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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철도 등 민자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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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본 연구는 최소수입보장(MRG)제도 폐지 후 전환기에 있는 민간투자 환경 속에서 서울시가 추진
하고 있는 경전철 민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표로 서울시의 대표적 민자
사업인 지하철9호선사업, 우면산터널사업, 그리고 우이-신설 경전철사업의 쟁점과 문제점을 분석해 보았
다. 정확한 수요 및 비용추정, 시장상황에 맞는 적정 수익률 적용, 재정부담 완화, 그리고 적시 준공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서울 지하철9호선 재구조화 사례 분석을 통해 현행 민자사업의 문제점
을 해결하는 새로운 민자사업 추진 방안으로서 현행법상의 투자위험분담제도를 근거로 한 비용보전방식
(BTO-Cost Compensation)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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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successfully pursue the 9 LRT(Light Rail Transit) PFI projects under the repeal of the
Minimum Revenue Guarantee in the aftermath of global financial crisis. By using the case study
on Seoul Metro 9 and Ui-Sinseol Right Rail PFI projects it tries to discuss the problems and issues
of them in terms of accurate estimation of demand and cost, proper profit rate, mitigation of fiscal
burden, and timely startup of project. In addition to this, through the evaluation of the restructuring
and refinancing of the Metro 9 PFI project, the new BTO-Cost Compensation method for PPPs based
on the Investment Risk Sharing System is suggested and applied to overcome the current risk problems
of PFI implementation and management of S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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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속가능한 민자사업을 위한 새로운 추진방안에 대

. 서론

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사회복지비 지출의 증가, 주택-건설경기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서울시가 추진했던 민투

의 둔화, 세입 감소 등 지방정부의 재정수지가 악

법상 대표적 민자사업으로서 MRG제도 보장하의

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교통복지라는 차원에서

문제와 관련 서울지하철9호선사업과 우면산터널

경전철 등 도시철도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

사업을, MRG제도 폐지 이후의 문제와 관련 우이

한 민자사업의 추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서

-신설 경전철 민자사업을 사례분석하고 서울지하

울시는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종합발전방안

철9호선사업 재구조화의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향

(2013)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된 경전철 등 10

후 서울시의 민자사업 추진에 반영되어야 할 개선

개 노선을 기본계획 노선으로 선정하였다. 서울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상호대립형

기본계획에 반영된 노선(경전철 9개, 중전철 1개)

민자사업을 위험분담방식의 상호협력형 민자사업

의 총 건설사업비는 8조 5,533억 원으로, 이 중 서

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울시가 투자해야 할 재정소요는 3조 550억 원으로

Ⅱ

예상되며, 기타 국비가 1조 1,723억 원, 민간사업

. 서울시 민자사업의 사례 분석

비가 3조 9,494억 원, 개발사업자 분담금은 3,766

1. 지하철9호선사업의 쟁점 및 문제점

억 원이다. 서울시는 9개 경전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예산의 제약문제를 보완하고 사업
의 조기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

1) MRG제도로 재정부담 증가

만 과거 경전철 등 도시철도기반시설에 대한 민자

서울지하철9호선 사업은 정부가 MRG제도의

사업은 최소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문제를 인식하고 MRG 기간을 축소하던 시기에

Guarantee)제도하에서 교통수요의 과다추정, 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MRG를 인정하여 민

중이자율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그리고 매년

간사업자에게 높은 사업수익률을 보장하고 15

인상 방식의 요금협약을 통해 재정부담을 가중시

의 고리의 후 위 금리를 인정하여 재정지원금이

켜왔고 사회적 비판의 원인이 되었다. 한편 MRG

새어 간다는 비판을

순

나
받아왔다. 이에 대해 김진․
신창호(2012)는 MRG 인정에 대한 비판과 관련

제도 폐지 이후 민간투자시장은 고위험-저수익
구조로 인해 재무적 투자자들의 민간투자시장 참

해서 사업고시된 MRG를 폐지할 수 없다는 법률

견 른 것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었고 MRG
기간을 3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고 5년마다 단
계별로 보장비율을 축소 하여 수입환수 규정을
새로이 협약에 반영하여 균형감을 맞췄다고 평가
하였다. 하지만 ’11년 기준 실적통행량이 협약통

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향후 10

의 에따

년간 계획하고 있는 9개 경전철 민자사업을 성공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민자사업의 문제

1)

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변화된 금융환경과 교통인
프라시설에 대한 시민적 기대수준 등을 고려한 지

’ ~’

% ’ ~’

% ’ ~’

%

%

1) 협약상 MRG: 09 14년: 90 , 14 19년: 80 , 19 24년: 70 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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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9호선 교통수요 및 재정지원 금액

단 명/일, 억 원)

( 위:
구

분

계

’09

’10

’11

’12

’13

협약수요(재추정 기준)

