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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기존의 민자고속도로 추진 절차의 문제점 분석
-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그 특성상 수익성·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사회성,
공공성 제고를 위한 추진 절차의 개선이 요구됨
- 다수의 신규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제안되었을 시, 사업추진여부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평가체계가 부재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 절차의 개선 및 평가체계 개발
-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민원 및 사회적 이슈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
-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책적 부합성 판단을 위한 평가항목을 개발한 결과,
국가정책 부합성, 사업추진 필요성, 사업추진 용이성으로 선정됨
-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개발한 결과, 경제성, 국가정책부합성,
포용성으로 선정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민원 및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
이후 기본설계 절차에서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
 정부 정책 및 국가간선도로망에 적합한 제안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안서
접수 후, 정책적 부합성 평가를 통해 각 사업의 적격성 조사 의뢰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다수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투자우선순위
평가를 수행할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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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범위
□ 고속도로는 지역 간 연결을 통해 여객, 화물 수송을 용이하게 하며 시간과 비용을 절감
하는 핵심 SOC 사업임 (국토교통부, 2020)
□ 최근 SOC 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정부의 SOC 예산 지출이 확대
∙ OECD 선진국 대비 국내 도로 스톡(공급)이 80~90% 수준인 반면 도로 수요는
OECD 주요국 평균보다 38% 높음 (국토교통부, 2020)
∙ 최근 5년간 ’16~’19 동안 도로 부문예산이 83,753억으로부터 58,849억으로
감소하였지만 ’20년 들어서 70,674억으로 증가하였으며, 고속도로 건설에
약 26%(18,636억) 지출 (국토교통부, 2020)
□ 또한 수도권 낙후/혼잡 지역의 광역교통망 신설 및 개선 요구 등으로 인하여 민자고속
도로사업이 활성화
∙ 민자도로건설 및 관리 예산이 '19년 5,493억원으로부터 8,427억원으로
약 53% 증가함 (국토교통부, 2020)
∙ 2020.7 기준 19개 사업이 운영 중 6개 사업이 건설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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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활성화로 인해 향후 다수의 사업 제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재정 여건 한계, 재정사업과의 노선 중첩, 제안된 사업 간의 중복문제 등으로
제안된 사업을 모두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
□ 현재의 민자고속도로 추진 절차는 다수의 사업 제안이 일시에 접수되었을 때, 대응하기
어려움
∙ 다수의 사업 제안이 주무관청으로 접수되었을 시 적격성 조사 의뢰 여부 및
의뢰 순위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체계 부재
∙ 다수의 사업이 적격성 조사를 통과할 시 제3자 공고 등 적격성 조사 이후의 추진
절차의 우선순위(투자우선순위) 등을 판단할 의사결정 체계 결핍
□ 현 민자고속도로 추진 절차는 관련 민원이나 사회적 이슈 등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임
∙ 짧은 추진 기간과 책임소재의 불분명함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과정이나 준공
후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와 이용자의 피해가 가중됨
□ 최근의 도로의 공공성 정책 기조를(국토연구원, 2019; 조한선, 2020) 따르고 기존의
민자고속도로 관련 정책과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의 처리방안이 필요
∙ 다수의 수익성 위주의 민간 제안사업의 무분별한 난립은 국가간선도로망에
혼선을 초래하거나 성능을 저해시킬 수 있음

2) 연구 목적
□ 연구는 신규 민자고속도로 사업제안의 투자우선순위 및 정책적 부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민자고속도로 추진 절차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의
일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통 정책 수행을 지원하고자 다음을 목적으로 함
∙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절차의 개선안 도출
∙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평가체계 및 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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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분포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선정
∙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노선의 대상지역 및 주변 지역
□ 시간적 범위: 구득 가능한 최신 시점의 자료를 사용
□ 내용적 범위
∙ 민자고속도로 현황 및 관련 제도 조사 및 검토
∙ 기존 민자고속도로사업 추진절차 및 평가체계 고찰 및 분석
∙ 기존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절차 개선안 도출
∙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평가체계의 개발
∙ 정책 제언 및 향후 연구과제 제시

2) 연구 방법
□ 관련 법/제도 및 정책분석
∙ 기존 민자고속도로사업 제안사업 추진절차 및 관련 제도 고찰
∙ 민자고속도로 추진절차 개선 방안 마련
□ 도로 평가체계 및 연구 고찰
∙ 기존의 도로사업 평가체계 및 관련 선행연구 고찰
∙ 신규 민자고속도로 평가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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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설문조사
∙ 실효성 있는 평가 체계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
∙ 평가항목의 가중치 산정을 위해 AHP 전문가 설문조사 수행

그림 1-1 | 연구의 틀

자료: 저자 작성

6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 국내의 연구는 도로사업의 타당성 연구 및 도로망 구축계획 연구 등 국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임
∙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18)는 단일 사업에 대하여 사업 타당성 및 정부가 수행할 경우와 민간이
수행할 경우의 비용을 비교하여 평가 방안 제시
∙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실행계획 연구’(건설교통부, 2007)는 수도권 고속
도로 계획에 대해 세부 노선별 사업주체(정부, 민간), 건설시기 및 재원 조달
방안 등 실행 계획을 수립
∙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 수립 연구’(국토교통부 2016a)는 전국 고속
도로 건설 및 운영의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개별 도로 사업의 정보를 파악
하고 연계성 및 중복성 검토, 경제성 및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산정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 본 연구는 다수의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을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부합성을 기반으로
수용/반려를 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 지출을 위해 투자우선순위를 산정함
∙ 고속도로를 평가하는 목적과 투자우선순위를 산정하는 분석의 구조적 측면으로는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 수립 연구’가 본 연구와 유사하지만, 도로의
수렴/반려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나 항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 본 연구는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평가체계의 실질적 적용을 위하여 정책적 부합성
판단과 투자우선순위산정 절차의 분리 및 통합 등을 고려함으로서 ‘민간투자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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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및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연구’(한국개발연구원, 2018)와 차별성이 있음
∙ ‘민간투자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연구’는 단일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지를 결정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서,
∙ 다수의 사업노선을 비교/분석하여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고속도로망 계획 등
국가정책과의 부합성 판단 등의 정성적 평가를 수행할 수 없는 한계점
표 1-1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연구목적

주요 연구내용

1

∙ 과제명: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연구
∙ 자료 및 사례조사
∙ 연구자:한국개발연구원(2018)
∙ 문헌 조사
∙ 연구목적: 특정 사업에 대하여 정부
∙ 기술 및 수요분석
/민간이 수행할 경우를 비교·평가
방안 제시

∙ 연구의 배경 및 조사
∙ 타당성 판단
∙ 적격성 판단
∙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 및 우대점수
산정
∙ 해외사례 조사

2

∙ 과제명: 고속도로 건설계획
(2016~2020) 수립 연구
∙ 연구자: 국토교통부(2016a)
∙ 연구목적: 고속도로 부문의 정책기
본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고속
도로의 건설계획을 수립함

∙ 자료
∙ 문헌
∙ 기술
∙ 정책

및 사례조사
조사
및 수요 분석
수립

∙ 도로건설의 목표 및 방향설정
∙ 도로건설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 도로건설재원 확보 방안 연구
∙ 도로환경 보전 방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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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명: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실행계획 연구
∙ 연구자: 건설교통부(2007)
∙ 연구목적: 수도권 고속도로 실행계획
수립

∙ 자료
∙ 문헌
∙ 기술
∙ 정책

및 사례조사
조사
및 수요 분석
수립

∙ 기존 사업현황 조사 및 추진실적 평가
∙ 교통수요 분석
∙ 사업추진체계 검토
∙ 고속도로망 투자계획 수립
∙ 법/제도 정비 방안 검토

본 연구

∙ 과제명: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평가체계 마련 연구
∙ 연구자: 국토연구원
∙ 연구목적: 신규 민자 고속도로 노선
사업제안의 투자우선순위 및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정책을 지원

주
요
선
행
연
구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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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 자료 및 사례조사
∙ 문헌 조사
∙ 전문가 설문(AHP)
∙ 정책 수립

∙ 민자 고속도로 현황 및 관련제도 조사
및 검토
∙ 기존 도로사업 평가체계 고찰 및 분석
∙ 민자고속도로사업 추진절차의 개선
∙ 민자고속도로사업 평가체계의 개발
∙ 정책 제언

4. 연구의 정책·학술적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본 연구는 기존의 민자 고속도로사업 평가 체계를 개발·제안함으로써 정부 도로 예산의
효율적 지출 및 일관성 있는 도로 정책 수행을 지원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
간선도로망 구축에 기여함
∙ 제안사업노선이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개발
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에 기여
∙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여 시행되는 민자사업 노선 간 투자우선순위를 산정하여
정부 재정의 효율적 사용에 기여
□ 민자고속도로의 보안성 및 추진 절차의 단기성을 고려한 합리적/효율적인 평가 절차 개발
∙ 짧은 평가기간과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평가 절차 개발
∙ 민자고속도로의 특성상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한 평가 절차를 개발해 활용
□ 정부 주도의 재정 사업과는 달리 민자 사업은 수익성을 전제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존재 수익성 기반의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추진절차 개선안 제안

2)
∙ (중복성 연구) 다수의 사업노선이 제안되어 노선의 중복 여부를 검토 평가함에
있어 노선의 유사성을 검증하는 이론을 제안하여 학술적으로 기여

∙ (민자고속도로평가지표) 수익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민자고속도로의 특성을
바탕으로 평가지표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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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현황 검토 및 분석과제 도출

1. 민자고속도로 현황
1) 국내 민자고속도로의 역사
□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 1998년 “사회간접자본
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개정 이후 민간의 SOC사업 참여가 활발해짐(김흥수 외, 2003)
∙ 1994년 9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제정하면서 인천
국제공항고속도로가 최초의 정부고시 수익형 민자사업(BTO1))으로 추진되었고
이어 논산-천안, 대구-부산, 수도권 제1순환 민자고속도로가 건설됨
∙ 98년도 12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의 도입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민자사업이 운영단계에서의 실제 수입이 추정 수입 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추정 수입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실시 협약시 산정되었음(2009년 폐지)

□ 2003년 이후 인천공항고속도로의 MRG 보조금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등 민자사업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됨에 따라 MRG 제도가 폐지되는(2009년) 등 많은 제도적 개선을 이룸
(김흥수 외, 2003)
∙ 2000년대는 주로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제어할 목적의 법제도 제정

