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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AC 대회의실(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7길 16)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권한대행 이삼주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축사와 환영사를 해주실 박완규 교수님, 박병희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님,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에 좌장을 맡아주신 임성일, 이상용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전임 소장님을 비롯해
발제와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는 2014년 12월에 설립되어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은 규모뿐만 아니라 양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저희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16건의 타당성 조사사업을 수행했지만, 2020년 현재까지 81건을 수행하여, 타당성
조사건수 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도 타당성 조사과정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분석방법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견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연말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여 왔고, 올해는
지방투자사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본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라는 미증유의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그린 뉴딜정책을 발표하였고 동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린 뉴딜관련 사업의 특성을 탐색하고
유효한 타당성 조사방법을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타당성 조사 측면에서 그린 뉴딜정책을
조망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요 외국의 타당성 조사 방법을 분석하여 향후 보다 효율적인 타당성 조사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행사가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투자사업 관리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 번 본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성실하게 행사를 준비해 주신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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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판 (그린)뉴딜 종합계획
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추진배경
②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추진전략
③ 그린뉴딜의 구조 및 추진전략
④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
3

자료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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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자 계획 및 일자리 창출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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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도시 · 공간 ·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 ·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④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지원

⑦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①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그린 리모델링, 그린스마트 스쿨)

②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스마트 그린도시, 도시숲, 생태계 복원)

③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스마트 상 · 하수도, 먹는물 관리,
수량수질 관리, 기후위험 대응)

(R&D · 실중, 보급, 공정전환)

⑤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분산형 시스템 확대, 건물에너지진단
DB구축, 전선 지중화)

(기업 · 산업, 스마트그린 산단,
친환경 제조공정)

⑧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연구개발, 녹색금융)

⑥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전기 · 수소차, 노후 차량 친환경 전환,
핵심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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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프로젝트 개요

투자 계획

그린 리모델링

민간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 건축물의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제로에너지화 추진
‘22년까지 총사업비 7.7조원(국고 2.6조원) 투자, 일자리 11.6만개 창출
‘25년까지 총사업비 20.0조원(국고 6.2조원) 투자, 일자리 24.3만개 창출
민간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 건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제로에너지화 추진

노후건축물

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22.5만호), 어린이집 보건소 · 의료기관(~’21년, 2,170동) 대상 태양광
설치 및 고성능 단열재 교체

신축건축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친환경 소재 등 활용, 국·공립 어린이집(440개소), 국민체육센터(51개소) 신축

투

자

문화시설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대상 태양광 시스템 및 LED 조명 등 에너지 저감설비 설치(1,148개소)

정부청사

노후 청사(서울·과천·대전 3개소) 단열재 보강 및 6개 청사(세종 과천 서울 대전 춘천 고양) 에너지
관리 효율화

환경기초
시설

정수장, 하수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등 300개 환경기초시설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고효율
건축R&D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저탄소 에너지고효율 건축기술 및 사후관리시스템
개발 등 지원

사

업

11

그린
스마트 스쿨
투
자
사
업

친환경·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실 속 그린+스마트 융합 추진

국립학교

전체 국립학교(유·초·중·고) 55동 대상 그린+디지털 융합하여 적용한 그린 스마트 스쿨 전환 (~’22년)

노후학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친환경 소재 등 활용, 국·공립 어린이집(440개소), 국민체육센터(51개소) 신축

2.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프로젝트 개요
투자 계획
스마트
그린도시
도시 숲
투
자
사
업

미세먼지
차단숲
생활밀착형
숲
자녀안심
그린 숲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국토ㆍ해양 자연 생태계 (natural ecosystem)의 건강성 회복
및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22년까지 총사업비 1.8조원(국고 1.2조원) 투자, 일자리 6.6만개 창출
‘25년까지 총사업비 3.8조원(국고 2.5조원) 투자, 일자리 10.5만개 창출
도시 기후ㆍ환경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 환경ㆍICT 기술 기반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25개 지역, ~’22년)

도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 현상완화 등이 가능하도록 도심 내 녹지 조성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도시생활을 위해 도로·산단주변 등 생활권역에 미세먼지 차단 숲 630ha 조성
도서관, 역사, 대학교 등 생활권 주변 생활밀착형 숲(실내·외 정원) 216개소 조성
학교 부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자녀안심 그린숲 370개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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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생태계
투
자
사
업

녹색복원
생물다양성
해양생태계

투
자
사
업

식생·토양의 자연성 보전 및 야생 동 식물 서식지 보존
생태계 건강성 강화를 위해 국립공원 16개소 및 도시공간 훼손지역 25개소 생태 복원
우리나라 고유 멸종위기종(반달가슴곰, 산양 등) 보존
해양의 자연적 기능 회복 및 해양 생물의 서식지 보존

녹색복원

해양생태계 기능 및 버려진 염전 양식장 등의 경제적 가치 회복을 위해 갯벌 4.5㎢ 복원

해양환경
정비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해 침적 쓰레기 수거(年 6,000톤) 및 친환경 부표 100% 전환(5,500만개, ~‘25년)

3.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체계 구축
프로젝트 개요
투자 계획
스마트
상·하수도
투
자
사
업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식수 보급을 위해 ICTㆍAI기반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 및
통합 물관리 시스템 구축
‘22년까지 총사업비 4.3조원(국고 2.3조원) 투자, 일자리 2.6만개 창출
‘25년까지 총사업비 6.3조원(국고 3.4조원) 투자, 일자리 3.9만개 창출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를 위해 상 하수도 全과정 통합관리를 위한 ICT AI기반 관리체계 마련

