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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시설은 한 국가 또는 지역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의 하나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난 40년 동안에 SOC시설을 확충하기 위하
여 끈임 없이 투자를 했다. 지난 90년대부터 SOC에 대한 실질 투자는 GDP의
8%수준에 달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서도 6%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OECD국가

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지난 40년간 SOC시설 투자 양상을 살펴보면 1990

년대 중반까지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국가경쟁력과 생산성 향
상 차원에서 SOC 시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가 병행되어 이루어지
고 있다.
우리나라의 SOC 시설투자 양상을 보면, 신설 못지 않게 정비 및 사후관리 투
자도 점차 증가하는 등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투자양상의 변화는
SOC 시설투자 방향도 정비 및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설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정책도 효율적으로 정비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인 장치를 마련하고 예산집행방식도 개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
이라 하겠다.
｢SOC시설의 효율적 정비 및 사후관리방안 연구(1)｣는 2개년에 걸쳐서 수행하
는 연구로서 SOC 시설투자양상의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SOC 시설투자정책방
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의 1차 년도 연구이다. 따라서 SOC시설의 정비 및
i

사후관리차원에서 이루어지는 SOC 시설 유지관리투자수요를 전망하고 효율성
을 제고하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2차 년도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
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1차 년도의 연구결과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같이 자본관리차원에

서 SOC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하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는 SOC스톡정보를
파악하고 투자평가지침을 마련하는 등 도입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규투자와 별개로 유지관리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적
으로 SOC 시설의 공급과 유지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정리하여 SOC정비
및 사후관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신규투자와 유지관리
투자를 구분하여 예산제도를 운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2차 연도의 연구를 통해서 제시될 것이다.
비록 1차년도 연구이기 때문에 방향제시에 그쳤지만 SOC 투자정책을 수립하
는데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아직은 미개척지라고 할 수 있는
SOC시설의 유지관리 분야에 대하여 사명감을 갖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김재

영 선임연구위원과 김민철 책임연구원의 노고와 이 연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제공하는 정부부처와 정부투자기관의 SOC시설유지관리 담당자 여러분에게 심
심한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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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도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SOC 시설투자의 비
중이 높은 국가이다. 국가경쟁력제고 차원에서 SOC 시설투자를 본격화하기 시
작한 90년대부터 중반부터 외환위기에 처한 1997년까지 SOC시설에 대한 실질
투자는 GDP의 8%수준에 달하였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도 6%수준을 유지하고 있
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SOC시설은 빠른 속도의 양적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질
적으로도 고도화하고 있다.
교통시설을 예로 들면 1990년대 중반까지는 고속도로나 국도 또는 지방도 등
을 새로이 개설하거나 항만을 신설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이후에는 고속도로나
국도 또는 지방도를 확장하거나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항만도 신항을 건
설하기보다는 기존항구를 확장하거나 확충하고 있다. 2004년에는 고속철도가 운
행을 개시하고 2006년경에는 부산 가덕도 신항이 완공되고 2012년에는 국가기간
고속도로망의 90%이상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SOC 시설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첨단화․고도화하고 있으나 SOC 시

설 정비 및 사후관리의 대부분이 확충이나 확장 등 초기투자와 동일하게 이루어
지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SOC 시설 투자 수준이 대부분 OECD국가보다는 높으
나 투자효과는 낮다는 것이다. 예컨대 매년 SOC 예산의 약 40%이상이 도로부문
에 투자되고 있지만 혼잡으로 인한 기업의 물류비가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는 양
상을 보이고 있으며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질이나 대기의
질은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SOC시설에 대한 투자전략과 방
향을 재검토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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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시설은 도로, 항만, 댐, 치수시설 등이나 또는 건축물이나 기계설비 등으로

초기 건설에 소요되는 투자비용이 큰 내구재로 사용기간이 수십년에서 수백년
에 달하기 때문에 SOC시설 건설이후에 정비와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매
우 크다. SOC시설에 대한 투자규모가 일정수준에 달하면 초기 투자보다 정비 및
사후관리 투자의 증가율이 커지게 된다. 선진국의 경우 SOC시설 투자의 대부분
이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투자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SOC 시설의 유지관리
를 위한 투자가 35%∼45%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개발초기단계에 건설된 SOC 시설 중 상당부분은 사용연수가
많이 경과하였고 SOC 시설에 따라서는 철거하고 새로이 건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SOC시설에 대한 신규투자와 함께 정비 및 사후관리투자에 대한 정부
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하고 SOC 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 투자를 확충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선 1차 년도에는 우리나라의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현황을 조사하여 정리하는 한편 선진국의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효율
적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의 적정수준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연구결과
를 토대로 2차년도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SOC 시설 정비 및 사후
관리의 적정수준을 도출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실태를 분석하여 재원확보 및 효
율적 집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2003년 12월

김재영 선임연구위원

iv

요

약

｢SOC시설의 효율적 정비 및 사후관리방안 연구(1)｣는 2개년에 걸쳐서 수행하
는 SOC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의 1차 년도 연구이다. 1차 년도 연
구에서는 우선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논의점과 문제점 등을 도출
하기 위하여 SOC 투자와 관련된 연구현황과 성과 등을 분석하는 한편 SOC시설
의 범위, 정비 및 사후관리업무의 내용과 특징 등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OECD 국가를 중심으로 SOC시설의 정비와 사후관리 현황 및 실태와 최근의 동

향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향후 SOC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적정 유지관리투자 규모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기초적인 연구를 근거로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의 정책방향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2차 년도 연구

에서는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제1 장 서론
우리나라도 1990년대 후반부터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SOC 시설의 생애주기와 무관
하게 개별사업 단위로만 추진되기 때문에 특정 시설에 편중되거나 중복되어 투
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SOC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규건설과 유지관리 그리고
SOC 시설간에 균형 있게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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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예산회계제도 등을 개선하는 등 새로운 SOC
투자 패러다임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2 장 SOC 투자관련 논점 및 분석방법의 검토
1. 최근의 SOC 투자와 관련된 주요논점
< SOC 투자 대상과 범위 >

기존 SOC관련 연구와 민간투자법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SOC시설 중 토목시
설물을 주로 대상으로 하되 도로, 철도 및 도시철도, 상․하수도, 수리시설, 항만
시설 및 어항시설, 그리고 공항시설 등으로 SOC 자본스톡 추정에 포함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의 정의 >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정의는 법률이나 제도 등에 근거하여 정의

할 수 없으나 이 연구에서는 편의상 SOC 시설의 신설, 정비 및 사후관리 그리고
유지관리투자로 구분하되 정비 및 사후관리는 확장, 대규모 보수 등 신설수준의
정비 및 사후관리와 보수와 소규모 보강 등 유지관리수준의 정비 및 사후관리로
구분하고 신설과 신설수준의 정비 및 사후관리는 신규투자로 유지관리투자의 정
비 및 사후관리와 유지관리는 유지관리투자로 구분하였다.
< 정치․사회․경제구조의 변화와 SOC 시설 수요변화 >
21세기 들어서 정보화․고령화․개방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SOC시설 축적 패

턴이 다시 변화하고 있다. 신규투자보다는 SOC시설의 유지관리에 관심이 높아
vi

지고 있다. 따라서 유지․수선․갱신비용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
며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SOC 투자의 스톡 효과와 플로우 효과 >
SOC시설에 대한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

된다. 첫째는 저량(stock) 효과로서 이미 자본화된 후에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민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는 생산효과이다. 둘째는 유량(flow) 효과로서 자본화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생산물시장에서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노동시장에서 고용
을 창출하는 등의 효과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2.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의 경제적 효과 분석방법 검토
< 분석방법 >
SOC 시설에 대한 정비 및 사후관리의 경제적 효과는 플로우 효과와 스톡 효과

로 구분된다. 플로우 효과를 분석하는 기법으로는, 첫째 케인즈의 지출․소득 접
근법, 즉 소비의 확대에 따른 거시적인 소득승수효과의 분석이 있고, 둘째 산업
연관분석, 즉 중간생산을 고려하여 생산유발효과와 산업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이
며, 셋째 케인즈의 지출․소득 접근법과 산업연관분석을 통합한 산업관연분석․
소비내생화 모형이 있다. 스톡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들로는 최적정비수준에 관
한 이론적 분석방법, 계량경제학적 실증적 분석방법, 그리고 시계열모형에 따른
실증분석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 적용 가능성과 한계 >

우리나라에서도 SOC투자의 플로우 효과는 SOC 시설별로 추계되고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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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이러한 분석방법은 별다른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료상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

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SOC 시설정비 및 사후관리가 신규투자
와 관련되는지 유지관리 투자와 관련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
다.
3. 주요 OECD 국가의 SOC 시설 유지관리 동향 및 추이
SOC시설은 국민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을 지지하는 기반이어서 주요 OECD

국가에서는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SOC 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하는
등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가마다의 지리적․문화적인 차이에 따라서
SOC시설의 정비방향과 방안이 달랐으며 정비의 시기도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국가가 SOC 시설 투자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맞추
어 시설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중장기 시설투자 계획 중 재원조달 방안을 보면,
일정한 수준에 달할 때까지 유지관리를 위한 별개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철도의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서 국가의 일반재정에서 투자를 하고 공항
이나 항만의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활발히 유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3 장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 현황과 실태의 시사점 >

대부분의 SOC 관리 주체는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신규투자 그리고 유
지관리투자 등에 대해 개념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
설문조사결과에서도 SOC시설 관리주체들은 SOC시설 정비를 유지관리와 유사
한 업무로 보고 있으며, 업무 내용이나 범위도 유지관리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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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
도로 정비사업, ○○지구 정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유지관리는 별개로 수
행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내용에 따라 그 성격을 엄격히 구분하기보다 사업규모
에 정비와 유지관리로 구분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SOC시설 관리주체는 투자액을 집계하는데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해서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업비의 대부분을 신규사업비로 집계하

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안전진단 또는 소규모 개보수 비용은 유지관리
비로 집계하고 있다.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사업을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서 신규투자와 유지

관리투자로 구분하여 추진하기보다는 편의상 공사규모나 추진방식만을 고려하
여 수행하기 때문에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한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 문제점의 도출 >

첫째,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유지관리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이미 건설되어 이용하고 있는 SOC 시설의 보수, 보강, 개량사
업 등이 신규건설과 같은 성격이나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SOC 시설의 정비사업은 유지관리를 통한 사업비용 절감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가 없이 수행되고 있으며 때로는 필요이상의 과다한 투자가
이루어져서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신규투자와 유지관
리투자로 구분되어 제도나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개별법이나 시특법, 재
난․재해방지법 등에서 별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처리에서 혼선이 발생
하고 투자가 중복되어 사업비용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를 투자사업으로만 인
식하고 있기 때문에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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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
에 대부분의 SOC 시설 관리주체의 내부조직에서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은
취약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차원에서의 사업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
다.
넷째,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의 근간이 되는 정보라 할 수 있는 내구연수
등에 대한 자료나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SOC 시설의 자산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법도 개발되어 있지 않는 등, 효율적으로 SOC 시설을
정비하고 사후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제4 장 적정 유지관리 투자 규모의 추정
유지관리투자가 감가상각을 지연시키는 효과분석을 토대로 적정유지관리 투
자규모를 추정하였다. 유지관리와 감가상각의 시계열 자료를 구축한 후 패널로
풀링(pooling)하여 추정하였다. 유지관리투자는 총투자 자료에 유지관리 원단위
를 곱하여 얻었고 감가상각율의 시계열 자료는 취득년도별 총자산과 순자산 자
료로부터 구하였다.
구축물은 연평균 7.2%씩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고 교통시설의 연평균 감가상각
율은 8.7%로 구축물보다 높았다. 수리시설물의 연평균 감가상각율은 7.9%로 구
축물보다는 높고 교통시설의 감가상각율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감가상각율의 변화 패턴은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고 90년대 들어서는 꾸준
히 감소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적정 감가상각율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유지관리 투자의 증가분은 교
통시설이 5%p, 수리시설이 1%p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시설과 수리시설에 대
한 현재의 유지관리투자의 평균비중이 각각 9.8%와 19.2%이므로 준 적정유지관
리 투자 수준은 교통시설이 14.8%, 수리시설이 20.2%이다. 그러나 1998년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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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발생한 신규투자, 즉 자산취득을 고려하면 유지관리투자의 적정 증가율
수준은 준적정(quasi-optimal) 투자 증가율 수준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
제5 장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체제의 재정립 방향
1. 기본방향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제도와 법

률을 근간으로 하는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체제를 재정립하고 이를 근간으
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SOC 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검토
하여 신규투자와 유지관리투자를 구분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배분한다는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가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제도와 법률을 개
선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함께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의 기반이 되는 SOC
시설자료와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되어야 한다.
즉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체계의 재정립 방향은 1) 초기건설예산과 유지
관리예산의 구분운용, 2)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관련 제도적 장치의 마련,
3) SOC 시설 정보 수집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정리되며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

여야 하는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2. 중점과제
1) 초기건설예산과 유지관리예산의 구분 운용
(1) SOC 예산 회계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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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예산회계제도는 사업단위로 규모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생애주기 차원에서 유지관리투자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예산집행과정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SOC 시설의 생애
주기를 감안하여 정비 및 사후관리를 신규투자와 유지관리투자로 구분하여 예
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회계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SOC 투자를 초기투자사업과 정비 및
사후관리사업으로 구분하거나 이를 다시 신규사업과 유지관리사업으로 구분하
여 별개의 예산회계제도를 운용하는 것이다.
(2) SOC 시설투자평가 기법의 개선

대부분의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사업은 이미 건설되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현재와 같은 평가기법을 적용할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따라서 SOC 시
설 정비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유지관리투자의 특성을 고려한 투자평가가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평가 기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즉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사업의 경우 확장, 연장, 교체 등 초기투자수
준의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기존의 SOC 시설을 보수,
보강 등 유지관리사업으로 수행했을 경우의 경제성과 비교하도록 하여 과다투자
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도록 한다.
2)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개선
(1) (가칭)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효율화법 제정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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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SOC시설과 관련된 법률과 시설물의안전에관한특별법에서 정하는 유지
관리의 내용과 범위의 차이는 SOC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의 범위와 내용이
SOC시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정비 및 사후관리의 일관

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SOC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
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 법률을 포괄하는 법률로 (가칭) SOC시설 정비 및 사후
관리효율화법의 제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조직의 재구성

대부분의 SOC 시설정비 및 사후관리업무의 실질적인 집행이 유지관리업무담
당부서와 무관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SOC 시설 정비 및 사
후관리가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부서와 유지관리부서를 연계
한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의 부서의 재구성이 요구된
다 하겠다.
3) SOC 시설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보다 효율적인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각 시설물에 대한 내
구연구나 사용연수나 이를 토대로 한 자산가치에 대한 평가를 근간으로 한 생애
주기 기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도 토지정보나 도시정보관리체계 수준
으로 SOC 시설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인구 및 주택센서스 수준으로 SOC 시설을 대상으로 하
는 센서스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근간으로 SOC 시설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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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향후추진 방향
2차 년도에는 1차 년도에 얻어진 결론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으로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2차 년도의 연구에서는
SOC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SOC 시설정비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레조사를 실

시하여 실태와 현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투자와 유지관리투자 간의 상호보완 및 대체관계를 실증모형을 통해서 구체적
으로 파악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보다 실
현성이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OECD 국가를 대상으로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 및 실태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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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T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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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1. 연구의 배경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SOC 시설은 대규모의 자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SOC시설 투자정책은 국민경제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
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성장단계에 따라서 SOC 시설 투자대상이나 투자규모와
내용 등을 달리한다.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성장기반 조성이 중요하
기 때문에 SOC 시설확충을 위한 초기투자의 비중이 높다. 이에 비해서 일정 수
준 SOC시설이 확충된 중진국이상의 국가에서는 확충을 위한 초기 투자보다 이
미 확충이 된 SOC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한 투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
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1).
우리나라도 1990년대 후반부터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투자를 위한 투자
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초기투자가
완료된 SOC 시설에 대해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비 및 사후관리가
1) 일본의 경우 ｢建設市場2010年までの 展望｣이란 보고서에서 更新補修(유지관리부문)을 新規建設과
별개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갱신보수투자가 총건설투자의 약 40%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제1장∙서 론

1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비중도 점차 높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2). 우리나라의
SOC 형성 추이를 감안할 때,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SOC시설 정비 및 사

후관리 투자의 내용이 다양해지고 규모가 커질 것이며 전체 SOC투자에서 점하는 비
중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향후 5∼10년 이후에는 전체 SOC투자의 30∼40%를
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투자의 효율성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SOC시설 투자와 관련된 법률이나 예산회계제도 등은 SOC
시설에 대한 초기투자와 그 이후의 정비 및 사후관리투자에 대한 구분이 없이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재난과 재해 방지 또는 시설물 안전관리
등 특정의 정책목표 달성에 초점이 맞추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SOC시설과 관
련된 개별법 예컨대 도로법, 항만법 등 개별법에 따라서 정비 및 사후관리업무의
내용이 다르고 SOC 시설의 생애주기와 무관하게 단위사업으로 만 추진되기 때
문에 특정시설에 편중되거나 중복되어 투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의 효
율성이 저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향후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투자의 증가에 대응하여 SOC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규건설과 유지관리 그리고 SOC시설들간에 균
형감 있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SOC 시설투자정책
도 현행의 개별법률에 근거한 SOC시설건설정책을 SOC시설의 공급과 관리를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SOC시
설관리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예산회
계제도 등을 개선하는 등 새로운 SOC 투자패러다임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정비’를 정의하는 광의와 협의의 관점간에 균형을 유지하였다. 광의
의 ‘정비’는 SOC시설에 대한 투자 일반을 의미하며 협의로는 유지관리를 의미한
다.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단계에서는 광의의 접근법을 택함으로써 연구자
2)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부문의 경우 투자의 90%이상이 정비차원에서의 우회도
로의 신설, 차로의 확장 등이라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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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입견이나 임의성을 배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투자 수준과 적정 투자수준을
추정하는 단계에서는 ‘정비’의 개념을 협의의 개념, 즉 유지관리로 제한함으로써
계량화와 모형화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고자 했다.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단계에
서는 다시 광의의 접근법을 택함으로써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SOC 투자와 관련된 주요 이슈와 접
근방법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OECD 국가들의 SOC시설에 대한 정비 사례를 살
펴보았다. 제 3장에서는 SOC 투자와 관련된 법률과 통계,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
하여 SOC시설에 대한 정비 현황을 살펴보았다. 조사된 현황 자료를 근거로 우리
나라 SOC시설 정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 4장에서는 적정 유지관리투자 수
준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제 5장에서는 효율적인 SOC시설 정비를 위한 정책방향
을 제시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2. 연구목적
이 연구는 SOC시설 유지관리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비 및 사후관리의
적정 수준을 도출하고 SOC시설 유지관리와 관련된 법률 및 회계 예산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SOC시설 투자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2개년(2003∼2004)에 걸쳐서 수행되며 연도별 연구목적
은 다음과 같다.
2003년에는 SOC시설투자와 관련된 여러 개념과 용어와 경제학적 이론과 모형

