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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대규모 인프라 수요와 이에 대한 투자를 위해 민간의 

금융자본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De Marco et al., 

2013). 수익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사업 주체인 정부와 민간

투자자 간의 적절한 리스크 분담(Risk allocation)은 사업의 

성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Grimsey & Lewis, 

2002). 이를 통해, 공공부문은 사업의 재정효율을 높이고 민

간투자자는 사업에서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Li et al., 2005; Ke et al., 2010), 특히 이윤을 추구하는 민

간투자자의 관점에서 리스크 분담과 관련한 협약은 투자여

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로 여겨진다(Pantelias, 

2010). 따라서 민간투자자는 재정건전성(Financial Viability) 

평가를 통하여 리스크 분담의 적절성을 분석하고 사업타당

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Zhang, 2005; Pantelias, 2010). 최

근에는 사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이 폐지되는 등 사업에 대한 수익 안정성 확보가 점차 어려

워짐에 따라(Kim et al., 2012; KDI, 2015) 민간투자자 사이

에서 리스크 재분담(Risk-Reallocation)이 지분거래(Equity 

Transaction)와 약정거래(Agreement Transaction)의 형태

로 이루어지고 있다.

리스크 재분담은 민간투자자의 현금흐름에 추가적인 변동

성을 야기하며, 민간부문의 투자결정에 있어 제약요인1)이 되

고 있다(Park, 2015). 따라서 민간투자자 간 리스크 재분담으

로 인해 변동하는 사업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민간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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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간투자자간협약지연으로인해,2010년협상단계에있던14개의

민자도로사업중,7개사업이사업자선정후장기미착공상태이며,

3개사업이우선협상대상자선정후지연되고있음(KDI,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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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사

업성 평가모델은 SPC (Special Purpose Company)의 현금흐

름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민간투자자의 현금흐

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지분거래와 약정거래를 반영하지 않

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투자자 간 리스크 재분담에 따른 사

업성의 변동을 분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투자자 관점의 현금흐름이 지분거래와 약정거래로부터 

받는 영향을 재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리스

크 재분담에 따른 민간투자자 현금흐름의 변동을 반영한 모

델을 개발하고, 모델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민간투자자 사이

의 리스크 재분담과 민간투자자의 수익률(ROI, Return on 

Investment) 간의 관계를 증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

구는 리스크 재분담에 대한 민간투자자의 의사결정에 기여하

고, 더 나아가 사업자선정 이후 발생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협약지연의 문제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의 주체인 SPC (Special Purpose Company)가 해당 사업을 

통해 건설 및 운영기간 동안 적절한 수익을 얻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이다(Yu, 2013). 그러나 민간투자자의 사업성여

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SPC를 구성하고 있는 건설사, 금융

기관, 운영회사 등의 관점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알맞은 

수익을 얻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는 민간투자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재분담가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민간투자자의 관점에서 연구

를 진행하였다. 또한, 민간투자자의 사업성은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재무적으로 분석하는데 효과적인 현금

흐름할인법(DCF, Discounted Cash Flow)을 통해 평가하였

다. 연구 범위는 민간투자자 사이에서 리스크 재분담이 발생

하고 있는 국내 민자도로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하는 

지분거래와 약정거래와 관련한 문헌조사를 통해 단기투자자

와 장기투자자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적 요인을 

분석한다. (2)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된 지분거래와 약정거래

의 현금흐름을 반영한 DCF 모델을 개발하여 민간투자자의 

재무적 성과를 분석한다. (3) 제시된 민간투자자 관점의 DCF 

모델을 통해 리스크 재분배에 따른 단기투자자와 장기투자자

의 수익률 변동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민간투자

사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2. 선행연구 분석

2.1 민간투자사업의 리스크 분담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고, 복잡하며, 사회적 현상에 민감

한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다양하고 복잡한 프로젝트 리스크

가 발생한다(Grimsey & Lewis, 2002). 이러한 이유로 민간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민간에게 위탁할 리스

크를 선별하고, 민간투자자는 정부로부터 분담된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입찰가격을 제시하여 프로젝트에 참여

하고 있다(Ke et al., 2010). 

그러나 민간투자자가 부담하는 프로젝트의 리스크는 일반

적인 건설프로젝트에 비해 범위가 넓고, 다양하다. Delmon 

(2000), Schaufelberger (2003), Zhang (2005)은 민간투자

사업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개발위험(development risk), 

준공위험(completion risk), 비용증가위험(cost-increase 

risk), 성과위험( performance risk), 운영위험(operation 

risk), 시장위험(market risk, political risk) 등으로 도출하

고 있다. 아울러, 위와 같은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하는 리

스크는 민간부문의 재무적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

으며, Fitzegerald (1998)에 따르면 높은 자기자본비율(High 

equity/debt ratio), 턴키계약(turnkey contracts), 계약이

행증권(contractor performance bonds), 제3자보증(third 

party guarantees), 구매계약(offtake contracts), 정부지원

(government support and subsidy) 등의 방식으로 리스크를 

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민간부문이 리스크를 부담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주체인 SPC는 운영기간동안 통행료 등

의 수익을 얻으며 SPC를 구성하는 건설사, 금융기관, 운영사 

등은 지분투자에 따른 수익과 프로젝트 계약을 통한 이윤을 

얻을 수 있다(Schaufelberger, 2003). 특히 이윤추구가 목적

인 민간투자자에게 리스크와 수익에 대한 재정건전성 분석은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어왔다(Jeong et al., 

2015).

