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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자체 민관파트너십(PPP)사업의
추진유형과 시사점
- 일본 요코하마시를 사례로 -

1)

임 성 진*․나 주 몽**

현재 우리사회는 소득수준, 복지, 여가 등에 대한 기대수준이 향상되고 지방화, 분권화가 급속히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는 데 반해 정부재정은 이러한 요구
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이에대해 일본의 요코하마시는 민관파트너십을 통해 민간부문의
자본, 지식, 노하우를 활용하여 민관협력사업의 효율과 효과를 증대시키며 사회기반시설을 확충･개수･
운영･관리를 한다. 본 연구는 일본 요코하마시의 민관파트너쉽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민관협력제
도에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본의 PPP의 유형과 내용, 시설 소유, 자금조달, 수
입측면, 행정개입정도, 도입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본의 민관파트너쉽은 지방정부에서의 적용성이 높고,
지역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복합개발 및 수법의 다양성이 있으며, 사업의 명확한 역할정립으로 단기성과
보다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PPP는 단순히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유입시키는 의의도 지닌다.
주제어 : 민관협력, 민관협력파트너쉽, 민간자본, 인프라스트럭처

Ⅰ. 서

론

경제개발을 둘러싼 국가간 지역간 경쟁의 규모와 속도는 기존의 예측이나 기
대보다 훨씬 크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소득수준 및 복지,
여가 등에 대한 기대수준이 향상되고 지방화, 분권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도로, 철도, 항만, 공항시설 등의 산업기반시설과 전력, 용수, 하수처리,
관광･레저시설 등에 대한 수요도 경제성장속도와 국민소득의 증가속도를 앞지
르고 있다. 즉 복지, 환경, 교육, 지역균형발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등 재
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세수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재정은 이러한 요구
* 주저자, 전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 박사과정 Tel: 010-3646-0999 E-mail: yangsandong@naver.com
** 교신저자, 전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 Tel:062-530-1561 E-mail : najumong@chon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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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2016년 4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변경되었다. 주요 골자는 도로･철도 등 국가기간망, 환경 및 주민편의시설에 대
한 민간의 적극적인 제안 유도와 공공청사와 같은 시급성이 높거나 예산부족등
사업지연 우려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BTL 사업 발굴, 투자위험 분담방식 보
완, 민자 우선검토제도 보완 등을 통해 주무관청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계획 역시 민간부문의 자본을 제외한 역량 활용측면은
누락되어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상황과 흡사한 점이 많은 일본의 경우,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유형인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를 도
입하고, 이후 행정개혁과 더불어 경제 불황의 타개책으로 PPP를 적용하여 일본
의 SOC시설의 충족하였다.1)
한국의 경우 민관협력제도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PPP의 성과가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이유를 시장의 실패나 관리의 문제로 지적하는 등의 다양
한 논의가 진행되었다(김재호, 2013). 이에 민자유치 근거법인 우리나라의 ‘민간
투자법’2)과 일본의 ‘PFI추진법’ 사이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시
설물 중심의 우리나라 민자유치 사업과 공공사업과 서비스 중심인 일본의 PFI
사업 간의 차이도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도로나 교량 등의 대규모 토목공사에
치우쳐져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폐기물 처리시설･시민복지시설 및 여
가시설･특수대학건설 등 복지시설이 일본에서는 민자유치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사회간접시설뿐만 아니
라 공공부문이 담당했던 모든 서비스 부문에 민간부문을 도입한다는 것이다(김
성현, 2007).
우리나라의 민관협력의 목적은3) 투자재원의 확충인 반면, 일본의 경우 투자
재원 이외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민관협력제도를 보면서 민관파트너쉽
1) 손재영, 사회간접자본 정책의 성과와 문제, ｢지역연구｣ 제10권 제1호, 1994, 106쪽.
2) 민간투자법상의 사회기반시설은 대체로 망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망의 실제적인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기 위한 시설이
라는 특징을 갖는다.
3) 현행 민간투자법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의 제출, 주
무관청과의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승인과 주무관청의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등을 수용하여 사회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총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준공 후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소유 또는 사용하여 사용료를 징
수하는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가 등 공공부문은 토지매수업무 등의 대행, 부대사업시행의 허용과 지원, 채무
보증, 보조금 지급이나 장기대부, 부담금과 조세의 감면 등 민간투자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을 하면서도 실시협약의 체결,
감독과 명령, 공익을 위한 처분, 보고와 검사, 민간투자 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를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일정한 규제
를 가할 수 있다. 민간투자법 제25조 제4항, 제45조 내지 제47조, 제51조,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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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업적 유형과 역할분담, 계약조건, 공동 활동･목표, 협력형태 등에 대해 받
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에 생각해 봐야한다.
본 연구는 일본의 PPP사업의 추진수법, 자금조달, 역할분담, 도입사례를 중심
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 민관협력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2.1 민관협력(PPP)의 개념
민관협력(PPP)의 개념적 정의는 다양한 연구자에 의해 제기되었다. 즉 민관
협력은 “일반적으로 민간과 공공행정의 주체가 공적인 역무를 공동으로 수행하