등을 검토하고 국내외 SOC시설투자 현황과 실태 그리고 추이 등을 분석하여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의 개념를 정리하고 적정 유지관리 수준을 도출할 수

있는 모형을 정립하는 한편 향후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의 정책적 과제와
기조 등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4년에는 2003년에 정립된 적정 유지관리 수준모형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

여 2010년까지의 적정유지관리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하는 적정유지관리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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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고 국내 및 OECD 국가의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제도적 장치와 이의
운용현황과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적정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
련제도 및 예산회계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3. 연구의 범위
< SOC 시설 >
SOC시설은 다양한 관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직접생산성이 있는 생산

자본에 대비한 개념으로 간접적으로 생산자본의 생산력을 높이는 기능을 갖는
자본으로 보는 시각이다. 둘째는 재화 특성상 인간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재화로
서 공동 소비성, 비배제성과 같은 특성 때문에 시장기구에 의해서 충분한 공급이
어려운 것을 사회간접자본으로 보는 시각이다. 셋째는 단순히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공공부문에 의해서 공급된다는 시각이다.
어떠한 시각에서 보든 SOC 시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협의의 SOC시설이
란 ｢사회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되며 도로, 항
만, 토지개량, 그리고 환경위생시설 등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시설로부터 철도,
전기, 그리고 지하철 등 정부투자기업이 제공하는 시설까지 포함한다. 광의로는
협의의 SOC시설의 기능을 가진 ｢민간시설｣을 포함하여 민간철도, 사립학교, 사
립병원 등을 포함시키거나3) 연성 SOC시설로 GIS등을 포함시키기도 한다4).
이 연구에서는 기존 SOC관련 연구와 도로법, 항만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3) 양지청, ｢사회간접자본 스톡 추계 및 활용에 관한 연구｣, 1994., 통계청, ｢국부통계조사
보고서｣,1997., 김명수, 사회간접자본(SOC)스톡추계연구, 2002등에 정리되어 있음
4) 우리나라의 경우 SOC시설은 협의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나 SOC시설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각각
SOC 시설별로 개별법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SOC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에대한민간투자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법은 SOC투자에 대한 민간참여를 활성화히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SOC시설｣을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 정의하면서 공공투자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도로, 항만 등 토목시설이외에 공연장과 같은 건축물 그리고
GIS와 같은 연성SOC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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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SOC시설에 대한 시각, ｢민투법｣ 등에서의 정의 등을 고려하되 공공성을
감안하여 도로, 철도, 상하수도 수리시설, 항만 및 어항시설, 공항시설을 연구대
상 SOC시설로 하였다.
< 분석기간 및 지역 >

이 연구는 국내외의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2000년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라는 점을 감안하여 분석기간은 가
급적 1960년부터 2000년까지로 하였고 분석지역은 우리나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4. 연구 방법
SOC시설 유지관리주체인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의 담

당 부서를 대상으로 유지관리에 대한 현황과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문헌조
사를 통해서 SOC시설 투자의 추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계
량기법을 통하여 SOC 유지관리의 효과를 추정하고 적정 SOC 유지관리투자 규
모를 도출하였다.

5. 2003년 연구의 내용
1차 년도(2003)에는 SOC 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분

석하고 적정 유기관리투자 수준을 전망하는 한편 SOC 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2003년의 연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OC시설 투자와 관련된 경제학적 이론과 모형을 검토하여 이를 SOC시
설 정비 및 사후관리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둘째, SOC시설 유지 관리와 관련된 국외 실태를 분석하여 정책대상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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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도출하였다.
셋째, 우리나라의 SOC 시설에서 도로, 상하수도 등의 유지관리 현황과 실태를
개략적으로 파악하였다.
넷째, 경제적 내구연수의 유지관리 수준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향후 10년 간의
적정 유지관리투자 수준을 도출하였다.
끝으로 1차 년도 연구성과를 종합하고 향후 SOC 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을 정리하였다.

6. 연구의 구성
제1차 년도의 연구 구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제1장에서는 SOC 시설의 대
상과 SOC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와 신규건설과 유지관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였다. 제2장은 문헌조사를 통해서 SOC 시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와 분석기법 등을 검토하는 한편 이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제3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SOC 시설 유지관리 현황을 개략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제4
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적정 SOC 유지관리투자 규모를 도출하였으며 제5장에서
는 1차 년도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는 한편 시사점과 2차 년도 연구추진 방향 등을
정리하였다. 다음의 <그림-1-1>은 2년 간에 걸친 연구 흐름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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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흐름
SOC 시설 범위의 설정/ SOC 정비 및 사후관리관련 개념의 정립
SOC 투자관련 이론 및
모형 검토(2003)
SOC시설의 신규투자와
유지관리투자 모형화
(2003)

국내외(OECD국가)
현황 및 실태조사
법률 및
제도등
(2004)

정부정책
검토
(2004)

설문조사(2003)

개황
(추이 등)
(2003)

감가상각을
고려한 적정
유지관리투
자 추정모형
정립(2003)

모형의 추정
(2004)
중장기 SOC시설물별
적정유지관리투자규모
전망(2004)

문제점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2004)

적정 유지관리
투자규모추정(2003)

SOC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
정책 방향 도출(2003)
SOC시설의 효율적 정비 및 사후괸리 방안 제시(2004)
SOC정비 및
사후관리 체계의
재정립

예산․회계제도의
개선

SOC시설 유지관리
재원확보

제도 및 법률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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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T E R
SOC투자관련 논점 및 분석방법의 검토

1. 최근의 SOC 투자와 관련된 주요 논점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대부분 국가들은 신규투자를 통해서 SOC 시설을
신설하거나 확충한다. 이 때문에 경제발전 초기단계의 국가들의 SOC투자에서는
신규투자의 비중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한다. 그러나 산업화시대를 지나서 고도
의 부가가치를 추구하는 정보화시대로 접어들고 고령화시대를 거쳐서 고령사회
로 진입하여 경제․사회적 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SOC투자 대상과 투자 범위
및 내용, 그리고 방식 등이 변화하고 투자방식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
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향후 SOC 시설투자 정책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시사하
는 점이 많다. 이를 감안하여 우선 SOC 투자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사항을 정리
하였다.

1) SOC투자 대상과 범위
대부분 표준적인 SOC시설은 ｢시장기구를 통해서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공재적인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5). SOC 시설을 고정자본이나 인공물로
보고 내린 정의이다. 이에 따르면 예컨대 제도, 인적자본, 지식, 자연 등은 SOC
제2장∙SOC투자관련 논점 및 분석방법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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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사회적 공통자본이라는 말이 나
오고 있듯이 SOC 시설보다 SOC로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즉 사회적 공동자본은
자연환경 전반을 나타내는 자연자본, 도시를 구성하는 물리적․공간적 시설을
나타내는 사회적 기반시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자체도 자본으로 볼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다.
이러한 논의아래에서는 SOC시설의 성격과 분류에 관한 관점도 달라질 수 있
다. 첫 번째 분류는 공공개입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비배제성, 공동소
비, 외부성, 비분할성, 공평성 등의 관점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두 번째 분류는
기능과 역할에 착안한 것이다. 많은 경우 국토보존, 산업기반, 생활기반으로 분류
되어 질 수 있다. 세 번째 분류는 사회자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역적 범위에
착안한 것으로 통상, 국제, 국내, 대지역 (예를 들면 대도시권) 소 지역 등으로
분류된다.
이 같이 SOC에 대한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 원인으
로는 정의와 분류가 어떠한 관점으로부터 출발하는가에 따라서 다르다. 예를 들
면 표준적인 정의와 분류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공공투자계획에 한정하고 또
한 이러한 분류는 정부의 개입의 필요성과 민영화의 가능성의 관점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SOC를 어떠한 관점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분류하는가
는 SOC투자정책차원에서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만약 공공개입의 필요성에 따라서 SOC시설을 정
의하고 분류할 경우 국가주도 아래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두 번째 분류인 SOC시설의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추면 시장경쟁체계
를 감안하여 보다 개방적으로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5) 학자와 전문가들도 도로, 항만, 공항, 환경위생, 상하수도, 치산치수, 도시계획, 지하철, 문교시설, 공영
주택, 후생복지시설 등을 SOC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양지청, 사회간접자본론, -이론과 정책 -,
서울프레스, 1994.의 22쪽∼23쪽, 奧野信宏 等著, 社會資本と 經濟發展, - 開發のための 最適戰略 -,名
吉屋大學出版會, 1994.의 3.2章 등 參照

10

<표 2-1> SOC의 속성에 따른 분류6)
공적개입의 근거 공공재적 성격(배제곤란)
배제가능재
財의 제특성
그의 성격 때문에 공급량
기술적으로 이 부족한 재
는 배제가능
배제가능성 또는 수익범 기술적 외부 비 용 체 감 산
서비스
위의 특정이 경제 사회적 업으로 지역
이익 > 개 독점이 생기
공급의
가능
기 쉬운 것
인이익
목적․효과
기본적인 서비스
의 공급
1.국토․생명․
재산의 보호
2.주거환경․
보건위생

경제사회의 활력의
유지, 증진
1.산업진흥․국토
의 균형발전
2.국민의 창조적
활동의 지원등
고차의 서비스
제공

시장성

치산
치수
해안
하수도(우수)
등
일반도로
도시공원
자연공원

응급의
료
보건위생
수 도
하수도(오수) 전기(가정용)
폐기물처리 가스

농도․임도 교 육
관개․배수 등
어장정비
등

무

시장성
공적공
급에 따
른 특정
의 정책
의도의
실현
소

사회복
지
공공임
대주택
우편
연구소
보장정
비
토지조
성

철도
유료도로
공항
항만
전기통신
어항
공업용수도
전기(업무용) 문화
등
사회교
육․체
육등

대

유

최근에는 SOC시설의 정의와 분류를 사회공통자본이라는 관점에서 확장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시장기능을 중시하면서 민간자본 활용 등
보다 혁신적이고 포괄적으로 SOC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
다7). 이러한 논의는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요컨대 보다 효율적으로 SOC시설에 대한 정비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SOC시설을 건설하는 것 뿐만 아니라 SOC와 관련된 제도
6) 이 분류는 각 財가 갖는 다양한 특성․기능 등에서 주된 것을 고려하여 분류를 시도한 것으로 어떤
측면을 중요시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出典,土木學會編, 土木工學 ハンドブク, 제1권, 技報堂
出版,1989年
7) 宇澤弘文,茂木愛一郞編, 社會的 共同資本-コモソズと都市, 東京大學出版社, 1994年이 대표적인 주장
이다.
제2장∙SOC투자관련 논점 및 분석방법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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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투자방식이나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차 년도의 연구에서는 SOC 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유지관리라는 시각에
서 검토하기 때문에 신규투자와 유지관리와 상호보완적이고 대체적인 관련성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을 것이나 제2차 년도 연구에서는 신규 건설과 유지관리를
함께 고려하면서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러한 점
을 감안하여 다음에는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와 신규건설과 유지관리 등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구분을 하였다.

2) 정비, 신규건설, 그리고 유지관리
일반적으로 SOC투자는 SOC시설을 신설하고 확충하는 초기 투자와 SOC 시설
이 건설된 이후의 유지관리 투자로 구분된다. 초기투자는 신규투자이다. SOC 시
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는 초기투자 이후에 이루어지는 유지관리 투자이나 내용
면에서 초기투자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우회도로 건설이나 차로 확장사업 등 또는 항만시설의 전면적 개․보수는 신규
투자라기보다는 유지관리투자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신규투자로 간주하여 집계하고 있다. 유지관리는 SOC
시설의 점검, 보수, 보장 등 소규모 건설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SOC 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와 신규건설과 유지관리는 건설공사의 규모나 내

용 그리고 범위 등을 감안하여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편의에
따른 구분은 SOC투자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으며
SOC 시설투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결

과적으로 SOC 시설투자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초기투자이후에 이루어지는
정비나 사후관리를 규모와 내용과 범위 등을 감안하여 신규건설와 유지관리로
구분하여 SOC 시설투자를 신규투자와 유지관리 투자로 명확히 하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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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정비 및 사후관리의 효과가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이 연구

의 대상인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를 신규건설과 유지관리로 분류하였다8)

<그림 1-2> 정비 및 사후관리의 범위
신설

정비 및 사후관리

유지관리

→
신규투자

신설수준 정비 및 사후관리
(확장, 대규모 보수 등)

→

유지관리수준
정비 및 사후관리
(보수, 소규모 보강 등)

→

유지관리투자

→

3) 정치․사회․경제구조의 변화와 SOC시설 수요변화
SOC시설에 대한 정비 및 사후관리는 국가전체의 경제․사회구조의 전환을 고

려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아래 미래의 SOC시설투자 전략 시
나리오를 탐구하고 있는 추세이다9). 재정사회학적인 접근방식에서는 사회자본
이 경제시스템, 정치시스템, 사회시스템이란 3개의 서브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
다고 생각한다. 사회시스템으로는 가족과 ｢커뮤니티｣ 같은 공동체(Gemeinschaft)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공동체로서 사회시스템이 자연발생적으로 인간과 인간간
의 결합에 의해서 조직화하고 있는데 대해서 정치시스템은 인간과 인간을 강제
8) 현실적으로 SOC투자가 신규튜자와 유지관리투자로 구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SOC 시설투자의 집계도 신규투자와 유지관리투자로 구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SOC
시설 투자는 신규건설과 유지관리로 구분되며 SOC 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는 이를 아우르는 개념
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신규투자와 유지관리는 SOC시설이 건설단계와 건설된 이후 단
계를 고려하여 구분한 것이라면 시설 정비 미 사후관리는 이를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정비 및 사후관리는 SOC시설을 신규건설할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고 SOC 시설
을 유지관리할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어떠한 측면에서 SOC 시설 정비 및 사
후관리를 보는가에 따라서 신규건설로 볼 수 있고 유지관리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SOC 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유지관리라는 시각에서 본 것으로 SOC 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는
SOC 시설 유지관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9) 丹保憲仁, 人口減少下の 社會資本整備, 擴大から縮小への處方箋, 2003年 參照
제2장∙SOC투자관련 논점 및 분석방법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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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으로 결합시키는 사회조직이다.
SOC시설은 경제․정치․사회시스템의 의해서 범위와 내용과 규모 등이 구체

화된 사회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서
SOC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방안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시스템은 탈

산업화 과정을 거쳐서 정보화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정치시스템은 권력의 분권
화, 지방자치제도의 확산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사회시스템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노령화사회로의 진입 등 인구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21세기에 들어서 경제․정치․사회시스템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2020년경에는 모든 시스템이 왕성한 활동기를 거쳐서 정점에 달하고 그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안정화되고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이에 부합
하는 SOC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의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즉 경제․정치․사회시스템의 변화에 대응하여 SOC시설 정비의 새로운 패러다
임을 모색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는 매년 SOC시설을 대상으로 GDP의 10∼20%수준의 투
자를 하여 SOC시설의 축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SOC시설
축적 패턴은 80년대까지는 다목적 댐, 수리시설 등 국토 보존형 SOC 시설과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을 지원하는 SOC 시설의 정비에 치중
하여왔다. 그 후 90년대에 들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도로망을 확충하는 등 경
제성장을 지원하는 생산기반형 SOC 시설의 정비에 중점이 두어졌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 정보화․고령화․개방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SOC시
설 축적 패턴이 다시 변화하고 있다. 신규투자보다는 SOC시설의 유지관리에 더
욱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유지․수선․갱신비용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
다. 결론적으로 정치․사회․경제시스템의 변화추이를 고려하여 이러한 시책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SOC시설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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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고용대책, 지역간 소득분배와 SOC투자
SOC시설을 확충하든 정비하든 사후관리를 하든 간에 SOC시설의 축적은 두

종류의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첫째는 축적되어진 SOC시설이 생산력효과와 생
활환경 향상에 따른 적주성(amenity)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휘하는 스톡효과가
있다. 둘째는 SOC 시설축적을 목표로 하는 공공투자가 직접적으로 생산물 시장
에서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효과 및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창출 효과를 갖는 유량
(flow) 효과이다10)11).

