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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헌법
• 서로 상이한 이익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인간들이 국가라는 틀 안에서 질서와 평
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최고의 규범

• 통상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과 이를 수호하기 위한 통치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구조의 내용은 헌법의 제‧개정 시의 정치적 이념과 철학에 따
라 결정되며, 정치적 이념과 철학은 시대적인 사회적 가치의 부산물

❖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가치
“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
➢ 이런 관점에서 1987년 이루어진 제9차 개정헌법의 의의와 문제점 및 헌법개정의 필
요성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논의되는 헌법개정의 방향과 반영되어야 할 사항
을 제안함

Ⅱ. 사회적 가치와 1987년 헌법의 의의
• 1970-80년대를 견뎠던 국민들의 관심사는 산업화에 희생되었던 민주주의의 복원이었다.
1987년 6‧10항쟁으로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표출되었고, 이를 반영한 것이
1987년 제9차 헌법개정이었다.
• 1987년의 사회적 가치는 민주주의의 착근내지는 부활이었다. 이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민주화 세력은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의 부활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국
민들의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는 여‧야간의 정권교체는
어렵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였다.
• 지방자치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필요조건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1987년
제9차 헌법개정은 우리나라 정치사에 있어 의의가 매우 컸다. 1987년의 헌법개정과
1991년의 지방의회의 출범 및 1995년 선출직 지방정부의 구성이 뒤를 이었으며, 2018년
까지 여‧야간의 정권교체가 2차례 이루어져 민주주의의 착근에 근본적으로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9차 헌법개정은 현재의 사회적 가치에 비추어 몇 가지 중요한 문제
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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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987년 헌법의 한계 및 개정 필요성
❖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이 사회적 가치 관점에서 갖는 문제점
1) 현행 헌법의 국민주권에 기초한 국가주의와 이에 기초한 중앙집권주의
- 현행 헌법 하에서 중앙정부는 곧 국가이며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유일한 대의적 정부이다. 지방은 중앙정부가 위임한 권

한을 집행하는 자치단체로서 정부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국가주의 하에서 중앙정부는 곧 국가가 되어 중앙집권을 낳았
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집중도가 49%를 상회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말미암아 기회의 균등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정의로운 결과를 낳는 데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2) 효율성 중시의 이념 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지나치게 제약되고 있다는 것
-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꾸준히 신장되고 있지만 아직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기본권이 제약받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크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민의 자치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

3) 중앙정부의 지휘·감독 하의 하향식 통치이념
- 산업화의 성공을 위하여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요구되었고 이는 정치권력의 통합으로 이어졌다. 중앙정부 내에서는 대통

령으로의 권한집중을, 중앙-지방 관계에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집중을 낳았다. 1961년 이후 지방자치의 폐지는 중앙-지방 관
점에서 중앙정부의 지휘와 감독이 얼마나 강조되었는지를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헌법적 조치였다.

Ⅳ.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자치분권 개헌의 내용
1. 새로운 헌법이 반영하여야 할 사회적 가치
➢ “기회의 평등, 절차의 공정, 결과의 정의“
➢ 국가주의에서 지방주의로
- 국가주의에서 지방주의로의 전환은 헌법에 국민주권의 개념과 더불어 주민주권이 반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중앙정부에 위임되어 행사되는
국민주권을 넘어 주민스스로 결정하는 주민자치를 위한 기초로서 주민주권의 사상이 도입되어야 한다. 과도한 중앙집권주의에 대한 지방분권
주의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국가주의 관점에서 정의된 국가를 새롭게 정의하여야 한다. 이제는 중앙정부만이 국가라는 개념을 벗어나 새로운 헌법
에서 국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되는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효율성 중시에서 민주성 중시로
- 지금까지 국가주의와 효율성의 이념 하에서 제약되었던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확대·보장하여야 한다.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는 주민의 기본
권으로 자치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기초하여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강화가 이어진다.

➢ 통치에서 협치의 이념으로
- 이전에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대통령 중심으로 권한을 집중하였으나 이제는 권력분립과 견제 및 균형의 원리가 적절하
게 작동되어야 할 때다. 수평적으로는 국회, 행정부, 사법부가 권력을 분점하듯이, 중앙정부와 국가의 구성체로서 정부로 인정된 지방도 협치의
원리 하에 대등한 관계를 맺으며 국정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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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자치분권 개헌의 내용
2. 자치분권 개헌의 내용
1) 국가주의에서 지방주의로
(1) (주민주권) 제117조 ① 모든 지방정부의 권한은 주민의 주권에 기초하여야 한다.

(2) (분권이념) 제1조 ③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이다.
(3)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지방정부로 전환하여 사용한다.
(4) (국가와 중앙정부의 구별) 국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한다.
(5) (주민참정제도) 지방정부는 중요한 의사를 결정할 때에는 주민투표에 부의하여야 한다. 주민
투표에 부의하여야 할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6) (보충성의 원칙) 지방정부는 자기책임 하에 모든 지역적 사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 중앙정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Ⅳ.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자치분권 개헌의 내용
2. 자치분권 개헌의 내용
2) 효율성 중시에서 민주성 중시로
(1) (국가와 중앙정부의 분리) 개정헌법에서는 국가와 중앙정부를 구별하여야 한다. 국가는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개념이어야 한다.
(2) (지방정부 용어의 사용)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야 한다
(3) (주민의 자치권) 주민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치권을 갖는다.

(4) (자치입법권) 입법권은 국회와 지방의회가 행사한다.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에 관한 자치법률을 제정한다.
(5) (헌법재판소 관할 범위 확대) 지방정부는 자치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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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자치분권 개헌의 내용
2. 자치분권 개헌의 내용
3) 통치에서 협치로
(1) (제2국무회의) 제90조
① 제2국무회의는 지방정부와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제2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5인 이하의 국무위원 및 20인 이하의 지방정부의 장,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 구성
한다.
③ 대통령은 제2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 및 법률로 정하는 지방정부의 장이 부의장이 된다.
④ 다음 사항은 제2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지방정부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4. 기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정부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장이 제출한 사항
⑤ 제2국무회의의 조직‧직무범위‧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수직적,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적정한 재정조정
이 이루어지도록 법률로 정한다.
(3) (헌법개정안 국민발의권)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Ⅳ.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자치분권 개헌의 내용
2. 자치분권 개헌의 내용
<정리> 사회적 가치와 자치분권 헌법의 실천이념 및 요소
사회적 가치

자치분권 헌법의 요소

실천이념

요소


국민주권과 주민주권의 조화



지방분권국가선언

국가주의에서



지방정부 용어의 사용

지방주의로



국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

기회의 균등



주민자치와 주민직접참정제도

절차의 공정



보충성의 원칙

효율성 중시에서



자치권의 기본권화, 자치입법권

민주성 중시로



지방정부의 헌법재판소에의 제소권



제2국무회의 도입



재정조정제도(수직적, 수평적)



헌법개정안 국민발의권

결과의 정의

통치에서
협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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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방자치에의 시사점과 결론
• 현행 헌법 하에서는 주민의 자치권이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죄형법

정주의, 조세법률주의, 재산권제한법률주의의 엄격한 해석으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이 크게 제약되고 있다. 여기에 현행 헌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을 인정함으로써 지방은 정치의 주체로서의 제도
적 보장이 크게 미흡하다.

• 우리나라 기초지방정부는 인구 20만의 세계적 수준이다. 광역지방정부에 대
한 행정수요는 여타의 기초지방정부와는 비교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크게
제약된 자치입법권은 지방정부의 도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헌법 개
정으로 주민의 자치권이 인정되고 자치입법권이 크게 신장된다면 지방의회
의 자치입법 활동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2019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세미나
사회적 가치와 지방재정투자사업

제 1 세션
주제_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사회적 가치 반영 :
타당성 분석과 투자심사제도를 중심으로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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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자본투자사업을 실시하는
데, 그 목적은 국민과 주민의 복지 향상에 있다. 따라서 모든 공공투자사업은 실시에 앞
서 그것이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세금의 가치를 높여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사
전에 충실히 점검하는 수단적 장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그것을 타당성 분석(조
사)이라고 말한다. 이는 크게 경제적 타당성(economic feasibility) 분석과 사회·정
치적 타당성(social・political feasibility) 분석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과 같은 사회과학적 기법을 토대로 투자사업의 경제적 타
당성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둔다. 후자는 투자사업의 경제성 측면 외에 사회적 분배
와 형평성 등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포괄하는 비경제성 부분을 분석·점검하는데 중
점을 둔다.
공공투자사업의 의사결정 시 경제성 분석 정보 외에 객관적인 사회·정치적 타당
성 분석 정보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 그
런데 문제는 경제성 분석은 객관적 비교가 가능한 계량적 가치 측정이 주를 이루는
반면 사회・정치적 타당성 분석은 규범적 가치판단과 질적 판단정보를 수반하는 경
우가 많아 객관적인 가치 측정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수행
된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경제성 분석(economic analysis)과 일부 재무성
분석(financial analysis)에 치중한 반면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지역의 수요와 발전
정도(숙원도, 낙후도 등), 공동체 가치,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분배와 형
평, 환경, 안전 등 사회적 가치(social value)에 대하여는 크게 소홀히 해왔다. 그리
고

중요한

지방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확정하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행정안전부

소속)에서도 경제성 분석 결과와 비경제성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고는 있지만, 앞서
언급한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사항들은 거의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주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과 결과에 유용성의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실상 투자사
업 의사결정시스템 전체가 지니는 현실적 한계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은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대규모
투자사업과 비교할 때 재정의 체제와 특성, 재원조달 방식, 분석대상 지역의 인문·
사회·경제·지리적 환경 등 여러 면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현재 지역 간에는 경제력과 재정력의 격차를 비롯하여 행정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비용 격차, 발전의 정도(수준) 그리고 당면한 사회적 가치의 우선순위와 적

1) 이 글은 기본적으로 임성일 외의 연구(임성일·박현·이희재,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의 사회적 가치
반영방안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2019(발간 예정))를 크게 참고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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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상태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특정 시대의 사회적 가
치가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와 영향력을 지닌다면 이를 타당성 분석과 투자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성과 합리성이 제기된다.
사회적 가치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르고 국가 내에서도 정치·행정적 주도 기간
(정부별)에 따라 상이하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인식과 목표를 지니는
‘글로벌 사회적 가치’가 대두되는 경향도 있다.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 방지(기후대
책), 지구환경 보전, UN의 빈곤퇴치, OECD의 포용적 성장 등이 그에 해당한다. 우
리나라의 경우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사회적 가치로는 포용국가
(포용적 성장), 지역균형발전, 시민참여와 소통을 지목할 수 있고, 그 외에 환경, 안
전, 생활환경 등이 부차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공공투자사업이 기본적으로 국(주)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의 실시 결
정과 운영은 세금의 금전적 가치(value for money)가 극대화될 수 있는 형태와 방
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추구하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태가

구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복지(social

welfare,

wellbeing) 증진이 성취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의사결정 과정에
서 국가와 사회가 중장기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요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
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거시적 관점에서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투자심사가 현재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한 다음,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 앞으로
이들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실천적 수단과
방법을 탐색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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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심사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반영 실태

1. 지방재정과 지방투자사업
1) 지방투자사업의 지방재정 상 위치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일반지방재정+교육지방재정)은

국가

전체

재정자원

(fiscal resource)의 약 60%를 사용하고 있다(지방교육재정을 제외한 순수한 일반
지방재정은 전체 국가재정의 약 45% 내외를 사용하고 있다). 지방재정은 국가 재
정자원의 효율적·효과적 활용 측면은 물론 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 왔고, 이는 최근에 와
서 특히 그러하다.
<표 1>과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8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지방재정
의 예산사용액이 전체 국가 재정자원의 60%를 넘어섰다. 역사적으로 재정지출 면
에서 중앙재정의 우위는 2000년대 초반까지 유지되다가 그 후 40%대 중후반 수준
을 유지하였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2018년)에는 처음으로 40%대가 무너지면서(30%
대 진입) 중앙·지방재정 간의 관계에 새로운 변곡점이 형성되었다. 무엇보다도 2019
년에 지방교육재정을 제외한 일반지방재정이 중앙재정보다 1.2배나 많은 예산을 사용하
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표 1> 참조). 이와 같은 중앙-지방
재정의 구조 변화는 양자 간에 내재하는 공식・비공식적 역학관계 메커니즘을 통해 과
거와 다른 국가·지방재정의 효과와 영향 및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2019년 예산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용액은 각각 191.3조원,
306.1조원(일반 지방자치단체 230.6조원, 교육 지방자치단체 75.4조원)으로 두 주체는 각
각 38.5%와 61.5%(일반 지방자치단체 46.4%, 교육 지방자치단체 15.1%)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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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세입·세출(재정사용액) 관계의 변화
추이(2005-2019)
(단위: %)

세입
중앙재정

연도

세출

지방재정

중앙재정

지방재정

A-B

A-C

B-D

C÷A

D÷B

(A)

일반(C)

교육

(B)

일반(D)

교육

2005

57.6

31.8

10.6

47.2

38.6

14.2

10.4

25.8

8.6

55.2% 81.8%

2006

57.0

32.9

10.1

46.1

40.5

13.4

10.9

24.1

5.6

57.7% 87.9%

2007

54.8

34.8

10.4

42.3

43.6

14.1

12.5

20.0

-1.3 63.5% 103.1%

2008

54.5

34.9

10.6

40.3

45.1

14.6

14.2

19.6

-4.8 64.0% 111.9%

2009

55.1

34.8

10.1

42.9

43.3

13.8

12.2

20.3

-0.4 63.2% 100.9%

2010

55.5

34.4

10.1

43.7

42.8

13.5

11.8

21.1

0.9

62.0% 97.9%

2011

56.0

33.5

10.5

42.8

42.5

14.7

13.2

22.5

0.3

59.8% 99.3%

2012

55.5

33.8

10.7

42.8

42.2

15

12.7

21.7

0.6

60.9% 98.6%

2013

55.9

33.2

10.9

42.6

42.1

15.3

13.3

22.7

0.5

59.4% 98.8%

2014

55.9

33.3

10.8

42.3

42.8

14.9

13.6

22.6

-0.5 59.6% 101.2%

2015

55.7

33.7

10.6

42.5

43.1

14.4

13.2

22.0

-0.6 60.5% 101.4%

2016

55.1

34.4

10.5

41.9

43.9

14.2

13.2

20.7

-2.0 62.4% 104.8%

2017

54.6

34.8

10.6

40.0

45.1

14.9

14.6

19.8

-5.1 63.7% 112.8%

2018

54.4

34.7

10.9

39.5

45.4

15.1

14.9

19.7

-5.9 63.8% 114.9%

2019

54.5

34.8

10.7

38.5

46.4

15.1

16.0

19.7

-7.9 63.9% 120.5%

주: 행정안전부 자료(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및 통합재정 개요, 각 년도)를 토대로 정리한 것임(임성일
(2019b)에서 재인용

<그림 1>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일반, 교육)의 거시적 변화 추이(재정사용액, 예산 기준)

주: 행정안전부 자료(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및 통합재정개요, 각 년도)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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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일반, 교육)의 거시적 변화 추이(세입, 예산기준)

주: 행정안전부 자료(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및 통합재정개요, 각 년도)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2019년도 순계 예산 기준으로 전체 지방재정(231조 152억원) 중에서 80%가 넘
는 예산(192조 3,749억원)이 투자사업이 주도하는 정책사업 용도로 할당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재정의 세출은 각종 재정지출사업으로 구성되는 정책사업이 전체
의 83.3%(192조 3,749억원)를 차지하고, 그 외에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하는 행정
운영경비
정책사업은

13.9%(32조
다시

1,207억원)와

보조사업

97조

재무활동

2.8%(6조

3,636억원 (50.6%),

5,195억원)로

자체사업

95조

구성된다.
113억원

(49.4%)으로 구성된다. 정책사업은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크고 작은 재정사업으
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지방재
정지출 전체의 28.6%)이다. 그 다음으로 환경보호(9.8%), 수송 및 교통(8.2%), 국
토 및 지역개발(7.2%), 농림해양수산(6.1%), 문화 및 관광(4.8%) 등의 순으로 나
타난다(<그림 3> 참조).
종합적으로, 현재의 지방재정은 약 200조원 가까운 재정을 각종 정책사업에 지출
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 부분이 투자사업 타당성 분석과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대
상에 속한다. 이 가운데서 중앙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규모는 연도별로 다
르지만 매년 약 30~40조원이고, 지방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사업의 규모는
매년 약 60~70조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재정투자사업의 일부는 이 글
이 관심을 두는 사회적 가치의 의미와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내포하고 있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경제·사회·환경적 효과와 성과(outcome) 및 영향(impact)을 유발할 것
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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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방재정의 세출 구조별 순계예산 구성
【 총 규 모 】

【 일 반 회 계 】

자료: 행정안전부(2019),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2019, p. 40.

2) 지방투자사업의 투자심사와 타당성 분석
우리나라의 지방투자사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계획이 이루어진 다음 타당성 분
석, 중기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 예산편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실시된다.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시하고자 하는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투자사업은
사업의 추진 주체, 중요성, 규모, 특수성(행사성・홍보성, 외국 차관 도입, 해외투자,
청사 신축 등)에 따라 자체 투자심사(자체심사)를 거치거나 아니면 상위정부(시·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투자심사(의뢰심사)를

거쳐야만

사업의

실시가

가능하다.

현재 지방투자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들의 추진 여부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
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투자사업의 자체심사와 의뢰심사의 대
상사업 기준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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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방투자사업의 자체심사와 의뢰심사의 심사대상 기준
심사주체

대
상
범
위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
※ 단,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가 2년 연속 100만 이상인

시･군･
자치구

시‧군‧구는 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까지 자체심사 가능

∙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전액 자체재원(지방채 제외)으로 추진하는

자체
심사

신규 투자사업(단,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
∙ 총사업비가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
시･도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으로 전액 자체재원(지방채 제외)으로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단,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
∙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시･군･자치구 신규 투자사업(단,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가 2년 연속 100만 이상인 시‧군‧구는 제외)

시･도
심 사

∙ 시･군･자치구의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으로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시･군･구의 청사 신축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 시･도의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또는 시･군‧구의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의뢰

신규 투자사업

심사

∙ 외국차관 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관련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
중 앙
심 사

투자사업

∙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으로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시･도의 청사 신축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자료: 행정안전부(2019), 앞의 책, pp. 109-110.