는 제 방식”4), “정책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정부-이익추구기업-비영
리적인 사적 조직 간 협력적 관계의 형태”5), 공공행정조직과 민간기업 또는 각
종 민간조직체(단체 등)간의 다양한 형태와 방식 상의 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관협력을 위한 별도의 사업단위를 만들거나 또는 이러한 별도의 사업단위 없
이도 계약을 통한 민간과의 협력을 수행하는 체계6)를 의미하며, 이를 일본에서
는 ‘民官協治’라고 부른다. 우선 여기서 공적인 역무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 의
문이 되는데, 이는 진정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지만7), 일반적
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행정추진체가 수행하는 과업이나 수행해
야할 것으로 인식되는 과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공적역무를 수
행하는 제 방식과 관련하여 광의적 PPP와 협의적 PPP로 구분될 수 있다.
광의적으로 보면 행정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케 하거나(민간위탁), 공적
4) 김석준, PPP에 관한 소개와 new governance, 2002, 92면.
5) Linder, S.H. and Rosenau, P.V., Mapping the Terain of the Public Private Policy Partnerships. In: P.V.
Roseanu(e.d.). Public Private Policy Partnerships, 1-18. Cambridge, MA: MIT Press, P, 5. 2000.
6) Ludwig Gramlich, Offentliches Wirtschafts Recht, Springer, 2007., S.94,; Mirian Pirnay, Public Private
Partnerships und deren Einordnuug in das Europasche Wettberwerbsrecht, Peter Lang, 2006, S. 10-17PPP의 본래적 의의가 협력적 수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오늘날 PPP가 갖는 의미는 국가와 시장의 상대화로서 영역
의 상대화, 비용의 상대화를 가져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한다. 한편 PPP는 국가고유의 행정기능은 국가의 영역에 유보하
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영역의 완전한 민간이양을 의미하는 소위 민영화와 구별되는 점을 갖는다. 또한 PPP는 행정권과 민간의
협력을 통하여 경제상의 고양된 가치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결국 PPP는 국가 행정권과 민간이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하는 체계
로서 그 활동영역과 비용분담영역이 전통적인 관념에서 상대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협력을 통한 고양된 가치변화를 모색
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7) 공적 역무는 그 수행주체가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역무’로 인식할 수 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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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민영화(Privatisierung),8) 국가기간시설의 건설과 유지에 있어 민간자본
의 유치(소위 PFI: 민자유치), 행정기관구성에의 민간참여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반면에 협의적으로 보면 이는 ‘민간과 행정기관이
그 법적 주체성을 유지하면서 기능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을 뜻한다고 할 수 있
는데, 이와 같은 의미에서 가장 협의적인 PPP방식은 국가기간시설에의 민자유
치(PFI)가 이에 해당한다(강문기, 201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해 양자에 공통되는 이익 극대화 하는 시너
지 효과를 개념적 요소로 하는 민관협력은 그 개념적 정립에 따라 아래에서와
같은 구성요건을 요하게 된다.
첫째, 2개이상의 섹터(사회적 주체)가 참여하여야 한다. 관과 적어도 1개 이상
의 민이 참여하여야 한다. 둘째, 파트너쉽 참여자는 협력활동에 있어서 협정이
나 계약 등에 의해 각자의 책임소재와 역할을 정한 문서상의 공식적인 협의서를
필요로 한다. 셋째, 파트너쉽의 참여자는 활동주체로서 주어진 역할에 상응하는
이익이나 편익을 향유한다. 넷째, 계속적 또는 공동의 활동이어야 한다. 다섯째,
각각의 참여조직은 어느 정도의 자원을 공동 활동에 제고하여야 한다. 여섯째,
비영리-공익활동 분야에 속하는 활동영역을 가져야 한다. 일곱째, 공통된 과제를
가져야 한다. 여덟째, 목적의식을 공유하여야 한다. 아홉째, 상대방의 특성을 인
식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2.2 민관협력의 유형과 역할
민관협력에 대한 개념이 이론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민관협력
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여러 국가에서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관행적으
로 정립해 온 부분이 있어서 실제 사용하는 의미는 각 나라의 정치･행정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민관협력의 유형을 크게는 조직발생 근거에
따른 유형9)과 민간부문의 참여 유형10)으로 나뉠 수 있다.
조직발생 근거에 따라 민관협력 유형을 구분하면, 법률 기반 민관협력, 자발
적 민관협력, 사업기반 민관협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아래 <그림 1>과 같이
8) Stober, Moeglichkeiten und Grenzen einer Privatisierung, in: Tettinger(Hrsg.), Rechtlicher Rahmen fuer
Public-Private-Partnerships auf dem Gebiet der Entsorgung, 1994, S. 29; 이원우,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 확보
를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 공법연구 제 31집 제1호, 2002, 21면 이하 참조.
9) 유영철, 신거버넌스로서 민관협력 그리고 민간투자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제20권 제1호, 2008, pp.28~30에서 발췌 정리.
10) 최덕호, 민관협력방식에 의한 지역개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4, pp.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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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할 수 있다. 법률 기반 협력은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행정 지도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문법적 효력을 가지는 민관협력을 뜻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기
시행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공공서비스의 생산･공급에 대하여 정부에의 기속권
이 인정되므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자발적 민관협력은 민관협력을 정부
가 제안하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영역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고 법률에 기반하
지 않고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양태이다. 법률 기반 협력에서보다 제도적으로 자
유롭게 수행될 수 있고, 기금형성이나 운영과정에도 편리함이 있다.