이러한 효과에서 경기․고용대책․지역간 소득배분 등은 SOC시설 정비 및 사
후관리의 유량(flow) 효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공공투자의 단기효
과로서 의미를 갖는다. 단기 경기대책과 고용대책으로서 혹은 지역간 소득 분배
수단으로서 공공투자, 바꾸어 말하면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사업을 추진하
는 것은 첫째, SOC시설정비 및 사후관리는 그 자체로서도 필요한 정책목표가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둘째, 경기대책으로서 고용대
책으로서 그 효과가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사업만큼 큰 지출 분야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SOC투자가 경기․고용대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 수단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SOC예산을 증액시키고 조기 집행
하거나 추경 예산 등을 통해서 SOC 투자를 늘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체 SOC
투자가 실질적으로 증가하기보다는 정부가 경기부양대책으로서 의사 표명하는
효과가 더 컸고12) 가계와 기업의 장래의 기대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컸으며 이러

10) 森地茂, 屋井鐵雄編著, 社會資本の未來, 2003.의 190쪽 참조. 이외에 여러학자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SOC시설재고의 형성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 자세한 논의내용은 다음절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11) SOC시설정비 및 사후관리에 따라서 동시에 2개의 경제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파악하는 경우에 동시에 스톡면에서의 SOC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와 유량(flow) 면에서
의 유효수요관리란 2개의 정책목표를 의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2) 외환위기이후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정부가 경기부양대책으로 SOC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예산
을 편성하고 조기집행을 하도록 하였으나 실질 SOC 건설투자는 1∼2% 감소하였다는 것이 이를 뒷
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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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대형성이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경기․고용대책, 지역간소득재분배 정책의 일환으로 SOC 정비 및 사후관리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경제정책은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사업 추진의 본질적
인 목표를 달성한다는 점에서는 다소 문제점을 갖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13). 경
제정책에 대한 ｢틴버겐｣의 정리에 따르면 ‘독립적인 n개의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
성하기 위해서는 n개의 독립적인 정책수단을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하자면 정책
수단과 정책목표가 독립적인 한에서는 비교우위원칙에 근거하여 바람직한 정책
할당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목표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서로 목표간의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에 두 정책 목표를 모두 달
성할 수 없게 된다. 한 예로 재정적자의 증가를 억제하거나 공공투자부문간의 조
정 등을 이유로 정부의 경제정책기조가 SOC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을 하지 않는
다고 할 경우, SOC 투자를 억제하게 되어 결국 SOC투자의 본질적인 목표인 국
가기반시설의 확충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이는 정책수단으로서 SOC투자를
단기적인 경기대책과 고용대책 또는 지역간 소득재분배 등을 위하여 도입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들 대책으로서 감세나 지
역에 대한 보조금의 증액 등이 더 적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수단의 선택에서는 SOC 시설투자 목표의 독립성을 고려하여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SOC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SOC 투자 그 자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촉진하는 등
경제활동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즉 SOC투자는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
는 경제활동으로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간 소득배분을 촉진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은 변함이 없다.

13) 경기․고용․지역간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투자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는 여러 학자들이 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등과 관련
된 사업을 불안정하게 만들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반대하는 경우도 많았다. 일본의 ｢ 오오노다가오
(大野隆男)는 최근 그의 저서에서 일본의 공공투자의 문제점을 이와같은 관점에서 파악하고 공공투
자를 개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大野隆男, 公共投資改革論, 2000, 新日本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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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의 경제효과 분석방법 검토
1) SOC시설정비 및 사후관리의 경제효과14)
(1) 유량(flow)효과와 저량(stock)효과
SOC시설 정비와 사후관리를 위한 투자는 해당지역과 국가와 국제지역관계에

다양한 경제효과를 초래한다. 이 효과는 ｢유량(flow)｣ 효과와 ｢스톡(stock)｣ 효과
로 정리된다. 즉, 기존의 SOC ｢스톡｣에 새롭게 덧붙여져 SOC 시설이 정비될 때,
SOC시설 정비는 SOC 유량으로 정의되며 기존 SOC스톡에서 감가상각 부분을

감한 것에 이 ｢유량(flow)｣를 합하면 새로운 SOC스톡으로 된다.
유량(flow) 효과는 SOC의 정비 및 사후관리투자가 해당지역 또는 국가경제의
최종수요(final demand)로서의 경제효과로 SOC의 정비 및 사후관리투자 자체의
증가분을 공제한 후 추산한 직접 소득 증가분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음에 그 소
득증가가 근로보수의 증가를 통하여 소비를 확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최종
수요로서 소득을 증가시킨다. 이 것을 합한 액만큼 생산이 유발된다.
한편 스톡 효과는 SOC스톡이 민간기업 등의 생산 활동의 비용절감과 효율화
등을 지원하여 지역과 국가의 소득을 신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SOC 스
톡이 이용되어지는 생활을 지원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소비에 따른 효과가 개선
되어지는 영향도 스톡 효과이고, 그 소비는 지역소득의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된
다. 스톡효과에 관하여 최적정비수준에 관한 이론적 분석, 계량경제학적 실증적
인 분석, 시계열모형에 따른 실증분석 등이 가능하다.

(2) 유량(flow) 효과의 추계
< 분석방법 >

14) 土井正辛/坂下 昇, 交通經濟學, 東洋經濟新報社,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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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flow) 효과는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투자가 최종수요로서 경제에 투
입되어 소득 등에의 미친 영향을 나타낸다. 그리고 투자의 영향은 지역소득만 아
니고 중간재의 생산유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레온티에프｣ 효과라고 부
른다. 다음에 레온티에프 효과에 따는 소득증가가 가계의 소비수요를 유발하고
그것이 최종수요를 확대시키기 때문에 그 확대소비에 대한 생산과 그것에 수반
된 중간재 생산을 포함한 생산유발액을 ｢케인즈｣ 효과라 부른다. 이를 정리한 것
이 다음의 표이다.
<표 2-1> 레온티에프 효과와 케인즈효과
레온티에프 효과
케인즈 효과

소득
최종수요
확대소비(소득효과)

생산유발액
최종수요 + 그의 중간재생산
확대소비 + 그의 중간재 생산

유량(flow)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서는 크게 3가지가 있다. 하나는 케인즈
의 지출․소득 접근방법 즉 소비의 확대에 따른 거시적인 소득승수효과의 분석,
다른 하나는 산업연관분석, 즉 중간생산을 고려하여 받아들인 생산유발효과의
산업부문구조분석이다. 다음에 케인즈의 지출․소득 접근법은 산업연관분석을
통합하여 케닌즈효과와 레온티에프 효과의 양측의 산업부문수조분석을 포함한
산업관연분석․소비내생화 모형이 존재한다.
Y= C+I+G+E-M
Y : 所得
C : 소비지출
I : 투자지출
G : 정부지출
E : 수출
M : 수입

이제 소비지출과 수입만을 고려하면, 소득 증가에 따라서 수요가 새롭게 유발
되어진다고 가정한다. 이에 따라서 각각 아래의 식(1)과 식(2)와 같이 정의한다.
아래에서 바(￣)가 표시된 변수는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본다.
18

C = C + c( 1 - t)Y. ............................( 1)
M = M + m( 1 - t)Y. ...........................( 2)
c : 한계소비성향 ( 소득의 단위증가에따른소비증가 )
m : 한계수입성향 ( 소득의 단위증가에따른수입증가 )
t : 소득세율

식(1)에 식(2), 식(3)을 대입하면 다음식이 얻어진다.
Y=

1
( C + I + G + E - M)..( 3)
1 - ( 1 - t)( c - m)

이때 ( c - m) 은 역내한계소비성향을 나타내고 k =

1
1 - ( 1 - t)( c - m)

을 소득

승수 (multiplier)라 부르고 한계수입성향이 크게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k > 1 로 된
다. 가령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투자만 증가한 경우 요컨대

I→I +ΔI 의

때

지역소득은 SOC 정비 및 사후관리투자 그 자체에 따른 최종수요 ΔI 만큼 증가하
는 것은 아니고

ΔY =

1
ΔI 만큼
1 - ( 1 - t)( c - m)

증가하게 된다.

< 유량(flow) 효과의 추계수치의 예 >

산업연관분석의 소비내생화 모형을 사용하여 교통시설정비의 유량(flow) 효과
를 계측한 예가 다음의 <표-2-2>이다.

<표 2-2> 교통시설정비투자의 유량(flow) 효과의 추정 예

유량(flow) 효과
최종수요
레온티에프효과
(최종수요+중간수요)
종합유발효과
(최종수요+중간수요)
케인즈효과분
종합효과 GDP기여분

교통인프라정비사업
(전국)
10.00억엔

교통인프라정비사업
큐슈(九州)
10.00억엔

18.29억엔

14,27억엔

26.31억엔

17.78억엔

8.02억엔
14.42억엔

3.51억엑
12.47억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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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현실적인 내용의 교통인프라 정비사업에 10억원의 투자에 관해서 1995년
의 일본의 17부분산업부분의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유량(flow)의 효과를 추계
한 예이다. 교통정비의 경우 압도적으로 큰 부분 (예를 들면 90%)이 건설부문이
고 작은 부문, 예를 들면 10%가 관리 등의 공공부문으로 각각 최종수요가 된다고
가정한다. 그 결과 일본 전국의 경우에는 10억원의 사업에 대해서는 약 18.3억원
의 레온티에프 효과와 케인즈 효과를 포함한 종합효과로서는 26.3억원이 유량
(flow) 효과로서 추계되어지고 있다. (단기한계소비성향을 사용). 이것이 고용효

과 등을 만들어내고 표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이 수치 예에서는 특히 직접효과가
큰 건설업부분(9.0억원) 및 간접효과와 소득효과가 큰 제조업부문(5.8억원) 등에
서의 생산유발액이 크다. 이 중 중간재 효과를 제외한 부분 즉 초기투입분과 소
득효과에 따른 소득확대분이란 최종수요만이 GDP의 증가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14.4억원으로 추계되었다.

다음에 이러한 유량(flow) 효과의 분석을 국가차원과 지역차원에서 논의할 때
분석 방법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차이는 없다. 그러나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의 산
업구조의 충실도 혹은 교역상황을 고려할 경우 국가에서의 해외로부터의 수입재
부문․량에 대하여 지역차원에서의 분석에서는 지역대외부터의 이입에의 의존
범위․정도가 당연히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과 생산액의 역외 누손이 많게 된다.
특정지역에 따라서의 국내 타지역부터의 이입은 국가차원에서 고려한 경우 자기
지역내에서의 생산으로서 대게 포함되어 있고 역외 누손액이 적게된다.
따라서 앞의 <표-2-2>에서는 예로서 구주지방의 동년의 13산업부문의 산업연
관표을동일하게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구주지방의 산업연관표와 같은
교통정비사업을 실시한 경우 구주지역으로부터 보아서 역외누손 즉 큐슈지방이
외의 지자체(도도부현)의 분이 크기 때문에 레온티에프 효과와 케인즈효과가 함
께 일본 전국에 비해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큐슈지방에서의 공
공사업의 효과를 과소하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전국에서 추계한 경우에
는 큐슈지방에 따른 역외누손 부분도 수입이외는 평가에 포함된다. 큐슈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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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역내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다양화하는 것으로 역외누손을
방지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 >

우리나라에서도 SOC투자의 유량(flow) 효과는 SOC 시설별로 추계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방법은 별다른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실제
로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료상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15).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SOC 시설정비 및 사후관리가 신규
투자와 관련되는지 유지관리 투자와 관련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기 때문
에 나타나나는 문제도, 이를 해결하면서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SOC 투자를 신규건설투자와 유지관리투자로
구분하여 국민계정이 작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2차 년도 연구
의 분석모형의 추정에서 좀더 자세히 논의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기로 한다.

(3) SOC시설의 정비효과: 사회자본의 최적정비수준
< 스톡효과의 동학적 정식화 >
SOC시설 축적수준이 적절한가, 사회자본이 민간생산에 얼마만큼 공헌하고 있

는가란 SOC시설 스톡효과에 관한 실증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
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은 많지 않으며 최근 들어 SOC 스톡 추계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SOC 시설이 어떠한 개념아래에서 과소한 것인가, 과다한 것인가란 최적
15)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 국가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
리가 신규투자와 유지관리투자로 명확히 구분되어 집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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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스톡효과의 동학적 이론분석을 검토하기로 한다. SOC 시
설투입요소를 포함한 생산함수 F 는 다음과 같이 정식화할 수 있다.
F = F( L t,K t,K gt,t)

여기에서
L t : 노동
K t : 민간자본스톡
K gt : 사회자본스톡

이 때 민간자본 스톡변화 즉 순유량(flow)는 다음식과 같이 주어진다.
K ṫ = I t - δK t

여기에서

K t́ :민간자본변화 ( K t 을 t로 미분한것 )
I t : 민간투자 플로우
δ:감가상각율

한편, 사회자본 스톡 변화, 즉 순 유량(flow) K gt́ 는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민
간자본과 감가상각률 등이 같다고 보아서 다음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K gt́ = I gt - δK gt

다음에 소비 C t 는 사회자본 K gt 에 의해서 얻어지는 대표적인 개인효용
u( C t,K gt,t) 를 동학적으로 최대화하는 문제로 아래의 식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여기에서 개인의 효용은 소비만은 아니고 사회자본의 생활기반기능으로부터
사회자본정비수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한다. 단지, 이용 가능한 총자
본 K Tt 는 민간자본 K t 와 사회자본 K gt 의 합으로서 양자간에는 예를 들면 법인
세제와 공적채권 등 공공사업 자금조달을 통해서 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a t 는 시간할인률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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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 ⌠
⌡ a tu( C t ,K gt,t)dt
0

subject to

T
T
K t ́ = F( L t,K t,K gt,t) -δK t - C t (t기의 자원보존식 )
T

K t = K t + K gt
K t≥0
K gt≥0
C t 와 K gt 와 K t 에 관하여 최대화하는 것에서 ( L t 는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

정), 이 동학적 최적화 문제의 전기간에 걸쳐서 완전한 두 시점간의 문제로 랑그
랑쥬 함수 Lagrangean function L 은 아래와 같이 정식화된다.
∞

T
T́
L=⌠
⌡ [a t u( C t ,K gt,t )dt + π { F( L t,K t,K gt,t) -δK - t - C t - K t } ]dt
0

+ λ( K Tt - K t - K gt )

여기에서 헤밀턴 함수 (Hamiltonian function)를
H ( C t , K t , K gt , t ) = a tu ( C t , K gt , t )
+ π { F( L t , K t , K gt , t ) -δ K Tt - C t ) }

로 정의하면 u 와 F 가 단조증가하기 때문에 최대치원리로부터 이 최대화
문제에 관한 필요충분조건은 단일기간의 제약조건 K Tt = K t+ K gt 를
근거로 헤밀턴 함수 H 를 최대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최대화문제의 필
요충분조건은 다시 단일기간의 아래의 라그랑쥬함수 L 로 정식화할 수
있다.
T

L = H ( C t , K t , K gt , π ) + λ ( K t

- K t - K gt )

위의 헤밀턴 함수의 정의를 대입하면 앞식은 다음 식과 같이 정리된다.
T

T

L = a tu + π( F - δK t - C t ) + λ ( K t

- K t - K gt )

위 식의 一階條件을 구하면
∂L
= at
∂C t

∂u
∂C t

-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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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u
∂F
= at
-π
-λ = 0
∂K gt
∂K gt
∂K gt
∂L
∂F
= π
- λ = 0 이다.
∂K t
∂K t

이것을 정리하면
∂u ∂F
=
∂C t ∂K t

∂u
∂K gt

+

∂u ∂F 가 된다.
∂C t ∂K gt

정리된 위 식의 동학적 최적화문제에 최적해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이 조건
이 임의의 시점에서 성립하고 있다는 것이 필요하다. 즉
ucF K = u Kg + ucF Kg

단지

∂
F( L t , K *t ,
∂K
∂
F Kg =
F(L t , K *t
∂K g
∂
*
*
uc =
u( C t , K gt ,
∂C
∂
*
*
u Kg =
u(C t , K gt
∂K g
FK =

K *gt , t )
, K *gt , t )
t )
, t ) 로 정리된다.

< 정책적 시사점의 해석 >

위의 최종식은 민간자본을 1단위 증가시킬 때의 생산확대가 소비량의 증가에
따른 효용의 배증(좌변)이 사회자본을 1단위 증가시킬 때의 직접적인 효용의 증
가분 (우변 제1항)의 합과 같아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을 변형하면 아래와
같은 식으로 정리된다.
uc (F K - F Kg ) = u Kg 또는
u Kg
F K - F Kg =
≥ 0
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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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식의 최적성의 필요조건으로서 다음이 얻어진다.
F K ≥ F Kg

위 식이 시사하는 바로는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사회자본의 한계생산성보
다 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요컨대 사회자본 K g 가 충분히 정비되어서 F Kg
가 낮아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가령 역으로 F Kg ≥ F K 로 되면 사회자본이 상
대적으로 부족하여 과소정비 상태인 것을 의미한다. 민간자본과 사회자본이 적
절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 사회자본과 민간자본의 최적정비수준
사회자본의 한계생산성 FKg
소비의 한계효용으로 측정한
사회자본의 한계효용 uKg/uC

민간자본의
한 계 생 산성
FK

uKg/uC 사회
자본의 직접적
한계효용

FK

FKg

0

0
*
민간자본량
K

A
사회자본량K
g

위의 <그림-2-1>은 좌로부터 민간자본 스톡을 우로부터 사회자본스톡을 합계
자본량이 일정하게 되도록 각기 도식화 것이고 이들로부터 정비수준의 적성에
관한 직감적인 시사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민간자본, 사회자본 정비도 진행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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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적으로 생산적 증가는 한계 생산성의 감소로 나타난다. 가령 사회자본을 통
해서 한계효용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요컨대 u Kg = 0 )는
F K = F Kg 안 A점이 최적 정비수준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자본의

직접적인 한계효용을 고려한 경우, 최적정비수준의 상태에서 민간자본의 한계생
산성은 사회자본의 한계생산성을 사회자본의 직접적 한계효용(소비효용으로 평
가분 만큼) 상회하여야하고, *가 최적정비수준으로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회
자본은 과소정비의 상태가 된다. 예를 들면 A점의 정비 배분에 대한 경우는 위의
그림의 사선부에 상당하는 경제손실이 확인될 수 있다.