상수도

전국 광역상수도(48개 시설)·지방상수도(161개 지자체)에 AI·ICT 기반의 수돗물 공급 全과정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하수도

지능형 하수처리장(15개소, ~’22년) 및 스마트 관망관리를 통한 도시침수․악취관리 시범사업(10개소, ~’24년) 추진
13

먹는물 관리
투
자
사
업

정수장

광역상수도 정수장(전체 43개) 중 수질 개선이 필요한 12개 정수장 시설 고도화

노후관

상수도의 수질 유지 및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후상수도(총 3,332km) 개량(~’24년)

수량수질 관리
투
자
사
업

댐
하천
저수지

기후위험 대응
투
자
사
업

상수도 노후관 및 정수장 등의 안전 관리를 위해 시설 고도화

지역 여건에 따라 깨끗한 물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감시·측정시스템 구축 및 생태수로 조성
상수원 실시간 수량 수질 감시 목적의 통합관리체계 구축(~’25년)
주요 강 오염 지류 인근에 오염배출수 자연 정화가 가능한 생태수로 조성(~’24년, 6개 수변)
실시간 수질관리 및 오염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대규모 농업용 저수지에 수질자동측정망 설치(~22년, 90개)
가뭄 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물 관리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AI 기반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홍수대비

홍수피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100개 지류에 실시간 수위ㆍ강수량 측정센서 활용,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 시스템 구축

가뭄대응

물 부족 문제에 대비하여 도서지역 등 가뭄 취약지역 상수도 확충 및 해수담수화 시설 확대

4.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 자원
프로젝트 개요
투자 계획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한 사회 경제체계 구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핵심 R&D 추진 및
보급 확산 기반 마련
‘22년까지 총사업비 4.5조원(국고 3.6조원) 투자, 일자리 1.6만개 창출
‘25년까지 총사업비 11.3조원(국고 9.2조원) 투자, 일자리 3.8만개 창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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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 실증

태양광
투

자
사
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연구 인프라 구축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활용 연구센터를 구축하여 제품 성능검증 및 품질
평가 등 지원(~’22)

풍력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고정식·부유식)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 계측·타당성 조사
지원 및 배후·실증단지 단계적 구축

수소

생산부터 저장·활용까지 全주기 원천기술 개발·수소 전문기업 육성 등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시범도시 조성

수열

신규 재생에너지인 하천수열 보급의 확대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용량 히트펌프 등 기술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23)

보급

융자·보급 지원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

국민주도

주민참여 이익공유형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도입

금융지원

농촌지역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 확대 및 산업단지 대상 융자지원 신설

기반시설
활용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보급 확대

자가설비

주택·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지원(20만 가구)

투
자
사
업

공정전환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 대상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15

5.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프로젝트 개요
투자 계획
분산형 시스템
확대

투
자
사
업

스마트
전력망

‘22년까지 총사업비 1.9조원(국고 1.1조원) 투자, 일자리 1.1만개 창출
‘25년까지 총사업비 4.2조원(국고 2.0조원) 투자, 일자리 2.0만개 창출
전력망 효율향상·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해 소비자 중심의 스마트 전력망 및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전력수요 분산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아파트 500만호 AMI 보급(~’22)

마이크로
전력망

전국 42개 도서지역 디젤엔진 발전기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해 친환경 발전시스템 구축

안정적
전력망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통합 관제시스템 및 공공 ESS(Energy Storage System) 구축

건물에너지
진단 DB 구축
투
자
사
업

친환경 분산에너지 확산체계 마련 및 효율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력망 계통체계 정비 및
에너지시장 구축 기반 마련

에너지사용·기술정보 통합 제공

노후건물
진단

노후 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방안 발굴을 위해 전국 노후 건축물 에너지진단 실시(3,000동)

건물 진단
DB

노후건물 효율개선사업 등 에너지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진단 DB 구축

전선 지중화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 추진(~‘25년까지 총 2조원 투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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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프로젝트 개요

투자 계획

전기 ·수소차

주
요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 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
선박의 친환경 전환 확대
’22년까지 총사업비 8.6조원(국고 5.6조원) 투자, 일자리 5.2만개 창출
’25년까지 총사업비 20.3조원(국고 13.1조원) 투자, 일자리 15.1만개 창출

기후변화 미세먼지 대응 및 미래차 세계시장 선도를 위해 미래차(전기 수소차) 보급 가속화

전기차

승용(택시 포함) 버스 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 보급, 충전 인프라 확충(급속충전기 1.5만대(누적),
완속충전기 3.0만대(누적))

수소차

승용 버스 화물 등 수소자동차 20만대(누적) 보급 및 충전 인프라 450대(누적) 설치

수소
인프라

수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수소생산기지, 수소 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등 수소유통기반 구축

17

노후 차량
친환경 전환

투

에너지사용·기술정보 통합 제공

LPG 전환

노후 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방안 발굴을 위해 전국 노후 건축물 에너지진단 실시(3,000동)

조기폐차

노후건물 효율개선사업 등 에너지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진단 DB 구축

저공해化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 추진(~‘25년까지 총 2조원 투자)

노후 선박

관공선 함정(34척), 민간선박 친환경(LNG, 하이브리드 등) 전환 및 관공선 80척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자
사
업

핵심 R&D

미래차 친환경 선박의 보급 가속화, 新시장 창출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주
요