2.2 현금흐름할인법

프로젝트의 재정 건전성(Financial Viability) 평가는 다양

한 이해관계자들의 재무적 성과를 판단하고, 궁극적으로 프

로젝트 투자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된다(Pantelias, 2010).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재무적 분석은 주로 프로젝트의 현금흐

름을 평가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특히 현금흐름할인

법(DCF, Discounted Cash Flow)은 다년간 프로젝트의 성

과를 평가하는데 활용되어왔다((Esty, 1999; Kondukula & 

Paoudesu, 2006).  DCF 모델은 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 부채

상환비율(DCR, Debt service Coverage Ratio) 등을 분석하

며, 다음의 식을 통하여 프로젝트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한다

(Zhang,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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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CF 모델을 통한 재정건전성 평가 과정에서, 프로젝트 기

간 동안의 현금유출입 항목은 프로젝트의 현재가치를 계산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Ashuri, 2012; Jeong et al., 

2015). 이러한 이유로 민간투자사업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기

존 연구들은 현금유입(Cash-in)과 현금유출(Cash-out) 항

목을 최우선 적으로 식별하고 가정하며, 크게 SPC의 관점과 

지분투자자의 관점으로 나누어 활용한다<Table 1>. 

Zhang (2009), Pantelias (2010), 그리고 Jeong (2015)는 

SPC의 관점에서 DCF 모델을 개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반면, Jian (2013)은 공공부문, 지분투자자, 채권자의 관점에

서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이용자 별 현금유출입 항목을 산정

하였다. 

Table 1. Previous researches on DCF for PPP projects 

Author Perspective Methodology

Variables 

of   

Cash-in

Variables of   

Cash-out

Zhang 

(2005)
SPC

Discounted Cash 

Flow Analysis

(DCF)

Annual 

revenue

(Tolls)

Construction cost/ 

Annual operation   

cost/ Annual 

maintenance cost/

Depreciation/

Debt/ Tax

Pantelias 

et al. 

(2010)

SPC

Discounted Cash 

Flow Analysis

(DCF)

Annual 

revenue

(Tolls)

Total cost of 

construction/

Annual operation cost/ 

Annual maintenance 

and rehabilitation cost

Jeong

et al. 

(2015)

SPC

Discounted Cash 

Flow Analysis

(DCF)

Real Option 

Valuation

(ROV)

Annual 

revenue

(Tolls)

Annual construction 

cost/

Annual land use fee/

Annual operation cost/

Annual maintenance 

cost/

Debt service/ Tax

Jian

et al.

(2013)

Public –sector,

Shareholder

Creditor

Discounted Cash 

Flow Analysis

(DCF)

Annual 

revenue

(Metro 

ticket),

Operating 

income

Construction cost/

Financing cost/

Operation cost/

Income tax

Albornoz

et al.

(2015)

Shareholder

Discounted Cash 

Flow Analysis

(DCF)

Annual net 

cash flow,

Sale of the 

PPP project

Investment cost during 

construction   phase/ 

Transaction entry cost

Albornoz (2015)는 지분투자자의 관점에서 DCF 모델을 제

안하였고, 운영단계에서의 수익뿐만 아니라 지분 매매에 따

른 현금흐름을 모델에 반영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재정건전성

을 분석하였다. 

2.3 민간투자자 간 리스크 재분배

2.3.1 민간투자자의 지분거래

일반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은 통행료 등의 수익이 발생하

는 시점을 기준으로 건설단계와 운영단계로 구분할 수 있

다 (Schaufelberger, 2003). 이러한 이유로 민간투자자는 단

기투자자(ESI, Exit Strategy Investors)와 장기투자자(SSI, 

Stay Strategy Investors)으로 나뉘어 민간투자사업에 참여

한다(Epec, 2010; Albornoz, 2015; KDI, 2015). 

먼저, ESI는 수주 및 건설과정의 시공이윤 등의 수익을 목

적으로 건설단계에만 참여하는 투자자로서, 지분에 대한 배

당수입보다 지분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전략을 활용한다. 

반면, SSI는 운영이윤, ROE 등의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단계

에도 참여하는 투자자로서, 지분출자를 통한 대출중심의 투

자전략을 활용하며, 투자자의 구성은 <Fig. 1>과 같다.  

지분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려는 수요로 인해, 민간투자사업

에서는 건설단계 이후 재조달시장(Secondary Market)이 형

성되며, ESI와 SSI는 재조달 시장에서 민간투자사업의 부분 

또는 전체의 소유권을 거래하고 있다(Epec, 2009; Whitfield, 

2010; International Public Partnership, 2013; Albornoz, 

2015). 

Fig. 1. Private Investors in PPP projects  

(Demirag et al., 2010; National Audit Office, 2012)

먼저 ESI는 지분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거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며, 장기간의 투자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를 SSI에게 

전가할 수 있다. 반면, SSI는 지분거래를 통해 건설리스크가 

제거된 운영단계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이는 인프라 사업의 

재무적 건전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평가되는 리스크를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Whitfield, 2012) <Fig. 2>.

: 연간 투자비용

: 연간 운영수입

: 연간 운영비용

: 연간 부대사업 수입

: 세전 실질수익률

: 프로젝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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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ructure of equity transaction

지분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현금흐름은 민간투자

자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Albornoz, 2015). 추가적

인 현금흐름은 ESI와 SSI 간 협상으로 인해 정해지는 지분의 

가격(Equity Value)에 따라 변화하는데, 민간회사의 정보공

개 거부로 인하여 지분가격에 대하여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Cuthbert, 2008; Bain, 2008; Hellowell & Vecchi, 2012). 

