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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유지관리체계의 공공성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Reforming Supervision System of PPP Toll Road for Public Interest

유정복ㆍ장한별

서 문

2017년 7월 기준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민자
고속도로는 총 연장은 735.6km이고, 전체 민자도로의 총사업비 19.9
조 원 중 민간의 투자비용이 12.1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민자고속도로가 5개 사업으로 연장기준 118.8km, 실시계획 중인
2개 사업 158.5km과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인
1 개 사업 28.9km 등 앞으로 향후 운영될 민자고속도로의 총 연장은
무려 1,041.8k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16. 9. 5.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

「2016~2020 국가재정운용

계획 에 따르면 해당 중기계획 기간 중 정부의 SOC 분야에 대한 재
정지출은 연평균 6.0% 감소하여 2016년 예산 23.7조원에 비해 2020
년에는 무려 5.2조원이 줄어든 18.5조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러
한 상황으로 인해 정부는 재정투자가 감소하는 만큼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여 고속도로를 비롯한 SOC 투자규모를 유지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유료도로 건설 및 운영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걸
림돌이 되는 것이 현재 운영 중인 민자도로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입니
다. 수익자부담의 원칙, 재정도로와 달리 민자도로사업자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도로관리청 및 도로공사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자금조달
비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단위거리당 통행료가 재정도로에 비해 최대
3배까지 높은 민자도로 사업장이 존재하여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습니
다.

또한, 과거 통행료 카드결제시스템, 하이패스 시스템을 통한 무정차
통과 등의 이용자 편리를 위한 시설개선 투자가 주무관청과 민간투자
사업자가 체결한 실시협약에 비용부담에 대한 사항이 없다는 등의 이
유로 인해 재정도로에 비해 뒤늦게 이뤄지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자도로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체계와 별도로 민자도로의 공
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감독기구의 설치 및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국내 민자도로 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복수의 민자도로 감독기구의 설립방안을 검토한 후 가장 실현가능성
이 높고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민자도로 감독기구의 설립 및 운영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검토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
습니다.
민자도로사업은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여 물류비용절감,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성과가 이러한 민
자도로사업의 활성화를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성을 강화하
여, 유료도로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과 민자도로 이용자들의 이용 만
족도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민자
도로 관리운영체계를 수립하는데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집필하는 데 여러 도움을 주신 자문위원을 비롯한 선행 연구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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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1장 서론
국내의 민자도로 총연장은 735.6km1)에 달하고, 전체 유료도로의 누계연장
대비 비중은 13%2)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유료도로법과 민간투자법에 근거
하여 민자도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현행 법체계상 주무관청의 감
독 및 공익을 위한 처분상의 제약과 재정도로에 비해 높은 통행료 수준과 상대
적으로 낮은 서비스수준, 잔존해있는 최소수입보장제도로 인한 정부의 보조금
지출, 운영비용의 과다계상과 주주발행 후순위채의 고금리 상환 문제 등으로
회계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 등 민자도로사업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제2장 민자도로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물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담이나 재정도로의 통합채산제와 대비되는
민자도로의 제한된 사업비회수기간(관리운영권 설정기간)으로 인한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민간의 자율과 창의적인 경영관리방법을 활
용하여, 재정도로 대비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보다 낮은 통행료
를 징수하면서도 수익을 내고 있어 민간투자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용인-

1) 국토교통부, 민자고속도로 사업현황, 2017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id=388, 2017. 9. 19.)
2) e-나라지표 유료도로현황 중 2016년 기준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10 , 2017. 9. 19.)

x

서울 고속도로나 안양-성남 고속도로와 같은 사업 시행 사례도 존재한다.
앞으로 국가 중기재정운용계획(2016~2020)3)에 따라 5년 동안 도로분야의
경우 2016년 8조 3,410억 원의 투자계획 예산이 2020년에는 6조 2,820억 원
까지 연평균 6.8%씩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국가재정을 투입한 도로 SOC 투자
를 보완할 민자도로사업자가 다수 출현하도록 권장해야 하는 상황이며, 교통
SOC 분야의 BTO사업 중 민자도로사업의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검증되어 금
융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대한 국토교통부가 민자도로사업
자들을 개별적으로 상대하는 현재의 관리방식을 계속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근
본적인 검토가 필요다는 문제의식에서 제20대 국회에서 [부록]의 본 법안에 발
의되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제3장 민자도로 감독기구 설립방안 검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정책결정자들이 본 법안의 원안 통과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민자도로감독기구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여
민자도로 관리감독체계의 공공성 개선방안을 제공하자고 하였다.
본 법안 제23조의7 제1항은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 근거조항이나 구체적인
설립형태를 정하지 않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민자도로사업자들을 회원사
로 하는 이익단체가 정부 및 지자체의 상대방 형태를 취하고 있는 사례 외에
중앙정부 외에 별도로 공적인 관리감독기구를 두고 있는 입법례는 찾지 못하
여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목적과 공공기관법 상 공공기관의 분류체계와 요건
을 검토하여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타 공공기관’의 형태가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인의 설립방안과 관련하여 본 법안 부칙에 따른 국토교통부 내 설립추진
단을 통한 설립, 비영리사단법인, 민법상 재단법인, 책임운영기관화 등의 방안

3) 기획재정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p.1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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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토한 결과 본 법안의 통과가능성에 대해 추단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
여 본 법안의 통과 전에 ‘재단법인 민자도로관리원(가칭)‘과 같은 형태로 민법
상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정부사업을 위탁수행하거나 정부보조금 사업을 수
행하고, 그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후 본 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유료도로법이 개정되면 ’민
자도로감독원‘으로 개칭된 법정기관으로서 법률에 명시된 고유사업을 안정적
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공공기관 설립사례를 참고하였다. 다만, 기획재정부
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설립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국회를 통한 입법을 통해
법정기관으로 설립되는 공공기관들의 증가에 따라 민법상 법인으로 설립된 기
타 공공기관의 법정기관화에 제약이 있는 사실을 ‘(사)한국기술자격검정원‘과
’(재)한국보육진흥원을 통해 확인한 바, 이러한 법정기관화가 지연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제4장 민자도로감독원의 구성 및 재원조달방안
민자도로감독원의 대표기관의 형태는 독임제와 합의제 모두 가능하며, 설
립 단계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목적은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이므로 민자도로감독원의
대표기관을 합의제인 위원회로 구성할 경우 도로의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
업의 제반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감독
대상자인 민자도로사업자들의 순응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합의제 위원회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 따라서 본 법안 제23조의7 제2항 각호
에 명시된 민자도로감독원의 업무를 고려할 때, 최소한 다음의 다섯 개 분야에
서 5명(분야별 1명씩) 내지 9명(분야별 1~3명씩)의 위원을 두는 방안이 바람직
하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에서 도로분야의 규제업무를 수행한경험이 서기
관급 이상의 공무원(중앙부처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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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설계 및 시공분야의 토목전문가(도로 및 교량의 설계 및 시공 분야 경
력 10년 이상인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분야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
로 추진한 경험이 있는 금융 및 회계분야 전문가(공인회계사로서 금융 및 회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학계 또는 연구계의 토목공학 및 교통
공학, 교통물류 등의 전문연구자(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교의 전임교원 또
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민간투자사업
의 실시협약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관 또는
변호사(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그 외에 민간투자사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필수적으로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회계 및 금융 전문가와 민간투자사업 업계 경력자의 경
우 1~2인을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비용 조달 방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 공공기관인 교
통안전공단은 근거법 개정 전에는 이사회에서 출연의 사유를 소명하기 어렵다
고 판단되며, 한국교통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국무조정실의 승인의
어려움과 자본구조상 설립비용 조달 제약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
하다. 결국 본 법안의 통과로 유료도로법이 개정된 이후에 본 법안 부칙 제3조
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 내 민자도로감독원 설립추진단을 통해 재정으로 민자
도로감독원의 물적 기초를 출연하는 방안이나 한국도로공사가 재단법인 민자
도로관리원(가칭)에 출연하여 기타 공공기관으로 설립한 이후에 유료도로법이
개정되면 법정기관화하는 방안이 선택가능하고, 본 법안의 제20대 국회 임기
내 통과가능성이 낮다면 후자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 이 때 한국도로공사는
재정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민자도로의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물적 기초를
출연할 뿐, 경업관계에 있는 민자도로사업자들의 영업 현황에 대한 정보를 취
득할 의도나 가능성이 없을 소명하여 재단법인 설립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마지막으로 민자도로감독원의 운영비용 조달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
부분은 기관설립 이후 안정적인 운영에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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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 제23조의7 제4항 각 호에서는 민자도로감독원의 재원(운영재원)으
로 정부의 출연금,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출연금, 분담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
금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다시 분류하면 첫째,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증
여하는 출연금, 둘째, 행정주체 및 행정주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법적인 근거
를 가지고 반대급부 없이 편무적으로 징수하는 준조세의 일종인 부담금, 셋째,
업무위탁 및 대행 등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받는 사업수입금으
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정부 출연금은 1회적 출연행위가 아닌 지속적인 출연행위가 있으려면
목적세인「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부과하여 징수한 재원을 사용하는 ‘교통시
설특별회계’와 같은 특별회계가 필요하다. 특별회계는 2017년 예산 기준으로
14개에 불과4)하며,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교통분야 특별회계도 교통시설특
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3개5)뿐이다. 교통시설특
별회계의 도로계정의 경우 정부가 출자하여 물권인 도로의 관리운영권을 반대
급부로 취득하는 것에 비해 출연행위에 대한 「국가재정법」상 기획재정부의 통
제가 보다 엄격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출연금을 통한 운영비용 조달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
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는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운영비
용 출연을 받는 대신에 국고보조금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가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본 법안 중 핵심적인 재원조달방안으로 제시된 부담금의 경우 현실적
으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별표]에 규정
된 89개의 법률(94개 일련번호 중 5개는 폐지되었음)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부
담금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담금을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

4) 기획재정부, 「2017년 나라살림 예산안」 3.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명세서, p469~686
5) 국토교통부, 「2018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총지출기준) 38.9조원 편성」 보도자료 p9. (2017,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9588 2017.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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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해당 법률 외에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도 함께 개정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통해 부담금을 설치하고자 하더라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부담금이 신설되지 못하도록 봉쇄하고 있다. 또한, 「부담
금관리 기본법」이 시행된 2002. 1. 1. 이전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징수를 개시
한 부담금으로 볼 수 있는 반대급부 없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현재 국회에 계류 중
인 금융위원회법 개정안처럼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틀 내에서 규율하고자하
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민자도로감독원의 재원에 부담금을 두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의 개정을 동시에 이루어야 한다.
설령 두 개의 법개정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한국도로공사를 제외한 민자도로
사업자들에게만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민자도로사업자들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는 헌법소원 또는 위헌법률심판이 청구
할 가능성이 높고 헌법재판소의 판단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셋째, 본 법안 제23조의7에 제8항을 신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자도로감독원에 대하여 제2항으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
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추가하여 보조금의 지급근거로 활용
할 수 있다. 보조금은 정부가 특정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금전적 급부6)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법률 조항을 근거로 국토교통부
에서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안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국고보조금은 매년 예산안의 편성 및 국
회 승인 과정에서 언제든지 삭감될 수 있으므로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민자도로감독원의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넷째, 법령 및 정관에 근거를 둔 기관 고유의 사업이나 정부 등으로부터 위

6) 국회예산정책처, 「2016 대한민국 재정」(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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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받은 사업을 수행하여 올리는 사업수입 및 위탁수입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재원의 장점은 (재)항공안전기술센터과 (재)한국보육진흥원의 사례에
서 본 바와 같이 법정기관이 되기 전에 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이다. 따라서 민자도로감독원의 경우 본 법안
제23조의7 제2항 각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민자도로사업과 관련한 교통수요
예측 및 적정 통행료 산출 사업’, ‘민자도로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수납대행
사업’,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다른 유료도로관리청이 위탁하는 업무 등
을 통해 사업수입과 위탁수입을 거두어 기관의 운영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제5장 결론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이 민자도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 입법
사례 및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민자도로 감독기구의 설립방안을 복수로 제시
한 후 이 중 최적의 대안을 추천하였다. 그리고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절차와
대표기관의 형태를 검토한 이후에 민자도로 감독원의 설립 비용의 출연주체와
운영재원의 조달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정책결정가들이 본 법안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였다.

1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아래 <표 1-1>과 같이 국내 유료도로의 누계연장 중 민자도로7)의 비중은
2008년에는 8%였으나 대체로 계속 증가하여 2016년 기준으로 약 13%8)를 차
지하고 있다.

<표 1-1> 국내 유료도로 현황(2008~2016)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유료도로
3,527
누계연장(A)

3,847

3,952

4,010

4,136

4,222

4,285

4,348

4,521

3,163

3,357

3,441

3,493

3,615

3,652

3,679

3,731

3,763

민자도로(B) 283.2

418.4

421.8

421.8

428.3

464.4

459.6

462.5

591.1

고속국도

B/A %

8.02

10.87

10.67

10.52

10.36

11.00

10.73

10.64

13.07

지자체등
관리도로

80.7

71.5

89.1

94.9

93.3

106.0

146.6

155.0

167.6

7) 국내최초의 민자도로는 2000. 11. 20. 개통되었고 ㈜신공항하이웨이가 운영주체였던 인천국제공항고속도
로이다.(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447, 2017.
7. 13)
8) e-나라지표 유료도로현황 중 2016년 기준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10 2017.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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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나라지표 유료도로현황9)

또한 아래 <표1-2>와 같이 2017. 7. 28. 기준으로 현재 운영 중인 16개 민자
도로사업장의 총연장은 735.6km10)에 달하고, 건설단계에 5개의 사업장이, 실
시계획 단계에 2개 사업장, 협상 단계에 1개 사업장이 존재11)한다.

<표 1-2> 민자고속도로 사업현황(2017. 7. 28. 기준)
구분

연장(km)

투자비(억원)

공사기간

시행단계

계

1,041.8

410,810

운영단계(16)

735.7

289,349

인천공항

38.2(6-8)

17,440

95 ~ 00

운영(00~30)

천안-논산

81.0(4)

17,297

97 ~ 02

운영(02-32)

대구-부산

82.1(4)

27,477

01 ~ 06

운영(06~36)

서울외곽

36.3(8)

22,792

01 ~ 07

운영(06~38)

부산-울산

47.2(4-6)

14,777

01 ~ 08

운영(08~38)

서울-춘천

61.4(4-6)

21,833

05 ~ 09

운영(09~39)

용인-서울

22.9(4-6)

15,256

05 ~ 09

운영(09~39)

인천대교

12.3(6)

15,200

05 ~ 09

운영(09~39)

서수원-평택

38.5(4-6)

16,415

05 ~ 09

운영(09~39)

평택-시흥

42.6(4-6)

12,871

08 ~ 13

운영(13~43)

수원-광명

27.4(4-6)

18,306

11 ~ 16

운영(16~46)

9) 통계청, e-나라지표 유료도로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10, 2017. 9. 19. )
10) 국토교통부, 민자고속도로 사업현황, 2017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id=388, 2017. 9. 19.)
11) 국토교통부, 민자고속도로 사업현황, 2016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id=388, 2017.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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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장(km)

투자비(억원)

공사기간

시행단계

광주-원주

57.0(4)

15,946

11 ~ 16

운영(16~46)

부산신항
제2배후

15.3(4)

6,213

12 ~ 17

운영(17~47)

인천-김포

28.9(4-6)

17,379

12 ~ 17

운영(17~47)

상주-영천

93.9(4)

21,460

12 ~ 17

운영(17~47)

구리-포천

50.6(4-6)

28,687

12 ~ 17

운영(17~47)

건설단계(5)

118.8

57,416

안양-성남

21.9(4-6)

10,079

12 ~ 17

착공(12.05.31)

옥산-오창

12.1(4)

3,696

14 ~ 18

착공(14.01.15)

서울-문산

35.2(4-6)

22,859

15 ~ 20

착공(15.11.06)

이천-오산

31.3(4)

11,396

17 ~ 22

착공(17.03.21)

봉담-송산

18.3(4)

9,486

17 ~ 21

착공(17.04.27)

실시계획(2)

158.5

53,286

광명-서울

20.2(4-6)

16,069

60월

협약체결
(12.09.27.)

평택-부여-익산

138.3(4-6)

37,217

60월

협약체결
(12.09.27.)

협상단계(1)

28.9

10,759

포천-화도

28.9(4)

10,759

60월

협상 중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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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사업현황(2017) 」
12)

이처럼 「유료도로법」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에서는 ‘민
간투자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민자도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현
행 민간투자체계상 아래와 같은 한계점이 있어 민자도로사업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12)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id=388, 2017.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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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민자도로에 대해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해줄 권한을 가진 주무관청
은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에 근거한 주무관청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업무감
독권한과 명령발동권한을 근거로 하여 사업시행자의 법령 위반 등 민간투자법
제46조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7조에 근거하여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공익처분
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감독‧명령의 발령 사유를 보면 ‘주무관청이 시설의 정상
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호)나, ‘사업시행자가 이용
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로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
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주무관청의 가장
강력한 권한인 공익처분시 민간투자법 제47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손
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할 의무가 있어 현실적
으로 주무관청이 공익처분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다. 결국 현재까지 민
자도로 분야에서는 단 한 차례도 공익처분이 행사되지 못한 실정이다.
참고로 하급심판결이기는 하나 도로분야가 아닌 하수관거 사업에서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공익
을 위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패소한 서울고등법원
2014. 8. 25. 선고 2013누23210 판결이 존재13)한다. 또한 구체적인 처분 기준
을 민간투자법에 명시하거나 하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위임하지 않고 있
어 주무관청이 이를 행사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로 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 도로관리청인 주무관청이 운영 중인 민자
도로사업자에 대해 안전시설기준 강화나 민자도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확보
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 등을 추가로 요구하더라도 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
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2016. 2. 16. 경상남도가 최소운영수익 보장비용의

13) 박종준(2016),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소고」,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제27권 제3호,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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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마창대교에 대해 사업자 지정 취소를 위한 공익처분 심의를 기획재
정부에 신청한 바 있으나, 2017. 1. 2. 양자가 재구조화에 합의하여 공익을 위
한 처분이 행해지지는 않았다14).
과거 사례를 보면 후불 신용카드 결제15), 긴급견인서비스16) 등 한국도로
공사가 건설 및 운영한 재정도로에서 시행되는 서비스가 민자도로에서는 발생
한 추가비용(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및 단말기 구매, 견인차 유지비용 등)에 대
한 부담 문제를 이유로 민자도로 이용자들과 정치인들의 거듭된 민원에도 불
구하고 지지부진 하였다. 재정도로는 2014. 12. 30.부터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체크카드로 통행료를 지불17)할 수 있었던 데 반해, 민자도로는 재정
도로에 비해 약 2년 가량 늦은 2016. 11. 11.에서야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에
대한 후불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18)해진 바가 있다.
둘째, 민자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민자도로 운영사에 대한 투명
한 회계 관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민간투자법 제51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
에게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포괄적으로만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은 주무관청에게 민간투자사업의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 자료를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민자도로사업자들에 대한 회계자료 제출의무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물론 유료도로법 제24조 제2항은 매년 유료도로권자에게 유료도로의 건설
유지비 총액, 수납한 통행료의 총액에 대한 회계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14) 연합뉴스, 2017. 1. 2. 자 보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02/0200000000
AKR20170102067951052.HTML, 2017. 12. 7)
15)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00872, 2017. 9. 19. )
16)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의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가까운 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 안전지대로 견인서비스를 말하며 한국도로공사가 비용을 부담하며 2005년부터 시행 중에 있음(한겨레신
문, http://www.hani.co.kr/arti/PRINT/650055.html , 2017. 9. 19. )
17) JTBC, 2014. 12. 30. 자 보도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Print.aspx?news_id=
NB10702808, 2017. 12. 7)
18)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0831973 (2017.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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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그 회계보고서의 작성기준을 위임받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6
조에서도 유료도로별로 독립하여 작성하라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 민간투자
사업으로서 국가의 재정보조금이 투자되었고, 실시협약에 따라 일부 민자도로
에는 지금도 최소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이 적용되어
운영수입보전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자도로사업의 회계투명성을 확보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높은 통행료로 인한 과다한 수익
률, 법인세 절감을 위해 운영비용을 과다계상하여 민자도로사업시행 법인은
적자를 보는 상태에서 대주주가 법인에 고율의 후순위채를 발행하여 상환하게
하는 사례 등 민자도로 사업자의 과다한 수익추구행위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
고 있다19).
셋째, 현재 민자도로사업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민자도로사업장은 16개
소이고, 향후 추가운영될 8개소의 사업장을 합하면 5년 후인 2022년에는 총
24개의 민자도로가 운영되게 된다20). 그런데 이를 관리하는 정부조직인 국토
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는 일반행정조직으로 순환보직과 정원 상의 한계로 인
하여 민자도로사업의 이해에 필요한 금융‧회계‧법률 전문인력을 상시적으로 투
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민자도로사업의 사업내용이 결정되는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회계
법인 및 법무법인 등과의 계약을 통하여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나 매 실시협약
건마다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협상단으로 위촉하고 있고, 협상전략 노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2016~2020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라 향후 부족한
교통SOC 재원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조달해야하는 상황에서 민자도로사업 제
안을 촉진해야하는 상황이며, 교통SOC 분야의 BTO사업 중 민자도로사업의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검증되어 금융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대한 국토교통부가 민자도로사업자들을 개별적으로 상대하는 현재의 관리방
식을 계속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19) 국토매일 (http://m.pmnews.co.kr/18001 , 2017. 9. 19. )
20) 국토교통부(2016), 민자고속도로 사업현황,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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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현재 운영 중인 16개의 민자도로사업자 중에서 가장 먼저 관리운영권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2030년에 관리운영권이 반환
된다. 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관리운영권이 만료되는 만자도로의 운영방안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관리운영권의 갱신, 재위탁 공고에 따른
입찰 또는 한국도로공사에게 운영위탁 등의 다양한 대안을 분석하고, 결정된
절차를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전문기관의 역할이 요구된다.
다섯째, 민자도로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
해 왔다. 2016. 12. 15. 국토교통부와 국회 전현희 위원실 공동주최로 <민자도
로 개혁, 지금이 적기다> 토론회를 개최21)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민자도로 관
리체계 개선하기 위해 감독기구의 설립방법과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하여 교통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정책기여
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21) 건설경제신문 (http://www.cnews.co.kr/m_home/view.jsp?idxno=201612181132032480612 ,
2017.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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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민자도로의 사업현황을 파악한 다음, 민자도로사업자들에 대한
해외의 관리사례와 국내 여러 분야의 사업자단체 관리감독기구 입법례를 검토
하여 정책결정자들에게 민자도로 감독기구의 설립형태와 설립 및 운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별적인 민자도로 사업장의 운영 또는 실시협약이나 재
구조방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또한 유료도로법이 아니라 민
간투자법에 따라 통일적으로 규율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공공성
강화방안 차원의 접근방법도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연구의 수행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우선 유료도로법 및 민간투자법에 따라 비도로관리청인 민간사
업자가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는 민자도로의 사업현황
과 각 실시협약상의 주요 특징, 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인하 사례 및 그 효과
등을 중심으로 민자도로 사업의 현황을 개관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비한 부분을 파악하
고, 국내 교통분야의 사업자단체 및 관리감독기구 사례, 타 분야의 사업자단체
관리감독기구 설치 입법례, 해외 주요선진국의 법제사례 등을 참고하여 관리
감독기구의 유형별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각 시나리오별 장단점을 분석하고 가장 적절한 대안을 추천한 후
에 해당 감독기구의 설립형태와 대표기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에 대한 최적의 선택지를 추천하였다.
본 연구는 [부록]의 2017. 8. 14.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일
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008513)22)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하였으나,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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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제시한 개정조문 외의 내용도 검토하였으며, 민자도로 감독기구의 설
립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련하여 변호사 5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2회의
법률자문을 받아 법률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이 기술한
본 연구의 수행절차는 다음 <그림1-1>과 같다.

