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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사회기반시설은 국민의 삶과 사회 유지에 필수적이며 생활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헌법에 보장된 생활권적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기 위한 요소입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은 경제와 문화에 대한 역사적 축적이며 경제 성장 동력으로 국가
경쟁력과 국민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인자입니다. 따라서 적정 수준으로 사회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행위는 중요한 국가 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를 급격히 축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6년 사회기반시설 예산을 전년대비 4.4% 감액하고 2017년도 예산안에서는
전년대비 8.2% 축소하였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재정투자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축소 폭이 적정 수준인가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 투자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현재 재정투자 축소
규모는 적정 수준을 넘어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회는 재정투자 축소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손익공유형’과 같은
새로운 민간투자사업방식을 도입하였지만, 민간투자사업은 입법 취지인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도모하기 보다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요금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간제안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국회의 검토･승인을 거치지
않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축소 및 민간투자 활성화의
타당성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의 성과가 미흡
하지만 재정투자 축소에 앞서 투자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하며,
국회가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본 보고서가 사회기반시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기여
하고 사회기반시설 적정 투자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평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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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축적된 사회기반시설 규모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사회기반시설 투자규모 정상화를 추진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및
공기업 투자 확대를 통해 재정투자 부족을 보완하겠다고 밝힘.

사회기반시설 예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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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16년부터 사회기반시설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있으므로, 본 평가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축소 근거에 대해 살펴보고 재정투자 축소에
따른 민간투자 활성화 타당성을 평가

❑ 평가 방법론 및 분석 자료
◦ 선진국의 소득증가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투자 규모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OECD 국가들의 건설투자 시계열 자료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건설투자 규모 추세 분석
◦ 사회기반시설 규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콥-더글라스(Cobb-Douglas)
생산함수에 기초하여 민간 건설자산당 일반정부 건설자산과 국민총생산의
상관성을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Balance Sheets)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를 줄이기 위해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이용자부담에 대한 재무성 분석을 통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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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 및 평가 결과
◦ 국내 사회기반시설 규모가 적정 수준을 초과하였다는 근거가 불명확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성과는 낮음.
－ 기획재정부는 국토면적당 고속도로, 국도 및 철도 연장과 관련한 국가별
순위에 근거하여 국내 사회기반시설 스톡이 선진국 수준이라고 판단
－ 인구 밀도가 높고 국토면적이 작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토면적
대비 도로 및 철도 연장을 기준으로 사회기반시설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
하는 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음.
－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87년부터 1997년까지는 민간 건설자산
증가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비중의 축소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2000년 이후 사회기반시설 증가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구체성이 미흡한 기준에 근거하여
선정 ․ 추진하고 있으며, 요금인상 등 부정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정부가 예산부족으로 일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재정사업에서 민간투자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시설이용자들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개선방향
◦ 정부는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기반시설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방식 및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고려할 필요
◦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경제성장,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므로, 사회기반시설 투자 규모 설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 일부 사회기반시설사업 실패 사례에 근거하여, 전반적인 사회기반시설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은 지양할 필요
◦ 정부가 국회 동의 혹은 승인 없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과의 협약을
근거로 국회에 예산을 요구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 국회는 제17대부터 제19대까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추진을 국회가
심의하는 관련 법안을 총 10회 발의한 바 있음.
－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건설비에 대한 재정지원’과
‘해지시 지급금’ 등은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간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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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배경 및 목적
◦ 사회기반시설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쾌적한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보건에 관한 권리 등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고 이에 상응하는 국가의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물질적 조건으로서 의미를 가짐.
◦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축적된 사회기반시설 규모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사회기반시설 투자규모 정상화를 추진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및
공기업 투자 확대를 통해 재정투자 부족을 보완하겠다고 밝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은 경상가격 기준으로 2015년까지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2016년 예산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사회기반시설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할 계획임.
◦ 본 평가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축소 당위성의 근거에 대해
살펴보고, 재정투자 축소에 따른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의 타당성을 평가

❑ 평가 방법론 및 분석 자료
◦ 선진국의 소득증가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투자 규모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OECD 국가들의 건설투자 시계열 자료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건설투자 규모 추세 분석
◦ 사회기반시설 규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콥-더글라스 생산함수(Production
Function of Cobb-Douglas)에 기초하여 민간 건설자산당 일반정부 건설
자산과 국민총생산의 상관성을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를 줄이기 위해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이용자
부담에 대한 재무성 분석을 통해 평가

❑ 주요 쟁점 및 평가 결과
◦ 국가별 시설 규모 비교
－ 기획재정부는 국토면적당 고속도로, 국도 및 철도 연장과 관련한 국가별
순위에 근거하여 국내 사회기반시설 스톡이 선진국 수준이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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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밀도가 높고 국토 면적이 작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토
면적 대비 도로 및 철도 연장을 기준으로 사회기반시설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음.
－ 육상교통시설 적정 규모는 안전성, 통행시간, 혼잡률 및 정체 여부 등과
같은 정책 목표 달성 여부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임.
◦ 소득수준에 따른 건설투자비 검토
－ 기획재정부는 경제구조 고도화에 따라 재정지출구조가 복지 투자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한정된 재원여건 하에서 향후 사회기반시설 투자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음.
－ 기획재정부의 정책방향이 타당하다면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건설투자
비는 감소해야 하지만, OECD 자료에 따르면 [그림 1]과 같이 1인당
소득이 증가할수록 건설투자액도 증가

[그림 1] OECD 국가들의 소득 수준 변화에 따른 1인당 건설투자비(1970~2012년)
(1인당 건설투자, 불변, PPPs,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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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http://stats.oecd.org/>,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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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GDP 대비 건설투자 비율은 [그림 2]와 같이 2015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 평균인 12.0%보다 높은 14.6%이지만, 건설투자 규모는
국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건설투자가 과도한 수준
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움.
－ 민간 건설투자가 [그림 2]와 같이 2015년에 11.6%에 이르고 있으므로,
전체 GDP 대비 건설투자비율을 OECD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정부의
건설투자를 무리하게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 적정 건설투자 규모는 경제상황에 적합한 건설자산 스톡(Stock)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건설자산 스톡에 대한 검토 필요

[그림 2] GDP 대비 국내 건설투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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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16.

◦ 사회기반시설 규모 적정성에 관한 시계열적 검토
－ 본 평가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이 국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은행
자료 및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에 근거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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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도별 민간 건설자산당 GDP와 일반정부 건설자산(주거용 제외)
(GDP/민간 건설자산, 주거용 건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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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 한국은행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일반정부 건설자산 증가는
[그림 3]과 같이 민간 건설자산당 국민총생산을 증가시키는 형태를 보이
지만, 2000년 이후 일반정부 건설자산 증가는 GDP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직관적으로 비생산적인 ‘일반정부
건설자산’을 확충한 것에서 찾을 수 있으나, ‘일반정부 건설자산’인 사회
기반시설 확충은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GDP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민간투자사업 추진 타당성 평가
－ 재정투자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주장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 확충·운영을 위한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음.
－ 정부는 조세 징수 및 국공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한계에 봉착하였다면
[그림 4]와 같이 자금시장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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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사회기반시설 공급 주체 및 재원조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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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정부, 공공기관

공급 주체

파이낸싱

(재정사업)
조세

민간투자자
(민간투자사업)

국공채

사채

재원조달방식
국민소득

자금시장(민간금융사, 공공연기금 등)

[그림 5] 민관협력사업(PPP) 구성

자료: 김용택, “세계은행의 민관협력사업 평가”, ｢세계농업｣ 제178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171~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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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야만
달성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국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이 아닌
민관협력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으로 추진
－ 국내에서는 민간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민간투자사업이라고 간주하고
있으나, [그림 5]와 같이 정부가 재원을 도달하는 사업도 주요 민관협력
사업 유형임.
－ 민관협력사업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 재정사업도
민간에서 설계 및 건설을 수행하므로 민관협력사업으로 볼 수 있음.
－ 정부가 재정사업 사용료를 공공요금으로 관리하면서, 민간투자사업 사용
료를 이용자가 지불 가능한 범위내로 올리겠다는 정책은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사용료 차이에 의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개선방향 및 시사점
◦ 사회기반시설 투자 효율성 확보 방안 검토 필요
－ 정부는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사회
기반시설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1997년 이후 사회기반시설 확충은 국민총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비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음.
－ 정부는 사회기반시설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기반시설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방식 및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회기반시설 투자 적정 규모에 대한 기준 재설정 필요
－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경제성, 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경제성만을
고려하여 사회기반시설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사회기반시설사업 실패 사례에 근거하여, 전반적 사회기반시설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은 지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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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경제성장,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므로, 사회기반시설 투자 규모 설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 민간투자사업을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규정 필요
－ 국내 민간투자사업은 주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와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BTL)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국회의 한도액 심사를 받고 추진되는 반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국회 승인 없이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추진됨.
－ 정부가 국회 동의 혹은 승인 없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과의
협약을 근거로 국회에 예산을 요구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 전액 및 건설비 일부에 대한 재정지원’과
‘실시협약에 포함되는 해지시 지급금’ 등을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간주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제25조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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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평가 개요

1. 평가 배경 및 목적
사회기반시설1)은 국가 경제와 문화의 역사적 축적이며 경제 성장 동력으로 국가
경쟁력과 국민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인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사회기반시
설들2)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3) 쾌적한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보건에 관한 권리 등과 같은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고 이
에 상응하는 국가의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물질적 조건으로서 의미를 가진
다.4) 특히 교통기술 발달로 사회적 삶의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된 현실에서 자유
로운 이동을 위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은 거주･이전의 자유 외에도 일반적인
행동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리기 위한 조건이 되며,5)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
시설 등도 문화향유에 관한 권리의 실현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정보가 새
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정보통신기술이 정치 ･ 경제 ･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총
체적인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은 곧 자유의
조건을 상실함을 의미하는 만큼,6) 정보통신시설은 표현의 자유에 국한되지 않는 광
1)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은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시설’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은 현재 법적 용어가 아니다. 과거 ｢사회
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동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동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되었다.
2) 하수도, 분뇨처리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 공공건설임대주택,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노
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시설 등
3) 헌재 2010.02.25., 2007헌바131.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필수적이다.”
4) 홍석한, “사회기반시설의 헌법적 의의와 국가의 책임”, ｢성균관법학｣ 제24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61~84쪽.
5) 홍석한, “사회기반시설의 헌법적 의의와 국가의 책임”, ｢성균관법학｣ 제24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61~84쪽.
“독일에서 교통에 관한 기반시설은 ‘기본권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교통기반시설’로, 교통에 관한 정
책은 ‘기본권정책’으로 분류되는 것도 사회기반시설이 갖는 자유권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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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한 자유와 평등의 실질적 조건이 된다.7)
사회기반시설의 규모에 대한 관심 증가는 2000년대 들어서 경제 성장률 및 인
구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본격적인 저성장기에 접어든 반면 복지 재정 수요는 지속
적으로 증가해 사회기반시설 등 타 부문에 대한 예산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8) 늘어나는 복지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예산 당국은 사
회기반시설투자와 같이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예산 긴축이 필요하였고, 이 과정
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통해 과거 고도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 온 사회기반
시설 투자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지속적인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
기되면서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 스톡(Stock) 수준 적정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
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 규모의 적정 수준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는 사회기반시
설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있어야 하며, 더욱이 사회기반시설 범위,
사회기반시설 규모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개념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와 같은 선행 작업 및 자료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사회기반시
설 규모가 적정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신규 사업을 축소하고,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사회기반시설
이 충분하다면, 사회기반시설 투자 예산 축소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겠지만,
국내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다면 향후 우리나라 생산성을 하락시킬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면,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지만 국민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평가는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축소하려는 정부 정책 수립 근거를 살
펴보고 사회기반시설 투자 정책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6) 이인호, ｢디지털시대의 정보법질서와 정보기본권,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 연구(Ⅳ)｣,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2002, 106쪽.
7) 홍석한, “사회기반시설의 헌법적 의의와 국가의 책임”, ｢성균관법학｣ 제24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61~84쪽.
8) 안홍기, “SOC 스톡, 1,400조원 수준 상회하나 투자 정체로 감소 추세 –1970년 27.6조원에서 2013년
1,407.6조원 수준, 지금은 GDP 증가율보다 낮아-”, CERIK Journal, 2015, 25~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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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내용 및 방법
본 평가는 사회기반시설 투자 축소의 근거가 되는 사회기반시설의 과잉 판단 기준
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투자 축소 및 민간투자 대체
의 타당성을 살펴본다. 먼저 사회기반시설 과잉여부는 국내 사회기반시설 규모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였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인구 및 국토면적 등
의 기준으로 자료 조사를 시행하여 선진국과 비교한다. 다음으로 OECD 및 G20
국가들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추세를 살펴본다. 소득증가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투자
규모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OECD 국가들의 건설투자 시계열 자료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건설투자 규모 추세를 살펴본다.
사회기반시설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본 평가에서 사회
기반시설 규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통해 살펴본다.
본 분석은 한국은행의 국민 대차대조표 자료에 근거하여 민간 건설자산당 일반정부
건설자산과 국민총생산의 관련성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를 줄이기 위해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정부 정책
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이용자부담에 대
한 재무성 분석을 통해 평가한다.