참고로

그

동안

실시되었던

지방투자사업의

중앙투자심사

실적(2013-2018)과

자체심사 및 의뢰심사에 관한 주요 현황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이 <표 3>과 <표
4>에 압축되어 있다.
<표 3> 연도별 중앙투자심사 실적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건 수
적 정

287건
196건(68%)

482건
327건(68%)

447건
553건
587건
372건
288건(64%) 340건(64%) 417건(71%) 264건(71%)

재검토

91건(32%)

155건(32%)

159건(36%) 193건(36%) 170건(29%) 108건(29%)

자료: 행정안전부(2019), 앞의 책, p. 111.
주: 적정=적정+조건부 추진, 재검토=재검토+부적정+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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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그림 4> 기관별 자체심사와 의뢰심사 진행 내역(2017년)
구분

건수

총계

적정

조건부

재검토

부적정․반려

미승인

계

4,851

2,170

2,230

385

66

9.3%

중앙

592

52(8.8%)

370(62.5%)

153

17

28.7%

광역

1,063

340(21.2%)

1,006(62.8%)

209

48

16.0%

기초

2,656

1,778(66.9%)

854(32.2%)

23

1

0.9%

498,285

110,953

298,798

70,840

17,694

금액(억원)

자료 : 2018년 시·도 순회교육자료(행정안전부・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공동 주최)

행정안전부는 2014년에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지방투자사업을 대상으
로 하는 타당성 분석제도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의 목적은 투자심사 시 중요한 판
단정보(근거)를 제공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타당성 조사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무적으로 의뢰토록 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투자심사를 수행하도록 제도화하였다.
타당성
원」은

조사
타당성

전문기관으로는
조사를

전담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등을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를

지정(「한국지방행정연구
설치함)하여

운영

중

에 있다.2)

2.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및 심사제도와 사회적 가치의 관계: 실태 점검
1) 현행 타당성 분석제도와 분석의 틀: 개요
현재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를

중심으로

실시

중인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크게 경제성 분석, 재무성(운영수지)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의 세
부문으로 구성되며, 각 부문이 다루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5> 참조).
2) 참고로 중앙정부는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국비 300억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전담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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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분석은 경제적 비용 추정, 편익 추정, 경제성 분석, 민감도 분석을 주로 수
행하고, 재무성 분석(운영수지 분석)은 운영 수입과 비용추정, 운영수지 분석, 민감
도 분석을 주로 수행한다. 그리고 정책적 타당성 분석은 사업의 법적·제도적 부합
성, 사업의 준비 정도와 추진 의지,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 지방재정 영향 검토, 사
업의 시급성 및 지역발전 측면의 부합성, 지역사회·주민·이해관계자 수용성, 기타
사업별 특수 평가항목 등을 다루고 있다.
정책적 타당성 분석은 지방재정투자사업이 가져야 할 건전성 중 경제성을 제외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가치 기준 하에서 해당 투자사업을 평가하는 것으로, 실시의 목
적 내지 합리성은 다음과 같다(LIMAC 지침 참조): (1)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의 추진 여부를 계량 가능한 분석결과로만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2)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경우 국비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에 비해 경제성
이외의 다른 요인들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를 점검해서 중요한 판
단정보를 반영하는 정책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적 분석에서는 화폐적 측정이 어렵거나, 혹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직접
적인 비용․편익으로 보기 어려워 경제성이나 재무성에서 포함시키지 못하는 투자사
업의 효과(impacts)와 위험 요인(risks)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한다. 정책적 분석에
서 주로 반영하는 요인들은, (1) 화폐적으로 계량화되지 못하거나 혹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비용 및 편익, 기타 수입 및 지출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2) 직접적인 비용 및 편익, 수입 및 지출항목이기 보다 간접적인 효과
로 간주되어 경제성 분석에 포함되지 못한 추가적인 효과 등이다(LIMAC 지침).
현재 경제성 분석과 운영수지 분석은 객관적인 비교 판단이 가능한 계량적 분석결과
를 제시하는 반면 정책적 타당성 분석은 일부(예컨대,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효과 등)
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객관적 비교 판단이 어려운 논리와 사실에 근거한 ‘서술형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3)

2) 타당성 분석과 사회적 가치의 연관 상태
현행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분석은 사회적 가치(social value)의 개념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그것을 점검하고 측정해서 그 결과를 의사판단(결정) 정보로 생성
해 내는 과정과 시스템을 사실상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정책적 분석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효과 등을 다루고 있지만, 그 개념과 접근(측정방법 포함) 및 분석내
용을 살펴보면, 이들이 현재 국내외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본질적으
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지역산업연관분석

3) 이는 정책적 타당성 분석의 취약성을 나타내는데, 그 원인으로는 분석기법의 미개발, 질적 정보 확보에 필요한
거시·미시 자료의 제약성, 그리고 제대로 된 분석을 할 경우 인력·시간·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지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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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Input Output Analysis)에 의해 생산·부가가치·취업(고용) 유발효과를 산
출하고 있는데, 이들 효과는 비용편익분석이 도출하는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
과 다르고, 또한 투자사업의 사회적 가치 효과나 사회적 성과(social outcome)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사실, 이들은 투자사업의 1차적․ 직접적 편익효과가 아니고, 2
차적․간접적 경제효과로서 다소 모호하고 포괄적인 계량적 추정치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고용노동부,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가 권고하는 사업 추진에 따른 고용
효과

측정방식은

효과(인건비

외

기본적으로
지출항목)를

(1)직접

고용효과(인건비

구분·합산하여

총

지출항목)와

고용효과(고용

(2)간접

인원)를

고용

산출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투자사업의 사회적 편익이나 성과 및 영향(impact)에
관한 정보와는 사실상 무관하다. 그 뿐 아니라 이러한 고용효과는 재정 투입(input)
을 형식적․금액적으로 분해한 것에 불과하며, 특정 지역의 고용 및 실업 상태와 결
부된 고용의 질적 측면과 신규 일자리 등 고용의 실질적 성과에 대하여는 전연 다
루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근의 정부 정책에 의해 타당성 분석과정에서 고용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점검하게 된 것이나, 기존의 ‘사업의 시급성 및 지역발전 측
면의 부합성’을 점검하는 부분은 향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연
계 고리 내지 접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사회적 가치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문은
다름 아닌 정책적 분석이고, 경제성 분석에서는 사실상 그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투자사업 평가 이론과 실제의 양면에서 볼 때, 사회복지(복리) 차원에서 비용과 편
익을 추정하는 경제성 분석에 사회적 가치가 개입될 여지는 매우 협소한 것으로 판
단된다. 이것은 수십 년의 역사를 지니는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이론과 실제 적용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비용과 편익에 대한 논의와 시도가 매우 제한적이라
는 사실이 말해 준다.
관련 이론의 기본 입장은 투자사업과 결부된 사회적 가치의 사회복지 편익은 직
접적이고 구체적이기 보다 간접적·이차적 편익일 가능성이 높아서 만일 이들을 편
익으로 간주할 경우 이중(중복) 계산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가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배와 고용의 사회적 편익을 다루는데 있어서
그것이 투자사업의 주된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면 비용편익분석에서는 관련 편익을
산정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비
용편익분석이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편익을 측정해서 반영한다면 그것은 이중계산,
과다

추정의

오류를

범하게

되고,

극단적으로는

소위

투자사업의

‘낙관적

편견

(optimum bias)’에 빠질 수 있다.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는 전통적인 비용편익분석에서 편익으로 산정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EU, 2014, p. 64; HM Treasury, 2018, pp.
39-40).

비용편익분석의

총

영향은

공공투자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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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지 않고, 궁극적으로 사회복
지가 실제로 향상되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예컨대, 투자사업의 지
역역제 활성화(파급효과)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분석이
나 투입산출분석(input-output analysis)의 결과가 사용되는데, 이들은 비용편익분
석에서 직접적 편익요소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들 기법은 분석과정에서
투자로 인한 새로운 노동력의 창출이나 지역경제의 순 증분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거시적 변화 결과만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정보는 타당성 분석의 참고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EU, 2014, p.
64; HM Treasury(UK), 2018, pp. 39-40). 만일 경제성 분석에서 사회적 가치 요
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면 관련 이론의 보강이 필요하고, 또한 그것을 토대로 사
회적 가치 효과를 금전적 가치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현행 타당성 조사의 수행체계를 토대로 사회적 가치의 반영 상황에 관한
내용을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그림 5>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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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체계와 사회적 가치 반영 상태
사업계획서

* 사회적 가치 반영
부재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 사회적 가치를 사업

▪사업의 배경, 목적, 필요성(needs) 및 기대효과
▪지역 현황(자연환경, 사회·경제, 유사시설 현황 등)
▪관련 법률 및 계획의 검토
▪현장실사 결과 및 관계자 면담결과
쟁점 도출 및 조사방향 설정
▪사업의 특성 분석(물리적 요소, 활동 등)
▪사업의 영향권(impact area) 설정
▪이해관계자(stakeholder) 및 편익수혜자(beneficiaries) 규정
▪쟁점 도출 및 조사방향 설정

의 주된 목적이나 부
차적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지의 여부에 관
한 점검 부재

* 사회적 가치 관련
쟁점

및

비용・편익

산정/이슈에 관한 내
용 부재

사업계획 검토
▪시설계획 및 기술적 검토
▪총사업비 추정
▪수요 추정 및 규모의 적정성 검토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

▪경제적 비용 추정
▪편익 추정
▪경제성 분석
(비용효과 분석)
▪민감도 분석

▪재무적 비용 추정
▪수입 추정
▪재무성 분석
(운영수지 분석)
▪민감도 분석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편익 산정 내용/기법
개발 부재

*해당 없음

* 사회적 가치 관련
비용・수요 추정 부재

정책적 타당성 분석
▪법·제도적 부합성
▪사업 준비정도/추진의지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 검토
▪사업의 시급성 및 지역발전 측면에
서의 부합성
▪지역사회/주민 등 수용성
▪기타 사업별 특수 평가항목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요소/기법/점수화 등 없음

종합/결론
▪분석기준별 결과 종합 ▪정책제언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종합적 결론 구조/내용 없음

3.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와 사회적 가치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도입되었으며, 제도의 목적
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통해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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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정된 재정자원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예산편성을 유도하는데 있
다(행정안전부, 2019, p. 108). 동 제도는 투자사업과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지
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데 주된 역
할이 있다.
현재 지방투자사업의 의사결정 체제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집행부, 의회)와
투자심사위원회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사업추진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부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앞서 살펴본 타당성 분석은 투자사업의 실시에 관
한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하고 사업 결정에 필요한 판단정보
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주요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의
사결정(추진 여부: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 등)을 할 목적으로 행정안전
부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체제를 운영하고 있고, 지방단위에서는 각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사위원회(시·군·구

투자심사위원회,

시·도

투자심사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다. 투자심사기관의 결정(자체심사, 의뢰심사의 주관 주체 결정)은 앞
의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업의 추진 주체, 규모, 유형, 재원 구조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투자심사 과정에서는 투자심사기준을 뒷받침해 주는 정보가 주로 활용되고 있는
데, 현재 활용 중인 지방투자사업의 심사기준은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투
자심사규칙 제2조). 그것은 구체적으로, ① 국가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
합성, ②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③ 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
금 상환능력, ④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⑤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⑥ 주민숙원·
수혜도 및 사업 요구도(일자리 창출 효과 포함), ⑦ 사업규모·사업비의 적정성, ⑧
종합적

평가·분석이다.

이들은

크게

정성적(비계량적)

판단기준과

판단기준의 두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실제로는 전자가 주도하고
참고로

현재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제출되는

정량적(계량적)

있다.4)

실무심사조서(요약

정리표)가

다루

는 기준과 내용은 기본적으로 지방투자 심사기준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사업추진
준비상황(법적 절차 이행 사항 등)’과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항목을 추
가하고 있다.
지방투자사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판단정보 내용 면에서 살펴보면, 경제성 분석
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들이 특별한 위계나 비중 없이 종합적․집합적으로 활용
되는 양상이 관측된다. 예를 들어,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LIMAC
타당성 조사) 결과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자료로 활용되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서 사업의 추진 여부를 확정하는 정보적
4) 투자심사기준(중앙투자심사 점검사항 포함) 가운데 구체적인 수치를 근거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는 투자사업의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결과(예컨대, B/C ratio, PI ratio)와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그리고 기타 부문(지표, 기본비교통계에 의한 일부 간이 정보)이 있고, 나머지 기준은 대부분 논설
과 객관적 사실 및 주장 등에 입각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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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위상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LIMAC의 타당성 분석 보고서는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에 관한 내용 외에 정책적 분석에 대한 내용도 기술하고 있지
만, 후자는 현재까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등에서 의사결정 정보로서보다는 참고정
보로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계량적, 정성적 판단 요소들(심
사기준) 가운데서 특정 기준이 다른 판단요소에 비해 특별한 비중을 차지하거나 점
수 배분 면에서 가중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할 때, 현
재의 지방투자사업 의사결정 거버넌스는 정책적으로 설정된 투자심사기준을 전문가
의 지적 판단과 경험치 등에 기반을 둔 숙의와 합의 방식에 의해 비교적 유연하게
적용하는 일종의 ‘집단지성 결정 체제’로 간주된다.
종합적으로, 현행 지방투자사업의 의사결정은 타당성 분석결과(경제성·정책적 타
당성 분석결과 등)를 중요시하고 존중하고 있지만, 그 밖의 여러 가지 다른 심사기
준을 위원회에서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심사 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표 5> 현행 지방투자심사 기준
판단기준
국가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중·장기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 능력

세부사항

• 국토종합개발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과의 연계성
•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 수립 시 동 계획과의 연계성

• 각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역점 시책사업과의 연계성 등
• 개별 법률에 의한 지역단위 계획과의 관련성
• 중기지방재정계획에의 포함 여부

• 국고보조사업 해당 여부 및 부담비율 적정성
• 지방비부담 (또는 확보) 능력

• 지방채 발행요건 해당 여부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 민자 확보 시 민간자본 투자계획의 구체성 등

•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에 미치는 재무적 수익성

재무적․ 경제적 수익성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주민숙원·수혜도 및
사업 요구도
사업규모, 사업비의
적정성
종합적 평가·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내부효과 및 외부효과

• 사업시행 결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순 혜택

• 다른 사업보다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유 또는 필요성
• 현재 현황 수요추세 등 사업의 성격분석 및 예상수요도

• 사업에 대한 주민의 사업요구 정도,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혜를
받는 지역 및 주민수

• 사업 요구도: 자치단체의 사업목표치 대비 사업성과 수준 대비

• 수혜인구, 같은 조건의 사업 등과 비교분석하여 규모·사업비의
적정 산출여부 검토

• 앞으로 수요추세 등 발전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
• 위의 기초분석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결과 분석
• 기타 국내·외 경기 동향 및 국제 수지 전망 등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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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투자사업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사회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반
영하는 항목은 극히 미미하거나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투자심사기준 가운
데서 사회적 가치와 최소한의 연계성을 지니는 것으로

‘주민숙원·수혜도 및 사업

요구도’ 중 일부 항목을 지목할 수도 있지만, 그 점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가치와의 연관성이 매우 낮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주민숙원·수혜

도 및 사업 요구도’ 항목이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은 사업에 대한 주민의 사업
요구 정도(사업 요구도 : 자치단체의 사업목표치 대비 사업성과 수준 점검)와 사업
시행으로 인한 수혜 지역 및 주민수에 관한 것인데, 이 정도 수준을 두고 사회적
가치를 측정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최근에 ‘일자리 창출효과’가 새로운 점검대상으로 추가되어 투자심사 시 사회적
가치를 일부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것은 첫째, 지금까지 신설된 ‘일자리 창출효과’를 통해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목적을 반영하는 실질적인 정보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투자심
사 과정에서도 관련 사항이 점검되지 않고 있다.5) 그리고 둘째, 투자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진정한 사회적 가치 요소와 영향을 갖기 위해서는 노동 이전 성격의
‘단순 고용’이 아닌 ‘질적 고용’(새로운 일자리, 고용침체지역에서의 일자리 활성화
등)의 특성을 지녀야 하는데, 현재는 이에 대한 고려가 없이 점검되는 문제가 노정
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현행 지방투자사업 심사기준은 사회적 가치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영
역과 요소 그리고 방법을 사실상 구비하고 있지 못하며, 그 결과 투자심사 시에도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점검 및 반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방투자사업의 경우와 달리 국가재정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 주무, KDI의 PIMAC 실시)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공유
되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일부 반영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6) 그것은 평가
의 최종결과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지역균형발전을 비롯한 일부 사
회적 가치 항목들(환경성, 안전성, 일자리 창출 등)이 구조화되어 있는 사실이 말해
준다. 다만, 이것이 오늘날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
영하는

접근방법인지에

대하여는

다음의

관점에서

유보의

여지가

있다.

그것은

5)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2017. 12.29 개정·시행)에서는 투자심사와 관련하여 일자리 창출 항목을 신설하고
투자사업에 따른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인원 등을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고용효과를 검토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6) PIMAC은 예비타당성조사의 핵심 의사결정 방법론으로 2000년대 초 이후 지금까지 AHP(계층화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사용하고 있다. AHP는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3개 형태로 구조
화되며, 이들에 대한 종합평가(각 평가항목별 가중치와 평점 산출)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점수가 0.5점 이상인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분석 논리를 지닌다. AHP 산식은 다음과 같다: AHP = B/C 표준점수 × 경제
성 가중치 + 정책성 평점×정책성 가중치 + 지역균형발전 표준점수 ×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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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내외의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현행 분석체제가
구축되어 왔고, 또한 (2) 현행 시스템이 투자사업의 사회적 가치가 유발할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을 직접 측정하는 수단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부는 2019년 4월 국가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그 일환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조치를 취하였다.7) 구체적으
로, 기존의 정책적 분석 내에 사회적 가치(정책 효과) 부문을 신설하고 그 속에 일
자리 창출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를 포함시켰다(<그림 6>
참조). 한편 정부가 사회적 가치를 예비타당성조사의 중요 평가항목으로 지정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평가체계와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림 6>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체계 개편(안)

자료: 기획재정부(2019)

7)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큰 폭으로 개편한 핵심은 (1)지역균형발전 평가 강화, (2)사회적 가치 반영, (3)
복지 등 소득이전사업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4)종합평가(AHP) 거버넌스 개편, (5)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다
원화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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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회적 가치로 규정해서 분석하고 있는 접근방식에 대
해 비판적 시각에서 몇 가지 지적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특정한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이 어떤 원칙과 관점에 입각하여 포함되어 분
석되는지가 불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경제성 분석 이외에 포함된 정책적 분석의 4
개 항목(사회적 가치: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2개 항목(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 낙후도)이 왜, 어떤 근거에
서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항목에 포함되었는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론 내지
논거가 취약하다. 이러한 물음에 대한 명확한 설명(목적, 목표, 성과 등에 대한 설
명)이 제시되어야만 그것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그에 기초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합리적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수가 있다.8)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분석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항목들이 실제로 투자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로 인정될 수 있
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학계 및 정치·정책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채 정부 정책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나
아가 예비타당성조사에 포함된 사회적 가치들이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본질적 목적과 효과에 실질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중요성과 유의미성을 보유하는지
와 직결된다.
마지막으로, AHP 기법이 고안된 본래의 사용 목적과 용도 그리고 AHP 결과 값
이 지니는 과도한 영향력(결정력)을 감안할 때, 현재 적용되고 있는 대상과 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해 다각도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AHP는 장점 못지않게 단점을
지니는데, 이에 대하여는 생략하기로 한다).