<그림 1-1> 연구과제 업무흐름도

22)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C7S0
D8H1E4X1H7W0H1D1K5E6C8F6, 2017.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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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목에
근거한 다양한 유형의 사회기반시설 건설 및 운영사업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및 BTL(Build-Transfer-Lease)등이 사업유형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료도로법상의 유료도로, 또는 민간투자법상의 유료
도로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한 결과 아래 <표 1-3>와 같이 5건의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표 1-3> 민자도로 관련 선행연구
수행시기

연구 보고서명 및 수행기관

주요 연구 내용

․논문명 : SOC 민자사업의 추진방향 ․사전타당성평가제도와 MRG 축소로
– 도로사업을 중심으로
인한 민자도로 사업에 대한 파급효과
․연구자(수행기관) : 김일환(국토연구원) ․제안사업 적격심사제도 및 제3자 공
․연구목적 : 향후 민자도로사업에 대한 고시 재무적 투자자 사업참여 방안
전망 및 민자도로사업시행상의 어려 ․세대간 투자분담 및 수익자부담원칙
23)

2005. 9

움 검토

의 관철을 통한 민자도로사업 활성화

․국내 민자도로 사업장 개별 분석 수행
․논문명 : 민자도로사업의 발전방향 및 ․교통수요예측의 정확도 향상 방안
전망
․적격성 조사(VfM)
․연구자(수행기관) : 윤하중(국토연구원) ․정부의 재정지원 축소 및 MRG 보장
․연구목적 : 과다한 수요예측 및 최소 비율 하향 조정 제안
수입보장제도로 인한 민자도로사업의 ․신규 민자사업의 추진에 비관적이며,
24)

2007. 10

근본적 문제점 분석

토지보상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상승으로 수익성 확보는 어려울 것임

․유료고속도로의 법적 의미
․논문명 : 유료고속도로의 성격과 법적 ․통행료의 법적 성격과 설치 주체
문제
․유료도로관리권의 성질 및 유료도로
․연구자(수행기관) : 박 신(국민대학교) 관리권자의 지위
․연구목적 : 현행 유료도로와 통행료 ․통행료의 납부대상과 감면대상
징수체계에 대한 최초의 법률적 검토 ․통합채산제 및 통행료 수납기간
이며 고속도로 혼잡통행료 도입방안 ․고속도로 혼잡통행료 도입 검토
을 제안
․유료도로법상 유료도로와 민간투자법
25)

2011.08

상민간투자고속도로의 차이점 분석

제1장 연구의 개요

수행시기

연구 보고서명 및 수행기관

11

주요 연구 내용

병행하여 민자도로
․보고서명 : 민자도로의 효율적 운영관 ․도로정비평가와
운영부문에 대한 평가 시행 필요.
리를 위한 운영평가제도 도입 및 수행
․시범운영 평가항목 및 평가방식을 객
에 관한 연구
설계하여 민자도로사업자간
․연구자(수행기관) : 오성호(국토연구원) 관적으로
의 객관적인 서비스 비교가 가능하도
․연구목적 : 민자도로 사업자가 재정도 록 함
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
․민자도로의 운영개선을 위한 평가체
하기 위한 방안 마련
26)

2011.08

계 및 평가지표 제시

․사업선정 및 평가기준 명료화 방안
인상률 완화 방안
․보고서명 : 민자고속도로 중장기 발전 ․․통행료
자금재도달 활성화 방안
방향 연구
현실화 방안
․연구자(수행기관) : 윤하중(국토연구원) ․․위험분담구조의
민자도로간의 통합운영 및 민자-재정
․연구목적 : 민자고속도로사업의 발전 도로의 통합 운영
을 위한 주요쟁점별 개선방안 제시
․민자도로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관련
27)

2012. 06

된 제도개선 제안

위 다섯 건의 선행 연구 중 앞의 두 건은 민자도로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
적인 구상을 담은 이슈페이퍼에 가깝고, 지난 10년 동안의 민간투자법과 기획
재정부 민간투자 기본계획 고시의 거듭된 개정으로 인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기 어렵다.
박신 교수의 연구는 유료도로법과 민간투자법을 중심으로 민자도로의 제반
법률관계에 대해서 헌법 및 행정법 관점에서 법률 해석 및 체계정합성을 분석
한 유일한 연구이며, 현재도 유료도로법과 민간투자법을 양 축으로 민자도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용한 연구이다. 다만 민자도로 분야의
첫 법률연구인 관계로 제도의 개관과 고속도로 혼잡통행료 도입에 대한 제안

23)
24)
25)
26)
27)

김일환(2005), 「SOC 민자사업 추진방향- 도로사업을 중심으로」, 국토 287호 2005년 9월호 p.46~56
윤하중(2007), 「민자도로사업의 발전방향과 전망」, 국토 312호 2007년 10월호, p.26~35
박신(2011), 「유료고속도로의 성격과 법적 문제」, 국민대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4(1), p.341~373
국토연구원(2011), 「민자도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평가제도 도입 및 수행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2012), 「민자고속도로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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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민자도로의 관리감독체계의 개편에 대한 검토는 존재
하지 않는다.
국토연구원의 2011년의 연구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민자도로 사업자가
재정도로 수준으로 도로운영 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없음에 주목하여 도로운
영평가제도 도입을 제안하면서 평가의 공정성 및 수용성 확보를 위해 평가체
계 및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이듬해인 2012년의 연구는 민자도로 사업의 추
진 연혁과 각 단계별 문제점 분석, 개별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중
장기적인 민자도로 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 제안까지 종합적으로 제시한 연구
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현행 민자도로 관리체계의 문제
점을 행정주체의 기관인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를 보좌하여 개별 민자도
로사업자들과의 협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기구의 부재에서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자도로사업의 사업제안을 제약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관리감독기구 설립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복수 시나리오 분석
을 통해 선택한 추천 안에 따른 대표기관 설계, 업무의 범위와 권한, 재원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정책결정자가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자문
을 목표로 하는 차이점이 있다.
그 외에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모델, 민간투자사업의 갈등관리 및 저감에 대
한 학계의 연구들은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필요한 때에 부분적으로 인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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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민자도로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제1절 국내 민자도로 사업현황
논의에 앞서 민간투자제도의 개념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민관협력
(PPP:Public-Private-Partnership) 또는 민간투자(Private-Finance-Initiatives)
의 개념은 영미의 제도로부터 성립하여 발전28)한 것이다. 민관협력제도는 제
2차 세계대전 말 미국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1970년대 대처
수상 시절 영국에서 활성화되었다29). 우리나라는 유료도로법을 통해 민자도
로사업을 시행하다가 1994. 8. 3. 제정하여 같은 해 11. 4. 시행30)한 특별법
관계에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라 민자도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민자도로사업의 추진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가 정부고시
사업(재정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경우), 둘째가 정부고시사업(정
부고시 민자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분석을 신청한 경우), 셋째가
민간제안사업으로 신청한 경우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절차는 민간투자
법 및 국토교통부31)에서 정하고 있다.

28)
29)
30)
31)

서순성‧김기식(201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론과 실무해설」, p23, 삼일인포마인
김성수(2008), 「민간투자사업의 성격과 사업자 선정의 법적과제」공법연구 36-4, 한국공법학회, p466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LSW/main.html (2017. 9. 19)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id=387 (2017.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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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바와 같이 2017년 현재 유료도로법 및 민간투자법에 따라 운영 중인
민자도로 사업장은 16개소이고, 향후 운영이 예상되는 곳은 8개소에 달한다.
해당 민자도로사업자들의 사업추진 일정 및 계획은 아래 <표 2-1>32)와 같다.
<표 2-1> 민자도로사업 추진일정 및 계획(2016. 8. 기준)

인천공항

95.05.24

-

협상
대상자
지정
06.07.24

05.10.27

95.11.25

95.11.29

00.11.29

00.11.20

천안-논산
대구-부산

95.12.30
95.12.30

-

96.07.03
96.07.03

97.04.03
98.03.17

97.11.29
00.02.21

97.12.26
01.02.12

02.12.23
06.02.10

02.12.23
06.01.25

서울외곽
부산-울산
서울-춘천

98.06.30
04.11.16 05.03.16
01.09.14

99.03.30
02.09.10

00.12.14
06.05.12
04.03.19

01.06.28
06.07.21
04.08.11

01.06.30
06.08.04
04.08.12

07.12.27
08.12.28
09.08.11

07.12.28
08.12.29
09.07.15

사업명

기본계획
고시

제안서
제출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공사
착공

준공

개통

용인-서울
인천대교

-

02.09.16
00.02.28

03.12.18
01.07.04

05.01.10
03.06.13

05.05.21
05.06.14

05.10.31
05.07.01

09.06.30
09.10.22

09.07.01
09.10.24

서수원-평택

-

00.12.29

02.08.19

05.01.10

05.06.24

05.06.29

09.10.28

09.10.29

평택-시흥
수원-광명

-

03.10.20
02.12.14

05.11.25
06.11.24

07.07.18
08.12.31

08.03.21
11.03.21

08.03.31
11.04.29

13.03.27
16.04.28

13.03.28
16.04.29

광주-원주
부산신항
제2배후
인천-김포

-

03.02.07

06.11.24

08.05.30

10.02.25

11.11.11

16.11.10

16.11.10

-

04.09.01

06.08.30

08.10.31

12.04.16

12.07.13

17.01.12

17.01.13

-

02.12.27

05.11.25

07.07.18

11.12.26

12.03.23

17.03.22

17.03.23

상주-영천
구리-포천
안양-성남

-

03.04.18
02.07.26
02.04.15

06.11.24
07.09.04
05.11.25

08.12.31
10.12.29
07.07.31

12.03.30
12.05.31
10.03.15

12.06.28
12.06.30
12.05.31

17.06.27
17.06.29
17.09.26

17.06.28
17.06.30
17.09.27

옥산-오창
서울-문산

-

04.11.05
03.04.30

08.12.09
07.09.04

12.01.11
11.08.29

13.10.16
15.08.07

14.01.15
15.11.06

(18.1월) (18.1월)
(20.11월) (20.11월)

이천-오산
봉담-송산
광명-서울
평택-부여익산
포천-화도

-

06.12.16
07.06.22
03.07.07

12.12.12
12.12.12
07.12.28

15.05.06
16.06.27
12.09.27

16.12.22
17.02.02
-

16.12.23
17.05.02
-

(21.12월) (21.12월)
(20.12월) (20.12월)
미정
미정

-

14.02.24

15.05.06

16.12.27

-

(17.11월) (22.11월) (22.11월)

-

07.03.16

11.12.26

16.12.27

-

(17.12월) (22.11월) (22.11월)

출처 : 국토교통부 민자고속도로 사업현황(2016)

위의 <표 2-1>을 확인하면 2009년에 개통한 민자도로가 4개소(서울-춘천,

32) 국토교통부(2016), 「민자고속도로 사업현황」,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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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이고, 2017년에 개통한 민자도로가 5개소
(부산 제2신항배후, 인천-김포, 안양-성남, 상주-영천, 구리-포천)으로 개통 시
점이 불균등하게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불
황 타개를 위해 교통SOC 투자를 통한 재정정책의 필요성 등에 따라서 해당
사업 추진 일정이 탄력적으로 변동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16

제2절 민자도로의 최소수입보장 및 환수조건 현황
아래에서는 현행 실시협약에 따라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와 보장조건, 실시협약상 운영수입 초과분의 주무관청 환수기준 등을 조
사하여 정리하였다.
다만, 아래의 기준은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들에 한하며, 실시협약에 포함
된 비밀준수의무에 따라 실시협약서 및 최신의 변경실시협약 자료를 구할 수
없어 해당 조건이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소명하여 국토교통부가 주무관청인 민자도로사업의
실시협약서의 내용을 정리한 외부비공개자료 열람을 승인받아 가공된 자료를
확인하였지만 실시협약서 상의 원문 확인과 직접 인용은 불가하였다.
따라서 아래에서 조사한 내용의 출처는 모두 국토교통부 내부자료인 「민자
고속도로 사업현황(2016)」에 기재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반복을 피하기 위해
표기를 생략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1. 현재 운영 중인 민자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경우 30년(2000~2030) 동안 예상수입의 80%에 대한
MRG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2004년 4월 체결한 변경실시협약에 따라 MRG
지급기준을 90%에서 80%로 인하한 결과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환수조건
은 MRG 지급기준과 동일한 80% 초과분인데 80~90%인 경우에는 초과분의
40%를, 90~100%인 경우에는 90% 초과분의 60%를, 100~110%인 경우에는
100% 초과분의 80%를, 110%를 초과한 경우에는 110% 초과분 전액을 주무관
청이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경우 마찬가지로 20년(2002~2022) 동안 예상수입의
82%에 대한 MRG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2005년 2월 체결한 변경실시협약에
따라 MRG 지급기준을 90%에서 82%로 인하한 결과이다. 천안-논산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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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인천공항과 같은 식으로 82% 초과분을 환수하되, 초과분 환수 급간을
각각 82~92%, 92~102%, 102~110%, 110% 초과로 각각 정하여 110%를 초과
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주무관청이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경우 20년(2008~2028) 동안 예상수입의 77%에 대한
MRG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2008년 5월 체결한 변경실시협약에 따라 MRG
지급기준을 90%에서 77%로 인하한 결과이다.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경우 초
과분에 대한 환수조건은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동일하다.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경우 20년(2006~2028) 동안 예상수입의 90%에 대한
MRG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환수조건은 예상수입의 110% 초과분을 환수한
다고 정하여 형평을 맞추고 있다.
부산-울산 고속도로의 경우 30년(2008~2038) 동안 타인자본 원리금과 자
기자본수익률 6% 미달분을 최소수입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환수조건은
자기자본수익률 8% 초과분으로 정하고 있다.
인천대교의 경우 15년(2009~2024)동안 예상수입의 80%에 대한 MRG를 보
장하고 있고, 예상수입의 120%를 초과하는 부분을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경우 15년(2009~2024) 중 최초 5년은 예상수입의
80% 미달분에 대한 MRG를 보장하고 있고, 5년 단위로 순차적으로 각각 70%
와 60%로 보장 수준을 낮추고 있다. 또한 2002년 개정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
획고시에 따라 실제 통행료 수입이 예상수입의 50%에 미달할 경우 MRG를 지
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경우 초과분 환수기준은 운
영개시 후 6~10년 동안은 협약수입의 130% 초과분을, 10~15년 동안은 협약
수입의 140% 초과분을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경우 10년(2009~2019) 동안 예상수입의 70% 미달분
에 대한 MRG를 보장하고 있으나, 2002년 개정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고시
에 따라 실제 통행료 수입이 예상수입의 50%에 미달할 경우 MRG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예상수입 초과분의 환수조건을
130%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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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평택 고속도로는 실시협약 체결 당시에는 10년(2009~2019) 동안
예상수입의 80% 미달분에 대한 MRG를 보장하고 있었으나, 2014년 10월 재
구조화 및 변경실시협약 체결시 통행료 인하와 함께 최초로 MRG를 폐지하였
다. 다만 예상수입의 110% 초과분에 대한 환수조건은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운영 중인 나머지 민자도로인 평택-시흥 고속도로와 수원-광
명 고속도로, 인천-김포 고속도로, 안양-성남 고속도로, 상주-영천 고속도로,
광주-원주 고속도로, 구리-포천 고속도로,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는 실시협약
체결 당시부터 MRG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위 민자도로들의 환수조건을 보면 평택-시흥 고속도로와 수원-광명 고속도
로, 인천-김포 고속도로, 안양-성남 고속도로는 매 운영년도 부가가치세를 제
외한 실제 사용료수입에서 예상수입의 120%를 뺀 초과분으로 동일하게 규정
하고 있다.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의 경우 환수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상주영천 고속도로의 경우 환수조건은 운영개시일로부터 타인자본 상환완료시점
까지 누적기준 실제 통행료 수입이 환수기준 통행료 수입의 100% 초과시, 타
인자본 상환완료시점으로부터 운영기간 종료시점까지 매 사업년도의 실제통
행료 수입이 환수기준 통행료 수입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로, 광주-원주 고
속도로의 환수조건은 운영개시일로부터 타인자본 상환완료시점까지 누적기준
실제 통행료 수입이 환수기준 통행료 수입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로,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운영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 및 그 후 매 1년마다
운영개시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누적기준 실제통행료
수입이 동일한 기간동안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누적기준 환수기준통행료 수입
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상의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대외비공개 자료인 「민자
고속도로 사업현황(2016)」 19~41면의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반복을 피하기 위
해 표기를 생략하였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 향후 운영예정인 민자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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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MRG 제도가 폐지되고, 2009년에 정부고시
사업에 대한 MRG가 각각 폐지된 관계로 현재 개통되지 않은 민자도로사업들
에 대한 MRG는 존재하지 않고 환수조건만 존재한다. 현재 확인가능한 민자도
로사업의 통행료 수입 환수조건은 다음과 같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통행료 수입이 운영개시
일로부터 20년은 환수기준통행료 수입의 110%를, 그 후 10년은 환수기준통행
료 수입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동안 매 운영년도 부가가치
세를 제외한 실제 통행료수입이 환수기준 통행료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환수하
도록 정하고 있다.
옥산-오창 고속도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통행료 수입이 운영개시
일로부터 20년간은 환수기준통행료 수입의 110%를, 그 후 10년 간은 환수기
준 통행료 수입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이천-오산 고속도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통행료 수입이 운영개시
일로부터 20년간은 환수기준통행료 수입의 110%를, 그 후 10년 간은 호나수
기준 통행료 수입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상의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대외비공개 자료인 「민자
고속도로 사업현황(2016)」 42~84면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며, 반복을 피하기 위
해 표기를 생략하였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3. 소결
감사원의 2015년 결산확인 결과33)에 따르면 민자도로건설및관리 계정으
로 1조 7,524억 원이 지급되었다. 이 중 민자유치활성화 계정으로 총 8개 민
자도로사업자에 대해 MRG로 지급된 금액이 3,204억 원이고, 민자유치건설보
조금이 1조 4,492억 원이었다. 이듬해인 2016년에는 민자도로건설및관리 계
33) 감사원(2016),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서」 p.39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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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전년 대비 25.9% 감액된 1조 3,116억 원이 편성34)되었고, 이 중 민자
유치활성화 계정으로 총 8개의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해 MRG로 3,627억 원이
지급35)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운영 중인 민자도로 중에서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경우 2015년 기준
으로 실제운영수입이 예상운영수입의 74%로 6~10년 기준인 70%를 상회하고,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2019년까지 70%를 MRG로 보장하고 있으나 2015년
기준으로 실제운영수입이 예상운영수입의 91.5%에 달하여 MRG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36).
2016년 예산에 편성된 민자유치활성화 계정 총액 4,135억 원 중에서 MRG
지급금액이 가장 큰 4개 민자도로가 각각 인천공항(1,115억 원), 대구-부산
(876억 원), 천안-논산(763억 원), 서울외곽(719억 원)에 달하여 도합 3,473억
원에 달하여 민자유치활성화 계정 총액의 83.9%를 차지37)하고 있는 점도 유
의할 부분이다.

34) 국토교통부, 「2016 예산개요」(https://www.molit.go.kr/USR/budget/m_90/dtl.jsp?id=4054,
2017. 9. 19)
35) 대전일보 (http://www.th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80, 2017. 9. 19. )
국회 <민자도로 20년, 통행료 인하와 국민중심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재인용,
36) 국토교통부(2016), 「민자고속도로 사업현황」
37) 국토교통부, 「2016 예산개요」(https://www.molit.go.kr/USR/budget/m_90/dtl.jsp?id=4054,
2017.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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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민자도로 통행료의 법적 성질과 부과 수준
1. 민자도로 통행료의 법적 성질
유료도로법 제2조 제2호는 유료도로를 ‘유료도로법 및 또는 「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로 정의
하고 있다. 이러한 유료도로 중 비도로관리청인 민간투자사업자가 사업시행자
인 도로를 ‘민자도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
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본 법안’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나목은 같은
취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
료를 받는 도로를 ‘민자도로’로 정의38)하고 있다. 다만 민간투자법이 아닌 ‘유
료도로법’에 근거한 민자도로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본 법안의 민자도로의 정
의에는 ‘민간사업자가 유료도로법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로 수정되어야 한다.
민자도로는 행정법상 개념으로 공물(公物)에 해당하며, 단지 실시시간 동안
에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해 사용수익권한이 유보되어 있고, 이를 유료도로관리
권이라는 물권(物權)으로 유료도로관리권 등록원부에 등기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민자도로에 대한 일반사용권을 헌법 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신체
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및 교통‧통신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 또는 헌법
상 사회국가의 원리에 의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삶을 영
위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자동차 교통 이용자에게 보장된 주관적 공권으로 파
악하는 입장39)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40)는 “일반적으로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38)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C7S0
D8H1E4X1H7W0H1D1K5E6C8F6, 2017. 9. 19. )
39) 박 신(2011), 유료고속도로의 성격과 법적 문제, 법학논총 24-1, p346-347,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40) 대법원 1992.9.22. 선고 91누13212 판결【국유도로의공용폐지처분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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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반국민은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이용관계로부터 당연히 그 도로에 관하여
특정한 권리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라고까
지는 말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은
그 용도폐지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공공용재산이라
고 하여도 당해 공공용재산의 성질상 특정개인의 생활에 개별성이 강한 직접
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어서 그에게 그로 인한 이익을 가지게 하는
것이 법률적인 관점으로도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와 같은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도로의 용도폐지
처분에 관하여 이러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그와 같은 이익을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하여
일반국민에게 도로의 무료이용을 요구할 ‘특정한 권리나 법령에 의하여 보호
되는 이익(법률상 보호가치있는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가 있다.
관리운영기간을 보면 행정주체인 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법 제10조에 근거
하여 비도로관리청인 특정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 기간을 정한 유료도로
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통행료의 수납기간은 30년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반면, 민간투자법 제
26조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한의 제한을 따로 두지 않고 있으며, 민간투자법
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사회기
반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한을 최대 50년 이하로 제한41)하고 있으므로 민
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민자도로의 경우 최대 50년까지 관리운영권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관리운영권이 설정된 민자도로는 운영자가 민간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시설이 국가에 의하여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된 공
물이며, 따라서 그 도로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공물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41) 기획재정부(2017),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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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것이므로 법적 성격을 공법상의 사용료에 해당한다42).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민간투자법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43)에서 ‘민간제안사
업의 추진절차에 관한 다양한 이해관계의 존재로 인하여 토론과 합의의 필요
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체적인 규율영역인 사업의 제안
부터 사업시행자 지정까지의 절차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
한하거나 헌법이 명문으로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한편 이는 전문적인 정책의 수립과 다양하고 급변하는 경제 및 행정 현실에
대응할 필요성을 감안할 때, 의회유보의 요청에 따라 반드시 입법자 스스로
규율해야만 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44).’라고 설시한 바 있다.
이어서, ‘민간제안사업은 정부고시사업의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는 고려하기
힘들 수도 있는 민간의 자본과 효율적인 기술 및 경영기법을 사회간접자본시
설의 확충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바, 그 구체적인 절차의 형성에
대하여는 수시로 변화하는 경제 및 행정 현실에 맞는 탄력적인 규율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 중 사업의 제안부터 사업시행자 지
정까지의 절차의 자세한 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
다45).’고 판단하여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부문의 제안으로 시행되는 사업의 추
진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법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
되어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은 물론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

42) 박 신(2011), 유료고속도로의 성격과 법적 문제, 법학논총 24-1, p346-347,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43)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바63 전원재판부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9조
위헌소원]
44)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바63 전원재판부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9조
위헌소원]
45)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바63 전원재판부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9조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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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도로의 통합채산제와 민자도로
유료도로법 제18조는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둘 이상의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이고, 두 유료도로가 교통상 관련을 가
지고 있으며, 통행료를 통합하여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 해당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자인 유료도로
들은 유료도로법상의 통행료 징수기한인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채
산제를 근거로 이용자들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채산제는 1980. 1. 4. 당시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처음 도입되었
으며 재정도로인 유료도로 전노선의 총투자비와 총회수금액을 비교하여 투자
비의 회수 완료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사실상 이용자들로부터 영구히 통행
료를 징수할 수 있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반면에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도로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운영하는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민간투자사업자의 사용‧수익권한은
소멸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재무모델 산정시 통행료 결정수준은 순현재가치법
(NPV)46)에 따라 불변가격인 총사업비와 운영비용의 현재가치가 불변 총수입
의 현재가치와 같아지는 수준으로서 순 현재가치가 0원이 되는 수준에서 결정
되게 되므로 최대 30년의 운영기간 동안 건설비와 운영비 등 모든 사업비용을
회수해야하므로 재정도로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통합채산제로 인하여 재정도로를 관리·운영하는 한국
도로공사의 경우 사실상 영구적으로 통행료 수입을 거둘 수 있어 현재 최대
30년47)으로 제한된 관리운영기간 동안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민간도로
가 구조적으로 높은 통행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46) 공공투자관리센터(2012), 「타당성 재조사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 제2판」, p.62~63 참조
47) 지자체 사례를 보면 경상남도에 위치한 거가대교 및 마창대교의 경우 40년의 관리운영권을 설정한 사례도
존재하나 국토교통부가 주무관청인 민자도로사업의 경우 30년의 관리운영기간을 초과하는 사례는 존재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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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근거하여 재정도로에 한해서
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제4
조 제1항 제22호에 근거하여 법인세와 영업세가 면제되고 있다. 반면에 민자
도로 시행법인의 경우 10%의 부가가치세 외에 영업수익에 대해 법인세법 제
55조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민자도로와 재정도로의 통행료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원인48)
중의 하나이다.

