투자법 시

행령 제16조 제2항).

   2) 실시계획 승인 절차

   ①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실시협약 체결 단계에서 협약당사자는 사업제안자가 제출한 기본사업

계획 도서(圖書)를 기초로 총사업비, 운영비 등 사업의 제반조건을 확정

한다. 실시협약 체결 이후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는 실시설

계도서를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간투자법 제13조 제5항, 제15조). 실시계획은 통상 시설사업기본계획, 

사업계획서 및 실시협약, 관련 법령 등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한다(표준

실시협약안 17조 제1항). 

  실시계획 신청을 위해 작성하는 공사 시방서, 산출내역서, 자금조달계

획서 등은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기초로 산정된다. 다만, 실시

협약 체결 이후 실시계획 승인 이전 단계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므로(환경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등), 관

련법령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총사업비를 포함한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우선협상대상자자 선정 후에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실시하고, 실시계획승인 이전에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므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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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49조)182), 설계의 경제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설계 및 총사업비

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환경영향평

가서와,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개선필요사항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바(민

간투자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총사업비는 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변동될 수 있다. 

  현재 사업추진 중인 서부내륙(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는 환경영향평

가 결과 산을 깎거나 흙을 쌓는 구간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칠 구간에 대

해 노선변경과 공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사업계획 변경

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예정하고 있다.183)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이러

한 사정을 고려하여 ‘환경·교통영향평가 및 인·허가기관의 요구, 지

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 기타 민원의 내용 중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총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는 사

유 중 하나로 예정하고 있다(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0조). 

    ② 주무관청의 실시계획 승인여부 결정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3

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6조 제3

항). 실시협약에서는 승인 절차를 보다 상세히 규정하는데, 주무관청은 

협약당사자 간에 합의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신청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표준실시협약안 제18조 제3항).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실시협약 규정을 위반하였을 시에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18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등을 대상

으로 한다.(건설기술진흥법 제75조)

183) 전주일보 2018.8.12. ‘서부내륙고속도로, 환경평가에 ‘발목’, 건설경제, 2019.3.4.‘9

부능선 넘은 庶婦내륙고속道 … “연내 착공”’ 등.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

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조건부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환경영형평가 협의결과 반영 시 수천억원 가량의 사업비 증가로 

협약당사자는 실시협약 조건에 관한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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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표준실시협약안 제18조 제4항).

  (2) 실시계획 승인의 기능과 효과 

실시협약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관계에서 권리의무사항을 정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면, 실시계획은 실시협약의 사업조건을 전

제로 시설의 건설을 위한 물적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실시계획 승인 고시 단계에서는 민원이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가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물적 조건 외의 사업

조건 변경이 수반될 수도 있다.184) 실시협약의 체결을 통해 A라는 사회

기반시설을 설계, 건설, 운영하고 실시협약으로 정한 총민간사업비를 조

달할 의무가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다면, 실시계획 고시 단계에서는 준

공확인의 기준이 되는 A 시설의 실시설계도서 등이 확정된다.185) 실시협

약 체결과 실시계획 고시 사이에 실시협약으로 정한 총사업비 변경사유

가 발생하면 총사업비가 변경되지만, 이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요건(총사

업비 변경사유)의 충족을 전제로 실시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

진다.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실시협

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사에 착공할 의무도 부과된다.186) 공사가 완료

되면 사업시행자는 공사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은 실시

계획에 따라 공사가 완성되었는지를 검사한 후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한

184) 황창용, 앞의 논문, 72면에 의하면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시점이 이르러야 구체적 

사업내용이 확정되며, 이러한 이유로 실시계획 승인시점에 와서야 목적물의 내용을 비롯

한 협약당사자들의 권리의무가 종국적으로 확정된다. 마찬가지로 윤성철, 앞의 논문, 329

면에 의하면 모든 당사자의 권리의무는 실시계획 단계에서 확정된다.  

185) 실시협약의 내용과 다른 실시계획 승인이 불일치한 경우의 해석에 관하여는 서울고

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누53950 채무부존재확인의소 판결을 다룬 윤성철, 앞의 논

문 및 권주연, 앞의 논문 81-85면 참조.  

186) 표준실시협약안 제21조 제2항은 ‘본 협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00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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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민간투자법 제22조).

  또한 실시계획의 승인은 인·허가 등의 의제효과가 있다. 첫째로는,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

시가 의제된다(민간투자법 제20조). 둘째로는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된 관계법률상의 인‧허가와 다른법률상의 인‧허가가 의제된다(민간투자법 

제17조).187)

  (3) 실시계획 승인의 법적 성질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법적 성질을 ‘설권적 인가처분’ 내지 

‘강학상 확인처분’으로 보는 견해와188) 강학상 특허로 보는 견해189)가 

있다. 양자 모두 법적 효과 면에서 설권적 처분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차

이가 없고, 구체적인 법적 성질의 구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우선‘강

학상 확인처분’에 해당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확인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설권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190) 확인은 특정

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 공적 권위로써 그 

존부 또는 정부를 판단(인정·확인·선언)하는 행위이다.191) 확인은 일정

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당성이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에 행정청은 확인을 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 기속행위로의 성질을 지닌

187) 민간투자법상 실시계획 승인의 법효과를 다음과 같은 용어로 서술한 선행연구로는 

김중권, 민간투자사업자지정의 절차법적 문제점, 행정판례연구, vol 16., 2011, 한국행정판

례연구회 163면. 1) 금지해제적 효과(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서 비로소 사업

을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다.) 2) 설권적 효과(사업인정 의제에 따라 토지수용권 부여의 

설권적 효과를 갖는다), 3) 인‧허가의제 효과.  

188) 윤성철, 민간투자법상 실시계획 승인의 법적 성질, 2018 판례연구(제32집 1권), 

329-330면. 이 견해는 원인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효력만을 부여하는 일반적인 인

가처분과 설권적 인가처분을 구분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사업시행자로서 착공과 공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설권적 처분으로 본다.

189) 권주연, 앞의 논문 66면 

190) 권주연, 앞의 논문 66면. 

