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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analyze the tendency and mixed-use of the PFI for the middle schools in Chiba 

Province, Japan.

The Ichikawa 7th middle school has included food supply system, nursery school, auditorium, day service 

center and care house. It consists of 2 PFIs. The one is middle school, food supply system, nursery school and 

Auditorium. The other is Day Service Center and Care House for elderly.

This is the first mixed-use school by PFI in Japan.

The PFI is a very nice tool for the future of our educational environment. But it has weak points, too. This 

paper analyze the case of Japanese PFI for the better results of Korean BT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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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PFI 도입1)

1.1 PFI의 의의

일본의 PFI는 국의 PFI에서 기인한다. 국의 

PFI는 보수당 정권의 메이  수상 집권 당시인 

1992년에 도입되었다.1) PFI2)는 Private Finance 

Initiative3)의 약자로 국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은 

 * 정회원, 운 학교 건축학과 교수

** 정회원, 경기 학교 건축학과 교수

1) 福島直樹 英國における PFI現狀 日刊建設工業新聞社 pp.12 

1999

2) PFI는 한국에서는 BTL로 쓰인다.

가격으로 제공받으려면 민간부분이 갖고 있는 경

의 지혜와 자 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 이라는 사

상에서 국정부의 정책으로 도입되었다.4)

PFI는 원래 공공부문에서 실시하여야하는 사업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 계획의 주도권과 리

책임은 에 있다. 국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

는 책임을 지면서도 민간의 지혜를 도입하는 것으

로 효율화와 서비스 향상을 추구한다.

1.2 영국에서의 PFI의 역사

3) 여기에서의 initiative는 정책을 의미한다.

4) 野田由美子 PFIの知識 日本經濟新聞社 pp.13-1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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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I가 국에서 만들어진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70년  후반 국은 재의 한민국과 마찬가지

로 막 한 재정 자와 비 화한 정부조직의 문제 그

리고 경제 불황에서 기이한 사회 문제가 심각한 상

황이었다. 업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의 쓰 기 수거

마  방치되어 길거리에는 쓰 기와 실업자가 넘치

는 비참한 상황이었다. 국병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1979년에 등장한 처 수상은 강력한 의지와 리더쉽

을 발휘하고 개  추진 의 인을 등용하여 담

한 행정개 을 추진했다. 이 행정개 의 심은 과 

민의 역할을 크게 조정하는 것이다. “민간에게 이

할 수 있는 사업은 가능한 한 민간에게“라는 이념으

로 국 기업과 공 기업을 규모로 민 화 했다.

화 철도 력 수도 항만사업 등을 포함한 국유

사업의 2/3이 민 화되어 국 정부는 81년에서 

1996년까지 685억 운드 (약 130조원)의 매각 액

을 얻어 재정 수지 개선에 충당하 다. 한 경제

으로 정치 으로 즉시 민 화가 부 하다고 단

되는 사업에도 많은 정책이 도입되었다. 

과 민간 역의 재정립은 민간부문의 경쟁원리

와 고객만족의 원칙을 공공부문에 용하여 발 시

켜가는 것이다. 1988년에는 지방공공단체가 직 하

던 쓰 기 수거 사업과 청소, 공공 자동차 리 업

무, 식사업 등도 민간기업과 공공단체 내부의 담

당부서와의 경쟁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하 다. 

시장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민간기업보다도 공공부

문의 효율성 경쟁력이 떨어지면 민간에 탁하는 

것을 의무화 하 다. 그 결과 Outsourcing 시장이 

성장하게 되었다. 1991년에는 메이  수상이 시민

헌장을 발표하여 국민을 고객으로 하고 고객의 편

리성과 쾌 성을 시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상을 강하게 표 하고 있다. 이는 공공사

업에서 발주자 심의 자세를 이용자 심으로 

환하는 획기 인 발 이었다.

 1992년에 네덜란드에서 EU조약이 체결되었다. 

EU의 통화 통합을 하여 재정 자를  GDP의 3%

의 이내로, 정부 채무를 GDP의 60%내에서 억제하

는 재정 수지기 이 정해져 국은 통화 연합에 참

가는 하지 않지만 재무재정의 건 화의 압력이 

국내의 공공사업의 변화를 진시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은 1992년도에 PFI를 공공사업 부문에 

도입하 다.