2) SOC시설 스톡 효과와 지역성장
(1) SOC시설 스톡 축적이 없는 성장
다음에 사회자본이 정비되고 있는 지역 혹은 도시에 집적경제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경우 사회자본이 생산량 증가에 어떻게 공헌하는가를 신고전파성장이
론을 응용하여 논의한다. 콥더글라스형 생산함수를 가정하고 사회자본정비의 집
적경제효과를 분석한다.
그전에 우선, 사회자본스톡을 통한 집적효과가 없는 지역의 생산함수의 형태
를 고려하는 것으로 한다. 기업 m 의 생산함수를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q m = Ak am αl βm 0⋏α, α + β = 1
여기에서 q m : 기업 m의 산출량
k m : 기업 m의 자본스톡
l m : 기업 m의 노동량
α : 자본의 생산탄력성
β( = 1 - α) : 노동의 생산탄력성
A : 正의정수

위 식을 변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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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
lm

= A

km
lm

( )

α

그런데 국가전체에 관해서
국가전체의 생산량 Q = ∑ q m
m
국가전체의 자본량 K = ∑ k m
m

국가전체의 노동량 L = ∑ l m
m
다음에 단순화를 위해서 전 기업이 같은 노동생산성, 자본노동비율을 취한다
고 가정하면
qm
lm

Q
L

=

따라서

Q
L

,

= A

km
K
=
lm
L

( KL )

∀m

α

혹은 Q = AK α L 1 - α
식(11)의 양변대수를 취하면
log Q = log A + α log K + ( 1 - α) log L

다음에 양변을 시간 t 로 미분하면,
Q́
Q

= α

Ḱ
Ĺ
+ ( 1 - α)
K
L

여기에서 Q́ , Ḱ , Ĺ 은 각기 Q , K , L 을 t 로 미분한 것으로 증가량을 나타내고
또한 각각을

Q , K , L 로 나누면 증가율을 의미한다.

일차동차 생산함수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K 도 L 도 λ 배하면 다음식과 같
이 Q 도 λ 배란 성장률을 나타낸다. 즉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constant return to
scal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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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Q

= αλ + ( 1 - α)λ = λ

(2) SOC시설 스톡 축적 하의 성장효과
이상의 분석에 사회자본정비에 따른 집적효과를 도입한다. 간편을 위하여 기
업 m 이 조세 등으로부터 그 자본 스톡을 ck m ( 0 ⋏ c ⋏) 에 감소하는 것으
로부터 G 란 수준의 교통자본스톡이 사회자본으로서 정비․유지가 가능한 것을
상정한다. 교통자본스톡 정비로부터 수송비삭감과 효율적인 생산시스템 구축절
약 등이 기대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기업의 생산함수에 도입한다. 거기에서 교
통자본스톡의 기업생산에 대한 탄력성을 γ 로 하고 ( 0⋏γ⋏1) , 정의 정수를
A' 으로 바꾸고 또한 기업의 자본과 노동에 관하여 일차동차를 가정하면,
q m = A' ( ck m ) αl βmG γ

0⋏ α ,β⋏ 1 ,α + β = 1 , 0 ⋏γ⋏1

이것을 변형하면
qm
= A'c α
lm

km
lm

α

( )G

γ

앞 식의 가정을 유지하여 앞과 같이 전개하면,
Q = A'c α K αL 1 - αG γ

양변에 대수를 취하고 시간 t 로 미분하면,
Q́
Q

= α

Ḱ
Ĺ
Ǵ
+ ( 1 - α)
+γ
K
L
G

가 얻어진다. 교통자본스톡의 존재를 위하여 K 도 L 도 G 도 λ 배하면 Q 의
성장률은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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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Q

= αλ + ( 1 - α)λ + γλ = ( 1 + γ)λ ⋎ λ

로 λ 를 상회한다.
즉 사회자본 스톡이란 사회자본정비에 따른 집적경제효과의 발생이 λ 란 사회
자본스톡의 생산탄력성이란 형태로 성장에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탄력성 λ 가 크기에 따라서 생산량성장도 빠를 것으로 된다. 여기에서 가령
사회자본스톡 G 까지 포함하여 1次同次, 즉 α + β + γ = 1 이면 K 도 L 도 G 을
λ 배하여도 Q 의 성장률은 λ 로 남는다. 따라서 기업에 축적되어진 자본의 일부

가 사회자본으로 회전될 때,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이 초래되어지도록 계획할 필
요가 있다. 실제로는 사회자본정비의 재원을 모형화하였기 때문에 사회계정 행
렬(SAM)로부터 사회자본정비의 평가를 상세히 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상의 간단
히 성장모형에서도 사회자본 스톡 정비가 성장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갖는 것이
이해되어진다.
3) SOC시설 스톡 효과의 계량경제학적 추계: 생산함수추계
생산함수를 사용하여 ｢스톡｣효과의 이론모형을 구축하고 그것을 계량경제학
적으로 추계하여 실증분석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Aschauer (1989)은 그의 전형으
로, 생산함수에 있어서 사회자본을 생산투입요소로서 고려하여, 미국에서의 사
회자본이 민간의 생산에 공헌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 같은 경우, 생산
량에 대한 생산요소, 예를 들면 자본과 노동 등의 탄력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 에서는 우선 모형에 따른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또한 콥더그라스형 생산함
수를 사용하여 생산요소의 탄련성의 계측법을 논의한다.
국내총생산(GDP)를 피설명변수로 한 매크로 생산함수모형으로서 민간생산부
문에 관하여 2개의 투입물 요컨대 민간자본스톡과 노동을 고려한다. 그리고 사회
간접자본에 관한 예를 들면 도로자본스톡과 기타의 사회자본스톡을 변수로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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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생산구조를 상정할 수 있다.
Y t = F t ( K t , L t , R t , G t)
Y t : 생산량 ( GDP)
K t : 민간자본스톡
Lt : 노 동
R t : 도로자본스톡
G t : 기타의사회자본스톡
단,t는시간

다음에 더욱더 구체적인 생산함수로서 콥더글라스형 생산함수가 이용되고 있
으나 이 경우 위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α

β

γ

δ

Y t = AK t L t R t G t
A : 정의정수
0≤α,β,γ,δ≤1
α : 민간자본스톡의 생산탄력성
β : 노동의생산탄력성 ( 노동과 민간자본스톡에관하여수확이일정하기때문에
β = 1 - α)
γ : 도로자본스톡의 생산탄력성
δ : 기타사회자본스톡의 생산탄력성

여기에서 생산함수의 양변에 대수를 취하고 시간 t 로 미분하면
Y t́
Yt

= α

예를 들면

R t́
Ḱ
Ĺ
Ǵ 가 된다.
+ ( 1 - α)
+γ
+δ
K
L
Rt
G

dY t
Y t́ =
dt

는 Y t 를 시간 t 로 미분한 증가량을 나타내고 따라서

Y t́
Yt

는 증가율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생산함수를 추계가 가능하면, 예컨대 γ 는 도
로자본스톡의 생산탄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회자본중 특정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평가한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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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톡효과의 시계열분석
(1) VAR모형
사회자본정비의 경제적 효과는 생산함수분석을 비롯한 계량경제학적기법에
따른 추계에 덧붙여져 시계열분석에 의해서도 분석이 가능하다. 다른 변수의 시
계열자료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경제이론에 기초한 계량경제모형의 관계식에 관
해서 계량경제적 추계를 하는 것과 달리 시계열 분석에서는 피설명 변수를 포함
한 잠재적인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예건되어지는 과거의 ( t 기의 추계에 대하여
t - 1 기, t - 2 기 등) 시계열 자료를 정상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추계한

다. 시계열 분석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회자본정비에 따른 장래의 경제효과
를 예측하고 또한 사회자본정비와 기타 매크로 경제변수와 인과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시계열분석으로서 피설명 변수의 변화가 자신의 값에 의해서 설명되
어지는 자기회귀모형(AR모형)을 사용한 분석을 검토하였다. 변수 Y 의 자기회
귀식은

Y t = α +β 1Y t - 1 +β 2Y t - 2 +․․․․+β p Y t - p +ε t

( t = 1,2,․․․․,T)

에서 표시되어진 α,β 1,․․․,β p 는 계수파라메터, ε t 는 교란항을 나타낸다.
자기회귀에 따라서 변수의 이시점간의 영향과 그의 파급의 관계가 명시되어지는
것으로 된다.
상기의 자기회귀모형에 따른 분석은 1변수에 따른 분석이나 기타의 변수에 따
른 영향․파급관계도 포함하여 분석하는 경우는 1변수 자기회귀모형을 다변수
의 자기회귀모형으로 확장하여 모형을 구축하는 것으로 된다. 예를 들면 2개의
변수 Y 및 C 를 도입한 자기회귀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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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t = α Y1Y t - 1 + α Y2Y t - 2 +․․․․+α YpY t - p
+ α C1C t - 1 +α C2C t - 2 +․․․+ α CpC t - p +ε Yt
C t = β Y1Y t - 1 +β Y2Y t - 2 +․․․․+ β YpY t - p
+ β C1C t - 1 + β C2C t - 2 +․․․+β CpC t - p +ε Yt

에서 나타난(정수항이 없는 경우), β Y1․․․․ β Yp , β C1 ,

․․․․

,

β Cp 는

계수의 파라메타이고 ε Yt , ε Ct 는 교란항을 나타낸다. 위 두식에서 각각은 자
기의 변수의 과거의 값만 아니고 이제한편의 변수의 과거의 값을 포함하여 자기
와 기타 두 시점의 변수를 요인으로서 각각의 변수가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보다 많은 변수를 포함시켜서 일반화하면
L

Y t = ∑ A( p)Y t - p +U t
p=1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에서

Y t 는 이번에는 n 차원정상시계열(정상과

정)stationary time series (process)의 벡터, A( p) 는 ( n x n) 의 계수행렬, L 은
모형의 시차차수, U t 는 Y t - 1 , ․․․,Y t - p 와 독립된 n차원 화이트․노이
즈 white noise(평균 0, 분산 일정, 자기상관 0인 확률과정)의 벡터이다. 이것은 다
변량(벡터값)자기회귀모형l(VAR모형)이라 부르고 변수간의 영향, 인과관계, 파
급효과를 분석하는데 도입할 수 있다.
(2) VARX모형
다음에 Y t 가 n차원의 정상시계열이라는 가정을 완화하여 외생변수 X t 에도
의존하여 결정되어지는 모형에도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Y t 를 내생변수
벡터, X t 를 외생변수 벡터로 하면 VAR모형은
L

L

Y t = ∑ A( p)Y t - p + ∑ B( p)X t - p +U t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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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로 확장할 수 있다. 여기에서 A( p),B( p) 는 계수행렬,

U t 는 화이트․노이

즈 벡터이다. 이처럼 외생변수를 포함한 VAR모형을 외생변수부 다변량자기회귀
모형 vector autoregressive model with exogenous variables (VARX모형)으로 부른다.
사회자본을 외생변수 또는 내생변수로서 분석대상부문의 출하액, 민간투자,
취업자, 가격지수 등 기타 변수도 포함시켜서 VAR 또는 VARX모형에 도입하여
추계한 것으로부터 사회자본정비에 따른 유량(flow)과 스톡 전체를 합한 경제효
과와 기타 변수의 변화를 받아들일 때의 각 내생변수에의 효과에 관해서 현재
혹은 장래값을 추계 또는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VAR 또는 VARX모형에 도입하여 추계하는 경우에 주의하여야만 하는 것은

내생변수․외생변수 모두 정상성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많은 경제변수의
시계열자료는 강한 시간추이를 갖고 있고 비정상상태인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
서 대수변수와 계차를 취하여 자료를 가공하는 것에 따라서 정상성을 확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VAR 또는 VARX모형으로 추정된 계수는 한계 생산성과 탄력성의 추계만 아

니고 충격반응함수의 도출에도 사용된다. 충격반응함수에 따라서 내생변수의 오
차 항에서 발생하는 충격과 외생 변수에 의해서 주어지는 충격이 각 내생변수에
각 시점 각각과 파급하여 가는 양상을 수치적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
면 사회자본을 외생 변수로 하고 출하액, 민간투자, 취업자, 가격지수 등을 내생
변수로 한 경우, 사회자본 정비를 충격으로 주어졌을 때 각 내생변수의 영향, 다
음에 이들의 영향이 차기의 각 내생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변수들의 영향이 시간의 추이와 함께 보이는 것이 가능하다.
스톡효과의 시계열 분석은 여러 각도의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Sturm et.al.
(1999)는 VAR모형의 추정을 통해서 교통인프라의 정비는 GDP에 강한 양(+)의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또한 Otto and
Voss(1996)은 VAR모형을 사용하여 단기적으로 사회자본과 민간자본이 상호보완

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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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앞의 SOC 시설투자의 효과분석이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모형을 검토
한 결과 SOC 시설투자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SOC 시설투자의
유량(flow) 분석과 SOC 시설 스톡이 산업이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스톡차
원에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OC 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와 관
련하여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SOC 시설과
관련된 유량(flow) 효과와 스톡 효과의 분석은 SOC 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가
시설물의 안전 및 재난관리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의 생산성을 증대시
키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형에 대한 실증분석은 2차년도 연구에서 시도해 볼 예정
이다.
그러나 이들 모형을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신규투자와 정비 및 사후관리 투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SOC 투자를 대
상으로 하여 다양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SOC시설에 대
한 신규투자와 구분하여 SOC 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 투자의 효과를 별개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SOC 시설에 대한 신규투자와 정비 및 사후관리 투자를 분리
하여 모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차년도에 이 모형 등을 이용하여 SOC 시설
의 정비 및 사후관리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적정한 SOC 시설 정비 및 사후
관리 투자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규투자와 정비 및 사후관리투자
구분하여 모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SOC 시설에 대한 신규투자와 정비 및 사후관리투자가 거시경
제 구조 내에서 어떠한 기제를 갖고 이루어지는가가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하고
신규투자와 정비 및 사후관리투자가 어떠한 관계를 갖는 가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이를 근거로 SOC시설투자와 관련된 통계자료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즉 2차 년도의 연구의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지금까지 살펴본 모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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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SOC 시설정비 및 사후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
록 모형을 재정립하고 실질적으로 분석에 활용하는 것이라 하겠다.

3. 주요 OECD국가의 SOC시설 유지관리 동향 및 추이
SOC시설은 국민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을 지지하는 기반이어서 주요 OECD

국가에서는 경제‧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서 정비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
가마다의 지리적 및 문화적인 차이에 따라서 SOC시설의 정비방향과 방안이 달
랐으며 정비의 시기도 시기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거기에서 주된 SOC시설 정비
의 OECD 주요 국가의 추진실태에 대해 역사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SOC
시설정비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1) SOC 시설투자정책의 변화16)
(1) 미국
< 개황 >
1970년대에 들어서 국가재정압박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SOC 시설 투자부족문

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유지․관리비용도 크게 감소하면서 SOC 시설
의 노후화가 촉발되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 연방의회는 공공사업개선전
국심의회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회자본투자의 대폭적인 증대와 이를 위한 계획
과 관리시스템의 개선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그 후 사회자본을 포함한 자본적 자산의 관리를 강화하게 된 동기는 1992년에
탄생한 클린턴 정권에서의 연방정부전체를 보다 저비용 효율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하나의 행정개혁의 흐름가운데에서 높아졌다. 이 일련의 움직임 중 1997년
16) 建設省建設政策硏究せンタ, 社會資本資産の マネジメント方策に關する硏究, 2000.7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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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예산국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의 자본프로그래밍가이
드 (Capital Programming Guide), 1998년의 회계검사원 (General Accountig
Office(GAO))의 ｢실행/실천 가이드 자본 의사결정에서의 선진적인 실천(Executive
Guide Leading Practices in Capital Decision-Making)｣이란 지침이 수립되고 현재

각 연방기관은 이들의 지침에 근거하여 자본적 자산에 대한 관리기법을 도입하
고 있다.

< 자본프로그래밍 가이드>
정책평가에서의 정부업적성과표(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is Act
(GPRA))에 기초하여 설정된 목표의 효율적․효과적 실현을 위해서는 자원투입

의 의사결정을 목표와 관련지어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OMB에 따라서 전략계획
과 업적계획에 제시된 목표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자본적 자산에 관한 종합적 혹은
통일적 지침으로서 ｢자본프로그래밍가이드｣가 1997년 7월 수립되었다. 이 가이드
는 자산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침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고 자본적 자산이 연방
기관의 전략목표, 목적의 달성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자본적 자산의 관
리 계획, 예산편성, 조달, 사용관리란 4단계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 실행/실천 가이드 자본의사결정에서의 선진적 실천방안 >
연방의 자본취득과 그의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
식하고 ｢자본프로그래밍가이드｣의 수립에 참가한 GAO는 주, 지방정부, 민간섹
터의 자본의 의사결정을 조사하고 그 선진적인 실시예를 기초로 한 자산취득과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의 가이드가 되는 ｢실행/실천 가이드 자본의사결정에서의
선진적 실천 방안｣을 1998년에 수립하였다. 이 가이드는 성공적인 실시 예를 기
초로 자산취득과 관리에 관한 5개의 원칙(Principles)과 12개의 실천방안(Practices)
을 제공하고 상세한 지침보다는 기본적인 실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예는
｢자본프로그래밍가이드｣에 포함된 많은 단계와 절차를 설명하고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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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자본예산조사위원회보고서 (Report of the President's
Commission to study Capital Budgeting) >
대통령자본예산위원회보고서는 1997년3월 대통령령 제13037호에 따라서 설치
되어진 자본예산조사위원회(Commission to Study Capital Budgeting)에 의해서
1999년에 수립되었다. 본 보고에서는 영국, 뉴질랜드 등 외국들과, 주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기업에서의 자본적 관리 (accounting management)란 관점에서 자본예
산프로세스의

각

구성부분을

개선하는

것으로

11개의

사항을

권고

(Recommendations)하였다.

< 각 연방기관에서의 관리 >
위의 법률과 지침에 근거하여 현재, 교통부(DOT), 연방항공청(FAA), 연안경비
대(United States Coast Guard), 국방부(DOD), 에너지부(DOE),항공우주국(NASA),
농무성(USDA),육군공병대(U.S. Army Coros of Engineers) 등에서는 자본적 자산
관리가 도입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실제로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연안경비대에
서의 관리를 소개하고 그리고 DOT와 육군공병대에 의한 프로그램(자본적자산에
의 투자를 포함)에는 자본공급의 의사결정 형태를 소개하였다.