3. 민자도로의 통행료 부과 수준
제1종 승용차로 전 구간을 운행하는 것을 가정하여 민자도로와 재정도로의
통행료 수준을 비교하면 아래 <표 2-2>49)와 같다.

48) 법인세와 달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49) 국토교통부(2016), 「민자도로 사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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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현재 운영중인 민자도로의 통행료 부과현황
노선명

이용거리

차선수

민자노선
통행료

도로공사 기준
통행료

도공대비
비율(배)

인천공항

38.2km

6-8

6,600원

2,900원

2.28

천안-논산

81.0km

4

9,400원

4,500원

2.09

대구-부산

82.1km

4

10,500원

4,500원

2.33

서울외곽

36.3km

8

4,800원

2,800원

1.71

부산-울산

47.2km

4-6

4,000원

3,400원

1.18

서울-춘천

61.4km

4-6

6,800원

3,800원

1.79

용인-서울

22.9km

4-6

1,800원

2,100원

0.86

인천대교

21.2km

6

6,200원

2,000원

3.10

서수원-평택

38.5km

4

2,700원

2,200원

1.23

평택-시흥

42.6km

4

2,900원

2,800원

1.04

수원-광명

27.4km

4-6

2,900원

2,200원

1.32

광주-원주

57.0km

4

4,346원

3,400원

1.28

부산신항
제2배후

15.3km

4

1,943원

1,600원

1.21

인천-김포

28.9km

4-6

2,545원

2,300원

1.11

상주-영천

93.9km

4

7,694원

5,100원

1.51

구리-포천

50.6km

4-6

3,759원

3,100원

1.21

안양-성남

21.9km

4-6

1,919원

2,000원

0.96

평 균

1.54

출처: 국토교통부, 민자도로 사업현황(2016)

위의 <표 2-2>를 확인하면 현재 운영 중인 18개의 평균 통행료가 한국도로
공사가 운영하는 재정도로 대비 1.54배임을 알 수 있다. 용인-서울 고속도로
의 경우 민자도로 통행료가 도로공사 대비 0.86배로 300원 저렴하지만 인천대
교의 경우 도로공사 대비 무려 4,200원이 높아 3.1배에 달하고 있다50).

50) 국토교통부(2016), 민자도로 사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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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향후 운영예정인 민자도로의 예상통행료
노선명

이용거리

차선수

민자노선
통행료

도로공사 기준
통행료

도공대비
비율(배)

옥산-오창

12.1km

4

1,589원

1,400원

1.14

서울-문산

35.2km

4-6

3,267원

2,500원

1.30

광명-서울

20.2km

4-6

2,305원

1,900원

1.21

이천-오산

31.3km

4

2,660원

2,300원

1.16

봉담-송산

18.2km

4

2,213원

1,700원

1.30

포천-화도

28.9km

4

3,298원

2,200원

1.50

평택-부여-익산

138.3km

4-6

7,607원

6,900원

1.10

평 균

1.24

출처 : 국토교통부, 민자도로 사업현황(2016)

위의 <표 2-3>51)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건설 및 협상 단계에 있는 민자도
로의 경우 도로공사 대비 통행료 부과기준이 1.24배로 현재 운영 중인 도로들
보다 격차가 축소52)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민간투자사업자들의 활발한
비용절감의 효과로도 볼 수 있지만, 민간투자업계측에서는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자와 주무관청 사이의 협상이 민간투자사업자에게 불리하
게 이뤄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성 분석에 악영향을 미치
고, 결국 민간투자사업의 제안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53)하고 있다.
민자도로는 재정도로와 달리 통행료 수입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기
때문에 도로공사와 같은 운영비용이 들더라도 1.1배의 통행료를 부과해야하
고54), 법인세 부담 등 한국도로공사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

51)
52)
53)
54)

국토교통부(2016), 「민자도로 사업현황」
전게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4), 「민간투자사업의 재원 조달 원활화 방안」, p.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 라목은 민자도로와 달리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사업
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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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원천적인 제약조건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건설
및 협상 단계에 있는 민자도로의 도로공사 대비 통행료 부과기준은 점차 찾아
지는 추세이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민자도로들이 2030년부터 차례로55) 관리운영기간
이 만료된다. 현재는 관리운영권이 만료된 이후의 민자도로 운영에 대한 계획
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건설비용에 대한 상각이 종료된 이상 관리운영
권이 다시 설정되더라도 기존 관리운영권 만료 이후의 민자도로 통행료는 관
리운영권 상각비용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설보수비
증가를 고려하더라도 현재 수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할 때 장기적으로 민자도로 이용자들의 통행료에 대한 불만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근본적으로 유료도로법상의 통행료는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의 범위 내에서 물가수준, 다른 교통수단
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공정 상당한 금액으로 책정되는데
반해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민간투자사업자가 사업모델에 대한 재무성 분석을
통해 산출한 총사업비를 고려하여 도로관리청과 민간투자사업자 간의 협상을
통한 계약인 실시협약에 따라서 정해지는 유동적인 특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양자의 통행료 수준이 반드시 동일한 수준 또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여 1.1배
의 금액으로 일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

55) 국토교통부(2017), 「민자고속도로
사업현황」(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id= 388 , 2017.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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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앞의 <표 2-2>와 <표 2-3>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민자도로와 재정도로의
통행료 격차가 유의미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법인세 및 부가
가치세 효과나 재정도로의 통합채산제와 대비되는 민자도로의 제한된 사업비
회수기간(관리운영권 설정기간)으로 인한 부분도 존재한다. 하지만 민간의 자
율과 창의적인 경영관리방법을 활용하여, 재정도로 대비 불리한 조건에도 불
구하고 도로공사보다 낮은 통행료를 징수하면서도 수익을 내고 있는 민간투자
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용인-서울 고속도로나 안양-성남 고속도로와 같은
사업 시행 사례도 존재한다.
앞으로 국가 중기재정운용계획(2016~2020)56)에 따라 5년 동안 도로분야의
경우 2016년 8조 3,410억 원의 투자계획 예산이 2020년에는 6조 2,820억 원
까지 연평균 6.8%씩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국가재정을 투입한 도로 SOC 투자
를 보완할 민자도로사업자가 다수 출현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도로관리청이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준수하기 어려운 제약요건들을 신설할
경우, 사실상 대주단 모집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업기대수익률(Project IRR)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금리인상
기57)라는 사업제약요건 하에 사업기대수익 민간투자사업자들로 하여금 어떻
게 재정도로와 유사한 수준의 통행료로 상응하는 수준의 운영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18개의 민자도로 중 2016년도를 기준으로 9개의 민자
도로사업장에 최소수입보장(MRG) 약정에 따라 정부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상
황58)에서 보전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자들은 운영비 절감 및 서비스 개선에

56) 기획재정부(2016),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p.130
57)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2016년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의 3년만기 국고채금리를 조회하면
연 1.474%에서 연 1.785%로 완만한 대세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ecos.bok.or.kr/flex/EasySearch.jsp, 2017. 10. 18. )
58) 국토교통부(2016), 「민자도로 사업현황」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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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유인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2012년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선행연구59)에
서 제안한 바와 같이 민자도로사업자들의 운영실적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이 평가결과를 통해 주무관청이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을 때 민자도로 사업자의 운영비용 절감 및 서비스개선을 위한 창의성이 발
휘될 것이다.
참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에게 사업자의 경영상태와 제공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물론 우수한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도60)를
마련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통하여 표준
운송원가를 설정하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적자노선의 운영비를 실비정
산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
지하기 위하여 매년 관내 시내버스회사들에 대해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시행
하여 그 평가결과를 인센티브 지급에 반영하고 있고, 노선경쟁 입찰시에 서비
스수준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61)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항공교통 분야의 경우 항공사업법 제63조에 따라 2년마다62) 항공교
통서비스를 평가하고 있으나, 평가결과는 같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국토
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공개되고 있을 뿐 서비스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나 불이익을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철도교통 분야도 마찬가지여
서 철도사업법 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2년마다 철도서비스의 품질
을 평가하고 있으나 이 또한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표만 될 뿐이며, 같은
법 제21조의 사업 개선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불이익만 존재할
뿐 인센티브 제도로는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평가를 위해서는 주무관청과 민자도로사업자 양쪽의 이해관계

59) 국토연구원(2012), 「민자도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평가제도 도입 및 수행에 관한 연구」,
p.93~94
6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61) 윤혁렬(2012),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발전방안」, SDI 정책리포트 제116호, 18페이지 <표5>
62)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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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 위치의 공신력있는 평가기관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
재의 민간투자법의 구조에서는 민자고속도로의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 민자도로사업별로 각각의 협상을 진행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
고, 담당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민자도로의 운영에 대한 관리는 개
별 사업의 실시협약마다 상이함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로 민자도로 사업자가 고율의 후순위채를 발행하여 영업이익의 배
당이 아닌 사업시행법인의 이자비용 지급을 통한 자본수익을 추구하는 지대추
구행위가 발생하고, 운영비용의 절감 의지 약화는 물론 사업시행법인의 기관
운영비용 과다집행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재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행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고시에 명
시된 사업진행 절차에 따르면 민자도로사업 제안 시 사전에 주무부서인 국토
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의 검토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계‧법
률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검토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담당 인력의 인원
과 전문성, 순환보직의 문제점으로 인해 실질적인 검토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민자도로에 대한 주무부처의 검토는 약화되고, 경제성 평가를 중
심으로 하는 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물론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되어야 하겠지만 주무부서
의 민간투자사업 시행에 대한 판단을 보좌하고, 실시협약 체결을 둘러싼 협상
과정에서 주무관청 협상단과 사업시행자 협상단의 협상능력의 현격한 차이를
개선하는 측면에서도 전문적인 기관의 조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적인 감독기관이 매년 민자도로 사업시행법인의 사업실적에 대한
영업보고서 및 회계자료의 유효성 검증과 유료도로법에서 요구하는 운영상의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주무관청 및 국
회에서 민자도로사업자의 사업수행 현황에 대해서 보다 잘 파악할 수 있게 된
다. 참고로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내버스의 경우도 표
준운행원가 정산으로 인한 버스운송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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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거나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63)되고 있다.
민자도로사업의 규모가 커진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전체 고속도로
의 25% 이상64)을 민자도로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도로의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임직원 숫자인 6,034명65)에 비할 정도
는 아니더라도 국토교통부 내의 도로투자지원과 공무원 13명66)만으로 민자도
로에 대한 실효성있는 감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현재도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도로교통공단이 존재
한다. 다만 같은 법 제123조 각호의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공단의 사업은 주로
도로교통사고 조사, 운전면허 관리 등 포함한 도로교통안전에 치우쳐 있다. 또
한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와는
경업(競業)관계에 있으므로 상호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한국도로공
사가 민자도로사업자의 사업내용을 평가할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의 영업기밀
노출 등의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민자도로 감독기구의
적절한 형태와 설립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63)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04649, 2017.
10. 19. )
64) 국토교통부(2016), 「민자도로 사업현황 p.2~4
65) 공공기관 알리오, 한국도로공사 2017년 2/4분기 기준
(http://alio.go.kr/popReportTerm.do?apbaId=C0183&reportFormRootNo=2020 , 2017. 9. 20)
66) 국토교통부 조직도(http://www.molit.go.kr/USR/WPGE0201/m_212/DTL.jsp 2017.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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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감독기구 설립방안에 대하여 [부록]의 본 법안67)은 유료도로법에
근거한 독임제 특수법인으로서 민자도로감독원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본 법
안의 입안 과정에서 본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진이 법률안의 작성 및 검토과정
에 관여한 바가 있다. 그러나 본 장에서는 제출된 본 법안에 제약받지 않고,
민자도로 감독기구의 설립유형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민자도로
감독기구 설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1절 타 교통분야 사업자 감독기구 입법 사례
1. 철도건설 및 운영분야
철도사업법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업용 철도노선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법인으로 하여금 철도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철도법에 따라 별도로 정하고 있는 도시철도건설 및
운송사업자가 아닌 철도사업법 상의 철도의 상부 운영부분을 담당하는 광역철
도사업자는 「공공기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

67)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C7S
0D8H1 E4X1H7W0H1D1K5E6C8F6, 2017.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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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되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공사가 41%의 지분68)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서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에스알 2개 회사만 존재하는 관계로 별
도의 사업자감독기구가 불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철도의 하부 시설부분은 한
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거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
하고 있다.
물론 지자체가 시행하는 도시철도 및 경전철사업의 확대로 인하여 서울 메
트로 9호선, 신분당선 의정부경전철, 부산김해경전철 등 민간 도시철도운영자
들이 출현69)하여 경쟁을 통한 철도운영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있는 부분
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모두 코레일과 그
자회사인 인천공항철도 외에는 지자체가 설립한 공기업인 공사체제인 점과 자
연독점에 가까운 철도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아직 사업자단체 감독기구의
설립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관리운영에 대한 평가 측면을 살펴보면, 대중교통법 제18조에 근거한 대중
교통운영자 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1호는 도시철도운송사업
자, 제2호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 안에서
전동차로 여객을 수송하는 철도사업자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어 이들은 2년마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철도안전법 제4장에서는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정하고 있는데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Satety Manangement
System)를 통해서 민자철도도 코레일 및 자회사가 운영하는 철도와 같이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민자도로와 민자철도의 차이점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68) SR홈페이지 주주소개, https://www.srail.co.kr/cms/archive.do?pageId=KR0212000000, 2017.
9. 19)
69) 이진수외 4인(2016), 「국내 도시철도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연구」, 2016년도 한국철
도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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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항운영분야
국내에서 민간공항 또는 민군겸용 공항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항은 총 15개
이며, 이 중 인천국제공항은 시장형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나머지 14
개의 국내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담당70)하고 있다.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마목은 공항시설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이
가능한 대상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는 앞의 양 공사 외에 민간사
업자가 운영하는 공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관리운영측면을 살펴보면 서비스평가와 경영평가가 이원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첫째 서비스평가 분야를 보면 공항운영분야는 대중교통법에서 정한 경
영 및 서비스평가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항공사업법 제2조 제35호는 ‘항공교
통사업자’의 정의를 ‘공항 또는 항공기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유상서비스(이하 "항공교통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공항운영자 또
는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고 하여 항공사업법 제63조 제1항의 항공교통서
비스평가 대상에 공항운영서비스를 제공하는 공항운영자도 포함하고 있다. 둘
째,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근거하여 기획재정
부장관이 두 시장형 공기업의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시행하
는 평가로 서비스평가와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3. 항만운영분야
항만공사는 항만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공사를 시행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도 시행이 가능하다. 또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라목은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
로 진행가능한 대상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70) 한국공항공사 공항별 항공통계,
https://www.airport.co.kr/www/extra/stats/airportStats/layOut.do?menuId=397 (2017.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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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항만공사는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평택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의 4개 시장형 공기업이 지역별로 사업권이 구분된 독립채
산제로 운영71)되고 있다. 이외에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투자사업자인 항만운
영사업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항만의 국제여객부두시설 개발사업 및 여객터미
널 건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각 항만공사가 주관하고 있
다. 전국 항만공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부분들
은 전국 항만공사 사장단 업무협의회를 통해 논의72)하고 있다.

4. 소결
이상과 같이 철도‧공항‧해운 분야의 교통시설 관리운영권자의 경우 복수의
시장형 공기업인 경우와 복수의 민간사업자가 위탁수행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경우(철도)도 있으나 민자도로와 같이 감독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대두될 정도
는 아니다. 물론, 일본의 사철(민간철도)이나 스페인의 AENA73)처럼 교통인프
라를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도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현황을 살펴본 바
로는 오히려 민자도로분야가 교통인프라 운영 분야에서 민간투자가 가장 활발
한 분야인 관계로 타 교통분야를 참조하여 사업자 감독기구의 설립방안에 대
한 시사점을 찾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71) 항만공사법 제2조 제1항 및 [별표] 공사의 관할 구역
72)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1600526 , 2017. 9. 19. )
73) 스페인어권 국가에서 13개의 관광지 공항, 21개의 관문공항, 7개의 일반항공공항 시설을 운영하고 있은
공항운영회사이다. (http://www.aena.es/csee/ccurl/194/443/AENA-Informe-2016_EN.pdf,
2017.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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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법상 사업자 감독기구 운영 유형
1. 사단법인 또는 조합 형태의 법정 사업자단체 유형
사업자단체의 가장 고전적인 유형은 주무부서의 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
은 사단법인 또는 조합의 형태이다. 이들을 보면 설립당시에는 민법에 근거하
였으나 이후에 개별법에 그 근거가 생긴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사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정의 사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사
원(社員) 또는 조합원으로 하여 결합한 인적 결합체에 해당한다. 반면 조합은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드는 계약(민법 제
703조)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를 말한다. 조합은 사단법인과 달리 해당 조합이
별도의 법적 주체로서 법인격을 향유하지 못하고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전원
의 공동으로 소유하는 합유(合有)의 형태를 띠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사업자단체는 행정주체의 기관인 행정청과 개별 사업자 사이에서
양자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단체 유형
의 감독기구들은 아래 <표 3-1>과 같이 사전적인 의미의 감독(監督)업무를 수
행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이익단체로 보는 것이 본질
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업자단체들이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더라도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공공기관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분
류되지 않는다.

<표 3-1> 사단법인 또는 조합 형태의 사업자 단체형 공공기관 사례
명칭

근거법령

주요기능74)

대한건설협회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

- 사단법인으로 협회장 사업자 자율 선임
(시 도 대의원에 의한 선거)
- 정부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 및 자문 수행
(사업자들의 권익 보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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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손해보험협회

도로협회

근거법령

주요기능74)

보험업법 제175조

- 사단법인으로 협회장은 사업자 자율 선임
- 정관 제12조에 따라 회원사의 총수입보
험료 총액의 0.5% 이내에서 총회에서
정한 분담방법으로 정한 회비로 운영
(총수입보험료 및 총자산을 가중평균)
- 보험업법 제175조에 업무의 내용으로
공동규약 제 개정, 보험상품의 비교 공
시, 정부업무 위탁 등을 명시

도로법 제105조

-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 정관 제11조에 따라 정
회원 총회에서 회장 선출
- 회비, 정부의 국제교류사업 위탁, 한국
도로공사 위탁사업 수행대금을 재원으
로 운영
- 도로분야 조사 연구 홍보 교육 국내외
협력 등 도로법 제105조 제4항 각호에
열거된 업무 수행
주무부서의 비용지원 가능

비고

→

한국항공협회

개인택시업자
운송조합

항공사업법 제68조

- 공운송사업의 발전, 항공운송사업자의
권익보호, 공항운영 개선 및 항공안전에
관한 연구와 그 밖에 정부가 위탁한 업무
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단법인
- 당연히 회원의 명시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각 시 도별 개인
택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인택시조합 가입 가능
제53조 제1항 및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공동 이익 도모
제2항, 제55조 및
명시, 통계의 작성 관리, 외국 자료의
제60조
수집 조사 연구. 교육훈련, 경영개선지
도, 공제사업 수행

위 <표 3-1>의 사업자 단체형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다시피 위의 사단법인
또는 조합은 이익단체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있어서 주무관청이 관리감독업무
를 이익단체의 성격을 지는 협회 및 조합 등의 사업자단체로 업무를 대행할

74) 설립근거법 및 해당 기관의 정관에 기재된 사항을 참조하여 요약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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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개별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결성된 사업자 단체가 개별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이익충돌(Conflict of Interest)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의 사업자단체들을 규율하는 법률에서는 사업자단
체의 권한으로 정부에의 건의‧자문, 상품들의 비교‧공시업무, 회사들이 지켜야
할 규약제정, 홍보‧교육,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연구개발 및 사업관리, 국제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을 사업자단체의 업무범위로 정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정부가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열거한 위탁대상 업무들은 규제자인 주무관청이 사업자단체에 대해 가지는
핵심적인 권한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업자 단체의 로비에 의해 규제기관
이 조종되는 규제표획75)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자단체형은 기본적으로 이익단체들의 의견
을 규제관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설립하
고자 하는 민자도로 감독기구가 수행할 역할과는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음
으로는 공공기관법상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가능한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단, 감독기구라는 본질적인 성격에 걸맞지 않는 공기
업형(시장형 및 준시장형)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75) George Stigler(1971).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Spring, 1971). p.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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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2017년도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공공기관 현황76)
구분

① 공기업

▪시장형
▪준시장형

②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③ 기타공공기관
계

‘16년

‘17년

30

35

14

14

16

21

89

89

16

16

73

73

202

208

321

332

출처 :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유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77)을 말한다.
아래 <표 3-3>에 예시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유형을 보면 일부 관리감
독 업무도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운용‧관리하여
해당 업무분야에 대한 수익형 행정행위로서 급부를 하는 업무가 중심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76)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p.4(http://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6rI0Kp5Yn8HBLhbEVCx7Rw+
x.node40?searchBbsId1=&searchNttId1=MOSF_000000000007404&menuNo=4010100,
2017. 7. 13.)
77) 공공기관법 제5조 제3항 제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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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사례
명칭

신용보증기금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영화진흥위원회

근거법령

주요기능

비고

신용보증기금법
제4조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기본재산은 정부의
출연금과 금융회사등의 대출금 중 연률 1천
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리
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도록
명시함
- 보증 및 보증채무의 이행과 구상권의 행사,
신용정보의 관리 등 업무 수행

금융위

공무원연금법
제4조

- 공무원연금기금의 조성 및 기금의 관리 운
용 업무 수행
-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을 위한 기금 출연
- 급여의 결정 및 기여금의 징수 등에 대한
각종 심사업무 담당

인사
혁신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 언론진흥기금의 조성과 관리 운용
- 신문의 발행 유통 등의 발전을 위한 사업
- 한국 언론 매체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 언론진흥기금의 재원은 정부 등의 출연금,
다른 기금의 전입금, 법 제27조 제4항에 따
른 과징금을 재원으로 함

문화
체육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9인은 문체부장관이
임명(영화업자는 3인 이내로 제한)하고 위
원장은 문체부장관이 임명
- 영화진흥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영화 입장
권 실구매가액의 3%를 영화발전기금으로
부과금 징수
- 조사 연구 교육 연수 유통배급지원 예술
영화 등 진흥 통합전산망 운영 국제교류
등 수행

문화
체육부

출처 : 설립근거법 및 해당기관 정관 기재사항을 참조하여 요약 작성

또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이어야 하는데 현재 별도의 입법을 통해서 기금을 신설하기 위해서
는 법률안 입법예고 전에 기금신설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내
기금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금관리형 준정부
기관의 신설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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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간투자사업의 태동 자체가 정부 재정이 불충분하여 적기에 국민들
이 요구하는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의 유치를 목적
으로 했다는 민간투자법의 제정 목적을 고려하면 민자도로 감독기구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그 운영수익비용으로 관리감독을
하려는 방안은 재정도로의 건설이라는 방안과 비교해볼 때 본말이 전도된 방
안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유형
공공기관법 제5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근거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
금관리형이 아닌 준정부기관을 통칭하는 구분이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들
중에는 한국장학재단과 신용보증기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무원연금공
단,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같이 업무의 특성은 기금관리형 준
정부기관과 유사한 경우가 많다.