191)  김동희, 앞의 책, 295면. 판례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확인행위는 판단의 표

시로서 기존의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를 공적인 권위로 확정하고 선

언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대법원 1967. 3. 7 선고 66누1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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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92) 그런데 실시계획 승인이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

다.193) 민간투자법은‘주무관청은 …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민간투자법 시행령 1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기

속행위의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주무관청은 

실시계획 승인시 민자제도 취지, 사업여건, 수지구조 등을 고려하여 자

금조달조건, 상환조건 등 실시계획의 주요사항들이 합리적으로 수립되었

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제90조 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주무관청은 실시협약과 당사자간 협의결과가 반영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주무관청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안

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에 조건을 부가하는 경우가 있

는데194),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부가할 수 없으므로 확인으로 법적 성질

192) 김동희, 앞의 책, 295면, 변무웅,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한양법학 

33, 한양법학회, 2011.2, 339-340면. 박균성, 행정법 강의, 236면 예를 들어, 확인의 일종

인 준공검사에 관하여  판례는 “준공검사처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건축허

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

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

시키는 것이므로 허가관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의 

준공을 거부할 수 없다.”(대판 1992.4.10. 91누5358). 

193) 참고로, 대법원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재

량행위로 판단하였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사업에 관한 실

시계획인가처분은 해당 사업을 구체화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형성행위로서 이

에 따라 토지수용권 등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청이 실시계획인가처분

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실시계획이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에 적합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인가처분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간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 간 및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ㆍ

교량하여야 하며, 그 비교ㆍ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두48416 판결)

194) 영주적십자병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42호)에는 ‘설계내역서는 각 공종별로 원가계산서, 총괄표, 상세내역서, 

일위대가, 물량산출서, 가격비교표의 순으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원가계산서 작성)」

에 의거하여 보완한 후, 공사개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본 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실시하는 등 민원해소대책을 수립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등의 승인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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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할 실익은 크지 않아 보인다.195)

  실시계획 승인을 강학상 인가로 볼 수 없다는 다른 견해는 실시계획 

자체가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실시계획 승인을 사적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강학상의 인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196) 이 견해는 

앞선 논의들과 동일하게 실시계획 승인에 설권적 성격이 있다고 보지만, 

단순 특허라기보다는 사업시행 허가적 특면과 설권적 측면을 함께 지니

는 융합적 행위로 이해한다.197)  

3. 실시협약 체결과 실시계획 승인의 관계

  실시협약과 실시계획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행정작용

으로198) 실시협약 체결을 통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은 각각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갖는199)특허에 해당하는 독립된 행정행위이다.200)

부가되어 있다. 

195) 기속해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 행정처분에 부관을 붙인 경우 일반적으로 그 부관

은 무효가 되므로(대법원 1998.12.22. 선고 98다51305), 주무관청이 조건부 실시계획 승인

을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196) 김중권, 앞의 논문, 164-165면. 

197) 김중권, 앞의 논문, 164-165면.   

198) 권주연, 민간투자법상 공법상 계약과 행정처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

학석사 학위논문, 2018.8, 76면. 

199) 윤성철, 민간투자법상 실시계획승인의 법적 성질, 2018 판례연구(제32집 1권), 서울

변호사회, 329면.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는 견해로는, 권주연, 민간투자법상 공법상 계

약과 행정처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학위논문, 2018.8, 66면. 

200) 판례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단계적 행정절차에서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라고 보

았다(대법원 2017.7.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마찬가지로 도로법상 사업시행자 지정처

분과 후행처분인 도로구역결정처분 및 실시계획승인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

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한 행정처분

으로 보았다.(대법원 2010.8.19. 선고 2007두1357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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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인·허가의제 일반론

1. 인·허가 의제의 개념과 연혁 

  인·허가 의제제도는 근거법상의 주된 허가, 특허 등을 받으면, 그 시

행에 필요한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도 이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201) 이러한 인·허가 의제제도는 특히 대규모사업의 경우 주된 

허가, 인가 외에 다른 여러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이들 행정기관에 대한 인·허가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당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에 의하여 당해 사업수행을 촉진하려

는 데에 취지가 있다.202)

  인·허가 의제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73년도에 제정·공포

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 그 시초로 알려져 있는데, 동 법률에 따라 산

업기지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사업시행

자지정·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등 11개 법률에 의한 13개 인·허가

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203)

2. 의제대상 인·허가와 현황 

  의제대상 인·허가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204) 이는 이론상의 근거보

다는 실무상의 현상분석으로 보이는데, 오늘날 의제대상 인·허가의 양

태는 매우 다양하여 거의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205) 예를 들어, 「경제자

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동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의제되는 인·

허가 등으로 인가, 허가, 승인에 관한 사항 외에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 관계계획의 결정(제30조), 지형도면 고시(제32조), 집단에너지사

201) 김동희, 행정법Ⅰ(제19판), 박영사, 2013. 186면, 박균성, 행정법강의(제10판), 박영사, 

2013, 426면. 

202) 김동희, 앞의 책, 186면.

203) 정태용, 인·허가의제제도에 관한 고찰, 법제 통권 530호, 법제처, 2002년, 3면.

204) 정태용, 앞의 논문, 6면.

205) 정태용, 앞의 논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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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제29조), 도시교통정

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제16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제37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인·허가의제 법률은 개발사업과 관련이 깊은 건설분야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범주를 정할 수 없는 기타분야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도입되어 있다.206) 건설분

야에 해당하는 인·허가의제 규정들 가운데 각종 기본계획, 실시계획, 

공사 또는 사업시행계획, 개발계획, 건설계획, 설치계획 등 행정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주된 인·허가로 하여 관계되는 법률들 상의 인·

허가 등을 의제하고 있는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207)

3. 인·허가의제의 유형 –절차간소화 의제와 필수적 의제208)

  현행 실정법상 의제조항은 크게 절차간소화를 위한 것과 필수적 요소

를 의제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전자는 절차간소화가 목

적이므로 당사자가 하나의 절차에 다른 절차상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

야 하고, 후자는 법체계상 당해 처분에 포함되어야 하는 처분을 의제하

는 것으로 당사자의 신청을 요하지 않는다.209) 즉, 전자는 창구단일화의 

기능을 위한 의제이며, 후자는 주된 인·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에 대

한 처분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적용되는 

의제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인·허가를 의제한 법률 가운데 서류제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와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혼재되어 있고, 

206) 법제처, 인·허가의제 제도의 집행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7.11., (수행기

관:(사) 입법이론실무학회), 4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허가의제 법률은 건설분야

(32개 법률), 교통분야(7개 법률), 환경분야(16개 법률), 에너지 분야(5개 법률)의 순이고, 

범주화하기 어려운 기타 54개 법률이 조사되었다. 