전기차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위기 지역 미래형 전기차 부품기술 및 그린카(하이브리드
고도화 등) 기술개발

투
자
사
업

수소차

수소차 성능개선 및 세그먼트 확대를 위해 수소차용 연료전지시스템 기술개발 및 수소트럭 개조
R&D 실증 추진

친환경
선박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실증 및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어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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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프로젝트 개요
투자 계획
기업 · 산업
투
자
사
업

사
업

국내 환경산업의 주력화·규모화를 위해 양질의 녹색기업을 육성, 녹색 융합 클러스터 등 집적지역 조성
환경·에너지 분야 123개 중소기업 대상 (R&D·실증·사업화) 지원, 그린스타트업 타운 1개소 조성(~’21년)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 기술개발·실증, 생산·판매 등 지원기능 융합한 지역거점으로 ‘녹색 융합 클러스터’ 구축

친환경
제조공정

자

’22년까지 총사업비 2.5조원(국고 2.0조원) 투자, 일자리 2.5만개 창출
’25년까지 총사업비 4.9조원(국고 3.6조원) 투자, 일자리 4.7만개 창출

녹색기업

스마트그린
산단

투

녹색기술 경쟁력을 갖춘 유망 녹색기업 육성 및 온실가스ㆍ 대기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제조공정 전환 촉진

에너지 발전·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조성(10개소)

환경규제 대응 및 공정상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해 작업장 진단, 설비교체 등 생산방식 전환

녹색공장

온실가스·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저배출하는 스마트 생태공장(100개소, ~‘22년) 및 클린팩토리 구축(1,750개소)

온실가스

기업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 지원(81개 산단) 및 중소기업 에너지 다소비 설비 교체 지원(170개사)

미세먼지

배출 모니터링용 첨단장비(드론 등)·원격감시센터 구축 및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9,00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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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프로젝트 개요

투자 계획

연구개발
주
요
투
자

사
업

’22년까지 총사업비 1.2조원(국고 1.2조원) 투자, 일자리 0.7만개 창출
’25년까지 총사업비 2.7조원(국고 2.7조원) 투자, 일자리 1.6만개 창출
기후 및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녹색기술 분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기술 개발·평가 시스템 마련

온실가스
감축

대규모 CCUS 통합실증·상용화 기반 구축(~’23년), CO2로 화학원료 등 유용물질 생산 기술개발 지원(~’24년)

미세먼지
대응

동북아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통합관리 기술(~’24년), 미세먼지 사각지대 관리 기술(~’22년) 등 개발 추진

자원순환
촉진

노후 전력기자재(~’24년), 특수차 엔진·배기장치 (~’23년) 등 재제조 기술 및 희소금속 회수·활용 기술 개발

녹색금융
투
자
사
업

연구개발ㆍ녹색금융 등 녹색전환 인프라 기반을 강화하여 녹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제고

환경·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공적자금을 제공, 제도적 기반 마련 등 강구

융자

기업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투자 등을 위한 1.9조원 공급

펀드

215개 녹색혁신 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2,1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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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경제부총리)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디지털 뉴딜(과기부장관)

본부장: 경제부총리, 당 정책위의장

당 K-뉴딜위 총괄본부
(정책위의장)
디지털 뉴딜 분과위

그린 뉴딜(환경부 · 산업부장관)

그린 뉴딜 분과위

안전망 강화(고용부장관)

안전망 강화 분과위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강력한 추진력 확보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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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린뉴딜과 지방투자사업
① 그린뉴딜 투자사업의 특징
② 그린뉴딜 지방투자사업의 쟁점 및 과제

22

그린 뉴딜 투자사업

제로에너지

에너지 관리 효율화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친환경

생태계 회복/복원

녹지(숲)
수질(물) 안전/관리

신재생에너지

그린 모빌리티 보급

저탄소 녹색산업

태양광

전기

수소

풍력

23

22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현재와 미래

24

강점
• 환경 이슈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
• 녹색산업과 융 · 복합 가능한
높은 디지털 · IT 기술력

기회
• 코로나19 계기로 기후변화
지속가능성장 등 관심 증대
• 글로벌 환경 산업 분야 시장
규모 성장세

약점
• 高탄소 산업생태계
• 지리적 여건 등으로 낮은
청정에너지 수준

위협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

• 환경 규제 · 기준 강화로
국내 제조업 이탈 우려
• 친환경 기술에서 열위 시
비관세장벽 직면 가능성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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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세션
주요 선진국의 투자평가체계 및
향후 LIMAC 타당성 조사의 발전방향
김태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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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의
주요 선진국의 투자평가체계
및
비용-편익
방법
개선 발전방향
연구
향후
LIMAC분석
타당성
조사의
2020. 12. 10
한국행정학회
이원희
이창균
이승혁
김태희
이희주

연구 개요
연구배경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4년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방투자사업 관리센터(Limac)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사업에 대한 타
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음
• 타당성조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내‧외 사전타당성조사 제도 및 의사결정 방법, 예산편성 과정 등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정부
의 투자평가환경에 적합한 합리적‧체계적 사전타당성조사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선진 주요국의 투자평가체계 및 사전타당성조사 제도의 운영을 검토하여 타당성검토 우수사례 및 분석기법, 향후 Limac의 타당성조사 추

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최신타당성검토 동향 및 연구방법
- 선진 우수사례 소개 등 타 (연구)기관의 벤치마킹 및 시사점 제공
연구범위