< 정보기술투자에 관하여 >
정보기술(IT)의 급속한 발달로 연방기관에서도 그 투자액이 증가하고 각 연방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불가결한 자본으로 되고 있다. IT도 OMB의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자본적 자산의 하나로서 간주하고 있으며 IT만을 대상으
로 한 지침도 몇 종류 발표되고 있다. 그 지침도 기본적으로는 OMB의 가이드라
인과 같은 것이나 리스크 분석이 강조되어 있는 것 CIO(Chief Information Office)
와의 협의가 기술되어 있는 것이 OMB의 가이드라인과 비교하여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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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미국에서는 종합적 혹은 통일적인 사회자본관리의 가이드라인이 작성되어 있
고 이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현재 각 연방기관에서의 사회자본관리가 실험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들 가이드라인과 각 연방기관의 실시 예는 측정성 증
대를 목표로 하는 것과 함께 시책의 의사결정에의 반영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인다. 금후 IT의 급속한 진전으로부터 기존의 자산의 노후화가 빨라지는 등 관
리는 보다 복잡한 것으로 생각되나 이들의 지침을 정비한 것은 수년전이고 미국
의 자본적 자산관리는 기업회계기법을 사용한 자산관리기법도 도입하여 실천과
논의를 통해서 수정하고 보다 더 완성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2단계
연구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 SOC시설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비 및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활용할
예정이다.

(2) 일본
< 개요 >
일본에서는 1998년부터 당시의 건설성에서는 소관공공사업에 대해서 ｢재평
가시스템｣ 및 비용편익분석을 포함한 종합평가에 의한 ｢신규채택시평가시스템｣
을 도입하고 또한 공공사업의 정책기획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체 실시과정을
총점검하고 당시의 건설성 전체가 일관성을 갖고 다룰 수 있도록 ｢공공사업의
설명책임향상행동지침｣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효과적 혹은 투명성을 수반한
사회자본정비를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오고 있다. 따라서 이
들의 대책은 개개의 사회자본에 관한 평가이고 사회자본전체의 관점에서 종합적
인 사회자본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몇몇 과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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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의 효율적관리를 위한 스톡정보 >
효율적․효과적인 사회자본의 관리를 위해서는 그 사회자본의 생애주기비용
과 내구연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생애주
기비용을 고려한 사회자본정비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며 보다 정확하게 생애
주기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열화의 장래예측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과제를 발
굴하고 있다. 따라서 종래의 사회자본정비는 최근까지 생애주기비용에 대한 인
식이 낮고 자산의 효율적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유지․관리 등의 자료가 축적되
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현행의 일본의 공공회계제도도 사회자본의 효율적․
효과적인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스톡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기업회계(재무회계)적 기법의 도입이 효율적인 사회자본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사회자본관리에 필요한 스톡의 상황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 평가기법의 확립 >
건설성에서는 1996년 6월에 ｢사회자본정비에 관한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통일
적 운용지침(안)｣이 수립되고 1999년3월에 최종판이 확정되었다. 다음에 도로,
하천, 주택정비 등 각 사업마다에 비용편익분석 매뉴얼 등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평가 매뉴얼에는 공평성과 할인율 문제 등이 충분히 정리되어 있다.
또한 절차는 각 부처, 각 분야마다 달리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OMB
Circular No A-94"같은 전부처가 사용할 수 있는 평가기법과 가이드라인은 존재

하지 않는다. 반드시 전부처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아도 SOC 시설
간에 각 부처간에 사업의 우선순위와 적정한 예산배분 등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
가 필요하다.
또한 SOC 시설의 평가에서는 생애주기비용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
나, 일본의 경우 사회자본정비와 관련하여 이제까지 수립되어온 평가 매뉴얼은
생애주기비용을 충분히 검토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장래의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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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상존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LCC 예측기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
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LCC 예측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계적․계량적
기법의 개발과 함께 노후도에 대한 예측의 신뢰성 확보 등 기술면에서의 향상도
필요하다.
일본의 평가 매뉴얼은 개개의 사회자본에 관한 평가에 관해서 언급한 것으로
사회자본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는 미흡하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사
회 자본관리 기법을 정비하기 위해서 평가 매뉴얼의 개선과 함께, 사회자본 전체
의 관점을 고려한 보다 정교한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있다.

< 관리회계(management accounting)적 기법의 도입 >
기업회계 [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ng)] 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함으로써
SOC 스톡의 기초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듯이 관리회계방식도 SOC 스

톡관리에 도움이 된다.
기업회계에 주어진 역할을 구분하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재무회계는 투자자와 채권자 등 기업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일정기간에 걸
쳐서 기업의 경영성적과 일정 시점에서의 재무상태에 관한 요약된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과 뉴질랜드 등에서는 이 기법을 공공회계에 적용
하여 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자산정보를 예산에 연계시키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
자본예산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이 재무회계제도를 적용한 사회자본관리에 관해
서 논의를 하고 있다.
기업회계와 달리 관리회계는 기업내부의 경영자의 의사결정만을 위한 자료를
작성하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무회계가 과거의 회계자료에 따른 과거의
평가인 것에 비해서 관리회계는 과거의 경험과 정보에 근거하여 장래의 ｢리스크
｣와 불확실성을 포함한 ｢미래를 향한 평가정보｣의 제공을 가능케 하는 기법이고
기업활동이 목표달성에 얼마만큼 기여하였는가 등의 합목적성을 평가함과 동시
에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OMB와 GAO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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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면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자본을 어떻게 효율
적․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갈 것인가란 의사결정과정에 관리회계 기법이 도입되
고 있다. 일본에서도 이의 도입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회자본
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시사점 >
선진국에서는 기존 SOC 스톡의 유지․관리․갱신수요가 비약적으로 증가하
여 재정적인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SOC시설의 정비 및 사후
관리에서도 민간투자(PFI)를 비롯한 민간부문의 활용, 사업비용의 절감 등 효율
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사회자본 전체의 기
능과 재정제약이라는 관점에서부터 접근해야 한다. 즉 효율적 의사결정을 지원
하는 사회자본관리시스템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사회 자본관리 시스템은
의사결정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여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
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정책평가의 일환으로서 ｢연방정부전체의 저 비용 혹은 효율
화｣와 ｢GPRA(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is Act)에 근거한 목표의 달성｣이
란 관점에서 사회자본이 중장기적으로 최소의 비용 아래에서 일정한 기능을 갖
고 효율적․효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다양한 방식이 도입되고 있고 종합적 혹은
통일적인 사회자본 관리지침이 수립되고 있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
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지침을 기초로 한 자본적 자산관리가 각 연방정
부에서 도입되기 시작되고 있다. 이들 지침이 정비된 것은 여러 해가 되었고 현
시점에서는 이를 확대 발전시키는 단계이고 완성되어진 사회자본관리를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향후 IT의 급속한 진전으로 기존 자산의 노후화가 빨라지는 등
자본적 자산의 관리가 보다 복잡해지고 있다고 생각되며 미국에서 도입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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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본적 자산관리인 기업회계적 기법은 향후 우리나라의 SOC 시설관리 정책
방향 설정에 참고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사회자본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무회계나 관리회계방식 도입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스톡 정보를 축
적하는 기술과 시스템과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평가수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2) OECD국가의 SOC 정비 추이
(1) 도로
< 개황 >
로마인들은 광활한 영토를 관리하고 군대를 전개하는데 필요하였기 때문에 도
로를 정비하였다, 로마인의 도로는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형태로 건설되었다. 5
세기경에는 영국의 일부도 포함되어 주요한 도로네트웤이 완성된다. 그리고 로
마제국이 멸망하고 중세로 들어서면서 새로운 도로 건설은 이루어지지 않고 지
역간의 교류가 쇠퇴한 지역에서는 폐기되기도 한다.
지역도로는 장거리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주민에 의해서 관리되
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16세기의 영국에서는 시장으로 통하는 교구내의 공도 관
리는 교구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주민의 노력봉사로 보수가 이루어졌
다. 이 노력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은 벌금을 물었으나 경제활동이 활발해 지
는 과정에서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벌금으로 물고 의무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이의 연장선에서 도로건설을 위한 공도세의 징
수와 청부업자에 의한 도로공사가 자연스럽게 일반화되었다.
경제발전에 따라서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이 빈번해지면 통과교통이 도로를 손
상시키게 되었다 이같이 도로의 이용자가 지역주민이외로 폭이 넓어짐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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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관리비용을 주민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이 불합리하게 되었다. 그러한 변
화 가운데 도로의 정비비용을 도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원칙
이 되었고 유로도로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흐름은 1세기의 시차가 있었
지만 미국에서도 나타났다. 유로도로 네트웤은 철도정비로 인하여 쇠퇴하게 되
었으나 이 후의 자동차 시대의 도로 네트워크의 기초가 된다.
절대군주제의 중앙집권국가가 되면서 도로건설은 일대 전환을 겪는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17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서 파리로부터 방사선으로 뻗어 나
가는 간선도로의 정비가 진행되었고 19세기의 나폴레온 시대에는 기동력을 높인
다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현재의 독일도 포함된 지역에 도로정비를 하였다. 이것
도 또한 현대 자동차 시대의 도로 네트웤의 기초가 되었다.

< 도로정비재원의 변천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대와 중세에서는 도로는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것
이고 지역주민 스스로 관리를 담당하였다. 그 후 도로의 이용자가 다양화함에 따
라서 도로의 정비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주류를 이루었다.
근대에 들어서서 도로교통의 주체가 마차로부터 자동차로 바뀌고 국책사업으
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면서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자금을 투입하여
도로를 건설하였다. 그리고 일반재원만으로 도로를 정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국은 자동차에 의한 도로의 이용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부담을 시키
고 이것을 근거로 도로정비를 위한 특정재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용자에
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중량과 엔진 마력 등을 고려하여 취득시점에
과세하는 방법, 연료에 과세하는 방법,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법이 있고 국가에
따라서 국가단독으로 혹은 조합형태로 도로건설재원을 징수하였다.
그 후 정부의 재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도로정비를 위한 특정재원을 일반 재원
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현재까지 도로특정재원제도를 견
지하고 있으나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특정재원의 부분적 혹은 전면적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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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화를 시도하고 있다.
건설되어진 도로 네트웤을 관리하고 고속화 등 고도화하여가는 자동차교통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도로건설재원을 확보하여 갈 필요가 있다. 독
일에서는 이제까지 무료이었던 아우토반을 유료화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으
며 고속화 도로의 유료화 추세는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표 2-2> 도로정비17)의 역사
[영국]
년도

법제도등

1910

도로개량기금설립

1920

도로법의 제정

도로정비의 내용

도로특정재원의 도입

1926

간선도로 건설에 국가개입
의 규정
도로개량기금
700만 도로개량기금의 수입증가
파운드를 일반재원화 가 배경

1936

도로개량기금의 정리 고속자동차망정비의 방침
개시, 간선도로법제정

1937

특정제원제도의 폐지

1949

특수도로법제정

도로정비재원

일반재원
자동차전용도로의
수

정비착

자동차전용도로, 고속
도로정비의 진전, 도로
개량기금의 폐지
간선고속도로, 고속도
1960 로 수준인 간선도로의
사업 계획수립
1970-1 도로정비예산의 실질
980 적 삭감
1955

1980년 도로정비중시로 전환
대
1995

일반재원의 투입증가
교통보조금(TSG)의 도로
건설에 한정 유로도로방식
에 따른 도정비원칙의 부
활
도로특정재원의 폐지

17) 도로의 경우 교통수단의 변화에 따라서 개량하고 개선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가 천차만별
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규모 노선개량이나 확장사업이 있을 수 있으며 소규모 노면 보수사업
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도로정비는 신규건설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포괄적이면서 일
반화된 도로건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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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자동차 관련세수를 연
1955

교통재정법

방도로건설자금에

충

당 도로특정재원의 창
설

채권에

따른

사업비

조달 상환은 특정재원

공공사업회사의 창설

으로부터
1959

도로정비12개년계획수 고속도로 300㎞
립
연방도로 12,000㎞건설

1960

도로건설재정법 제정

1960년 지방재정의 악화
대
1963

특정제정제도의 조정

1966

특정제정제도의 조정

원유세수입을
설목적세화

도로건

원유세 인상분을지방의 도
로 정비등에 충당
원유세수입의 55%를
일반세입에 편입
원유세수입의 50%를
일반세입에 편입하고
일 반 재 원: 특 정 재 원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현
재까지 유지

1970

고속도로 액 4,500㎞완성
도로정비15개년계획수
고속도로15,000㎞를 목표
1971 립
로 정비
자동차세법 개정 소유
단계에
과세
원유세 인상분을 자치체에 주의
1972 자치체교통사정개선법
교부
투입
제정
1980년 환경면에서의 도로정 고속도로 13,000㎞로 축소
대
비15년계획의 조정

도로정비재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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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1988
1989

제4차5개년계획수립
고속도로 10,300㎞
자치체에 대한 보조약 고속도로 약 8600㎞완성
의 상한
원유세법 개정 특정재
원에 상한액

1990년 고속도로유료화 논의
대

동서독일 통일
연방교통계획(BVWP'92)
의 결정

1992
1995

상한액 26억마르크 달
성
유류세인상분은 일반
재원으로

트럭을 대상으로 아우
토반 유료화

[프랑스]
1952

제1차도로정비5개년계 정비대상 7800㎞, 계획투
획 수립
자액 20억프랑

1955

고속도로법 제정

도로는 무료로부터 도로는
원칙무료에의 방침변경

1960까 혼합경제회사(SEM)에
의한 유료도로사업 추
지
진

정부예산재정투융자

1960년 특수회사의 유료도로
부터 사업에의 참가허가

민간자금도입

1960
1971

1982

국가도로망기본계획수 고속도로약3,500㎞
립
일반국도 약15,500㎞정비
국토정비간선도로약 5270
국도망기본계획개정
㎞, 기타일반국도약 19,000
㎞
도로투자특별회계
지

폐

고속도로재원 풀의 창
설

1983
1984
1988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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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lqn 일반재원, 프랑
스 고속도로 기구설치

고속도로 6,520㎞, 고속도
로의 연장 2,260㎞, 국토정
비간선로로 6,830㎞
고속도로 2,800㎞연장
신국도망기본계획수립 고속도로 병용연장 5,300
㎞
고속도로 12,210㎞, 고속도
신국도망주요계획수립 로격 도로 4,410㎞, 국도
21,120㎞
국도망기본계획 개정

각주의 도로정비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조금제도 창 일반재원
설
보조율의 제정
1급의 도로에 60%

1916

연방도로법 제정

1921

연방도로보조법 제정
보조대상으로 하는 도
로의 범위의 확대(도
시내도로, 말단도로도
대상)
주간 고속도로 정비를 6 만 4 , 0 0 0 ㎞ 주 간 고 속 도 로 주간고곡도로 60% 보
위한 법률제정
정비결정
조
자동차관계 제세에 따
도로신탁기금의 설립, 가 른 도로특정재원의 창
도로세입법 제정
소린세, 경유세 신설
설, 1급도로의 연방보
조율 90%

1933
1944
1956
1961

도로세입법의 개정

가소린세, 경유세 인상

1983
1987

유상교통원조법 개정
유상교통원조법 개

가소린세, 경유세 인
5년간 도로정비보조 인상

1992

도로정비보조 인상
종합육상수송효율화법 5년간
National
Highway
의 제정
System 25만㎞정비

[일본]
1918
1919

도로법제정
도로법시행

1952

도로법 개정

도로종류별 개정, 중앙집
권적 방식의 불식

도로정비특별조치법제
정
특정 도로정비사업특
별회계법제정
도로정비비의 재원등
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
제1차 도로정비 5개년
계획의 수립
경유인취세의 창설

유료도로사업제도의 도입 이용자 요금

1953
1954
1956

유료도로사업제도의 지원 재투자금의 도입
휘발유세수입액에 상당하
는 금액을 도로정비에 투 도로 특정재원의 창설
입

지방의 도로정비재원

도 로 정 비 특 별 조 치 법 일반도로공단의 설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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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1958

1961
1964
1966
1967
1968
1970

1971

1973
1978
1983
1987
1988
1993

48

고속자동차국도법제정
국토 개 발 종 관 자 동 차
건설법제정
도로정비긴급조치법제
도로특정재원의 확보
정
도로정비특별회계법제
도로특정재원의 확보
정
2차도로정비5개년계획
수립
3차도로정비5개년계획
수립
4차도로정비5개년계획
수립
1/2국가, 1/2지방 도로
석유가스세 창설
국토개발간선자동차도 고속자동차국도의 7,600㎞ 정비재원
로건설업제정
의 네트워크 확보
제5차도로정비5개년계
획수립
자동차취득세의 창설
지방의 도로재원
6차도도정비5개년계획
수립
1/4 지방의 도로정비
재원, 3/4국가의 일반
자동차중량세 창설
재원, 국가의 일반재원
80%를 국가의 도로정
비재원
7차도도정비5개년계획
수립
8차도도정비5개년계획
수립
9차도도정비5개년계획
수립
간선도로망 1만
4차전국종합개발계획 고규격
국토개발간선자동차도 4,000㎞
고속자동차국도의 네트워
건설법의 일부개정
크를 1만 1,520㎞
10차도도정비5개년계
획수립
11차도도정비5개년계
획수립

(2) 항만
제2차 세계대전 후, 공업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해운수송량이 급증하면서 수작
업으로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화물업무와 수출입업무의 양이 증가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콘테이너와 컴퓨터 등이 해상수송 업무에 사용하였다.
미국 뉴욕의 씨랜드사가 1966년 풀 콘테이너선을 뉴욕 터미날간에 취항시킨
것이 최초였으며 그 이후 각국에서는 큰 부두에 광대한 야드를 설치하면서 현대
식 항만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에 이어서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위하여 IT기술이
도입되었고 수송정보시스템이 함께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표 2-3> 세계의 항만 정비의 역사
해운의 역사

항만정비의 역사

1950년대 : 중화학공업을 기간으로 중화학공업을 기간으로 하는 경제
하는 경제성장발전과 기술혁신의 성장발전과 기술혁신의 시대에 따
시대로부터 해상운송수요의 확대와 라서 선박의 대형화가 진행되고 항
품목의 변화
구의 대형화의 필요성의 증대
선박의 증대와 구성의 변화(탱커의
중량의 변화와 전용선화)
대규모의 공업항의 개발이 진전
1957 : 미국과 프에리토리코 사이에
판아트란틱사(후의 씨랜드사)가 해
운으로 컨테이너 수송을 도입
1966년 씨랜드사가 북대서양항로에
셀방식의 풀컨테이너선을 배선
1960년대 후반 해운국의 상대적 지 컨테이너에 대응하는 항만의 출현
위의 변화와 편의치적의 보급
대형의 전용부두의 정비, 하역의 기
계화등, 수송의 합리화와 효율화의
진전
아시아의 물류증대로 인해 싱카폴,
홍콩등 아시의 대항만이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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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도 고도성장기에 항구와 공장지대를 직결하는 공업항이 점차 건설되
었고 중공업 지역을 지지하는 기반으로서 항만이 계획적으로 정비되었다. 최근
에는 중공업주도형의 산업구조가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변화하고 엔고의 영향등
으로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 대응형 항만정비로 전환하였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1980년대부터 현저한 경제성장으로 아시아의 물류가
증가하였고 컨테이너 부두를 정비한 싱가폴과 홍콩이 컨테이너 취급량에서 세계
의 톱클래스를 차지하였다. 다른 아시아제국에서도 컨테이너의 대형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형 컨테이너 부두의 정비를 추진 중이다.