1.3 일본 PFI의 도입

일본에서는 정부  지방의 재정난과 채권발행 

한도 감소에 한 재정구조 개 이 요구되는 가운

데, 1999년 의원입법에 의해 ‘민간자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정비 진에 한 법률(PFI법)’5)이 시행되

었고, 2000년 사업실시에 한 기본방침이 발표되었

다. 그 후 실시과정, 리스크분담, VFM(Value For 

Money)6), 계약, 검토에 한 5가지 가이드라인이 발

표되었고 사업실시에 있어 정부의 기본방침으로 5

개 원칙(공공성, 민간경 자원 활용, 효율성, 공평성, 

투명성)과 3개 주의(고객주의, 계약주의, 독립주의)

가 제시되었다.

2000년 이후부터 재까지의 사업 건수는 앙정

부 련 31건, 지방정부 31건, 지정도시 28건, 시구 86

건, 사업조합 6건, 특수법인(거의 부분이 독립행정 

법인화된 학교) 28건으로 총 236건이다.(2006. 6)7)

일본의 경우는 국의 PFI와 그 성격이 다르다. 

즉 운 은 어디까지나 이 하면서, 민간사업은 설

계․시행․수선․유지 리 등으로 한정하여, 비용

감을 꾀하는 것이 목표이다. 부 민간이 할 경우 

장 을 더 발휘할 수는 있으나, 그 게 되면 직원들

의 구조조정도 포함되므로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

는다는 것이다.

학교를 로 들면 지방공공단체나 교원들이 담당

하고 지향하는 교육  학교조성이라는 목표에 

해서는 공공 측에서 담당한다. 그리고 PFI 사업자는 

운 , 수선, 유지, 리 등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교원들이 본연의 교육업무에 념할 수 있는 환경

을 마련하는 것이다.

2. 일본의 교육시설 PFI

2.1 일본의 PFI에 의한 학교건설 도입 현황

5) 野田由美子 民營化の戰略と手法 日本經濟新聞社 pp26 

2004

6) VFM 세 의 사용가치를 가장 높이는 방법.

7) 2005년 8월보다 28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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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축에 PFI가 최 로 도입된 시기는 2000년

이며, 그 해 사업방침이 공표되었다. 그 후 고에

서만 16개 사업이 실시 혹은 진행 이다. 학교시설 

자체의 건설․유지 리 외에도 학교 이외의 시설과

의 복합, 수 장․ 식서비스․식당․매 ․시설개

방사업 등의 운 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있다.

재정부담의 축소와 지출 삭감, 민간 노하우 활용

에 의한 서비스향상과 경비 감 등에 심을 보이

는 지방공공단체들의 증가와 더불어 문부과학성은 

2003년 ‘공립학교 시설정비 PFI사업을 한 안내서’

를 발표하 다. 평생학습시설, 고령자시설  보육원 

등의 복지시설, 내 고장 가꾸기 련시설 등과의 복

합화 사례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의 수익성, 보조

 용, 추진체제, 병설시설의 운  유무 등 PFI 

사업 범 를 내용으로 하는 ‘복합화 공립학교 시설 

PFI사업 안내서’가 2004년 출간되었다.8)

2.2 일본의 PFI에 의한 학교건설 방법

일본의 교육시설 PFI는 학교의 통합과 신설에 지

방공공단체가 당면한 재정부담을 덜기 해 도입되었

다. PFI 사업은 계획, 건축, 유지 리, 운  등으로 구

성되며, 사업형태는 공공이 PFI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서비스 가로 사업비를 충당하는‘서비스 구입형’이

다. 한 복합시설에서는 건축 로그램 작성과 실시 

등에 이르기까지를 맡아‘독립 채산성’을 취할 수도 있

다. 이 경우에는 마켓 리스크에 해 한 리스크 

분담을 꾀할 수 있도록 사  조사가 필요하다.

시설정비에 해서는 설계까지 포함한 가 많으

나, 이미 완성한 실시설계에 한 VE9) 제안에 따라 

건설을 시행하는 도 있다. 제시된 요구 수 서를 

근거로 하여 주어진 과제에 해 제안을 하고 액

을 제시한다. 제안 내용은 설계  시행을 하려면 

경우에 따라 IT화, 지구환경기술, LCC10), 가구, 녹

화, 빌딩증후군 책 등의 제안이 요구된다. 유지 감

리  운 에 해서는 청소, 건물 보수 리(경상 

8) 長澤悟 민간투자사업 BTL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한 

국제학술 심포지움 (사)한국교육시설학회 pp67 2005

9) VE: Value Evaluation 기술  요소를 평가함. 평가를 

하여 기 이 되는  기본계획이 필수이다.