3. 주요 쟁점
가. 사회기반시설 규모 적정성
공공투자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경제성장과 민간자본 확충을 억제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
향은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결론으로 합의되고 있다. 미국의 시카고 연방준비은
행 소속이던 Aschauer(1989)는 공공자산 확충이 민간자본의 수익성을 높여 민간자
산 확충을 촉진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자산과 민간자산의 확충은 동일시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9) 또한 World Bank(1996)10)는 사회기반시설에 관련된 공공자
9) David Alan Aschauer, “Does Public Capital Crowd Out Private Capital?”,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4, Federal Reserve Bank of Chicago, 1989, pp.17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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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확충이 단기에서는 민간자본 확충을 억제하지만 장기로 보면 민간자본 확충을
촉진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며,11) IMF(2015)는 정부 정책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
한 공공투자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12) 민간투자가 미진하여 유동자금이 많
은 상황에서는 재정투자가 민간투자를 구축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재정투자는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선투자로로 볼 수 있다.13)
그러나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는 2014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사회기반
시설 스톡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경제구조 고도화에 따라 재정지출구조가 복
지 투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한정된 재원여건 하에서 향후 사회기반시설 투자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기술하였다.14) 또한 2015년에는 그간 축적된 사회기반
시설 스톡 등을 감안하여 사회기반시설 투자규모는 단계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하고,
투자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15) 여기서 사회기반시설 투자규모의
정상화는 2008년 이전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18~20조원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9
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5조원으로 대폭 확대한 이후 23~24조원 수준을 유지하
고 있는 것을 축소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는 위의 내용에서 사회기반시설 투자규모 축소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명제를 제시한 것이다. 첫째, 사회기반시설 스톡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였
다. 둘째, 경제구조 고도화에 따라 한정된 재원여건 하에서 향후 사회기반시설 투자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회기반시설 투자규모를 축소하는 정부 정책의 정당성
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두 가지 명제의 정당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0) World Bank(1996)는 공공투자를 사회기반시설(Basic Infrastructure Project)에 대한 투자와 기타
공공투자(Commercial and Industrial Project)로 구분해야 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민
간의 투자를 촉진하지만 기타 공공투자는 반대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11) Luis Serven, Does Public Capital Crowd Out Private Capital? ; Evidence from India, TPolocy Research
Working Paper, The World Bank Policy Reasearch Department Macroeconomics and Growth
Division, 1996.
12) Girish Bahai, Mehdi Raissi, and Volodymyr Tulin, Crowding-Out or Crowding-In? Public and Private
Investment in India, IMF Working Paper; WP/15/264, 2015.12.
13) 예를 들어 교통시설 확충은 주변 토지가치를 상승시켜 민간투자를 유발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은 산업단지 분양가격을 낮춰 민간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론적 근거는 부록 1 참조.
14) 대한민국정부,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4, 110쪽.
15) 대한민국정부,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5,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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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량경제학적 사회기반시설 적정 규모 분석 타당성
한국개발연구원(2004), 한국조세연구원(2006), 이근재 ･ 최병호(2010) 및 한국개발연
구원(2012) 등 2000년 이후 이루어진 계량경제학적 연구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사회
기반시설 스톡이 적정수준을 이미 초과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16) 2000년 이후 전
국 기준으로 사회기반시설 규모가 적정수준보다 낮다고 분석한 연구로는 강대창
(2006) 및 공준현(2016)이 있으며,17) 이영성 외(2012) 및 문시진 외(2015)는 사회기
반시설이 전국 평균으로는 과다하나 지역별로 과소한 지역도 존재하고 있음을 보였
다.18) 기존 연구들은 자료 및 방법론에 따라 다른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과 관련한 자료 및 방법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준현(2016)이 정리
하였다. 공준현(2016)은 선행 연구들의 사회기반시설스톡 자료가 대부분 국부통계
(1987년, 1997년)를 기준년스톡으로 한 다항식기준년도 접속법을 사용하여 1987~1997
년의 사회간접자본스톡을 추계하였고, 이를 연장하여 1997년 이후의 사회간접자본스
톡을 추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부통계에서는 도로 및 하천시설의 경우
취득원가법이 아닌 물량가격법으로 추계하여, 자료의 신뢰성이 낮아졌다고 밝히고 있
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민간자본스톡은 ｢광공업조사보고서｣의 5인 이상 사업
체의 연말잔액과 부가가치액 자료이다. 이는 전체 경제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의 생산효
과를 분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기반시설 적정 규모 분석을 위한 계량경제학적 방법론 선정에 관하여 강
대창(2006)은 성장회계방법(Growth Accounting Method)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주장한다.19) 그러나 류덕현(2008)은 많은 문헌들에서 사용되어 비교하기 용이
16)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 2004.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의 분야별 재정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
이근제･최병호, “우리나라 공공자본의 공간적 외부효과 분석”, ｢재정정책론집｣ 제14권 제3호,
63~90쪽.
한국개발연구원, ｢KDI 현안분석 SOC 투자규모의 적정성 평가: 2012~16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안을 중심으로｣, 보도자료, 2012.
17) 강대창, “한국의 공공자본 생산성”, ｢재정논집｣ 제21집 제1호, 2006, 23~67쪽.
공준현, ｢한국 지역별 자본스톡 추계 및 공간패널모형을 이용한 사회간접자본(SOC)의 최적규모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16, 29쪽.
18) 이영성･김용욱･김예지,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 스톡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재평가”, ｢지역
연구｣ 제28권 제3호, 2012, 83~99쪽.
문시진･이근재･최병호,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의 공간적 외부효과: 지방재정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함의”, ｢국토연구｣ 제84권, 2014, 55~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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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장점이 있어 여러 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생산함수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20)
어떤 방법론을 채택하던 기존 연구들은 궁극적으로 다중회귀분석 방법론을 사
용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적정 규모를 산정하였으며, 자료의 한계성에 의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웠다. 류덕현(2012)은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으로 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투자 규모를 검토하는 것은 이론적 측면에서 유용할 수 있으나, 사회기반
시설의 성능 및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함으로 정책적 함의를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21)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2012)의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에 따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2012년까지의 사회기반시설 투자규모는 적절
하나 향후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본 평가는 정부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방향에 대한 적정성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회기반시설의 적정 규모에 대해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떤 방법론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방법론
선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19) 강대창, “한국의 공공자본 생산성”, ｢재정논집｣ 제21집 제1호, 2006, 23~67쪽.
“우리는 공공자본을 민간부문 생산요소인 민간자본과 마찬가지로 생산과정에 직접적으로 투입되
는 생산요소로 취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격을 반영하여 공공자본의 생산성을 분석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생산함수접근법(Production Function Approach)을 택한다. 이 접근
방법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지만 단순히 공공자본과 산출 사이의 양적 관계만을 고려하기 때문
에 공공자본이 생산과정에서 나타내는 본질적인 성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공공자본은 주로 사회간접자본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간접자본은 일반적으로 생산과정에 직접
적으로 투입되지 않으며 간접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공공자본은 무상으로 또는 실질적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므로 민간부문에서는 이를 생산과정에 투입하는 직접적인 생산요소로 인식
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공공자본은 생산과정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생산요소가
아니고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20) 류덕현, “정부부문 자본스톡과 총요소생산성”, ｢재정학연구｣ 제1권 제3호(통권 제58호), 2008,
121~153쪽.
21) 류덕현,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을 활용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적정성의 평가”, ｢국토연구｣
제73권(2012.6), 국토연구원, 2012, 83~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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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 적정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
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동 법에 따라 추진된 일부 민간투자사업
은 최소운영수입보장과 높은 시설사용료로 국가 재정 지출과 이용자 부담을 증가시
켰다. 인천국제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우면산터널, 김해경전철 및 용인경
전철 등의 민간투자사업들은 최소운영수입보장에 의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및 서울-춘천고속
도로 등의 민간투자사업들은 재정사업 대비 높은 통행료로 인해 이용자의 불만을
야기한 바 있다.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5년 3월에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
격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 민간투
자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사항이 매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
고되고 있고, 민간투자사업의 용지보상비 ‧ 건설보조금 등은 국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예산이 확정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와의 실시협약 체결 전에
국회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매우 제한적이다. 국회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
시 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Build Transfer Lease)의 총한도액을 ｢사회기반시
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에 따라 의결하고 있으나, 정부는 수익형 민간투자
사업(BTO, Build Transfer Operate) 중에서 정부고시사업에 한하여 ｢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타당성 분석 결과 요약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BTO 사업들은 대부분 민간제안사업으로, 실시협약 체결 전까지 사업
추진 관련 내용은 공식적으로 국회에 제공되지 않는다.
국회는 [표 1]과 같이 제17대부터 제19대까지 BTO에 대한 국회 심의 관련 법
안을 총 10회 발의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반대로 폐기되었거나 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였다. 가장 최근에 발의된 법안은 심재철 의원 등 12인이 2013년 6월
20일에 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기획재정위
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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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에 대한 국회 심의 관련 법안 발의 현황
발 의 일

진행현황

주 요 내 용

2013.6.20.

위원회 상정
2013.11.26.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이전에
국회에 보고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함

이종진의원
등 12인

2012.8.13.

위원회 상정
2012.9.12.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과도
한 재정지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국회가 주무
관청에게 취소ㆍ변경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이재영의원
등 10인

2012.7.16.

위원회 상정
2012.9.12.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경우 심의자료를
국회에 제출

천정배의원
등 82인

2009.4.2.

경제재정소위
축조심사
2009.04.23
임기만료폐기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은 후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

박기춘의원
등 11인

2008.8.7.

대안반영폐기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을 추
진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국회
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은 후 고시

최재성의원
등 11인

2008.8.5.

본회의 폐기
2008.12.16.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을 추
진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국회
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은 후 고시

주승용의원
등 12인

2008.7.15.

대안반영폐기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을 추
진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국회
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심재철의원
등 12인

최 성의원
등 14인

2008.2.4.

임기만료폐기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 의결사항
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의 사업의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서를 국
회에 제출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국
회의 의결을 받은 후 고시

주승용의원
등 15인

2006.1.16.