법률 기반
정책 발전

자발적 기반

지역개발 협력

사업 기반

환경 협력

뉴딜전략 협력
운송협력
보건협력

경제 협력
교육 협력
범죄 및 도시 협력
아동문제 협력
특정 서비스 공급 추진제
(주택 공급 협력)
서비스 공급

민간투자 협력

자료 : 유영철(2008), p.29.
<그림 1> 민관 파트너십 영역간 구조도

사업 기반 민관협력은 정부와 기타 영역들 간에 계약관계로 형성된다. 계약의
범위는 특정 정책, 세부사업, 서비스 공급과 생산에 이르기까지 폭이 넓다.
민관협력 방식에서 민간부문이 어느 정도의 참여를 하느냐에 따라 직접참여
방식, 간접참여 방식, 사무위탁 방식 그리고 민관협력 형태 등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직접참여 방법은 민간부문이 특정 공공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직접
시행하는 형태로 자금조달과 건설, 운영까지 독자적 책임을 지는 형태로서 유료
도로사업이나 유료터널 등의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간접참여 방법은 민간부문이 자본참여만으로 해당사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하
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방법은 공공부문이 사업시행의 주체로서 주도적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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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고 향후 민간자본을 상환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정부 보증채의 발행이
나 공사의 채권발행 민간차입 등이 그 예에 해당된다.
사무위탁 방식은 민간기업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형
태를 말하는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은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민간부문의 기술이나 경영기법 등을 사업운영에 활
용하여 소요 경비의 절감과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방법
이다.
민관협력 형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혼합 형태를 취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역개발 등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대규모의 개발 사업에 민간부문의
자금, 기술, 경영능력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중간에
위치하여 공공부문의 공익성과 민간부문의 수익성을 동시에 모색하고자 하는
민관 혼합출자회사 형태가 바로 민관협력 형태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
의와 교섭을 통해 일정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 내지 동반관계로 과제를 수행해나가는 것이다.
<표 1> 민관협력 방식
역할분담
형태

개요

위탁경영

DBO

BTO

자금
조달

개발

소유

운영

공공이 개발･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스템 운
영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형태

공공

공공

공공

민간

민간은 사업의 설계･개발･운영을, 공공은 사
업성과의 소유 및 예산은 공공이 담당 하는
형태

공공

민간

공공

민간

민간

민간

공공

민간

민간

민간

민간

민간

민간은 사업의 예산, 설계･개발･운영을 담당
하고 개발완료후 소유권을 공공에 이전하는
형태
민간은 사업의 예산, 설계･개발･운영을 담당

BOT

BOO

하고 사업기간 종료후 소유권을 공공에 이전
하는 형태
민간에 사업 예산, 설계･개발･운영을 위임 하
고 사업기간 종료후에도 소유권을 공공에 이
전하지 않는 형태

자료 : 강문수(2011)

민간
민간
(공공*)

민간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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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선행연구의 검토 및 분석방법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PPP의 유형, 협력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김성현
(2008)은 일본 PFI의 전개과정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보조
금 제도의 확대, 기업의 관심과 문제점을 통해 우리나라의 공공사업에 관한 정
보공개와 주민참여 시스템의 확립, 정･관･재의 유착 배제와 진정한 행정개혁의
추진, 대기업의 횡포규제와 중소업자의 경영안정화, 재정 및 공적부담의 과제해
결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상태(2012)는 일본정부의 SOC사업의 계획과 인프라
정비를 중심으로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최민경(2008)은 민간기업에서 민관파
트너십(PPP)사업 경험을 쌓은 인재가 전문가로서 민관협력사업에 참여시킴으로
서 PPP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해외사례연구에 대한 선행연구는 영국을 중심(함정림･김흥수, 2004; 임영수,
2006; 주재홍 2007; 김진근, 2011) 으로 진행되었으며, 일본의 경우는 PFI 교도
소 시설(박상렬, 2008; 후지모토 테츠야･강경래, 2014; 최종식, 2009)과 학교시
설 (김현주, 2007; 유키코 후가자와, 2000), 도시재생(임준홍, 2005; 이삼수와 이
재수, 2009) 등의 서비스시설과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단
일사업이 아닌 지방정부차원의 관점에서 PPP에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가
부족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지자체 차원의 민관
파트너쉽 운용과 민관의 역할분담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 기존의 연
구와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일본 요코하마시의 공공시설의 건설･관리･운영을 위한 민
관파트너쉽의 운용과 민관간의 역할분담에 대해 정책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위해 요코하마시 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해 연구를 진행했다.

