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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생활SOC 3개년 계획｣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생활SOC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생활SOC 공급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
 최근 민간투자사업 트렌드와 다변화된 사업방식을 분석하여 생활SOC 민간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 민간투자 대안을 검토함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생활SOC 민간투자의 필요성과 과제를 확인하여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를 위한 방안을 고려함
 민간투자사업은 생활SOC 양적,질적 측면을 고려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사회서비스 제공에 목적이 있는 생활SOC 특성에 적절한 AP(Availability Payment)
방식을 고안하고 생활SOC 유형별로 사업추진방식 제안
 소규모 생활SOC 단위사업을 인근지역의 사업과 통합추진하는 번들링 방식을 제안하여
총사업비를 키우고 민간사업자가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자재비 절감 등 효율적인 시공,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명시된 부속사업을 활용하고 실제 부속사업 유치
사례를 제시하여 추후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레퍼런스가 될 수 있도록 함
 ｢생활SOC 3개년 계획｣ 생활SOC 추진유형 중 노후 상수도관, 열수배관 교체에 관하여
민간투자시설기본계획을 검토하여 노후 인프라 개량ㆍ운영형 민간투자 사업방식 개선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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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에서 탈피
하고 ‘사람·이용’ 중심의 소규모 생활SOC에 대한 투자 비중이 확대
∙ 워라밸, 미세먼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으나 일상생활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체감 삶의 질은 낮은 상황
∙ 최근 생활 인프라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면서 정부는 ‘18년 생활
SOC 공급 정책을 도입(‘18년 「생활SOC 확충방안」, ’20년 「생활SOC 3개년
계획」 발표), 생활SOC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함
□ SOC 수요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도 대상시설 및 사업구조 전반에 대
하여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
∙ 기초인프라 수준이 향상되면서 양적성장 위주의 대규모SOC 보다는 소규모 생
활 SOC, 신규 투자 보다는 노후SOC 재투자로 수요가 변화
∙ 또한 민간투자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민간사업자는 고위험-고수익보다
중/저위험-중/저수익 사업을 선호하고, 정부와 국민은 재정절감 효과뿐 아니
라 재정대비 효율성 향상, 공공성 확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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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의 패러다임 변화는 민간투자사업이 생활SOC 공급을 위한 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생활SOC 민간투자 추진을 통해 현 생활SOC 공급 정
책을 보완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생활SOC 공급 및 관리에 대응할 수 있음
∙ 정부의 생활SOC 정책(생활SOC 3개년 계획)은 한시적 정책으로 정책 종료
(‘22) 이후 국고보조율이 줄어들면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나 그에
대한 대안은 부재하고, 생활SOC 공급 이후 지속가능한 운영(수익 확보)을 위
한 방안 역시 미흡한 상황
∙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대규모 예산 편성 없이 민간의 재원을 활용하여 사업
을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통해 사업의 신속한 추
진과 비용절감,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의 장점과 패러다임 변화는 생활SOC 사업 추진 시 지자
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동시에 향후 추가 수요에도 대응가능한
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음

2) 연구 목적
□ 생활SOC 공급 시 민간투자방식의 필요성 및 과제 검토
∙ 생활SOC 관련 정책과 민간투자사업의 환경 및 사업구조 변화를 검토하여 생
활SOC 공급에 있어 민간투자방식의 필요성 및 과제 검토
□ 생활SOC 민간투자 추진 방안 제시
∙ 정부 및 민간 부문 측면에서 생활SOC 민간투자 추진 및 참여를 유인할 수 있
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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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생활SOC 정책 및 사업 추진현황 조사
∙ 생활SOC 개념 및 정책 조사
∙ 생활SOC 사업 추진현황 조사
□ 민간투자사업 추진 환경 및 사업구조 변화 검토
∙ SOC 시설의 수요 변화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 환경 변화 분석
∙ 최근 수행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구조 및 이슈 검토
□ 생활SOC 공급에 있어 민간투자방식 필요성 및 과제 검토
∙ 생활SOC 공급 측면에서 현 정책의 한계 및 보완점 검토
∙ 생활SOC 추진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 도출
∙ 생활SOC 추진 시 민간투자방식의 장점이 활용될 수 있는 이슈 도출
□ 생활SOC 민간투자 추진 방안 제시
∙ 정부 입장에서 생활SOC 민간투자 도입 유인 검토
∙ 민간 입장에서 생활SOC 민간투자 참여 유인 검토
∙ 생활SOC 사업 추진 시 민간투자사업의 장점을 활용하고 다양한 주체 참여
를 유도하는 등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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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 문헌조사
∙ 생활SOC 개념 및 정책, SOC 투자 동향 및 정책 기조 등 관련 문헌조사
∙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방식, 최근 사례 및 이슈 등에 관한 문헌조사
□ 전문가 자문
∙ 생활SOC 추진 현황 및 운영 실태에 관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
∙ 생활SOC 사업의 수익성 및 사업추진 방식에 관하여 민간투자사업 전문가에게
자문
□ 설문 및 면담조사
∙ 생활SOC 및 민간투자 관련 주체(공무원, 사회적 기업 등)를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 실시
□ 원고청탁
∙ 생활SOC 민간투자사업의 다양한 추진방식에 관하여 전문가에 원고 의뢰
- 노후 인프라 생활SOC 민간투자추진방안
- 사업방식 다변화를 통한 생활SOC 민간투자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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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검토
□ 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관련 선행연구는 ①생활SOC의 전략적 공급에 대한
연구와 ②민간투자사업 추진구조의 변화 ③문화·복지시설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평
가로 분류할 수 있음
□ 생활SOC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지역공급 형평성과 운영 효율성을 고려한 생활SOC 공
급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한 선행연구가 있음
∙ 구형수 외(2019)1)는 생활SOC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수요가 경제적
가치 중심에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정의
- 해외 생활SOC 공급 정책의 경우 공공서비스 공급의 형평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추구

∙ 임은선 외(2021)2)는 지역의 생활여건과 시설 결핍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복
합결핍지수를 개발함으로 공간과학적 측면에서 생활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
생활SOC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제시
□ 향후 민간투자사업 추진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생활SOC 사업에 민자방식
을 적용한 연구가 있음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20)3)는 민간투자사업의 현황을 분석하여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함
-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추진방식으로 위험분담형 방식(BTO-a, BTO-rs)와 혼
합형(BTO+BTL)방식을 제시하였으며,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추진방식으로 생
활SOC로 민간투자 확대, 노후SOC 재투자 등을 제시하였음

1) 구형수 외. 2019.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전략적 공급·활용방안 연구. 세종:국토연구원
2) 임은선 외. 2021.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을 위한 복합결핍지수 개발 및 활용 방안
3)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0. 민간투자사업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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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하중 외(2019)4)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생활SOC사업 추진이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여력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안
□ 생활SOC에 포함되는 문화시설, 복지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평가에 대한 점
검과 해당시설에 대한 민자추진방향을 검토한 연구가 있음
∙ 김상우 외(2014)5)는 문화시설 BTL사업의 운영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민자저
격성에 대한 검증시스템 구축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이 실시되
어야 함을 제안
- 공연시설 및 미술관, 박물관의 운영실적은 미흡하였으며 부평아트센터를 제외한
BTL 공연시설은 민간이나 중앙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에 비해 가동률이 현저
히 떨어졌으며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음
- 도서관의 경우 운영성과는 양호하였으며 지차제 설립한 도서관 대비 이용자 수는
약 2.3배, 이용책 수는 약 2.2배 많았음6)

∙ 박경애 외(2013)7)는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임대형사업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복지시설 민간투자 방안으로 번들링(bundling)8)을 제시함
∙ 경찰청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임대형(BTL)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
었는데 22개에 위치한 지방경찰청을 하나의 사업단위로 묶어 번들링 방식으로
진행9)

4) 윤하중 외. 2019.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대안, 생활 SOC. 국토정책 Brief 제718호
5) 김상우 외. 2014. 문화시설 BTL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6) 김상우 외. 2014. 문화시설 BTL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7) 박경애 외. 2013. 복지시설의 임대형(BTL) 민자사업 적용에 관한 연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8) 박경애 외. 2013. 복지시설의 임대형(BTL) 민자사업 적용에 관한 연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번들링이란 작은
사업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근지역의 사업을 합병하여 추진함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식
9) 경찰청. 2012.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BTL사업 적격성 조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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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생활SOC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최근 민간투자 환
경 변화 검토
∙ 최신 민간투자방안 추진방안을 생활SOC 추진에 접목시킬수 있는 환경 및 민
간투자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
∙ 「생활SOC 3개년 계획」 아래 진행된 생활SOC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민간투자방안을 제시
□ 생활SOC 유형별로 민간투자 진행가능성을 파악하고 생활SOC 운영측면에서 민간투
자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
∙ 생활SOC를 담당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생활SOC 민간투자의
애로사항을 파악
∙ 공공시설에 대한 수익현황을 파악하여 시설별 운영수익 비교 검토하였으며,
생활SOC 민간투자추진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설별로 민자추진가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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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주요
선행
연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1

∙ 정부의 민간투자 추진실적 및 성
∙ 민간투자사업 참여자 심층
과분석
면담
∙ 국내 SOC 민간투자 규모 추정
∙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 민간투자사업 참여자 의견 수렴
∙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을 통한
∙ 민간투자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적정 SOC 스톡 규모 추정
방안 제시

∙ 민간투자사업의 실적 및 현황분석
∙ 민간투자사업의 적정규모 산정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민간투자사업의 중장기 정책방향

2

∙ 우리나라 SOC투자 가능성과 한
계 분석
∙ 문헌 연구
∙ 생활 SOC에 대한 민간투자방향 ∙ 통계 분석
과 시사점 제시

∙ 우리나라 SOC 정책 변화와 생활
SOC 추진
∙ 생활 SOC의 민간투자 가능성과
한계 검토

3

∙ 문헌 연구
∙ 생활SOC 공급의 형평성과
∙ 생활SOC 공급의 형평성과 운영
효율성에 대한 실증분석 (지
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니계수, 자료포락 분석)
도출
∙ 국내외 사례연구
∙ 관계자 및 주민 인터뷰

∙ 생활SOC 관련 쟁점 도출
∙ 생활SOC 공급의 형평성, 운영 효
율성 분석
∙ 국내외 경험 및 사례 분석
∙ 생활 SOC 정책의 추진 전략 및
제도개선 방향

4

∙ 문헌 연구
∙ 문화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운
∙ 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도입이 ∙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통한
영 현황분석
후 운영 실태 및 성과평가
평가모형 분석
∙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평가 검토
∙ 문화시설에 대한 임대형민간투 ∙ BTL사업 관련자 설문 조사
∙ 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정책의 개
자사업(BTL) 문제점 분석
∙ 사업 타당성, 민자 적격성조
선점 제시
사 보고서 분석

5

∙ 보육시설과 노인요양시설 조기
공급에 기여
∙ 복지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 타당성 확보

본 연구

∙ 보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적용가
∙ 문헌 연구
능성 검토
∙ 통계자료 분석
∙ 노인요양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적
∙ 복지시설 관계자 심층면담
용가능성 검토
∙ 보육시설 관련자 설문 조사 ∙ 노인복지시설 민간투자사업 어려
운 사유 분석

∙ 문헌 연구
∙ 생활SOC추진 현황과 민간투자
∙ 전문가 자문 및 원고청탁
환경 변화 검토
∙ 생활SOC 공급과 운영에 있어
∙ 설문 및 이해관계자 면담 ∙ 생활SOC 민간투자 필요성 및 과
민간의 투자 및 참여 방안 제시
∙ 생활SOC 사례분석 및 민간 제 검토
투자 추진방식 검토
∙ 생활SOC 민간투자 추진 방안 제시