• 경제성 분석 시 비용 및 편익 관련 추계의 쟁점 검토
• 외국 사례의 조사 및 특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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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비용편익분석 쟁점 도출: 비용추정 관련
• 리질리언스 비용의 고려(Resilience cost)
• 비용편익 분석 시 환경변화로 인해 발생가능한 비용이나 편익에 대한 지표설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이후의 환경적 영향을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에, 사전 및 사후적 관점의 리질리어슨 개념 정의가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리질리어슨 비용의 측정

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문제 발생 시 사업진척에 따른 매몰비용의 고려가 필요함. 사업진행에 따른
‘생태계 적응비용’, ‘복구비용’, ‘재해발생시 대응비용 등이 그 예라 하겠음 (고수정·안성조 2016).
• 지속가능성, 환경영향성 등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 타당성 분석에서만 고려하지 않고 비용추정에서 보
다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운영 및 유지관리비 추정관련 지역별 특수성 및 사업별 특수성의 고려

• 노선선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건설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혹은 연약지반과 같이 지역적 특성에 의해 초래되는
유지비용의 차이가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못한 점도 한계점 (고성원 외 2009)
• 사업별 및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고려할 필요성 (예: 외부공원 조성 시 전체 부지면적을 대상으로 계

상된 조경공사비와 건축공사비 단가에 제시된 건물주변 조경공사비의 중복 등) (손숙리 외 2007)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비용편익분석 쟁점 도출: 편익추정 관련
• 경제성 분석은 원칙적으로 직접편익 및 유형편익을 대상으로 함.
• 조건부가치측정법은 다양한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는바, 지불수단의 적정성, 설문대상의 적정성 관련 검토 및 후속
연구가 필요함.
- 무응답 등의 결측치 및 이상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영향권 선정관련 이슈
-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지불수단에 대한 추가 검토 (김남주, 2020)
•

실질적인 간접편익의 배제로 인해, 사회경제적 효과가 큰 사업의 미시행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바, 실질적인 간접
편익이나 발생경로가 명확하고, 화폐단위로 측정가능한 경우 편익에 반영하는 방안의 고려 필요 (백철우 2020)

• 김찬준 외 (2015)의 연구에서도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직접적으로 산출되는 부가가치만을 편익의 대상으로 설정할 경
우, 파급적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고려하지 못하여 편익의 과소추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제안한 바 있음
• 지역개발효과 등 또한 편익식별의 어려움 및 화혜가치화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의 편익임에도 불구하고 편익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있음. 즉, 경제적 편익의 범위 선정 및 경제적 편익 산정 방법론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 사업유형별, 사업진행단계별로 상이한 편익의 속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 제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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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비용편익분석 쟁점 도출: 편익추정 관련
편익 산정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Blomquist 외 (2014)의 연구는 교육사업의 긍정적 외부효과, 건강개선, 범죄 감소 등의 사회적가
치를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측정하고자 하였음. 교육사업의 사회적 가치는, 해당 교육사
업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초래되는 가치와, 사회 전체에 초래되는 가치로 나눠서 검토함.

5

사회적 할인율 관련
• Social Discount rate: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화하는데 활용함
사회적할인율을 도출하는 방식은 이론적접근에 따라 소비자 관점과 생산자 관점에 따라 별도로 존재함.
사회적 시간선호율(Social Rate of Time Preference, SRTP)을 추정하는 방법 및 투자수익률 관점에서 추정하는 방식(Marginal Social
Opportunity Cost of Capital: MSOC), 그리고 두가지 방식을 가중 평균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음.
연구

추정방식

사회적 할인율

송병록, 강동진 & 노정현 (2009)

사회적시간선호율

4.13~6.31%
0.8~2.6%

장병철, 손의영 & 오미영 (2010)

사회적시간선호율
사회적 투자수익율
가중평균

김상겸 (2013)

Ramsey

2.4~4.9%

박동규 (2015)

Ramsey

3.3~4.5%

노상윤 (2015)

사회적시간선호율
사회적 투자수익율
가중평균

최지은 ·박동규 (2015)

사회적시간선호율

송준혁 (2016)

사회적시간선호율 & 사회적 투자수익율의 가중
평균

이지웅 외 (2016)

6.4%
2.4~3.9%

3.01~3.06%
3.3~4.5%
단기: 2.8~3.9%
장기: 1.9~3.1%
1.27~1.31 %

장병철 외 (2010)

사회적시간선호율 및 사회적 투자수익률 절충

최지은·박동규 (2017)

사회적 투자수익률: 본자산가격결정모형

Burgess and Zerbe(2011, 2013)

민간투자수익률

Moore et al. (2013)

사회적시간선호율

Abelson & Dalton (20

capital asset pricing model (CAPM)