<표 3-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사례
명칭

한국소비자원

한국장학재단

근거법령

주요기능

비고

소비자기본법
제33조

-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 물품등의 규격 품질 안정성 환경성에
관한 시험 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
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분석
-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 주로 정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의존

공정
거래위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지원, 학자금대
출, 신용보증 등을 통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 부여
- 관련 통계 현황 조사 분석 및 타인으로
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사업 관리
- 제18조에 근거하여 교육부장관을 승인
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 조성을 위한
채권발행 가능(정부보증 특수채증권)
- 법 제19조의2에 근거하여 2018. 1. 25.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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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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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부터 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감면 예정

한국국제협력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국제협력단법
제3조

-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전문인력 및 해외
봉사단 파견, 개발조사와 재난구호 등
-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 외국의 원조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
의 협력
- 과거에는 제18조의2(국제빈곤퇴치기
여금)에 근거하여 공항을 이용하는 출
국자 1인당 1천원의 기여금을 징수하
였으나 2016. 12. 20 자로 개정되면서
제15조 (운영재원)에서 위 기여금이
폐지되고 2017. 1. 1. 자로 같은 기준
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이 제정.

외교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 심사평가원은 공단으로부터 부담금 징수
- 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를 위탁받은
경우 이에 대한 수수료 징수

보건
복지부

출처 : 설립근거법 및 해당기관 정관 기재사항을 참조하여 요약 작성

위 <표 3-4>에서 예시한 대표적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들의 기관 운영 재
원조달 방안을 살펴보면,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2012~2016년 동안 기관 수입
의 90% 이상이 정부의 출연금78)이고, 한국장학재단의 경우 정부의 출연금과
등록금에 대한 대출상환금 등 사업수입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모자라는 비
용을 정보보증 채권을 발행하여 보전79)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의 경우 재원 중 2017. 1. 1. 이전에는 한국국제협력단법에
근거하여 출국자 1인당 1천원의 빈곤퇴치기여금을 징수하여 사업비용으로 사

78) 공공기관 알리오 한국소비자원 수입지출현황 http://www.alio.go.kr/popReportTerm.do?apbaId=
C0218&reportFormRootNo=31401 (2017. 10. 24.)
79) 공공기관 알리오 한국소비자원 수입지출현황 http://www.alio.go.kr/popReportTerm.do?apbaId=
C0415&reportFormRootNo=31401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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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80)하였으나 2016. 12. 20. 제정되어 2017. 1. 1. 자로 시행된 「국제질병퇴치
기금법」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기금의 운용‧관리권자인 외교부장관이 이를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관계로 차년도부터는 기금관리형 준정
부기관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기여금을 재원으로 하다가 기금을 신설하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이 된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마찬가지로 위탁집
행형 준정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리운영비로
부담금을 지급81)하고 있으며, 이는 수입항목 중 간접지원에 해당하는 사업수
익 항목으로 계상되고 있다.

5. 기타 공공기관 유형
기타 공공기관은 위에서 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공공기관들
을 총칭한다. 따라서 기타 공공기관들의 수입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아래 <표 3-5>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중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항목의 하위 항목인 ‘수입 및 지출 현황’에서의 수입에 대한 분류기준을 나타
내고 있다.

80)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공적개발원조(ODA)를 보완하는 혁신적 개발 재원으로
국내 출발 항공권에 소액의 납부금 부과를 통해 조성된 재원을 용하는 “항공권연대기여금”(air-ticket
solidarity levy) 형식이었으며, 한국, 프랑스, 칠레, 모리셔스, 니제르, 말리 등이 도입하여 운용 중에 있음
81) 공공기관 알리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입지출현황
http://www.alio.go.kr/popReportTerm.do?apbaId=C0006&reportFormRootNo=31401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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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공공기관 수입 구분기준
수입 구분기준
출연금
보조금
부담금

직접지원

이전수입
정부지원수입

부대수입
사업수입
위탁수입

간접지원

독점수입
부대수입
기타사업수입
부대수입
출자금
차입금
기타

출처: 공공기관 알리오 기관별 공시 17. 수입 및 지출현황

위 <표 3-5>의 항목 중 정부지원 수입 중 직접지원에 속하는 세부항목을 보
면 출연금은 정부 위탁업무 또는 기관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받은 금액을, 보조금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부로부터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교부받은 금액을, 부담금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과 같은「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부담
금을. 이전수입은 문화예술위원회의 복권기금전입금과 같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 기타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금을, 부대수입은 정부의 직접지원
액의 이자 등 운용수익 등을 말한다.
다음으로 정부지원 수입 중 간접수입으로 분류되는 세부항목을 보면 사업
수입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당해 기관의 업무로 인한 수입액을, 위탁수입
은 한국승강기관리원이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4
항에 의해 위탁받은 정보관리업무 수행으로 획득한 수입액과 같이 법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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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규정된 위탁근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로 인한 수입액을, 독점수입은
한국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경마
사업으로 획득한 수입액과 같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 또는
정관의 근거에 의하여 부여된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말하며, (간접지
원)부대수입은 정부의 간접지원액의 이자 등 운용수익을 말한다.
정부지원 수입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업 수입은 정관상 목적 외의 잡수익
과 기관의 자산을 운용하여 얻은 부대수입, 기관에 대한 신규 출자로 인한 출
가금과 외부차입에 따른 차입금 수입 등으로 구분된다.
이상과 같은 공공기관의 수입 분류체계를 참고할 때 신설되는 민자도로 감
독기구의 주요수입원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출연금, 보조금, 부담금 등의 수
입과 간접 지원하는 사업수입과 위탁수입 등이 주요 항목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제4장의 제2절 및 제3절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6. 특수 유형 및 소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기관으로 금
융감독원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
해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을 통합하여 1999년
에 설립되었으며,「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근거하고 있는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었고, 다
만 위 법률 제18조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정관변경, 예산 및
결산승인 등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 권한을 행사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위 법률 제46조에 근거하여 정부의 출연금, 한국은행의 출연
금, 제38조 각 호 기관의 출연금, 제47조에 따른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
경비를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분담금에 대해 최근 감사원은 금융감독원 예산의 80%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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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감독분담금’이 감독서비스라는 용역제공의 반대급부인 ‘수수료’가 아니라
용역 제공과 무관하게 부과되는 금전지급의무인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
담금이라고 해석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담금 운용계
획서·보고서를 매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82)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감독원처럼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의 부담금이라는 논란이 있는 보편적‧포괄적인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례
는 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사례는 금융감독기구가 정부로부터 예산 및 조직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금융
산업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민
자도로 감독기구 사례에 원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감독기구 설립시
이익단체로서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결성되는 사업자단체는 사업비용 자체가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질적인 이해상충의 가능
성이 있어 적합하지 않다. 또한, 공공기관의 유형 중에서 공기업형과 기금신설
을 억제하고 있는 추세에서 기금법 개정이 필요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형
태를 취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게다가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어야 하는데83) 제3장에서 살
펴볼 타 공공기관의 설립사례와 직제상 정원을 참고할 때 본 법안에 따라 민자
도로감독원이 수행할 사무의 내용을 참고할 때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시 직제
상 정원을 50인 이상으로 승인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82) 뉴스원, http://news1.kr/articles/?3105916 (2017. 10. 24.)
83) 공공기관법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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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주요선진국들의 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한 거버넌스
본 절에서는 해외 주요선진국들이 민자도로 감독기구를 별도로 설치‧운영하
고 있는 사례를 찾고자 한다. 별도로 감독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정부가 민간
의 사업자단체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취하는 경우에는, 민자도로 사업자단체
가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사례조사 결과
를 국내 민자도로 감독기구 입법시의 시사점으로 참고하고자 한다.
참고로 항공분야에 존재하는 전세계 항공운송사업자들의 이익단체인 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와 같은 위상으로 민자도로사업자
(통행료를 징수하는 교량 및 터널을 포함)들의 범세계적 이익단체로 IBETTA
(The International Bridge, Tunnel & Turnpike Association)가 존재한다.
IBETTA는 1932년 설립되었고 현재 25개 국가의 민자도로사업자들을 포함하
여 교통인프라의 소유자 및 운영자들이 가입84)되어 있다.

1. EU의 사례
유럽평의회는 유료도로에 대해서 이용자부담 및 (오염물:배출가스) 원인자
부담의 원칙85)을 천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EU 차원에서는 1999년의 집행명
령86)에 따라 3.5톤 이상의 상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유료도로 이용 시 부담금
납부의무를 정하고 있다.
즉 각 회원국들은 국내법으로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고, 단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정도로 형평성을 잃은 징수나, 마스트리히트 조약

84) IBETTA, https://ibtta.org/about-us (2017. 10. 25.)
85) EU Commission, https://ec.europa.eu/transport/modes/road/road_charging_en (2017. 10. 25)
86) Directive 1999/6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June 1999 on
the charging of heavy goods vehicles for the use of certain infrastructures 및 이를 일부 수정한
Directive 2006/3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May 2006와
Directive 2006/3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May 2006
(https://ec.europa.eu/transport/modes/road/road_charging/charging_hgv_en (201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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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금지하는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 장기이용자와 단기이용자 사이의
불합리만 차별만을 금지87)하고 있을 뿐88)이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유료도
로에 대한 통행료 징수 정책은 아래 <그림 3-1>89)과 같다.

출처: EU집행위원회 홈페이지,
https://ec.europa.eu/transport/modes/road/road_charging/charging_private_vehicles_en

<그림 3-1> EU 회원국들의 유료도로 승용차 통행료 징수제도

87) EU 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transport/modes/road/road_charging/charging_private_vehicles_en
(2017. 1. 25.)
88) 이외에 EU는 모든 유료도로용자들이 1회의 전자적 지불로 회원국 내 모든 유료도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Directive 2004/52/EC에 근거하여 European Electronic Toll Service(EETS) 구현을 추진 중이다.
89) EU
집행위원회https://ec.europa.eu/transport/sites/transport/files/modes/road/road_charging/d
oc/tn_pv_charging.jpg (2017.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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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EU 차원에서는 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규율은 하지
않고 있다. 다만 EU 내에서 영업하는 민자도로사업자들은 EU 차원의 유럽 유
료도로회사 연합회격의 이익단체인 사단법인 ‘ASECAP90)‘를 결성하여 유료도
로사업 정책에 대한 EU 실행기구인 유럽위원회의 정책동향에 대응하고 있다.
ASECAP는 아래 <표 3-6>91)과 같이 20개국, 139개 회원사를 두고 있으며,
회원사들의 총 관리연장은 28,444km에 달한다. ASECAP는 1년에 4회 분기별
로 1~2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회원사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92)하고, 각 파트별로 필요시 수시 회의를 통해 통행요금, 표준, 안전, 환
경 등에 관련된 EU 및 각 회원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유료도로 유지‧관리, 운영
정책을 결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ASECAP는 전자징수장치를
장착한 차량이 유럽 어느 지역을 주행하든 지 요금이 자동으로 부과 징수되는
시스템 구축을 선언하고 추진 중93)이다.

90) European professional Association of operators of toll road infrastructures
91) http://www.asecap.com/members-statistics.html and ASECAP(2017) Bulletin Statistique
Statistical Bulletin (2017. 6. 22)
92) 한국교통연구원(2009), 「민자고속도로 통합운영체계 연구용역 국외출장보고서(김규옥)」, p.17-20
93) Position Paper on EETS (European Electronic Toll Service),
http://www.asecap.com/images/News/PDF/ASECAP-POSITION-PAPER-EETS.pdf
(201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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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ASECAP 회원국들의 유료도로 관리운영 현황
회원국
계
Austria
Belgium
Croatia
Denmark
Spain
France
Greece
Hungary
Italy
Norway
Netherlands
Poland
Portugal
Serbia
Slovenia
Germany
Morocco
Slovak Republic
Czech Republic

연합 회원사명
ASFINAG
N.V. Tunnel Liefkenshoek
HUKA
SUND & BAELT Holding A/S
ASETA
ASFA
TEO
AKA
AISCAT
NORVEGFINANS
N.V. Westerscheldetunnel
AWSA
APCAP
Public Enterprise Roads of Serbia
DARS d.d.
TOLL COLLECT GmbH
ADM
NDS
KAPSCH TS

출처: 한국교통연구원(2009),

회원사 수
139
3
1
4
2
33
17
1
3
23
36
1
3
6
1
1
1
1
1
1

관리연장(km)
28,443.8
2,103.7
1.4
1,163.5
34.0
3,378.4
8,444.7
916.5
865.0
5,654.7
664.2
20.0
120.0
1,556.2
603.0
457.2
12,531.0
815.0
334.3
1,180.0

「민자고속도로 통합운영체계 연구용역 국외출장보고서(김규옥)」, p.17~20

2. 프랑스의 사례
EU 회원국인 프랑스는 환경, 에너지, 국토개발(SOC포함) 등을 담당하는 대
한민국의 국토교통부에 상응하는 정부부처인 MEEDDAT94)가 유로도로에 관
한 행정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55년부터 고속도로 건설정책이 시작95)
되었으며, 최초 고속도로는 국가가 소유하고 공기업에서 건설‧운영관리 담당
하였으나, 2005년부터 정부가 운영하던 대부분의 유료도로 관리기관을 민영
화하였다. 프랑스의 유료도로 일반현황은 <표 3-7>과 같으며 2014년 기준으
로 프랑스의 고속도로 총연장은 11,882km에 달한다96).

94) ministère de l'écologie, de l'éner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 l'aménagement du
territoire (https://www.ecologique-solidaire.gouv.fr/ , 2017. 9. 19 )
95) 한국교통연구원(2009), 「민자고속도로 통합운영체계 연구용역 국외출장보고서(김규옥)」, 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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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프랑스의 유료도로 일반현황
범
관리회사

연장(Km)

교통량(대/일)

례

비고
13

4개사 건설중

2005

2006

2007

8,223.1

8,296.2

8,444.7

승용차

트럭

합계

22,989

4,428

27,417

휴게소

617

주유소

361

Toll 영업소

492

Toll 차로

4,528

ETC 차로

3,015

ETC 이용자수

2,450,000

수익(Million 유로)

7,383.60

Mont Blanc 터널 11.6km,
Frejus 터널 12.8km 구간은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1/2
구간씩 담당함.

잠정수치

출처: MEEDDAT홈페이지 및 한국교통연구원 국외출장자료 중 MEEDDAT 방문면담자료(2009)

프랑스의 유료도로는 국유재산이며, 아래 <그림 3-2>와 같이 운영권은 정부
와 민간사업자들에게 있다. Autoroutes of France 시스템97)으로 운영되는 민
자도로가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며98), 나머지 24%의 고속도로는 국
가가 무료로 운영 중99)이다.
또한, 유료도로관리를 총괄하는 정부부처인 MEEDDAT에 대응하여 프랑스
내 유료도로관리회사(17개사)의 연합기구인 ASFA100)가 유료도로 운영권 계
약 및 관리업무 및 대정부 교섭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96) 이상의 내용은 MEEDDAT 홈페이지 및 한국교통연구원(2009), 「민자고속도로 통합운영체계 연구용역
국외출장보고서(김규옥)」, p.8~13을 참조하여 작성
97) ASFA, http://www.autoroutes.fr/index.htm (2017. 9. 19)
98) ASFA, http://www.autoroutes.fr/FCKeditor/UserFiles/File/ASFA_cles17.pdf (2017. 9. 19)
99) 위 MEEDDAT 홈페이지 참조(2017. 9. 19. )
100) The Association of French Motorway Companies
http://www.autoroutes.fr/index.htm?lang=en (2017.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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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EEDDAT 홈페이지

<그림 3-2> 프랑스의 고속도로 관리주체별 비중

MEEDDAT 홈페이지 및 방문면담자료101)에 따르면 및 프랑스는 유료도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기간이 우리나라 유료도로법상의 최장 30년보다 장기
간인 60~70년이며, 운영기간 중 민자도로사업자는 정부에 교통량, 재정상태,
고객만족도 등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는 민자도로사업자를 수시
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등의 관리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민자
도로사업자는 운영조건의 변화 시에는 정부에 이를 고지할 필요가 있고 정부
는 변화요인 및 파급도 등을 파악하고 있다.
프랑스의 민자도로사업자는 관리운영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도로 관리상태
가 양호한 상태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관리운영권 만료 7년 전에 민간사업
자와 정부가 합동점검 하여 미흡사상을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민간투자
사업 기본계획 제54조의2 제2항에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3년 전에 시
설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편이다.
프랑스의 민자도로사업자는 건설재원조달과 관련해서는 정부보조금을 받

101) 한국교통연구원(2009), 「민자고속도로 통합운영체계 연구용역 국외출장보고서(김규옥)」, 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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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이를 대신하여 기존 도로구간의 위탁관리권을 설정받지만, 운영수입에
대한 MRG(최소수입보장) 등의 어떠한 보전장치도 없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
따라서 수요 추정에 따른 수익 책임을 지는 민간 회사는 수요 추정은 보수적으
로 할 유인이 있다.
일반적으로 민자도로 사업자와 5년마다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실시협약
에 해당하는 관리운영권 설정 계약조항을 수정할 수 있고, 이 때 새로 운영되
거나 건설되는 시설물 신규투자 등을 반영하게 된다.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1
년마다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이 때 정부와 정부와 민자도로사업자
는 통행료 인상폭에 대해 협상을 하며, 각각 1.5%에서 6.0%의 인상폭을 제시
한 채로 협의하여 보통 2~3% 범위에서 인상폭이 결정된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통행료 수준은 각 운영사별로 다르며, 동일한 회사
가 건설/운영하는 노선에서도 통행료 수준이 상이하나 ․주요 유료도로 구간의
평균 통행료(주행요율)는 0.07 유로/km (약 100원/km, 승용차 기준)이다102).
프랑스의 민자도로는 권역별로 유지 관리되는 형태를 띠고 있는 데 이것은
민영화 이전에 공기업으로 운영되어 왔던 역사적 유산이며 때문이며, 2005년
민영화되기 이전에는 우리나라 한국도로공사의 통합채산제와 같이 운영수익
이 높은 구간과 낮은 구간에 대한 교차 보전이 가능했다.
2005년 민영화시 같은 권역 내에서 수익성이 높은 노선과 수익성이 낮은
노선의 수익을 고려하여 노선 통합이 이루어 졌으며, 각 운영 회사가 독립적인
형태의 요금 징수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과거 공기업이 운영할 때 구축된 시스
템의 영향으로 상당부분 유사한 공통점을 지닌다. 개별 민자도로의 관리운영
권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만자도로사업자 간에 통행료 또는 통행구조 등을 조
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지만, toll grid를 추가하거나 교환하며
인근에 근접한 운영권 주체가 다른 유료도로 간에 자료 또는 이윤의 교환을
위한 쌍방 간 또는 다자 간 협약(protocol)이 존재한다103).

102) 한국교통연구원(2009), 「민자고속도로 통합운영체계 연구용역 국외출장보고서(김규옥)」, p.8~13 및
MEEDDAT 홈페이지 내용을 요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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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페인의 사례
세계 최대의 국제민간투자사업체인 VINCI104)사(社)가 소재한 스페인의 고
속도로 총연장은 약 9,000km이다. 이 중에서 유료도로는 3,378km이며 <표
3-8>과 같이 이 구간을 34개 민자도로사업자(터널만 관리하는 3개 사업자 포
함)만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한국도로공사와 같이 공기업 형태의 유
료도로 관리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스페인의 유료도로 통행료는 통행거리에
요금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거리비례제이며, 거리당 요금요율은 민자도로사
업자별로, 노선별로 상이한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105).

103) 한국교통연구원(2009), 「민자고속도로 통합운영체계 연구용역 국외출장보고서(김규옥), p.21~25
104) https://www.vinci.com/vinci.nsf/en/locations/pages/spain.htm (2017. 9. 19 )
105) 한국교통연구원(2008), 「고속도로 통행요금제도 해외사례 분석을 위한 해외출장 국외출장보고서(이훈
기)」, 스페인 ASETA(전국유로도로회사협회) 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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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스페인의 유료도로 일반현황
관리회사
연장(Km)

교통량(대/일)

34
2005

2006

2007

2,842.3

3,099.6

3,378.4

승용차

트럭

합계

21,486

3,624

25,110

휴게소

147

주유소

106

Toll 영업소

231

Toll 차로

2,253

ETC 차로

1,581

ETC 이용자수

1,038,695

수익(Million 유로)

1,992.46

출처 :ASETA 홈페이지106)

프랑스와 유사하게 민자도로 사업자협의체인 ASETA107)가 스페인의 경제
재정부108)의 관리감독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SETA는 경제재정
부의 감독 하에 유료도로 관리에 대한 정부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
며, 운영재원은 각 회원사가 출자하여 부담하고 있다.
스페인의 유료도로에 대한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은 최대 40년이며 공개입
찰에 의하여 관리운영권을 매각하고 있다. 민자도로는 민간사업자가 전액 투
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비에 따라 통행요금 수준이 다르게 결정된다. 무
료 고속도로의 경우 정부가 전액 투자하고 무료구간의 80%는 연방정부가,

106) http://www.aecarretera.com/en/ (2017. 12. 20. )
107)
http://www.aecarretera.com/en/servicios/servicios-al-socio/promocion-y-defensa-de-lacarretera/aseta-asociacion-de-sociedades-espanolas-concesionarias-de-autopistas-tune
les-puentes-y-vias-de-peaje (2017. 9. 19, )
108) Ministry of the Treasury and Public Function, http://www.minhafp.gob.es/en-GB/El%20
Ministerio/Paginas/El%20Ministerio.aspx (2017.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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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는 지방정부가 관리하고 있다109).

4. 이탈리아의 사례
이탈리아의 경우 <표 3-9>와 같이 고속도로 총 연장은 7,411km이며, 도로
분야 공기업인 ANAS110)가 관리는 933.4km의 무료도로와 24개의 민자도로사
업자들이 관리하는 5,654km로 이원화되어 있다. ANAS는 고속도로 뿐만 아니
라 교량, 도로 등 무료구간의 도로관리를 총괄하는 정부가 100%의 지분을 소
유한 공기업이다.
<표 3-9> 이탈리아의 유료도로 일반현황
구 분

연 장(km)

계

7,411.4
소계

유료도로

무료도로

소계

관리주체

5,654.7
2,854.6

Autostrade S.p.A.