8)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 시행을 통하여 창출될 수 있는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였던 시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편익의 정량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반영, 비용효과분석을 통한 사업대안의 타당성 판단(복지
부문), 정책적 분석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반영(지역균형발전,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사업특수 평가항목
을 통한 사회적 가치 반영 등을 거론하고 있다(박현, 미발표 논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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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지방투자사업의 사회적 가치 반영 실태
1.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인식
1) 기본 인식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고 규정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특정 시대에 인구·사
회·경제·환경에 큰 영향과 변화(impact and change)를 주는 그 무엇(규범적 가치)으로
간주된다. 특정 시대의 사회적 가치는 당대 사회를 자극하는 변화의 동인(동력)이
고, 그것은 사회복지(후생)에 큰 도전과 영향을 주는 국가와 지역 및 지방의 역량
이다. 사회적 가치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르고 국가 내에서도 정치·행정적 주도
기간(정부별)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 특성을 지닌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인식과 목표를 지니는 ‘글로벌 사회적 가치’가 대
두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구 온난화 방지, 지구환경 보전, UN의
빈곤 퇴치, OECD의 포용적 성장은 글로벌 차원에서 인정되는 사회적 가치에 해당
한다. UN의 Global Compact(1999)나 SDGs(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넓은 범위에서
세계가 경제적 효율 뿐 아니라 삶의 질과 지구 공동체의 평안한 지속 가능성을 추
구하는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최근 OECD는 세계은행(World Bank)에 이어 포용적 성장을 회원국의 중요한 사회·
경제적 어젠더(agenda)로 선정하고, 그 실천을 위해 각종 정책 드라이브를 가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은 경제 성장이 사회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분배되고, 모두에게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Inclusive

Growth

is

economic

growth

that

is

distributed fairly across society and creates opportunities for all”).9) 포용적 성
장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 있고, 또한 이 글이 관심을 두
는 사회적 가치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2)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인식
Michael Walzer(1983)는 사회적 가치를 ‘사회 구조에 의해 직접적으로 다루어지는
권리와 자유, 권한 및 기회, 그리고 소득과 재산 등과 같은 가치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는 공동체에 의해서 부여되고 공유되는 가치, 사회에 의해서 의미가 부여되
는 가치를 의미한다. 사회적 가치는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 가변적이며, 분배되어야
할 사회적 가치는 특수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는 사람들에 의해 창출되며, 분
배의 기준은 가치의 특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임의영, 2009, p. 7).

9) https://www.oecd.org/inclusive-growth/#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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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jo Klamer(2004)는 ‘가치(value)’를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 문화적 가
치(cultural value), 그리고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경
제적 가치는 사물의 가격 또는 그것의 교환 가치를 지칭하고, 문화적 가치는 경제
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특질을 의미한다. 사회적 가치는 한 모임의 소속
감, 정체성, 사회적 구별 짓기, 자유, 연대, 신뢰, 관용, 책임, 사랑, 그리고 우정 등
과 같은 광범위한 가치들로 구성된다. 이승규 외(2008)는 사회적 가치가 다양한 영
역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 주체들이 추구하는 목적들
을 검토해 나가면서 화폐화 혹은 계량화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상하(2009)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주민 참여도, 민주적 의사결정, 이윤분배 제한 정도, 그리고 취약계층 고용 정도로
범주화하고 있다. 라준영(2010)은 사회적 기업에 관한 연구에서 가치의 유형을 경
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사회·경제적 가치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
는 시장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활동을 통해 창출되며, 그와 관
련된 가치의 측정은 ROI와 ROE 등을 활용한다.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회적

가치로

개념화하며(예컨대,

개인의

자존감(self-esteem)

변화와

삶의 만족도 등), 측정단위는 개인, 집단, 공동체, 사회, 국가가 된다. 측정방법은
논리모형(logic model)과 변화이론(theories of change)이며, 주로 정성적인 지표를
갖고서 리커트 척도(likert-scale) 또는 서술형 방식을 활용하여 판단한다. 사회·경
제적

가치는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로서

주로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 분석방법을 통해 계량화된다.
윤태범 외(2017)에서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공공의
이익 실현, 즉 “공익(public interest)의 실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때 공익이란
일의적인 개념이 아니고, 전체 효용의 극대화(개개인의 이익 총합 극대화), 사회 전
체에 바람직하거나 올바르게 추론되는 가치의 실현(기본권, 정의, 자유, 평등 등의
실현),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공동의 이익(대중교통체계의 확립, 위생적 식수 공급,
양질의 교육서비스 등), 이익집단간의 타협 내지 절차를 거친 결과(이익의 민주적,
절차적 상호 조정) 등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다. 문경호(2018)는 ‘사회적
가치’를 현재 우리 사회 및 공동체가 윤리,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가지고 있는 사
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또한 적극적인 행동의 성과로 보다 더 나은 상태로
변화되었을 때, 이전 상태와 나아진 상태의 차이만큼 발생한 성과로 정의한다.
선행연구들에서 사회적 가치의 예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개인 삶의 질(만족도,
소속감, 개인 개발, 건강, 위험 행동), 개인 경제(소득, 재무위험, 구매력), 공동체
사회적 자본(시민참여, 연대성, 네트워크, 사회적 지원), 공동체 경제(고용창출, 생
산유발효과), 사회인식의 변화, 사회 제도의 변화, 사회역량의 변화 등이 있다(라준
영,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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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가치의 국제기구 간 공통 개념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국제기구들은 지침을 통해 다양하면서도 중요한 사회적 가
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인권, 형평, 공정, 안
전, 신뢰, 노동, 건강·복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상생협력, 지역경제, 일자리, 공동
체 복원, 환경지속성이다. UN은 2015년에 2030년까지 각 나라가 협력하여 달성하
고자 하는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발표하였다.10)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약속으로서 사회 및 경제
발전과 더불어 환경보호 등 상위의 가치를 담고 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구체
적으로, ① 빈곤 종식, ② 기아 종식, ③ 건강과 웰빙, ④ 양질의 교육, ⑤ 성 평등,
⑥ 깨끗한 물과 위생, ⑦ 적당한 가격의 클린에너지, ⑧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
장, ⑨ 산업화와 혁신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의 구축, ⑩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 감
소, ⑪ 지속가능한 도시 및 지역사회 발전, ⑫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방식, ⑬ 기
후변화에 대응, ⑭ 해양 보존, ⑮ 육상 생태계 보존, ⑯ 평화와 정의를 위한 제도
구축, ⑰ 글로벌 파트너십의 구축인데, 이는 글로벌 관점에서의 사회적 가치로 인식
될 수 있다.11)
UN Global Compact(1999)에서는 사회원칙의 구현을 주장하면서 10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또한 ‘글로벌 사회적 가치’로
인식할 수 있다. 10개 원칙을 압축해서 정리하면, 기업은 ① 인권 보호 지지,

② 인

권침해에 가담하지 않음을 확인, ③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권리 보장, ④ 모든 형태의 강
제노동 배제, ⑤ 아동노동 폐지, ⑥ 고용 및 업무 차별 근절, ⑦ 환경문제의 예방적 접근 지
지, ⑧ 환경에 대한 책임 강화 솔선수범, ⑨ 환경 친화적 기술개발 및 보급 지원, ⑩ 부당
취득 및 뇌물 등 모든 종류의 부패 근절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ISO 26000(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6000)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진행되어 온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과 계획들을

‘사회적 책임’ 이라는

틀 속에 종합하고 있다. ISO 26000이 제시하는 사회적 책임 7원칙은 설명책임, 투
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관계자 이해존중, 법치주의 존중, 국제행동규범 존중, 인권
존중이다.
영국 정부는 정부가 사회복지나 웰빙(social welfare, wellbeing)을 향상시키는
것을 사회적 가치의 기본 특성으로 간주한다(HM Treasury, 2018, p. 6). 이는 대
체로 공익의 구현(국민의 삶의 질, 안전, 복지의 향상, 일자리 창출), 사회적 자본
10) SDGs는 2002년 UN이 채택한 MDGs(Mile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 개발목표)를 대체한 것으로 SDGs는
MDGs에 비하여 한층 더 포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MDGs가 인류와 가난한 국가들이 직면한 기초적인
빈곤 및 보건 문제를 개선하는데 목표와 중점을 두는 반면 SDGs는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 환경보호, 정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은 목표를 포함한다.

11) http://ncsd.go.kr/app/sub02/20_tab2.do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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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사회적 형평성 및 공정성 향상(분배, 사회적 보호, 균형발전, 주거 개선), 환
경 보전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영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사회
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성취와 향상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사회적 가
치 창출을 위한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Act, 2012)'을 제정하였다. 동법의 핵
심은 공공기관이 계약과정을 시행하기 전에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편익을 고려하
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하며,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이슈 등을 관계 기관과 반드시
상의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는 공공부문이 재화와 서비스를 조달하고 위탁하는 과
정과 결과에 사회적 가치 요소가 인식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을 조치하는 법이다.
<표 6> 사회적 가치 영역과 UN 글로벌 컴팩트, GRI, ISO26000의 관계

자료: 윤태범 외, 2017,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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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 및 도전 과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하면서도 공통적
인 개념과 특성 그리고 목적성과 방향성을 대체적이고 규범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사회적 가치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의와 구성요
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측정해서 비교할 수 있는 실체(실천적 도
구와 수단)를 구조화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한다. 이 문제는 사회적 가치를 구체
적으로 선정하고 그것을 계량적·질적으로 분석하는 수준으로 실체화해야만 하는 지
방투자사업과 사회적 가치의 관계 정립에 있어서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
사회적 가치에 관한 국내외의 개념 정의 내지 설명을 인식하면서 이것을 지방의
공공투자사업과 연계시켜 볼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 도전적 과제와
의문이 제기된다. 그것은 (1) 사회적 가치에 대한 거시적 개념과 이해는 국내외적
으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그것을 현실 세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적용했을 때 과연 ‘손에 잡히는 실질적 성과’(현상, 상태, 변화와 영
향, 결과 등)를 얻을 수 있을지에 관한 과제와 의문, (2) 사회적 가치의 실질을 정
확하게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측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과제(기수적(cardinal)
절대 비교, 서수적(ordinary) 상대 비교 등), 그리고 (3) 국가 차원이 아닌 지역과
지방 차원에서 고유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실
제로 투자사업의 의사결정과 연결시킬지에 대한 과제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의문과 과제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대적 과제로 부상되
어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사회적 가치문제를 정부의 각종 정책 및 재정지출(투자
사업 포함)과 결부시켜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현실 당
위성에 대하여도 동시에 인정해야 한다.

2. 현 정부의 사회적 가치 개념과 정책적 입장
1) 사회적 가치의 국정과제 채택과 관련 기본법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핵심 국정기조로 선정하고 그것을 주요 정책 및 예산·
비예산사업의 수행에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포용국
가(포용적 성장), 지역균형발전, 시민참여와 소통이 있다.12)
정부의 사회적 가치 정책을 통괄하는 국무조정실은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정의하
고, 그것을 13개 부문으로 분류해서 실천전략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과 연
계시키고 있다(국무조정실, 2018, p. 13). 그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 개념은 사회·경
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12) 사회적 가치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채택되어 있다(국민이 주인인 정부, 투명하고 유능한 정
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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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체계는 헌법적 가치로서 사회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가치이며, 경제적·환경적·문화적 가치를 포괄하는 상위가치로서 위상을 지닌다.13)
국무조정실이 제시한 13개 세부 분류 중에서도 특히, 지방투자사업과 직·간접적
으로 관련되는 사회적 가치 분류로는 다음을 지목할 수 있다(국무조정실, 2018, p.
13). 그것은 (1)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시장에서 해결
할 수 없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 조치 필요), (2) ‘건강한 생
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조건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
위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는 이를 제공), (3) ‘품위 있
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민간·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노동이사제, 비정규직 축소 등 좋은 일자리 확대), (4)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
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 해소), (5) 환경의 지속가능
성 보전(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이다.
그리고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략으로서 ‘정부운영의 사회적 가치 중
심 전환’을 제시하면서 주요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에서 지방투자사업과
관련된 것으로는 ‘사회적 가치 실현 재정혁신’을 지목할 수 있다. 이는 크게 (1) 인
권,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사업 재정투자 확대(2018년), (2) 재정사업 심사·평
가에 사회영향평가 요소 반영(2019년)을 전략목표로 삼고 있으며, 그 핵심은 다음
과 같다. 전자는 (1)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예산편성지침 및 지방자
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반영), 지역주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사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포괄보조사업으로 신설·반영, (2) 사회적 가치 핵심요소에 대한 투자
확대(일자리, 안전 등 관련분야 예산 대폭 확대),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강화 등
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후자는 (1) 사전심사 단계부터 사회와 공동체에 미치
는 영향 종합평가(예비타당성 조사에 사회영향평가 요소 도입), (2) 재정사업 성과
평가 시 사회적 가치 항목 반영(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구현사업에 대해 성과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3)각 부처 공모사업 선정·배분 시 사회적 가치 사업 중점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전략목표와
방향은 이해할 수 있으나, 문제는 이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합리적인 수단과 방
법 그리고 프로그램과 계획이 취약하거나 부재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생활 SOC 개념을 제시
하고, 그와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생활 SOC 개념의 핵심은 생활 인프라 구축에 있는데,
이는 크게 (1)여가 활력(공공체육 인프라, 도서관·문화 공간, 도시재생·농산어촌개
발·어촌 뉴딜, 주차장 등), (2)생애 돌봄(어린이집·유치원, 지역책임의료기관·주민건
13)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중 사회의 재생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가치로서 인권, 노동권,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등 공동체와 사회 전체에 편익을 제공하는 가치로서 위상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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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센터,

노인요양시설·고령자

복지주택),

(3)안전·안심(교통안전

인프라·지하매설물

안전·화재 및 재난안전, 미세먼지·휴양림·야영장·도시공원)의 세 부문으로 구성된다.
정부의 생활 SOC 사업은 국민소득과 문화 등 생활환경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과거에는 사치재 성격의 공공재였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기본 공공서비스 내지 기본
수요(basic need)의 영역에 포함되는 일대 사회적 변화의 한 단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요약하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사회적 가치로는 포용국가(포용적 성
장), 지역균형발전, 시민참여와 소통을 지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방투자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포용국가와 지역균형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포용국가(포용
성장)는 사회적 형평, 고용, 복지, 공동체 등 광범위한 사회적 가치 영역 및 수단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복합적인 정치·정책적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현 정
부는 생활 SOC 공급을 포용성장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중요한 생활 SOC는
타당성 분석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지역 간 보유 격차와 접근성 격차 문제를 내포
하고 있어서 사실상 지역균형발전(지역 낙후도 개선)과도 연관성이 있다.
끝으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은 사회적 가치 이슈를 논할
때 통상 그것을 국가와 국민 또는 범 사회를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보다 냉정히 생각해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가치가 국가 단
위가 아닌 지역 또는 지방 단위에서 그 중요성과 유용성이 실질적으로 인식되고 적
용되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바로 다음 항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3. 국가 단위의 사회적 가치와 지역 및 지방 단위의 사회적 가치
지방투자사업에 사회적 가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나 전체 사회에 걸쳐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가치 외에 지역 또는 지방 단위에서 인정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의 존재성에 대해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국가재정 투자사업
과 달리 지방투자사업은 그 영향의 공간적 범위와 편익의 수혜대상이 전국적이기보
다 지역성 내지 국지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 때 만일 지역 차원의 사회적 가치의
존재성과 중요성이 사회·정치적으로 인정된다면, 지역과 지방의 사회적 가치를 투자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투자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마땅하다. 먼저, 결론
적으로 말해서, 지방투자사업을 다루는데 있어서 국가 차원과 다른 지방 차원의 사
회적 가치의 존재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대한 이
유와 논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사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제공 책무(responsibility)와
재정 책임성(fiscal accountability) 관점에서이다.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하
는 목적과 정당성은 정부가 ‘사회적’ 또는 ‘국민경제적’ 복리 증진 차원에서 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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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세금을 올바로 사용하도록 해주는 공적 책무와 재정 책임성을 구현하는데 있
다. 이것은 정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를 포함하는 사회 구성 주체(개
인, 기업, 공공부문 등)를 대표하여 사업의 순편익(net benefits: 사회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편익의 합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뺀 것)이 발생하는 사업을 중심으
로 재정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타당성 분석이 지방투자사업의 우
선순위를 객관적으로 선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정부로 하여금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정부에 권한을 위임한 사회 구성원에게 입증
해 주는 재정 책임성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재정 책임성은 재정을 부담하는 주체와 일반 구성원(국민, 주민 등)
에 대해 정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선량한(성실한) 재정관리 과정과 퍼
포먼스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때 완수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재정의 효율성
과 형평성 그리고 투명성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할
때, 지방재정의 책임성은 지역의 일반 주민과 납세자(주민, 기업 등)의 보편적인 재
정 수요와 공동체의 발전을 품어야 하는 지방투자사업 속에 국가와 전체 사회를 대
표하는 사회적 가치는 물론 지역 고유의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줄
때 온전히 구현된다. 부연하면, 국비를 주로 사용하는 사업(국가사업)에 대한 타당
성 분석은 국민 전체의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고, 지방비를 사용하는 사업
(지방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은 국가와 국민의 관점 못지않게 지역적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지방투자사업이 창출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영향권(impact area)과 수혜자
(beneficiaries) 및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이 지역적이거나 국지적인 특성을 지
니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투자사업의 주된 재원 부담자(지역 납세자 주민, 기업)이
면서 사업의 산출과 결과(시설, 서비스 성과 등)로부터 직접적인 영향과 혜택 및
변화를 경험하게 될 공간적 범위와 대상 및 이해관계자가 궁극적으로 지역 전체 또
는 일부(지역 주민, 기업, 공공부문 등)라는 사실은 타당성 분석과 투자심사를 할
때 지역의 사회적 가치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합리성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지방비로 건립되는 공원이나 문화체육시설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 일
반 국민 대신 지역주민(납세자)의 편익만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전국
단위 사업(예컨대, 올림픽 스타디움·공원, 국립 오페라하우스 등)의 평가 시 적용되
는 영향권 범위(예컨대, CVM에 의한 WTP(지불의사가격: 편익) 산정 범위)와 크
게 다르다. 이것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때 일정한 수준에서 지역별 환경 및 특성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도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국가와 전체 사회의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지역 단위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한계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국가 단위에서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
로 하는 지역균형발전 개념을 지역이나 지방 단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전
국적으로 볼 때, 일부 지역(권역)에서 지역 내부의 격차가 존재하기도 하지만(예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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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세종시의 신 도시지역과 구 농촌형 지역 간 격차, 성남시의 분당지역과 그 외
지역간 격차 등), 그것은 규모나 내용 및 특성에 있어서 국가균형발전이 내포하는
것과 차이가 난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 지역 차원의 균형·불균형 문제와 발전·
낙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도 지역 차원에서 편익으로 인식되
고 경제적 효과로 산출되는 개념과 접근 방식은 국가 차원에서 접근되는 개념 및
방식과 분명히 달라야 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지방투자사업의 영향권과 수혜자 및 이해관
계자의 대부분이 지역의 경계를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물론 행정구역을 넘어
인접

지역과 공유할 수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측정할 때

‘국가와 사회의 복지 증진’이라는 개념과 원칙을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 지방투자
사업의 상당수는 ‘실질적 편익’을 확보하는데 애로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예로서 투자사업(예: 산업단지 건설)의 편익 산출과 관련해서 신규투자
(율)과 새로운 고용 창출에 집착하는 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지방투자사업의 경우
국가재정 투자사업과 달리 지역 내의 산업 간 이동이나 노동력 이동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외부 지역으로부터의 이동에 대해 편익 산정에 반영해 주는 것이 합리
적이다.