(3) 공항
< 개황 >
제2차 세계대전 후 민간항공업은 국가의 지원이 없어도 충분히 수익성을 갖게
되었고 또한 DC-6B의 등장으로 나타난 민간항공기의 성능향상으로 대륙간과 대
양에서의 수송혁명을 초래하였다. 이와 함께 각 국의 군용기 비행장이 민간공항
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활주로의 증설과 연장에 병행하여 공항의 확장공사
가 이루어졌다.
또한 1950년대에 들어서면 수송량과 스피드를 배증한 항공기가 등장하여 국내
‧국제항공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이것이 항공수송시대를 이끌어냈다. 또
한 DC8, B707의 등장으로 장거리 국제선이 확충되었고 다음에 1960년대에 들어
서 B727, DC9의 등장으로 중거리노선도 확충되었다. 1970년대에는 대량수송이
가능한 점보제트기가 취항하였다. 이 같은 기기의 제트화‧대형화 및 항공기 이용
객의 현저한 증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국에서는 활주로의 신설‧연장과 공항터
미널의 확장이 계획에 따라 점차적으로 추진되었다. 히드로, 프랑크프루트, 파리오넬리공항 등 유럽국가의 공항에서는 비교적 일찍이 활주로의 증설‧연장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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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하였고 공항터미널을 중심으로 정비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항공기의 소음문제가 세계적인 문제로 되고 1970년경까
지는 대도시의 도시형공항에서는 대규모 확장은 전혀 곤란하고 신공항의 설치와
공항의 확장이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최근의 공항건설에서는 환경문
제와 지역개발을 고려한 지역과 조화를 이룬 공항건설을 추구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유럽제국만 아니고 아시아 각국에서도 대규모 공항의 정비가 계획되고
있다.

① 각국의 공항 정비 현황

공항의 정비관리 주체에 관해서는 각국의 다양한 정비시기와 국가와 자치체의
관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미국에서는
제2차세계대전 중에 대체적으로 공항정비가 완료되었다. 그 뒤의 확장사업의 경
우는 연방의 지원을 얻지 못함에 따라 대부분의 공항은 주정부가, 기타는 공익사
업체가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여 정비를 하였다. 대규모 공항을 제외하고는 연방
으로부터의 지원은 거의 없었다.
영국에서는 1960년대까지는 국가로부터 집중적인 정비가 이루어졌고 그 후의
운영은 지방공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런던주변의 공항에 관해서는 국가 및 공단이
관리하였으나 1987년부터는 영국공항관리회사(BAA)가 인계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기본적인 부분을 설치 관리하는 등 국가가 개입하였으나 파리
주변의 공항에 관해서는 수익성이 있어 파리공항공단이 독립채산 제도를 적용하
여 경영하고 있다. 또한 최근 대규모공항을 건설 중인 아시아 국가에서는 국가의
공적지원을 받는 공단‧공사가 건설하고 있다.
이 같이 공항의 정비‧경영은 국가에 따라서 다양하며 공항정비의 선진국인 구
미 여러 나라의 사례를 보면 정비운영주체에 대한 큰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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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차 대전 중에는 국책으로서 군용기 공항을 건설하였으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그것을 민간항공용으로 전용하면서 집중적으로 정비한 후 지방공공단
체나 공적기업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 후에 확장과 이전에 대해서는 공항운
영주체가 국가의 보조금을 포함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왔다. 최근에는 특히 수익
성이 높은 대도시공항의 운영관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공영기업으로부터
인계를 받은 보다 독립적인 형태의 민간기업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
나고 있다. 최근의 정비중인 대규모 공항도 국가가 관여하면서 민간의 활력을 불
어넣는 형태로 운영 관리하는 경우도 많다.

3)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OECD국가의 SOC 시설 정비의 추이는 향후 우리나라에
서 SOC 시설 투자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우리보다 앞서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OECD국가의 경우 1970년대
에 이미 SOC 시설의 증설 및 확충 등 신규건설을 수반하는 정비가 이루어졌고
1980년대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의 개량 및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정비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도 SOC 시
설스톡의 성능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관리에 상당한 비중이 주어지고 있
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실정과는 다소 시차적인 차이가 있으나 2000년대
부터 우리나라도 주요 OECD국가와 같은 상황으로 서서히 진입할 수 있다는 것
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국가가 SOC 시설의 정비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함께, SOC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별개의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도로의 경우
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일정한 수준에 달할 때까지 정비를 위해 별개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철도의 경우는 이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서 국가의 일
반재정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공항이나 항만의 경우에는 민간자본의 유치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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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차 년도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들 국가와 함께 우리나라와 경제적 수준이

거의 같은 국가를 대상으로 SOC 시설투자의 추이와 정비 및 사후관리 체계 및
조직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분석을 실시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참고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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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H A PT E R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 유지관리를 중심으로 -

1. 개요
SOC 시설의 유지관리는 도로법, 상하수도법 등 개별 SOC 시설과 관련된 법

률에서의 규정과 건설기술관리법이나 건축법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의안전에관한특별법(이후 ‘시특법’) 등 건설관련 법률에서의 규정간
에는 범위 및 내용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로법 제24조에서는 도로의 신
설ㆍ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 등도 도로공사로 간주하고 있다. 시특법 제2조(정
의)에서는 유지관리라 함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
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
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를 때 도로법에서 규정하는 도로
공사의 일부는 시특법에서 규정하는 유지관리에 포함될 수 있다. 개별 SOC 시설
과 관련된 법률과 시특법에서 정하는 유지관리의 내용과 범위의 차이는 유지관
리를 중심으로 SOC 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SOC 시설의 유지관리 범위와 내용이 SOC 시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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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서 유지관리차원에서 SOC 시
설정비 및 사후관리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였다.

2. SOC시설의 유지관리의 개황
1) 도로
도로부문의 유지관리와 관련되어 집계되고 있는 항목으로는 ‘도로보수’가 있
으며 도로보수비는 보수비와 행정지원비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행정지원비는 분
석의 목적에 따라 가감한다.
<표 3-1> 도로부문 유지관리 관련 항목
고속국도
일반국도
보수비

특별․
광역시도
지방도
시 도
군 도

행정지원비

접도구역
관리비
수로원
(인건비)

2) 상수도
상수도 통계 집계 상 유지관리 항목은 세출결산 항목 중에서 찾을 수 있다. 상
수도 세출 항목은 공사비, 유지관리비, 원리금 상환액, 그리고 이월금으로 분류된
다. 이 중에서 공사비는 확장, 개량, 그리고 기타로 구성된다. 확장은 신설․확장
공사에 따라 지출되는 금액을 의미하고 개량은 기존시설의 개량공사에 따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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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기타공사비로는 수탁공사, 기존 시설수리 등으로 지출
되는 금액이 포함된다.
유지관리비는 동력비, 인건비, 약품비, 원수 또는 정수구입비, 수선유지비, 그
리고 기타 항목으로 구성된다. 상수도 세출 항목 상의 유지관리비는 그 구성 내
용에서 보듯이 시설이나 구축물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수선유지
비라는 항목이 있으나 비품, 자재구입비 등을 의미하고 있어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표 3-2> 수도시설 유지관리 관련 항목
주요설비유지보수
전산 및 통신설비 유지보수
사옥 및 사택 유지보수
방호 및 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수선유지비

유지보수비

부대시설 유지보수

환경관리유지보수

여과사 보충
시설물 유지보수
용수전용댐 유지보수
시설물 환경정비
각 사업장 이토제거

공기구비품 등 유지보수
돌발복구비
점검정비비
시설변경
및 개선

3) 하수도18)
하수도 통계 집계 상의 하수도의 유지관리란 개․보수와 준설을 의미한다.
개․보수란 노선변경 없이 이루어지는 하수관거 공사의 일체(개량+보수)이고 준
설은 하수도 시설내에 침적된 토사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총칭한다.
용도별 사업비 구성항목은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그리고 유수지 및 배수펌프
18) 환경부, 하수도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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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 분류되며 각각은 시설비, 개보수비, 운영유지비, 그리고 기타 항목으로 구
성되어 있다. 여기서 시설비는 공공하수도에 대한 신규투자사업비를 의미하고,
개보수비는 개수, 보수공사비 및 준설비용을 의미한다. 운영유지비는 인건비, 약
품비, 슬러지처리비, 전력비, 그리고 운영비를 포함한다.
우리 연구의 관심이 구축물 위주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하수관거에 대한 개보수비만을 하수도 유지관리로 볼 수도 있고 보다 넓은 의미
로는 개보수비와 운영유지비를 합한 전체 비용을 하수도유지관리 비용으로 볼
수도 있다.

4) 하천
하천법에서는 하천유지관리의 개념을 하천부속물이라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이외에도 하천구역내 불법 점용, 홍수시 물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 제거,
수해예방 등을 위한 제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상의 개념을 구체
화하기 위한 하천유지관리의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현재 하천관리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 수자원국 하천
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하천유지관리 관련 업무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요약
된다. 첫째는 홍수 예․경보 등 홍․갈수를 관리하는 업무로써 홍수통제소에서
수행하고, 둘째는 하천의 기능유지를 위한 하천유지보수 업무로써 시․도에서
수행한다. 셋째로는 점․사용허가 등 하천 구역내 행위제한 업무로써 국토관리
청에서 수행한다.
시군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하천유지관리업무의 대부분은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즉 제방정비, 잡초 및 지장목 제거, 하상정비, 불법시설물 정비․철거,
그리고 하천감시원 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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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치산치수
수도관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해 유지보수 및 시설변
경이란 항목으로 집계되고 있다. 주요시설 유지보수비 항목은 실제 구성 내용을
보면 펌프, 정수설비, 배출수 설비, 전기설비, 기계설비 등에 관한 유지보수로 모
두 구축물보다는 관련 설비와 관련된 유지보수 항목이다. 구축물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항목들로는 부대시설 유지보수비와 환경관리유지보수비 정도이다.
시설변경 및 개선 항목은 사업의 성격별로 분류되지 않고 사업단별로 프로젝
트 단위로만 집계가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의 내용들로는 실
시설계, 기본설계, 시스템 구축, 실태조사 등과 같은 용역사업과 시설․설비의 교
체와 개선 공사 등 다양하다.
건설교통부, 수자원국의 업무편람에 의하면 댐유지관리와 댐시설 개선 정비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댐유지관리를 홍수 및 하천유지용수 등 다목적댐의 국가관
리 기능에 대한 댐유지관리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댐시설개선 정비는 기상이
변에 따른 이상홍수 발생에 대비한 댐의 치수능력 증대 등 안전성 제고와 댐의
환경친화적 제정비 및 시설개량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 기반 구축 및 자연친
화적 댐으로 정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유사한 개념으로 기존댐 정비사
업이 있는데 시설물 자체에 대한 유지관리와는 연관이 적어 보인다. 기존댐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득 증대, 복지증진, 그리고 수혜지역과 댐주변지
역간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3. 유지관리 투자 규모
유지관리에 대한 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SOC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통계는 시
설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항목들로 분류․집계 되고 있다. 여기서는 SOC 시설별
투자규모와 유지관리 투자 실적을 토대로 SOC시설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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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추정절차는 2단계이다. 첫째는 SOC시설별로 전체 시설투자에서 유지관리투자
가 차지하는 비중을 도출한다. 도로, 항만, 철도 등 각 분야마다 해당되는 모든
시설을 다 포괄하는 통계가 없으므로 대표적인 통계치를 기반으로 하여 전체 시
설투자 규모대 유지관리 투자의 비율을 구한다. 둘째 단계에서는 실제 시설별 총
투자자료와 유지관리투자 비중을 곱함으로써 유지관리 투자 규모를 추정한다.

1) 도로
2002년 한 해 동안 도로부문 유지보수비는 총 1조7천억원 가량 투입되었으며

이중 96%가 보수비이고 행정지원비는 4% 밖에 되지 않는다. 접도구역관리비와
수로원 인건비를 합한 금액인 행정지원비를 유지관리에 포함시켜도 추정이나 분
석 등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의 도로부문 유지관리투자의 정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도로부문 유지보수
비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그리고 군도를 모두 포
함하므로 그 자체로 도로부문 유지관리투자의 총액이라 볼 수 있다.
<표 3-3> 도로부문 유지관리 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유지보수비
411,697
443,812
518,475
677,220
990,209
1,130,268
1,257,415
1,309,604
1,434,656
1,760,695
1,632,381
1,702,529

자료: 건설교통부, 도로업무편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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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비
383,121
409,779
470,737
635,135
934,340
1,094,726
1,187,320
1,245,442
1,368,143
1,611,714
1,564,277
1,633,733

행정지원비
28,576
34,033
47,738
42,085
55,869
35,542
70,095
64,162
66,513
148,981
68,104
68,796

도로부문 투자액은 건설업통계조사 보고서 상의 세부 공종별 원도급 공사 기
성액 중 도로부문에 해당하는 값들을 합한 값이다. 신규투자와 유지관리투자를
합한 도로부문 전체 투자액 중에서 유지관리투자의 비중은 평균 19.4%이다.
<표 3-4> 도로부문의 건설투자와 유지관리 투자 현황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투자액(A)
2,138,417
3,245,914
3,042,530
2,820,472
3,423,112
4,867,721
6,856,050
9,513,760
9,370,013
8,570,639

유지관리비(B)
411,697
443,812
518,475
677,220
990,209
1,130,268
1,257,415
1,309,604
1,434,656
1,760,695

B/A
19.3
13.7
17.0
24.0
28.9
23.2
18.3
13.8
15.3
20.5

자료: 1. 건설업통계조사보고서, 각호, 2. 건설교통부, 도로업무편람

2) 철도
철도청의 세출결산 자본항목 중 자산증가항목을 보면 철도건설항목이 있다.
철도건설은 내용 상 신설과 개량, 복선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2001년 세출 실
적을 예로 들면, 전체 철도건설은 1조1천억원 가량 이루어졌고 이 중 개량과 복
선화는 각각 1천억원 가량 이루어졌다.
<표 3-5> 철도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2001년 기준)
철도건설(A)
개량(B)
비중(B/A)
복선화
시설유지비
시설유지비
시설유지기본사업비

1,138,293
124,422
10.9%
132,070
1,221,547
1,141,056
80,491

자료: 철도청, 철도통계연보, 세출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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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유지비는 모두 1조2천억원 가량 소요되었으며 이 중 시설유지기본사업비
가 800억원, 순수한 시설유지비가 1조1천억원 가량 소요되었다. 개량을 포함한
총 철도건설 중에서 개량투자의 비중을 철도부문 유지관리 투자의 비중이라고
보고 철도부문 건설투자액에 10.9%를 곱하여 철도부문 전체의 유지관리 투자규
모를 산출하였다. 2000년을 기준으로 철도부문 전체의 총투자는 2조2천억원 가
량이고 이 중 유지관리 투자는 약 2천5백억원이다.
<표 3-6> 철도부문의 건설투자와 유지관리 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투자

유지관리

1991년

249,878

27,313

1992년

589,035

64,385

1993년

872,357

95,354

1994년

763,163

83,418

1995년

789,197

86,264

1996년

987,521

107,942

1997년

1,337,723

146,221

1998년

1,815,871

198,485

1999년

2,356,445

257,573

2000년

2,244,269

245,312

3) 상하수도
앞서 상수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의 정의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상수도시설에
대한 투자와 유지관리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표 3-7>과 같다. 공사비와 설비유지
관리비를 상수도시설에 대한 총공사비로 보고 그 중 시설물 유지관리 투자가 차
지하는 비중을 구해본 결과 평균 2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시설물 유지
관리 투자는 공사비 중 개량비와 기타 항목을 더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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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상수도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신설.확장
523,024
580,270
529,018
639,272
801,091
899,730
1,052,379
953,948

공사비
개량
기타
240,818 145,609
154,152 89,075
208,846 150,323
233,010 198,292
327,678 230,172
386,816 237,810
260,605 144,791
261,715 149,054

소계
909,451
823,497
888,187
1,070,574
1,358,941
1,524,356
1,457,775
1,364,717

설비
시설물 시설물유지
유지관리 유지관리비 관리비중
575,016 386,427
26.0
652,353 243,227
16.5
737,094 359,169
22.1
900,685 431,302
21.9
1,007,227 557,850
23.6
1,087,943 624,626
23.9
1,121,910 405,396
15.7
1,232,277 410,769
15.8

자료: 환경부, 상수도통계, 세출

한편 하수도 시설은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그리고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으로
분류된다. 2001년 현재 하수도 시설비, 즉 신설비는 2조1천억원 가량이 투입되었
고 개․보수비가 약 3천억원, 그리고 운영유지비가 약 3천6백억원 가량 투자되었
다. 하수도시설에 대한 투자의 사업별 비중을 보면, 신규 시설투자비가 약 72%,
개보수비가 약 8%, 운영유지비가 약 10%를 차지한다. 유지관리의 개념을 개보수
와 운영유지를 합한 것으로 본다면 그 비중은 약 18%이다.