2,800.1

기타 23개 민자도로사업자

933.4

ANAS

민간
회사
정부

출처: ANAS 및 AISCAT 홈페이지

민자도로사업자단체인 AISCAT111)는 기술적, 운영적, 법적 이슈에 직면한
민자도로사업자들이 설, 운영, 관리 시스템의 표준화, 도로운영 허가 및 표준
화된 협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이익단체로 1966년에 설립되었다. 이 단
체가 EU통합 후 ASECAP의 모태가 되었다112).
이탈리아의 민자도로에 대한 유료도로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30년이다. 정

109) EU, http://www.tolls.eu/spain (2017. 10. 26.)
110) Azienda Nazionale Autonoma delle Strade
111) Associazione Italiana Società Concessionarie Autostrade e Trafori (http://aiscat.it/english/
index.htm , 2017. 9. 20. )
112) 한국교통연구원(2009), 「민자고속도로 통합운영체계 연구용역 국외출장보고서(김규옥)」, p.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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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고정된 재정보고 비율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민자도로사업자가 예상
되는 통행료 수입만으로 운영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
약조건에 보조금 지급을 명시할 수 있다. 프랑스와 같이 통행료는 1년마다 협
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며, 통행료는 기본적으로 건설비와 운영비에 비례하나
차축간 거리, 차축수, 터널의 환경오염수준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5년마
다 국가와 협의하여 신규투자 등으로 인한 비용발생분을 요구하여 실시협약을
갱신할 수 있다113).
민자도로사업자가 징수하는 통행료의 일부는 단기간의 재정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활용하기 위해 Central Warranty Fund Devotion114)(CWFD:일종의
법에 의해 생성된 기금 또는 공제조합의 성격을 가지는 재원으로 경제제정부
장관에 의해 관리되는 자금)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거리비례제로 운영되는 이탈리아의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km당 기준요금에
위의 기여금 요율을 더한 다음에 운행거리(km)를 곱하고 나온 금액에 부가가
치세(VAT)를 더하여 산출된다. 참고로 경차에 대한 CWFD 요율115)은
€0.00155/km(이탈리아 자동차 분류의 A종과 B종), 중형차는 €0.00465/km
(이탈리아 자동차 분류의 3, 4, 5종)를 부과116)하고 있다. 민자도로사업자는
통행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만 하며,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22%117)
이다.

113) 한국교통연구원(2009), 「민자고속도로 통합운영체계 연구용역 국외출장보고서(김규옥)」, p.26~32
114) OECD,
http://www.keepeek.com/Digital-Asset-Management/oecd/industry-and-services/
financing-smes-and-entrepreneurs-2017/loans-guaranteed-by-the-central-guarantee-fu
nd-for-smes-in-italy-2007-15_fin_sme_ent-2017-graph192-en#.WfFpHrJ-qUk#page1
(2017. 10. 27.)
115) AISCAT http://www.crp.pt/docs/A18S103-5_1_EmanuelaStocchi.pdf (2017. 10. 27.)
116) AISCAT http://www.crp.pt/docs/A18S103-5_1_EmanuelaStocchi.pdf (2017. 10. 27.)
117) European Union VAT rates by Country,
https://www.vatlive.com/vat-rates/european-vat-rates/ (2017.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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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의 사례
미연방 50개주 및 컬럼비아 특별행정구를 포함한 전체 고속도로 총연장은
아래 <표 3-10>과 같이 4,154,727마일에 달하고, 그 중 연방고속도로는
1,022,568마일(24.6%)을, 민자도로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는 3,132,160
마일(75.4%)에 이른다118). 미합중국 국토부(DOT) 소속의 미연방고속도로국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FHWA)이 도로관리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연방고속도로국은 1966년에 설립되었고, 과거 건설된 주간연방고속도로
의 관리와 건설비용 조달업무와 산림 및 국립공원 관리기구에 대한 직접적인
도로관리비용 보조, 도로 안전 및 설계와 건설 연구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연방고속도로국의 재원은 목적세인 휘발유세이다119).

<표 3-10> 미국의 고속도로 관리현황
(단위: mile)

연방(보조)고속도로)
소유주체

정부 고속도로

기타

소계

민자고속
도로

총계

주간

기타

소계

비도시

28,990

96,674

125,664

541,642

준도심

2,776

14,762

17,538

54,155

71,692

151,011

222,703

도심

16,287

63,253

79,541

204,028

283,569

702,943

986,511

전체

48,053

174,690

222,743

799,825

667,307 2,278,206 2,945,513

1,022,567 3,132,160 4,154,727

출처: FHWA 홈페이지 2016. 12월 기준

미합중국 50개 주 중에서 35개 주가 유료도로를 운영하고 있고, 그 중 33개
주에는 민자도로 사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다. 2013년도 기준으로 미국 전체의

118) FHWA, https://www.fhwa.dot.gov/policyinformation/statistics/2015/hm16.cfm (2017. 10.
27)
119) FHWA, https://www.fhwa.dot.gov/highwayhistory/history_fhwa.cfm (2017.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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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130억 달러120)에 달한다. 다만 미국의 경우 앞서 살
펴본 유럽 각국과 달리 국내 민자도로사업자들을 위한 대표성을 지닌 사업자
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유료도로의 관리운영에 관한 연방 차원의 규제는 존재하지 않으
며 개별 주정부가 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율하도록 정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방보조고속도로 프로그램(The Federal-aid Highway
Program, Title 23 of the United States Code)121)의 경우 처음에는 연방정부
가 90%의 비용을 부담하는 무료도로 건설정책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정
부의 부담비율을 낮추고 민간투자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으로 추진
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보조하는 유료도로의 경우 6가지 형태의 가이드라
인122)을 권고하고 있다.

6. 일본의 사례
일본의 유료도로는 1956년 정부가 100%의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된 일본고
속도로공단(Japan Highway public Corporation)과 별도의 공법인인 도시고
속도로공단(Metropolitan Expressway Public Corporation), 한신고속도로주
식회사(Hanshin Expressway Public Corporation), 1970. 7. 1. 설립된 혼슈시코쿠대교(Honshu-Shikoku Bridge Authority)123)의 네 개의 공기업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유럽의 사례들과 달리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부터 무료고속도로 없

120) IBTTA, 「2015 REPORT ON TOLLING IN THE UNITED STATES」p.12
121) FHWA, https://www.fhwa.dot.gov/map21/docs/title23usc.pdf (2017. 10. 28)
122) Express Lanes Demonstration Program, High Occupancy Vehicle (HOV) Facilities,
Interstate System Reconstruction & Rehabilitation Pilot Program, Interstate System
Construction Toll Pilot Program, Title 23 USC Section 129 Toll Agreements, Value Pricing
Pilot Program 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https://www.fhwa.dot.gov/policyinformation/tollpage/history.cfm ((2017. 11 28.)참조 요망
123) http://www.jb-honshi.co.jp/english/company/profile.html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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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체계로 구축되었다.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징수
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추가 유료도로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식이었다. 도시
부의 높은 통행수요와 지방의 낮은 통행수요로 인하여 일본도로공단은 한국도
로공사와 같이 통합채산제(pooling system)를 취한 점도 특징이다.
일본의 유료도로 요금은 현금, 신용카드, 자동지불시스템(ETC)의 세 가지
방법에 의해 지불이 가능하며, 한국의 하이패스시스템에 해당하는 자동지불시
스템의 경우 톨게이트의 전용차로에 20km미만의 속도로 진입124)하면 된다.
이러한 일본의 유로도로 관리체계는 일본고속도로공단이 유료도로 운영수
입으로 운영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은행차입금이 계속 증가
하면서 누적부채가 무려 2조 700억 엔에 달하게 된다125).
(단위: 엔)

<그림 3-3> 일본고속도로공단의 수입 및 지출 현황 :1956~2003126)

하지만 고이즈미 정권 하에서 2001. 12. 19. 특수공기업들에 대한 재조직

124) http://www.driveplaza.com/ (2017. 11. 28)
125) Fumitoshi Mizutani & Shuji Uranishi 「Privatization of the Japan Highway Public
Corporation:Policy Assessment」, Paper for the 46th Congress for the Europ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2017
126) 전게서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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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재합리화 조치로 통칭되는 세 개의 유료도로 관련 법률127) 제정에 근거한
민영화 정책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05. 10. 1. 자로 일본고속도로공단을 동일
본 고속도로주식회사, 중앙일본 고속도로주식회사, 서일본고속도로주식회사
의 세 회사로 분할하고128). 한신고속도로공단129)과 혼슈-시코쿠대교를 민영
화하였다.
또한 정부가 보유한 일본고속도로공단의 지분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한 지
주회사격의 특수법인인 Japan Expressway Holding and Debt Repayment
Agency(이하 ‘JEHDRA‘이라 함)가 인수하게 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면 JEHDRA
가 승계한 일본고속도로공단의 부채를 상환130)하도록 하였다. JEHDRA는 민
영화된 3개의 유료도로회사에 일정 기간 동안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관리운영권 가치를 일종의 임대료로 징수하고 있으며, 3개의 유료도로회
사에 유료도로 건설 자금을 출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의 경우 유료도로사업을 민영화하였으나 이는 과다한 정
부부채의 감축 및 경영의 혁신을 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유료도로사업체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유럽의 사례와
같은 민간투자사업(PPP) 형태의 유료도로사업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자도로사업자 단체 또한 존재하지 않으며, 유료도로사업자의 지주회사 격인
JEHDRA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127) 高速道路株式会社法(Expressway Company Law), 独立行政法人日本高速道路保有・債務返済機構
法(Japan Expressway Holding and Debt Repayment Agency Law), 日本道路公団等民営化関係
法施行法(Law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Highway-Related Laws in Connection with the
Privatization of the Japan Highway Public Corporation) http://elaws.e-gov.go.jp/search/
elawsSearch/elaws_search/lsg0100/ (2017. 11. 28.)
128) http://global.c-nexco.co.jp/en/corporate/company/overview/ (2017. 11. 28)
129) https://www.hanshin-exp.co.jp/english/aboutus/outline/history/2000.html (2017. 11. 28)
130) 이러한 시스템은 IMF금융위기 당시의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부실채권을 인수하기 위한 기관으로 기존
한국산업은행법에 근거한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韓國資産管理公社,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로 전환한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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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민자도로 감독기구 설립방안 검토
1. 검토의 필요성
2017년 8월 14일 제20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나 법안(이하 ‘본 법안’일 ㅏ
함) 제23조의7 제1항이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근거 조문이나 구체적인 설립
형태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법안이 원안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을
거쳐 의원회 대안 등으로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본 법안에 대해 민자도로 사업자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131)이다.
따라서 본 법안 통과 시 후속작업을 시행할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의 정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본 법안에 명시된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방안과 재
원조달 방안에 대한 사전 검토를 수행하여 법개정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고,
민자도로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법리적 문제점이 없도록 미리 검토하여 차후
필요시 기관 설립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하의 논
의는 이러한 정책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적인 해결방안 제시를 주목적으
로 전개하고자 한다.

2.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형태
본 법안에서는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형태와 관하여 부칙 제3조(민자도로
감독원의 설립절차)를 통해 민자도로감독원 설립추진단 설치한 후에 민자도로
감독원이 이를 승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법안이 통과된 이후 국토교통부 또는 산하 공공기관이
물적 기초를 출연하여 (비영리)재단법인으로 민자도로감독원132)을 설립 후 1

131) 건설경제 2017. 9. 21. 자 보도 (http://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1709211
426584420555, 2017. 11. 10.)
132) 민자도로감독원이라는 명칭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 전에 ‘민자도로관리센터’나 ‘민자도로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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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후인 시행 시점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
하에서는 민자도로감독원의 가능한 설립방안을 검토하여 이러한 방식이 가장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 비영리 사단법인
첫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우선 법인(法人)이란
자연인과 같이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법인격을 인정받은 사람들의 단체 또는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말한다133).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
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134)를 말한다.
따라서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 이고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
해 형성된다. 사단법인은 임의해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단법인과 차이가
있다135).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 취지상 영리 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은 모순
이 되므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 제33조에 적시
된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요건은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첫째, 법인목
적의 비영리성, 둘째, 2인 이상의 발기인의 정관 작성 및 기명 날인이라는 설
립행위의 존재, 셋째,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 넷째,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에서의 설립 등기이다.
이 중 셋째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민법 제32조에서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자도로감독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민법 제32조에 근거를 둔 부령인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

등으로 수정될 수 있다.
133) 지원림(2010),「민법강의(제8판)」, p.118~125
134)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37021 판결
135) 지원림(2010),「민법강의(제8판)」, p.11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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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비영리법인의 서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의 요
구하는 서식들을 정하고 있다. 위 규칙 제3조 각 호를 보면 비영리 사단법인으
로 설립 시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정관, 재산
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임원 취임 예정
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 등
을 요구하고 있다136).
사단법인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사원총회에서 총 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
의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정수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민법
제42조),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대외적 의사표시 및 내부 사무처
리 활동을 담당하기 위한 사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법문상으로는 2인 이상의
사원을 요구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5~6인이 설립행위
에 참여하고 있다.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의 설립행위와 관련한 행위무능력 또
는 의사의 흠결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관에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재단법인
둘째,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재단법인은 비영리의 형태만
가능하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 및 조직을 가진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의
사와 일정의 재산을 출연(出捐)한다는 의사를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허
가 및 법인등기를 하여(민법 제43조) 설립할 수 있다.
재단법인은 사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민법 제47조) 정관변경 절차가 간
이하다. 재단법인은 정관변경시 정관에서 정한 변경방법에 따른 다음 주무관
청의 허가를 받으면 되고(민법 제45조 제1항, 제3항 및 제42조 제2항), 심지어
재단법인의 본질에 영향이 적은 것은 정관에 변경방법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136) 국가법령정보,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37671# (2017.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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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45조 제2항)
민자도로감독원이 비영리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면 민자도로
감독원은 차년도 이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1항에 따라 기
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으로 편입된다. 이 때 공공
기관 지정의 근거조문은 이후에 나올 재원조달 방안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경
우는 위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정부업무의 위탁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정부가 유
료도로법에 근거하여 설립 및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정부가 직접 또는
다른 공공기관이 30% 이상 출자한 경우에는 위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설립방법은 민법에 근거하여 비영리사단법인 또는 재단법
인을 설립한 다음에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을
규정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산하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단법인보다 재단법인의 설립절차가 간이하며,
민자도로감독원의 경우 향후에도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
으므로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 중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 다만 법개정 이전에는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가 물적 기초
출연을 위한 예산을 신청할 근거가 없으므로 법안 통과전 설립을 원할 경우에
는 기관의 설립비용에 대한 출연행위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

다. 국토교통부 내부 한시조직을 통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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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유료도로법개정안에서 택한 방법으로 본 법안 부칙 3조에서 정한
것처럼 국토교통부 내부의 한시적인 조직으로서 ‘민자도로감독원 설립추진단’
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 제2차관실 산하의 항행안전팀, 민자철도팀과 같은 과내 존
속기한 미정의 한시조직이 존재하며, 대통령령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3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에 기반하여 제56조의2에 근거한 자동차관
리관과 제57조에 근거하여 서울세종고속도로팀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과
2020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두고 있다137).
또, 2017. 7. 4. 출범한 국토교통부 제1차관실 소속으로 2022년까지의 존속
하는 국장급인 단장 이하 5개과 44명 규모의 ‘도시재생사업기획단’138)이나,
제2항공교통센터 및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의 건립과 운영 준비를 위하여
2014. 4. 2. 자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 2017. 1. 31.까지 존속하는 한시조
직으로 항공통제센터사업팀(4급 서기관인 팀장 포함 총 7명)을 두었던 사
례139)도 존재한다.
기관의 설립 규모나 준비기간과 난이도를 감안할 때 ‘항공통제센터사업팀’
과 같이 4급 서기관을 장으로 하는 팀 단위 규모의 한시조직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위해서는 감독원의 설립 및 초기운영 재원을 재정으로 부담해
야 한다. 이 방안은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국회의
결을 거쳐 공포될 때, 부칙에 설립준비기구의 설치근거를 두고, 이를 근거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137) 국가법령정보,
http://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3%80%8C%EA%B5%AD%ED%86%A0
%EA%B5%90%ED%86%B5%EB%B6%80%EC%99%80%20%EA%B7%B8%20%EC%86%8C
%EC%86%8D%EA%B8%B0%EA%B4%80%20%EC%A7%81%EC%A0%9C#undefined , 2017.
11. 28
138) 2017. 7. 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
1&id=95079384 , 2017. 11. 28)
139) 대통령령 제25287호로 개정되었고 2014. 4. 2. 자로 시행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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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토교통부 산하 책임운영기관으로 설립
유료도로법 개정안에서는 제외된 방안이나 민자도로감독원을 정부기관인
국토교통부 산하 책임운영기관으로 설립 및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
다. 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면서
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
한다140).
즉 민자도로감독원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설립될 경우 현재 국토교통부 도로
국 도로투자지원과 업무가 민자도로감독원으로 이전되게 된다. 이 업무성격상
경쟁 원리가 필요한 사무는 아니고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해당할 것이다.
책임운영기관법 제2조 제3항의 각호 중에서 민자도로감독원의 사무성격에
맞는 유형은 제1호의 조사연구형 책임운영기관 또는 제5호의 시설관리형 책
임운영기관이라고 판단된다. 이들 두 가지 유형은 모두 책임운영기관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이다141).
참고로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1]을 참고하여 두 가지 책임운영기관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아래 <표 3-11>과 같다.

14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141) 중앙책임운영기관은 특허청 1개 기관만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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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조사연구형 및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
구 분

소속책임운영기관

조사 및
품질관리형

국립종자원, 국토지리정보원, 항공교통본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경인지방통계청, 북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항공기상청

연구형 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수산과학원, 통계개발원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기상과학원

-

해양경찰정비창, 국방전산정보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조사연구형

시설관리형

출처: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1] 참고

책임운영기관법 제4조 제1항의 설치요건을 보면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
적·집행적 성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성과 측정기준을 개발하
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무’ 또는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무’일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어서
도로투자지원과를 책임운영기관인 민자도로감독원으로 설치하면서 그 하부조
직의 설치와 사무의 분장을 정하는 ‘기본운영규정’을 미리 정하면 된다.
참고로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소속․직무 및 총정원의 한도를 살펴보면 정원이
가장 적은 기관은 해양수산부 산하의 해양수산인재개발원으로 24명이고, 가
장 많은 기관은 경찰청 산하의 경찰병원으로 483명이다142). 그리고 국토교통
부 내 설치된 책임운영기관 및 인원 현황은 아래 <표 3-12>와 같다.

142) 책임운영기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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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국토교통부소속 책임운영기관
명칭

직무

총정원
한도

국토지리정보원

측량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측량 관계 법령의 운영·
연구 및 제도개선과 그 이행, 국가 측량기준의 설정 및 기
준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113명

항공교통본부

비행정보구역 내의 항공기 관제 제공, 경보업무, 비행정보
및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기 수색구조업무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공역관리, 항공교통 흐름 관리에 관한 사항 등

157명

출처: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별표2] 및 기관 홈페이지

민자도로감독원을 국토지리정보원이나 항공교통본부와 같이 별도의 책임
운영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현행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제17조(도로국)에 열거된 도로국에 속하는 사무 중에서 도로투자지원과의
사무로 구분되는 사무인 제17조 제3항 제7호부터 제9호143)를 민자도로감독
원에 이전하면 된다.
문제는 도로분야의 민간투자 유치사업의 계획 및 시행, 실시협약, 실시계획
승인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국 내부에서 도로정책과․간
선도로과․도로운영과․첨단도로안전과 등의 다른 과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들
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만약 도로투자지원과의 업무가 책임운영기관으로 이전된다면 타과
와 대등한 협의가 진행될 수 없으며, 도로투자지원과가 담당하던 집행사무가
아닌 정책결정기능은 소멸 또는 대폭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도로분야 민간투자사업을 진흥하고 관
리운영상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있는 도로투자지원과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전
환하는 것은 정부의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방안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

143) 7. 도로 분야 민간투자 유치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도로 분야 민간투자 유치대상사업·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9. 도로 분야 민간투자 유치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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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시 주요 검토사항
가. 법인 설립 시점
민자도로감독원을 비영리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은 유료
로법 개정 이전에도 가능하다. 우선 ‘민자도로협회(가칭)‘ 또는 ‘민자도로센터
(가칭)‘를 설립한다. 이후 출연 및 출자기관의 설립자금과 국고보조사업 중 지
원대상 기준으로 볼 때 개인 또는 법인의 시설운영이나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
는 민간보조금 사업을 통해 기관 운영을 하면서 기관의 사업수행 실적 및 성과,
안정적인 수행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며 유료도로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이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부의 예산으로 법인 설립비용을 출연할 수 없
다는 점인데, 항공안전기술원 등의 사례를 보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도로와
연결된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체계의 안정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출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사후설립을 할 경우 본 법안 부칙 제3조에 민자도로감독원 설립추진단을 설
치하고 출연할 자본금 및 설립에 필요한 운영비용을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있
도록 하여 정부의 재정으로 설립준비를 위한 예산 및 인력투입의 근거를 만들
수 있다.
아니면 법안 부칙 제1조에 따라 시행일까지 1년의 시간이 있어 법안 통과
후 설립행위 가능하므로 사전 설립의 경우와 유사하게 개정된 유료도로법이
시행되기 전에 산하기관의 출연행위를 통해 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민자도로감
독원의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자의 방법을 취할 경우 기관의 물적 기초를 출연하고 설립행위에 관여하
는 공공기관의 조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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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공공기관 지정
본 법안에에 따라 설립될 민자도로감독원이 어떠한 설립형태를 취하더라도
신설되는 민자도로감독원은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제1항의 공공기관에 해당
하게 된다. 제1호의 사유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하고 정부가 출연하지
않았더라도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기구라는 기관의 목적상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50%의 지분이나 30%이상의 지분과 임원 임명
권한의 행사144)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는 공공기관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을 말한다. 준시장적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하고 총 수
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50%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이면서 공기업이 아닌 준정부기관 중 기금관리형 준
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이며, 그 외의 준정부기관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라 한다. 그
리고 나머지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기타공공기
관’에 해당하게 된다. 이상의 분류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을
구분해보면 아래 <표 3-13>와 같다.

144)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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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유형별 분류
기관분류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관명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
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
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기타공공기관

㈜워터웨이플러스, ㈜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

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
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원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145)

본 법안에 따르면 민자도로감독원은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
영을 위하여 민자도로의 교통수요, 적정 통행료, 실시협약 관련 자문과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수납 및 징수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업무의
성격상 공기업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고, 기존에 설치된 기금을 관리하
는 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신규 기금을 설치하면서 관리기관으로 선정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직제상 정원이 5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정부부처의 업무 중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행정사무를 법령에 근거하여 정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형태는 <표 3-14>과 같다.
국토교통부 소속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직제상 정원과 예산규모를 고
려할 때 신설되는 민자도로감독원을 처음부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설
립하고자 한다면 설립 및 운영비용 마련과 기획재정부와의 공공기관 신설 타당
성 평가 및 업무협의 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145)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조직도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213/DTL.jsp (2017.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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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국토교통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예산 및 정원
기관명

직제상 직원 정원(명)

교통안전공단

2017년 예산규모(억 원)

1,411

2,864

122

267

한국국토정보공사

3,958

6,216

한국시설안전공단

496

614

한국철도시설공단

1,466

104,453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출처: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146)

따라서 민자도로감독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합하다. 국토
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 ‘항공안전에 필요한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타공공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과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초 공공기관운영위
원회를 개최하여 그 해의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한 후 장관 고시로 공공기
관운영법상 관리대상인 공공기관의 명단을 공표147)하고 있다.

4. 유사한 공공기관 설립 사례
다음으로 참고가 될 수 있는 유사한 공공기관 설립정보를 조사한 후 주요
내용들을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별도로 각주가 표시되지 않은 사
항들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148)에서 기관별 공시사항을 확인한
바임을 미리 밝혀둔다.