1) Build-Transfer-Operate(건설-양도-운영) 방식은 고속도로의 준공 후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며 사업
시행자가 일정기간 시설을 임대/운영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함

제2장 현황 검토 및 분석과제 도출 ․ 13

∙ 2010년대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방식을 도입하며 민간투자를 활성화
표 2-1 | 민간투자사업 정착을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
시기

제도개선 내용

2003년

･ MRG 보장기간 및 비율 축소

2006년

･ 민간제안사업 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2007년

･ 수요예측 부실자에 대한 업무정지, 부실벌점등의 벌칙도입

비고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
억제

･ 정부고시사업 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2009년
･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비율 완화
2011년

･ 해지시 지급금 산정방식 영구적으로 변경
(정률법 -> 정액법)

2012년

･ 정부재정부담 완화 기여도 평점기준마련

2015년

･ BTO-adjusted 도입

2020년

･ BTO-risk sharing 도입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정부 재정
부담 완화

자료: 국토교통부 (2020) p.298를 재작성

2) 민간투자사업의 유형
□ 민간투자사업은 추진절차상 크게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
∙ 정부고시사업은 정부가 건설을 주도하는 재정사업과 정부고시 민자사업으로
나눌 수 있음(추진절차는 그림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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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 정부고시사업의 분류와 추진절차

<재정사업>

<정부고시 민자사업>

자료: 국토교통부 (2020) p.300 직접 인용

□ 민간투자사업은 사업방식에 따라 크게 Build-Transfer-Operate(BTO)와 BuildTransfer-Lease(BTL)로 구분(한국개발연구원, 2006)
∙ Build-Transfer-Operate(BTO): 도로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및 지자체가
소유권을 가지며 민간사업자에게 일정기간동안 임대로서 관리운영권을 주는
사업방식이며, 민간사업자가 도로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음(수익자부담원칙)
- BTO-a, BTO-risk sharing과 같은 사업위험/손익을 민간과 정부가 공유하는 방식이
2015년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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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ild-Transfer-Lease(BTL): 민간사업자가 도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국가 혹은 지자체가 도로 준공 후, 도로를 임차하여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표 2-2 | BTO/BTL 방식의 비교
추진방식

Build-Transfer-Operate

Build-Transfer-Lease

사업리스크

사업위험이 높은 편
주로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사업위험이 낮은 편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투자비 회수방법

최종이용자의 사용료

정부의 시설 임대료

재정 지원

건설 과정에서 재정지원

보통 재정지원 없음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2006), 민간투자사업 업무 메뉴얼 p.21을 재작성

3) 국내 민자고속도로 현황
□ 최근의 적격성 검토 중, 승인, 완공 운영 중인 국내 민자고속도로 사업 현황을 조사함
∙ 2020년 도로업무 편람(국토교통부, 2020)에 따르면 2020년 7.1 기준 국내
고속국도 총연장 4,767km 중 민간고속도로 769.6km로 약 16%를 차지
□ 민자고속도로 운영 중 20건, 건설 중 4건으로 민자도로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임
∙ 운영 중 민자고속도로의 총연장(823.1km)에 비해 건설 중 민자고속도로의 총
연장(271.3km)이 약 26%에 달하고 현재 제안되거나 적격성조사 중인 민자
고속도로의 양도 상당하여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2021년 12월 기준, 한국교통
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 민자도로건설 및 관리 예산이 ’19년 5,493억원으로부터 ’20년 8,427억원으로 약 53%
증가하였는데 민자고속도로 건설지원 예산은 ’19년 약 2,515 억원으로부터 4,116억원
으로 63.7% 증가하였음(국토교통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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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로는 수도권 11개 비수도권 7개가 운용 중인 반면 건설 중 혹은 준공 예정인
민자고속도로는 수도권 5개 비수도권 1개로 향후 민자고속도로의 수도권 비중은 갈수록
높아질 전망임(그림 2-2 참조)
∙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수익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통행수요가 일정 이상
확보되는 수도권으로의 집중 현상은 지속될 전망
그림 2-2 |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지역적 분포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센터(http://www.cephis.re.kr/)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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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 국내 민자고속도로 현황 (2021.12.31 기준)
구분

도로명(노선번호)

권역

구간

총계(20개소)

운
영
중

설
중

준공

823.1

인천공항(130)

수도권

인천 중구 운서-경기 고양 강매

38.2

00

천안-논산(25)

충청권

충남 천안 목천-논산 연무

81.0

02

대구-부산(55)

경상권

대구 동대구-경남 김해 대동

82.1

06

수도권제1순환(100)

강원권

경기 고양 내곡 -남양주 별내

36.3

06

부산-울산(65)

경상권

부산 해운대구 좌동 -울산 울주 범서

47.2

08

서울-춘천(60)

수도권

서울 강동구 강일-강원 춘천 동산

61.4

09

용인-서울(171)

수도권

경기 용인 영덕-서울 강남구 세곡

22.9

09

인천대교(110)

수도권

인천 중구 운서-연수구 송도

12.3

09

서수원-평택(17/400)

수도권

경기 화성 봉담-화성 동탄,
경기 평택 오성-화성 태안

38.5

09

평택-시흥(153)

수도권

경기 평택 청북-시흥 월곶

42.6

13

수원-광명(17)

수도권

경기 화성 봉담-광명 소하

27.4

16

광주-원주(52)

수도권

경기 광주 초월-강원 원주 가현

57.0

16

부산신항제2배후(105)

경상권

경남 창원 남문-김해 진례

15.3

17

인천-김포(400)

수도권

인천 중구 신흥-경기 김포 양촌

28.9

17

상주-영천(301)

경상권

경북 상주 낙동 -영천 북안

93.9

17

구리-포천(29)

수도권

경기 구리 토평-포천 신북

50.6

17

안양-성남(110)

수도권

경기 안양 석수-성남 여수

21.9

17

옥산-오창(32)

충청권

충북 청주 옥산-청주 오창

12.1

18

서울-문산(17)

수도권

경기 고양 덕양-파주 문산

35.2

20

봉담-송산(400)

수도권

경기 화성 마도-화성 봉담

18.3

21

총계(4개소)
건

연장
(km)

217.8

이천-오산(400)

수도권

경기 화성 동탄- 경기 광주 도척

31.2

22

포천-화도(400)

수도권

경기 포천 소흘-경기 남양주 화도

28.7

23

광명-서울(17)

수도권

경기 광명 가학-서울 강서 방화

20.2

24

평택-익산(17)

전남권

경기 평택 포승-전북 익산 왕궁

137.7

24

자료: 국토교통부 (2020) p.293 &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센터(http://www.cephis.re.kr/)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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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 민자고속도로 전체 노선도

자료: 국토교통부 (2020) p294 직접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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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 절차
1) 민자고속도로 관련 제도 및 추진 절차 검토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약칭: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도로는 각종
생산활동에 기반이 되는 시설이며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사회기반시설로서
공공이 주도하여 건설·운영해야 함
∙ 한편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며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민간)가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지정
∙ 민간투자사업은 시점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민간)에게 시설관리 운영·수익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추진
∙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기·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할 것
-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일 것

∙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제안을 심의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
□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 절차
∙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BTO) 지정 및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음(그림 2-4 참조)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내용 검토의뢰” 과정에서 관계기관 제출 의견, 검토의견
종합하여 제안노선에 대한 정책적 판단 및 적격성 조사 의뢰 여부 결정
- 제안서 내용 검토의뢰: 주무관청이 전문기관(공공투자센터 등)에게 제안서 검토
(적격성 조사)를 의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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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투자센터는 의뢰받은 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를 수행하고
민자사업으로 적합하다고 평가된 사업에 대해 제안내용공고(제3자공고)를 통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실시계획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

그림 2-4 |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BTO)

자료: 국토교통부 (2020) p. 320 직접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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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자고속도로 제도 및 추진절차의 한계점
□ 민자사업 추진 절차를 분석한 결과, 각종 민원 및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됨
∙ 제안사의 입장에서는 건설사 위주의 노선계획을 제안하게 되므로 해당 노선의
주민의견은 제외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제안사는 실시협약 이전까지는 노선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민자사업의
추진단계별 기한이 짧음을 사유로 각종 민원 및 사회적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음
- 제안서 접수 후 30일 이내 적격성 조사 의뢰를 결정해야 하고 적격성 조사 이후 1년
이내 제3자 공고 시행

∙ 실시협약 단계 이후로는 사업 내용의 변경/취소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민원 등의 사회적 문제의 발견 시 정부와 이용자에게 책임과 비용을
전가함
- 주무관청이 협상 중 주무관청의 사유로 사업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제160조
제2항 각 호에 준한 비용을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보상하여야 함(민간투자사업기본계
획 제89조의2, 제97조의 4항)

□ 적격성조사단계부터 실시협약단계까지 관계기관 협의절차 부재로 인해, 관계기관의
실시계획을 검토 결과 사업추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 취소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표 2-4 참조)
∙ 제안서 접수단계의 기본설계를 기반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협의 후, 여러
단계에서 설계 변경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단계까지 관계기관
협의 과정이 없음
∙ 적격성 조사 이전과 제3자 공고 이후의 설계 내용이 상이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관련의사결정을 실시설계단계에서 수행하게 되어
사업추진이 용이하지 않더라도 사업 반려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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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8조에 “민자적격성 재조사” 조항이 있지만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

∙ 또한, 실시계획 승인 후, 최종설계결과를 기반으로 주무관청(국토부)이 관계
기관 협의를 진행해야 하므로 사업자는 협의과정 및 내용에 대하여 책임회피
가능성
표 2-4 | 수익형 민자사업 추진단계 및 협의기관
협의기관
사업단계

주요내용

제안서 접수 및
검토

민간사업자가 제안서 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에 접수

관계기관
의견조회

지자체 도공 LH 코레일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

민간
사업자

주무관청
관계기관
(국토부)

기획
재정부

공공투자
관리센터
(KDI)