2.4~3.9
4.78%~10.78%

상향조정 필요
성

7%
3.5%
6.5% (sensitivity range 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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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할인율 관련
• 2017년부터 4.5%를 기준으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고 있음. 사업의 성격 및 분야가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기준율을 적용하
고 있음 (댐 등 수자원분야 사업 제외)
• 사회적할인율의 인하조정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으나, 사회적할인율의 인하조정시, 경제성 평가결과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
져오는 바, 재정지출의 증가가능성이 있음. 이 또한 간과할 이슈는 아님
- 사회적 할인율을 6.5%에서 5.5%로 인하조정했을 때,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의 비율이 15% 증가한 것이 제시된바
있음 (김상겸 2018)
• 사업별로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함.
• 사업별로 경제성 평가방법 및 정형화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나 이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사회적 편익 추정이 발
전되어 있는 사업유형 및 그렇지 않은 사업의 경우.)
• 사업별로 시간변화에 따른 편익발생 패턴이 상이하나, 이를 반영하지 못함
• 사업범주별로 차별적인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해야함은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제시되는 사항임.
• 환경, 수자원, 에너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미래세대의 편익 과소
평가를 우려하여 현 사회적 할인율을 적정선에서 인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해외사례를 볼 때, MOSC 방법을 사용하는 나라는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으로 6~8%을 적용하고 있음.
SRTP방식을 활용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 2~4%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음. 아시아국가의 사회적할인율
이 전반적으로 유럽의 사회적할인율에 비해 높음
• 미국의 경우 개별 사업에 대한 차등적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함.
- OMB: 7% (lower case sensitivity analysis:3 % & higher case sensitivity analysis 10%).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비용편익분석 쟁점 도출
OECD 동향

• OECD는 2006년과 2018년 보고서를 살펴보면 계량경제학 기법을 통한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추
며 행동경제학에 기반을 둔 다양한 비용 및 편익의 대상 확대 및 측정 방법을 다루고 있음

• 주요 연구 대상으로는 공공정책과 공공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루어지
는 비용과 편익이 되며, 사용하는 예를 환경 관련 프로젝트가 주로 다루어짐
• 기존의 경제학 가설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정확한 지표 개발에 중점을 둠

• CBA를 통한 사업타당성 조사의 방향이 기존의 재정적 타당성 이외에 사회경제학적 그리고 정
책적 타당성의 조사로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함

• OECD (2018)에서 다루어지는 사업타당성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범위는 기존에 사용자
뿐만이 아니라 비사용자가 사업에 대해 인지하는 가치 또한 포함시키는 것을 가정하고 있음

비사용자의 가치





실존 가치 (Existence Value): 비사용자들이 사업에서 주어지는 혜택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지
불의사 (Willingness-to-pay)를 사용함. 예를 들어, 도로 건설 사업 등에 있어서 멸종위기동물의 보호
등이 포함이 될 수 있음
이타적 가치 (Altruistic Value): 사업 혜택이 본인에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현재 세대에게 필요하다고
인지되는 가치를 지불의사(Willingness-to-pay)를 통해서 측정함. 예를 들어 자연경관을 보존함으로
써 타인들이 얻을 수 있는 가치가 포함됨
후속세대 가치 (Bequest Value): 사업의 혜택이 후속세대들에게 주어지는 가치를 지불의사
(Willingness-to-pay)를 통해서 측정함. 예를 들어, 자연경관을 보존함으로써 다음 세대가 향유하며
얻는 가치를 포함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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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비용편익분석 쟁점 도출
OECD 동향

• OECD (2018)에 따르면 위와 같은 다양한 비용 및 편익을 측정함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방법으
로 가치를 측정하고자 함. 이는 인과관계에 기반을 둔 통계기법을 발달과 양적 및 질적 데이터
수집의 확산에 기반을 둠
• 주요 방법으로는 여러 유형의 준실험 설계를 통해서 선호를 조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고
정 효 과 (Fixed-effect), 회 귀 불 연 속 설 계 (Regression Discontinueity), 이 중 차 분 법
(Difference-in-differences), 및 도구변수 (Instrumental Variables) 등을 사용한 기존 보고서
들을 제시함
•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광범위한 패널데이터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함

• 명시 (Stated Preference)선호의 경우 조건부가치측정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주
로 설명하고 있고 최근에는 행동경제학 및 설문조사 기법을 개발로 인해서 보다 정확한 측정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설명함

• 주로 타당성과 신뢰성을 가진 설문 문항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통계추정에 있어서 평균값이외에
중간값 혹은 표준편차 등을 사용하는 기법을 설명함

• 이외에도 social media 등의 발달로 인해서 더욱 광범위한 사용자들의 선호를 측정할 수 있음도
강조함
9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비용편익분석 쟁점 도출
OECD 동향
•
•

•
•

•
•

OECD (2018)는 여러 국가들이 사업타당성 조사에 사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할인율
(Social Discount Rate)에 대해 논의 함

이는 최근 여러 국가에서 CBA를 통해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는 경우 사회적 할인율을 통해서
미래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추세이고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 보통 2% ~ 3.7% 내외의 사회적 할인율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사회적 할인율은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0%~3.5%로 더욱 넓은 범위가 사용되어지고 있
음
사회적 할인율은 민감도 분석 (Sensitivity Analysis)와 위험 분석 (Risk Analysis)에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해서는 여러 유형별 사회적 할인율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함

OECD (2015)는 국가별로 CBA를 통한 사업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분석
하기도 하였음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OECD의 여러 국가들은 사업타당성 조사의 주 이유로는 정부의 재정지
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 및 건전성 (fiscal health)을 유지함과 동시에 성과주의 예산
10
(performance-related budgeting)의 일환으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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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비용편익분석 쟁점 도출
OECD 동향
•

하지만 OECD (2015)는 많은 국가들이 사업타당성 조사를 권고 수준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지
적함
 55%의 국가는 공공투자산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에 대한 법적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40%의 국가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행중이거나 15%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권고하고 있음

CBA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국가로는 캐나다, 영국, 칠레, 및 덴마크가 있으며, 네덜란드의 경
우에는 모든 공공투자산업이 사업타당성조사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이들 국가들의 CBA 사용 목적으로 주로 프로젝트 선정 및 정책 결정의 주요 근거로 사용되거나 프로젝
트 책임성 및 재무 투명성의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과 함께 공적자금의 투자 근거로 사용되기도 함