-

165,625

177,679

205,006

223,201

231,257

실적수요
(협약 성률)

-

138,012
(83 )

172,840
(97 )

194,630
(95 )

222,320
(99.6 )

241,848
(104.6 )

치

달

재정
지원

생

발

%

%

%

%

%

MRG

1,632

132

293

414

429

364

무 보전

158

11

30

34

44

39

소계

1,790

143

323

448

473

403

86

380

34

875
(415)

임

급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지

1,790
( 14년 함)

’

포

량 %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표 1>처럼 매
년 MRG에 따른 재정지출이 줄어들지 않고 쌓여
행 의 95

간다면 이는 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개선

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고수
익률-고금리-고요금 구조인 기존협약의 변경 필
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재구조화 및 MRG축소 등

’
자자 교체, MRG폐지, 수익률 4.96%로 인하, 요금
결정에 대한 승인권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
업 재구조화를 단행하게 되었다.
을 민간사업자에 요구하게 되었고, 13년 신·구 투

2) 사업일부만 민자사업으로 추진

창의성과 경
영효율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적극성을 보
였던 사업으로 도시철도 하부공사를 제외한 상부
구간만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는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공공성이 강한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상부,
하부구간 공사를 포함한 총 사업비의 20% 에 불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은 민간의

2)

과한 상부구간만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민간사업자((주)서울시메트로9호선)가 전체 사
업운영을 좌우하게 되는데다 또한 서울시민을 볼
모로 서울시와 요금인상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서울시 재정계획심
의(’04.11) 및 실시협약체결(’05.05) 이전인 2004
년 7월 대중교통환승할인요금제가 도입 시행되고
있었고 서울지하철 9호선만 별도의 노선으로 기
존 서울지하철 노선체계에서 분리 운영할 수 없으

별도의 높은 요금수준을 강제하
는 것에 대한 명확한 논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
도의 요금체계를 전제로 민자사업을 추진한 것이
적절했는지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하철요금과 같
이 요금조정에 공익성이 강하여 민간운영자가 일
방적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못하고
MRG하에서 협약요금대로 인상하지 못할 경우
그 부담이 정책당국의 재정부담으로 돌아오는 경
우에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여야 한다. 부득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도 미래의 재정부담, 공익성의 확보, 시민생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그 장단점을 보다 면밀히 분
며 이용시민에게

% 정도에 해당하는 4,765억 원만을 투자

2) 총사업비 2조 3,990억 원 중 민자사업자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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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해

엄격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요금조정의 경직성과 요금인상 관련 협약의 문제

임

’

서울 지하철9호선의 기본운 은 1,000원( 03.1.2

격
기본운임은 불변기준가격에 건설기간 중 물가상
승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운임 2년차부터 운임은
경상운임에 실질운임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을 곱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 최초운임 : 1,000 (1+it)ⁿ (1+3.41%)ⁿ
- 운임(2년차): 경상운임전년 (1+물가상승률
전년) (1+실질운임상승률 당해연도)
이처럼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질운임상승
률을 중복 반영하여 운임을 인상토록 하고 환승할
인 손실까지 고려한 MRG를 인정한 것은 결국 서
울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즉 9호선 민자사업은 운영기간 초기 15년간 물가
상승률 이외에 실질운임인상률(건설기간 포함 운
영기간 초기 10년간은 연 3.41%, 이후 5년간은
1.91%)이 존재하여 다른 민자사업에 비해 요금인
상이 급격하게 설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
론 초기투자비에 운영비용과 적정이윤을 요금으
불변가 )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운영개시연도

3)

×

×
×

×

로 회수해야 하는 민자사업으로서 지하철9호선

임

기본운 이 현재 운영만 담당하는 기존 도시철도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는 하나 이를 운
임을 높여 해결하려 한 것은 도시철도교통망체계
및 이용시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정책적 판단
으로서 아쉬움을 남긴다. 또한 요금인상과 관련한
실시협약 문구는 민간사업자가 요금산식 범위 내
에서 자율적으로 운임을 결정,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실시협약51조)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에서 이
보다 높게

3) it: 건설기간 중 t년도의

초과할 때에만 서울시장과 협의한다고 규정하
여 분쟁의 단초가 되었다. 2012년 (주)서울메트로
9호선이 서울시에 요금조정을 통보하고 일방적으
로 요금인상 공고문을 부착하여 촉발된 9호선 요
금파동은 이러한 요금현실화 정책의 변경과 실시
협약에 시의 요금통제 및 중재 관련 규정을 분명
하게 하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으므로 공익성이
강한 대중교통요금과 관련해서는 협약에 반드시
시가 요금을 조정 및 중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를