146)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 http://www.alio.go.kr/home.do (2017. 12. 20. )
147) 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 보도자료 (http://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
6rI0Kp5Yn8HBLhbEVCx7Rw+x.node40?searchBbsId1=&searchNttId1=MOSF_000000000
007404&menuNo=4010100, 2017. 12. 20)
148)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 http://www.alio.go.kr/home.do (2017.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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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공안전기술원
2013. 1. 10. 시장형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가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 출연하여, 2013. 4. 19. 자본금 15억 원. 양 공항공사의 지분
율 각 50%로 민법상 재단법인 항공안전기술센터를 설립하였다. 항공안전기
술센터는 2014. 1. 24.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13. 11. 25. 정부는 항공안전 관련 인증과 항공사고 예방에 필요한 결함
분석·국제표준화 기술 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
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항공안전기술원을 설립하고, 항공안
전기술원의 사업범위,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근거,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승
인, 결산보고 등 항공안전기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149)으로
「항공안전기술원법안」을 제출하였다.
2014. 11. 22. 「항공안전기술원법」이 공포되었고, 같은 해 11. 24. 시행되
었다. 이에 따라 재단법인인 항공안전기술센터는 해산 후 기타공공기관인 항
공안전기술원이 설립되었다.
항공안전기술원의 대표자는 원장으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
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항공안전기술원의 운
영재원은 정부출연금과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구조상 결함분석 및 개선방
안 연구비용, 항공안전 관련 인증 및 증명비용, 국가공인 비행시험 응시수수료
및 시설운영관리비용, 항공사고 예방기술 개발 및 항공안전 국제표준화 기술
연구 등의 위탁 수행비용 등이다.
항공안전기술원의 직제상 정원은 상임임원인 원장을 포함하여 56명이고,
2016년 예산은 36.7억 원, 2017년 예산은 기타 수입 97.16억 원으로 인해 예
외적으로 증가한 213억 원(기본사업 20억, 수탁사업 90억)이다. 최근 5년 간의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출연금․보조금․부담금 등의 정부 직접지원 수입은 없으
며, 사업수행이 주요 수입원임150)을 확인할 수 있다.

149)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항공안전기술원법안(의안번호:1908017) 의안원문 중 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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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저작권보호원
2013. 7. 16. 제19대 국회 윤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
률안」과 2013. 7. 26. 이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하여 제안하면서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
권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업무를 통합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
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2016. 3. 22.자로 개정된 저작권법 제8장의2 제122조
의2에 근거하여 2016. 3. 28.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에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
추진단이 발족151)되었다.
2016. 9. 30. 앞의 두 기관의 법률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한국저작권보호
원이 설립되었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출연한 금원인 임차보증금 1.8억 원 및
현물 약 11억 원을 물적 기초로 하였다. 2017. 1. 26.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되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대표자는 원장이며, 원장을 포함한 직제상 정원
은 79명이다. 설립된 해인 2016년의 예산은 정부직접지원 보조금 35억 4천만
원이었고, 2017년 예산은 141.1억 원(기관운영예산 약 49억 원, 사업운영비
92억 원)이다.

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13. 5. 29.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발의하여, 법명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의결하면서 부칙 제4조에서 산림복지문
화재단 포괄 승계하여 설립하도록 하였다. 진흥원 설립시 산림청 내부에서 한
국산림복지진흥원 추진단이 설치152)되었다. 2016. 3. 28. 공포 및 시행한 산

150) 항공안전기술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popReportTerm.do?
apbaId=C0900&reportFormRootNo=31401 , 2017. 11. 28)
151)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보도자료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
iew.jsp?pSeq=15066 , 2017. 11. 28)
152)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http://fowi.or.kr/user/bbs/bbsView.do?bbsManageId=23&bbsId=
820,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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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복지법 제5장 제49조 제1항 및 부칙 제2조에 근거하여 2016. 4. 18. 자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설립하였다. 이후 2016. 7. 30. 개정된 산림자원법 부
칙 제2조에 따라 녹색사업단도 포괄 승계하였으며 2017. 2. 2. 기타공공기관
으로 지정153)되었다.
한국삼림복지진흥원은 산림청이 출연한 1천만 원과 후에 포괄승계한 녹색
사업단의 기본재산 740.7억 원을 물적 기초로 하고 있다. 진흥원의 상임임원
2명을 포함한 직제상 임직원 정원은 150명이며, 2017년의 예산은 770억 원이다.

라. (사)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은 2011. 9. 20.자로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비영리사단
법인으로 출범하였다. 정관상 설립목적에 따라 2012~2017년 고용노동부로부
터 국가기술자격검정 집행업무 위탁사업자로 선정되어 위탁업무 수행하였으
며 2017. 1. 25.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연한 1천만 원의 자본금을 물적 기초로 하며, 한국산업
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임차보증금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이익도 누리고 있다. 상임임원인 원장을 포함하여 직제상 정원은 106명이며,
국가기술자격검정 재위탁사업업무를 통해 대부분의 수입을 올리며 2017년 예
산은 140.7억원154)이다.
(사)한국기술자격검정원의 경우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법률에 근거한
공공기관으로 전환하지 않은 채로 고용노동부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
력공단을 거쳐 재위탁하는 간접위탁방식으로 정부업무를 위탁한 사례이다. 이
경우 법률에 ‘국가기술자격검정’ 업무를 정부대행사업으로 위탁하는 대상기관
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령의 개폐없이 재위탁 대상자가 바뀔 수 있으

153)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popReportTerm.do?
apbaId=C1055&reportFormRootNo=10101, 2017. 11. 28)
154) (사)한국기술자격검정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popReportTerm.do?
apbaId=C0893&reportFormRootNo=10101 ,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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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재위탁 업무에 기관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기타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해당 업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마. (재)한국보육진흥원
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은 2009. 12. 23.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
고 2010. 2. 5. 개원하였다. (재)한국보육진흥원은 2010. 2. 24. 보건복지부로
부터 중앙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업무를 위탁받았고, 2011. 7. 6.에는 공공
형어린이집 사후품질관리 사업을 2012. 1. 1. 드림스타트사업지원 업무를 위
탁받는 등 공공기관 지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2012. 1. 31.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155)되었다. (재)한국보육진흥원의 상임임원인 원장을
포함한 직제상 임직원 정원은 328명이고, 2017년 예산은 155.4억원(정부보조
금사업 102억 원, 사업수입 48억 원)이다.
2013. 5. 2. 제19대 국회에서 류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보육진흥원법
안」은 보육에 관한 조사․연구, 보육교직원의 교육․연수, 보육 관련 프로그램․교
재 개발 등 각종 보육관련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국보육진흥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문위원 검토 결과156) 기존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해
온 ‘보육교직원 자격검정 업무’를 기관의 고유사업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주무부처 협의 미진, 기관 사업 범위 중 보육과 관련한 연구 조사(표준보육과
정, 보육실태조사 등)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
소’와 중복되는 점,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수탁사업을 고유사
업화하기 부적절한 점, 현행 「영유아보육법」제8조의 ‘보육개발원’의 설치근거

155) (재)한국보육진흥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popReportTerm.do?
apbaId=C0849&reportFormRootNo=10101 , 2017. 11. 28)
156) 한국보육진흥원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재인 검토보고(의안번호 제4788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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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의 삭제 필요성 검토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교육부가 관장하는 유치원과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통합 관리 여론이 높아 보육사업 구
조의 전반적인 개편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 등도 입법 전에 고려할 사항으로
언급하였다.
이러한 검토의견의 영향으로 이후 「한국보육진흥원법안」에 대한 추가 검토
는 이뤄지지 않아 제19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인하여 자동폐기된 상황이고,
제20대 국회에서는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사례를 통해
무위탁을 근거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후에도 개별법에 근거한 특수법인
으로의 전환은 수행업무에 대한 사회적 여론의 강도와 고유사업화의 필요성,
기존에 존재하는 공공기관과의 업무중복,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해온 업무
를 고유사업화 할 경우 업무분장의 명확화, 특수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마련과 기존 민법상 법인의 재산 승계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하며, 입법을 통한
특수법인화 과정에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유관정부부처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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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한국원자력안전재단(舊한국방사선안전재단)
2012. 10. 26.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민법상 재단법인 한국방사선안전재
단이 설립되었으며 2015년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15. 12. 22.
개정되고 1년 후인 2016. 12. 22.부터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 제1항
에 근거하여 위 재단은 2015. 11. 재단법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 명칭을
변경 후 개정된 법률 시행 전인 2016. 12. 2.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 한국원
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157).
舊한국방사선안전재단은 설립 직후인 2012. 12. 24.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관리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었고, 같은 날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수출
입 신고업무 위탁기관’이자 ‘방사선 관련 안전교육 위탁기관’,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신고의 기록관리업무 위탁기관’으로 총 4건의 업무
를 위탁받아 수행하여, 기관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는 물적 기초를
확보하였다. 이후 2013년에는 ‘원자력안전 R&D 연구관리 전문기관’과 ‘생활
주변방사선전문기관’, ‘방사선작업종사자 기본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정
부 업무의 위탁 확대를 꾀하여 온 사실158)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업무는 위 법 제7조의2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재단 내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명
시159)하였으며, 비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출연하도록 하였다. 직제상 정
원은 상임임원인 이사장 1인을 포함하여 총원 50명이다. 2017년의 수입 106
억 원가량으로 이 중 출연금 재원이 75.6억 원이고, 위탁사업 수입이 15.4억
원 가량이다. 지출의 경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가 49억 원, 사업비가 55억
원 가량이다.

157)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공공기관 알리오 (http://www.alio.go.kr/popReportTerm.do?apbaId=C09
32&reportFormRootNo=10101 , 2017. 11. 28)
158) 한국원자력안전재단 (https://www.kofons.or.kr/INTRODUCTION/history.do?menuNo=1040
000, 2017. 11. 28)
159)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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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결
본 법안 제23조의7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민자도로감독원에 구애받지 않
고 민자도로감독원의 적절한 설립형태를 검토한 결과 해외 사례에서는 민자도
로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는 이익단체가 정부 및 지자체의 상대방 형태를 취
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였고, 중앙정부 조직외에 별도로 관리감독기구를 두고
있는 입법례는 찾지 못하였다.
국내 공공기관의 분류체계상 적합한 형태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이나, 민자도로 감독원의 수행 업무를 보았을 때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확실하고, 직제상 직원 정
원을 50인 이상으로 할 경우 입법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타 공공기관’의 형태가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다.
또, 법인 설립의 방법으로는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으나 설립절차가 보다
간이한 재단법인이 비영리사단법인보다 선호된다.
국내의 교통분야 및 타 분야의 유사한 공공기관 설립사례를 살펴본 결과 근
거법이 존재하는 법정기관인 기타공공기관과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으로 존재하는 기타공공기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기타 공공기관
들은 주무관청의 출연금과 정부위탁사업 및 보조금사업 등을 통해서 인건비․
경상비․사업비 등을 충당하고 있으며, 법률에 해당 기관의 고유사업으로 명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사업 등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부터 법정기관으로 설립되지 않고 민법상 법인으로 설립된 후 다수의
정부위탁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실적 및 기관의 전문성을 입증하여 법정기관화
의 동력을 확보한 이후에 입법을 추진한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법인의 법정기관화보다 존재하지 않는 조직을 설계하여 법정기관으
로 존립근거를 두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민자도로감독원도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한 이후에 유료도로법 개정을 통해 법정기관화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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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설립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국회를
통한 입법을 통해 법정기관으로 설립되는 공공기관들의 증가에 따라 민법상
법인으로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의 법정기관화에 제약이 있는 사실을 ‘(사)한국
기술자격검정원’과 ‘(재)한국보육진흥원’을 통해 확인한 바, 이러한 법정기관
화가 지연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상의 논의를 다시 한 번 요약하면 민자도로감독원은 유료도로법 개정안
의 통과전에 ‘재단법인 민자도로관리원(가칭)’과 같은 형태로 민법상 재단법인
으로 설립하여 정부업무의 위탁수행 및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후 본 법안
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유료도로법이 개정되면 ‘민자도로감독원’으로 개
칭된 법정기관으로서 법률에 명시된 고유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설립방법을 전제한 이후에 민자도로 감독원의 기관
구성과 설립 및 운영비용 조달방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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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민자도로감독원의 대표기관
민자도로감독원의 대표기관은 크게 독임제 또는 합의제 중에서 선택이 가
능하다. 정부조직법 제5조는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
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은 의사결정구조를 기준으로 독임제와 합의제로 구분되는데, 우리
나라에서 독임제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적 형태는 부(部)·처(處)·청(廳)이고, 합
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적 형태는 행정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160). 독임제는
최고결정자 1인의 책임과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 합의제는 여러 사람
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 조직의 의사결정권을 부여하고, 그 운영 또는 행정이
여러 사람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직형태를 갖는다. 합의형 또
는 다수지배형이라고도 부르며, 독임제와는 상반되는 개념161)이다.
독임제행정기관은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무의 통일성, 신속성, 융통
성, 비밀성 등을 확보하는 장점을 가지는데 대하여 합의제기관은 참여를 통한

160) 국가기록원, 인사/조직 행정위원회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5953 , 2017. 12. 7)
161) 국가기록원, 인사/조직 독임제
행정기관(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9271&pageF
lag=, 2017. 12. 7)

84

민주성, 신중성, 독립성 등의 장점을 가진다162). 행정조직은 원칙적으로 독임
제 기관으로 구성되나 독립성, 공정성, 신중성, 민주성 내지 참여의 폭을 넓혀
민주적인 정당성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양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수렴할 필요
가 있는 경우 등에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다163).
전통적인 정부조직이 수직적․계층계적인 성격임에 반해 위원회 형태의 합의
제 조직은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특정 주제를 심의하고
결정한다. 즉,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다룬다. 둘째, 합의성을
띤다. 풀어서 설명하면 특정 부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참여자들
이 집단적으로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164).
이러한 독임제와 합의제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민자도로감독원의 대표기관
구성방법을 검토해 보면 둘 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법안 제23조의7조에서는 민자도로감독원의 대표기관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1. 독임제 대표기관
민자도로감독원을 독임제 조직으로 할 경우 직제상 정원이 50인 이하로 예
상되는 민자도로감독원의 규모를 감안할 때 앞서 살펴본 다른 기타 공공기관
설립사례를 참고하면 상임 임원인 원장 1인과 비상임 임원인 감사 1인은 필수
적으로 본 법안 통과시 예상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명시되
어야 한다.
또한 원장을 포함하여 3인~11인 이하로 홀수인 이사를 두도록 한 타 공공
기관의 설립 근거법 입법례를 참고하되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근거법령
162) 국가기록원, 인사/조직 행정위원회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5953 , 2017. 12. 7)
163) 국가기록원, 인사/조직 독임제
행정기관(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9271&pageF
lag=, 2017. 12. 7)
164) 정병걸․성지은(2012), 「과학기술정책조정과 합의제행정위원회」과학기술정책 제189호,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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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를 ‘상임이사’로 명시하지 않는 것이 조직 운영상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
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대표자인 원장의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3조에 근거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출연연 기관장 임명 사례를 참고하되 아래
<표 4-1> 공공기관 임원 선임절차165) 중 준정부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원 후보들을 3~5배수로 추천한 다음 주무부처
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절차적 공정성을 도모하는데 바
람직하다.

<표 4-1> 공공기관 임원 선임절차 일람
기관

직위
기관장

임원추천위원회
임명

감사

임원추천위원회
임명

공기엄
상임이사

준정부
기관

임원 선임절차

→
→

임명

비상임이사

임원추천위원회
임명

기관장

임원추천위원회
임명

감사

임원추천위원회
임명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
→
→

→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임명
임원추천위원회

임명권자
- 대통령(대규모)
- 주무부처장관
- 대통령(대규모)
- 기획재정부장관
기관장
기재부장관
- 대통령(대규모)
- 주무부처장관
- 대통령(대규모)
- 기획재정부장관
기관장

→ (대규모) 임명

주무부처장관

※ 공기업 중 ‘대규모’의 기준은 총수입액 1조원 이상, 직원 정원 500명 이상인 기관이며, 준정부기관 중 ‘대규모’의
기준은 총수입액 1조원 이상, 직원 정원 500명 이상(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자산규모 기준)인 기관과
독립기념관, 근로복지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742호

165) 이수진(2013), 「공공기관 임원 선임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제7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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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독임제 형태를 취할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증진되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원장이 강한 대표
권을 행사할 수 있어 국토교통부의 정책 의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만 5년 단임제인 권력구조 하에서 정권 교
체 시 공공기관운영법에서 보장한 기관장의 임기 3년 보장이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기관장의 성향에 따라 독단적인 의사결정의 여지가 상대적으
로 큰 부분을 이사회 및 감사를 통해 견제할 필요가 있다.

2. 합의제 대표기관
민자도로감독원을 합의제 기관으로 구성할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법령 사
항은 아니지만 행정기관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조직법 제5조에서
정한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
영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기관 위원회법’이라 함)」제5조 제1항 각호의 네 가
지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볼 때 본 법안 제23조의7 제2항의 민자도로감독원의
업무 중 제1호의 ‘적정통행료의 산출 등 실시협약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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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업무는 실시협약이 수천억 원에서 수 조원에 달하는
민자도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내용을 정하는 역할을 한
다는 점에서 위 행정기관 위원회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
족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부분이 현재 민
자도로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의 업무와 중첩된다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제3호는 같은 정부기관 내에서의 업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정부기관이 아닌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
행하거나 대행하는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는
지 여부는 합의제 위원회 설치의 제약요건이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제4호의
업무의 ‘계속성과 상시성’은 민간투자법 및 유료도로법에 근거하여 도로분야
의 민간투자사업이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으며, 국가의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대한 재정계획상 재정소요로 충당할 수 없는 도로인프라 수요를 민간자본으로
보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문제되지 않는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자도로감독원의 대표기관을 합의제인 위원회의
형태로 설치할 경우 위원의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홀수로 구성하는데 헌
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
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총 9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헌법
기관인 감사원의 경우 대한민국헌법 제98조 제1항에서 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감사원법 제3조에
서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했다. 즉 위원회의
정수는 원장을 포함하여 5~9명 가량의 홀수로 정하고, 상근하는 상임위원의
경우 50명 이하로 예상되는 직원의 정수를 고려하여 따로 명시하지 않거나 3
명 이하의 최소한의 숫자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금융위원회법을 보면 제4조 제1항에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면서 당연직 위원과 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 법률로 정하여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설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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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
위원장 각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금융감독원 원장
3. 예금보험공사 사장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명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
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
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政務職)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제1항제5호
의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제1항제6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제1항제5호의 위원 및 제15조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
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⑥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아니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과 같이 법률상으로는 당연
직 위원이나 위원의 분야별 인원 배분 등을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 또는 시행규
칙에 위원의 분야별 배분 및 위촉요건을 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게임산업법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①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생략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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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문화산업·청소년·법률·교육·언론·정보통신 분야
에 종사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에서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1조(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추천) ①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1.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관련 단체
2.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법률관련 단체
2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진흥관련 단체
3.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4.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7.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발전과 언론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다. 비영리민간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3인의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자가 고르게 구성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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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에서 명시한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목적은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이므로 민자도로감독원의 대표기관을 합의제인 위
원회로 구성할 경우 도로의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의 제반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고르게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법안 제23조의7 제2항 각호에 명시된 민자도로감독원의 업무를
고려할 때, 최소한 다음의 다섯 개 분야에서 5명(분야별 1명씩) 내지 9명(분야
별 1~3명씩)의 위원을 두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에서 도로분야의 규제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서기관
급 이상의 공무원(중앙부처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도
로의 설계 및 시공분야의 토목전문가(도로 및 교량의 설계 및 시공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분야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는 금융 및 회계분야 전문가(공인회계사로서 금융 및 회계분
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학계 또는 연구계의 토목공학 및 교통공
학, 교통물류 등의 전문연구자(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교의 전임교원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관 또는 변
호사(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그 외에 민간투자사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필수적으로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회계 및 금융 전문가와 민간투자사업 업계 경력자의 경
우 1~2인이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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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비용 조달방안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본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방식에 따라 민자도로감독원
의 설립비용을 출연하는 출연기관이 달라지게 된다. 이 절에서는 민자도로 감
독원의 설립비용을 조달하는 방안에 대해서 설립방식을 고려하여 네 가지 시
나리오를 나누어 검토해보았다. 다만, 제3장에서 검토한 설립방안 중 정부조
직으로 남아 있어 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를 재정으로 조달하는 책임운영기
관으로 설립할 경우는 정부조직의 변경만 있을 뿐이고 별도의 설립비용이 필
요하지 않거나 재정으로 조달하게 되므로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제1안 : 민자도로감독원설립 추진단을 통한 정부 출연
제1안은 본 법안 부칙 부칙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방법이다. 근거
하여 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될 경우 비용예산추계서166)에 근거하여 개정법률
시행 전에 차년도 예산편성 및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을 살펴보면 각 부처는 매년 1월 31일까지 기획재
정부에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재정운용계
획을 수립하게 된다. 시기상 기획재정부는 매년 3월 31일까지 예산안편성지침
을 작성‧시달하고, 각 부처는 매년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작성 및 제출한
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차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
하여 매년 9월 3일까지 차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167).
따라서 민자도로감독원 설립을 위한 설립비용 출연과 추진단 설치를 위한
예산소요를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유료
도로법 개정안의 시행일을 법안 공포 후 1년 후로 두어야 한다. 본 법안의 부
칙 제1조는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이러한

166)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상 제출 여부가 기재되어 있을 뿐 비용추계내역은 확인하지 못함
167) 국가재정법 제2절 예산안의 편성(제28조 내지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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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본 법안은 민자도로감독원설립추진단의 설립 작업 완료 후 부칙 제3조에 근
거하여 추진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기타공공기관인 민자도로감독원으로 승
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본 ‘한국선림복지진흥원’
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경우 산림청과 문화체육부 내부에 한시조직인 설립
추진단이 설치되어 기관 설립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재정으로 직접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비용을 출연할 경우 산하
기관의 설립비용 출연시와 달리 산하기관의 조직논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
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본 법안 통과시점 전까지는 기획재정부에 설립비용을 예산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민법상 재단법인 설립 후 유료도로법에 근거한 법정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제20대 국회의 임기 내에 본
법안 통과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지가 강력
하더라도 설립비용의 예산안 반영 문제 때문에 임기만료시점까지 아무런 실질
적인 성과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들어 공공기관법에 명시된 공공기
관운영위원회의 공공기관 신설 타당성 심사제도를 거치지 않고 개별법의 제‧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168)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제2안 : 교통안전공단 출연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79년 제정된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근거하여
1981. 7. 1. 설립한 국토교통부 소속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교통안전

168) 바른사회시민회의(2017), <공공기관 법정(특수)법인 법정근거 설치현황>, 2017. 4.
12.(http://www.cubs.or.kr/new/material/report_view.asp?bbs_number=2031&bbs_code=
util_bbs3&search=&search1=, 2017.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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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직제상 직원 정원은 1,411명이며, 2017년 예산은 2,766억 원이다. 대
한 2016년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순자산이 2,304억 원에 달하고, 정부보
조금 차감 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잔고가 107억 원에 이르러169) 민자도로감
독원 설립비용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는 상태이다.
교통안전공단법 제6조 각호에 열거된 사업수행의 범위를 보면 민자도로에
관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 또한 실제로 교통
안전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크게 ‘안전검사사업’, ‘교통안전지도‧
진단‧연구‧교육사업’, ‘자동차성능연구’, ‘자동차사고피해자지원사업’의 네 가
지로 구분되는데 민자도로사업은 이 중 어떤 범주로도 분류하기 어렵다. 따라
서 본 법안과는 별도로 교통안전공단법 제6조 제2호의 개정 또는 제6조 제11
호의2의 신설이 필요하다.