207) 법제처, 앞의 책, 5면. 서류제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구비서류를 첨

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의무를 규정하는 방식과 허가권자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면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서류를 첨부하도록 간접적으로 규

정하는 방식 등 그 절차적 의무의 방식은 다양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의 책, 92면.)

208) 김종보, 앞의 책, 125-126면의 분류와 서술에 의함. 

209) 김종보, 앞의 책, 125-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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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에 관한 규정방식도 여러 가지로 다양한데, 양자의 차이를 가져

오는 일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210) 그러므로 현행법상의 규

정방식의 차이만을 기준으로 절차간소화 의제와 필수적 의제를 구별하기

는 어렵다. 양자의 정밀한 구별을 위해서는 각각의 기능적 차이에 대한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필수적 의제의 대표적인 경우로는 도로법상 

도시계획시설결정(도로법 제29조 제1항 제4호), 도시정비법상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법 제57조 제1항 제13호)가 있다.211)

4. 절차간소화 의제의 심사기준

  이에 관해 종래 학설은 절차집중설(절차규정은 심사촉진을 위하여 존

중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 제한적 절차집중설(절차규정 중 이해관계 있

는 제3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는 준수되어야 한다는 취지), 실체집중

설(실체요건규정은 의제규정의 도입으로 효정을 잃었으므로 고려할 필요

가 없다는 취지), 제한적 실체집중설(주된 인‧허가 기관은 실체요건에 관

해 엄격한 기속은 받지 않으나 주된 인‧허가 시 고려요소로 존재한다는 

취지) 등이 논의되어 왔다.212)

  (1) 절차요건의 충족여부

  절차요건에 관해서 대법원은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된다.213) 대법원은 건설부장관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을 한 이상 동법에서 정한 의제대상 

인·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절와 별도로 도시계획법 등 

소정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나 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

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1162판

210) 법제처, 앞의 책, 9면. 

211) 김종보, 앞의 책, 126면.

212) 선정원, 인‧허가의제의 효력범위에 관한 고찰, 행정법연구 34, 2012.12, 행정법이론실

무학회, 56면.

213) 김동희, 앞의 책, 187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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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최근 대법원 판례 또한 인·허가의제의 취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각종 인‧허가에 드

는 비용과 시감을 절감하여 주택의 건설·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견지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주택

법상의 협의절차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고, 이와 별도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를 살펴보면, 주된 인·허가 시 절차요건을 다

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의제대상 인·허가의 절차요건이 충

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규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이러한 절차

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함께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214)

  법제처 11-0760 해석례에서는「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

별법」에 따라 민간사업시행자 대한 사업승인을 통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의제를 받기 위해서는 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인 도지사에게 미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이 때 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협의에 응

함에 있어 「도시개발법」 제8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

해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과 동일한 

214) 실무상 의제되는 인·허가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고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일관되지 못하다. 다만, 경미한 사안의 경우는 의제된 인·허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건축허가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업무처리지침(2003년)에 따르

면 의제되는 인·허가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판례는 주된 

인·허가의 절차는 거치되 의제된 인·허가의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법제처의 유권해석마저 일관되지 못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

유로 실무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한다. 

설령 법적으로는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이를 문제 삼는 민원인들의 

이의제기가 빈번하며, 반대로 신청자는 법대로 해당 절차를 거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마다, 그 업무 성향에 따라 처리결과가 달라진다고 한다. 이는 일관된 

인·허가 의제제도의 집행이 행해지지 못하고 있는 반증이다. (박균성 외, 인허가의제 제

도의 집행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처,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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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검토하여 협의에 응하여야 하는데,「도시개발법」 제8조에서 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

으로 수렴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기 위함이므

로, 협의를 요청받은 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협의에 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이다. 시ㆍ도지사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나 협의

에 따른 의제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경우는 그 효과가 동일

하다고 할 것인데, 협의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입법취지가 훼

손될 우려가 있다 한다고 보았다. 

  한편, 법제처 07-0360 해석례는 ‘시·도지사가 「관광진흥법」제54조

제1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성계

획을 승인한 이상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

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절차와 별도로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주

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고 보았다. 다만「관광진흥법」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시에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로서 두고 있는 주

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에 관한 적용을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시장 또는 군수는 이러한 절차규정의 취지를 존중하

여 위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2) 실체요건의 준수여부

  학설의 다수설과 대법원 판례 모두 인‧허가 의제 대상의 실체요건이 충

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215) 대법원은 최근에‘건축법에서 인·허가의

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 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

215) 김동희, 앞의 책, 1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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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 의제대상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

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건축법상 허가 요건뿐 아니라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9590 

판결).’고 판시하여, 실체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216) 이

는 건축법상 의제조항이 절차를 통합할 뿐, 개별법의 추구목적을 소멸시

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타당한 결론이다.217)

5. 관계기관과의 협의 절차에서‘협의’의 의미

  인‧허가 의제조항에서 관계기관과의‘협의’가‘동의’를 의미하는 것

인지,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의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지에 관해서는 인‧허가 의제에 관한 국내 논의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동

의’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218)

   판례와 법제처 또한 협의가‘합의’또는‘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급심 판례에서는 의제대상 인ㆍ허가사항에 관한 실체적 요

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인ㆍ허가를 하여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는 해당 

인ㆍ허가사항의 인ㆍ허가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개별 인ㆍ허가처분을 

할 때와 동일한 정도의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인ㆍ허가의제규정

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는 단순히 의제대상 인ㆍ허가행정기관

의 의견을 듣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제대상 인ㆍ허가행정기관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합의를 뜻한다고 보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08. 12. 9 선고 2008구합2069 판결).219)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협의를 

216) 그 외에도 대판 2011.1.20., 2010두14954 판결, 대판 2001.1.16. 선고 99두10988 판결

217) 김종보, 앞의 책, 127면. 

218) 김재광, 행정법상 집중효제도의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9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00.2, 75면, 정태용, 인·허가의제제도에 관한 고찰, 법제 530호, 2002. 11면, 최계영, 

건축신고와 인·허가의제, 행정법연구 제25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9.12. 170면.