임기만료폐기

정부가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사
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

임기만료폐기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의 경우
에는 주무관청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련
부처가 시설사업기본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
여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의결

이혜훈의원
등 10인

2005.11.18.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2016.4.18. 검색 <http://likm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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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에 대한 국회 심의 방법은 2011년에 “주무관청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
성분석을 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그 타당성분석 결과를 요약하
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정리된 바 있
다.22) 이와 같은 법률 개정은 국회의 사전승인(의결) 보다 주무부처의 장이 민간투
자사업심의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시 동 사본을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토록
하여 당해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문제가 있는 민간투자사업이 구체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23)
그러나 개정된 법률은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에 한정되어 적용된다. BTO 사
업들은 대부분 민간제안사업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추진 관련 자료
를 비공개로 분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 심의에
반대하고 있다.
첫째, 시설사업기본계획은 주무관청이 사업 주요계획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방
법 등을 대외적으로 제시하는 실무적 ‧ 세부적 형태의 문서이며,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후에 협상 등의 과정에서 고시 내용과 일부 다른 내용으로 사업 추진이 가
능하므로 개정안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부의 독립
성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법안 처리에 대하여 반대하
고 있다.24)
둘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정책, 민간투자시설기본
계획 수립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행정부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
로,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은 세부적·전문적 내용에 대해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수
2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② 주무관청은 대상사
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을 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그 타당성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의안번호 1812448, 제안일자 2011. 06. 29.
23)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성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
환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의원 대표발의】【최재성의원 대표발의】【박기춘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08. 11. 14쪽.
24)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류환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
철의원 대표발의】검토보고｣, 2013. 11.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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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이므로 심의 전 자료를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하는
것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지연되어 사업의 적기 추진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25)
셋째, 민간투자사업의 용지보상비, 건설보조금 등은 다른 재정사업과 같이 국
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예산이 확정되고, 임대형 민자사업(BTL)사업은 한도액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의결을 받고 있으며, 민자사업 추진 실적보고서를 매년 5월 31
일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가 이미 통제하고 있다.
넷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와 유사한 행정부 내의 다른 위원회26)의 경우에
심의자료를 미리 국회에 제출하는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민자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부부담은 불확정적인 부담으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부담인 확정적인 채무와는 다르고, 고시로 이루어
지는 BTL방식의 사업과 달리 대부분 민간제안으로 연중 ․ 상시 추진되는 BTO방식
사업의 특성상 추진대상 ․ 규모 등에 대한 예측 및 사전 편성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사전 의결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려는 민자투자법의
취지와도 상충된다.27)
정리하면 기획재정부는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개별사업의 재
정지원금 및 사업내용이 확정된다는 점, 시설사업기본계획의 국회 심의일정 등이
지연될 경우 사회기반시설의 적기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점, 투입자금의 대부분이
민간자금이라는 점, 민간사업자가 사업참여를 기피함으로써 민자사업이 위축될 우
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국회 심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28)

25)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
영의원 대표발의】검토보고｣, 2012. 9. 5쪽.
26)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과학기술기본법 제9조), 도로정책심의위원회(도로법 시행령 9조), 철도산업
위원회(철도건설법 제4조), 중앙항만정책심의회(항만법 4조) 등
27)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경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
배의원 대표발의】검토보고｣, 2009. 2. 5쪽.
28)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성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
환의원 대표발의】【주승용의원 대표발의】【최재성의원 대표발의】【박기춘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08. 11.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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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정책 개요 및 현황

1. 사회기반시설 투자 개요
가. 사회기반시설의 정의29)
사회기반시설은 국내외 연구와 국가 정책에서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
주요 사회기반시설(Critical Infrastructure), 공공 사회기반시설(Public Infrastructure), 공공자
본(Public Capital), 공공사업(Public Work)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
년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정을 통해 ‘사회간접자
본’이라는 법률적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
자법｣(1997년 개정)을 거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년 개정)에 이르
고 있다. 또한 법령과 학계 등에서 사회간접자본과 사회기반시설이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에서 사회기반시설은 정보기반(Information Infra), 법적
기반(Legal Infra), 사이버 기반(Cyber Infra) 등 범용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
반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한 넓은 의미로도 사용된다.
사회기반시설의 개념이나 범위는 포괄적이고 애매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는 사회기반시설의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외부 효과의 파급 범위가 포괄적
이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즉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미치는 경제효과의 대부분이
비경제적 성격을 갖는 외부효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 자체를 측정하기 어
려울 뿐만 아니라, 투자효율을 평가하기도 어렵다.30)

29) 권기헌, ｢국가별 SOC의 유형구분 및 재정규모 조사연구｣, 연구용역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012.
30) 양지청, “지역 SOC의 Network화에 따른 국가적 투자효과 또 다른 접근”, ｢응용경제｣ 4(1),
2002, 88~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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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의 형태와 서비스 공급주체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공공재적 성
격을 갖는 유형의 재화와 무형의 서비스를 국가기반시설(infrastructure)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31) 또한 사회기반시설은 경제개발과 관련된 정부 주도로 공급하는 기
반시설과 공공 서비스의 의미가 부각된 학술적 용어로 볼 수 있다.

[표 2]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부문 분류
비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

ㅇ중앙정부

ㅇ가계

ㅇ공 기 업

ㅇ지방정부

ㅇ소규모 개인기업

ㅇ준법인기업*

ㅇ사회보장기금
ㅇ공공비영리단체

ㅇ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NPISHs)

ㅇ민간기업

ㅇ금융법인기업

국외
ㅇ비거주자

주: * 국세청에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보고할 정도로 규모가 큰 개인기업을 의미하며 이에 해
당하지 않는 개인기업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에 포함
자료: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해설｣, 2014, 25쪽.

본 평가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을 ‘일반정부가 세금을 기반으로 하여 공급하는 건
설자산’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일반정부는 [표 2]와 같이 정의된다. 공기업은 일반정
부에 포함되지 않으며, 민간투자에 의해 공급되는 사회기반시설은 본 평가에서 정
의하는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공기업 및 민간이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을 일반정부가 공
급하는 사회기반시설과 동일시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의 분류는 사회기반시설
의 적정 공급에 관한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에 부합하지 않는다.32)

31) 김혜련,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통계개발원 경제
통계실, 2009.
송부용, “지방화시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정책”, ｢건설경제｣ 14, 1996, 48~56쪽.
32) 사회기반시설의 적정 공급에 관한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은 대부분 세금에 기반한 공공투자에 의
해 사회기반시설이 공급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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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기반시설 투자 현황
정부는 1990년대 이후로 10여 년 동안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상당한 정도로 재정지출을 증가시켰다. 이에 대한 개략적인 양상을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사회기반시설의 여러 부문에서 과잉투자가 이루어졌다는 논의가
진행되었다.33)
정부는 2004년에 최초로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한 중기 국가재정운
용계획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규모 억제가 불가피한 여건 하에서 투자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부문간 ･ 부문내 우선순위를 조정하며, 상당 수준 시
설이 확충된 도로 ･ 지방도로에 대한 투자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34) 2005
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전단계로 2005년 3월에 개최된 공청회에서 이러
한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논의
를 하였으나, 정부는 2005년 10월에 확정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04년 계획의
기본적인 기조를 유지하였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2004)에 근거하여,35) 정부는
OECD 국가와 비교하면 국토면적당 도로연장은 28개국 중 15위, 국토면적당 철도
연장은 21개국 중 13위로 중위권 수준으로 1인당 GDP(23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
로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36)
정부의 이와 같은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은 경상가
격 기준으로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 예산부터 본격적으로 감
소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의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표 3]과 같이 2016~2020년
사회기반시설 재원을 연평균 6.0% 감액하겠다고 발표하였다.37) 기획재정부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5~2019년 사회기반시설 재원을 연평균
6.8% 감액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38)
33) 강대창, “한국의 공공자본 생산성”, ｢재정논집｣ 제21집 제1호, 2006, 23~67쪽.
34) 대한민국정부,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4, 85쪽.
35) 한국개발연구원, ｢우리나라 SOC 스톡진단 연구｣, 2004.
36) 대한민국정부,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05, 108쪽.
37) 대한민국정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6, 45쪽.
38) 대한민국정부,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5,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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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6~’20년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단위: 조원, %)

연평균

’16

’17

’18

’19

’20

총 지 출

386.4
(2.9)

400.7
(3.7)

414.3
(3.4)

428.4
(3.4)

443.0
(3.4)

3.5

1. 보건․복지․고용

123.4

130.0

135.8

141.6

147.7

4.6

53.2

56.4

58.8

61.0

63.4

4.5

3. 문화․체육․관광

6.6

7.1

8.1

8.4

8.6

6.8

4. 환경

6.9

6.9

6.8

6.7

6.7

△0.6

5. R&D

19.1

19.4

19.7

19.9

20.2

1.5

6.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16.3

15.9

15.7

15.4

15.2

△1.7

7. 사회기반시설(SOC)

23.7

21.8

20.3

19.3

18.5

△6.0

8. 농림․수산․식품

19.4

19.5

19.4

19.3

19.3

△0.2

9. 국방

38.8

40.3

41.8

43.2

44.7

3.6

4.7

4.6

4.7

4.9

5.0

1.7

11. 공공질서․안전

17.5

18.0

18.7

19.4

20.1

3.5

12. 일반․지방행정

59.5

63.9

66.9

69.6

73.5

5.4

2. 교육

10. 외교․통일

증가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6, 42쪽.

기획재정부는 [표 3]과 같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지출을 연평균 3.5% 증
가시킬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총지출을 2016년에 비해 14.3조원 증액할
예정인데, 사회기반시설 예산은 1.9조원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표 4]와 같이
2016년 사회기반시설 예산을 전년대비 4.4% 감액하고 2017년도 예산안에서는 전년
대비 8.2% 축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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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회기반시설 예산 현황
(단위: 조원, %)

’13
총 지 출
사회기반시설(SOC)

’14

’15

’16

’17(안)

349.0

355.8

375.4

386.4

400.7

(7.3)

(1.9)

(5.5)

(2.9)

(3.7)

24.3

23.7

24.8

23.7

21.8

(5.2)

(-2.5)

(4.6)

(-4.4)

(-8.2)

주: ( )는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각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표 5] 국토교통부 향후 5년간 재정운용계획(2015년 기준)
(단위: 억원, %)

’15예산

’16

’17

’18

연평균

’19

증가율

계

219,834

233,948

228,557

223,026

227,797

0.89

【교통및물류분야】

178,015

181,246

174,514

170,524

175,587

△0.34

▪도로 부문

90,168

89,157

78,822

71,882

69,917

△6.2

▪철도 부문

67,463

67,498

69,890

71,689

78,859

4.0

▪도시철도 부문

6,588

7,903

7,907

8,214

8,116

5.4

▪항공․공항 부문

1,360

1,736

2,271

2,889

2,667

18.3

▪물류등기타 부문

12,436

14,952

15,624

15,850

16,028

6.5

【국토및지역개발분야】

39,533

38,981

39,934

38,018

37,687

△1.19

▪수자원 부문

22,731

23,466

24,374

22,055

21,159

△1.8

▪지역 및 도시 부문

7,899

8,752

9,127

9,509

9,465

4.6

▪산업단지 부문

8,903

6,763

6,433

6,454

7,063

△5.6

1

1

1

1

1

-

1

1

1

1

1

-

2,285

13,721

14,110

14,485

14,522

58.78

157

11,568

11,915

12,272

12,640

199.4

2,128

2,153

2,195

2,213

1,882

△3.0

【환경보호 분야】
▪해양환경 부문
【사회복지 분야】
▪주택 부문
▪기초생활보장 부문

자료: 국토교통부, ｢중기사업계획(’15~’19)｣, 2015,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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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 예산의 대부분을 집행하는 국토교통부는 ｢2015~2019년 국가재
정운용계획｣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중기사업계획(’15~’19)｣을 [표 5]와 같이 제
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예산을 연평균 0.89% 증액시킬 계
획이었다.

