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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방재정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공공시설정비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의 지역플랫폼 형성을 통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와 나라시노
시의 공공시설정비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일본의 지역플랫폼 관련 제도와 정책 그리고 나라시노시의
공공시설정비사례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헌과 통계자료 등을 수집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플랫폼을 통
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산·관·학·금분야의 참여자 간에 사업노하우와 사업경험을 공유 및 습득하게 해 지방자치단체
와 지역 내 참여자의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지역플랫폼을 통해 안건을 파악해
사업화하고 사업실현가능성을 사전에 논의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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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easures to promote a private finance initiative aimed 
at public facility regeneration in the midst of sharp increase in local financial burden due to the low 
birthrate and rapidly aging population. In particular, the study looked at the case of promoting a 
private finance initiative through a local platform aimed at public facility regeneration in Narashino, 
Japan. The study is based on the relevant systems and policies, and government documents and 
statistical data on the Narashino case. The results show that the local platform helps the local 
government and participants share business expertise and experiences, leading to improvements in 
their expertise and business capability. The local platform allows them to identify and discuss potential 
business ideas in advance, which in turn encourages private investment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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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로 인해 지방

재정이 점차 취약해지는 가운데 공공시설에 대한 정비수
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공시설은 공급과 유지
관리 등에 막대한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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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되는데 공공시설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관련된 재정부담은 금후 지방
자치단체에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해외 주요선진국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
찍이 공공시설정비문제를 재정문제와 연계시켜 접근하였
고 그 결과 1990년대부터 민간투자사업을 공공시설정비
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1994년에 민간투자
사업을 도입하였고1)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8년에 최
소운영수입보장(MRG:Minimum Revenue Guarantee, 
이하 MRG로 약칭함)제도2)를 도입했다. 민간투자사업에 
MRG제도가 도입되면서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Build 
Transfer Lease)이 크게 증가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전
문성과 사업역량 부족으로 인해 MRG약정에 따라 수십 
년간 민간사업자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 
큰 재정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다수 발생하면서 MRG에 대한 재검토
가 이루어졌고 2006년에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MRG가 
폐지되었고 2009년에는 정부고시사업에 대한 MRG가 
폐지되어 이미 시행된 민간투자사업을 제외한 모든 
MRG가 폐지되었다.    

MRG폐지와 더불어 신규사업에 MRG문제가 발생하
지는 않게 되었으나 이후 민간투자사업은 심각한 침체기
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이 전문성
과 사업역량에 기초했다기보다 MRG를 토대로 성장해 
온 데 원인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사업역량강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
과 학문적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초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민
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가 개최되어 민간투자사업 활성
화 방안이 발표되었으나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사업역량강화와 관련해서는 개선방안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충분히 갖추

1) 1994년에「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되어 민간투자사업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고 이후 
1998년과 2005년에 이루어진 주요 법률개정을 통해「사회간
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으로 약칭함)」으로 2차례 개칭되었다.

2)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최소운영수입을 지방자치단체
가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지 못한 채 무리하게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여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한 민간사업자에 대한 MRG 보전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중소지방자치단체로 갈
수록 취약해져 침체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저
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공공시설정비를 위한 민간투자사
업 활성화사례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1999년에 민간투자사업이 제도화된 이후 정
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성장
해 오다가 저출산·초고령사회의 도래로 인해 지방재정문
제가 발생하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민간투자사업
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제에 대해 일본에서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수
익보전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시키기보다 지방자
치단체의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향상시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동 정책의 핵심은 지역플랫폼제도3)로서 이는 산·관·
학·금4) 간 협정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노하우를 공유 
및 습득하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안건형성능
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지역플랫폼
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시설의 효과적인 정비와 
재생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는 제
도이다. 

지역플랫폼제도에 기초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 지
역플랫폼이 형성되고 있으며 지역플랫폼 형성 이후 민간
투자사업이 뚜렷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지방재정이 취
약해지는 가운데 공공시설정비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유사한 과제를 안고 있어 이와 관련된 일본의 경험적 사
례는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연구 배경과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
도 취약해지는 지방재정여건 하에서 급증하는 공공시설
정비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향상시켜 침체된 민간

3) 지역플랫폼제도는 내각회의에서 각의 결정된 제도로서 법률에 
기초한 제도는 아니지만 지역플랫폼과 관련된 협정에 지역플
랫폼 협정제도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본 연구
에서도 지역플랫폼제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4) “산”은 지역기업 등의 민간사업자와 상공회의소, 컨설턴트, 회
계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 등이며 “관”은 도도부현과 시정촌 등
의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리고 “학”은 대학 등이며 “금”은 지역
은행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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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
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활성
화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지역플랫폼제도와 이
에 기초한 지역플랫폼 형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와 공공시설정비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사
례를 분석한다. 

지역플랫폼제도분석과 관련해서는 첫째, 일본의 민간
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촉진사업(이
하 PFI사업이라 약칭함)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플랫폼
제도의 도입배경과 지역플랫폼의 형태 그리고 참여주체 
간 협력관계와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둘째, 광역적인 공
공시설정비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플랫폼의 탄력적인 
운용형태에 대해 분석한다. 셋째, 지역플랫폼에 대한 정
부의 지원정책과 함께 정부와 지역플랫폼 간의 협력관계 
구축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지역플랫폼 형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와 공공시설정비사례와 관련해서는 첫
째, 지역플랫폼 증가와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분석하
고 둘째, 나라시노시의 지역플랫폼 형성사례와 공공시설
정비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첫째, 2015년부터 일본에서 시행되
고 있는 지역플랫폼제도와 둘째, 지역플랫폼 형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셋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된 치바현 나라시노시의 지역플랫폼을 
통한 공공시설재생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사례를 연구대상
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일본의 사례를 선정해 분석하게 된 이유
는 공공시설정비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이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재정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학계의 일반론과 같이 
양국은 저출산·고령사회라는 유사한 인구구조를 갖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도 유사한 과제
를 안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안고 있는 민간
투자사업의 활성화 필요성도 재정문제에 기인한다는 공
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간 양국의 접근방법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민간사업자에 대한 MRG와 같은 수익보전
을 통해 활성화하려 하였고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
성과 사업역량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통해 활성화하고 있
다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그동안의 경과 과정을 살펴보
면 한국의 경우 MRG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
문제가 가중되었고 일본의 경우 지역플랫폼을 도입한 이
후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강화하는 정책

을 전개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
어 본 연구에서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게 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나라시노시의 사례를 선정해 분석
한 이유는 일본에서도 공공시설정비에 지역플랫폼을 선
도적으로 도입했고 공공시설정비사업에 재정적으로 취약
한 중소지방도시의 사업사례를 선정함으로써 지역플랫폼
형성이 중소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향상시
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시설정비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효과적인지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 첫째, 일본의 지역플랫
폼 제도와 정책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한다.