이로 인해 민간투자자 간 거래되는 지분가격의 기준으로써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National Audit Office, 2012). 

이러한 이유로, 미래에 발생하는 기대현금흐름(Expected 

cash flow)을 기준으로 지분의 가격을 도출하는 연구가 수행

되었다. 특히, Albornoz (2015)는 운영기간 동안의 순 현금흐

름, 순 현금흐름의 성장지수, 할인율, 지분보유기간 등의 변

수를 통해 민간투자자 간 거래 가격 모델을 제안하였다. 

2.3.2 민간투자자의 약정거래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주방식 등에 대한 약

정(Contractual Agreement)은 프로젝트 리스크를 분담하는 

장치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Sanvido et al., 1992). 일

반적으로 약정은 민간과 공공부문 사이의 협약과 민간부문 

사이에서 맺어지는 협약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민간투자자

와 정부 사이에서 맺어지는 협약은 양허계약의 형태로 체결

된다. 한편, 민간부문 사이에서 맺어지는 협약은 프로젝트 수

행과 관련한 협약으로서, 지분투자자 협약, 시공 및 설계 계

약, 대출 계약, 보험 계약, 운영계약, 구매계약 등의 형태로 

체결된다(Merna & Dubey, 1998; Delmon, 2000). 상기 약정

을 통한 효과적이고 강력한 법적 구속력은 프로젝트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리스크의 문제를 개선하고 시간, 노력, 비용 등

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Asian Development Bank, 2008).

상기의 약정 외, 민간투자자 사이에서 추가적인 약정이 체

결되는데, 특히 국내에서는 장기투자자와 단기투자자 사이에

서 이러한 약정이 체결되고 있는 실정이다(Park, 2014; Lee, 

2015). 먼저 금융기관 중심의 SSI의 경우, 과거 MRG등의 풋

옵션을 통해 전가했던 수요 리스크를 건설회사 대상의 풋옵

션과 자금보충약정(CDS, Credit Default Swap) 등의 약정을 

통해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건설회사 중심의 ESI

의 경우, 기준금리의 하락으로 인해 금융경쟁이 심화된 금융

기관을 상대로 유동성 리스크 등을 전가한다. 이는 건설기간 

종료 후 ESI가 매도하는 지분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을 요구

하거나 연대보증 성격의 CDS 폐지를 체결하는 형태로 이루

어진다(Park, 2014).

이와 같이 민간투자자 사이에서 체결되는 추가 약정은 

수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능하고 있다

(Zhang, 2005). 추가약정은 민간투자자의 손실위험을 상대 

민간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로 체결된다<Fig. 3>.

Fig. 3. Structure of agreement transaction

다시 말해, 이는 대출 및 시공 등 프로젝트 계약에 따른 

현금흐름과 지분투자에 따른 현금흐름의 손실 리스크를 상

대 민간 투자자에게 재분담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Park, 

2014; KDI, 2015).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추가적인 약정의 

체결이 민간투자자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3. 리스크 재분담에 대한 재무적 분석모델

본 연구는 민간투자자의 지분거래와 약정거래를 재무적으

로 분석하기 위한 모델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분보

유에 따른 미래기대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지분매도가격을 도

출하고, 다음으로 추가약정이 기존 민간투자자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경위를 분석하여 약정거래를 모델에 반영한다.

3.1 DCF 모델의 개념

민간투자자의 재무적성과는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계산

하여 분석되는데, 이는 크게 프로젝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

는 현금흐름(시공이윤, 대출이자 등), 지분거래에 따라 발생

하는 현금흐름, 민간투자자 간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현금흐

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또한 상기의 현금흐름은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민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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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전략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어진다. 먼저, ESI의 경우 지

분출자금, 공사원가, 출자금에 대한 상환비용(또는 기회비용) 

등의 현금유출(Cash out)과 시공이윤, 지분 매도를 통한 수익 

등의 현금유입(Cash in)을 갖는다. 한편, SSI의 경우 지분출

자금, 대출투자비용, ESI의 지분 매입비용, 출자금에 대한 상

환비용 (또는 기회비용) 등의 현금유출과 SPC의 원리금 상환

수익, 지분보유에 따른 배당수익 등의 현금유입을 갖는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적합한 모델 도출을 위

해 민간투자사업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1) DCF 모델의 할인율 및 재원구조: 일반적으로 민간투

자사업은 그 위험성을 낮추기 위하여 다양한 재원과 사업구

조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할인율과 재무구조 또한 복합적으

로 설정된다(Lee, 2015). 이로 인해 현금흐름 모델의 정확성

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잡한 재원의 특성이 반영된 현금흐름

을 반영해야 하지만, 이러한 경우 단일변수와 수익률 간의 상

관관계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민간투자자 간 거래

에 초점을 맞추어 참여자의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

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DCF 모델은 단일의 할인율

과 ESI와 SSI의 재원으로만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2) 민간투자사업 불확실성: 민간투자자 별 현금흐름에는 

수수료, 세금 등이 포함되며 특히 장기간 프로젝트의 불확실

성에 따른 추가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이는 참여기관 및 

주무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

다(Jeong, 2015). 본 연구에서 불확실성은 민간투자자 간에 

체결하는 약정을 통하여 대비하고 있음을 가정하며, 이후 약

정거래에 이를 반영하여 현금흐름을 계산한다. 