실제로

지방사업의

속성과

환경을

인식한다면

지방

단위에서의

‘신규

(new)’라는 개념은 국가 단위에 비해 조금 완화하거나 새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가투자사업과 지방투자사업이 지니는 상이한 기본 속성을 이해할
때, 비용편익분석에서 편익을 산정하면서 ‘국가와 사회 복지 증진’이라는 개념과 큰
틀 속에 모든 지방투자사업을 묶어 두고 편익과 비용을 산정하는 접근에는 문제가
있고, 이는 앞으로 다각도에서 깊이 검토되어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 고유(또는 지역의 강한 바람(희망, 숙원)을 내포하는) 가치나 목표를
지역의 사회적 가치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관점에서이다. 예컨대, 대한
민국에서 유교적 가치는 문화로서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받는 수준에 머무르지
만, 안동 같은 지역에서의 유교적 가치는 상당한 수준의 생활원리로 존재한다. 만약
지방투자사업으로 유교 문화관이나 유교 박물관을 건립한다고 할 때, 서울에서 생
각하는 문화관이나 박물관의 가치와 안동에서 생각하는 가치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
(이희재, 2019, 미발표 논문).14)
국가차원의 사회적 가치는 국민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 권리로서 무엇보다
도 헌법 제35조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그런데 예를 들어, 환경권에 대한 가치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그
14) 현행 방식으로 지방투자사업에서의 편익을 계산한다면, 방문객 수에 관람비용을 곱하는 방식 등을 취하고,
여기에 IO 모형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일자리 효과가 더해지는 정도로 그 가치가 파악될 것이다. 만일
여기에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서울에서는 추가할 수 없는 안동에서 바라보는 지역 상징성이나 지역 문화
로서의 가치가 더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이희재, 미발표 논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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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환경정화시설을 지방투자사업으로 설치한다고 했을 때 설치비용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지만, 시설의 설치로 인해 주민들이 느끼는 주관적 가치는 지
역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에서는 시설 설치에 대한 원함
이나 수요는 물론 그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높을 것이다.
서울에서 강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가치(예) 미세먼지 저감정책)는 환경에 대
한 관심과 민감성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 차원에서 인지되고 있는
가치이다. 아직 그런 사례는 없지만, 지방투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형 시설물을 구축한다고 가정할 때, 서울은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깨끗한 공기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될 것으로 예
상된다. 같은 시설을 지방 단위에 설치할 경우 비슷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질 지에
대하여는 다소 의문이다. 마찬가지로, 재난 안전과 관련하여 홍수나 설해가 심한 지
역과 보통의 지역 간에는 관련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다를 수 있다.
사회적 가치는 국가와 사회 전체 차원에서는 물론 지역사회의 필요와 합의(공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전략적 목표에 따라 어느 정도 유동성을 지니는 개
념이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안이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는 의료 불평등이 더 시급한 사안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도로 건설이 최우선 숙원
사업인 지역이 있는가 하면, 공공 문화시설이 최우선 숙원사업인 지역도 있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사안은 각 지역이 처한 사회적 환경과 여건 그리고 지역(주민)의
수요와 숙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이희재, 2019, 미발표 논문).
비슷한 맥락에서 고용문제나 복지문제 그리고 문화체육시설과 관련된 사업의 추
진문제가 외형적으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이더라도 지역에 따라 현재의 상태
와 주민의 숙원도(수요)가 크게 다를 수 있고, 또한 각 사안에 대한 평가도 인구·사
회·경제·지리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PIMAC의 국가투자사업 평가보
다 LIMAC의 지방투자사업 평가가 훨씬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특성을 보
다 더 많이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기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면, 국가 차원의 사회적 가치와 지방
차원의 사회적 가치는 분명히 구분해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큰 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관련하여 그에 필요한 보편적 사회적 가치 항목이 존
재할 수 있지만, 지역과 지방이 보유하는 커뮤니티·역사·전통·문화와 환경에 따른
고유한 가치가 또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지방투자사업에 대해 타당성
분석과 투자심사를 할 때에는 가능하면 지역 고유의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
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15)
15) 다만, 지역간 사회적 가치의 차이는 매우 예외적이고 제한된 경우에 한해 투자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 이유는 지역 고유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세부적으로 지나치게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논란의 소지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지역 이기주의나 자치단체장의 공약에 치중하거나 사회의 운영
원리와 원칙, 역사와 문화 등과 괴리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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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투자사업 실시와 사회적 가치 반영: 타당성 분석을 중심으로
1) 사회적 가치 선정: 기본 접근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논문은 사회적 가치를 특정 시대에 국가와 사회를
주도하는 주류 가치로서 정치·사회·문화·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초래하
는 일종의 규범(norm)으로 이해하고 있다. 아울러 여기서는 이것을 조금 실용화하
는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를 현재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정책적 개념과 더불어 지역
고유의 사회적 가치로 간주할 필요가 있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접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포용적 성장(일자리 창출, 공정한 분배, 기회 균등, 사회적
약자 배려, 기본적 사회복지 보장), 균형발전, 환경, 안전, 공동체 연대(solidarity)
및 발전, 기타 지역 고유의 사회적 가치를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접근하고 있다.
‘기타 지역 고유의 사회적 가치’에는 다른 지역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지역의 역
사적 전통과 문화, 관습, 종교, 민족성(ethnics) 또는 인종, 독특한 공동체 연대의식
등이 포함된다.
이상의 사회적 가치는 모두가 중요한 것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 지방투
자사업 타당성 분석과 투자심사 시에 고려해야 하거나 특별히 관심을 두고 다루어
야 할 사회적 가치를 선정하여 조금 더 구체화하고자 한다. 사실, 사회적 가치 이슈
를 두고 논하자면, 국가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쉽게 규정되고 파악될 수 있는 반
면 그것을 지역과 지방 단위로 낮추어 적용하고자 하면 상당한 어려움과 복잡성에
직면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지역과 지방 차원에서 중요시되고 존중되는 사회적
가치를 선별하고, 또한 그것을 실제로 투자사업의 평가와 결정 과정에 적용하는 것
은 매우 어렵고 논란을 내포하는 성질에 속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재정지출이나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국가와 지역(지방) 그리고 지역 간에 달
리 적용해야 할 만한 사회적 가치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탐구하고 함의를 도출해
야 하는데, 이 문제는 이미 앞에서 정리한 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본 논문은 지방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의 사회복리
와 지역 공동체 발전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와 영향을 내포하는 사회적 가치로서 다
음의 7가지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형평성, 분배, 지역 공동체 연대 및 발
전, 지역 고유의 역사·전통·문화·인종·종교, 일자리 창출, 환경, 안전과 관련된 사회
적 가치이다. 그리고 이들을 다시 묶어서 지방투자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
적 가치의 유형을 (1) 형평성(분배 포함), (2) 지역 공동체 연대 및 발전(일자리
창출 포함), (3) 지역 고유의 역사·전통·문화·인종·종교, (4) 환경 및 안전의 네 가
지 형태로 구조화할 수 있다. 이들 사회적 가치 속에는 지역과 지방의 관점에서 고
유하게 인식되는 사회적 가치 뿐 아니라 국가와 범사회적 관점에서 중요성을 지니
는 사회적 가치(형평, 분배, 환경 등)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 28 -

사회적 가치와 지방재정투자사업

45

2) 지방투자사업에 적용될 사회적 가치: 유형과 내용
여기서는 지방투자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7가지 사회적 가치 유형에 대
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하며, 그 중 일부는 비단 지방 차원에서 뿐 아니라 국가
와 전체 사회 관점에서 중요시되는 사회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가. 형평성 관련 사회적 가치
지방투자사업의 형평성 이슈와 관련된 중요한 사회적 가치는 여러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겠지만, 본 연구는 그 중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와 균
형발전(지역낙후 상태 개선)의 두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적 약자 배려는 중
요한 사회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방투자사업 분야에서는 고려되지 않았
는데, 앞으로는 이를 타당성 분석과 투자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
다. 균형발전은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서 그동안 중앙정부 투자사업에서는 AHP의
한 분석부문으로 고려되어 왔지만, 지방투자사업에서는 사실상 도외시되었다. 향후
에는 이것을 투자사업의 점검 및 평가기준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역과
지방 단위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바라보는 지역간 거시적 균형·불균형 문제가 확연
히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균형발전 개념보다 ‘지역 낙후도’ 개념을 적용
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형평성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는 투자사업의 목적과 효과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지역균형발전 이슈를 분명히 내포하거나, 실시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현상
및 효과가 예상되는 경우에 인정되어야 한다. 이 때 만일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
를 지닐 경우에는 별도의 사회적 가치 분석을 실시한다. 투자사업의 목표가 사회적
약자 배려를 포함하는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1)투자
사업의 주 이용대상(주된 편익 수혜자)이 사회적 약자(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결손 가정 등)인 경우, (2) 노인보호시설, 아동보호시설, 다문화 지원시설의 건설
등이 있다. 투자사업과 관련된 지역 낙후 상태란, 투자지역이 목표시설과 관련하여
낙후되어 있음이 객관적(통계·지표적, 현상적)으로 뚜렷하고, 투자사업의 목표 시설
이 들어섰을 때 대상지역의 낙후도가 개선될 것이 분명히 예상되는 현상과 상태를
의미한다. 지역의 낙후도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총체적 관점에서의 낙후 상태(예컨
대, 경제·소득·고용 및 인프라 등의 낙후)와 부분적 낙후 상태(예컨대, 특정 공공서
비스(접근성 포함), 교육·문화·체육시설 등의 공급 부족)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이 부문에서 사회적 가치를 본격적으로 깊이 있게 측정하고자 할 경우
그 접근은 비용편익분석이 추정하는 사회복지 편익 대신 사회 규범적 편익(성과,
영향 등)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과정에서는 서베이(survey), 기초통계분
석, 비용효과분석, 논리모델(Logic Model) 등의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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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는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지표·지수화를 도모하고, 최종 결
과를 점수 내지 등급의 형태로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뒤에서 강조
하지만, 대다수의 일반 지방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한심층 분석 대신 사회적 가
치의 요소와 의미 그리고 대체적인 영향 정도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기법과 기본
지표·지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분배 관련 사회적 가치
분배와

관련된

지방투자사업의

사회적

가치는

투자사업이

계층(소득·인구

등),

지역(구역), 젠더(gender) 등에 분배적 격차를 유발하는지를 기본적으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때 만일 그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심각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는 별도의 사회적 가치 분석을 실시한다. 다만, 그 동안 비용편익분석과 관련된 많
은 문헌에서 투자사업의 분배 이슈를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직접적인 편익 요소로 다루면서 실제 분석을 시도한 사례가 매우 희소한 점을 상기
할 때, 분배 관련 사회적 가치를 실제로 투자사업과 연계해서 반영해야 할 경우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와 같이 분배 관련 사회적 가치의 현실 적용 가능성이 낮
은 점을 고려한다면 이것을 앞서 제시한 형평성 관련 사회적 가치의 한 부분으로
포함시켜 다루는 접근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지방투자사업에 대해 분배 관련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경우(정책적 분석의
항목이 아닌 별도의 심층 분석(사회적 가치 분석)을 할 경우) 그 방법으로는 일반
적인 거시·미시적 계량분석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거시·미시적 계
량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풍부한 데이터와 정보가 요구되기 때문에 실제
로 이러한 접근을 수행하는 데는 자료·시간·인력 등의 측면에서 어려움과 한계가 예
상된다. 따라서 이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될 수밖에 없을 것이
다. 관련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는 개인·계층 간에 효용과 편익의 화폐
가치를 차등화는 접근은 지양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주관적 가치 판단’(subjective
value judgement)은 정책판단의 오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에서는 일정 수준 가치판단을 수반하는 규범적 편익(성과, 영향)
이 계층, 지역, 젠더 등에 어떠한 차등적(차별적) 영향이 주어질 것인지에 대해 집
중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접근을 통해 확보한 정보는 비용편익분석의 보
충적 정보로서 정책적 판단에 기여할 것이다.

다. 지역의 공동체 연대 및 발전 관련 사회적 가치(지역공동체 가치)
지역의 공동체 연대(solidarity) 및 발전은 ‘주민 숙원도’라는 이름으로 일부 지방투자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었지만, 그동안 객관성을 갖고서 적극적으로 고려되기 어려웠
던 가치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잘 다듬어서 지방투자사업의 점검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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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추가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지역 공동체 연대 및 발전은 주민
숙원도 개념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폭 넓은 점검 대상과
영역을 보유하는 가치 개념이다. 주민 숙원을 포함하는 지역 공동체 연대와 발전은
지역주민의 절대 다수가 추구하는 가치와 희망의 의미를 내포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서 반영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단순한 지역의 특성 및 여건 차이와 공동체 사회적 가치를 혼동해서
는 안 되며, 또한 단순히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사회적 가치로 규
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사업이 지역의 절대 다수 주민이 진정 필요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다수(복수) 재정사업 중 최 우선순위에 있는 숙원사업이라면 그것
은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에도 분명한 원리와 원칙에 근거할 때 사회적 가치로서 적용이 가능하다. 이 때
그것은 전국 공통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지역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지방투자사업의 공동체 연대 및 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 분석은 투자사업이
지역 고유의 공동체 단합과 발전을 지향하는 목적과 파급효과를 분명히 내포할 경
우 실시한다. 예를 들면, 사업의 목적과 특성이 지역사회 전체의 화합과 발전, 대다
수 주민의 수요 및 희망과 깊이 연관되면서 지역투자사업 중 최상위(top-ranking)
에 속해 있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지방투자사업의 공동체 연대 및 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측정해
야 할 경우에는(매우 예외적인 투자사업에 한해 적용함) 사회복지 편익 대신 사회
규범적 편익(성과, 영향 등)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각종 서베이
(survey) 및 기초통계분석, 비용효과분석, SROI, 논리모형(Logic Model) 등을 활
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일반 투자사업의 경우는 체크리스트와 지표·지수 방
식을 통해 비교적 단순하게 점검, 평가하는 접근이 합리적이다.

라. 지역의 역사·전통·문화·종교·인종(민족성) 관련 사회적 가치
중앙정부 투자사업과 달리 지방투자사업에서 고려해야 할 ‘지방 고유의 사회적
가치’로서 역사와 전통, 문화, 종교, 인종(민족성: ethnics) 등 지방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투자사업의 점검 및 평가기준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사·전통·문화·
종교·인종(민족성)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점검 및 분석은 투자사업이 전국
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뚜렷이 차별화 되는 ‘지역 고유의 사회적 가치’를 내포
하는 목적을 갖고, 관련 영향 및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실시한다. 예
를 들면, 특정지역의 투자사업이 전국 평균이나 일반적인 상태와 뚜렷한 차이를 보
이는 지역 고유(특수)의 역사·사회·문화적 현상과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해 먼저 객
관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그 상태와 영향 및 파급효과에 대해 점검·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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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업의 목표가 공동체 고유의 전통적 가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는 투자사업이 다른 지역과 뚜렷이 구분되는 지역 고유의 전통, 문화,
관습 등에 기반을 두고 관련 산출물(output)과 효과를 기대하는 상황 내지 사업 계
획이 존재할 때를 들 수 있다. 예컨대, 향교나 사원 등 전통 문화 시설 복원 및 전
시 시설, 불교·기독교·천주교 등의 역사적 유적, UNESCO 세계문화유산, 농촌 문화
시설, 2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전통 축제 등 지방의 공동체 가치를 포함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할 수 있다.
혹자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인문사회 상황에서 종교와 인종(민족성) 분야를 사회
적 가치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
하여는 다음의 측면을 인식하는 전향적 사고가 필요하다. 예컨대, 천주교의 경우 순
교자 성지나 교황 방문지 같은 문화적 의미가 있는 곳이 있고 불교 사원은 각 명승
지에 흩어져 있는데, 이들을 기념하는 프로젝터를 실시하거나 보수·증축하는 것은
지역의 문화적 가치로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물론 이 중 일부는 지방투자사업의 성
격보다 중앙정부의 업무에 속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 고유의 역사와 종교, 문화가
병존하는 특수 지역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인종 및 민족성
과 관련해서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과 주민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들이 일종의 집성촌 내지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사회적 환경이
구축되고 있는 현실 상황에 대한 적극적 정책대응 관점이다.
지방투자사업의

역사·전통·문화·종교·인종(민족성)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를

구체

적으로 측정해야 할 경우(매우 예외적인 투자사업에 한해 적용)에는 사회복지 편익
대신 사회 규범적 편익(성과, 영향 등)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각종
서베이(survey) 및 기초통계분석, 비용효과분석, 논리모형(Logic Model) 등을 활용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일반적인 투자사업의 경우는 체크리스트와 지표·지수
방식을 통해 비교적 단순하게 점검, 평가하는 접근이 합리적이다.

마. 일자리 창출 관련 사회적 가치
지방투자사업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는 일반적인 투자사업에는 적
용되지 않고, 고용 상태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주된 목표(target)이거나 고용창출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사업에 한해 분석을 실시
한다. 고용 상태가 심각한 지역이란, 예컨대, 고용위기단체, 전국 평균 실업률의 2
배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며, 이 경우 기존의 타당성 분석 방식과 달리 고
용효과를 직접 비용편익분석의 편익 부분에 반영한다.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일자
리 창출은 행정안전부와 지방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지방재정분석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아직까지 실용적이면서도 유용한 객관적 지표를 찾지 못하고 있
다. 실제로 실업과 인플레이션 해결은 거시경제학의 목표이자 모든 정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사회적 가치라는 틀에서 벗어나 대공황 이후 모든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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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는 성질에 속한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모든 고용사업이나 일자리 창출을 사회적 가치의 영역에 포
함시키는 것이 아니고, 투자사업의 근본 목적이 일자리 창출에 있거나 고용문제가 극심
한 지역에서 실시되는 투자사업이 고용을 창출할 경우에 한해 그것을 사회적 가치의 범
주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어떤 투자사업이 유발하는 고용효과가 실제로 1차적·직접적 신
규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2차적·간접적 일자리 창출인 상태에서 만일 그것을 고용관련
편익으로 산정할 경우 편익의 이중 계산 내지 과다산정 현상이 빚어진다. 부연하면, 일
자리 창출을 지방투자사업의 사회적 가치와 결부시켜 접근할 경우 고용의 양보다 노동의
질 향상과 새로운 일자리에 중점을 두면서 그 범위를 제한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투자사업으로 인해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 내에서 창출될 수 있을지’를 판단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모든 투자사업은 크고 작은 단·장기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고, 이와 관
련된 내용은 기존의 타당성 분석(주로 정책적 분석)에서도 일부 다루고 있다. 그러
나 이 글에서 사회적 가치 차원에서 다루는 일자리 창출은 그와 분명히 다른 투자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자리의 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투자사업심사가 사후 평가가 아닌 사전 평가임
을 감안할 때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할 때,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가 실제로 적용되어 분
석될 사업은 극소수에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일반 투자사업들은 현재
와 같이 정책적 분석(지역경제효과, 고용효과)에 포함시켜 파악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기존의 점검 방식과 내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지방투자사업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야 할 경우
(극소수 사업에 한정)에는 풍부한 자료를 활용하는 거시·미시경제 분석방법을 활용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 때 산정되는 고용편익은 경제성 분석에 포함시킨다. 대부
분의 일반적인 투자사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점검은 기존의 정책적 분석(지역경제
효과, 고용효과)에 포함시켜 파악하되, 현재의 내용을 보완 개선하도록 한다.