1.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0. 민간투자사업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2. 윤하중 외. 2019.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대안, 생활 SOC. 국토정책 Brief 제718호.
3. 구형수 외. 2019.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전략적 공급·활용방안 연구. 세종:국토연구원.
4. 김상우 외. 2014. 문화시설 BTL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5. 박경애 외. 2013. 복지시설의 임대형(BTL) 민자사업 적용에 관한 연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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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생활SOC 개념 및 추진현황

1. 생활SOC 개념
1) 생활SOC 정의
∙ 사회기반시설(SOC; Social Overhead Capital)이란 직접 생활 활동에 동원되
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생산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각종 시설이나 서비스
를 말하며, 구체적 대상시설물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정의
∙ 생활SOC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하는데, 그동안의 사회기반
시설이 주로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대규모 시설(철도, 항만, 댐 등)을 의
미했던 반면에 생활SOC는 국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시설을 의미한다는 점
에서 차이1)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기반한 생활SOC 정의는 국민 생활 편익 증진
시설(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 + 문화·체육·복지·공원시설 등) 및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의미2)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 훈령제727호,
2018.11.16.) 제2조에서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을 ‘보육 의료 복지 교통 문화
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이라고 정의

1) 조기현 외. 2019. 생활SOC 정책의 긍정적 효과 및 효율적 운영방안. 충북:한국지방행정연구원
2)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2019. 생활SOC 3개년 계획(안)

제2장 생활SOC 개념 및 추진현황 ․ 13

그림 2-1 | 생활SOC 정의

자료: 국무총리실 생활SOC추진단 홈페이지(https://www.lifesoc.go.kr/etc/whatIsSoc_1), 접속일: 2021.9.3

2) 생활SOC 도입배경
∙ 그동안 대규모 기반시설 위주의 투자를 통해 양적성장을 이루었으나, 복지·문
화·체육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는 양적·질적으로 부족, 생활 인프라 투
자 확대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자 생활SOC
정책을 도입
‒ 우리나라 도로 및 철도 부분 SOC 구축은 상위(국토면적당 고속도로 연장 1위, 국도
연장 3위, 철도연장 6위) 수준이지만, 국민 삶의 질은 OECD 더 나은 삶의 지수 기
준 29위, UN행복지수 기준 57위에 머물고 있음3)
‒ 생활인프라 지역간 격차는 5~12배 이상의 접근성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17년 기
준, 우리나라 실내체육시설 1개소당 인구를 살펴보면 신도시·중심지는 1.3~2.6만
명이 사용할 수 있으나 구도심은 1개소당 4.5~10만 명으로 지역 간 격차가 약 5배
에 달함4))

3) OECD. 2021. Better Life Index
4) 조기현 외. 2019. 생활SOC 정책의 긍정적 효과 및 효율적 운영방안. 충북:한국지방행정연구원

14

2. 생활SOC 추진현황
1) 「생활SOC 3개년 계획」 수립
∙ 정부는 생활SOC의 조기 확충 및 체계적 투자를 위해 「생활SOC 3개년 계획」
을 수립·발표(‘19.04)5)
- ’20~‘22년 3년 동안 총 30조원을 투자하여 ’22년까지 전국적으로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 2020~2021년 국조실로 추진체계를 일원화하여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사업 추진방향으로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 사업
내실화 및 운영 지속성을 제고함

2) 생활SOC 주요 사업
∙ 생활SOC 사업의 3대 분야(여가활력,생애돌봄,안전안심)를 선정하여 서비스
수요인구, 시설접근성 등의 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생활SOC를 확충6)
‒ 여가활력분야(공공체육, 생활문화, 기반시설)는 총 14.5조 원을 투자하여 문화·체
육시설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취약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
‒ 생애돌봄분야(보육시설, 돌봄시설, 공공의료시설)는 총 2.9조 원을 투자하여 보
육·요양 서비스를 제고, 건강증진기반을 마련
‒ 안전안심분야(교통안전·화재 및 재난안전시설, 생활환경시설)는 총 12.6조 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위험 개선, 노후상수도관 교체, 휴양수요 충족

5)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2019. 생활SOC 3개년 계획(안)
6)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2019. 생활SOC 3개년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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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 생활SOC 현황 및 목표 수준

자료: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2019). 생활SOC 정책컨퍼런스

3) 생활SOC 추진 제도
∙ (시설복합화) 부처별 사업별로 개별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복
합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부지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기간 단축, 예산절
감 등 시너지 효과를 제고7)
‒ 기존 공공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등 10종 시설을 대상으로 복합화
사업을 시행하였고 ‘21년에는 공립노인요양시설, 로컬푸드센터 등을 추가하여 대
상시설을 13종으로 확대8)
‒ ‘20년 289개 사업(172개 지자체, 705개 시설)을 선정하였으나 ’21년에는 149개
사업(129개 지자체, 358개 시설)을 선정하여 다소 축소

7)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2021. ‘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8)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2019. 생활SOC 3개년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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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과정

자료: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2021. ‘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p.12

∙ (지자체 유인) 생활SOC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상향하고, 국 공유지 활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을 완화
‒ 복합화시설 등 조건을 갖춘 시설을 대상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보조율을 상향 조정
(현행대비 +10%, 최종 보조율은 40~80% 수준)
‒ ‘20년에는 국유재산법을 개정하여 유휴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설치할 수 있게 되었
으며, 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 지자체 부담 완화

∙ (지속가능 운영) 생활SOC 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자체 운영비 확
보, 중앙지원 등 운영비 확보 방안 강구
‒ (자체 운영비 확보) 상업시설(카페 등)을 입점시켜 수익을 공유하거나 공익펀드,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지역사회로부터 운영비 조달
‒ (중앙지원) 녹색건축물 건설을 통한 공공요금 부담 경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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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위탁개발) 전문기관이 생활SOC를 먼저 개발하고 지자체가 나중에 상환
하는 공공위탁개발을 통해 지자체는 재원부담을 완화하고 전문기관의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사업효과를 제고
‒ ‘20년 12개 지자체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9건(4,026억원)의 계약 체결9)

4) 생활SOC 3개년 계획 추진현황
∙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른 생활SOC 복합화 추진현황을 확인
‒ 추진현황 자료는 복합화 추진에 따라 1개의 복합건물에 2개이상의 생활SOC가 들어
서 있는 구조임
‒ 따라서 지역별, 시설유형별 비교분석을 위해 복합건물 기준이 아닌 생활SOC 유형
을 기준으로 시설 수와 총사업비를 추출
‒ 위의 데이터 추출기준으로 2019년부터 2022년 복합화 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지역
별/시설유형별 생활SOC 수, 평균 총사업비액 비교
‒ 「생활SOC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된 모든 생활SOC에 대하여 총사업비 중 국비, 지
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

∙ 지역별 비교는 다음의 그림<2-4>와 같음
‒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른 생활SOC 수는 경기도가 총 183개로 가장 많았고 세
종이 총 9개로 가장 적었음
‒ 평균 총사업비는 제주가 약 52억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 이유는 추진 시설수 대비
총사업비 지출이 큰 국민체육센터의 건립이 많았기 때문임

∙ 시설유형별 비교는 다음의 그림<2-5>와 같음
‒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른 생활SOC 유형은 생활문화센터가 총 260개로 가장
많았고 전통시장주차장, 공영주차장이 각 1개로 가장 적었음

9)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2021. ‘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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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주민공동체공간, 주민자율공간
(방음공간, 마루공간 등 연습실), 특성화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임
‒ 평균 총사업비는 공립노인요양시설이 약 260억으로 가장 컸는데 추진 시설수는 총
3개인 것으로 보아 단위사업당 총사업비 지출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 서울 서초구 신원동 일대에 건립되는 공립노인요양시설은 생활SOC 단일사업 중 총
사업비 규모는 가장 컸으며 금액은 약 409억원이었음10)
‒ 위의 공립노인요양시설은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및 치매재활시설, 주민
편의시설인 국민체육센터, 작은도서관이 들어서는 복합복지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임
‒ 전통시장주차장, 공영주차장은 추진시설은 각 1개이지만 총사업비 규모가 다른 생
활SOC에 비해 큰 것을 알 수 있음(안면상상도서관-전통시장주차장, 전남 보성군
복합커뮤니티센터-공영주차장)

∙ 그림<2-6>에 따른 총사업비 중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4.1%, 지방비가 차
지하는 비중은 65.9%로 「생활SOC 3개년 계획」에 제시된 생활SOC 유형별
국고 보조율 평균이 지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10)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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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민간투자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1. SOC 수요의 변화
□ 기존 SOC에서 생활밀착형 SOC로 확장
∙ 기초인프라 수준이 향상되고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대규모 기간시설 위
주의 기존 SOC 수요에서 국민 삶의 질과 연관된 생활밀착형 SOC 수요로 확장
‒ 우리나라의 철도, 도로 등 토목인프라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생활SOC는 국가 최저수준에 미달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함1)
- 국토교통부는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에 대한 기준을 도보 및 차량으로 접근 가능한
시간으로 국가적 최저기준을 발표
- 예를 들어, 국가적 최저기준으로 마을단위시설 중 특정한 수요 연령층이 있는 시설
과 여가생활에 해당하는 유치원과 마을복지시설의 경로당과 노인교실은 도보 5~10
분 이내로 제시하였으며 지역거점시설 중 공공도서관과 지역거점공원은 차량 10분
이내로 제시2)

∙ 정부는 이러한 수요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18년 이후 「생활SOC 3개년 계획」
도입, 3개년 계획을 통한 별도 예산 편성으로 신속한 생활SOC 공급을 추진하
고 있으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SOC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3)
1)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2019, 생활SOC 3개년계획(안)
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8,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현황 자료 및 분석안내서, 세종:국토교통부
3) 조판기 외, 2013, 생활인프라 실태의 도시간 비교분석 및 정비방안. 안양: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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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소규모 생활SOC에 대한 수요 증대는 민간투자 시장에도 영향을 끼쳐
소규모 생활SOC 시장이 새롭게 발생, 중소·중견 건설사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여확대 기대
□ 노후SOC 재투자 수요 증가
∙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교통 인프라는 준공 후 30~40년
이 도래된 시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노후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된 시설물의 숫자는 1996년 671개에서 2019년
4,687개로 급증하였으며4),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
설물은 2036년 17,674개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5)
- 이에 따라 정부는 위험도로, 노후 도로·교량·터널 등에 대한 시설 개보수를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해 2020년부터 매년 5조원 내외 투자 계획6)
그림 3-1 | SOC 노후화 전망

자료: 윤하중 외(2019). 민자도로 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준 및 평가방안 마련 연구. 세종:국토연구원.