물가상승률, n: 건설기간연도수

2. 우면산터널 민자사업의 쟁점 및 문제점
1) 교통수요 과다추정의 문제

우면산터널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

항이 교통수요 과다추정이다. ’04년 1월 우면산터
널이 준공되어 운영된 이래 ’04년 말까지 1년간 실
제 발생통행량은 일평균 약 14천 대로 ’03년 최초
협약교통량 51천 대/일의 27% 수준으로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었다. 이러한 교통수요 예측치 차이
의 이유로 사업추진시점과 터널 개통시점 사이에
사회적, 경제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수요예측의
기술적 한계와 서울시 교통정책의 변화 등의 원인
을 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최초 협약교통량
에 대해 개통 1년간 발생한 실질 통행량이 27%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은 교통수요예측의 구조적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더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당시 법령상 MRG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물론 교통수요연구기관 및 정책당
국 모두 교통수요의 과다 추정 관행에 익숙해 있
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아래 <표 2>는 교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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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은 증가하는 반면, 건설보조금 및 사용료는 낮출
수 있어 민간사업자는 물론 사업담당부서도 용역

% 낮추고 자금재조달의 이익을 서울시가
MRG비율 축소로 일부 흡수하여 사업자의 자금
재조달 이익을 일정부분 공유했다고 할 수도 있

요를 과다 추정할 경우 사업타당성 및 MRG금

7.15 로

과정에서 교통수요 과다추정에 다소 관대할 수 있

다. 하지만 정부의 민자사업 표준실시협약은 자금

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재조

<표 2> 교통수요예측 변화에 따른 민자사업의 조건 변동

량
량

예측교통
증가
예측교통
감소

료

사업
타당성

건설
보조금

사용
료

MRG
금액

증가

감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증가

감소

유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 : 이재철, 2004, 민자
국회예산

처

2) 자금재조달 관련 사후관리 부적정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는 ’08년 2차 협약
변경을 통해 자기자본을 532억 원에서 266억 원으

액큼 %
순
위대출로 조달하여 자금재조달의 이익을 보았다.
이러한 대폭적인 자기자본 감자 및 고금리 후순위
대출 허용은 우면산터널 운영법인의 경영구조 악
화 및 자본위험 가중을 통해 궁극적으로 서울시의
우발채무(해지시지급금)규모를 늘리는 문제를 초
래하였다. 서울시는 민자사업자가 자본금을 축소
하고 차입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자본구조를 변경
하고자 할 경우 사전심의 권한을 통해 주무관청이
부담해야 하는 우발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본구조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 간에 합리적으로 배
분할 수 있도록 계약을 갱신할 필요가 있었다. 물
론 최초 12.25%로 높았던 선순위 대출금리를

달 시 자기자본비율을 건설기간 중엔 협약상
자본비율을, 운영기간 중엔 10% 이상을 유지하되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규정(제 74조)하
고 있으며 자금재조달의 이익은 주무관청과 사업
자가 50 : 50으로 공유하며 이 이익을 사용료 인
하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명시(제 75조)하고
있다. 하지만 우면산터널 민자사업의 당초 실시협
약에는 이러한 규정이 통째로 누락 되어 있어 사
업자의 자금재조달에 대해 사전 승인권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이익 공유
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4)

3. 우이-신설 경전철사업의 쟁점 및 문제점

로 감자하고 감자금 만 을 20 대 고율의 후

1)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조달의 애로

우이-신설 경전철 민자사업은 지하철9호선사

달리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되었고 MRG가
없는 상태로 협약이 체결되었다. 금융기관들은 금
융위기 이후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민자사업의 낮
은 수익률과 MRG폐지에 따른 투자리스크 증가
로 적극적인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
고 본 사업은 ’09년 4월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과정
에서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조달에 애로를 겪게
되었다. 즉 타인자본 조달 및 금융투자자(FI) 투
자 없이 협약을 체결하였고, 실시협약보완특약을
통해 ’11년까지 약정투자금과 타인자본을 조달하
여 FI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을
업과

달 관련 규정을 ’08년 우면산터널 수정협약에 추가로 반영하였다.

4) 서울시는 정부 표준실시협약상 자금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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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FI가 결정되

청

추진하게 되었다. 하지만 11년 10

원으로 인한 사업지연은 민간사업자와 주무관

어 조 을 확정하였으

간의 공기지연에 따

달
나 실제 타인자본이 투입된
것은 ’13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하였다. 이처럼
비우호적인 금융환경 하에서 일반적으로 민간투
자사업자는 사업수주와 건설과정의 시공 이윤에
더 관심이 큰 것이 사실이며, 민자사업의 배당수
입 보다 지분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 이는 결국 MRG폐지 이후 금융투자자
(FI)나 건설투자자(CI)의 민자사업을 보는 시각
을 반영한 것이며, 민자사업의 제도적 환경 등 추
진여건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일부 사업의 표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금융약정 미이행 등 사후관리 문제