둘째, 일본의 지역플랫폼 증가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간의 추이를 비교하기 위한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해 분
석한다. 

셋째, 나라시노시의 지역플랫폼 형성과정과 이를 활용
한 공공시설재생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례자료를 수집
해 분석한다.

넷째, 한국의 민간투자사업의 정책방향을 분석하기 위
해 2020년 1월과 2월에 발표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방
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 분석한다. 

2. 이론적 고찰 

2.1 공공시설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고찰
공공시설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공

공시설은 도로·철도·항만·공항·하천·공원 등과 같은 공공
시설과 정부청사·관사 등과 같은 공용시설 그리고 공공
임대주택과 같은 임대용 주거시설과 교육문화시설·폐기
물처리시설·의료시설·사회복지시설·주차장 등과 같은 공
익시설 등을 말한다[1].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은 사회간접자본으로 지칭되기도 
하며 경제 및 사회활동의 기반이 되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통신시설, 학교 등의 인프라를 말한다.

우리나라의「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을 민간투자
사업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PFI법」으로 약칭함)」은 공공시설 등을 민간투자사업대
상으로 정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민간투자법」에서 정의하는 사회기
반시설을 보면 첫째,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
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의 경제활동 기반시
설, 둘째,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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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 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
한 시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용시설
이나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
해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을 사회기반시설로 정의하고 있
다[2].

한편, 일본의「PFI법」에서 정의하는 공공시설 등을 보
면 첫째,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하천, 공원, 수도, 하수
도, 공업용 수도 등의 공공시설, 둘째, 청사, 숙사 등의 공
용시설, 셋째, 임대주택, 교육문화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갱생보호시설, 주차장, 지하가 
등의 공익적시설, 넷째, 정보통신시설, 열공급시설, 신에
너지시설, 폐기물 처리시설을 제외한 리사이클시설, 관광
시설, 연구시설, 다섯째, 선박과 항공기 등의 수송시설과 
인공위성 그리고 이들 시설에 대한 운용시설, 이상의 시
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정령5)에서 정한 시설을 공공시설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1].

사회간접시설과 공공시설은 유사한 개념이지만 일반
적으로 사회간접시설이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련 제도상의 개념 정
의를 보면 양자 간에 큰 차이는 없으나 명시된 시설수에 
있어서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관련법에 20개 시
설을 명시하고 있고 그 외 시설은 직접 명시하지 않고 범
주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관련법에 30개 시설을 명시하고 있고 
그 외 시설에 대해서도 정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고 명
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대상시설에 대해 사실
상 모두 명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 관련 사업현황
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 관련 인프라가 다수를 차
지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시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고찰

2.2.1 민관협력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고찰
민간투자사업은 공공시설의 개발과 정비 그리고 관리

운영에 민간부문의 자금과 경영노하우를 활용해 저렴하
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민간투자사업은 1992년에 영국에서 PFI사업이 처음 
시행된 후 세계 각국에 도입되었다. 민간투자사업이 등장

5) 내각 및 행정 명령

하게 된 배경은 재정문제와 관련이 있다[3,4]. 영국을 비
롯한 주요선진국들은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
보장 관련 재정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재정부담
을 완화하기 위해 거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공시설정비
에 민간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공공시설정비는 전통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왔으나 재정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민간부문의 
사업역량과 자금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러
한 움직임은 민관협력의 틀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
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민관협력이 등장하게 되
었다. 

광의의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은 민
관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사회기반시설 등을 정비하
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협의의 민관협력은 사회기반시
설을 제공하거나 재생하는 등의 정책사업시행과 관련해 
민관이 협력해 사업목적을 결정하고 공공시설의 공급, 소
유, 운영, 자금조달 등을 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민관협력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민간투
자사업이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긍정론과 부정론
의 2가지 견해가 있다.

긍정론은 저출산·고령화에 의해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부문의 사업역량과 자금을 활용해 공공시설
을 정비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공공시설과 공
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한편, 부정론은 공공재에 속하는 공공시설의 정비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함으로써 공공성이 퇴색될 수 있고 나
아가 공공서비스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지거나 추후 재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견해
이다.

이와 같은 상반된 견해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정문제로 인해 공공시설정비에 민간투
자사업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활발해지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그 명칭과 같이 민간사업자에 의해서
만 추진되는 사업이 아닌 민관이 각자의 전문적인 역량
을 발휘해 추진하는 민관협력사업이다. 따라서 사업을 민
간부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관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도 민관협력사업의 취지를 살
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민관이 적절히 사업리스크와 수익을 분담 및 공유
하며 각자의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발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 관은 관리감독의 주
체로 인식되고 있으며 민은 사업주체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민관협력사업인 민간투자사업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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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서 관이 주관자의 역할을 수행
하지만 사업에 있어서는 관도 민과 같이 대등하게 수익
과 리스크에 대한 조정과 논의를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사
업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부문에 비해 민간투자사업의 전문성과 
사업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쉬운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강화해 금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
는 민간투자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 관련 연구가 필
요한 상황이다.

 
2.2.2 민간투자사업방식에 대한 고찰
민간투자사업은 그간 다양하게 분화되어 크게 7가지 

방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BTO(Build Transfer Operate)방식으로서 

공공시설 등을 사업시행자가 정비한 후 해당 공공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고 사업시
행자가 해당 시설을 약정기간 동안 관리·운영하는 방식
이다. 

둘째는 BTL(Build Transfer Lease)방식으로서 공공
시설 등을 사업시행자가 정비한 후 소유권을 국가나 지
방자치단체에 이전하고 사업시행자는 약정기간 동안 관
리운영권을 갖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임대료
를 수취하는 방식이다.