•

또한, CBA의 주 사용 용도로는 프로젝트 선정 및 정책 결정의 여러 근거 중 하나로 사용이 되
지만 사회적 이익 집단들에 의해 다르게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그 중요성은 크게 증가하고 있
는 현실임
11

OECD 국가별 CBA 적용예시
OECD 동향

12

출처: OECD (2015). Government at a Glance 201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gov_glace-2015-en.에서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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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비용편익분석 쟁점 도출
주요 외국의 특징 : 미국
1)워싱턴주

• 이 기관의 주 구성원은 16인의 이사회와 16인의 연구위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사회의 경우 입
법부, 행정부, 및 연구기관의 대표 16인이 참여하면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 등의 과정을 거침

• 정확한 CBA 모델의 개발을 위해서 4인의 외부 전문가들에게 2년에 한번씩 분석지표를 평가받고
있음
• 모델 개발의 과정은 주 정부 지원 이외에 Pew-MacArthur Foundation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Pew-MacArther 재단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년 50-100명을 초청하는 학회
를 CBA 모델에 대한 평가 및 개발을 도모함
• 현재 22개의 주 정부와 11개의 지방 정부에서 이 기관이 개발한 CBA 모델을 사용하고 있음

• 이 기관의 사업타당성 조사의 비용 및 편익에 고려가 되는 수혜 집단은 다음의 4가지 범주로 고려





직접사용자의 비용과 편익
납세자의 비용과 편익
그 외 집단 (Others)의 비용과 편익 (스필오버효과를 받는 집단)
사중손실감소로 인한 간접적 혜택을 받는 집단

13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비용편익분석 쟁점 도출
주요 외국의 특징 : 미국
1)워싱턴주


이 기관에서는 공공투자사업의 장기 프로젝트들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Monte-Carlo Simulation을 활용은 민감성 분석 (Sensitivity Analysis) 및 위험 분석 (Risk Analysis) 등을 통한 여러
결과치를 예측함


이 과정에서 모든 프로젝트는 공통으로 3가지의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함(Low value: 2%; Modal value: 3.5%; High

value: 5%)


이중 Modal Value인 3.5%를 기본으로 책정하는데 이는 Moore, Boardman, and Vining 의 두 연구 (2004; 2013) 연
구에서 주장한 사회적 시간 선호율 (Social Rate of Time Preference)에 기초한 것



하지만 여러 유형의 시뮬레이션을 사회적 할인율의 변화를 주면서 (2~5%) NPV의 변화량을 측정하여 결과치의 정

확성을 강조함
• 이외에도 통계적 생명 가치 (Value of Statistical Life)도 기존의 현시 선호법이나 명시 선호법 이외에 보다 정교한 방식
으로 측정하게 됨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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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arch, M., & Bania, N. (2016). Washington State Ferry Vessel Procurement. (Document Number 16-12-4102). Olympia: Washington Stat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에서 일부 발췌.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비용편익분석 쟁점 도출
주요 외국의 특징 : 미국
2)하와이주

• 하와이 주는 2014년에 Hilo Harbor Pier 4 Wharf Improvement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
를 실시함. 이 프로젝트는 총 4,700백만달러의 비용이 예상되며 BCA의 경우 향후 50년의 예상 비
용 및 편익을 계산함
• 이 사업타당성 조사의 특징은 편익의 수혜 집단을 광범위하게 설정함. 이는 재정적 효과 이외에도
환경·교통·레저 등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고려한 결과임

• 그 결 과 로 편 익 의 카 테 고 리 는 삶 의 질 (Quality of Life), 경 제 경 쟁 력 (Economic
Competitiveness), 안 전 (Safety), 보 수 공 사 (State of Good Repair), 및 환 경 지 속 가 능 성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으로 나누어 예측함
• 예를 들어, 화물저장 및 운송의 효율성 증가와 안정성의 증가로 인한 사고 위험율 감소, 도로 정비 사업 등을
통한 물동량 증가와 시간 감소, 환경친화적인 항만의 건설로 연료사용의 절감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
용 감소 등이 포함됨

• 또한, 관광객 증가와 이동자의 편의성 증가 등을 편익으로 책정
• 혜택을 받는 집단으로 시민 전체를 선정하고 도로교통의 개선으로 운전자, 여객선 사용자 등이 포함

• 이외에도 이 프로젝트는 장기 프로젝트로서 총 생애주기비용 (Life Cycle Cost Analysis)이 포함되었으며 사
회적 할인율을 3%와 7%로 나눠서 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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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awaii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2014). Benefit-Cost Analysis, Pier 4 Wharf Improvements, Hilo, Hawaii 에서 일부 발췌.