4) 한국시설안전공단. 2019. 시설물 통계연보
5) 국토교통부. 20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18~2022년)
6) 기획재정부. 2020.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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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둔화, 저성장으로 인하여 대규모SOC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
시설물을 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은 민간투자의 새로운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
∙ 한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되는 1종, 2종,
3종 시설물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전체 16만 381개의 시설물 중 준공 후 30년 이
상 된 시설물은 2만 7,997개, 17.5%에 달하고 있음(엄근용·이승우 2021)7)
- 향후 10년 안에 준공 후 30년에 달하는 시설물은 4만 2,908개, 26.8%가 예정되어
있어 노후화된 인프라의 수는 급격히 증가할 전망
표 3-1 | 준공연도별 시설물 현황(2020.11기준)
준공
이후

교량

합계 33,117

터널

항만

댐

하천

상하
수도

옹벽

절토
사면

4,920

496

615

6,976

2,354

3,553

4,598

39

103,713 160,381

697

108

390

1,494

505

401

355

9

17,719 27,997

30년
이상

6,319

비중

19.1% 14.2% 21.8% 63.4% 21.4% 21.5% 11.3%

21∼
10,453
30년
비중

874

141

77

1,588

575

491

7.7%
855

공동구 건축물

합계

23.1% 17.1% 17.5%
10

27,844 42,908

31.6% 17.8% 28.4% 12.5% 22.8% 24.4% 13.8% 18.6% 25.6% 26.8% 26.8%

11∼
12,146
20년

1,666

129

72

1,756

733

995

2,440

3

29,166 49,106

7.7%

28.1% 28.1%

17

28,984 40,370

비중

36.7% 33.9% 26.0% 11.7% 25.2% 31.1% 28.0% 53.1%

10년
이내

4,199

비중

12.7% 34.2% 23.8% 12.4% 30.6% 23.0% 46.9% 20.6% 43.6% 27.9% 27.9%

1,683

118

76

2,138

541

1,666

948

주: 1)
2)
3)
4)
5)
6)
7)
8)
9)

교량은 도로교, 복개구조물, 철도교임.
터널은 도로터널, 지하차도, 철도터널임.
항만은 갑문시설, 계류시설,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임.
댐은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전용댐임.
하천은 하구둑, 수문, 제방, 보, 배수펌프장임.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임.
옹벽은 도로옹벽, 철도옹벽, 항만옹벽, 댐옹벽, 건축물옹벽임.
절토사면은 도로사면, 철도사면, 항만사면, 댐사면, 건축물사면임.
건출물은 공동주택건축물, 대형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노유
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철도역시설, 지하도상가임.
출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https://www.fms.or.kr/com/mainForm.do). 접속일:2021.9.29

7) 이승우 외. 2021.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정책 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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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전용댐으로 이루어
진 댐은 이미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비율이 390개, 63.4%에 달하고 있음
- 교량, 항만은 향후 10년 안에 준공 후 30년에 달하는 시설물의 비율이 교량, 항만
전체 시설물의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노후 인프라가 증가하고 노후화로 인한 사고도 동시에 늘어나면서 사회적 경
각심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노후 인프라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부의 투자 정
책이 발표됨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관리 종합대책(관계부처합동, 2019)’에서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해 중대형 SOC 등 15종의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4년간 연평균 8조원 등
32조원 투자계획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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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투자사업 이슈 및 추진방향
□ 고위험·고수익 → 중/저위험·중/저수익
∙ 민간투자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거 고수
익 구조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으며, 수익률이 하향 평준화됨에 따라 수익률보
다는 위험 최소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8)
‒ BTO 사업의 수익률은 2000년 이후 지속 하락하여 최근 세전 3% 대에 머물고 있음9)

∙ 실제로 최근 추진되는 철도, 도로사업은 대부분 손익공유형 방식(BTO-a),
위험분담형 방식(BTO-rs)으로서, 고수익 대신 정부와의 위험 분담을 통해
사업자의 사업위험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년 민간투자사
업기본계획에서 혼합형 방식(BTL+BTO)을 또한 도입10)하면서 민간투자사
업이 수익구조가 중/저위험·중/저수익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
‒ 또한 고위험-고수익 구조는 무모하게 수요위험을 민간에 전가함으로써 공공사업이
고위험, 투기형 사업으로 전락될 수 있음

□ 재정절감 → 효율성, 공공성 이슈 확대
∙ 과거 민간투자사업은 주로 재정절감을 목적으로 하여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를 추진해 왔으나, 주로 높은 사용료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효율
성,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정부 입장에서는 단순히 재정절감을 검토하는 것에서 나아가 국민들이 부담하
는 요금(공공성)에 대한 고려가 높아지고, 민자사업 운영현황에 대한 감독 및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효율성 제고, 이용자 부담(요금) 완화를 추진하고
있음11)
8) 김찬호. 2015.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유도 방안,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9) 연구진 내부자료
10) 기회재정부. 2021. 2020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11) 윤하중 외. 2019. 민자도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연구. 세종: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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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기존에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무관청의 주요한 관심사는 재정
절감이었으나 점차 이용자의 사용료 부담이나 서비스 만족도 등 공공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의 공공성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되고 있음
□ 재정혁신-민간자본 적극 활용
∙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시
행에 따라 도입된 이후 2020년까지 765개 사업, 132.9조원 규모로 추진되어
왔음
∙ 최근 코로나19 대응 등 재정소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간의 유동성을 활용
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성 증대
∙ 구체적인 민간자본 활용 추진방향으로 민간투자 대상시설 다양화, 민간투자
사업방식 다변화, 부대사업 활성화 등이 있음12)
- 비대면·저탄소화 등 미래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 관련 인프라를 조
기 확충하고, 노후화된 산업기반 시설의 재구축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
- 그 중 의료·문화·환경시설 등 생활 인프라의 확충, 노후 상하수 시설 스마트화 등
새로운 유형에 민간투자 활용 예정
- 현재 민간투자방식의 수익형(BTO), 임대형(BTL), 혼합형(BTO+BTL) 이외에
도 대상별 특성에 맞는 추진방식 적극 활용 예정
- 소규모 사업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민간사업자의 추진 부담을 덜기 위해 여러 시설
을 복합화하여 추진
- 또한 운영기간이 만료된 민자사업에 대해서 개량·운영형 민자방식 신규 도입 예정
- 한편 철도 등 본 사업만으로 수익창출이 어려운 사업들은 역세권 개발, 공공형 임대
주택 건설 등 부대사업 활용하는 방안 적극 검토 이를 위해 현재 17개 유형으로 제
한된 부대사업 유형 확대 예정

12) 기획재정부. 2021.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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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 확대
∙ 기존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하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총 12개분야, 56개 법률, 53개 유형으로
한정하였음13)
∙ 2020년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사회기반시설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던 방식에서 포괄적인 정의 방식을 택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유형을 확대
∙ 개정이유: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 시설을 법률에 열거하는 방
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가 새롭게 필요로 하는 민간투자사업 수요에 탄력
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 등이 있음
표 3-2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신구비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19. 3. 1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20. 3. 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
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
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
의 부속물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분뇨·폐기물처리시
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나.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
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
한 시설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
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
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자료: 연구진 작성
출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21, 법률 제17799호(3월 31일 시행)제2조

1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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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투자사업구조 다변화
□ 민간투자 유형판단
∙ 기존의 민간투자사업은 크게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BOT 등)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로 구분할 수 있음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보통 BTO로 진행되며 사업진행방식은 사회기반시설
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이전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관리운영권을 인정하고,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
권을 근거로 하여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보통 BTL로 진행되며 사업진행방식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면 정부가 운영기간동안 이를 임차하여 시설
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 민간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시
설임대료와 운영비를 수령하는데 시설임대료는 민간이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대가로서 정부는 사업위험도·자금조달비용 등이 감안된 수익률을 반영하
여 분할 지급
∙ 기존의 민간투자사업구조 이외에 저수익이 예상되거나 수요예측의 불확실성
이 큰 사업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의 위험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BTO-rs,
BTO-a, BTO+BTL 방식 등이 도입됨
∙ 본 절에서는 민간투자 추진구조 변화 중 생활SOC에 접목이 가능한 유형 위주
로 민자추진방식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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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 BTO, BTL 추진방식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O)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L)

출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1. 민간투자사업 용어의 이해

□ BTO-rs(Build-Transfer-Operate-risk sharing) 위험분담형 방식14)
- BTO방식에서 파생된 방식으로 사업시행시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정부
와 민간이 분담하는 방식
- 정부와 민간 사이 총민간투자비에 대한 분담비율과 수입에 대한 정부 귀속비율을
사전 확정을 통해 손익공유

∙ 손익공유 구조(정부의 투자위험분담기준금을 중심으로 재정리)
- 투자위험분담기준금 > 정부귀속 실제 운영수입
: (투자위험분담기준금-정부귀속 실제 운영수입)만큼 정부 부담
- 정부귀속 실제 운영수입 > 총민간투자비
: (정부귀속 실제 운영수입-투자위험분담기준금)만큼 잉여분을 사전에 정한 분담
비율을 기준으로 정부와 민간이 공유

∙ 예시) 사전 위험분담비율을 정부 50%, 민간 50%로 설정
- 민간이 생활SOC 운영할 때 1,000만원 손실 발생시 정부는 민간에 500만원 지급
(정부부담금), 민간은 총 500만원(-1,000만원+500만원) 초과 손실

14)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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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이 생활SOC 운영할 때 1,000만원 이익 발생시 민간은 정부에 500만원 지급
(정부환수금), 민간은 총 500만원(1,000만원-500만원) 초과 이익

□ 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 손익공유형 방식15)
- BTO 위험투자분담형 방식 중 하나로 고정운영비, 보전대상민간투자비 원리금 및
미보전대상민간투자비 이자를 반영한 정부의 투자위험분담기준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손익공유

∙ 손익공유 구조(정부의 투자위험분담기준금을 중심으로 재정리)
- 투자위험분담기준금 > 실제운영수입(매출-변동 운영수입)
: (투자위험분담기준금-실제운영수입)만큼 정부 부담, (미보전대상민간투자비 손
실분 민간 부담
- 총민간투자비 > 실제운영수입 > 투자위험분담기준금
: (총민간투자비-실제운영수입)만큼 손실분 민간부담, 정부 부담분 없음
- 실제운영수입 > 총민간투자비
: (실제운영수입-총민간투자비)만큼 잉여분 사전에 설정한 비율대로 정부와 민간
이 공유

∙ 예시) 총민간투자비의 70%를 최소사업운영비로 설정, 이에 따라 총민간투자
비의 30%는 운영상 손실이 발생해도 정부가 부담하지 않는 미보장투자원금
(민간부담)으로 설정
- 총민간투자비 1,000만원, 최소사업운영비 700만원, 비보장투자원금 300만원, 사
전잉여 공유비율(정부70%,민간30%)
- 민간이 생활SOC 운영할 때 400만원손실(실제운영수입600만원) 발생시 정부는 민
간에게 100만원 지급(정부부담금), 민간은 총 300만원(-400만원+100만원) 손실
- 민간이 생활SOC 운영할 때 200만원손실(실제운영수입800만원) 발생시 정부부담
금 없음, 민간은 총 200만원 손실

15)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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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이 생활SOC 운영할 때 200만원이익(실제운영수입1200만원) 발생시 민간은
정부에게 140만원 지급(정부환수금), 민간은 총 60만원(200만원-140만원) 초과
이익

□ BTO+BTL 혼합형 방식16)
∙ 1개 시설에 대하여 BTO와 BTL을 혼합하여 민간이 총민간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
∙ BTL의 비율은 총민간사업비의 50% 이하로 설정하도록 민간투자사업기본계
획 제24조에 명시되어 있음
- 혼합형 방식 이외 결합형 방식17)이 있으나 본 절에서는 혼합형 방식만을 다룸

∙ 혼합형 방식은 앞서 설명한 위험분담형 운영방식과 비교하여 수요예측에 관한
위험은 민간이 전부 부담하지만 BTL 부분의 임대료가 주기적으로 민간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투자비 회수 안정성이 향상됨
∙ 예시) 총민간투자비 1,000만원, 정부지급금(임대료, BTL) 300만원
- 민간이 생활SOC 중 저수익이 예상되는 환경시설 운영시 실제운영수입 800만원이
라면 단순 BTO로 운영시 200만원 손실
- 혼합형으로 운영시 정부지급금 300만원이 포함되어 민간은 100만원 초과 이익

□ AP(Availability Payment) 방식
∙ AP방식은 설비나 서비스 수준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사용료(정부지급금)를
통해 민간투자비를 회수한다는 점에서 BTL 방식과 유사하나, 운영(핵심서비
스 제공)을 민간이 직접 담당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운영을 책임지는 BTL 방
식과 차이가 있음
∙ 최종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기 곤란하거나 징수하더라도 그 금액이 미미
하여 민간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 BTL방식이나 AP방식 적용 가능
16)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
17) 결합형 방식은 물리적,공간적으로 구분 가능한 수 개의 시설로 구성된 사회기반시설 사업 추진시 시설별로 BTO,
BTL방식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임(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20), 혼합형 민자사업에 관한 세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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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3>에 AP방식의 정부, 이용자, 민간사업자간 이해관계 확인할 수 있음
- AP 방식과 BTL 방식은 모두 민간입장에서 수요와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안정적으
로 민간투자비를 보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정부 입장에서 수요 보장을 통해
낮은 수익률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방식
- 본 방식은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이 뒤따르는 만큼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관심이 필
요함