우이-신설 경전철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은 정부

“

유
착공을 지연하여 시설의 적기 공급에 차질을 줄
표준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당한 사 로
우려가 있을 경우 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
는 실제 고려개발의 부도 이후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시행사인 (주)우이트랜스가 타인자본조달 미
이행 등으로 사업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던 상황에
서 본 조항을 근거로 주간사인 포스코 건설을 설
득하여 중단되었던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는 성공
하였으나 준공기한은 ’12년 11월 협약변경을 통해
당초 ’14년 6월에서 ’16년 11월로 연기되었다.
3) 민원 등 공사지연에 따른 비용부담

우이-신설 경전철 민자사업 시행과정에서 인근

끊이지 않아 사업의
정상적 시공에 장애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주민민
주민들의 노선연장 민원5)이

역

역까지 3.5km구간의 노선연장을 요구

5) 종점인 우이 에서 1호선 방학

른 총사업비 변동 등 비용부담
문제를 발생하게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
부 표준협약에 사업부지․지장물 매수, 보상 관련
사업민원은 주무관청이 공사 운영 중 발생하는 소
음, 진동, 교통장애 등 시공 및 운영민원은 사업시
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이신설 실시협약(제64조제①항)에서 민원처리와 관
련한 시공 운영민원의 사업자 귀책사유를 명기하
지 않은 채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사업자 귀
책이 없는 시공 운영민원만을 규정하여 향후 민원
발생 시 지체상금, 사업자 귀책 등 각종 분쟁의 소
지를 남겨두고 있다.
·

·

·

Ⅲ

. 서울시 민자사업 개선방안

1.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적정성 확보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히
재정적 어려움이나 현재의 예산제약성 등을 이유
로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서울시 사례를 통해

는 수요 과추정, 과다한 수익보장, 요금 통제에 따

른 재정지원 가중 등 민자사업의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경전철 등 교통시설
민자사업은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하에서 보충
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해당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순현금지출의 현재가치
(NPV)와 민자사업에 따른 실제 재정지원액을 비
교하여 민자사업 선정의 합리적 기준으로 활용하
고, 민자사업 시행 시에는 합리적 재정지원규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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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삼아야 한다.
둘째, 민간제안 사업은 사회경제적 지표변화,

기 한 협상대안으로

정부 및 시․도의 중장기 교통계획 등을 종합적으

검토하고 민간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이
판명된 사업에 대하여 민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
다. MRG폐지 이후 민자사업의 수요추정의 리스
크는 대부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었지만 충
분한 수요와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민자사업은
향후 준공 이후 운영과정에서 큰 어려움에 봉착하
게 될 수 있으므로 민자적격성 조사에 신중을 기
로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자사업의 기본원칙이 수익성이므로 서
울시의 사용료 통제 필요성이 높은 사업은 민자사
업 지정에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도시철도
요금처럼 민간사업자가 요금을 일방적으로 정하
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고 요금통제가 불가피한 경
우에는 공공요금인상의 제약조건하에서 수익성
확보방안 및 비용보전 가능성 등을

더 엄격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2. 정확한 수요 및 비용추정
민자사업에서 정확한 교통수요 및 비용 추정은
민자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

처럼 중요한 교통수요예측 과정이

준이 된다. 이

과거 MRG제도하에서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급 규모 축소를 목적으로
(주무관청), 사업의 수주 및 이윤율 증대 목적으
확보 및 건설보조금 지

로(민간사업자), 그리고 교통수요예측의 적정성

검증 곤란 및 처벌규정 미흡으로 인해(용역수행
자) 다소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과다
한 교통수요예측을 억제하기 위해서 용역수행자
가 수요를 과다하게 또는 부적정하게 추정한 경우

역

역
확고히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민간사
업자와 계약 당시 주무관청 책임자를 밝히도록 실
명제를 강화하고 사전-과정-사후 평가를 내실화
하여 수요과다추정에 의한 예산낭비 및 사업의 부
적정 집행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힐 필
용 수행법인 및 용 수행자를 제재하는 제도를

요가 있다.

께 비용검증의 정합성을

수요추정의 문제와 함

높이기 위해서는 고시사업 추진 이전에 시가 발주

역

하는 타당성 분석을 기본계획 수립 용 과 분리하
고 사업부서가 타당성분석을 수행할 경우 예산 또
는 재정부서에서 타당성분석을 분리 수행함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실무지침(2012)은 서
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S-PIMs)가 타당성분석
을 일괄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서
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자체 용역보고서를 통해
S-PIMs가 타당성분석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경
우에도 수요 및 비용추정은 별도의 제3의 전문기
관에 의뢰하여 객관성, 신뢰성,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써