Ⅲ. 일본의 민관협력 추진 방법
3.1 일본의 민관협력의 정의 및 도입과정
일본에서는 민간투자를 민간중심차원에서 파악하여 ‘민간활력사업’이라고 하
며, 사안･사건･사업에 따라 정부가 사인(私人)과 계약에 의하여 자본･기술･인력
등을 조달･협력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한다(이와사키, 1995: 22). 일본은 민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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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적 범위를 보다 협의적으로 해석하여 PFI와 민간활력사업을 민관협력사
업(PPP)의 여러 가지 운영방식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길준규, 2004: 127-128).
일본의 PPP 사업이 요구되어진 배경은 경직되어 있는 행･재정 제도, 일본경
제의 불황 등과 더불어 일본 지방교부세의 총액이 지방교부세법에 명확히 정해
져 있고 국세 세수 또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이유로 인해 증가되는 교부세의
요구에 곧바로 응하지 못하는 등 부족한 지방재정의 악화가 계속 되고 있었다.
또한 1990년대 후반 버블경제가 무너지면서 대불황시대에 빠지면서 금융기관
등의 연속적인 파탄 등 경제의 위기에 따른 일본경제의 재생에 막대한 재정자금
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은 “민간 자금 등의 활용
에 의한 공공 시설･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후 PFI)”을 1999년 7월에 제
정하고 하였다.
일본의 PFI는 1996년 11월 13일 제 26회 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발표된 3
가지 원칙에서 일본의 PFI가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①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 위탁한다. ② 행정서비스의 수요자가 되는 국민을 위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한다. ③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이 제창된다’ 라고 하는 3가지 원칙
에서 PFI 개념이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1997년 11월 ｢21세기를 여는 긴급경제대책｣에서 새로운 사회정비수법
인 PFI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1998년 5월 ‘민간자본 등의 활용에 대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었
고 1999년 7월 참의원 본회의에서 ‘민간자본 등의 활용에 의해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PFI 법)이 가결, 7월 30일에 공포가 되었다. 그리
고 같은 해 PFI 법이 9월에 시행되었고, 2006년 10월까지 개정되어 현재에 이
르고 있다(建設定策硏究所･公共事業問題 プロジエクトヴ 編, 2000). 법이
공포되고 실행되는 가운데, 1999년 8월 4일 총리부에 ‘민간자본 등 활용 사업
추진실’(PFI 추진실)이 설치되고, 8월 10일 PFI 추진법의 효과적인 실시와 관계
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민간자본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관계성청연락회의’(PFI 관계성청연락회의)이 설치되는 등 PFI 법
추진을 위한 지원기구들이 설치되었다.
PFI는 PPP의 주요 방법의 하나로서 정착하고 있어 2009년 말까지 실시 방침
을 공표한 PFI사업은 366사업에 이르러 총사업비는 3조 1,767억엔에 달한다.
일본 내각부 PFI추진 위원회의 중간보고(2010년 5월)에서는 “여전히 전체의
약 70%가 서비스 구매형, BTO형이 차지하고, 사업 규모로 보아도 100억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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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사업이 약 80%를 차지하는 등, 소규모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민간의 창의성,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하고 국민에게 저렴하고 양호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표 2> 일본 PFI의 도입과정
연도