3) 지분거래 및 약정거래: 민간투자자를 ESI와 SSI로 제한

하고, 지분투자의 형태는 보통주 투자만으로 한정하며, 또한 

건설단계 이후의 지분거래와 약정거래가 ESI와 SSI 사이에

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상기의 상황을 가정한 민간투자자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현금흐름은 크게 프로젝트 계약과 지분투자에 의한 현금흐름

으로 구분한다. 먼저, 프로젝트 계약에 의한 현금흐름은 프

로젝트 수행에 대한 원가와 이에 따른 보상으로 나눌 수 있

다(Zhang, 2005; Pantelias & Zhang, 2010; Jeong, 2015). 

반면, 지분거래에 의한 현금흐름은 재조달 시장(Secondary 

Market)에서 ESI가 매도하는 지분의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데, 일반적으로 민간투자자가 협상하고 거래하는 지분의 가

격은 프로젝트의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한

다. 이러한 미래 현금흐름은 보통 SPC의 관점에서는 통행료

와 같은 운영수익을 대상으로 하지만(Cooper, 2014), 민간투

자자의 관점에서는 통행료가 직접적인 현금유입으로 계산되

지 않고 지분출자에 따른 배당수익의 형태로 유입된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본 연구에서는 지분출자에 따른 배

당 에 대한 기대수익을 바탕으로 지분의 가격을 계산하며, 이

는 Albornoz (2015)의 수식을 연구에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한다. 

위와 같은 설정을 바탕으로 한 민간투자자의 현금흐름 모

델은 다음의 식 Eq. (2)으로 나타난다. 특히, 현금흐름은 투자

자 별로 다르게 설정되어야 하므로, 모델의 각 변수들은 ESI

와 SSI의 현금흐름 모델에서 서로 다른 값을 가진다. 

                                                                    (2)   

      

3.2 리스크 재분담 분석을 위한 DCF 모델

3.2.1 민간투자자 관점의 DCF 모델

본 연구에서는 상기 도출한 기준모델을 바탕으로, ESI와 

SSI 각각의 현금흐름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ESI는 건

설기간이 종료된 후, 다음의 <Fig. 4>와 같이 프로젝트의 지

분을 매도하여 재무적으로 종료하는 것(Financial close)을 전

제로 한다.      

 

Fig. 4. ESI’s net cash flow

앞선 챕터에서 도출한 바와 같이, ESI의 현금흐름은 지분

투자와 시공계약에 대한 수익과 비용으로 발생한다. 먼저 현

금유출은 지분출자비용(   ); 공사에 투입된 비용원가(  )로 

계산되며, 현금유입은 프로젝트 계약에 따라 얻은 공사비(  ); 

지분매도가(  )로 계산된다. 이 때,  는 운영기간 동안의 

배당에 대한 기대수익(  ); 운영수익의 성장지수(  ); 건설

기간(  ); 프로젝트 총기간(  ); ESI의 할인율(  )에 따라 

계산되며, 이는 다음의 식 Eq. (3)로 계산된다. 

                                                                (3)  

또한, 이를 반영하여 도출한 ESI 관점에서의 DCF 모델은 

다음의 식 Eq. (4)와 같다. 

: 프로젝트 투입 비용

: 지분출자 비용

: 프로젝트 계약을 통한 이윤 

: 운영기간 동안의 배당수익

: 투자자의 기대수익률 또는 할인율

: 배당 수익의 성장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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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편, SSI는 ESI로부터 지분을 매수하고, 프로젝트 특허기

간(Concession period)이 종료되는 시점에 다음의 <Fig. 5>와 

같이 지분을 매도하여, 프로젝트를 재무적으로 종료한다. 

Fig. 5. SSI’s net cash flow

SSI의 현금흐름은 지분투자와 대출계약에 대한 수익과 비

용으로 발생한다. 먼저, 현금유출은 지분출자비용(  ); 대출

투자 비용(  ); ESI의 지분매입비용(  )으로 계산되며, 현

금유입은 원리금상환수익(  ); 운영기간 동안의 배당수익

(  ); 지분매도가(  ) 로 계산된다. 특히,  와   는 SSI

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그 값이 정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단계 이후 SSI가 모든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가정하므로,  와   는 전체 지분에 대한 배당수익(  )와 

지분매도가(  )로 계산된다. 운영기간 동안의 배당에 대한 기

대수익(  ); 운영수익의 성장지수(  ); SSI의 할인율(  )에 

따라 계산되며, 이는 다음의 식 Eq. (5)과 Eq. (6)으로 계산된다.

                                                               (5)  

                                                 
              (6)

  

아울러, SSI의 프로젝트 수입원은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

상환수익으로 볼 수 있다(  =  ). 본 연구에서는 이를 SSI

의 목표수익률(  )을 이자율로 하는 균등상환을 가정하며, 

총액의 현재가치는 다음의 수식 Eq. (7)로 가정한다. 

     
 
                                                         (7)

  

이를 반영하여 도출한 SSI 관점에서의 DCF 모델은 다음의 

식 Eq. (8)과 같다. 

3.2.2 지분거래 모델

민간투자자 간 거래되는 지분의 가치 (  ,  )를 산정하

기 위해 배당수익 (  ,  )에 대한 수식모델 도출이 필요하

다. 그러나 지분을 투자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배당 수익의 

크기는 민간투자사업 별로 편차가 크고, 배당이 이루어 지지 

못하는 프로젝트 사례도 발견되며, 특히 장기간의 사업 기간

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래기대수익에 대한 현금흐름

을 도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KDI, 2015). 