셋째는 BLT(Build Lease Transfer)방식으로서 공공
시설 등을 사업시행자가 정비한 후 약정기간 동안 제3자
에게 임대해 임대료를 수취하고 약정기간이 종료되면 해
당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넷째는 BOT(Build Own Transfer)방식으로서 공공
시설 등을 사업시행자가 정비한 후 약정기간 동안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을 갖고 관리운영하고 약정기간 만료시
점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
다.

다섯째는 BOO(Build Own Operate)방식으로서 공
공시설 등을 사업시행자가 정비한 후 사업시행자가 소유
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여섯째는 ROT(Rehability Own Transfer)방식으로
서 기존의 공공시설 등을 사업시행자가 정비한 후 약정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소유해 관리운영하고 약정기간
이 종료되면 공공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일곱째는 ROO(Rehability Own Operate)방식으로
서 공공시설 등을 사업시행자가 정비한 후 사업시행자에

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투자사업은 공공시설 

공급 후 해당시설에 대한 소유권 귀속주체와 관리운영 
주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민간투자사업방식은 공공시설과 공공서비
스의 목적이나 성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사업역량에 따라 신중히 선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사업역량이 부족한 경우 효과
적인 사업방식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2.2.3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평가에 대한 고찰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평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가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공공시설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기존의 비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공공의 비용부담과 서비스효과 측면에서 적격한지 여부
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있다. 

정량적 평가에는 영국과 일본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VFM(Value For Money)분석이 있다. VFM분석은 정부
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업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
는 경우와 민간투자방식 즉, PFI사업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공공부문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차액을 계산한 
후 PFI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절감되는 비용의 비율
을 구하는 것으로서 PFI사업의 비용절감효과가 인정되면 
VFM이 있다고 보고 해당 PFI사업의 적격성이 인정되게 
된다[5]. 

공공이 기존의 사업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의 재정부
담액은 시설정비비, 유지·관리운영비, 금리, 간접비용, 리
스크비용 등의 합계액이 되며 PFI사업으로 시행하는 경
우의 재정부담액은 시설정비비, 유지·관리운영비, 금리, 
세금 등과 특정목적회사(SPC) 이익의 합계액이 된다[5].

한편, 정성적 평가는 민간사업자나 금융기관에 대한 
의견 청취시에 우량한 평가가 있었는지 여부, PFI사업 시
행시 서비스질의 향상 여부, 관민 간 리스크의 적절한 분
담 여부, 사업안정성 고려 여부, 검토과제에 대한 해결 여
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평가하게 된다[6].

민간투자사업은 적절한 사업방식선정과 사업적격성 
평가가 핵심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핵심
요소에 대한 의사결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사업추진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역량이 결여되면 사업방식
선정이나 사업적격성 평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공공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
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사업추진역량을 향상시키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9호248

는 것이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
라고 말할 수 있다.

2.3 선행연구분석
공공시설정비와 관련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연구는 

첫째, MRG 관련 민간투자사업의 재구조화에 관한 연구, 
둘째,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셋째, 민간투
자사업방식에 관한 연구, 넷째, 민간투자사업의 제도운영
개선에 관한 연구, 다섯째,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적 영향
에 관한 연구, 여섯째, 민간투자사업의 수익과 리스크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지
역플랫폼을 통한 공공시설정비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
성화나 지역플랫폼에 기반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
업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향상시켜 민간투자사업
을 활성화하는 것과 관련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
황이다.

2.3.1 MRG 관련 민간투자사업의 재구조화에 관한 연구
황보연·손의영·김은영·박현[7]은 서울시 도시철도 9호

선 민자사업 재구조화와 관련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리스
크 보전방식이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
으로 변경되어 재정부담이 감소되었지만 이를 손익공유
형 민자사업방식으로 재구조화하는 경우 재정부담을 추
가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고 사업리스크와 이익을 민관이 
공유할 수 있어 운영비용 절감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고 분석하고 있다.

조혁종·남윤길·김형진[8]은 수익형 민자사업의 자금재
조달과 사업재구조화를 분석하고 있다. 공익효과는 자금
재조달과 사업재구조화에서 모두 발생하지만 후자가 더 
큰 것으로 분석하였고 투자수익률효과는 자금재조달이 
사업재구조화보다 약간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리스크효
과는 MRG조건하에서 자금재조달보다 사업재구조화가 
유리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2.3.2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박용석[9]은 사회기반시설관련사업의 일정비율을 민

자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민자사업특성에 따라 
맞춤형 민자사업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노후인프라정비를 위해 관민 간 민자사업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해룡[10]은 민관협력(PPP)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

한 법제화 과제를 분석하고 관민 간의 신뢰성 확보와 리
스크 분담의 공평성, 의사결정의 투명성, 행정기관의 감
독과 책임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3.3 민간투자사업방식에 관한 연구
황보연·손의영[11]은 서울시 민자사업에 대한 사례분

석을 토대로 민자사업 시설수요와 사업비용에 대한 정확
한 추정이 필요하며 요금결정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투자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비용보전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3.4 민간투자사업의 제도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주재홍[4]은 영국의 PFI사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

리나라의 민자사업이 도입 초기부터 과도하게 많이 추진
되어 사업운영과 정부 부담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일
부 사업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
리고 개선방안으로서 관민 간 명확한 업무분담과 사업추
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장
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수영[3]은 영국과 일본의 PFI사업 도입배경과 특징
을 비교하고 학교 등의 교육시설에 PFI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시설의 특성상 PFI사
업 공모시 학교관계자 등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
하고 있는 점과 사용자요구에 의해 설계가 변경되는 경
우 비용을 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훈[12]은 민자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조건을 사업협약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독
관청의 감독수단이 적절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2.3.5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적 영향에 관한 연구
민기[13]는 BTL사업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관리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에 BTL사업이 포함되지 않아 재정문제를 일으킬 수 있
다고 지적하고 관련 조례제정과 함께 지방의회의 동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2.3.6 민간투자사업의 수익과 리스크에 관한 연구
여동훈·유기원·이강욱·한승원[14]은 정부지원 잠재변

수가 민자사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
고 투자자의 수익타당성 잠재변수가 민자사업의 수익성
과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는 민간투자사업



일본의 지역플랫폼 형성을 통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와 공공시설정비 사례연구 249

의 재구조화와 활성화, 민간투자사업방식과 제도운영개
선,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적 영향, 민간투자사업의 수익과 
리스크에 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본 연구
에서 다루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사업역량 강
화를 통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나 지역플랫폼을 통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
다. 지역플랫폼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사업역
량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기여하
고 있다는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감안하면 이에 대한 연
구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
별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지역플랫폼제도에 대해 분석하고 지역플랫폼 형
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와 공공
시설정비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둘째,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플랫폼의 
다양한 운용형태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셋째, 지역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함께 정
부와 지역플랫폼 간의 협력관계 구축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넷째, 지역플랫폼 증가와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석
하고 있다.