[표 6] 국토교통부 지난 5년간의 재정운용 추이
(단위: 억원, %)

’11실적

’12실적

’13실적

’14실적

’15실적

연평균
증가율

계

401,593

401,857

413,267

421,994

449,945

2.9

◦ 예 산

208,716

199,698

220,203

209,117

237,835

3.3

◦ 기 금

192,877

202,159

193,064

212,877

212,110

2.4

137,745

149,041

171,474

165,636

188,238

8.1

▪도로 부문

72,033

75,675

89,344

83,912

92,864

6.6

▪철도 부문

44,338

50,863

61,380

61,800

74,035

13.7

▪도시철도 부문

9,717

10,265

7,761

6,233

7,543

△6.1

▪항공․공항 부문

679

698

830

1,008

1,360

18.9

10,978

11,540

12,159

12,683

12,436

3.2

68,564

48,149

45,470

40,799

41,808

△11.6

50,182

29,020

27,694

23,830

24,655

△16.3

▪지역 및 도시 부문

8,571

8,824

8,034

7,978

7,899

△2.0

▪산업단지 부문

9,811

10,305

9,742

8,991

9,254

△1.5

195,284

204,667

196,323

215,559

219,899

3.0

195,284

204,667

196,323

215,559

219,899

3.0

【교통및물류 분야】

▪물류등기타 부문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수자원 부문

【사회복지 분야】
▪주택 부문

자료: 국토교통부, ｢중기사업계획(’16~’20)｣, 2016, 1쪽.

국토교통부의 2011~2015년 예산은 [표 6]과 같이 연평균 3.3% 증가하였다. 그
러나 2016년도 예산은 21조 9,392억원으로 전년대비 7.8%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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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국토교통부 향후 5년간 재정운용계획(2016년 기준)
(단위: 억원, %)

’16예산
계

’17

’18

’19

’20

연평균
증가율

219,392

222,534

225,586

225,805

217,869

△0.2

172,350

174,593

177,810

177,075

169,411

△0.4

▪도로 부문

82,803

81,322

80,801

77,933

75,837

△2.2

▪철도․도시철도부문

74,646

73,816

76,791

74,866

70,128

△1.5

1,642

3,308

3,984

7,128

5,592

35.8

▪물류등기타 부문

13,259

16,147

16,234

17,148

17,854

7.7

【국토및지역개발분야】

35,282

35,299

34,787

35,379

34,733

△0.4

21,496

20,752

20,281

20,014

19,124

△2.9

▪지역 및 도시 부문

7,506

8,513

8,833

9,520

9,919

7.2

▪산업단지 부문

6,280

6,034

5,673

5,845

5,690

△2.4

11,760

12,642

12,989

13,351

13,725

3.9

1,471

2,044

2,073

2,108

2,144

9.9

10,289

10,598

10,916

11,243

11,581

3.0

【교통및물류분야】

▪항공․공항 부문

▪수자원 부문

【사회복지 분야】
▪주택 부문
▪기초생활보장 부문

자료: 국토교통부, ｢중기사업계획(’16~’20)｣, 2016, 8쪽.

국토교통부는 ｢중기사업계획(’16~’20)｣에서 2020년까지 예산을 연평균 0.2% 감
액시키겠다고 제시하고, 2017년도 예산안을 2016년도 예산과 유사한 수준으로 기획
재정부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2017년도 국토교통부 요구예산의 약 11%
인 2조 4,585억원을 감액한 19조 7,949억원으로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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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국토교통부 소관 연도별 신규 사업 현황
(단위: 억원, 건)

총사업비
합계

교통 및
물류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사회복지
분야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36,899

292,430

198,903

178,765

104,385

79,746

예

산

1,860

5,547

1,928

1,913

3,403

1,530

건

수

60

76

87

81

81

61

총사업비

29,839

275,870

177,811

169,876

97,028

75,328

예

산

1,412

2,020

1,357

1,034

2,839

1,050

건

수

33

41

49

49

53

44

총사업비

7,060

16,560

21,092

8,889

7,357

4,418

예

산

445

3,527

571

574

407

480

건

수

26

35

38

29

27

17

총사업비

0

0

0

0

0

0

예

산

3

0

0

305

157

0

건

수

1

0

0

3

1

0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2016.

향후 국토교통부 예산은 신규 사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국토교통부 소관 연
도별 신규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표 8]과 같이 2013년 이후 감소되고 있다. 국토
교통부의 2016년도 예산 감소는 2013년도부터 신규 사업의 총사업비 감소에 의해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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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투자사업 현황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은 2016년 8월말 기준으로 아래 표
와 같다.

[표 9]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 민간투자사업 현황(2016년 8월말 기준)
(단위: km, 억원)
투자비
연장

계

공사
기간

국고

민자

보조

보상

60月
3,657
(서울청)

시행
단계

협약
체결
(’12.09.27)
협약
체결
(’15.05.08)

광명-서울 경기 광명 가학
(BTO) - 서울 강서 방화

20.2
(4-6)

16,069

12,412

-

이천-오산 경기 화성 동탄
(BTO) - 경기 광주 도척

31.3
(4)

11,296

7,242

835

3,219

60月
(서울청)

포천-화도 경기 포천 마봉
(BTO) - 남양주 화도 차산

28.9
(4)

10,759

6,585

1,414

2,760

60月
(도공)

협상 중

봉담-송산 경기 화성 마도
(BTO)
- 봉담 분천

18.2
(4)

9,543

5,951

252

48月
3,340
(서울청)

협약
체결
(’16.6월)

평택-익산 경기 평택 포승읍 138.3
(BTO) - 전북 익산 왕궁면 (4-6)

37,840

26,712

5,391

60月
(대전청)

협상 중

5,737

주: 광명-서울 총투자비는 지자체보상비 1,829억원 포함금액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2016.

[표 10] 국토교통부 소관 철도 민간투자사업 현황(2016년 8월말 기준)
(단위: km, 억원)
투자비
연장

BTO

신분당선
(용산∼강남)

BTL 대곡~소사

계

민자

국고
보조

지방비
보상

개발
분담금

공사
기간

시행
단계

7.8

13,212

7,981

1,385

63

483

실시협약
3,300 ’16~’24 변경협의
(’16.1∼)

18.4

15,403

13,376

1,063

964

-

실시계획
- ’16~’21 수립
(’15.12∼)

주: 신분당선 신사~강남 구간은 2016년 8월 30일에 착공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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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말 기준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토교통부 소관 민간투자사업은 도로
5개 사업, 철도 2개 사업이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모두 국고에서 보상금을 지원
받아야 하며, 광명-서울 고속도로를 제외한 5개 사업은 국고에서 건설보조금 지원
도 요구하고 있다.

[표 11] 국토교통부 소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2016년 8월말 기준)
사업계획 수립/제안/고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착공예정

광명-서울

2003. 07. 07

2007. 12. 28

2017년

이천-오산

2006. 12. 16

2012. 12. 12

2016년 말

포천-화도

2007. 03. 16

2011. 12. 26

2017년

봉담-송산

2007. 06. 22

2012. 12. 12

2016년 말

평택-익산

2014. 02. 24

2015. 05. 06

2017년

신분당선(용산∼강남)

2008. 04. 23

2010. 08.

일부 구간 착공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2016.

국토교통부 소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현황은 [표 11]과 같다. 광명-서
울민자고속도로의 사업계획은 2003년 7월 7일에 제안되었으나, 착공은 2017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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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쟁점별 실태 분석 및 평가

1. 사회기반시설 규모 적정성 평가
가. 국가별 시설 규모 비교
기획재정부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고속도로 연장은 43.9%39) 증가하고, 고속철
도 연장은 147.0%40) 증가하여, G20 국가 중 우리나라의 국토면적당 연장 순위는
고속도로 1위, 국도 2위, 철도 6위라고 밝히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토면적당 고속
도로, 국도, 철도의 연장 순위에 근거하여 국내 사회기반시설 스톡이 선진국 수준이
라고 판단하고 있다.

[표 12] OECD 및 G20 국가간 인프라 관련 지표 순위
(단위: m/인, km/(명/㎢), km/국토계수, km/㎢)

인구
인구대비
연장

인구 및 면적
인구밀도
대비 연장

국토계수
대비 연장

국토면적
대비 연장

총도로 연장

OECD

34

31

30

20

기준

G20

19

19

12

7

고속도로 연장

OECD

21

24

12

5

기준

G20

8

13

4

1

OECD

33

31

29

18

G20

15

19

11

6

철도 연장 기준

주: 국토계수는 국토면적과 인구를 감안한 밀도개념의 계수( 국토면적(㎢) × 인구(천명) )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2016.(국토연구원 작성(’16.5))