10) LCC: Life Cycle Cost 건물의 건설 당시뿐이 아닌 체 

생애 주기에 들어가는 비용

수선․계획 수선․ 규모 수선), 식서비스․식당, 

보안경비가 상이다.

일반 인 PFI의 사업 방식은 BOT11)(Building 

Operate Transfer), BOO12)(Building Operate Own) 

BTO13)방식(Building Transfer Operate）의 3가지이

지만, 재 일본의 경우는 BTO방식이 많다. BOT방

식은 민간의 시설보유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에서 유리하며, 경 면에서도 쉽다. 다만 SPC14)

가 법률상 공교육을 담당할 수 없으며. 공  신분을 

가진 교원이 주가 되는 조건 하에서는 민간의 장

을 발휘하기 어려워 그 의미가 희박해진다는 , 고

정자산세와 도시계획 세 등의 세  납부문제가 발

생한다는 이 문제이다.

사업선정 방식은 PFI사업자 선정에는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이 공공에게 가장 유리한 신청자를 낙찰

자로 선정하는 종합평가 방식인 일반 경쟁 입찰 방

식이 원칙이다. 한 이에 해 정가격 범  내에

서 평가가 가장 높은 사업제안을 한 자를 우선 

상권자로 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공모형 제안방식이 

있다. 이는 결정 후 더욱 좋은 것을 만드는 과정을 

선택하는 데는 뛰어나다. 하지만 여러 제약 조건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의 수의계약 요건을 미리 검

해야한다.

3. 이치카와시 시립 제7 학교의 사례

3.1 이치카와시의 지역현황

이치카와시는 치바 (千葉縣)의 북서부에 치하

고, 동경 도심으로부터 20Km 권내이다. 인구 46만 

2천명(제 7 학교가 있는 교우토구(行德)지구는 약 

15만 5천명)의 도시이다.

사업지인 교우토쿠지구는 우라야스(浦安)시와 에

도가와(江戶川)를 사이로 동경에 인 하고 있다는 

지리  조건에 따라 오래 부터 택지화 되었다. 

1960년  후반 이후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쳐 지하철 

11) BOT 건설-운 -양도

12) BOO 건설-운 -보유내지는 소멸

13) BTO 건설-양도-운

14) SPC: Special Purpose Company PFI사업만을 목 으로 

만든 특수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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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변 경

동서선이 개통하여 도심까지의 편리성이 높아졌다. 

한, 1989년 이후는 일본 체가  출산․고령화

가 진 되고 있던 상황에서도 이 지역은 특히 시내

에서도 보육시설의 미비로 기 아동이 많고, 이치

카와시의 노인복지계획에 있어서 으로 고령

자 시설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지역이다.

3.2 PFI 도입 경위

이러한 상황에 있는 교우토쿠지역에 시립 제7

학교는 1963년에 건설되어 노후화되었다. 1993년에 

校 의 내력도 조사가 행해졌다. 다음 해의 한신 

지진을 거치면서 노후화가 한 校  A동 개축의 

검토가 교육 원회에서 시작되었다. 당 에는 校

의 재건축으로 검토가 이루어 졌으나, 조리 환경의 

향상을 목 으로 식실도 재건축하기로 결정하

다. 한, 신 校 의 여유용 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교우토쿠지역에서도 부족하고 지역의 시민으로부터 

요망이 높았던 규모 집회시설(공회당)을 건물에 

부가하여 정비하고, 지역사회의 거 으로 만들어 

학교의 교육 환경의 충실에 상승효과를 기 하고, 

한, 보육시설의 기

아동이 많은 지역이므로 보육소도 함께 정비하게 

된다.

어하우스나 데이 서비스센터는 이치카와시 노

인복지계획으로 이 지역에 으로 정비가 요구

되었으나, 지가가 높고, 민간이 주도로 참가하는 것

은 기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용용지를 활용한 시

설정비가 요구되었다.

이치카와 시립 제7 학교 校  건설 등 사업의 

추진은 2000년 4월에 시작한 신종합계획의 기본목

표의 하나이다. 1999년에 시행된 “민간자  등의 활

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진에 한 

법률”도 검토하게 되었다.

제7 학교를 신세  교육에 응할 수 있는 학교

로 할뿐만이 아니라, 인구 집지역에 모여 있는 공

공용지를 확보하고, 고령화, 핵가족화가 진 되는 지

역에서의 다세가가 생활, 교류하는 거 으로서, 사람

들이 잊고 사는 “더불어 사는 삶, 교류”를 새로운 

형태로 되돌리는 것을 목 으로 하 기 때문이고, 

이 컨셉의 실 을 PFI방식에 의한 사업으로 진행되

었고, 민간사업자의 창의성이 요구되었다.