- 94 -

통해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

에서 타당하다.220)

  한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의제대상에 관해서 최근 대법원은 인‧허

가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될 여지가 있을 뿐이고, 주된 인‧허가 

자체의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두45131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제4절 민간투자법 의제조항의 해석과 적용

1. 관계법률 인·허가 

  (1)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률’의 범위

  민간투자법 제17조에서 의제대상을 특정하는 유일한 명문의 단서는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이라는 수식어이다. 우선, 해당 민간투

자사업과의 관련성은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의 계획, 건설, 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로서, 해당 사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

률에서 찾을 수 있다.221) 현행 민간투자법은‘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도

로의 부속물’과 같이 관계법률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정

의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회기반시설을 정의한 법률이 일차적으로는 관

계법률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도로사업의 경우 도로법이, 항만시설의 경

우 항만법이 이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서는 도로사업은 도로법 외에 관

219) 다만, 위 판결에서는 주된 인․허가시 반드시 의제되는 모든 인․허가와 관련된 관계기

관의 협의 절차를 사전에 거칠 필요는 없고, 인․허가 시 의제대상 인․허가의 요건을 갖추

지 못한 경우 ‘그 인․허가가 의제되지 않을 뿐 반드시 주된 인․허가 자체의 효력과 결부

시켜야 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16305 판결(하급심 

의정부지방법원 2008. 12. 9. 선고 2008구합2069 판결) 등].)

220) 최계영, 앞의 논문 170면.

221) 홍성필·윤성철, 민간투자사업분쟁관계법, 도서출판 법과 교육, 2014, 7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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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법률인 유료도로법이 적용되고, 철도사업은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외에 관계법률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된다.222)

  개별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법률 외에도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을 규율하는 국토계획법은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률’로

의 지위를 갖는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

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은 상당부분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다. 즉, 국토계획법은 다수의 사회기반시설 설치

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개별시설법과의 관계에서 일반법으로 

기능한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예: 도로, 화장시설, 

자연휴양림)을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이 의제조항

의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률’에 포함된다.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률’에 개별 사회기반시설의 설

치에 관한 법률에는 해당하지 않는 관계법률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포함

되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해 산지관리

법에 따른 인·허가(예:산지일시사용허가)가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민간

투자사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러한 해석론은 개

별시설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보다 민간투자법에 의하는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가 넓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예를 들어, 하

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공사시행허가를 받는 경우와 도로법에 따라 

공사시행허가를 받는 경우 의제대상에는 차이가 있다. 하수도법에 의하

면 산지전용허가만 의제되지만, 도로법에 의하면 산지전용허가 외에 산

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산지관리법 제8조),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

신고(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산지관리법 제

222) 해당 철도가 도시철도인 경우에는 도시철도법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에 관한 법률을 대신하여 관계법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철도관련 법체계의 이해에 

관해서는 한국교통연구원, 철도 관련 법제 개선 연구, 국토교통부, 2008, 87-8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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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 등이 의제될 수 있다. 또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의제되지 않는  산지에서의 구역지정이 도로법에 

의하면 의제될 수 있다.  

[표 4-3] 인·허가 의제조항(예시)

  민간투자법 의제조항에 의해 산지관리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법률 의제대상

도로법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토사(土砂)로 한정한다]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하수도법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에 관하 

법률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

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

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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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포괄적으로 의제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개

별시설법의 정함에 따라 의제대상이 각각 다른 것과 달리 모든 유형의 

사회기반시설에서 일률적으로 광범위한 인·허가 의제가 가능하다. 이러

한 해석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일 수 있으나, 

의제대상이 문언상 특정되지 않은 현 조항의 해석만으로 개별시설법의 

규정보다 광범위한 인·허가가 의제되도록 하는 것이 균형 있는 사업의 

추진인지는 보다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률’은 의제대상을 특정하

기 위해서 의미가 있으므로, 의제대상인 인가·허가 등과 무관한 관계법

률은 일반적인 관련성은 인정되더라도 의제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특

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예를 들어, 철도사업법은 사회기반시설 중 

철도의 개념을 확정하는 법률이고223),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에 적용되

는 일반법으로 기능한다(철도사업법 제3조). 하지만 철도사업법에서 의미

하는 철도사업은‘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유상

(有償)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철도사업법 제2조 제6

호), 철도사업법은 건설된 철도를 전제로 한 영업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

다. 따라서 의제조항 해석 시 관계법률에 철도사업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운영단계의 인‧허가를 의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의제조항에서 말하는 관계법률에 포함할 특별한 실익이 없다. 반면에 철

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은 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한 계획 단계에서부터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민

간투자법 실시계획 승인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관계법률에 해당한다. 이

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률’을 재정의

한다면,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법률로서 사업시행자를 선

정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사업법의 속성을 지니는 법률’

223) 철도사업법 제2조 제1호는 철도를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로 정의하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는 철도를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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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해할 수 있다.

   (2) 의제대상 인‧허가의 범위 

  실무상으로 의제대상 인‧허가의 범위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

획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만일 지구단위계획결정

이 의제된다면, 지구단위계획의 용적율과 건폐율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

내용으로 민간투자법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제

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민간투자법이 민간투자사업의 신속하고 원

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인‧허가도 광범위하게 

의제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이 견해에서는 민간투자법상 관계법률에 

국토계획법이 포함되어 있고,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각종 도시계획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과 국토계획법 중 도시군관

리계획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개발사업법의 속성을 지닌다는 점이 근거

가 된다. 

  그러나 의제대상에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

다. 민간투자법 의제대상에 국토계획법상의 인‧허가를 포함해서 해석하였

을 때 실익이 있으려면 개발사업법에서 국토계획법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 이상으로 민간투자법에 강력한 특별법적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취

지가 판명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개발사업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에는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규율사항 내에서 사업내용이 결정되어야 하지

만, 민간투자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구단위계획과 배

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도록 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

나 의제조항의 도입과정과 개정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점을 학인하기 어

렵다. 의제조항의 제정 시 교통위원회는 관계법률224)에 도시계획법이 제

외되어 있어 기존도시계획과 사회간접자본기본계획 등이 상충되거나, 개

발제한구역내에 주요교통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

224) 당시 법률은 이를 관련법률로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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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내의 행위제한을 너무 경직하게 해석·적용함으로써 이 법에 의한 

사업추진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법 관계법률에 도시계획법을 추

가하여 줄 것을 요망하였으나,225) 이 견해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후 2005

년도에 국토계획법이 관계법률에 추가되었지만 추가된 취지에 대한 입법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또한 민간투자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