39) (2005년) 2,968km → (2015년) 4,272km
40) (2005년) 240km → (2015년) 593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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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기획재정부
는 교통시설 규모의 적정성을 국토 면적당 연장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표 12]와
같이 인구를 고려했을 때, 도로 및 철도 연장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
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국토면적이 작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 규모를 국토면적 기준
으로 선진국과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참고로 G20 국가 중 10개국41)은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낮다.
둘째, 사회기반시설 스톡 수준을 고속도로, 국도, 철도에 한정하여 판단하고 있
다. 고속도로, 국도, 철도는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육상교통시설이다. 사회기반시설은
육상교통시설 외에 공항, 항만, 상･하수도, 공동구, 정보통신망, 전력망 등 다양하므
로, 사회기반시설 스톡 수준을 고속도로, 국도, 철도에 한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바
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42)
육상교통시설의 적정 규모는 혼잡률, 정체 여부, 안전성 및 통행시간 등과 관
련하여 설정되는 정책 목표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육상교통시설의 연장이 선진
국 대비 충분하다고 하여도, 혼잡률이 높고 정체가 심하다면 도로 및 철도의 추가
공급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OECD는 ‘통근시간’을 행복(Well-Being) 측정 지
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43) 통근 시간을 육상교통시설 공급의 정책목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OECD 성별 데이터 포털｣ 자료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들
의 통근 시간은 OECD 평균인 28분의 2배가 넘는 58분이다.44)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으면 통근시간이 짧고 소득이 낮을수록 통근시간이 증가하는 ‘통근 양극화 현상’
을 보이고 있다.45) 통근 양극화 해소는 정부 정책으로 채택될 수도 있을 것이다.46)
41) 중국, 멕시코, 인도, 터키, 이탈리아, 러시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42) 기획재정부는 도로, 철도 및 도시철도 3개 부문의 예산이 15.6조원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
지하는 바 이들 시설의 스톡수준에 대한 비교는 의미가 높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유량(Flow)
인 예산 기준으로 저량(Stock)인 사회기반시설 규모를 논하는 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43) 이재훈, “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의 지역사회 영향과 추진과제”, ｢수도권광역철도 구축, 어
디까지 왔나?｣, 수도권광역철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6, 17~28쪽.
44) <참고> 한국 통근시간 OECD 최장 (조선일보 일부발췌, 2016.4.16)
◇ OECD 평균 2배 걸리는 출근길
ㅇ ‘2016 OECD 성별 데이터 포털' 자료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들의 통근 시간은 조사 대상
OECD 국가 26곳 평균(28분)의 2배가 넘었고, 통근 시간이 가장 짧은 노르웨이(14분)와 스
웨덴(18분)의 3~4배나 됐다.
ㅇ OECD 국가는 아니지만 조사대상에 포함된 중국(47분), 남아프리카공화국(40분), 인도(32분)
보다도 더 긴 시간을 길거리에서 허비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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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안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가 필요할 수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는 양방향 2차로 도로의 처리용량을 늘리기 위해 유럽에서 운용되고 있는 2+1차로
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2+1차로 도로는 양방향 2차로 도로의 대향차
로를 이용한 추월에 따른 높은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다.47) 국토교통부가
유럽과 같이 양방향 2차로 도로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2+1차로 도로 건설을 확대
한다면,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증가할 것이다.48) 이와 같이 사회기반시설의 적정 규
모는 쾌적성, 안전 및 심리적 안도감 향상 등 질적 기준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인구, 소득수준, 국토면적 등이 유사한 국가와 심층 비교하고,
이동성, 편리성, 안전성 등 교통서비스를 반영한 종합지표를 개발49)하여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소득수준에 따른 건설투자비 검토
기획재정부는 경제구조 고도화에 따라 재정지출구조가 복지 투자 중심으로 재편되
어야 하며, 한정된 재원여건 하에서 향후 사회기반시설 투자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
이라고 밝히고 있다.50) 기획재정부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건
설투자비는 감소해야 한다.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6/2016040600098.html
45) 이재훈, “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의 지역사회 영향과 추진과제”, ｢수도권광역철도 구축, 어
디까지 왔나?｣, 수도권광역철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6, 17~28쪽.
46) 통근 시간을 결정하는 원인을 혼잡률, 정체만으로 본다면 통근 시간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고용
형태, 통근 거리, 통근 방법 등을 간과하여 도로 및 철도의 과다 공급이 발생할 수도 있다.
47) 채찬들･이동민･조한선, “국내 2+1차로 도로 도입에 따른 교통운영 및 경제적 비용 측면의 기대
효과 분석”, ｢한국도로학회논문집｣ 제15권 제3호 통권59호, 한국도로학회, 2013, 85~92쪽.
48) 국토교통부는 안전성 확보보다 예산절감 측면에서 4차로 확장 대상 도로를 2+1도로로 건설하
고 있다.
49) 국토연구원에서 금년 말까지 연구 중
50) 대한민국정부,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5,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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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건설투자비중(1970~2012년)
(GDP 대비 건설투자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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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3E-14x3 + 6E-11x2 - 0.0002x + 1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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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http://stats.oecd.org/>, 2013)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OECD 자료에 따르면, GDP 대비 건설투자비중은 [그림 1]과 같이 1인당
GDP가 증가하면 감소하다가 1인당 GDP가 5만 달러 이상이 되면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향은 ‘1인당 GDP’와 ‘GDP 대비 건설투자비중’
간의 낮은 상관성(     51))에 따른 것이다. 또한 [그림 1]의 가로축은 인구를
고려한 1인당 GDP이며 세로축은 인구 영향을 배제한 수치이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51)  은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접근할수록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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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OECD 국가들의 소득 수준 변화에 따른 1인당 건설투자비
(1970~2012년)
(1인당 건설투자, 불변, PPPs,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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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http://stats.oecd.org/>, 2013)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그림 1]의 세로축을 1인당 건설투자액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이 1인당
GDP가 증가할수록 건설투자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에서 1인당
GDP와 건설투자액 추세선의 기울기가 약 12%이므로,52) OECD 국가들은 평균적
으로 GDP의 12%를 건설에 투자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OECD 국가들은
경제가 고도화되어도 GDP의 일정 부분을 건설에 투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
히 [그림 2]에서와 같이 1인당 GDP가 15,000~35,000달러인 경우, 1인당 건설투자
규모의 분산은 크다.
이와 같이 국가별 적정 건설투자 규모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Kamps(2005)는 OECD와 EU 국가들의 GDP 대비 정부 자본 규모 및 투자 현황을
[그림 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OECD와 EU 국가들의 GDP 대비 정부 자본비율
은 10%p 이상 차이가 있으며, 정부 투자규모도 1%p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52) [그림 2]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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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OECD와 EU 국가들의 GDP 대비 정부 자본 및 투자

(a) 정부 자본

(b) 정부 투자

자료: Christophe Kamps, Is There a Lack of Public Capital in the European Union?, Kiel
Institute for World Economics, 24100 Kiel, Germany, 2005.

[그림 4] GDP 대비 국내 건설투자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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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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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GDP 대비 건설투자 비율은 [그림 4]와 같이 2015년 기준으로 14.6%이
며,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민간 건설투자가 [그림 4]와
같이 2015년에 OECD 평균인 12%에 근접한 11.6%에 이르고 있으므로, 전체
GDP 대비 건설투자비율을 낮추기 위해 2015년 기준으로 3.0% 수준인 정부의 건
설투자 규모를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림 5] 유형별 GDP 대비 국내 건설투자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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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16.

건설투자의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그림 5]와 같이 주거용 건물 건설투자가
2013년부터 상승하고 있는데,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토목건설투자는 급속
히 감소하고 있다. 토목건설투자는 과거 비주거용 건물 투자보다 많았는데, 2014년
부터 토목건설투자보다 비주거용 건물 투자비용이 많아졌다.
적정 건설투자 규모는 국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적정 건
설투자규모가 OECD 평균이어야 한다고 간주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
에 국내 건설투자가 과도하게 많은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
렵다. 오히려 적정 건설투자 규모는 자국의 경제상황에 적합한 건설자산 규모(Stock)
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건설자산 스톡이 적정 규모보다 적으면, 건설투자를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건설자산 스톡 수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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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기반시설 규모 적정성에 관한 시계열적 검토
국내 건설자산 스톡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러나 본 절에서는
건설자산이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내 건설자산 중 사회기반시설
스톡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건설자산은 고정자본이므로, 기본적으로 국
내총생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국내 건설자산 스톡 수준
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이 국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인 자료 및
방법론에 근거하여 분석한다. 본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설정하다.
첫째, 사회기반시설을 일반정부 소유의 건설자산으로 규정한다. 사회기반시설
은 일반정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에서 공급이 가능한 시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
반정부는 세금에 기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한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은 원칙적
으로 수익성에 기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고, 민간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한다. 따라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소유한 건설자산은 민간 건설자산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다.

[그림 6] 민간 고정자산당 GDP(y)와 민간 고정자산당 일반정부 건설자산(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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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
(x)

둘째, 민간 건설자산 대비 일반정부 건설자산의 적정 비율을 살펴본다. 자본스
톡은 고정자산을 의미하는데, 고정자산은 건설자산, 설비자산 및 지식재산생산물로
구성된다. 사회기반시설은 건설자산과 연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전제의 정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그림 6]과 같이 ‘민간 고정자산당
GDP’(y)와 ‘민간 고정자산당 일반정부 건설자산’(x)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x와 y
는 [그림 6]과 같이   =0.0015로 낮은 상관성을 보인다. 따라서 설비자산 및 지식
재산생산물을 포함한 민간자산 대비 일반정부 건설자산의 비율을 기준으로 GDP를
추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림 7] 민간 고정자산 대비 일반정부 건설자산 비율(순자본스톡) 및 경제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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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민간 고정자산 대비 일반정부 건설
자산은 [그림 7]과 같다. 민간 고정자산 대비 일반정부 건설자산 비율은 1997년에
19.4%로 가장 낮았다.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 26.2%를 정점으로 다시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에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따라
서 2000년 이후 민간 고정자산 대비 일반정부의 건설자산 비율과 경제성장률의 상
관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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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민간 설비자산 대비 일반정부 건설자산(순자본스톡,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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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민간 고정자산 대비 일반정부의 건설자산이 증가하는 이유는 [그림 8]
과 같이 민간의 설비자산 증가율이 낮기 때문이다. 민간 설비자산은 [그림 8]과 같
이 2000년대 이전까지 일반정부의 건설자산보다 많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민
간 설비자산은 일반정부 건설자산보다 작아졌다.

[그림 9] 민간 건설자산 대비 일반정부 건설자산 비율(순자본스톡) 및 경제성장률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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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먼저 일반정부 건설자산 규모의 적정성은 민간 건설자산과의 비율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015년도 민간 건설자산 대비 일반정부 건설자산 비율은
[그림 9]와 같이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였던 1980년대 후반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
일반정부 건설자산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사용하여 일반정부 건설자산이 국민총생산
(GDP)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다음과 같이 설
정한다.






(3.1)

  ∙ 




여기서,  =GDP,  =계수,   =일반정부 건설자산의 생산탄력성,
 =민간 건설자산,  =일반정부 건설자산
[그림 10] 연도별 민간 건설자산당 GDP와 일반정부 건설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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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자산당 일반정부 건설자산은 [그림 10]과 같이 한계수익 체증 상태를 보
이고 있다. 1987년부터 1997년까지는 민간 건설자산 증가에 따른 일반정부 건설자산
비중의 축소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998년부터 2011년
까지 일반정부 건설자산 증가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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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도별 민간 건설자산당 GDP와 일반정부 건설자산(주거용 제외)
(GDP/민간 건설자산, 주거용 건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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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자산은 소비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GDP에 영향을 주는 건설자
산으로 간주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용 건물자산을 제
외하여 건설자산과 GDP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11]과 같이 2000년 이후 일반
정부 건설자산 증가는 GDP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비생산적인 ‘일반정부 건설자산’을 확충한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정부 건설자산’인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전반적으로 비생산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일부 사회기
반시설은 비생산적일 수 있으나, ‘일반정부 건설자산’인 사회기반시설 확충은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GDP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그림
11]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그림 11]과 같이 민간 건설자산 대비 일반정부 건설
자산은 1981년부터 198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GDP 감소는 1990년대부
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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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도별 일반정부 건설자산당 GDP와 민간 건설자산
(GDP/일반정부 건설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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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1)을 변형하여 일반정부 건설자산당 민간 건설자산의 증가에 따른 일반
정부 건설자산당 국민총생산의 변동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1997년이후 일
반정부 건설자산당 민간 건설자산의 감소에 따라 일반정부 건설자산당 국민총생산
은 [그림 12]와 같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민간투자사업 추진 타당성 평가53)
가. 민간투자사업 대상 선정 기준 검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54)에 정의되어
있다.55) 동법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
충·운영을 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내용
53) “국회예산정책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평가｣, 2013.”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54) ‘민간투자법’의 영문 명칭은 ‘민관협력(PPP)법’이다. World Bank 등(2014)은 민간이 자금을 조달하
는 방식이 민관협력사업(PPP)을 정의하는 특성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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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제시되어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목적과 다
소 차이가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민간투자
사업 지정의 일반원칙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제시한 목적과 차
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56)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57) 각 원칙별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수익자부담능력원칙이다.58)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일반원칙으로 “기존
The World Bank, Asian Development Bank, and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Public-Private Partnerships Reference Guide Version 2.0, 2014, p.57.
“The exclusive use of private finance is not a defining characteristic of a PPP—governments
can also finance PPP projects, either in whole or in part.”
5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6)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민간투자사업 지정 일반원칙은 민간투자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목적과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창
의와 효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창의와 효율’ 달성을 위한 구
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57)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조(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
58)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6‒64호, ‘16. 4. 27. 시행> 제4조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일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수익자부담능력원칙 : 기존 저부담의 이용시설에 대비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이
용자가 이와 같은 고편익에 상응하여 고부담 사용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2. 수익성원칙 : 정부가 허용 가능하고 이용자가 지불 가능한 사용료, 정부가 지원 가능한 건설
보조금 범위 내에서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3. 사업편익의원칙 : 정부 재정사업 추진시 예산제약 등으로 조기 시설건설과 서비스 제공이 어
려우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시 목표 연도내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사업편익의 조기 창출효과
가 기대되는 사업
4. 효율성원칙 :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비해 사업편
익 증진 및 사업비용 경감, 정부재정시설과의 경쟁촉진으로 서비스질 제고 등이 기대되는 사업
‘수익자부담능력원칙’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수익자부담능력원칙’은 저부담의
이용시설에 대비하여 고편익에 대한 고부담 능력에 관한 것이다. 즉, ‘수익자부담능력원칙’은 민
간투자사업의 높은 편익에 의해 높은 통행료 징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수익자부담원칙’은 공공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편익을 얻는 사람에게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자는 것이므로, 모든 공공재 공급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시설이용
편익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개발이익에 대해서도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재정고속도로의 경우, 시설이용 편익에 대해 통행료 징수방식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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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부담의 이용시설에 대비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이용자가 이와 같은
고편익에 상응하여 고부담 사용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민간투
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고부담 사용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 및 주체가 불분명하다. 또한 동 원칙에서 제시하는 용
어들의 정의가 불명확하다.59) 민자고속도로의 예를 들면, 기존 저부담의 이용시설이
기존 일반국도, 지방도를 의미하는지, 재정고속도로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하다.
둘째, 수익성원칙이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일반원칙으로 “정부가 허용 가
능하고 이용자가 지불 가능한 사용료, 정부가 지원 가능한 건설보조금 범위 내에서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지불 가능한 사용료 수준
이다. 이용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면서 얻는 편익 수준까지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지불의사금액(WTP, Willingness to Pay)은 동일하지 않으
므로, 산정방식에 따라서 지불의사금액은 달라진다.60) 또한 정부가 재정사업 사용료
를 공공요금으로 관리하면서, 민간투자사업 사용료를 이용자가 지불 가능한 범위내
로 올리겠다는 것은 재정사업 사용료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킨다.
셋째, 사업편익의원칙이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일반원칙으로 “정부 재정
사업 추진시 예산제약61) 등으로 조기 시설건설과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나 민간투자
있다. 재정고속도로에 대한 수익자부담 수준이 적정한가는 ‘수익자부담원칙’ 적용 문제가 아닌,
경제발전 등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통행료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은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수익자부담원칙’은 지역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 시킨
다. 일례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북부구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수
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남부구간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수익자부담능력원칙’과 ‘수익자부담원칙’은 구분되어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에 ‘수익자부담능력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에 비해 고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의 서비스가 재정사업의 서비스와 비슷하다면, 민간투자사
업시설의 이용자는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
59) 기획재정부는 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간의 경쟁관계는 사업 유형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률
적으로 정의할 수 없으며, 경쟁정도에 따라 수혜(편익) 수준 및 사용료 부담의사 및 수준이 달
라진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이를 구체화할 필요
가 있다.
60)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도 사용료를 일정한 범위(예: 민자사업 도로의 사용료는 재
정사업 유료도로의 1.0~1.5배 이내 등)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위 범위가 ‘이용
자가 지불가능한 사용료’라고 검증한 자료는 아직 없다.
61) KDI 공공투자센터 홈페이지 <http://www.kdi.re.kr/about/privat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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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 추진시 목표 연도내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사업편익의 조기 창출효과가 기
대되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사회기반시설
공급방식을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으로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우
리나라는 사회기반시설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공기업들을 두고 있으며, 이들 공기
업들은 수익성이 만족되는 수준까지 자금을 투자할 수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자의
투자 규모 이상의 자금도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추진 결정
과정에서 공기업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62)
넷째, 효율성원칙이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일반원칙으로 “민간의 창의 ․ 효
율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비해 사업편익 증진 및 사업비용
경감, 정부재정시설과의 경쟁촉진으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등이 기대되는 사
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의 창의 · 효율은 민간투
자사업방식 외에도 설계공모, 기술공모, 턴키 · 대안 방식으로 충분히 재정사업에 반
영될 수 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일부 민자고속도로를 운영하고, 한국철도공사가
민간투자사업인 인천국제공항철도를 인수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회기반시설의 전문 공기업과 민간부분간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
다.63) 정부가 사회기반시설 건설 및 운영에 대한 민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
력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의 주체인 민간이 누
구인가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간투자사업 투자자들의 상당수는 금융부
문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64)