3. 대중교통요금 결정구조 개선
르

민자사업 실시협약에 따 면 요금은 전년도 소

물 승

비자 가상 률을 반영하여 민간사업자가 요금인

록 되어 있으
나 도시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시설은 이러한 1년
단위 요금인상이라는 실시협약상 요금인상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MRG가 존재하는 사업은 물론 MRG가 폐지된 사
업도 협약 요금 미인상에 따른 서울시의 재정지원
상을 신고하여 매년 인상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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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급증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요금정책에 민감한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민자사업은 그 타당성과 경
제성을 엄격히 따져서 추진되어야 하며 추진 시
금 부담 은 매년

협약에 시가 요금을 조정 중재할 수 있다는 문구
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2013년 지하

철9호선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지하철9호선의 운

임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서울시로 귀속시
켜 사업자의 일방적 운임 인상에 따른 주무관청과
의 갈등 소지를 사전에 예방토록 실시협약을 변경
하였고 운임의 부과 징수 변경에 대한 사항은 서
울시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였다. 아울러 교통요
금 인상주기와 관련하여 황우곤 박용석(2013)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협약상 요금인상이 연
복리 효과로 인해 3년 단위로 인상하는 경우에 비
해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매
년 인상협약을 3년 단위 인상으로 협약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

·

·

4. 표준실시협약의 준수

료

청

록 규정하고

용 의 결정을 주무관 과 협의하도

부정기적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가 불가할 경우

록 하고 있다. 서울

전문기관의 조정으로 결정하도

센

공공투자관리 터는 자기자본비율 하향조정, 조

책임소재 누락,
공기 연장 시 감리비 부담주체 누락, 시행권 양도
규제 누락 등을 실시협약상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실시협약 작성 시 객관성 확보
를 위해 개별 민자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되
가급적 정부(PIMAC)에서 제시한 표준협약을 준
수하여 협약의 취지, 기본편제, 문구 등을 반영할
기 준공 시 무상사용, 운영민원의

필요가 있다.

5. 적정수익률 결정방식 개선
청

민간사업자와 주무관 은 당해 민자사업에 대

달

한 투자비, 운영수입, 재원조 비용 등을 감안한

I

기대수익률( RR)을 근거로 상호협상을 통해 약정

아래 <표 3>은 민간
투자사업의 수익률과 사용료를 결정하는 일반적
투자수익률을 결정하게 된다.
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서를 분석해 보면
정부표준협약의 편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구

1) 시장상황에 맞는 적정수익률 적용

취지와 다른 부분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특히 주무관청으로서 서울
시의 조정권, 승인권, 협의권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하철9호선 요금 결정과 관련
하여 물가상승률과 실질임금상승률을 중복 반영

< >
료산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IMF사태 이후 높은 이자

한 요금인상 조건도 표준실시협약과 차이가 있지

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이는 결국 MRG제도하

만 무 보다 사업자가 결정한 요금에 대한 서울시

에서 교통수요 과다추정과 정부의

의 협의

담 문제로

체적 조문에서도 표준협약의

엇

범위 및 합의 실패 시 중재방안 등을 치밀
하게 규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측면이 있었
다. 정부의 표준협약 제 50조 제③항, 제④항은 사

이재철(2004)은 표 3 의 민자사업 사용

율 체제하에서 약정 투자수익률(r)을 높게 설정하
게 되었다면 사업자는 매년도 운영수입을 증대하

료

기 위해 사용 보다 교통수요를 과다하게 산정하

막대한 재정부

귀결된다고 주장한다. 실제 우면산터널
민자사업의 세전 수익률 9.21%(세후 8.03%), 지
하철9호선사업의 경상수익률 13%는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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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수익형 민자사업의 수익률 및 사용료 결정 산식






  






   
  
      


 

   


 



n : 시설의 준공시점

N : 무상사용기간 또는 운영기간의 종료시점

액

외

CC : 시설의 준공을 위해 매년 투입되는 비용(다만, 정부재정지원금 은 제 )
OR : 매년도 운영수입
OC : 매년도 운영비용

ANR



순

: 부대사업으로 인한 매년도 세전 익

I

r : 사업의 실질수익률( RR)

동

혼합하는 방식을 적용함

높은 수익률 구조하에서 협약이 진행되었음을 보

수익률과 변 수익률을

여주며, 우면산터널 민자사업에서 최

으로써 금리 인상 시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

초 예측 교통

량은 실적 교통량에 비해 과다하게 추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민자사업을 추진하

동

는 경우 시장금리의 변 상황, 차입이자율 추이,

동종 업계의 평균 수익률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투자수익률로 협약하도록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
여야 한다. 최근 국공채 수익률에 +α를 더하는
BTL방식의 수익률 방식을 BTO방식의 수익률 결
정과정에서 참고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 고정수익률과 변동수익률의 혼합적용

높은 시장이자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

받

수익률을 적용 은 기존 민자사업은 협약 이후 실

나재

세 금리가 인하되어 결과적으로 민간사업자

유

엔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어 상호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실제 서울시는 당초 협약에 따라 세후 실질
사업수익률 8.9%(경상 13% 수준)로 있던 고정수
고 금리인하 시