출처: Hawaii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2014). Benefit-Cost Analysis, Pier 4 Wharf Improvements, Hilo, Hawaii 에서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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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Angeles County: State Route (SR) 710 North Study
• 주 차원의 교통사업은 Statewide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gram(STIP: 4년)에 의해 추진되는데, TIP와 유사함. 평가의 결과는 사
업시행여부를 결정하기 보다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활용됨. STIP는 주정부의 교통국이 담당하고, TOP의 경우 지역단위의 교
통기획조직이 담당함
• Californ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Caltrans)과 Los Angeles County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etro)이 함께 타당
성 분석을 수행함
• 사회적 할인율의 경우 4%의 할인율을 적용함
• 경제성 분석은 투자사업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사용함
•

평가기간은 건설기간과 운영기간을 합하여 설정되며, 대부분의 경우 20~60년의 평가기간이 활용되나, 본 도로사업의 경우 건설기간
이후 20년으로 설정됨

• 비용 및 편익 계상을 위한 항목은 다음과 같음

Los Angeles County: State Route (SR) 710 North Study
• 비용계상은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Caltrans guidelines for estimating capital costs for the Freeway and TSM/TDM에 준용하
여 계산됨
•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본비용과 운영 및 유지 비용으로 나눠 계산하며, 편익계상에 있어서의 항목은 통행시간감축(travel time
savings), 차 운영비용(vehicle operating costs), 안전 (사고비용 감축 등) 및 환경비용편익(공해 및 소음 절감편익)으로 구성됨
• 그 외에도 통행품질 (시간 및 안전 간의 tradeoff), absenteeism 혹은 건강관련 편익 및 배송비 절감 등이 고려됨. 교통사업의 통행료
(toll)의 경우 교통사업의 주요 잠재적 세원이지만, 이전편익(transfer benefits)이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에는 포함시키지 않음
• 지하차도의 경우 Worldbank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산의 생명이 100년에 이르므로, 사용기간 20년 이후의 잔여가치(residual value)를
계산하여 포함함
• 편익계상에 있어서 통행시간절감편익의 경우, 시간가치 (value of time)를 적용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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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A County MOA 2015. Analysis of Costs and Benefits for the State Route 710 North Study Alternatives. 2-14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비용편익분석 쟁점 도출
주요 외국의 특징 : 호주

•
•

•

호주는 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산하의 Office of Best Practice
Regulation에서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의 방향을 제시함

호주 정부는 사업타당성 조사에 사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을 3%, 7%, 그리고 10%로 정함. 이중
7%를 기준으로 하고 민감도 분석 (Sensitivity Analysis)에서 3%와 10%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함
사회적 할인율 이외에도 민감도 분석 (Sensitivity Analysis)에서 사용되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함
•

•

•

•

Worst/Best Case Analysis: 비용과 편익에 고려되는 여러 변수들의 예상 가능한 최고점과 최저점을 예측하
고 이 범위 내에서 전반적인 NPV을 측정함.

Partial Sensitivity Analysis: 비용과 편익의 여러 고려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혹은 불확실한 요소 하
나만을 선택하여 예측 가능한 다양한 범위로 변수를 조정하면서 NPV을 측정함. 만약 NPV의 결과가 민감
하게 반응한다면 불확실성의 요소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더욱 자세한 조사가 필요함
Monte Carlo: 워싱턴 주에서 제시한 모델과 마찬가지로 여러 Probability distribution에 기반한 Monte
Carlo simulation을 볼 수 있음. 이는 NPV 결과치의 통계학적 유의미함에 기준을 둔 것이지만, 결과를 통해
서 입증가능한 선에서 여러 가설들을 도입해 볼 수 있음

마지막으로 형평성 (Equity)의 중요성을 강조함. 이는 비용과 편익이 공평하게 여러 집단에 나누어지지 않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특정 집단 특히 사회적으로 약자인 집단에 손해가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강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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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비용편익분석 쟁점 도출
주요 외국의 특징 : 영국
•

영국의 경우 재무부와 연구기관에서 출간한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개혁을 위한 CBA 지침을 보면 지방정부에서 사용이 되는 CBA가 한국의 경우와 유사한 접근법을 사
용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재무성에서 발간한 HM Treasury Green Book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 이에 따라 교통관련 투자사업의 경우, Department for Transport’s Transport Appraisal

Guidance를 기준으로 수행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같은 예산배분 및 확보를 위한 투자평가제도가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공공사업의 투자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 및 프로그
램의 기획단계에서 설계, 조달, 공사, 준공, 등 일련의 제반 단계를 기획한 바대로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사업관리도구로 활용

•

정부 조달 사업(Civil procurement projects)의 경우 OGC(Office of Government Commerce)가 주관하는 관문심사제도 (OGC Gateway Review)를 통해 사전적,
프로젝트 도중, 사후적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나, 사전적 타당성 조사는 프로젝트 발주 전에 시행하는 평가를 의미하는 것임

•

정부조달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선의 VFM (Value for Money)를 달성하는 것이며, 정부조달정책의 시행절차는 정부건설조달지침 (Government
Construction Procurement Guidance, No.2: Value for Money in Construction Procurement)에 제시되어 있음

투자평가체계는 사업의 전생애주기(Life cycle)를 고려 총 6개의 gate가 있음. 6단계의 관문(gate)은 다음과 같음
Gate 0 : 전략적 평가(strategic assessment)
Gate 1 : 사업타당성(business justification)
Gate 2 : 조달전략(Procurement strategy or Delivery strategy)
Gate 3 : (낙찰전) 투자결정(Investment decision)
Gate 4 : (시설물) 준비단계(Readiness for service)
Gate 5 : (시설물 사용으로 인한) 편익의 평가(Operations review and benefits realization)

23

버밍햄 북부~맨체스터시/리즈시간 고속철도 건설사업
• 도서비스의 경우, 도시철도, 경전철, 노면전차,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로 나뉨. 경제성 분석에 포함된 비용은 자본비용, 운영비용