획의 결정을 넘어 일체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된다고 볼 경우에 

인‧허가 의제에 관한 판례법리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절차가 적용

되지 않게 됨으로써 도시계획 절차에서 각종 의견수렴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가 몰각된다.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부문의 기반

시설 설치, 개발사업법에 따른 공공 또는 민간의 기반시설 설치는 모두 

동일한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는 급부행정이라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동

일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특별히 양자를 달리 구별할 필요는 없어 보

인다. 오히려 신속한 사업추진이라는 공익은 또 다른 공익인 사업의 공

공성 확보와 함께 추구되어야 할 것이므로, 규정의 불명확함과 취지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의제대상에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을 포함하여 해

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 관계법률 인·허가의 범위

   1) 일반적 기준

  인·허가는 통상 인가, 허가 외에 광범위한 행정주체의 행위양태를 포

함하지만, 의제되는 인·허가와 해당 민간투자사업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해당 민간투자사업과의 관련성’은 실시계획 승인과 시기적, 기

능적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운영단계에 있는 인·허가

는 공사착공 전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의제되는 인·허가로 보기 어렵

다. 또한 다른법률 인·허가 의제에 주안점을 두고 도입된 의제조항의 

225)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안(정부제출, 2004.10.29. 의안번호 

170669) 검토보고서, 2004.12.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병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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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취지를 고려해보면, 기본적으로 관계법률 인‧허가는 인·허가로 인한 

의제조항을 함께 마련하고 있는 경우를 상정한다고 해석함이 적절하다. 

   2) 도로사업

     ① 해석 

  도로사업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료도로법과 도로법이 도로

사업과 관련성 있는 관계법률에 해당한다. 유료도로법은 도로관리청 또

는 비도로관리청의 통행료 수납권한에 관한 사항 위주로 규율한 법률이

므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개발사업 추진 시의 인‧허가에 관한 사

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능적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도로법에 

따른 행정주체의 행위로는 국가도로종합계획의 수립(제5조), 도로건설·

관리계획의 수립(제6조), 노로노선의 지정(제11조~제18조), 도로구역의 결

정(제25조),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제39조),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제48조), 도로의 점용 허가(제61조) 등이 있다. 이 중 국가도로종합계획

과 도로건설·관리계획은 실시계획보다 앞선 상위계획으로 앞서 수립

되어 있을 것이 예정되므로 의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는 도로의 준공 후에 가능하므로 시간순서상 의제대상에 해

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며,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또한 마찬가지로 관련

성 있는 인‧허가 의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실시계획 승인의 기

능을 고려해 볼 때, 도로구역의 결정(제25조)으로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 

인가가 의제되므로(도로법 제29조 제4호), 기능상 도로구역의 결정은 관

련성 있는 인‧허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226)

  그러므로 도로법상 도로구역의 결정은 관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허

가에 해당되고, 관계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다

226) 공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도로의 점용 허가가 의제되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나, 법제

처는 ‘해당 고속국도 건설사업의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간투자법 제17조제2

항에 따라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그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도로 점용허가가 

의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후에 별도로 광역시도 관리청으로부터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다.(법제처 법령해석 사례14-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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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법률227)의 인·허가는 도로법 제29조에 따라 인‧허가가 의제되는 것

으로 규정된 각 법률의 인‧허가에 해당된다. 

  한편, 도로의 점용 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 여부에 해당되는지 여부

에 관해, 법제처에서는 의제를 긍정하는 해석을 하였다.228) 그런데 현행 

민간투자법은‘다른 법률에 적합한지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이

하여야 한다.’(민간투자법 제17조제2항)고 하여, 관계법률에 적합한지에 

관한 협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이는 단순한 입법의 불비라고 생

각할 여지도 있겠으나, 다른법률 인·허가 의제를 위하여 마련된 의제규

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도로의 점용허가가 의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의제하고자 한다

면 이를 규정상 명확히 하는 입법상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② 실무례 

  실무상 도로사업은 도로구역 결정을 의제처리하지 않고, 민간투자법 

실시계획 승인과 도로구역결정을 병행하여 처리한다. 도로구역결정 절차

를 별도로 거치므로 도로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등도 준수된

다.229) 예를 들어,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주무관청인 국토

교통부가 민간투자법 제15조, 도로법  제25조 및 제4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토지이용규제 기본

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실시계획 승

227) “다른 법률”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관계법률에서 인가·허

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가·허가 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민간투자법 제

2조 제14호). 

228) 법제처에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고속국도 건설사업에 대해 해당 고속국도

의 일부 구간이 기존 광역시도(廣域市道)와 중복되도록 「도로법」 제24조에 따른 도로

구역이 결정되었고, 중복되는 구간에 교량 및 터널의 형태로 고속국도를 설치하려는 경

우, 해당 고속국도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광역시도 관리청으로부터 「도로법」 제38

조에 따라 별도의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도로 점용허

가가 의제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법제처 14-0075, 2014. 5. 12., 인천광역시 중구] 

229) 이천~오산고속도로의 주무관청은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및 사업인정

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쳤다(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3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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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고시문에는 도로구역결정사항이 포함되며, 국토계획법 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이 첨부된다.

   3) 철도사업

     ① 해석 

  철도사업에 관한 관계법률 중 의제조항에서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된 관계법률에는 철도건설과 운영에 관한 일반 개발사업법인 철도건설법

이 적용된다.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도시철도법이 관계법률로 해석된다. 

철도건설법에서 계획단계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법 제4조), 철도건

설사업별 기본계획 수립(법 제7조)은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 단계에서 이

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실시계획 승인과 기능적, 시기적 관련성을 갖고 있

지 않다. 철도건설법 제9조는 철도건설법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마련하

면서 승인을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가 의제됨을 규정하고 있

는바(법 제11조) 철도건설법상 실시계획 승인절차가 민간투자법의 관계법

률 인‧허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도시철도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절차를 마

련하고 있으나, 민간투자법 실시계획에 상응하는 절차로는 사업계획 승

인절차가 있으며(법 제7조), 이에 따라 다른 법률 인‧허가가 의제된다(법 

제8조). 

    ② 실무례 

철도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주무관청이 되어 추진하는 철도사업은 

관계법률 인‧허가를 의제처리하기보다 민간투자법과 철도건설법이 중첩적

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사업을 진행한다. 최근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된 수도권광역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국토교통부고

시 제2018-932호)의 경우 민간투자법 및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민간투자법,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32조, 철도건설법 

제12조, 토지규제이용법 제8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였다.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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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국

토계획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경우만 해당) 등의 의제처리가 

가능하지만, 의제되는 인ㆍ허가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강학상으로

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로 표기된다.