3.3 PFI의 형태

[정비형태]

사업 체를 2개의 사업부분으로 나 어 각각 PFI

방식으로 시설정비  유지 리, 운 한다.

1) 이치카와시 제7 학교 校 , 식실, 공회당 정

비 등  보육소 정비 - PFI사업

2) 이치카와시 어하우스15), 데이서비스센터 정

비 - PFI사업

이 2가지의 다른 PFI사업을 동시 진행하여 복수

의 시설을 1개동의 건물로 만든 다른 목 은 

1) 복합시설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시설정비에 

있어서 PFI방식의 특색 있는 사업자의 자 과 노하

우를 활용하여 운 이나 유지 리의 질  향상, 시

설정비비의 감을 통한 LCC의 감축과

2) PFI 기본방침인 “재정상의 지원에 해서는 

민간의 자 을 활용함과 동시에 국가 등의 지원을 

극 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3.4 특정사업의 선정

3.4.1 제7 학교 PFI사업선정의 이유

1) VFM(Value For Money)가 약 9 %기 된다.

2) 기획설계, 건설, 유지 리보수업무를 일 하여 

15) 그룹 어 유닛으로 나 어진 구조로 정비된 노인 어 

기능을 내포한 신형 어하우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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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보육소 내부

그림 3. 어하우스내부

그림 4. 학교 구 교사외부

그림 5. 학교 내부

SPC에 탁함으로서 시설의 효율 , 기능 인 유지

리업무의 추진을 기 할 수 있다.

3) 보육소 시설의 기획, 설계에 운 실 을 가진 

보육소사업자의 직  참여를 유도하여 편리성이 높

은 시설의 내용이 되고, 유아 등의 이용자는 양질의 

보육서비스의 받을 수 있다.

3.4.2 어하우스 PFI사업

1) 시설정비 비를 임 료로서 회수하고, 종래의 

건설방식과 비교하여 시의 단독보조부담분의 경감

이 기  된다.

2) 어운 사업자가 독립채산으로 운 해 시의 

부담이 없다.

3) PFI방식에서는 운 내용이 사업자의 제안으로 

요구된다. 가장 요시되는 서비스 수 이 사업자선

정심사회에서 심사되고 결정되므로 질 높은 서비스

의 확보가 기  된다.

3.5 사업 방식

1) 제7 학교 PFI사업 서비스 구입형, BTO방식

2) 어하우스 PFI사업 독립 채산형, BTO방식 

보육소시설의 기획, 설계에 해서는 보육소 운

사업자를 직  참가시켜 노하우를 반 한 시설로 

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다. 우선 상권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할 때는 참가한 보육소운 사업자와 시

는 별도로 사용임 차계약을 체결한다.

표 1. 시설 개요

장 소 치바  이치카와시 스에히로 1-1-9

시 설
학교 校  A동, 식실, 규모집회시설(공회

당), 보육소, 어하우스, 데이서비스센터

부지면 23,526.42㎡

용 도 제1종 주거지역

공 기 2002년 9월 1일～2003년 8월 31일

건폐율 약 33% (허용건폐율 60%)

용 율 약 101% (허용용 율 200%)

건축면 약 7,676㎡ (신축부분 약 4,610㎡)

연면 약 21,956㎡ (신축부분 약 14,901㎡)

구 조 지상 6층, 지하 1층

층 수 철근 콘크리트 (일부 철근 철골 콘크리트)

높 이 25.3m (제2종 고도지구)

주차장 학교 7 , 보육소 3 , 노인복지시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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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입면도 주 도로

그림 7. 입면도 남측

그림 8, 9. 경(內閣府民間資金等活用事業推進室)

3.6 사업범위

1) 시설의 설계 건설

2) 시설 등의 소유권 이  업무

3) 시설의 운  업무

4) 시설의 유지 리보수업무

시설 체와 련된 업무는 다음과 같음.

1) 건물보수 리 (기능유지를 한 일상 수선을 

포함)

2) 설비보수 리 (기능유지를 한 일상 수선을 

포함. 단, 정보기기 등에 한 업무는 시가 행하고 

본 사업의 상 외로 한다)

3) 외부시설 등 보수 리업무 (식재처리를 포함)

4) 청소업무

5) 보안경비업무 (기계경비로 함)

6) 환경 생 리업무

※ “기능 유지를 한 일상 수선” 이외의 수선의 

취 은 특정 사업 계약에서 명확히 함.