바. 환경 관련 사회적 가치
환경은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지만 그
동안 지방투자심사 과정에서는 사실상 고려되지 못하였는데, 앞으로는 지방투자사
업의 점검 및 평가기준에 포함되어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문
제와 관련된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는 투자사업이 수질, 대기, 분진(미세먼지 포함),
소음, 동식물 다양성 및 멸종 등과 관련된 목적을 지니거나, 사업의 시행 결과 이들
과 밀접한 사회·경제적 영향 및 파급효과를 유발할 경우 분석을 실시한다. 예를 들
어, 투자지역의 자연 환경 상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시설 내지 서비스인 경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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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대, 상·하수도 건설, 환경정화시설 설치 등), 투자사업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환경성 이슈(예: 지역개발사업 실시와 수질·대기 오염 발생)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경제성 분석에서 환경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될 경우 CVM 등
의 방법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편익과 비용을 산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방투
자사업 중에서 환경 관련 사회적 가치 문제를 별도로 분석해야 할 대상사업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적으로, 대다수의 일반적인 투자사업의 경우는 체크리스트와 지표·지수 방식을 통
해 비교적 단순하게 점검·평가하는 접근방법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기존의 조건부 가치측정 방법(CVM) 등을 개선, 활용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사. 안전 관련 사회적 가치
안전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가치로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투자사업이 보다 확대될 필요성이 높은 분야이다. 그러므로 안전 관련 사회적 가치
를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의 점검 및 평가기준에 추가해서 활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과 관련된 지방투자사업의 사회적 가치는 투자사업이 각
종 재난(천재, 인재 등)의 예방 및 대응과 관계되는 문제와 연관성이 있을 때 분석
을 실시한다. 특히, 안전 분야에서는 자연 환경 및 여건에 따른 지역 차별성이 존재
하고 있는 점에 대해 유념할 필요가 있다. 투자사업의 목표가 주민의 안전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 예로는 범죄와 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해 주민안전 관련 시설과 서
비스를 투자(예: 방범시설의 설치 등)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안전 관련 사회적 가치는 대다수 일반 투자사업의 경우 체크리스트와 지표·지수 방식
을 통해 비교적 단순하게 점검·평가하는 접근방법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특별한 경
우에 한해 기존의 조건부 가치측정 방법(CVM) 등을 개선, 활용하는 접근이 요구된
다. 다만, 지금까지는 지방투자사업 중에서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 차원에서 검
토되어야 할 대상사업은 극히 희소한 것으로 파악된다(예: 각종 안전체험관 건설,
소방본부 이전 등).

아. 종합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투자심사에 고려해야 할
사회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접근할 수 있다(<표 7> 참조). 첫째 방안(대
안 1)은 지방투자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1) 형평성, (2) 분배, (3) 지역 공동체 연
대(solidarity) 및 발전, (4) 지역 고유의 역사·전통·문화·인종·종교, (5) 일자리 창
출, (6) 환경, (7) 안전의 7개 부문으로 구조화해서 접근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방안(대안 2)은 지방투자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1) 형평성(분배 포함), (2) 지역
- 34 -

사회적 가치와 지방재정투자사업

51

공동체 연대(solidarity) 및 발전(일자리 창출 포함), (3) 지역 고유의 역사·전통·문
화·인종·종교, (4) 환경 및 안전의 4개 부문으로 구조화해서 접근하는 것이다. 대안
의 선택은 기술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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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사회적 가치 관련 지방투자사업의 유형 및 접근(7개 유형)
주요 분야
1. 형평성(equity)
-사회적 약자
배려
-균형 발전/
낙후상태 개선

주요 초점과 내용
- 투자사업의 목적과 효과가 (1)사회적 약자
배려, (2)지역균형발전/낙후도 개선 문제
를 분명히 내포하거나, 실시 과정에 서 그
와 관련된 현상 및 효과가 예상될 경우
분석 실시
* 총체적 낙후(경제/소득/핵심 인프라 등)
* 부분적 낙후(공공시설/서비스, 고용)

접근 및 방법론(* 심층분석 중심)
- 사회복지 편익 대신 사회 규범적 편익
(성과, 영향 등) 산정
- survey/기초통계분석
- 비용효과분석
- SROI, Logic Model 등
* 분석과정/결과 지표/지수화 유도
- 일반적 거시・미시 계량분석

- 투자사업이 계층(소득/인구), 지역(구역),
2. 분배
(distribution)
-소득/경제 배분

젠더(남여) 등에 분배적 격차를 유발하는
지를 점검
- 분배 격차 유발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될 경우 별도의 심층분석 실시

3. 지역공동체
(community)
-연대(solidarity)/
발전
-지역 숙원
4. 역사/사회/문화
-역사 전통/문화
-인종(다민족/
다문화)
-종교

- survey/기초통계분석
* 개인・계층 간 효용/편익의 화폐 가치
차등화는 지양
* 가치판단/규범적 편익(성과, 영향)의
계층/지역/젠더 차등 영향 집중분석
* CBA의 보충(보완) 정보; 정책적 판단

의 중요 정보
- 투자사업이 전국적으로 차별화 되는 ‘지역 - 사회복지 편익 대신 사회 규범적 편익
고유 사회적 가치’의 목적 또는 효과를 내
포할 경우 심층분석 실시

(성과, 영향 등) 산정
-survey/기초통계분석

* 지역사회 전체의 화합・발전

-비용효과분석

* 대다수 주민의 바람/희망(숙원)

-SROI, Logic Model 등

* 지역투자사업 중 top-ranking
* 분석과정/결과 지표/지수화 유도
- 투자사업이 전국적으로 차별화 되는 ‘지 - 사회복지 편익 대신 사회 규범적 편익
역 고유 사회적 가치’의 목적 또는 효과를
내포할 경우 분석 실시

(성과, 영향 등) 산정
- survey/기초통계분석

* 전국 평균/일반적 상태와 뚜렷한 차이를 - 비용효과분석
보이는 지역의 역사・사회・문화적 현상 - Logic Model 등
* 분석과정/결과 지표/지수화 유도
존재
- 고용 부진/극심 지역(고용위기단체)을 중 - 일반적 CBA에 고용편익 추가
심으로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 survey/기초통계분석

5. 일자리

주된 목적/target인 사업에 한해 분석 실 - SROI, Logic Model 등
시(이 경우 고용효과 CBA 편익에 반영)
* 일반적인 경우는 정책적 분석(지역경제효

6. 환경

7. 안전

* 고용상태가 매우 부진하거나 사업실시
결과 순수한 신규 노동 창출, 노동의

과/고용효과)에 포함
질 향상을 유발하는 사업에 초점
- 수질/대기/분진(미세먼지 포함)/소음 등 - CVM 등 기존 접근방법의 개선 활용
주요 환경문제/수요를 포함하는 투자사업
(질적 보완 접근)
- 각종 재난(천재/인재) 예방 및 대응관련 - CVM 등 기존 접근방법의 개선 활용
문제를 대상으로 분석 실시
* 자연 환경/여건에 따른 지역 차별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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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반영 방안
1. 서론: 기본 인식
지금까지 수행된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 크게 치중한 반면
사업이 내포하는 사회·경제적 형평과 분배, 포용 성장, 지역 공동체의 연대·발전, 각
종 지역 고유 가치 등 중요한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는 거의 다루지 않거나 소홀해
왔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주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
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과정과 결과의 유용성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며, 사실상 기
존의 지방투자사업 거버넌스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은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대
규모 투자사업과 비교할 때 재정의 체제와 특성, 재원조달 방식, 분석대상 지역의
인문·사회·경제·지리적 환경 등 여러 면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러
한 차이점은 국가단위의 투자사업 타당성 분석과 지방(지역)단위의 투자사업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자 간에 인식과 접근, 방법론, 의사결정 방식을 일부
달리 접근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투자사업 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면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미 앞에서 기술한 바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지역 간에는 경제력과 재정력의 격차를 비롯하여 행정서비
스의 수요 및 공급비용 격차, 발전의 수준 그리고 당면한 사회적 가치의 존재와 적
용 상태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런데 만일 특정 시대의 사회적 가치가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와 영향력을 갖는 것이 확실하고 또한 우리사회가 공
공투자사업의 실시 결정과 관련하여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관련 사항을 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 경우 무엇보다도 타당성 분석과 투자심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위치
(위상)를 어떻게 부여하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고 판단할지의 문제를 해결하
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접근에 있어서는 타당성 분석과 투자심사의 틀과 운영방식(분
석과정과 방법, 비용·편익 항목, 심사기준 등)을 망라하는 구조개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운영 틀과 방식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가치의 위상을 정립하고 측정
방법과 측정결과의 반영방안을 새로 강구하는 부분 개편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지금부터는 지역 및 지방 단위에서 인정되는 사회적
가치를 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투자심사 과정에서 어떤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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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투자심사
1) 사회적 가치 반영 접근
국내외 문헌을 살펴 볼 때, 사회적 가치를 공공투자사업과 연계시켜 접근하는 연
구나 실제 사례는 거의 발견하기 어렵다. 다수의 외국문헌에서는 재정지출(투자사업
포함)과 관련된 분배 이슈에 관해 다루고 있는데, 이는 광범위한 사회적 가치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그 뿐 아니라 공공투자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의 개념이나 실
천적 정의를 제시하고 그것을 사업과 결부시켜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할 때, 앞으로 지방투자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
으로 연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 걸치는 각고의 노력과 창의가 필요하다. 다
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모든 공공투자사업이 사회적 가치와 깊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가치 영향이나 효과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지방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과거와 달리 사회적 가치
요소를 적극적으로 인식하되, 투자사업의 특성과 유형에 따라 그것을 지혜롭게 대
처하는 접근이 필요하다.16)
현행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분석과 투자심사 시스템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이다. 그것은 (1) 경제성 분석에서 사회적 가치의
편익을 추정하는 기법과 실질적 내용을 개발해서 적용하는 방법, (2) 정책적 분석에
서 사회적 가치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분석 측정해서 반영하는 방법,
(3) 투자심사 과정(사업 추진 여부를 확정하는 과정)에 사회적 가치의 위상과 비중
을 명확히 제시하고, 관련 정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방법, (4) 기존 타당성 분석
틀(경제성·정책적 분석)이 아닌 새로운 분석 틀 내지 기법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대체로 말해서, 방법 (1)과 (2)는 기존 타당성 분석체제의 내용과 구조를 심화시키
고 개편하는 접근이고, 방법 (3)은 투자사업의 의사결정(실시 여부 확정) 과정과 요
인에 새로운 영향과 변화를 주는 접근이다. 이에 비해 방법 (4)는 기존 타당성 분석
틀에 변화를 주면서 분석방법을 새롭게 모색하는 것이다. 예컨대, 전통적으로 경제
성 분석에서 사용해 온 비용편익분석 외의 방법(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다기준 분석(multi-criteria analysis),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 등)
을 활용해서 그 속에 사회적 가치를 측정·반영하는 접근에 해당한다. 그 외에 민
간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와 영향(social value and impact)을 측정하는데 활용
되고 있는 기법들 - 사회적 투자수익(SROI: Social Return on Investment), 논리 모
델(Logic Model; 변화이론(Theory of Change)의 유형), 사회적 가치기준(Social Value
16)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심층분석은 사회적 가치의 특성과 효과를 분명히 내포하는 극소수의 투자사업에 한해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필요하게 많은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형식과 틀에
맞추는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사회적 가치 분석을 차단한다. 둘째, 사회적 가치를 모든 투자사업에 적용할
경우 개념의 모호성에 따른 주관성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악용 또는 오용 가능성(“optimism bias”) 문
제가 우려된다. 셋째, 실제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사업이 소수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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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eria),

점수카드(Scorecards),

각종

유사

실험

내지

실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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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Quasi-Experimental and Experimental Methods: RCT, Historical baseline, Difference

in difference) 등 – 을 언급할 수 있다(Ivy So & Alina Staskevicius, Harvard
Business School, 2015, p. 6).
여기서는 그 중에서 기존의 타당성 분석체제의 내용과 구조를 심화하고 개편하는
방법 (1), (2), (3)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2) 경제성 분석과 비경제성 분석에서의 사회적 가치 반영
(1) 경제성 분석의 사회적 가치 반영 접근
경제성 분석에서 사회적 가치 요소를 반영하는 방법은 비용편익분석의 틀 속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다음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비용과 편익의 산정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예컨대,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사회적 약자 배려, 공동체 연대 및 발전,
기타 지역 고유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새로운 편익과 비용(주로 편익)의 요소들
을 발견해서 그것을 구체적인 화폐가치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비용과 편익에 추가
하는데 분석의 초점을 둔다.
이때 관건은 사회적 가치가 사회적 복리(social welfare/wellbeing) 증진과 어떤 관
련이 있고, 만일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영향권)에서 누가 어떤 혜택을 보고
있으며(수혜자),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문제와 아울
러 그것을 어떻게 화폐적 가치로 환산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이것은 비용편익분석
의 기본 틀을 존중하면서 분석의 대상과 내용을 기존보다 더 풍부하게 강화하는 접
근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편익항목

발굴

및

측정,

광의의

경제적

영향

(wider-economic impact),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 측정(예컨대, SROI 활용) 등이
그에 해당한다.
특히, 투자사업의 주된 목적과 목표가 사회적 가치 요소를 분명히 내포할 경우(예
컨대, 소득 및 자원 재분배, 신규 고용창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는 비용편익분석
이 그와 관련된 화폐적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과 실질적 내용을 고안해서 새로운
편익과 비용을 도출해야 한다. 다만, 그 동안 이론적으로 사회적 가치(예컨대, 분배,
고용 측면)를 직접 편익으로 도출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아니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용편익분석 시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인식
할 때, 이 방법을 실용화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영국정부는 만일 투자사업이 재분배 목적을 갖거나 아니면 사업실시 결과
사회의 상이한 계층과 지역, 상이한 유형의 비즈니스 등에 상당한 영향(significant
impact)을 미칠 것이 예상될 경우 반드시 그와 관련된 분배분석(distributional
analysis)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 분배분석은 지리적·공간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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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영역을 중심으로 지역간, 지방정부간, 그리고 지역 내에서 발생할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HM Treasury, 2018, p. 7; The Treasury(New
Zealand), 2015, p. 47).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사업이 내포하는 분배측면의 분석은
전통적인 비용편익분석의 핵심 의사결정 요소(Benefit-Cost Ratio, NPV)를 대체하지
않고, 보충적 분석정보로서의 위치를 지닌다(The Treasury(NSW), 2017, p. 53).

(2) 정책적 분석 접근: 기존 정책적 분석 틀 내·외에 사회적 가치 포함
정책적 분석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방법은 기존의 타당성 분석체제에
사회적 가치의 효과(영향, 결과 등)를 측정하는 항목 내지 부문을 신설하고, 그와 관
련된 사항을 객관적인 방법과 수단을 통해 화폐단위로 측정하거나 질적 분석 내지
합리적 판단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 가치 효과를 측정하는 항목을
정책적 분석 내에 추가·조정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분석 부문(예컨대, 사회적 가치
분석)을 신설하는 접근을 의미한다.
• 예)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기존 분석항목+사회적 가치 영향 분석항목)

• 예)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사회적 가치 구현(수준) 분석

이와 같은 접근을 할 때, 지방투자사업은 크게 (1)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기본 체
크리스트와 지표·지수의 점검을 통해 사회적 가치 항목을 평가 받는 것과, (2) 사회
적 가치에 대한 심층분석(즉, 사회적 가치 분석)을 받는 것으로 구분된다(사회적 가
치가 깊이 관계되고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한해 실시된다). 현행 정책
적 분석 항목 가운데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점검 항목이 거의 없거나 그 내용이 취
약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다음의 세 가지 접근방식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첫째 대안(대안1)은 정책적 분석 항목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항목을 신설·추
가하고, 분석의 관점과 내용, 분석기법의 개발, 분석결과의 반영방안(예: 점수화, 가
중치 부여 등)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다(<그림 7> 참조). 둘째 대안(대안2)은
정책적 분석의 기존 항목 중 사회적 가치와 가장 근접한 항목을 심화·확대 개편하
고(예컨대, ‘사업의 시급성 및 지역발전 측면의 부합성’ 부문을 확대 개편함), 분
석의 관점과 내용, 분석기법의 개발, 분석결과의 반영방안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다(<그림 7> 참조). 셋째 대안(대안3)은 기존의 정책적 분석은 그대로 두고 사회
적 가치를 타당성 분석의 새로운 하나의 고유 분석부문으로 설정하고, 분석의 관점
과 내용, 분석기법의 개발, 분석결과의 반영방안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그림 8> 참조). 이 경우 타당성 분석은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 정책적 분석,
사회적 가치 분석의 네 영역으로 구성된다.
제시된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표 8>과 같은데, 이를 토대로 본 논문은 대
안1을 우선선택 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특정 투자사업의 본래 목적과 목표
가 사회적 가치를 명확히 천명하고 있거나 투자사업의 단·장기 성과와 결과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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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사회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사회적 가치 효과로 인식될 경우에는 대안 3의
접근을 권고한다. 그 외의 일반적인 투자사업들에 대하여는 대안1의 형태를 통해
사회적 가치에 대한 대체적인 점검을 하는 접근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있었던 타당성 조사사업과 투자심사 대상사업을 대체로 살펴볼 때, 대안 3의 방식
으로 사회적 가치 영향을 본질적이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할 사업은 거의 손에
꼽을 정도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 예로는 ‘광주형 일자리 창출사업’(2019) 정도를
제시해 볼 수 있다.17)
<표 8> 비경제성 분석 부문의 사회적 가치 반영 방안의 장·단점 비교
장 점

단 점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 인식
대안 1

대안 2

대안 3

-사회적 가치 관련 독자 분석항목 존재
‐ 사회적 가치
관련성이
낮은 (대)다수
-사회적
가치
관련성이
낮은 사업에
(대)다
불필요한
점검·분석
최소화
수 사업에 불필요한 점검·분석 최소화

-사회적 가치 파급효과/중요성이 큰
사업에 대한 소극적, 제한적 분석·평가
-기존 분석항목과의 관계 설정문제

- 기존 정책적
정책적 분석체제 존중
-기존
존중
비교적
단순
간편한
접근
-비교적 단순 간편한 접근
‐ 사회적 가치 관련성이 낮은 (대)다수 사업에
-사회적
가치
관련성이
낮은
(대)다
불필요한 점검·분석 최소화
수 사업에 불필요한 점검·분석 최소화

-사회적 가치 단독의 분리 정보 입수 애로
-사회적 가치 단독의 분리 정보 입수 애로
-사회적
가치 파급효과/중요성이 큰
-사회적 가치 파급효과/중요성이 큰 사업에
사업에
대한
매우 소극적인
대한
매우
소극적인
분석·평가분석·평가
-단일
항목에복합적
복합적
분석요소
혼재(복잡
-단일 항목에
분석요소
혼재(복잡성,
모호성)
성, 모호성)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 부각

-분석부문간 우선순위(비중), 종합화 문제

-사회적 가치 분석의 독자적 위상 및

-정책적 분석과의 관계 설정 문제

판단 정보 확보

-직접

-투자사업 의사결정의 질적 측면 강화
-사회적 가치 파급효과/중요성이 큰
사업에 대한 적극적 측정·평가

편익이

적고,

계량화에

애로가

사회적 가치 측정에 과다한 중점 부여
*사회적
가치의파급효과가
파급효과가
크지 다수
않은사업에
다
*사회적 가치의
크지 않은
불필요한
수 사업에점검·분석
불필요한실시
점검·분석 실시

주: * 표시의 문제는 선별된 사업에만 사회적 가치 영향을 점검할 경우에는 해소가 가능함

요약하면,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접근은 (1)
정책적 분석 내에 새로운 사회적 가치 점검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주로 활용하되
(대부분의 투자사업은 여기에 해당함), (2) 매우 예외적인 상황(투자사업의 근본 목
적이 사회적 가치와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가치 영향 및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중
요한 경우)에서는 별도의 ‘사회적 가치 분석’이라는 심층분석을 실시한다.