익률을 지하철9호선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고정수

동

%
조정하였다. 이러한 수익률 결정은 2013년 10월
기준금리 2.5%를 반영한 BTL 민자사업의 수익률
을 참고하고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에 9호선 운
영에 따른 리스크 및 펀드 운용보수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1.75%)를 적용한 수준이다.
익률과 변 수익률을 합한 경상수익률 4.86 로

6.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MRG제도 등
재정부담 절감

무적 투자자가 높은 수익을 향 하게 되었다. 반

급격히 인상되어 민간사업자
의 수익률이 실세 금리보다 낮아질 경우 그 위험
은 그대로 사업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따라
서 고정수익률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고정
면 협약 이후 금리가

1) MRG 폐지 및 비용보전방식 전환

서울지하철 9호선은 MRG제도에 따라 개통 후

’11년까지 총 838억 원의 최소운영수입이 지원되
었다. 서울시는 과다한 MRG 부담을 완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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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하철9호선 재구조화 전후 재정지원금 규모 비교
재구조화 이전

A+B)
MRG(A)

합계(

미인상보조금(B)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

재구조화 이후

5조 1,745억 원
7,830억 원

+b+c)

합 계(a

⇨

투자원리금(a)

1조 2,122억 원

관리운영비( )

4조 7,377억 원

사업수입(c)

3조 9,683억 원

b

4조 3,915억 원

규주

1조 9,816억 원

고지원방식을 비용보전방식(CC: Cost Compensation)

규모로 보았다. 이 경
우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지원규모를 1조 9,816억
원으로 대폭 인하하게 되어 최대 재정절감 규모를

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한 비용보전방

3조 1,929억 원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

식은 분기

해 서울공공투자관리 터는 실제 협약 운

해 민간사업자 간 주주 교체를 진행하고 신

주와의 실시협약 변경협상을 통해 MRG를 폐지하

러

별 관리운영권 가치에 대한 상각액, 이
자액, 운영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9호선 운영에 따
른 운임수입, 부속사업수입 등을 합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이를 통해 관리운영권가치는 분기별로 균
등 상각해 2039년에는 0원이 되고 이자도 매년 줄
어들어 재정 부담이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
였다. 한편 민간사업자의 수입 증대를 위해 상가

임대, 광고 등 부속사업 수입을 사업시행자 수입
에 포함시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도록 조치하였다.
2) 재정보조금 부담 규모의 감축

서울시는 지하철9호선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향

급

후 26년간 지 해야 했던 재정보조금

규모를 5조

폭 낮춰 3조 원 이상의 재
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
다. 서울시는 기존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
총규모를 2024년까지 MRG보장 7,830억 원, 2039
년까지의 협약상 운임 미인상 보조금 4조 3,915억
원대에서 2조 원대로 대

치

항 유

급

원을 합한 총 5조 1,745억 원

센

임 미인

른 보조금의 발생을 MRG 지급 이후인
2025년부터로 보아야 하며 그 보조금 규모도 서울
시가 평가하는 4조 3,915억 원이 아니라 3조 7,286
억 원으로 총 재정지원 규모는 4조 5,116억 원으로
다소 줄어들지만 여전히 사업재구조화로 얻게 되
는 재정절감 효과는 약 2조 5,300억 원 규모가 된
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기존 주주와 신규 투자자
들은 ’13.10.23 기준으로 출자금과 대출금의 원금,
이자, 그리고 조기상환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관리운영권 가치를 7,464억 원으로 합의하
였다. 서울시는 합의된 관리운영권 가치가 당해
사업을 해지할 경우 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서울시가 사전에 제시한 협상 가이드라
인에 합치하며 관리운영권 가치 평가액이 적절했
다고 평가했다.
상에 따

6) 서울시는 비정 적 불가 력 사 에 의한 해지시지 금을 7,532억 원으로

6)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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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협약상의 분쟁소지 제거

른 효과는

지하철9호선사업 재구조화의 또 다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운임미인상보조금 관
련 갈등 해소와 1년 단위 운임인상에 대한 정치적,
행정적 부담 완화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12년
기준 연 400억 원 이상을 MRG 및 무임승차 지원
금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여왔으나 협약 운
임을 인상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운임 미인상
보조금 지급 문제 등 갈등 소지가 여전히 존재하
였다. 하지만 무임승차보조금 등 산정방식에서 이
견이 있을 경우 서울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재구조화 협상과정에서 합의하였고, 1년단위 운임
인상방식을 상호협의를 통해 3년단위 인상으로
변경함으로써 이러한 갈등의 소지를 줄였다고 평
향후

가할 수 있다.