본 연구에서는 지분을 투자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배당 

수익의 크기가 지분투자비용에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이를 

위해, Project 총기간 (  ) 이후 지분투자비용 (  ,  )의 

미래가치를 시장이자율 (  )로 할인하여  또는 을 계산하

며, 이는 다음 수식 Eq. (9)와 같다. 

                                                                    (9)  

Eq. (9)를 바탕으로 지분투자에 따른 배당의 미래기대수익

(  ,  )을 반영하여 지분거래에 따른 현금흐름모델을 도출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한 ESI가 매도하는 지분의 가격모델과 

주요변수(Key Variables)는 Eq. (10)과 같다.

                                                                    (10)

3.2.3 약정거래 모델

민간투자자 사이에서 추가로 맺어지는 약정의 구조와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약정의 영향요인(Influence Factor)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

한, 도출한 영향요인을 DCF 모델에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지

분거래와 약정거래가 반영된 민간투자자 관점의 DCF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민간투자자 간의 약정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에서 발생

하는 리스크로 인한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서 맺어지는 계약

으로서, 지분출자, 건설단계 리스크, 운영단계 리스크를 상

대 민간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로 체결된다(KB, 2010; 

Kyobo, 2010; Park, 2014; Park, 2015).

먼저, 지분출자에 대한 약정(  )은 민간투자사업 초기단

계에서 자기자본의 출자비율을 조정하는 협약으로, 거의 모

: ESI 지분출자 비용

: ESI 차입 이자율

: ESI 배당 또는 이자수익 성장지수

: 건설기간

: 프로젝트 총기간

: ESI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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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민간투자사업에서 체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분출자규

모에 따라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대규모 자금이 투

입되는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지분출자에 따른 자금 유동성 

리스크를 동시에 내포하여 손실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고 있

다(Park, 2014; Park, 2015). 이와 같은 특성의 약정 는 민

간투자자의 초기 출자비용의 크기를 결정하며, 이는 다시 이

자비용(또는 기회비용)의 형태로 민간투자자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특성

을 현금흐름에 반영하기 위해, DCF 모델에서의  ,  를 영

향요인으로 설정하여 지분출자에 대한 약정(  )을 반영한다.

다음으로, 건설리스크에 대한 약정 는 시설물의 준공 후 

지분거래 단계에서 ESI에게 지급되는 지분 프리미엄 비용에 

관한 협약으로, 서울 S 지하도로 실시협약(2010), 서울 J 터

널 실시협약(2012), 경기도 O고속도로 실시협약(2015)에서 

체결된 사례가 있다. 기준금리의 저하로 인해 국내은행과 보

험사들은 전통적인 대출, 채권, 증권투자의 수익성이 하락했

으며, 이에 따라 대체투자에 대한 참여가 증가해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중심이 된 

SSI의 금융경쟁이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ESI와 SSI 간 금융

약정 과정에서 ESI는 지분을 매도할 때, SSI에게 프리미엄 비

용을 가산하여 매수할 것을 요구하는 실정이다(Park, 2014). 

이와 같은 특성의 약정 는 (ESI가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에 대한 성장지수)의 크기를 결정하고, 

이는 다시 (SSI가 매입하는 ESI 지분의 가치)의 크기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를 영향요인으로 설정하여 건설리스크에 대한 약정 를 

반영하고자 한다. 

또한, 운영리스크에 대한 약정 는 교통량이나 수익이 초

기 협약에서 예상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이만큼

을 보상받는 구조로서, 크게 운영수익에 대한 보상옵션(  )

과 대출금액에 대한 자금보충약정(  )의 형태로 체결된다. 

먼저, 는 과거 최소 운영수입보장에 대한 옵션 형태로 

정부와 민간투자자가 체결하는 약정이다(Kim et al., 2012). 

이는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의 위험분담으로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 추진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의도적으로 교통량을 과다

하게 예측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는 폐지

되거나 재협상되는 추세이다(Park, 2014). 이로 인해, SSI는 

수요부족에 대한 손실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를 ESI

에게 일부 전가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대비하고 있다(KDI, 

2015). 이와 같은 특성의 약정 는 (SSI가 지분을 보유함

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에 대한 성장지수)를 결정하고, 

이는 다시 (지분투자에 따른 SSI의 기대수익)의 크기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를 영향요인으로 설정하여 운영리스크에 대한 약정 을 

반영하고자 한다. 

한편, 약정 는 운영수익 저하에 따른 원리금상환 리스

크를 대비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협약이다(KDI, 2015). 사업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ESI와 SSI가 연대 보증하는 구조로 이

루어져 있으며, 특히 일부 민간투자사업에서 ESI는 CDS 해

제를 조건으로 내세워 SSI에게 리스크를 전가하는 협약이 체

결한다. 이와 같은 특성의 약정 는 (SSI가 민간투자사

업 SPC에게 제공하는 대출이자율)를 결정하며, 이는 다시  

(SSI의 원리금상환수익)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를 영향요인으로 설

정하여 약정 를 반영한다. 