169) 교통안전공단, 공공기관 알리오 (http://www.alio.go.kr/popReportTerm.do?apbaId=C0019&
reportFormRootNo=31401 ,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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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계몽 및 홍보.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
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 관리 및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2. 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보급ㆍ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다만, 도로
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3.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5.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탁(受託)
6.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
7. 교통 및 관광 관련 종합유선방송에 관한 사업
8. 자동차의 고장 또는 사고 시의 긴급 수리, 재난 구제 등을 위한 자동차서비스사업
9. 교통안전 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업
10. 다른 법률에 따른 수탁 업무
11. 그 밖에 공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현재 교통안전공단 부설기관으로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설립 운영 중

교통안전공단의 출연시 공공기관운영법 제51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공기
업 및 준정부기관은 다른 법인에 출연‧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는 문제가 없지만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시에는 공공기관운영법 제7조에
근거한 공공기관 설립심사를 받지 않고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 후 준정부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물적 기초를 출연하는 행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장관
이 반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법상 공
단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관련하여 민자도로감독원을 통
해 민자도로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도로의 운영‧관리상의 안전성이 제고될 수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교통안전공단법이 우선 개정되어야 하고,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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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민자도로감독원에 설립자금을 출연시 교통안전공단법 제6조 제2호 단서
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교통안전공단 이사회의 구성원들에게 형법 제356조
2항에 근거한 업무항 배임의 형사소추가 이뤄질 위험성이 존재한다. 또한, 교
통안전공단이 출연기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
목적 중 민자도로사업의 재무회계 및 실시협약에 대한 자문 등의 전문적인 업
무의 비중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

3. 제3안 : 한국도로공사의 출연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의 설치 및 관리와 이에 관련된 사업을 통해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한국도로공사법 제1조)’하기 위하
여 한국도로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한국도로공사의
최대주주인 국토교통부의 지분율은 84.71%이다. 직제상 직원 정원은 6,064명
이며 2017년 예산은 10조 2,205억 원이다170).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업무 내용들을 보면 크게 ‘고
속도로 신설 및 확장’, ‘고속도로 유지‧관리’, ‘휴게 및 편의시설 설치‧관리’, ‘관
련업무 연구 및 기술개발’이라는 네 개의 범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또한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공사(公社)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출연’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교통안전공단이 출연하는 제2안과 달리 유료도로법 개정 외에 별도
의 법률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 한국도로공사법에 명시된 업무의 범위상 민자
도로감독원에 대한 설립비용 출연의 필요성도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근거하
여 소명할 수 있어 이사회의 출연 결정시 업무상 배임의 가능성도 달리 존재하
지 않는다.
게다가 민자도로의 경우 재정도로와 연결되어 ‘유료도로의 관리’를 원활하

170) 한국도로공사,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http://www.alio.go.kr/popReportTerm.do?apbaId=
C0183&reportFormRootNo=3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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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기 위해서는 민자도로와 재정도로의 관리운영절차 및 시설물 및 시스템
의 표준화 등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 바, 공공기관운영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도 교통안전공단보다 원활하게 수행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출연할 경우 향후 민자도로감독원으로의 인력의 이동
또는 파견 등을 통해 한국도로공사의 도로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 가능하
고, 매년 재정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사업을 발주하는 한국도로공사의 견적
및 사업제안서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민자도로감독원이 민자사업자
가 제출하는 제안서의 사업비용에 대한 도로관리청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업무
능력을 배양하여 시공비의 절감을 꾀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의 그림자로 볼
수 있는 단점으로는 민간투자법상 민자도로사업자와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관
리청으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을 위탁받은 경업자(競業者)라는 점이다.
따라서 민자도로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민자도로감독원이 조사 및 감독을
통해 취득한 민자도로사업자의 경영정보가 출자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 전달
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자도로감독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
터 출자를 받고, 이러한 영향으로 민자도로감독원 운영에 한국도로공사가 영
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제4안 : 한국교통연구원의 출연
한국교통연구원은 1985년 민법상 재단법인 교통개발연구원으로 설립되었
어 1986년 개원하였다. 1987년 舊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4조에 근거하여 법
정 공공기관이 되었으며, 1999. 5. 24. 제정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통할하
는 경제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주무부서가 변경되었으며 현
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의 상임임원인 원장과 직제상 적원 132명(비정
규직 포함 307명)이 교통·물류정책 및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교통정책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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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국내외 각종 정보를 수집, 조사, 분석하여 이를 널리 보급하는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171).
한국교통연구원의 납입자본금은 1,200만 원이며, 2017년 예산은 461억 원
이고, 2016년 결산 기준 자본총계 18.6억 원, 부채 224.5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1200%를 상회172)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출연연으로서 한국교통연구원이 민
자도로감독원에 대한 설립행위를 할 경우 대외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산하기관
증설이라는 외부의 비판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
다만, 납입자본금이 1,200만 원에 불과하고 자본총계 대비 부채가 10배를
상회하여 부설기관 설립을 위한 자체 재원이 없다는 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출연연 중에서 부설기관이 KDI 국제정책대학원173), 육아정책연구
소174), 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175)의 3개 기관에 불과할 정도로 출연연의 부
설기관 설립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의 승인 및
기획재정부의 출연비용에 대한 사업계획서 승인, 정부출연연구기관법 개정 등
여러 단계의 절차가 필요한 점 등의 장애물이 존재한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존에 한국교통연구원이 대행사업으로 수행해
왔던 우수물류기업 인증센터를 통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사업’이나 ‘우수화물
정보망 인증사업’과 같은 인증심사 업무가 아닌 민자도로사업자들에 대한 감
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기존에 존재하는 3개의 부설기관 중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존재하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리고 출연비용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출연연
인 한국개발원 소속으로 정부사업을 대행하는 내부 기구인 공공투자관리센터

171) 한국교통연구원,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http://www.alio.go.kr/managementOrganView.do?
seq=C0170 , 2017. 11. 28)
172) 한국교통연구원,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http://www.alio.go.kr/managementOrganView.do?
seq=C0170 , 2017. 11. 28)
173) 한국개발연구원 소속으로 1997. 12. 5. 개원, 기관 홈페이지
174) 여성정책연구원 소속으로 2005. 9. 30. 설립, 기관 홈페이지
175) 국토연구원 소속으로 2007. 6. 15. 설립, 기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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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PIMAC’이라 함)를 운영하고 있고, PIMAC이 민자도로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심사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민자도로 감독 기구의 설립을
위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출연비용을 예산안에 포함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5. 소결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현실적으로 교통안전공단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설
립비용 출연은 제약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 법안의 통과
로 유료도로법이 개정된 이후에 본 법안 부칙 제3조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
내 민자도로감독원 설립추진단을 통해 재정으로 민자도로감독원의 물적 기초
를 출연하는 방안이나 한국도로공사가 재단법인 민자도로관리원(가칭)에 출연
하여 기타 공공기관으로 설립한 이후에 유료도로법이 개정되면 법정기관화하
는 방안이 가능하다.
제20대 국회에서 본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가능한
데, 민자도로사업자 등의 반대로 인하여 본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려울 경우, 민자도로 감독기구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성과, 한국도로공사는
재정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민자도로의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물적 기초를
출연할 뿐, 경업관계에 있는 민자도로사업자들의 영업 현황에 대한 정보를 취
득할 의도나 가능성이 없을 소명하여 재단법인 설립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위에서 논의했던 세 가지 안 외에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및 도로교통
공단의 설립비용 출자 또는 출연도 검토하였으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경우 국토교통과학기술법 제16조 제4항의 진흥원의 사업범위와 민자도로 관
리 업무를 연관짓기 어려워 기획재정부와의 사전 협의나 출연 의결시 이사회
의 업무상 배임 가능성이 존재하고,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경찰청 산하 위탁집
행형 준정부기관인 관계로 본 법안이 추구하는 민자도로 감독원의 업무를 수
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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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민자도로감독원의 운영비용 조달방안
본 법안 제23조의7 제4항 각 호에서는 민자도로감독원의 재원(운영재원)으
로 정부의 출연금,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출연금, 분담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
금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다시 분류하면 첫째,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증
여하는 출연금, 둘째, 행정주체 및 행정주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법적인 근거
를 가지고 반대급부 없이 편무적으로 징수하는 준조세의 일종인 부담금, 셋째,
업무위탁 및 대행 등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받는 사업수입금으
로 나눠볼 수 있다.

1. 출연금
본 법안 제23조의7 제4항 제1호는 ‘정부의 출연금’을 같은 항 제2호는 ‘민자
도로에 대한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출연금’을 민자도로감독원의 수입으로 명시
하고 있다. 출연이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일’을
말하며 증여 또는 기부와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정부의 예산 중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민자도로감독원에 출
연하고자 할 때 민자도로감독원의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감독원
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당해의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이 예산
이 매년 9월 3일까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하
여 국회가 이를 승인해야 한다.
문제는 설립비용과 같은 1회적 출연행위가 아닌 지속적인 출연행위가 있으
려면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를 부과하여 징수한 재원을 사용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와 같은 특별회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참고로 2017년 예산에서 도로분야의 예산이 7조 4,089억 원이었고, 기획재
정부가 제출한 2018년 예산안에서는 5조 4,424억 원이다176). 교통시설특별회
176) 대한민국정부(2017), 「2018년 예산안」,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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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나뉘어 관장하는데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
별회계’의 경우 2016년 예산에서 14조 9,863억 원을, 2017년 예산안에서는
14조, 6,280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이 중 도로건설 및 유지‧관
리와 안전투자 사업 예산이 6조 8,554억 원177)이었으면서 이 중 재정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정부의 순지원수입으
로 계상되는 ‘출자금 및 위탁금액’이 1조 3,959억 원 가량178)이다.
게다가 특별회계는 2018년 예산안 기준으로 19개179)에 불과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관장업무의 특별회계도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3개 뿐이라는 점,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도로계정의
경우 정부가 출자하여 물권인 도로의 관리운영권을 반대급부로 취득하는 것에
비해 출연행위에 대한 「국가재정법」상 기획재정부의 통제가 보다 엄격한 사실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
부 제한)는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
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기획재정부장
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만 이를 허용해주고 있다. 소액의 운영비용 출연을 받는
대신에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민자도로감독원의 운영에 타격
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본 법안 제23조의7 제4항 네2호에서 ‘민자도로에 대한 유료도로관리
권자’의 의미가 모호하다. 유료도로관리권은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에 속하는
물권이므로 유료도로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분류체계에 다라 유료도로관리권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유료도로법
또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자

177) 대한민국정부(2016), 「2017년 예산안 개요」, p.3
178) 한국도로공사, 수입 및 지출 현황,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popReport
Term.do?apbaId=C0183&reportFormRootNo=31401, 2017. 11. 28)
179) 대한민국정부(2017), 「2018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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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업자에게 유료도로의 관리운영권을 30~50년 동안 위탁했을 뿐이다. 본
법안에서는 민자도로사업자를 대상으로 작성한 조문으로 판단되나 영리를 추
구하기 때문에 관리운영권 위탁기간 동안 민간투자사업비를 회수하고 이윤을
남겨야 하는 민자도로사업자가 자신에 대한 감독기관의 운영비용에 대한 출연
을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고, 자칫하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고 있는
로비의 수단으로 오용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1회적인 설립비용이 아닌 운영비용에 대한 출연금
은 조문상의 선언적인 의미로 그칠 가능성이 높고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기대
하기도 어렵다.

2. 부담금
본 법안 제23조의7 제4항 제2호의 민자도로사업자가 부담하는 분담금은 법
률적으로 ‘부담금’에 해당한다. 「부담금관리 기본법」제2조는 ‘부담금’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
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
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
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본 법안이 통과되면 민자도로감독원장이 유료도로법에 근거하여 행
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금적적 부담의 부과권한
을 위탁받은 부과권자로서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민자도로
사업자들로부터 부담금의 일종인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부담금의 부과의
근거 및 징수사례로 다음의 세 가지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가.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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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제111조의2는 원자력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원
자력안전법에 따른 허가·지정·승인·등록 또는 교육훈련을 신청한 자, 해당 원
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
다고 정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독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제111조의2(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① 위원회는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지정·승인·등록 또는 교육훈련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규모, 산정기준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발생시키는 원자력안전
관리 수요, 관련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수요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부담금 규모, 산정기준,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1조의3(강제징수) ① 위원회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
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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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0의2] 및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금액을 고시하고
있으며, 해당 연도 부담금 규모의 산출 내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고시하
도록 명시하고 있다. 부담금 부과대상 업무 중 시행령 제156조 제2항 각호에
서 열거한 세 가지 업무180)는 [별표10의3]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제156조(부담금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부담금의 금액은 별표 10의
3과 같다.
1.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판독업무자가 판독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에
관한 기록 및 보고의 관리에 관한 업무
2.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
3. 법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해당 연도 부담금의 규모를 그 산출내용을
명시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
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80) 1.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판독업무자가 판독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에 관한 기록 및 보고의 관리에
관한 업무
2.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
3. 법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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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0의2] 부담금의 산정기준(제156조제1항 관련)
1. 부담금 산정기준
업무별 전년도 업무량 × 기준단가

2. 업무별 전년도 업무량
수탁기관이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당 업무에 투입한 인원에 근무일수를 곱한 값
3. 기준단가
가. 다음 1)부터 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징수대상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목의 단가를 더한 값
1) 제17조에 따라 건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2) 제48조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3) 제96조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4) 발전용원자로설치자
5) 발전용원자로운영자
6) 핵연료주기사업자
7)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
비목

세부내용

단가

1. 직접인건비

수탁기관이 수탁업무의
수행을 위해 투입한 인
력에 지급한 인건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공시하는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과 인건비 집행현
황에 따른 직원 1명의 근무일 하
루당 평균 보수액

2. 직접경비

수탁기관이 수탁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비

직접인건비의 84.9%에 해당하는
금액

3. 각종 경비

직접경비 외에 수탁기관
이 수탁업무에 사용한
경비

직접인건비의 54.73%에 해당하
는 금액

나. 가목 외의 부담금징수대상자: 가목 표의 직접인건비 단가 범위에서 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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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구체적인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부담금 금액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6조 제3항에 근거한 행정규칙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력안전관리
부담금에 관한 규정」제5조와 [별표1] 내지 [별표3]에 근거하여 징수하고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민자도로
감독원과 달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무총리직속으로 설치된 「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행정
주체의 기관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담금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라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별표]의 57번에 ‘「원자
력안전법」 제111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 명시되어 있어 이 법
률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나.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
함)」제24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에도 불구하고, 금
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다181).
금융위원회법 제47조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제38조 각 호의 검사대
상 기관은 금융감독원에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분담금의 분담요
율 및 한도와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법 시행령 제12조로 위임하고
있다. 분납금의 부과기준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말 총자산금액의 1만분
의 15의 범위 안에서 각 기관의 총부채 및 영업수익을 감안하여 매년 금융위
원회가 정하는 비율로 부과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규칙인 금융위원

181) 금융감독원은 당초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09년부터 제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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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의 제3조의2(감독분담금 산정
방법)과 같은 조 제3항 각호 및 제5조(발행분담금의 요율)에 따라 정하고 있으
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발행분담금을 면제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금감
원의 분담금은 처음 설립된 1999년 548억 원에서 2017년에는 2,921억 원으로
5.3배 증가했고, 이에 따라 감독 분담금이 금감원 예산(3,666억 원)에서 차지
하는 비중도 41.4%에서 79.7%로 38.3%포인트182)로 커졌다.
문제는 앞서 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과 달리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제3조와 [별표]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2017. 9. 20. 발표된 ‘금융감독원 기관운영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단
금이 아래 <표 4-2>와 같은 근거로 「부담금관리 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며 이 법에 따른 부담금으로 지정하여 관
리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바 있다.

<표 4-2>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의 부담금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정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
금융감독원장이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감독분담금이라는 명칭으로

임명

실제 검사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ㆍ

→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 임명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등 공익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 임명
임원추천위원회 →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 임명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

출처: 감사원 금융감독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182) 감사원(2017), 금융감독원 기관운영감사 공개문,
https://www.bai.go.kr/bai/cop/bbs/detailBoardArticle.do?mdex=bai20&bbsId=BBSMSTR_10
0000000009&nttId=120712 (2017.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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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거하여 2017. 11. 27. 김한표의원이 대표발
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제안
이유를 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분담금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분담금을 포함한 금융감독원 예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결정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분담금 규모가 다소 빠르게 증가하여 금융회사 부담
이 커지고 있는 바, 분담금을 포함한 금융감독원 예산을 보다 면밀히 심사하
고, 금융감독원 예산 및 결산에 대한 국회 사후보고 장치를 마련하여 금융감독
원 예산 및 결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예산 심의기간을 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안 제47조제2항
개정), 금융위원회에 감독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분담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게 하며(안 제47조제3항 신설),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금융감독원 예ㆍ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5
조제4항 신설)하는 내용의 입법안183)이다.
이처럼 반관반민의 독립성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은 금융감독원의 (감독)분
담금에 대해서도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설치의 제한 및 제5조의
부담금 존속기간의 설정, 제6조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 시 기획재정부장관
에 대한 타당성 심사의 요청 및 부담금 신설에 대한 계획서 제출 의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7조는 이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와 UN군 및 미합중국 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가 아닌 외
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동차보유자에 대해 자동차사고 피
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위한 분담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납부의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근거

183) 제20대 국회 의안번호 2010446, 국회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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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자동차의 보유자와 자동차손해배상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가 보험료에 합산하여 징수하고 있을 뿐이다.
이 분담금의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 책임보험료등의 100
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1,000분의 10으로 정하여 책임보험료의 1%로
정해져 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특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소위 ‘뺑소니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거나 부상한 납부의무자
와 책임보험미가입자가 자동차사고를 발생시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
우에는 위의 분담금 요율을 최대 3배(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까지 차등적으
로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여 책임보험료의 3%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물론 이
는 책임보험료의 통상적인 금액에 비추어볼 때 미미한 금액 차이이기는 하지
만 특정한 집단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로 부담금 징수 기준을 차등적으로 적용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도로의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한국도로공
사에는 부과하지 않는 민자도로감독원의 경우에 참고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라. 소결 : 부담금의 활용가능성
앞의 ‘가~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별표]에
규정된 89개의 법률(94개 일련번호 중 5개는 폐지되었음)에 근거하지 않고서
는 부담금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담금을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 외에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도 함께 개정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통해 부담금을 설치하고자 하더라도 기획
재정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부담금이 신설되지 못하도록 봉쇄하고 있다.
또한,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시행된 2002. 1. 1. 이전에 법률적 근거를 두
고 징수를 개시한 부담금으로 볼 수 있는 반대급부 없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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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법률개
정안처럼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틀 내에서 규율하고자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민자도로감독원의 재원에 부담금을 두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의 개정을 동시에 이루는 것을 기
대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설령 이러한 두 개의 법개정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한국도로공사를 제외한 민자도로사업자들에게만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는 헌법소원 또는 위헌법률
심판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명시된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각호의 것을 제외)’에 재정으로 건설한 유료도로의
통행료만 포함되는 관계로 민자도로사업자들은 재정도로에 대한 관리운영권
을 위탁받아 통행료를 징수하는 한국도로공사에게는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고,
이에 대한 민자도로사업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184)가 있는 상황에서 헌법
적 분쟁 가능성은 신중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3. 보조금
2017년의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이 59.6조원으로 총예산 약 400.5조원의
14.9%에 달하는 상황185)이다. 국고보조금에 관한 일반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을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부
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일반적으로 대상사업과 용

184) 2003. 7. 31.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동향「민자사업 고속도로 통행료 VAT 부과 정당한가」, 2005.
4. 2. 자 조세일보 보도 「민자도로 통행료도 부가가치세 면제해달라」, 2011. 12. 7. 연합뉴스보도
「민자도로통행료 부가세 면제로 인하효과 내야」 등
185) e나라도움 홈페이지 (http://www.gosims.go.kr/ha/ha004/retrieveGovsuby.do,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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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교부되나, 규모가 영세한 여러 세부사업들을 통합
하여 교부하거나 특정 용도를 지정하지 않는 포괄보조금(지역발전특별회계 생
활기반계정) 형태로 교부하기도 한다186).
참고로 2017년도 중앙부처가 공모하는 보조금 사업의 경우 총 206건187)이
고 그 중 민자도로와 관련된 국고보조금 지급 사업을 보면 정부는 2002년부터
민자유치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보조사업자인 신공항하이웨이(주), 천안논산고
속도로(주),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서울고속도로(주), 부산울산고속도로(주),
서울춘천고속도로(주), 경수고속도로(주), 경기고속도로(주), 인천대교㈜에 대
해 2017. 3. 2. 기준으로 635억 원을 지급188)하였고, 1995년부터 민자유치건
설보조금으로 보조사업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주), 상주영천고속도로(주), 제
이영동고속도로(주), 옥산오창고속도로(주)에게 같은 날 기준으로 총 3조 858
억 원을 지급189)해왔다.
아울러 민자도로 감독기구에 대한 보조금사업으로 참고할만한 보조금사업
사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토지종합정보시스템운영 사업(2013~)에 대
한 1억 원 보조190), 대한건설기계협회에 대한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
운영(2015~)에 대한 2억 원 보조191) 등이 있다.
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긴 하지만 보조금은 법률상 근거
없이 국회의 승인에 따라 법률과 동위의 효력을 지니는 예산에 계상되면 집행
가능하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정부의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안에 손쉽게 편성될 수 있도록 법률에
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고로 보건환경연구원법을
보면 ‘제9조(국고보조) 국가는 연구원 및 지원의 설치·운영과 연구사업에 필요

186) 국회예산정책처(2017), 「대한민국 재정 2017」 p.50
187) e나라도움, 2차 및 3차 공모 제외건수
http://www.gosims.go.kr/ha/ha002/retrieveTaskReqstList.do (2017. 10. 24.)
188) 국토교통부(2017), http://www.molit.go.kr/doc/assist/dtl.jsp?seq=14 (2017. 10. 24.)
189) 국토교통부(2017), http://www.molit.go.kr/doc/assist/dtl.jsp?seq=15 (2017. 10. 24.)
190) 국토교통부(2017), http://www.molit.go.kr/doc/assist/dtl.jsp?seq=123 (2017. 10. 24.)
191) 국토교통부(2017), http://www.molit.go.kr/doc/assist/dtl.jsp?seq=126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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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본 법안 제23조의7에 제8항을 신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자도로감독원에 대하여 제2항으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
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추가하여 보조금의 지급근거로 활용
할 수 있다.
만약 민자도로감독원의 업무 중에서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업무를
특정하고자 한다면 아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4조와
같은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

제54조(국고보조) 국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다음의 사업을 집행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생태계보전 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
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의 지원
3.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4. 제56조 각 호의 사업
5. 제60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 사업