□ BTO+AP 혼합형 방식
∙ 주무관청은 사용료 수입에 대한 부분을 BTO로 설정하여 이 부분에 대해 경쟁
을 통한 효율이 발현될 수 있도록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최종적으로
실시협약을 통해 결정된 BTO 범위를 초과하는 민간투자비에 대해서는 주무관
청이 AP의 형태로 정부지급금을 지급하는 구조
∙ 정부와 민간이 수요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이자 BTO와 AP의 혼합형 사업방식
을 의미18)
- 그림<3-3>에 BTO+AP 혼합형 방식의 정부, 이용자, 민간사업자간 이해관계 확인
할 수 있음
- BTO+AP 혼합형 사업방식은 투자비의 일부는 사용료 징수를 통해 회수하고 나머
지는 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식이 유효할 것임
- 제안된 BTO 범위가 클수록 즉 사업자가 수요위험을 부담하는 규모가 클수록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사업기본계획상 평가 기준을 구조화함으로써 민간의 창
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

18) BTO와 AP의 혼합형과 유사하게 BTO 방식과 BTL 방식의 혼합형도 생각할 수 있으나 민간에 의한 운영과
민간의 수요 위험 부담이 핵심인 BTO와 정부에 의한 운영과 정부의 수요위험 부담이 핵심인 BTL을 혼합하는
방식의 사업 추진은 조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BTL 방식의 경우 핵심서비스 제공을 주무관청이 담당하게
되는데 사업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구조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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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 AP방식, BTO+AP혼합형 추진방식

AP 방식 구조

BTO+AP 혼합형 방식 구조

자료: 연구진 작성

□ 시사점
∙ 사업운영시 저수익구조, 수요예측의 불확실성을 정부가 어느 정도 위험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민간투자 사업구조 다양화
∙ 이는 대규모 사회기반시설보다 민간의 참여유인이 적은 생활SOC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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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생활SOC 민간투자 필요성 및 과제

1. 본 연구의 생활SOC 유형 정의
□ 정책적 근거
∙ 정부는 2018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밀착
형 생활SOC 확충방안」1) 발표를 통해 삶의 질 향상,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생활SOC 투자 기본방향으로 제시
- 이후 정부는 국무총리훈령 발표를 통하여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추진단 협의회
발촉 및 생활SOC 설립 추진근거를 마련함

∙ 생활SOC는 국무총리훈령에 의하면 보육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교통시
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
든 시설로 정의2)
∙ 이후 생활SOC 추진단이 설립되고 추진단은 2019년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생활SOC 분야별 주요 유형을 제시함

1) 위의 방안에서 제시된 생활SOC 주요 투자유형은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커뮤니티센터, 전통시설현대화, 주차장,
박물관, 과학관, 전시시설, VR·AR체험관,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국립공원 내 야영장, 도시재생, 스마트 시티,
군 단위 LPG 배관망, 소형저장탱크, 노후 상수도 시설 정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스마트팜, 스마트양식·축산,
노후산단 재생, 스마트공장, 돌봄센터, 공공의료시설, 노후 공공임대 시설개선,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 도로·철도
등 교통안전, 도시 숲, 수소충전소, 전기차 급속충전기, 지하역사 환기설비 교체, 지하역사 자동측정망, 태양광
설비 설치가 있음
2)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8. 국무조정실국무총리훈령(11.16.제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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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SOC 유형 정리
∙ 구형수 외(2019)3)에 의하면 「생활SOC 3개년 계획」 이외 생활SOC의 개념과
유사한 시설이나 서비스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정리
- 즉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른 생활SOC는 기존 제도와 중복되는 시설이 있음을 의미
- 기존 제도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생활SOC 추진단에서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에서 분야
별 주요과제로 제시한 시설로 한정하였음
- 2019년 「생활SOC 3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주요시설은 2018년 생활SOC 확충방안
에서 제시한 주요시설보다 시설유형 수가 줄어듬
- 생활SOC 담당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익숙한 생활
SOC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연구에서 정의한 생활SOC 유형은 표<4-1>과 같음
- 또한 본 연구에서 정의한 생활SOC 유형 중 생활SOC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간
투자사업으로 진행가능한 시설유형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4-1>과 같음
표 4-1 | 연구범위: 생활SOC 유형
생활SOC 유형
체육관

수영장

야구장

축구장

게이트볼장

인공암벽장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꿈꾸는예술터

메이커스페이스

어울림센터

다가치센터

여객복합 편의시설

LPG배관망

주차장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초등돌봄교실

공립노인 요양시설

고령자복지주택

보행안전시설

졸음쉼터

미세먼지저감숲

휴양림

주민건강센터

공공어린이 재활기관 건강가정 지원센터

노후상수도관 열수배관교체

지하공간 통합지도

야영장

도시공원

우수저류시설

자료: 연구진 작성
출처: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2018). 생활SOC 3개년 계획

3) 구형수 외 2019.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전략적 공급.활용방안 연구. 세종: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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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 생활SOC 민자 추진가능성 평가

자료: 연구진 작성
출처: 본 연구 설문조사

- 각 생활SOC별로 추진가능성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응답을 수치화하여 추진가능성에 대한 평균값 도출
- 따라서 수치화한 평균값은 0보다 커질수록 민자 추진가능성이 높고 0보다 작아질수
록 민자 추진가능성이 낮은 생활SOC를 의미함
- 생활SOC 중 추진가능성 점수가 가장 높은 시설은 주차장으로 0.5점을 기록함
- 이어서 수영장(0.32점), 여객복합편의시설(0.21점), 체육관(0.18점), 야영장
(0.18점), 국공립유치원(0.16점), 국공립어린이집(0.08점), 고령자복지주택
(0.05점), 노후상수도관/열수배관교체(0.03점)가 민자추진 가능성에서 긍정적 평
가를 받았음
- 긍정적 평가를 제외한 22개의 생활SOC는 민자사업으로 추진 가능성이 낮은 것으
로 평가함
- 이는 생활SOC 중 약 71%에 해당하는 수치로 대부분의 생활SOC 민간추진 가능성
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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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평가를 받은 하위 5개 시설은 보행안전시설(-0.53점), 우수저류시설(-0.53
점), 졸음쉼터(-0.55점), 게이트볼장(-0.61점), 다가치센터(-0.63점)가 있음
- 「생활SOC 3개년 계획」 중 안전분야(보행안전시설, 우수저류시설, 졸음쉼터) 생활
SOC 유형이 민자추진가능성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공익성이 큰 안전분야 생활SOC는 공공재원 투입을 통해 시설 건립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

2. 생활SOC 민간투자의 필요성
1) 생활SOC 공급 정책의 지속성 확보
∙ 최근 추진 중인 생활SOC정책은 ‘20~‘22년의 3개년 계획에 그쳐 장기적 생활
SOC 공급 대책은 미비한 상황
- 3개년 계획은 롤링플랜으로 사업추진이 확정되거나 투자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추
가 반영 예정4)

∙ 「생활SOC 3개년 계획」은 국가 최소수준을 목표로 생활SOC 공급을 계획하였
으나, 저성장, 인구정체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생활SOC 수요는 지속적으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5)
‒ 「생활SOC 3개년 계획」은 공간적·인구적 관점에 근거하여 공급계획이 수립되었으
나, 신도시공급, 지자체 자체 개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잠재적 수요 발생 가능

∙ 따라서 「생활SOC 3개년 계획」 이후에도 생활SOC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국
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 대응방안 필요
- 생활SOC 사업의 다양한 분야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신청시 어려움을 유
발할 수 있음
4)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2019. 생활SOC 3개년계획(안)
5) 조판기 외. 2013. 생활인프라 실태의 도시간 비교분석 및 정비방안. 안양: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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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신청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 생활SOC 추
진단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원아래 통합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장려
-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당해연도 생활SOC 사업을 생활SOC추진단으로 신청하
면 관련부처 및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구조임
- 관련부처 및 전문기관의 검토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라는 타당
성 조사를 거쳐야 함
- 이러한 정책의 복잡성은 생활SOC 추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공급 의지
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시사점) 민간투자사업은 정해진 기한 및 대규모 예산 집행 없이 생활SOC 사
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생활SOC 추진방안으로 검토 가능
그림 4-2 | 생활SOC 복합화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비교
정부예산투입

생활SOC복합화사업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연속성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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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SOC 재원 마련
∙ 생활SOC 정책(3개년 계획) 종료(‘22) 이후 국고보조율이 줄어들면 지자체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향후 지자체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필요
∙ 재원 마련을 위한 부가적 제도로 공익신탁 제도, 펀딩 모금 등을 도입하였으나
재원 마련에 시간이 소요되고 모금 여부가 확실치 않음
‒ 공익신탁 제도를 활용한 재원 확보 방안은 지역금융기관이 주민의 기부금을 적립해
생활SOC 운영에 지원하는 것을 의미
‒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재원 확보 방안은 생활SOC 운영주체가 펀딩플랫폼에 ‘운영
비조달 프로젝트’ 등록하면 주민 기부금을 모집해 운영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

∙ 공익신탁제도는 2015년 공익신탁법6) 제정 이후 현재까지 인가된 공익신탁의
개수는 33개로 생활SOC 분야 재원 마련 방안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임
- 공익신탁이란 기부하는 사람인 위탁자, 기부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수탁자로 구성되며
기부자가 정한대로 신탁의 원금과 수익을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7)
- 공익신탁은 기부자와 수탁자간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법무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
할 수 있으며 법무부의 관리,감독을 받음
- 표<4-2>의 최근 4년간 생활SOC 공익신탁은 총 3개로 위탁재산은 모두 0원이며
KB 만천하 공익신탁을 제외하고 위탁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제도 홍보 및 지역주
민들의 참여가 필요해 보임

∙ 크라우드펀딩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로 투자자들에게 시설 내 이름표기, 기념
품 제공을 통해 참여유인을 제고하자는 방안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
∙ 생활SOC 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보조금 확대(58.5%, 24명), 민간자본유치(14.6%, 6명), 크라우드펀딩
6) 공익신탁법, 2017, 법률 제 15022호(10월31일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신탁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신탁을 이용한 공익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 법무부 공익신탁공시시스템(https://www.trust.go.kr/introduction.do), 접속일: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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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2.4%, 1명)을 선택함8)
- 설문조사에서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생활SOC 재원마련 방안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함을 반영
-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 자립도로 인해 국가보조금 확대를 주장하는 의견이 많았
으나 지방 분권의 강화를 통한 독립적 예산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 민간자본 유지를 통한 생활SOC 재원 확보 방안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현실적으
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수익성이 확보된 시설에 대하여 민간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 그러나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서 민간 자본유치의 한계, 민간의 공공기여
부문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민간투자를 반대하는 주장이 있음

∙ (시사점) 생활SOC 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지자체의 재정 부담
이 줄어들며 적시에 재원을 조달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8) 본 연구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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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 최근 4년간 인가된 공익신탁(2017.9 ~ 2021.10)

(단위: 명, 천원)

수탁자

위탁자

신탁
재산

인가일

환경 보호와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중 위생 또
KB Green Wave 는 안전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환경 보호와
1.5℃ 공익신탁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중 위생 또는 안전의 증
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주식회사
KB
국민은행

0

0

202105-14

장애인·노인, 재정이나 건강 문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지원 또는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장애인·노인, 재정이나 건강 문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지원 또는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아동·청소년의건전한육성을목적으로하는사업

주식회사
신영증권

0

0

202012-29

KB순천愛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생활SOC공익신탁

주식회사
국민은행

0

0

202007-09

KB창원愛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생활SOC공익신탁

주식회사
국민은행

0

0

202007-09

KB은평愛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생활SOC공익신탁

주식회사
국민은행

0

0

202007-09

환경 보호와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중 위생 또
는 안전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환경 보호와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중 위생 또는 안전의 증
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주식회사
국민은행