17)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하는 주관적 판단에 의하면, 그 동안 LIMAC이 수행한 타당성 분석 대상사업 중 ‘사회
적 가치 분석’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심층분석 대상사업)은 5% 미만일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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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체계(대안1, 2)

타당성 분석

경제성 분석

재무성 분석

· 경제적 비용 추정

· 재무적 비용 추정

· 편익 추정

· 수입 추정

· 경제성 분석

· 재무성 분석

(비용효과 분석)
· 민감도 분석

(운영수지 분석)
· 민감도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 법·제도적 부합성
· 사업의 준비정도/추진의지
·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
·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 검토
· 사업의 시급성/지역발전
측면 부합성(*SV: 대안2 )
· 지역사회/주민/이해관계자
수용성(*SV: 대안2)
·기타 사업별 특수 평가항목
·사회적 가치 효과(대안1)

종합/결론
· 분석기준별 결과 종합(summary table 작성);신규
· 정책제언(사회적 가치 효과 포함)
주: ‘*SV’표시는 사회적 가치를 의미함

<그림 8>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체계(대안 3)
타당성 분석

경제성 분석
· 경제적 비용 추정

· 재무적 비용 추정

· 편익 추정

· 수입 추정

· 경제성 분석

· 재무성 분석

(비용효과 분석)
·민감도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재무성 분석

· 법·제도적 부합성
· 사업의 준비정도 및
추진의지
·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
·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 검토
· 사업의 시급성 및 지역발전
측면에서의 부합성
· 지역사회/주민/이해관계자
수용성
·기타 사업별 특수 평가항목

(운영수지 분석)
·민감도 분석

종합/결론
· 분석기준별 결과 종합(summary table 작성);신규
· 정책제언(사회적 가치 효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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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연대 및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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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환경,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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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체계와 사회적 가치 반영
<AS IS>

<TO BE>

사업계획서

사회적 가치 고려/반영 상황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사업의 배경, 목적, 필요성(needs) 및 기대효과
▪지역현황(자연환경, 사회·경제, 유사시설 현황 등)
▪관련 법률 및 계획의 검토
▪현장실사 결과 및 관계자 면담결과

▪사회적 가치
(Yes/No)

중요성

점검

쟁점 도출 및 조사방향 설정
▪사업의 특성 분석(물리적 요소, 활동 등)
▪사업의 영향권(impact area) 설정
▪이해관계자(stakeholder) 및 편익수혜자(beneficiaries) 규
정
▪쟁점 도출 및 조사방향 설정

(Yes 경우)
▪영향권/수혜자/이해관계자
점검

사업계획 검토
▪시설계획 및 기술적 검토
▪총사업비 추정
▪수요 추정 및 규모의 적정성 검토
▪대안 및 시나리오 설정

경제성 분석

▪수요 추정 시 사회적 가치 중
점 고려

재무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사회적 타당성 분석

▪경제적 비용 추정
▪편익 추정
▪경제성 분석
(비용효과 분석)
▪민감도 분석

▪재무적 비용 추정
▪수입 추정
▪재무성 분석
(운영수지 분석)
▪민감도 분석

*사회적 가치를 반영
하는 편익 산정 내용
/기법 개발

*해당 없음

▪법·제도적 부합성
▪사업 준비정도/추진의지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 검토
▪사업의 시급성 및 지역발
전 측면에서의 부합성
▪지역사회/주민 등 수용성
▪기타 사업별 특수 평가항목
**사회적 가치 항목(or 부문),
측정기법/점수화 등 개발

▪사업의 주된 목적/목표
▪사업 영향/효과 심대
▪분석방법:
- 비용효과분석
- SROI
- Logic Model
- Social Value
Criteria
- 각종 (유사) 실험
방법 등 사용
※ 이 부분은 특별한
경우 독자적 분석
실시(*대안 3 경우)

종합/결론
▪분석기준별 결과 종합 ▪정책제언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종합적 결론 도출(계량화 접
근(I), 계량 및 비계량적 접근(Ⅱ): (summary table 작
성),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의 상대비중 등 구조
설계/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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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현재와 달리 타당성 분석 전체를 종합적
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시스템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간의 기능 및 역학관계를 재정립하고, 양자의 상대적 중요성
(즉, 가중치)을 어떻게 인식하고 다루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방
법론을 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는 사회적 가치 요소의 위상과 역할
을 적절히 안배해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되고 제시된 내용에 관한 전체적인 접근
구도(구조)를 정리해 보면 <그림 9>와 같다.

3. 지방투자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의 점검과 측정
1) 기본 접근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일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비교적 단순한 방식
에 의해 사업이 사회적 가치 효과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만일 관련이 있
다면 어느 정도 사회적 가치 효과를 내포하고 있는지의 상태를 대체로 점검하는 수
준이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투자사업을 실시할
때 적어도 사전적으로 사회적 가치에 대해 고려하고 점검할 필요성이 있음을 일깨
워 주는 인식의 전환과 기본 행동 준비를 요구하고,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것
을 점검 반영하는 차원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할 때, 지방투자사업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타당성 분석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1) 체크리스트와 지
표·지수를 혼합하는 방식, 그리고 (2) 사회과학적 방법에 의한 심층분석 방식이다.
전자는 대부분의 투자사업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회적 가치 연
관성(사업목적, 효과, 영향)이 매우 크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투자사업을 선별한 다
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전자에 중점을 두고 정책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체크리스트와 지표 및 지수를 통해 점검하는 경우 가능한 점수화 또는 등급화를
해서 판단의 결론을 분명히 하는 의사결정 정보를 도출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다. 물
론 이 때의 ‘판단 결론’이란, 투자사업의 실시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고 경제성
분석결과와 다른 정책적 점검 요소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종합적 판단을 이끌어 내
는 보완적 역할을 의미한다. 아울러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과의 ‘의사결정 비중’
(상대적 중요성)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18)

18) 다만, 이 경우 문제가 다소 복잡해지는데, 그 이유는 (1) 현재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간의 의사결정 비중
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2) 분석 부문 간에 의사결정 비중이 정해질 경우 경제성 분석은 문제가 없
으나 정책적 분석과 사회적 가치 분석은 어떤 방식으로든 일정 부분 계량적 분석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문제
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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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염두에 두면서 본 논문은 다음의 관점과 입장에 입각해서 지방투
자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투자심사 과정에 사회적 가치를 적용하는 접근을 할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투자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점검 및 평가는 객관성을 확보
하면서 가능한 단순명료한 방식으로 접근하고(체크리스트, 지표·지수, 기본통계 등
을 활용한 점수제 또는 등급제 방식), 예외적으로 별도의 ‘사회적 가치 분석’을 실
시한다.
둘째, 사회적 형평, 분배, 환경, 안전 등의 보편적인 사회적 가치는 공통적으로 점검
하되, 지역이 처한 상황과 사업 및 서비스의 수준을 일부 고려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셋째, 지역 고유의 사회적 가치(지역공동체 연대·발전, 지역의 역사·전통·문화·인
종·종교 등)에 대하여는 전국적 상황을 고려하는 가운데 지역의 상황과 관련 상태
및 수준,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 가치를 차별적으로 점검,
측정한다.
넷째, 지역별로 공통된 사회적 가치와 상이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되, 투자사업
이 일단 특정 사회적 가치 부문에 속하게 되면 지역 간 차별 없이 동일한 측정 잣
대를 적용한다.
다섯째, 사회적 가치와 관련이 있는 투자사업의 경우 정책적 분석의 해당항목에
우대를 하거나(예: 가점 부여) 아니면 ‘서술형 종합 결론’ 의견을 제시한다.

2) 사회적 가치의 판단준거와 주요 체크리스트의 포괄 범위
위에서 언급한 접근방식을 인식하면서 지금부터는 실제로 어떤 투자사업이 사회
복리와 지역공동체 발전 차원에서 중요한 사회적 가치 영향을 내포하는지의 여부와
수준을 판단하는 준거(criteria)를 제시하고자 한다. 판단준거의 핵심은 지방자치단
체가 추진하는 투자사업의 목적(주목적, 부차 목적)과 목표 그리고 사업의 영향 및
효과가 사회적 가치와 직접 연계되어 단·장기적으로 지역사회와 주민의 삶에 긍정
적인 변화를 주는지에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의 목적과 목표가 사회·경제적 형평
성, 분배, 지역 고유의 역사·전통·문화·인종·종교, 공동체 연대와 발전, 일자리 창출,
환경,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지의 여부와 수준에 달려 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음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이 사업계획서의 목적(통
상 3개 내외) 속에 명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배경과 논리적 기술, 각종 논거와
입증자료가 충실히 뒷받침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1) 사업의 추진 과정 및 파급효과(성과, 결과, 변화와 영향)가 사회·경제적 형평성,
분배, 지역 고유의 역사·전통·문화·인종·종교, 공동체 연대와 발전, 일자리 창출,
환경,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지의 여부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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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목적과 추진 과정 및 파급효과(성과, 결과, 변화와 영향)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지역의 낙후상태(총체적 낙후와 부분적 낙후 상태)를 근본적으로 개
선시키는지의 여부와 수준
(3) 사업의 목적과 추진 과정 및 파급효과(결과, 성과, 변화와 영향)가 지역 공동체의
연대와 발전을 도모하는지의 여부와 수준
(4) 다른 지역과 뚜렷이 구분되는 지역(공동체)의 전통, 문화, 관습, 인종, 종교
요소와 결부되는 ‘사회적 가치 사업’인지의 여부와 함께 그것이 지역사회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우선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 판단
(5) 사회적 가치의 본질적 의미를 함축하고 구현하는 일자리 창출(단순 일자리 창출
및 고용효과는 제외), 환경, 안전과 관련된 상당한 영향 및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지의 여부와 수준

3) 투자사업의 사회적 가치 점검 체크리스트·지표·지수 범위와 주요 내용
여기서는 일반적인 지방투자사업에 적용될 사회적 가치의 점검 및 평가와 관련된
체크리스트 등에 관해 기술하고자 한다. 그 핵심은 투자사업이 사회적 가치 요소와
영향을 지니고 있는지에 관한 기본사항들을 점검해서 평가하는데 있으며, 이는 무
엇보다도 ‘기본 테스터’(basic test)의 성격을 지닌다.

(1)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점검사항 점검: 기본 및 개별 점검
지방투자사업의 사회적 가치 연관성 정도와 효과를 실용적으로 점검하는 접근방
식은 가능한 단순 명확한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인식하에 다음과 같은 기본 구조를
정립하였다. 기본 구조는 크게 모든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점검사항(공
통 점검사항)과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들에만 적용되는 되는 개별 점검사항(선
별적 점검사항)으로 구분 접근하고 있다. 기본 점검사항에서 다루는 내용과 방법의
핵심은, (1) 투자사업의 목적과 목표가 사회적 가치 구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있는지, 그리고 (2) 투자사업의 실시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적 가치 영향 및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체크리스트와 지표·지수 방식으로 접근하는
데 있다.
기본 점검 체크리스트가 의도하는 것은 이를 통해 투자사업의 사회적 가치 영향
(또는 사회적 가치 관련 요소 포함)의 여부를 파악하는데 있다. 아울러 투자사업을
사회적 가치 영향 ‘유관사업’과 ‘무관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고, 또한 유관사업 중에
서도 타당성 분석 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할 대상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도 그 역할에 해당한다. 부연하면, 사회적 가치 영
향 유관 사업에 대하여는 (1) 기본 체크리스트 점검과 세부 체크리스트 및 지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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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점검만으로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분석이 완료되는 사업과, (2)본격적인 심층
분석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으로 구분된다.
개별 점검사항(선별적 점검사항)에서 다루는 내용과 방법의 핵심은, (1) 투자사업이 어
떤 사회적 가치 유형에 속하는지, (2) 실제로 사회적 이슈・영향・효과와 연관되어 작용
하는지(투자사업의 ‘조건 구비성’), (3)투자사업과 관련된 지역의 상대적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 체크리스트와 지표 및 지수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있다. 이 때 ‘조건
구비성’이란, 형평성, 지역공동체, 지역 고유의 역사·전통·문화·인종·종교, 환경, 안전
등 유형별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면서 앞서 제시한 적용 준거와 바로 다음에서 제시
하는 5개 관점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투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 중 차지하는 순위, 전국 지방자치단
체 대비 상태, 동종 지방자치단체 대비 상태, 유사 자치단체 대비 상태 등을 비롯하
여 투자사업이 지니는 고유성·독특성이나 그것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및
환경의 고유성·독특성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내용이 주로 포함된다.
개별 점검사항은 크게 다음의 5개 관점 - (1) 지역 관점(지역주민의 수요), (2)
투자사업의 영향권 관점(수혜대상 공간 및 주민), (3) 투자사업 서비스의 특성 관
점(기본서비스, 국가최소서비스; basic needs service, national minimum), (4) 상

대비교 관점(전국 지방자치단체, 동종 유사 자치단체 등), (5) 지역 특성 – 에 중점
을 둘 필요가 있고, 이 때 체크리스트와 지표·지수를 병행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
다. 이하에서는 5개 관점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가. 지역(주민) 관점(지역주민의 수요)
지역(주민) 관점이란, 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이 해당 사업과 서비스를 얼마
나 원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수요와 숙원도로 대표될 수 있다. 이는
대표적으로 지역공동체 연대·발전과 결부되는 사회적 가치이면서 부분적으로는 지역 고
유 사회적 가치(역사·전통·문화·인종·종교 등), 형평성 사회적 가치와도 연계되는 성격을
지닌다. 다만, 모호하거나 단순한 주민 숙원의 형태는 투자사업의 지방 사회적 가치로
인정될 수가 없고, 주민 숙원은 조금 뒤에서 제시하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
해 사회적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나. 투자사업의 영향권 관점(수혜대상 공간 및 주민)
투자사업의 영향권 관점이란, 투자사업이 실시될 때 시설 및 서비스의 혜택을 입게 되는 수
혜대상 공간적 범위와 주민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투자
사업의 영향권 관점은 그 자체로서 지역의 사회적 가치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 수요와
숙원도가 사회적 가치로 인정될 때 그에 대한 보완적 잣대로 활용되는 성격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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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자사업 서비스의 특성 관점
투자사업 서비스의 특성 관점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주민의 기본
생활과 밀착된 것인지, 그리고 지역 고유의 사회적 가치와 직결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파
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형평성 차원의 사회적 가치와 함께 다양한 지역 고유 사회적
가치(역사·전통·문화·인종·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예컨대, 기본서비스(basic
needs service), 국가최소서비스(national minimum)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거
나, 전국의 다른 지역과 뚜렷이 차이가 나는 지역 고유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사업을 실
시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데 중점이 주어진다.

라. 상대비교 관점
상대비교 관점이란, 전국 및 동종・유사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투자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접근을 뜻한다. 예컨대, 동종 자치단체들은
다 보유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만 해당 시설이 없는 경우 이와 관련된 지역의 투자
사업 가치를 높게 평가해 주는 접근이다. 그리고 특정 지역이 유교문화권, 다문화
집중지역, 주요 종교의 성지·기념 유적지 등을 주장할 때도 전국 통계 등을 토대로
지역 고유의 사회적 가치 확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

마. 지역 특성 관점
지역 특성 관점은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과 뚜렷이 차별성을 보이는 지역 고유의 사
회적

가치(역사·전통·문화·인종·종교)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

투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잣대로서 기능을 한다. 이 때 만일
다른 지역에는 없고 그 지역만의 특색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제시
할 수 있다면, 그 사업은 해당 부문의 사회적 가치 연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예
컨대, 향교나 서원의 개수가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많은 안동이라거나, 외국인 비중
이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높은 안산 같은 지역에서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지역 특성
과 관련된 투자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해줄 수 있다(객관성을
띠면서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 주는 요소를 점검한다).
지역 특성 관점과 관련하여 비록 지방의 사회적 가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예산에서 자치하는 비중이 높은 분야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것을 보완
적 측정 잣대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농촌지역의 경우 농업관련 예산 비
중이 높으므로 이와 관련된 투자사업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접근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예컨대, 지역의 수요와 숙원도가 매우 높고(지역 관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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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권이 비교적 넓은 동시에 사업의 특성이 기본서비스이면서 유사(동종) 자치단체와 비
교하여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이 크게 낮은 사업(전국 및 전체 관점; 예컨대, 전국 평균
이하, 전국 3/4(25%) 미만 등)의 경우 이 사업의 사회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될 수 있다.

(2) 사회적 가치 적용 방법과 내용: 체크리스트, 지표·지수 등 활용
지금부터는 앞서 제시한 준거와 관점에 입각해서 지방투자사업의 사회적 가치 연관성
을 구체적으로 측정해 주는 기본 체크리스트와 지표 및 지수, 기타(통계, 증빙서류 등)
내용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가. 지역주민 숙원(지역공동체 연대 및 발전 관련)
지역주민의 숙원(강한 수요)을 사회적 가치 차원에서 반영할 경우 관련된 실천적
개념과 정교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객관성 부족으로 인해 악용될 소지가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체 지역주민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당사업을 실제로 필요로 하
고 원하는지에 대해 점검해야 하며, 핵심 지표로서 전체 주민 중 동 사업을 원하고
지지하는 주민의 비율(%)을 사용한다(필요 시 여기에 더해 전체 지역 중 동 사업
을 원하고 지지하는 지역 비율(면적, 행정구역 단위 기준)을 추가 반영할 수 있다).
주민 숙원은 중요한 사업의 경우 공인된 기관의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그 외
사업의 경우 지역 언론이나 전문기관 또는 자치단체 내부적으로 조사된 관련 자료
를 반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사업공청회 등을 통해 다수
주민의 동의를 얻은 사업임이 증명되면서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 중에서 우선순
위가 높은 사업도 유효하다. 그 밖에 투자사업이 지역 공동체의 연대와 결속에 반
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사실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뒷받
침되어야 한다.
둘째, 해당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우선순위 중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점검하
는 것으로(지역 내 우선순위 반영 상태 점검), 핵심 지표는 다음과 같다(이는 주민
수요 및 숙원과 관련된 사항을 보완해 주는 잣대로서 역할을 한다).
(1) 전체 투자사업 대비(예산규모): 해당사업 예산/전체 투자사업 예산(또는 전
체예산)
(2) 전체 투자사업 중 우선순위: 기수적(전체 N 사업 중 1위, 2위 3위 등), 상·
중·하 등급, 5분위(상위 20%) 또는 10분위(상위 10%) 등급 지정 등
(3) 만일 해당 사업이 지역 내에서 진정한 숙원사업이라면 지방자치단체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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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투자우선순위의 최상위에 포진시키는 것이 논리적 합리성을 지닌다.
(* 실제로 자치단체 중에서는 지역에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도 정작 사업의 우선순위는 중·하위에 부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나. 사업 영향권
사업 영향권은 사업 실시에 따른 사회적 가치의 영향 및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공간
적 적용 범위를 의미하며, 다음의 지표를 통해 측정한다.
(1) 전체 행정구역(면적) 대비 수혜지역(면적) 비율(%)
(2) 여기에 예외적으로 수혜자 변수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수혜지
역은 좁지만 수혜주민이 특정지역에 밀집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투자사업 서비스의 특성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주민의 기본생활과 밀착된 것인지, 그리고 지
역 고유의 사회적 가치와 직결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의 방식
을 활용해서 점검한다. 관련 사항(내용)은 관계부처에서 명시하고 있거나, 정부 정책 등
을 통해 점검할 수 있으며, 예/아니오(yes/no) 방식으로 확인한다. 단, 이것은 사회적
가치를 직접 측정하는 잣대이기 보다 보완적 잣대로서 역할을 한다. 투자사업이 특정지
역 고유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실제로 그것이 유효한지의 여부를
각종 통계와 정부 정책 및 관계부처 지침 등을 통해 판단한다.