다섯째, 나라시노시의 지역플랫폼 형성사례를 분석한 
후 공공시설정비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영향을 분
석하고 지역플랫폼이 나라시노시의 사업역량강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향상시
켜 침체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분석했다. 

일곱째,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성
과 사업역량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침체된 민간투자사
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 사례분석 

3.1 민간투자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역량 분석
일본은 저출산·초고령사회가 도래하면서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재정수입은 정체되는 
추세에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정
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공공서
비스 수준의 질적인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공공시설을 효과적으로 정비해 공공서비스 수준
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관련 

예산을 절감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에 민간

투자사업을 활용해 공공시설 등을 정비하기 위한「PFI법」
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민간부문의 자금과 경영 및 기술적 능력을 활
용해 공공시설 등의 정비를 촉진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
로 사회자본을 정비하고 저렴하고 양호한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1].

그러나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PFI사업
이 성장하였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PFI사업을 추진
하기 위한 전문성과 사업역량이 부족해 공공시설의 정비
와 유지관리에 PFI사업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2013년 10월에 1,789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PFI사업 추진과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첫째, PFI사업 추
진 여부와 관련해 응답한 1,138개 지방자치단체 중 
15.2%에 해당하는 173개 지방자치단체가 PFI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고 답하였고 10.5%에 해당하는 120개 지방
자치단체는 금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65.5%에 해당하는 745개 지자체는 구체적인 추진계획
이 없다고 답하였고 8.8%에 해당하는 100개 지자체는 
모름으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PFI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15.2%에 불과해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PFI사업에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둘째, 지방자치단체에 PFI사업 전문부서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응답한 1,093개 지방자치단
체 중 1.5%에 해당하는 16개 지자체가 전문부서를 두고 
있다고 답하였고 38%에 해당하는 415개 지자체는 전문
부서는 없으나 담당부서가 있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59%
에 해당하는 645개 지자체는 담당부서가 없다고 답하였
고 1.5%에 해당하는 17개 지자체는 기타에 답하였다. 따
라서 전문부서나 담당부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1.5%와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5]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그동안 PFI사업이 일부 광역지
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고 대부분의 지방자치
단체는 PFI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역량이 부족해 PFI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러한 문제는 지역플랫폼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PFI사업
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확대되지 못했던 주요 요인으
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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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역플랫폼제도 분석
1999년, 일본에「PFI법」이 제정된 이후 PFI사업이 지

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정부와 사업역량이 양호한 광역지
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성장해 온 한계점이 있었다. 그러
나 2007년 무렵부터 지방재정문제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전국의 중소지방자치단체들도 공공시설정비에 PFI사업
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에 내각에서 각의결정된「마
을·사람·일·창생 기본방침 2015」[16]와「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향 2015」[17] 그리고「제4차 사회자본정비 
중점계획」[18]에서 지역플랫폼제도를 추진하기로 결정하
면서 지역플랫폼 형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정비사업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전문성과 사업추진역량
을 강화하려는 정책이 전개되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었던 PFI사업이 전국
의 지방자치단체에 확대되게 되었다.

지역플랫폼제도는 PFI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수
단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법제화된 제도는 아니지
만 내각의 각의결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에 지역플랫폼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부차원에
서 지역플랫폼형성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지역
플랫폼을 형성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를 파견해 
지원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지역플랫폼
이 형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플랫폼과 협정을 맺어 추
가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2015년 이후 지역플랫폼을 운용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3.2.1 지역플랫폼의 형태와 참여자간 네트워크 형성
지역플랫폼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형성되는데 산업계에

서는 지역 내 민간사업자와 컨설턴트·회계사·변호사 등
의 전문가 그리고 지역 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하며 행정
기관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
편, 학계에서는 지역 대학이 참여하고 금융계에서는 지역 
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Fig. 1은 지역플랫폼의 형태와 참
여자를 나타낸 것이다.

지역플랫폼 참여자들은 지역플랫폼을 통해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자신들의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하거나 습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내에 필요한 공공시설정비와 
관련된 안건을 제안하고 실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Local platform & participants[15]

3.2.2 지역플랫폼의 형성과정분석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플랫폼을 형성하는 데에는 크게 

3단계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지역플랫폼을 형성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지역플랫폼의 활동방침을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지역플랫폼 관련 업무를 담당할 부
서를 확정하게 된다. 그리고 지역플랫폼의 주요 참여자들
에게 협력을 의뢰하는 등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는 지역플랫폼을 형성하는 단계로서 지역
플랫폼의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자에 대한 검토가 이
루어지게 된다. 특히 이 시기에는 지역플랫폼 참여자의 
협력이 지역플랫폼의 성과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플랫폼의 운영체계를 구
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사전준비가 이루어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단계는 지역플랫폼을 운영하는 단계로서 프로
그램 결정, 개최일정과 장소 결정, 사업 노하우 등을 강연
할 전문가 섭외, 참여자 모집, 회의와 강연회 개최, 참여
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플랫폼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민관 간에 공
공시설정비를 위한 PFI사업에 관한 대화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3.2.3 지역플랫폼의 활동과정분석 
지역플랫폼 활동은 다음과 같은 5단계의 과정을 거치

게 된다. 
첫 번째 단계는 형성된 지역플랫폼을 통해 해당 지역

이 안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정비과제를 파악하고 인
식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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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단계는 파악된 정비과제를 지역플랫폼을 통해 
안건으로 제안하고 해당 과제와 관련된 우수사업사례와 
사업경험을 공유 및 습득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단계
이다. 