3.7 사업 일정

본 사업의 구체 인 검토는 2000년에 검토 운

원회를 설치하고부터 시행하고, 복합시설의 구체

인 제안을 민간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하

여 2001년에 공모제안방식으로 민간 사업자를 선정

하고 도입가능성조사를 탁했다.

2002년에는 동 사업자와 수의계약에 의한 자문계

약을 체결하고, 한 문가 5명으로 구성된 본 사

업과 련한 민간사업자선정심사회를 설치하여 PFI

법에 따른 실시방침이나 특정사업선정의 공표를 하

고, 제안사업자의 모집, 제안내용의 심사를 거쳐 우

선교섭권자의 결정이나 공표를 행하고, 2003년 2월 

의회에서 특정사업계약을 체결하여 2005년 완공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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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11. 공회당내부(內閣府民間資金等活用事業推進室)

3.8 사업자의 선정

가. 선정 방법: 공모형 제안방식

선정 개요: 참가표명이 있었던 응모사업자의 자격

심사에 해서는 시가 행하고, 합격한 응모사업자의 

제안내용에 해서는 교육, 복지, 건축 등 각 분야의 

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되는 민간사업자선정심사회

에서 심사를 했다. 그 평가 결과의 보고를 받아 시

가 각각의 응모컨소시엄의 비용 내용의 확정하여 

우선교섭권을 결정, PFI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공

표했다.

나. 제안 개요

1) 시가 상정한 총사업비와 비교하여 약 26%의 

삭감되고, 이와 함께 어하우스 입주자의 자기 부

담액도 시가 상정한 액보다 렴하다.

2) 새로운 학교 시설에 요구되는 여유있는 학습 환

경의 확보와 지역개방형 학교시설로서 구 되었다.

3) 유아부터 고령자까지 자연과 할 수 있는 각

종 시설과 원래 지역주민에게서 요청이 많았던 집

회실의 확보 등의 제안이 포함되었다.

4) 시가 상정한 8층 건물을 근린 주민의 생활환경

을 고려하여 5층으로 했다.

5) 역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고, 간선도로에 

면하고 있는 을 고려하여 소한 도로를 넓히고 

야간경 도 배려하여 세련된 디자인으로 구성했다.

한, 시가 사 에 상정한 시설과 비교하여 민간

사업자의 창의성 있는 연구가 충분히 포함된 의욕

인 제안내용이었다.

4. 이치카와시립 제7 학교 PFI의 문제

일본은 90년  반부터 2000년  반까지 10년

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한다. 2차 세계  이후 

한국 쟁을 계기로 성공신화를 리며 세계경제에

서 자신을 따라올 자는 아무도 없다며, 세계의 정상

에 도달 했던 일본의 추락은 길고 험난했다. 역시 

세계를 제패했던 국도 국병을 경험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역경을 넘어서 다시 경제

국으로의 면모를 발휘하고 있다. 과거의 문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었던 방법은 PFI사

업의 도입이었고, 경제의 재기와 행정 개 은 PFI사

업으로 가능했다. 하지만, PFI사업이 아무리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더라도 많은 연구와, 한 활용

방법 없이는 자신을 향하여 던진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일본의 PFI 역사는 아직 기 단계이다. 99년에 

연구가 시작되어 재 복합화로 진행된 학교가 단 1

개교이다.

한국에 비하면 비기간이 길었고 5명의 직원이 담

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상의 오류가 발견된다.

사업에서 상되는 문제를 막기 하여 사  타당

성 조사를 했지만, 기본 계획이 없었고 이 때문에 사

업자 선정이후에 주무 청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가 쉽지 않았다. 교섭기간 역시 5개월로 정보다 지

체되었고, 완공을 개교 정시기인 2004년 9월에 맞

추는 것에 여유가 없었었다고 담당자가 했다.

한 우선 상자가 결정된 이후에도 기본계획이 

없으므로 인하여 타당성 조사와 주민의 요구가 있

었지만, 각 제안자의 의견에 따르는 것 이외에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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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이 없었다.

물론 사업에는 자문단, 주민, 사용자의 의견 반

에 노력하 고, 좋은 VFM을 실 했다.

이번 사업은 복합화를 도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로 운용상의 문제 들이 

조 씩 들어나고 있으므로 이는 앞으로 해결해야하

는 과제이다.

문가를 활용한 사 의 철 한 비와 계획 설

계를 통한 사  검증이 이러한 문제 들의 해결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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