족

;

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하는 비용보전방식(CC

곤

Cost Compensation)이다. 황우 ․박용석(2013)
은 중위험-중수익 구조의 최소비용보전(MCC)방
식의 장점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합리적 위험분담을 통해 민자사업에

청

대한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무관

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실시협약의 안정성을 기대
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저위험을 선호하

내 금융기관의 의사결정 속성에 적합하여
운영단계에서는 물론 건설단계에서부터 재무적
는 국

투자자의 지분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자금 확보
에도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서울시는 이러

한 투자위험분담방식 또는 비용보전방식을 사용
하여 서울지하철9호선 사업의 재구조화를 성공적
으로

Ⅳ

마무리한 사례가 있다. 김연규․강지혜(2013)

는 비용보전방식(BTO-CC)의 사업재구조화를

. 지속가능한 민자사업을 위한 제언

액

통해 서울지하철9호선의 경우 경상금 기준으로

치

1. 위험분담형 비용보전형 민자사업

3조 2,881억 원, 현재가 기준으로 1조 4,703억 원

스크

민자사업은 과거 MRG제도하에서 투자리

받아왔다는 비판을
받은 반면, MRG제도가 폐지된 이후엔 투자위험
에 비해 낮은 수익률로 인해 민자사업 투자기피
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맞도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상호 위험
을 공유하는 중위험-중수익 구조의 새로운 민간
투자사업 추진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다. 새로이
요청되는 리스크 분담형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가
해당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발생할 정
에 비해서 과도한 재정지원을

부원가 수준을 한도로 정부가 투자위험을 분담하
는

족

행에 필요한 운영비용에 부 한 경우 그 부 분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다. 즉 BTO방식을

유지하되 연간 실제 운영수입이 민간투자사업 시

의 재정

절감효과를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서

울시는 실제 지하철9호선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규모를 5조 1,745억 원에서 1조 9,816
억 원으로 낮추게 되어 3조 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사업 재구
재정보조금

조화의 성공 경험은 과거 MRG제도하에서 추진
되었던 철도, 도로 등 교통기반시설에 대한 민자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는 방법으로서 뿐만

아니라 새로이 추진되는 BTO방식의 민자사업의
위험분담형 추진모델로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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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최소수입보장방식(MRG)과 비용보전방식(CC)의 비교
비고
MRG방식
CC방식

연도별 보장 내용 및 예시

내
A
내

보장 용
예시( )
보장 용
예시(B)
-B

협약수입 × 최소보장률 - 실제수입
3,800억 원 × 69.4 - 1,182억 원
1,454억 원
(관리운영 매입 원금
×이자)
원금상
운영비 -실제수입
(15,188억 × 6.28 ) 400억 원 294억 원 - 1,182억 465억 원
1,454억 원
465억 원
989억 원(경비 감)

권

절감효과
A
자료: 기획재정부, 2013,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2. 민간투자기본계획상 투자위험분담제도
’

활

잔액
%+
–

%

+
+
=

=
각액+

절

=

대해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반면, 연간 실제 운영
수입이 연간 사업운영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지

정부는 13년 민간투자사업 성화 방안을 반영

원한 재정지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2014)에서 사업시행자

민간투자사업의 부실화 및 부도는 결국 사업의 중

의 투자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투자위험

규정하고 있다. 투자위험분담방식은
해당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발생할 정
분담방식을

부원가 수준을 한도로 정부가 투자위험을 분담하

것으로 “매년도 실제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최소비용수준, 즉 투자위험분담금 수준을 기
준으로 미달하면 부족분에 대하여 정부가 보전하
고 초과하면 기지원한 재정지원금을 환수”하는

단에 따른 대시민서비스 중단의 문제와 주무관청
의 해지시지급금 의무라는 공공부문 리스크가 불
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므로 민간과 공공이 위험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는

2) 3년 단위 요금조정

기존 민자사업의 요금인상구조는 전년도 소비

물 승

자 가상 률을 반영하여 민간사업자가 1년

록 되어

제도이다. 투자위험분담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투

로 요금인상을 신고하여 인상할 수 있도

입한 투자자금에 국 수익률을 반영한 투자원리

있어 요금인상이 없는 경우

채

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분담하는 구조
로 민간사업자와 정부가

일정부분 리스크를 공유

하는 제도로서 그 의의가 있다.