세 번째 단계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공공시설정비사업
을 추진 및 시행하는 단계이다. 

네 번째 단계는 공공시설정비사업 시행결과에 대한 효
과를 파악하고 검증하는 단계이다. 

다섯 번째 단계는 실시한 사업사례 중 우수사업사례를 
선별해 사업노하우화 하는 단계이다[19].

지역플랫폼제도는 이상과 같은 활동과정을 거치면서 
지역 내에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공공시설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안건화해 사업화하는데 기여하고 있
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
체뿐만이 아니라 해당지역의 지역플랫폼 참여자들도 사
업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3.2.4 지역플랫폼의 형성과 PFI사업 추이 분석
지역플랫폼이 증가하면서 PFI사업건수도 지역플랫폼

을 도입하기 이전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Fig. 2는 연도별 지역플랫폼의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5년에 처음 시행된 이후 해마다 지역플랫폼
이 증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 An upward trend in local platforms[20]

한편, Fig. 3은 PFI사업건수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1999년에 PFI사업이 도입된 이후 정부와 광역지방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꾸준이 증가되어 오다가 2010년 무렵
부터 증가세가 감소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성장해 온 PFI사업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며 2014년까지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후 2015년에 지역플랫폼제도가 시행되면서 PFI사
업이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이는 PFI사업이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에서 
벗어나 전국의 중소지방자치단체에 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6)[21].

Fig. 3. a trend of the PFI project[18]

Fig. 3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건수의 추이를 살펴 보면 
지역플랫폼이 도입되기 이전인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년간의 PFI사업건수는 116건이었으나 지역플랫폼이 
도입된 2015년에서 2018년까지 4년간의 PFI사업건수
는 1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플랫폼이 PFI사
업을 활성화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5 지역플랫폼의 다양한 운용형태 분석
지역플랫폼제도는 표준적인 운용형태 이외에 민간투

자사업의 특성에 따라 확장된 운용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플랫폼에는 광역적 지역플랫폼과 지방블
록플랫폼이 있다.

3.2.5.1 광역적 지역플랫폼 분석
단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활동하는 지역플랫폼은 앞

서 분석한 바와 같은 표준적인 형태로 운용되지만 복수
의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정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
에는 표준적인 지역플랫폼 형태에서 확장된 광역적 지역
플랫폼의 형태를 갖게 된다.

6) 일본 내각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3월 기준 인구 20만 이상
의 중핵시의 54.05%가 PFI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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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적 지역플랫폼은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
인 공공시설정비 과제를 갖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로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정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 활용되고 있다. 

이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지역플랫폼들을 연계
시켜 운용하게 되는데 이를 광역적 지역플랫폼이라 한다. 
광역적 지역플랫폼은 최소 2개 이상의 지역플랫폼이 연
계해 공통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안건화해 사업을 추진하
게 된다.

Fig. 4는 광역적 지역플랫폼을 나타낸 것이다. 

Fig. 4. Wide-area local platform[22]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광역적 지역플랫폼은 복수
의 지방자치단체에 형성된 지역플랫폼들을 연계시켜 공
통적인 안건을 설정해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광역에 걸
친 상하수도시설 등과 같은 공공시설정비에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 

  
3.2.5.2 지방블록플랫폼 분석
표준적인 지역플랫폼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형성되

지만 지방블록플랫폼은 전국을 9개 블록으로 나누고 각 
블록 단위로 형성된다. 지방블록플랫폼은 각 블록 내에 
있는 인구 20만인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우선적으
로 지방블록플랫폼에 참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20].

현재, 홋카이도, 도후쿠, 칸토, 후쿠리쿠, 추부, 킨키, 
주고쿠, 시코쿠, 큐슈·오키나와 블록이 형성되어 있다
[22]. 지방블록플랫폼은 각 블록 내에 소속된 지방자치단
체와 지역플랫폼에 사업사례를 보고 및 공유하게 하고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지방블록플랫폼의 역할을 보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된 세미나와 심포지움, 연수 등을 통해 사업 노하우를 공
유하고 사업안건을 형성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단체와 소속된 지역플랫폼들을 지원하고 있다.

Fig. 5는 지방블록플랫폼에 참가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수의 증가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Fig. 5. An upward trend in local block platform[18]

Fig.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방블록플랫폼에 참가하
는 지방자치단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
다. 지방블록플랫폼은 활동 중인 지역플랫폼뿐만이 아니
라 지역플랫폼에 관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어 신규지역플랫폼의 형성을 촉진하고 지역플랫폼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도 지방블록플랫폼을 통해 사업사례에 
대한 노하우 등을 접할 수 있어 PFI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6 지역플랫폼 지원제도 분석
지역플랫폼 지원제도에는 지역플랫폼 협정제도가 있

다. 지역플랫폼 협정제도는 내각부와 국토교통성이 지역
플랫폼과 협정을 맺어 그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협
정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플랫폼의 대표자에 포함되
어야 하며 지역플랫폼의 대표자와 동일한 도·도·부·현 내
의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기관, 민간사업자가 지역플랫폼
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인정해야 한다. 

둘째, 연 1회 이상 지역플랫폼 참가자에게 민간투자사
업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
며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도·도·부·현 내의 민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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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민관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
여해야 한다. 

셋째, 연 1회 이상 지역 내 민간사업자에게 정보를 교
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23].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내각부와 국토교통
성은 지역플랫폼에 직원과 전문가를 강사로 파견하게 되
며 세미나 개최 등을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민간이 제안
한 안건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플랫폼의 
설립 및 운영과 제안안건에 대한 의견청취조사 등을 지
원하게 된다. 

3.3 나라시노시의 공공시설재생플랫폼 형성을 통한 
PFI사업 활성화와 공공시설정비 사례분석

3.3.1 나라시노시의 공공시설재생플랫폼 형성과 PFI 
사업 활성화 

도쿄도 인근의 치바현에 위치한 인구 15만명의 중소
도시인 나라시노시는 한정된 시 재정 여건하에서 노후화
된 공공시설을 재생하기 위해 일본에서도 일찍이 PFI사
업에 지역플랫폼을 도입했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
행하기 위해 산·관·학·금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관계자들
이 모여 민관협력사업을 위한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사업
노하우를 공유 및 습득하기 위해 공공시설재생플랫폼으
로 명칭을 붙인 지역플랫폼을 조직했다. Fig. 6은 나라시
노시의 공공시설재생플랫폼의 형태와 참가자를 나타낸 
것이다.