<표 3-8> 하수도에 대한 유지관리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시설비
663,975
849,949
937,822
1,310,800
1,080,259
1,400,005
1,775,196
1,789,749
1,813,327
2,124,600
2,112,749

개보수비
87,325
82,224
91,627
97,494
98,422
202,090
241,829
212,704
188,482
288,204
290,424

운영유지비 기타사업비 기타시설
88,465
24,505
105,949
59,012
115,696
58,845
156,695
102,811
189,446
209,858
216,447
71,381
65,828
316,005
129,710 224,345
57,928
268,973 196,158
281,677
186,634 198,679
342,565
135,806 199,977
360,449
125,079 272,537

계
864,270
1,097,134
1,203,990
1,667,800
1,577,985
1,955,751
2,687,085
2,525,512
2,668,799
3,091,152
3,161,238

자료: 환경부, 하수도통계

제3장∙SOC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 현황과 문제점

63

<표 3-9> 하수도에 대한 유지관리투자 현황[비중]
(단위: %)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평균

시설비

개보수비

운영유지비

기타

기타시설

76.8
77.5
77.9
78.6
68.5
71.6
66.1
70.9
67.9
68.7
66.8
71.9

10.1
7.5
7.6
5.8
6.2
10.3
9.0
8.4
7.1
9.3
9.2
8.2

10.2
9.7
9.6
9.4
12.0
11.1
11.8
2.3
10.6
11.1
11.4
9.9

3.6
4.8
10.7
7.0
4.4
4.0
3.1

2.8
5.4
4.9
6.2
13.3
3.4
8.3
7.8
7.4
6.5
8.6
6.8

개보수비
+
운영유지비
20.3
17.2
17.2
15.2
18.2
21.4
20.8
10.7
17.6
20.4
20.6
18.2

4. SOC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주체의 의식분석
1) 조사의 개요
건설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도유지건설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수자
원공사 및 각 지역관리단, 지방자치단체 등 SOC시설관리주체 500곳에 설문을 발
송하여 설문지 200개를 회수했다.
2) 조사 결과
(1)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성격
건설교통부 산하 기관의 SOC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한 견해를 근거로 정비사업
에 대한 성격을 확인해 본 결과 50% 가량은 신규건설투자로 이해하고 있고 50%
가량은 유지관리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
이 각종 법률에서 SOC 시설 정비의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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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SOC 시설 정비에 대한 정부투자기관의 인식
응답

빈도

퍼센트

신규투자

93

46.5

유지관리투자

107

53.5

계

200

100.0

그리고 신규투자도 아니고 사후관리 투자도 아닌 순수하게 정비라고 성격 지
을 수 있는 업무에 대해 물어 본 결과 40% 가량이 일정규모 이상의 유지관리 투
자라고 응답했고 60%는 유지관리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답하고 있어 유지관리
분야 종사자의 대부분은 정비를 신규투자보다는 유지관리 투자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SOC 시설 정비에 대한 주관 부서의 인식
응답

빈도

퍼센트

기존 네트웍을 변화시키지 앟는 모든 형태의 투자
예를 들면,우회도로나 선형개량

5

2.2

일정규모 이상의 유지관리 투자

80

38.6

네트웍을 변화시키지않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4

2.1

유지관리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

118

57.1

계

207

100.0

(2) 유지관리사업 예산 확보
SOC시설정비 및 사후관리사업의 예산확보의 실상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

하여 유지관리사업의 예산을 예산확보의 용이성 때문에 유지관리에 가까운 사업
을 신규사업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95.4%가 아니라고 대답
하였고 4.6%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제3장∙SOC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 현황과 문제점

65

<표 3-12> 신규사업으로 유지관리사업의 발주 여부
응답

빈도

퍼센트

예

10

4.6

아니오

197

95.4

계

207

100.0

(3) 유지관리 투자재원 조달
유지관리 투자 재원조달 비중을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80% 이상을 중앙정부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운영수입이 있는 20%는 운영수입에서
유지관리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3-13> 유지관리투자의 재원조달 비중
구분

빈도

퍼센트

중앙정부예산

160

81.7

운영수입

33

16.9

민간자본

1

0.6

해외자본

0

0

기금

2

0.8

계

196

100

(4) 적용 법률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용하는 법률로는 51.5%가 시특법이고
다음에 23.8%가 재난관리법, 21.5%가 도로법, 하첩법 등 개별 법률이다. 이는 유
지관리업무가 재난관리법이나 도로, 철도 등과 관련된 개별법보다는 안전관리업
무와 관련되어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응답은 대체적으로
SOC 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 업무를 유지관리업무로 간주하고 있지만 유지관

리업무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시특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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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괴리는 향후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신규투자와 유지관리투자 그리고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등의 범위와 내용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구분과 정의가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3-14> 유지관리에 적용하고 있는 주된 법률
응답
시설물안전에관한특별법
재난관리법
도로법, 하천법 등 시설물 단위 개별법
조례 등 지자체 단위의 법
계

빈도
105
49
44
7
205

퍼센트
51.1
23.8
21.5
3.4
100

(5) 유지관리 수준
유지관리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4.7%가 시설물안전에관한특별법에
서 규정하고 있는수준의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는 응답을 하였고 28.8%가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유지관리를 한다는 응답하였으며 20.6%만 기술적인 기준에 맞
추어 예방적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SOC 시설의 물리적 특징에 따라서 최적 수준의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수준의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
이다.
<표 3-15> 유지관리 수준에 대한 응답
응답
무보수
현행
사후관리
예방관리
계

빈도
12
92
59
42
205

퍼센트
5.9
44.7
28.8
2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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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유지관리 수준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53.9%는 적
정하나고 응답하고 있으며 46.1%는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유지관리 수준에 대하여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상당수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SOC 시설 유지관리방안이나 정비 및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표 3-16> 유지관리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응답
응답
예
아니오
계

빈도
110
95
205

퍼센트
53.9
46.1
100.0

(6) SOC 시설 유지관리 투자의 목표
SOC 시설의 유지관리의 목표에 대하여 응답자의 38.5%가 설계수명 이상 장

수명화로 응답하였으며 28.9%가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통한 시설물 이용수요
창출, 15.7%가 일정수준의 시설물 상태 유지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LCC의 최소
화, 설계수명까지 내구연한 유지, 그리고 시설물 붕괴 등 사고의 방지라고 응답
한 경우는 소수이었다.

<표 3-17> SOC 시설 유지관리의 목표
응답
당초의 설계수명까지 시설물의 내구 연한 유지
설계수명 이상으로 장수명화
재난 및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시설물 붕괴 등 사고의 방지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통한 시설물 이용수요 창출
이용요금에 맞는 서비스 제공
시설물의 총수명주기비용(Life Cycle Cost) 최소화
일정수준의 시설물 상태 유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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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7
79
5
16
59
3
3
32
204

퍼센트
3.6
38.5
2.6
7.7
28.9
1.3
1.7
15.7
100.0

(7)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에 대한 인식도
SOC 시설 정비 미 사후관리에 대하여 응답자의 49.6%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대할 것이기 때문에 정비 및 사후관리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42.1%가 고속도로망(7×9) 등 기본적인 네트웍은 구축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의 네트웍 확장보다는 정비 및 유지관리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앞으로 정비 및 사후관리투자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3-18>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인식도
응답

빈도

퍼센트

17

8.3

102

49.6

이상의 네트웍 확장보다는 정비 및 유지관리 수요가 확대될
것임

86

42.1

계

205

100

교통혼잡과 항만시설 부족 등 신규투자 수요가 많으므로
유지관리 투자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므로 SOC시설에 대한
정비 및 사후관리 투자를 늘려야 한다.
고속도로망(7×9) 등 기본적인 네트웍은 구축되어 있으므로 더

(8) 신규투자와 유지관리 투자간의 대체․보완관계에 대한 인식도
신규투자와 유지관리 투자간의 대체․보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지관리
투자를 늘이면 신규투자를 줄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60% 가량이 대체관계가
있다는 쪽으로 응답했고 40%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었다.
<표 3-19> 신규투자와 유지관리 투자간의 대체․보완관계에 대한 인식도
응답
예
아니오
계

빈도
120
85
205

퍼센트
58.6
41.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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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투자를 늘이더라도 신규투자가 줄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묻
는 질문에는 85.7%가 여전히 SOC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표 3-20> 대체․보완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응답
여전히 SOC시설이 부족하여 유지관리투자를 늘이 더라도
신규투자는 계속 확대 되어야 하므로
정비 및 유지관리투자가 새로운 시설물 이용 수요를
창출하므로
정비 및 유지관리 투자와 신규투자의 결정과정이 전혀
별개이므로
계

빈도

퍼센트

176

85.7

22

10.5

8

3.8

206

100

3) 정책적 시사점
대부분의 SOC 관리 주체는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신규투자 그리고 유
지관리투자 등에 대한 개념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SOC
시설관련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업무로서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SOC 시설 정
비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SOC 시설의 유지관리와 거의 동일한 업무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업무 내용이나 범위도 유지관리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신규투자, 그리고 유지관
리투자가 일관성을 갖고 이루어지기 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정비사업, 신규사업
또는 유지관리 사업 등으로 추진되어 필요이상으로 과 투자되거나 필요이하로
과소 투자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SOC 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SOC 시설
의 정비, 사후관리, 신규투자, 그리고 유지관리 등의 개념과 업무범위․내용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조세, 금융제도 둥도 연계하여 개선하여
야 할 필요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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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점 도출
1) 비효율적인 SOC 정비사업의 추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절반이 정비사업을 신규건설로 인식하
고 절반은 유지관리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SOC 정비사업과 신규건설 그리고
유지관리 등에 대한 불명확한 인식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이 다소 혼란스럽게 추
진되고 있으며 때로는 유지관리 수준에서의 정비사업을 충분한 사업을 신규건설
수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되어 성과대비 투자의 효
율성이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기존도로의 개량을 통해서 도로를 정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이 우회도로를 건설하여 도로를 정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두 경우의 경제적 효
과 등에 대해서 비교분석하면 보다 효율적인 도로정비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기존도로 개량과 새로운 우회도로 건설이 동일하게 도로정비사업
으로 규정되어 있고 인식되기 때문에 상호 대안으로서 비교평가하는 절차가 없
이 결정되어 버리게 된다. 요컨대 유지관리로도 정비가 충분함에 불구하고 신규
건설로 정비를 함으로써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어 이 정비사업은 비효율적으로
되는 것이다. 결국 정비사업의 범위와 내용 등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과 인식으로
인하여 효율성이 저하하는 셈이다.
따라서 SOC시설의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정비사업에서
신규건설과 유지관리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비사업 시행 이전
에 이미 건설되어 이용되고 있는 SOC시설은 반드시 유지관리를 통한 예산절감
방안이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SOC시
설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예산회계 제도
도 이에 맞추어 개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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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OC시설 정비와 관련된 제도 및 법률의 미비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가 SOC시설을 건설하고 정비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업무로 시설물 안전 및
재난․재해방지를 위하여 제정된 시특법, 재난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이들은 SOC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특징은 법률에 따라서 동일한 성격의 공
사 예컨대 보수, 보강공사라도 정비사업이 될 수 있고 유지관리사업이 될 수 있
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법률에 따라서 동일한 성격의 공사라도 정비사업이
될 수도 있고 유지관리사업이 될 수 있다.
시특법 제2조에서는 유지관리라 함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
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법, 상하수도법
등에서는 시특법에서는 유지관리로 정의하고 있는 공사를 일반공사의 범주에 포
함시킨 정비공사로 규정하고 있는 등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동일한 내용의 SOC 시설의 정비사업이라도 어떠한 법률을 적
용하는가에 따라서 그의 성격이 달라지고 집행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
하는 것으로 SOC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관리주체에 따라서 유지관리사업으로 간주하여 추진하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도로보수사업을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비가 증가하여 예산확
보가 어렵게 만드는 등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서 사업의 성격에 차이가 나타난다
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3) 취약한 SOC시설 유지관리조직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SOC 시설 정비사업을 신규투자사업으로만 인식하고 추
진하는 경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SOC 시설 정비사업을 유지관리체계와 연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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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
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정비사업을 SOC 시설의 내구연수나 유지관리상태등을
감안하여 유지관리부서와 건설사업관리부서가 협동해서 추진하기 보다는 대체
적으로 건설사업관리부서에서 건설사업이나 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지관리주체의 업무는 위축되고 유지관리 조직은 취약해져
서 SOC 시설정비사업을 생애주기관리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추
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기존 SOC 스톡의 유지․관리․갱신수요가 비약적으로 증가하
여 재정적인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SOC시설의 정비사
업도 민간부문의 활용, 사업비용의 절감 등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보
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SOC 시설의 유지관리라는 관점에서부터 접근하
고 있다. 이러한 접근에 따라서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SOC 시설 유지관리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SOC시설 정비를 투자사업
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조직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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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HA PTER
적정 유지관리투자 규모의 추정

1. 개요
효율적인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SOC
시설의 적정 유지관리투자 규모를 검토하여야 한다. 적정 수준의 유지관리 투자
수준은 다양한 방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단순 금액으로 연간 소요
투자액을 근거로 유지관리투자 규모를 정할 수도 있으며, GDP 대비 비중으로 추
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신규투자와 유지관리 투자간의 대체․보완 관계를 분석
하려면 전체 SOC시설 투자 대비 유지관리 투자의 비중을 제시할 수도 있다.
한편 후생경제학 제1정리에 따르면 왜곡이 없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균형 수준
이 곧 적정 수준이 된다. 여기에서 ‘적정’이란 파레토 최적을 의미한다. 균형은
신규투자의 한계 순편익과 유지관리투자의 한계 순편익이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
된다고 본다. 물론 왜곡이 발생하면 균형점과 최적수준은 일치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신규투자에 비해 유지관리투자가 환경 파괴가 적기 때문에 이를 반영
할 경우 최적 유지관리 투자 수준은 균형수준 보다 높아져야 한다.
단순히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도 신규투자와 유지관리투자의 순편익 함수를 도
출해야 한다. 순편익은 편익에서 비용을 뺀 값이므로 신규투자와 유지관리투자
각각에 대해 편익함수와 비용함수를 추정해야하므로 많은 양의 자료를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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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나 유지관리 투자 규모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임의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 객관적으로 정확한 추정치를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므로 최대한 임의성을
배제할 수 있는 단순한 형태의 적정 유지관리투자 수준을 제시하였다.
이미 도출된 경제적 내용년수를 이용하면 임의적인 가정을 최대한 덜 추가하
면서 적정 수준을 제시할 수 있다. 경제적 내용년수의 도출 과정이 생략되어 있
고, 그 과정 가운데 이미 모종의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엄
밀한 의미의 적정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 내용
년수를 이용한 적정수준을 준 적정(quasi-optimal)수준이라 표현하기로 한다. 이는
경제적 내용연수의 달성이 최적이라는데 이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
이다. 예를 들어 경제적 내용년수보다 설계수명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준적정 유지관리투자 수준을 도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의 유지
관리투자와 감가상각간의 관계로부터 유지관리투자가 유지관리투자를 전혀 하
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얼마나 감가상각을 지연시켰는지를 추정한다. 다음으로
는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시설물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매년 얼마의 감가상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도출한다. 이때 편의상 등비수열을 가정한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하면 유지관리투자를 얼마나 더 늘여야 할지를 알 수 있다.

<그림 4-1> 준적정 유지관리 투자 수준 도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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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OC 시설 유지관리 투자의 규모
적정유지관리 투자 수준을 도출하기 위한 첫 단계로 유지관리투자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유지관리투자의 효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 될 수 있으나 여기서
는 SOC시설자본의 감가상각을 얼마나 지연시켰느냐로 측정하였다.
여기서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SOC시설물의 종류는 교통시설과, 수리시설19)
로 하였다. 국부통계상 경과년수별로 총자산과 순자산 자료는 자산소분류 수준
까지 발표되고 있다. 자산소분류에 의하면 구축물을 교통시설, 발전시설, 수리시
설, 그리고 기타 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발전시설은 구축물보다는 설비위주의 시
설이라는 점과 이용자를 선별할 수 있어 배제성을 갖는 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중요 인프라임에도 1차적인 관심 대상 시설에서는 제외시켰다.

1) 교통부문 유지관리 투자 규모
앞에서 도로와 철도부문의 유지관리 투자 규모를 추정하면서 유지관리 투자
비중 원단위를 도출 한 바 있다. 여기서는 도로와 철도의 유지관리 투자 비중 원
단위를 평균한 값을 교통부문 유지관리 투자 원단위로 보고 교통부문 유지관리
투자 수준을 추정하였다.
1991년에서 2000년까지 투입된 교통부문 유지관리 투자는 교통부문 총투자의

평균 9.8%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현재 교통부문 유지관리 투자 규모는 약
1조 1천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19) 별도의 설명이 없으면, ‘수리치수 및 급수 시설’ 전체를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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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교통부문 총투자와 유지관리 투자 규모
(단위: 백만원, %)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교통투자
2,388,295
3,834,949
3,914,887
3,583,635
4,212,309
5,855,242
8,193,773
11,329,631
11,726,458
10,814,908

유지관리비중
9.7
6.9
8.6
12.1
14.5
11.7
9.2
6.9
7.7
10.3

유지관리투자
231,208
264,271
335,706
432,190
611,553
682,984
755,856
785,975
904,136
1,116,782

2) 수리시설
치수부분의 유지관리 투자비율이 상하수도에 비해 크게 작아 수리시설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 투자 규모 추정치를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상수도 부문과 하수도
부문의 유지관리 투자 비중을 평균한 값을 전체 수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투자
비중으로 보았다. 수리시설에 대한 총투자 중 유지관리투자의 평균비중은 19.2%
이다.
<표 4-2> 수리시설에 대한 총투자와 유지관리 투자
(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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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시설투자

평균비중

유지관리

1992년

996,888

21.6

215,242

1993년

628,034

16.9

105,824

1994년

600,760

18.7

112,161

1995년

798,641

20.1

160,216

1996년

1,460,889

22.5

328,528

1997년

1,332,555

22.3

297,631

1998년

1,572,075

13.2

207,757

1999년

2,666,986

16.7

445,840

2000년

2,142,610

20.5

440,245

3. SOC 시설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
유지관리투자가 감가상각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첫 단계로 교통시설
과 수리시설에 대해 유지관리투자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여기서는 SOC시설의
내용연수별 분포를 토대로 매년 발생한 감가상각을 추정하고자 한다.
<표 4-3> 구축물의 취득년도별 자산가치와 감가상각율
(단위: 십억원)
취득년도
77 ~ 81년

82 ~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취득년도
(대표값)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총자산액

순자산액

5,719

1,654

7,298

3,139

2,225
1,395
1,394
6,349
1,557
1,774
2,395
2,467
2,222
2,115
3,126

898
712
739
3,598
976
1,188
1,796
1,984
1,944
1,972
3,118

감가상각율

경과년수

0.072
0.067
0.072
0.072
0.072
0.072
0.063
0.072
0.072
0.087
0.072
0.076
0.078
0.075
0.077
0.069
0.070
0.065
0.068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0

일반적으로 자본스톡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감가상각율은 추정되기도 한다. 다
항식기준년도 접속법과 같은 방식을 이용할 경우 감가상각율은 고차방정식의 해
로부터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시설물의 내용연수별 총자산과 순자산액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년도의 감가상각율을 추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매년 투자된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감가상각을 지연시켰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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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다항식기준년도 접속법에 의해 도출된 감가상각율은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다항식기준년도 접속법에서는 국부조사 통계시점 사이
의 모든 기간동안에 동일한 감가상각율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때에 따라
서는 음(-)의 값을 갖는 경우도 있다.
감가상각율을 추정하는 방식은 간단하다. 취득 후 매년 일정비율로 감가상각
이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등비수열의 등비를 구하고 1에서 등비값을 빼면 감
가상각율을 구할 수 있다. 경과년수는 97년을 기점으로 하였다. 총자산액과 순자
산액 모두 97년도의 가격으로 평가되었으므로 물가상승율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
아도 된다.