Table 2. Influence factor of agreement transaction

Agreements

Hedge Target ESI, SSI SSI ESI SSI

Influence Factor , 

본 연구에서는 약정으로 인한 현금흐름 변동성의 범위를 

초기단계에서 예상했던 수익금에 대한 손실분만을 보상받는 

것으로 한정하고, 약정으로 인해 변동하는 현금흐름은 상기 

도출한 각 영향요인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는 것으로 

모델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된 SSI의 DCF 

모델은 다음의 식 Eq. (11)로 계산된다. 

          (11) 

: 프로젝트 대출 투자비용

: SSI 지분출자 비용

: ESI 지분출자 비용

: SSI 차입 이자율

: ESI 차입 이자율

: SSI 배당수익 성장지수

: ESI 배당수익성장지수

: 건설기간

: 프로젝트 총기간

: SSI 할인율

: 프로젝트 차입 이자율

: ESI 할인율

상기 모델에서 일 때, 산정되는 할인율(  ,  )

은 각각 SSI의 목표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s)과 



32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19권 제2호 2018년 3월

주창환·권병기·이현수·박문서  

ESI의 목표수익률로 볼 수 있으며, 이 때 도출된 와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지분거래에 따른 민간투자자의 수익

성을 파악할 수 있다. 

3.3 모델적용: 국내 민간투자사업 대상

앞서 도출한 DCF 모델의 주요 요인으로는 프로젝트에 대

한 대출투자 비용(  ); 민간투자자의 지분출자비용(  ,  ); 

지분투자에 따른 자본비용 또는 기회비용(  ,  ); 건설기간 

및 프로젝트 기간(  ,  ); 배당수익에 대한 성장지수(  ,  )

을 꼽을 수 있다. 상기 주요 요인들의 값은 기획재정부 민간

투자사업 편람(2010)에 기록된, 1997년부터 2010년 사이 실

시협약이 완료된 18개 도로부문 민간투자사업의 수행실적을 

바탕으로 한다.

1) 대출투자비용(  ) : 대출투자비용은 투자규모와 프로젝

트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규모의 민

자도로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 프로젝트 투입비용의 평

균 842,560,000,000 KRW을 사용하였다. 

2) 지분출자비용(  ,  ) : 지분출자비용은 프로젝트에 따

라 상이하지만, 국내 민간투자사업 관련 제도에서는 최소한

의 지분출자비율을 20%이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이들 평

균은 292,740,000,000 KRW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ESI

와 SSI의 지분출자비율을 5:5로 가정하고 진행하였다. 

3) 지분투자비용에 대한 이자율(  ,  ) : 민간투자자의 이

자율은 보통 기준금리에 위험스프레드를 가산하여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스프레드에 대한 자료는 공개된 프로젝트 

사례가 현저히 적고, 사례별로 편차가 큰 편이다. 이러한 이

유로 본 연구에서는 지분투자에 대한 위험스프레드를 제외한 

2010년 기준금리 2.25%를 대입하였다.

4) 건설기간 및 프로젝트 기간(  ,  ) : 사례로 활용된 민자

도로사업은 평균 건설기간 5년, 총 기간 35년 동안 수행된다.

5) 배당수익에 대한 성장지수(  ,  ) : 해당 기간 동안의 

국내 소비자물가지수 평균값인 3.26%를 활용하였다. 

아울러, 상기 도출한 주요변수의 값을 DCF 모델에 대입하

여 (ESI의 목표수익률)와 (SSI의 목표수익률) 간의 관계

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6>과 같다. 

Fig. 6. Relationship between ESI and SSI’s expected rate of returns

ESI와 SSI가 손해를 입지 않는 범위 (  ,    ) 내에서 

민간투자자 사이의 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할 때, 그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The result of the base case

IRR (%)

 Input

 Variable

 (    )  (   )

Base case +0.000 ∼ +0.936 +8.399 ∼ +36.812

4. 리스크 재분담 분석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자 간 리스크 재분담이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상기 DCF 모델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해, 먼저 모델 변수들의 값을 기존에 수행되었던 민간투

자사업 사례에서 도출하고, 이를 대입하여 ESI와 SSI의 재무

적 성과를 비교한다. 다음으로, 지분거래와 약정거래에 따른 

민간투자자의 목표수익률 변동을 측정하고 분석한다.  

4.1 지분거래에 따른 수익률 변동

본 연구에서는 상기  ,  간의 관계를 일반적인 상황

(Base case)으로 설정하고, 민간투자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지분거래와 약정거래에 따른  ,  의 변동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먼저, 지분거래에 따른  ,  의 변동은 ESI가 매도하

는 지분가격에 영향을 받으며, 이는 Eq. (10)를 통해 계산된

다. 지분가격은 (ESI의 초기 지분출자비용); (ESI의 자본

비용); (지분출자에 따른 ESI의 배당수익)에 따라 값이 달

라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분거래의 주요변수(Key 

variable)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지분거래에 따라 변동

하는  ,  값을 도출한다. 특히, 주요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은 ESI의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본 연구

에서 가정한 상황은, 1.1 (자본비용의 증가); 0.9 (지분매

도가 감소); 1.1 (지분출자율 증가)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  결과를 얻을 수 있다

<Fig. 7, Table 4>. 

Fig. 7. The impact of equity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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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result of sensitivity analysis of key variables

IRR (%)

 Input

 Variable

 (   )  (   )

Base case +0.000 ∼ +0.936 +8.399 ∼ +36.812

1.1 +0.000 ∼ +9.604 +9.699 ∼ +36.311

0.9 +0.000 ∼ +7.946 +9.759 ∼ 36.620

1.1 +0.000 ∼ +9.935 +8.003 ∼ 37.183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주요변수들이 민간투자자 각각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상대 민간투자자의 목표수익

률에 따른 ESI와 SSI의 수익률 변동을 분석하였다. 