라. 투자사업의 상대비교
상대비교는 해당사업과 관련된 시설 내지 서비스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
사·동종·경쟁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어떤 수준과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하며, 다
음의 잣대를 적용한다.
(1) 전국 지방자치단체 비교지표: 전국 평균, 하위 40%, 30%, 25% 이하 기준 등
(2) 유사·동종 자치단체 비교지표: 평균, 하위 40%, 30%, 25% 이하 기준 등
전국 및 유사·동종단체 평균 등 각종 이하 기준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비스 수준과 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취할 경우 각 세부지표의 가중치를 균등하게 부여할 수도 있
고, 차별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각 지표의 가중치를 균등하게 부여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단, 점수화, 등급화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예: ‘서술형 종합 결론
도출’ 방식)에는 이러한 접근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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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ex(예): 1/5(주민 지지율: 숙원도) + 1/5(사회적 가치 영향권) + 1/5(지
방자치단체 투자사업 우선순위 ranking)+1/5(동종단체/전국 비교수준: 평균기
준, 하위 25% 기준 등) + 1/5(지역 고유 사회적 가치 특성 보유 여부)

마. 형평성 관련 사회적 가치 점검: 사회적 약자 배려, 균형발전(낙후도)
지역

낙후도(낙후

상태)는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PIMAC과

LIMAC의 기존 기준과 달리 다음의 기준을 고려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재정자립도
(예: 25% 이하), 일정 공간(반경) 내 유사시설 유무, 전국 및 유사단체 비교 현황
(해당 시설이 본 지역에만 없거나 전국 또는 유사단체 비교 하위 25% 미만 수준
등), 인구 증가율, 고용상태에 관한 객관적 자료 제시 방안이다. 예컨대, 재정자립도
하위 25% 지방자치단체로서 반경 30-50km 이내에 문화시설이 전혀 없는 지역에
지역 복합문화시설이나 기본수요 충족(basic needs) 시설, 국가최저수준(national
minimum) 충족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등이다.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점검은 투자사업의 목적과 속성 및 영향이 그 특성과 효과
를 지니는지를 확인하는데 초점이 주어지며, 그 과정에서는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 측
면을 고려하는 상대비교 잣대가 사용된다. 투자사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
하는 지에 대해 예/아니오(yes/no) 방식으로 점검한다. 이 때 활용되는 자료로서는 지방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서(사업목적, 기대 효과/성과/영향 등), 관계부처 지침, 정부 정
책 등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배려의 특성을 지니는 시설 또는 서비스의 전국
및 유사단체 비교 현황(해당 시설이나 서비스가 본 지역에만 없거나 전국 또는 유
사단체 비교 하위 25% 미만 수준 등)을 토대로 점검한다.

바. 지방 고유의 사회적 가치 점검
지역공동체 연대·발전, 지역의 역사·전통·문화 등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점검
은 기본적으로 투자사업의 목적과 영향 및 파급효과가 지역 고유의 사회적 가치와
직접 연관되는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이 주어진다. 이 때 해당 지역의 고유성과 타
지역 차별성,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와의 상대비교 잣대가 적용된다. 투자사업의 주
된 목적이 지역공동체 연대 및 발전, 지역의 역사·전통·문화 등을 활성화하는지에
대해 예/아니오(yes/no) 방식으로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활용되는 자료는 지방자
치단체의 사업계획서(사업목적, 기대 효과/성과/영향 등), 관계부처 지침, 정부 정
책, 전국 및 지역통계 등이 있다.

사. 환경 및 안전 관련 사회적 가치 점검
환경 관련 사회적 가치는 투자사업이 지역의 환경수요를 비롯하여 수질, 대기, 분진
(미세먼지 포함), 소음, 동식물 다양성 및 멸종 등과 관련된 목적을 지니거나 사업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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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결과 이들과 밀접한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영향 및 파급효과를 유발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점검한다. 투자지역의 자연 환경 상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시설 내지 서비
스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예: 상·하수도 건설, 환경정화시설의 설치 등).
(1) 전국 지방자치단체 비교지표: 전국 평균, 하위 40%, 30%, 25% 이하 기준 등
(2) 유사·동종 자치단체 비교지표: 평균, 하위 40%, 30%, 25% 이하 기준 등
(3) 예컨대, 전국 및 유사단체 비교 결과 해당 시설이 본 지역에만 없거나 전국
유사단체 비교 하위 25% 미만 수준일 경우 동 사업의 환경 관련 사회적 가
치를 높게 평가함
(4) 투자사업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환경성 이슈(예: 산업단지개발 사업
실시와 수질·대기 오염 발생)의 존재 여부에 대한 점검(기본적으로 예/아니오
(yes/no) 방식으로 점검함)
(5) 환경문제와 관련된 주민 다수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지의 여부(지역
주민 대비 민원 주민 수, 환경 민원의 심각성,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정도 등에 관
한 내용 및 증빙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유도함)
안전 관련 사회적 가치는 투자사업이 각종 재난(천재, 인재 등)의 예방 및 대응
과 관련된 목적을 지니거나 사업의 시행 결과 이들과 밀접한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영향 및 파급효과를 유발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점검한다. 투자사업의 목적 및 목표
가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투자지역의 주민 안전과 관련된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지의 여부를 확인, 점검한다.
(1) 전국 지방자치단체 비교지표: 전국 평균, 하위 40%, 30%, 25% 이하 기준 등
(2) 유사·동종 자치단체 비교지표: 평균, 하위 40%, 30%, 25% 이하 기준 등
(3) 예컨대, 전국 및 유사단체 비교 결과 해당 시설이 본 지역에만 없거나 전국
또는 유사단체 비교 하위 25% 미만 수준일 경우 동 사업의 안전 관련 사회
적 가치를 높게 평가함
(4) 지역의 사회·환경적 상황과 여건이 전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재난 및 안전
관점에서

취약한지에

대해

점검함(기본적으로

예/아니오(yes/no)

방식으로

점검함)

(3) 점검 체크리스트의 구조화
지방투자사업의 사회적 가치(요소와 영향 등)을 사전에 점검, 분석하는 체크리스
트는 크게 (1) 사업의 목적과 목표, (2) 사업 완공 후 미래에 미칠 주요 영향과 파
급효과, (3) 기타(사회적 가치 관련 주요 정보, 사업 관련 위험성 및 불확실성 등)
요인으로 구성한 다음 세부 내용을 제시하는 형태로 구조화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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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본적으로 ‘yes/no’ 형태를 주로 취하며, 일부 척도 방식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척도 방식을 사용할 경우 3개 척도(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또는
5개의 척도(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방식
을 활용할 수 있다. 일부 항목에서 척도 방식 대신 지표나 지수가 활용되는 경우
그 값을 척도 방식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3등급 또는 5등급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와 지표 및 지수를 구성(선정)하는 원칙은 구체성, 측정가능성, 중요
성, 중립성(객관성), 수용성의 5개이고,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체성: 체크리스트의 내용과 지표·지수 및 통계 등이 모호하지 않고 제3자
가 볼 때 분명하고 세부적인 것을 의미한다.
(2) 측정가능성: 체크리스트의 내용과 지표·지수 및 통계 등이 공인된 자료를 토
대로 수치로 측정이 가능하고 또한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3) 중요성: 체크리스트의 내용과 지표·지수 및 통계 등이 투자사업의 사회적 가
치와 관련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항을 점검·반영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4) 중립성(객관성): 체크리스트의 내용과 지표·지수 및 통계 등이 특정지역이나
사업에 유·불리를 초래하지 않는 객관적인 것으로 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5) 수용성: 체크리스트의 내용과 지표·지수 및 통계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4) 지방투자사업의 사회적 가치 관련 요약표
끝으로, 투자사업의 사회적 가치 영향에 관한 분석 결과는 타당성 분석의 요약표
(summary table)에 적절히 포함시켜 투자심사 내지 의사결정 주체가 그에 대해 주
목하고 그것을 사업 결정의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5) 지방투자사업 관련 사회적 가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와 대응
지방투자사업의 사회적 가치 요소와 영향을 점검(체크리스트, 지수 및 지표, 기
타 방식을 활용한 점검)하는 과정에서는 타당성 분석기관과 투자심사기관(행정안전
부, 지방자치단체)이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준비해서 입증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측에서 사회적 가치를 제
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19).
19) 지역 고유의 사회적 가치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당성 실시기관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책
임을 지고 실시해야 하지만, 지역적인 사회적 가치를 제시하고 증명하는 일은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
체에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점검 항목에 대해 가점을 줄 수 있으며, 어느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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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각종 공인된 통계나 행정통계 및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이 가
능한 사회적 가치를 내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지방의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나 자료가 객관적이지 않거나 부실
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이들을 타당성 분석과정에서 부득이 배제할 수밖
에 없다. 예컨대, “사업의 근본 목적이나 궁극적 목표”라는 표현의 범위를 광범위하
게 해석하거나 끼워 넣기 방식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오용과 남용을 하는 경
우가 그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장하는 투자사업의 사회적 가치 관련성이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 목적(통상, 3개 내외) 속에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또는 우선적이고 중
요한 것으로 명시되어야 함). “추진과정 및 파급효과” 의 범위가 너무 넓거나 모호
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나 지표의 설정에서 객관화한다.

4. 기타
1) 지방투자사업의 실시 단계별 사회적 가치 반영 방안
우리나라 지방투자사업의 계획부터 완공에 이르는 전 과정과 경로를 염두에 두면
서 앞으로 사회적 가치를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대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표 9> 참조).
첫째, 투자사업의 계획 단계로서 여기서는 투자사업의 사회적 가치 내포 여부와
정도 및 중요성, 예상 파급효과 및 성과 등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구상을 정립한다.
이 과정에서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집행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시범과정(시범단
체, 사업 등)을 거쳐 점진적으로 지역주민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변화를 도모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일정한 조건과 규칙을 설정한 다음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자치회, 시민사회 등과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한다.
둘째,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는 단계에서의 사회적 가치 반영이다. 이 단계에서는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분석 부문에서는 각 부문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 사회적 가
치를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심층 탐구가 가능하지만, 매우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회적 가치를 ‘사회복지 증진 편익’으로 산출해서 반영한
다. 재무성 분석에서는 사실상 사회적 가치에 대한 탐구와 반영의 여지가 없다. 정
책적 분석에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이 가능할 뿐 아니라 그것이 사
회에 미치는 변화와 영향을 매우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측정할 수도 있다(질적, 양적
측정 시도 가능). 이상의 분석 부문 외에 별도의 ‘사회적 가치 분석’ 부문을 신설
하여 그러한 접근을 할 수 있다.
가점을 줄 수 있다는 것만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제시하고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
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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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투자사업 실시 결정단계(투자심사 단계)로서 여기서는 사회적 가치에 관한
타당성 분석 결과와 투자심사단계에서 포착되는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 및 주안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 사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넷째, 투자사업 실시 완공 및 이후 단계이다. 여기서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 요소
를 내포하는 사업이 실시되어 완공된 다음 수년 이내에 본래 의도하고 예상하였던
사회적 가치 영향(변화, 효과)이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한다. 그리고
점검 결과는 향후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투자사업의 계획과 타당성 분석 그리고
투자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환류·반영되어야 한다.

<표 9> 지방투자사업의 주요 과정과 사회적 가치의 점검 및 반영
주요 활동/내용

사회적 가치 관련 요소 반영 및 중점
- 사업 목적/목표에 구체적인 사회적 가치 천명

사업
계획

목적/목표

- 지방자치단체 주도(현재); 자치단체/시민/주요 이해관계자

예상 변화와 영향/

협력/혁신(미래)
-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영향(output, outcome,

파급효과
경제성 분석
타당성
분석

재무성 분석
(운영수지 분석)
정책적 분석
*별도의 ‘사회적 가치
분석’ 실시 가능

result, impact 등)에 대한 구체적 기술
- 사회적 가치를 사회적 비용과 편익의 산출과정에 반영
(*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 가능)
- 해당 없음
-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심층 탐구를 시도하고,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변화와 영향을 가능한 객관적인 방법론을 통해 인식,
측정함(질적, 양적 측정 시도)
- 사회적 가치에 관한 타당성 분석 결과와 투자심사 단계에서

투자

투자심사 기준, 타당성

심사

분석결과 활용

포착되는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 및 주안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을 결정함
* 다방면의 충실한 점검, 반영 가능

사업 실시 설계 등

- 제한적 반영 가능

실행조건 이행
사업 건설 및 완공
사업

- 건설 진행 중에도 사회적 가치 관련 요소 충실 이행
- 완공 후 사회적 가치 요소/효과(산출/성과) 점검/확인
- 중요한 사회적 가치 요소를 내포하는 사업이 실시 완공된

실시/

다음 수년 이내에 본래 의도하고 예상하였던 사회적 가치

완공
유지 및 관리

영향(변화, 효과)이 실제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함(feedback)
* 사후적 비용편익분석(ex-post CBA) 실시
* 사회적 가치 요소/효과(산출/성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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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분석의 품질 강화와 분석결과의 반영방식의 개선
앞으로 현행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분석에 사회적 가치 요소와 영향을 반영하는
것을 계기로 현행 정책적 분석의 중점, 분석기법, 품질을 크게 강화하여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위상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사업의
전체 운영시스템에서 정책적 분석이 차지하는 기능과 위상을 재정립하는 구조개편
이 단행될 필요가 있고, 특히 다음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그
것은 (1)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간의 보다 구체적인 위상 및 역할 정립(상대
적 중요성 비중, 사업결정 과정에서의 비중 및 역할 등), (2) 정책적 분석의 운영
틀과 구조의 개편, (3) 정책적 분석의 계량화, 점수화(일부 또는 전부), (4) 정책적
분석의 중점, 분석기법, 품질 향상 방안 강구 등이다.
특히, 정책적 분석의 점검방식을 기존의 서술형 방식에서 벗어나 가능한 계량화·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어려운 부분에 한하여 질적 분석
을 도모하는 새로운 접근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정책적 분석의 구
성을 checklist 방식의 점수화 + 계량/통계 분석(점수화 가능) + 질적 분석(필요
시, 점수화 가능) 형태로 구조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기수적 점수화 방식
(예: 95점, 85점, 70점 등) 외에 서수적 등급화 방식(예: 3등급, 5등급 방식)을 도
입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을 할 경우 현재와 달리 타당성 분석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시스템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성 분석과
비경제성 분석(정책적 분석 등) 간의 기능 및 역할 관계를 재정립하고, 양자의 상
대적 중요성(즉, 가중치)을 합리적 수준에서 정한 다음 이들을 종합화 하는 방법론
을 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이는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선다).

3) 투자심사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점검, 반영
지방투자심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방안은 현재의 투자사업 의사결
정 틀과 구조를 일부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방법은 앞서 살펴본 타당성 분
석의 정책적 분석(또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 분석’)에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접
근과 기본적으로 비슷한데, 이는 두 제도가 판단하고자 하는 관점과 초점이 비슷하
기 때문이다. 접근방법은 크게 (1)투자심사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항목을
신설·추가하는 방안, 그리고 (2)기존 심사항목 중 사회적 가치와 가장 근접한 항목
을 확대 조정해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방안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투자심사기준(점검 항목)에 사회적 가치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그에 대해
다른 항목보다 더 큰 의사결정의 중점(무게)을 부여하는 것이다.
• 경제성 분석 +〔사회적 가치 점검항목 평가 + 기타 점검항목 평가〕

구체적으로, <표 10>의 ⑧ 항목 신설, 또는 ⑥ 주민숙원·수혜도 및 사업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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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개편한다(예: ⑥ 사회적
가치 영향(사회적 가치 관련 점검 사항, 주민숙원·수혜도 및 사업 등 포함). 이 때
신설되는 사회적 가치 항목은 기본적으로 타당성 분석에서 다루는 관점과 목표 및
내용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이는 타당성 분석과 투자심사 간의 일관성 및
연계성 강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을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서 그것이 어떤 영향력(비중)을 확보해야 할지에 대한 기본 룰(rule)이 정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기존의 투자심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을 하거나 투자심
사기준의 활용방식에 대한 구조개편을 단행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0> 사회적 가치의 투자심사 기준 추가(예시)
① 국가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②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③ 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 능력
④ 재무적 및 경제적 수익성
⑤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⑥ 주민숙원·수혜도 및 사업요구도(‘사회적 가치 영향’항목으로 확대 개편 가능)
⑦ 사업규모·사업비의 적정성

⑧ 사업의 사회적 가치 영향
- 주요 관련 항목 점검(지표/지수, 점수제・등급제 활용)

끝으로, 투자심사의 의사결정은 새롭게 사회적 가치 요소를 반영하여 수행된 타
당성 분석의 진단 및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면서 다음의 보완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
가 있다. 첫째, 기존의 투자심사기준이 비계량적 기준항목 위주로 되어 있고 점수제
등 계량적 판단 근거와 체계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심사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체제에서 사회적 가치 효과에 대한 정책판단 역할 및 비중을 확정한다. 둘
째, 기존 타당성 분석과 투심기준 및 의사결정을 존중하되, i)사회적 가치 부분은
최소한 점수제・등급제 등의 방식으로 계량화하는 방안, ii)대체적 측정은 하되 다
른 기준항목과 같이 비계량, 서술식 결론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한다. 셋째, 사업의
목적과 목표가 중요한 사회적 가치의 구현을 내포할 경우(예컨대, 사회적 형평, 경
제적 분배, 지역 공동체 연대와 발전 등)에는 사회적 가치를 별도의 타당성 측정부
문으로 설정하고 그에 대해 가능한 계량적 판단 결론을 도출하며, 이를 투자심사
시 의사결정 정보로서 적극 활용한다.