0

0

202006-18

환경 보호와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중 위생 또
KB The 맑은하늘 는 안전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환경 보호와
공익신탁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중 위생 또는 안전의 증
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주식회사
국민은행

0

0

202002-27

KB 맑은하늘
공익신탁

환경 보호와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중 위생 또
는 안전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환경 보호와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중 위생 또는 안전의 증
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주식회사
국민은행

0

0

201812-26

산업재해 피해자
지원 공익신탁

사고·재해 또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사고·재해
또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로 인한 피해
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주식회사
하나은행

0

0

201801-08

KB 만천하
공익신탁

장애인·노인, 재정이나 건강 문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지원 또는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아동·청소년의건전한육성을목적으로하는사업 /
사고·재해또는범죄예방을목적으로하거나이로인한
피해자지원을목적으로하는사업 / 인종·성별,그밖
의사유로인한부당한차별및편견예방과평등사회의
증진을목적으로하는사업

주식회사
국민은행

2709

6722

201709-12

명칭

장애청소년의
복리를 위한
공익신탁

KB 맑은바다
공익신탁

공익사업유형

자료: 연구진 작성
출처: 법무부 공익신탁공시시스템(www.trust.go.kr)(접속일: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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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SOC담당 공무원 설문조사를 통하여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진행시 민간
사업자의 적정수익률을 확인하여 향후 민간투자의 방향성을 점검함
- 그림<4-3>에 의하면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추구로 인한 공공성 훼손에 관하여
우려가 어느 정도 드러난 결과가 나옴
- 또한 민간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민간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4-3 | 민간투자사업자의 구간별 적정수익률 설문결과

자료: 연구진 작성
출처: 본 연구 설문조사

∙ (시사점) 생활SOC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시 민간투자사업
자의 적정수익률에 대한 제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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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SOC 운영 효율성 제고
∙ 공공시설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수익시설) 중에서
운영수익이 0원보다 큰 시설(즉, 흑자를 내는 시설)은 3% 미만으로, 공공시
설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9)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로부터 공공시설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지
방재정365를 통해 공지하며 그 시설은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기타시
설로 구분하기 때문에 생활SOC 시설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음
- 그림<4-4>를 보면 2019년 기준 863개의 공공시설물 중 순수익이 0원보다 큰 시설
(흑자를 내는 시설)은 97개였으며 수익은 0원이면서 비용만 존재하는 시설은 77개임
- 그 중 순수익이 가장 큰 공공시설물은 충북 단양군의 다누리센터로 수익은 약 138
억원 비용은 16억원으로 순수익 약 122억원
- 반대로 적자가 가장 큰 공공시설물은 광주본청이 관리하는 광주문화예술회관으로
수익은 약 10억원 비용은 약 286억원으로 순손실 약 275억원
그림 4-4 | 공공시설물 운영수익 현황

(단위: 백만원)

자료: 연구진 작성
출처: 지방재정365 공공시설운영현황(2019)

9) 조기현 외. 2019. 생활SOC 정책의 긍정적 효과(사례) 및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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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익이 예상되는 생활SOC에 부속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본사업 수익 보전방안이
될 수 있음

∙ 「생활SOC 3개년 계획」에서도 지자체 주도의 운영은 높은 서비스 공급에 한계
가 있음을 고려
∙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보다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운영하거나 유사
생활SOC시설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이 운영한다면 시설 서비스 이용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표<4-3>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조직의 유사 생활SOC 운영경험을 확인할 수 있음
표 4-3 | 사회적 경제조직의 유사 생활SOC 운영경험
사회적주택

사회적협동조합

위스테이

유사 생활SOC 시설

주민공용공간

사회복지시설

커뮤니티공간

시설이용료

입주민 관리비

-

입주민 관리비

수익시설

상가임대, 주차장

-

동네 빨래방

공공시설

공용주방, 세탁실,
창업공간

노인요양
장애인요양

어린이집,
돌봄서비스

자료: 연구진 작성
출처: 사회적경제조직 자문. 2021. (아이부키 이광서대표, 도우누리 민동세이사장, 더함 양동석 변호사)

∙ 생활SOC 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역량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으로 자체 운영인력 확충(29.3%, 12명), 민간사업자에게 시설 운영 위탁
(19.5%, 8명), 사회적경제조직에 운영 위탁(17.1%, 7명), 지자체 운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1명, 2.4%)을 선택함10)
- 자체 인력 확충을 통한 운영역량 극복을 선택한 응답자는 현재 민간 및 사회적 경제
조직에 위탁운영하는 시설이 많이 있으나 업무진행에 한계점이 있어 공무원의 업무
가 과중되는 상황을 선택 이유로 제시함
-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운영 위탁시 민간의 운영 효율성이나 노하우를 기대하는 의견
이 많았음
10) 본 연구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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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 민간자본을 선호한 이유로 공공기관의 직접 운영시 경직성으로 인한 유연한
성장이 어려운 점을 제시한 의견이 있음
- 지자체 운영역량 부족 해결방안으로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운영 위탁하는 것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필요
하다는 의견이 있음

∙ (시사점) 공공시설의 적자 문제 해결과 생활SOC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민간 자본의 활용과 민간 조직의 운영 확대 필요

4) 생활SOC 추진 유연성 제고
∙ 생활SOC를 재정으로 추진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
이 다수이므로 사업부지가 국유지에 한정되고, 국공유지 사용 허가와 그에 따
른 절차가 필요하며 사용료 또한 지불하여야 함11)
- 「생활SOC 3개년 계획」에서 국공유지 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이용제한을 완화하였으
나, 사업부지가 한정되는 점과 사용료 지불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존재

∙ 생활SOC 담당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국공유지 활용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
안으로 민자 유치를 통한 사유지 활용(14.6%, 6명),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연장(7.3%, 3명),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4.9%, 2명)을 선택함12)
- 응답자 중 민자 유치를 통한 사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한 이유로 국공유지 활용
을 위한 과정이 복잡한 것과 원하는 지역에 국유지가 없는 문제를 의견으로 제시함
- 기타 의견으로 국유재산사용 특례법상 개별법 적용시 협의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생활SOC 담당 공무원의 추진 경험상 국유재산을 활용할 때 매입 등 협의 절차가 지
연되는 문제가 있음

∙ 표<4-4>를 보면 민간투자법에 의한 국공유지 활용이 국유재산법 등에 의한 국공
유지 활용에 비해 영구시설물 설치, 사용허가기간, 사용료 등에서 이점이 있음
11) 구석모 외. 2019. 복합화시설사업 사례발굴 기초조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12) 본 연구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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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민간투자방식으로 생
활SOC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유지 활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의 유
연성을 제고할 수 있음
표 4-4 | 국공유지 활용 관련법 비교(국유재산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민간투자법)
분류

영구
시설물
설치

사용
허가
기간

국공유지 활용 관련법 비교
1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을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청의 승인
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 영구시설물 설치 가능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

2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3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공유 재산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2조에 따른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
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3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공유 재산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2조에 따른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사용료

1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제3호,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3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
3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9조제5항,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9조제4항
자료:연구진 작성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202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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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SOC 민간투자의 과제
∙ 생활SOC를 민간투자로 추진할 필요성과 장점이 있지만 사업추진을 위한 과제
로 사업자의 수익을 확보하는 것과 사업자의 민간사업 참여 유인을 제고시키
는 것이 필요함

1) 민간사업자 수익확보
∙ 기존 도로나 철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방식은 BTO 방식으로 대부
분 민간사업자가 주무관청과 협상을 거쳐 사업수익률을 확정하고 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를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임
∙ 그러나 생활SOC를 민간투자로 추진시 기존 사회기반시설처럼 BTO방식을 통
한 사업비 회수가 어려움
- 생활SOC는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사회복지, 문화
관련 사업이 많기 때문에 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 징수를 통한 사업비 회수는 사실
상 어려움
- 1994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된 민간투자사업 중 문화관광, 사회복지 분야 민간투
자사업은 대부분 BTL방식으로 추진하였음13)

∙ 또한 그림<2-5>를 보면 생활SOC의 경우 기존 사회기반시설에 비해 사업규모가
작은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다함께 돌봄센터와 같은 시설이 대부분임
∙ 소규모 사업의 경우 민간투자 실시협약 체결시 총사업비 규모가 작아져 민간
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가 줄어듬
∙ 따라서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유치는 저수익이 예상되고 시설사용자에게 사
용료 부과를 통한 사업비 회수가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야할 과제가 있음

13) 기획재정부. 2021. 2020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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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사업자 참여유인 제고
∙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수익적인 측면 이외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제
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음
∙ 생활SOC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존 사회기반시설처럼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뿐 아니라 시설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함
- 아래의 생활SOC BTL추진사례를 보면 사업시행법인의 운영인력부족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사례가 있음

∙ 따라서 BTL로 민간사업 추진시 시설운영 역량이 부족한 지자체는 창의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을 위탁
∙ 그러나 생활SOC 운영경험이 없는 민간사업자가 직접 시설운영을 책임질 경우
사업참여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임
∙ 원활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생활SOC 운영역량을 보유한 민간업체와 컨
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 등 생활SOC 운영책임에 관한 문제를 극복해야하는
과제가 있음
∙ 또한 창의적인 민간제안사업이 도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할 필요가 있음
<생활SOC BTL추진 사례> 강진문화복지타운(강진아트홀)
- 강진 문화복지 종합타운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로부터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
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방식으로 추진14)
- 강진아트홀(대공연장, 소공연장,전시시설)과 강진복지타운(재가노인복지시설, 평
생학습센터, 청소년 시설) 운영15)

14) 강진군청. 2005. 강진 문화복지 종합타운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확정)
15) 강진아트홀 홈페이지(https://www.gangjin.go.kr/arthall/info/info.php?fpage=2)
(접속일:202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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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의 취약한 문화시설,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군의 자체예산과 문체부의
국고보조금 120억원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5억4백만원으로 운영16)
- 2012년 완공되어 2031년까지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797억원, 운영비 355억원
등 20년간 1,152억이 지급될 예정17)
- 수도권에 위치한 문화시설인 부평아트센터에 비해 객석규모는 비슷하지만 큐레이
터 인력이 적고 사업 예산도 부족하여 주민들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체
기획 프로그램이 아닌 영화 상영, 지역 행사 등에 이용되고 있음

∙ (시사점) 문화시설을 BTL로 진행시 시설 건립 후 운영측면에 관한 부분을 고
려하여 생활SOC 공급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으
로 추진 필요
표 4-2 | BTL로 추진된 문화시설 객석 및 인력 비교
정규

별도

총인원

시설명

객석규모
(대공연장)

행정

콘텐츠

행정

콘텐츠

행정

콘텐츠

부평아트센터

885

3

12

16

4

19

16

강진문화
복지타운

718

3

-

-

-

3

-

자료: 김상우 외. 2014. 문화시설 BTL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표12 부분인용

16) 김상우 외. 2014. 문화시설 BTL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17) 강진군청. 2012. BTL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 임대료 정부지급금 최종확정, 9월 12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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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추진방안