적격성 조사 의뢰 적격성 조사 의뢰 여부/반려
결정
결정
적격성 조사

PIMAC

민간투자사업
심의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심의

제3자 공고 및 제안내용 공고 및 입찰 시행 후
협상 대상자 선정
사업자 선정
기본설계

노선 설계 확정 및 총사업비
산출

실시협약

총사업비(국고지원금),
사업기간 등 확정

실시설계

노선 및 출입 시설 등의 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

실시계획승인

최종 설계 결과 관계기관 협의

착공 및 준공

민간사업자가 준공 후
주무관청 확인

주1) 음영표시된 부분은 해당 추진절차의 주관 및 협의기관임
주2) □ 표시는 추진절차 중 오랫동안 관계기관 협의가 시행되지 않는 구간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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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성 조사 의뢰 의사결정 절차의 미흡
∙ 주무관청은 제안서 접수 후, 신규 제안사업에 대해 적격성 조사의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의사결정의 일관성, 정보/결정의 보안성,
분야의 전문성 등이 확보되어야 함
∙ 이에 해당 과업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이 중요하지만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심의 기간의 시간적 한계, 위원회 구성원 변화로 인한 일관성 저하 등이 있음
□ 적격성 조사 이후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의사결정 기구 및 체계가 결핍
∙ 민자고속도로 활성화로 인해 다수의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제안되고 적격성
조사를 통과할 경우, 통과된 다수 사업의 향후 추진 절차에 대한 의사결정
등에 대한 대안이 부족함(제3자 공고의 우선순위 등)
∙ 기존에는 먼저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부터 이후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적격성 조사 소요기간이 사업마다 다를 수 있고, 먼저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것이 사업의 효율성 및 가치가 다른 사업보다 높아 투자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3) 소결
□ 민자고속도로는 사회기반시설인 도로의 건설 및 운영을 민간이 주도/참여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족한 사회기반시설 예산을 보완함
□ 곧 민자고속도로는 사회기반시설로서 공공성을 갖춰야 하면서도, 추진 절차상으로
효율성을 확보하여 국가 주도의 도로 정책 및 계획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함
□ 하지만 민간의 주도하에 제안·건설·운영하는 고속도로 노선이 얼마나/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하고 정부 정책에 부합하여 사회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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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에서
민자고속도로사업의 검토·심의·적격성 조사를 통하여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추진
절차를 구성하였지만 여러 한계점이 존재함
∙ 민원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
∙ 추진절차 상 짧은 시간, 불분명한 책임 소재, 사업 검토 가용 자원 부족
∙ 다수의 민자사업이 제안되었을 시 대응
□ 정책적 부합성 판단과 투자우선순위 판단을 위한 모델 개발을 위해 기존 민자도로사업
평가체계를 고찰하고 활용방안 검토할 필요
∙ 적격성 판단의 경우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연구’를
통해 평가모델이 개발되어 있는데 비해, 주무관청의 검토 및 심의 절차의 경우
평가 모델이 없어 객관성 및 합리성 제고가 필요
∙ 다수의 민자고속도로 사업들이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였을 시 투자우선순위를
산정할 평가모델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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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민자도로사업 평가체계 고찰
□ 현재 민자고속도로 사업 평가체계와 관련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연구’와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했던 ‘고속도로 민간 제안
검토의견’(내부자료)를 고찰함

1)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조사
□ 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조사
∙ 민간투자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서 주무관청은 제안된 사업을 민간 주도로
추진할지 정부 주도로 추진할 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적격성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명하고 있음
∙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제안사업에 대해 제1단계-타당성 판단과 제2단계-민자
적격성 판단, 제3단계-민간투자실행대안 구축을 수행
∙ 1단계: 타당성 판단
① 노선사업 자체의 추진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조사분석 단계
② 해당 민자고속도로 사업제안노선의 정보를 토대로 정부실행대안2)을 기준으로
기초자료조사,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을 수행하고,
③ 전문가 설문(AHP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경제성 분석 지표와 정책적 분석 지표의
가중치를 설정하여
④ 각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의 합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함(0.5 이상 인
경우 시행 / 0.5 미만인 경우 미시행)

2) 정부실행대안은 민자가 제안한 사업대안(민간투자대안)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가정하여 정부주도로
사업을 추친하는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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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행’이 결정된 사업에 대해 적격성 판단을 수행함
- 민자고속도로사업의 타당성 분석의 기본 구조는 재정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동일하며
분석 지표 및 구조는 그림 2-5와 표 2-5에 나타내었음

그림 2-5 |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분석 절차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2018) p.302 직접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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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 타당성 판단의 고려사항 및 변수
구분

고려사항 및 변수

기초 자료 분석

사업 유형별 주요현황,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상위 및 관련 계획의 검토

상위계획의 투자우선순위 분석, 주변개발계획 조사 및 분석

대안 및 시나리오의 설정

기준연도 정부 실행 대안

경제성 분석

비용 추정

도로의 설계기준 및 지침, 총사업비(공사비 및 수용비), 운영비

수요 추정

O/D 및 통행배정 (교통수요 4단계 모형),
분석범위 (영향권), 통행요금, 시간가치

편익 추정

차량운행비용절감, 통행시간절감, 교통사고비용절감, 환경비용절감
주차비용절감, 공사중교통혼잡 등

정책의 일관성 및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의 추진의지 및 선호도, 사업의 준비정도
추진의지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평가, 추가평가항목

고용효과

고용유발효과, 고용의 질 개선효과

사업특수평가

-

지역 낙후도

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재정자립도, 재조업 종사자비율, 승용차 등록대수,
도로율, 인구당 의사수, 도시적 토지 이용비율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 간 산업연관모형(IRIO)

전문가 설문 분석(AHP)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 판단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18)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 2단계: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① 1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민간이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함
② 정부실행대안(PSC: Public Sector Comparator)과 민간투자대안(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를 비교·평가하여 보다 나은 대안을 선정하고 민간투자대안이
선택될 경우 3단계(민간투자 실행대안의 구축)을 수행한 후,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거쳐 제3자 공고를 시행함
③ 평가요소는 정량적 VFM 분석(Value For Money, 정부지출의 효율성)과 정성적
VFM 분석(서비스의 질 향상, 계약 체결 및 관리의 효율성, 위험분담 효과, 경영
효율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나누어지며 정량적·정성적
VFM 분석을 종합하여 PSC와 PFI 중 우월한 대안을 선정하여 민간 투자대안의
적격성 유무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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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 타당성 판단의 전문가 AHP 설문의 계층 구조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2018) p.145 직접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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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 적격성 판단 중 VFM 정성적 분석의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내용
민간투자법의 제 2조의 민간투자 대상 시설의 해당 여부
SOC 관련 국가 중장기 계획, 국가투자정책 등과 부합하는지 여부
주무관청의 추진 의사: 정책의 부합성, 정부기관의 관리 및 감독 능력보유 여부

민자 적합성

사업의 목표와 범위가 분명하고 해당시설물에 대한 서비스요구수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지 여부
서비스 질 향상
계약 체결 및 관리의 용이성
민간기업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지

사업추진 효율성

기존 사업과의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시설물 이용료(통행료)가 소비자에게 적절한지 여부

사업추진의 용이성
위험분담효과
파급효과

사업시행의 환경적 제약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본 사업으로 과도한 편익이나 피해를 받는 이해당사자가 있는지 여부
사업의 수요 위험, 건설 및 운영 위험의 민간분담이 가능한 지 여부
민간이 분담하는 기타위험요소 파악
민간사업자 참여로 인해 공공부문으로의 기술 및 경영능력등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지 여부
고도의 금융기법 도입등으로 금융 시장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는지 여부
보안성 등의 측면에서 사업추진방식에 있어 제한이 있는지 여부

사업의 특수성

국내외에서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공법이나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2018) 저자 재구성

2) 고속도로 민간 제안 검토의견
□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 등에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대하여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있음
□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국토연구원에서 분석한 민자고속도로사업의 정책적 부합성 판단
연구를 고찰하여 정리함
□ 정책적 부합성 검토는 크게 국가상위계획 연관성 분석, 도로법상 지정기준 부합 여부
판단, 국가 정책목표 지원 여부, 도로 중복성 여부, 사업의 실현 가능성 여부 분석으로
이루어짐
∙ 해당 사업이 정책적으로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사업은 반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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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상위계획 연관성
∙ 제안사업노선이 국가 상위계획에 해당하는 ‘국가도로종합계획’ 및 ‘고속도로
건설계획’상 국토간선도로망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 도로법상 지정기준 부합여부
∙ 제안된 사업노선이 도로법에 의거하여 고속국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분석
∙ 고속국도 지정기준: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며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도로법 제11조), 고속국도와 인근의 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고속국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고속국도를 우회하거나 서로
연결하는 도로 (도로법 제13조)
□ 국가 정책목표 지원여부
∙ 해당 사업노선이 국가 정책목표를 지원하고 접근성 및 투자 효율성을 높여
고속도로 기능 보완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판단
∙ 사업노선 건설에 따라 주변 지정체구간 혼잡 개선 여부, 통행시간 단축 여부
판단
표 2-7 | 국가도로계획의 정책목표
구분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가도로종합계획

고속도로건설계획

주요목표

부문간 효율적 스톡 조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간선도로망 투자효율성 제고)

효율적인 투자로
경제성장 지원

경제성장을 지원
(혼잡개선, 교통물류 지원)

자료: 국토해양부(2010a), 국토교통부(2016b), 국토교통부(2017a)

□ 도로 중복성
∙ 사업노선과 중복되는 대체도로 여부를 외형적·기능적 측면에서 검토함
∙ 해당 노선 건설에 따라 주변도로의 영향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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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 도로의 중복성/유사성 여부 검토
구분

내용

외형적 유사성

선형이 나란한 도로의 지리적 인접성 등 검토

기능적 유사성

해당시설 이용자의 통행 특성에 대한 유사성 검토

자료: 저자 작성

□ 실현 가능성
∙ 주변 민자도로에의 영향을 분석, 수익 감소 가능성 검토
∙ 사업 노선 연결부(시·종점부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소음, 매연 등 노선 건설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요금부과체계를 검토하여 타노선 간 연계에 따른 요금의 이중부과 문제 등이
없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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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주요 쟁점사항 도출
∙ 본 장에서는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및 법·제도를 살펴보고,
신규 민자고속도로의 평가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 민자고속도로 관련
평가 연구를 검토하여 연구의 주요 쟁점 사항을 도출하였음
- 연구의 주요 쟁점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음
① 기존 추진절차의 한계점 및 쟁점사항
② 기존 평가체계의 한계점 및 쟁점사항