   4) 건축시설의 경우 – 관계법률 인‧허가의 부재 

  건축시설은 관계법률에서 실시계획 승인에 상응하는 개발절차를 별도

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이다. 이러한 건축시설은 의제조항을 적

용받음 없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과 건축허가 절차가 병행

하여 이루어진다.「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등이 이에 해당한

다.230)231)「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국제회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의제가 되는 인·허가를 열거하고 있

다(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제회의시설 민간투자사업

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과 건축허가를 병행하여 받고, 건축

허가를 받으면 민간투자법이 아닌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인·허가의제를 받게되는 구조이다. 즉, 국제회의시설은 도서관, 

과학관, 장애인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민간투자법 의제조항의 적용을 받

지 않는다. 

  건축허가와 실시계획 승인이 별도로 이루어지므로 시설물의 물리적 기

230)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의 특성에 입각한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제15조), 설치기준의 충족여부는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건축법에 따

른 건축허가 때 심사된다. 

231)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설립계획 승인 절차와 승인 시의 

인·가 의제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법 제7조, 제8조), 이는 사립과학관의 경우에만 해당

되는 조항이다. 국·공립과학관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사립과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이 의제된다는 해석에는 의문이 있다(예:공립 천안시 홍대용과학관). 설령 설립

계획 승인이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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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관한 사항은 건축허가 단계에서 심사되고, 실시계획 승인은 건축허

가를 전제로 협약당사자 간에 설계도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기능을 

한다. 개발사업법인 관계법률이 있는 경우에 실시계획은 개발사업법상의 

인·허가가 의제되도록 하는 매개처분으로서 기능한다. 반면에 해당 민

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률이 개발사업법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건축시설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은 매개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실시계획 승인은 인·허가 의제와는 무관하게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업조건을 설계도 등 공사를 위한 실질적인 측면에서 구체화하는 의미

만을 갖게 된다. 

  한편, 실무상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률이 개발사업법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건축시설의 경우 주무관청과 건축허가권자가 불일치하

는 경우가 발생한다. 건축허가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의 고권에 해당하는데(건축법 제11조), 시설에 물적 요

건에 대한 허가권한을 갖지 않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간투자법상 주무관

청의 개념에 부합하는지 불명확하다. 주무관청은‘관계 법령에 따라 해

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의미하는데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 예를 들어 경찰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주체는 

경찰청이지만, 그에게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중 일부에 해당하는 

물적 요건에 대한 허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시설의 설치

주체가 행정기관의 장이라는 이유로 주무관청의 지위를 전적으로 부여받

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고 주무관청의 개념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건축시설에서 실시계획의 기능이 도로, 철도, 항만 등개

발사업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유형과 다르고 인·허가 의제규정이 적용

되지 않는 등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민간투자법이 개발사업법에 의해 추

진되던 사회기반시설을 상정하고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생활 

SOC 시설을 민간투자법을 통해 확충하기 위해서는 건축시설에 대한 민

간투자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고려와 법제도의 보완이 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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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계법률 인·허가의 주체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업

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의미하며(민간투자법 제2조 제4호), 사

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한다는 점은 해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계획 

수립, 건설, 운영 단계의 규율을 담당하는 행정주체를 의미한다. 그러므

로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사회

기반시설의 설치를 추진하는 개발사업법의 실시계획 승인, 인가 또는 공

사시행 허가권자와 동일하다. 

[표 4-4] 관계법률상 인·허가의 인·허가권자 및 주무관청(예시)

  (4) 실시계획 승인과 관계법률 인·허가의 관계

  실시계획 승인과 의제되는 관계법률상 인·허가의 관계를 살펴보면, 

기능적인 면에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자는 동일한 기능(사업부지 

특정, 공사착공 허가, 토지사용 및 사용권한 획득, 인‧허가의제)을 수행한

다. 양자의 관할권 귀속을 살펴보면, 민간투자법의 주무관청은 개별시설

법에서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의 인가에 상응하는 공사시행의 인가, 도

로구역의 결정, 조성계획의 승인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기관

의 장이다. 이러한 점에서 민간투자법상 인·허가의제 조항은 서로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 속해있는 고유한 관할권을 통합하여 절차의 간소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통상적인 인·허가 의제제도와 개념과 목적을 공유하지 

않는다. 

  인·허가 의제의 효과 발생을 위해서는 판례와 학설의 이론에 따라 의

사업유형 관계법률상 인·허가 인‧허가권자/주무관청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의 인가(물류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고속도로 도로구역의 결정(도로법 25조) 국토교통부 장관

관광시설 조성계획의 승인(관광진흥법 제54조) 시·도지사 

항만법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

(항만법 제10조)
해양수산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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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되는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요건

심사가 가능한 정도의 서류가 구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간투자법상 실

시계획 승인 시 제출되는 서류와 의제되는 관계법률상 인‧허가의 서류는 

상당부분 중복된다. 

  결국 통상적인 인·허가는 각각‘별도의’규율목적을 가지는 인·허가 

등의 관할권을 통합하는 의미가 있는 반면, 민간투자법상 인‧허가는‘동

일한’규율목적을 가지는 인·허가를 개발사업법상 인‧허가와는 별도로 

창설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인·허가의제의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개발사

업법상의 인·허가와  민간투자법상 관계법률상의 인·허가를 위한 실

시계획 승인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개발사업법상의 ‘접속처분’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개별 관계법률에서 개발사업법적 요소를 지니지

않은 경우‘다른 법률상의 인‧허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

려해 볼 때 실시계획 승인이 가지는‘접속처분’으로서의 기능은 보다 

명확해 진다. 

[표 4-5] 인·허가 의제제도 일반과 민간투자법상 의제조항의 비교 

2. 국토계획법 실시계획 인가와의 비교

   이하에서는 개발사업법의 실시계획과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절차의 

기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

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절차를 검토한

다. 