3. 비용보전형 민자사업 시행방안
1) 사업운영비보전방식(CC) 적용

;

운영비보전방식(CC Cost Compensation)은 연

권 가치에 대한 수익,
관리운영비, 그리고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연간 사
업운영비에 미달할 경우 주무관청이 그 부족분에
간 실제운영수입이 관리운영

단위

엔 주무관청의 재정부
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특히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협약상 요금인상은 연복리 효과
로 인해 3년 단위로 인상하는 경우에 비해 높은
이용료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경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요금인상구
조는 매년 인상방식을 3년 단위 인상으로 변경하
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이 불필요한
요금인상을 억제하고 민간과 공공 부문 간의 상호

람직하다. 이러한 3년 단
위 요금인상구조가 2년 단위 조정보다 요금인상
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으며, 4년이나 5년 단위 조
위험분담 차원에서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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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기존 BTO방식과 새로운 MCC방식 간 비교
구분

BTO방식
(MRG)

사업운영자

민간( 영· 위 )

민간( 영· 위 )

관리운영비

협약 전 기간
고정운영비

협약 전 기간
고정운영비

민간사업자 결정
(신고사 )

항
1년 단위

민간사업자 결정
(신고사 )

사업수익률

고정수익률
경상 12 13 대

고정수익률
경상 8 9 대

재정 지원

MRG인정
요금 인상 지원

요금 인상 지원

권

요금결정

직

요금 인상

처

곤

탁

∼%

미

BTO방식
(Non-MRG)

직

지하철9호선
사업재구조화

탁

직

탁
민간(직영 위탁)
고정운영비 원칙
고정운영비 원칙
5년 단위 재조정
5년 단위 재조정
민간사업자 결정
민간사업자 결정
(승인사항)
(승인사항)
3년 단위
3년 단위
혼합(고정/변동)수익률 혼합(고정/변동)수익률
경상 4.86%
경상 5∼6%대
민간( 영· 위 )

항
1년 단위
미

∼%

사업운영비 보조
(CC)

모

출 : 황우 ․박용석, 2013, 수익형 민자사업의 새로운 추진 형, p25 표

폭 커져 사회적 충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3년 단위 조정구조를

위험분담형
(MCC방식)

일부보완

·

최소운영비 보조
(MCC)

른 합리적인 운영비의 지출관리가 이루어지
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정의 경우에는 요금인상 이

에따

제안해 본다.

기 위해 협약기간(30년) 변경할 수 없었던 고정비

단위로 재검증하여 합리적으로 협의 조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용을 5년

3) 고정수익률을 혼합수익률로 변경

과거 민자사업이

활성화되었던 시기의 민간사

들어 전력비 등 공공요금 및 시설 재투자비(대수

단위로 재검증하고 공공부문과 민

업자는 실세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높은 고정수

선비) 등을 5년

익률로 인해 과도한 수익을

간사업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재조

누려왔다. 한편 최근

낮은 수익률로 협약을 체결
한 민자사업은 향후 실세 금리가 급격히 인상될
의 저금리 기조하에서

경우 고정 수익률 구조하에서는 민간사업자가 그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고정수익

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고정수익률과 변
동수익률을 혼합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금리의 급
격한 인상 및 인하 시에도 상호 불만을 최소화하
고 위험을 헷지함으로써 민자사업의 지속가능성
을 높일 수 있다.
률에 따

생

정함으로써 고정비용하에서 발 할 수 있는

미래

른 비용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분담
할 수 있다. 5년 단위로 비용 재조정을 제안하는
것은 정부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철도법,
ITS법 등 국가교통계획관련 법령의 5년 단위 정
비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교통환경변화를 반
상황변화에 따

영한 비용변수의 수용을 위해 적정한 기간이 5년

단

으로 판 되기

때문이다.

Ⅴ

. 결론

4) 5년 단위 사업운영비 재조정

물

기존 고정운영비 방식은 시설 의 노후화 정도

본 연구는 전환기에 있는 민간투자 환경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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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시철도기본계획상의 9개 경전철 민자사업의

규 민자사업에 재구조화를 적용하는 방안이라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비용보전형 민자사업 방식을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정 대안을 제시함을 목표

새로운 민자사업의 추진방식으로 정부 민간투자

로 서울시의 대표적 민자사업인 지하철9호선사업,

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이-신설 경전철사업의 쟁점과 문제점을 분석해

사업 재구조화의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10개
책

른

보았다. 지하철9호선사업은 과다한 MRG에 따

%

재정부담 증가, 총사업비의 20 에 불과한 상부구
간만의 민자사업 추진으로 공공성
을

훼손, 요금파동

초래한 요금 관련 협약 미비 등의 문제를 보여

주었다. 반면 MRG 폐지 후 추진된 우이-신설 경

달 애
로와 금융약정 이행 지연 등 새로운 문제점이 나
타나 변화된 투자환경을 실감케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민자사업의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고 민자
전철사업은 금융환경 악화로 인한 자금조 의

사업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 그 개선방안을 종

검토해 보았다. 먼저 경제적 타당성에
근거한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엄격한 제한, 정확한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위험분담
형 비용보전방식을 투자위축기의 신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및 지속가능한 민자사업의 추진 근거
로 새로이 정립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러
한 비용보전방식이 민간사업자의 또 다른 도덕적
해이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는 추가 연구가 요청
된다. 아울러 구체적 이슈별로 체계적이고 실증적
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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