□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수익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나, 도로, 철
도 등과 같은 일정한 수익구조가 확보되어 있는 토목사업과 달리 생활SOC사업은 수익
보다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대규모 SOC 사업에 비해 생활SOC 사업의 낮은 수익성은 민간투자를 유치하는데 약
점이 될 수 있으므로 생활SOC 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
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안으로 3가지를 제시
∙ 첫째, 생활SOC에 적절한 민간투자사업방식을 제시
∙ 둘째, 번들링, 부속사업을 활용하여 수익화하는 방안
∙ 셋째, 「생활SOC 3개년 계획」 중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에 근거한 개량·운영형 민간투자 사업방식을 적용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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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방식의 다변화
∙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생활 SOC 유형이 다양한 만큼 시설별 특성에 따라 재
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민자사업으로 추진
하는 경우에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민간투자사업은 재정사업과 달리 설계·시공·유지관리 혹은 설계·시공·유지관
리·운영 모두를 사업시행자가 장기에 걸쳐 책임지고 담당
- 설계에서 운영에 이르는 사업의 생애주기(life cycle) 관점에서의 통합관리는 민자
사업의 창의와 효율의 원동력
- 생활SOC 민간투자사업으로 가장 많이 추진된 BTL 방식은 소유권이 국가나 지자
체로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으며,
국가 등이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을 성과요구수준에 따라 유지관리만할 뿐 서비스 운영은 시설을 임차한
주무관청이 담당
- 따라서 생활SOC를 BTL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서비스 운영주체와 시설 유지관
리주체가 이원화
- 생활SOC를 이원화하여 운영할 경우 서비스 품질저하, 하자보수 발생시 책임문제
등 갈등사례가 있음1)

∙ 결국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 SOC 서비스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 사업 방
식이 다변화되어야 함
∙ 구체적으로 핵심서비스 제공주체, 사용료 징수여부, 적정한 사용료, 수요위험
부담 주체를 고려한 각 유형에 적절한 사업방식을 표<5-1>와 같이 제시할 수
있음

1) 김상우 외. 2014. 문화시설 BTL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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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 생활SOC 유형별 민간투자 사업방식(예시)
사업 방식

설계·시공

유지·관리

운영

수요위험부담

시설 유형

BTO
(Build-Transfer-Operate)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도시공원,
주차장 등

BTL
(Build-Transfer-Lease)

사업자

사업자

주무관청

주무관청

초등돌봄교실,
졸음쉼터

AP
(Availability Payment)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주무관청

수영장, 도서관,
우수저류시설

BTO + AP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체육관, 수영장

자료: 연구진 작성

∙ 표<5-1>의 분류 기준과 사업방식별 예시는 아래와 같음
- 핵심서비스(운영) 제공 주체 결정 : 정부(주무관청)이거나 민간사업자
- 사용료 징수 여부 결정: 최종사용자에게 무료제공하거나 사용료 징수
- 수요위험 부담 주체 결정 : 정부(주무관청)이거나 민간사업자

∙ BTO방식 적용 예시
- 최종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통해 민간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시공
원, 주차장 등에는 다양한 수익성 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 입장에서 재정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민간 입장에서 수요위험을 부담하게
됨에 따라 수익률이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BTL, AP방식 적용 예시
- 정부 운영시 효율적으로 예상되는 초등돌봄교실은 BTL방식으로, 민간 운영시 효
율적으로 예상되는 우수저류시설은 AP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BTO+AP 혼합형 방식 적용 예시
-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사용료 수입이 예상되지만 민간투자비를 회수하기에는 부족
한 시설로 예상되는 체육관, 수영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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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익화 방안
∙ 생활SOC 민간투자사업에 민간사업자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수익화 방안으로
번들링과 부속사업 활용이 있음
□ 번들링
∙ 번들링은 주무관청이 단위사업을 하나로 묶어 통합추진하는 방식으로, 추진사
례로 경찰청 직장어린이집 임대형민간투자사업(22개소), 환경부 노후 국가
폐수종말처리시설(동부권 3, 서부권 3) 개량사업이 있음
∙ 생활SOC 민간투자사업은 재정사업과 달리 소규모 단위사업으로 추진시 민간
사업자의 총사업비 규모가 작아 수익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생활SOC 민간투자사업은 인근의 생활SOC를 하나로 묶는 번들링 방식
으로 추진하여 총사업비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음
- 번들링으로 추진시 자재비 절감 등 규모의 경제를 통해 사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생활SOC 3개년 계획」에서는 한 개 이상의 건물에 여러 개의 생활SOC를 유치하는
복합화 방식을 통해 사업비용을 절감

∙ 번들링 추진예시 : 인접 지역간 광역협의회를 조성하여 민간투자사업 정부고
시사업으로 생활SOC 통합공고를 내는 방안
- 지자체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번들링을 추진하기에 현실적인 대안임
- 그러나 사업 추진시 실질적 인허가 문제에 부딪힐 수 있어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
전위원회와 같은 거버넌스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표<5-2>은 기존의 생활SOC 추진단을 중심으로 복합화 사업 공모하는 방식에
착안하여 도출한 번들링 추진예시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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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 번들링 추진(안) 예시
구분

추진내용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생활권 조사

생활SOC추진단

지역 생활권별 생활SOC 번들링 계획 수립

생활SOC추진단-지자체

생활권별 광역협의회 창설 추진

지자체

광역협의체 조직구성

광역협의회

생활SOC 번들링 사업 공모(민간투자사업) 및 접수

광역협의회

공모사업 타당성 조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자 적격성 심사

자료: 연구진 작성

∙ 번들링으로 생활SOC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할 때 주무관청 입장에서 시설운영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과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시설운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이는 공무원 인식조사 설문결과에서도 나타남, 생활SOC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
할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민간의 과도한 이익추구로 인한 공공성 훼손
(53.7%, 22명)을 가장 많이 응답

∙ 유사 생활SOC 운영경험이 있고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시설운
영을 위탁하는 것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음
- 앞서 표<4-3>과 같이 사회적 경제조직의 유사 생활SOC 운영경험은 운영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
- 또한 사회적 경제조직에 운영위탁시 민간사업자의 운영위험을 상쇄시킬 수 있음

∙ 따라서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공고시 사회적 경제조직을 포함하여 컨소시엄
을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아래의 2가지로 제시함
∙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시행계획 공고시 운영기관을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설정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할경우 가점을 주는 방식
∙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시행계획 공고시 운영기관을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설정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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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조직 컨소시엄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위험을 시공사, 사회
적 경제조직, 지방자치단체가 나눠서 분담하기 때문에 최근 민간투자 경향인
중/저위험 중/저수익에 적절함
∙ 생활SOC 운영을 사회적 경제조직이 전담할 경우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
안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재무제표를 매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시민들이 열
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음
<번들링 사례1> 경찰청 직장어린이집
- 경찰청은 22개소의 사업단위를 하나로 묶어 번들링 방식으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으로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추진2)
- 경찰공무원 뿐 아니라 인근 지역 시민들의 보육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의의가 있음
- 경찰청 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은 현재 4차례에 걸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로
진행되었으며, 사업계획 고지시 각 지역의 경찰청 어린이집 건립 사업을 통합하는
번들링 방식으로 추진

∙ (시사점) 생활SOC 중 어린이집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이지만 저수익
구조임,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해 사업의 규모를 키우는 번들링
방식으로 추진한 것에 의의
표 5-3 | 경찰청 직장어린이집 BTL사업 추진계획
총사업비

총운영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41,349백만원

7.740백만원

20년

제2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보육정원 1,640명 이상,

22개소 임대형 민자사업(BTL)
연면적 18,040 

46,577백만원

15,664백만원

20년

제3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보육정원 1,470명 이상,

19개소 임대형 민자사업(BTL)
연면적 16,170 

46,115백만원

14,227백만원

20년

사업명

규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임대형민자사업

연면적 19,130 

보육정원 1,880명


2) 경찰청(2012),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BTL사업 적격성 조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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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규모

제4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보육정원 1,280명 이상,

16개소 임대형 민자사업(BTL)
연면적 14,270 
자료: 연구진 작성
출처: 경찰청(2012).
경찰청(2018).
경찰청(2019).
경찰청(2020).

총사업비

총운영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40,359백만원

13,183백만원

20년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BTL사업 적격성 조사결과 보고서
2차 경찰관서 직장어린이집 임대형민자사업 고시
제3차 어린이집 BTL사업 계획 고시문
제4차 어린이집 BTL사업 계획 고시

<번들링 사례2> 환경부 노후 국가 폐수종말처리시설(동부권 3, 서부권 3) 개량사업
- 한국환경공단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
계획에 의하면 민간투자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
- 본 사업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인 BTO_a로 추진되었음
- 총사업비는 902억원으로 총사업비의 30%는 국고보조금이 투입되고 총사업비의
70%는 BTO_a방식으로 추진
- BTO_a 추진과정으로 보전 대상 민간투자비는 총민간투자비의 70%를 적용한 금액
-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액에 해당하는 총민간투자비를 초과하는 초과이익은 정부 7,
민간사업자 3의 비율로 공유
- 반대로 실제운영수입이 투자위험분담기준금보다 작을땐 정부가 차액만큼 정부지급
금으로 지급
- 사업의 규모를 키우는 번들링으로 6개 지역 노후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사업을
공모하였으며 동부권, 서부권으로 분류하여 다수기업의 참여확대를 유도하고, 지
역적으로 인접한 시설의 통합운영을 통한 비용절감효과 제고
- 구체적인 내용은 노후시설 개량, 폐수처리 고도화시설 도입, IT기술을 활용한 폐수
처리 공정관리, 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악취저감과 미관 개선 등이 있음

∙ (시사점)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생활SOC의 범주에 해당될 수 있는 폐수
처리시설을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번들링으로
추진한 것에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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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BTO_a 추진계획
시설용량

구분

사업지역
경산 폐수종말처리시설

100,000

동부
권역

진주상평 폐수종말처리시설

30,000

달성 폐수종말처리시설

25,000

서부
권역



(  /일)

익산 폐수종말처리시설

30,000

여수 폐수종말처리시설

135,000

청주 폐수종말처리시설

31,000

총사업비
40,297
백만원

40,876
백만원

추정사용료
추정수요량
380원/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15년



132,449  /일
379원/ 





150,944  /일

15년

자료: 연구진 작성
출처: 한국환경공단(2016).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동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한국환경공단(2016).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서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부속사업 유치
∙ 부속사업 유치를 통해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활SOC 본사업의 수
익을 보전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부속사업 정의
- 부대사업3)과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부속사업의 시설물은 부대사업과 달리 본 사업
의 시설물 즉 사회기반시설물의 일부여야함
- 부속사업의 사업내용은 본 사업을 위한 부속성을 갖는 것이어야함

∙ 생활SOC 중 부속사업이 진행된 사례는 안산시 초지동 체육시설(임대상가),
파주시 교하도서관(주차장,매점,자판기시설,식당), 해운대구 신시가지 도서
관(매점,식당시설) 등이 있음
∙ 이정권 외(2007)4)에 의하면 본사업의 수요부족 예상에 따라 부속사업의 추진
이 어려운 이슈가 있음
∙ 그러나 생활SOC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을 수
3) 부대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7, 법 제17799호(2월8일 개정)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추진가능 유형이 정해져 있음
4) 이정권 외. 2007. 부대·부속사업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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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람들이 집결하는 장소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
- 부속공간에 카페나 상점을 유치한다면 수익성이 있을 것이라 예상됨
- 생활SOC 도입 목적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속사업 유치가 보완적인 역할
을 할 것이라 기대

∙ 일반적으로 부속시설의 공사비는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부속시설의
운영책임과 운영비용은 민간사업자 부담
∙ 또한 부속사업 운영순이익을 추정하여 실시협약에 명시
- 추정 운영순이익에 미달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추정 운영순이익을 상회할
경우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이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

<부속사업 사례1> 안산시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 사업(임대상가)
- 2012년 실시협약서 최초 작성, 운영기간 15년, 사업방식 BTO
- 부속시설의 건설을 위한 공사비 등 사업비는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산정
- 사업시행자는 부속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른 매년의 비용, 수입내역과 증빙자료 등
운영실적을 매년 주무관청에 보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보고한 운영실적이 정
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속시설의 실제 운영순이익 확정
- 부속시설은 민간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부속시설 유지관리, 운영
- 표<5-5>의 추정 순매출액에 미달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책임
- 임대료 산출기준은 다음의 표<5-6>과 같음
표 5-5 | 안산시 초지동 체육시설 부속시설 추정 순매출액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임대
매출액