Fig. 6. Regeneration platform of public facilities in 
Narashino[22]

Fig. 6에 나타난 나라시노시의 공공시설재생플랫폼은 
표준적인 형태라고 말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나라시노시
와 시 상공회의소, 4개 지역은행과 35개 지역기업, 대학
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 

나라시노시가 주최자로서 안건형성과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과 연계된 컨설턴트가 코디네
이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공시설재생플랫폼의 기획조
정과 함께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강연회와 연수회를 진행
하고 있다. 그리고 시 상공회의소는 지역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지역
은행은 사업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시노시는 해마다 공공시설재생플랫폼회의와 세미
나, 직원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 공공시설재생플랫폼회
의에서는 시의 사업정보제공, 강연회와 사업사례 보고회, 
참가자 간 의견교환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사업정보제공을 통해서는 공공시설 재생사업 부
지의 활용과 공공시설재생사업, 공공시설 관리운영 등에 
대한 정보를 참가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강연회와 사업사례 보고회에서는 PFI사업사례
와 민관협력사업사례 등에 대한 강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참가자 간 의견교환회에서는 주제설정을 통한 참가자 의
견교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방침과 자금
조달방법, 민간투자사업과 지역기업 간의 연계활동, 민간
투자사업과 관련된 지역기업의 실무사례 등에 대한 세미
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연수회에서는 시 직원을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
의 정책동향, 공유재산관리, 민자사업, 민간투자사업사
례, 공공시설재생플랫폼형성사업 등에 대한 연수를 진행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7은 나라시노시에서 공공시설재생플랫폼이 개최
되고 있는 모습이다.

 

Fig. 7. a meeting about a regeneration platform for 
public facilities in Narashino[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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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지역플랫폼 활동을 통해 나라시노시는 공공
시설 정비와 재생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역량을 향상시키
고 지역 내 산·관·학·금 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효과를 얻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나라시노시의 관련부서도 지역플랫폼업무와 
PFI사업을 위해 개편하였는데 자산관리업무인 AM(Asset 
Management)업무와 FM(Facility Management)업무, 
시설영선업무 등의 공공시설 관리업무를 자산관리실로 
통합운영함으로써 공공시설재생플랫폼과 PFI사업을 총
괄하기 용이하게 재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3.3.2 나라시노시의 공공시설재생플랫폼 활동과 
     공공시설정비를 위한 PFI사업 사례분석
3.3.2.1 나라시노시의 공공시설재생 사업지구 개요
나라시노시는 공공시설재생플랫폼을 기반으로 민간투

자사업역량을 강화하면서 공공시설재생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쿠보지구 공공시설재생사업
이다. 

나라시노시에 위치한 오쿠보지구는 부지면적이 
45,583㎡로서 기존에 공민관과 시민회관, 도서관, 근로
회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들이 입지해 있었다. 그러나 노
후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나라시노시는 공공시설재생플랫폼을 통해 여러 차
례에 걸친 회의와 심포지움 그리고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동 지구 내의 공공시설에 대한 재건축과 개수를 혼용
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Fig. 8은 오쿠보
지구의 현황과 사업계획을 나타낸 것이다.

Fig. 8. Okubo District and a project plan[24]

3.3.2.2 나라시노시의 PFI사업추진을 위한 공공시설
      재생플랫폼 활동분석
오쿠보사업지구는 2015년에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이 

제안되었으며 2016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나라시
노시는 동 사업과 관련해 2016년부터 공공시설재생플랫
폼과 연계해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시예산을 편성해 
2017년까지 3차례의 공공시설재생플랫폼을 개최하였다.

동 사업은 나라시노시, 시 상공회의소, 지역기업, 지역
은행, 지역대학 등이 참가한 공공시설재생플랫폼을 기반
으로 추진되었다.

오쿠보지구 공공시설재생사업에 대한 추진논의가 진
행중이던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개최된 6차례의 
공공시설재생플랫폼 중 3차례가 오쿠보지구의 공공시설
재생사업과 관련된 것이었다. 3차례 개최된 지역플랫폼 
가운데 2016년 2월에 개최된 제1차 공공시설재생플랫폼
에서는 PPP/PFI와 지역기업연계, 지역기업의 PFI실무경
험, 오쿠보지구 공공시설재생사업 준비에 관한 내용이 다
루어졌고 2016년 5월에 개최된 제2차 플랫폼에서는 오
쿠보지구 공공시설재생사업 현황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
졌다. 그리고 2017년 2월에 개최된 제3차 플랫폼에서는 
오쿠보지구 공공시설재생사업의 우선교섭권자에 대한 설
명과 PPP관민연계형 포괄 관리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졌
다[24]. 

공공시설재생플랫폼 개최 직후에 이루어진 참가기업 
등에 대한 나라시노시의 설문조사에서는 85%의 지역기
업이 PPP/PFI사업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었다고 답변하
였고 62%는 PPP/PFI에 참가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었다
고 답변하였다. 또한 54%는 금후에도 참가하고 싶다고 
답하여[23] 지역플랫폼이 민간투자사업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지역
플랫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PFI에 대한 사업역량을 향
상시키고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시노시는 공공시설재생플랫폼을 통해 사전에 오
쿠보지구의 공공시설을 재생하기 위한 PFI사업역량을 축
적하고 해당 정비사업에 대한 지역구성원의 이해와 협력
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또한 공공시설재생플랫폼의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과 
PFI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관련부서를 개편하였는
데 그간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관련 업무와 창구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시의 관련업무와 공공시설재생플랫폼 
그리고 PFI사업 간의 업무연계성을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지역플랫폼 참가자에게 PFI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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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이해와 실무적 노하우를 축적시켜 오쿠보지구뿐
만 아니라 다른 사업지구의 공공시설재생사업에도 지역
플랫폼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3.3.2.3 오쿠보지구 공공시설재생사업에 대한 PFI
      사업평가
지역플랫폼을 통해 공공시설재생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얻고 사업역량을 축적한 나라시노시는 오쿠보
지구 공공시설재생사업에 PFI사업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
진하게 되었다.