국회

정부
10월

통산성 ｢민간주도형인프라연구회｣
설치 ｢21세기를 여는 긴급경제대책｣

11월

건설성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새로
운 사회자본정비검토 위원회｣ 설치

3월

전국종합개발계획 ｢21세기의 국토
의 대설계｣

4월

｢종합경제대책｣

5월

건설성위원회의 중간보고 ｢일본판
PFI의 가이드라인｣ 공포

6월

동산성연구회의 중간보고 ｢일본판
PFI의 실현을 우해｣ 표현

9월

경제기획청 ｢PFI 추진연구회｣ 설치

1월

경제기획청 연구회가 중간정리보고
를 공표

8월

총리부 내정심의실에 ｢민간자급등
활용사업추진실(PFI추진실)｣ 설치

10월

총리부 ｢민간자금등 활용사업추진
위원회(PFI추진위원회)｣ 설치

2000년

3월

PFI법에 기초한 ｢기본방침｣ 책정

2001년

1월

PFI 사업실시 프로세스에의한 리스
크 부담 등에 관한 가이드라책정

1997년

2월

자민당 ｢민간자본주도의 사회자
본정비(PFI)추진조사회｣ 설치

3월 여당 PFI 프로젝트 팀 설치
1998년
5월 제142국회에 PFI법 초안을 제출

7월 PFI 법 공포
1999년
9월 PFI 법 시행

2006년 10월 PFI 법 개정
자료 : 김성현(2001) 추가구성

또한 “독립 채산형 등에서 적절한 리스크 이전이 이루어지는 사업 형태와 특
히 지금까지 별로 사례가 없는 인프라 정비 등의 대규모 사업 및 운영 중시 사
업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이 행정과 동등한 경쟁
조건으로 사업 수행할 수 있도록 세제 및 재정상의 지원도 포함한 PFI제도를 재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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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일본정부의 신성장 전략(2010년 6월 각의 결정)에서는 “국가
및 지방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필요한 사회 자본 정비나 기존 시
설 유지 관리･갱신 수요에 최대한 민간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PFI/PPP의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면서 개수･유지 보전을 포함하여 PPP의 적극적 활
용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의 아베정권에서는 2013년 6월 6일 민간 자금 등 사업 추진
회의 결정에서 민간과 지역 모두에게 매력적인 PPP/PFI사업으로 향후 10년
(2013~22년)에서 12조엔 규모로 유형에 따른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하
고, 목표로 유형별 사업 규모 및 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3.2 일본 민관협력의 추진 내용과 유형
민자유치 대상을 ‘사회간접자본시설’로 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
본에서는 대상사업을 ‘공공적 사업’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다. 일본도 과거에는
‘사회자본시설’이라 하였으나, 현재 행정서비스의 변화가 사회자본시설로 한정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확대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업의 성격으로 인해 ‘공
공적 사업’이라 부르고 있다. ①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전력, 도시가스, 철도, 통
신 등의 사회 인프라 구조물 등의 정비사업으로 과거부터 민간사업에 의해 정착
된 사업과 새로이 민영화된 민간사업이다. ② 민간과 공공의 경계선에 있는 사
업으로 과거 민활법의 특정시설로 대표되는 각종법정시설정비사업과 자치단체
가 기획한 도시교통시스템･시가지개발･테마파크･리조트시설 등의 정비사업이
다. ③ 순민간시설의 범주에 있으나 사업에 공공적 성격이 있는 사업, 비용부담
등의 이유 때문에 민간사업에 의해 성립된 사업이다. ④ 문화, 학술, 복지, 기예,
위생 등의 공익사업이다.
위의 대상사업을 다시 정리하면 건설개념에서 탈피한 문화･학술･복지･기술･위
생 등의 공익사업과 더불어 섹터의 확대를 인정한 개념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PPP는 효율적 공공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정비된 사회간접자본시설
형, 서비스구입형, 관민협조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나 현재에는 독립
채산형과 서비스구입형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은 사업방
식11)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11)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 : 사회간접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준공후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사업, BOT(Build-Own-Transfer)방식 : 사회간접자
본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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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채산형 :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비용을 독립적인 시설의 건설과 관리
등을 행함으로써 서비스 수익자로부터 얻는 이용요금을 통해 회수하는 것이다.
공적부문은 사업허가만 허용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위험부담
을 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유료도로, 유료교량, 터미널시설 및 공항관련 시설 등
이 그 예이다. 일본의 경우 고속도로가 대부분 유료여서 이 방식이 가장 많이
취해지고 있다. 또 민간철도나 전력 및 가스 통신 사업 등도 넓게 이와 같은 유
형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2) 서비스구입형 : 민간사업자가 시설의 건설과 관리를 행하지만, 수익자로
부터 그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이 그 서비스의 구입주체가 된다
는 점에서 독립채산제와 구분된다. 즉 사업위험은 원칙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지
지만 비용을 공공부문이 제공한다는 점에서 독립채산형보다 안정적인 면이 있
다. 공립병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 관민협조형 : 엄밀한 의미에서 제3섹터라 불리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관
민쌍방의 자금을 이용해서 시설의 건설･관리 등을 행하지만 철저히 민간사업자
가 사업을 주도한다. 위의 서비스구입형과는 공공부문이 시설의 건설 혹은 운영
자치단체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는 점이 다르다. 즉 공적 부문에 사업비를
일부 부담하는 경우는 초기투자비용이 크고 사업기간 내에서 회수가 곤란한 경
우 공공부문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독립채산
형과 서비스구입형 모두 보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있어 관민협조형은 큰 의
미가 없어진 상태이다.

3.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관협력 방법
대상사업 선정에 민관협력사업 도입 초기에는 민간사업자의 제외보다는 공공
부문이 민자유치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정하고 사업 참여 공모를 시행하였으나,
현재는 민간부문의 제의에 의한 사업선정을 우선시하고 있다. 물론 공공시설에
관계된 것이므로 공공부문이 공공시설 정비와 계획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은 민간사업자가 PPP 사업의 검토를 행할 수 있도록 미리 공공
시설의 정비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있다.
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업,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
안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사업,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방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존시설을 정비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시시설에 대한 운
영권을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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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관협력사업의 경우 그 절차와 각 단계에서 유형이나 위험 분담 등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패턴이 이루어지지만, 대략적인 공통점은 아래 <그림 2>와
같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공공사업의 계획과 등의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통과하면 주무관청이 사업자 모집공고를 냄으로서 시작된다.
제안서의 평가 후 우선 교섭권자와 차점자를 선정하고, 최선의 합의를 얻을 수
있는 사업자와 계약을 맺게 된다.

자료 : 김성현(2008)
<그림 2> 일본 PFI 사업과정

한편 ｢제3섹터｣가 PFI 사업자가 되는 경우 충분히 검토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책임 분담과 투명성을 갖고 실시하도록 ‘PFI추진법’, ‘PFI기본방침’에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주의하여 볼 점은 실시협약의 실정에서 무상사용시간･통행
료･정부지원 등을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입장을 취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사업
의 내용에서부터 시설의 이관까지 책임분담을 명확히 설정한다는 점이다.
한편 계약의 체결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지방 의회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 즉 운영･유지 관리에 필요로 한 비용을 제외한 예정 가격이 일정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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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한 경우에는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 공공 단
체의 규모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 금액은 <표 3>과 같다.
<표 3> 행정구역에 따른 의회 인정 기준

(단위 : 천엔)

행정구역

기준

도도 부현

500,000

지정 도시

300,000

시(시정 도시 제외)