125

198

209

209

208

207

206

205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임대
매출액

203

201

199

197

194

192

190

62

출처: 안산시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2012), 부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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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 안산시 초지동 체육시설 임대료 산출 기준
면적(  )

면적(평)

임대금액

월임대료

연간임대료

1층

978.65

296

0.0330

10

117

3층

169.55

51

0.0201

1

12

4층

1,110.53

336

0.0191

6

77

합계

207

출처: 안산시 초지동 체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2012), 부록8

<부속사업 사례2> 교하도서관(주차장-지상,지하70대규모이상/매점/자판기시설/식당)
- 2006년 실시협약서 최초 작성, 운영기간 20년, 사업방식 BTL
- 부속시설의 건설을 위한 공사비 등 투자비는 총민간투자비에 포함하여 산정
- 부속시설은 민간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유지관리, 운영
- 실제 운영순이익이 표<5-7>의 추정 운영순이익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책임
- 실제 운영순이익이 표<5-7>의 추정 운영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
시행자 5:5 분배하여 수익
- 사업시행자는 부속시설 관리 운영에 따른 매월의 비용, 수입내역과 증빙자료 등 운
영실적을 매년 보고
표 5-7 | 파주시 교하도서관 부속시설 추정 운영순이익
년도

분기

운영
순이익

1

12

2

12

2008

분기

운영
순이익

1

12

2

12

2014

년도

분기

운영
순이익

1

12

2

12

2020

년도

분기

운영
순이익

1

12

2

12

2026

3

12

3

12

3

12

3

12

4

12

4

12

4

12

4

12

1

12

1

12

1

12

1

12

2

12

2

12

2

12

2

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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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2015

2021

2027

3

12

3

12

3

12

3

12

4

12

4

12

4

12

4

12

년도

2010

2011

2012

2013

분기

운영
순이익

분기

운영
순이익

1
2

12

1

12

2

3

12

4

12

3

12

4

12

1

12

1

12

2

12

3

12

2

12

3

12

4

12

4

1

12

2

12

3

12

4

12

1

12

2

12

3

12

4

12

년도

2016

2017

2018

2019

분기

운영
순이익

12

1

12

2
3

12

4

12

4

12

1

12

1

250

2

12

2

250

3

12

3

250

12

4

12

4

250

1

12

1

12

2

12

2

12

3

12

3

12

4

12

4

12

1

12

1

12

2

12

2

12

3

12

3

12

4

12

4

12

년도

2022

2023

2024

2025

분기

운영
순이익

12

1

12

12

2

12

3

12

년도

2028

계

출처: 파주시 교하도서관 최초 실시협약서(2006), 별표10

<부속사업 사례3> 해운대구 신시가지 도서관(매점/식당시설)
- 2008년 실시협약서 최초 작성, 운영기간 20년, 사업방식 BTL
- 본 사업시설 전체 총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정된 임대료에서 협약
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약에서 정한 부속사업의 순이익’을 차감한 일부 금액을 사
업시행자에게 지급함
- 부속시설의 건설을 위한 공사비 등 투자비는 총민간투자비에 포함하여 산정
- 민간사업자는 부속사업 임대사업자를 결정한 후 주무관청이 파악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부속사업을 유지관리, 운영하여야 함
- 부속사업을 민간사업자의 직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속사업 운영계획을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출관리시스템 및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으로 부속사업을
유지관리, 운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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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사업자는 부속사업의 관리, 운영에 따른 매월의 비용, 수입내역과 증빙자료 등
운영실적을 매월 보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보고한 운영실적이 정확하다고 판
단될 경우 부속사업의 실제 운영순이익을 확정
- 허위로 추정운영순이익보다 적게 보고했을 경우 (실제운영순이익-추정운영순이
익) 3배의 위약금 상환
- 부속사업의 실제 운영순이익이 추정운영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이익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50;50으로 분배하여 수익
- 부속사업의 실제 운영순이익이 제시된 추정 운영순이익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시행
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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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후 인프라 사업과 연계
∙ 생활SOC 민간투자방식 중에는 노후 인프라 개선도 하나의 추진가능한 사업대
안이 될 수 있음
∙ 생활SOC 중에는 상수도관, 열수배관 등 노후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
나라 노후 시설물은 향후 지속 증가할 예정, 노후 시설물 개량 및 유지보수를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향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민간투자로 추진
가능한 생활SOC 사업을 검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도 절감 가능
표 5-8 | 상수도관 현황(2019)
단위: km, %

5년 이내

6∼10년

11∼15년

16∼20년

21년 이상

구분

총계

총 계

222,259
(100)

35,677
(16.1)

42,815
(19.3)

38,709
(17.4)

29,501
(13.3)

75,558
(34.0)

지방상수도

216,721
(100)

35,419
(16.3)

42,391
(19.6)

37,913
(17.5)

27,994
(12.9)

73,004
(33.7)

광역상수도

5,538
(100)

258
(4.7)

424
(7.7)

796
(14.4)

1,507
(27.2)

2,553
(46.1)

(2014~2018년) (2009~2013년) (2004~2008년) (1999~2003년) (1998년 이전)

출처: 환경부(2020), 2019 상수도통계 개요(최종)

∙ 2019년을 기준으로 21년 이상된 노후 상수관의 비율이 총 34%를 차지하고
16~20년된 상수관거의 비율이 1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노후 상수관의
비율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5)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후 상수도관 교체에 관한 민간투자 추진 절차를 검토
하여 향후 노후 시설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함
∙ 노후 인프라 성능제고와 생활SOC 연계 사업은 현행 법령상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이 미흡
한 상황
5) 환경부. 2019 상수도통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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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
영에 관한 사업으로 정의하여 노후 인프라에 대해서도 민간투자사업이 가능함
- 그러나 총사업비, 예비타당성조사 등 민간투자사업을 평가하는 세부적인 기준들이
신규 건설사업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노후 인프라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의 범위
나 구체적인 근거 규정 등이 미흡한 상황

∙ 노후 인프라의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방안 필요
- 노후 인프라의 경우 기존에 존재하는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개량, 개선, 교체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미 시설물의 필요성은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시설이므로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으나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고 3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야함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는 신설사업과 노후 인프라 사업에 대한 구분이 없
어 총사업비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6)
- 노후 인프라 사업은 이미 토지가 기확보되어 있으며 기존 존재하는 시설물의 노후화
로 인해 개량, 개선, 교체 등을 수행함에도 총사업비의 산정에 토지를 반영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사업비가 확대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조사에 따라 추진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적 측면에서 영향을 미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에 적합한 사업 구조의 개발이 필요함. 기존 시설을
개량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을 가져오는 개량·운영형 사업은 사업시행자의 투
자비 회수 구조를 고려하여야 함7)
- 무상으로 사용하던 인프라시설을 민간투자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그 편익비용
을 사용자에게 직접 회수한다면, 그동안 무상으로 이용하던 사용자의 비용 부담에
대한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음

6)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조는 총사업비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고 있다.
여기서 토지비의 경우 보상비 산정시 토지의 감정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7) 박수진. 2018.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확보방안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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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사업과 같이 기존에 무상으로 사용하던 시설인 경우, 사용료의 직접 징수
(direct toll)가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사용료를 청구하는 간접 징수
(shadow toll)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함
- 개량·운영형 사업을 통하여 시설물의 서비스 성능이 향상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향
상에 따른 새로운 수요의 창출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 징수로써 개량
(rehabilitation) 시설에서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설 투자비를 장
기간에 걸쳐 고정비의 형태로 분할하여 수익하는 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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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 결론
∙ 생활SOC는 국무총리훈령에 의거하여 보육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교통시설,
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의미
∙ 정부는 일생생활과 밀접한 생활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
하기 위한 국무조정실 산화 생활SOC 추진단을 설립하고 생활SOC 정책인 「생
활SOC 3개년 계획」을 추진
∙ 「생활SOC 3개년 계획」에 의한 주요내용은 생활SOC 10개유형에 대한 복합화
사업으로 복합화 추진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율을 상향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함
∙ 그러나 「생활SOC 3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2022년 이후 생활SOC 공급에 관
한 실질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생활SOC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한 방안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제시하며 양적인 공급뿐 아니라 질적인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분석함
∙ 최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기조는 재정혁신을 목표로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
는 것을 골두로 기회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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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SOC 민간투자의 필요성
∙ 생활SOC 공급 정책의 지속성 확보, 생활SOC 재원 마련, 생활SOC 운영 효율
성 제고, 생활SOC 추진 유연성 제고 측면에서 민간투자는 지속적인 생활SOC
공급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재정사업에 비해 민간투자사업은 정해진 기한 및 대규모 예산 집행 없이 생활
SOC 사업 추진이 가능함
∙ 생활SOC 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
며 적시에 재원을 조달하여 신속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 생활SOC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공공의 운영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나 시
설의 소유자인 지자체는 운영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여
운영 효율성 제고 가능
∙ 사회적 경제조직은 유사 생활SOC 운영경험이 있으며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
할 경우 지역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지역밀착형 생활SOC를 운영하기에 적
절할 것으로 예상
∙ 민간투자방식으로 생활SOC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부지가 공유지 외 사유지
까지 확대되므로 사업 추진 유연성 제고 가능
□ 생활SOC 민간투자 추진방안
∙ 생활SOC 민간투자방안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투자 유인을 제공하고 동시에 정
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이용자가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생활SOC 유형별 사업방식을 제시
∙ 저수익 구조가 예상되는 생활SOC 사업의 수익화 방안으로 번들링 방식과 부
속사업 유치하는 것을 제시
∙ 번들링 방식은 생활SOC 단위사업을 인근 지역의 생활SOC 사업과 묶어 하나
의 사업처럼 추진하는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자재비 절감 등 민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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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참여 제고를 시킬 수 있는 방안임
∙ 인근 지역의 사업을 묶는 번들링 방식 이외에 동일한 주무관청이 여러 지역의
생활SOC 사업을 동시에 발주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음
∙ 부속사업 유치 방안은 지역커뮤니티 시설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큰 생활
SOC에 카페나 상점, 주차장 등의 사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본사업의 저수익 구
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부속사업 실제 사례로 도서관-주차장, 도서관-매점/식당, 체육관-상가시설
등이 있으며 운영수입을 실시계획서상 사전에 협의하고 실제운영수입이 사전
운영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임
∙ 노후 인프라 사업과 연계하여 생활SOC 유형 중 노후 상수도 개선 사업을 운
영, 개량형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함

2. 향후 연구과제
∙ 본 연구는 생활SOC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초기 연구단계로 사업방식
별 구체적 모델 개발이 필요
∙ 또한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무관청에 해당하는 생활SOC 담당공
무원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실제사업 참여자인 민간사업자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생활SOC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된 생활SOC에 대한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
고 운영성과에 대한 정량분석, 정성분석을 실시하여 추후 생활SOC 공급과 유
지관리에 관한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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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 Study on the Supply of Living SOC through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Kim Seongsoo, Hwang Euichan, Yoo Hyunji, Suk Jeasung

Key words: Living SOC,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Availability Payment, Build Transfer Lea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plan to revitalize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PPP) in living SOC. Specifically, it is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living SOC PPP projects by confirming the advantages of PPP projects compared
to financial projects and deriving ways to diversify PPP, monetization, and link
old infrastructure.
First, diversification of PPP methods means introducing the Availability
Payment(AP) method into living SOC PPP. The AP method is a business method
promoted by private businesses in charge of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operation, similar to the Build-Transfer-Lease(BTL) method, but there is a
difference in that the operating entity is a private business operator. It is
expected that if private businesses directly take charge of maintenance and
operation, they will be able to receive efficient services from the perspective of
facility users.
Second, the monetization plan means bundling and revitalization of subsidiary
businesses. Bundling is a way to unite living SOC unit projects.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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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dling, private businesses can increase the total project cost of relatively
small living SOC projects. Revitalization of subsidiary projects means attracting
cafes, parking lots, and shopping malls to local residents-centered living SOCs.
Private businesses expect to be able to preserve the profits of this project
through subsidiary projects.
Third, linking with the old infrastructure business means linking and
promoting the existing infrastructure business with the living SOC business. For
example, legal and institutional reviews were conducted when the private sector
was in charge of the old water pipe replacement project.
Finally, in the absence of a living SOC supply plan after the three-year living
SOC plan, PPP projects are expected to be a new direction for continuous living
SOC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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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PPENDIX