인·허가 의제제도 일반 민간투자법상 인·허가 의제 

목적 관할권 통합을 통한 절차간소화 민간투자법과 개발사업법의 연결

관할권 

귀속

의제대상 인‧허가의 관할권이 협

의절차를 매개로 주된 인‧허가로 

이전·통합

관할권의 이전·통합이 이루어지

지 않음(당초부터 관할권이 동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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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가장 일반적인 근거가 되는 현행법은 국토계

획법이다(법 제2조, 제43조, 제88조, 제141조 등)232). 기반시설은 토지에 

기반하여 설치되는 토지수반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관할구역 내의 

토지이용에 관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국토계획법이 

규정한 엄격한 도시계획시설결정절차에 의해 결정되고 설치되는 것이 원

칙이다.233) 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하여 설치하여야 

하지만(필수적 기반시설), 예외적으로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임의적 기반시설)(국토계획법 제43조). 필수적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

우 기본적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후행 처분인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시설 설치가 구체화된다. 

즉, 국토계획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

도 되는 시설을 제외한 기반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거쳐 도

시·군관리계획시설사업을 통해 설치된다. 

  임의적 기반시설의 경우 개별 법률에서 정한 공사착공의 허가 절차를 

통해서 시설 설치가 구체화된다. 예를 들어,「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고등교육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은 건축법

상 건축허가를 통해 건설행위로 나아가게 된다. 반면 건축물이 아닌 열

공급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송전선로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의 적용대

상이 아니므로 건축법에 근거하여 설치될 수는 없으며, 이 경우에는 각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될 수밖에 없다.234)  예를 들어, 공항 중「공항시

설법 시행령」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중 전세버스운

232) 최종권,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현행법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국도와 송전선로의 

설치 근거법을 중심으로, 법제, 법제처, 2014.12, 8면. 

233) 최종권, 앞의 논문, 8면.

234) 최종권, 앞의 논문,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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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은 해당 시설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의

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235)

  (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사업과 실시계획 인가절차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 형성이나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

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체계적인 배치가 결정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으로서 공공복리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대법원 2017. 7. 11., 선

고, 2016두35144, 판결).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설의 종류·

명칭·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국토계획

법 제43조 제1항).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시계획시설의 위치와 면적을 

확정하고 또한 후속하는 실시계획을 위한 법적인 기초가 된다.236)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 후속절차인 실시계획은 일정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

한 공사계획으로,237)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특정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구체화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실시계획 인가는 사업시

행자의 인가 신청과 그에 대한 공람절차를 거쳐(국토계획법 제90조 제1

항, 영 제99조) 인가권자의 인가·고시를를 통해 이루어진다.

  (3) 실시계획 인가의 기능

  실시계획 인가는 세 가지 기능을 갖는다. 첫 번째로, 실시계획은 설계

도를 중요한 구성요소로 하고 설계도에 의해 사업부지가 특정된다.238)

실시계획 인가 시에 인가권자는 해당 시설이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의 

개념에 부합하는지, 해당 실시계획의 내용이 도시계획시설(유원지)의 결

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는데(대

235) 어떠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개별시설법에 근거할 것인가, 국토계획법에 근

거할 것인가는 법률상 명확하지 않다(최종권, 앞의 논문,12면). 개별법(도로법)과 국토계

획법을 비교한 위 논문의 분석에 의하면, 개별법(도로법)에 의하는 경우 의견청취 절차의 

약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제도 결여 등의 차이가 있다. 

236)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대법원 1995.12.8. 선고 93누9927 판결.

237) 김종보, 앞의 책, 336면.

238) 김종보, 앞의 책, 3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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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5. 3. 20., 선고, 2011두3746, 판결), 이는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시설의 물리적, 기능적 요건이 확정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단 

실시계획이 인가되고 공사가 시행되면 준공검사는 실시계획대로 완료되

었는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국토계획법 제98조 제3항). 

  둘째로, 실시계획은 공사를 허가하는 기능을 하며239), 실시계획 인가가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및 그 고시로 의제됨에 따라(토지보상법 제96조) 

사업부지에 대한 권한획득의 지위를 부여한다. 사인이 도시군계획시설사

업의 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공공성이 약한 점을 보완하고 사인에 의한 

일방적인 수용을 제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 요건과 동의 요건

을 두어(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44, 판결), 실시계획 인가 과

정에서 인가권자는 소유 요건과 동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심사한다는 점

에 차이가 있으나, 결과적으로 실시계획 인가는 사업인정으로 의제된다. 

  셋째로, 실시계획 인가를 통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허가

가 의제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건축법에 따

른 건축허가,「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도로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등 23개의 인‧허가가 의제

된다(국토계획법 제92조). 

  (4) 민간투자법상 실시계획 승인과의 비교

  첫째, 절차 측면에서 국토계획법은 실시계획 인가 전에 실시계획을 공

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토지ㆍ건

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절차를 두고 있다(국토계획

법 제90조). 반면에, 민간투자법은 실시계획 승인 후 이를 고시하는 절차

만을 마련하고 있다(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 

  둘째, 실시계획의 내용적 측면에서 승인 또는 인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양자가 상당 부분 유사하다. 공통적인 사항을 크게 분류하면 ① 

239) 김종보, 앞의 책, 336면. 



- 110 -

사업의 개요(위치, 면적, 규모 등), ② 설계도서, ③ 사업부지의 토지수용 

및 사용 관련사항, ④ 자금조달계획으로 나눌 수 있다. 

  민간투자법에서만 요구되는 사항은 국토계획법에는 규정되지 않은 부

대사업 관련사항, 설계도서 외에 공사 시방서(時方書)와 공사비 산출 근

거가 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민간부문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민간부문의 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주무관청과의 관계에서 사업비 회

수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국토계획법 제101조), 사업비의 액수나 구체

적인 자금조달계획은 주무관청의 관심사항이 아니다.240)

  반면에 민간투자사업은 총사업비가 이용자의 사용료, 건설보조금 또는 

정부지급금에 직격결되므로 총사업비가 중요한 규율사항에 해당하게 된

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민간투자법은 공사비 산출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실무상 실시계획 승인 고시 때는 총사업비, 출자자 내역 등

을 함께 고시하는 경우가 많다.241)

국토계획법에서만 요구되는 사항은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242), 법 제92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이다. 한편, 부대사업은 민간투자법에서

만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법

에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출 서류의 차이가 발생한다. 

240) 국토계획법은 자금계획을 실시계획의 내용으로 규정하면서도(제88조 제5항), 도시ㆍ

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는 자금계획 

기재란이 별도로 없다. 