150,000

읍촌

50,000

자료 : 일본 PFI 가이드라인(2005)
<표 4> 주요 PPP 수법
수법

개요

시설
소유

자금
조달

수입
(행정)

공설
공영

행정이 개수를 개별적으로 발
주하고, 개수 후, 직접 운영

행정

행정

-

포괄
관리

공공시설 등의 관리운영 업무

위탁

를 민간에 위탁

행정

-

요코하마시 남
부 하수오물자
원화센터

공공시설에 도입･관리 운영업
무를 협정에 의한 민간에 위탁

DBO
방식

자금조달을 제외한 설계･건설
관리 운영은 민간에 일괄 위임

행정

계약에 근거하여 민간이 행정
아후에루
시설 등을 사용하고 공공서비
마성주
스를 제공, 설비갱신(개수)는
방식
행정이 부담

행정

설계, 건설자금조달, 관리운영
을 일괄적으로 민간에 위탁. 시
설소유는 공민으로 선택가능

행정/
민간

관민공동 행정과 민간이 공통으로 사업
사업방식 을 하는 모델. (제3섹터 유사)

행정

주요도입
사례
-

대

지정
관리자
제도

PFI
방식

행정개입
정도

행정

민간

자료 : 横浜市･みずほ証券株式会社(2012)

-

요코하마시 미
나토 적십자병
원

행정

-

나가토강 수도
기업 단정배수
정 시설 갱신･
운영업무

행정

시설
사용료
등

세네갈도시 수
도사업

민간

사업권
매각
수입

영국
South
Arahire시 초등
･중학교 등 6개

민간

배당
수입 등

행정

소

퍼시피코 요코
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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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본 지자체의 적용사례
4.1 일본의 지자체의 PPP 추진 배경
일본은 어려운 재정 상황이 계속되고 현재 대량으로 보유한 공공 시설의 노
후화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딛고 나가기 위해
서는 민관의 지혜･노하우를 결집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을 하게 되었다.
특히 PPP는 관민이 제휴하고 공공 서비스의 제공 등을 실시하는 수법을 활용
함으로써 낙후된 공공 시설의 개수, 유지 보전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PPP도입을 신속하게 도입하여 환경정비를 실시하는 것
이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 아래서 향후시장 진출을 위해 공공시설의 개수, 유지
보전에 PPP 도입을 위한 환경정비를 위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지자체의 공공시설 및 인프라에 대한 수리, 유지보전분야에 PPP
를 도입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만 지금까지 일본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요코하마시의 PPP 활용 사례를 소개한다.

4.2 요코하마시의 민관파트너십 사례
(1) PFI법 시행 전의 사례
지방차자치법에 의거 PFI법 시행 전에는 지방자치법 96조에 부담수반의 기부
에 기초한 시설정비를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요코하마시의 사례로 다음과 같이
요코하마 스타디움의 시설정비가 이루어졌다.
시설 명칭

요코하마 스타디움

운용 개시

1978년부터 공용 개시

사업 주체

㈱요코하마 스타디움(요코하마 스타디움 건설 및 운영을 위해서 설립된
사업 주체)

사업 내용

요코하마 스타디움 건설･운영

사업 구조

- 시민의 출자금 등을 포함하고 민간 자금으로 건설 자금을 조달.
- ㈱요코하마 스타디움이 시설 건설 후 요코하마시에 시설을 기부하는 지
방 자치 법 제96조 “부담수반의 기부”를 적용.
- 요코하마시는 ㈱요코하마 스타디움에 사업권을 허용하는 동시에 구장에
드는 유지관리의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
- 통상의 유지 수선비는 사업 주체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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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FI법 시행 이후 사례
PFI법의 시행이 이루진 이후에는 PFI법에 근거하여 시설 정비 및 관리 운영･
민간 자금의 조달이 이루어졌다. 요코하마시에서는 2011년 3월 현재 8개의 사
업으로 PFI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도쓰카 역 서쪽 출구 제1지구에 두종시가지 재개발 사업･가설 점포 정비 등 사업
요코하마시 하수도국 개량 토사플랜트 증설･운영 사업
요코하마 시립 도카이치바 초등학교 정비사업
요코하마 시립 과학 프런티어 고등학교 정비 사업
요코하마시 환경 창조사 북부 오물자원화 센터 소화가스발전 설비정비 사업
요코하마시 세야구 종합청사 및 흐타츠 바시 공원 정비 사업
카와이 정수장 재정비 사업
도쓰카 역 서쪽 출구 제1지구 두종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따른 공익 시설 정비 사업

(3) 민설민영방식
민간이 건설･소유하고 유지 관리･운영을 하고, 일정 요건 하에 공공의 보조를
받는 것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요코하마시의 민설민영방식의
시설로 첫째는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운용, 둘째는 지역핵심병원운영, 셋째로
특별요양노인홈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어린이 집, 요코하마보육원 등 복지 시
설의 대부분은 민설 민영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시설
명칭

요코하마시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운용

운용

2000년부터 제도 운용

개시

개시

사업

2010년 8월 시점에서

주체

42동을 인정

지역 핵심 병원 운용

특별 요양 노인 홈

1983년부터 지정 시작

-

남부병원, 서부병원,
북동병원, 북부병원,
동부병원, 남서부병원

사회복지법인

민이 필요로 하는 고도의
사업
내용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의 건설･운영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핵심
병원의 건설･운영

특별요양노인 홈의
건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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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구조

- 민간의 양질인 임대 주
택을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로 규정하고,

- 요코하마시와 민간 사
업자와의 공동 건설 방
식, 요코하마시의 유치

- 사회복지법인은 요코하
마시로부터 정비비용을
보조 받아 특별요양노

요코하마시는 공급 계
획을 인정한 사업자의
건설비 및 입주자 임대

방식, 기존 병원 활용
방식(요코하마시는 사
업 용지의 대출 및 설

인홈의 시설 건설이나
필요한 설비 정비를 실
시.