□ 기존 추진 절차의 한계점 및 쟁점사항
∙ 앞 장에서 기술된 추진 절차 상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될 수 있음
- 첫째, 민자사업의 특성 및 장점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 절차 기간이 짧음
- 둘째, 민자사업은 수익성을 기반으로 하기에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공성
문제, 사회적 이슈가 존재하고 이를 관리해야 할 추진 절차 상의 장치가 미흡함
- 셋째, 법제도에 명시된 추진 절차 등 대부분은 단일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다수의
사업이 접수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 위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본 연구는,
- 첫째, 추진 절차 상에 민원 및 사회적 이슈 등 공공성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제안(민자사업의 특장점인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하여 추진 절차 기간
등의 변경은 연구 범위에서 제외)
- 둘째, 다수 사업이 접수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추진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평가 절차 및
평가체계 도입을 제안하여 주무관청의 효율적인 민자고속도로 정책을 지원하고자 함

□ 기존 평가 절차의 한계점 및 쟁점사항
∙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및 적격성 조사에서의 평가 절차는 현 과업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다수의 민자사업 평가에 적용하기에는 여러 한계점이 존재함
- 예비타당성조사나 적격성 조사에서의 도로 사업의 평가 절차는 단일 노선 평가를 위한
절차가 주를 이루어 다수의 노선을 평가하고 의사결정을 수행하기에 적절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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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적격성 조사의뢰 여부 판단을 위한 전문기관(국토연구원 등) 검토 절차는
다수의 민자사업을 조사 및 검토하기에 시간적, 자원적 한계가 있음
- ‘적격성 조사의뢰 여부’ 및 순서 결정을 위한 평가의 경우, 제안서 접수 후 적격성
조사 의뢰 여부 결정까지 짧은 기간과 가용 조사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다수의 사업에
대해 조사하고 검토하여 적격성 조사 의뢰 여부 및 순위를 정하기에 부족함

∙ 기존의 AHP 전문가 설문조사의 한계
- 전통적인 AHP 설문조사의 경우, 평가 항목 개발, 전문가 집단이 평가항목의 가중
치 산정 및 각 노선 대안의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연구자는 총 평가점수 기반으로 투
자우선순위 결정 순으로 절차가 진행됨
- 해당 절차는 전문가 집단이 평가 항목과 평가 대상을 동시에 인지하고 있으므로
의도적인 가중치 부여가 가능하며 노선 대안에 대한 보안 유지가 어려움
-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 절차의 특성상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AHP 전문가 설문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

∙ 중복/경쟁노선의 정의 및 처리방안
- 기존의 정부 주도의 국도, 국지도 등의 사업계획들과는 달리 민간 주도의 민자고속
도로사업 제안노선은 기존 노선 및 타 사업제안노선들과 중복되거나 경쟁 대상일
확률이 높음
- 기존 민자 노선과 중복될 경우, 기존 노선 수요의 감소 등으로 기존 노선의 사업자
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며 이는 KDI의 적격성 판단이나 국토연구원의 민자고속도로
사업 검토 연구의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였음
- 서로 중복/경쟁 관계인 민자고속도로 노선들이 동시에 건설·운용될 경우, 자원의
낭비 및 비효율성을 초래함
- 하지만 기존 연구 및 도로 평가체계에서 도로의 중복/경쟁성을 정의하는 방법은
다양하여 일정한 기준이 없음
-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도로의 중복/경쟁을 객관적·합리적으로 정의하고 신규 민
자고속도로사업 평가체계에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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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평가체계 개발

1.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평가체계의 개발 방향
□ 신규 민자고속도로사업 평가 체계 개발의 목적은 기존 민자고속도로 추진절차의 한계
점을 보완하고, 신규 민자 고속도로 사업제안의 투자우선순위 및 정책적 부합성을 평가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일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통 정책 수행을 지원
하고자 다음을 목적으로 함
∙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 절차의 개선안 도출
∙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평가체계 및 지표 개발
그림 3-1 | 신규 민자도로사업 평가체계 개발 연구 흐름
연구흐름

주요 연구내용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절차의 개선

∘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 절차 개선안 도출
∘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평가 절차 추가 제안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평가체계 개발

∘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평가 절차 개발
∘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평가 항목 개발
- 기존의 도로사업 평가 방법론 고찰
-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평가 항목 개발

시사점 도출

∘ 신규 민자고속도로 사업 평가체계 평가 및 향후 연구과제 제안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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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 절차의 개선
□ 연구의 전제
∙ 기존 추진 절차의 한계점 중 하나인 절차의 단기간 문제 해결은 고려하지 않음
∙ 행정업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 추진 절차를 최대한 유지한 채로
점진적인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함
∙ 현재의 민자사업 활성화 추세가 계속된다고 전제하고 앞으로도 다수의 민자
고속도로 사업이 제안되어 이를 추진/처리할 필요성에 의해 개선안을 도출함
□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 절차 개선안
∙ 적격성 조사 의뢰여부 판단을 위한 정책적 부합성 평가 수행
- 기존에는 먼저 제안되는 사업을 우선 검토하여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였지만, 다수의
민자사업이 큰 시간의 차이 없이 제안될 시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음(중복 노선의 문제)
- 또한 주무관청이 다수의 민자고속도로사업 노선을 검토/평가하기에는 전문성 및
평가의 일관성의 한계가 예상됨
- 그러므로 다수의 제안서를 일정시기 동안 접수 후 전문연구기관의 검토 및 평가를
바탕으로 주무관청이 ‘적격성 조사 의뢰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추진 절차를 제안함
- 또한 전문연구기관은 향후 민원 및 사회적 문제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 및 국가 정책
방향 과의 일치성 등을 검토하여 도로의 공공성(민원 및 사회적 이슈) 제고에 기여함

∙ 적격성 조사 후의 추진 절차 순위 결정을 위한 투자우선순위 평가 수행
- 기존에는 적격성 조사의 ‘민간추진’이 결정된 순으로 제3자공고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되었지만 앞서의 정책적 부합성 평가가 정례화된다면, 적격성 조사 이후의 추진
절차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투자우선순위 평가가 필요함
- 정책적 부합성 평가와 마찬가지로 주무관청이 다수의 민자노선을 검토/평가하기에는
전문성 및 평가의 일관성의 한계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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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다수의 사업을 전문연구기관이 검토 및 평가한 정보를 기반으로 주무관청이
제안사업들의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추진 절차를 제안함

∙ 도로의 공공성(민원 및 사회적 이슈) 제고를 위한 법제도/추진절차 강화
- 적격성 조사 이후로 실시계획 승인 단계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사항 고려가
미흡하므로 사업을 시행할 우선협상자가 선정된 이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의무화
하고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표 3-1의 ▨)

표 3-1 | 수익형 민자사업 추진단계 및 협의기관(개선안)
협의기관
사업단계

주요내용

제안서 접수 및
검토

민간사업자가 제안서 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에 접수

관계기관
의견조회

지자체 도공 LH 코레일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 후 국토연구원 사전 검토

민간
사업자

주무관청
관계기관
(국토부)

기획
재정부

공공투자
관리센터
(KDI)

적격성 조사 의뢰
적격성 조사 의뢰 여부/반려 결정
결정
적격성 조사

PIMAC

민간투자사업
심의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심의

제3자 공고 및
협상 대상자 선정

제안내용 공고 및 입찰 시행 후
사업자 선정

기본설계

노선 설계 확정 및 총사업비 산출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청취※

실시협약

총사업비(국고지원금), 사업기간 등
확정

실시설계

노선 및 출입 시설 등의 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

실시계획승인

최종 설계 결과 관계기관 협의

착공 및 준공

민간사업자가 준공 후
주무관청 확인

주 1) 음영표시된 부분은 해당 추진절차의 주관 및 협의기관임
2) □ 표시는 추진절차 중 오랫동안 관계기관 협의가 시행되지 않는 구간임
3) 볼드처리된 부분은 본연구에서 개선안으로 제안된 절차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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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평가체계의 개발
1) 개요
□ 신규 민자고속도로 추진 절차 개선안에서 제안된 정책적 부합성 평가와 투자우선순위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를 개발하고자 함
□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 평가체계의 개발은 크게 두 측면에서 수행됨
∙ 첫째, 다수의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절차를 마련
∙ 둘째,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지표를 개발

2) 신규 민자고속도로 사업제안 평가 절차의 개선 및 개발
□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평가 절차의 전제
∙ 해당 평가 절차는 주무관청의 최종의사 결정 지원을 위해 국토연구원과 같은
정부산하 연구원이 수행함
∙ 신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추진 절차의 특성상 짧은 평가 기간과 보안성 유지가
필요함
∙ 다수의 신규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평가함을 전제로 중복성 평가가 필요함
□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평가 절차의 개발
∙ 단기간의 평가에 적합한 평가 절차 마련
- 기존의 도로사업 평가절차는 3~12개월이 소요되지만 민자고속도로사업 추진절차의
특성상 단기간에 합리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평가 절차를 마련해야 함
- AHP 전문가 설문조사 방법을 적용하여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평가 위원들에게 보다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자 사업제안자의 제안서 자료와 정부
산하 연구원의 제안노선 검토자료를 동시에 제공하여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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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P 전문가 설문조사 방법의 개선
- 기존의 AHP 설문조사 방법은 평가항목의 가중치 선정 주체가 각 노선의 평가 항목
점수를 산정한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점수 부여가 가능하다는 한계가 존재함
- 설문조사 과정에서 노선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노선정보가 대외비인 민자
고속도로와 같은 사업평가에는 부적절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평가 항목의 가중치 산정 주체와 각 사업노선의 평가 항목
점수 산정 주체를 분리함
- 가중치 산정 주체는 사업노선의 정보를 취득하지 못하며 각 사업노선의 항목 점수
산정 주체에게 가중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보안을 강화하고 의도적인 점수
부여 가능성을 감소시킴

∙ 중복 노선의 결정 및 평가 절차에 반영
- 활성화된 민자고속도로 시장으로 인해 다수 사업이 제안되어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 제안들이 수렴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복노선결정 및 처리 절차를 평가
절차에 반영함
- 연구원에서 중복되는 노선 후보들을 선정하고 이에 관련된 중복성 검토자료를 평가
위원에게 제공·중복 여부를 판별함
- 제안노선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노선의 외형적 유사성과 기능적 유사성
지표를 개발함(표 3-2 참조)
- 중복의 유형은 신규 제안된 민자사업 간의 중복과 신규 제안된 사업노선과 적격성
조사 중인 사업 노선 간의 중복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각 중복 유형에 따라 처리방안
을 다르게 설정하였음(표 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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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 유사성 판단 기준 및 근거
구분