“민간투자사업이란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시
설 등 사회기반시설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정부의 재원부족 문
제를 해결하면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62)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에 공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 공기업(예: 한국
도로공사 등)이 출자자, 운영자 등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은 주관사
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형식적으로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건설업무도
수행하지만 운영에 한정하여 참여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를 민간투자사업으
로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하고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민간투자사업이라고
밝히고 있다.
63) 기획재정부는 현행 민간투자 제도는 정부의 실행대안(PSC)과 민간투자대안(PFI)의 효율성을 비
교하여 민간투자대안이 정부부담을 절감하는 범위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기
분석시 정부의 실행대안(PSC)의 요금·비용 등에 있어서 한국도로공사(도로), 코레일(철도) 등 공
기업 자료를 참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실행대안(PSC)과 민간투자대안(PFI)
의 효율성 분석 방법론에 상당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민
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평가｣, 2013.” 참조.

36 ∙ III. 쟁점별 실태 분석 및 평가

[그림 13] 사회기반시설 공급 주체 및 재원조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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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방식
국민소득

자금시장(민간금융사, 공공연기금 등)

위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민간투자사업 선정은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와 달리
모호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65) 정부 재정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재
정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의 재원은 [그림 13]과 같이 모두 자금시장에서 조달하게
된다. 이에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에서는 재정사업의 재원조달 방식을 5년 만기
국고채 발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금융비용은 국
고채 이자이고,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금융비용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자
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자는 국고채 이자보다 높다. 민간투자사업은 재정사업보
다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66) 이와 같은 이유에 따라 영국 하원 재무위원
64) 국회예산정책처, ｢공공부문의 민간투자사업 출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사업평가현안분
석 제35호, 2012.
65) 기획재정부는 현행 민간투자 제도가 정부의 실행대안(PSC)과 민간투자대안(PFI)의 효율성을 비
교하여 민간투자대안이 정부부담을 절감하는 범위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
고 있다. VFM분석시 총사업비, 운영비 뿐만 아니라 금융비용도 포함하여 분석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민간투자대안의 이자(프로넥트 파이낸싱 이자)는 국고채 이자 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총사업비, 운영비 등을 절감하여 정부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만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VFM분석시 인위적인 사업비 조정이 이
루어지고, 국채 상환 시기도 불합리하게 설정하여, 정부 부담이 감소하도록 관련 지침을 운용하
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평가｣, 2013.” 참조.
66)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민간투자사
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 분석 과정에서 재정사업 추진을 위해 조달한 국채를 5년 만기 국채로
설정하여 민간투자사업이 재정부담을 줄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국채상환시기를 민간투
자사업자의 투자금 회수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면, 재정사업이 민간투자사업보다 재정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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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67) 그러므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민간투자사업의 높은 금융비용을 활용한 사회적 비용보다 높은 경우
에 한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림 14] 민관협력사업(PPP) 구성

자료: 김용택, “세계은행의 민관협력사업 평가”, ｢세계농업｣ 제178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171~185쪽.

67) House of Commons Treasury Committee, Private Finance Initiative Volume I: Report, together with formal minutes, oral and written evidence, Seventeenth Report of Session 2010–12, 2011.
“[Summary] We have not seen clear evidence of savings and benefits in other areas of PFI projects which are sufficient to offset this significantly higher cost of finance. Evidence we studied
suggests that the out-turn costs of construction and service provision are broadly similar between
PFI and traditional procured projects, although in some areas PFI seems to perform more
poo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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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
야만 달성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국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이 아닌 민관협력
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민간이 자금
을 조달하는 것을 민간투자사업이라고 간주하고 있으나, [그림 14]의 하단부 좌측
□와 같이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는 사업도 주요 민관협력사업의 유형이다. 민관협
력사업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것을 의미하며,68) 기존 재정사업도 민간에서 설
계 및 건설을 수행하므로 민관협력사업으로 볼 수 있다.

나.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이용자 부담 검토 부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추진되
어야 한다.69) 경제 성장이 국민 경제 생산의 양적인 증가를 의미한다면, 경제 발전은
국민 경제의 질적인 발전을 의미한다.70)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목적은 단순히
재화와 용역의 물량적인 증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 즉 국민 생활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통하여 국민 모두가 보다 잘 사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71)

68) House of Commons Treasury Committee, Private Finance Initiative Volume I: Report, together with formal
minutes, oral and written evidence, Seventeenth Report of Session 2010–12, 2011, p.4~6.
“The PFI structure is designed to transfer project risks from the public to the private sector. A
principle behind the PFI contractual model is that it allocates risk to the party that is best able
to understand, control and minimise the cost of the risk.”
6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조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8.4]
70) 서경원, ｢정치 경제 용어사전｣, 신원문화사, 2002.
71)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하는 기구이다. 동
기구의 주요업무는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법｣[시행 2011.5.2] [법률 제10620호, 2011.5.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3조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
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 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2]
제2조(기능)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
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
2.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3.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의 수립
4. 그 밖에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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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한국과 일본의 민간투자 관련 법률 비교

법률명

법률
제정
목적

한 국

일 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 자금 등의 활용을 통해 공공 시설 등
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민간의 자금, 경영 능력 및 기술 능력을
활용한 공공 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보다 효율
적이고 효과적으로 사회 자본의 정비함과
동시에, 국가에 대한 저렴하고 좋은 서비
스의 제공을 보장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

자료: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약칭: 민간투자법 )[시행 2016.8.12.] [법률 제13805호,
2016.1.19., 타법개정] <http://www.law.go.kr/>, 2016.8.19. 검색
2.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平成十一年七月三十
日法律第百十七号）<http://law.e-gov.go.jp/>, 2016.8.19. 검색

민간투자사업은 경제발전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할 것이다. 일본은 ｢민간 자
금 등의 활용을 통해 공공 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국가
에 대한 저렴하고 좋은 서비스의 제공을 보장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
라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판단에서는 이용자 부담 증가 여부를 고려하지 않
고 있다. 적격성조사를 시행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관련 지침을 통해 정부실행대
안과 민간투자대안의 정부부담액만 비교하여 적격성조사 2단계인 적격성판단을 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72)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적격성
판단’을 “추정 수요수준을 감안하여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건설 및 운영단계
의 생애주기비용을 비교하여 구하되 위험 고려,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 등을 거
친 정부부담액의 현재가치를 비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73)
7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수익형(BTO)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연구｣, 2010년도 적
격성조사 연구보고서, 2010.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에 관한 세부요령 연구｣, 2012
년도 타당성분석 연구보고서, 2012.
73)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6‒64호, ʼ16. 4. 27. 시행>
제65조 (타당성분석) ② 2. 적격성판단: 제1호에 따른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 경우 정부실행대
안과 민간투자대안을 비교 분석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
는 것이 적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되 정량적 분석 및 정성적 분석을 종합하여 판단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정량적 분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추정 수요수준을 감안하여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건설 및 운영단계의 생애주기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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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는 ‘적격성판단’을 위해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
안이 동일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한다고 전제하고 있다.74) 정부는 동일한 서비스 수준
을 제공하지만 가장 적은 비용을 부담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런데 현행 ‘적격성판단’ 방식은 정부가 시설이용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하면서 비싼 시설사용료를 요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시설이용자의 부담 규
모’를 제외하고, ‘정부부담액 규모’만을 적격성판단 기준으로 삼는 방식은 재고될 필
요가 있다.

[표 14]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적격성조사의 요금체계
내

용

기존 노선과 본 노선을 통합하여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현재
정부실행대안
(통합요금체계)

의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적용
10km 이내(기본요금): 900원
10~40km: 매 5km마다 100원 추가
40km 이상: 매 10km마다 100원 추가
기존 지하철 노선과 본 사업노선(신용산‒강남)간의 환승 할인이

민간투자대안
(제안요금체계)

되며 다음과 같은 요금체계를 따름
직승직하, 직승환하: 1,100원
환승직하, 환승환하: 200원(신분당선 시계외 환승 1,100원)

자료: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2008년도 적격성 조사
보고서, 2008, 224쪽.