료를 일부 보조.
- 입주자 모집과 관리는
시의 주택공급공사 등

계･건설비 보조를 하고
있으나 병원에 따라 대
출 조건, 보조율은 다

- 통상의 유지 수선비는
사업 주체가 부담.

의 지정 사업자가 실시.
- 생활 지원 서비스 업체
가 입주자에 대해서 생

름).
- 통상의 유지 수선비는
사업 주체가 부담.

활보조원 파견서비스
등을 실시.
- 통상의 유지 수선비는
지정 사업자가 부담.

(4) 제3섹터에 의한 민설민영방식
요코하마시가 출자하는 제3섹터가 건설･소유에서 유지 관리･운영까지 모두
갖고 경영 리스크에 대해서도 제3섹터가 갖는 사업 방식이다.
시설 명칭

퍼시피코 요코하마

운용 개시

1992년부터 공용 개시

사업 주체

㈱요코하마 국제 평화 회의장(요코하마시가 출자하는 제3섹터)

사업 내용

파시피코 요코하마의 건설･운영
- ㈱요코하마 국제 평화 회의장이 시설(전시 홀, 컨벤션 센터 등)의 건설･

사업 구조

소유에서 유지 관리･운영까지 실시
- 대수선을 포함한 유지 수선 비용은 시설 소유자인 사업 주체가 부담

(5) 대여에 의한 민설민영방식
공공 시설의 건설･소유하고 해당 시설을 민간에 대여하는 방식이다. 민간 사
업자가 유지 관리･운영을 실시하고, 공공에는 임대료를 주는 사업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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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명칭

요코하마 마린 타워 운용

아카렌가 창고 운용

운용 개시

2009년 5월부터 리뉴얼 오픈

2002년부터 공용 개시

사업 주체

민간 사업자

요코하마시 예술 문화 진흥 재단,
㈱요코하마 아카렌가

사업 내용

사업 구조

요코하마 마린 타워의 운영 사업자
를 공모하며 선정된 민간 사업자에

빨간 벽돌 창고를 임대로 대여하는

게 대여하고 민간 사업자에 의한
운영

등, 민간 사업자에 의한 운영

- 요코하마시가 민간 사업자에 시
설을 대여하고, 민간 사업자가 시

- 요코하마시는 민간 사업자 등에
시설의 대여를 할 민간 사업자 등

설 관리 운영.
- 통상의 유지 수선비는 사업 주체
가 부담

이 시설을 관리 운영.
- 통상의 유지 수선비는 사업 주체
가 부담.

(6) 지정관리자제도(이용요금제)방식
시설 건립 후 지정 관리자가 공공 시설의 유지 관리, 운영을 실시하는 사업
방식이다.
시설 명칭

미나토 적십자 병원

운용 개시

2005년부터 공용 개시

사업 주체

일본 적십자사

사업 내용

- 요코하마 시립 미나토 적십자 병원에서의 지정 관리 업무 (진료, 검진,
정책적 의료, 지역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역할, 이용 요금의 징수, 시설
등의 유지 관리, 물품의 이전, 물품 관리 수탁 연구 등)
- 요코하마 시가 시설 건립 후 일본 적십자사와 관리에 관한 기본 협정을