내용

외형적 유사성

･ 각 사업노선이 지리적 혹은 외형적인 유사성을 보이는지 검토
･ 노선의 일부가 완전히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구간의 길이 등을 계산하여 나타냄
･ 시종점이 근접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시점간 혹은 종점간 거리를 측정하여 나타냄
･ 노선이 서로 근접하여 평행/교차할 경우 최대간격거리 혹은 최소간격거리를 계산하여 나타냄

기능적 유사성

･ 통행 패턴 분석
- 각 노선이 주변도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각 노선의 이용자들의 지리적 패턴 분석
･ 영향권 분석
- 각 사업의 직/간접 영향권을 비교 분석

자료: 저자 작성

표 3-3 | 노선 중복 유형별 처리방안
중복 유형

처리 방안

제안서 단계
노선 간 중복

･ 각 노선의 정책적 부합성 평가를 통해 적격성 조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최우선 순위의
노선을 제외한 차순위 노선사업들은 반려

･ 적격성 조사 단계 사업의 민자 적격성이 확보된 경우, 제안서 단계 사업은 반려
적격성 조사 단계와
･ 적격성 조사 단계 사업의 민자 적격성이 미확보된 경우, 제안서 단계 사업은 정책적
제안서 단계 노선의 중복
부합성 평가 결과에 따라 수용 여부가 결정
자료: 저자 작성

□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평가 절차 개발 결과
∙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의 평가 절차는 제안사와 연구원이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과 전문평가위원의 평가를 통하여
최종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기본 구조로 하여 상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의 기초자료조사
- 제안사업 노선의 개요(연장, 공사비 등), 요금체계, 노선의 영향 등 조사 및 검토
- 기존의 국가간선도로망 조사 및 검토
②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평가항목의 개발
- 정책적 부합성 판단, 투자우선순위 산정, 중복성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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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평가항목의 중요도 산정(AHP 전문가 설문조사)
- 각 평가항목의 중요도(가중치) 산정을 위해 AHP 전문가 설문조사를 설계하고 설문
조사를 실시 분석하여 각 항목의 가중치 산정
- 단 해당 설문조사 내에는 제안된 사업노선에 관련한 정보는 제외하고 ②단계에서
개발한 평가 항목 만을 설명(보안성 유지)
④ 평가항목 점수 산정(전문가 평가)
- ‘신규 민자고속도로 평가위원회’(가칭)를 개최하여 기초자료조사 내용(①)과 개발된
평가항목(②)을 평가위원들에게 제공하여 노선별, 항목별 평가점수를 산정
⑤ 정책적 부합성 평가, 투자우선순위 산정 및 중복성 평가
- 중복성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적 부합성 판단
- 투자우선순위 산정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우선순위 결정

3) 신규 민자고속도로사업 평가지표 개발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평가 항목은 크게 두가지 투자우선
순위 평가지표와 정책적 부합성 평가지표로 구분
∙ 투자우선순위 평가지표의 목적은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민자고속도로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임
- 투자우선순위 평가는 기존의 타당성 판단과 유사한 구조로 제안사업노선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점수화하여 이를 기반으로 사업간 투자우선순위를 산정함

∙ 정책적 부합성 평가지표의 목적은 주무관청으로 사업 제안이 접수되었을 때,
해당 사업의 적격성 조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이
국가 정책에 부합한 지를 평가하고자 함
- 정책적 부합성 평가는 상위계획 연관성 분석, 도로법상지정기준 부합여부 판단,
국가 정책목표 지원 여부, 도로 중복성 여부, 사업의 실현 가능성 여부 등을 분석하여
제안된 민자고속도로사업의 수용/반려 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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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투자우선순위 평가 방법론 고찰1)
∙ 기존의 도로사업들은 각 시대와 정부 정책에 따라 평가 방법이 결정되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보다 복잡하고 유연한 평가 방법이 적용되었음
- 초기(60~80)년대에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이후의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업들이 기존 도로의 확장 및 개선(포장)이었기 때문에 경제성 및 효율성과 같은
지표들이 우선 고려되었고,
- 90년대에 들어서 국토균형 개발정책과 방향을 같이하여 지역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
여 도로 사업을 평가하였음
- 최근에는 다양한 사업유형에 맞는 평가지표를 적용하고 있음
- 도로 유형별(고속국도, 일반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과 사업
유형별(신설/확장 및 개선) 평가 방법을 여러 도로계획을 통해 조사 정리함
표 3-4 | 기존의 도로사업 평가 항목
기간

평가항목

60∼70년대

-

국도 확충 주요 사업
포장·개수사업

80년대

V/C, 통행량 등

도시지역 산업도로 단순 확포장
지방지역 포장·개수

90년대

혼잡도(V/C)

국도의 간선기능 제고
계속비사업(기간·산업지원)
산업단지 진입도로

2000년대

혼잡도, 지역개발잠재력, 도로중요도,
도로연계성 및 지방청 의견 등

국도기능 분류별 설계기준 적용
효율성, 지역균형발전 지원방향
1차5개년계획에 적용

자료: 국토해양부(2003) 인용

∙ 고속국도사업 평가 방법은 크게 신설/확장 여부에 따라 달라졌고 평가항목은
크게 경제성(효율성), 형평성, 전략성, 안전성 등 이었음
-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실행계획 연구’에서는 효율성 측면에서 경제적 타당성,
혼잡개선효과, 고속도로 기능성 등을 검토하였고 그 외에 지속가능성, 노선 경합성,
국책사업지원성, 지역 형평성, 정부 재정부담 규모(민자사업적합성) 등을 평가함
1) 국토교통부(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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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에서는 효율성(경제적 타당성, 네트워크
연결성)과 전략성(미래 성장성, 시설 접근성)을 평가함(국토해양부, 2011)
-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수립 연구’에서는 평가 항목을 경제성(경제적
타당성), 전략성(교통유발시설 연계성, 사업추진 용이성), 형평성(지역낙후도)으로
구성

∙ 일반 국도사업 평가 방법은 크게 사업유형(노선확장과 시설개량)에 따라 달라
졌고 평가항목은 크게 효율성과 전략성(형평성)으로 구분됨
- 일반국도 사업 평가방법은 제 1·2·3·4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제시되어 왔으며 제1차
5개년 계획(2001~2005년)에서 고려한 평가항목은 효율성(혼잡도, 도로중요도,
도로연계성 및 지방청의견)과 형평성(간선망과 연결성, 지역개발여력, 국책사업
관련성) 등으로 비교적 간단했던 반면 제4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에서는
효율성(경제적 타당성)과, 전략성(사업연계성, 시설접근성, 국책사업지원, 지역
낙후도, 환경성), 안전성(위험도 크기, 위험구간비율)등 보다 복잡 정교해짐(국토
교통부, 2017b)
- 사업의 유형별로는 노선 확장사업의 경우 안전성 및 지역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
으며 시설개량 및 차선 확장 사업의 경우 지속가능성(환경관련지표) 등이 고려되지
않았음(국토교통부, 2017b)
- 그밖에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 평가 방법은 일반국도 평가 방법과
유사하게 개발·적용됨 (표 3-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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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타당성

평가기준

시설
접근성

민자사업적합성

고용유발효과

지자체 의견

지역형평성

교통안전성

지속가능성

관광활성화

복합교통활성화

경제활성화

미래성장성 (국책사업지원)

사업추진용이성

노선
고속국도와의 경합성
경합성
국도와의 경합성

철도와의 경합성

★

★

★

★

★

★

★

★

★

★

★

★

★

고속도로

네트워크 연결성

★

★

확장 및
개량

★

★

★

신설

★

★

★

★

★

★

★

★

★

★

★

★

★

고속도로 일반국도

국도 등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4차 5개년 계획(2016~20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도대체 국가지원
국도대체 국가지원
일반국도
우회도로 지방도
우회도로 지방도

수도권고속
도로부문 중장기계획수립 연구
국도망 구축
3차 5개년 계획(2011~2015)계획, 2차분
실행계획
(국토해양부, 2010b)
연구 (2007)

간선기능확보

기존도로의 혼잡개선 정도

자료: 저자 작성

기
타

전
략
성

효
율
성

평가
항목

고속도로 건설
5개년계획
(2016-2020)

표 3-5 | 기존 연구 및 계획에서 적용한 도로 사업 평가지표

□ 투자우선순위 평가지표의 개발
∙ 기존 연구 및 계획으로부터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의 투자우선순위 평가
지표를 추출함
- 최근의 복잡 다변한 사회의 요구와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평가지표를 개발
하고자 함
- 투자우선순위 평가지표 추출 결과 평가항목은 크게 경제성, 국가정책부합성, 사업
추진용이성, 공공성으로 구분할 수 있었음(부록1 참조)

∙ 다수의 전문가 조언과 자문회의를 통해 최종 투자우선순위 평가항목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2)
- 1계층(2계층) 평가항목: 경제성(B/C, VFM), 국가정책 부합성(상위계획부합보완성,
교통축기능성), 포용성(요금체계, 지역낙후도)
- 각 평가항목의 세부적인 정의 및 평가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음(표 3-6, 표 3-7
참조)

표 3-6 | 투자우선순위 평가항목 (제1계층)
평가항목

항목의 세부 내용 (제1계층)

경제성

･ 정부의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투자대비 편익(B/C)과 VFM(Value For Money)이 높아 효율적인
사업

국가정책
부합성

･ 해당 민자사업이 국가 상위계획의 고속도로망에 부합하는지 살펴봄
･ 국가 상위계획의 고속도로망에 부합할 경우, 민자의 창의적/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재정사업 계획을
보완하는지 살펴봄
･ 국가 정책 목표를 지원하며 도시, 항만, 산단 등 주요시설을 연결하는지 살펴봄
･ 지역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고속국도 망의 성능을 제고하는지 살펴봄

포용성

･ 이용자의 입장에서 요금이 저렴하고 적절한 사업노선
･ 해당 사업노선의 건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지역에 위치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노선

자료: 저자 작성

2) 전문가 자문회의는 크게 10/14, 10/19에 두 차례 행해짐. 전문가 조언 및 자문회의 결과는 부록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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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 투자우선순위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평가항목
1계층
경제성