먼저, ESI 관점의 수익률변동은 SSI의 목표수익률(  )을 

축으로 하는 의 변동량( -  )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결과, 주요변수에 따른 ESI의 수익률은 9.30      30.80의 

구간에서 배당수익의 성장지수(  )의 감소, 130.80    

36.81의 구간에서 지분투자의 자본비용(  )의 증가에 따라 

가장 많은 손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8, Table 5>.

한편, SSI 관점의 수익률 변동은 ESI의 목표수익률(  )을 

축으로 하는 의 변동량(  -  )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러나 모델에서 를 만족하는 는  , 이며, 이로 인해 

복수의  -  값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는  = min(  ,  )으로 가정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SSI의 수익률은 0.00    7.95의 구간에서 배당수

익의 성장지수(  )의 감소, 7.95    8.72의 구간에서  , 

8.72    9.34 구간에서 ESI의 지분출자비용(  )의 감소

에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9, Table 6>.

Fig. 8. The impact of key variables from ESI’s perspective

Table 5. The result of ESI’s profit variability by key variables

Variability

(%)

 SSI’s

 IRR (%)

-  (    )

1.1 0.9 1.1 

9.30    17.82 +0.334 ∼ +0.321 -1.231 ∼ -2.157 +0.334 ∼ -0.321

17.82    25.81 -0.321 ∼ -0.300 -2.157 ∼ -0.813 -0.321 ∼ -0.300

25.81    30.80 -0.300 ∼ -0.264 -0.813 ∼ -0.264 -0.300 ∼ +0.015

30.80   36.81 -0.264 ∼ -0.240 -0.264 ∼ -0.091 +0.015 ∼ +0.169

4.2 약정거래에 따른 수익률 변동

약정거래에 따른  ,  의 변동은  ,  ,  약정의 영

향요인(Influence Factor)에 영향을 받는다. 영향요인은 앞서 

도출한 바와 같이,  ; ; ; 이며 이는 민간투자자의 현

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향요인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지분

거래에 따라 변동하는  ,  값을 도출한다. 특히, 영향요인

에 대한 민감도 분석은 SSI의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상황은, 1.1 ( 에 의한 SSI의 지분출

자율 증가); 1.1 ( 에 의한 SSI의 지분매수가 증가); 0.9  

( 에 의한 SSI의 운영기간 수입 감소); 0.9 ( 에 의한 

SSI의 대출수익 감소)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10, Table 7>. 

더불어, ESI 관점의 수익률변동(  -  )은 8.40   

25.30의 구간에서 SSI의 배당수익의 성장지수(  )의 감소, 

25.30    34.32 구간에서 ESI의 배당수익의 성장지수(  )

의 증가에 따라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1, Table 8>. 

한편, SSI 관점의 수익률 변동(  -  )은  0.00   

9.93의 구간에서 SSI의 배당수익의 성장지수(  )의 감소에 

가장 큰 손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2, Table 9>.

Fig. 9. The impact of key variables from SSI’s perspective

Table 6. The result of SSI’s profit variability by key variables

Variability

(%)

 ESI’s

 IRR (%)

 - (    )

1.1 0.9 1.1 

0.00    7.95 +0.270 ∼ +0.358 +1.359 ∼ +4.759 -0.396 ∼ +0.196

7.95    8.72 +0.358 ∼ +0.411 - +0.196 ∼ +0.411

8.72    9.34 +0.411 ∼ +0.685 - +0.411 ∼ +1.629

9.34    9.60 +0.685 ∼ +1.4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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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impact of agreements transaction

Table 7. The result of sensitivity analysis of influence factors

IRR (%)

 Input

 Variable

 (   )  (    )

Base case +0.000 ∼ +0.936 +8.399 ∼ +36.812

0.9 +0.000 ∼ +9.936 +7.307 ∼+32.501

1.1 +0.000 ∼ +10.921 +7.373 ∼ +38.800

1.1 +0.000 ∼ +9.347 +8.003 ∼ +37.183

0.9 +0.000 ∼ +12.936 +7.065 ∼ +36.981

Fig. 11. The impact of influence factors from ESI’s perspective

Table 8. The result of ESI’s profit variability by influence factors

Variability

(%)

 SSI’s

 IRR (%)

 -  (   )

0.9 1.1 1.1 0.9 

8.40    11.80
+0.468 ∼ 

+0.938

+0.909 ∼ 

+0.938

+0.346 ∼

+0.266

+1.263 ∼

+1.677

11.80    17.81
+0.938 ∼

+0.990

+0.938 ∼ 

+0.990

+0.266 ∼ 

-0.309

+1.677 ∼ 

+3.137

17.81    20.38
+0.990 ∼

-0.585

+0.990 ∼

+0.999

-0.309 ∼

-0.585

+3.137 ∼

+2.902

20.38    25.30
+3.137 ∼

+2.902

+0.999 ∼ 

+0.983

-0.585 ∼ 

-0.343

+2.902 ∼ 

+0.983

25.30    32.50
-2.418 ∼ 

-0.240

+0.983 ∼ 

+0.931

-0.343 ∼ 

+0.070

+0.983 ∼

+0.188

32.50    34.32 -
+0.931 ∼ 

+0.921

+0.070 ∼ 

+0.123

+0.188 ∼

+0.123

4.3 결과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DCF 모델을 활용하여, 지분거래의 

주요변수(Key variable)와 약정거래의 영향요인(Influence 

factor)에 따른 민간투자자의 현금흐름 변동성을 분석하였다. 