사업 구조

체결(계약기간 : 2005년 4월부터 2035년 3월까지).
- 시설 등의 보수, 수선 등은 지정 관리자가 실시. 개량 공사(시설의 원형
을 변경하고 기능 향상을 수반하는 공사 등을 말함)는 시와 지정 관리자
가 협의를 갖고 요코하마시의 부담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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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PPP사업의 정책적 시사점
일본 PPP 사례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의 개수･유지보전에 적용해 볼 수 있다.
리스크 분담과 행정의 리스크 이전 정도의 사전 정리 민간에 대한 리스크 이전
을 추진하는 반면 민간 사업자에 따른 부담이 어려운 리스크도 있다. 민관 간의
적절한 리스크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 리스크 이전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해당 사업의 민간 시장 형성의 상황, 각종 법 제도의 제약, 자금 조달의 정확도
재정 운영에 대한 기여 등을 감안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 행정으로서는
PPP와 민간 자금의 활용은 장래의 사업의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인가, 빚 자체
를 분리하는 것인지 사전에 재정상의 목적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인프라 및 시설의 개수, 유지 보전에 적응하는 VFM의 구축 현재
VFM12)방식(주로 PFI사업으로 활용)은 PFI사업에 투입하는 금액(이용 요금 및
세금)이 기존보다 적은 것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지만, 개수 및 이후의
유지 보전의 PPP기법을 검토할 때에 사업 단체에서의 비용 절감된다. 예를 들
면 지역 경제 파급 효과와 공유 자산의 활용에 따른 수입 등의 편익･장래 리스
크가 표면화되었을 때 요코하마시가 부담한다면 VFM은 떨어지게 된다. 특히
유지･보수･보전 사업은 위험 비용 등을 엄밀하게 전망한 다음, VFM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VFM산출 방법의 구축에 대해서 앞으로 민관의 활발한 논의를 기
대한다.
민간 사업자의 경쟁 환경의 정비 및 시설 관련 정보격차를 시정한 개수공사
때 해당 시설을 갖춘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가 동등한 정보량이 되도록, 도면 등
참고가 되는 자료의 정보 공개의 철저, 충분한 현장 견학의 기회 확보 등의 대
응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행정은 향후의 개수공사 업무를 위한 시설의 도
면 등의 기초 자료를 사전에 정비하고 공개할 수 있는 상태로 해야 한다.
이것은 민간 공유 자산의 유효 활용을 촉진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보다
정밀한 민관 리스크 분담하고 개수 후 추가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수 공사에 기
인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기가 어려울 경우도 상정된다. 이런 사태를 상정하
고, 행정은 개수공사 사업 시행 이전의 단계에서 사업별에 민관 소통 등을 통해
서 보다 정밀한 리스크 분담을 검토해야 한다.

12) VFM분석(Value for Money)은 특정 사업을 정부가 수행할 경우, 즉 정부실행대안(PSC)으로 수행할 경우와 민간투자사업 대
안(PFI)으로 수행할 경우의 VFM 값을 비교하여 비용 및 서비스 질의 최적조합을 선택하는 과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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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에 있어 정부와 기업간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관련 학계와 사업 분야에서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경주하여야 그러한 파트너
십이 성공적으로 형성되고 작동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
지 않다. 우리나라의 정부재정과 유사했던 일본은 PPP의 한 유형인 PFI 개념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행정개혁과 더불어 경제 불황의 타개책으로 PFI를 도입하였
으며, 최근에는 상위개념인 PPP를 통해 사회전반에 걸친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민간과의 협력으로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본 연구에 소개된 일본의 민관파트너
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에서의 민관협력시 적용가능한 요소가 많다.
거대자본이 필요한 도로, 항만, 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은 PFI형태로 진행된 반
면에, 서비스기반시설의 경우 PPP를 통해 개발 및 운영･관리가 되었다. 둘째,
획일적인 사업수법이 아닌 지역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복합개발 전략 및 사업수
법으로 사업의 규모와 형태, 계약방식에 따라 다양한 PPP 유형으로 민간부문의
자본, 지식, 노하우를 활용하였다. 셋째, 계획과 사업의 명확한 역할정립으로 단
기성과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일본 지자체의 PPP 활용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는 공공과 민간부문과의 파트
너십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사회
간접자본 시설들의 건설과 운영을 이윤 추구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자본이 담당함
으로써 발생하는 모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공공부문
이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이 건설･소유하고 유지 관리･운영
을 하면서 공공보조를 하는 것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활용해야 하
며, 제3섹터를 통해 건설･소유와 유지관리･운영뿐만 아니라 경영 리스크까지 이
전하는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민관파트너십 관점에서 장기적인 비전과
체계적인 전략수립을 통해 끊임없는 피드백 과정을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미래를 위한 대비 노력이 앞으로 진행될 우리나라의 민관협력 사업에 관심있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어떻게 민관파
트너십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 연구는 보다
많은 민관협력사례에 대한 자료수집과 설문조사와 같은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
지 못한 점과 민관 연계를 위한 과정이 제한적으로 제시된 한계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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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on Implications of PPP in Local
Government of Japan
- Focused on the Case of Yokohama city Sung-Jin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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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ong Na
Professor,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n our current society, the level of expectation about income level, welfare,
leisure, etc. has been elevated. In addition, loc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are
other obvious features in this society. However, while public demands for 'SOC
facilities' are increasing, government finances cannot afford to accommodate
these demands. To solve this problem, Yokohama city, Japan, uses public private
partnerships(PPP). Private sector capital, knowledge, and know-how can help
to increas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PPP projects, and through these
partnerships Yokohama city has been able to expand and administer its
infrastructure. This study introduces the case of a PPP in Yokohama city, Japan
and also uses its implications to help S. Korea to apply Yokohama's example
to their PPP policy. In order to achieve this, our study investigates Yokohama's
PPP; the types and contents, facilities, funding, income, degree of administrative
interventions, and cases of inducements. Some features of Yokohama's PPP are
as follows. It is easy to apply to local government. It makes the utmost use
of regional characteristics which leads to mixed-use development and diversity
of business. It allots each part a clear role in businesses for sustainability rather
than short-term achievement. Through the case of Yokohama, we see that PPP
has a significance not only for building up social infrastructure by attra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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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capital, but also for helping generate private sector creativity and
efficiency in the administrative area.
Key Words : Public-Private Partnership, Private Finance Initiative,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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