이러한 국고보조금은 매년 예산안의 편성 및 국회 승인 과정에서 언제든지
삭감될 수 있으므로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민자도로감독원의 운
영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4. 사업수입 및 위탁수입(정부의 간접지원수입)
공공기관의 사업수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당해 기관의 업무로 인
한 수입액’을 말하며, 위탁수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위탁근거에 따
라 위탁받은 업무로 인한 수입이다.
예를 들어 한국교통연구원의 경우 정부출연기관법 제27조 제1항에 근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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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매년 국무총리에게 차년도 출연금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있고, 한국교통연
구원정관 제4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통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이 발주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받는 연구용역대금이 이러한 사
업수입에 해당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위탁수입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6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 제10호에 근거한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업무, 같은 법 제114조 제2항 및 같은 시행령 제114조 제2항 제1호
부터 제5호에 열거된 업무, 물류정책기본법 제40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한 우
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업무 등의 수행에 따른 대가로 구성된다.
이러한 사업수입 및 위탁수입의 구체적인 사례는 제3장에서 살펴본 유사한
공공기관 설립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며, 앞서 살펴본 (재)항공안전기술센터과
(재)한국보육진흥원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법률상의 설립 근거를 가지기 전
까지 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민자도로감독원의 경우 본 법안 제23조의7 제2항 각호에 명시
된 바와 같이 ‘민자도로사업과 관련한 교통수요 예측 및 적정 통행료 산출 사
업’, ‘민자도로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수납대행 사업’,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
관 또는 다른 유료도로관리청이 위탁하는 업무 등을 통해 사업수입과 위탁수
입을 거두어 기관의 운영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소결 : 민자도로감독원의 운영재원
앞에서 살펴본 네 가지의 가능한 운영재원 조달방법 중에서 현실적으로 출
연금은 공여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두 개의 법률 개정을 통해 부담금을 설치
할 가능성도 낮다. 그리고 보조금은 매년 예산안의 편성과 국회의 예산승인
과정에서 미계상 또는 감액으로 인한 변동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재원으로 가능한 방안은 법령 및 정관에
명시하여 수행가능한 사업수입과 위탁수입이다.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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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타 공공기관 설립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사업수입과 위탁수입이
기관의 인건비와 경상비 및 사업비 재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다만 사업수입과
위탁수입 역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예산요구서에서 해당 사업비
용이 삭감될 경우 사업의 위탁발주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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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결론
국내의 민자도로 총연장은 735.6km192)에 달하고, 전체 유료도로의 누계연
장 대비 비중은 13%193)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유료도로법과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민자도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현행 법체계상 주무관청
의 감독 및 공익을 위한 처분상의 제약과 재정도로에 비해 높은 통행료 수준과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수준, 잔존해있는 최소수입보장제도로 인한 정부의 보
조금 지출, 운영비용의 과다계상과 주주발행 후순위채의 고금리 상환 문제 등
으로 회계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으로 인해 민자도로사업의 공공성 강화에 대
한 사회적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물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담이나 재정도로의 통합채산제와 대비되는
민자도로의 제한된 사업비회수기간(관리운영권 설정기간)으로 인한 부분도 존
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민간투자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여 민간의 자
율과 창의적인 경영관리방법을 활용하여, 재정도로 대비 불리한 조건에도 불
구하고 도로공사보다 낮은 통행료를 징수하면서도 수익을 내고 있는 용인-서

192) 국토교통부(2017), 민자고속도로 사업현황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id=388, 2017. 9. 19.)
193) e-나라지표 유료도로현황 중 2016년 기준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10 2017.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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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고속도로나 안양-성남 고속도로와 같은 사업 시행 사례도 존재한다.
앞으로 국가 중기재정운용계획(2016~2020)에 따라 5년 동안 도로분야의 경
우 2016년 8조 3,410억 원의 투자계획 예산이 2020년에는 6조 2,820억 원까
지 연평균 6.8%씩 감소하는 상황194)에서는 국가재정을 투입한 도로 SOC 투
자를 보완할 민자도로사업자가 다수 출현하도록 권장해야 하며, 교통SOC 분
야의 BTO사업 중 민자도로사업의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검증되어 금융투자자
들이 선호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대한 국토교통부가 개별 민자도로사업자들
을 개별적으로 상대하는 현재의 관리방식을 계속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근본적
인 검토가 필요다는 문제의식에서 제20대 국회에서 [부록]의 본 법안에 발의되
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정책결정자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본 법안의 취지
에 따라 민자도로감독기구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여
민자도로 관리감독체계의 공공성 개선방안을 제공하자고 하였다.
본 법안 제23조의7 제1항은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 근거조항이나 구체적인
설립형태를 정하지 않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민자도로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는 이익단체가 정부 및 지자체의 상대방 형태를 취하고 있는 사례 외에 중앙
정부 외에 별도로 공적인 관리감독기구를 두고 있는 입법례는 찾지 못하여 민
자도로감독원의 설립목적과 공공기관법 상 공공기관의 분류체계와 요건을 검
토하여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타 공공기관’의 형태가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
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인의 설립방안과 관련하여 본 법안 부칙에 따른 국토교통부 내 설립추진
단을 통한 설립, 비영리사단법인, 민법상 재단법인, 책임운영기관화 등의 방안
을 검토한 결과 본 법안의 통과가능성에 대해 추단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하
여 본 법안의 통과 전에 ‘재단법인 민자도로관리원(가칭)‘과 같은 형태로 민법
상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정부사업을 위탁수행하거나 정부보조금 사업을 수

194) 기획재정부(2016),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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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그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후 본 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유료도로법이 개정되면 ’민
자도로감독원‘으로 개칭된 법정기관으로서 법률에 명시된 고유사업을 안정적
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공공기관 설립사례를 참고하였다. 다만, 기획재정부
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설립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국회를 통한 입법을 통해
법정기관으로 설립되는 공공기관들의 증가에 따라 민법상 법인으로 설립된 기
타 공공기관의 법정기관화에 제약이 있는 사실을 ‘(사)한국기술자격검정원‘과
’(재)한국보육진흥원을 통해 확인한 바, 이러한 법정기관화가 지연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민자도로감독원의 대표기관의 형태는 독임제와 합의제 모두 가능하며, 설
립 단계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목적은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이므로 민자도로감독원의
대표기관을 합의제인 위원회로 구성할 경우 도로의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
업의 제반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감독
대상자인 민자도로사업자들의 순응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합의제 위원회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 따라서 본 법안 제23조의7 제2항 각호
에 명시된 민자도로감독원의 업무를 고려할 때, 최소한 다음의 다섯 개 분야에
서 5명(분야별 1명씩) 내지 9명(분야별 1~3명씩)의 위원을 두는 방안이 바람직
하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에서 도로분야의 규제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서기
관급 이상의 공무원(중앙부처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도로의 설계 및 시공분야의 토목전문가(도로 및 교량의 설계 및 시공 분야 경
력 10년 이상인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분야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
로 추진한 경험이 있는 금융 및 회계분야 전문가(공인회계사로서 금융 및 회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학계 또는 연구계의 토목공학 및 교통
공학, 교통물류 등의 전문연구자(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교의 전임교원 또
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민간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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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시협약 및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관 또는
변호사(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그 외에 민간투자사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필수적으로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회계 및 금융 전문가와 민간투자사업 업계 경력자의 경
우 1~2인을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비용 조달 방안은 검토한 결과 기존 공공기관인 교
통안전공단은 근거법 개정 전에는 이사회에서 출연의 사유를 소명하기 어렵다
고 판단되며, 한국교통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국무조정실의 승인의
어려움과 자본구조상 설립비용 조달 제약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
하다. 결국 본 법안의 통과로 유료도로법이 개정된 이후에 본 법안 부칙 제3조
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 내 민자도로감독원 설립추진단을 통해 재정으로 민자
도로감독원의 물적 기초를 출연하는 방안이나 한국도로공사가 재단법인 민자
도로관리원(가칭)에 출연하여 기타 공공기관으로 설립한 이후에 유료도로법이
개정되면 법정기관화하는 방안이 선택가능하고, 본 법인의 제20대 국회 임기
내 통과가능성이 낮다면 후자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 이 때 한국도로공사는
재정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민자도로의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물적 기초를
출연할 뿐, 경업관계에 있는 민자도로사업자들의 영업 현황에 대한 정보를 취
득할 의도나 가능성이 없을 소명하여 재단법인 설립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마지막으로 민자도로감독원의 운영비용 조달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
부분은 기관설립 이후 안정적인 운영에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본 법안 제23조의7 제4항 각 호에서는 민자도로감독원의 재원(운영재원)으
로 정부의 출연금,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출연금, 분담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
금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다시 분류하면 첫째,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증
여하는 출연금, 둘째, 행정주체 및 행정주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법적인 근거
를 가지고 반대급부 없이 편무적으로 징수하는 준조세의 일종인 부담금, 셋째,
업무위탁 및 대행 등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받는 사업수입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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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정부 출연금은 1회적 출연행위가 아닌 지속적인 출연행위가 있으려면
목적세인「교통‧에너지‧환경세법」를 부과하여 징수한 재원을 사용하는 ‘교통시
설특별회계’와 같은 특별회계가 필요하다. 특별회계는 2017년 예산 기준으로
12개에 불과한데, 국토교통부가 관장업무의 특별회계도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3개 뿐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도로계정의 경우 정부가 출자하여 물권인 도로의 관리운영권을 반대급부로 취
득하는 것에 비해 출연행위에 대한 「국가재정법」상 기획재정부의 통제가 보다
엄격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출연금을 통한 운영비용 조달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
금 교부 제한)는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
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운영비용 출연을
받는 대신에 국고보조금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가에도 고료해야 한다.
둘째, 본 법안 중 핵심적인 재원조달방안으로 제시된 부담금의 경우 현실적
으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별표]에 규정
된 89개의 법률(94개 일련번호 중 5개는 폐지되었음)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부
담금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담금을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
서는 해당 법률 외에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도 함께 개정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통해 부담금을 설치하고자 하더라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부담금이 신설되지 못하도록 봉쇄하고 있다. 또한, 「부담
금관리 기본법」이 시행된 2002. 1. 1. 이전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징수를 개시
한 부담금으로 볼 수 있는 반대급부 없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현재 국회에 계류 중
인 금융위원회법 개정안처럼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틀 내에서 규율하고자하
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민자도로감독원의 재원에 부담금을 두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의 개정을 동시에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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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두 개의 법개정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한국도로공사를 제외한 민자도로
사업자들에게만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민자도로사업자들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는 헌법소원 또는 위헌법률심판이 청구
할 가능성이 높고 헌법재판소의 판단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셋째, 본 법안 제23조의7에 제8항을 신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자도로감독원에 대하여 제2항으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
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추가하여 보조금의 지급근거로 활용
할 수 있다. 보조금은 정부가 특정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금전적 급부를 의미195)하는데 이러한 법률 조항을 근거로 국토교통
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안
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국고보조금은 매년 예산안의 편성 및
국회 승인 과정에서 언제든지 삭감될 수 있으므로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는 점에서 민자도로감독원의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수단으로 활용하
기 어렵다.
넷째, 법령 및 정관에 근거를 둔 기관 고유의 사업이나 정부 등으로부터 위
탁받은 사업을 수행하여 올리는 사업수입 및 위탁수입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재원의 장점은 (재)항공안전기술센터과 (재)한국보육진흥원의 사례에
서 본 바와 같이 법정기관이 되기 전에 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이다. 따라서, 민자도로감독원의 경우 본 법안
제23조의7 제2항 각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민자도로사업과 관련한 교통수요
예측 및 적정 통행료 산출 사업’, ‘민자도로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수납대행
사업’,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다른 유료도로관리청이 위탁하는 업무 등
을 통해 사업수입과 위탁수입을 거두어 기관의 운영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이 민자도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 입법
사례 및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민자도로 감독기구의 설립방안을 복수로 제시한

195) 국회예산정책처, 「2016 대한민국재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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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이 중 최적의 대안을 추천하였다. 그리고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절차와 대표
기관의 형태를 검토한 이후에 민자도로 감독원의 설립 비용의 출연주체와 운영
재원의 조달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정책결정가들이 본 법안의 통과 여부와 관
계없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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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 제언
본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
외에도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고 매년 민자도로
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안 제23조의2),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각호에 열
거한 민자도로사업자의 부당한 행위가 발견되고 민자도로사업자의 소명 또는
해소대책이 불충문하며,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이러한 문제점이 인
정될 경우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
을 수 있고(안 제23조의5), 유료도로관리청의 처분요구 또는 조치에 갈음하여
최대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안 제25조의2)하는 내용도 포함되
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민자도로사업자들에 대한 신규 규제 설계는 법률의 합목적
성과 체계적합성에서 문제의 소지가 존재한다.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에서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시행령 제35
조에서 두 가지 사유만 정했을 뿐인데 본 법안 제23조의2를 신설하여 별도의
조문에서 행정규칙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과 충돌한다.
또한,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부당한 행위, 해소대책 불충분, 도로정책심의위
원회의 심의결정이라는 3단계의 요건을 설정하기는 했지만 공법상 계약인 실
시협약을 계약의 일반당사자인 도로관리청이 실시협약에 명시된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시협약상의 보조금 또는 재정지원금
지급의무를 거부할 경우 이러한 지급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통해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지연손해금까지 얹어서 지급해야할 가능성이 높다.
도로분야는 아니지만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에서 김해시가 2012년 부산광
역시를 상대로 민자사업자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분담비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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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청구한 중재신청 건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은 2013. 3. 4. ‘실시협약은 운
영주체인 김해시, 부산시 및 사업시행자의 합의 따른 계약이며 현재도 유효하
고,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한 김해시는 계약상 채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김해시의 중재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
여 김해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중재판정 취소의 소도 기각된 사
례196), 국도 3호선 중 경북 문경-영풍 구간에 이화령고개를 관통하는 유료터
널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였으나 실제 교통량이 예측통행량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에 명시된 통행료 인상 및 재정
지원 조치를 하지 않자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 해지권을 행사하고 해지시지금
금을 청구한 데 대해 법원이 실시협약상 재정지원은 주무관청의 의무임을 인
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197), 부산 수정산터널(주)과 부산 백양터널
(주)이 주무관청인 부산광역시장이 자금구조시정에 대한 감독명령을 발령하였
으나 사업자가 이에 대해 ‘감독명령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법원은 자금구조 유지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자금구조의 구성은 자기자본비
율을 위반하지 않는 한 경영기법에 속하며, 자금구조 변경으로 이익이 실시협
약상 예상보다 증대되었더라도 이를 실시협약상의 분쟁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협의의 불성립을 이유로 하는 행정처분으로 자금구조를 변경하게 하는
명령은 위법198)하다고 하여 판단하여 1심과 2심 모두 사업시행자가 승소한
사례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물론, 광주광역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을 운영하는 민자도로사업자인 광주
순환도로에 재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민자도로사업
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된 사례처럼 주무관청이 승소한 사례도 존재한다.

196) 2013. 9. 3. 자 연합뉴스 보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9/03/02000
00000AKR20130903118800052.HTML 2017. 12. 7)
1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2003가합43034 판결
198) 부산지방법원 2014. 10. 10. 선고 2013구합211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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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미지급행위는 실시협약 위반과 소급입법
에 의한 헌법상 금지되는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이러한 법개정 자체로 부족한 교통SOC 재정투자액을 보충할 민간투자사업 제
안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 및 운영 성과를 살
펴본 다음에 추가적인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안 제25조의2로 신설하고자하는 과징금의 경우 과징금 부과 상한액이
최대 30억 원으로 정해져있고, 민자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장래에 발생할 가
능성을 추정할 수 없는 과징금 부과액을 사업수익률 계산시 고려하도록 만들
어 민자도로사업의 예상수익율을 떨어뜨릴 것이 명백하게 예상된다. 게다가
과징금 부과처분은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국민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대표적인 침해적 행정행위로 법률유보의 원칙,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199)
등의 기준에 따라 헌법 합치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강도 높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200). 이를 고려할 때 민자도로사업자들에 대한 과징금은 재정도로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은 한국도로공사와의 차별로 인한 평등의 원칙 위반, 과
징금 부과처분 대상인 행위가 법률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고 부과수준이 처분
대상자들에게 예측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과제의 연구진은 이러한 법률분쟁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 법안에
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정책수단 중에서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
한 사항을 별도의 위원회 대한으로 상정하여 입법화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199) 한국법제연구원(2012),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연구」 p.155
200) 서울행정학회(2013), 「과징금 부과액의 합리화를 위한 정비방안 연구」,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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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17년 5월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 연장은 4,478km이고, 이 중 13%에 해당
하는 591km(총 14개 노선)가 민자고속도로로 운영되고 있으며, 11개 민자고
속도로 사업의 건설, 설계 등이 진행 중에 있어 오는 2022년 민자고속도로는
총 1,113km로서 우리나라 전체 고속도로 연장(5,253km)의 20% 이상을 차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이용자에게 높은 통행료를 부
과하고 있음에도 서비스 수준은 오히려 낮은 경우가 많고, 일부 민자도로의
경우 예측 통행량의 과다 책정으로 인하여 막대한 규모의 재정 지원이 발생하
고 있는 실정이므로, 민자도로를 신설·개축하여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및 민자
도로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자도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
도로감독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부당행위 등
으로 인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
는 등 민자도로와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과 유료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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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며, 법 위반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에 갈음하여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민자도로 등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민자도로”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나. 설·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다.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미납 통행료의 수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민자도로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민자도로감독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미납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제
21조제5항‧제6항 신설).
라.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과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
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제23
조의3 및 제23조의4 신설).
마.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교통량, 자기자본의 비율 등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와 달라지는 경우 유료도
로관리청이 그 사유의 소명 등을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협약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도로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
록 요청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며, 심의 결
과에 따라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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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제23조의5 신설).
바.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민자
도로감독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
도로의 관리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3조의7 및 제23조의8 신설).
사. 비도로관리청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유료도로
관리청이 이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 그 처분 또는 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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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료도로”란 다음 각 목의 도로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
료를 받는 도로(이하 “민자도로”라 한다)
제1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
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통행료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그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여
야 한다.
제21조제2항 중 “해당 지역을”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지역을”로, “특별
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
업무를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감독원(이하 “민자도로감독원”이라 한다)
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민자도로감독원이 제5항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탁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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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민자도로감독원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민자도로감독원에 내야 한다.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
권자는”을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감독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
관리권자가”를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감독원이”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료도로관리청 및”을 “유료도로
관리청,”으로, “한국도로공사만”을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도로감독원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을 “유료
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민자도로감독원은”으로 한다.
제4장의2(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등
제23조의2(민자도로의 유지·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도로의 비도로관
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이하 “민자도로사업자”라 한다)가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소관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의3(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 민자도로사업자는 민자도로의 안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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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의4(국회에 대한 보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의5(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민자도로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할 것을 요구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연속하여 3년 동안 연간 실제 교통량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교통량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2. 민자도로사업자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변경한 경우.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민자도로사업자가 주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한 이자
율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민자도로사업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법」 제
9조제1항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에 실시협약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요청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민자도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명이 충
분하지 아니한 경우
2. 민자도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해소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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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항에 따른 해소 대책으로는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해소할 수 없거나
해소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도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그 심의
결과를 유료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유료도로관리청은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자도로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유료도로관리청은 민자도로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요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민자도로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요구 조치와 제6항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미지급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3조의6(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지원) 유료도로관리청은 정책의 변화 또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민자도로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7(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민자도로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자도로의 교통수요 예측 및 적정 통행료 산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
한 민간투자법」 및 실시협약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에 대한 자문
2. 제21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징수
3.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위탁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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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민자도로감독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
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민자도로감독원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민자도로에 대한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출연금 및 분담금
3.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 및 한도와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민자도로감독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
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유료도로관리청은 민자도로와 관련하여 이 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업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업무를 민자도로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의8(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방법 등) ① 「사회기반시
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방법으로 관리한다.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로서 관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하여 관리
3.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정된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
②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관리되는 도로의
경우 해당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행료의 산정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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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제2항 전단 중 “회계보고서를 해당”을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며,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5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과징금)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 그 처분 또는 조치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행료
수입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통행료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3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조치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유료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처분 또는 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자도로감독원설립추진단(이하 “설립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설립추진단은 제23조의7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연금 및 분담금을
받을 수 있다.
③ 설립추진단은 민자도로감독원이 설립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민자도로감독원은 설립추진단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료도로”란 이 법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2. “유료도로”란 다음 각 목의 도로를 말한다.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

가. 이 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

받는 도로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이하 “민자도로”라 한다)

3. ∼ 6. (생 략)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②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제17조(비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①⋅② (생 략)

및 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통행료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그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21조(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① (생 략)
②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통행료와 부가통
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
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21조(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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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지역을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수납

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

을 위탁할 수 있다.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
받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 업무를
제23조의7에 따른 민자도로감독원(이하
“민자도로감독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⑥ 민자도로감독원이 제5항에 따라 통행
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을 위탁받았을 때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통행료와 부가통
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
관리권자는 민자도로감독원이 징수한 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민자
도로감독원에 내야 한다.

제21조의3(통행료 부과 등을 위한 정보의 요

제21조의3(통행료 부과 등을 위한 정보의 요

청)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

청) ①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권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

또는 민자도로감독원은

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

②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민자도로감독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 부과, 수납 또는
강제징수의 대상자(내지 아니한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경우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
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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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말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정보는 유료도

유료도로

로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

관리청,

한국도로공사

국도로공사만 요청할 수 있다.

및 민자도로감독원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

③ 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관리권자 또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

민자도로감독원은

.

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

<신 설>

제4장의2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등

<신 설>

제23조의2(민자도로의 유지·관리) ① 국토교
통부장관은 민자도로의 비도로관리청 또
는 유료도로관리권자(이하 “민자도로사업
자”라 한다)가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
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민자
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소관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
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3(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 민자도
로사업자는 민자도로의 안전하고 효율적
인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4(국회에 대한 보고 등) ① 국토교
통부장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
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가 재정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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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
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민자도로사업자에
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5(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중대한 사정변
경 또는 민자도로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등
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자도로사업
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할 것을 요구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연속하여 3년 동안 연간 실제 교통량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2조제6호에 따른 실시협약(이하 “실시
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교통량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2. 민자도로사업자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 미만으로 변경한 경우.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민자도로사업자가 주주로부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한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민자도로사
업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법」 제9조제1
항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에 실시협
약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부록 143

요청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
의할 수 있다.
1. 민자도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2. 민자도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해소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해소 대책으로는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해소할 수 없거나 해소하
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도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에 심의를 요청하고 그 심의 결과를 유료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유료도로관리청은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실시협약
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자
도로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유료도로관리청은 민자도로사업자가
제5항에 따른 요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
는 경우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⑦ 민자도로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요구
조치와 제6항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지원
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미지급 조치에 대
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6(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지원) 유
료도로관리청은 정책의 변화 또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민자도로사업자가 부
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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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7(민자도로감독원의 설립·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도로의 효율적
인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자도로
감독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민자도로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자도로의 교통수요 예측 및 적정 통행
료 산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및 실시협약과 관련하여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2. 제21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통행료
와 부가통행료의 수납 및 같은 조 제6
항에 따른 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징수
3.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유
료도로관리청이 위탁하는 업무
4. 그 밖에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와 관련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민자도로감독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
으로써 성립한다.
④ 민자도로감독원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
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민자도로에 대한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출연금 및 분담금
3.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
및 한도와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민자도로감독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유료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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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민자도로와 관련하여 이 법과 「사회기
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업무
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민
자도로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8(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
로의 관리방법 등)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
한 민간투자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한다.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는 제외한다)로서 관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
사에 위탁하여 관리
3.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정된 민간에 위탁
하여 관리
②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관리되는 도로의 경우 해당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
요한 범위에서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행료의 산정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제24조(특별회계 등) ① (생 략)
②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매 회계연도가 끝

제24조(특별회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난 후 90일 이내에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
유지비 총액, 수납한 통행료의 총액 등에
관한 회계보고서를 해당 유료도로관리청
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제출하며,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
하여야 한다.

감사의 대상일 때에는 감사인(監査人)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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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25조의2(과징금)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제
25조제2항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를 명하
는 경우 그 처분 또는 조치에 갈음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행료 수입에 100분
의 3을 곱한 금액(통행료 수입이 없는 경우
에는 3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
는 처분 또는 조치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
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
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유료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
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47

Abstract

A Study on Reforming Supervision System of PPP Toll Road
for Public Interest

․

Jeongbok Yu Hanbyul Jang

In this study, firstly, according to the toll road method and the private
investment law, the private business, which is a nonprofit management
office, set up the right to manage the toll roads to collect the toll roads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ncession agreement, The results of the
project are as follows.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grasp the insufficiently supervised
management of the private road company, and to refer to cases of
business organizations and supervisory organizations in the domestic
transportation sector, legislative cases for establishing management
organizations for supervision of business organizations in other fields,
And presented the scenario for each type of supervisory organization.
Next, after analyzing the pros and cons of each scenario and
recommending the most appropriate alternative, it recommended the
establishment of the supervisory body and the optimal option for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 funding for establishment and operation.
This study is based on the review of some amendments to the t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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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 law, which was initiated by Representative Jeon Hyun-hee of
[Appendix] on August 14, 2017. However, In order to minimize the
legal risk, the company appointed five lawyers as consultants for the
establishment and financing of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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