및 철도사업의 경우 차량임차료 등이 추가됨. 운영비 항목에는 선로사용료, 동력비, 인건비, 차량임대비용, 보험료, 차량유지관
리비 및 간접비 및 관리비 등이 포함됨
• 편익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통행시간절감편익 (Travel time Saving), 교통사고편익(safety benefit), 차량운행비용절감편익
(vehicle operating cost saving)이 포함되며, 혼잡완화편익 (crowding relief benefit)이 포함된 점이 특징이라 하겠음
• 버밍햄 북부지역에서 맨체스터시와 리즈시로 분기하여 각각 West Cost Main Line East 과 Coast Main Line과 직접 연결되는
HS2 노선 사업임

 기준년도: 2009년
 평가기간: 60년
 할인율: 초기 30년간은 3.5%, 이후에는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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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의 현재와 미래

버밍햄 북부~맨체스터시/리즈시간 고속철도 건설사업
• 통행시간절감편익(Journey time savings)과 혼잡완화편익(Reduction in crowding), 교통수단에 대한 신뢰도 증가(Reliability
improvements) 그리고 교통사고편익으로 구성됨

• 통행시간 절감편익의 경우, 시간가치 (value of time)의 개념, 즉 개개인이 통행시간을 줄이기 위해 지급준비 비용 혹은 누수된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받아들일 비용을 의미함
• 이러한 비용은 지급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즉, 고용주가 지급하는지 혹은 개개인이 지급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바, 근무시간(working time)에서의 비용 및
비근무시간(non-working time)에서의 비용을 분리하여 추정함
• 근무시간 비용 계상의 경우, 총월급, 보험비, 연금 및 기타 overhead비용을 포함하였음
• 비근무시간비용의 경우 시장 가격으로 직접적으로 환언하기 어려운 비용이기 때문에, 가족들과의 시간증대, 레저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증대를 통한 삶의 질 변화정도를 고려하여 추정함혼잡완화편익의 경우,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통행수단 사용시 혼잡
을 피하기 위해서 지불의사가 있는 총액 (how much people would be willing to pay to reduce crowding)을 계산하여 활용함.
혼잡완화편익의 경우, 좌석사용 승객 및 입석 승객을 구분하여 계산함
• 이 외에도 통행수단을 사용하기 위해 정거장에 가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 정거장에서 승객들이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통행수단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고려하여 계산함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650/hs2-economic-case-appraisal-updat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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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및 시사점
• 관점에 따라 특정항목이 편익이 될 수 있고 혹은 비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편익의 추정에 있어서 명확한 ‘관점’이 일
관성 있게 적용될 필요성이 있음
• 좁은 의미의 재정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해외사례의 경우처럼, 보다 넓은 사회경제적 관점에서의 편익추정의 활용이 고려될 필
요가 있음 (김찬준 외 2015). 미국사례의 경우처럼, 사전타당성분석의 활용을 좁은 의미의 재무적 도구로 사용하기 보다는, 사회

전체에 미치는 비용 및 후생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됨. 재무적 관점이 아닌 보다 넓은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사업의 경
제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기존 편익계상방법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지역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사업을 통한 경제적 편익의
추정에는 다양한 쟁점이 존재함. 투자와 편익간의 명확한 인과관계의 규명이 선결되어야 하나, 이러한 인과관계의 규명이 용이
하지 않은 사업이 있고, 편익창출의 시기 혹은 기간, 편익산출방법론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쟁점이 존재함. 이에, 사업유형별 편
익계상방법관련 추가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
•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편익 및 비용의 항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사업 유형 및 특성에 따라 편익 및 비용의 종

류 및 항목이 면밀하게 마련되지 않을 경우, 편익 및 비용의 과소 혹은 과대 추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사회적 할인율과 관련하여, 사업 특성별로, 사업이 유치되는 지역 특성에 따라 사회적 할인율을 상이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 할인율이 사업별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종합 및 시사점
• 계량경제 및 통계기법 등의 강화로 더욱 정확한 사업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위
험 요소들을 고려하고 결과치의 민감도를 알아보기 위한 Monte Carlo 시뮬레이션의 중요성이 미국과 호주에서는 강
조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민감도 분석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특히, 미국의 경우에도 민감도 분석시, 주
요 비용주도인자, 혹은 잠재적 비용주도인자의 규명이 선결되어야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었으며, 다양한 잠재적 비

용주도인자를 고려하고 있음
• 호조의 사례처럼, Partial Sensitivity Analysis, Worst/Best Case Analysis 및 Monte Carlo 시뮬레이션 등, 민감도 분석
에 있어서 같은 유형의 사업일지라도 다양한 형태의 민감도 분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민감도분석 관련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사업유형별로 민감도 분석
의 대상 및 필요 범위에 대한 선정작업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후속연구가 필요하겠음.
• 비용 추정에 있어서, 건설사업과 같은 경우 (재난발생이 잦은 지역에의 건설사업 등), 사업진행에 따른 생태계적응비

용, 복구비용 및 재해발생시 대응비용 등의 리질리언스 비용(Resilience cost)의 고려가 제안된 바 있음. 영국의 경우
에도, 환경경감비용 및 관련 대응비용 (costs for environmental mitigation and additional adaptive measures)을 비
용항목에 포함시키고 있음. 호주의 경우도, 수질오염 가능성, 여행객 감소, 원주민 유산의 잠재적 피해 등도 비용의
대상으로 보고있다는 점이 특징임. 사전 및 사후적 관점의 리질리언스 개념 정의를 위한 추가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비용측정관련 방법, 비용 측정시 고려되어야할 항목 관련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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