4) 타당성 분석과 지방투자심사의 사회적 가치 연계성 강화
현재 LIMAC의 타당성 분석결과 중 경제성 분석결과는 공신력을 인정받아 중앙
투자심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반면 정책적 분석의 내용
과 결과는 참고정보 수준으로 인식되거나 도외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다시 말
- 57 -

74

2019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세미나

해서, 현재와 같은 분석체제와 내용적 기술 방식이 유지된다면 향후 사회적 가치
요소가 타당성 분석의 정책적 분석 항목(요소)으로 반영되어 평가되더라도 그것이
투자심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거나 소외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
므로 향후 사회적 가치를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투자심사(기준) 모두에 반
영해서 다루고자 할 경우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점검 및 측정의 목적, 관점, 초점을
동일하게 부여하여 두 제도가 일관된 분석(판단)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그림 10>, <그림 11> 참조).
<그림 10>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분석과 투자심사(현재)
타당성 분석(LIMAC)

중앙투자심사(행정안전부)

Ⅱ. 비경제성 분석

Ⅰ. 경제성 분석
(※ 필요 시 재무성 분석 추가)

▪계량적 분석
▪단일 performance 값
(예: B/C비율, NPB)
(※ 민감도분석 등에 의한 범위
값 보완 제시)

Ⅲ. 종합 점검

(정책적 분석)

▪투자심사기준(조서) 점검
▪재정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VFM 등 종합 고려
▪토론(개별/종합 주체)
▪비계량 의사결정(※일부 다수결)

▪비계량적 점검
▪서술형 판단정보 제시
▪사회적 가치 영역 부재

▪일부 편익 미 산정/반영

*사회적 가치 요소/영향 미 고려

⇠

(상호 연계성 느슨)

⇢

중앙투자심사 의사결정

<그림 11>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분석과 투자심사(미래, 개선)
타당성 분석(LIMAC)
Ⅰ. 경제성 분석

Ⅱ. 비경제성 분석

(※ 필요 시 재무성 분석 추가)

▪계량적 분석
▪단일 performance 값
(예: B/C비율, NPB)
(※ 민감도분석 등에 의한 범위
값 보완 제시)

▪편익 산정 보강

중앙투자심사(행정안전부)
Ⅲ. 종합 점검

(정책적 분석)

▪비계량적 점검
▪서술형 판단정보 제시
▪일부 요소 정량적 판정
▪특수/예외적 상황에서

▪투자심사기준(조서) 점검
▪재정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VFM 등 종합 고려
▪토론(개별/종합 주체)
▪비계량 의사결정
- 정량적 의사판단 부분 추가

비용효과분석(CEA), SROI,
Logic Model 등 활용

▪요약표(summary table)
▪정책적 분석 점수·등급화 강화
▪경제성 분석과 비경제성 분석 연계 강화
▪사회적 가치 역할 강화

⇠ (상호 연계성 견고) ⇢

중앙투자심사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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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지방투자사업 사회적 가치 관련 체크리스트(초안)
구분

주요 점검사항(지표/지수, 통계 포함)
(1) 사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가치 구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
- 사업계획서 속의 사업 목적 중 top-priority(첫째 또는 두 번째)

1. 투자사업

- 목적/목표

- 산출물/영향/
성과

- 사업의 목적/목표/성과/효과가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분명히 제시

점검/평가방법
yes/no

(*심층분석)

(2) 사업의 부차적 목적이 사회적 가치 구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

yes/no

(3) 사업의 목적/목표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가?

yes/no

(4) 사업 실시에 따른 영향 및 효과가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가?

yes/no(*심층분석)

- 사업계획서의 사업 목적 중 top-priority는 아니나 하위목적에 명시
- 관련 증빙자료 제시

(5) 사업 실시에 따른 영향 및 효과가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는가?
- 사업계획서 속에 예상/기대되는 사회적 가치 산출/영향/효과 명시

yes/no

- 관련 사실을 입증해 주는 객관적 자료, 분석결과 등
2. 사회적

가치유형

(1) 본 사업은 사회적 가치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가?
(1개를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2개까지 허용)

* 형평성, 분배, 공동체 연대/발전, 지역고유 사회적 가치, 환경, 안전
- 입증 근거 내지 증빙자료 제시(정부지침/정책, 관련통계 등)

점검 및 확인

(2)

<사회적 약자 배려>

(1) 사업의 주된 목적과 영향 및 파급효과가 사회적 약자 배려와 관계되는가?
(2) 사업의 주된 이용자가 사회적 약자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3) 사업이 사회적 규범이나 인식에 의한 사회적 약자와 크게 관련되는가?
(4) 관련 시설/서비스의 상대비교
3. 형평성/분배

- 사회적 약자
배려

- 낙후도 개선
- 분배

<지역균형발전(낙후도 개선)>

(1) 사업의 주된 목적과 영향 및 효과가 지역 낙후도 개선과 관련되는가?

(2) 사업의 특성이 지역의 총체적 낙후도 개선인가, 부분적 낙후도 개선인가?
(3) 관련 시설/서비스의 상대비교

(1) 사업 시행의 주된 목적이 계층(소득, 인구), 지역, 젠더(gender) 격차를 완
화하기 위한 것인가?

(2) 사업의 시행 결과 계층(소득, 인구), 지역, 젠더(gender) 간 격차가 유발될
것으로 예상되는가?

연대/발전

yes/no
yes/no

지표(indicator)

yes/no
yes/no

지표(indicator)

- 관련 근거, 증빙자료 제시

<분배>

4. 지역공동체

yes/no

(1) 사업의 실시가 지역의 연대 및 발전에 기여하는가?

(2) 주민 숙원사업인가?(* 이 경우 4가지 상대비교 지수 적용)
- 관련 증빙자료 제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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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주요 점검사항(지표/지수, 통계 포함)

5.역사/전통/
문

/인종

화/종교

(1) 다른 지역과 뚜렷이 차이가 나는 지역 고유의 사회적 가치 사업인가?

yes/no

(2) 다른 지역(전국, 유사/동종단체)과 비교하여 어떤 상태에 있는가?

지표(indicator)

- 국가/행정기관, 통계 등을 통한 입증

- 상대비교 지수 산출/적용, 관련 증빙자료 제시

(3)

6. 일자리 창
출

(1) 사업이 창출하는 고용효과가 신규고용 및 고용 질 개선과 관련이 있는가?
- 관련 사항 입증/분석자료

(2) 해당 자치단체가 고용위기지역이거나 심각한 고용 불황 상태에 있는가?
- 국가지정, 전국 평균 실업률 대비 2배 이상 등

7. 환경

지표(indicator)

(3) 사업 실시로 인해 환경문제 등 환경성 이슈가 발생하는가?

yes/no

- 관련 사항 제출

yes/no

(2) 사업이 지역의 안전문제나 시급한 안전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지표(indicator)

(3) 사업 실시로 인해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영향/문제가 발생하는가?

yes/no

- 주민 숙원도, 전국 및 유사단체 비교 상태

(4) 사업 실시와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가?
- 관련 사항 제출

(5) 해당 지역이 자연재해 등 안전과 관련된 위험성이 높은 지역인가?
- 관련 사항 제출

관련 위험성/
불확실성 등

확인/점검

(1) 사업의 목적과 영향이 지역의 안전문제의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 관련 사항 입증/분석자료

가치

yes/no

(2) 사업이 지역의 환경문제나 시급한 환경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4) 사업 실시와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가?

사회적

석)

yes/no

- 주민 숙원도, 전국 및 유사단체 비교 상태

8. 안전

yes/no(*심층분

(1) 사업의 목적과 영향이 환경의 지속가능성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 관련 사항 입증/분석자료

9. 기타

점검/평가방법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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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실시(* 심층분석)>

지방자치단체 투자사업 심사 신청
사회적 가치
기본점검

중요하고 의미 있는
Yes 사회적 가치 함축 사업 No

경
제
성
분
석

·

경
제
성
조
합비
경
제
성

TrekⅠ
(접근Ⅰ)
경제성 분석
틀 속에서
사회적 가치
측정

TrekⅡ
(접근Ⅱ)

기존/전통적 타당성
분석(CBA 등) 실시

접근/조치

경제성 분석(CBA)
기존

신규(SV반영)

편익

편익

비용

비용

경제성 분석(CBA)

형평·분배, - 기존/전통적 방식 수행
공동체 등 - 다만, 경제성 분석의
각종 사회적
의사결정 영향력(비중),
가치 독자
구속성 등 조치 필요
측정

(1) 편익/비용 항목 구체 파악: 기존
항목 추가 확대, 항목 신설
(2) 편익/비용 항목 윤곽 파악, 계량화
애로: separate reporting
(3) 신규 편익/비용 미미: no reporting

사회적 가치 등 leading 정부 정책 평가
- 사회적 가치(당대 주류 사회·공공적 가치)
- 정부 운영 핵심·선도 정책 가치 등
※ CBA 이외 별도의 사회과학적 방법론 개발
적용(변화·영향·파급효과 측정)
※ 의사결정 반영 방법·절차 개발 필요

주1: Trek1에서 만일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편익의 영향권 속에 포함된 직접수혜자(beneficiary) 모두
에게 동일한 편익(질·양)이 주어지지 않고 차등적이거나 비대칭적인 양상을 보인다면 기존의 편익산정
접근/방식은 수정되어야 함
주2: Trek2는 처음부터 경제성 분석(비용편익분석)과는 경로를 달리하는 별개의 방(경로)을 만들어서 투자사업
의 실시 의사결정을 경제적 관점 뿐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관점을 반영하는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는 것을 의미함; 금년 초에 대폭 개정된 예비타당성분석은 경제성 분석 외에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
전 분석 간의 평가비중을 재조정하여 총점을 평가하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였는데, 이는 경제성 분석과
비경제성 분석을 처음부터 분리 접근하여 영향력을 재조정 하려는 정책 의도를 내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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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_ 지역 포용성장을 위한 LIMAC의 역할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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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개

①
②
③
④

설립배경 및 근거
업무범위 및 연혁
LIMAC 조직 구성(18년 8월 기준)
LIMAC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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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원)
연도

의뢰건수

총사업비

2015

33

90,620

2016

51

75,989

2017

71

100,255

2018

81

130,292

2019(1차~2차)

60

114,796

합계

296

511,952

약정건수

총사업비

반려 및
철회건수

총사업비

16

53,537

17

37,083

(48%)

(59%)

(52%)

(41%)
38,640

32

37,349

19

(63%)

(49%)

(37%)

(51%)

47

78,003

24

22,252

(66%)

(78%)

(34%)

(22%)
47,929

50

82,363

31

(62%)

(63%)

(38%)

(37%)

40

72,232

20주

42,564

(67%)

(63%)

(33%)

(37%)

185

323,484

111

188,468

(62%)

(63%)

(38%)

(37%)

사회적 가치와 지방재정투자사업

2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①
②
③
④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의 개요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의 유형
타당성 조사의 주요 내용
타법 타당성 조사와의 비교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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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용성장(Inclusive Growth)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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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와 지방재정투자사업

감소
or
완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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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세미나

4

LIMAC의 역할 및 발전방향

현
재
지역간 격차 해소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향
후

사회적 가치와 지방재정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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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시설의 운영 현황>
문화시설

분석대상 시설 수
흑자운영 시설 수
(분석대상 시설수 대비 비율)
평균 연간 순수익(억원/년)
평균 연간 운영수지 비율
(운영수입/운영비용)

체육시설

공공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체육관

수영장

61

132

163

17

0(0%)

12(9.0%)

18(11.0%)

3(17.6%)

-18.02

-17.02

-4.77

-4.93

0.047

0.321

0.513

0.735

자료 :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 공공시설운영현황(http://lofin.mois.go.kr)

현
재
지역 공무원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확보

향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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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세미나

현
재
철저한 지역 투자

사업 관리를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확보

향
후

사회적 가치와 지방재정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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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2019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세미나
사회적 가치와 지방재정투자사업

Brochure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LI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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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LIMAC
LOCAL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LOCAL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대형 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행정안전부 지정)으로서
2014년 12월에 출범하였으며,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는 중추적 싱크 탱크
(think tank)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속해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관련 과제 수행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일반
기준과 지침을 개발해 왔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유도하고자 지방재정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에 관한 정책자문, 교육,
컨설팅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는 공정성과 객관성에 입각해서 지방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및 사회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재정지출의 건전성과 효율성
증진, 나아가 국민세금의 경제적 가치(value for money)를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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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 관리제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향상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각종 위험성을 차단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컨설팅 기능을 확대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저희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소장

이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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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소개

설립배경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 조사 기관을 직접 선정함으로 인한 조사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 상실
•공신력 있는 타당성 조사 기준 및 방법론 미비로 인한 조사결과의 신뢰성 미흡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한 타당성 조사 전문 독립기관 설치 필요성 제기
※ 감사원 감사연구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실태분석」, 2012. 12

설립근거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
당성 조사 전문기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2호)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타당성 조사’ 업무 전담을 위해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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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14. 1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설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설립

•2015. 01

타당성 조사 수행

•2016. 03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2016. 04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지정(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18. 12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재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88호)

•2019. 07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주요업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타당성 조사 지침 개발 등 투자심사 제도 개선 및 투자심사 운영 지원
•투자심사 사후평가에 필요한 조사 및 성과평가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관련 교육
•투자사업 이력관리
•지방자치단체 자체 타당성 조사 검토(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적격성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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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AC 조직 및 인력

원장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 이삼주
자문위원회

기획총괄부

재정투자조사부

재정투자평가부

부장 송지영

부장 김상기

부장 여규동

•센터 운영 지원
•제도개선 연구, 타당성 조사
지침 개발 등 방법론 연구
•예산, 인사, 계약 등
•국 제협력, 동향분석, 홍보,
교육 등

•타당성 조사, 타당성 재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지 방공기업 설립 및 사업
타당성검토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검토 등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업무
•타당성 조사 등 DB 구축 및
관리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
•행 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지원
•투자심사 사후평가에 필요한
조사 및 성과평가 등
•지 방자치단체 자체 타당성
조사 검토

구성원
•윤성일 부연구위원

•김남주 부연구위원

•함윤주 부연구위원

•김기민 전문위원

•황재민 부연구위원

•박용덕 전문위원

•박소연 전문분석원

•김제국 부연구위원

•최성원 전문분석원

•김서경 전문분석원

•김지훈 전문분석원

•박지훈 전문분석원

•박주현 전문분석원

•전성애 전문분석원

•조현민 전문분석원

•강대운 분석원

•김한준 전문분석원

•박선영 분석원

•황수정 사무원

•김지선 전문분석원

•심희철 분석원

주 : 특별연구휴직 1인(전대욱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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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AC 업무
타당성 (재)조사
•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개념 : 타당성 (재)조사는 투자(재)심사의 사전절차로 경제적·재무적·정책적 측면의 사업추
진 가능성을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이 분석하는 절차임
•목적 : 타당성 (재)조사 결과는 투자(재)심사의 판단 근거로 사용되며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
성을 제고하는데 있음
•대상 :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지방재정투자사업 추진절차

중기지방
재정계획1)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
투자심사

자치단체
예산편성2)

건진법 등
다른법령의
타당성 검토

사업추진
및 집행

이력관리

1)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며(「지방재정
법」 제33조 제3항 제9호), 투자심사 결과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이 필요함. 다만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 반영 조건으로 추진
가능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함(「지방재정법」 제
37조)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201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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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AC 업무
타당성 (재)조사 의뢰 및 수행 절차
타당성 조사
의뢰

타당성 조사
접수/사전검토

타당성 조사
수행

시·군·구


시·군·구

약정체결 수행
(6개월 이상)

의뢰서 접수

시·도





사업설명회

조사결과 통보

행정안전부

일정

시·군·구 → 시·도

시 · 도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LIMAC

1차

~ 1월 15일

~ 1월 31일

2월 1일

2차

~ 4월 15일

~ 4월 30일

5월 1일

3차

~ 8월 15일

~ 8월 31일

9월 1일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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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의뢰

Local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4항 및 제65조의 3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목적 : 지방공기업 설립, 신규 투자사업의 이사회 의결 및 지방공기업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의
사결정 지원
•대상 : 지방공기업 설립,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기초공기업의 신규투자사업 및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광역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
※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금과 공공기관 부담금 합계액 500억 원 이상인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업무
•근거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조 제19호에 의거한 전문기관 지정(「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16. 04),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19.
07)
•목적 :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단계별 지원
•업무범위 : 타당성분석, 제안서 검토, 적격성조사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 타당성 조사 검토
•근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상 전문기관 업무
•목적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 검토를 통한 중앙투자심사 시
활용
•업무범위 : 총사업비 500억 원 대상여부 및 자체 타당성 조사 보고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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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AC 업무
투자사업 이력관리
•근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 2
•목적 : 투자심사 이후 추진과정을 관리・평가하여 재정손실 방지를 통한 재정효율화 제고
•대상
- 중앙투자심사 통과사업
- 자체심사 통과사업 중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
•업무절차

사업 주요정보 입력
•지자체 수행

1차 평가(자체평가)
•지자체 수행

※ 사업부서 작성 →
예산부서 검토

자체관리계획 수립
•지자체 수행 및
행안부 제출

2
자체관리계획 검토
•행안부, LIMAC 검토

4

※ 사업부서 작성 →
예산부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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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LIMAC 수행

※ 예산부서

확인

1
※ 중투위

보고

2차 평가(중점관리사업 선정)

5

※ 중투위 보고전,
지자체의견 수렴

3

•중투위 : 관리계획
수립대상 결정

자체관리계획 이행
•지자체 수행
※ 이행 결과,
차년도 입력

6

약정 수수료 안내
단계

기본
수수료

부가
수수료

난이도

내용

수수료(만원)

상

•정형화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음
(복합시설, 복합도시개발, 복합단지)

12,000

중

•정형화가 보통임
(복합청사, 철도, 문화 및 관광, 체육시설, 환경보호, 항만)

11,000

하

•정형화가 매우 잘 되어 있음
(도로 및 청사)

9,500

①

•사업규모가 큰 경우(예: 총사업비 3천억 원 이상) 또는
사업지가 광범위 할 경우(도로, 철도사업의 경우 연장
또는 지역 간 연결 기능이 있는 30km 이상인 경우 등)

1,000~1,500

②

•특수한 기술성 검토(특수교량 및 터널 등)가 필요한 경우

500~1,000

③

•단지개발 분양사업과 항만시설처럼 기반시설과 상부
시설이 분리된 경우

1,500~2,500

④

•경제성 분석을 위한 수요 및 편익추정
- 복합시설사업(주택/산단/R&D/관광/교육 등)으로 각각의
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인 경우 시설별 수요 및 편익추정

시설별
1,500~2,500

⑤

•산업단지관련 설문조사(기업입주 수요 설문조사)
•CVM 설문조사
•FGI(Focus Group Interview)
•기타 설문조사

500~3,000

⑥

•이용자가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분양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
하는 민간투자사업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기관이 운영할 경우

⑦

•기타 쟁점(법률검토) 등 특이사항이 필요한 경우

300~1,500

⑧

•해외자료 수집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
여비산정기준

⑨

•사전표본평가 및 사후감정평가

비고

난이도
고려

특이
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1,000~2,000

실비정산

근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2조 3항
※ 자세한 내용은 LIMAC 홈페이지(http://limac.krila.re.kr)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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