나라시노시는 중소도시의 재정여건상 대규모 공공시
설에 대한 정비비용과 추후 관리운영비용을 시 세수를 
통해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나라시노시
는 PFI사업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즉, PFI사업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와 시가 직접 시행
하는 경우를 비교해 PFI사업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어
느 정도의 재정절감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VFM분석을 실
시했다. 

그 결과, 시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향후 25년간 정비
비가 38억 8천만엔, 유지관리운영비가 70억 8천만엔, 금
리부담이 2억 7천만엔 소요되어 합계 112억 3천만엔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25].

이에 반해 PFI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정비비가 38억
엔, 유지관리운영비가 66억 5천만엔, 금리부담이 5억 6
천만엔이 소요되어 합계 110억 1천만엔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16년 분석 당시의 현
재가치로 산정하는 경우 각각 82억 8천만엔과 79억 1천
만엔으로서 3억 7천만엔, 즉, 4.4%의 재정절감효과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25]. 이에 나라시노시는 사업지구 
내의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PFI사업으로 시행하고 그 외 
민간부대시설은 정기차지방식을 활용한 비PFI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3.3.2.4 오쿠보지구 공공시설재생사업에 대한 
       PFI사업 사례분석
오쿠보지구는 사업적격성평가가 이루어진 후 지방의

회의 승인을 거쳐 PFI사업모집요강이 발표되었고 사업안
을 모집·평가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PFI사
업안에는 주관사와 협력회사 등 10개사가 참여하였고 이
들 회사 가운데 주관사와 계열사 2사를 포함한 5개사가 
출자해 설립한 특별목적회사(SPC)인 나라시노 오쿠보 미
래 프로젝트 주식회사가 사업을 추진하였다[24].

오쿠보지구 공공시설재생사업계획을 보면 사업지구의 

북단에는 기존의 주차장을 철거한 후 공민관과 시민회관, 
도서관으로 사용되는 북관을 신축하고 기존의 도서관 건
물은 북관의 별관으로 리모델링해 카페 등의 민간부대시
설과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한편, 사업지구 남단에는 기존의 근로회관을 남관으로 
리모델링해 어린이와 스포츠를 위한 지원시설로 활용하
게 되었다. 그리고 사업지구의 중앙에는 중앙공원과 함께 
공원 내에 체육관, 테니스장이 각각 신축되었고 남관 주
변에는 입체주차장과 주륜장이 설치되었다. 북관은 본관
과 별관을 합해 연면적이 4,906㎡이며 남관은 연면적이 
2,472㎡이다. 그리고 민간부대시설은 연면적이 1,594㎡
이다. Fig. 9는 오쿠보지구의 사업 후 현황을 나타낸 것
이다.

Fig. 9. Okubo District after the project[24]

동 사업은 시의회로부터 2016년과 2017년 3월에 각
각 시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예산승인과 우선교섭권자
에 대한 승인을 거쳐 최종사업자를 선정해 사업계약을 
체결했으며 2018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0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완공되었다. 

동 사업지구의 북관과 남관 등 주요시설은 PFI사업으
로 진행되었고 사업계약기간 동안의 사업계약금액은 72
억 3,589만 2천엔이었다. 사업계약기간은 SPC와 사업계
약을 체결한 2017년 3월 24일부터 2039년 8월말까지
로 22년 5개월간이었다. 한편, 민간부대사업시설은 PFI
사업이 아닌 정기차지권을 이용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
며 공사착공일로부터 51년간 공공용지에 정기차지권을 
설정해 민간사업자가 약정기간 동안 유지·관리·운영하게 
되었다[25]. 

북관은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후 소유권을 지방자치단
체에 이전하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갖는 BTO방식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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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으며 북관의 별관과 남관은 민간사업자가 개수 후 
운영하는 RO방식으로 시행되었다.

 4. 사례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지역플랫폼 형성을 통한 민간투
자사업 활성화와 공공시설정비사례를 분석하였다. 

일본은 저출산·초고령사회가 도래하면서 지방재정부
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소
요되는 공공시설정비에 민간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민간투자사업은 그동안 인적자원측면
에서 유리한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고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시설정
비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
다. 그 주된 이유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사업역량 부족에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
공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한 과
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2009년에 MRG가 전면 폐지된 
후 공공시설정비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은 장기간 침체된 
상황이어서 민간투자사업의 재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월과 2월
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
한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협의회가 2차례 개최되었다. 기
획재정부 주관으로 개최된 동 협의회에서는 민간투자사
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3가지 추진방향이 발표되었는데 
그 주요 골자를 보면 첫째,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둘째,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강화, 셋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도혁신이 3대 추진방향으로 제시되었다.[26,27].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
업을 조기에 착공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방안이 제시
되었고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기존
의 MRG 보장사업을 축소하고 기존 사업에 대한 타인자
본 조달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제도혁신과 관련해서는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의 다원화와 신규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
한 기반마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신뢰 제고 방안이 제
시되었다[26,27].

이와 같은 활성화방안은 기존에 민간투자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침체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이 해결해야 할 보다 
근본적인 과제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제시되지 않
았다.