δ = 1 -

(

순자산
총자산

)

1
경과년수

82년부터 86년까지의 자료와 같이 취득년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서 일정

기간 동안 취득한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만 총자산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표년도에 대해서는 등비수열 방식으로 감가상각율을 구하고
이외의 년도에 대해서는 평균 감가상각율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감가상각율을
구해 본 결과 구축물은 연평균 7.2%씩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2> 구축물의 연도별 감가상각율
0 .0 9 0
0 .0 8 5
0 .0 8 0
0 .0 7 5
0 .0 7 0
0 .0 6 5
0 .0 6 0
0 .0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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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95년

94년

93년

92년

91년

90년

89년

88년

87년

86년

85년

84년

83년

82년

81년

80년

79년

78년

77년

76년

75년

0 .0 5 0

구축물의 연도별 감가상각율을 구했던 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교통시설과 수리
시설에 대한 연도별 감가상각율을 구할 수 있다. 교통시설의 연평균 감가상각율
은 8.7%로 구축물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교통시설물의 취득년도별 자산가치와 감가상각율
(단위: 십억원)
취득년
(대표값)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취득년도
77 ~ 81년

82 ~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총자산액

순자산액

경과년수

감가상각율

687

174

671

255

177
266
171
338
177
139
356
289
347
318
1,400

81
122
78
138
97
82
248
215
299
292
1,400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0

0.073
0.087
0.087
0.087
0.087
0.072
0.087
0.087
0.075
0.083
0.093
0.120
0.096
0.100
0.086
0.094
0.073
0.083

<그림 4-3> 교통시설물의 연도별 감가상각율
0 .1 3 0
0 .1 2 0
0 .1 1 0
0 .1 0 0
0 .0 9 0
0 .0 8 0
0 .0 7 0

96년

95년

94년

93년

92년

91년

90년

89년

88년

87년

86년

85년

84년

83년

82년

81년

80년

79년

78년

77년

76년

75년

0 .0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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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리시설물의 연평균 감가상각율은 7.9%로 구축물보다는 높고 교통시설
의 감가상각율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표 4-5> 수리시설물의 취득년도별 자산가치와 감가상각율
(단위: 십억원)
취득년
(대표값)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취득년도
77 ~ 81년

82 ~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총자산액

순자산액

경과년수

감가상각율

3,929

1,093

4,792

2,030

1,249
683
763
2,155
911
1,302
1,539
1,223
1,356
1,199
1,015

399
328
378
891
555
869
1,158
983
1,188
1,120
1,012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0

0.069
0.079
0.079
0.079
0.079
0.064
0.079
0.079
0.108
0.078
0.084
0.118
0.079
0.078
0.069
0.070
0.064
0.066

<그림 4-4> 수리시설물의 연도별 감가상각율
0 .1 2 0

0 .1 1 0

0 .1 0 0

0 .0 9 0

0 .0 8 0

0 .0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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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95년

94년

93년

92년

91년

90년

89년

88년

87년

86년

85년

84년

83년

82년

81년

80년

79년

78년

77년

76년

75년

0 .0 6 0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감가상각율의 변화 패턴은 구축물이나 교통시설과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고 90년대 들어서는 꾸준히 감소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4. SOC 시설 유지관리 투자의 효과
1) 개요
유지관리투자가 감가상각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앞에서 구한
교통시설과 수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투자규모와 감가상각을 패널자료로 구축
한 후 회귀분석하였다. 추정결과 건설투자를 1% 늘이면 감가상각율이 4%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가상각율 증가율 = 0.13 (11.52)

3.9*유지관리투자 증가율 - 0.027*시설더미
(2.69)
(5.2)

여기서 시설더미는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1’을 수리시설에 대해서는 ‘2’가 들어
간 변수이며 괄호안의 값은 t값의 절대치이다.

2) 준적정(quasi-optimal) 유지관리 투자
미국의 경우 자본에 대한 감가상각율은 0.025, 즉 2.5%로 보고 있다. 이 값은
실물경기 변동론자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값이다. 우리나라 구축물의 연평균
감가 상각율이 7.2%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전체 자본스톡의 감가상각율
에 비해 2.88배나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감가상각율이 높다고 하여 미국과 유사
한 수준까지 낮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
기 때문이다. 선진국과 단순 비교하지 않고 적정 유지관리 투자 수준을 도출하기
위해서 통계청에서 기 추정하여 제시한 경제적 내용연수와 잔존수명을 활용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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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제시하고 있는 시설물의 평균 내용연수는 구축물이 34년 교통시설이
26년, 그리고 수리시설이 34년이다. 경과연수는 수리시설이 19년으로 가장 길고

발전 및 송배전 시설이 6년으로 가장 짧다. 잔여수명은 구축물이 21년, 교통시설
이 15년, 그리고 수리시설이 15년이다.
<표 4-6> 시설물의 내용연수 및 경과연수
(단위: 년)
평균내용년수

평균경과년수

평균잔여내용년수

구축물

34

13

21.4

- 교통시설

26

11

15.1

- 발전및송배전시설

34

6

27.5

- 수리치수및급수시설

34

19

14.6

- 기타시설

38

14

24.4

자료: 통계청, 국부통계

여기서 제시된 경과연수와 잔여연수는 마지막 국부통계자료의 시점인 1997년
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준 적정 유지관리 투자 수준은 1998년부터 잔여수명까
지에 걸쳐 도출된다. 그리고 두 가지의 가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 가정은 새로운
자산 취득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잔여수명까지 매년 동일하게
감가상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가정은 향후 국부통계가 갱신됨에 따라
완화시킬 수 있고, 두 번째 가정은 SOC 자본스톡 추계 시 영구재고법이 도입되
고 그 과정에서 시설물의 종류별로 수명주기에 따른 감가상각의 패턴을 식별함
으로써 완화해 갈 수 있을 것이다.
1997년 이후 새로운 자산취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첫 번째 가정으로 인해 여

기서 도출하게 될 준적정 유지관리 투자 수준과 앞서 추정을 통해 구한 실제 투
자수준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대신 1997년에 수립할 수 있는 향후의 적정 유
지관리 목표 수준이라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현재 자산가치의 30%를 유지하는 동안을 내용연수라고 보면, 구축물은 연
5.6%, 교통시설과 수리시설은 연 7.7%씩 감가상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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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적정 감가상각율과 유지관리투자 증가율
(단위: %)
적정
준적정
기존
감가상각 ln(기존/적정) 유지관리투자
감가상각율
율
증가율(%p)

현재의
유지관리

준적정
유지관리

교통시설

8.7

7.7

0.125

5

투자 비중
9.8

투자수준
14.8

수리시설

7.9

7.7

0.023

1

19.2

20.2

적정 감가상각율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유지관리 투자의 증가분은 교
통시설이 5%p, 수리시설이 1%p인 것으로 타나났다. 1998년 이후에 실제로 발생
한 신규투자, 즉 자산취득을 고려하면 유지관리투자의 적정 증가율 수준은 준적
정 투자 증가율 수준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 교통시설과 수리시설에 대한 현재의
유지관리투자의 평균비중이 각각 9.8%와 19.2%이므로 준적 정유지관리 투자 수
준은 교통시설이 14.8%, 수리시설이 20.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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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 H A PT E R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체계의 재정립 방향

1. 기본방향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제도와 법

률을 근간으로 하는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체제를 재정립하고 이를 근간으
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SOC 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검토
하여 신규투자와 유지관리투자를 구분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배분한다는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가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제도와 법률을 개
선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함께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의 기반이 되는 SOC
시설자료와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되어야 한다.
즉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체계의 재정립 방향은 1) 초기건설예산과 유지
관리예산의 구분운용, 2)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관련 제도적 장치의 마련,
3) SOC 시설 정보 수집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정리되며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

여야 하는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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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과제
1) 초기건설예산과 유지관리예산의 구분 운용
(1) SOC 예산 회계제도의 개선
SOC 시설과 같이 종류가 다양하고 내구연수가 긴 경우에는 동일한 시설에 대
하여 다양한 형태의 투자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즉 SOC 시설의 생애주
기 동안에 초기투자사업, 확장 및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 개선․개량 등을 위한
사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예산회계제도는 사업단위로 규모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적용되
고 있다. 즉 동일 시설물에 대한 사업일 경우 성격이 달라도 예산회계제도는 동
일하게 적용된다. 이 때문에 SOC 시설의 생애주기를 감안하여 정비사업을 추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SOC 시설의 생애주기를 감안하여 정비사업을 신규
투자사업과 유지관리투자사업으로 구분하여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면 효율
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방안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SOC 투자를 초기투자사업과 정비 및
사후관리사업으로 구분하거나 이를 다시 신규사업과 유지관리사업으로 구분하
여 별개의 예산회계제도를 운용하는 것이다20).

(2) SOC 시설투자평가 방식의 개선
현행 SOC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사전적으로 기획단계 부터 설계․시공단계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기획단계에는 예비타당
20) 후자의 경우에는 현행의 유지관리를 유지관리와 경영으로 구분하여 유지관리는 SOC 시설의 보수,
보강, 개량과 같은 정비 및 사후관리로 구분하고 경영은 운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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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조사를 통해서 사업성을 평가하고 설계단계에는 환경성, 교통영향 등을 평가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SOC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 사업을 모
두 신규사업으로 간주하여 평가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사업은 이미 건설되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유지관
리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현재와 같이 평가기법을 적용할 경우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유지관
리투자의 특성을 고려한 투자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가 기법을 개선하여
야 한다.즉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사업의 경우 확장, 연장, 교체 등 초기투
자수준의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기존의 SOC 시설을 보
수, 보강 등 유지관리사업으로 수행했을 경우의 소요되는 비용과 경제성효과 등
과 비교하도록 하여 과다투자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도록 한다.

2)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개선
(1) (가칭)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효율화법 제정방안 모색
SOC 시설의 정비사업은 SOC 시설 생애주기 관점에서 보면 SOC 시설의 유지

관리단계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은 도로법,
상하수도법 등 개별 SOC 시설과 관련된 법률에서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행
되고 있어 건설기술관리법이나 건축법 또는 시특법 등에서의 규정하고 있는 것
과는 사업 성격이나 내용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로법 제24조 (도로공사와 유지 등)에서는 도로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에 관
한 공사 등도 도로공사로 간주하고 있다. 시특법 제2조(정의)에서는 유지관리"라
함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
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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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개별 SOC 시설과 관련된 법률과 시특법에서 정하는 유지관리의 내용과 범위
의 차이는 SOC 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의 범위와 내용이 SOC 시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정비 및 사후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저해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SOC 시설의 정비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
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 법률을 포괄하는 법률로 (가칭) SOC시설 정비 및 사후
관리효율화법의 제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SOC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조직의 재구성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조직은 건설사업담당부서와 유지업무담

당 부서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 SOC 시설운전과 관련된
유지관리업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보수․보강 등의 업무는 건설사업담당부
서에 수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SOC 시설정비사업의 실질적인 집행이
유지관리업무 담당부서와 무관하게 수행되어 사업의 효율성의 저하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가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
해서는 신규사업부서와 유지관리부서를 연계한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
를 위해서는 현행의 SOC 관리주체의 정비사업관리 부서의 재구성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3) SOC 시설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SOC 시설은 종류가 다양하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개별 관리주체들이 관련 자
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다. 시특법에서는 중요 국가시설물을 대상으
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SOC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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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정비 미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국가자산으로
SOC 시설에 대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과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
정이다.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각 시설물에
대한 내구연구나 사용연수나 이를 토대로 한 자산가치에 대한 평가를 근간으로
한 생애주기 기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도 토지정보나 도시정보관리체
계 수준으로 SOC 시설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인구 및 주택센서스 수준으로 SOC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센서스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근간으로 SOC 시설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결론 및 향후 추진 방향
보다 효율적으로 SOC 시설을 정비하고 사후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규투자
와 유지관리투자의 합리적인 배분 원칙이 마련되어야 하고 (가칭) SOC 시설 정
비 및 사후관리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고 생애주기 차원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SOC 시설정보관리체계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SOC시설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은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것

이 바람직해 보인다. 시특법에 규정하고 있는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업무가
공공 SOC시설 관리주체들이 수행하고 있는 유지관리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잦은 진단주기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예산배
정의 근거가 약화된다는 이유로 일부 관리주체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한
다. 관리주체들은 유지관리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에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SOC시설정비효율화법을 만들어 유지관리 투자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몇몇 정부투자기관과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유지관리 전담조직이 없는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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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확충해 가면서 업무과정에서 자연스럽게 SOC
시설 관련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될 수 있도록 한다면 유지관리 체계가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서 2차 년도에는 1차 년도에 얻어진 결론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으로
SOC 시설 정비 및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2차 년도의

연구에서는 SOC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SOC 시설정비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
레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와 현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
련하고 신규투자와 유지관리투자 간의 상호보완 및 대체관계를 실증모형을 통
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
고 보다 실현성이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OECD 국가를 대상으로 SOC 시
설 정비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 및 실태도 폭넓게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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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 Strategy for
Maintenance

Efficient

Infrastructure

Improvement

and

Jae-Young Kim and Min-Chul Kim

Recently importance of infrastructure improvement and maintenance
has increased from the physical, social and economical point of view.
Because Korean government has invested to public infrastructure since
1960s, the volume of capital stock to be maintained became larger and
older sufficiently. As the national income per capita has been increasing,
the expected service level from the public infrastructure became higher.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capacity of governmental expenditure
is not sufficient. So maintenance has to be considered as a alternative
to the new investment.
We tried to keep the balance between narrow and wide definition
of 'improvement'. From the wide point of view, 'improvement' of social
infrastructure means investment generally. And the narrow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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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improvement' is limited to maintenance. During the phase to analyze
the realities and problems of infrastructure improvement, we took a wide
point of view to exclude the prejudice and arbitrage. But during the
phase to estimate the maintenance level and the quasi-optimal
maintenance, we defined 'improvement' narrowly so as to actualize the
advantage of econometric and modeling approach. And we extracted the
collective policy and directions based on the wide point of view.
In detail, our research consists of 5 chapters. The introduction in
the first chapter referred to study overview including purposes,
backgrounds, scope, method, and main contents of this study.
In the second chapter, we reviewed the main issues and approaches
to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investigated the several OECD
country's case.
Main issues about infrastructure improvement has been related with
public investment theory. The derived hypotheses are "public investment
is significant", "how much?", and "what's the optimum level?". They have
not yet reached the consensus. Second issue is the allocation among the
different sectors like load, rail, aviation, etc. Typical approaches are
Input-Output Analysis and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ethod.
The third one is Life Cycle Cost approach. LCC models treat
infrastructure investment dynamically, so that maintenance can be
focused as a independent component of investment. But LCC approaches
have limits. LCC models does not include benefit, and macro LCC model
has not been devised until now. The another issue is about estimation
of capital stock. From the estimation of capital stock, we got the
information about service life of various facilities. But maintenance is
not considered in the estimation of service life.
From the OECD country's case, we got some implications. They build
long-term plan for infrastructure improvement, so that they can reduced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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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hapter 3, we analyzed the realities and problems of infrastructure
improvement. Each law defines 'improvement' differently. And the
definitions are so ambiguous that we cannot tell maintenance from new
construction investment. The ambiguity of definition results in some
problems. We, firstly, cannot get sufficient data needed to estimate the
volume of maintenance investment. Secondly, feasibility test appropriate
for maintenance project has not yet devised. Organizations and divisions
for maintenance are not formed firmly. They have only few members.
We concluded that the importance of maintenance investment had not
yet recognized deeply.
We estimated the volume of maintenance investment. Maintenance
took 9.8% of total investment to transportation facilities, and 19.2% of
water management facilities. Transportation and water management
facilities has respectively depreciated 8.7%, and 7.9% annually.
In chapter 4, we estimated the maintenance level and quasi-optimal
maintenance investment rate. We solved the quasi-optimal maintenance
level through the average service life of facilities and depreciation
pattern. The quasi-optimal maintenance level of transportation facilities
and mater management facilities are respectively 14.8% and 20.2%.
In chapter 5, we suggested the policy and directions for the efficient
infrastructure improvement. The good way to avoid the problems
derived from the ambiguity of 'improvement' is to operate budget for
new investment and maintenance separately. It is needed to develope
the method to analyze the feasibility of maintenance projects. And it is
needed to expand the maintenance organizations and divisions. We
finally recommend the central government lead the policy for efficient
infrastructure improvement intentionally through making the 'law for
efficient infrastructure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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