국가정책
부합성

포용성

주요 내용

2계층

평가 방법

B/C

･ 총 사업비 대비 총 편익

･ 각 사업의 B/C 정규화하여 점수화

VFM

･ Value For Money

･ 각 사업의 VFM 비율 및 값을 순위화

상위계획
부합보완성

･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고속도로건설계획 등의
･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부합/보완 가능성
상위계획을 보완하거나 중복되는지 여부
(국가간선도로망 10X10+6R2 등)
･ 노선 주변(영향권)에 택지개발 사업이나 산업
･ 고속도로 건설계획 부합/보완 가능성
단지, 항만, 공항, 물류시설 등이 위치하여 국가
국가 주요 정책 지원
정책 지원 여부

교통 축
기능성

･ 주요 도시/시설 연결성 (항만, 공항 등) ･ 노선의 시종점 및 JC가 다른 고속국도와 연
･ 고속국도 기능성(이동성, 네트워크 결되는지 여부
완결성)
･ 노선이 간선축의 기능을 하는지 여부

요금 체계
･ 이용자를 고려한 통행요금 여부를 노선의 유
･ 요금의 적정성(단거리, 연계요금 등)
(계층 포용성)
형별로 도로공사요금과 비교
지역낙후도
･ 노선이 포함된 지역의 낙후된 정도 ･ 지역낙후도 지수(KDI 제공)
(지역 포용성)

자료: 저자 작성

□ 정책적 부합성 평가지표의 개발
∙ 기존 연구에서 적용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의 정책적 부합성 판단 지표들을
고찰하여 본 연구에 반영하고자 함(표 3-8 참조)
- 평가 지표 추출 결과, 평가항목은 크게 국가정책부합성, 사업추진필요성,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추진용이성으로 구분할 수 있었음(부록1 참조)

∙ 다수의 전문가의 조언과 자문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투자우선순위 평가항목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3)
- 1계층(2계층) 평가항목: 국가정책부합성(상위계획부합/보완성, 교통축기능성),
사업추진필요성(도로중복성/주변교통난해소, 타수단중복성), 사업추진용이성(기
존민자고속도수익영향, 민원발생/지자체등관계기관의견)
- 각 평가항목의 세부적인 정의 및 평가 내용/방법은 다음과 같음(표 3-8 참조)

3) 전문가 자문회의는 크게 10/14, 10/19에 두 차례 행해짐. 전문가 조언 및 자문회의 결과는 부록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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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 정책적 부합성 평가 항목(제1계층)
평가 항목

항목의 세부 내용 (제1계층)

국가정책
부합성

･ 해당 민자사업이 국가 상위계획의 고속도로망에 부합하는지 살펴봄
･ 국가 상위계획의 고속도로망과 유사한 경우, 민자의 창의적/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재정사업 계획을
보완하는지 살펴봄
･ 국가정책 목표를 지원하며 도시, 항만, 산단 등 주요시설을 연결하는지 살펴봄
･ 지역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고속국도망의 성능을 제고하는지 살펴봄

사업추진
필요성

･ 기존 도로가 혼잡하거나 접근성 제고가 시급히 필요하여 해당 민자사업 노선이 효과적으로 기존 네트워
크의 혼잡을 완화시키거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지 살펴봄
･ 타 수단 노선(GTX 등)과 중복되어 기능적으로 유사한지 살펴봄

사업추진
용이성

･ 기존 민자고속도로 노선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등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살펴봄
･ 주거지역 통과, 환경문제 등으로 인한 주민/지자체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을 살펴봄

자료: 저자 작성

표 3-9 | 정책적 부합성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평가항목
1계층

국가정책
부합성

사업추진
필요성

사업추진
용이성

2계층

상위계획
부합보완성

주요 내용

평가 방법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고속도로건설계획 등의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부합/보완 가능성
상위계획을 보완하거나 중복되는지 여부
(국가간선도로망 10X10+6R2 등)
노선 주변(영향권)에 택지개발 사업이나
고속도로 건설계획 부합/보완 가능성
산업단지, 항만, 공항, 물류시설 등이 위치하여
국가 주요 정책 지원
국가 정책 지원 여부

교통 축 기능성

- 주요 도시/시설 연결성 (항만, 공항 등)
고속국도 기능성(이동성, 네트워크
완결성)

노선의 시종점 및 JC가 다른 고속국도와
연결되는지 여부
노선이 간선축의 기능을 하는지 여부

도로 중복성/
주변 교통난
해소

기존 도로 대체/보완 여부
(도로 배치간격, 교통량 등)
인근 도로 영향

기존 고속도로의 혼잡도 및 혼잡완화 효과
노선이 네트워크에 주는 영향 (시종점 및 IC,
JC 연결부의 혼잡도 등)

타 수단 중복성

철도 등 타 수단 중복성

기존 혹은 향후 철도노선과 중복성 판단

기존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요금체계, 기존의 민자고속도로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민자고속도로
수익배분 등 협의/부담 여부
경우 협의 내용 및 여부
수익
민원발생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

주거지역 통과여부
소음 발생 및 저감대책(방음벽) 여부
지하도로 배기시설(환풍구) 배치
지자체의 사업 보류/반대의견 여부

주거지역 통과여부
소음 발생 및 저감대책(방음벽) 여부
지하도로 배기시설(환풍구) 배치
지자체가 반대/찬성하거나 의견 수렴 후 협의 등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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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그림 3-2 | 신규 민자고속도로 평가 항목 (총괄)

4) 신규 민자고속도로사업 평가항목 가중치 설정
□ 조사 목적
∙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평가체계 마련을 위하여 신규 민자 제안사업의
적격성 조사 및 투자우선순위를 결정을 위하여 평가 항목들 간의 가중치를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기존의 설문조사 구조와는 달리 본 설문조사는 가중치만을 설문조사 범위로
설정함
□ 조사개요 및 대상
∙ 평가항목간 가중치 설정을 위해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분석
과정) 설문 조사 분석 방법 이용
∙ 도로등급 조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항목간의 상대적 중요도 측정을 위해
다수의 관련 전문가들의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평가항목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
측정

표 3-10 | AHP 설문조사의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교통관련 전문가 (학계, 연구계, 산업계)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유효표본수

110명
※ 설문조사 결과 유효하지 않은 표본은 재조사 또는 제외

실시기간

2021.10.29.(금) ~ 2021.1.15.(월)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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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P 설문 분석방법
∙ AHP 전문가 설문의 개요
- AHP는 한명 혹은 여러 명의 의사결정자가 참여하는 다기준 의사결정(Multiplecriteria decision-making)모형으로서 평가 기준과 대안을 계층적인

구조로 정

의하여 최적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Thomas L. Saaty에 의해 개발됨(Olson,
1994. p.49)
- AHP는 여러 선택 대안들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유연하고 강력한 방법으로
선택 대안들이나 평가 항목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평가/도출함
- AHP는 정성적이거나 정량적인 평가 항목을 처리할 수 있으며, 평가 항목의 중요도가
되는 쌍비교 행렬의 고유벡터 (eigenvector)와 판단의 일관성을 측정하는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임(키노시타 에이조우, 2008)
표 3-11 | AHP
공 리

내

용

1. 이원비교
(reciprocal
comparision)

의사결정자의 두 대상에 대한 이원비교가 반드시 가능해야 하며, 중요도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이 중요도의 정도는 반드시 역조건을 성립시켜야 함. 즉 A가 B보다 x배
중요하다면, B는 A보다 1/x배 중요시 되어야 함

2. 동 질 성
(homogeneity)

중요도의 정도는 한정된 범위 내의 정해진 척도(bounded scale)를 통해 표현되어야 함

3. 독 립 성
(independence)

상대적인 중요도를 평가하는 요인들은 특성이나 내용 측면에서 서로 관련성이 없어야 함

4. 기 대 성
(expectation)

계층구조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완전하게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김관중, 장명순(2006) 기반으로 저자 재작성

∙ AHP에 의한 중요도 평가 방법
- AHP기법을 적용하여 쌍대비교를 통해 가중치 산출
- 9점 척도 사용(표 3-12, 표 3-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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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 중요도 척도
중요도

의미

1

항목A와 항목B가 동일하게 중요 (Equal Importance)

3

항목A가 항목B 보다 약간 더 중요 (Moderate Importance)

5

항목A가 항목B 보다 상당히 더 중요 (Essential or Strong Importance)

7

항목A가 항목B 보다 매우 더 중요 (Demonstrated Importance))

9

항목A가 항목B 보다 절대적으로 더 중요 (Extreme Importance))

2, 4, 6, 8

Intermediate Values

자료: Olson, 1994. p.52 기반으로 저자 재작성

표 3-13 | AHP의 설문척도
평가 절대
항목 중요
효율성

⑨

중

매우
중요
⑧

⑦

요
⑥

⑤

같

약간
중요
④

다

③

②

①

중

약간
중요
②

③

매우
중요

요
④

⑤

⑥

⑦

절대 평가
중요 항목
⑧

⑨ 효율성

자료: 저자 작성

∙ 일관성 검정 방법
- AHP 분석을 할 경우는 쌍대비교를 통해 얻어진 행렬의 논리적 모순성 정도를 검증
하기 위해 일관성을 측정해야 함
- 일관성 검정은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 : C. I.)를 평균무작위 지수
(Random index : R. I.)로 나눈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 C. R.) 이용

일관성 비율(C. R.) =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 : C. I.)
평균무작위 지수(Random index : R. I.)

- 일관성 지수 (C. I.) = ( λmax - n ) / ( n - 1 ), n은 행렬개수
- 무작위 지수란 1에서 9까지의 정수들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역수행렬을 작성한 후
이로부터 일치지수를 구한 것. 통상 Saaty와 Vargas가 구한 값4) 사용

4) Saaty는 C. R. 값이 10% 이내인 경우에만 신뢰 가능

제3장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평가체계 개발 ․ 53

표 3-14 | 평균 무작위수
평균 무작위수
matrix_size

무작위지수(R.I.)