가장 주요한 특징은 지분거래의 주요변수와 약정거래의 영향

요인이 단기투자자 또는 장기투자자의 수익률에 서로 상반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투자자가 리스크 재분담을 

통해 수익률이 증가한다면, 상대는 리스크 재분담으로 인해 

수익률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음의 관계가 단기투

자자 또는 장기투자자의 투자 효용을 감소시키고, 단기 및 장

기 재원 모두의 확보가 필요한 민간투자사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단기투자자와 장기투자자 사이에서 지분을 거래할 

때, ‘단기투자자의 배당수익의 성장지수’와 ‘단기투자자의 자

본비용’이 민간투자자의 현금흐름에 가장 주요한 변동요인으

로 나타났다. 이는 지분투자를 통해 운영기간 동안의 기대수

익이 민간투자자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

석할 수 있다. 그러나 도로사업의 교통수량 예측에 대한 오

차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프로젝트의 기대수

익은 불확실하게 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Shin, 2009; KDI, 

2012). 이로 인해, 기대수익을 근거로 산정되는 프로젝트 소

Fig. 12. The impact of influence factors from SSI’s perspective

Table 9. The result of SSI’s profit variability by influence factors

Variability

(%)

 ESI’s

 IRR (%)

-  (   )

1.1 0.9 1.1 1.1 

0.00    3.76
-0.471 ∼ 

-0.958

-1.026 ∼ 

-0.958

-0.396 ∼ 

-0.260

-1.334 ∼ 

-1.566

3.76    9.35
-0.958 ∼

-1.766

-0.958 ∼

-1.375

-0.260 ∼

+2.009

-1.566 ∼

-3.052

9.35    9.72
-1.766 ∼ 

-1.719

-1.375 ∼ 

-1.719
-

-3.052 ∼ 

-3.565

9.72   9.93
-1.719 ∼

-2.024

-1.719 ∼

-2.515
-

-3.565 ∼

-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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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은 적절한 가격에 거래되기 어려워질 것이며, 지분 거래 

시 주요변수에 따른 민간투자자들의 음의 관계는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요예측에 대한 합

리적인 평가와 운영단계에서의 수요위험을 낮추는 방안이 필

요하다. 

한편, 민간투자자 사이에서 추가로 약정을 맺을 때, ‘장기

투자자의 배당수익의 성장지수’와 ‘장기대출투자자가 SPC에 

제공하는 대출이자율’이 민간투자자의 현금흐름에 가장 주요

한 변동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운영리스크에 대비하

기 위한 약정으로서, 실제 운영기간 동안의 수요 안정성이 장

단기 투자자 모두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

다. 그러나 MRG의 폐지로 인해 운영단계 수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Jeong, 2015), 민간투자자는 사업

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약정거래를 통한 음의 관계를 심화

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음의 관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단계에서 민간투자자의 위험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

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는 민간투자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재분담의 

재무적 영향성을 이해하기 위한 현금흐름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분거래의 주요변수와 약정거래의 영향요인에 

따른 민간투자자의 현금흐름 변동성을 분석하였다. 

모델에 따르면, 지분거래가 이뤄질 때 민간투자자의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수는 단기투자자의 지분출자비용 

(  ), 단기투자자의 지분투자 자본비용(  ), 단기투자자의 

배당수익 성장지수(  )로 도출되었다. 

한편, 약정거래가 이루어질 때 민간투자자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은 지분출자비율(  ,  ), 단기투자자

의 배당수익 성장지수(  ), 장기투자자의 배당수익 성장지

수(  ), 장기투자자의 대출투자 이자율(  )로 도출되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주요변수와 영향요인에 대한 민감

도 분석을 통해, 단기투자자와 장기투자자의 수익률에 대한 

영향성을 파악하였다. 

민간투자사업에서의 리스크 재분담은 금융환경에 따라 증

가하고, 이는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민간투자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지분거래와 약정

거래로 인한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규명하고, 이를 반영한 민

간투자자의 재무적 평가 모델을 개발하였다. 더불어, 실증적 

분석을 통해 도출한 주요변수 및 영향요인과 수익률 간의 관

계는 리스크 재분담에 대한 민간투자자의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단기투자자와 장기투자자 간의 리스크 

재분담에 대해서만 연구를 진행하여, 다양한 재무 구조를 다

루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한, 건설단계 이후에 새롭게 참여하

는 장기투자자를 고려하지 못했다. 

추후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의 다양한 투자 구조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모델을 개발하여 리스크 재분담에 따른 협약지연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사업관

리방안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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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민간투자자 사이에서의 리스크 재분담은 민간투자자의 현금흐름에 추가적인 변동성을 야기하며, 민간부문의 투자결정에 있
어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재정건전성 평가모델은 지분거래와 약정거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민간투자자 간 리
스크 재분담에 따른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지분거래와 약정거
래를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민간투자자의 재무적 평가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모델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지분거래의 
주요변수와 약정거래의 영향요인을 도출하였으며, 민간투자자 간 리스크 재분담과 민간투자자의 수익률 간의 관계를 증명하였다. 
본 연구는 리스크 재분담에 대한 민간투자자의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이며, 더 나아가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지연의 문제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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