비교하여 구하되 위험 고려, 공정한 비교를 위한 조정 등을 거친 정부부담액의 현재가치를 비
교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산정을 위하여 적용하는 할인율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작성하
여 공표한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에 관한 세부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은 동일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산출한다.
3. 민간투자대안의 사용료 수준은 민간투자 실행대안 검토시 재정사업 사용료의 1.0배 내지 1.5
배 이내의 사용료를(다만, 특수교량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징수할 경우 등에 대해 수
요 및 정량적 적격성에 대한 민감도를 함께 분석한 후 이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4. 사회기반시설 이용수요의 추정은 주변개발계획 등 정책적 사항 및 각 민간투자대안별 사용
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합리적으로 추정한 수요를 적용한다.
7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72호, ʼ12. 4. 2. 시행>
제65조 (타당성분석) ② 2. 적격성 판단: 제1호에 따른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는 경우 정부실행대
안과 민간투자대안을 비교 분석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
는 것이 적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되 정량적 분석 및 정성적 분석을 종합하여 판단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정량적 분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대안은 동일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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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조사에서 시설이용자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본 평가에서는 사례로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
간투자사업’의 적격성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에서 채택한 요
금체계는 [표 14]와 같다. 동 요금체계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민간투자대안의 기본
요금은 정부실행대안의 기본요금보다 22% 비싸며, 환승요금은 100% 비싸다.

[표 15] 신분당선(용산‒강남) 수요 및 운임수입 현황
(단위: 원, %)

요금

정부실행대안

민간투자대안

(적격성조사 기준)

(실시협약 기준)

증감

직승

환승

평균요금(A)

직승

환승

평균요금(B)

900

97

370

1,082

197

499

(B/A)

135

주: 적격성조사 보고서에 민간투자대안의 평균요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실
시협약’을 기초로 하여 민간투자대안의 평균요금을 추정함.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적격성조사 보고서에서는 평균적으로 민간투자
대안의 요금이 정부실행대안의 요금보다 얼마나 비싼가를 검토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표 15]를 참고하면, 정부가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사
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신분당선(용산‒강남)의 요금은 정부실행대안
평균요금 370원 대비 499원으로 약 35%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분당선(용산‒강남)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결과에 따르면, [표 16]과 같이 적격성
조사와 실시협약 모두 전체 수요대비 직승수요 약 30%, 환승수요 약 70% 이다. 환
승수요가 많음에 따라, 이용자 요금부담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와 같이 평균적
으로 35% 증가하였다. 이유는 [표 1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직승요금은 정부실행대
안 900원, 민간투자대안 1,082원으로 그 요금차이가 크지 않으나, 환승요금은 정부실
행대안 97원, 민간투자대안 197원으로 그 요금이 2배 이상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신분당선의 강남~정자 구간의 교통수요는 2016년 현재 예상수요의 45% 수준
이며, 신분당선의 연장선인 정자~광교 구간의 수요도 예상수요의 32% 수준이다.
중부일보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텅빈 이유가 ‘요금폭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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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신분당선(용산‒강남)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결과(2018년 기준)
(단위: 인/일, %)

정부실행대안
적격성조사
민간투자대안

실시협약

직승

환승

계

수요

94,248

217,724

311,972

비율

30

70

수요

81,758

177,980

비율

31

69

수요

99,201

242,645

비율

29

71

100
259,738
100
341,846
100

주: 적격성조사에서는 2017년, 2021년, 2031년 수요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2018년 수요를 보간법으
로 산정하였음.
자료: 1.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2012.
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2008년도 적격성
조사 보고서, 2008.

75) 신병근, “텅빈 신분당선 연장선...이유는 ‘요금폭탄’”, ｢중부일보｣, 2016년 2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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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개선방안 및 시사점

1. 사회기반시설 투자 효율성 확보 방안 검토 필요
정부는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사회기반시설이 국민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사회기반시설 확충은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GDP에 영
향을 줄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국민총생산 향상과
무관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 투자 결정은 실질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기반시설 투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교통 및 물류 사업76)의 예비타당
성조사는 사회기반시설 투자의 효과를 주로 ‘통행시간’ 및 ‘운행비용’ 절감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검토하지만, 경제적 파급효과
는 투자금액인 유량(Flow)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며, 완성된 사회기반시설인 저량
(Stock)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의 방향은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국가 경제 발전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77) 교통시설 투자 관련 최상위법으로
볼 수 있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제1조(목적)에서 동 법의 목적을 국민생
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78)
예비타당성조사는 주무부처가 제안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주
무부처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투자사업을 계획하는 것
76) 교통 및 물류분야 투자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사회기반시설 재정투자 23.7조원투자의 83.6%인
19.8조원이다.
77) ‘통행시간’ 및 ‘운행비용’ 절감이 GDP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다.
7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타)일부개정 2016.3.29 법률 제14113호 시행일 2017.3.30. ]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해상교
통·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
적인 개발·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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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게 되므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사회기반시설 사업 선정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
겠지만, 실질적으로 비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기
반시설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기반시설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방식 및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사회기반시설 투자 적정 규모에 대한 판단기준 재설정 필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같이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경제성, 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표 17]과 같이 효율성을 반영하는 경제성
가중치를 40~50%, 형평성을 나타내는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를 50~60%
로 배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
형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효율성을 의미하는 경제성의 가중치를 최대 50%
만 부여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도 추진한다.

[표 17] 예비타당성조사시 AHP 수행 가중치
(단위: %)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2003~2005

-

-

정책적 분석에 포함

2006

40~50

25~35

15~25

2009

상 동

상 동

15~30

2012

상 동

상 동

20~3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2016.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된 사업들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호남고
속철도는 비용편익비(B/C)가 0.3 수준이지만,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건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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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고속도로 및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일부도 경제적 타당성이 낮지만 지역균형발전
을 위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계량경제학에 기반한 기존 연구들은 효율성 측면만을 고려하여 사회기
반시설의 적정 투자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제시
된 적정 사회기반시설투자 규모는 국가 생산성 향상만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정부가 형평성 측면에서 시행해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투자 규모를
포함한다면, 사회기반시설의 적정 투자 규모는 계량경제학에 기반한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규모보다 커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일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실패 사례에 근거하여, 사회기반시설
의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경제성장,
지역균형발전 등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므로, 사회기반시설 투자 규모 설
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민간투자사업을 국고채무부담행위79)로 규정 필요
사회기반시설이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현실에서 완
전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는 순수공공재는 거의 없고 재화의 종류에 따라
그 성격을 가지는 정도는 매우 상이하다. 또한 사회기반시설로 파악되는 재화가 언
제나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시설이라거나 모든 구성원이 소비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의 규제범위를 벗어나 일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79) ｢국가재정법｣[ (타)일부개정 2016.3.29 법률 제14122호 시행일 2016.9.30 ]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①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
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가채무부담행위’ 제도의 도입 취지는 “경비를 지출할 연도에 가서 국회의 의결을 얻지 못하
면 국가의 채무불이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채무의 부담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
어 두려고 하는 것”이다. 2014.1. 1.(제42차) ｢국가재정법｣ 개정에서는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
는 대규모사업에 대해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였
다.(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2014, 22쪽.)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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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간투자사업은 주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국회의 한도액 심사를 받고
추진되는 반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국회의 승인 없이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추
진된다.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재정지원) 및 동법 시행
령 제37조(재정지원)에 근거하여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시 ‘용지보상비
및 건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용지보상비 및 건설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국가계약인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국회의 사전 심의를 받
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는 협약에 따른 재정지원은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국회의 사전심의
를 거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별도의 국가부담이 되는 행위로 보기 곤란
하다고 설명하고 있다.80)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건설보조금 등 재정지원은 국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실시협약은 ｢대한민국 헌법｣ 제58
조에 따라 국회의 사전결의를 얻어야 하는 예산 외의 부담이 되는 ｢대한민국 헌법｣
제58조에 따른 국가부담이 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09.4.23, 2007두
13159)한 바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자사업의 특수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
다고 주장하고 있다.81)
그러나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출을 세입세출예산 혹은 계속비로 간주하는 것
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국회 승인 거부로 실시협약에 따라 재정지원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정부 귀책사유로 정부는 실시협약 해지금을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지
불해야 한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은 ｢대한민국 헌법｣ 제58조에 따른
‘예산외 국가부담이 되는 계약’은 아니지만 예산을 구성하는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82) 실시협약 체결에 의해 예산이 집행되는데, 국회가 추진 방식에
대해 심의하지 못한 민간투자사업의 예산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53조에 따라 국가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승인해 주는 현행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80)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2016.
81) 기획재정부는 민자사업의 특수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민간이 직접 이용자의 사
용료로 투자금을 회수하므로 사업비가 향후 재정부담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둘째, 용지비․건
설보조비는 시설 완공 후 정부에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지원하므로 국가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볼 수 없다.
82) ｢국가재정법｣제19조(예산의 구성)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
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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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예산 및 예산외 국가부담이 되는 계약
주 요 내 용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근거법

예산, 국채, 차입금, 재정증권, 일시차입
금 및 예산집행 관련 규정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경비를 미리 일

계속비

괄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고, 이를 변경할
경우 외에는 다시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비

예산

명시이월비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

｢국가재정법｣

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 그 취지를

제20조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

국고채무
부담행위

국가가 예산의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국채 등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제외*

부담하는 행위를 의미

예산외
국가부담이
되는 계약

｢대한민국
헌법｣ 제58조

주: * ｢국가재정법｣ 제25조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료: 1. 법제처 <http://law.e-gov.go.jp/>
2.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2014.

정부가 국회의 동의 혹은 승인 없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과의 협약
을 근거로 국회에 예산을 요구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기
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재정지원)에 근거하여 실시협약 체결시 정부가
민간에게 지급해야 하는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 전액 및 건설비 일부에 대한
재정지원’과 ‘실시협약에 포함되는 해지시 지급금’ 등을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규정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수익형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하여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협약을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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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국회 심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선 제안
현

행

개 선 제 안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①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

①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

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안의 것 외에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포함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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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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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획재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투자 축소 근거에 대한 타당성
을 살펴보았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회기반시설 규모가 선진국 수준이라는
주장은 단편적 측면에 근거하여 제기된 것이며, 경제구조 고도화에 따라 한정된 재
원여건 하에서 향후 사회기반시설 투자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2000년 이후 GDP 향상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의 필요성도 크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투자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
한 민간투자법｣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았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를 줄이
기 위해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은 일정한 원칙과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자체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
다. 특히 정부가 재정사업 사용료를 공공요금으로 관리하면서, 민간투자사업 사용료
를 이용자가 지불 가능한 범위내로 올리겠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에 바람직한 적정 사회기반시설 확충 규모를 산정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회기반시설 스톡의 적정 규모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은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대 요구에 부응하여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었으며, 20세기 말
부터 KTX, 부산신항 및 인천국제공항이라는 거대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였
다. 또한 기술발전에 따라 정보통신, 전력,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네트워크 등도 막
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구축한 사회기반시설 스톡이다. 또한 경제성 측면 외에도 지
역균형발전 및 국민 후생을 위해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목적으로 계량분석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투자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바람
직할 수 있으나, 연구 결과를 국가재정 배분의 자료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
을 것이다. 계량분석은 기본적으로 사회기반시설 투자의 효율성 혹은 생산성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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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맞추고 있어 형평성 혹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투자규모를 고
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투자는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계
량경제학적 방법론으로 산정된 적정 사회기반시설 투자 규모는 추세를 보기 위한
참고자료로 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은 국회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 바람직하다. 특히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주도적으로 민간투자방식의 개별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
사회기반시설은 우리 사회가 더 풍요롭고 안전하기 위해 구축되어야 하는 자
본재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아직까지 건설된 바 없는 새로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
해야 한다. 또한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이동권과 생존권을 확보하는 생산적인 복지
로 볼 수 있다. 건설업의 경우 고용과 생산유발효과가 타 산업보다 매우 크기 때문
에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사실상 일자리를 확충하는 복지 투자로 간주할 수 있을 것
이다.83) 정부부문 자본스톡을 형성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총요소생산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민간투입요소에 의한 생산활동에 양의 외부성을 가져오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
국내 여건상 사회기반시설 투자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기반시설은 경제학자들이 계량화할 수 없는 총요소생산성을 구
현하는 실체로 간주되기도 하므로,84) 총액을 줄이거나 축소의 폭이 지나칠 경우 발
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는
부적절하게 이루어졌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근거한 사회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재
정 투자 축소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기반시설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기반시설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수행할 필
요가 있다. 또한 부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보완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83) 생산유발계수(’13) : 건설업 2.24, 제조업 2.10, 全 산업평균 1.89
선진국은 일자리복지 측면에서 건설노동자를 외국인으로 채용하지 않는다.
84) 강대창, “한국의 공공자본 생산성”, ｢재정논집｣ 제21집 제1호, 2006, 23~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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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의 정책적 함의

❑ 목적
콥-더글라스 생산함수(Production Function of Cobb-Douglas)를 통해 경제성장을
위한 공공자본의 축적 방향을 모색한다.