241) 안산시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실시계획 승인 고시(안산시 고시 제

2015-135호),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BTO) 실시계획 승인 고시(국토교통부고

시 제2016-953호) 등.

242) 국토계획법은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

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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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된 인‧허가(실시계획 승인)의 기능과 법적 성질

  민간투자법 실시계획 승인은 그 법적 기능에 있어서는 개발사업법상의 

실시계획 승인 또는 인가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 양자는 사업부지의 

특정, 공사착공의 허가243), 토지사용 및 수용을 위한 권한 부여, 인‧허가 

의제의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민간투자사업에서 개발사업법의 실시계획 승인 또는 인가 절차를 거치

도록 하지 않고, 민간투자법에 별도로 실시계획 승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실익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국토계획법 

등 다수의 개발사업법에서는 민간부문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토

지사용 및 수용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이 충족되어

야 한다. 민간투자법은 일정 수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요함이 없이 실시

계획 승인 고시만으로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므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업추진이 보다 용이하다. 

둘째,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에 따른 실시계획 신청서류를 작성하도록 유

도할 수 있다. 총사업비, 자금조달계획(출자자 구성, 자기자본 비율, 타인

자본 조달조건 등), 공사비 산출근거, 부대사업에 관한 계획은 민간투자

법에 따른 사업에서 중요하게 취급하여야 할 실시계획 항목이다. 

  위의 두 가지 점에서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민간투자법에서 별도로 마

련하고 있는 실익이 있으나, 실시계획 승인 절차는 개발사업법에서 정하

는 것 외의 관할권을 창설하는 것은 아니다.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민간

투자법은 개발사업법에 해당하는 관계법률로 연결되므로, 민간투자법의 

실시계획 승인은 접속처분 또는 매개처분으로 기능한다. 

  4. 소결 

  현행 인‧허가의제 조항은 그 문언의 해석만으로는 의제대상 인‧허가를 

243)  표준실시협약안은 실시계획 승인 후 일정 기간 내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사에 

착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표준실시협약 제20조 제1항), 실시계획 승인은 공사착공

의 요건이자 선행절차로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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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규정 하에서 

의제대상을 해석한다면, 우선‘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률’

은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법률로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사업법의 속성을 지니는 법률’로 이해

할 수 있다. 의제대상인 인·허가는 실시계획 승인과 기능적, 시간적으

로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다른 법률 인·허가 조

항이 없는 관계법률 인·허가는 의제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국토계

획법상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은 지구단위계획의 규율 범위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투자법 인·허가의 기능과 법적 성질을 검토한 결과, 실시계획 승

인은 주된 인·허가로서의 고유한 성격을 새로이 지니기보다는, 개발사

업법상 실시계획 승인과 연결되도록 하는‘접속처분’으로서 주된 기능

을 한다. 현행 판례법리상 인·허가 의제로 의제대상 인·허가의 절차요

건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접속처분’으로 기능하는 

실시계획 승인에 의해 의제효과가 부여되면서, 각종 절차 규정이 전소되

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경우 의제가 되더라도, 절차요

건은 준수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투자법에서 별도로 의

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므로, 절차규정의 준수 없이 의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경우 각종 의견수렴 절차를 통한 절차정의가 훼손

될 우려가 있다. 

  향후 민간투자법 의제조항은 위에서 해석론으로 제시한 내용을 반영하

여 의제 대상을 보다 상세하게 법령 차원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각

종 이해관계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절차적 장치가 민간투자법 및 

관계법률을 통하여 작동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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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어

  민간투자법의 법적 성질을 검토한 결과, 민간투자법은 개발사업법의 

규정들을 활용하여 사업절차를 규정하였지만 그 법적 성격은 재원조달

(financing)에 관한 사항을 기초로 하는 재정법(財政法)적 성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간투자법은 전형적인 재정법(財政法)의 영역에 속하

지는 않으나, 장기적으로 해지시지급금 등 정부의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시협약에 대한 정밀한 규율이 필요하다. 민간투자사업은 프

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므로, 민간투

자법 또한 사업시행자 뿐 아니라, 자금조달과 자금을 제공하는 투자자 

와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규율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행 민간투

자법은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

나, 그 외의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은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인·허가 의제조항은 모

든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되었

으나, 결과적으로는 지나치게 불명확한 조항이 되었다. 주무관청은 규정

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자체적인 판단과 관행에 의하여 의제제도를 운용

할 뿐 아니라, 건축시설에는 의제제도가 거의 적용되지 않아서 활용성이 

높지도 않다. 이는 실시계획 승인 절차의 본질이 물적 요건에 대한 독립

적인 허가절차가 아니라, 개발사업법인 관계법률을 연결시키는 접속처분 

또는 매개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투자법이 건축법을 관계

법률에 포함하지 않은 채, 대형 SOC 시설 위주로 초기에 설계되었던 데

에서 기인한다. 

  민간투자법 의제조항은 관할권의 이전을 가져오는 일반적인 의제제도

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모든 사업유형에 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조항도 아니라는 점에서 현행과 같은 방식의 규정은 존치여부를 재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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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현행 조항을 유지하더라도 해석상 논란이 되는 국토계획법

상 지구단위계획 등은 의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해석상으로 명확히 

하고, 의제되는 인‧허가에 대한 절차규정의 누락으로 개발사업의 공론화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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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PPP Act

Lee, Ji Hyun

Department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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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re of the Act on Pubic 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PPP Act) is to finance private sector funding for

infrastructure projects. In other words, privatization of finance is the

core of the PPP Act. The PPP Act focuses on the procedures related

to financing the private sector, the support, and regulation related to

them. The PPP projects do not eliminate all financial burdens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should be regulated in a way that can

manage the financial burdens and risks of the government. And

project financing is widely used in PPP projects. So it is important to

regulate not only the requirements of the SPC, but also the financing

of the investor's qualifications and refinancing.

Meanwhile, the PPP Act is applied along with the Law on

Planning,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Infrastructur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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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Law). For the smooth promotion of PPP proj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PPP law and related law needs to be clearly

established.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laws are set forth in

Articles 3 and 17 of the PPP Act, but they are not easy to interpret.

Reviewing the legal fiction of authorization, permission clauses, the

approval of a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differs from the usual

authorization to transfer jurisdiction in that they are made by the

same competent authority. The legal fiction of authorization,

permission clauses shall be interpreted based on the nature of the

provisions and need to be improved in a direction that more clearly

defines the subject of the f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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