▣ 부록1: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활용에 대한 생활SOC 담당 공무원
인식조사
□ 설문개요
∙ 설문목적: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생활SOC 공급 및 관리
방안을 마련
- 생활SOC 공급 및 관리방안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제시하고 생활SOC 민자사업의 방
향성 점검

∙ 생활SOC 정책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생활SOC
정책의 개선점 및 민간투자방안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 것에 의의
∙ 정부의 ‘생활SOC 3개년 계획’정책을 담당했던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 설문의 내용은 크게 2가지로 생활SOC 사업 진행 애로사항 파악과 생활SOC 사업의
민간투자추진에 대한 인식 조사로 이루어져 있음
- 총 응답자는 41명으로 1명1)을 제외한 40명은 모두 생활SOC 사업 시행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도시개발공사)에 근무하고 있었음

□ 설문결과
∙ 설문 응답자의 39%에 해당하는 16명이 생활SOC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음
- 생활SOC 사업 추진시 부서간 업무 협업을 어려운 점으로 가장 많이 경험함

1) 1명은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근무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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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시 부서별 업무 협업이 필수적인지만 부서간
의견조율이 어려움
- 이외에 사업신청의 복잡성, 갑작스런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예산 확보, 부지
확보 및 인허가 등의 어려움이 있음
- 생활SOC 중 하수도시설을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겪
는 문제도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생활SOC 정책 추진시 겪는 어려움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
족을 가장 많이 응답(53.7%, 22명)하였으며 다음으로 준공이후 운영역량 부
족을 응답함(22%, 9명)
-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공급을 제고하기 위해 재원조달과 운영부문의 문제를 해
결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생활SOC 정책 개선방안으로 생활SOC 재원 마련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
각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31.7%, 13명)
- 이외에 생활SOC 운영 효율성 제고(26.8%, 11명), 생활SOC 추진 유연성 제고
(19.5%, 8명), 생활SOC 공급 정책의 지속성 확보(14.6%, 6명), 기타(7.3%, 3
명)의 순으로 나타남

∙ 재원, 운영 측면 해결점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로 생활SOC 시
설 건립을 제안함
- 생활SOC 민간투자 방안 제시에 앞서 생활SOC 담당 공무원들의 민간투자 인식을
조사함
- 추후 민간투자사업 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사업진행방
향을 설정

∙ 생활SOC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기대하는 효과로 민간 예산을 활용
(29.3%, 12명), 민간의 경험을 활용한 운영 효율 제고(29.3%, 12명)를 가
장 많이 응답함
- 생활SOC 정책 개선방안으로 재원마련과 운영 효율성 제고가 가장 많은 응답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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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한 것과 관련하여 생활SOC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정책 개선방
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

∙ 그러나 생활SOC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민간의
과도한 이익추구로 인한 공공성 훼손(53.7%, 22명)을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
로 보아 생활SOC사업의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 진행은 지양해야함을 시사
- 또한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추진 의향에 대한 부정응답이 더 많았음
- 긍정응답(39%, 16명), 부정응답(58.5%, 24명)
- 이는 민간자본 투입시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인식을 해소시킬 수 있는 민간투
자 방안이 고려되어야함을 의미함

∙ 생활SOC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민간자본 활용 및 민간 운영역량에
대해 기대가 컸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공공시설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생활SOC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공공성 훼손이 우려되어 민자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음
-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시설에 대해 민간투자 추진시 민간의 참여유인
이 저조할 것임
- 민간투자제도 절차의 복잡성, 시민의 인지도 부족 등을 이유로 민간투자제도 정착
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외에 민간자본의 유입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지자체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 민간투자사업 진행시 주무관청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생활SOC 담당 공무원들
의 민자사업 이해도에 대한 설문을 진행함
- 이는 민간투자제도 추진제도 인식을 제고하고 실무자의 입장에서 추진가능한 민자
방식을 도출해내는 것에 의의가 있음
- 80.5%(33명)에 해당하는 과반수가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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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함2)
- 생활SOC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면 생활
SOC 민간투자사업 추진 의향이 커질 것으로 기대

∙ 생활SOC 건립 및 운영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시 BTO+BTL(혼합형) 방식
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응담(41.5%,17명)
- 차순위로 BTL방식(29.3%, 12명)을 선호한 것으로 보아 생활SOC 시설 운영시 저
수익을 예상한 것으로 추론 가능함
- BTO+BTL 혼합방식은 복합시설 중 수익이 나는 부분은 BTO로 수익이 없을 것으
로 예상되는 부분은 BTL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
- 예를 들어, 공공도서관 시설의 주차장은 수익이 발생하므로 도서관 사업은 BTL로
주차장은 BTO방식으로 추진

2)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이해도가 ‘매우낮음’, ‘낮음’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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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현재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연구센터에서는 『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추진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생활SOC 공급에 있어 민간투자방식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정부와 민간 건설사업자 입장에서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추진 및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활SOC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본 설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향후 생활SOC 공급 및 관리에 대한 민간투자방식의 다변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본 설문의 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 타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생활SOC 민간투자
제도 활성화 방안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매우 바쁘시겠지만 본 조사가 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추진
방안을 도출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연구센터

구분

작성란

작성예시

응답자 기관명

서울특별시

응답자 근무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응답자 직책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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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설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SOC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공원 등)을 의미하며 일상
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산하 생활SOC추진단은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생활SOC를 확충하고자 하였
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3년 동안 총 30조원을 투자하여 ‘22년까지 전국적으로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생활SOC 3개년 계획 종료이후 국민들의 생활인프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적인 생활SOC
공급 및 관리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생활SOC 사업 추진경험이 있습니까?
1) 예 → 1-1,1-2문항으로
2) 아니오 → 2문항으로

1-1. 추진한 시설명은 무엇입니까?
시설명;

1-2. 추진시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어려웠던 점;

2. 생활SOC 정책 추진시 귀하가 소속된 자치단체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 국공유지 활용 한계 → 3문항으로
2)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족 → 4문항으로
3) 준공이후 운영역량 부족 → 5문항으로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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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공유지 활용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연장
2)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3) 민자 유치를 통한 사유지 활용
4) 기타(

)

3-1. 위의 문항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

4.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민간자본유치
2) 크라우드펀딩 조성
3) 국가보조금 확대
4) 기타(

)

4-1. 위의 문항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

5. 운영 역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민간사업자에게 시설 운영 위탁
2)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에 운영 위탁
3) 자체 운영인력 확충
4) 지자체 운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
5)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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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위의 문항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

6. 생활SOC 정책 개선방안 중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생활SOC 공급 정책의 지속성 확보
2) 생활SOC 재원 마련
3) 생활SOC 운영 효율성 제고
4) 생활SOC 추진 유연성 제고
5) 기타(

)

-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설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이란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
니다. 생활SOC 민간투사사업은 크게 아래의 3가지 방식이 가능합니다.
1. BTO(Build-Transfer-Operate)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
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2. BTL(Build-Transfer-Lease)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
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BTO+BTL(혼합형)
민간사업자가 회수해야하는 총 수입의 일부를 정부가 BTL의 정부지급금 방식을 활용하여 분담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시설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와 ‘주무관청이 지급하는 정부지급금(임대
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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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귀하의 생활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 매우낮음
2) 낮음
3) 높음
4) 매우높음

8.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추진 경험이 있습니까?
1) 예 → 8-1,8-2문항으로
2) 아니오 → 9문항으로

8-1. 추진한 시설은 무엇입니까?
시설명:

8-2. 민간투자사업 추진 유형은 무엇입니까?
1) BTO
2) BTL
3) BTO+BTL(혼합형)
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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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래 생활SOC 시설 중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가능성에 대해 답변해 주십
시오.
구분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체육관
수영장
야구장
축구장
게이트볼장
인공암벽장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꿈꾸는 예술터
메이커스페이스3)
어울림센터4)
다가치센터5)
여객복합편의시설
LPG배관망
주차장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초등돌봄교실
공립노인요양시설
고령자복지주택
주민건강센터
공공어린이재활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보행안전시설
졸음쉼터
노후상수도관,열수배관교체
지하공간통합지도6)
우수저류시설
미세먼지저감숲
휴양림
야영장
도시공원
기타(시설명:

3) 커뮤니티에 의해 운영되는 작업 공간으로 컴퓨터, 기계가공, 테크놀로지, 과학, 디지털 아트, 전자예술 등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고 사회화하고 협업하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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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생활SOC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1) 예 → 10-1문항으로
2) 아니오 → 10-1문항으로

10-1. 위의 문항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

11.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진행시 민간사업자의 적정 수익률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
십니까?
1) 0%이상 1%미만
2) 1%이상 2%미만
3) 2%이상 3%미만
4) 3%이상 4%미만
5) 4%이상 5%미만
6) 5%이상

12. 생활SOC 민간투자사업 진행시 가능한 민간투자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BTO
2) BTL
3) BTO+BTL(혼합형)
4) 기타(

)

4)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시설, 도서관, 아동복지시설, 문화창조시설, 기업유치, 운동시설 등을 한 곳에
조성하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
5) 대표적으로 도봉 다가치센터가 있으며 현재 공유부엌과 교육시설이 입주해 있다.
6) 지하를 개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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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생활SOC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1) 민간 예산 활용
2) 민간의 경험을 활용한 운영 효율 제고
3)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한 적기공급
4) 민간 창의성을 활용한 서비스 수준 제고
5) 사유지 활용을 통한 부지확보 가능
6) 기타(

)

14. 생활SOC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1) 민간의 과도한 이익추구로 인한 공공성 훼손
2) 수익성 제한 등으로 인한 건설사의 참여 저조
3) 민간운영시 관리,감독의 어려움
4)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복잡성
5) 기타(

)

15. 생활SOC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2개선택)
1) 카페나 상점유치를 통한 새로운 수익구조 창출
2) 번들링7)(Bundling)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 창출
3) 지역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4) 노후인프라 교체 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 방식 확장
5) 기타(

)

7) 규모가 작은 사업을 인근지역 사업과 합병하여 추진하는 방식
(예시: 고양시 덕양구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 서울시 은평구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 파주시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
집 건립사업 합병하여 추진)

100

▣ 부록2: 사회적 경제조직 자문방향
분류

자문방향

특징

- 민간자본(협동조합) 100%로 4층상가 건물을 매입하여
사회적 기업, 자활 기업에 분양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성을 확보하는 입주선정 기준
- 리모델링 과정부터 입주예정자의 적극적인 참여
(도우누리)
- 적정임대료(운영수익) 산정방안
- 지역예술단, 더마실카페, 광진생협, 공유식당, 더불어내과,
늘푸른돌봄센터,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등 입주

사회적주택
(아이부키)

- 사회적 주택 공급시 복합 커뮤니티 공간, 코워킹스페이스
-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수익 확보
등 제공
방안
- 커뮤니티 공간 뿐 아니라 다채로운 커뮤니티 활성활 프로
-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시 공공성
그램 제공(재능나눔소, 혼족밥상 등)
확보방안
- 프로그램은 크게 ArtWork Mate, Life Mate, Share life
로 구성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위스테이)

- 커뮤니티 공간 운영시 공공성 확 - 기존의 모델하우스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개조하여 사용한
보방안
것이 특징
-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복합커뮤 - 입주자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하여 다양한 커뮤니티
니티시설 추진방안
프로그램 운영

자료: 연구진 작성
출처: 국무조정실(2020), 2020년도 국조실 생활SOC 선도사례
아이부키 프로젝트(2020), 안암생활
위스테이 소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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