❑ 분석
민간자본  와 공공자본  의 비율에 따른 산출을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형태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식 (1)은 민간자본당 공공자본과 산출의 관계식이다.85)




 

  ∙ 




(1)

   ∙   ∙    

(2)

여기서,  =산출(경제규모, GDP 등을 의미),  =계수,
 =민간자본(인적자본 포함),  =공공자본(인적자본 포함),
 =민간자본 생산탄력성

민간자본과 공공자본의 한계생산성이 같을 때의 ‘민간자본  와 공공자본
 의 비율’을 최적 비율로 정의하면, 최적비율은 식 (3)과 같다.

    ∙  ∙     ∙    



    ∙     ∙   ∙   


  

 ∙  ∙     ∙       ∙     ∙   ∙   


 ∙  ∙        ∙     ∙   


   





(3)

85) 식 (1)은 공식이라기 보다 추세식 혹은 회귀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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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을 식 (2)에 대입하면, 식 (4)와 같다. 식 (4)는 민간자본  와 공공자본
 의 최적 비율이 유지되면, 산출이 공공자본에 비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공공자본의 증가율은 경제성장 및 민간자본의 증가율과 같아진다.






   ∙  ∙    ∙       ∙  ∙   

(4)

식 (4)의 양변을 민간자본  로 나누면 식 (5)와 같다. 식 (5)는 민간자본  와
공공자본  이 최적 비율인 경제상태에서의 생산함수이다.



  ∙  ∙   





(5)

   
식 (1)은    인 점을 제외하면  ≠  인 비효율적




경제상태를 나타낸다. 효율적 경제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가  에



접근하도록  와  의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
[부록그림 1] 민간자본당 성장곡선
(Y/N, A=1, α=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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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그림 1]에서 A~F점은    인 S점에 접근해야 하는데, A~C 점들



이 S에 접근하는 것은 경제를 성장시킨다. 그러나 민간자본이 고정될 경우, D~F점들
이 S에 접근하는 것은 민간자본당 공공자본의 규모를 축소시켜 경제를 위축시킨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위한다면, 민간자본을 늘릴 수 없을 경우 공공자본을 늘려야 한다.
이와 같은 공공자본 확충이 비효율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부록그림 2] 공공자본당 성장곡선
(Y/KG, A=1, α=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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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Ф*=2.922
D

0.0
0

2

4

6

8

10

12
(Ф =K/KG)

[부록그림 2]는 [부록그림 1]의 자료의 분모를 공공자본으로 변경한 것이다. [부
록그림 2]는 경제성장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공한다. 즉, [부록그림 1]에서 S점과
가장 먼 F에서 민간자본 확충에 따른 생산증가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공공자본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민간투자의 수익률을 높여 민간투자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World Bank(1996)86)의 주장과 일치한다. 특히 [부록그림 1]과 [부록그림 2]는 균제
상태에 접근하도록 민간자본과 공공자본을 교대로 증가시키면, 경제는 균제상태87)
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한계체감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86) World Bank(1996)는 공공투자를 사회기반시설(Basic Infrastructure Project)에 대한 투자와 기타
공공투자(Commercial and Industrial Project)로 구분해야 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민
간의 투자를 촉진하지만 기타 공공투자는 반대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87) 균제상태에서는 AK모형이 되므로, 자본 증가에 따라 경제는 한계체감 없이 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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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에 따르면, 경제성장 즉,  를 늘리기 위해서는 공공자본 
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 공공자본이 민간자본에 비해 많을 경우에는 공공자본
축소가 아니라 민간자본을 늘려야 한다. 정부가 효율적 경제체계를 만들기 위해 민
간자본을 늘릴 수 없다고 공공자본을 축소하는 것은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
상황에 따라 공공자본 혹은 민간자본에 대한 투자가 균제상태보다 많이 이루
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균제상태를 결정하는 자본의 생산탄력성은 일정한 수준을 유
지하지 않으므로, 인위적으로 균제상태를 결정하고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바
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효율적인 경제체계는 균제상태(Steady-State)를 유
지하는 경제체계가 아니라 언제든 균제상태로 갈 수 있는 경제체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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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국고채무부담행위88)

제25조

국고채무부담행위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①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
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
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위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③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취지 및 연혁
국가가 재정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연도에 지출행위를 완료하는 경우가 일반
적이나, 당해 연도에 지출의 원인이 되는 채무계약을 하고 사업을 수행토록 하되
다음 연도 이후에 이를 상환하도록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현금성 지
출을 발생하지는 않으나, 실질적인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바, 예산의 한 형태로
그 계약 전에 국회의 의결을 요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재정법｣ 제25조는 당해 연도에 계약이 이루어지나 지출이 다음
연도 이후에 발생하는 채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는
데, 이를 국고채무부담행위라 한다. 이와 더불어 재해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규정은 구 ｢예산회계법｣에서도 규정을 두고 있었으
며, ｢국가재정법｣은 이를 승계한 것이다. 다만, 구 ｢예산회계법｣에서는 예산총칙과
관련된 제1절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의 계상을 규정하고(제24조) 집행에 관한 것은
제2절에서 그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었으나(제27조), ｢국가재정법｣에서는 제25조에
서 이를 통합하여 규정하였다.

88)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2014, 221~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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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재해복구와 관련된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사용절차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하도록 새로이 규정하였다.
본 조문은 2006년 10월 4일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이후 개정된 바 없다.
* 구 ｢예산회계법｣ 제24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①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안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국
가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국고채무부담행위의 이유 및 금액)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
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조문해설
가. 국고채무부담행위의 개념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정부가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경우,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권한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이며, 국회의 의결은 정부에게 채
무를 부담할 권한만을 부여하는 것이다. 당해 연도에 현금투입은 이루어지지 않으
며,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한 다음 연도 등에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상환하는 지출행위
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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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계상 방식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정부가 금전지출을 수반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 금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이후의 예산에 계상하는데 계약만은 미리 할 경우에 활용된다. 이에 따
라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관련된 계약은 당해 연도에 하지만 실제 세출예산의 편성을
통한 지출은 다음 연도 이후에 이루어진다. 상환에 따른 지출은 통상 다음 연도 예
산에 편성되어 이루어지지만 여러 해에 걸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부담의 내용
광의의 채무부담이라 할 때에는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것 이외에 물건의 인도
또는 특정의 작위, 부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가 있으나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예
산상의 행위이므로 금전급부만을 내용으로 한다.

나. 국고채무부담행위의 분류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적인 채무부담행위와 재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인 채무부담
｢국가재정법｣ 제25조제1항에 의하여 법률에 따른 것,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 범
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사전에 사업 및 금액이 특정되어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게 된다.

재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
｢국가재정법｣ 제25조제2항에 의한 것으로 재해복구를 위한 국고채무부담행위이다.
재해복구를 위한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예산총칙에서 한도액을 규정하고, 그 한도 내
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사전에 사업의 내용 및 액수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재해복구를 위한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예비비에 준하여 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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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비 사용절차: 각 중앙관서장의 예비비 요구 → 기획재정부장관의 예비비 사용
명세서 작성 →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 예비비의 배정 → 각 중앙관서의 집행

다. 국고채무부담행위의 특징
국가채무의 일부
IMF에서는 국가채무를 일반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라고 규
정하고 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지기 때문에 국채
및 정부차입금과 함께 국가채무에 포함된다.

[부록표 1] 최근 5년간 종류별 국가채무 규모: 2009~2013년도
(단위: 조원)

2009

2010

2011

2012

2013(추경)

359.6

392.2

420.5

443.1

480.3

(33.8)

(33.4)

(34.0)

(34.8)

(36.2)

중앙정부

346.1

373.8

402.8

425.1

461.9

- 국채

337.5

367.2

397.1

420.0

457.1

- 차입금

5.4

3.5

2.5

2.3

1.9

- 국고채무부담행위

3.2

3.1

3.3

2.8

2.8

13.5

18.4

17.6

18.0

18.4

국가채무(GDP 대비)

지방자치단체

주: 2009~2012년은 결산기준, 2013년은 추경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14. 3.

타 제도와의 차이: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외에도 당해 연도 이후에 지출이 이루어지는 재정상의 행위로 국채,
차입금이 있다.
국채는 국가의 재정수지상 세입부족액을 보전하고 수지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
하여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반적인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국고채
무부담행위는 예산의 확보 없이 채무를 지는 행위로 특정사업의 재원을 미리 확보
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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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무부담행위와 차입금의 차이는 현금의 유입 및 지출행위의 시기에 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부담행위를 한 당해 연도에는 현금의 유입 및 지출이 발생하지
않으나, 차입금은 차입한 당해 연도에 현금의 유입이 있게 된다.

이자 지급 의무 불인정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한 경우는 예산 배정 이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의하여 예산 배정 후 20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과한 기간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
자)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금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
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
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연
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라. 국고채무부담행위의 활용례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계약이 당해 연도에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지출은 다음 연도
이후에 이루어지는 소위 “외상공사” 또는 “외상계약”의 방식으로 수행된다.
2014년 예산상 국고채무부담행위 내역을 살펴보면, 국방부의 군수지원 및 협력, 급
식 및 피복, 해양경찰청의 대형함정, 국토교통부의 일반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등에 국고채무부담행위가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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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2] 2014년도 예산 국고채무부담행위 내역
(단위: 억원, 백만달러)

회계 및 소관

사 항

2013예산

2014예산

($468)
16,806

($564)
18,546

($96)
1,740

2,766

2,853

87

48

―

－48

◦군수지원 및 협력

($468)
13,553

($564)
14,959

($96)
1,407

소

($468)
16,366

($564)
17,812

($96)
1,446

440

734

294

($249)
7,809

($0)
5,000

(－$249)
－2,809

◦평택기지이전

($249)
2,809

―

(－$248)
－2,809

◦일반국도 건설

4,000

4,000

―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1,000

1,000

―

소 계

5,000

5,000

―

($717)
24,616

($564)
23,546

(－$153)
－1,070

Ⅰ. 일반회계
◦급식 및 피복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 국방부

- 해양경찰청

계

◦대형함정

Ⅱ. 특별회계
-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회계 (국방부)

- 교통시설 특별회계
(국토교통부)

금 액

합 계

증 감

자료: 기획재정부, 2014. 3.

마. 국고채무부담행위 현황
최근 5년간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추세를 보면, 일반적인 국고채무부담행위는 2010년
이래 연평균 0.9% 감소되고 있으나, 재해복구를 포함할 경우 1.5%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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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표 3] 최근 5년간 국고채무부담행위 규모: 2010~2014년도
(단위: 억원, %)

일반적인 국고채무
부담행위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한도액)
합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연평균

예 산

예 산

예 산

예 산

예 산

증가율

24,411

22,680

21,598

24,616

23,546

－0.9

10,000

10,000

13,000

13,000

13,000

6.8

34,411

32,680

34,598

37,616

36,546

1.5

자료: 기획재정부, 20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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