1

0.00

2

0.00

3

0.58

4

0.90

5

1.12

6

1.24

7

1.32

8

1.41

9

1.45

10

1.47

자료: 저자 작성

∙ 조사 수행 과정
- 학계 및 연구계, 산업계의 교통 전문가를 조사 대상으로 함
- 한국교통학회 및 도로학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 중 해당 분야에 박사학위 소지자나
석사/학사 후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함
- 확보된 124명의 응답 자료로 일관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14명의 응답은 일관성이
현저하게 떨어져(2개 문항 이상에서 일관성 지수가 0.2이상임) 유효 데이터에서
제외하였음5)

∙ 응답자 특성
- 응답자는 연구계/학계 25명, 공공기관(공기업) 16명, 민간건설/설계기업 69명으로
구성됨
- 응답자 전원은 3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박사 이상 31명, 석사 45명,
학사 34명으로 구성됨

5) 설문조사지는 부록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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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 AHP 설문 응답자 현황

소속기관

업무경력

최종학력

자격증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110

100.0

연구계/학계

25

22.7

공공기관(공기업)

16

14.5

민간건설/설계기업

69

62.7

3년 이상

8

7.3

6년 이상

10

9.1

9년 이상

92

83.6

학사

34

30.9

석사

45

40.9

박사이상

31

28.2

기사

69

62.7

기술사

27

24.5

해당없음

14

12.7

자료: 저자 작성

□ AHP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정책적 부합성 평가지표 설문조사 결과(제1계층)
- 정책 부합성 평가의 중요도는 ‘사업 추진 필요성’이 OO.O%로 가장 높으며, ‘국가
정책 부합성’(OO.O%), ‘사업추진 용이성’(OO.O%)순으로 나타남
- 일관성 지수는 0.085로 나타났으며, 일관성 비율은 0.095로 산출됨
- 응답자의 소속기관과 무관하게 1, 2순위 모두 동일한 결과임
- 공공기관(공기업)의 경우 ‘(사업추진 용이성)민원발생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이 3순위로 다른 응답자 그룹과 다소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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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적 부합성 평가지표 설문조사 결과(제2계층)
- 6개 제2계층의 전체 중요도를 살펴보면, ‘(사업 추진 필요성)도로중복성/혼잡개선
효과’가 OO.O%로 1순위이며, ‘(국가정책 부합성)교통축기능성’이 OO.O%로
2순위임

표 3-16 | 정책적 부합성 평가항목 설문조사 결과
전체
제1계층

제2계층

상위 계획 부합/보완성
국가정책
부합성(OO%)
교통 축 기능성
사업추진
필요성(OO%)

공공기관
(공기업)

연구계/학계

민간건설/
설계기업

중요도
(%)

순위

중요도
(%)

순위

중요도
(%)

순위

중요도
(%)

순위

0.0

3

0.0

4

0.0

5

0.0

3

0.0

2

0.0

2

0.0

2

0.0

2

도로 중복성/
혼잡개선효과

0.0

1

0.0

1

0.0

1

0.0

1

타 수단 중복성

0.0

4

0.0

3

0.0

4

0.0

4

기존 민자 고속도로와의
관계

0.0

6

0.0

6

0.0

6

0.0

6

0.0

5

0.0

5

0.0

3

0.0

5

사업추진
용이성(OO%) 민원발생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
주) 중요도 값은 대외비로 처리함
자료: 저자 작성

∙ 투자우선순위 평가 지표 설문조사 결과(제1 계층)
- 투자 우선 순위 평가의 중요도는 ‘경제성’이 OO.O%로 가장 높으며, ‘국가정책 부
합성’(OO.O%), ‘포용성’(OO.O%)순으로 나타남
- 일관성 지수는 0.084로 나타났으며, 일관성 비율은 0.093으로 산출됨
- 소속기관별 중요도는 공공기관(공기업) 및 연구계/학계는 ‘경제성’이 1순위이나 민
간건설/설계기업은 ‘국가정책 부합성’을 1순위로 응답함
- 특히, 공공기관(공기업)은 ‘경제성’에 대한 중요도가 타 소속기관 대비 높으며,
‘국가 정책 부합성’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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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우선순위 평가 지표 설문조사 결과(제2 계층)
- 6개 제2계층의 전체 중요도를 살펴보면, ‘(경제성)B/C’가 OO.O%로 1순위이며,
‘(국가정책 부합성)교통 축 기능성’이 OO.O%로 2순위임
- 공공기관(공기업) 및 연구계/학계는 ‘(경제성)B/C’가 1순위 인 반면, 민간건설/설
계기업은 ‘(국가정책 부합성)교통 축 기능성’이 1순위로 차이를 보임

표 3-17 | 투자우선순위 평가항목 설문조사 결과
전체
제1계층

경제성
국가정책
부합성
포용성

제2계층

연구계/학계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건설/
설계기업

중요도
(%)

순위

중요도
(%)

순위

중요도
(%)

순위

중요도
(%)

순위

B/C

0.0

1

0.0

1

0.0

1

0.0

3

Value For Money

0.0

4

0.0

2

0.0

3

0.0

4

상위계획 부합/보완성

0.0

6

0.0

6

0.0

6

0.0

5

교통 축 기능성

0.0

2

0.0

3

0.0

4

0.0

1

요금체계

0.0

3

0.0

4

0.0

2

0.0

2

지역낙후도

0.0

5

0.0

5

0.0

5

0.0

6

주) 중요도 값은 대외비로 처리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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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활용방안
□ 기존 신규 민자고속도로 추진절차 및 평가체계의 문제점 인식
∙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세와 도로의 공공성 중시 정책 기조
등으로 합리적·객관적인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평가체계의 필요성이 증대
- 정부 주도의 재정 사업과는 달리 민자 사업은 수익성을 전제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를 방지/관리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고,
- 정부 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국가간선도로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수의 민자
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 절차가 요구됨

∙ 하지만 기존의 민자고속도로 추진절차 및 평가체계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추진절차를 규정하여 민자사업의 민원 및 사회적 이슈를 관
리하기 어려움
- 또한 민자고속도로사업 추진절차는 다수의 제안사업을 추진/처리하기 어려우며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연구」의 적격성 조사 체계는
단일 사업의 평가에 효과적이지만 다수 사업의 일괄 평가를 고려하고 있지 않음
- 주무관청은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을 검토 및 평가하는데 있어 전문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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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민자고속도로 추진 절차 개선안 및 평가체계 개발
∙ 본 연구는 기존 추진 절차 및 평가체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 절차
개선안을 제시하고 적합한 평가체계를 개발함
∙ 추진 절차 개선사항은
① 적격성 조사를 위한 정책적 부합성 검토 및 평가 절차 제안
- 제안서 접수 및 검토 후 전문연구기관의 지원을 통하여 정책적 부합성을 검토/평가
하고 관련 정보를 주무관청에 제공하여 ‘적격성조사 의뢰’ 정책의사결정을 지원
② 적격성 조사 이후 투자우선순위 평가 절차를 제안
- 적격성 조사 이후 전문연구기관의 지원을 통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산정하여 주무
관청의 사업추진 우선순위에 관련한 의사결정을 지원
③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사항 검토 절차를 기존의 추진 절차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 효율성을 중시하는 민자고속도로 추진절차를 보완하여 공공성을 강화

∙ 추진 절차 개선사항 중 정책적 부합성 평가절차와 투자우선순위 평가 절차를
지원하기위하여 평가절차를 개발하고 정책적 부합성 평가모델과 투자우선순위
평가모델을 개발하였음
① 정책적 부합성 평가모델 개발
- 국가 정책에 부합하며 사회기반시설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모델을 개발
- 다수의 민자고속도로 사업제안이 접수되었을 시 적격성 조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적격성 조사 우선순위를 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
② 투자우선순위 평가모델 개발
-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투자우선
순위를 산정하는 평가모델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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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평가 절차 개발
- 짧은 평가기간과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평가 절차 개발
- 민자고속도로의 특성상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개발해 활용

그림 4-1 | 민자고속도로사업 추진절차 개선안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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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제안
□ 본 연구는 기존의 추진절차 및 평가체계를 검토하고 한계점을 보완하는 연구로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진적인 해결책이나 큰 변화를 지양함
□ 이에 민자고속도로의 정의와 역할에 대한 근원적 고찰과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고 재정
고속도로 사업과의 본질적인 차이점에 대한 규명이 미흡함
∙ 현 추진 절차 중 적격성 판단 절차에서 결정하는 민간주도/정부주도 여부는
정부비용지출의 효율성에 초점을 평가방법으로 민자도로사업을 재정도로사업과
대별하는 방식은 아님
∙ 예를 들어,사회기반시설 낙후지역의 도로사업을 민간주도로 추진해야 할 것인지
정부주도로 추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
- 현 추진 체계 내에서는 사업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정량적/정성적 VFM 분석을
통해 재정/민간 주도를 결정하는데 이는 민자의 효율성 및 정부예산지출 크기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 방식으로 민자/재정사업의 역할을 고려한 방식이 아님

□ 민자고속도로 제안이 활성화 됨에 따라 많은 중복노선사업이 제안되고 이에 관련한 여러
비용(설계비용, 평가비용)의 낭비가 발생
∙ 각 제안사는 서로의 노선사업에 대해 인지할 수가 없으며, 적격성 조사 후
제 3자 공고시까지(통과되었을 경우) 노선의 내용 및 세부사항을 알 수가 없음
∙ 여러 제안사가 같은 지역의 노선에 대해 기본설계 및 사업 제안을 수행 시
설계비용이 낭비되며 만약 적격성 조사 여부 검토에서 ‘반려’된다면 보상조차도
받지 못하게 됨
∙ 이렇게 소모되는 비용은 차후 다른 사업 추진 시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사업
비용에 존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정부재정지출의 효율성 또한 저해
∙ 또한 기존에 한국도로공사가 연구/설계하고 있는 노선과 민자고속도로 노선
제안이 중복될 경우, 관련 의사결정도구가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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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연구제안으로서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정의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재정고속도로 추진체계와 민자고속도로 추진체계를 통합하여 거시적인 국가기간교통망
수립을 의사결정체계 및 추진절차를 개발하는 필요성 제안
∙ 이는 정부고시도로사업 추진체계와 민자제안도로사업 추진체계를 통합하는
연구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상적인 도로사업 추진체계 수립 연구
∙ 또한 기존의 민자고속도로 추진절차의 근본적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장기
적인 대안으로서 연구 필요(향후 연구제안의 세부내용은 부록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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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 Study for Evaluating Multiple Public-Private-Partnership Highway
Projects
Jun-Ki Kim, Seunghoon Kim, Ho-Jung Kim, Yong-Suk Ko