MRG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들의 부정확한 수요예
측으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장기간 보전해 주어야 
하는 재정부담문제가 발생한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역량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
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의 사례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공공시설
정비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저출산·초고령사회와 같은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며 막대한 재원이 소요
되는 공공시설정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과 인구구조가 유사하고 지방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정비에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의 전문성과 사업역량이 부족할 경우 원활한 사
업이 어려워지게 되며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성
과 사업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둘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
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 지역플랫폼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산·관·학·금 참여자 간에 사업 노하우와 사업경
험을 공유하고 습득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전문
성과 사업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
투자사업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플랫폼과 같은 민관협력체가 성과를 내고 있는 이
유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 외에도 마
치즈쿠리와 같은 민관협력이 뿌리 깊은 것도 주요한 이
유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도시재생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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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마을만들기사업과 같은 민관협력체가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형성되어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점
을 감안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면 지역플랫폼과 같은 민관협력체를 형성하는데 큰 어려
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공공시설정비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
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사업역량이 매우 
중요하지만 지역사업의 성격이 강한 민간투자사업의 특
성상 지역 내 민간사업자와 금융기관 등 지역플랫폼 참
여자들의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플랫폼은 정기회의나 설문조사활동 이외에도 외
부의 유능한 전문가들을 정기적으로 초빙해 사업노하우
와 사업경험 등과 관련된 강연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함
으로써 지역 내 참여자들의 전문성과 사업역량도 지속적
으로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플랫폼 운영방식 또한 지방자치단체 주관
하에 정기회의와 설문조사 그리고 강연회와 세미나 등이 
중심이 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큰 비용부담 없이 운
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소지방자치
단체에도 운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우리나라에도 마을
만들기 운용비용의 수준에서 큰 어려움 없이 도입 가능
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지역플랫폼은 지역 내 산·관·학·금에 기반한 다
양한 참여자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시켜 공공시설정비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수
행해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지역플랫폼을 통해 공공시설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지역 내 관련분야의 전문가들 수준에서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안건화해 사업추진으로 이어지게 하는 기
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화 가능성을 논의함으로써 사
업실현의 가능성을 사전 검증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과의 논의에 앞서 공공시설정비
가 관 주도로 가시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플랫폼은 
일반 민간협의체와 달리 사업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가능
해 주민논의에 앞서 민간투자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사전
에 검토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다섯째, 지역플랫폼은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형성되고 있지만 공공시설정비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광
역적 지역플랫폼을 형성해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형성
된 지역플랫폼들을 그룹화해 공동으로 공공시설정비사업

을 논의하고 안건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플랫폼은 단일 지방자치단체 내에
서 뿐만이 아닌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광역적인 
공공시설정비도 대응 가능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광역하수도처리사업 
등과 같은 사업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지역플랫폼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플랫폼참
가자의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향상시키는 효과 외에도 지
방자치단체의 관련부서의 행정조직을 민관협력사업에 대
응 가능하도록 재편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정비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이 보편화되고 있
는 상황에서 기존의 행정조직은 이러한 민관협력에 대응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민관협력창구가 일원화되지 않
고 복수의 부서에 산재되거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가 통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업무연계성이 낮아지는 등
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나라시노시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지역플
랫폼을 운용함으로써 분산된 관련창구와 관련부서가 민
관협력에 용이하게 통합운영되는 등의 행정효율성을 촉
진 및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행정부서
의 효율적 재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오늘날 공공시설정비와 관련된 정책은 단지 사회기반
시설을 정비한다는 범위를 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나 민관협력과 같은 다양한 분야와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공공시설정비와 관련된 문제를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와 연계해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해 일본의 지역플랫폼 
형성을 통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와 나라시노시의 공공
시설정비사례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재편에 따라 지
방재정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공
공시설정비에 민간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과제에 대해 일본은 지역플랫폼제도를 통해 지
역 내 산·관·학·금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형성시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사업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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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향상시키고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2009년에 MRG가 폐지되어 장

기간 침체된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에도 시사하는 바
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초고령사회와 같은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
되는 공공시설정비에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해야 할 필요
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과 사업역량이 부족할 경우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시키
기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
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플랫폼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
으로는 한계가 있고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플랫폼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산·관·학·
금 참여자 간에 사업 노하우와 사업경험을 공유하고 습
득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향상시키고 민간투자사업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지역플랫폼과 같은 민관협력체가 성과를 내고 있는 이
유는 마치즈쿠리와 같은 민관협력이 뿌리 깊은 것이 도
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을만들기
사업과 같은 민관협력체가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형성되어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
플랫폼과 같은 민관협력체를 형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
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공공시설정비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
기 위해서는 지역사업의 성격이 강한 민간투자사업의 특
성상 지역플랫폼 참여자들의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지속
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플랫폼은 정기회의나 설문조사활동 이외에도 유
능한 외부전문가들의 사업노하우와 사업경험 등을 강연
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지역 내 참여자들
의 전문성과 사업역량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플랫폼의 운영도 정기회의와 설문조사 그리
고 강연회와 세미나 등이 중심이 되고 있어 지방자치단
체가 큰 비용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어 중소지방자치단
체에도 운용 가능해 우리나라에도 큰 어려움 없이 도입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지역플랫폼은 지역 내 산·관·학·금에 기반한 참

여자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시켜 공공시설정비의 필요성
에 대한 공감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안건화해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실
현 가능성을 사전 검토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과의 논의에 앞서 공공시설정비
가 관 주도로 가시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플랫폼을 
통해 사업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가능해 주민논의에 앞서 
민간투자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데 효과
적이라고 판단된다.

다섯째, 지역플랫폼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형성되지만 
공공시설정비사업의 특성에 따라 광역적 지역플랫폼을 
형성해 복수의 지역플랫폼들을 그룹화해 공동으로 공공
시설정비사업을 논의하고 안건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복수의 지역플랫폼과 연계된 광역적인 공공시설정
비도 대응 가능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
리나라의 광역하수도처리사업과 같은 사업에도 적용 가
능하다고 판단된다.

여섯째, 지역플랫폼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행정부서
의 조직을 민관협력사업에 대응 가능하도록 재편하는 기
능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시노시의 사례
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지역플랫폼을 운용함으로써 분
산된 관련창구와 관련부서가 민관협력에 용이하게 통합
운영되는 등의 행정효율성을 촉진 및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민
간투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행정부
서의 효율적 재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을 민관협력의 관
점에서 접근하기보다 민간사업방식에 주목해 온 점이 적
지 않다. 그 결과 민간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민간에게 맡
기고 관은 감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해 온 측면이 있
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방법은 민간협력의 대표적인 방
식인 민간투자사업을 지협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판
단된다. 즉, 민간투자사업은 관이 전반적인 주관자의 역
할을 수행하지만 사업과정에서는 대등한 입장에서 수익
과 리스크에 대한 조정과 논의를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사
업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주목되지 않았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사업역량에 주목하였으며 
금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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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단일 지방자치단체 내의 지역플랫폼을 중
심으로 분석하였으나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형성하는 
광역적 지역플랫폼에 대한 사례분석연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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