Key words: Public-Private-Partnership(PPP), PPP Procedure and Institution, PPP Evaluation,
Government Policy Conformity Assessment, Investment Priority Assess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procedures and institutions of
Public-Private-Partnership (PPP) highway projects. The PPP market in highway
constructions has flourished due to growing demands of highway in congested
or highway-inaccessible areas. The institution and procedures of PPP highway
projects in South Korea, however, are not suitable for managing numerous
highway projects. Moreover, we haven’t identified social or environmental issues
within PPP highway projects(public accountability problems) because of a
shortage of democratic planning processes. Therefore, we propose 1) to add the
procedure for government policy conformity assessment before the appraisal
procedure, 2) to add the procedure for investment priority assessment, and 3)
add a public hearing before the contract execution. We expect that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public accountability PPP highway projects and to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the investment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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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PPENDIX

▣ 부록1: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평가 지표 최초안 및 자문의견
부표 1 | 1차 자문회의 및 조치사항(10.14 목)
자문위원

장수은
교수

김현명
교수

박지형
박사

자문내용

조치내용

① 정책적 부합성 지표는 국가정책 부합성 / 경제성
(재무성) / 교통 축으로서의 기능 판단 정도면 될듯 ･ 해당 자문내용을 반영하여 정책적 부합성 지표로
하며 고속국도 기능부합성이 꼭 필요한지는 검토 적용하였음
해볼 것
･ 환경성은 적격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추진가능 여부 판단 지표로 사용되고 있음
② 투자우선순위에 도로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 사회성은 민자의 역할을 고려할 때 지표에 반영
있는 지표의 적용도 필요 (환경성, 사회성 등)
되어야 할 것인가는 더 논의가 필요하며 일부는
포용성 지표에 반영됨
･ 창의성은 국가 정책부합성 지표에서 반영하여
재정노선계획과 중복되더라도 창의적 설계와
① 민자의 목적은 투자 촉진/창의/효율이니 만큼 운영계획으로 계획일정을 앞당겨 실시할수
민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창의성, 경제 있다면 민자로 추진가능할 수 있게 평가(서울활성화 효과)
양주의 예)
･ 경제활성화효과는 적격성조사에서 적용되고
있으므로 중복 적용이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① 적격성 조사를 고려하여 경제적 타당성이나 수요
예측의 적절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 정책적 부합성 판단 절차는 적격성 등에서 평가
하는 노선의 효율성과는 상관없이 거시적인 국가
간선도로 계획의 측면에서 해당 노선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경제성 항목은 제외함

② 민자고속도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성적 평
가항목 필요(창의성)

･ 창의성을 국가정책부합성에서 정성적으로 적용
하여 재정사업 임에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적용(창의적 설계)

③ 중복성의 개념은 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수단
간의 중복은 현 단계에서 제대로 평가가 될지 의문임.
실제로 도로와 철도는 기능 자체가 다르다고도 볼
수 있으며, 또한 모양상 중복이 되더라도 용량이
부족하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음

･ 타 수단간의 중복성 항목을 제외하는 것은 추가
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수도권 교통
정책 중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정책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체계에 포함시키고 AHP 설문
조사 등을 통해 가중치를 산정하여 그 중요성을
평가

④ 설계기준 부합성은 비중을 좀 높일 필요가 있음. ･ 설계기준은 적격성에서 조금 더 중점으로 두고
적격성을 통과한 노선도 실제 사업추진과정에서 평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본 연구 평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음
항목에서 제외함

70

자문위원

자문내용

조치내용

⑤ 국가상위 계획 부합성은 재정고속도로 대비 민자
사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정책적 부합성 평가 항목에서 해당 사업노선이
또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관련해서는 기존계획을
재정계획노선이면 중복으로 고려되지만 창의성 및
재정으로 건설해야 할지 민자로 건설해야 할지에
효율성이 인정되면 민자로 추진 가능하도록
대한 검토도 필요함.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오히려
설계함
재정노선과의 중복성을 필요시 평가항목에 부의
효과로 추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됨
⑥ 평가항목간의 가중치 선정이 중요한 과정이라고
･ 최소 배점부여 방식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판단되며 중요한 평가항목에 대한 최소 배점부여가
부분으로 현 과업에서는 적용이 다소 어려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⑦ 제시된 평가항목 외에 고려하지 못한 많은 요소들이 ･ 지역적 배분 및 제안사의 편중 여부 검토보다는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전 및 사후 검토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하기 위한 정책적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부합성 검토가 필요
･ 사전단계 : 사업규모의 적정성, 제안된 노선간의 ･ 노선의 경합/중복성은 평가위원의 의견을 수렴
중복성, 경합성, 통행료 및 정부보조비율 수준의 하여 중복 여부를 판단하고 정책적부합성 점수의
적정성, 그리고 민자노선으로의 적합성 등을 검토 비교를 통해 최적의 노선부터 적격성조사를 의뢰
･ 사후단계 : 지역적 배분(소권역별 포함), 선정된 하고 의뢰된 노선이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게 되면
노선의 상호연관성(중복, 경합, 보완), 나아가서는 타 중복 노선들은 반려대상이 됨
제안사의 편중 여부 등도 파악, 선정된 노선의 상호 ･ 선정된 노선의 상호연관성은 적격성 조사에서
연관성은 시나리오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음
시나리오 검토를 수행하고 있음
① 창의성과 같은 민자사업 관련 지표 필요

･ 창의성은 국가정책부합성에서 재정노선의 민자
노선화의 조건으로서 적용(창의적 설계)

･ 정책적 부합성 판단 절차는 적격성 등에서 평가
하는 노선의 효율성과는 상관없이 거시적인 국가
② 적격성 조사를 고려한 지표가 필요 (경제성 등)
간선도로 계획의 측면에서 해당 노선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경제성 항목은 제외함
유재광
박사

③ 투자우선순위 지표에 적격성 조사결과를 포함하는 ･ 평가항목에 B/C 및 VFM을 포함하여 투자우선
방법 고려해볼 것 (VFM 및 재무성 분석결과)
순위를 산정
④ 지역낙후도 지수를 정책적 부합여부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

･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지역낙후도 지수
는 정책적 부합성 평가보다는 투자우선순위에
반영함

⑤ 국고보조금은 정부지원요구사항의 적절성으로 판단
할 수 있으며, 환수율 또한 중요

･ 국가 보조금 사업수익률 요금 등은 상호 연관된
지표로 B/C와 함께 투자우선순위 평가항목에서
고려(VFM)

⑥ 사업의 종류(BTO, BTO-a) 에 따라 정부지원의
종류가 다르니 평가시 검토 필요할 듯

반영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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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 2차 자문회의 및 조치사항(10.19 화)
자문위원

자문내용

조치내용

① 사업의 취지상 노선사업 자체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반려의
기준/준거를 찾는 방향으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맞음

손의영
교수

손기민
교수

김형태
박사

② 지표는 ⑴국가계획에 부합 ⑵GTX 와 같은 대중교통 축과의 반영하여 해당 항목을 적용
관계 ⑶지자체 판단 정도면 충분하고 설계기준 적정성과
같은 지표는 필요 없음
③ 정량보다는 정성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대부분의 평가항목을 정성적 평가로 구성
하였음

④ 투자우선순위는 VFM을 주로 활용

B/C값을 대신 항목에 포함

① 도로사업의 종류에서는 재정과 정부고시민자, 민간제안
민자가 있는데 재정사업이 통행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민자사업은 추가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것임
그러므로 재정사업계획에 들어오는 민자라면 재정요금 혹은
이하로 민자를 추진하는 것이 맞음
하지만 기본적인 노선 선택 대안이 없이 민자노선 만 건설
되는 것은 옳지 않음 (예시: 제3연육교)

국가 정책적 부합성 항목에서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판단을 통해 재정노선과의 관계 및
창의성, short cut 으로서 역할 등을 분석
판단할 것임

① 해당 지표들은 대부분 적격성 조사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경쟁/중복노선의 경우 시나리오를 통해 적격성 조사에서
평가하고 있음

-

② 국가의 역할은 재정과 민자사업을 큰 틀에서 정의하고 민자
대상사업 및 항목들을 지정/고시하면 좋을 것 같음

-

③ 국고 보조금, 수익률, 요금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 수평적,
일부 항목을 삭제하고 재조정함
평등적 지표 고려에는 무리가 있음
정책적 부합성 평가 항목에서 해당 사업
④ 민자의 창의성은 국가교통망계획에 없는 사업에 대해 적격성 노선이 재정계획노선이면 중복으로 고려
조사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음
되지만 창의성 및 효율성이 인정되면
민자로 추진 가능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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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2: AHP 전문가 설문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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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신규 민자고속도로 추진절차 연구 세부내용(구상안)
□ 민간 설계회사 및 정부기관이 고속도로 사업노선 제안서를 접수하고 정부(주무관청) +
학계(연구원 등) + 민간건설회사 + 시민단체 +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움을 구성
하여 도로사업 추진
부도 1 | 고속도로사업 컨소시움 구성도(안)

자료: 저자 작성

□ 제안하는 추진절차(안)는 다음과 같음
① 설계회사가 제안한 노선사업를 검토/평가(고속도로사업 컨소시움)
②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정부(재정사업 선택)와 민간건설회사
(민자사업 선택)의 공개 입찰(고속도로사업 컨소시움)
③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여부 결정(전문기관(기재부, PIMAC),
주무관청의 심의위원회, 국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④ 실시협약 및 실시설계 후 실시 계획 승인(설계사+건설회사, 주무관청, 기재부)
⑤ 착공 및 준공(건설회사, 주무관청)

부록 ․ 85

부도 2 | 고속도로사업 추진절차(안)

자료: 저자 작성

□ 제안한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음
∙ 설계사 및 정부기관의 사업노선 제안이 완전 공개가 된 상태에서 경쟁 입찰이
되기 때문에 보안 문제나 중복성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로움
∙ 노선 제안시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의 구분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컨소시움
내에서 입찰 시 정부는 국가정책에 부합하는(국토 균형 발전이나 공공성을
강조하는) 사업을 입찰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고, 건설사는 민자로서
수익성을 보장하는 사업을 입찰하여 추진할 수 있음
∙ 해당 컨소시움에서 입찰이 안된 노선사업의 경우, 재정과 민간 양쪽에게 매력
도가 떨어지는 사업이므로 차후 컨소시움에서 제안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으로 제안될 가능성 감소
□ 단, 현 주무관청(국토교통부)의 편제상 정부재정사업관리부처와 민자사업관리부터가
구분되어있고 한국도로공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추진절차 개선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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